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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소고기 수출 통계

2022년 3월 캐나다 소고기 수출량이 발표되었습니다. 1월에서 3월까지
누적 총 수출량은 120,289톤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8%
증가했습니다. 대 한국 수출량은 6,160톤으로 작년 대비 152.9% 증가했

고, 수출 금액은 324.7% 증가했습니다. 수출량 기준으로는 미국, 일본, 멕
시코에 이어 한국이 네 번째로 큰 수출 시장이고 금액 기준으로는 미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수출 시장입니다.

통계 자세히 보기

캐나다 우육 공사 전시회 참가 안내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Seoul Food 2022) 참가

개최 일시

장소

참관객 온라인 사전등록

2022년 6월 7일 (화)～6월 10일 (금)
10:00 ～ 17:00 (최종일은 15:00까지)
킨텍스 1 전시장 5홀, 서울국제식품
전 국제관 내, 캐나다 국가관
https://www.seoulfood.or.kr:447/

부산국제식품대전 (Busan International Food Expo) 참가

개최 일시

2022년 6월 29일 (수)～7월 2일 (토)
10:00 ～ 17:00 (최종일은 16:30까지)

장소

벡스코 제1전시장 홀1A

참관객 온라인 사전등록

www.bofood.kr

캐나다 비프 SNS 컨텐츠 보기 (4월 주요 내용)
◆캐나다 소의 재능!
“소는 하품밖에 버릴 게 없다”는 속담이 있듯이 소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줍니다. 이런 소, 특히 '캐나다 소'가 건강한 생태계 지킴이 역할까지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

✅
✅
✅
✅

초원 유지에 공헌!
건강한 토양 조성!
새의 서식지 확보 기여!
단백질이 풍부한 소고기로 우리에게 공급

◆봄 캠핑을 위한 비프 요리 추천
따뜻한 날씨와 형형색색의 꽃이 핀 4월, 캠핑하기 딱 좋은 봄이죠 🌺⛺
봄 캠핑에 어울리는 비프 요리를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메뉴를 봄 캠핑에서 맛보고 싶으신가요~?

✅
✅
✅

로티세리 로스트 비프 & 애플 양파 살사
소고기 샐러드
하와이 소고기 꼬치구이

📰 육류 관련 최근 뉴스 모음
🔸 4월 4.8%↑ '물가 쇼크'…석유류 34%·수입소고기 29% 뛰었다 (sedaily.com)
🔸 가족끼리 외식 한 끼도 부담…치킨·피자 9%↑ 소고기 8%↑ | 연합뉴스 (yna.co.kr)
🔸 ‘껑충’ 뛴 수입 소고기·과일값… 국산 농축산물 잘나간다 - 세계일보 (segye.com)
🔸 거리두기 풀리자…배달앱 대신 오프라인 식당 찾는 사람 늘었다 (naver.com)
🔸 “月 매출 5억”...절규하던 뷔페식당 거리두기 완화에 웃었다 (naver.com)
🔸 육류 섭취 늘고 채소‧과일 줄어…‘2022 한국인 식습관 조사’ - 식품음료신문 (thinkfood.co.kr)

🔸 올 축산물 수입량 폭발적 증가세 (chuksannews.co.kr)
🔸 원·달러 환율 1290원 쇼크…13년 만에 최고치 - 조선비즈 (chosun.com)
🔸 [집중조명] 까다로운 한국인 입맛 노리는 ‘캐나다 소고기’ - 푸드아이콘-FOODICON
🔸 [Graphic News] Number of new marriages in S. Korea hits all-time low (koreaherald.com)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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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 관련 문의
캐나다 우육 공사 한국 컨설턴트 신영균 이사 (이메일 yg@atlatitud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