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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소고기 수출 통계

2022년 4월 캐나다 소고기 수출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1월에서 4월까
지 누적 총 수출량은 164,460톤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9% 증가했고, 수출 금액은 34%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대 한국 수출량

은 9,334톤으로 작년 대비 184% 증가했고, 수출 금액은 359% 증가했습
니다. 수출량과 금액 기준으로 미국, 일본에 이어 한국이 세 번째로 큰 수
출 시장이 되었습니다. 1월 1일에서 6월 4일까지 캐나다의 소 도축수는
1,389,372두로, 작년 동 기간 대비 4% 증가했습니다.

통계 자세히 보기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Seoul Food 2022) 참가
6월 7일부터 10일까지 킨텍스에서 개최된 서울식품전에 캐나다 우육 공
사가 참가를 하여, 냉장 및 냉동 소고기를 전시하였습니다. 카길 코리아,
Harmony Beef/빅토리푸드, 락키스프링코리아, 렉스팜, IPC, 캐틀팜, 케이
엠에스 패밀리 등 주요 파트너 회사들이 공동으로 참가를 하여, 방문하
신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였고, 양념 불고기, LA 갈비, 삼겹양지 등의 시식
행사도 진행하여 천명 이상의 방문자들이 맛있는 캐나다 소고기를 시식
하였습니다. 참관객수가 작년 전시회 대비 200% 이상 증가한 37,000명
수준으로 많이 회복을 하였고, 이번 해 들어 캐나다 소고기의 수입이 급
증하는 가운데, 식품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캐나다 소고기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부산국제식품대전 (Busan International Food Expo) 참가안내
개최 일시

2022년 6월 29일 (수)～7월 2일 (토)
10:00 ～ 17:00 (최종일은 16: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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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비프 SNS 컨텐츠 보기 (5월 주요 내용)
◆가족, 단체 모임에 안성맞춤인 오븐구이!
가장 간편하면서도 쉬운 완벽한 오븐 구이를 위한 꿀팁을 지금 소개합니
다!💁

#오븐구이 #로스트비프 #요리팁 #캐나다소고기 #캐나다비프 #canadabeef #캐나다우육공사

◆[Canada Beef RECIPE] 소고기 브로콜리 볶음면
소고기와 브로콜리가 찰떡궁합이란 사실 알고 계신가요?

✅
✅
✅

단백질과 철분이 풍부한 소고기🥩
체내 철분 흡수율을 높여주는 비타민C가 풍부한 브로콜리🥦
여기에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면까지!🍜

건강하고도 맛있게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요리입니다!
함께 만들어 볼까요? 👨🍳
#오븐구이 #로스트비프 #요리팁 #캐나다소고기 #캐나다비프 #canadabeef #캐나다우육공사

📰 육류 관련 최근 뉴스 모음
🔸 CPTPP 가입, 쌀·쇠고기 추가개방 우려…다른 산업도 희생 분담을 - 농민신문 (nongmin.com)
🔸 마켓컬리, 호주 유통사 울워스 PB상품 판매…공동기획 등 협력 | 연합뉴스 (yna.co.kr)
🔸 "강남 아파트 잡아라"…급식업체, 입주민 조식에 꽂치다 (naver.com)

🔸 十人十色 맞춤형 전략을 준비하라! < 커버스토리 < 유통 < 기사본문 - 더바이어(The Buyer)
(withbuyer.com)

🔸 밥상물가 비상에…대형마트, 이제 소도 직접 키운다 (naver.com)
🔸 돼지고기 관세 0로…수입물가 잡기엔 역부족 | 한경닷컴 (hankyung.com)
🔸 비싸진 삼겹살 대신 등갈비·갈매기살 매출 급증 (naver.com)
🔸 수입 육류가격지수 1년새 39% 올라…소고기 56%·돼지고기 14%↑ | 연합뉴스 (yna.co.kr)
🔸 5월 물가 5.4%, 근 14년만에 최고…경유 45.8%↑·밀가루 26%↑(종합2보) (naver.com)
🔸 사육農 줄고 사료가격도 급등…고기값, 3개월 연속 사상 최고 (naver.com)
🔸 대유행 이후 꺾일 줄 알았는데… 이유있는 간편식 인기 (naver.com)
🔸 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 PLS 설명회(2022.04.18) 자료 공유 상세보기|학술 토론회 | 식품의약
품안전처 (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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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의
캐나다 우육 공사 한국 컨설턴트 신영균 이사 (이메일 yg@atlatitud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