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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소고기 수출 통계

2022년 11월 캐나다 소고기 수출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1월에서 11월

까지 누적 총 수출량은 468,918톤을 기록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 감소하였고, 금액으로는 4%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대 한국 수출량은

https://canadabeef.kr/


17,738톤으로 작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고, 수출 금액은 80% 증가했습

니다.

통계 자세히 보기

수입 캐나다 소고기 부위별 검역 통계

수입식품정보마루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캐나다 소고기의

부위별 검역 통계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2022년에 냉동 갈비가 전체 수입 실적의 61%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앞다리가 22%, 양지가 13%를 차지했습니다.

※ 소량 수입되는 부위들은 이 표에서 제외하여서, 이 표의 합계와 공식

검역 합계가 조금 다름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https://wfile.wisa.co.kr/_image/_email/canada_beef_newletter/2301_Beef_supply_at_a_glance.pdf


캐나다 비프 SNS 컨텐츠 보기 (12월 주요 내용)

◆ [Canada Beef Magazine] ‘브로일링’ 노하우

맛있는 스테이크를 원하면 브로일링 방식으로 구워보세요!

직화로 굽는 브로일링은 소고기의 풍미를 더욱 업그레이드시켜준답니

다.

브로일링 4가지 팁을 지금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anada Beef Magazine에서 확인해보세요👀

#브로일링#스테이크#스테이크굽기#직화스테이크#비프요리#요리꿀팁#요리팁

#캐나다소고기#캐나다비프#canadabeef#캐나다우육공사

◆ [Canada Beef Recipe] 굴소스 소고기 조림

https://www.instagram.com/p/Cl47Q_LPgcM
https://www.instagram.com/explore/tags/%EB%B8%8C%EB%A1%9C%EC%9D%BC%EB%A7%81/
https://www.instagram.com/explore/tag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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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B5%BD%EA%B8%B0/
https://www.instagram.com/explore/tags/%EC%A7%81%ED%99%94%EC%8A%A4%ED%85%8C%EC%9D%B4%ED%81%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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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달콤하면서도 은은한 중국풍의 맛이 일품이랍니다.

밥과 함께 비벼 먹어도 좋습니다!

연말 저녁 반찬으로 만들어보세요! �

#굴소스소고기조림#소고기조림#비프요리#레시피#요리법

#쉬운레시피#오늘뭐먹지

📰 육류 관련 최근 뉴스 모음
🔸 12월 소비자물가 5.0% 상승…8개월 연속 5% 이상 고물가 지속(종합) - 조선비즈 (chosun.com)

🔸 2022년 소비자물가 5.1% 상승....IMF 이후 최고 수준 < 유통 < 경제 < 기사본문 - 디트NEWS2

4 (dtnews24.com)

🔸 [2023년 축산업 축종별 기상도] 한우산업 - 축산경제신문 (chukkyung.co.kr)

🔸 [2023년 축산업 축종별 기상도] 유통 - 축산경제신문 (chukkyung.co.kr)

https://www.instagram.com/p/Cmp3mTQPD-B
https://www.instagram.com/explore/tags/%EA%B5%B4%EC%86%8C%EC%8A%A4%EC%86%8C%EA%B3%A0%EA%B8%B0%EC%A1%B0%EB%A6%BC/
https://www.instagram.com/explore/tags/%EC%86%8C%EA%B3%A0%EA%B8%B0%EC%A1%B0%EB%A6%BC/
https://www.instagram.com/explore/tags/%EB%B9%84%ED%94%8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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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2/12/30/PXZRE4GPPFD6XLCBQVMQZHVO74/?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738216
http://www.chukky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168
http://www.chukky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242


🔸 2023년 식품·외식업계 무엇이 달라지나? - 식품외식경제 (foodbank.co.kr)

🔸 2022 올해의 식품·외식 10대 뉴스 - 식품음료신문 (thinkfood.co.kr)

🔸 대한민국 외식 트렌드 분석과 2023년 외식산업 전망 < 음식과사람 < 기사본문 - 한국외식신

문 (kfoodtimes.com)

🔸 다시 돌아온 국밥 전성시대 - 식품외식경제 (foodbank.co.kr)

🔸 한국, 2021년 이어 작년에도 미국산 소고기 최대 수출시장-무역뉴스 (kita.net)

🔸 홈 > 안전정보 > 수입검사관련정보 > 통관단계 검사지시 (mfds.go.kr)

🔸 China's ban on Canadian beef remains | The Western Producer

🔸 USDA: China meat imports forecast higher in 2023 - Euromeatnews.com

🔸 Australian red meat exports performed strongly in 2022 - Euromeatnews.com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 관련 문의

신영균 / YG 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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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Development

South Korea

캐나다 우육 공사

전화: 010-5509-6018

이메일: ygshin@canadabeef.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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