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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니시는 안심과 뜻밖에 행복을 제공합니다' 

오니시는 '음식에 관한 위기 관리 전반에 대응하는 기업'으로
서 고객님의 니즈에 최고・최신 기술로 보답합니다. 
오니시의 ‘브랜드 가치 경영’이란 오니시가 고객님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치와 오니시만이 달성할 수 있는 가치를 명확히 하
고 그 브랜드 가치에 맞게 모든 기업 활동을 하며, 전 사원이 사
회와 고객님께 가치 제공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오
니시는 안심과 뜻밖에 행복을 제공합니다'라는 브랜드 태그라
인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브랜드 태그라인에 기초해, 오니시는 고객님이 어려운 상황
에서 드시는 음식이 뜻밖에 맛있는 식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에게 새
로운 맛과 새로운 안심을 계속 제공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고객님의 더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대표이사 사장  
고데라 요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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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혁 

1932년 창업자 오니시 하루야스가 쌀 전분의 '알파화' 가공 기술의 공업적 방법을 확립 

1935년 오니시 식품 연구소 창립 

1944년 해군의 요청으로 물을 붓기만 하면 밥으로 복원되는 '건조밥' 개발 

1946년 군용 식량에서 비상용 비축 식량 등 평화적 용도로 전환을 도모 

1949년 오니시 식품 연구소 조직을 개편하고 오니시 식품 주식회사 설립 

1956년 유아 발육 증진, 영양 개선을 목적으로 한 유아용 알파화 곡식 가루를 개발 

1995년 일본 유수의 쌀 생산지인 미야기현 오사키시에 밥 가공 전문 공장을 신설 

2005년 ISO 9001 인증 취득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가 알파미를 우주식으로 인증 

2012년 최신형 알파미 제조 장치를 신설 

2013년 도쿄증권 일부 상장 카메다제과 주식회사의 그룹 회사가 됨 
나고야 영업소 개설 

2015년 백반, 찰밥, 시골밥, 흰죽, 매실죽이 할랄 인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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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개요 

오니시 식품㈜ 미야기 공장 
미야기현 오사키시 후루카와 시미
즈신덴 아자88-1 

오니시 식품㈜ 본사 
도쿄도 미나토구 미타 3-4-2 이치고히
지리자카빌딩 3F 

오니시 식품㈜ 나고야영업소 
아이치현 나고야시 히가시구 아오이3-22-8 뉴자
크빌딩9F 

오니시 식품㈜ 오사카영업소 
오사카시 요도가와구 니시나카지마6-1-15 어센즈
신오사카 2F 

 회사 개요 오니시 식품 주식회사 

 창업 1935년 

 자본금 3,000만엔 

 대표자 
대표이사 사장  
고데라 요시오 

 종업원 수 67명(2015년 9월말 현재) 

 사업 내용 장기 보존식의 제조와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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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미란 

①밥솥 

②건조 

③물을 추가 

엄격한 검사를 거친 질
이 좋은 일본산 쌀을 조
달합니다. 

맛있게 밥을 짓습니다. 수분 약9%가 될 때까지 
밥을 급속 건조시킵니다. 

생쌀 밥 알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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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재료 입고 

 
 
 
 
 
 

질이 좋은 일본산 쌀을 입고 
 

(2) 쌀 씻기 

 
 
 
 
 
 

쌀의 풍미가 손상되지 않도
록 씻습니다 

(3) 쌀 불리기 

 
 
 
 
 
 

쌀 속까지 수분을 충분히 흡
수하도록 쌀을 불립니다. 

(4) 취반・건조 

 
 
 
 
 

 
 
맛있게 밥을 지어 적절하게 
건조시킵니다. 알파미가 완
성됩니다 

(5) 포장 

 
 
 
 
 
 

스푼과 탈산소제를 넣고 포
장합니다  

(6) 보관 

 
 
 
 
 
 

전용 창고에 일시 보관합니
다 

알파미 제조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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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미의 6가지 특징 

탈산소제와 하이 가스 배리어 
(high gas barrier)성 포장으로 5
년간 상온 보관이 가능합니다 

백반, 찰밥, 미역밥 등 6개 제품
에 알레르겐이 들어있지 않습니
다. 

온수 약 15분, 냉수 약 60분으로 
밥이나 죽이 완성됩니다. 

100% 일본산 쌀을 사용하
고 있습니다. 

스푼이 부착 되어 있으므
로 식기가 필요 없습니다. 

12 가지 맛이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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멥쌀 제품 

백반 
(비알레르기 제품) 

 
‘아키타코마치’ 품종으로 맛있
게 지어 밥맛 그대로 건조시켰
습니다. 
우주식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오목밥 
 
고기와 생선은 사용하지 않았습
니다. 5종류의 야채가 듬뿍 들어
간 비빔밥입니다. 인기№1 제품
입니다. 

미역밥 
(비알레르기 제품) 

 
미역을 풍미 있게 양념하여 간
이 잘 되도록 좋은 밸런스로 배
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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멥쌀 제품 

시골 밥 

(비알레르기 제품) 

 

이 제품은 4 종류의 버섯이 들
어간 밥으로, 시원스럽게 한 맛
내기입니다. 

송이 버섯 밥 
 
 

송이 버섯과 튀김이 들어간 밥입
니다.송이 버섯의 맛과 송이 버
섯의 향기가 풍부한 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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찹쌀 제품 

산채 찰밥 
 
쫀득쫀득한 찹쌀에 일본식으로 
양념한 산채를 섞었습니다. 
우주식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찰밥 
(비알레르기 제품) 

 
팥을 끓인 물로 찹쌀을 붉게 물
들였습니다. 기념일을 축하하는 
일본 전통요리입니다. 
우주식으로 채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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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 제품 

흰죽 
(비알레르기 제품) 

 
일본산 쌀로 만든 부드러운 흰죽
입니다. 밥의 감칠맛을 느낄 수 
있는 죽입니다. 
물의 양을 조절하면 진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매실죽 
(비알레르기 제품) 

 
밥의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죽에 
적당한 산미가 있는 산뜻한 매
실이 들어가 맛을 더 합니다. 
물의 양을 조절하면 진밥을 만
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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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밥 시리즈 

드라이 카레 
 
10종류를 넘는 향신료를 사용해 
깊은 맛을 냈습니다. 순한 맛으
로 아이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
습니다. 

치킨 라이스 
 
토마토의 산미와 향기가 특징인 
케찹맛 밥입니다. 일본 양식집
의 기본 메뉴입니다. 

새우 필라프 
 
버터 향기 나는 밥에 새우나 당
근, 파슬리 등의 색채가 산뜻한 
양식 밥입니다. 



Onisi Foods Co.,Ltd. 
www.onisifoods.co.jp 

비상용 보존식 '알파미' 설명서 

개봉 비품 꺼내기 온수 또는 냉수 붓기 

섞기 밀봉 완성 

알파미(건조밥) 봉지를 
개봉하여 봉지의 밑부분을 
펼쳐 둡니다. 

봉지에서 탈산소제와 스푼을 
꺼냅니다. 
일부 제품에는 조미용 
분말스프가 들어 있습니다. 

봉지 안쪽 "물 붓는 선"까지 
온수 또는 냉수를 붓습니다. 

(멥쌀 제품에 필요한 물의 양:160ml、찰밥 제품에 
필요한 물의 양:110ml) 

건더기 양념이 밥에 배도록 잘 
섞어 주십시오. 

조미용 분말스프 사용 제품은 잘 
섞어서 분말스프를 녹여주십시오. 

완성될 때까지 봉지 윗부분의 
지퍼를 채우고 기다려 
주십시오. 

끓는 물은 15분 (찰밥은 20분), 
찬물(15도)은 60분정도 걸립니다. 

지퍼를 열어 밥이 뭉치지 않도록 한번 
더 봉지 바닥까지 
잘 섞어서 드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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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 주먹밥 시리즈 

연어 미역 오목 찰밥 

온수 또는 냉수를 붓기만 하면 부재료의 감칠맛이 가득한 맛있는 삼각형 주먹
밥이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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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밥을 만드는 방법 

'자르는 선1'을 개봉하여 탈산소
제를 꺼낸다. 

봉지 바닥을 펼치고 지퍼 중앙부
를 접어서 벌린다. 

온수 또는 냉수를 봉지 표면
의 물 붓는 선까지 부어서 지
퍼를 채운다. 

약 20번 흔들고 밥과 부재료를 
잘 섞고 기다린다. 

(온수:15분, 냉수:60분) 

'자르는 선2' 옆의 실 부분을 누르
고 모양을 만든다. 

'자르는 선2' 를 잘라낸다. '자르는 선3' 과' 자르는 선4' 
를 대각선으로 잘라낸다. 

패키지를 바깥쪽으로 접어서 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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