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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소고기 수출 통계

2022년 10월 캐나다 소고기 수출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1월에서 10월

까지 누적 총 수출량은 428,910톤을 기록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4% 감소하였고, 금액으로는 5%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대 한국 수출량

https://canadabeef.kr/


은15,957톤으로 작년 동기 대비 65% 증가했고, 수출 금액은 105% 증가

했습니다.

통계 자세히 보기

네트워킹 리셉션 개최

지난 12월 5일 네트워킹 리셉션을 개최하였습니다. 캐나다 우육 공사의

대표, 전무, 일본/한국 지사장이 3년 만에 방한하였으며, 소고기 수입사,

리테일, 푸드서비스,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의 귀빈들이 참석을 해 주셨

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Michael Young 대표 인사

https://wfile.wisa.co.kr/_image/_email/canada_beef_newletter/2212.pdf


Albert Eringfeld 전무 캐나다 소고기 업계 현황 발표

발표 자료 보기

캐나다 비프 SNS 컨텐츠 보기 (11월 주요 내용)

◆ [Canada Beef Recipe] 소갈비 시니강

https://wfile.wisa.co.kr/_image/_email/canada_beef_newletter/2212.pptx
https://www.instagram.com/p/ClNLzxbPUIZ/


시니강은 필리핀 전통 음식으로 망고와 토마토가 들어가 신선한 맛이

있습니다!

따끈한 국물에 부드러운 소고기와 상큼한 망고, 토마토가 만나 이국적인

현지 입맛을 느낄 수 있어요.

함께 만들어 볼까요? �

#시니강#필리핀음식#비프요리#레시피#요리법#쉬운레시피#오늘뭐먹지

#캐나다소고기#캐나다비프#canadabeef

◆ [Canada Beef Magazine] 마리네이팅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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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서 살살 녹는 스테이크의 비밀!

바로 조리하기 전 마리네이팅에 있답니다! 🥩

마리네이팅 2가지 팁을 지금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anada Beef Magazine에서 확인해보세요👀

#마리네이팅#부드러운스테이크#스테이크#마리네이드#비프요리

#요리꿀팁#요리팁#캐나다소고기#캐나다비프

#canadabeef#캐나다우육공사

📰 육류 관련 최근 뉴스 모음
🔸 11월 물가 5.0%↑…상승세 꺾였지만 당분간 5%안팎 고물가(종합2보) (naver.com)

🔸 고기 품질 선택 기준, 종류마다 달라 - 대한급식신문 (fsnews.co.kr)

🔸 직접 키워 싸게 판다…이랜드의 유통실험 - 매일경제 (mk.co.kr)

https://www.instagram.com/p/ClkUxe6v8OR/
https://www.instagram.com/explore/tags/%EB%A7%88%EB%A6%AC%EB%84%A4%EC%9D%B4%ED%8C%85/
https://www.instagram.com/explore/tags/%EB%B6%80%EB%93%9C%EB%9F%AC%EC%9A%B4%EC%8A%A4%ED%85%8C%EC%9D%B4%ED%81%AC/
https://www.instagram.com/explore/tags/%EC%8A%A4%ED%85%8C%EC%9D%B4%ED%81%AC/
https://www.instagram.com/explore/tags/%EB%A7%88%EB%A6%AC%EB%84%A4%EC%9D%B4%EB%93%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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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A%94%EB%A6%AC%EA%BF%80%ED%8C%81/
https://www.instagram.com/explore/tags/%EC%9A%94%EB%A6%AC%ED%8C%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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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e/tags/%EC%BA%90%EB%82%98%EB%8B%A4%EC%9A%B0%EC%9C%A1%EA%B3%B5%EC%82%A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18403?sid=101
http://www.f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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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초에 1개씩 팔렸다"…마켓컬리 KF365 육류, 폭풍 인기 (naver.com)

🔸 하림, 진짜 가정식 국물요리 신제품 7종 선보여 - 농축유통신문 (amnews.co.kr)

🔸 고물가에 외식비도 부담…신세계푸드, 올반 RMR 인기 (naver.com)

🔸 수입쇠고기 대신 한우 쓰면 차액보전 추진 - 농민신문 (nongmin.com)

🔸 치솟은 사료비에 쏟아지는 수입육까지…한우값 1년 새 30% '폭락'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 363억 규모 한우자조금 내년 사업계획 예산안 의결 - 농축유통신문 (amnews.co.kr)

🔸 끝 모를 ‘한우 가격’ 추락…소비자 체감은 “글쎄” (naver.com)

🔸 식품업계 주목하는 '배양육' 시장…미래 먹거리로 성장할까 (naver.com)

🔸 미리보는 2023년 식품 트렌드 < 미주 < 해외 < 기사본문 - 더바이어(The Buyer)

(withbuyer.com)

🔸 대한상의 “올해 유통가 10대 뉴스 중 1위는 소비심리 악화” (naver.com)

🔸 E-Land expands fresh food wholesale B2B business - Pulse by Maeil Business News Korea

(pulsenews.co.kr)

🔸 Bank of Korea lowers 2023 growth outlook to 1.7% (koreatimes.co.kr)

2023년 계묘년 (癸卯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사다난했던 2022년 임인년 (壬寅年)을 보내고 2023년 계묘년을 맞아,

새해에는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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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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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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