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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토마토의 성장률을 소개 합니다. !  

 

 

 

 

 

 

 

 

 

 

 

통조림 토마토는 여러분이 아마추어 요리사든, 5 성급의 요리사든 이제 주방의 필수품을 넘어선 보물 

같은 존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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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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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감미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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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캔토마토 수입은 2016 년부터 2021 년 사이의 기간 동안 연평균 3.1%(CAGR)로 성장, 

3,500 만 유로에서 4,100 만 유로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수입 증가율은 유럽 연합, 특히 이탈리아의 

연평균 성장률이 11% 이상으로 더 확대 되었습니다.  

 

캔토마토 수입은 2020 년에 약간 감소했지만 2021 년에는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두 기간 모두 

이탈리아와 유럽 연합으로 부터 캔토마토 수입은 항상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표 1. 한국의 캔토마토 수입량 변화 > 

Exporters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CAGR 

World 35305 37370 35685 36529 34269 41131 3,10% 

European Union 6968 7906 9203 8964 9881 11855 11,21% 

United States of 

America 13311 12282 11614 12457 10822 14820 2,17% 

China 12580 14425 11903 11135 10760 11673 -1,49% 

Italy 6479 7513 8485 8093 8634 10932 11,03% 

Chile 1200 1897 2179 3356 1852 1539 5,10% 

Spain 179 163 360 526 345 631 28,66% 

Turkey 313 280 265 251 548 557 12,22% 

 



 

한국은 2021 년에 52,261 톤의 통조림 토마토를 수입한 17 번째 비유럽 국가입니다. 한국은 2021 년에 

120 만 톤 이상의 신선한 토마토를 수확했으며 한국내 자체적인 보존 토마토의 전국 생산량은 연간 약 

10,000 톤입니다.  

이처럼 국내 생산과 통조림 토마토 수입 증가를 결합하면 한국인의 1 인당 토마토 소비가 증가한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레드골드프롬유럽’의 콘텐츠를 소개 합니다 !   

구분 타이틀 콘텐츠 예시 

1 

캔토마토의 생산 과정 및 특징 

https://redgoldfromeurope.kr/wp-

content/uploads/2021/11/Press-

Kit_November-Korea_202111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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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캔토마토의 종류와 활용 레시피 

https://redgoldfromeurope.kr/wp-

content/uploads/2022/02/PRESS-

RELEASE-KOREA-Febur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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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캔토마토와 토마토 상식 1 탄 

우리는 언제부터 토마토 소스를 먹었을 까요? 

https://redgoldfromeurope.kr/wp-

content/uploads/2021/04/PRESS-

RELEASE-KOREA-JULY-20-

KOREAN_2020.pdf 

토마토의 기원부터 이태리 보존 토마토까지 알면 요리도, 

맛도, 건강도 두배가 될 수 있는 토마토 퀴즈를 만들어 

봤습니다. 토마토 퀴즈 투어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퀴즈의 

여정은 토마토 기원과 역사, 토마토 종류, 토마토와 건강, 온 

더 테이블/푸드 트립, 그리고 보존 토마토 총 5 개의 

여정입니다. 

4 

캔토마토와 토마토 상식 2 탄 

토마토를 알고 먹으면 요리도, 맛도, 건강도 

두배!!! 

https://redgoldfromeurope.kr/wp-

content/uploads/2021/04/PRESS-

RELEASE-KOREA-feburary-28-

KOREAN_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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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레드골드를 즐길 수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https://redgoldfromeurope.kr/wp-

content/uploads/2021/04/PRESS-

RELEASE-KOREA-April-01-

KOREAN_2021.pdf 

레드골드토마토는 전세계로 수출되어 우리는 집에서 뿐 

아니라, 레스토랑에서 맛있고 다양한 메뉴를 즐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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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캔토마토를 활용한 레시피  

(Feat 이탈리안 요리목록) 

https://redgoldfromeurope.kr/ko/recipes 

 

지중해 태양에서 자란 빨갛고 향기로운 토마토에 집중한 

레시피 입니다. 레시피를 통해, 여러분은 간단하고 

건강하지만 맛있는 요리를 다양하게 만들어 낼 수 있는 

재료로 캔 통조림 토마토 만큼 다재다능한 재료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캔을 열고 테이블에 차릴 맛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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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만드는 데는 몇 가지 간단한 손놀림만 있으면 

됩니다. 

 

유럽에서 온 RED GOLD 레드 골드는 100% 유럽에서 제조한(100% 이탈리아에서 제조한) 유럽산 

통조림 토마토를 알리기 위해 구성된 유럽 연합의 프로젝트 명입니다. 이탈리아 통조림 채소 산업 협회인 

ANICAVE 회원업체들은 60% 이상에 달하는 이탈리아 토마토 가공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통째 껍질을 

벗겨낸 토마토(국제적으로도 잘 알려진 산마르짜노 PDO 를 포함해서)의 경우에는 전세계 생산량의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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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