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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골드 토마토를 즐길 수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소개합니다 !   

 

 

 

 

 

 

 

 
레드골드 토마토 가공은 흙이나 여러가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씻어 가장 좋은 토마토를 분류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분류된 토마토 중 가공을 위해 완벽하게 익고 일정 모양을 갖춘 것들로 

선별합니다. 다음으로, 고온에서 과육과 껍질을 분리한 다음 광학 분류기를 사용하여 손상된 과일, 줄기 및 

껍질 등을 제거합니다.  

이 시점 생산 라인에서 빈 통조림 통에는 껍질을 벗긴 토마토와 즙으로 채우고 신선도와 향을 보존하기 

위해 진공 밀봉합니다. 작업의 다음 단계는 상품을 변질 시킬 수 있는 미생물을 제거하는 살균입니다. 

가공이 끝나면 껍질을 벗겨 낸 통조림 토마토는 라벨과 포장을 위한 컨베이어 벨트의 마지막 단계를 

거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레드골드토마토는 전세계로 수출되어 우리는 집에서 뿐 아니라, 레스토랑에서 맛있고 

다양한 메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토마토를 기초로 해서 만든 다양한 요리를 즐길 수 있는 서울에 소재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소개 

합니다. 이탈리안 레스토랑 리스트는 ‘2021 대한민국을 이끄는 외식 트렌드 다이어리알 레스토랑 가이드 

서울편의 음식을 기준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업소명 위치 연락처 

가드너아드리아 강남구 02-549-4698 

갈리나데이지 종로구 02-720-1248 

그란구스또 강남구 02-556-3960 

까델루뽀 종로구 02-734-5233 

뇨끼바 용산구 02-6104-8300 

다로베 성동구 02-499-3666 

더젤 용산구 02-797-6846 

더키친살바토레쿠오모 강남구 02-3447-0071 

도우룸 서초구 02-535-9386 

도치피자(강남점) 강남구 02-556-8001 

두오모 종로구 02-730-0902 

라모라 서초구 02-595-3997 



 

루니코 용산구 070-7765-4000 

룸 201 중구 02-752-1964 

르지우 서초구 02-3476-7036 

리스토란테에오 영등포구 02-3445-1926 

리틀넥 강남구 010-9608-9499 

마렘마 용산구 02-790-5633 

문 마포구 070-7767-5097 

미만키 성동구 070-7759-0833 

미피아체 강남구 02-516-6317 

벨라쿠치나 서초구 02-595-7145 

보르고 한남 용산구 02-6082-2727 

볼피노 강남구 010-2249-1571 

비스테까 용산구 02-792-7746 

빠넬로 마포구 02-322-0920 

서촌김씨 뜨라또리아 종로구 02-737-7786 

솔트(2 호점) 강남구 02-540-5606 

스코파더쉐프 강남구 010-5659-0229 

스파카나폴리 마포구 02-326-2323 

슬로우치즈 강남구 02-517-7172 

시스트로 서초구 02-587-1230 

알라또레 마포구 02-324-0978 

알라프리마 강남구 02-511-2555 

알척 마포구 02-3142-1108 

애즈라이크 종로구 02-722-9994 

오만지아 용산구 02-749-2900 

오스테리아샘킴 마포구 02-324-3338 

오스테리아 오르조 용산구 010-6361-0801 

오스테리아 주연 중랑구 02-433-9098 

옥수동 화덕피자 성동구 02-6084-2019 

이태리재 종로구 070-4233-6262 

있을재 강남구 02-547-0606 

츄리츄리 마포구 02-749-9996 

치즈룸 강남구 010-6700-8861 

치즈폴로 용산구 02-794-7010 

카밀로라자네리아 마포구 02-332-8622 

칼리체 중구 02-2272-7030 

쿠촐로(오스테리아) 용산구 02-6083-0102 

키친 485 마포구 02-325-0485 

테라 13 강남구 02-546-6809 

테루아 서초구 010-3752-8757 

트라토리아몰토 마포구 02-303-1022 

트라토리아챠오 마포구 070-8860-8077 

파스타포포 서초구 010-2905-6832 

파스토 강남구 02-515-6878 

파올로데마리아 종로구 02-599-9936 

팩피 성동구 02-6052-7595 



 

페어링룸 강남구 010-3100-8861 

페페로니 마포구 010-9567-0629 

핏제리아오 종로구 02-3673-5005 

홀로키친 마포구 02-6052-1377 

 

레드골드프롬유럽은 100% 유럽에서 제조한 이태리 보존 토마토 (캔토마토)를 알리기 위해 구성된 유럽 

연합의 프로젝트입니다. 레드골드프롬유럽은 아니카브(ANICAV, 이탈리아 통조림 야채 산업 협회)가 

관리하는 캠페인의 슬로건이며 유럽위원회가 한국에서 보존(통조림) 토마토를 홍보하기 위해 공동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1945 년에 설립된 아니카브는 90 개 회원 (이 중 73 개는 토마토 가공 분야)을 보유한 세계 최대의 야채 

통조림 기업 협회입니다. 아니카브 회원은 이탈리아에서 가공된 모든 토마토의 60 % 이상을 차지하며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거의 모든 껍질을 벗긴 토마토를 생산 합니다. 또한 15 개의 회원사는 산마르자노(PDO 

San Marzano) 보존 토마토 제품을 생산합니다 (해당 컨소시엄에 속한 회사의 약 80 %). 

 

토마토 관련 정보와 새로운 레시피가 궁금 하다면, 우리의 앱을 다운로드 하거나 공식 웹사이트와 SNS 를 

방문해 주세요.!!  

 

웹사이트 

https://redgoldfromeurope.kr/ko 

Facebook @RGFESK 

https://www.facebook.com/RGFESK/ 

Instagram @redgoldfromeuropekorea 

www.instagram.com/redgoldfromeuropekorea 

Twitter @redgoldkorea 

https://twitter.com/redgoldkorea 

애플 앱 스토어 

https://rebrand.ly/GTFE-AppStore 

구글 플레이 스토어 

https://rebrand.ly/GTFE-PlayStore 

 

 

맛있게 드세요!, 유럽에서 왔습니다! 

The Red Gold from Europe Team 

sally@redgoldfromeurope.com 

 

 

주의 - 이 보도자료의 내용은 작성자의 견해일 뿐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작성자인 ‘그’ 또는 ‘그녀’에게 귀속됩니다. 유럽 위원회는 

이 보도자료에 포함된 내용이 그 어떤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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