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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리또 스프는 식품 안전 최우수 기업인 정심식품에서 만들어진 제품으로, 뜨거운 물만 부어 15초 만에 손쉽게 조리가 가능하

며, 칼슘과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바쁜 현대인들이나 자라나는 아이들 모두가 건강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제품입니다.

Calido soup made by JSM Food, the best company for food safety. It is easy to cook it in 15 seconds by pouring 

only hot water. And It contains calcium and dietary fiber, so that both busy modern people and growing children

 can enjoy it in a healthy and delicious way.

정심식품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Soup powder

Soup powder recipe  

Example of application for soup powder

60g (20g×3ea/box)깔리또 스프 Soup powder

깔리또스프        스프 파우더(20g)  + 우유 or 물

깔리또스프
한 봉지(20g)를
컵에 부어주세요.

뜨거운물 150ml를
천천히 붓고

스푼으로 잘 저어주세요.

1분간 기다린 후
부드러운

깔리또스프를 즐겨보세요.

벗섯수프맛분말 2.2%, 새송이분태 0.9%,
표고버섯분말 0.3%, 양송이분말 0.2%,
식물성크림1 18.7%, 식물성크림2 7.4%,
분말유크림 4%

버섯크림스프 
Mushroom Soup 

국내산 양송이를 넣어 버섯의 깊은 향과 진한 맛, 까망베르 치즈
와 부드러운 크림이 조화를 이룬 고품격 버섯 크림 스프.

까망베르감자스프 
Potato Soup 

까망베르 치즈의 그윽한 향과 감자의 단백한 맛이 조화된 고소하
고 깊은 풍미의 까망베르 감자 스프.

감자전분 15%, 
감자분말 10.3%
까망베르치즈파우더 3.5%

구운양파분말 4%, 
크리스피어니언 4%, 볶음양파분말 3%

프렌치어니언스프 
French Onion Soup 

로스팅한 양파의 깊고 진한 풍미에 부드러운 크림과 치즈의 조화
가 매력적인 프렌치 어니언 스프.

식물성크림1 25.3%,
식물성크림2 10.5%,
단호박분말 18.8%
분말유크림 2.5%

단호박크림스프 
Pumpkin Soup 

국내산 단호박 분말 18.8% 함유로 단호박의 깊고 풍부한 맛과
부드러운 크림이 조화를 이룬 단호박 크림 스프. 

토마토칠리스프 
Tomato Chili Soup 토마토분말 5%, 고춧가루 0.4%콘그릿스 5호 6.85%

건강에 좋은 토마토 분말과 매콤한 칠리추출물, 국내산 고추가루
를 첨가하여 매콤하면서도 토마토의 깊은 맛을 살린 퓨젼 스타일
의 토마토 칠리 스프.

스위트콘스프 
Sweet Corn Soup

고소하고 깊은 옥수수 향과 유럽산 고품격 치즈와의 조화로 한층
깊은 고소함과 달콤한 맛이 매력적인 스위트 콘스프. 



Soup powder
No added L-Sodium glutamate and

 Pres
erv
ativ
es  
 

정심식품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칼슘함유,
 식이섬유함유

재료 고유의 맛을 그대로 담아낸

풍미 가득한 프리미엄 스프 파우더

쇼핑몰. http://www.cafeestrella.kr/
(주)정심식품 ㅣ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 (상대원동, SKn테크노파크 테크센터 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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