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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소고기 수출 통계

2022년 8월 캐나다 소고기 수출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1월에서 8월까
지 누적 총 수출량은 337,320톤을 기록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과 거의 동
일한 실적이지만, 금액으로는 9.8%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대 한국 수출

량은14,063톤으로 작년 동기 대비 104.5% 증가했고, 수출 금액은 175.7%
증가했습니다.

통계 자세히 보기

푸드위크 (COEX Food Week) 참가 안내
11월 2일부터 11월 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될 서울국제식품산업
전 (푸드위크)에 캐나다 우육 공사가 참가하여, 냉장 및 냉동 소고기를
전시합니다. 카길 코리아, Harmony Beef/빅토리푸드, 락키스프링코리아
등 주요 파트너 회사들이 공동으로 참가하여, 방문하는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고, 시식 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최 일시

2022년 11월 2일 (수)～11월 5일 (토)
10:00 ～ 18:00 (최종일은 17:00까지)

장소 및 부스

서울 코엑스 A홀, A1200

번호

참관객 온라인
사전등록

https://online.foodweek.co.kr/fairCorpMyInfo2.d
o?CORP_GUBUN=E&selAction=BS&FAIRMENU
_IDX=15572&hl=KOR

캐나다 비프 SNS 컨텐츠 보기 (9월 주요 내용)
◆[Canada Beef Recipe] 푸짐한 가을 로스트 비프

푸짐한 가을 채소와 캐나다 소고기가 만난 로스트 비프!🥕🥩
오늘 저녁에 가족과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함께 만들어 봅시다! 👨🍳
#가을요리#팟로스트#부채살요리#비프요리#소고기요리#레시피#요리법#쉬운레시피
#오늘뭐먹지#캐나다소고기#캐나다비프#canadabeef

◆[Canada Beef Magazine] 비프 스튜 노하우!

온 가족이 먹기에도, 손님 접대용으로도 딱 좋은 비프 스튜!
맛있는 비프 스튜를 위한 5가지 팁을 지금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anada Beef Magazine에서 확인해보세요👀
#비프스튜#스튜요리#소고기요리#고기요리#비프요리#요리꿀팁#요리팁#캐나다소고기
#캐나다비프#canadabeef#캐나다우육공사

📰 육류 관련 최근 뉴스 모음
🔸 9월 소비자물가 5.6%↑ ＂두 달째 상승세 둔화＂…외식 물가 30년만에 최고치 (megaecono
my.co.kr)

🔸 파이브 가이즈·슈퍼두퍼…불붙는 ‘버거 전쟁’ (naver.com)
🔸 마켓컬리, 이른 추위에 국물요리∙난방용품 판매 '쑥' (naver.com)
🔸 해동 유통 가능한 냉동식품 품목 확대... 식육은 제외 - 푸드아이콘-FOODICON
🔸 "축산물의 안전은 지키고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합니다" - 푸드아이콘-FOODICON
🔸 "한우, 미리 잡아야 가격하락 잡는다" (daum.net)
🔸 수입소고기 소비자가격, 할당관세 적용 후 최고 4%대 하락 < 농수축산 < 식품저널뉴스 <
기사본문 - 식품저널 foodnews

🔸 8177만원..한우 경매 '역대 최고' 금액 경신 (daum.net)
🔸 [특별기고] 세포배양 식품의 세계 현황과 발전 방안 - 식품음료신문 (thinkfood.co.kr)
🔸 뉴질랜드, 소 트림 등 농축산업 온실가스에 세계 첫 비용 부과 (naver.com)
🔸 해상운임 9개월새 62% 하락… 해운업계 잔치 끝났다 (naver.com)
🔸 축산강국 호주, 글로벌 메탄 서약 가입 추진 - 아시아투데이 (asiatoday.co.kr)
🔸 프레시지, 카길코리아와 간편식 브랜드·상품 개발 업무협약 - 이코노믹리뷰 (econovill.com)
🔸 What to eat and drink in South Korea - Lonely Planet
🔸 Discover bulgogi prepared three different ways (koreaherald.com)

홈페이지

📧 관련 문의
캐나다 우육 공사 한국 컨설턴트
신영균 컨설턴트/대표
(주) 코리아 마켓 리서치
전화: 010-5509-6018
이메일 주소: yg@koream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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