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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사람의 영양에 있어 단백질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로 구분

된다. 이 중 동물성 단백질은 주로 육류, 수산

물, 우유 및 계란 등을 통하여 섭취가 이루어

지는데, 동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을 모

두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 단백질로 여겨

진다. 동물성 단백질은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활동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섭취되어야 하는

데, 육류를 지속적으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가

축에게 사료를 공급하여 일정기간 사육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전 세계 

곡물 생산량의 1/3이 가축 사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가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전 세계 총 배출량의 15%를 차지

하고 있다 (윤성용 등, 2021). 따라서 육류의 섭취는 많은 경제적 비용과 환경오염 및 도축과정에서의 동물복지 문제 

등과 연관되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육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에는 코로나 19 발생으로 

인한 육가공장의 폐쇄 등으로 대체육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대되고 있다.

대체육은 크게 육류의 줄기세포 및 근세포를 배양한 배양육 및 식물성 단백질을 이용한 식물성 대체육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기고문에서는 대체육 가공 기술, 영양 및 기능적 특성, 대체육과 동물복지, 균형 있는 육류소비 관점에

서 대체육의 현황과 미래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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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대체육 시장의 주요 스타트업 및 대체 단백질 시장 예측

출처: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8121468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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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대체육(Meat Analogue)이란

대체육이란 소, 돼지, 닭과 같은 육류를 대체하는 식품을 의미하며, 대체육의 유형에는 식물육(plant based meat), 

동물세포를 배양하는 배양육, 넓게는 식용 곤충까지도 대체육으로 구분하고 있다(Ahn 등, 2020; 맹진수, 2016; 윤

성용 등, 2021).

이 중 식물성 대체육은 주로 조직대두단백과 밀 글루텐, 소량의 전분, 채소 등으로 만든 순 식물성 제품이며 생리

활성 기능이 높은 대두 제품에 대한 시장 수요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Cho 등, 2017; Cho 등, 2020). 축산물

관련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전세계 식물성 대체육 시장 규모는 2010년 12억 달러에서 2020년 30억 달러까지 성장했

으며, 국내에서도 유통대기업들이 외국산 식물성 대체육을 수입해 자체 개발에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https://

www.nongmin.com/news/NEWS/ECO/COW/333938/view).

2. 식물성 대체육(Plant Based Meat Analogue)

식물성 대체육은 식물성 유사식품으로도 불리며, 식물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이용하여 식육과 비슷한 형태와 맛이 

나도록 제조한 식품을 의미하며, 육류에 비해 자원의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임과 동시에 대량 생산이 용이하

며 가격도 저렴한 편이다(Bonny 등, 2015; You 등, 2020). 이렇게 제조된 대체육은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 및 포

화지방산 함량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이현정 등, 2019), 채식주의자나 종교적 이유로 육류 섭취가 어려운 

이들에게 단백질 영양성분을 보충할 수 있는 대안 식품으로 시작하였다. 현재에는 채식주의자 외에도 일반인들에게

도 식물성 대체육이 널리 알려져, 제조 과정 중 특정 영양성분을 강화하거나 기능성 성분을 첨가함으로써 다양한 고

부가가치 대체육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식물성 대체육 개발의 선두 주자는 미국의 임파서블 푸드(Impossible Food)와 비욘드 미트(Beyond Meats)로 식물

성 단백질을 이용하여 햄버거 패티, 소시지 등 육류 대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데, 대두 추출 단백질을 주원료로 뿌

리혹 속 레그헤모글로빈으로 붉은 색깔을 내고, 코코넛과 해바라기 오일로 육즙을 대신하여 실제 육류와 유사한 맛

과 식감을 가지고 있다(박장환, 2020). 현재 미국에서 크게 성장하며 주목받고 있는 비욘드 미트(Beyond Meat)는 

100% 식물성 대체육으로 콩과 버섯, 호박 등에서 추출한 단백질로 만들어 단백질 함량은 높고 지방과 포화지방산 함

량은 낮다(https://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232).

국내 식품업계에서도 CJ 제일제당, 동원 F&B, 롯데푸드 등의 선도 기업들도 식물성 대체육의 개발에 관심을 가지

고 많은 연구를 진행 중이다.

표 1. 대체육 종류 및 정의

종류 정의

배양육 체외 배양을 통해 생산된 조직 또는 세포(줄기세포, 근세포)를 바탕으로 생산한 고기

식물성 대체육 식물, 해조류, 미생물 등에서 추출한 식물성 단백질 성분을 이용해 만든 고기

식용 곤충 식용이 가능한 곤충으로 국가별 차이가 존재

(자료 : 윤성용 등,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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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성 단백질은 일반적으로 무결정성 조직(amorphous structure)을 갖고 있어 단백질을 변형시켜 조직을 형성

해주는 조직화 공정이 필요하다(김철재, 2005). 식물성 대체육의 조직화를 위한 상용화된 가공 기술로 압출성형공정

(extrusion moulding method)이 대표적인데, 압출성형공정은 수분함량에 따라 고수분 압출(습식)과 저수분 압출(건

식)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식물성 대체육의 제조에는 고수분 압출 방식이 주로 사용되는데, 이는 조직이 팽화

되지 않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로부터 육류와 같은 조직감을 구현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Cheftel 등 1992; Wild 등 

2014). 

그림 3은 고수분 압출성형공정의 대표 모식도로, 식물성 단백질을 물과 혼합 후 압출기 내에서 가열하면서 스크류

의 회전에 의해 높은 압력으로 압출시키면 기계적 전단력 등 다양한 복합 작용에 의해 식육과 비슷한 가소성 및 신축

그림 2. 미국의 식물성 대체육 대표 브랜드

출처: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0/04/399193/, http://upinews.kr/newsView/upi202001300079

(a) 비욘드 미트社 식물성 소시지         (b) 임파서블 푸드社 식물성 패티

그림 3. 쌍축압출성형기를 이용한 식물성 대체육 고수분 압출성형공정

Liu 등, 2008, ACS Publications Clearance Center License Number: 506108077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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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갖는 조직감을 재현할 수 있다(Kwon 등, 2019). 이와 같은 압출성형공정은 경제성과 생산성이 뛰어나다는 장

점이 있어 다양한 대체육 제조에 활용되고 있다.

압출성형기술 이외에도 식물성 대체육 제조를 위한 신가공 기술로서 오믹히팅(Ohmic Heating) 기술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저자의 연구실에서 오믹히팅을 이용한 대두 단백질 대체육 제조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오믹히팅 가공

기술은 온도 상승이 빠르고, 온도 조절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식품을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가열시키는 장점이 있다

(Soisungwan 등, 2020). 이러한 균일하고 신속한 가열 특성을 가진 오믹히팅 기술에 압력 정형 시스템을 적용함으

로써 식물성 육류의 조직감을 구현하는 대체육을 제조할 수 있다. 오믹히팅에 의한 시료 내부에너지 발열을 통해 식

물성 단백질의 결착력을 강화하고, 압력 시스템으로 육류의 조직감을 형성함으로써 식물성 대체육의 효율적 생산이 

가능하며 실용화가 기대되고 있다. 

3. 배양육(In Vitro Meat)

배양육이란 가축을 사육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살아 있는 동물의 줄기 세포를 배양하여 세포공학기술로 세포 증

식을 통해 얻는 식용 고기를 의미한다(맹진수, 2016). 배양육 기술을 이용하면 에너지 소비량을 전통적인 가축 사육 

방식에 비하여 55% 수준으로 낮출 수 있으며(박윤제, 2019), 생산과정에서 배지 및 배양 조건을 조절하여 건강에 유

익한 육류를 선별하여 생산할 수 있다(이정민 등, 2018). 이러한 관점에서 세포배양육은 동물성 영양분을 제공해주

는 자원의 절약이 가능한 미래 식량 대체 기술이다(Choi, 2020). 

최근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내외 배양육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네덜란드 마크 포스트(Mark 

Post) 박사는 2013년 소의 줄기세포의 근육조직을 배양하여 만든 버거를 제조하였으며(Kwon and Kim, 2019), 미

국의 잇저스트(Eat Just)는 2020년 싱가포르에서 사상 최초로 배양육 닭고기 시판을 허가 받았다(https://www.

mk.co.kr/news/world/view/2020/12/1292131/). 배양육의 실용화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경제성이다. 2013년 

그림 4. 배양육 생산 과정

오승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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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Mark Post 교수가 세계 최초로 배양육 햄버거를 선보였을 때의 제조 비용은 무려 333,000달러에 달하

였다(Guan 등, 2021).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부분의 경우 현재 실험실 단계에서 소 · 닭의 근위성세포를 이용하여 배

양육을 제조하는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량생산을 위한 기술은 선도 업체 대비 미약한 수준이다(윤성용 등, 

2021). 배양육의 다양한 잠재적인 이점에도 불구하고, 식물성 대체육에 비해 생산과정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등 상용화를 위한 기술적 한계가 존재하여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이정민 등, 2018). 이와 더불어 배양육

의 동물 줄기세포와 혈장을 이용한 배양육의 생물학적 안전성에 관해서도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4. 대체육과 동물 복지

최근에는 반려동물 외에도 육류를 얻기 위하여 사육되는 가축에 대한 동물복지에 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대체

육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인간의 단백질 섭취를 위하여 굳이 동물을 도살하는 방법밖에 없는가

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육류를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의 필요성이 증대되며, 식물성 대체육 시장 성장의 주된 요인이 되

고 있다(An, 2019). 식물성 대체육이나 배양육이 상용화된다면 동물 복지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5. 대체육과 축산산업 

대체육의 활발한 연구와 더불어 대체육에 대한 명칭에 관하여 최근 들어 많은 논란이 발생되었다. 2021년 축산

관련단체협의회는 생산자단체 대표자 회의에서 대체육이라는 명칭을 새롭게 변경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냈는데, 

고기가 아님에도 ‘육’이라는 표현때문에 육류 연관 상품으로 오해한다는 것이 축단협의 주장이다(https://www.

nongmin.com/news/NEWS/ECO/COW/333938/view). 대체육의 문제점 홍보와 관련해 동물복지단체와 채식주

의자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https://www.amnews.co.kr/

news/articleView.html?idxno=45335). 외국의 경우에도 미국 및 유럽에서 대체육의 명칭을 두고 전통 축산업계와

의 갈등이 발생하였는데, 미국은 전통 축산방식으로 획득한 육류만 ‘고기’라고 부를 수 있는 육류광고법을 제정하였

으며, 유럽 농업위원회는 비건 식품에 붙여졌던 ‘소시지’, ‘버거’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윤성용 등, 

2021). 축산 관련 업계나 학계에서는 현재까지 사용되어 온 대체육을 다르게 명칭할 수 있는 용어의 선정이 필요하다

는 데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에 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요구된다. 

Ⅲ. 결론

대체육은 전통적인 축산 방식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식물성 단백질 또는 배양육 등을 대안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영양에 필수적인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하여 새롭게 개발된 식품이다. 이러한 대체육은 식물에서 추출된 단백

질을 이용하여 식육과 유사한 맛과 식감이 나도록 제조한 식물성 대체육과, 살아 있는 동물의 줄기세포를 배양하여 

세포 증식을 통해 식용이 가능한 육류를 만드는 기술로 구분된다. 이 중 식물성 대체육은 주로 압출성형 방식을 이용

하여 생산되며, 높은 생산성으로 인하여 현재 실용화되어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다. 배양육의 경우, 일부 실용화되어 

시장에 출시된 제품도 있지만, 높은 생산비용으로 인하여 대다수의 경우는 실험실 수준에서의 연구에 그치고 있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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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다. 대체육은 가축의 사육 및 도축과정에서 오는 동물 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전통적인 축산방식에서 발생되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배양육 등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았고 축산 방식도 현재는 보다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개선되고 있어, 대체육이 기존의 육류 섭취 방식을 완벽

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체육이란 용어 자체도 소비자에게 일부 혼란을 

야기하고, 축산산업의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할 수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전세계적으로 대체육 연구과 산

업이 크게 발전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와 전통적인 축산 방식과의 공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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