
 

스프카레 주문방법
（スープカリーの注文方法）

1. 좋아하는 카레를 선택한다.
예) 치킨야채 카레

2. 매운 정도를 선택한다.
예) 2 번

3. 토핑을 선택한다.
예) 치즈(150 엔)를 라이스 위에

그 외에 드링크 메뉴도 있습니다.

카레
(カリーメニュー)

치킨 카레（チキン）　　                                                                950 엔
(치킨, 감자, 당근, 피망, 연근, 가지, 메추리 알)
야채카레  (野菜)　                                                                         950 엔
(브로콜리, 호박, 오쿠라, 감자, 당근, 피망, 연근, 가지, 메추리 알)
치킨야채카레（チキン野菜）                                                          1100 엔
(치킨, 브로콜리, 호박, 오쿠라, 감자, 당근, 피망, 연근, 가지, 메추리 알)
휘시후라이카레（フィッシュフライ）                                                900 엔
(생선 흰살 후라이, 감자, 당근, 피망, 연근, 가지, 메추리 알)
두부카레（豆腐）                                                                           900 엔
(두부, 감자, 당근, 피망, 연근, 가지, 메추리 알) 
부타카쿠니(삶은돼지고기) （豚角煮）                                               1100 엔
(삶은 돼지고기, 감자, 당근, 피망, 연근, 가지, 메추리 알)
전부 라이스 포함입니다. 요리 재료가 예고 없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운 정도 선택
(辛さ設定)

1 번 포카라 (맵지 않아요)                                       무료



2 번 고레파니 (집에서 먹는 정도의 매운 맛)       무료

3 번 카구베니 (매운 것에 자신 있으신 분)           무료

3.5 번 쟈루코또 (아주 매운맛을 좋아하시는 분) 무료

4 번 무쿠티나토 (엄청 매운맛에 중독되신 분)    무료

5 번 토론파스(정말 자신이 있으신 분만)          200 엔
             

처음으로 스프카레를 드시는 분은 1 번에서 3 번을 추천해
드립니다.
*매운 정도 선택은 손님 책임입니다. 무모한 선택을 하셔서
곤란한 상태가 되셔도 저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토핑 메뉴 (라이스)
トッピング（ライス）

치즈　チーズ                                            150 엔
온천 계란  温泉玉子                                   100 엔

      아몬드와 양파  オニオン    　                       100 엔
아몬드와 마늘  ガーリック                           150 엔
마요네즈   マヨネーズ                                  50 엔
마요네즈와 마늘  マヨガーリック                  200 엔
마요네즈와 양파   マヨオニオン　　　　　　   150 엔

토핑 (스프)
                     トッピング（スープ）

      치즈   チーズ                                                 150 엔
낫또   納豆           　                                      100 엔
토로로이모(간 마)  とろろ芋                   　       200 엔
메추리알 (3 개)  うずら卵                                 100 엔
온천 계란  温泉玉子                                        100 엔



      아몬드+마늘  ガーリック                                 150 엔
아몬드+양파  オニオン                                    100 엔
간장조린 무  大根　　         　                         150 엔
베이컨스테이크  ベーコン                                300 엔
구운 두부(반 모)   豆腐　　　                            150 엔
가르반소 콩  ガルバンゾ                                  100 엔
부타카쿠니(삶은 돼지고기)  豚角煮                    350 엔
치킨 다리  チキンレッグ                                  300 엔
휘시 후라이  フィッシュフライ                         200 엔
카망베르 치즈 후라이 (2 개)  カマンベール          150 엔

소프트 드링크
（ソフトドリンク）

      랏시(요구르트 드링크)                                                   330 엔
     （ラッシー）

      아이스 커피                                                    320 엔
     （アイスコーヒー） 

       핫 커피                                                          320 엔
     （ホットコーヒー）

        챠이 (스파이스가 들어간 밀크티)                         350 엔
     （チャ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