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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가 초래한 부정적 파급효과는 점점 커져가고 있으며, 각종 기후위기로 인한 인류 멸망 시나리오는 더 이상 

공상과학영화의 스토리가 아니라 현실화되고 있다. 우리는 최근 몇 년간 세계 각지에서 발생한 대규모 기후 재난을 눈으로 

지켜봤다. 미국과 호주에서는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고 중국은 약 5,500만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킨 

대홍수를 경험했다. 또한 태국은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으면서 극심한 물부족사태를 겪었다. 이상 기후로 인한 

피해는 매년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영국의 자선단체 크리스천에이드(Christian Aid)에 따르면, 2021년에 발생한  

10대 기후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이 최소 1,700억 달러(원화 241조 원 상당)에 이른다.1 이상 기온 현상으로 대표되는 

기후 변화는 대기, 해양, 빙하를 포함하여 각종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수많은 재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 특히 식량안보 측면에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주목해야 한다. 

올해 2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67개국 과학자 

270명이 함께 저술하고 IPCC 195개 회원국 대표단이 검토한 제6차 

평가보고서(AR6)의 제2실무그룹(WG2) 보고서인 ‘기후변화 2022, 영향 

과 적응 그리고 취약성(Climate Change 2022: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을 발표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진행중인 

추세대로 온실가스가 지속적으로 배출될 시 여러 경로를 통해 글로벌 

식량안보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먼저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기후 

변화로 인해 현재의 농업, 어업, 축산업을 영위하는 지역이 2050년까지 

10%, 2100년까지 30%가 넘는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2 

또한 21세기 말까지 해양의 식물성, 동물성 플랑크톤이 각각 약 6%, 9% 

감소하고 이로 인해 해양 먹이사슬체계도 교란되어 수산자원이 최대 

15.5%가 감소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물 부족도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물은 인류 생존에 있어 필수적이며 동시에 농업, 어업, 축산업의 기반이 

되는 자원이기 때문이다. 지구 온도가 1.5℃ 오를 경우 물 부족을 겪는 

전 세계 인구가 3억 5,000만 명, 2℃ 오를 경우 4억 1,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3 전 세계적으로 농업, 어업, 축산업 분야에서 생산성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온실 가스 배출 증가로 인한 지구 기온 

상승, 해양 온난화 등은 식량 수확량에 악영향을 끼쳐 인류의 식량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기후변화가 식량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양적인 측면을 넘어 

질적인 측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보고서 따르 

면, 전 세계에서 생산된 식량의 14%가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되기 전에 

손실되어 버려진다고 한다. 식량이 생산, 유통 과정에서 오염되어 인간이 

섭취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4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홍수, 

기후위기로 인해 
전 세계 식량안보 
위기감이 대두되고 있다

1      Christian aid(2021), Counting the cost 2021 A year of climate breakdown
2      IPCC(2022), Climate Change 2022: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3      Ibid.
4      FAO(2022), Thinking about the future of foo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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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해 식량안보 위기가 심화되고 지구의 지속가능성이 위협 

받고 있다. 또한 현재 식품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방식은 향후 지속가능 

하고 친환경적인 미래를 만들어 나감에 있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발생 

시킨다. 지구의 인구는 2050년에 97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2022년 현재 약 10억 명이 기근에 시달린다. 반면 약 20억 명은 과체중 

혹은 비만이다. 소비자가 먹는 음식의 약 3분의 1이 섭취되지 않고 버려 

지며 딜로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 

의 약 25%는 식품 생산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있는 산업으로부터 

파생된다.5 이처럼 지속 가능성이 결여된 식량 생산과 음식 소비는 기후 

변화를 심화한다. 또한 기후변화의 심화는 결국 식량 생산량과 품질 

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여 식량 안보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부정적 연쇄효과를 막아야하는 시점에 도래하면서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유럽과 북미의 선진국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 

한 방식으로 식품을 소비하자는 생각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왔다.  

또한 개인의 건강 혹은 지구의 환경을 고려하여 채식주의를 표방하는  

다양한 유형의 소비자가 오래전부터 존재했다.6 채식주의자는 여전히 

낮은 비율에 불과하지만 동물기반 식품의 섭취를 자발적으로 제한하며 

상황에 따라 가끔 육식도 하는 플렉시테리언(flexitarian)은 2020년 전 

세계 소비자의 40% 이상을 차지한다.7 특히 미국과 유럽의 Z세대의 경우 

약 54%가 동물 기반 식품 소비를 꺼려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8 이처럼 

소비자들의 식품에 대한 생각과 소비패턴이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보호 실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변화함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대체식품을 비롯해 다양한 종류의 ‘친환경 푸드테크’가 등장하고 

이와 관련된 새로운 시장과 산업이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5      Deloitte(2022), The Future of Food: challenges & opportunities
6      비건뉴스(2020.05.12), 나는 어떤 채식을 할 수 있을까 
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2), 지구촌 리포트(Food Tech & Future)

8      Green Queen(2022.04.02), 42% Of Global Consumers Are Flexitarians & Driving Mainstream Plant-Based Shift 

소비자들의 식품 소비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다

가뭄, 병충해 등은 이러한 식량의 손실을 더욱 악화시키며 더 나아가 식중독 

등을 비롯하여 식품을 통해 매개, 전파되는 질병을 더욱 확산시킨다.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안보 위기는 그 자체로 내재된 문제는 물론이고 국가 

간 분쟁 및 전쟁, 이주민과 난민 문제 등 여러 부정적 파급효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세계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안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협력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식량안보 위기가 지속되면서 선진국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식품 소비에 관한 생각과 태도도 변화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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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The Guardian(2022.07.08), Plant-based meat by far the best climate investment

채식인(vegetarian)의 7가지 유형

베지테리언
vegetarian

비건
vegan

유제품과 동물의 알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동물성 음식을 먹지 않는 경우

오보 베지테리언
Ovo vegetarian

동물의 알은 먹는 경우

락토 베지테리언
Lacto vegetarian

유제품은 먹는 경우

락토 오보 베지테리언
Lacto-ovo vegetarian

유제품과 동물의 알은 먹는 경우

페스코 베지테리언
Pesco-vegetarian

유제품, 동물의 알, 동물성 해산물까지는 먹는 경우

폴로 베지테리언
Pollo-vegetarian

유제품, 동물의 알, 동물성 해산물, 조류의 고기까지는 먹는 경우

플렉시테리언
Flexitarian

평소에는 비건, 상황에 따라 육식도 하는 경우

세미 베지테리언     
semi-vegetarian

출처: 비건뉴스

대체식품의 개발과 대중화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방안 중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분석 

되고 있다. 대체식품의 대표적인 상품인 식물성대체육(plant-based meat)의 온실 가스 감축 효과는 친환경 시멘트 

의 3배, 친환경 건물의 7배, 전기자동차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차량의 11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9 식물 

성 대체육을 비롯해 곤충·해조류·미생물 기반 식품, 배양육 등 다양한 대체식품이 더 많이 개발·생산·유통될수록 

기후변화 방지효과 또한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효과는 소비자들의 대체식품 선호도를 높이는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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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식품의 종류는 크게 ▲식물단백질 기반 제품 ▲곤충단백질 기반 제품 ▲해조류단백질 기반 제품 ▲미생물단백질 

기반 제품 ▲배양육 등 5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식물 단백질 기반 대체식품은 식물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이용하여 고기, 계란 등 축산식품과 비슷한 형태와 맛이 

나도록 제조한 식품으로 식물성 고기, 식물성 계란, 식물성 유제품 및 음료 등을 꼽을 수 있다. 곤충단백질 기반 

대체식품은 식용 곤충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이용한 식품으로는 통곤충, 사료·펫푸드, 곤충 분말제품, 단백질바·셰이크 

제품, 곤충쿠키 등이 있다. 해조류 단백질 기반 제품에는 해조류에 함유된 단백질을 추출하여 만든 육류/생선 대체 

식품 등이 있고 각 종 해조류 기반 소스도 다양하게 출시되어 있다. 미생물 단백질 기반 제품은 ‘곰팡이 기반 대체육’

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미생물 발효 기술을 활용하여 만든 제품이다. 실제 소고기와 유사한 맛과 식감을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배양육은 살아 있는 동물세포에서 얻은 줄기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해 실내에서 

생산해내는 식용 고기를 의미하며 배양육의 맛은 근세포, 지방세포, 섬유아세포 등으로 조절 가능하다. 

대체식품의 각 유형별 주요 장단점을 정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현재 가장 대중화된 유형의 대체식품은 식물단백질 기반 대체식품 

이다. 두 번째로 보급이 활성화된 유형인 곤충단백질 기반 대체식품은 

외관이 소비자들에게 다소 혐오감을 유발시킨다는 단점이 있다. 해조류 

단백질 기반제품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감축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이 

외에도 미생물단백질 기반 대체식품, 배양육 등 새로운 유형의 대체식품이 

등장하고 있고, 경제성과 시장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과정이다.

대체식품 시장 현황과 성장 가능성

대체식품 5가지 유형별 장단점

구분

온실가스배출

대량생산

가격

기존 육류와의 

유사도

소비자 선호도

측면의 장단점

식물단백질 
기반 제품

감소

가능

저렴

낮음

맛과 식감
한계

곤충단백질 
기반 제품

감소

가능

하락세

낮음

외관 다소
혐오감 유발

해조류단백질 
기반 제품

매우 감소

가능

저렴

유사

다양한 맛,
식감 개발 가능

미생물단백질 
기반 제품

매우 감소

가능

다소 고가

유사

다양한 맛,
식감 개발 가능

(동물세포)
배양육

매우 감소

기술 개발 중

고가

매우 유사

맛과 향을 다양하게 
구현할 수 있으나 
식감은 아직 한계

출처: 국내외 언론 기사 취합, Deloitte Insights 재구성

단백질 추출 원료 및 
생산 방식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대체식품이 
생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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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식품 유형별 시장 규모와 비중, 성장률 전망을 살펴보면 2025년 기준 

전체 대체식품 중 식물단백질 기반 제품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8.9%

로 압도적이다. 뒤를 이어 곤충단백질 기반 제품(13.6%), 해조류단백질 기반 

제품(4.9%), 배양육(1.7%), 미생물단백질 기반 제품(0.8%)순으로 시장을 

점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조류/미생물 단백질 기반 제품과 배양육의 비중이 

매우 작은 이유는 아직 관련 기술과 인프라가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5년 이후에는 이들 제품군 또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2017년~2025년 연평균 성장률의 경우 곤충단백질 기반 제품이 

22.7%로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배양육은 2021

년~2025년에 연평균 19.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11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식물성 대체육보다 배양육의 성장세가 더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비록 현재는 기술과 경제성 확보 측면의 과제가 남아있지만 

2040년경에는 전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육류의 약 35%를 배양육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존 전통적 육류(40%) 소비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12

식량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지속되고 소비자들의 친환경적 식품 소비 트렌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대체식품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대체식품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약 89억 달러 

였는데 2025년에는 약 178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연평균 성장률: 9.1%). 이러한 성장 속도는 더 빨라 

져 2025년부터는 연평균 성장률 19.7%를 보이며 2029년에 약 366억 달러(약 52조원)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 

된다.10 일부 기관에서는 2040년에 대체육류 비중이 60%를 차지하며 전통적 육류 소비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 

하기도 한다.

대체식품 시장 규모 전망                                                       

출처: Meticulous Research(2022)

단위: 십억달러

10    Meticulous Research(2022), Alternative Protein Market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0), 대체식품 현황과 대응과제

12    Statista, Composition of the meat and meat alternatives market worldwide 2025 to 2040 (검색일: 2022년 10월 17일)

글로벌 대체식품 시장은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017년

8.9

17.8

CAGR:9.1%

CAGR:19.7%

2025년 2029년

36.6

기후위기와 대체식품, 푸드테크의 부상



기후기술과 수소경제의 미래

Deloitte Insights

7

제품유형별 대체식품 시장규모(2017년~2025년)                                    

유형별 육류 소비 비중 전망(2025~2040)

구분

식물단백질 기반 제품

곤충단백질 기반 제품

해조류단백질 기반 제품

미생물단백질 기반 제품

배양육

2017년

789.1

51.5

48.5

9.8

0.0

2025년

1431.9

247.0

89.4

14.3

31.6

CAGR (%)

8.1

22.7

8.3

5.0

19.5

2025년 기준 비중 (%)

78.9

13.6

4.9

0.8

1.7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배양육의 연평균 증가율은 2021년~2025년 기준

기존 육류 식물성 대체 육류 배양육

출처: Statista

단위: 천만 달러

0%

25%

50%

75%

100%

2040년

40%

25%

35%

2035년

55%

23%

22%

2030년

72%

18%

10%

2025년

90%

10%

전체 898.9 1785.8 9.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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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친환경 푸드테크를 도입하는 식품 관련 기업의 비율

친환경 식품 포장 생산 폐기물 감축
지속가능성 있는

원재료 조달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식품 생산

출처: Deloitte / 벨기에 농식품 산업 관련 58개 기업 대상 조사

74% 72% 63% 57%

푸드테크는 농업, 어업, 축산업 및 식품 관련 산업에 다양한 종류의 4차 산업 기술을 접목시켜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등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새로운 혁신을 창출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앞서 소개한 대체식품은 물론이고 스마트 팜, 

서빙 로봇, 음식 배달 어플, 주방효율화, 개인맞춤형 영양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푸드테크가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푸드테크가 기후변화 대응에 도움이 되는 기술은 아니다. 본 보고서에서 다룰 주요 푸드테크는 직간접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친환경 푸드테크’로 한정한다. 

서유럽, 북유럽, 북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친환경 푸드테크는 이미 예전부터 발전해왔다. 단순히 기술적인 진보를 

넘어 농식품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고무적이다. 주요 선진국의 농식품 기업들은 환경에 

크게 악영향을 미치는 생산 방식, 프로세스 등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벨기에 식품 관련 기업의 사례를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면 상당수의 기업이 친환경적인 원료를 활용해 식품을 포장하고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여가고 

있다. 이에 더해 지속가능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13  뿐만 아니라 

설문 조사에 응답한 기업들은 환경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경영 비전 도입이 자사의 기업 성과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다양한 기업 성과 중에 특히 기업의 영속성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기업의 비율은 무려 

98%에 달했다. 신규고객 확보(67%), 매출 증대(63%), 브랜드 이미지 제고(59%) 측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이 

지배적이었다.14 

친환경 푸드테크의 부상과 관련 핵심 기술 

13    Deloitte(2022), The Future of Food: challenges & opportunities 
14    Ibid.

기후위기와 대체식품, 푸드테크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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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적/미래지향적인 경영활동이 향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식품 관련 기업의 비율

기업의 영속성에 도움이 된다 98%

신규 고객 확보에 도움이 된다 67%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된다 63%

브랜드 이미지에 도움이 된다 59%

출처: Deloitte / 벨기에 농식품 산업 관련 58개 기업 대상 조사

이처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친환경 푸드테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기업의 제반 성과와 영속성을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이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농업, 어업, 축산업, 식품산업에 걸쳐 친환경 푸드테크에 

포함되는 기술들은 매우 다양하다. 또한 특정 기술 하나가 독자적으로 활용되기 보다는 다양한 관련 기술들이 접목되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볼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식품 산업의 밸류체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와 여기서 활용되는 친환경 푸드테크 대표 기술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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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식물단백질 기반 제품이 대체식품의 주를 이루지만 15년 후 

이상의 장기적 미래를 고려할 경우 배양육에 주목해야 한다. 배양육은 

2040년경에 전체 육류 소비의 3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통적 

육류 생산에 비해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92%가량 적다고 

알려진다. 또한 배양육은 대기 오염을 최대 93%, 대지 사용을 최대 95%, 

물 사용량을 최대 78% 감소시킬 수 있다고 분석되어 기후변화 대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체식품이다.15 그러나 기술과 경제성 측면에서 

아직 한계점이 많다. 어떤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선 배양육의 생산 및 가공 과정을 알아야 한다.  

배양육은 동물의 특정 부위에서 세포를 떼어내고 근육줄기세포를 

채취한 후 배양액에 담그는 방식으로 생산한다. 배양액은 주로 소의 

태아에서 추출하는 소태아혈청이 쓰이는데, 이 혈청은 근육줄기세포를 

성장시키는 기능을 한다. 현재 소태아혈청의 1리터당 가격은 70만 

원에 달해 생산 원가를 지나치게 높이고 결국 배양육 시장이 형성되기 

어렵게 만든다. 배양육이 대량생산되고 전 세계적으로 유통,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결국 소태아혈청을 대체할 배양액을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 네덜란드, 이스라엘에 이어 올해 초 한국 기업도 무혈청 배양액을 

개발하는 데에 성공해 배양육 상품화 전망을 밝게 했다. 이 배양액의 제조 

비용은 소태아혈청 비용의 수백분의 1의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기존 

배양액보다 세포를 최대 2.5배 빠르게 성장시킨다. 생산 원가와 생산 속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이다. 세포 배양 과정을 가속화, 효율화 하는 기술이 

발전해감에 따라 배양육 시장의 성장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비용 문제외에도 배양육이 가진 한계점은 고기의 크기, 결 등을 원하는 

대로 구현하기 힘들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이 문제도 3D 바이오프린팅 

기술의 발전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배양육은 작은 

세포들을 합치고 다지는 과정을 거쳐 덩어리 형태로 생산된다. 반면 3D

바이오프린팅 기술을 활용하면 3D프린터로 세포를 쌓아 원하는 형태의 

결과물을 만들어 기존의 방식보다 정밀도와 균일도를 높일 수 있다. 이에 

더해 맛, 식감, 향 등을 실제 고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구현할 수 있으며, 

대량생산 가능 시기도 앞당길 수 있다.16 무혈청 배양액 개발과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은 배양육 시장 형성 및 확대, 더 나아가 푸드테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15    Planet Times(2022.01.11), 비건의 식탁에도 고기가 오를 수 있을까, 배양육의 현 위치는?
16    이데일리(2022.05.20), 3D프린터로 만드는 배양육, 환경문제 대안될 것

배양육,
지속가능한 지구 환경을
만들어갈 인공고기

기후위기와 대체식품, 푸드테크의 부상



기후기술과 수소경제의 미래

Deloitte Insights

11

대체식품은 인간의 먹거리를 바꿈으로써 온실가스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한편 스마트팜(smart farm)은 식량의 생산 및 

가공 방식과 인프라를 효율화, 정교화 하는 방식으로 기후변화대응에 

기여할 수 있다. 스마트팜은 쉽게 이야기해 인간의 지능을 탑재한 혹은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능이 자동화되어 작동·운영되는 농장이다. 

스마트팜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첨단 기술의 조합이 필요하다. 

우선 사물인터넷(IoT) 기술은 스마트팜의 수많은 설비, 장치에 적용되어 

센서기능을 수행한다. 실시간으로 날씨의 변화와 재배식물의 상태를 

기록한 데이터를 수집, 공유, 전달되게 만든다. IoT 센서들은 인공지능(AI)

기술과 결합되어 재배식물의 품질과 스마트팜 운영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17  또한 AI기술을 통해 농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도 상호 연결된 

스마트팜의 각종 설비와 장치가 스스로 상황을 인지하고 재배 과정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즉 인간의 두뇌 보다 더 뛰어난 시스템이 중앙 

제어 기능을 수행한다.

스마트팜은 점점 더 진화하고 있다. 기존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비닐하우스에 ICT 기술을 도입한 것이 발전초기 단계의 스마트팜이라면 

이제는 ‘밀폐형 스마트팜’이 세계 곳곳에서 개발, 도입되고 있다. 밀폐형 

스마트팜은 ‘식물공장’이라고도 불리는데, 자연 태양광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 인공 태양광과 자동 급수 장치를 통해 식물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연 현상에 의한 제약조건이 덜하고 관리가 

용이하다. 또한 이 식물공장에 로봇 기술이 적용된 각종 장치가 인간의 팔, 

다리, 몸 기능을 수행한다. 로봇기술과 앞서 언급한 IoT, AI 및 기타 ICT 

기술이 접목되어 최첨단 스마트팜이 완성된다. 각종 장치 작동에 필요한 

전력을 스마트팜 건물 내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로부터 공급받도록 설계, 

건축되는 식물공장도 있다. 결국 스마트팜은 수많은 기술의 집약체임과 

동시에 친환경적 시스템 기반 운영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전통 농업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물 소비량을 95%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운영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잘 갖춰진 

일부 식물 공장에서는 작물 재배가 1년 365일 이뤄지며 일부 작물은 

파종부터 수확까지의 기간이 40일 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18 동일 

작물을 일반 농지에서 수확했을 때보다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는 것이다.

식물공장(밀폐형 스마트팜) 설계 및 운영기술이 발전할수록 도시 농업 

이 다시 활성화될 여지도 크다. 도시농업은 원래 도시 주택의 옥상이나 

공터를 활용해 로컬푸드를 생산하는 방식의 농업을 의미했다.

17    월간조선(2022.10), 스마트팜과 푸드테크

18    동아사이언스(2021.05.13), 365일 채소 생산 스마트팜, 식물 공장

19    한국환경정책평가원(2010), 도시농업의 온실가스 저감효과와 정책방안 

스마트팜,
첨단기술의 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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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식물공장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도시 한복판의 마천루에서 이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처럼 식물공장을 활용한 도시 농업을 통해 이른바 ‘푸드 

마일리지’(food mileage)를 크게 감소시켜 탄소 배출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푸드 

마일리지란 1994년 영국 환경운동가 팀랭(Tim Lang)이 창안한 것으로, 음식재료가 

생산, 운송, 소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담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식품 

수송량(t)에 생산지로부터 소비지까지의 수송거리(㎞)를 곱한 숫자로 산출되며 푸드 

마일리지가 높다는 것은 식품 운반의 긴 이동 거리로 인해 트럭, 선박, 비행기 등의 

탄소배출량이 많다는 뜻이다. 한국의 서울 사례를 가지고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도시농업이 가능한 공간인 51.15㎢에서 대표 작물 12종류를 재배할 시 

기존의 작물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11,663,979kg이 저감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한다.19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작물이 최종 소비지까지 운송되는 과정 

에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살충제, 방부제 등이 다량 사용되는데 이러한 농약류에서 

발생하는 탄소도 절감할 수 있다.

기후위기와 대체식품, 푸드테크의 부상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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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과 소비자가 먹고 남긴 음식물 쓰레기는 

엄청난 양의 탄소를 배출하여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된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양은 무려 10억 톤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식품 제조 부산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감에 있어 최우선 과제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최근 ‘푸드 업사이클링(food upcycling)’ 기술이 화두가 되고 있다. 

앞서 다룬 배양육 등의 대체식품은 인간의 먹거리 대상을 바꾸는 것이고 

스마트팜은 먹거리 생산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면, 푸드 업사이클링은 

식품 제조 부산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하여 더 큰 가치를 지닌 자원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업사이클링이 재활용(recycling)과 다른 점은 단순히 

쓰고 버린 자원을 다시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라 새롭게 가공하여 기존과는 

다른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점이다.  

푸드 업사이클링의 유형은 매우 다양한데 가장 기본적으로 식품 제조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가지고 다른 식품 혹은 식품 원료를 만들어 

내는 케이스가 대표적이다. 일례로 푸드 업사이클링 스타트업 ‘리하 

베스트’ (RE:harvest)는 상품 기준에 탈락한 못난이 농산물부터 커피 원두 

찌꺼기, 식혜의 엿기름을 짜고 버려지는 보리 부산물, 와인을 생산하고 

남은 포도 껍질 등을 가지고 식품 원료로 쓰이는 ‘리너지(renergey)가루’

를 만든다.20 이 가루는 시리얼, 피자, 과자, 빵류 등에 사용되는 밀가루  

대용 제품으로 쓰일 수 있다. 리너지 가루를 개발해내기까지 미생물 

통제 기술, 세척·탈수·건조·분쇄 등 식재료 재생산 기술 등 수많은 기술이 

활용됐으며 리너지 가루 1㎏은 탄소 배출량 11㎏, 물 사용량 3.7t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음식물 쓰레기를 재가공하여 항공연료로 활용하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다. 최근 미국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가 음식물 쓰레기로부터 생겨나 

는 ‘휘발성 지방산’을 활용해 등유(케로신)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냈다. 

케로신은 항공기나 우주발사체 제트 엔진에 쓰인다. 전문가들은 음식물 

쓰레기에서 뽑아낸 항공 연료는 탄소 절감효과도 뛰어나다고 발표했다.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한 항공 연료를 사용할 경우 비행기 가동 시 배출되는 

탄소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가 매립될 때 발생하는 탄소까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21   

푸드 업사이클링, 
음식물 쓰레기가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자원으로 거듭나다

20    연합뉴스(2022.09.15), 버려지는 식품 찌꺼기 다시 거둔다

21    동아사이언스(2022.07.04) 음식물과 농장 쓰레기가 항공업계 탄소감축 근심 해결할까 
22    퓨처조선(2022.03.05), 美·獨 ‘음식물쓰레기도 자원’ 과감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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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래전부터 환경친화적 정책을 펼쳐온 독일은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나 퇴비로 활용하는 대신 바이오가스로 만들어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이를 ‘바이오플랜트’ 기술이라 부르는데 음식물 쓰레기 및 음폐수에서 

발생하는 메탄 가스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고순도 처리 기술이 활용된다. 

메탄가스를 생산하는 독일 내 바이오가스 시설은 2020년 기준 9,632

개로 연간 전력 생산량 33.23TWh에 달하는데, 이는 한국의 전력 사용량

(507.9TWh)의 6.5%에 달하는 수준이다.22 이러한 기술은 음식물 쓰레기 

를 매립, 처분하는 대신 바이오연료로 활용하여 화력발전을 통한 전기 

생산량을 줄이고 탄소 배출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기후위기와 대체식품, 푸드테크의 부상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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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대체식품 및 푸드테크 분야에서 많은 기업들이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며 등장하고 있다. 신시장인만큼 

여러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받고 비약적인 성장을 거두고 있는데 그중 단연 돋보이는 기업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대체식품 및 친환경 푸드테크 분야 주요 기업 동향

우선 식물단백질 기반 대체식품의 대표기업은 ‘비욘드미트'(Beyond Me- 

at)이다. 비욘드미트는 지구 온난화와 동물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2009년에 설립됐다. 비욘드미트는 100% 식물성 단백질성분으로 

구성된 단백질을 사용해 ‘대체육류’를 생산하고 있다. 식물성 단백질은 

콩, 버섯, 호박 등에서 추출한 후 효모와 섬유질 등과 함께 배양해 일반적  

고기의 향과 식감을 구현한다. 생산된 식물성 대체육은 KFC, 서브웨이, 칼스 

주니어, 던킨 도너츠 등의 프랜차이즈와 테스코, 홀푸드, 세이프웨이 등의 

도소매 업체에 납품된다. 비욘드미트는 2019년 나스닥에 상장되기도 했다. 

식물단백질 기반 제품이 현재 대체식품의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미래 

에 비약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 배양육 분야에서도 유망한 스타 

트업이 등장하고 있다. 그 중 주목해야할 기업은 ‘알레프팜스'(Aleph Far- 

ms)이다. 지구온난화를 막고 지속가능성을 장기화하며 언제 어디서든 

모두에게 양질의 영양을 조건 없이 제공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2017년에 

설립됐다. 알레프팜스가 소의 세포를 배양시켜 생산하는 인공 소고기는 

스테이크와 같은 복잡한 모양, 질감, 맛을 거의 유사하게 구현함으로써 

육류의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의 대표 

식품기업인 CJ제일제당도 알레프팜스에 투자했다. 알레프팜스는 시리즈 

B 펀딩을 통해 1억 500만 달러를 조달했다. 중동 최대 벤처 투자 플랫폼 

인 L커터튼(L Catterton)과 아부다비 국부 펀드인 디스럽트AD(Disrupt- 

AD)의 성장형 펀드 등이 주도해 시리즈 B 펀딩을 집행했는데 여기에 CJ 

제일제당도 참여한 것이다. 

스마트팜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스타트업 ‘플랜티'(Plenty)를 꼽을 수 

있다. 플렌티는 스마트팜 중에서도 ‘수직농업’을 도입한 기업으로 유명 

하다. 플랜티가 운영중인 수직농장에서는 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1년 내 

내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으며 수직으로 높게 

설치된 재배 장치를 설치해 넓은 토지 없이도 높은 생산량을 자랑한다. 세계 

최대의 유통기업 월마트(Walmart)를 비롯해 아마존(Amazon), 알파벳

(Alphabet), 소프트뱅크(Softbank)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플랜티에 

투자를 집행했다. 2014년에 창업한 이래로 올해까지 누적투자금액이 9.4

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기염을 토하고 있다.  

유망한 스타트업들이 
등장하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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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 업사이클링 분야에서는 ‘업사이클드푸드'(Upcycled Foods Inc, 

구 Regrained food)가 다양한 상품을 출시해왔다. 이 기업은 양조장에서 

버려지는 곡물을 열 기계 공정을 거쳐 밀가루로 재탄생시켰다. 바나나 빵, 

브라우니, 당근 케이크, 피자 도우 등 해당 밀가루를 사용하는 베이킹 믹스 

제품군을 판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맥주박을 건조시킨 후 퀴노아, 흑미 

등으로 만든 시럽을 넣고 섞어 굳히는 방식으로 에너지바를 만들고 동일한 

방식으로 밀가루, 파스타 등의 식품도 판매 중이다.

위에서 소개한 4개 분야에서 미래가 유망한 한국의 기업들도 있다. 

먼저 식물성 대체식품 분야에서 ‘더플랜잇'(ThePlanEat)은 ‘지구를 위해 

식물을 더 먹자’는 사명과 취지를 가지고 설립되었고 현재로서는 ‘잇츠 

베러'(Eat’s Better)와 ‘씰크'(XILK) 등 2개의 식물성 식품 브랜드를 운영 

하고 있다. 배양육 분야의 ‘티센바이오팜’은 고기의 식감을 그대로 살려 

배양육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배양육의 가장 큰 문제점인 대량생산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자체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스마트팜 분야에서 ‘팜 

에이트'(Farm8)는 기존의 실내농장에 첨단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친환경 수직형 식물공장도 도입하여 채소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서울교통공사와 협력하여 지하철역에 수직 실내농장인 ‘메트로팜’

을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푸드업사이클링 분야에서는 앞서 소개한  

‘리하베스트'(Re: harvest)가 이목을 끌고 있다. 맥주나 식혜 등을 만들고 

남은 보리 부산물을 수거해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제분을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생산된 ‘리너지 가루’는 ‘미스터 피자’, ‘뚜레쥬르’와 같은 곳 

에 원료로 공급된다. 또한 리너지 가루를 활용해 만든 리너지바, 셰이크, 

그래놀라 등의 제품 역시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기후위기와 대체식품, 푸드테크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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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유망한 대체식품 및 친환경 푸드테크 분야 스타트업들이 급격히 성장 

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대기업들도 대체식품을 비롯한 푸드테크 분야에서 

앞다투어 투자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 확장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여기에는 기존에 식품 사업을 영위하던 기업들이 주축이 되고 있지만 신성장 

동력 사업분야로 대체식품, 푸드테크를 선정한 대기업들도 있다. 또한 대기업 

들과 국내외 스타트업 간 다양한 방식의 협력, 파트너십도 체결되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대체식품 및 친환경 푸드테크 시장 선점을 

위한 대기업들의 각축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주요 대기업의 친환경 대체식품/푸드테크 관련 투자, 사업 현황

기업

CJ 제일제당

롯데

농심

풀무원

신세계 푸드

현대그린푸드

SPC 삼립

대상

하이트진로

한화솔루션

포스코 인터내셔널

현황

• ‘플랜테이블’ 브랜드 런칭 후 해외시장 공략

• 식물성 조직 단백질(TVP) 개발

• 배양육 기업 ‘알레프팜스’ 투자 집행

• (롯데제과) 국내 최초 대체육 브랜드 ‘제로미트’ 출시

• (롯데푸드, 롯데벤처스) 푸드테크 스타트업 발굴/육성 프로젝트 진행

• (롯데마트, 롯데슈퍼) 스마트팜 브랜드 ‘내일농장’ 런칭 및 친환경 스마트팜 시설 설치

• ‘배지가든’ 브랜드 런칭, 대체육 제조, 비건 냉동식품/소스/양념/치즈 출시

• 비건 레스토랑 ‘포레스트 키친’ 운영

• 푸드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

• 식물성 단백질 전담부서 신설

• ‘식물성 지구식단 플랜튜드’ 브랜드 런칭 및 식물성 HMR(가정간편식)제품 출시

• 비건 레스토랑 ‘플랜튜드’ 운영

• ‘배러미트’ 브랜드 런칭, 돼지고기 대체육 출시 및 식물성 런천 캔 출시

• 식물성 정육점 ‘더 베러’ 오픈

• 미국에 자회사 ‘베러푸즈’ 설립

• 비건 식단형 식품 브랜드 ‘베지라이프’ 런칭

• 캐나다 완전 채식 식품기업 ‘데이야’와 국내독점 판매·유통에 관한 계약 체결

• 비건 식빵, 비건 마요네즈, 비건 마시멜로우 등 판매

• 브랜드 ‘저스트’ 런칭 및 푸드테크 기업 ‘잇저스트(Eat Just)’와 파트너쉽 체결

• 식물성 대체 달걀 ‘저스트 에그’ 출시 및 SPC 프랜차이즈 식품 계열사에 공급 확대

• SK㈜와 MOU 체결하여 친환경 식품 사업 공동 투자 추진

• ‘청정원 미트제로’ 브랜드 런칭, 단체급식, 식자재공급처 대상으로 대체육 냉동만두 출시

• 푸드테크 기업 ‘엑셀세라퓨틱스’와 파트너십 체결

• 창업진흥원과 MOU 체결하여 푸드테크 스타트업 공동 발굴, 육성 추진

• 스마트팜 솔루션 기업 ‘퍼밋’에 투자 결정

• 배양육 등 ‘푸드테크’ 분야를 신성장 동력으로 적극 사업 기획/추진 중

• 국내 푸드테크 스타트업인 HN노바텍, 지구인컴퍼니 등과 각각 글로벌 마케팅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출처: 국내언론기사 취합, Deloitte Insights 재구성

한국 대기업들도
앞다투어 대체식품 및
친환경 푸드테크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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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식품 시장의 성장과 친환경 푸드테크의 발전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글로벌 식량안보위기를 타개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식량의 원료가 수확, 가공되고 식품이 생산, 운송되어 소비자의 식탁까지 오르는 

전 과정에 걸쳐 엄청난 양의 탄소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농업, 어업, 축산업, 식품 분야에서 다양한 대체식품이 

개발되고 친환경 기술이 도입되는 것은 지구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트렌드가 단기간 유행했다가 급격하게 발전 동력을 잃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실시한 

딜로이트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의 47%가 ‘때때로’ 식물기반 육류를 구매한다고 답했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3% 감소한 수치이다. 또한 식물기반 육류 소비에 대한 추가적인 프리미엄 가격 지불 의사를 가진 소비자 비율은 

전년 대비 9%하락했다. 식물기반 육류를 건강한 이미지로 인식(전년 대비 8% 하락), 지속가능성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전년 대비 5% 하락)하는 소비자의 비율도 모두 줄어들었다.23 대체육 분야의 리딩 기업인 비욘드미트의 성과가 

최근 크게 하락하면서 총 직원 19%에 해당하는 200명의 직원을 해고할 예정이라고 밝힌 점도 이러한 인식 후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식물기반 육류를 비롯한 대체식품 시장의 급격한 성장이 최근의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 직면하면서 크게 둔화되고 기존의 장밋빛 성장 전망이 과도했던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4  

미국의 상황과 같이 한국 역시 대체식품과 푸드테크 시장의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과 정부는 

적극적인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제위기 이슈와는 별개로 이 분야에서 해결해야할 다른 과제들도 있는데 무엇보다 주체들 간의 이해관계 조율 

문제가 핵심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40년경에는 식물성 대체육과 세포배양육이 전 세계 육류 소비량의 60%

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기존 축산업 종사자 및 관계자와 대체육 생산 기업 및 관계자 간 갈등이 점차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가장 이상적인 해결 방법은 기존 육류 시장의 주체인 축산업계가 적극적으로 대체육, 배양육 

산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 제반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해결과제는 기존 축산농가도 

대체육, 배양육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대체육, 배양육 생산 기술 및 시스템을 제공, 교육하는 

것이다.25  이를 통해 대기업과 기존 농축산업 종사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친환경 스마트팜 개발 및 도입 과정에서도 기존 농업 종사자의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딜로이트가 친환경 

농업 분야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EU 지역의 농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약 70%의 농업 

종사자들이 친환경 스마트팜에 대해 알고 있으며 큰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친환경 스마트팜을 구축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크고 경제적인 이익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스마트팜 도입을 꺼려한다는 

결과가 나왔다.26 실제로 여러 연구가 친환경 스마트팜 도입에 따라 농업 종사사들의 수익이 장기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을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2~4년간 혹은 그 이상의 투자비 회수 기간 때문에 아직까지 농업종사자가 느끼는 

인식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한국 역시 영세농, 고령층 농업종사자 비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친환경 스마트팜 도입에 심리적 장벽이 더 높을 수 

있다. 정부와 스마트팜 관련 기업들은 이들을 지원함과 동시에 청년 농업종사자를 육성하여 친환경 푸드테크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대체식품과 친환경 푸드테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풀어야할 숙제

23    Deloitte(2022), Future of Fresh Survey 2022
24    Deloitte(2022.10.10), Plant-based meat gets a reality check 
25    세포 배양육의 육류시장 진입 전략(2022),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주선태 교수 세션

26    Deloitte(2022), Transforming food systems with far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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