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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앞으로도 정부의 출하 규제 등의 지시에 따라 상품을 제공하겠습니다.
※점포에 따라 취급하지 않는 상품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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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2일 현재
기본 초밥

깔깔새우(1개) 깔깔새우 아르헨티나

깔깔새우 유자소금(1개) 깔깔새우 아르헨티나

피조개 피조개 중국

전갱이 전갱이 일본산

맛달걀 달걀 일본산

붕장어 참붕장어 중국

새우 치즈구이 새우 태국 등

새우마요구이 그라탱풍 새우 태국 등

연어 치즈구이 대서양연어・무지개송어・은연어 칠레 등

돼지갈비 치즈구이 돼지고기 유럽 등

연어 뱃살구이 대서양연어・무지개송어・은연어 칠레 등

전복 스시 전복 중국

오징어 오크라 오징어 말레이시아 등

오징어튀김 스시 빨강오징어 등 칠레 등

연어알 군함(1개) 송어알 미국 등

유부초밥 유부 대두: 미국 등

이베리코 돼지 부채살 이베리코 돼지 스페인

해산물 성게 군함 오징어 일본산 등

양념 소갈비 소고기 미국 등

새우 새우 태국 등

새우 아보카도 새우 태국 등

새우튀김 초밥 새우 베트남 등

새우튀김 김말이(1개) 새우 베트남 등

새우 마요 새우 태국 등

지느러미살 화살치가자미・검정가자미 등 미국 등

대 참치구이(1개) 날개다랑어 태평양 등

대 연어 뱃살(1개) 대서양연어 노르웨이 등

대 새끼방어 새끼방어 일본산

대 연어 뱃살구이(1개) 대서양연어・무지개송어・은연어 칠레 등

대 유자소금 연어(1개) 대서양연어・은연어・무지개송어 칠레 등

차조기 생문어 문어 일본산 등

차조기 오징어 살오징어 중국 등

양파 연어 대서양연어・무지개송어・은연어 칠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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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물 성게알 김말이(1개) 오징어 일본산 등

게 내장 홍게 일본산

가자미 다시마절임 지느러미살 곁들임 화살치가자미 미국

박고지 김초밥 박고지 중국

소고기 스키야키풍 군함 소고기 미국 등

오이 김초밥 오이 일본산

극숙성 중뱃살구이(1개) 남방참다랑어・참다랑어 호주 등

극숙성 중뱃살(1개) 남방참다랑어・참다랑어 호주 등

극숙성 절인 참치 눈다랑어・황다랑어・남방참다랑어 등 태평양 등

극숙성 복어(1개) 복어 일본산

극숙성 참치 눈다랑어・황다랑어・남방참다랑어 등 태평양 등

극숙성 참돔 도미 일본산

극숙성 유자절임 참돔 도미 일본산

극 절인 날개다랑어 날개다랑어 태평양 등

옥수수 스위트콘 미국 등

연어 대서양연어・무지개송어・은연어 칠레 등

연어 마요 대서양연어・무지개송어・은연어 칠레 등

샐러드 어묵 제품(가마보코) 대구 등: 미국 등

해산물 샐러드 오징어 페루 등

단무지 김초밥 무 소금절임 일본산

달걀말이 달걀 일본산 등

대구이리 젤리폰즈 군함 대구 이리 미국

백명란 마요 군함 명태알 미국 등

창난젓 스시 명태 창자 미국 등

캔참치 샐러드 황다랑어 등 태평양 등

소라 소라 프랑스 등

참치 김초밥 눈다랑어・황다랑어 등 태평양 등

특선 대 절인 참치(1개) 눈다랑어・황다랑어・남방참다랑어 등 인도양 등

특선 대 눈다랑어(1개) 눈다랑어 인도양 등

특대 활붕장어(1개) 참붕장어 중국

특대 장어(1개) 장어 중국

연어 뱃살 대서양연어 노르웨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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낫토 대두 일본산 등

낫토 김초밥 1줄 대두 일본산 등

낫토 참마 군함 대두 일본산 등

생새우 새우 베트남 등

두툼한 초고등어 고등어 노르웨이 등

두툼한 가리비(1개) 가리비 일본산

파 소금 생새우 새우 베트남 등

파 참치 황다랑어・눈다랑어 등 태평양 등

파 참치 김초밥 황다랑어・눈다랑어 등 태평양 등

파 참치 스시 황다랑어・눈다랑어 등 태평양 등

새끼방어 새끼방어 일본산

햄버그 식육(닭고기・돼지고기) 일본산 등

날개다랑어 뱃살 날개다랑어 태평양 등

매오징어 간장절임 매오징어 일본산

오징어 살오징어 중국 등

오징어 유자소금 살오징어 중국 등

참치 단무지 군함 눈다랑어・황다랑어 등 태평양 등

참치 낫토 군함 대두 일본산 등

참치 육회 눈다랑어・황다랑어 등 태평양 등

문어 문어 모로코 등

명란 조개관자 군함 국자가리비 중국

명란 참마 군함 명태알 미국 등

참마 참치 군함 눈다랑어・황다랑어 등 태평양 등

화살오징어 화살오징어 베트남 등

화살오징어 생강 토핑 화살오징어 베트남 등

유자소금 가다랑어 다타키 가다랑어 일본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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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락 이시자와 간장 드레싱 바지락 중국

두툼한 볏짚구이 가다랑어 가다랑어 일본산

붕장어 오이 김초밥 참붕장어 중국

새우 바질치즈구이 새우 태국 등

큰 양념 가리비구이(1개) 가리비 일본산

갓 구운 장어 장어 중국

절인 가리비구이 가리비 일본산

자연산 남방참다랑어 대뱃살구이(1개) 남방참다랑어 인도양 등

자연산 남방참다랑어 중뱃살구이(1개) 남방참다랑어 인도양 등

참치구이 소금 육회 군함 날개다랑어 태평양 등

북쪽분홍새우 북쪽분홍새우 캐나다 등

북쪽분홍새우 누룩소금군함 북쪽분홍새우 캐나다 등

북쪽분홍새우 2종 모둠 북쪽분홍새우 캐나다 등

전복 군함 전복 중국

이케지메 특대 새우(1개) 새우 베트남

장어 오이 김초밥 장어 중국

양념 참치 군함 눈다랑어・황다랑어 등 태평양 등

새우 이시자와  참깨드레싱 새우 태국 등

오가닉 새끼 방어 새끼방어 일본산

대 생연어(1개) 대서양연어・무지개송어 노르웨이 등

대 살오징어 누룩소금(1개) 살오징어 캐나다 등

큰 연어알 군함(2개) 연어알 미국 등

절인 큰 가리비(1개) 가리비 일본산

큰 가리비(1개) 가리비 일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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굵은이랑새조개 중국

피뿔고둥 불가리아

피조개 중국

해산물 김초밥 가다랑어 등 일본산 등

해산물 육회 군함 가다랑어 등 일본산 등

새우 태국 등

연어
대서양연어・

무지개송어・은연어: 칠레 등

고등어 노르웨이 등

가다랑어(붉은살) 가다랑어 태평양 등

잿방어 잿방어 일본산

소 갈비등심 스시 소고기 미국

극숙성 대뱃살구이(1개) 남방참다랑어・참다랑어 호주 등

극숙성 중뱃살구이(2개) 남방참다랑어・참다랑어 호주 등

극숙성 대뱃살(1개) 남방참다랑어・참다랑어 호주 등

극숙성 중뱃살(2개) 남방참다랑어・참다랑어 호주 등

극숙성 절인 방어 방어 일본산

흑모 와규 스시(1개) 소고기 일본산

흑모 와규 육회 군함 소고기 일본산

훈제 오리 로스 오리고기 중국

복어 2종 모둠 검복 등 일본산

연어 파소금 군함 대서양연어 칠레 등

고등어 차조기 김초밥 고등어 일본산 등

고등어 봉초밥 초고등어 고등어: 일본산 등

소금양념 깔깔새우 스시 깔깔새우 아르헨티나

품명 주원재료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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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인 잿방어 잿방어 일본산

자연산 생선 육회 군함 새끼방어 등 일본산

자연산 방어육회 군함 방어 일본산

자연산 방어 육회소스 방어 일본산

자연산 남방참다랑어 대뱃살(1개) 남방참다랑어 인도양 등

자연산 남방참다랑어 상급 붉은살 남방참다랑어 인도양 등

자연산 남방참다랑어 맛 비교 남방참다랑어 인도양 등

자연산 남방참다랑어 중뱃살(1개) 남방참다랑어 인도양 등

자연산 절인 남방참다랑어 상급 붉은살 남방참다랑어 인도양 등

자연산 남방참다랑어 파 참치 군함 남방참다랑어 인도양 등

자연산 남방참다랑어 모둠 남방참다랑어 인도양 등

특상 날개다랑어 날개다랑어 인도양 등

특대 생대게(1개) 대게 캐나다 등

특 모둠 생연어 군함 대서양연어・무지개송어 노르웨이 등

특 모둠 참치 군함 눈다랑어・황다랑어 등 태평양 등

부드러운 연어 군함 대서양연어・무지개송어 칠레 등

참치 뱃살 김초밥 남방참다랑어・참다랑어 등 호주 등

생연어(2개) 대서양연어・무지개송어 노르웨이 등

파 소금 가리비 스시 가리비 일본산

진한 체더치즈튀김 스시 내추럴 치즈 호주 등

복어껍질 미역귀 군함 복어 껍질 일본산 등

돼지갈비 이시자와 참깨드레싱 돼지고기 유럽 등

벚나무 훈제 방어 방어 일본산

방어훈제마요 방어 일본산

홍연어알 스시 홍연어알 미국

헬시롤(새우마요) 새우 마요 새우: 태국 등

가리비 가리비 일본산

가리비 스시 가리비 일본산

참대게 2종 모둠 대게 캐나다 등

정어리 정어리 일본산

참치 군함 3종 모둠 눈다랑어・황다랑어 등 태평양 등

참돔튀김 스시(1개) 도미 일본산

통가리비 군함 가리비 일본산

부드러운 전복 간장조림 전복 중국

품명 주원재료 원산지



쾌거!! 창설 이래 모든 식재료에 4대 첨가물 미사용. ●화학조미료 ●합성착색료 ●인공감미료 ●인공보존료

당사의 점포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재료는 현재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출하 규제에 해당하는 것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정부의 출하 규제 등의 지시에 따라 상품을 제공하겠습니다.
※점포에 따라 취급하지 않는 상품도 있습니다.
※초밥 상품의 군함・말이류에는 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라스시 원재료・원산지 정보

2023년 5월 12일 현재
사이드 메뉴

파래 아카미소된장국・미소된장국 파래 일본산

바지락 아카미소된장국・미소된장국 바지락 중국

튀긴 다코야키 밀 일본산 등

전갱이 난반즈케 전갱이 일본산

우동 밀: 일본산 등

새우 베트남 등

새우 브로콜리 샐러드 브로콜리 에콰도르

5종 모둠회 참치 등 눈다랑어・황다랑어 등: 태평양 등

육수 바지락 버터 바지락 중국

게살 크림 크로켓 홍게 일본산

우동 밀: 일본산 등

오리고기 중국

카레 크로켓 카레 야채: 일본산 등

【감동의 덮밥】 장어덮밥 장어 중국

【감동의 덮밥】 장어덮밥(밥 소량) 장어 중국

【감동의 덮밥】새우튀김과 계절 튀김덮밥 새우튀김 새우: 베트남 등

【감동의 덮밥】제철 해산물덮밥 참치 등 눈다랑어・황다랑어 등: 태평양 등

【감동의 덮밥】특상급 장어덮밥 장어 중국

【감동의 덮밥】특상급 장어덮밥(밥 소량) 장어 중국

우동 밀: 일본산 등

조미유부 대두: 미국

우동 밀: 일본산 등

소고기 미국

해물 육회 가다랑어 등 일본산 등

구라 감자튀김 감자튀김 감자: 미국 등

자연산 복어튀김 검복 등 일본산

라멘 밀: 일본산 등

탄탄면 양념 참깨: 중남미 등

자가제 일본산 자연산 생선튀김 새끼방어・말쥐치 등 일본산

순 아카미소된장국 콩된장 대두: 캐나다 등

순 미소된장국 쌀된장 쌀: 일본산 등

스시집의 초밥 카레우동 야채 양파: 일본산 등

스시집의 초밥 카레우동(단맛) 야채 양파: 일본산 등

오리 파 우동

유부우동

소 갈비등심 우동

원산지품명 주원재료

새우튀김 우동

참깨향 탄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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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점포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재료는 현재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출하 규제에 해당하는 것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정부의 출하 규제 등의 지시에 따라 상품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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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주원재료 원산지

라멘 밀: 일본산 등

고기 미소된장 돼지고기: 미국 등

육수 달걀말이 달걀 일본산

창난젓 명태 창자 미국 등

전설의 닭튀김 닭고기 태국 등

천연육수 우동 우동 밀: 일본산 등

특제 차슈 크로켓 돼지고기 스페인 등

특제 달걀찜 달걀물 달걀: 일본산 등

라멘 밀: 일본산 등

맛달걀 일본산

라멘 밀: 일본산 등

맛달걀 일본산

연골튀김 닭 연골 일본산 등

빗쿠라폰! 엄선 6개 세트 참치
눈다랑어·황다랑어·남방참다랑어 등: 태평양

등

빗쿠라폰! 인기 군함 세트 캔참치 샐러드 황다랑어 등: 태평양 등

빗쿠라폰! 인기 스시 세트 연어 대서양연어・무지개송어・은연어: 칠레 등

참치튀김 눈다랑어・황다랑어 등 태평양 등

미니 순살 닭튀김 닭고기 태국 등

와규 생선살 크로켓 소고기 일본산

모둠 전갱이튀김 전갱이 일본산

오징어튀김 빨강오징어 등 칠레 등

새우튀김 새우 베트남 등

양파튀김 양파 일본산 등

옥수수튀김 스위트콘 미국 등

마른 오징어튀김 살오징어 일본산

대만 라멘

7종 해산물 진한 된장라멘

7종 해산물 오이카쓰오 간장라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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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2일 현재
기타

간장 대두: 미국 등

식용 유지 일본산

차조기 일본산

양파 일본산 등

오이 일본산

두툼한 가쓰오부시 가다랑어: 일본산

쌀
미야기현 ・홋카이도・기타

(2022년산)

간장 대두: 미국 등

간장 대두: 캐나다 등

생강 등 태국 등

식물성 유지 북미 등

대두유 등 미국 등

밀가루 미국 등

파 일본산

김 일본산 등

녹차 일본산

현미 일본산 등

간장 대두: 미국 등폰즈

김

분말 녹차

파

오이

흰쌀밥

젤리폰즈

치즈소스

초절임

구라 육수

주원재료

양파

간장

튀김유

튀김가루

원산지

아마다레 간장

차조기

이시자와 간장 드레싱

품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