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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에 맞는 다양한 캔토마토를 소개 합니다. !  

 

레시피에 어울리는 캔 토마토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사랑 받고 많이 사용되는 통조림 

제품은 고전적인 껍질을 벗긴 홀토마토, 다진 토마토, 토마토 파사타 (토마토 퓌레) 및 체리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가장 다양한 음식이며 무한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오늘날 전세계 선반에서 발견되는 캔 토마토는 

모든 요구와 욕구를 충족시킵니다. 각 제품마다 고유한 맛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요리에 어떤 

종류의 보존 토마토를 사용해야 할까요? 항상 그렇듯이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캔이든 병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상품의 품질입니다.  

 

  
 

다진 토마토는 껍질을 벗긴 토마토를 잘게 썰어 씨를 뺀 

것입니다. 이는 퀵 레시피를 위한 훌륭한 베이스이며, 수분 

함량을 줄여서 맛있는 빠른 파스타 소스를 제공합니다.  

신선함과 약간의 산도가 토마토의 맛과 생선의 섬세한 맛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생선 요리에 이상적입니다. 

 



 

 
 

 
 

 
 

 
 

 

 

 

가장 애용되는 캔토마토인 껍질을 벗긴 길쭉한 토마토는 수확 할 

때 통조림으로 만들어집니다. 토마토 전체를 짧게 삶고, 껍질을 

벗겨서 주스와 함께 보존합니다. 이는 맛이 변형되지 않고 

단맛과 산도가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매우 빠른 

레시피에 어울립니다. 껍질을 벗긴 홀토마토는 매우 다재다능 

합니다. 파스타, 피자, 수프,  스튜, 생선 또는 고기 요리를 위한 

고전적인 이탈리아 라구 소스에  달걀 또는 야채 레시피에 추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 파사타 (토마토퓌레)는 영양분이 변경되지 않도록 매우 

높은 온도로 잠깐 동안 가열한 다음  체에 걸러서 농축 시킨 후에 

병에 담깁니다. 파사타는 크림 같은 밀도와 단맛이 강한 강렬한 

맛이 있습니다. 차가운 수프, 삶은 고기와 함께하는 붉은 소스, 

고전적인 토스카나 빵과 토마토 요리 판자넬라와 같은 간단한 

요리법에 적합합니다. 토마토쿨리 또는 토마토 아스픽 같은 더 

복잡한 요리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 페이스트는 토마토로 만든 진정한 제품입니다. 현대의 

산업 가공 공장에서는 조심스럽게 청소한 후 토마토를 다져 체로 

거른 다음 그 결과물인 토마토 주스를 85 ~ 100°C 의 온도로 

가열합니다. 증발기 내부에서 토마토 주스는 필요한 단계가 될 

때까지 농도 수준이 점차 증가하는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토마토 페이스트는 고기 소스, 수프, 스튜 및 캐서롤과 같이 긴 

요리가 필요한 요리에 색과 맛을 더하기에 완벽합니다. 통조림 

토마토의 각 유형은 고유한 성격을 가지며 다양한 조리법에 

적합하며 항상 놀랍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하도록 장려하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체리 토마토는 수확 직후 즙과 함께 통조림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작고 둥글고 단단하며 달콤하고 섬세한 맛을 유지합니다.  

이 통조림은 야채 요리 및 오븐 베이킹에 색상을 부여하기 위해 

빠르게 만드는 소스에 적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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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