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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소고기 수출 통계

2022년 5월 캐나다 소고기 수출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1월에서 5월까
지 누적 총 수출량은 207,439톤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1% 증가했고, 수출 금액은 26.2%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대 한국 수출

량은 10,807톤으로 작년 동기 대비 159% 증가했고, 수출 금액은 306%
증가했습니다.

통계 자세히 보기

부산국제식품대전 (Busan International Food Expo) 참가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부산국제식품대전에
캐나다 우육 공사가 참가를 하여, 냉장 및 냉동 소고기를 전시하였습니
다. 락키스프링코리아가 공동으로 참가를 하여, 방문하신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였고, 알목심, 부채살, 토시살, 살치살 등의 시식 행사도 진행하여
이천명 이상의 방문자들이 맛있는 캐나다 소고기를 시식하였습니다. 참
관객수가 작년 전시회 대비 35% 이상 증가한 43,000명 수준으로 많이
회복을 하였고,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캐나다 소고기에 대한 인지도
를 높이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캐나다 비프 SNS 컨텐츠 보기 (6월 주요 내용)
◆6월에 더 맛있는 감자 & 비프요리 추천 🥔

감자튀김, 감자전, 감자볶음 등 우리에게 친숙한 식재료 “감자”🥔
감자는 1년에 총 4번 수확을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6월에 나오는 감자가 쪘을 때 포슬포슬해
가장 맛이 좋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6월에 더욱 맛있는 감자를 곁들인 비프 요리를 추천합니다! 💁

✅
✅
✅

클래식 스웨덴 미트볼
구운 스테이크 & 감자 샐러드
소고기 치즈 품은 감자

#감자요리 #비프요리 #소고기요리 #요리추천 #추천요리 #맛스타그램
#먹스타그램 #캐나다소고기 #캐나다비프 #canadabeef

◆[Canada Beef RECIPE] 소고기 파인애플 국수

달콤한 파인애플과 부드러운 소고기의 만남! 🍍🍖🍜
파인애플은 비타민C가 풍부하면서, 사과산과 구연산 성분이 소화를 돕
는 달콤한 과일이랍니다!
태국식 팟타이면에 소고기와 파인애플을 곁들인 요리 함께 만들어 볼까
요? 👨🍳
#소고기파인애플국수 #면요리 #비프요리 #소고기요리 #레시피 #요리법 #쉬운레시피
#오늘뭐먹지 #캐나다소고기 #캐나다비프 #canadabeef

📰 육류 관련 최근 뉴스 모음
🔸 금겹살·황금란… 서민 밥상 위협하는 ‘프로틴플레이션’ [뉴스 투데이] (naver.com)
🔸 경유 50.7%↑·감자 37.8%↑…외식물가 상승률, 30년만에 최고 | 연합뉴스 (yna.co.kr)

🔸 "삼겹살도 소고기도, 클릭으로 산다"… 온라인 정육점 시대 | Save Internet 뉴데일리 (newdail
y.co.kr)

🔸 홈플러스, 호주산 소고기 종이 포장재에 판매 - 파이낸셜뉴스 (fnnews.com)
🔸 이달부터 소·닭고기·분유 등 7개 품목에 0% 관세…가격 낮춘다(종합) (naver.com)
🔸 S. Korea to lift import tariffs on more key foodstuffs amid high inflation (koreatimes.co.kr)
🔸 "고기 반찬 줄여야 할 판"...치솟는 물가에 학교 급식도 '휘청' (naver.com)
🔸 할당관세 0% 적용에 ‘가격 파괴’…“1000원대 소고기 등장” (naver.com)
🔸 정육왕과 함께 3.8억어치 팔았다…대박 난 '위드티몬' 그녀 (naver.com)
🔸 [쌀보다고기]밥상 주인공 된 고기…쌀과 1kg 격차에 추월 '코 앞' (naver.com)
🔸 기업들 '회식·출장' 자제령..'재택근무 시대' 다시 오나 (daum.net)
🔸 Korea's consumption falls for 4th month amid high inflation - The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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