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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Summary



향후 예상되는 미래 인구 증가 및 그에 따른 식량부족과 환경문제, 개인적 신념에 따른 식생활에 대비한
대체 식량의 필요성이 최근 대두되고 있음. 그중에서 현재 동물성 단백질을 모방한 대체 식품 중 식물성
고기, 배양육, 인조계란 등이 주목받고 있음.



식물성 고기는 식물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이용하여 고기와 비슷한 형태와 맛이 나도록 제조한 고기를
의미하며, 주로 밀, 대두 및 곰팡이 등을 이용하여 제조됨.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과 포화지방산 함량은
매우 낮은 편이며, 제조 과정 중 다양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음.
– 기존 축산 대비 토양 사용량은 95%, 온실가스 배출량은 87%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가축

전염병에 대한 우려도 배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식미감이 전반적으로 기존 육류에
비해 떨어지는 단점이 있음.
– 최근 일부 버거용 패티는 맛과 향기가 쇠고기와 별 차이가 없는 수준까지 발전하였으나,

이외의 식물성 고기의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식미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함.


배양육은 살아있는 동물의 세포를 채취한 뒤 세포 공학 기술로 배양하여 생산하는 식용 고기를 의미하며,
현재 실험실에서 시제품을 생산하는 단계임.
– 배양육은 기존 축산 대비 토지사용량은 99%, 온실 가스 배출량은 96%, 에너지 소비량은

45%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반면, 배양육 생산비는 2013년 37만 5천 달러/100g에서 2017년
1,986달러/100g로 많이 낮아지긴 하였으나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임.
– 실용화를 위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생명공학 및 조직 배양, 대량생산 기술이 필요함. 조직

배양이라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방식으로 생산된 식품이므로 소비자가 느낄 수 있는 거부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인조계란은 콩, 해바라기 레시틴, 카놀라 및 천연수지를 이용하여 제조되며, 현재 주로 분말형태 및 계란
가공품으로 판매되고 있음. 인조계란 시판제품을 물에 녹여 사용하며, 거품 및 색상이 기존 계란과
비슷하지만 가격은 19% 저렴한 이점이 있음.



식미감 측면에서 대체 축산물은 한계점이 존재하나, 식량문제 해결, 영양학적 우수성과 기존 축산 대비
환경 부하 경감 등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음. 식물성 고기는 기술 개발로 식미감을 개선하고 배양육은
대량생산으로 가격 하락 시 기존 육류 수요를 일부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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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축산물의 등장 배경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부족 및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식량 개발 필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인류는 2018년 7월 기준 76
억 4천만 명에서 2050년에는 92억 명으로 매년 0.6%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향후 육류 소비량
은 2018년 304만 톤에서 매년 1.3%씩 증가하여 2050년에는 455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필수 아미노산은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거나 합성이 되어도 양이 매우 적어 반드시 음식으로 섭
취해야만 하는 영양분으로서, 동물성 단백질이 필수 아미노산의 가장 효과적인 섭취원임(이현
정·권애리 2016). 따라서 신체발달과 건강유지를 위해서 단백질을 지속적으로 섭취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의 축산물 생산방식으로 단백질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
– 쇠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 사료는 약 7kg, 물 15.5톤이 소모됨(임성아 2013).
–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축산분야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870만 톤CO2eq로 농업

분야 발생량의 42.1%에 해당하는 양임(2017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또한 채식주의자 및 종교(할랄1), 코셔2), 불교, 힌두교) 이유로 일반 육류 섭취가 어려운 이들에
게는 대체 축산물이 결핍되기 쉬운 영양성분을 보충할 수 있는 대체 식품이 될 수 있음.
◦미래의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부족과 그에 따르는 환경문제, 신념에 따른 식생활에 대응할 수 있
는 대체 식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중에서 현재 동물성 단백질을 모방한 대체 축산물 중
식물성 고기, 배양육, 인조계란 등이 주목받고 있음. 따라서 대체 축산물의 제품별 특징, 생산 현
황, 국내외 관련기업의 기술 개발 현황 등을 살펴보고자 함.

1) 이슬람교 신자들에게 허용된 음식을 의미하며, 식용할 수 있는 고기와 식용하지 못하는 고기, 도축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음. 예를
들어 돼지고기는 먹을 수 없으나 양은 식용할 수 있음. 또한 양 도축 시에는 이슬람 교인이 양의 머리를 메카를 향해 눕히고 기도를
한 다음 참수 후 방혈을 해야 할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는 할랄로 인정받지 못함(정한진 2008).
2) 유대교 신자들에게 허용된 음식을 의미하며, 할랄과 개념이 유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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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성 고기

식품기술 발달로 식물성 고기의 맛, 식감, 색상이 개선되어 향후 소비증가 예상

2.1. 식물성 고기 특징
◦식물성 고기는 식물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이용하여 고기와 비슷한 형태와 맛이 나도록 제조한
고기를 의미하며, 밀, 대두, 완두콩, 깨, 땅콩, 목화씨, 쌀, 곰팡이 등에서 단백질을 추출하고
있으나, 주된 이용원은 밀, 대두, 곰팡이임(Wild et al. 2014).
– 밀 글루텐 단백질은 곡물 단백질 중에서 식품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음. 이는 간단한 처리로

고기와 유사한 조직화 단백질을 제조할 수 있기 때문이며, 콩 단백질과의 결합을 통한 고기량
증대 및 모양형성이 용이함. 단점으로는 글루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알레르기를 유
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윤칠석 2005).
– 콩 단백질은 각종 식품 제조 시 단백질 성분 보강과 식감 개선을 위한 첨가물로 이용되고 있

으며, 단백질 함량 비율에 따라 콩가루(단백질 함유량 50% 이하), 농축 콩 단백질(단백질 함
유량 70%), 분리 콩 단백질(단백질 함유량 90%)로 구분되어 시판됨(이주량 외 2007).
– 곰팡이 단백질은 전분 부산물에서 후사리움(Fusarium

graminearum)이라는 균류를 이용

하여 단백질을 생산, 추출해서 제조되고 있음. 1kg의 포도당에서 약 136g의 단백질을 생산
할 수 있으며, 육류와 가장 비슷한 식감을 가지고 있음(김철재 2005).

2.2. 식물성 고기 발달 과정
◦동양권에서는 전통적으로 섭취해왔던 두부, 템페, 세이탄 등이 식물성 고기 범주에 포함되는
식품임(심은영 2016).
– 두부: 기원전 164년 중국 한(漢)나라 시대에 발명되어 우리나라에는 고려 말기에 전래된 것

으로 추정됨. 콩에서 단백질을 추출하여 제조하며, 한국인의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 중 하나임.
– 템페: 인도네시아에서 콩을 발효시켜 단단히 굳힌 음식으로, 우리나라의 청국장과 가까운 식

품임. 보통 얇게 썰어서 기름에 튀기거나 수프에 넣어 식용함.
– 세이탄: 중국에서 밀 글루텐을 이용해서 만든 음식으로 밀가루를 반죽한 뒤 전분을 제거하여

만들며 고기의 식감과 가장 유사함(이주량 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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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두부

<그림 2> 템페

<그림 3> 세이탄

◦미국에서는 1930년대에 대두박을 이용하여 대두 단백질을 생산하기 시작하였으나 상업화에는
실패3)하였으며, 60년대에 대두 단백질을 이용하여 섬유상 단백질 조직을 개발함. 이후 이를
바탕으로 70년대에 ADM사에는 조직화 대두 단백질을 생산함으로써 여러 가지 모양과 질감,
맛을 내는 식물성 고기 생산이 가능해짐(김철재 2005).
◦영국에서는 1964년에 앞서 언급한 후사리움을 이용하여 전분 부산물에서 단백질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이후 1985년부터 이를 상용화하여 권(Quorn)이라는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음
(김철재 2005).

2.3. 식물성 고기의 영양학적 특성과 관능 요인
◦식물성 고기에는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으며, 견과류에서 추출한 식물성 고기 이외에는 지방과
포화지방산의 함량이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편임. 또한 제조 과정 중에 다양한 영양소를 보충
할 수 있어서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표 1>에서 보면 단백질 소화율 교정 아미노산 점수(PDCASS)4)는 농축 대두 단백질이 0.99,
분리 대두 단백질이 0.92로 쇠고기(0.92)와 동일하거나 더 좋은 값을 보이고 있음(FAO/WHO).
◦이에 반해 완두 콩가루, 강낭콩, 압착 귀리, 밀 글루텐 등의 식물성 단백질의 PDCASS 지수가
전반적으로 낮은 값을 보이는 것은 자연 상태로 섭취할 경우 식이 섬유와 피틴산, 트립신 저해
제 등의 소화 방해 인자로 소화 흡수율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임. 따라서 콩의 경우 식물성 고기
를 만들기 위해 식물성 단백질을 분리 정제한 후 농축 과정을 거쳐 농축 대두 단백질 또는 분리
대두 단백질로 제조하는 단계를 거치는 이유임(식품저널 2016).

3) 콩에서 나는 비린내 제거에 실패하여 소비자 호응을 얻지 못함(김철재 2005)
4) 사람에게 필요한 아미노산과 이를 인체에서 소화, 흡수하는 능력에 기초하여 단백질의 품질을 평가하는 방법이며, 수치가 1인 단백
질은 완벽히 섭취, 소화할 수 있어 완전 단백질로 불리며, 수치가 1보다 낮을 경우 먹은 양의 일부만 이용하고 나머지는 배출됨
(Flavo·Hoffma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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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식품별 PDCASS 지수

PDCASS
지수

농축대두
단백질

분리대두
단백질

카세인

계란 흰자

쇠고기

완두
콩가루

강낭콩

압착귀리

밀 글루텐

0.99

0.92

1.00

1.00

0.92

0.69

0.68

0.57

0.25

자료: FAO(1990).

◦미국 간호사 건강 연구(Nurse Health Study)에 소속된 121,700명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에서 일일 섭취 칼로리의 3%를 기존 육류에서 식물성 고기로 대체할 시 사망률이
최대 29.7%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됨(Song et al. 2016).
◦식물성 고기의 개발 초기에는 식감이 기존 육류와 차이가 나서 상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하였으며,
맛과 풍미도 차이가 나서 일부 채식주의 소비자 이외에는 큰 인기를 끌지 못하였음. 육류를 씹을
때 나는 식감은 근육 섬유와 결합 조직 단백질에서 기인하므로 식물성 단백질의 식감을 개선하
기 위해서는 조직화 공정이 필요함(김철재 2005).
◦이를 위해 농축 대두 단백질을 지방, 물, 조미료와 혼합한 뒤 고온 ․ 고압으로 압출하여 육류와
비슷한 식감을 가지게 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최근에는 맛과 향기가 쇠고기와 별 차이가 없는
식물성 햄버거(임파서블 푸드)까지 등장함.

2.4. 식물성 고기 생산 현황과 국내외 업체 동향
2.4.1. 생산 현황
◦채식에 대한 인식 변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가축 전염병(광우병,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에 따른 동물성 고기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대체 고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
임. 이에 따라 식물성 고기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14년 30억 달러에서 2022년 58억 달러로 전
망되고 있음(Report Buyer 2018).

◦<그림 4>에서 보면 전 세계 식물성 고기 시장에서 유럽이 전체 생산량의 39%를 차지하고 있으
며 북미지역이 33%를 차지함. <그림 5>에 따르면 태평양 연안 아시아에서 17%, 남미 지역에
서 9%를 생산하고 있음.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지역의 소득 증가로 식물성 고기에 대한 수요
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Report Buyer 2018).

◦식물성 고기 시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원재료는 대두가 6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밀이
20%, 곰팡이가 11%를 차지하고 있음. 현재 대규모 선도업체가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

4

대체 축산물 개발 동향과 시사점

지역별 소규모 업체가 있는 상황임. 이는 기존 대규모 업체가 다양한 종류의 식물성 고기를 생산하
고 있어 신규업체가 진입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임(Report Buyer 2018).
<그림 4> 식물성 고기의 지역별 생산 비율

자료: Report Buyer(2018).

<그림 5> 식물성 고기의 원재료 비율

자료: Report Buyer(2018).

2.4.2. 국내외 업체 동향
◦식물성 고기 주요 생산업체로는 임파서블 푸드(Impossible Foods), 비욘드 미트(Beyond
Meat), 에이미 키친(Amy’s Kitchen), 컬드론 푸드(Cauldron Foods), 퀀 푸드 앤 모닝스타
팜(Quorn Foods and Morningstar Farms)이 있음.
◦식물성 고기를 생산하는 국내외 업체는 매우 다양하므로 그중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국
내외 업체를 선별하여 소개하고자 함. 해외 업체로는 임파서블 푸드(Impossible Foods)와 비
욘드 미트(Beyond Meat)가 소비자들에게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가. 임파서블 푸드(Impossible Foods)
◦최근 임파서블 푸드는 쇠고기 패티의 맛, 냄새, 식감 등을 재현한 식물성 패티를 대량생산하여
샌프란시스코, 뉴욕, LA 등지의 식당에 공급하기 시작함. 기존 쇠고기 특유의 붉은색을 내는
‘레그헤모글로빈’ 단백질을 두류식물 뿌리에서 추출하여 패티에 첨가하였으며, 소 기름은 코코
넛 오일로 대체함(김민주 2017).
◦임파서블 버거 제조 시 토양은 95%, 물은 74%, 온실가스배출량은 87% 적게 사용할 수 있어
친환경적인 장점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구제역이나 광우병 같은 가축 전염병에 대한 우려도 배
제할 수 있음(임파서블 푸드 홈페이지 2018).
◦또한 최근 식물에서 추출한 레그헤모글로빈 단백질의 인체 안전성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서 인정함에 따라 대중의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
이츠가 임파서블 버거에 7,500만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구글은 3억 달러에 임파서블 미트의
인수를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한 상태임(황승환 2018).
www.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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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투자자들에게 식물성 고기 분야가 향후 블루 오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란 인식이 확
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나. 비욘드 미트(Beyond Meat)
◦비욘드 미트는 캘리포니아의 식품기술 개발 중심의 신생 벤처기업으로, 미주리대 연구진과 함
께 콩, 완두콩, 이스트 등을 이용하여 닭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닭고기 스트립’을 생산함. 실제
닭고기와 유사한 맛과 식감으로 인기를 끌면서 현재 미국 내 19,000여 개의 소매점과 레스토
랑에서 판매되고 있음.
◦ 비욘드 미트는 현재 유럽 시장 진출을 시도하고 있으며, 더불어 캐나다, 멕시코, 한국 등에도

유통망을 마련할 계획임(박준규 2018). 식물성 고기의 성장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면서 미국의
축산 대기업인 타이슨 푸드는 5,500만 달러를 투자하여 비욘드 미트 지분의 5%를 확보하면서
주요 주주가 됨.

<그림 6> 임파서블 푸드의 햄버거

자료: 임파서블 푸드 홈페이지(impssiblefoods.com).

<그림 7> 비욘드미트사의 제품

자료: 비욘드미트 홈페이지(beyondmeat.com).

다. 국내업체 동향
◦해외 선도업체에 비해 국내에서는 중소규모 업체 및 벤처기업이 식물성 고기를 생산하고 있음.
삼육식품은 밀에서 추출한 글루텐을 이용하여 식물성 불고기, 탕수육 재료(상품명: 베지미트)
와 콩단백 소시지, 햄을 생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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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삼육식품의 식물성 불고기

<그림 9> 삼육식품 콩단백 소시지

<그림 10> 비건팜의 식물성 고기

자료: 삼육식품 홈페이지.

자료: 삼육식품 홈페이지.

자료: 비건팜 홈페이지.

◦비건팜은 Non-GMO 콩만 이용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식물성 고기(상품명: 비밀 콩불구이,
비밀 콩햄)를 시판하고 있음. 쏘이마루는 HACCP 인증과 Non-GMO 콩 사용을 내세우며 콩
고기를 판매하고 있음.
◦하이즈는 전남 무안 소재 업체로 연간 800여 톤의 쌀에서 추출한 단백질로 식물성 고기를 생산
하여 전국 500여 개 학교, 한 살림, 두레생협에 납품하고 있음.

<그림 11> 쏘이마루 콩고기

자료: 쏘이마루 홈페이지.

<그림 12> 하이즈 쌀고기 제품

자료: 하이즈 홈페이지.

2.5. 식물성 고기(콩고기) 소비자 반응 조사5)
◦백수연(2018)은 100명의 시식단을 대상으로 콩고기의 선호도를 조사하여 발표함. 시식단의
80%는 콩고기를 이미 알고 있었고, 16%는 “들어는 봤다”라고 응답하여 답변자의 대부분이 콩
고기라는 음식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콩으로 만든 고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72%가 “몸에 좋을 것 같다”고 응답하였으며, 20%는 “맛
이 없을 것 같다”고 응답함.
5) 백수연. 2018. 6. 15. “콩고기 대중화 아직 멀었나.” 밥상머리 뉴스.

www.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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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육류가 아닌 콩으로 만든 고기를 알고

<그림 14> 콩으로 만든 고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셨습니까?

자료: 백수연(2018).

자료: 백수연(2018).

◦콩고기의 평소 취식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72%는 “먹어봤지만 자주 먹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23%는 먹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즐겨 찾는다는 응답은 5%에 불과한 것
으로 나타남. 자주 먹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42%가 “어디서 파는지 몰라서”라고 응답하
였으며, 이어서 29%가 “맛이 없어서”와 “관심이 없어서”라고 각각 응답함. 따라서 앞의 설문조
사와 연관하여 살펴볼 때,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콩고기가 몸에 좋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다지
선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음(백수연 2008).
<그림 15> 평소 콩고기를 즐겨 드십니까?

자료: 백수연(2018).

<그림 16> 콩고기를 왜 자주 먹지 않습니까?

자료: 백수연(2018).

◦“콩고기를 고기 대용으로 먹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응답자의 53%가 적절
하다고 답한 반면, 29%는 부적절하다고 응답함.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콩
고기가 왜 부족한지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1%가 “맛이 없어서”라고 대답하였으며,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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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양상 부족할 것 같다는 응답을 함(백수연 2008). 따라서 콩고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는 식미문제가 상당 부분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17> 콩고기를 고기 대용으로 먹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 백수연(2018).

<그림 18> 콩고기가 고기대용으로 왜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 백수연(2018).

2.6. 식물성 고기 현안 문제와 시사점
◦밀과 대두를 이용하여 제조한 식물성 고기를 섭취할 경우, 이들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
자는 섭취가 제한될 수 있음. 따라서 식물성 고기 시판 전에 알레르기 발현성 평가가 필요함.
– 일반적으로 대두 알레르기는 대부분 어린이들에게 발생하며, 대두 단백질 함유식품에 대한

어린이 알레르기 발현율은 4%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식물성 고기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함. 참
고로 대두 알레르기는 성인이 되면 사라지는 경향이 있음(윤칠석 2005).
– 밀 또는 보리에는 글루텐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글루텐 알레르기는 소장의 T-림파구가

글루텐에 비정상적으로 반응하면서 염증이 생기는 알레르기임. 글루텐을 섭취하지 않으면 알
레르기 증상이 사라지며 서양인의 경우 발현율은 0.1~0.3%로 알려져 있음(윤칠석 2005).
◦식물성 고기는 기존 육류 대비 건강상 이점과 환경 친화적인 장점이 있으나 시장에서 활발히 유
통되기 위해서는 관능적 특성(맛, 식감, 색상)이 우수한 제품 개발이 필요함. 현재 식물성 고기
의 시장 규모 확대와 다양한 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개발과 투자가 필요한 시점임.
◦ 식물성 고기 기술 개발과 소비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 식물성

고기는 기존 축산 대비 환경오염 물질 발생 저하와 식품 안전성 측면에서 우수한 점이 있어 해
외의 유수 업체들은 기술선점을 위해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식물성 고기의 시장
선점과 저변 확대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됨.
www.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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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배양육

배양육 실용화를 위해서는 조직배양 및 자동화를 통한 대량생산 기술 확보가 관건

3.1. 배양육 특징
◦배양육은 살아있는 동물의 세포를 채취한 뒤 세포 공학 기술로 증식하여 얻게 되는 식용 고기를
의미하며, 가축을 사육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고기를 얻는 기술임. 현재 실험실에서 시제품
을 생산하는 단계이며, 본격적인 상업 생산은 2021년으로 전망되고 있음(Verbeke et al.
2015).
◦배양육 생산 과정은 <그림 19>와 같음. 우선 살아있는 동물에서 조직을 채취한 뒤 조직에서 줄기
세포를 분리하게 됨. 이후 분리된 줄기세포를 실험실에서 근세포로 배양한 뒤 6주 동안 성장시킨
후 근섬유 착색과 지방 혼합 등을 거쳐 배양육을 제조하게 됨. 제조과정에는 유전자 조작 과정 없
이 배양이 가능하며, 우선적으로 햄버거용 패티 생산에 이용될 것으로 예상됨.
◦배양육은 전통적인 축산방식으로 고기를 생산하는 경우보다 토지 사용량은 99%, 가스 배출량
은 96%, 에너지 소비량은 45%를 줄일 수 있어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이
며(오승희 2015) 열악한 사육 환경, 도축과 관련된 동물 복지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음. 또한 배
양육 생산 시 필요한 배양액은 해조류를 이용하므로 광우병이나 구제역 등의 가축 전염병 발병
위험을 배제할 수 있으며, 쇠고기를 비롯해 돼지, 닭, 어류 배양육도 생산이 가능함.

<그림 19> 배양육 생산과정 모식도

자료: 오승희(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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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실제 배양육의 모습

자료: Matttick et al.(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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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배양육 발달 과정6)
◦1999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교의 빌렘 반 엘런(Willem van Eelen) 박사가 배양육 관련
이론으로 국제 특허를 확보하였으며, 2002년에는 금붕어에서 채취한 근육조직을 실험실에서
배양하는 데 성공함.
◦미항공우주국(NASA)에서는 우주선 내에서 섭취할 식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양육 연
구를 시작하였으며, 1995년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배양육 사용 승인을 받음. 2001년
에는 우주선에서 칠면조 고기의 배양 실험을 실시함.
◦2001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의 비테 베스터호프(Wiete Westhof)는 배양육 특허를 획득
하였으며 2007년에는 세포분열 유도 기술을 개발함. 이후 네덜란드의 위트레호프 대학(Utrecht
University) 연구팀은 근육세포 증식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에인트호번 대학(Eindhoven University)
연구팀은 바이오 엑터 연구를 수행함. 2003년 미국 하버드 대학의 오론 카츠(Oron Catts)와
이오나트 주르(Ionat Zurr)는 개구리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시식 가능한 스테이크를 배양함.
◦2008년 세계동물보호단체(PETA)는 2012년까지 배양육 닭고기 개발 시 상금 1백만 달러를 제
공한다고 발표하였으며, 네덜란드 정부는 배양육 연구에 4백만 달러를 지원함. 2009년 네덜란
드에서는 살아있는 돼지로부터 추출한 세포에서 배양육 생산이 가능함을 보였으며, 2012년에
는 세계 30개 연구실에서 배양육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2013년 마크 포스트(Mark Post) 교수팀은 소의 줄기세포에서 근육 조직을 배양하여 시식행
사를 진행함. 이때 사용된 햄버거 패티는 37만 5천 달러/100g에 달했으며 이후 배양육 기술개
발은 단가절감과 맛, 식감 개선에 중점을 두기 시작함.
◦2017년 미국의 맴피스 미트(Memphis Meats)는 닭고기 배양육을 시식회에서 공개하였으며,
시식용 배양육의 생산비는 1,986달러/100g에 달해 2013년 마크 포스트 교수팀에 비해 현저
히 낮아졌지만 아직은 추가적인 기술 개발과 대량생산이 필요한 단계임.
◦ 주요 배양육 개발업체들은 배양육의 상용화를 위해 기술개발 투자를 크게 증가시키고 있음.

2018년 기준으로 이스라엘의 슈퍼미트는 닭고기 배양육에 300만 달러, 멤피스 미트(타이슨
푸드 계열)는 1,700만 달러, 와일드어스는 애완동물용 배양육에 400만 달러, 와일드타입은 연
어 배양육 기술개발에 400만 달러, 퍼펙트데이푸드는 배양 유제품 생산에 2,500만 달러를 투
자할 계획임(Cosgrove 2018).

6) 배양육의 발달과정은 맹진수(2016)의 “미래 식품의 대체 기술동향: 배양육, 인공계란과 식용 곤충을 중심으로.”를 참고하여 작성함.

www.krei.re.kr

11

KREI❘농정포커스 제170호

3.3. 배양육 특성과 관능 요인
◦배양육은 생산과정에서 인체에 해로운 포화지방산을 오메가3와 같은 유익한 지방산으로 대체하
는 것이 가능하며, 배지와 배양조건을 조절하여 건강에 유익한 육류를 선별하여 생산할 수 있음.
또한 오염된 제품에 의한 식중독이나 가축 전염병 인체 전염 우려, 축산물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뇨, 오폐수, 메탄가스 발생 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음(Bhat et al. 2014).
◦배양육은 특이하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의 조직을 채취, 배양하여 새로운 육류에 대한 소
비를 유도할 수 있으며, 가축 사육에 소비되는 대지를 감소시킴으로써 삼림과 생태계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음. 또한 실험실에서 제조한 육류라 도살과정이 없으므로 종교적 제한식품으로 적
용되지 않아 할랄 같은 종교 기피조건이 적용되지 않음(맹진수 2016).
◦배양육은 줄기세포를 분화시켜 근육 조직으로 배양하므로 장기, 뇌, 골격 같은 부차적인 기관이
필요 없어 배양과정만 본다면 영양소와 에너지 소모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특징이 있음. 하지만
현재의 세포배양 기술 수준에서는 세포 배양에 높은 수준의 위생 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그에 따
른 에너지 투입을 생각해 볼 때 영양소와 에너지 소모량이 작다고 단정하기는 힘든 상황임(Bhat
et al. 2014).
◦현재 생산되고 있는 배양육의 색과 외양은 기존의 고기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소
비자의 소비 의도를 자극하기에는 한계가 있음(Moritz et al. 2015). 앞서 언급한 2013년에
마크 포스트 교수팀이 시식장에서 제공한 배양육은 암소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실험실에서 3
개월간 배양하여 생산하였으며, 생산 당시에는 무색이어서 비트즙과 사프란을 추가하여 육색
을 재현한 것임(Zaraska 2013).

3.4. 배양육 현안 문제와 시사점
◦배양육의 생산 비용은 2013년 37만 5천 달러/100g에서 2017년 기준 1,986달러/100g로 크
게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며, 상용화와 대량생산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함(곽노필 2017).
◦현재 생산된 배양육은 생산기술의 한계로 기존 육류보다 상대적으로 맛이 떨어진다는 평을 받고
있음. 스테이크 같은 육류 본연의 맛이 중요한 식재료로는 쓰이지 못하고, 햄버거 패티용 재료로
선보이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배양육 기술의 실용화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판단됨.
◦또한 배양육으로 선보인 햄버거 패티와 닭고기는 현재 시장에서 기존 축산방식으로 생산된 상품
이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으므로 이들 제품 사이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더
높은 수준의 생명 공학 및 조직 배양기술과 대량생산 기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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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배양육 생산을 위한 세포 배양 배지에는 말이나 소의 태아혈청이 필요하며, 이 혈청은 임
신우를 도축하여 얻고 있어 배양육 생산이 증가할수록 가축 도축도 증가하는 구조임. 이를 해
결하기 위해 비동물성 소재인 녹조류 또는 버섯 추출물을 이용하여 세포 배양액을 생산하고 있
으나 효율성 면에서 문제가 있으며, 배양육에 적용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상황임(Mattick et
al. 2015).
◦배양육은 조직세포를 배양한 식품으로 인위적인 유전자 조작 가능성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소비자들은 배양육을 GMO 식품과 같은 맥락으로 인식하고 거부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소비
자들은 이미 기존 육류 소비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므로 배양육을 기존 육류 대신 소비하기에
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됨.
◦향후 조직배양 및 대량생산 기술이 발달하여 배양육의 상용화가 성공할 경우 기존 축산업계와
의 충돌이 예상됨. 실례로 현재 미국의 북아메리카 육류협회는 배양육(In Vitro Meat)에
“meat”라는 단어를 쓰는 데 크게 반발하고 있음. 이는 육류 섭취가 많은 서구 문화에서 “meat”
에는 ‘육류’라는 의미 외에도 ‘식량’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임.7)
◦학계에서는 배양육이 아직 개발단계에 있어 전통적인 육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영양학적 특
성, 식품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또한 배양육의 본격적인
생산에 대비해 미국의 경우 식품의약국(FDA)과 농무부(USDA)가 관할권을 확보하기 위해 각
자의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경쟁에 나서고 있음(Davies 2018).
◦호주 축산공사는 배양육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존 육류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
상하면서 이에 대한 대비를 논의하고 있음(MLA 2018).
◦우리나라에서는 ◦◦◦연구소에서 배양육을 연구, 개발하고 있음. 연구단계는 첫 번째로 송아
지에서 세포 추출, 두 번째로 세포의 증식과 분화 유도, 세 번째로 세포 분화를 위한 지지대 개발
과 배지 성분 분석, 네 번째로 대량생산 기술 확보, 마지막으로 시제품 출시로 구분할 수 있음.
현재 연구단계는 두 번째 단계를 진행 및 완료한 상태이나, 연구소 내부사정으로 연구가 중단된
상황임(김민경 2018, 강민 2019).

7) 이는 우리나라 사람이 ‘쌀’을 일반적인 곡물이 아닌 식량의 의미로 생각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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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인조계란

인조계란은 현재 일반 소비보다는 식품 재료로 주로 이용 중

4.1. 인조계란 특징
◦미국의 햄튼크릭푸드는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신생회사로 콩, 해바라기 레시틴, 카놀라, 천연
수지를 이용하여 인조계란을 개발함. 현재 이 제품은 계란 형태로는 판매되지 않고, 분말형태
로 판매되고 있음. 인조계란 시판제품을 물에 녹여 사용하며, 거품과 색상이 기존 계란과 흡사
하면서 가격은 기존 계란보다 19% 저렴한 이점이 있음. 또한 상대적으로 긴 저장 기간과 안전
성이 추가적인 장점임(맹진수 2016).
◦현재 시판 중인 주요 제품으로는 인조계란을 사용한 마요네즈와 드레싱, 쿠키, 쿠키 도우 등이
있으며 대형 유통업체와 학교에 납품되고 있음. 현재 미국시장에서 실제 계란을 대체하기보다
는 저렴한 가격과 긴 저장 기간 등으로 식품회사에게 어필하고 있음.
<그림 21> 판매 중인 인조계란 분말

자료: 햄튼크릭푸드 홈페이지.

<그림 22> 햄튼크릭푸드의 마요네즈

자료: 햄튼크릭푸드 홈페이지.

4.2. 인조계란 현황과 향후 전망
◦인조계란은 식물성 원료로 제조되어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우려가 없으며, 잔여 항생제, 살모넬
라균 감염, 살충제 오염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에서 안전성이 보장되고, 추가적으로 계란 알레
르기 환자도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식물성 고기처럼 인조계란 역시 투자자들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임. 마이크로

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햄튼크릭푸드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였으며, 중국의 리자청 창장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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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은 2,300만 달러의 투자 결정을 내림. 일본의 미쓰이 물산은 햄튼크릭푸드에 18억 엔을
지불하고 일본 판매권을 획득함(김광수 2016).
◦햄톤크릭푸드사는 인조계란을 현재 3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가짜 계란으로 논란이 있었
던 중국에도 수출하고 있음. 추가적인 식품기술 발달로 제품 품질을 향상시킬 경우 지속적인
성장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4.3. 인조계란의 시사점
◦우리나라에서 계란은 주로 신선란으로 유통되며, 계란 가공품(냉동전란, 계란 파우더)은 주로
가공식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음. 따라서 인조계란의 경우 가공식품의 계란 대체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조계란을 연구하고 생산하는 업체를 발견하기는 힘든
상황임.
◦가공용 계란 수요의 일부가 인조계란으로 대체될 경우 인조계란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판단
되며 이를 위해 인조계란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기술 개발과 지원 대책을 마련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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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시사점

식물성 고기의 낮은 식미 및 배양육의 높은 생산비 해결 시 육류 수요 일부 대체 전망

◦2050년까지 매년 인구 증가율은 0.6%로 전망되지만 육류 소비 증가율은 그보다 큰 1.3%로 전
망되어 향후 육류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Alexandratos et al.
2012). 그러나 단백질 수요 증가를 전통적인 축산물 생산방식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으
며, 부족한 단백질 수요의 일부를 대체 축산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대체 축산물은 기존 육류 대비 자원 투입량과 온실가스 사용량이 전반적으로 낮고 악취 등 환경
오염물질 발생이 적다는 장점이 있으며,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요소를 가지고 있음. 또한 안전성
측면에서도 기존의 육류보다 우수한 점이 일부 있음.
◦그러나 현재 식품 기술 수준으로는 대체 축산물이 기존 육류의 완벽한 대체재가 되기는 힘든 상
황임. 식물성 고기와 인조계란의 낮은 식미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이며, 배양육 또한
기존 육류보다 관능적 요인이 떨어진다는 점과 높은 생산비가 문제임.
– 현재 제조되고 있는 식물성 고기는 단일상품보다는 주로 기존 육가공품의 증량제로 많이 사

용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술 개발로 일부 식물성 고기는 기존 육류의 맛을 일정 수준 따라
잡는 데 성공하였으며, 특히 햄버거 패티 등으로 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소비되고 있음. 따
라서 식물성 고기 기술 개발이 지속될 경우 햄버거 패티를 비롯한 다양한 단일상품 출시 비율
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배양육의 경우 높은 생산비로 소비자에게 공급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이며, 실용화를 위해서

는 조직배양 기술의 개발과 대량생산 기술의 확보가 필수적임.
– 배양육은 ‘배양과정’이라는 방식으로 생산되므로 소비자가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식품에 대한

두려움(Food Neophobia8))과 과학기술 공포증(Technophobia9))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인조계란은 현재 분말 형태로 식가공업체에 주로 납품되어 완제품 형태(예: 마요네즈)로 유

통되고 있으며, 인조계란이 기존 계란업계에 영향을 줄 만큼 대량생산을 하기는 힘들 것이라
는 예측도 있음(Glahn 2013).

8) 새로운 음식에 대한 두려움으로 취식을 거부하는 것을 말하며, 어린이들이 낯선 식품을 먹지 않으려는 모습이 한 가지 예임.
9) 첨단 기술 또는 고도화된 기기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거부감을 느끼는 현상임(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IT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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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식물성 고기, 배양육, 인조계란의 새로운 기술 개발과 소비 저변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은 전반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 대체 축산물 식품은 기존 축산 대비 환경오염 경감
과 식품 안전성 및 영양학적 측면에서 일부 우수한 점이 존재하며, 해외의 유수 업체들은 선도
적 시장 확보와 기술선점을 위해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임. 그에 반해 국내에서는 기업과 관
련 연구기관의 적극적인 개발 모습과 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식물성 고기의 추가적인 식품 처리기술 개발로 식미감 개선이 필요하며,
배양육은 배양기술 및 대량생산 기술 개발에 따른 가격 하락이 선결과제로 판단됨. 식미감과
가격문제가 해결될 경우 식물성 고기와 배양육은 기존 육류 수요를 일부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또한 인조계란은 기존의 계란 가공품 수요 일부를 점차 대체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대체 축산물 시장은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며,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기술 개발과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표 2> 일반 육류와 대체 축산물의 특징과 이슈
기존 육류

식물성 고기

배양육

인조계란

생산방법

전통적 방식의 가축
사육 및 도축 후 식용

식물성 단백질 가공

줄기세포를 배양하여
식육생산

식물성 재료 사용

자원 사용량

높음

매우 적음

매우 적음

매우 적음

온실가스 배출량

높음

감소

잠재적 감소

감소

건강 효과

변화 없음

단백질 함량 증가
콜레스테롤 함량 감소

지방산 조성 개선
철분함량 감소

콜레스테롤 함량 감소

안전성

변화 없음

식중독 감소

검증된 제품 없음

식중독 감소

대량생산 가능성

높지만 한계 존재

높음

기술적 장벽 존재

높음

생산비

상승 중

저렴

매우 고가

저렴

동물복지 문제

상존

없음

없음

없음

소비자 기호도

수요 증가

낮은 식미 문제

새로운 식품에 대한
두려움과 과학기술
공포증

낮은 식미로 타 식품
재료로 이용 중

자료: Bonny et al.(2015); 정종연 ․ 조철훈(201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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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호

농촌 주민의 교통서비스 이용 여건과 개선 과제(김용욱, 성주인, 민경찬)

제165호

미중 무역분쟁과 주요 농축산물(대두, 돼지고기) 수급 전망
(문한필, 전형진, 윤종열, 이형우, 박지원, 임채환, 한봉희)

제164호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방향(채광석, 이현정, 손학기)

제163호

한 ‧ EU FTA 발효 7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시사점(송우진, 이현근, 명수환, 유주영)

제162호

한 ‧ 미 FTA 발효 6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수환, 염정완, 박수연, 한석호)

제161호

농업 ‧ 농촌에 대한 2017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송성환, 박혜진)

제160호

2018년 10대 농정 이슈(김병률, 이명기 등)

2017년
제159호

한 ‧ 중, 한 ‧ 베트남 FTA 발효 3년, 농축산물 교역 동향(지성태, 남경수, 염정완, 김만이)

제158호

국제농업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허장)

제157호

농가유형에 따른 소득 변화와 시사점(우병준, 임소영, 이두영, 이형용, 한보현)

제156호

2017년 김장 의향 및 김장채소 수급 전망(김성우, 최선우, 임효빈, 한은수, 신성철, 김창수, 노호영, 김원태)

제155호

2017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시장 현황과 과제(성재훈, 이혜진, 정학균)

제154호

신정부 쌀 산업 정책 방향(김태훈, 박동규, 김종진, 김종인, 윤종열, 조남욱, 채주호)

제153호

2017년 추석 성수기 주요 농축산물의 소비‧ 출하 및 가격 전망(박미성, 노호영, 이형우, 김종인, 이상민, 황의식)

제151호

최근 귀농‧귀촌 실태와 시사점(김정섭, 이정해)

제150호

한 ‧ EU FTA 발효 6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시사점(송우진, 이현근, 남경수, 김만이, 명수환)

제149호

소 사육 통계의 이력제 자료 대체와 시사점(이형우, 김진년, 서홍석, 김충현)

제148호

농산업의 청년 고용 창출 가능성 및 과제(마상진, 엄진영, 김경인)

제147호

한 ‧ 아세안 FTA 발효 10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수환, 유정호, 유주영)

제146호

효과적인 산불관리를 위한 개선과제(정호근, 안현진, 이상민)

제145호

미래를 위한 10대 농정 전략과 30대 과제(이명기, 송미령, 유찬희, 국승용, 김정섭, 김홍상, 박준기 등)

제144호

한･미 FTA 발효 5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수환, 박수연 정민국)

제143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정책 개선 방향(지인배, 김현중, 김원태, 서강철)

제142호

2017년 10대 농정이슈(김병률, 이용선, 김연중 등)

제141호

7차 HPAI 발생 이후 가금산물 가격 동향과 전망(이형우, 정세미, 지선우, 김형진, 한봉희)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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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호

2016년 한 ‧영연방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송우진, 이현근, 유정호, 한석호)

제139호

농업 ‧농촌에 대한 2016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