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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세트 380엔　　

＋250엔

크기

150ｇ　　     200ｇ　   　    300ｇ　     400ｇ　
　(＋100엔)  (＋150엔)

에스 레귤러 수프
닭 뼈와 야채, 히다카 다시마로 
육수를 우려 일본풍으로 맛을 
낸 수프. ʻ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수프ʼ라는 슬로건을 모토로 
2000년에 창업된 이래 연구에 연구
를 거듭한 클래식 수프 카레입니다.

토마토 바질 수프(+50엔)
야채와 토마토를 조린 후 볶은 
바질을 첨가한 걸쭉하고 감칠맛 
나는 수프 카레.
감칠맛과 산미의 균형이 잘 잡혀 
있어서 어떤 재료와도 찰떡궁합인
담백한 수프입니다.

파키스탄풍 루
장시간에 걸쳐 볶은 양파와 과일
을 독창적으로 개발한 향신료로
끓여낸 카레 루.
본고장 파키스탄 주방장이
직접 전수한 본격적인 향신
료 카레입니다.

★각 수프 or 루 곱빼기는 +100엔입니다.

모든 카레에 토핑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 주세요.
(어린이 카레 제외)

가지 / 단호박 / 오크라  / 연근 /  브로콜리 / 방울토마토

구운 치즈  / 버섯  / 아스파라거스  /  낫토

카망베르 치즈  / 라면 사리(반 개)

라이스에 토핑을 조금 추가한 루 카레(매운맛을 선택해 주세요) / 루스쓰산 쫄깃한 돼지고기 샤부샤부

탄두리 치킨  / 라면 사리(한 개)  / 

⑩이상도
가능합니다

미니 사이즈      중간 사이즈      곱빼기     특곱빼기
백미밥 15곡밥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된 잡곡밥

아사히베쓰산 
나나쓰보시
(쌀 품종명)

원하시는 음료를 1잔 드립니다.메뉴 책 내에서 골라 주세요

카레

토핑

무료 토핑

or

코코넛 그린 스프 (+ 50 엔)

코코넛 밀크와
녹색 칠리 고추는 도움이된다.
지방 연소.

※ 향신료는 3 번입니다.

인원수 (카레 또는 단품)로 주문하십시오. 
또한 어린이 이외의 고객은 테이블 요금 300 엔을받습니다.



★

오징어 먹물 수프 카레　　　　　　　 1,500엔 

탄두리 치킨 카레                              1,150엔 

어린이 카레(만 6세 이하의 어린이 손님만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700엔

 

 1,300엔 

 1,480엔  

1,750엔

1,200엔

대표 카레
원하지 않는 재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가게 추천!! 수제 탄두리 치킨
11종류의 향신료와 요구르트에 2일 동안 절여 숙성시킨 다리살을 장시간에
걸쳐 구워 기름기를 쫙 뺀 ʻ탄두리 치킨ʼ입니다.

（★탄두리 치킨, 당근, 피망, 가지, 단호박, 감자,달걀,양배추）

신선한 해산물이 듬뿍! 
(새우, 가리비, 게, 오징어, 바지락, 초록입홍합, 당근, 감자, 달걀, 양배추)

TV에서 소개되었습니다.

관광객에게 가장 인기!!
（★탄두리 치킨, 당근, 피망, 가지, 단호박, 감자
새우, 가리비, 아스파라거스, 옥수수, 달걀, 양배추)

맛있는 야채가 듬뿍 들어간 요리 야채와 버섯의 웰빙 카레
(당근, 감자, 피망, 가지, 단호박, 연근, 오크라, 잎새버섯, 시메지 버섯, 
달걀, 양배추, 파프리카)

★사진은 토마토 바질 수프

★사진은 스키 점프의 가사이 선수

이 메뉴는 오징어 먹물 수프 한정 메뉴입니다.
（오징어, ★탄두리 치킨, 당근, 감자, 피망, 가지, 단호박）
전설의 주인공도 좋아하는 카레

수제 탄두리 치킨

오렌지 주스, 사탕 증정
(★탄두리 치킨, 당근, 감자, 브로콜리, 달걀, 방울토마토)

바다의 향기를 맛볼 수 있는 해산물 카레

닭고기와 야채의 카레
이것이 단골 메뉴

 북쪽의 미각 스페셜 카레

야채와 버섯의 건강한 카레

(★탄두리 치킨, 당근, 감자, 브로콜리, 달걀) 

가격은 세금 포함입니다



 북쪽의 미각 스페셜 카레         1,750엔

점장의 추천  

★推薦番茄羅勒湯

홋카이도 사슴 햄버거 스테이크와 
야채가 들어간 카레

대표 메뉴&홋카이도 특산물 만끽
관광객에게 가장 인기!!

TV에서 소개되었습니다.

홋카이도 사슴 햄버그 스테이크1,480엔

★토마토 바질 스프를 추천합니다I 

홋카이도 사슴
고단백, 저칼로리
영양 균형이 우수합니다

홋카이도 콤비 카레 세트               ¥ 1,800

· 탄두리 치킨 야채 반 국물 카레

· 해산물 하프 루스 카레

· 홋카이도 산 미니 샐러드
  양파 드레싱

한정 수량



칵테일

퍼지 네이블

카시스 오렌지 

카시스 라씨

★      550엔

490엔 390엔

술

소프트 드링크

  플레인 라씨 　　           　　

  망고 라씨      　　      　　
  블루베리 라씨                   　　
  유자 라씨       　　　　　

          하스캅 라씨　　　　

   커피  　   　　　　 480엔

  홍차      （hot）       480엔 　　

     차이      （hot/ice）  500엔

  카페오레（hot/ice）

  

    

  콜라                    450엔

  

오렌지 주스  　　  450엔　

（hot/ice）　　 　

진저 에일　　　　 450엔　　

  

  480엔

  480엔

　380엔

향신료 자마메탄두리 치킨

우롱차

에스가 선보이는 라씨
신진대사 조절은 물론, 면역력 UP, 혈압 상승을 
억제합니다. 매운 카레로부터 위를 보호해 주는 
작용을 하는 라씨가 최고!

카시스 우롱

카시스 소다

카시스

피치

피치 소다

칸파리 칸파리 오렌지
칸파리 소다

480엔
500엔

500엔

500엔

500엔

음료 세트

위보다 한 잔 뽑아주십시오

라씨 소프트 드링크

 코업 과라나　　    450엔　　

맥주

위스키

향신료 안주

     550엔

     550엔

피치 소다피치 라씨 
쿠냥(우롱차 첨가) 

360엔
탄두리 치킨

Hokkaido
Sapporo classic  550엔

  Alcohol Free(작은 병)   550엔　

Carlsverg                    550엔

당질 제로, 푸린체 제로 무알코올이면서 열량 제로

 
        550엔

와인
(별도 메뉴를 참고해 주세요)

RAM

BACARDI ram highball 550엔　

Dewars highball  550엔

물추가                   550엔

500엔

 
녹차추가  물추가

 우롱차추가온더록스

소주

붉은 매실주
흰 매실주

 　　　　500엔 ★

온더록스

 

온더록스

물추가

소다를 추가
피치 소다

매실주



★아이스 카페 오레　　　　　★아이스커피　　　　　　★우롱차　　　　　　★콜라

380엔

     2,430엔   →  2,400엔    ×

＋＋ OROR OROR

쿠폰 서비스 드링크 이 중에서 골라 주세요.

젤라토

홋카이도 우유
더블 베리

선물로 어떠세요?

레토르트 수프 카레

에스가 고안한 닭고기 조림이 들어간 인기 있는 레토르트 카레를

특별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레토르트 수프 카레3 개 세트

한 분당 4,000엔

예약제(두 분부터 가능)수프 카레 전골

90분 음료 무제한 코스 포함수프 카레 전문점이 제공하는

한꺼번에 두 종류를 맛볼 수 있는 수프 카레 전골연회 플랜

오징어 먹물 수프일반 스프

음료 무제
한 코스

생맥주, 하이볼,
특제 라씨 등

전골의 
마무리를 위해

리소토, 라면 
사리를 제공합니다.

디저트

토마토 바질 수프 OROR 코코넛 코코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