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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동향 세포배양육 연구개발 산업계 동향

I. 서론

세포배양육은 생명공학 기술로 세포를 배양하여 생산되는 새로운 육류이다. 이에 관한 세계 최초의 언급은 1931년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의 에세이 “Fifty Years Hence”의 한 단락이었다. 약 50여 년이 지난 후 빌럼 반 일

럼(Willem van Eelen)은 세포배양육의 개념을 체계화하였다(van Eelen, 1999 특허). 반 일럼의 고향 네덜란드에서

는 자연스레 세포배양육 연구를 지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이는 2013년 마크 포스트(Mark Post)의 세계 최초 

배양육 시식회로 이어진다(BBC News, Aug 5, 2013). 포스트 교수의 시식회는 현대 생명공학 기술로 세포배양육의 

생산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었고(proof-of-concept), 이후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

을 세포배양육 연구개발에 뛰어들게 하는 계기가 된다. 그 중 한 명인 조쉬 테트릭(Josh Tetrick)은 2020년 말 세계 

최초로 세포배양육의 식품허가를 얻어내고, 싱가포르에서 배양육 치킨을 판매하기에 이른다(CNA Singapore, Dec 

21, 2020). 바로 잇저스트(Eat JUST)의 이야기이다. 그리고 불과 몇 달 후인 21년 3월 12일, 이스라엘의 미트테크

(Meatech 3D)가 NASDAQ에 상장한다. 세포배양육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가 미국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세계 

최초의 일이다. 미트테크는 3D 프린팅을 통해 스테이크 등의 고부가가치 배양육을 생산하겠다는 사업계획을 공표했

다(Vegconomist, Mar 12, 2021). 하지만 아직까지 세포배양육은 비싸고,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으며, 일상에서 쉽

게 접할 수 없는 존재이다.

세포배양육 산업의 빠른 성장은 누구나가 예측하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가? 

기존의 축산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리고 어떤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몇몇 세

포배양육 업체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고민해 보았다. 특허 문건이 공개되어 기술 수준을 파악할 수 있었던 세포배양육 

회사를 선별하고, 그 중 언론에 노출된 빈도가 높은 곳으로 9곳을 선정하였다. 이 가운데 2곳은 해산물을 다루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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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동향의 파악을 위해 분석에 포함시켰다. 본문

에서는 이들 회사의 대략적인 이력을 설명하고, 특허 및 

기사를 통해 노출된 기술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세포배

양육 업계의 동향을 파악하고, 미래의 발전 양상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II. 본론

1. 모사미트(Mosa Meat)

2013년에 세계 최초로 세포배양육 시식회를 개최한 

네덜란드의 마크 포스트(Mark Post) 교수가 창업한 회

사이다. 2000년대 이전부터 이미 네덜란드 정부에서 배

양육 연구를 지원했음을 생각하면 세계 최초의 세포배

양육이 네덜란드 사람의 손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은 전

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 수혜를 받아 성장한 포스트 

교수의 연구팀 또한 이미 2009년에 실험용 마우스에서 

근육위성세포(myosatellite cell)를 분리, 배양접시 내

에서 근육을 만들고, 그 결과를 학계에 보고한 바 있다

(Boonen 등, 2009). 하지만 세포배양육 시식회를 뒤

에서 후원한 것은 미국의 자본이었다. 미국의 세포배양

육 씽크탱크인 뉴하비스트(New Harvest)가 미래 식량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구글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

(Sergey Brin)을 포스트 교수와 연결시켜 주었고, 포스

트는 브린의 연구비 지원으로 약 2년간에 걸친 세포배양

육 시식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다.     

이후 포스트 교수는 2015년 모사미트를 창업하고, 세

포배양육 생산의 기본적인 컨셉을 공개하였다. 가축의 

근육조직에서 근육위성세포를 분리하고, 콜라겐 등으

로 만든 기둥을 둘러싸도록 배양하면 근육위성세포가 근

섬유로 분화하면서 링(ring) 형태를 띠게 되는 개념이

다(Mosa Meat Facebook, 2019). 이러한 링을 약 2만

개 정도 모아서 만들었던 것이 시식회 당시의 햄버거 패

티였고, 버거 패티 하나에 33만 달러, 즉 300만 달러/kg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었다(New York Times, Aug 5, 

2013). 모사미트의 2019년 특허를 살펴보면 동일한 링 

형태의 근섬유를 다량으로 생산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

하고 있다(Breemhaar 등, 2019 특허). 따라서 모사미

트는 해당 방법을 더욱 발전시켜 배양육의 대량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근육세포 세포주

나 유전자 조작된 근육세포에 관한 특허 또는 기사를 내

지 않는 것을 보면 지속적으로 축산 농장에서 축우를 공

급받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모델

을 택하는 세포배양육 업체가 앞으로도 많을 것으로 생

각되며, 이 경우 품질관리를 위해 축산 농장과의 지속적

인 협업관계가 중요할 것이다. 축우 개체마다의 세포품

질 편차가 크기 때문에 대량생산 시 최종산물의 재현성

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아마도 근육위성세포를 분리하

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하리라 예상된다.   

2.   멤피스미트(Memphis Meat, 21년 5월에 

Upside  Foods로 사명 변경)

미네소타대학병원의 심장전문의로 일하던 우마 발레

티(Uma Valeti)와 생물학자 니콜라스 제노비스(Nicho-

las Genovese)가 2015년 창업하였다. 본사는 미국 캘리

포니아 버클리에, 창업 초기의 이름은 크레비푸드(Crevi 

Foods)였다. 근육세포를 보조물질에 고정 후 수백 마이크

로미터 두께의 시트(sheet) 형태로 키우는 방식을 핵심기

술로 가지고 있다(Leung 등, 2020 특허). YAP1 등의 단

백질 발현을 조절하여 세포배양육 시트의 두께를 두껍게 

하는 방법도 특허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Genovese 

등, 2018 특허), 시트 형태로 세포배양육을 대량 생산하

는 방법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생각인 것으로 판단된다. 

세포 성장에 필수적인 아미노산인 글루타민은 세포배

양육의 대량배양에 있어 골치 아픈 존재인데, 배양액 내

의 글루타민이 저절로 독성물질인 암모니아로 분해되기 

때문이다. 멤피스미트의 특허 중에는 유전자 조작을 통

해 세포에 글루타민 합성효소(glutamine synthesase)

를 과발현시키는 방법이 있는데(Genovese 등, 2019 특

허), 글루타민에 의한 암모니아 농도 상승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다. 글루타민 합성효소를 근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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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에 과발현시키면 배양액에 글루타민을 안 넣거나 적

게 넣어도 되고, 분해산물인 암모니아의 농도도 낮아져 

근육세포를 더 높은 밀도로 키워낼 수 있다. 해당 특허

는 가축의 근육세포를 배양기 내에서 대량으로 배양하

기 위한 목적이라고 판단된다. 실제로 멤피스미트는 파

일럿 스케일의 배양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Quartz, May 13, 2020). 하지만 특허를 좀 

더 살펴보면 불멸화를 위해 유전자가위 기술을 이용, 유

전자 조작된 세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Genovese 

등, 2017 특허). 위에서 언급한 글루타민 합성효소 과발

현 전략도 결국 불멸화된 세포주가 있어야 가능하다. 따

라서 적어도 실험실 조건에서는 유전자 조작된 세포주

(GMO)를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미트테크 (Meatech 3D)

2021년 3월 12일 세계 최초로 미국 NASDAQ에 상장

한 이스라엘의 세포배양육 회사이다. 이미 이스라엘 증

권거래소에는 약 1년 전인 2020년 4월 16일에 상장한 

상태였다. 미트테크의 창업자 샤론 피마(Sharon Fima)

는 원래 프린터 관련 업계에 있던 사람이며 잉크젯 프

린터에 관한 연구경험을 다소 보유하고 있다. 자연스레 

3D 프린팅 기술을 접목한 세포배양육 생산을 주력으로 

하게 된 듯하다. 세계 최초로 NASDAQ 시장에 오른 세

포배양육 회사가 이스라엘 회사라 의아한가? 이스라엘

은 국가차원에서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특히 3D 

프린팅 기술이 세계 일류 급이고, 식량안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국가로 이미 다수의 세포배양육 스타트업이 세계

를 무대로 활약하고 있다.

미트테크는 3D 프린팅 기술을 강조하며 상장에는 성

공했지만 경쟁업체에 비해 3D 프린팅 기술이 독보적

으로 뛰어난 수준은 아니다(그림 1). 미트테크의 진가

는 다른 곳에 있다. 상장 직전 미트테크는 피스오브미

트(Peace of Meat)라는 벨기에의 작은 세포배양육 회

사를 인수 합병한다(Vegconomist, Dec 9, 2020). 피

스오브미트는 식품유래 성분을 이용하여 섬유아세포

(fibroblast) 또는 중간엽줄기세포(mesenchymal stem 

cell)를 지방으로 교차분화시키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배양이 쉬운 섬유아세포 등을 사용, 동물성 지방

을 얻고, 이를 식물성 대체육에 섞어 풍미를 향상시키

는 전략을 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다른 이스라엘의 세

그림 1. 3D 프린팅을 이용한 세포배양육의 예시 

(A) MeaTech 3D (Ynet News, May 27, 2020), (B) Redefine Meat 

(Business Insider, Sep 1, 2020), (C) Aleph Farms (Food Ingredients 

First, Feb 10, 2021), 셋 모두 이스라엘 소재의 업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Redefine Meat은 세포배양육을 다루긴 하지만 식물성 대체육을 

주력으로 한다.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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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배양육 회사인 퓨처미트(Future Meat Technologies)

가 택한 전략과 유사하다. 미트테크의 특허를 살펴보면 

제대혈줄기세포(umbilical cord derived msenchymal 

stem cell)를 세포배양육 생산에 사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Fima 등, 2020 특허).

참고로 미트테크에 합병된 피스오브미트의  임원진을 

살펴보면 세포배양육 업계에서 제법 유명한 사람의 이

름이 보이는데, 바로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의 교수

인 폴 모즈디악(Paul Mozdziak)이다. 폴 모즈디악은 뉴

하비스트의 지원으로 가금류 세포주를 구축하고, 이를 

이용한 세포배양육 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잇저스트

(Eat JUST)의 세포배양육 프로젝트에도 초기에 관여하

였다. 대표적 업적으로는 인위적 조작없이 불멸화된 칠

면조 근육세포 세포주 MG-1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초기에 뉴하비스트 보고서에 언급된 이후 공개

되지 않고 있다. 지금은 뉴하비스트 홈페이지에서 노출

되지 않는 상태이다. 

4. 퓨처미트 (Future Meat Technologies)

예루살렘 헤브루대학(Hebrew University of Jeru-

salem)의 교수 야코프 나미아스(Yaakov Nahmias)가 

2018년 설립한 회사이다. 2019년에 글로벌 식품유통업

체인 타이슨푸드로부터 약 150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급

부상하였다. 원하는 특정조직(예: 근육)에서 유래하지 

않은 세포라도 세포 내 신호전달 조정물질을 처리, 원

하는 조직과 유사한 형태로 분화시키는 것을 교차분화 

(transdifferentiation)이라 부르는데, 생명공학 분야에

서는 이미 알려져 있는 현상이다(Qin 등, 2017). 퓨처미

트는 이러한 교차분화를 이용하여 근육 또는 지방을 체

외에서 배양하고자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다만 식품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려면 생명공학에서 사용하던 화학

물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배양과정에 사용

되는 주요 원료를 식품원료로 대체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

다. 현재 퓨처미트는 식품원료만을 이용하여 섬유아세포

를 지방으로 교차분화시키는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

다(The Spoon, Nov 29, 2020). 아직 식품원료만을 이

용한 근육 교차분화에는 성공하지 못한 듯하다. 퓨처미

트에서 사용하는 세포는 인위적인 조작없이 불멸화된 섬

유아세포라는 점이 독창적이다. 관련된 특허를 살펴보

면 닭에서 유래한 섬유아세포를 지속적으로 계대배양하

면서 일부러 세포의 생존에 불리한 환경을 만들고, 살아

남아 변화된 (유전자 서열이 변한) 세포를 선별하는 방

법으로 제작한 듯하다(Nahmias, 2018 특허). 불멸화

된 섬유아세포는 분열속도가 빠르고 변화없이 지속적으

로 분열하므로 대량생산에 유리하다. 동일한 방법이 섬

유아세포가 아닌 근육유래의 세포에서도 통한다면 좋겠

지만, 쉽지는 않았던 듯하다. 참고로 근육유래 세포주인 

피스오브미트의 MG-1은 근육유래 세포가 인위적 조작

없이 불멸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초기에 보고된 이

후 현재는 추가적인 검증연구가 없는 상태이다. 퓨처미

트는 대량 생산을 위해 부유배양 방식을, 지방 분화를 

위해 올레인산 및 PPARg 활성물질을, 최종 조직화를 위

해 식물성 단백질 기반 지지체를 사용하고 있다(Nahmias, 

2018 특허). 최근에는 소태아혈청(fetal bovine serum)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로 $66/kg의 생산단가에 도달했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다(Green Queen, Feb 4, 2021). 앞으로

도 지속적인 생산단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5. 수퍼미트 (SuperMeat)

이스라엘의 이도 사비르(Ido Savir)가 2015년 창업하

였다. 다른 세포배양육 회사와는 달리 인디고고(Indie- 

gogo)라는 펀딩회사를 통해 클라우드펀딩으로 초기자

금을 유치하였고, 이후 유럽 최대의 가금류 유통회사인 

PHW의 투자를 받으며 성장하였다. 2020년 11월 초 닭

고기 배양육 시식을 항시 할 수 있는 레스토랑을 오픈

하였다가, 코로나 확산으로 잠시 휴업 후 2021년 4월에 

재개장하였다. 레스토랑의 한 쪽을 유리벽으로 제작하

여 유리 너머로 배양육이 생산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식

사를 할 수 있어 인상적이다. 수퍼미트에서 공개한 자료

를 보면 대략 1,000리터 급의 배양기를 운영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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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The Guardian, Dec 4, 2020).

수퍼미트의 특허를 살펴보면 근섬유를 형성시키지 않

고 분화하지 않은 세포 그대로를 식품원료로 사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수퍼미트의 시식용 제품은 식물

성 대체육에 동물성 세포가 혼합된 하이브리드 세포배양

육이며, 이때 동물성 세포의 혼입률은 30%을 넘지 않는

다고 한다. 닭의 배아줄기세포주를 스타터세포로 사용

하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나(Savir 등, 2018 특허) 현

재는 퓨쳐미트와 유사한 방식으로 유전자 조작없이 불멸

화된 세포주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비공개자료).

6. 알레프팜스 (Aleph Farms)

이스라엘 테크니온 공대의 슐라밋 레벤버그(Schulamit 

Levenberg) 교수가 2017년 창업하고, 거대 식품유통회

사 카길(Cargill) 등의 투자를 받아 성장하였다. 2020년 

3월에 네이처의 식품관련 자매지인 네이처 푸드(Nature 

Food)가 창간되었는데, 이 창간호에 투고한 논문을 통

해 특허로 등록해둔 핵심기술을 상당부분 공개하였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콩으로부터 기름을 짜고 남은 물

질인 대두박(textured soy protein)을 근육세포의 지지

체로 사용할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 저렴한 식품원료인 

대두박에 실제 소에서 채취한 근육세포를 배양하여 세포

배양육을 만들고, 시식까지 하는 과정을 논문에 담았다. 

종종 동물세포가 성장하면서 지지체가 부스러지는 경우

가 있는데, 축우 유래 다양한 세포를 섞어 배양하면서 

지지체가 부스러지지 않는 조건도 제시하였다. 그리고 3

차원적 성장이 일어나는 지지체 내에서 최초로 근섬유

의 분화를 보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다

만 대두박에는 세포가 잘 부착하지 않아 fibrin gel을 추

가로 사용하여 세포를 배양해야 한다는 한계점이 드러나

기도 했다(Ben-Ayre 등, 2020).      

위에서 언급한 논문 및 관련특허를 보면 알레프팜스

는 축우에서 채취하는 근육조직을 일차배양(primary 

culture)하여 세포배양육의 스타터세포로 사용하여 왔

다. 하지만 최근에는 만능줄기세포(배아줄기세포; em-

bryonic stem cell 또는 유도만능줄기세포;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의 사용도 염두에 두고 있는 듯

하다(Lavon 등, 2020 특허). 

7. 잇저스트 (Eat JUST)

잇저스트는 2011년에 창업한 회사로 미국 샌프란시

스코에 본사가 있다. 2016년에는 식물성 대체육(달걀과 

마요네즈)를 생산하는 회사로서 이미 유니콘(자산가치 1

조원 이상)의 반열에 오른 상태였는데, 이 무렵 제이크 

프로젝트(Jake project)라는 세포배양육 생산 프로젝트

를 시작하며, 세포배양육 관련 기술도 보유한 기업이 된

다. 잇저스트는 닭고기 배양육을 주력으로 한다. 2020

년 12월 싱가포르의 SFA(Singapore Food Agency)로

그림 2. 수퍼미트에서 운영하는 배양육 치킨 시식용 식당의 전경

(A) 시식코너에서 배양육 치킨버거를 들고 있는 수퍼미트 창업자 이도 사비

르와 유리벽 너머의 배양육 제조공간. (B) 배양육 제조공간의 배양기 사진. 

(출처: The Guardian, Dec 4, 2020)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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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동향 세포배양육 연구개발 산업계 동향

부터 세계 최초로 세포배양육의 식품허가를 받은 3개

의 회사 중 하나가 되었고, 그 이후 유일하게 실제 판매

까지 행보를 이어간다. 언론을 통해 언급한 내용을 보면 

불멸화된 세포를 부유배양시키고, 근섬유로의 분화없이 

식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허를 살펴보면 유전자 조

작을 통해 불멸화된 섬유아세포 및 유전자 조작없이 저

절로 불멸화된 섬유아세포 모두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Mullen 등, 2020 특허). 실제 배양육의 생산은 수퍼미

트, 퓨처미트와 유사하게 GMO가 아닌 세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8. 쉬오크미트 (Shiok Meats)

2018년 싱가포르에서 산드야 스리람(Sandhya Sri-

ram)과 카이 링(Ka Yi Ling)이 창업한 갑각류 세포배양

육 제조 스타트업이다. 2020년 말 잇저스트와 함께 새

우 딤섬을 식품으로 허가받았다. 축산동물 유래 배양육

과 비교하여 비용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깨끗한 환경

에서 배양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동남아시아에서 

소비되는 새우 또는 갑각류의 오염 문제가 심한 편이기 

때문이라고 한다(Unreasonable homepage, accessed 

Apr 15, 2021). 복수의 국내 회사도 쉬오크미트에 투자

한 것으로 파악된다(비공개자료).

쉬오크미트의 특허에 유전자 조작을 통한 세포 불멸화

가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GMO 세포주를 적어도 실험

단계에서는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대량생산은 

부유배양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지체를 사용한

다는 언급은 없다(Sriram 등, 2020 특허). 

9. 와일드타입 (WildType)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가 있고 2016년 설립되었

다. 연어 배양육을 만들어 초밥 등의 제품을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초밥을 선택한 이유는 비싼 값을 받

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재 와일드타입의 기술 

수준으로는 물이 끓는 온도에서 연어 배양육의 형태가 

망가지기 때문이기도 하다(Veg News, Jun 19, 2019). 

특허를 살펴보면 물고기의 알에서 스타터세포를 얻는

다는 언급이 있고, 유전자 조작을 시행하여 체외에서의 

수명을 늘리며, electrospinning 방식으로 제작한 지지

체를 사용하는 듯하다(Elfenbein 등, 2020 특허). 

III. 결론

세포배양육의 산업계 동향을 주요 업체인 모사미트, 

멤피스미트, 미트테크, 퓨처미트, 수퍼미트, 알레프팜

스, 잇저스트, 쉬오크미트 및 와일드타입에 대해 기사 

및 특허를 중심으로 살펴보며 파악하고자 하였다. 기존

의 축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은 세포배양육의 

원료가 되는 세포의 획득 방법이라 판단된다. 배양 과정

에서 인위적 조작없이 불멸화되어 GMO 이슈로부터 자

유로운 세포주를 이용하는 회사로는 퓨처미트가 있고, 

미트테크, 수퍼미트, 잇저스트도 유사한 방법을 택할 가

능성이 보인다. 유전자 조작된 세포주에 관한 특허를 보

유한 회사로는 멤피스미트, 쉬오크미트, 와일드타입 등

이 있다. 물론 실제로 상품을 출시할 때는 GMO 이슈를 

피해 다른 방식으로 세포를 배양하리라 생각한다. 모사

미트, 알레프팜스 등은 세포배양육 생산을 위해 매번 세

포를 살아있는 동물에서 채취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러한 방식으로 얻은 세포를 회사 자체의 노하우로 분리

배양 후 대량으로 증식시켜 세포배양육을 만들게 될 것

이며, 기술적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다수의 후발주자

들이 따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세포를 매번 가축에서 획득하든, 또는 인위적 조작

없이 불멸화된 세포주를 사용하든 우량한 품질의 가축

을 보유한 곳이 유리한 상황이다. 즉, 세포배양육 업계

는 기존의 축산업과 공존해야만 상호발전이 가능한 상태

에 놓여있다고 판단된다. 좋은 종자를 확보하여 곡물의 

생산량을 끌어올리듯, 좋은 세포(주)를 확보하여 세포배

양육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미래에는 좋은 

세포(주)에 대한 경쟁이 심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일

례로 잇저스트는 일본의 와규 품종 확보를 위해 토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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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농장과 지속적 공급에 관한 제휴관계를 맺기도 하였

다(Veg News, Dec 11, 2018). 추후 한우, 한돈, 토종

닭 등에 대해서도 비슷한 협력관계가 구축될 가능성이 

있다. 

세포배양육 산업이 성장이 기존의 축산업을 빠른 속도

로 잠식할 것이라는 미래예측도 있지만(Food Naviga-

tor, Sep 17, 2019), 이는 매우 과격한 편에 속한다. 전

반적인 업계의 예측은 전통적인 방식의 축산물과 새로이 

등장하게 될 세포배양육 방식의 축산물이 공존하게 된다

는 쪽이다(Tabledebates, 17 Jun, 2019). 세포배양육이 

전통 축산물의 품질을 뛰어넘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하

지만 인구가 증가하며 전통 축산물은 생산단가가 상승, 

따라서 자연스레 고가의 프리미엄 시장을 장악하리라 생

각된다. 반대로 세포배양육 축산물은 기술발전에 이은 

생산단가의 하락으로 다짐육 등 하위 시장을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기존산업과의 공존을 위

해서는 전통적인 축산업계가 새로운 형태의 축산업으로 

자연스레 전환 또는 확장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

다. 초기에는 세포배양육 연구개발을 반대하던 카길이

나 타이슨푸드는 오히려 이를 주도하는 입장으로 바꾸면

서 축산업에서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게 되었다. 국내의 

경우 관(官)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축산업 자본을 세포

배양육 업계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게 세금 혜택을 부여

하거나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는 정책 등을 고려할 만 하

다. 신산업의 발전은 민간이 주도하지만 구산업과의 공

존은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세포배양육 업계의 전반적인 기술발전 양상을 살펴보

았을 때, 세포배양육의 기술발전은 기존 축산물의 품질

을 뛰어넘는 방향보다는 저비용으로 대량생산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늘어날 인

구를 먹여살리기 위해 기존 축산업과의 상호작용이 필요

한 부분이 존재한다. 미래를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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