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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소고기 수출 통계

2022년 9월 캐나다 소고기 수출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1월에서 9월까
지 누적 총 수출량은 382,354톤을 기록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2%
증가하였고, 금액으로는 7.3%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대 한국 수출량은

14,727톤으로 작년 동기 대비 80.8% 증가했고, 수출 금액은 135.7% 증가
했습니다.

통계 자세히 보기

네트워킹 리셉션 개최 안내
캐나다 우육 공사의 대표, 전무, 일본/한국 지사장이 3년 만에 방한하여,
업계 귀빈 여러분들을 모시고 네트워킹 리셉션을 개최합니다. 소고기 수
입회사, 리테일, 푸드서비스,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의 귀빈들을 모실 예
정입니다. 캐나다 우육 공사에서 캐나다 소고기 업계 현황에 대한 발표
를 간단하게 하고, 참석하신 모든 파트너분들로부터 한국의 시장 상황에
대해 많이 듣고, 향후 시장의 성장을 위해 같이 상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행사 일시

행사 장소

참석 신청

2022년 12월 5일 (월)
오후 5:30 ～ 8:3
더 플라자 호텔 4층, 메이플 홀
Canadian Beef Networking Reception 2022
(google.com)

캐나다 비프 SNS 컨텐츠 보기 (10월 주요 내용)
◆ [Canada Beef Recipe] 이태리식 토마토 스키야키

신선한 토마토와 부드러운 캐나다 소고기가 들어간 이태리식 스키야키
입니다.
간이 밴 소고기에 토마토를 싸서, 고소한 날계란에 찍으면 환상적인 맛
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 볼까요? 👨🍳
#토마토스키야키#스키야키#스끼야끼#비프요리#소고기요리#레시피 #요리법#쉬운레
시피#오늘뭐먹지#캐나다소고기#캐나다비프#canadabeef

◆ Canada Beef Magazine: 겉.바.속.촉 스테이크를 굽기 위한 팬 시어링

🥩

팬 시어링 5가지 팁을 지금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anada Beef Magazine에서 확인해보세요👀
#팬시어링#스테이크#스테이크굽기#겉바속촉스테이크#비프요리#요리꿀팁
#요리팁#캐나다소고기#캐나다비프#canadabeef#캐나다우육공사

📰 육류 관련 최근 뉴스 모음
🔸 10월 물가 5.7%↑ 상승폭 다시 반등…공공요금 최대 상승 (naver.com)
🔸 닭고기 30%, 맥주 43%, 오징어 110% 급등…커지는 물가 공포 (naver.com)
🔸 농진청, ‘라디오파 소고기 연화 기술’ 개발 - 푸드아이콘-FOODICON
🔸 명륜진사갈비, 캐나다 진출 ... 북미시장 공략나서 (moneys.co.kr)
🔸 맘스터치 “소고기 버거 통했다”…가맹점 일 매출 20% 증가 - 조선비즈 (chosun.com)

🔸 고물가·엔데믹 속 진화하는 HMR(가정간편식)…"더 간편하게" (naver.com)
🔸 국물요리 브랜드 식자재왕 온, 대용량 밀키트 3종 출시 (naver.com)
🔸 2026년까지 외식산업의 혁신에 약 1조 원 투자 - 농업축산신문 (ncnnews.kr)
🔸 "한우 파동 또 오나"···2024년 100만 한우 도축 시대 예고 - 농축유통신문 (amnews.co.kr)
🔸 철도노조 이어 화물연대도 파업 예고…물류대란 비상 (naver.com)
🔸 [국제]'소고기'로 만든 세계유산 화제...후지산·피라미드 등 재현 110kg 사용 | YTN
🔸 닭고기 수입량 지속 증가…전년대비 냉동 125% ‘껑충’ (chuksannews.co.kr)
🔸 Hottest Restaurants in Seoul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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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