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직 라이스   보존식품

상품명

희망 소매가격

 (세금 별도)

보존기간

내용량

원재료명

새우 게 소맥 메밀 새우 게 소맥 메밀 새우 게 소맥 메밀

계란 우유 낙화생 아몬드 계란 우유 낙화생 아몬드 계란 우유 낙화생 아몬드

전복 오징어 연어알 오렌지 전복 오징어 연어알 오렌지 전복 오징어 연어알 오렌지

캐슈너트 키위 쇠고기 호두 캐슈너트 키위 쇠고기 호두 캐슈너트 키위 쇠고기 호두

참깨 연어 고등어 대두 참깨 연어 고등어 대두 참깨 연어 고등어 대두

닭고기 바나나 돼지고기 송이버섯 닭고기 바나나 돼지고기 송이버섯 닭고기 바나나 돼지고기 송이버섯

복숭아 마 사과 젤라틴 복숭아 마 사과 젤라틴 복숭아 마 사과 젤라틴

JAN 코드

에너지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식염 상당량

・영양성분 표시 값은 기준치 입니다.

백반 미역 밥 야채 밥

  알레르기 정보

본 제품의 원재료에

는 알레르기 특정원

재료 등 28품목을 사

용하지 않았습니다.

4531717310145 4531717310220 4531717310114

영양성분표시

280엔 320엔 320엔

5년

100g

멥쌀 (일본산) 멥쌀 (일본산) , 미역, 조

미과립 (식염, 효모진액)/

조미료 (아미노산 등), 산

미료

멥쌀 (일본산), 야채 밥의

재료 (무잎, 식염, 설탕)/

조미료 (아미노산)

1.0g 1.0g 0.9g

84.8g 82.8g 81.7g

388kcal 378kcal 374kcal

6.0g 6.1g 5.8g

0.01g 2.1g 3.1g

・본 제품의 제조공장에서는 새우・게・소맥・계란・우유・참깨・고등어・대두・닭고기・돼지고기를 포함한 상품을 제

조하고 있습니다.



매직 라이스   보존식품

상품명

희망 소매가격

 (세금 별도)

보존기간

내용량

원재료명

새우 게 소맥 메밀 새우 게 소맥 메밀 새우 게 소맥 메밀

계란 우유 낙화생 아몬드 계란 우유 낙화생 아몬드 계란 우유 낙화생 아몬드

전복 오징어 연어알 오렌지 전복 오징어 연어알 오렌지 전복 오징어 연어알 오렌지

캐슈너트 키위 쇠고기 호두 캐슈너트 키위 쇠고기 호두 캐슈너트 키위 쇠고기 호두

참깨 연어 고등어 대두 참깨 연어 고등어 대두 참깨 연어 고등어 대두

닭고기 바나나 돼지고기 송이버섯 닭고기 바나나 돼지고기 송이버섯 닭고기 바나나 돼지고기 송이버섯

복숭아 마 사과 젤라틴 복숭아 마 사과 젤라틴 복숭아 마 사과 젤라틴

JAN 코드

에너지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식염 상당량

・영양성분 표시 값은 기준치 입니다.

・우메쟈코밥에 사용하는 치리멘쟈코는 새우,게들의 생식지역에서 어획하였습니다.

우메쟈코 밥 근채 밥 고모쿠 밥

320엔 320엔 340엔

4531717310121 4531717310343 4531717310329

영양성분표시

374kcal 367kcal 380kcal

5년

100g

멥쌀 (일본산) , 조미과립

(식염, 가츠오부시분말, 설

탕, 그 외), 절임 매실, 절임

치리멘쟈코, 파/조미료 (아

미노산 등), 산미료, 착색료

(적양배추, 캐러멜), 산화방

지제 (비타민 E)

멥쌀 (일본산), 조미과립 (설

탕, 식염, 표고버섯 진액, 표

고버섯 분말, 효모 진액, 가

츠오부시 분말, 곤부 분말,

옥수수 전분), 표고버섯, 절

임 연근, 당근, 우엉/

조미료 (아미노산), 착색료

(캐러멜), pH 조정제

멥쌀 (일본산), 고모쿠밥의

재료 (죽순, 연근, 당근, 식

염, 가츠오부시 진액, 우엉,

설탕, 덱스트린, 표고버섯,

표고버섯 진액, 발효 조미

료, 풍미 조미료 (가츠오

등), 효모 진액, 식물유지) /

조미료 (아미노산 등), 착색

료 (캐러멜), 산화방지제 (비

타민 E), 표백제 (차아황산

Na)

  알레르기 정보

본 제품의 원재료에

는 알레르기 특정원

재료 등 28품목을 사

용하지 않았습니다.

80.6g 82.7g 82.1g

3.4g 3.0g 2.4g

6.8g 5.9g 6.7g

1.0g 1.0g 1.1g

・본 제품의 제조공장에서는 새우・게・소맥・계란・우유・참깨・고등어・대두・닭고기・돼지고기를 포함한 상품을 제

조하고 있습니다.



매직 라이스   보존식품

상품명

희망 소매가격

 (세금 별도)

보존기간

내용량

원재료명

새우 게 소맥 메밀 새우 게 소맥 메밀 새우 게 소맥 메밀

계란 우유 낙화생 아몬드 계란 우유 낙화생 아몬드 계란 우유 낙화생 아몬드

전복 오징어 연어알 오렌지 전복 오징어 연어알 오렌지 전복 오징어 연어알 오렌지

캐슈너트 키위 쇠고기 호두 캐슈너트 키위 쇠고기 호두 캐슈너트 키위 쇠고기 호두

참깨 연어 고등어 대두 참깨 연어 고등어 대두 참깨 연어 고등어 대두

닭고기 바나나 돼지고기 송이버섯 닭고기 바나나 돼지고기 송이버섯 닭고기 바나나 돼지고기 송이버섯

복숭아 마 사과 젤라틴 복숭아 마 사과 젤라틴 복숭아 마 사과 젤라틴

JAN 코드

에너지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식염 상당량
・영양성분 표시 값은 기준치 입니다.

340엔 340엔 350엔

5년

100g

멥쌀 (일본산), 조미과립 (조

미향신료, 향미향신료, 설

탕, 부용, 조미 파우더, 카레

분말), 조미 옥수수, 당근,

조미 양파/조미료 (아미노산

등), 향신료 추출물, 향료,

미립 이산화규소, 산화방지

제 (비타민 E), 감미료 (감

초)

멥쌀 (일본산), 조미과립 (유

당, 식염,설탕, 전분, 포도

당, 야채파우더, 덱스트린,

어개진액 파우더, 단백가수

분해물, 치킨 진액 파우더

(소맥・대두를 포함), 파슬

리, 향미식용유 (새우 포함),

향신료), 적색피망, 조미 새

우 (참깨포함), 조미 양파/조

미료 (아미노산 등), 착색료

(치자), 미립 이산화규소, 향

료, 산미료, 산화방지제 (비

타민 E), 향신료 추출물

멥쌀 (일본산), 조미과립 (유

당, 식염, 설탕, 치킨 진액 파

우더, 분말유지 (대두・돼지

고기를 포함), 야채 파우더,

분말간장 (소맥 포함), 어개

진액 파우더, 효모 진액 파우

더, 파슬리, 식용가공유지, 단

백가수분해물, 향신료, 향미

식용유 (고등어 포함), 닭기

름, 포도당, 양파), 조미 옥수

수, 조미 새우 (참깨포함), 당

근/조미료 (아미노산 등), 착

색료 (캐러멜), 산미료, 향료

드라이카레 파에야맛 밥 새우 필래프

376kcal 372kcal 378kcal

6.1g 6.5g 6.5g

  알레르기 정보

본 제품의 원재료에

는 테두리가

으로 칠해진 알레르

기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531717310336 4531717310312 4531717310251

영양성분표시

3.5g 3.0g 3.5g

・본 제품의 제조공장에서는 새우・게・소맥・계란・우유・참깨・고등어・대두・닭고기・돼지고기를 포함한 상품을 제

조하고 있습니다.

1.1g 1.1g 1.5g

82.0g 82.2g 81.5g



매직 라이스   재해 구호용 보존 식품

상품명

희망 소매가격

 (세금 별도)

보존기간

내용량

원재료명

새우 게 소맥 메밀 새우 게 소맥 메밀 새우 게 소맥 메밀

계란 우유 낙화생 아몬드 계란 우유 낙화생 아몬드 계란 우유 낙화생 아몬드

전복 오징어 연어알 오렌지 전복 오징어 연어알 오렌지 전복 오징어 연어알 오렌지

캐슈너트 키위 쇠고기 호두 캐슈너트 키위 쇠고기 호두 캐슈너트 키위 쇠고기 호두

참깨 연어 고등어 대두 참깨 연어 고등어 대두 참깨 연어 고등어 대두

닭고기 바나나 돼지고기 송이버섯 닭고기 바나나 돼지고기 송이버섯 닭고기 바나나 돼지고기 송이버섯

복숭아 마 사과 젤라틴 복숭아 마 사과 젤라틴 복숭아 마 사과 젤라틴

JAN 코드

에너지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식염 상당량

・영양성분 표시 값은 기준치 입니다.

5년

5.125kg 5kg

멥쌀 (일본산)

후리카케 (조미 시소, 조미

미역) /조미료 (아미노산),

산미료

멥쌀 (일본산), 미역밥의 재

료 (미역, 미역조미료 (식염,

효모 진액))/조미료 (아미노

산 등), 산미료

멥쌀 (일본산), 야채 밥의 재

료 (무잎, 식염, 설탕)/조미

료 (아미노산)

백반 미역 밥 야채 밥

11,000엔 14,000엔 14,000엔

393kcal 380kcal 374kcal

6.2g 6.2g 5.8g

  알레르기 정보

본 제품의 원재료에

는 알레르기 특정원

재료 등 28품목을 사

용하지 않았습니다.

4531717340050 4531717340128 4531717340104

영양성분표시

1.1g 2.0g 3.1g

・본 제품의 제조공장에서는 새우・게・소맥・계란・우유・참깨・고등어・대두・닭고기・돼지고기를 포함한 상품을 제

조하고 있습니다.

1.0g 1.0g 0.9g

85.8g 82.8g 81.7g



매직 라이스   재해 구호용 보존 식품

상품명

희망 소매가격

 (세금 별도)

보존기간

내용량

원재료명

새우 게 소맥 메밀 새우 게 소맥 메밀 새우 게 소맥 메밀

계란 우유 낙화생 아몬드 계란 우유 낙화생 아몬드 계란 우유 낙화생 아몬드

전복 오징어 연어알 오렌지 전복 오징어 연어알 오렌지 전복 오징어 연어알 오렌지

캐슈너트 키위 쇠고기 호두 캐슈너트 키위 쇠고기 호두 캐슈너트 키위 쇠고기 호두

참깨 연어 고등어 대두 참깨 연어 고등어 대두 참깨 연어 고등어 대두

닭고기 바나나 돼지고기 송이버섯 닭고기 바나나 돼지고기 송이버섯 닭고기 바나나 돼지고기 송이버섯

복숭아 마 사과 젤라틴 복숭아 마 사과 젤라틴 복숭아 마 사과 젤라틴

JAN 코드

에너지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식염 상당량
・영양성분 표시 값은 기준치 입니다.

・우메쟈코밥에 사용하는 치리멘쟈코는 새우,게들의 생식지역에서 어획하였습니다.

5년

5kg 2.15kg

멥쌀 (일본산), 우메쟈코 밥

의 재료 (가츠오 조미료 (식

염, 가츠오부시 분말, 설탕,

그 외), 절임매실, 조미 치리

멘쟈코, 파)/조미료 (아미노

산 등), 산미료, 착색료 (적

양배추, 캐러멜), 산화방지

제 (비타민 E)

멥쌀 (일본산), 고모쿠밥의

재료 (죽순, 절임 당근, 식

염, 간장 (소맥・대두를 포

함), 아부라아게, 설탕, 치킨

진액, 치킨 부용 (유성분을

포함), 우엉, 덱스트린, 송이

버섯, 송이버섯 진액, 발효

조미료)/조미료 (아미노산

등), 착색료 (캐러멜), 산화

방지제 (비타민 E)

멥쌀 (일본산), 알파화 쌀가

루 (멥쌀 (일본산)), 식염

우메쟈코 밥 고모쿠 밥 흰 죽

14,000엔 14,000엔 12,000엔

374kcal 380kcal 163kcal

6.9g 6.6g 2.5g

  알레르기 정보

본 제품의 원재료에

는 테두리가

으로 칠해진 알레르

기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531717340111 4531717340135 4531717340043

영양성분표시

3.4g 2.1g 1.0g

・본 제품의 제조공장에서는 새우・게・소맥・계란・우유・참깨・고등어・대두・닭고기・돼지고기를 포함한 상품을 제

조하고 있습니다.

1.0g 1.3g 0.4g

80.6g 81.9g 35.6g



매직 라이스   조스이

상품명

희망 소매가격

 (세금 별도)

보존기간

내용량

원재료명

새우 게 소맥 메밀 새우 게 소맥 메밀 새우 게 소맥 메밀

계란 우유 낙화생 아몬드 계란 우유 낙화생 아몬드 계란 우유 낙화생 아몬드

전복 오징어 연어알 오렌지 전복 오징어 연어알 오렌지 전복 오징어 연어알 오렌지

캐슈너트 키위 쇠고기 호두 캐슈너트 키위 쇠고기 호두 캐슈너트 키위 쇠고기 호두

참깨 연어 고등어 대두 참깨 연어 고등어 대두 참깨 연어 고등어 대두

닭고기 바나나 돼지고기 송이버섯 닭고기 바나나 돼지고기 송이버섯 닭고기 바나나 돼지고기 송이버섯

복숭아 마 사과 젤라틴 복숭아 마 사과 젤라틴 복숭아 마 사과 젤라틴

JAN 코드

에너지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식염 상당량

・영양성분 표시 값은 기준치 입니다.

4531717310275 4531717310282 4531717310299

간장국물맛 찌개맛 시푸드맛

280엔

5년

70g

영양성분표시

265kcal 262kcal 259kcal

5.2g 4.0g 4.6g

멥쌀 (일본산), 조미과립 (유

당, 식염, 가츠오부시 분말,

분말 간장 (소맥・대두 포

함), 간장, 그 외), 아부라아

게, 가마보코, 표고버섯/조

미료 (아미노산), 유화제, 착

색료 (캐러멜, 홍국)

멥쌀 (일본산), 조미 과립

(유당, 식염, 전분, 그 외 (소

맥・대두 포함)), 표고버섯,

절임 파, 고추/조미료 (아미

노산 등), 향료, 착색료 (캐

러멜, 홍국), 미립 이산화규

소, 산미료, 비타민 B1, 향신

료 추출물

멥쌀 (일본산), 조미 과립

(유당, 설탕, 식염, 그 외 (소

맥・참깨・대두・닭고기・

돼지고기・어장 파우더 (어

개류) 를 포함)), 조미 옥수

수, 조미 새우, 어육제품

(게・계란 포함)/조미료 (아

미노산 등), 소르비톨, 미립

이산화규소, 안정제 (가공

전분), 향료, 착색료 (홍국,

캐러멜), pH 조정제

  알레르기 정보

본 제품의 원재료에

는 테두리가

으로 칠해진 알레르

기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7g 2.1g 3.5g

・본 제품의 제조공장에서는 새우・게・소맥・계란・우유・참깨・고등어・대두・닭고기・돼지고기를 포함한 상품을 제

조하고 있습니다.

1.5g 0.7g 1.2g

55.9g 58.2g 56.2g



매직 파스타

상품명

희망 소매가격

 (세금 별도)

보존기간

내용량

원재료명

새우 게 소맥 메밀 새우 게 소맥 메밀 새우 게 소맥 메밀

계란 우유 낙화생 아몬드 계란 우유 낙화생 아몬드 계란 우유 낙화생 아몬드

전복 오징어 연어알 오렌지 전복 오징어 연어알 오렌지 전복 오징어 연어알 오렌지

캐슈너트 키위 쇠고기 호두 캐슈너트 키위 쇠고기 호두 캐슈너트 키위 쇠고기 호두

참깨 연어 고등어 대두 참깨 연어 고등어 대두 참깨 연어 고등어 대두

닭고기 바나나 돼지고기 송이버섯 닭고기 바나나 돼지고기 송이버섯 닭고기 바나나 돼지고기 송이버섯

복숭아 마 사과 젤라틴 복숭아 마 사과 젤라틴 복숭아 마 사과 젤라틴

JAN 코드

에너지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식염 상당량
・영양성분 표시 값은 기준치 입니다.

마카로니 가공품 (소맥을 포

함, 일본 제조), 카르보나라

원료 (탈지농축유, 전분분해

물, 설탕, 베이컨 (돼지고기

포함), 볶음양파 (대두 포함),

우유 또는 유제품을 주원료하

는 식품, 프로세스 치즈, 포크

엑스 조미료 (닭고기・사과

포함), 그 외 (젤라틴 포함))/

조미료 (아미노산 등), 증점

제 (잔탄 검), 산화방지제 (비

타민 E), 인산염 (Na), 향료,

발색제 (아질산 Na), 착색료

(β-카로틴)

마카로니 가공품 (소맥을 포

함, 일본 제조), 페페론치노

의 원료 (덱스트린, 식염, 프

라이드 마늘, 포크 엑스 (대

두・닭고기・사과 포함), 그

외 (참깨 포함))/조미료 (아

미노산), 증점제 (잔탄 검),

산화방지제 (비타민 E)

마카로니 가공품 (소맥을 포

함, 일본 제조), 버섯 파스타

의 원료 (오니온 소테 (대두

포함), 느타리버섯, 에링기,

덱스트린, 데미그라스 소스

(쇠고기 포함), 식염, 그 외

(유성분・닭고기 포함)/조

미료 (아미노산 등), 착색료

(캐러멜), 증점제 (잔탄 검),

향신료 추출물, 산화방지제

(비타민 E), 산미료, 향료

  알레르기 정보

본 제품의 원재료에

는 테두리가

으로 칠해진 알레르

기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531717510002 4531717510019 4531717510026

카르보나라 페페론치노
버섯 파스타

(데미그라스맛)

360엔

5년

63.8g 56.3g 59.9g

3.0g 1.4g 1.7g

45.5g 41.5g 43.9g

영양성분표시

247kcal 209kcal 222kcal

9.7g 7.8g 8.3g

1.4g 1.5g 1.7g

･본 제품의 제조공장에서는 소맥・우유・쇠고기・참깨・연어・대두・닭고기・돼지고기・사과・젤라틴을 포

함한 상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PAN de BAR 

상품명

희망 소매가격

 (세금 별도)

보존기간

내용량

원재료명

새우 게 소맥 메밀

계란 우유 낙화생 아몬드

전복 오징어 연어알 오렌지

캐슈너트 키위 쇠고기 호두

참깨 연어 고등어 대두

닭고기 바나나 돼지고기 송이버섯

복숭아 마 사과 젤라틴

JAN 코드

에너지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식염 상당량

・영양성분 표시 값은 기준치 입니다.

PAN de BAR

(플레인)

480엔

5년

110g

밀가루 (일본 제조), 설탕,

쇼트닝, 계란, 아몬드 파우

더, 마가린, 탈지분유, 분말

유지, 빵 효모, 건조 난황,

식염, 소맥단백/유화제 (대

두 유래), 향료, 비타민 C,

산화방지제 (토코페롤), 착

색료 (카로텐)

  알레르기 정보

본 제품의 원재료에

는 테두리가

으로 칠해진 알레르

기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0g

1.1g

・본 제품의 제조공장에서는 오렌지・캐슈너트・호두・바나나・복숭아・사과・젤라틴을 포함한 상품을 제조하

고 있습니다.

4531717200293

영양성분표시

502kcal

10.4g

22.6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