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매일 밤 19 시 30 분부터는 거대 참치 해체 쇼
거대한 참치를 3 부분으로 자르는 해체 쇼의 볼거리는 당신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 경매 및 특별 세일 ★
해체 쇼에서 경매 및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속살(아카미),
마블링 가득한 토로, 머리, 가마 (아가미 주변 부위), 중골 등
다양한 부위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입 한 부위는 그 자리에서
요리하여 제공합니다.

2. 매일 밤 20 시부터는 가위바위보 대회
가위바위보 경기에서 이긴 분께 아래의 상품을 제공합니다.
◆ 센다이 소고기 스테이크
◆ 참치 가마구이 (아가미 주변 부위)
◆ 참치 조림과 타이코 차야 오리지널 사케
◆ 타이코 차야 오리지널 T 셔츠
◆ 타이코 차야 오리지널 라면
* 상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타이코 차야의 바램 - 지진 피해 지역의 지역 활성화
2011 년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를 입은 미야기 현 센다이시
출신의 타이코 차야의 오너.
지진 재해 직후부터 지역 부흥을 위한 참치 해체 쇼를 위해
피해 지역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30 회 이상 방문하였고 앞으로도 타이코 차야의 전
직원들과 함께 지원을 계속하고 싶음을 희망합니다.
영업일의 매출의 일부 및 경매 및 특별 세일에서 얻은 모든
이익은 지진 이재민을 위한 참치 해체 쇼의 참치를 구입하는
데 사용됩니다. 여러분의 협력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경매
1. 진행자가 참치 부위의 입찰 시작가를 발표합니다.
2. 부위를 구입하고 싶은 분은 손을 들어 원하시는 가격을 제시합니다. 입찰 가격은 이전 가격보다
적어도 100 엔 이상 높아야 합니다.
3. 다른 분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할 때까지 진행자는 현재의 최고 입찰가를 반복합니다.
4. 마지막으로 최고가로 입찰을 한 분이 그 부위를 구입하시게 됩니다.

특별 세일 (선착순)
1. 진행자는 참치 부위의 세일가로 정해진 가격을 발표합니다. 또한 몇 명에게 제공할 수 있을지도
발표합니다.
2. 해당 부위를 구입하고 싶은 분은 제공할 수 있는 최대 인원에 도달하기 전에 되도록 빨리 손을
들어 제시해야 합니다.

가위바위보
1. "가위바위보"는 전 고객 대 진행자 형식입니다.
2. 진행자가 "사이쇼와 구 *"(* 의미 : 처음은 주먹)라고 말하면, 전원이 실제로 가위바위보를
하기 전에 리듬을 조절하기 위해 주먹을 내밉니다.
3. 진행자는 '잔켄 ___! "이라고 말합니다. ← 이것은 진행자가 내는 것으로, 구 (바위), 쵸키 (가위),
파 (보)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마음대로 골라냅니다.
4. 처음 2 회까지는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분들과 진행자와 같은 것을 낸 분들이 이겨서 남게
됩니다.
5. 3 번째 이후는 이긴 분들만 가위바위보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6. 마지막까지 싸워서 이긴 분이 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상품마다 이 진행이 반복됩니다.
* 한번 상품을 받으신 분은 다음의 가위바위보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단, 아무도 이기지 않고 다시 가위바위보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시 참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