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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소고기 수출 통계 

2022년 6월 캐나다 소고기 수출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1월에서 6월까

지 누적 총 수출량은 249,190톤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7% 증가했고, 수출 금액은 19.2%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대 한국 수출

https://canadabeef.kr/


량은 12,014톤으로 작년 동기 대비 158% 증가했고, 수출 금액은 300%

증가했습니다.

통계 자세히 보기

제17회 서울국제식품산업전 (COEX FOOD WEEK 2022) 참
가 안내 

11월 2일부터 11월 5일까지 서울 코엑스 전시장에서 개최될 서울국제식

품산업전에 캐나다 우육 공사가 참가하여, 냉장 및 냉동 소고기를 전시

할 예정입니다. 카길 코리아, Harmony Beef/빅토리푸드, 락키스프링코리

아 등 주요 파트너 회사들이 공동으로 참가하여, 방문하는 분들과 상담

을 진행하고, 시식 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최 일시
2022년 11월 2일 (수)～11월 5일 (토)  

10:00 ～ 18:00 (최종일은 17:00까지)

장소 코엑스 A, B, C 홀

https://cdnbeefperforms.ca/wp-content/uploads/2022/08/Beef-and-Veal-Exports-YTD-June-2022-CB-.pdf


참관객 온라인

사전등록
http://www.foodweek.co.kr/visiter/buyer_guide/

캐나다 비프 SNS 컨텐츠 보기 (7월 주요 내용)

◆캐나다 비프 불고기 야끼 우동 🍜

가장 간편하면서도 쉬운 완벽한 오븐 구이를 위한 꿀팁을 지금 소개합니

다!💁 

한국인의 최애 음식 불고기와 우동면이 만났습니다. 

불고기의 달콤함과 달걀 노른자가 만나 매우 부드러운 맛을 경험할 수

http://www.foodweek.co.kr/visiter/buyer_guide/
https://www.instagram.com/p/Cf3MVYwJHyi/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 볼까요? �

#불고기우동#불고기볶음우동#비프요리#소고기요리#레시피#요리법#쉬운레시피

#오늘뭐먹지#캐나다소고기#캐나다비프#canadabeef

◆치즈 스테이크 서브 샌드위치 🥪

더운 날씨에 쉽게 지치고, 에너지 방전되는 여름 💦 

진한 치즈와 고소한 스테이크가 들어간 맛있는 샌드위치로 에너지 충전

을 해봅시다! 

함께 만들어 볼까요? � 

#치즈스테이크샌드위치#스테이크샌드위치#비프요리#소고기요리#레시피#요리법

#쉬운레시피#오늘뭐먹지#캐나다소고기#캐나다비프#canadabeef

https://www.instagram.com/explore/tags/%EB%B6%88%EA%B3%A0%EA%B8%B0%EC%9A%B0%EB%8F%99/
https://www.instagram.com/explore/tags/%EB%B6%88%EA%B3%A0%EA%B8%B0%EB%B3%B6%EC%9D%8C%EC%9A%B0%EB%8F%99/
https://www.instagram.com/explore/tags/%EB%B9%84%ED%94%84%EC%9A%94%EB%A6%AC/
https://www.instagram.com/explore/tags/%EC%86%8C%EA%B3%A0%EA%B8%B0%EC%9A%94%EB%A6%AC/
https://www.instagram.com/explore/tags/%EB%A0%88%EC%8B%9C%ED%94%BC/
https://www.instagram.com/explore/tags/%EC%9A%94%EB%A6%AC%EB%B2%95/
https://www.instagram.com/explore/tags/%EC%89%AC%EC%9A%B4%EB%A0%88%EC%8B%9C%ED%94%BC/
https://www.instagram.com/explore/tags/%EC%98%A4%EB%8A%98%EB%AD%90%EB%A8%B9%EC%A7%80/
https://www.instagram.com/explore/tags/%EC%BA%90%EB%82%98%EB%8B%A4%EC%86%8C%EA%B3%A0%EA%B8%B0/
https://www.instagram.com/explore/tags/%EC%BA%90%EB%82%98%EB%8B%A4%EB%B9%84%ED%94%84/
https://www.instagram.com/explore/tags/canadabeef/
https://www.instagram.com/p/CgJJAoHp_E9/
https://www.instagram.com/explore/tags/%EC%B9%98%EC%A6%88%EC%8A%A4%ED%85%8C%EC%9D%B4%ED%81%AC%EC%83%8C%EB%93%9C%EC%9C%84%EC%B9%98/
https://www.instagram.com/explore/tags/%EC%8A%A4%ED%85%8C%EC%9D%B4%ED%81%AC%EC%83%8C%EB%93%9C%EC%9C%84%EC%B9%98/
https://www.instagram.com/explore/tags/%EB%B9%84%ED%94%84%EC%9A%94%EB%A6%AC/
https://www.instagram.com/explore/tags/%EC%86%8C%EA%B3%A0%EA%B8%B0%EC%9A%94%EB%A6%AC/
https://www.instagram.com/explore/tags/%EB%A0%88%EC%8B%9C%ED%94%BC/
https://www.instagram.com/explore/tags/%EC%9A%94%EB%A6%AC%EB%B2%95/
https://www.instagram.com/explore/tags/%EC%89%AC%EC%9A%B4%EB%A0%88%EC%8B%9C%ED%94%BC/
https://www.instagram.com/explore/tags/%EC%98%A4%EB%8A%98%EB%AD%90%EB%A8%B9%EC%A7%80/
https://www.instagram.com/explore/tags/%EC%BA%90%EB%82%98%EB%8B%A4%EC%86%8C%EA%B3%A0%EA%B8%B0/
https://www.instagram.com/explore/tags/%EC%BA%90%EB%82%98%EB%8B%A4%EB%B9%84%ED%94%84/
https://www.instagram.com/explore/tags/canadabeef/


📰 육류 관련 최근 뉴스 모음

🔸 비싼 고기는 왜 맛있을까 [주방 속 과학] (naver.com)

🔸 온라인 식품 성장 속 ‘육류 D2C’ 블루 오션 - 식품음료신문 (thinkfood.co.kr)

🔸 밥상·외식물가 빨간불…지갑 닫고 '짠 소비' 는다 (naver.com)

🔸 [외식 오늘] 외식물가 30년만 가장 크게 올랐다 (foodnews.news)

🔸 Pubs and noraebang suffer post-Covid as Koreans' after-work activities evolve (naver.com)

🔸 대형마트는 '무관세' 소고기 할인 행사…뿔난 축산업계는 '총궐기' (naver.com)

🔸 동원과 풀무원은 총성 없는 ‘짬밥’ 전쟁 중 (naver.com)

🔸 CJ, 신세계 이어 풀무원도 ‘고기 없는 고기’ 출사표 “1등 효과 노린다” (naver.com)

🔸 잘 나가던 ‘식물성 고기’… 값 비싸지고 인기까지 시들 ‘성장 0%’ (naver.com)

🔸 [국제]인도네시아 구제역에 호주 비상...쇠고기 수입시장 영향 | YTN

🔸 호주·뉴질랜드 "中, 축산물 수입 금지 통보 못받아" (news1.kr)

🔸 중국, 미국 업체 1곳 소고기 수입중단…미중 갈등 불만 표출? (naver.com)

🔸 매장 수 많은 브랜드 | 마이프차 랭킹 (myfranchise.kr)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 관련 문의 

캐나다 우육 공사 한국 컨설턴트 

신영균 컨설턴트/대표 

(주) 코리아 마켓 리서치 

전화: 010-5509-6018 

이메일 주소: yg@koreamr.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346/0000053198?cds=news_my
http://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433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282617?cds=news_edit
http://www.foodnews.news/news/article.html?no=573475
https://n.news.naver.com/article/640/0000027346?sid=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683050?sid=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299224?sid=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17593?sid=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10664?sid=101
https://www.ytn.co.kr/_ln/0104_202207310217384282
https://www.news1.kr/articles/4774010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368132?sid=104
https://myfranchise.kr/ranking/many?utm_source=facebook&utm_medium=cpc&utm_campaign=click_to_ranking&utm_content=many&fbclid=IwAR1PR7ELMMDbcG_WTCF44Uqb5hijK8LE_fXeKBwwijTC4YFdIdLnggl_K3I
https://canadabeef.kr/
https://www.facebook.com/%EC%BA%90%EB%82%98%EB%8B%A4%EC%9A%B0%EC%9C%A1%EA%B3%B5%EC%82%AC-106931891730280
https://www.instagram.com/canadabeefkr/
mailto:yg@koream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