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ミルク屋さんの
チョコレートミルク

チョコレートミルク
フロート

ホットチョコレートミルク

牛奶店的巧克力奶
Milk shop’s chocolate milk

漂浮巧克力奶
Chocolate milk float

抹茶ミルクフロート

漂浮抹茶奶
Green-tea milk float

白巧克力奶
Hot chocolate milk

Please understand that the sourcing regions are subject to change due to changes of supplier.
Some dishes require more time to prepare. Please understand that dishes are not always served in the order they were ordered.
根据食材进货情况，有时可能使用其他产地的食材，敬请谅解。因商品制作上因素，有时可能不会按照下单的前后顺序提供。敬请谅解。

재료 구입시의 사정에 의해 사용 식재료 산지가 변경될 경우가 있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 조리 공정상 제공하는 타이밍이 다소 달라질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크 전문점의 초콜릿 밀크

녹차 밀크 플로트 초콜릿 밀크 플로트

초콜릿 밀크 플로트

650 650

650 650 620

560 560 560

560 620 620

670 670 670

720 720

510

560

560

620

360

510

510

510

510

510

560

560

560

670

Melon soda float

向冰糕、薄煎饼及用餐的顾客以 250 日元的价格提供饮料。 
饮料请从饮料单中的红栏内挑选。

파르페, 팬케이크, 식사 메뉴를 주문하신 고객님께서는 음료수를 250엔에 
제공합니다.드링크 메뉴의 빨간 색 칸 안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Customers ordering a pafarait, pancakes or 
a meal can also order a drink for 250 yen. 
Choose from the options in the red frame 
on the drinks menu.

250



Roast almond and salted caramel parfait   

¥ 770 ¥ 670 ¥ 780 ¥ 680

¥ 810 ¥ 710 ¥ 830 ¥ 730

¥ 810 ¥ 710

¥ 830 ¥ 730

¥ 830 ¥ 730 ¥ 860 ¥ 760 ¥ 860 ¥ 760

抹茶与北海道产小豆日式圣代冰激凌
Green tea and Hokkaido adzuki beans parfait

녹차&홋카이도산 팥의 일본풍 파르페

¥ 860 ¥ 760 ¥ 760 ¥ 660 550

550

550

¥ 780 ¥ 680 ¥ 780 ¥ 680 ¥ 810 ¥ 710

Please understand that the sourcing regions are subject to change due to changes of supplier.
Some dishes require more time to prepare. Please understand that dishes are not always served in the order they were ordered.
根据食材进货情况，有时可能使用其他产地的食材，敬请谅解。因商品制作上因素，有时可能不会按照下单的前后顺序提供。敬请谅解。

재료 구입시의 사정에 의해 사용 식재료 산지가 변경될 경우가 있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 조리 공정상 제공하는 타이밍이 다소 달라질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Topping

Toppings for 
so�-serve ice cream 

soft-serve ice cream 

Whipped cream topping
(sti� or so�)

¥ 200 ¥ 200
whipped cream (stiff) whipped cream (soft)

向冰糕、薄煎饼及用餐的顾客以 250 日元的价格提供饮料。 
饮料请从饮料单中的红栏内挑选。

파르페, 팬케이크, 식사 메뉴를 주문하신 고객님께서는 음료수를 250엔에 
제공합니다.드링크 메뉴의 빨간 색 칸 안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생크림 토핑
(단단한 것, 부드러운 것)

생크림(부드러운 것)생크림(단단한 것)

소프트크림 토핑

附加

附加鲜奶油（硬、软）

鲜奶油（硬） 鲜奶油（软）

附加软冰淇淋

소프트크림
软冰淇淋

토핑

Customers ordering a pafarait, pancakes or 
a meal can also order a drink for 250 yen. 
Choose from the options in the red frame 
on the drinks menu.



塩キャラメルとバナナのパンケーキ

咸奶糖香蕉薄煎饼
Pancakes with salty caramel and banana

소금 캐러멜& 바나나 팬케이크

¥ 950
道産ハスカップとクリームチーズの
はちみつパンケーキ

北海道产蓝靛果奶油乳酪蜂蜜薄煎饼

Pancakes with Hokkaido sweetberry honeysuckle, 
cream cheese, and honey

홋카이도산 하스카프(허니베리)& 크림 치즈 허니 팬케이크 

¥ 930

チョコレートとバナナのパンケーキ

香蕉巧克力薄煎饼
Pancakes with chocolate and banana

초콜릿& 바나나 팬케이크

¥ 950

抹茶と道産あずきの和風パンケーキ

抹茶与北海道产小豆日式薄煎饼

Japanese-inspired pancakes with 
green tea and Hokkaido adzuki beans

녹차&홋카이도산 팥의 일본풍 팬케이크

¥ 950
4種のベリー＆ベリーのパンケーキ  

山莓草莓蓝莓红莓四色薄煎饼
Pancakes with four kinds of berries 

4종류의 베리 팬케이크

¥ 980

練乳いちごのパンケーキ

炼乳草莓薄煎饼
Pancakes with condensed milk and strawberry

연유& 딸기 팬케이크

¥ 980

道産ゑびすかぼちゃとあずきのパンケーキ

北海道产惠比寿南瓜小豆薄煎饼
Pancakes with Hokkaido Ebisu pumpkin and adzuki beans

홋카이도산 펌프킨& 팥 팬케이크

¥ 950

チョコレートとベリーのパンケーキ

巧克力浆果薄煎饼
Pancakes with chocolate and berries

초콜릿& 베리 팬케이크

¥ 980よつ葉バターと
メイプルのパンケーキ

四叶黄油槭糖薄煎饼
Pancakes with Yotsuba butter and maple syrup

요쓰바 버터& 메이플 팬케이크

¥ 880
シナモンアップルとラムレーズンのパンケーキ　
メイプルシロップ添え

桂皮苹果糖酒葡萄干薄煎饼加槭糖汁
Pancakes with apple, cinnamon, rum raisins and maple syrup  

메이플시럽 곁들인 시나몬 애플& 럼레이즌 팬케이크

¥ 930

Please understand that the sourcing regions are subject to change due to changes of supplier.
Some dishes require more time to prepare. Please understand that dishes are not always served in the order they were ordered.
根据食材进货情况，有时可能使用其他产地的食材，敬请谅解。因商品制作上因素，有时可能不会按照下单的前后顺序提供。敬请谅解。

재료 구입시의 사정에 의해 사용 식재료 산지가 변경될 경우가 있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 조리 공정상 제공하는 타이밍이 다소 달라질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

¥ 200 ¥ 200

小麦粉、砂糖、バターミルクパウダー、
全て北海道産１００％。
よつ葉だから作れる、北海道にこだわった
パンケーキです。

よつ葉だから作れる、

北海道の原材料にこだわった

パンケーキ
PANCAKE

向冰糕、薄煎饼及用餐的顾客以 250 日元的价格提供饮料。 
饮料请从饮料单中的红栏内挑选。

파르페, 팬케이크, 식사 메뉴를 주문하신 고객님께서는 음료수를 250엔에 
제공합니다.드링크 메뉴의 빨간 색 칸 안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Customers ordering a pafarait, pancakes or 
a meal can also order a drink for 250 yen. 
Choose from the options in the red frame 
on the drinks menu.

Toppings for 
so�-serve ice cream 

soft-serve ice cream 

Whipped cream topping
(sti� or so�)

whipped cream (stiff) whipped cream (soft)

생크림 토핑
(단단한 것, 부드러운 것)

생크림(부드러운 것)생크림(단단한 것)

소프트크림 토핑

附加鲜奶油（硬、软）

鲜奶油（硬） 鲜奶油（软）

附加软冰淇淋

소프트크림
软冰淇淋

Topping 附加 토핑



960 ¥1,000

乳製品の美味しさを存分に
お楽しみいただける
お食事メニューをご用意しました。

550
550

550

お子様
パンケーキプレート

お子様
マヨグラタンプレート

チーズスクランブルエッグとベーコンの
お食事パンケーキ  

贅沢仕立てのオニオングラタンスープ　
パンケーキ添え

スープ単品 

たっぷり野菜のクリームミネストローネ　
パンケーキ添え

スープ単品 

Orders of spaghetti, gratin or rice 
gratin come with a side salad.

Orders of pancakes, the soup set or the a la 
carte soup do not come with a side salad.

550

Please understand that the sourcing regions are subject to change due to changes of supplier.
Some dishes require more time to prepare. Please understand that dishes are not always served in the order they were ordered.
根据食材进货情况，有时可能使用其他产地的食材，敬请谅解。因商品制作上因素，有时可能不会按照下单的前后顺序提供。敬请谅解。

재료 구입시의 사정에 의해 사용 식재료 산지가 변경될 경우가 있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 조리 공정상 제공하는 타이밍이 다소 달라질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

奶酪炒蛋腊肉薄煎饼
Pancakes with cheesy scrambled eggs and bacon 

치즈 스크램블 에그와 베이컨 곁들인 팬케이크 特制盛馔奶汁烤洋葱汤加薄煎饼

Luxurious onion soup au gratin with pancakes 
on the side

호화로운 양파 그래탱 스프와 팬케이크
丰富蔬菜奶油通心粉汤加薄煎饼

Vegetable-rich, creamy minestrone with 
pancakes on the side

야채가 가득한 크림 미네스트로네와 팬케이크

¥1,000

¥1,000 ¥1,100 ¥1,100

¥980 ¥980
¥770

¥980
¥770

¥770 ¥770
薄煎饼儿童套餐
Kid’s pancake plate (with free gift)

어린이 팬케이크 플레이트(서비스 포함)

向冰糕、薄煎饼及用餐的顾客以 250 日元的价格提供饮料。 
饮料请从饮料单中的红栏内挑选。

파르페, 팬케이크, 식사 메뉴를 주문하신 고객님께서는 음료수를 250엔에 
제공합니다.드링크 메뉴의 빨간 색 칸 안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Customers ordering a pafarait, pancakes or 
a meal can also order a drink for 250 yen. 
Choose from the options in the red frame 
on the drinks me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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