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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 
이탈리안 식자재
상품 안내서



대한민국 맛의 역사, 삼양에서 큐원까지!

큐원, 맛있는 
세상을 만들다

삼양사는 1924년 창업 이후 제당사업을 중심으로 밀가루, 프리믹스, 유지, 전분의 제조기반과 국내외 우수 상품을 통해 우리나라 식품사업을 
대표하는 식품 선도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삼양사의 식품통합 브랜드 ‘큐원’은 Quality No.1의 의미를 담아 탄생하였으며, 고객에게 건강과 
즐거움을 제공하여 풍요로운 식생활 문화를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맛의 문화를 창조하고 

풍요로운 식생활 문화를 이끌어 나가며 

우리의 생활 속에 언제나 함께 합니다.

삼양사 울산 1공장 (설탕) 삼양사 아산공장 (밀가루, 프리믹스)

삼양사 인천 2공장 (식용유, 마가린)

삼양사 울산 2공장 (전분, 올리고당)

삼양사 인천 1공장 (전분, 물엿, 포도당)



식자재 유통의 
베스트 솔루션 
서브큐
서브큐는 ‘제공하다, 기여하다.’라는 뜻의 

Serve에 품질을 뜻하는 Quality의 Q를 조합하여 

탄생하였습니다. 서브큐는 고객에게 

언제나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는 의미의 삼양사의 

새로운 식자재 유통 전문 브랜드입니다.  

믿을 수 있는 상품

전문적인 맞춤형 솔루션

BEST 가격



글로벌 기업과의 제휴
세계 각국의 글로벌 리딩 컴퍼니와 제휴하여 고객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양질의 
상품을 구매, 소싱한 후 고객님께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깊이있고 전문적인 카테고리
서브큐는 제과/양식/중식/치킨 카테고리에서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상품 구색을 
갖춰 나가고 있어 고객님께서 서브큐를 통해 원스톱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엄격한 Audit을 통한 믿을 수 있는 제조업체 선정 관리(ISO, HACCP 등)
•금속검출기, 엑스레이 등을 통한 이물검출관리로 안심먹거리 제공
•정기적인 위생점검 및 제조, 물류, 운송에 이르는 종합식품안전관리 시스템
•원산지, 알레르기 물질 함유 여부 등 정확한 상품정보 제공 

1

2

서브큐는 한 발 앞선 엄격한 식품위생관리를 약속합니다!

글로벌 유명 기업과 함께 양질의 상품을 제공합니다!

식품안전
점검

안심
먹거리

종합식품
안전관리

정확한
상품정보



•구매 : 식자재, 주방용품, 식당설비 구매서비스
•조리 : 매장 메뉴 개발 및 조리지원서비스
•마케팅 : 홍보 및 판촉, 고객관리에 관련된 마케팅 활동
•경영 : 법무, 세무, 재무, 위생, 직원교육 등 운영 전반에 걸친 경영활동

핵심상품 직접 제조
서브큐는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식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핵심 식자재에 
대한 제조기반을 갖추어 고객님들께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합니다. 

식품연구소 운영
서브큐는 식품연구소 운영을 통해 꾸준히 식품연구 및 고객의 상황에 맞는 
차별화된 솔루션을 연구, 개발합니다. 

수준높은 전문가 서비스
서브큐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고객님께 맞춤형 기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믿을 수 있는 식품전문가들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고객지원서비스 제공
자영 외식업체, 동네빵집을 운영 하시는 고객께서 홀로 해결하기 어려운 식자재 구매, 
조리, 마케팅, 경영 등 사업관련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드리는 고객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4 매장 운영에 관한 모든 고민, 서브큐가 함께합니다!

조 리

구 매

마케팅 경 영고객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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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띠 토마토 가공품
1899년 에밀리아 로마냐 중심부의 파르마 인근에서 시작된 Mutti는 100년 전통의 
이탈리아 토마토 브랜드로 100% 이탈리안 토마토로 수확, 가공 및 생산까지 
전 단계를 직접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오직 토마토만을 생각하는 열정과 성실함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탈리아 대표 토마토 제품입니다.

엄격한 산지 관리 통한 신선한 원료 공급

다수 지역 농가와 협업

‛Cold Peeling’ 가공 기술 보유

100 % 이탈리아산 토마토

안토니오아마토 파스타
1869년 이탈리아 나폴리 남쪽의 대표적인 파스타 생산지인 살레르노에서 출발한 
Antonio Amato는 엄선된 듀럼 밀(Durum wheat)과 양질의 물을 사용하며 
자체적으로 듀럼 밀에서부터 파스타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생산 프로세스를 갖춘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브랜드입니다.

www.mutti-parma.com

www.antonioamato.it

삼양사 서브큐의 글로벌 제휴 브랜드

Parma

Salerno



껍질을 제거한 토마토로 용도에 맞게 잘라 사용할 수 있는 대표 제품

무띠 토마토 홀

규격입수

2.5 kg X 6개

박스중량

15 kg 36개월
실온

(서늘한 곳)
토마토 66 %,
토마토주스 34 %

유통기한 보관방법 주원료

규격입수

2.5 kg X 6개

박스중량

15 kg 36개월
실온

(서늘한 곳)
토마토 100 %

유통기한 보관방법 주원료

껍질을 제거한 토마토를 선별 후 과육만을 잘게 다져서 만들어 조리 시간을 단축 시킬 수 있는 제품

무띠 파인리 찹 토마토

규격입수

4.1 kg X 3개

박스중량

12.3 kg 36개월
실온

(서늘한 곳)
토마토 99.1 %,
바질, 오레가노 등

유통기한 보관방법 주원료

바질, 오레가노 등 허브를 첨가하여 피자 등의 오븐요리에 적합한 제품으로 소량을 사용하여도 
높은 품질과 토마토의 농축된 맛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 

무띠 피자소스 스파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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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대표 토마토 브랜드



신선한 토마토와 양파로 맛을 낸 완제품 타입의 토마토 소스

무띠 수고 프론토 리즈토란테

규격입수

2.5 kg X 3개

박스중량

7.5 kg 36개월
실온

(서늘한 곳)

토마토펄프 94 %,
올리브유, 양파,
백설탕, 후추

유통기한 보관방법 주원료

규격입수

1.6 kg X 4개

박스중량

6.4 kg 24개월
실온

(서늘한 곳)
다이스 토마토 62.5 %,

정제수, 설탕

유통기한 보관방법 주원료

신선한 토마토의 붉은 과육만을 잘라 품질과 색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제수와 함께 살균한 제품

무띠 다도라타 다이스 토마토

규격입수

960 g X 6개

박스중량

5.76 kg 18개월
실온

(서늘한 곳)

반건조 토마토 55.9 %,
해바라기씨유 39.2 %,백설탕,
오레가노, 비타민C, 마늘

유통기한 보관방법 주원료

반건조하여 부드러운 토마토에 해바라기씨 오일과 허브로 풍미를 더한 제품

무띠 세미 드라이 토마토

이탈리아 대표 토마토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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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익은 토마토를 농축하여 깔끔하고 진한 토마토의 맛과 밝고 선명한 색상이 특징인 제품

무띠 토마토 페이스트

규격입수

2.15 kg X 3개

박스중량

6.45 kg 36개월
실온

(서늘한 곳)
토마토 99.5 %

유통기한 보관방법 주원료

규격입수

2.5 kg X 3개

박스중량

7.5 kg 36개월
실온

(서늘한 곳)
토마토 100 %

유통기한 보관방법 주원료

토마토의 껍질을 제거하고 붉은 과육만을 잘라 건더기가 필요한 스프나 소스, 스파게티 등의 
요리에 사용하기 유용한 제품 

무띠 다이스드 토마토

규격입수

2.5 kg X 3개

박스중량

7.5 kg 36개월
실온

(서늘한 곳)
토마토 99.5 %

유통기한 보관방법 주원료

토마토의 껍질과 씨를 제거하고 과육만 따로 모아 곱게 갈아서 부드럽고 크리미 한 맛이 특징인 제품

무띠 토마토 퓨레

이탈리아 대표 토마토 브랜드



삶는 시간 : 7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롱파스타로 토마토, 오일 등 모든 소스와 조화로운 제품

안토니오아마토 스파게티

규격입수

500 g X 30개

면굵기

1.62 mm

박스중량

15 kg 36개월
실온

(서늘한 곳)
듀럼밀 세모리나 100 % 

유통기한 보관방법 주원료

삶는 시간 : 5분

스파게티보다 얇은 면으로 모든 소스와 어울리는 제품

안토니오아마토 스파게티니

규격입수

500 g X 24개

면굵기

1.4 mm

박스중량

12 kg 36개월
실온

(서늘한 곳)
듀럼밀 세모리나 100 % 

유통기한 보관방법 주원료

삶는 시간 : 9분

「작은 혀」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넓고 두꺼운 형태의 면으로 어패류의 소스, 바질 소스와 잘 어울리는 면

안토니오아마토 링귀네

규격입수

500 g X 24개

면굵기

3.0 mm

박스중량

12 kg 36개월 실온
(서늘한 곳)

듀럼밀 세모리나 100 % 

유통기한 보관방법 주원료

삶는 시간 : 5분

페투치네로도 불리우며 납작하고 두꺼운 면

안토니오아마토 프레치네

규격입수

500 g X 24개

면굵기

6.0 mm

박스중량

12 kg 36개월 실온
(서늘한 곳)

듀럼밀 세모리나 100 % 

유통기한 보관방법 주원료

이탈리아 정통 파스타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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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는 시간 : 10분

삶는 시간 : 8분

삶는 시간 : 8분

펜촉 모양의 가장 대중적인 숏파스타로 파스타 및 샐러드 토핑용으로 적합한 제품

안토니오아마토 펜네

규격입수

500 g X 24개

박스중량

12 kg 36개월 실온
(서늘한 곳)

듀럼밀 세모리나 100 % 

유통기한 보관방법 주원료

규격입수

500 g X 24개

박스중량

12 kg 36개월 실온
(서늘한 곳)

듀럼밀 세모리나 100 % 

유통기한 보관방법 주원료

나비넥타이 모양의 파스타로 샐러드 토핑용으로 적합한 제품

안토니오아마토 파르팔레

규격입수

500 g X 24개

박스중량

12 kg 36개월
실온

(서늘한 곳) 듀럼밀 세모리나 100 % 

유통기한 보관방법 주원료

꽈배기처럼 꼬인 모양으로 그라탕 및 샐러드 토핑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안토니오아마토 푸실리

이탈리아 정통 파스타 브랜드



삶는 시간 : 8분

삶는 시간 : 20분

삶는 시간 : 9분

소라모양 숏파스타로 파스타 및 샐러드 토핑용으로 적합한 제품

안토니오아마토 토페테

규격입수

500 g X 24개

박스중량

12 kg 36개월 실온
(서늘한 곳)

듀럼밀 세모리나 100 % 

유통기한 보관방법 주원료

규격입수

500 g X 10개

박스중량

5 kg 36개월
실온

(서늘한 곳)
듀럼밀 세모리나 100 % 

유통기한 보관방법 주원료

둥지 모양으로 둥글게 말아진 형태로 칼국수와 유사한 파스타로 모든 소스와 잘 어울리는 제품

안토니오아마토 딸리아뗄레

규격입수

500 g X 12개

박스중량

6 kg 36개월
실온

(서늘한 곳)
듀럼밀 세모리나 100 % 

유통기한 보관방법 주원료

넓적한 판 모양으로 라자냐 요리에 활용, 조리 후 변형하여 사용 가능한 제품

안토니오아마토 라자냐

이탈리아 정통 파스타 브랜드



만들기

1. 버섯은 손질하여 한입 크기로 자르고 소시지는 손으로  조금씩 떼어낸다.
2. 끓는 소금물에 딸리아뗄레를 넣고 5분 정도 삶아 놓는다.
3. 모양대로 자른 베이컨을 팬에 볶아 기름을 뺀 뒤 슬라이스 마늘을 볶아 
   향을 낸 다음 손질한 버섯을 센불에 볶아 색을 낸다.
4. 삶아놓은 딸리아뗄레를 넣고 서브큐 화이트 크림파스타용 소스를 넣어 
   볶은 뒤 면수로(면 삶은 물) 농도를 조절한다.
5. 준비 된 접시에 담고 레몬즙을 골고루 뿌려 완성한다.

재 료

안토니아아마토 딸리아뗄레 80 g, 서브큐 빅후랑크 소시지 1개,
서브큐 프레시 베이컨 1줄, 표고버섯 1개, 양송이 2개,
서브큐 화이트 크림파스타용 소스 200 g, 마늘 1쪽, 레몬 1개,
올리브유 60 g, 소금 & 후추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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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크림 파스타
Lemon Cream Pasta

서브큐 세프 레시피



만들기

1. 믹싱볼에 서브큐 칠리오일소스와 설탕, 레몬쥬스를 넣고 설탕이 
   녹을때까지 섞어 소스를 완성한다.(취향에 따라 후첨 재료를 첨가하며, 
   서브큐 칠리오일소스만 첨가하여도 좋다)
2. 안토니오아마토 푸실리 파스타를 삶아 놓는다.(끓는 물에 7분 이상 
   보통 파스타를 삶을때 보다 약간 더 삶아 푹 익힌다)
3. 오징어는 전날 해동시킨 후 깨끗하게 씻어 물기를 제거한다.
4. 오징어 몸통은 슬라이스하여 링 모양을 만들고, 다리는 3 cm 길이로 컷팅한다.
5. 피망은 속(씨)을 정리한 후 두께 0.3cm가 되도록 채썰어 준다. 
   (파프리카도 동일한 방법으로 채썬다.)
6. 오이는 길이로 반으로 자른 후 씨 부분을 제거하고 어슷썰기한다.
7. 양파도 채썰어 준비한다.
8. 믹싱볼에 안토니오아마토 푸실리 파스타를 넣고, 분량의 재료를 넣어 
   서브큐 칠리오일소스를 윤기나게 버무려 완성한다.

재 료

파스타 샐러드
안토니오아마토 푸실리 250 g, 오징어 링 슬라이스 75, 양파 슬라이스 130,
그린 피망 50, 노랑 파프리카 50, 빨강 파프리카 50, 오이 80

소스
서브큐 칠리오일소스 200 g, 큐원 설탕 6 g, 레몬쥬스 2 g, 타바스코 약간

칠리 파스타 샐러드
Chilli Pasta Salad

서브큐 세프 레시피



만들기

1. 후라이팬에 올리브오일을 두르고 으깬 마늘을 넣어 
   마늘향을 낸다.
2. 1의 오일에 무띠 토마토 퓨레를 넣고 소금&후추로 
   간을 하여 크리미한 소스를 만들고 냉장고에 보관한다.
3. 안토니오아마토 스파게티면을 완전히 익혀 찬물에 
   한번만 면을 식힌다.
4. 냉장고에 보관한 차가운 소스와 면을 잘 버무리고 
   소금&후추로 간을 한다.
5. 바질이나 이탈리안 파슬리를 다져넣고 올리브와 
   무띠 다도라타 다이스 토마토를 넣는다.
6. 마지막으로 올리브오일을 한번 뿌려 에멀젼화 시킨후 접시에 
   담고 후레쉬 모짜렐라를 올려 토치로 살짝 구워 완성한다.

재 료
무띠 토마토 퓨레 200 g, 안토니오아마토 스파게티 100 g,
무띠 다도라타 다이스 토마토 50 g, 올리브유 50 g, 
후레쉬 모짜렐라 0.25개, 마늘 3쪽, 방울토마토 5알, 
올리브(블랙&그린) 5알, 바질 1줄기, 이탈리안 파슬리 1줄기

토마토 냉파스타
Tomato Cold Pa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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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큐 세프 레시피



만들기

1. 볼에 따뜻한 물, 올리브유, 소금, 생이스트, 설탕을 넣어 섞어준 후 밀가루와 함께 10분 동안 반죽한다. 
2. 반죽이 끝나면, 반죽을 5개의 덩어리로 나눠 따뜻한 곳에서 4시간 동안 휴지한다. 
3. 휴지가 끝난 반죽을 넓게 펴 주어 피자소스를 고루 바르고 모짜렐라 치즈를 얹은 후 오븐에서 2~3분간 구워준다. 
4. 이때 오븐 온도는 350℃를 유지한다.

재 료 (피자 5판, 28 cm)
큐원 강력분 1 kg, 생이스트 15 g, 따뜻한 물 500 g,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6 작은 술
소금 30 g, 큐원 설탕 10 g, 무띠 피자소스 스파이스 350 g, 모짜렐라 치즈 500 g

마르게리타 피자
Margherita Pizza

서브큐 세프 레시피



재 료
안토니오아마토 펜네 350 g, 무띠 토마토 홀 400 g, 마늘 2 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4 큰술, 다진 바질 1 작은술, 
매운 고추 1 개, 다진 파슬리 1 큰술, 소금 조금

펜네 아라비아타
Penne all'arrabbiata

만들기

1. 달군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마늘을 갈색이 될 때까지 볶다 무띠 토마토 홀을
  더해 30분간 끓여준 후 포크로 토마토를 으깨어 준다. 
2. 여기에 고추, 파슬리, 바질, 소금을 더해준다. 
3. 안토니오아마토 펜네 파스타면은 끓는 소금물에 9분간 삶아 물기를 뺀 후, 
   준비한 소스와 버무린 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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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큐 세프 레시피



만들기

1. 무띠 다이스드 토마토와 서브큐 매운떡볶이용 소스를 섞어 양념장을 만든다.
2. 야채와 어묵은 먹기좋은 크기로 잘라놓고 청양고추는 다져놓는다.
3. 1 에 만들어 놓은 양념장과 물을 넣고 섞어서 냄비에 담고 모든 재료를 넣고 
   끓여서 국물이 어느정도 졸여지면 고객에게 제공한다.

재 료
무띠 다이스드 토마토 200 g, 서브큐 매운떡볶이용 소스 40 g,
가는 떡볶이 100 g, 얇은 어묵 1장, 양파 1/4개, 대파 1/2개
청양고추 1개, 물(정제수) 200 g

토마토 떡볶이
Tomato Rice Cake

서브큐 세프 레시피



100년 전통의 이탈리아 토마토 대표 브랜드 ‘무띠(MUTTI)’는
토마토 수확, 가공 및 생산까지 전 단계를 직접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