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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를 알고 먹으면 요리도, 맛도, 건강도 두배 2탄  

 

 
 

발달된 요리 문화를 가진 풍요롭고 비옥한 땅에서 자라난 토마토는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예술 

작품으로 거듭났습니다. 성숙도가 절정에 달했을 때 수확한 다음 유서 깊은 방식으로 보존 처리된 유럽 산 

토마토는 품질, 맛, 아름다운 외형과 영양가 면에서 단연 최고라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토마토 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통조림 토마토를 만들 때 들어가는 첨가물이나 조미료 역시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통조림 토마토는 주방의 필수품이 분명하지만 모든 통조림 토마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마추어 요리사든, 5 성급의 요리사든 유럽산 토마토는 이제 주방의 필수품을 넘어선 

보물 같은 존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은 작년에 이은 토마토 퀴즈 2 탄을 만들어 봤습니다. 퀴즈의 정답은 보도자료 맨 하단에 정리되어 

있고, 레드골드프롬유럽의 공식 SNS 채널을 통해서도 자세한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익힌 토마토는 신선하게 먹는 토마토보다 훨씬 좋다고 합니다!!! 

15 분 동안 요리하면 항산화 물질인 0000 이 토마토의 세포벽 

밖으로 빠져 나와 흡수율이 높아지고 고콜레스테롤과 심장병의 

위험을 낮춰 준다고 합니다.  

집에 토마토를 심을 적절한 때는 언제 일까요? 토마토는 추위를 

좋아하지 않아서 토마토 식물을 심기 위한 이상적인 온도는 

00~00 도 사이입니다! 오늘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떨까요? 

#토마토보관법 #토마토냉장고보관법 토마토는 초록 꼭지를 

00 로 향하게 두고 보관하면 더 오래 보관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신선한 토마토는 일정 기간 동안만 제공됩니다. 19 세기 

후반 0000 에서는 일부 농부들이 제철이 아닌 기간에도 토마토 

본래의 영양소와 맛을 보존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개발된 산업적 방법은 1867 년 파리 박람회에서 그 세기의 

가장 독창적인 발명품 중 하나로 인정받았습니다. 



 

 

 

 

 

 

 

 

 

 

 

 

 

 

 

토마토와 처음으로 접촉한 유럽인은 1943 년에 토마토와 

마주쳤을 것으로 예상되는 0000 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즈텍 

도시 테노흐티틀란에서 토마토의 잠재력을 처음으로 보고 그 

식물 씨앗을 스페인으로 가져간 사람은 스페인 정복자 

0000 였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은 토마토를 즉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탈리아 귀족과 과학자들은 1548 년에 

토마토에 대해 알게 되었지만 17 세기 말과 18 세기 초까지 

토마토를 탁상 장식용 과일로만 사용했습니다.. 

튀길 수있는 가장 맛있는 작은 오렌지?, 0000 를 만나보세요. 

오렌지가 조금도 들어 있지 않지만 정말 바삭하고 맛있어요! 

유럽에서 가장 품질 좋은 껍질을 벗긴 토마토를 활용해서 가장 

맛있는 아란치니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000 을 선택하는 것은 토마토 가공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완벽하게 익고 손상되지 않은 과일만 생산 라인을 통해 필요한 

절차를 거치도록 선택됩니다.  

씻고, 껍질을 벗기고, 다시 분류한 껍질을 벗긴 토마토를 진공 

밀봉하고 살균하여 신선도, 풍미가 보존되도록 해서 맛이 

변경되지 않는 제품을 생산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을 

전세계인들이 집에서 바로 즐길 수 있습니다. 

피자 애호가들은 피자 만드는 것이 하나의 예술이라는 것을 동의 

할 것입니다.! 정통 피자에서 가장 사랑받는 토핑은 

00000 입니다. 지금 맛있는 슬라이스 피자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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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퀴즈의 정답 입니다  

라이코펜, 20~25 도, 아래, 이탈리아, 콜롬부스/코르테스, 아란치니, 최상품, 토마토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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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