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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푸드테크 시대의 도래 

∙ 식품산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되고 융·복합되면서 식품의 생산, 제조, 가공, 유통, 소

비 전 분야에 걸쳐 푸드테크 혁명(FoodTech Revolution)이 일어나고 있다. 세계 시장조사 기

관들은 글로벌 푸드테크 시장이 연평균 6~8%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국

내 푸드테크 시장도 약 61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 푸드테크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요인은 ①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식품 제조, 가공, 외식, 유

통, 소비 전 분야와 접목되면서 융·복합 연계성이 커졌으며, ② 윤리적 소비, 가치소비에 

한 인식이 높아짐과 동시에, 육류를 체할 수 있는 체식품에 한 소비 수요가 급증하였

고, ③ 식품 제조 및 서비스 부문에서 최저임금 상승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비스 로

봇 등 무인화 시스템의 도입 필요성이 증가하였고, ④ 고령화 추세, 초개인화 소비성향 등으

로 개인의 건강·영양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식단에 한 수요 급증하였으며, ⑤ 코로나19 팬

데믹으로 인한 비 면 식품 구매/주문/배달 서비스 수요의 폭증 등이 주요 요인이다. 

2) 푸드테크 시장 및 정책 동향

∙ 식물공장은 유럽 등 해외에서 먼저 상업화에 접어들었다. 유럽의 식물공장은 자동화 설비를 

갖춘 유리온실 형태이며, 엽채류, 허브류, 분화류, 절화류, 과채류 등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국내 식물공장 시장규모도 2015년 1,800억 원에서 2020년 3,576억 원으로 빠르게 성장하였

으며, 전체 스마트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5.0%에서 6.6%로 증가하였다. 

∙ 최근 소비자 개인의 건강과 가치관 등의 다양한 이유로 인해 채식주의자가 증가하고 있으

며, 이와 함께 체식품 시장도 성장하였다. 세계 체식품 시장규모는 2019년 103.5억 달

러에서 2021년 123.3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향후 연평균 9.5%씩 성장하여 2025년에는 

178.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국내 체식품 시장 역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

로 보인다. 이와 같은 체식품 시장 성장에 응하여 현재 국내 표 식품 제조기업 및 유통

기업은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여 제조·판매하고 있다. 



∙ 농산물 및 식품의 유통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기존 시장을 선도하던 형 온라인 식품 플랫

폼 외에도 다양한 신규 플랫폼이 확  추세이며, 국내에서도 국내 푸드테크 유니콘 기업(기

업가치 1조 원 이상)은 모두 유통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세가 빠른 상황이다. 

∙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 되면서, 전세계 식품 배달시장이 급격히 성장했다. 음

식 배달 어플리케이션 등은 푸드테크 산업 내에서 가장 큰 성장을 이룬 분야 중 하나다. 전 

세계 온라인 식품 배달 시장 규모는 2022년 1,302억 달러에서 연평균 9.4%로 성장해 2027

년 2,23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음식 배달서비스 거래액 역시 2017년 2조 

7,326억 원에서 2021년 25조 6,783억 원으로 연평균 75.1% 증가하였다. 

∙ 식품제조와 외식시장, 배달시장에서의 무인화 시스템과 로봇의 도입은 특히 최근 들어 급속

히 늘어나고 있다. 글로벌 푸드 로봇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19억 달러로, 연평균 

13.1%로 성장해 2026년 약 4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며, 국내에서도 역시 ‘서빙로봇’, '조리 

로봇' 등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 2022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첨단 식품 기술(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12월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푸드테크 정책과’를 신설하였다. 또한, 푸드테크 산업 정의 

및 진흥을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다.

3) 푸드테크 관련 인식 및 활용 실태 

∙ 최근 실시한 소비자 조사 결과, 56.4%가 식물공장에 해 인지하고 있으며, 29.4%는 식물공

장 농산물 구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물공장 농산물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

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며, 항목별 중요도는 ‘안전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서비스용 로봇 인지 여부에 한 소비자 조사 결과, 95.0%가 이미 서비스용 로봇에 해  알

고 있으며, 이용 경험에 해서는 무인주문기가 8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빙로봇

이 61.1%로 나타났다. 유경험 소비자의 만족도는 무인주문기, 서빙로봇 순으로 나타났다. 

∙ 외식업체 조사 결과, 푸드테크 기술별 사용여부는 ‘배달앱/배달 행’이 가장 높고, ‘무인주

문기’ , ‘예약앱’ 순으로 나타났으며, 업주의 만족도는 평균 70.7점으로 나타났다. 향후, 사용 

의향에 해서는 ‘무인주문기’가 가장 높고, ‘예약앱’, ‘배달앱/배달 행’, ‘조리로봇’, ‘서빙

로봇’, ‘육류 체식품’의 순으로 나타났다. 



4) 푸드테크 확산 및 영향 전망

∙ 최근 실시한 국내 식품, 외식, 스마트팜 분야 전문가  FGI 조사 결과, 푸드테크 산업에서 인

공지능(AI)과 빅데이터, 로보틱스는 부분의 밸류체인 상에서 높은 중요도와 파급력을 가

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푸드테크 생태계 형성 과정에서 가장 먼저 인프라가 구축되

는 분야는 소매/배송/소비 부문으로, 2030년에는 80%에 가까운 인프라 구축 수준을 보일 것

으로 전망되었다. 

∙ 2040년에 이르면 현재 푸드테크 전체 시장 규모 비 약 1.8~2.3 배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그중 체식품 분야의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평가되었다. 고용률에 있

어서는 푸드테크 산업의 혁신이 성공적으로 확산된다고 전제했을 때, 이전 10년과 비교하

여 체식품, 유통/물류, 외식/조리서비스, 소매/배송/소비 4개 분야는 증가하고, 원재료 생

산 및 식품/가공 2개 분야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분야별 푸드테크 전문가들은 푸드테크 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트렌드로 ‘고령화, 건강

(영양)에 관한 관심 증가’를 꼽았으며, ‘인구의 변화와 식량 생산, 동물사육의 한계’ 또한 매

우 높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5) 푸드테크 발전과제

∙ 국내 수직형 농장 설치와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계 부처 등 각 기관에서 세밀

한 논의를 거쳐 스마트농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입지의 범위, 시설의 규모 등에 한 가이

드라인을 먼저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체식품에 해서는 현재 일부 식물성 체식품이 생산되어 판매되고 있으나 아직 식물성 

체식품 유형이 구분되지 않아 국내 생산·판매액, 수입·수출액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

라서, 식물성 체식품, 배양육 등에 한 원재료 및 제조·가공기준, 식품유형 규정, 식품 표

시기준,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 등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 플랫폼 산업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규제 필

요와 규제 완화에 한 의견이 갈리고 있으며,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에 해 자율규제를 추

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으로, 해당 규제에 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충분한 논의와 신중

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 푸드테크 로봇 중 규제 이슈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문은 배달로봇이다. 자율주

행 배달로봇은 도로교통법, 생활물류법, 공원녹지법,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인해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1년 4월 정부는 ‘2021년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며, 2022년 8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 

∙ 현재 국내 푸드테크 스타트업 규모는 해외 국가에 비해 상 적으로 적은 편이나, 그간 축적

된 IT 기술을 활용한 푸드테크 스타트업 발생 및 성장 가능성은 크다. 국내 푸드테크 스타트

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체식품,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표적으로, 푸드테크 원천기술 및 소

재 개발을 위한 스타트업 상 R&D 투자 확 , 금융 인프라 조성, 선제적 규제 개선 및 가이

드라인 제시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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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테크 시대의 도래01

1.1. 푸드테크 시장 성장과 요인

∙ 식품산업에 인공지능(AI)과 로보틱스, 3D프린팅, 블록체인, 빅데이터, 바이오테크

(BT) 등 첨단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되고 융·복합되면서 식품의 생산, 제조, 가공, 

유통, 소비 전 분야에 걸쳐 혁명적인 변화, 즉 푸드테크 혁명(FoodTech Revolution)이 

일어나고 있다.  

∙ 푸드테크는 식품과 기술의 융합 분야로서, 식품 관련 식재료인 농림수산물의 생산·공급

에서부터 식품 제조, 가공, 조리, 유통, 판매, 배달, 소비에 이르는 밸류체인 전 분야에 

AI, IoT, 3D프린팅, 로보틱스, BT 등 ICT 혁신 기술을 접목하여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분야이다.

∙ 푸드테크는 특히 2015년부터 각광을 받기 시작하여 푸드테크 스타트업에 한 세계적

인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푸드테크는 세계 초  규모의 전자/IT 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에서 푸드테크 관련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가 시연되어 큰 관심을 받

았으며, CES 주최사 CTA(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는 2022년 5  키워드 중 

하나로 푸드테크를 선정하였다.

∙ 닛케이BP종합연구소 등 세계 시장조사 기관들은 글로벌 푸드테크 시장이 연평균 

6~8%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지역별로는 북미 시장 비중

이 1,110억 달러(30.8%), 유럽 950억 달러(26.4%), 아시아·태평양 900억 달러(25.0%), 

기타 640억 달러(17.8%)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 푸드테크 유니콘 기업 지역별 비중은 미국이 34%, 중국이 24%를 차지하며, 영국은 

12%, 인도 9%, 독일 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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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푸드테크 시장도 약 61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17년에서 2020년 간 매년 

30%를 훌쩍 넘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국내 농식품 산업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

으로 기 되고 있다.1)

그림 6－1.  기관별 글로벌 푸드테크 시장 규모

단위: 십억 달러

<닛케이BP종합연구소 푸드테크 시장 전망> <푸드테크 유니콘 기업 지역별 비중>

자료: 닛케이BP종합연구소(2018: 19); digitalfoodlab 홈페이지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이와 같은 푸드테크의 성장을 견인한 몇 가지 촉진 요인은 다음과 같다. 

- 첫째,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식품 제조, 가공, 외식, 유통, 소비 부문의 비즈니스의 기술

적 수요에 부합하여 기술과 산업이 접목하여 융·복합 연계성이 커진 데 있다. 

- 둘째, 윤리적 소비, 가치소비에 한 인식이 높아짐과 동시에, 동물성 단백질인 육류

를 체할 수 있는 체식품에 한 소비 수요가 급증한 데 있다. 이는 식품 기업의 

ESG 경영의 핵심 키워드인 식품의 지속가능성(Food Sustainability) 실천과도 맞닿아 

있다. 

- 셋째, 식품 제조 및 서비스 부문에서 최저임금 상승과 인력난이라는 이중고를 해소하

기 위하여 서빙로봇, 제조로봇, 무인화 시스템 등의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고된 

육체작업 환경에서 벗어나 편리한 노동환경을 추구하는 측면의 필요성도 크다. 

- 넷째, 고령화 추세, 초개인화 소비성향 등이 개인의 건강·영양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식단에 한 수요 급증,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비 면 식품 구매/주

문/배달 서비스 수요의 폭증이 주요 요인이다. 

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2.12.14.).“푸드테크 발전방안 발표”(검색일: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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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범위와 목적 

∙ 향후 국·내외 푸드테크 시장은 스마트팜 및 식물공장의 정밀농업 시스템과 수확로봇, 

단백질 체식품, 식품 제조 및 조리/서빙 부문의 로봇, 판매의 무인화 시스템 등을 중심

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당 부문은 기술의 발전, 소비자의 접근성과 

수요 그리고 환경적인 여건이 만나는 영역에 놓여있기도 하다.

∙ 푸드테크 산업의 분야를 규정함에 있어,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식

품 밸류체인 상의 활동 분야를 바탕으로 9개의 카테고리, 7개의 기술로 구분하였으며, 9

개의 활동 분야를 원재료 생산, 체식품, 식품가공, 유통 및 물류, 외식 조리 및 서비스, 

소매/배송/소비 등 5개로 범주화하였다. 관련 핵심기술은 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로

보틱스, 인공지능(AI), 생명공학(BT) 등이 있다. 

그림 6－2.  식품 밸류 체인과 푸드테크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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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에서는 5개의 카테고리와 연관된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식물공장, 체식품, 온라

인 플랫폼, 조리 및 서빙 로봇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푸드테크의 혁신적인 트렌드를 살

펴보고 미래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 이를 준비하기 위하여 민간, 학계, 정책 전문가를 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실시하여 푸드테크 시장 전망치를 도출하였으며, 소비자, 외식업체를 상으로 설문조

사를 통해 푸드테크 인식과 수요를 조사하였다. 또한 미래 푸드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및 진흥책 측면에서 정책과제에 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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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테크 시장 및 정책 동향02

2.1. 주요 푸드테크 분야의 시장 및 기술 동향 

2.1.1. 식물공장

∙ 식물공장은 광, 온·습도, 배양액 성분 등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외부기상의 영향을 전

혀 받지 않는 밀폐된 시설 내에서 작물을 재배한다. 이를 위하여 인공광원인 LED, 생육

환경 자동제어를 위한 ICT, 최적의 생장조건 제시를 위한 BT, 오염방지 및 자원의 재활

용을 위한 ET 기술 등이 종합적으로 적용되어, 실로 자본과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팜의 

형태로 볼 수 있다(콜드체인 뉴스 2022.08.02). 

∙ 식물공장을 유지하는 핵심기술은 식물을 의미하는 ‘PLANT’로 장소(P, Place), 빛(L, 

Light), 자동화(A, Auto), 양분(N, Nutrient), 그리고 온도(T, Temperature) 등 5가지로 표

현된다. 

∙ 식물공장은 유럽 등 해외에서 먼저 상업화에 접어들었다. 유럽의 식물공장은 자동화 설

비를 갖춘 유리온실 형태이며, 엽채류(상추 등), 허브류(바질 등, 피트블럭에 파종 및 육

묘), 분화류, 절화류(튤립, 백합, 장미 등), 과채류(토마토 등)를 주로 생산하고 있다. 

- 네덜란드 식물공장의 표 기업인 플랜트랩(PlantLab)은 세계 최 의 수직 농업센터

로 태양 신 LED 조명으로 빛을 생성하고, 물을 재순환시켜 허브, 토마토 등을 재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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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1 ]  식물공장의 핵심기술

핵심기술 내용

장소(P)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작물재배 가능한 생산 시스템임.
▪수직 건물 재배도 가능하며, 50층 식물공장을 지어 작물을 재배할 경우 5만 명분의 식

량 생산이 가능함.

빛(L)
▪식물공장에 이용되는 빛은 태양광과 인공 광, 혼합 광으로 구분됨. 
▪최근에는 인공 광인 LED(Light emitting diode)를 활용하는 시설이 증가 추세임.

자동화
(A)

▪자동화(A)와 로봇기술 개발로 작물재배 작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음. 
▪식물공장 안에서 묘종을 옮겨 심는 로봇이 이용되고 있으며, 파종에서 수확까지의 과정

을 자동화하는 자동이동 시스템의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음.

양분(N)
▪작물의 생장과 결실에 필요한 양분을 포함하고 있는 영양액이 이용됨. 
▪영양액을 사용할 경우 토양 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필요할 때 요구되는 양만큼의 

공급이 가능함.

온도(T)
▪온도 조절을 통한 작물생육의 최적 조건을 제공하여 모든 기후대 작물의 재배와 수확이 

가능한 시대가 열리고 있음. 
▪신재생에너지로 태양열이나 지열 등을 열 공급원으로 이용하는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 중임. 

자료: 농촌진흥청(2011). 「새로운 성장동력, 식물공장」. 

∙ 국내 식물공장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2022)에 따르면, 국내 식

물공장 시장 규모는 2015년 1,800억 원에서 2020년 3,576억 원으로 성장하였으며, 전체 

스마트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5.0%에서 6.6%로 증가하였다.2) 

그림 6－3.  국내 스마트팜 분야별 시장 규모
단위: 억 원

자료: 비피제이기술거래(2020) 『국내외 스마트농업 산업동향 분석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2022).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추진현황과 개선과제』 재인용.

2) 비피제이기술거래 『국내외 스마트농업 산업동향 분석보고서』,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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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식물공장에서 재배되어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상품은 상추, 엔디브, 치커리, 

청경채, 케일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바질, 딜, 루꼴라 등의 허브류, 새싹채소, 어린잎채

소, 새싹삼, 수경삼 등 약용작물, 버섯류, 감자, 들깨, 보리, 천연물 생산용 기능성 작물도 

재배·생산되고 있다.

∙ 국내에서 식물공장 사업을 하는 기업 수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명확히 손익분기점을 넘

어선 기업을 찾기는 쉽지 않다. 다만 팜에이트(Farm8)와 엔씽(N, THING)과 같은 몇몇 

기업이 성장 가능성을 보이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3) 

2.1.2. 대체식품4)

∙ 체식품은 동물성 단백질을 체하는 식품으로, 식물성 체육, 배양육, 식용곤충, 해

조류단백질 등을 포함한다. 흔히 체식품을 체 단백질 식품(Alternative Protein)이

라 하는데, 이는 동물성 단백질 식품 제조 시에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육류 신 콩, 밀 

등 식물에서 추출하는 식물 추출 방식(planted-based), 버섯균 등의 미생물 발효 방식

(fermentation), 동물체 근육줄기세포를 증식하여 체육을 만드는 동물세포배양

(cultivated meat) 방식을 통해 인공적으로 단백질을 만들어 맛과 식감을 구현한 식품

을 말한다. 

∙ 미국의 비욘드미트(Beyond Meat), 임파서블푸드(Impossible Foods)는 표적인 식물 

추출 방식(planted-based) 체육 기업이며, 미국의 마이코테크놀러지(Myco Tech-

nology), 한국의 스타트업 네이처스 파인드(Nature’s Fynd)는 미생물 발효 방식

(fermentation)으로 쇠고기 용 체육, 버거 패티, 크림치즈 등을 만든 기업이다. 동물

체 근육줄기세포를 증식하여 체육을 만드는 기업은 미국 푸드테크업체 ‘멤피스미트’, 

이스라엘의 Aleph Farms 등이 있으며, 국내에도 DANAgreen, Space F, MK Biotech, 

CellMeat, SeaWith, Simple Meat(2022년 Simple Planet) 등 배양육 기업이 있다. 

3) 국내 주요 식물공장 기업 사진 자료는 [참고 1]의 부도1을 참고.

4) 홍연아 외(2022) 『탄소중립을 위한 식품소비 단계의 온실가스 감축 대안과 효과분석(발간예정)』과 윤성용 외

(2021)『기술동향브리프(대체육)』의 자료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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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소비자 개인의 건강과 가치관 등의 다양한 이유로 인해 채식주의자가 증가하고 있

으며, 이와 함께 체식품 시장도 성장하고 있다. 채식주의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들은 

새로운 식품에 한 호기심 등을 이유로 식물성 체식품을 소비하고 있어 식물성 체

식품 시장이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이다.  

∙ 세계 체식품 시장규모는 2019년 103.5억 달러에서 2021년 123.3억 달러로 증가했으

며, 향후 연평균 9.5%씩 성장하여 2025년에는 178.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림 6－4.  세계 대체식품 시장 규모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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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Meticulous Research(2019: 131).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홍연아 외(2022) 재인용.

∙ 국내 체식품 시장 역시 푸드테크의 발전으로 인한 제품의 식미감 향상과 가치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체식

품 시장 성장에 응하여 현재 국내 표 식품 제조기업 및 유통기업은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여 제조·판매하고 있다. 

∙ 체식품은 종류별로 필요한 요소기술이 상이하나 공통적으로는, 생산 과정에 필요한 

소재 발굴·공정·가공기술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배양육 생산 기업들은 소·닭 등 일반적

으로 소비량이 많은 동물을 상으로 소재 발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생산 과정에 

필요한 세포, 배지, 생물반응기, 지지체, 3D 바이오프린팅 등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 중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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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양육 시장 선점을 위해 매년 더 많은 배양육 회사가 새로 생기고 있으며, 벤처캐피털

(VC)도 배양육 산업에 한 투자를 확 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총 54개의 회사가 설립

되어 있으며, 미국에 31.5%(17개), 영국·이스라엘·독일에 각 9.3%(5개), 네덜란드·중

국·캐나다에 각 5.6%(3개) 분포하고 있다. 

[ 표 6－2 ]  대체육 종류 및 생산과정

구분 기술 생산과정

식물성 
대체식품

제조에 필요한 식물성 단백질원(식물, 미생물, 해
조류 등) 소재 발굴, 식물성 단백질 조직화 기술
(육류 모사 가공기술), 풍미 구현을 위한 첨가물 
개발 등의 기술

배양육
생산에 사용할 동물 소재 발굴과 생산에 필요한 
세포, 배지, 지지체, 생물반응기(Bioreator), 3D 
바이오프린팅 등의 기술

식용
곤충

곤충 중 식용곤충으로 등록할 수 있는 곤충 소
재 발굴과 곤충 유지·단백질 등을 추출하기 위한 
가공기술 등

자료: 윤성용 외(2021). 

∙ 배양육 회사에 한 VC 투자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66만 달러(58건)가 이루어졌

으며, 2019년에만 77.1만 달러(21건)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2019년 투자 금액은 전체 

금액의 47%를 차지하며, 2018년보다 63% 증가하였다. 

∙ 국내 배양육 산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로 배양육 관련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며, 표적

인 기업으로는 셀미트, 다나그린, 씨워드, 노원바이오텍, 상, CJ제일제당, 풀무원 등

이 있다. 이 중 셀미트는 독도새우를 이용한 세포배양육 제품을 개발하였으며(헤럴드

경제, 2022.08.18.), 씨워드는 해조류를 기반으로 맞춤형 한우 배양육 생산 기술 개발에 

성공하였다(파이낸셜 뉴스, 2021.02.12.).

∙ 식물성 체식품은 채식주의자를 위한 제품으로 시작하였으나, 푸드테크 기술의 발전

과 함께 식물성 체식품이 지속가능한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면서 스타트업을 비롯하

여 기존 형 식품회사들이 앞다퉈 식물성 체식품에 투자하고 있다. 회사에 따라 식

물, 미생물(곰팡이), 해조류 등 다양한 성분과 고유의 배합 비율을 통해 식물성 체식

품을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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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적인 해외 식물성 체식품의 생산 업체로는 Beyond Meat, Impossible Food, 

Good Catch, Odontella, Marlow Foods 등이 있다. 

∙ 국내 식물성 체식품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전에는 단순히 식물성 재료로 음식

을 만드는 것에 그쳤다면 이제는 직접 육류를 먹는 것과 같은 식감을 구현하기 위하여 

체육 제조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다. 

[ 표 6－3 ]  국내 식물성 대체식품 대표 기업 및 특징

회사명 현황

롯데
▪롯데푸드는 식물성 재료를 활용한 ‘제로 미트’ 라인(콩류) 제품 출시 
▪롯데리아는 대두·밀을 이용한 ‘미라클 버거’ 출시

지구인컴퍼니 ▪대두·완두를 이용한 식물성 대체식품 ‘언리미트(UNLIMEAT)’ 브랜드 출시

디보션푸드 ▪압출성형공정법·응고점 유지 기술 등 자체 기술을 이용한 제품 개발

CJ제일제당
▪식물성 조직 단백질(TVP)를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개발해 제품에 적용 
▪식물성 식품 ‘플랜테이블’ 비건 브랜드를 런칭하여 비건 만두와 김치제품 등 출시 

풀무원
▪지속가능식품 전문 브랜드 ‘지구 식단’ 런칭을 통해, 식물성 대체식품 사업 본격화 
▪식물성 조직 단백질(TVP) 적용을 통해 실제 고기와 유사한 맛, 식감 구현 

신세계푸드

▪2016년 대체육 연구개발  
▪2021년 7월 ‘대두단백과 식이섬유식물성 원료’를 활용한 대체식품 브랜드 ‘베러미트

(Better meat)’ 출시
▪2022년 9월 외식 브랜드인 이탈리안 레스토랑 <베키아에누보>에서 ‘베러미트’ 활용 

신메뉴 5종 출시

농심

▪2021년 1월 농심 연구소와 태경농산㈜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식물성 대체식품 브랜드 
‘베지가든’ 출시
▪베지가든은 독자 개발한 HMMA(High Moisture Meat Analogue·고수분 대체육 제

조기술) 공법 도입
▪2022년 5월 비건 레스토랑 ‘포리스트 키친’ 개점

자료: 윤성용 외(2021); 김지운·박정민(2022) 참고하여 저자 작성. 

2.1.3. 물류·유통 분야의 디지털화

∙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메타버스, 로봇 등 기술 간 융·복합이 되고 

산업 간 경계 파괴와 연계 가속화,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디지털전환(DX, (Digit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되면서 농산물 및 식품의 유통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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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디지털 범용기술들의 유통산업 적용 확 로 인한 상품·서비스 관련 유통정보 디지

털화, 유통의 네트워크화 진행으로 인한 유통과정(Marketing Process) 디지털화 등 유

통 전반의 운영 방식과 서비스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이와 동시에 3년에 걸쳐 지속

되고 있는 팬데믹은 비 면 구매에 한 소비자 선호를 전환시켰으며, 농식품 거래에서

도 온라인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김성우 외. 2022).

∙ 최근 COVID-19 장기화 및 전 세계적인 1인 가구 증가 추세 등 온라인 구매 수요 증가 

및 유통업체의 공급망 강화 등으로 온라인 식품시장이 지속 성장하고 있다. 또한, 온라

인 구매의 편의성을 경험한 소비자가 점차 확 되면서 COVID-19 이후에도 온라인을 

통한 농식품 구매가 지속적으로 확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기존 시장을 선도하

던 형 온라인 식품 플랫폼 외에도 다양한 신규 플랫폼이 확 되고 있다(한국농수산식

품유통공사. 2021). 

- 표적인 온라인 식품 플랫폼인 Amazon Fresh, Walmart Grocery 등 형 플랫폼 이

외에도 Instacart, shipt 등 신규 식품 판매 플랫폼이 주목받고 있다

∙ 국내에서도 국내 푸드테크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은 모두 유통 플랫폼 기

업으로, 성장세가 빠른 상황이다. 표적인 예로, 컬리, 오아시스 마켓이 있다.

∙ 글로벌 식품·유통업체들은 식품 추적성을 확보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기반의 ‘IBM 푸드 트러스트(Food Trust)’ 플랫폼 사용을 확 하고 있다. 

- IBM 푸드 트러스트는 블록체인 기술로 식품 거래 또는 이와 관련된 상호작용에 한 

디지털 기록을 만들고, 이를 통해 식품이 생산에서부터 소비자에 전달될 때까지 공급

사슬 전 과정의 가시성을 높임과 동시에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 국내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농식품 유통 및 물류 부문에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표적으로 통신사 KT는 NDS(농심데이타시스템)와 협력하여 블록체인 기반 식

품안전이력관리 사업을 진행 중이다. 

- 농축산물 및 식자재, 가공식품 유통 관리 솔루션을 개발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마트

에서 산 물건의 QR코드로 생산자, 중간 유통업자 등 모든 유통 경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2022.03.03.). 

∙ GS리테일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상품 정보를 확인하는 데이터 서비스 ‘비-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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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ink)’를 2022년 7월 28일 출시하였다. ‘비-링크’는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

술을 이용해 특정 상품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까지 상품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

주는 서비스로, IBM의 블록체인 기반 식품 이력관리 서비스 ‘푸드트러스트’와 유사하

다(쿠키뉴스, 2022. 07.28).

[ 표 6－4 ]  글로벌 식품·유통업체의 IBM 푸드 트러스트 활용 사례

사례 내용

에이브릴 그룹
(Avril Group, 

프랑스)

▪식물성 기름과 달걀을 중심으로 식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공급사슬 전 과정의 
추적성을 확보하기 위해 ‘IBM 푸드 트러스트 플랫폼’을 도입함.
▪해당 플랫폼 도입을 통해 현재 위치와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소비자 신뢰도 및 식품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까르푸
(Carrefour, 

프랑스)

▪IBM과의 협업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추적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육류, 우유, 과일
류를 대상으로 운영 중임.
▪까르푸는 ‘IBM 푸드 트러스트’를 전 세계 매장으로 확장할 계획이며,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제품 추적에 초점을 맞춘 시스템 통합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음.

월마트 
(미국)

▪‘IBM 푸드 트러스트’를 다양한 공급망 관리 프로그램에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도에서 수입되는 해산물 이력 추적에도 활용하고 있음.
▪또한 리콜된 식품을 식별해 표시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구축을 위해 

IBM과 협업을 시작함.

자료: 저자 작성.

2.1.4. 배달앱과 무인화 확산 

∙ 2020년 3월 팬데믹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식당 등의 공용 공

간에서 면·접촉식 식사가 어려워지면서 전세계 식품 배달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였

다. 음식 배달 어플리케이션 등은 푸드테크 산업 내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성장을 이

룬 분야 중 하나다. 

∙ 특히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의 선진국 시장에서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 2022년 

기준 약 1,302억 달러 수준으로 예상되는 전 세계 온라인 식품 배달 시장 규모는 연평균 

9.4%로 성장해 2027년 2,237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삼일PwC경영연구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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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음식서비스업 거래액 역시 2017년 2조 7,326억 원에서 2021년 25조 6,783억 원으

로 연평균 75.1% 증가하였다. 그중 모바일 쇼핑은 같은 기간 2조 3,543억 원에서 24조 

9,828억 원으로 연평균 8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3월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3

사의 월간 활성화이용자수(MAU)는 약 3,500만 명으로 집계됐다. 배달앱 시장 점유율

은 배달의민족 57.7%, 요기요 24.7%, 쿠팡이츠 17.5%로 배달의민족이 1위, 요기요가 2

위, 쿠팡이츠가 3위를 기록 중이다(뉴스저널리즘. 2022.05.24.). 

그림 6－5.  세계 온라인 음식 배달 시장 규모 전망 및 국내 음식 서비스업 시장 규모

단위: 십억 달러, %, 억 원

<세계 온라인 음식 배달 시장 규모 전망> <국내 음식서비스업 거래액>

자료: `삼일PwC경영연구원(2022); 통계청 (각년도).「온라인쇼핑동향조사」.

∙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비 면 시장 활성화는 무인점포 증가로도 이어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도 불구하고 촉진된 기술개발과 인건비 상승 등의 요인들은 무인화 트

렌드를 지속키실 것으로 판단된다. 

∙ 외식업체 경영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국내 음식점 중 4.5%에 키오스크

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음식점 중에는 기타 외국 음식점업이 15.2%로 

가장 설치 비율이 높고, 일반음식점 외에서는 기관 구내식당업 17.3%, 피자·햄버거·샌

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이 16.7%로 설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 

∙ 최근 국내외 유통업계에 불고 있는 무인화 바람은 키오스크를 통한 단순 보조업무 수준

을 넘어서 인간의 업무를 체하는 무인상점 수준으로 발전했다. 해외 형 유통업체 

5) 업종별 키오스크 사용 비율은 [참고 1]의 부표1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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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은 컴퓨터 비전, 딥러닝 등을 활용한 ‘저스트 워크아웃(Just Walk Out)’ 기술을 적

용하여 소규모 무인 편의점 ‘아마존 고(Amazon Go)’를 2018년 중에게 선보였으며 

이후 매장을 점차 확 해 나가고 있다. 향후 이 기술을 형매장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주유소 사업으로의 영역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

∙ 국내에서도 패스트 푸드 점포는 물론 식당, 편의점, 카페,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 키오스

크를 사용하는 외식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이마트 24는 무인결제 서비스인 ‘저스

트 픽 앤드 아웃’을 도입한 무인편의점을 운영 중이며 점포를 확 해 나가고 있다. 

그림 6－6.  국내외 무인화 점포 사례

아마존고(메이시백화점) 이마트24 김포데이터센터(DC)점 Farm8(상도역)

자료: Joy Seattle 뉴스(2018.12.12.); 이마트 24 홈페이지; Farm 8 홈페이지. 

∙ 농산물 무인 매장 역시 증가하고 있다. 표적으로 수도권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

공사와 식물공장·스마트팜 운영업체인 팜에이트㈜가 손잡고 선보인 지하철 역사 안 수직 

실내 농장 ‘메트로팜’과 신선채소 자판기가 좋은 예다. 2019년 지하철 7호선 상도역에 처

음 생긴 이후 충정로역과 답십리역, 을지로3가역 등 총 5곳으로 확  운영하고 있다.

2.1.5. 조리 및 서빙 로봇6)

∙ 식품제조와 외식시장, 배달시장에서의 무인화 시스템과 로봇의 도입은 최근 들어 급속

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노동력 부족과 경쟁 심화, 고임금에 응한 불가피한 선택으

로 인식되고 있다. ‘무인 주문 및 결재 → 주방 조리로봇 → 음식 서빙로봇·주방로봇’, 

‘온라인 주문 및 결재 → 조리자동화시스템 → 배송로봇’이 표적인 시스템이다.

6) 삼일PwC경영연구원(2022)『푸드테크의 시대가 온다』, 의 자료를 요약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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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식부문의 무인화 시스템인 무인주문 및 결제 키오스크 주문시스템은 맥도널드 등 

형 프랜차이즈 업체들로부터 이제는 소규모 식당까지 확산되고 있다. 주방로봇 및 조리

자동화 시스템에는 음식조리를 위한 관절형 손가락, 두 팔 로봇이 주로 개발 및 사용되

고 있으며, 벽면 터치스크린 또는 스마트폰 전용 앱을 이용해 로봇을 조종하고 있다.

그림 6－7.  푸드로봇 및 조리로봇 시장 규모 전망

단위: 백만 달러, %

<세계 푸드로봇* 시장 규모 전망> <세계 조리로봇 시장 규모>

주: *푸드 로봇은 주로 음식료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로봇을 의미한다. 
자료: MarketandMarkets; Research Nester ;삼일PwC경영연구원(2022) 재인용.

∙ 로보틱스는 식품 가치사슬의 모든 단계에 적용이 가능한 기술로 푸드테크 산업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영역이다. 시장조사기관 MarketandMarkets에 따르면 글로벌 푸드 로봇7)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19억 달러로, 연평균 13.1%로 성장해 2026년 약 40억 달러

에 달할 전망이며, 앞으로 음식료 업계의 자동화 수요 증가로 인해 푸드 로봇 시장은 꾸

준히 성장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 미국 시장조사업체 Research Nester는, 음식 조리용 로봇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8,617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2020~2028년 연평균 16.1%로 성장해 2028년 약 

3.2억 달러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7) 푸드로봇은 주로 음식료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로봇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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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국내 조리 및 서빙로봇 시장 규모 전망

단위: 백만 달러, 억 위안, %

<국내 서빙로봇 보급 대수 추정> <국내 조리로봇 보급 대수 추정(보급률별)>

자료: 매일경제(2022.09.30.) 재인용.

∙ 최근 인건비 상승과 외식업계 구인난이 지속되면서 국내에서도 역시 로봇 자동화 도입

에 나서고 있다. 사람과 물체를 피해 지정된 테이블까지 음식을 전달하고 복귀하는 ‘서

빙로봇’, 주방에서 직접 음식을 조리하는 '조리로봇'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 국내 표적인 서빙로봇은 LG전자의 클로이 서브봇과, 우아한형제들의 딜리플레이트 

등이 있으며, 조리로봇의 경우 국내의 다양한 푸드테크 스타트업을 통해 시스템이 개발

되고 상용화되고 있다. 

- 표적인 조리로봇 개발 스타트업 로보아르테는 협동 로봇으로 튀김 조리 공정을 자

동화한 1인 치킨 브랜드 ‘롸버트치킨’을 운영하고 있다. 주문이 들어오면 닭을 꺼내 

반죽하고, 튀김 바구니에 넣기만 하면 뼈 치킨은 8분 30초, 순살 치킨은 6분 만에 로봇

이 자동으로 튀겨낸다. 현재 치킨은 물론, 치즈볼, 감자튀김 등 모든 튀김 메뉴를 로봇

이 다 만들 수 있도록 기술을 고도화하였다(TechM. 2022.09.17.).

그림 6－9.  국내외 음식 조리 및 서빙로봇 사례

[Picnic] 피자 로봇 [로보아르테] 치킨로봇
[LG전자] 

CLOi ServeBot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Bear Robotics] 

딜리 플레이트

자료: 삼일PwC경영연구원(2022).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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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푸드테크 정책 현황

2.2.1. 중앙부처의 푸드테크 진흥 정책 

∙ 푸드테크 영역에 속한 일부 산업은 그간 ‘그린바이오 융합형 新산업 육성방안(관계부

처합동,2020)’, ‘5  유망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책(관계부처 합동, 

2019)’의 진흥 정책에 포함되어 있었다. 

∙ ‘그린바이오 융합형 新산업 육성방안’에서는 체식품, 메디푸드 등을 그린바이오 5  

산업으로 선정하고 이를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융·복합하여 육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였

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따라 「2021년 그린바이오 벤처육성 지원 사업」 상으로 

10개 기업을 선정하여 총 28억 원8)을 지원하였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 

∙ ‘5  유망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책’ 에서는  ① 메디푸드, 고령친화식

품, 체식품, 펫푸드를 포함한 맞춤형·특수 식품 , ② 기능성 식품, ③ 간편식품, ④ 친환

경식품, ⑤ 수출식품을 5  유망식품으로 선정하고, 해당 분야의 혁신적 산업생태계를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책을 제시하였다.

∙ 2022년 12월 15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농업의 미래성

장산업화를 위하여 ‘첨단 식품 기술(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였으며, 농식품 

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할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

로 선언하였다.

- 2027년까지 푸드테크 유니콘 기업 30개 육성과 푸드테크 수출액 2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여 1) 푸드테크 산업을 선도할 혁신기업 육성, 2) 푸드테크 산업 저변 확 , 

3) 푸드테크 산업 성장기반 마련이라는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 주요 내용은 1천억 원 규모의 푸드테크 전용 펀드 조성, 유니콘 기업 30개 육성, 푸드

테크 10  핵심기술 분야에 한 연구개발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푸드테크 10  핵심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2023년 10  핵

심기술 분야 중 총 4.8억 원 규모로 4건의 연구과제를 공모하였다(농림축산식품부. 

2023). 

8) (분야별) 대체·메디푸드 5개, 기타 생명 소재 3개, 동물 의약품 및 종자 각각 1개 기업 선정하여 총사업비 40억 

원 중 국비 28억 원(70%), 자부담 12억 원(30%)으로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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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5 ]  첨단 식품 기술(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의 3대 추진 전략의 주요 내용

추진 전략 목표 주요 내용

1. 푸드테크 
산업을 선도할 
혁신기업 육성

▪2027년까지 푸드테크 거대 
신생 기업(유니콘 기업) 30
개 육성 
▪2027년까지 1천억 원 규모

의 푸드테크 전용 기금(펀
드) 조성

▪푸드테크 전용 기금(펀드)조성
▪푸드테크 투자정보 플랫폼 구축
▪푸드테크 융합 연구지원센터 구축
▪바이오 벤처캠퍼스 활용하여 창업기업 지원
▪식품 원료부터 인력·장비·제도 등을 기업이 활용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식품정보 플랫폼’ 구축

2. 푸드테크 
산업의 저변 
확대

▪2027년까지 케이(K)-푸드테
크 수출규모 20억 불 달성
▪푸드테크 원료 공급처로서 

농업의 역할 확대

▪해외 진출 준비시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자문 지원
▪K- 푸드테크 홍보를 위한 오프라인 유통채널 판

촉 확대, 소비자 체험 행사 등 추진
▪대체식품 원료 및 소재 정보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기업에 제공 및 원료 계약 재배 체결 지원

3. 푸드테크 
산업의 
성장기반 마련

▪푸드테크 10대 핵심분야에 
대한 기술경쟁력 확보
▪2027년까지 푸드테크 융복

합 인재 3천 명 양성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 분야 선정
▪범부처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위한 ‘K-푸드테크 

이니셔티브’ 추진
▪푸드테크 연구 개발비 등에 대한 세액 공제 방안 

검토
▪주요 대학에 푸드테크 융함인재 양성 교육과정 

신설, 푸드테크 계약학과 12개를 목표로 단계적 
확대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2.12.14.).

∙ 식품의약안전처 역시 푸드테크 영역의 새로운 형태의 식품 등장과 개발 증가에 따른 안

전성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2차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2020~2024)’

을 수립하였으며, 여기에는 육류 체식품에 한 건전성 검토, 안정성 평가 기반 마련에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표 6－6 ]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_ 푸드테크 관련 내용

분야 과제명 개선 내용 조치사항

신산업 
지원

新 식품 
개발지원을 

위한 
식품첨가물 
선제적 허용

기존  등재된 식품첨가물(619품목)만 식품제조에 사용 가능
 - 신식품 개발 속도에  맞춰 첨가물 등재가 이뤄지지 않아 

다양한 식품 제조에 한계
개선  식품첨가물 선제적 인정 및 품목 확대

 - 첨가물 제조용 미생물 추가 인정, 가공보조제 확대 허용 
등 개발 여건 개선

효과  대체단백질식품, 세포배양식품 등 신식품 개발 촉진, 미생물 
활용 첨가물 제조, 배양액등 신소재 개발 여건 마련

식품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

(’27.12)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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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는 2022년 8월 11일 ‘식의약 규제혁신 100  과제’를 발표하였다. 이중 ‘신식품 

개발지원을 위한 식품첨가물 선제적 허용’ 과제를 통해 식품첨가물 선제적 인정 및 품

목확 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체단백질식품, 세포배양식품 등 신식품 개

발 촉진, 미생물 활용 첨가물 제조, 배양액 등 신소재 개발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2.2.2. 푸드테크 진흥을 위한 조직구조 및 법률 개편

∙ 농림축산식품부는 ①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②식량안보와 농가경영안정체계 구축, 

③농촌공간 개선 및 동물복지 강화를 추진하고자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특히 식품산

업정책관 기능과 조직은 식품산업 발전을 통한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라는 역할을 좀 더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린 바이오 및 푸드테크등 신산업 육성기능을 강화하는 방향

으로 전면 개편하였다.9) 

- 그린 바이오 산업팀은  마이크로바이옴, 체식품, 메디푸드, 동물의약품 산업 등 담

당하며, 푸드테크 정책과는 식물성 체식품, 제조공정 자동화, 온라인 유통 플랫폼, 

무인주문기 등을 담당한다.

∙ 또한 푸드테크 산업 정의 및 진흥을 위하여 2022년 9월 김홍걸 의원 등과 12월 임호선 

의원 등에 의해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푸드테크 산

업 정의, 푸드테크 산업의 지원과 육성, 푸드테크 산업 창업 촉진, 전문 인력 양성, 푸드

테크 연구개발 및 실용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10) 

9) 농식품부 본부 기구 개편(안)은 [참고 2]의 부도 2를 참고.

10)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의원,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세부 내용은 [참고 2]의 부표 2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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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테크 관련 인식 및 활용 실태03

3.1. 소비자

∙ 푸드테크의 최종 종착지는 엔드유저(end-user)인 소비자가 될 것이며, 개인의 선호도, 

취향, 건강 및 생활 습관에 가장 적합한 음식이나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푸드테크가 실제 사용되고 있는 외식업체 및 소비자에 한 

정보와 니즈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 따라서 이미 실생활에 적용되고 있는 푸드테크 기술에 한 소비자와 급식 및 외식업체

의 인식과 수용성, 향후 확산 가능성에 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3.1.1. 식물공장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의향조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소비자의 푸드테크 관련 인식, 사용 실태 및 의향을 파악하기 위

하여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56.4%(282명)가 식물공장에 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물공장 농산물 구입 경험이 있는 29.4%(83명)의 가장 큰 구입 이유

는 ‘호기심 때문(26.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품질이 우수해 보여서(22.1%)’가 다음으

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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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0.  식물공장 농산물 구입 경험 및 구입이유(1+2순위_중복응답)

단위: %

<식물공장 농산물 구입 경험> <구입 이유>

주: 사례수=500명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조사(2022.12.14.~12.23.).

∙ 식물공장 농산물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만족도를 5점 만점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4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만족도 항목별로는 안전성이 4.0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구매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식물공장 농산물의 안전성에 한 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식물공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해 각 요소별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는 식물공

장 농산물에 해 ‘안전성(4.47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인공

첨가물 첨가 여부(4.28점)’가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식물공장 농산물이 안

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지에 한 관심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 표 6－7 ]  식물공장 농산물 만족도
단위:점(5점 만점)

　 사례수
전반적인 
만족도

가격 맛 안전성
영양 

(섭취 관리)
편리성

(구매 접근성)
제품 

다양성

소비자 83 4.00 3.36 3.87 4.04 3.94 3.58 3.54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조사(2022.12.14.~12.23.).

[ 표 6－8 ]  식물공장 농산물 중요도
단위: 점(5점 만점)

　 사례수 가격 맛 안전성
영양 

(섭취 관리)
편리성

(구매 접근성)
제품 

다양성
제품 

브랜드
인공첨가물
첨가 여부

계

소비자 500 4.00 4.15 4.47 4.17 4.06 3.78 3.26 4.28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조사(2022.12.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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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 500명 중 식물공장 농산물 구매 의향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66.2%로 높

게 나타났다. 구매의향이 증가한 소비자를 상으로 구입 의향 증가 이유에 해 조사

한 결과, ‘호기심 때문’이 29.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식물공장 

농산물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26.0%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6－11.  식물공장 농산물 구입 의향 및 의향 증가이유(1+2순위_중복응답)

단위: %

<식물공장 농산물 구입 의향> <구입 의향 증가이유>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조사(2022.12.14.~12.23.).

∙ 식물공장 기술을 활용하여 농산물을 재배하는 것이 필요하다(매우 필요+필요)고 응답

한 소비자는 77.4%를 차지하여,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에 비해 무려 73.8%p 높

았다. 식물공장 기술을 활용한 농산물 재배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하여(46.0%)’이며, ‘충분한 식량 생산에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27.1%)’가 2순위를 

차지하였다. 

그림 6－12.  식물공장 농산물 재배 필요성 및 필요 이유(1순위)
단위: %

<식물공장 농산물 재배 필요성> <필요 이유>

주: 사례수=500명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조사(2022.12.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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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대체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의향조사11)

∙ 홍연아 외(2022)에 따르면 소비자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1,040명 중 29.0%(302명)

가 식물성 체식품 구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2) 육류 체식품을 구매한 경

험이 있는 소비자의 가장 큰 이유는 호기심과 건강상의 이유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맛

이 궁금해서’가 35.7%로 가장 높았으며, ‘건강상의 이유’(28.3%), ‘온실가스감축 등 환

경보호에 기여하기 위해서’(16.0%) 순으로 나타났다. 

[ 표 6－9 ]  육류대체식품 구매이유(1순위)
단위: %

　 사례수
맛이 궁금해서
(흥미,경험,체험)

건강상의
이유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에 기여

동물
복지
문제 

가족중에
채식주의자

존재

체중조절
다이어트

계

전체 325 35.7 28.3 16.0 9.5 5.5 4.9 100.0

성별
남성 173 38.2 25.4 17.9 8.1 5.8 4.6 100.0

여성 152 32.9 31.6 13.8 11.2 5.3 5.3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조사(2022.08.16.~09.05.).

∙ 육류 체식품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46.0%가 식물성 체식품에 만족한다고 응

답하였으며13), 육류 체식품 요소별 중요도를 평가하였을 때 안전성(4.44점), 맛(4.26

점), 가격(4.20점)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6－10 ]  육류대체식품 요소별 중요도
단위: 점

구분 사례수 맛
조리/섭취/
취급간편성

안전성 영양 가격
원료

원산지
인공

첨가물여부
제품

다양성
제품

브랜드

소비자 1,200 4.26 3.93 4.44 4.13 4.20 3.89 4.14 3.80 3.33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조사(2022.08.16.~09.05.).

∙ 육류 체식품 구매 의향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소비자는 50.1%를 차지하였으

며, 이전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 48.7%가 구매의향이 이전과 비슷하다고 응답하였

11) 홍연아 외(2022), 『탄소중립을 위한 식품소비 단계의 온실가스 감축 대안과 효과분석(발간예정)』의 자료 참고하

여 작성함. 

12) 육류대체식품 구매 경험 조사결과는 [참고3]의 부표3을 참고.

13) 육류대체식품 구매 만족도 조사결과는 [참고 3]의 부표 4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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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36.1%가 구매의향이 증가했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식물성 체식품 구매자

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며, 향후 시장 확 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 표 6－11 ]  육류대체식품구매 의향
단위: %

구분 사례수 의향 없음 감소 비슷 증가 계

전체 1200 35.1 2.6 12.3 50.1 100.0

육류대체식품
구매경험
(식물성 

대체식품)

경험있음 302 5.0 10.3 48.7 36.1 100.0

경험없음 738 41.5 0.0 0.0 58.5 100.0

미인지 160 62.5 0.0 0.0 37.5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조사(2022.08.16.~09.05.).

∙ 육류 체식품 구매 의향이 증가한 이유 비중은  ‘환경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가 39.3%

로 가장 컸으며, ‘건강상의 이유로’가 30.7%로 2순위를 차지하였다. 

[ 표 6－12 ]  육류대체식품 구매 의향 증가 이유_1순위
단위: %

구분 사례수
온실가스감축 

등 환경에 기여
건강상의

이유
맛이 궁금해서
(흥미,경험,체험)

동물복지
문제

체중조절
다이어트

가족중
채식주의자

존재
계

소비자 687 39.3 30.7 13.1 9.5 4.9 2.5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급식업체·외식업체·소비자 조사(2022.08.16.~09.05.).

3.1.3. 온라인 유통채널 소비자 인식 및 의향조사14)

∙ 김성우 외(2022) 조사에 따르면, 가구의 전체 농축산물 월평균 구매액은 37만 8천 원이

며, 이중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구매액은 28만 6천원으로 75.5%를 차지하며, 온라인 채

널을 통한 구매액은 9만 3천 원으로 2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구의 농축산물 구매 시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구매액 비중이 가장 큰 채널은 ‘ 형마

트 및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40.0%)’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소셜 커머스’(25.0%), 

‘오픈마켓’(21.8%)의 점유율이 높게 나타났다.

14) 김성우 외(2022).『플랫폼 기반의 농산물 유통서비스 활성화 방안(3의 2차년도)(발간예정)』의 자료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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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13 ]  농축산물 월평균 구입액
단위: 만 원, %

오프라인 채널 온라인 채널 합계

농축산물 월평균 구입액 28.55(75.5) 9.27(24.5) 37.83(100.0)

자료: 김성우 외(2022). 

그림 6－13.  온라인 세부 유통채널별 농축산물 구입액 비중(전체 평균)
단위: %

자료: 김성우 외(2022). 

∙ 가구가 농축산물 구매 시 온라인 유통채널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격이 저렴하

거나 비교가 용이해서(3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배달해 주므로(24.9%)가 2순

위를 차지하였다. 

그림 6－14.  온라인 유통채널별 이용 이유(1순위)과 온라인 유통채널별 구매액 비중 전망

단위: %

<온라인 유통채널별 이용 이유(1순위)> <온라인 유통채널별 구매액 비중 전망>

주 1)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한 구매액이 있는 가구(724) 가구내 식품 주구입자 상 조사 결과임. 
2) 구매액 비중 전망은 가구의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한 1년 전 구입액 비중과 3년 후 구입액 비중 전망 

설문 결과를 이용하여 작성함.
자료: 김성우 외(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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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의 가구 내 식품 주구입자가 전년에 비해 온라인 유통채널 이용 비율이 증가하였

다고 응답하였으며,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한 농축산물 구매 비중은 향후에도 지속적으

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 전년 비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한 농축산물 구매 비중의 증가 이유는 ‘코로나19 영향

으로’가 24.5%로 가장 높았으며, 온라인 유통채널의 만족도는 ‘택배(배송)’가 3.9점으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6－15.  온라인 유통채널 구매액 비중 증가 이유 및 만족도 

단위: %, 5점 만점

<온라인 유통채널별 구매액 비중 증가 이유(1순위)> <온라인 유통채널 속성별 만족도>

주 1) 온라인 구매액 비중이 증가한 품목류가 있는 가구(404)의 가구내 식품 주구입자 상 조사 결과임.
2) 온라인 채널을 통한 구매액이 있는 가구를 상으로 설문한 결과임

자료: 김성우 외(2022).

3.1.4. 외식부문 서비스용 로봇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의향조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소비자를 상으로 서비스용 로봇 인지 여부에 해 조사한 결

과, 전체 소비자 중 ‘들어본 적 있음’이 45.8%(229명), ‘잘 알고 있음’이 49.2%(246명)로 

전체 95.0%가 이미 서비스용 로봇에 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각 서비스용 로봇을 사용하는 음식점을 이용해 본 경험에 해서는 무인주문기가 

8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빙로봇이 61.1%로 2순위로 나타났다. 각 서비스용 

로봇을 경험해본 소비자를 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무인주문기의 만족도가 

3.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빙로봇이 3.7점으로 2순위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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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6.  서비스용 로봇 사용 음식점 이용 경험 및 만족도(평균)

단위: %, 5점 만점

<서비스용 로봇 사용 음식점 이용 경험> <서비스용 로봇 만족도(평균)>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조사(2022.12.14.~12.23.).

∙ 서비스용 로봇 사용 음식점 이용 의향에 해 모든 서비스용 로봇에서 이용 의향이 ‘증

가했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배달로봇과 조리로봇은 ‘의향없음’

이 41.0%, 43.0%로 상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표 6－14 ]  서비스용 로봇 사용 음식점 이용 의향
단위: %

구분　 사례수 이용의향없음 감소 비슷 증가 계

무인주문기

500

6.0 1.6 40.6 51.8 100.0

서빙로봇 13.2 3.8 31.4 51.6 100.0

배달로봇 41.0 1.4 5.8 51.8 100.0

조리로봇 43.0 2.2 5.6 49.2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조사(2022.12.14.~12.23.).

그림 6－17.  서비스용 로봇 사용 음식점 이용 의향 증가 이유_1순위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조사(2022.12.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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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용 로봇 사용 음식점 이용 의향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를 상으로 이유를 

조사한 결과, 무인주문기와 서빙로봇의 경우 ‘비 면으로 위생적이어서’가 40.2%, 

35.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배달로봇과 조리로봇의 경우 ‘신기해서’ 가 

37.8%, 3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2. 외식업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외식업체의 푸드테크 관련 인식 및 의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

체 120개 업체 중 전체 62.5%(75개)가 푸드테크에 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푸드테크 기술의 필요성에 해서는 ‘배달앱/배달 행’이 62.5%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무인주문기’ 51.7%, ‘예약앱’ 49.2%, ‘조리로봇’ 30.0%, ‘서빙로봇’ 21.7%의 순으

로 나타났다. 반면, 사용여부에 있어서는 ‘배달앱/배달 행’이 48.3%, ‘무인주문기’ 

14.2%, ‘예약앱’ 10.8%로 나타나 필요성에 비해 실제 사용은 상 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18.  푸드테크 기술별 필요 및 사용 여부(n=120)

단위: %

<푸드테크 기술별 필요 여부(중복)> <푸드테크 기술별 사용 여부>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외식업체 조사(2022.12.14.~12.25.).

∙ 푸드테크 기술 사용에 있어 업주의 만족도는 평균 70.7점으로, 업주가 본 고객의 만족도

(69.8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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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별 만족도는 ‘무인주문기’와 ‘서빙로봇’에 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배

달앱/배달 행’의 경우, 업주의 만족도가 고객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육류 체식

품’의 경우, 업주의 만족도가 고객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 표 6－15 ]  푸드테크 기술별 만족도

단위: 점

사례수 무인주문기 서빙로봇 예약앱 배달앱/배달대행 육류 대체식품 평균

업주 68 75.0 75.0 69.2 59.5 75.0 70.7

고객 68 76.5 75.0 67.3 63.4 66.7 69.8

주: 해당 점수는 5점 척도를 기준으로 100점으로 환산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외식업체 조사(2022.12.14.~12.25.).

∙ 푸드테크 기술 중 서비스용 로봇에 해 요인별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 ‘안전성’이 

86.9%로 가장 높고, ‘가격’, ‘유지/관리/보수 비용’ 등 금전적 측면이 85.4%, ‘조리 기술’

이 82.9%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푸드테크 기술의 사용 의향은 ‘무인주문기’가 56.3% 가장 높고, ‘예약앱’ 43.9%, ‘배달

앱/배달 행’ 30.6%, ‘조리로봇’ 23.3%, ‘서빙로봇’ 20.2%, ‘육류 체식품’ 12.8%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6－19.  서비스용 로봇의 요인별 중요도 및 푸드테크 기술별 사용 의향

단위: 점, %

<서비스용 로봇의 요인별 중요도(중복 응답)> <푸드테크 기술별 사용 의향(중복응답)>

주: 해당 점수는 5점 척도를 기준으로 100점으로 환산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외식업체 조사 (2022.12.1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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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드테크 기술의 사용 의향에 한 이유로는 ‘무인주문기’의 경우, ‘인건비 절감을 위해

서’가 41.2% 가장 높은 반면, ‘예약앱’과 ‘배달앱/배달 행’은, ‘매장운영 효율화를 위

해서’ 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조리로봇 및 서빙로봇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가 부분이었으며, 육류 체식품

의 경우는 ‘건강에 좋은 메뉴 제공을 위해서’와 ‘채식주의자를 위한 메뉴 제공을 위해

서’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표 6－16 ]  기술별 사용의향 이유(1+2순위-가중치 적용, 중복응답)

단위: %

구분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매장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비대면 거래를

위해서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구인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

무인주문기 41.2 29.4 11.8 7.8 9.8 100.0

예약앱 17.9 46.2 15.4 20.5 - 100.0

배달앱/배달대행 16.7 46.0 9.8 27.6 -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외식업체 조사 (2022.12.1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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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테크 확산 및 영향 전망04

∙ 푸드테크 산업은 농업, 축산업, 식품 제조, 물류/유통, 외식산업이 새로운 ICT 기술과의 

융·복합이 이뤄지면서 기존의 생태계를 빠르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IoT, 빅

데이터, 인공지능(AI)을 통해 상품과 소비자의 수요를 추적하고, 데이터 분석에 근거하

여 생산을 개선해나가고 있으며, 로보틱스와 AI에 의한 솔루션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고 평가되고 있다.

∙ 이와 같이 푸드테크 산업의 긍정적 영향에 한 평가와 다소 막연한 기 가 주를 이루

는 이 시점에, 푸드테크 산업의 미래를 기술의 중요도와 파급력, 인프라 구축 양상, 고용 

변화 등의 측면에서 전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국내 식품, 외식, 스마트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FGI 기반의 논의를 통해 푸드테크 산업의 미래를 전망해 보았다. 

4.1. 기술의 중요도와 파급력  

∙ 푸드테크 산업에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로보틱스는 부분의 밸류체인 상에서 

높은 중요도와 파급력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인공지능(AI)은 전 밸류체인 영역에서 중요도와 파급력이 4점 내외로 평가받고 있

으며, 빅데이터 또한 비슷한 수준의 중요도와 파급력을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 생명공학(BT)은 체식품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고 파급력이 높은 기술로 평가받고 있

었으며,  IoT는 체식품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높은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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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0.  밸류 체인별 기술별 중요도 및 파급력(5점 만점)

<중요도> <파급력>

주: 중요도/파급력은 1점부터 5점까지 부여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요도/파급력이 큼.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가 FGI 조사(2022.12.15.~12.16.).

4.2. 인프라 구축 및 확산  

∙ 푸드테크 생태계 형성 과정에서 가장 먼저 인프라15)가 구축되는 분야는 소매/배송/소

비 부문으로, 2030년에는 80%에 가까운 인프라 구축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 소매/배송/소비 부문의 경우 현재의 인프라도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2040

년에 이르면 100%에 가까운 수준으로 인프라 구축이 완성될 것으로 기 하였다. 

∙ 유통/물류 부문과 외식조리/서비스 부문, 식품/가공 분야는 2030년에 이르러 70% 가까

운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2040년에는 90% 가까운 수준으로 인프라 

구축이 구성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 다만 신기술 기반의 원재료 생산과 체식품 분야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밸류체인과 비교하여 상 적으로 인프라 구축 속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

었다.

15) 푸드테크 관련 정부의 산업 지원 시스템이 갖춰지고 기술개발/이전 체계 정립, 관련 규제/제도 등의 정비되는 수

준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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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1.  인프라 구축 진척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가 FGI 조사(2022.12.15.~12.16.).

4.3. 시장 규모 및 고용률 변화

∙ 2040년에 이르면 현재 푸드테크 전체 시장 규모 비 약 1.8~2.3 배의 시장이 형성될 것

으로 전망하였으며, 그중 체식품 분야의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평가하였다.16) 

- 체식품 분야는 현재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 전문가들의 의견은 정확한 예측이 쉽

지 않은 분야로 평가되었으나, 수배에서 많게는 수십 배에 이르는 시장이 형성될 수

도 있다는 예측이 있을 만큼 시장 성장에 한 기 가 큰 분야로 나타났다. 

∙ 외식조리/서비스 부문에서는 2040년 현재의 약 2.2배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판단되었

으며, 체 식품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성장세가 예상되는 분야로 평가되었다. 

∙ 푸드테크 산업의 혁신이 성공적으로 확산된다고 전제했을 때, 이전 10년과 비교하여 

체식품, 유통/물류, 외식/조리서비스, 소매/배송/소비 4개 분야는 고용률이 증가하고, 원

재료 생산 및 식품/가공 2개 분야는 고용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체식품 분야는 상 적으로 가장 높은 고용증가가 예상되는 분야로 2030년에 15%, 

2035년에는 23%의 지속적인 고용률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16) 향후 시장 전망 수치는 전문가 중 가장 높게 예측한 성장세와 가장 낮게 예측한 성장세 수치를 제거한 나머지 예

측한 값을 기준하여 도출한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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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물류 분야는 2030년에 14.1%의 증가가 나타난 이후 안정화를 거쳐 정체될 것으

로 전망되었다.

- 외식조리/서비스 부문에서는 1.2%~1.5%의 소폭 증가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 반면, 

소매/배송/소비 영역에서는 6% 내외의 고용률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었다.

∙ 반면 원재료 생산의 경우 기술 확산을 통해 생산성을 증가시키면서 고용 측면에서는 하

락할 것으로 예측되어 2035년에는 현재 고용 수준 비 6.5%의 하락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었다. 식품/가공 부문 역시 기술 확산이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면서 고용 부문에

서는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림 6－22.  시장 규모 및 고용률 변화 전망   

<시장규모 확대 전망> <고용률 변화 전망>

주 1) 연도별 시장규모 증가율은 현재 시장규모 비 증가율을 의미함.
2) 각 고용률 변화는 현재 고용 수준 비 증가율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가 FGI 조사(2022.12.15.~12.16.).

∙ 모든 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푸드테크 분야 기술의 선진국으로 선택하였으며, 특히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생명공학(BT)의 영역에서 비교 우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

다. 그 외 네덜란드는 3D프린팅 및 생명공학 분야, 중국은 블록체인과 로보틱스 분야에

서 높은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스라엘은 배양육 제작, 

동물 세포 프린팅 기술 등 3D프린팅 영역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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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드테크 산업에서의 관련 기술 수준 및 활용 수준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유통/물류, 소

매/배송/소비, 외식조리/서비스 부문에서는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푸드테

크 밸류 체인의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원재료 생산, 체식품 부문에서는 선진국 

비 기술 수준 및 활용 수준이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23.  선진 기술 대비 국내 기술 수준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가 FGI 조사(2022.12.15.~12.16.).

4.4. 사회 이슈별 푸드테크 영향 수준  

∙ 분야별 푸드테크 전문가들은 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트렌드로 ‘고령화, 건강(영양)

에 관한 관심 증가(4.38점)’를 꼽았으며, ‘인구의 변화와 식량 생산, 동물사육의 한계

(4.25점)’ 또한 매우 높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고용난, 최저임금 상승 

등 운영리스크 증가(3.5점)’의 이슈 점수는 상 적으로 낮았으나, 여전히 3점 이상을 기

록하여 중요한 이슈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푸드테크 산업에 영향을 주는 트렌드에 한 전문가와 소비자 및 외식업체의 의견이 다

소 상이한 점이 흥미롭다. 소비자 및 외식업체는 ‘고용난, 최저임금 상승 등 운영리스크 

증가(소비자 4.13점, 외식업체 4.27점)’를 1순위로, ‘비 면 온라인 거래 및 소비급증(소

비자 4.07점, 외식업체 4.01점)’을 2순위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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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4.  사회 이슈별 푸드테크 영향수준(전문가, 소비자, 외식업체)

주: 중요도는 1점부터 5점까지 부여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요도가 높음.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가 FGI 조사(2022.12.15.~12.1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조사 (2022.12.14. 

~12.23.), 외식업체 조사(2022.12.1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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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테크 발전과제05

5.1. 푸드테크 관련 규제 개선

∙ 푸드테크 각 분야에서 규제 개선 및 완화, 규제 공백 해결, 명확한 지침 정리 등에 한 

요구가 크다. 규제개선의 범위 또한 국제 표준에 맞는 기준/규정 재정비, 산업 안전, 부

동산 활용 등 매우 포괄적이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범부처 간 협조가 중요하다.

5.1.1. 생산부문(식물공장)17)

∙ 관행농업은 농지를 중심으로 한 평면적인 공간 위에서 영농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며 관련된 법령 역시 이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스마트농업에서는 수직형농

장(식물공장 등) 등과 같은 입체적인 공장을 이용한 방식이 시도되고 있어 이에 따라 입

지 측면에서 새로운 지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 현재 일부 건축물에서는 소규모 수직형 농장시설을 두고 있지만, 규모 수직형 농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내지는 가설건축물 등을 필요로 하는 구조이다. 하지만 현재 

체로 농업용지에서는 이와 같은 건축물 등의 설치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 농공단지 내 수직형 농장 설치에 관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8

호 라목에서 농공단지를 “ 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 를 위

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해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라고 규정한 외에 별다

른 정의가 없어 현행 법령에 따라서 수직형 농장의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7) 박훈민(2021)『미래세대를 위한 법적 과제 Ⅲ- 스마트농업 관련 법·정책을 중심으로-』자료를 요약·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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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경위 수직형 농장(식물공장)을 ‘공장’으로 간주하여 일본「건축기준법」제48조

에 따라 식물공장의 설치를 제한하였지만, 제49조에 따른 특별용도지구에 따라서 지자

체가 조례로 건축기준법 상의 용도규제를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기준

을 마련하였다. 

∙ 이에 따라 국내 수직형 농장 설치와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계 부처 등 각 

기관에서 세밀한 논의를 거쳐 스마트농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입지의 범위, 시설의 

규모 등에 한 가이드라인을 먼저 마련할 필요가 있다. 

5.1.2. 대체식품18)

∙ ( 체식품) 최근 건강 개선, 동물 복지에 한 관심 등으로 인해 채식주의자 증가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식생활, 새로운 식품에 한 호기심 등으로 인해 식물성 

체식품 시장이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국내 역시 식물성 체식품이 생산되어 판

매되고 있으나 아직 식물성 체식품 유형이 구분 되어있지 않아 국내 생산·판매액, 수

입·수출액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 체식품의 기준 마련을 위한 개선 방안으로는 ①식물성 단백질 체식품 등의 새로운 

식품유형(육류 체식품, 식물성 체식품) 신설 및 원료별 특징, 생산방법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 및 규격 개선, ②비건(Vegan) 및 체육, 배양육 등 체 단백질식품 표시기

준, 표시·광고의 세부기준 등 명확한 규정 마련, ③식물성 단백질 체식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선 등이 있다. 

∙ (배양육) 전 세계 배양육 제품은 량 생산될 정도로 상품화되지는 않았지만, 미국, 네

덜란드, 이스라엘 등이 주축이 된 배양육 스타트업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및 제품 기술 

개발 활동으로 인해 배양육 시장형성과 제품 량생산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내에도 식품업계 기업 차원에서 배양육 등 신소재 식품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관련 법규와 참고할 만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이다. 

∙ 배양육 제품개발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으로는 ① 배양육 정의, 해당 식품유형, 원재료, 

18) 홍연아 외(2021)『식품·반려동물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 연구』 자료를 요약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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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가공기준 등 관련 법규제정 및 배양육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② 배양육 제조 배지 

원료 중(혈청 원료 제외) 식품원료 부재한 pH 완충제, 동물세포 안정제 등은 안전성 확

보된 의약용 원료 식품용으로 일부 사용 허가, ③ 신기술 적용한 새로운 식품에 맞는 과

학적 안전성 평가 기준과 신속한 인정심사 체계 마련 등이 있다.

5.1.3. 물류/유통(온라인 플랫폼 등)

∙ 정부는 최근 국내 플랫폼 산업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조

성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규제 필요와 규제 완화에 

한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 미국과 EU는 현재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이러한 글로벌 규

제 강화 움직임을 고려하여 국내에도 온라인 플랫폼에 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

는 반면, 글로벌 규제 강화 움직임을 고려해야 하지만, 국내 현실에 부합하는 공정한 플

랫폼 생태계를 위한 규제가 있어야하며 과도한 규제는 토종 플랫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존재 한다.19) 

∙ 이에 해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에 해 자율규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으로20), 해

당 규제에 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5.1.4. 외식서비스(배달로봇)21)

∙ 푸드테크 로봇 중 규제 이슈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문은 배달로봇이다. 자

율주행 배달로봇은 도로교통법, 생활물류법, 공원녹지법,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인해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19) ZDNET Korea(2022.02.07)“"플랫폼 규제법은 시기상조…자율규제 방안 도출해야"”(검색일:2022.12.22.)

20) 뉴시스(2022.12.22.)“[뉴시스 포럼]한기정 "카카오 독과점 사태에도 자율규제 기조 변함없어"”(검색일:2022.

12.22.).

21) 삼일PwC경영연구원(2022) 『푸드테크의 시대가 온다』 자료를 요약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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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배달로봇은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어 인도, 횡단보도 등을 이용 불가하고, 규

제 샌드박스로 시범운영 되는 배달로봇도 부분 동행자가 있어야 운행 가능하다. 생활

물류법상 운송 수단에도 배달로봇은 포함되지 않고 택배 전달 수단은 이륜차와 화물차

로만 한정되어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상 배달로봇의 카메라는 배달 과정에서 행인들

을 찍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 여지가 있다. 또한 공원녹지법 상으로도 로봇은 30kg 이

상 되는 동력장치로 공원 출입이 불가하다.

∙ 국내에서 시범적으로 배달로봇을 운영하는 기업은 전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

은 경우이며, 샌드박스 특구 내에서만 제한적인 운행이 가능하다. ‘로보티즈’의 실외 자

율주행 로봇이 ‘벤디스’의 식권 장 앱을 연동해 비 면 배달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바 

있으며, ‘배달의민족’의 자율주행 배달 로봇 ‘딜리드라이브’도 시범 운영된 바 있다.  

∙ 미국의 경우 2016년 옥외용 자율주행 로봇 운영을 위한 법을 제정하고, 2017년부터 배

송로봇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실제 주행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현재는 20개 주에서 자

율주행 로봇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며, 빠른 규제완화로 인해 수만 

번의 배송 트랙 레코드를 쌓을 수 있게 되어 배달로봇 기술이 빠른 속도로 고도화되고 

있다. 

∙ 2021년 4월 정부는 ‘2021년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5년까

지 배달로봇의 도보 이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실내 배달 

로봇의 승강기 탑승이 가능하도록 승강기 안전기준이 개정되는 등 일정 부분 규제 완화

가 진행되었다. 이후 양금희 의원은 2022년 8월 19일, 실외 이동로봇 정의 신설, 로봇 안

정성 인증 체계 도입 근거 마련, 로봇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손해 담보가 가능한 안전보

장사업 실시여건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표 발의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중이

다. 또한, 정일영 의원은 2022년 8월 25일, 인도를 주행할 수 있는 배송로봇의 기준과 근

거를 마련해 실증특례지역 밖에서도 배송로봇을 사용가능토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표 발의하였으며, 소관 상임위(행정안전위원회) 심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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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푸드테크 진흥을 위한 지원 

∙ 현재 국내 푸드테크 스타트업 규모는 해외 국가에 비해 상 적으로 적은 편이나, 그간 

축적된 IT 기술을 활용한 푸드테크 스타트업 발생 및 성장 가능성은 크다. 현재까지 국

내 푸드테크 스타트업은 부분 유통·배달 서비스, 밀키트 개발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 국내 푸드테크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체식품,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표

적으로, 푸드테크 원천기술 및 소재 개발을 위한 스타트업 상 R&D 투자 확 , 금융 

인프라 조성, 선제적 규제 개선 및 가이드라인 제시 등이 필요하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실시한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5%이상이 푸드테크 

기술 진흥을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22), ‘기술개발 연구사업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과 관련된 정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이러한 결과는 앞서 제시한 농림축산식품부가 2022년 12월 발표한 ‘첨단 식품 기술(푸

드테크) 산업 발전방안’과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 의 취지와 일관되며, 푸드테크 

산업 발전을 위하여 스타트업 기술개발 연구사업 지원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6－17 ]  푸드테크 기술 진흥을 위한 대안/정책 중요도_요약 (평균)

단위:점(5점 만점)

　

신기술 도입 
및 적용을 
위한 규제 

개선

초기투자비 
지원

기업 지원
산업화 및 
수출 지원

기술 개발 
연구사업 

지원

기술 개발 
전문 인력 
양성 지원

식물공장 3.94 3.97 3.86 3.89 4.07 4.00

서비스용 
로봇

3.77 3.71 3.76 3.75 3.93 3.86

주: 사례수 = 500명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조사 (2022.12.14.~12.23.).

22) 소비자의 푸드테크 기술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진흥 노력 필요성에 대한 조사결과는 [참고 4]의 부표 5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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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실시한 전문가 FGI 조사 결과에서도 푸드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하여 강조되었으며, R&D 추

진, 관련 규정 정비 및 지원 기관 지정, 전문 인력 양성 등이 제안되었다. 

[ 표 6－18 ]  푸드테크 진흥을 위한 정책수요(전문가 의견) 

1
 푸드테크는 유망한 신산업 분야이며,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데도 불구
하고 원활한 생태계 구축이 잘 되고 있지 못함. 따라서 현장 수요 분석, 공급 분야 분석, 소
비 분야 분석을 위한 코어 플랫폼이 필요함 

2
 푸드테크 유망 기업이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통한 혁신 기업을 향하는 지
원 사업을 전개해야 하며 핵심 분야 및 기초 기술에 대한 R&D 추진, 명확한 산업분류, 관
련 규정 정비가 필요한 시기임 

3
 일부 추진되고 있는 과제들은 있으나 각 기술을 관장하는 기관(ex 로봇 → 한국로봇산업진흥
원 등)에서 푸드테크와 연계된 과제 확대해야 함 

4
 푸드테크 분야 융합형 인력을 양성해야 하며, 기술 기반 산업화 촉진 및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야 함. 또한, 장비·시설·정보 공동이용 플랫폼 등 여건을 확충하고 수출(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해야 함 

5
 푸드테크 산업 진흥법 제정 및 푸드테크산업청이 신설되어 체계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야 하며 FACCP 인증제도 도입하여 (푸드테크 전용 인증제) 시장 활성화를 이루어야 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가 FGI 조사(2022.12.15.~12.16.).

∙ 푸드테크가 고성장이 전망되는 새로운 산업 분야인 만큼 국내 푸드테크 기업 및 스타트

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기술 개발 투자 확

, 전문 인력 양성 등 진흥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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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주요 푸드테크 분야의 시장 및 기술 동향

부도 6－1.  국내 주요 식물공장 기업

<팜에이트(Farm8)> <엔씽(N, THING)>

자료: 월간원예(2021.03.30.); K스타트업 밸리(2019.07.07.).

[ 부표 6－1 ]  업종별 키오스크 사용 비율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음식점 전체 0.9 1.5 3.1 4.5

일반
음식점

소계 0.3 0.9 2.3 3.3

한식 0.1 0.5 1.9 2.7

중식 0.6 2.9 3.8 0.9

일식 1.5 5.3 2.4 6.7

서양식 2.2 2.9 6.8 13.1

기타 외국식 5.9 8.6 11.5 15.2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6 2.1 3.9 5.9

기관구내 식당업 7.7 3.6 2.9 17.3

출장·이동 음식점업 0 0 0 6.2

제과점 0.6 2.1 0.7 4.8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8.8 10.8 16.3 16.7

치킨 전문점 0.9 2.6 3.3 1.9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0 0 3.5 11

간이 음식 포장판매 전문점 0.7 1.5 5.1 6.5

주점업 0 0.5 1.4 1.7

비알콜 음료점업 3.4 3.3 5.8 6.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년도). 「외식업체 경영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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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푸드테크 정책 현황

부도 6－2.  농식품부 본부 기구 개편(안)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2.12.06.).



제6장  푸드테크, 혁신 트렌드와 미래전망 _205

[ 부표 6－2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의원,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대표발의, 2022.09.07)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2022.12.02)

■ 푸드테크산업을 정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푸드테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푸드테크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창업 지원, 푸드테크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우수 
푸드테크를 지정하여 상용화를 위한 연구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안 제2조 제8호·제9호, 제8조의2 및 제8조의3 
각각 신설).

■ (안 제2조 제8호·제9호 및 제12조의3 신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푸드테크산업의 진흥)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푸드테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푸드테크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2. 푸드테크산업 관련 창업 지원
  3. 푸드테크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4. 푸드테크에 관한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

른 한국산업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
  5. 그 밖에 푸드테크 산업 진흥과 관련하여 농

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
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
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3(우수 푸드테크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은 푸드테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푸드테크를 우수 
푸드테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우
수 푸드테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용화를 위한 연구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투자 유치 지원 또는 국제 박람회 참가비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수 푸드테크의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푸드테크산업의 지원·육성) ① 농림축
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푸드테크
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추진할 수 있다.
1.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

연구
2. 푸드테크산업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발

전 지원
3.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4. 푸드테크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5. 푸드테크산업 해외진출 지원
6. 푸드테크산업 특화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조성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푸드테크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행
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자료: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https://pal.assembly.go.kr/law/)(검색일:2022.12.20.).



206_ 제2부  2023년 농정 현안

[참고 3] 푸드테크 인식 및 활용 실태_소비자 조사 결과

[ 부표 6－3 ]  육류 대체식품 구매 경험

단위: %

구분　 사례수 구매 경험 있음 구매 경험 없음 계

소비자 1040 29.0 71.0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조사(2022.08.16.~09.05.).

[ 부표 6－4 ]  육류대체식품 구매 만족도_식물성 대체식품

단위: %, 점

구분　
사례
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
5점
평균

100점
환산

식물성 
대체식품

302 1.0 8.6 44.4 42.7 3.3 100.0 3.39 59.69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조사(2022.08.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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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푸드테크 발전과제

[ 부표 6－5 ]  푸드테크 기술 발전을 위한 정부 노력 필요성

단위: %, 점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

매우 
필요

계
[5점 
평균]

[100점 
환산 평균]

식물공장 0.4 2.6 17.8 52.8 26.4 100.0 4.02 75.55

서비스용
로봇

0.6 5.0 29.2 53.0 12.2 100.0 3.71 67.80

주: 사례수 = 500명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조사(2022.12.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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