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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제품군과 높은 식품안전기준으로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농식품은 전 세계 식품 수입업체들의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현대적 농업 및 운송 인프라를 통해 소비자들은  
최고 신선도의 영양가 넘치는 식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농수산물 및 식품 가공 식품은  
전 세계 시장으로 수출됩니다. 

2018년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45억 달러에 달하는 
농수산물 및 가공 식품을 149개 시장으로  
수출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주 전체에 거쳐 시행되는 
마케팅 프로그램인 'Buy BC' 홍보를 위해  
2021년까지 매년 2백만 달러를 투자해  
브리티시 컬럼비아 농가와 식품 가공업체의 제품 홍보  
및 브리티시 컬럼비아 내 식품 안전을 지원합니다. 



운송 
캐나다 서부 연안에 위치한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북미 지역을 연결하는 상업적 요충지입니다. 
따라서 해외 시장으로 제품을 운송할 때 북미 지역의 강력한 
공급자들보다 비용도 적게 들고 운송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국제무역협정을 통한 우호적인 시장 접근으로 
더욱 쉽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양성
온화한 기후와 다양한 지형 덕분에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육지와 바다에서 다양한 제품을 생산 및 재배합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수백 가지의 농산물 외에도 180여 종의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350개가 넘는 와인 양조장을 
갖추고 있어 세계적인 와인 산업의 본고장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농장과 식품 가공업체는 
과일과 채소, 약초 제제부터 최상급 육류와 음료까지  
모든 것을 공급합니다. 

품질 및 식품 안전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식품은 탁월한 품질과 뛰어난 
맛으로 명성이 높으며, 이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식품 
이력추적제도와 안전 및 지속 가능 재배 시행을 통해  
뒷받침 됩니다.

지속 가능한 농법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식품 생산은 지속 가능성의 원칙을 
토대로 합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온실 재배자는 통합된 
해충 관리와 혁신적인 온실 기술 사용의 세계적인 선두 
주자입니다. 상업적 목적을 위해 고기잡이를 하는 어부,   
양식업자, 수산물 가공업체는 함께 협력하여 국내 시장과  
해외 수출 시장에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다양한 수산물을 
공급합니다. 산업계와 정부의 협력을 통해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수산업은 새로운 보존 계획의 선두에 서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산업 환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혁신 
저희 농수산물 및 식품 가공 분야는 유연성과 견고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업계와 정부,  
학계의 협력으로 개발된 최신 연구 및 기술의 혜택을 받는 
현대적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 BC 
농업 혁신 프로그램(Canada-BC Agri-Innovation Program)
은 농수산물 및 식품 가공 분야에 경쟁력을 키워주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농수산 및 가공 식품은 캐나다의 도시 중  
가장 다양성이 뛰어난 분야 중 하나로 ,   
515가지의 농산물과 180가지의 해산물을 수출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와인 산업과 성장 중인 
고품질, 고부가 가치의 틈새시장 제품군을 자랑합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에는 육지와 바다의  
1차 재배자와 생산자, 식품 가공업체, 음료 가공업체, 그리고 약효식품, 화훼 제품, 애완동물 사료 등의  
특수 품목 제조업체를 비롯한 수백 개의 농수산물 및 식품 가공 회사가 있습니다.

이로운 자연환경



채소
온화한 기후와 비옥한 토양, 넉넉한 용수 덕에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들판과 농장은 아스파라거스에서 호박까지  
다양한 채소를 재배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채소 수출 상위권을 
차지한 5개 작물은 버섯, 피망, 완두콩, 토마토, 오이입니다.  
2018년 1억 5,500만 달러를 창출한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온실 채소 부문은 연중 10개월 동안 신선한 채소를  
브리티시 컬럼비아 시장에 공급합니다.

곡류 및 기름 종자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농가는 2018년에 밀, 캐놀라, 귀리, 보리를 
포함해 245,400톤의 곡물과 기름용 씨앗을 생산했습니다.

화훼 및 종묘 제품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관상용 꽃과 관목 산업이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2018년 화훼 재배업을 톻해 약 2억 9,000만 달러를 
창출했는데, 이 중 장식용 꽃이가 7,400만 달러, 실내 및 야외용 
화분이 4,900만 달러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종묘 산업은 다년생 식물과 일년생 식물, 낙엽수 식물과  
침엽수 식물, 차광용 나무와 관상용 나무, 덩굴 식물, 과실수와  
묘목 등을 생산합니다. 

수산물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주요 어장과 세계적인 연어 양식장,  
청정바다 양식장에서는 풍성하고 다양한 어류와 저어류,  
조개류를 생산합니다. 핵심 어종으로는 양식 및 자연산 연어, 광어, 
볼락, 대구, 은대구, 청어, 참치가 있습니다. 조개류에는 자연산 및 
양식 대합조개, 양식 굴, 게, 새우, 큰 백합(코끼리조개), 성게, 해삼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다양한 해초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광어, 대구, 날개다랑어, 홍연어, 첨연어, 
핑크연어 등 6가지 종에 대해 해양관리협회(Marine Stewardship 
Council)의 라벨 표시 허가를 받았습니다. 

다양하고 
맛 좋은 식품
가축 및 가금류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농장과 목장은 소고기, 유제품, 닭고기, 
칠면조 고기, 달걀, 돼지고기, 양고기 및 기타 고기와 육류 
제품을 생산합니다. 2018년에 3억 6,400만 달러 이상의 
가축과 육류 가공식품을 수출했습니다. 상위 5개 수출 
제품은 돈육 제품, 동물성 유지, 생우, 유제품 및 가금류 
식품입니다.

B.C. 가축 및 가금류 식품
2018년 생산량

유제품 우유 8억 420만 리터
가금류 닭고기 및 칠면조 210,510톤 
소고기 88,260톤
계란 9,600만 다스
돼지고기 25,446톤
양 2,482톤
꿀 1,424톤

과일 및 견과류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다양한 기후 덕분에 약 25,000
헥타르가 넘는 농지에서 다양한 베리류, 포도, 교목성 과수와 
견과류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과실수에는 사과, 체리, 
털복숭아, 배, 자두나 건자두, 천도복숭아, 살구 등이 있으며, 
견과로는 개암/헤이즐넛, 호두, 밤, 피칸 등이 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포도 재배 지역은 4,000여 헥타르에 
이르며 2018년에 29,500톤 이상의 포도를 생산했습니다. 



음료
900개 이상의 포도밭이 위치한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와인들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아 
왔습니다. 매년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와인 생산자들은 국내외 
와인 경연대회에서 수백 개의 상을 수상합니다. 80가지가 
넘는 다양한 포도 품종이 이곳에서 생산됩니다. 상위 10가지 
품종은 메를로, 피노 그리, 샤르도네, 피노 누아, 카베르네 
소비뇽, 게뷔르츠트라미너, 카베르네 프랑, 리즐링, 소비뇽 블랑, 
시라입니다. 또한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인기 있는 위스키와 
보드카를 포함한 양조 사이다, 맥주 및 증류주를 생산하고 
있으며, 최고급 청정 빙하 원수, 다양한 과일/야채 주스 
생산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2018년 음료 수출 총액은  
8,1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가공식품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다양한 농산품 생산을 통해 다양한 식품 
가공업을 지원합니다. 식품 가공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2대 
제조 산업이며, 2018년 매출 규모는 100억 달러 이상,  
고용 규모는 36,500명에 달합니다. 2,900개 이상의 중소 기업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국내외 농수산물을 활용해 가공 식품을 
제조합니다. 

국내 식품 가공업체는 고품질의 상품을 제공합니다. 생산되는 
제품으로는 동물성 식품, 정곡 및 지방종자 제품, 설탕 및 제과, 
과일 및 채소, 유제품, 육류 제품, 수산물 제품, 베이커리 및 
토르티야 제품, 음료 및 기타 식품 가공 제품(스낵류, 커피 및 차, 
향미료 시럽 및 농축액, 시즈닝 및 드레싱, 피자 제품, 수프 믹스, 
조리 음식 및 샌드위치, 베이커리 및 토르티야 제품, 베이킹 제품 
및 시리얼 제품, 초콜릿 및 코코아 조제품, 음료 및 애완동물 
사료) 등이 있습니다. 

B.C. 과일
2018년 생산(단위: 천 톤)

사과 103.0
블루베리 69.0
크랜베리 52.2
포도 29.6
앵두 24.5
라즈베리 7.9
복숭아 5.8

배 5.3
딸기 1.1
살구 0.9

B.C. 상위 5대 농수산물 및 가공 식품 수출 시장
2018년 시장별(단위: 백만 달러)

미국 3,088

중국 533

일본 224
한국 73
홍콩 73



2018년 수산물 수출
품종별 금액(단위: 백만 달러)

양식 대서양 연어 541.1

게 159.1

대구 102.7

야생 홍연어 56.1

대합조개 54.8

새우 53.1

치누크 연어  
(야생 및 양식) 

46.0

청어 36.2

광어 33.4

은대구 22.3

참치 22.2

성게  21.0

풍부한 자연자원
캐나다에서 가장 다양한 농수산물 및 식품 
가공 산업을 보유한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500가지 이상의 농산물과 180여가지의  
다양한 수산품을 수출합니다. 

 •  브리티시 컬럼비아에는 2,900개 이상의 식음료 가공 
업체가 있습니다.

 •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농수산물 및 식품 가공 분야는  
연간 매출 140억 달러 이상의 이윤을 창출하며, 현지에서 
수천 명의 브리티시 콜럼비아 사람들을 직접 채용하고 
있습니다. 

 • 2018년에는 45억 달러에 달하는 농수산물 및 가공 식품을 
149개 시장으로 수출했습니다.

글로벌 유통망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고품질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은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발생되며, 방대하고 효율적인 선박, 
항공, 철도, 도로 유통망을 통해 세계 곳곳으로 운송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2018년 수출 규모는 30억 달러에 달합니다. 기타 주요 수출 
시장은 중국(5억 3,200만 달러), 일본(2억 2,400만 달러), 
한국(7,300만 달러), 홍콩(7,300만 달러) 등입니다. 

농산품
2018년에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세계 여러 시장으로  
31억 달러에 달하는 농산물 제품을 수출했습니다.  
수출액의 88%는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대만의  
5개 시장에서 창출되었습니다. 

수산물
2018년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78개 시장으로  
14억 달러에 달하는 수산품을 수출했습니다.  
품목의 91%는 미국, 중국, 일본, 우크라이나, 홍콩의  
5개 시장으로 수출되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수산물 상위 수출 품목은 양식 대서양 연어, 게, 대구,  
야생 홍연어, 대합조개, 새우, 치누크 연어, 청어, 광어, 
은대구, 참치, 성게 등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농수산물 및 가공 업체의  
해당 제품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BC 농업협회 
www.bcac.bc.ca

BC 식품가공 기업 연합  
www.bcfpa.ca

BC 수산물 연합 
www.bcseafoodalliance.com

BC Seafood.ca  
www.bcseafood.ca

연락처
Trade and Invest British Columbia

999 Canada Place, Suite 730 Vancouver,  
British Columbia, Canada, V6C 3E1

전화: +1 604 775-2100

international@gov.bc.ca

BritishColumbia.ca

본 간행물은 작성 당시에 정확성에 만전을 기하였으나  
언급된 프로그램이나 인용된 데이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든 액수는 캐나다 달러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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