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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식물의 재배화와 동물의 가축화, 소 사육 및 산업화

축산업의 붕괴

: 낙농정책연구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
* 본 보고서는 지금부터 약 10여년에 걸쳐 농업, 특히 축산부문에서 나타나게 될 획기적인 변화에
관한 것으로, 쇠고기를 생산하는 육우부문과 우유를 생산하는 낙농부문을 포함한, 축산업 전반에
걸친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다만, 보고서의 내용은 현재까지 나타난 상황을 전제로 하는 예측이
라는 점에서, 모든 예측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및 그에 따른 의사결정의 결과에 대해서는, 오로지 독
자 스스로가 책임져야 한다(역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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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ject

RethinkX는 기술발전에 따른 기존기술의 붕괴 및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속도와 크기를 분석, 예측하는 독립적인 기술집단이다. 우리는
투자자, 기업, 정책입안자 및 사회지도자들이, 중추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자료에 입각한 분석을 실시한다.
'식량 및 농업문제의 재고'는, 경제전반의 부문별한 기술발전에 따른 기
존기술의 붕괴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일련의 보고서 중, 두번 째이다. 우
리는 S 곡선 형태의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기술채택의 현실을 반영하는
분석을 목표로 한다. 주요 분석가들은 선형의 기계적인 은밀한 예측을
통해, 태양열 PV, 전기자동차, 휴대폰과 같은 기기들이 지니는 시스템
의 복잡성을 무시함으로써, 기술붕의 속도와 범위를 계속 과소평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예측에 의존할 경우, 정책입안자, 투자자 및 기
업은, 엄청난 부, 자원과 일자리의 파괴, 증폭된 사회적 불안 및 취약성
을 가져오는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정책 및 투자, 잘못된 자원배분, 부정
적 반응에 함몰될 수 있다.
우리는 개인, 기업, 투자자, 정책입안자들의 기술붕괴에 있어서의
복잡한 상호작용 및 기술붕괴의 영향이 사회전체에 미치는 파급효
과를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의 분석방법
은 무엇보다 기술융합, 기업모형의 개혁, 생산개혁, 생산비용 및 생
산능력에 있어서의 기하급수적인 개선에 의해 유발된 시장원리에
초점을 맞춘다.
RethinkX’s의 후속분석은 부문 내 또는 부문 간 기술붕괴에 따른 계
단식 또는 상호의존적인 효과를 검토할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새
로운 기술에 의해 촉발된 기존기술의 붕괴가 가져올 위험과 기회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을 유발함과 아울러, 보다 공정하고, 건강하며,
탄력적이고, 안정된 사회로의 유도를 도울 수 있는 선택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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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
보고서 저자:

관계자 메일주소

Catherine Tubb and Tony Seba

RethinkX: food@rethinkx.com

기고자

Media: media@rethinkx.com

Taylor Hinds (분석가)
James Arbib (편집자)

우리와 함께,
/rethink_x

Uzair Niazi (편집자)

/JoinRethinkX

Hannah Tucker(전략적 메시지)

/company/rethinkx

Bradd Libby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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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우리의 공동체에 초대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www.rethinkx.com

Adam Dorr (결과)
감사의 말씀
본 보고서는, 우리에게 자신들의 통찰력과 시간을 할애해 주신 개인과 조직의 거대한 그룹의 도움뿐 아
니라, 본 보고서작성에 직접 참여 또는 우리의 가설과 보고서의 초본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신 분들의 도
움이 없이는 출판될 수 없었을 것이다.
특히 Good Food Institute의 Liz Specht씨, Jeremy Coller Foundation의 Rosie Wardle씨와, 본 보
고서작성에 있어서 매우 귀중한 통찰력과 연구를 제공해 주신 Bernard Mercer씨에게 감사의 인사
를 드린다.
또한 영국의 Billingham의 Quorn에 있는 생산시설방문을 허용해 주신 Kevin Brennan씨와 동료들과,
시식 및 인터뷰에 응해주신 Impossible Foods의 Pat Brown씨와 동료들에 대해 감사드린다.
그 외에 Ryan Bethencourt (Wild Earth), Alexander Lorestani (Geltor), Ed Maguire, Jeremy Oppenheim, John
Elkington, Olga Serhiyevich, Cater Communications의 Morry Cate씨와 동료들, Arobase Creative and Lokate
Design의 디자인팀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린다.
우리의 감사는, 모든(또는 어떠한) 우리의 가설이나 발견에 대해 이 분들이 모두
동의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어떠한 오류라도 이는 전적으로 우
리의 책임이다.
Food&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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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면책사항

본 연구는 우리의 보고서 Rethinking Transportation 2020-2030 (2017.
5월 출판)에 수록된 Seba Technology Disruption Framework 를 기초로
작성되었다. 보고서의 개정판은 2019년 4/4분기에 출판 예정이다.

본 보고서의 어떠한 연구결과, 예측, 추론,
예상되는 결과, 판단, 생각, 의견, 권고사항,
제안 및 유사한 내용들은, 어디까지나 저자
들의 의견으로, 사실적 진술이 아니다. 그러
므로, 독자는 그 점을 인지하고, 스스로의 연
구결과에 입각한 판단을 해야 한다. 또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어떠한 조언도 아니므로,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어떤 행동을 취하거 나
자제할 필요는 없다.

본 분석은, 식품 및 농업분야의 변혁을 이끄는 신기술 및 미국 소 산업에 대한
불가피한 영향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 우리가 도출한 비용곡선은, 새로운 기술
들이 식품시장에 적용된 초기단계에서 얻어진 한정된 자료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비용곡선은 본 보고서에 제시된 기술의 채택과 함축성을 뒷받침한
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내용은 '베타분석' 또는 '1차 분석' 결과로 보아야 하 며,
보다 많은 증거가 나오는대로 결과를 갱신할 것이다. 우리는 본 분석의 발 전에
도움이 되는 어떤 의견도 환영한다.
오늘날의 산업화된 농업의 동시적인 붕괴는, 정책, 기술중단에 따른 사회적반응,
외에 원천적으로 불확실하고 모델화가 어려운 다수의 상호작용요인 등
에 의존한다. 명히 모델이 작동되기까지는 불확실한 점이 있으나, 우리의 입증
된 연구체계와 방법론 및 발견은, 연구의 방향과 거기에 포함된 복잡한 과정을
밝혀줄 것이다. 기존기술이 붕괴되는 정확한 시점은, 각 사회의 선택에 따라 수
년에 걸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우리의 핵심모델은 2030년까지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우리의 중심시나리오
에 의하면, 그때가 되면 기존기술의 붕괴는 불가역적이긴 하지만 불완전하므
로, 보다 확실한 상황을 제시하기 위해 모델분석을 2035년까지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는 소에 초점을 맞추지만, 모든 가축에 대한 추정을 실시
하였으며, 곡물경작, 세계농업 및 그 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 기존기술의 붕괴가 가져올 영향력의 크기를 감안할 때, 지난 수천년간 겪은
적이 없는 이만한 규모의 기술붕괴가, 한 산업에 가져올 극적인 변화에 대해 사
회는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식량 및 농업기술 뿐 아니라 에너지와 수송분야의 기술붕괴에 대해서
도 추적을 계속할 것이다. 이 모든 분야의 기술붕괴는 상호 연계되어 있으며,
도시, 조직, 시장, 경제, 재정, 지정학, 건강, 환경 등 모든 분야와 상호 연계되
어 있으며, 동적이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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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들에 의해 선택된
가능한 시나리오를 내포한다. 또한 그 같은
시나리오들은, 반드시 모든 상황을 나타낼
만큼 포괄적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다.
본 보고서의 어떠한 시나리오나 서술도 필자
들에 의해 선택된 가정과 방법론에 근거한다.
다른 가정 및 /또는 방법론이 있을 수 있으며,
그 경우 다른 결과 및 /또는 의견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보고서의 저자나 출판자뿐 아니라, 각각의
제휴사, 이사, 임원, 고용인, 파트너, 검열관,
에이전트 혹은 대표자는, 본 보고서를 출판,
배분함에 따라 어떠한 재정 및 투자관련 조언
도 제공하지 않으며, 본 보고서의 어떠한 내
용도 어떠한 종류와 성격의 재정 및 투자를
위한 조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그뿐
아니라 본 보고서의 저자나 출판자뿐 아니라,
각각의 제휴사, 이사, 임원, 고용인, 파트너,
검열관, 에이전트 혹은 대표자는, 어떠한 자
산, 재산, 사업에 대해서도 구매의 권장성, 투
자 또는 재정적인 약속을 하지 않으며, 본 보
고서의 어떠한 내용도 그 같은 뜻으로 해석되
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본 보고서 및 그 안
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에 의존해서라도 구매,
투자 혹은 그 같은 자산, 재산, 사업에 대한
재정적인 약속을 위한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본 보고서에 포함된 일반적인 정보는 ,
특정 법률, 세금 및/또는 투자에 대해, 자격
증을 지닌 전문가로부터의 자문이 없이는 행
동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

본 보고서의 어떠한 내용도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21항의
목적을 위한 투자활동에의 참여를 유도하거
나 초청을 위한 이 아니다.
본 보고서와 관련한, 또는 그 안에 내포된 정
보에 대해, 어떤 종류 또는 성격의 명시적 혹
은 암시적인 표현, 혹은 보장도 주어지지 않
는다. 그러므로 본 보고서의 저자와 출판자
는, 어떤 종류 또는 성격, 명시적이든 혹은
암시적이든, 본 보고서와 그 내용에 대해,
적용가능한 법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 내에서
책임을 부인한다.
본 보고서의 저자나 출판자뿐 아니라, 각 제
휴사, 이사, 임원, 고용인, 파트너, 검열관, 에
이전트는, 적용가능한 법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 내에서, 다음 사항에 대해 책임이 없다.
» 본 보고서의 결과 및 그 안에 내포된 정보로
인해, 귀하나 다른 어떤 사람 혹은 독립체가
행동을 취하거나,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귀
하나 다른 어떤 사람 혹은 독립체가 입은 어
떠한 손실 또는 손해,
» 본 보고서의 결과 및 그 안에 내포된 정보로
인해, 귀하가 제3자와 맺은 거래,
» 본 보고서의 이용 혹은 그 안에 포함된 어
떠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귀하 혹은 어떠
한 타인 혹은 독립체가 입은 어떠한 손실 혹
은 손해,
이 고지사항에 있어서, 본 보고서의 참고문
헌은, 이 보고서의 저자 혹은 출판자 혹은 각
각의 제휴사, 이사, 임원, 고용인, 파트너, 검
열관, 에이전트, 혹은 이 보고서와 관련된 대
표자에 의해 제공된 어떠한 정보나, 요약문,
신문기사, 소셜미디어게시물, 인터뷰내용 및
본 보고서와 연관된 기사도 제한이 없이 포
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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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우리는 1만년 전에 최초로 식물의 재배와 가축사육을 시
작한 이래, 가장 깊고 빠르게 가장 중대한 식량 및 농 업 생
산을 중단해야 하는 시점에 직면해 있다.
이는 1차적으로, 경제적인 이유에 따른 단백질생산의 중
단이다. 즉, 2030년이 되면, 설탕의 비용문제에 도달하
기 전에, 동물성단백질의 생산비가 현재보다 5배, 2035
년에는 10배나 저렴해진다. 그뿐 아니라, 주요 특성-즉,
보다 영양적이고, 건강하며, 맛좋고, 편리하며, 거의

상

을 초월하는 다양성을 지닌다.
이는 2030년이 되면 품질은 더 좋고, 가격은
절반 이하인 현대식품, 즉 기존의 축산물을
대체하는 식품생산이 가능
그로 인해 산업화

의 한다.

축산물생산의 단절에

따른 영향은 매우 클 것이다.
2030년까지 미국의 소 두수는
50%까지 줄 것이며, 소 산업은 거의
파산을 맞게 될 것이다. 타 가축들도 유사
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며, 그로 인한
곡물생산농가 및 산업의 가치사슬에 미치는 연쇄
효과는 심각할 것이다.
이는 미생물을 이용해, 어떤 복잡한 유기분자라도
생산이 가능하게 한, 정밀발효(PF)분야의 큰 진
전을 가져온 정밀생물분야의 빠른 발전에 의한
것이다.
이 같은 진전은, Food-as-Software 라고 하는 전혀 새로
운 생산모델과의 결합으로 이루어졌으며, 여기에는 과학자
들에 의해 고안된 개별분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 되어,
전 세계 어디에서든 식품기술자들이 분자요리책을 이용하
여,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디자인한 앱과 같은 방법으로 식
품을 디자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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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다.

이 같은 모델은 일정한 반복을 보장하므로, 제품개선이 빠
르고, 새로운 버전에 의한 생산이 이전 버전에 비해 제품
이 우수하고 저렴하다. 이 모델은 또한 도심가까이 입지한
분뇨발효장을 지닌 산업화 축산에 비해, 분산되어 있어
훨씬 안정적이고 탄력적이다.
새로운 모델의 이 같은 빠른 개선은, 규모, 거리 효율성면
에서 한계에 직면한 산업화 축산에 비해 극명하게 대비
된다. 가장 비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산업화 축
산에 있어서, 소가 현대식품에 의한 파괴력을 가장 실감
하게 될 것이다. 현대식품은, 토지이용 100배, 사료효
율 10-25배, 시간적으로 20배, 수자원이용에 있어
서 10배나 더 효율적이다.1,2 또한 새로운 모델에 의한 생
산은 보다 적은 양의 폐기물을 배출할 것이다.
현대식품은 이미 기존의 우육산업시장을 중단시키기 시
작했으나, 일단 생산비가 2021-23년 쯤에 동등하게 되
면, 대체속도는 훨씬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질 것이다. 그
리하여 기존기술의 중단사태는, 최종생산물의 1대 1의 대
체뿐 아니라 여러 형태로 진핼될 것이다. 어떤 시장 에서
는, 기존생산이 완전히 중단되기 위해, 단지 성분의 극히
일부만이 대체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낙농산업은, 현대식품기술에 의해 우유 한 병
에 포함된 3.3%의 단백질성분이 대체되게 될 경우, 낙농
산업 전체가 붕괴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칼
날위에서 균형을 잡고 있는 것 같은 낙농산업은, 2030년
이 되면 거의 파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같은 현상은, 어느 한 분야의 중단이 아니라,
서로 겹치고, 강화되고, 가속화하면서, 여러 분야의 생산
중단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 결과 우리가
소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이 보다 우수하고, 저렴한 현대적
인 대체재로 대체됨에 따라, 가격상승에 의한 죽음의 소
용돌이, 수요감소, 우육생산에 있어서의 역규모의 경제로
인해, 현대기술의 완벽한 세포증식에 의한 스테이크생산
이 실현 기 훨씬 전에, 기존의 육우산업은 와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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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사결과
» 2030년까지 소의 생산물에 대한 수요는 70%가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전
에, 미국의 육우산업은 사실상 붕괴될 것이다. 2035년이 되면, 소의 생산물
에 대한 수요의 80-90%가 감소할 것이다. 그 외에 가금, 돼지 및 어 류 또한
유사한 경로를 밟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동물사육과 가공부문은 물 론, 비료,
농기계, 수의부문을 포함한 연관산업부문에 있어서, 엄청난 가치파 괴가 일
어 날 것이다. 그 금액은 1,0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동 시에 현
대적 인 식품 및 식재료를 생산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주어 질 것
이다.
» 미국의 육우산업과 낙농산업, 그리고 이 부문에 대한 공급자의 생산규모가
2030년까지 50%, 2035년까지는 거의 90%가 축소될 것이다. 연구의 중심 사
례에 의하면, 2030년까지 분쇄우육은 70%, 스테이크는 30%, 유제품은 거의
90%까지 시장규모가 축소될 것이다. 또한 피혁, 콜라겐과 같은 소의 부산물
시장규모도 90% 이상 축소될 전망이다. 대두, 옥수수, 알알팔파와 같 은 작물
의 생산규모는 50% 이상 축소될 것이다.
» 현재의 산업화된 유축농업시스템은, 분자단계에서 설계되어 과학자들에 의
해 데이터베이스에 올려지면, 전 세계 어디서든 식품디자이너들에 의한 접속
이 가능한 Food-as-Software 모델에 의해 대체될 것이다. 이 는 이전에 비
해 보다 안정적이고, 탄력적이며, 보다 과학적이고, 지역화된 식품생산시 스
템을 탄생시킬 것이다. 또한 이 새로운 생산시스템은, 기후, 한 발, 질병 외 에
지역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 등의 계절성에 따른 생산량 및 가 격의 변동 성으
로부터 보호될 것이다. 또한 지리적여 은 이상 어 한 경 적 우 도 제
공하지 할 것이다. 그리고 소자 에 의 한 중
적 인 생산시 스템에
서 부한 자 에 의 한 분산시스템으로 이 하게 될 것 이다.
» 현재 축산물 및 사료생산에 사용되는 토지의 약 60%는 타 용도로
전환될 것이다. 이는 1803년의 Louisiana 구입지와 거의 맞먹는 것으
로, 미대륙의 4분의 1에 해당된다.
미국영토를 재구상함으로써
미국의 풍경을 재설정할 기회는 일찍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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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mpossible Foods

» 그렇게 생산된 새로운 식품은, 축산을 통해 얻어지는 식품에 비해 보다 우수
하고도 저렴하며, 보다 영양적이고, 맛있고, 종류도 다양해, 모든 기능적 측면에
서 훨씬 편리할 것이다. 그 외에 그 같은 식품의 영양적인 이점이 건강에 큰 영
향을 미쳐, 연간 17조 달러로 추정되는 비용을 발생시키는 식품에 기인하는 심
장병, 비만, 암, 당뇨 등의 질병감소를 가져
다.
» 그 외에 새로운 현대식품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가처분소득증대,
부의 창출, 일자리, 세금 등에 따른 경제적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 2030년까지 생산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배출량이, 45%까지 감소함에
따른 환경측면의 이점 또한 매우 클 것이다. 그 외에 국제적인 산림파괴, 종의 멸
종, 물부족, 가축분뇨,
몬, 항생제로 인한 수질오염 등도 개선될 것이다. 그
리 고 2035년이 되면, 종전에 미국에서 축산물생산에 사용되었던 토지는 주
요 탄 소저장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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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과 농업의 붕괴에
따른 주요 영향

» 농지가격은 40-80%가 하락할 것이다. 그
결과가 개별지역 및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농
지의 대체용도, 편의성의 가치, 정책이 어떤 선
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 대부분의 축산업자들은 심각한 경제적충격에 직
면할 위험이 있다. 즉, 브라질과 같이 GDP의 21
% 이상을 농업부문이 차지하며, 그 중 7%를 축산
경제적 영향
부문이 차지하는, 축산물생산이 주종을 이루는 나
라들은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 현대적인 식량 및 타 정밀발효에 의한 생산물의 생
산비는, 기존의 축산물에 비해 최소 50%에서 최대 » 미국의 한 가정은 연간 평균 1,200 달러 이
80%까지 저렴하게 될 것이며, 이 같은 비용절감분
상 의 식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에
은 현저히 낮은 가격과 늘어난 가처분소득으로 전환
따라 2030 년이 되면, 미국인의 소득이 연
될 것이다.
간 1,000억 달러가 늘어날 것이다.
» 현 가격수준에서 총 4,000억 달러가 넘는 미국의
» 또한 2030년이 되면, 현재 연간 1억 5천만 배럴
육 산업, 낙농산업 및 공급업자의 수익은, 2030년
에 달하는, 우육 및 그와 연관된 미국농업부 문의
까지는 50%, 2035년까지는 거의 90%가 감소될 것
연료수요가, 우육생산부문 공급망의 대부 분이
이다. 타 축산물 및 어업부문의 수익 또한 유사한 추
세를 보이게 될 것 이다.
중단됨에 따라, 사라지게 될 것이 다.
» 미국의 가축사육을 위한 곡물량은, 2018년의
155백만 톤에서 2030년에는 8백만 톤으로, 50%
가 감소할 것이다. 이는 현재 가격으로, 사료생산
수익이 2018년의 600억 달러에서 2030 년에는,
50% 이상이 감소한 300억 달러 이하로 감소함
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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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축산부문에서 사용하던
용지를 모두
산림으로 조성하여 탄소격리를 극대화한다면, 현
재 미국 내에서 배출되는 모든 문의 온실가스
배출은, 2035년까지 충분히 상쇄될 수 있을 것
이다.
» 미국의 우육생산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2030년까지는 60%, 2035년까지는 80%가 각각
감축될 것이다. 현재의 축산업을 대체할 현대적 식
량생산기술까지를 고려하면, 축산부문의 전체적인
온실가스배출은, 2030년까지 45%, 2035년까지
는 65%가
감축될 것이다.
» 우육생산 및 이와 연관된 사료작물재배지의
물사용량은, 2030년까지 50%, 2035년까지는
75%가 각각 감소할 것이다. 현 축산업을 대체할
현대적인 식량생산기술까지를 고려하더라도, 식
량생산부문 전체의 물소비량은 2030년까지
35%, 2035년까지는 60%가 각각 감소할 전망
이다.

환경적 영향
» 2035년까지, 현재의 축산물 및 사료생산용지는
타 용도로 전용될 것이다. 그 면적은 아이오와
주의 13배에 달하며, 무려 루지애나구입지와 맞먹
는 485백만 에이커에 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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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측면
» 모두가 고품질의 영양가 높은 식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
을 것이다. 특히 개도국에서 저렴한 단백질에 접근할 수 있어, 기아 및
영양, 전체적인 건강을 위해 엄청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 미국 내 육우 및 낙농부문의 120만개의 일자리의 50%가 2030년까지
상실되고, 2035년까지는 90%가 상실될 것이다.
» 한편 미국의 신흥산업인 정밀발효(PF)산업은, 2030년까지 적어도 70
만개, 2035년까지는 1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선택

지정학적 측면

현대적기술에 의한 새로운 생산물이 모든 면에서 더 우수하고 저렴하므로, 기
존의 식량. 농업생산기술의 붕괴가 불가피하나, 정책입안자, 투자자, 기업 및
시민사회의 수용여부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속도가 결정될 것이다. 본 보고서의

» 과거에 비해 분산된 식량생산으로, 지리적
을 보다 적게 받게 될 것이다.

내지 기후조건의 영향

목적은, 현대적 신기술에 따른 붕괴의 크기, 속도 및 영향력에 관한 대화를 시
작하고, 의사결정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다. 그들이 신기술에 대한 정보

» 미국, 브라질, EU와 같은 주요 축산물수출국들은, 현재 축산물을
수 에 의존하고 있는 지정학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축산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들은, 국내에서 현대적인 생산
방법에 의해 보다 손쉽고 저렴하게 축산물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이와 같은 기존기술의 붕괴를 선도해 가기 위해, 광활한 경작지 및 천연자원
의 조건도 불필요하며, 어떤 나라든 궁극적으로 기존 생산기술의 붕괴과정에
서 창출될 수 조 달러에 달하는, 세계적인 새로운 산업과 연계된 가치를 포착
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

제공에 대해 단기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예를 들면 정보에 대한 재
산권, 현대식품에 대한 인증과정 등, 그 영향은 지속이며, 치명적일 것이다.
많은 결정이 경제적 이점 및 사회, 환경적 고려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
나 다른 결정은 기존기술의 붕괴를 늦추거나 지연시키려는 현존산업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비록 그 같은 주요분석결과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의사결
정들은, 경쟁력이 없는 자산, 기술 그리고 고가의 노후화된 다양한 기술에 갇 혀
, 경제 및 사회를 더욱 빈곤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지만, 주요분석결과에 의한 영
향을 받게될 것이다, 이 같은 분석결과 및 다른 모든 기술붕괴의 잠재력을 최대
한 발휘하기 위해, 복잡하고 동적이며, 빠르게 변화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
계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색다른 시도를 포용할 필요가 있다. 의사결정자들
은 이제 더 이상 식품 및 농업기술의 붕괴에 지리적인 장벽이 없 음을 인식해야
한다. 만일 미국이 현대식품산업에 저항하거나 현대적 식품산업을 지원하는데
실패하면, 중국과 같은 다른 나라들이 현대적 식품산업의 발전에 따른 건강, 부,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점유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가들은, 현대식품기술이
제공하게 될 특별한 경제, 사회 및 환경적 이점을 포착하기 위한 계획수립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Food&Agriculture

9

식품의 새로운 용어
세포기반육:
가축의 체외 생물반응장치 안에서 성장한 동물세
포로 구성된 육류. 이 같은 축산물은 유전적으로
전통적인 축산물과 동일하다. 세포기반 육류는 다
른 사람들에 의해 청정육, 실험실 배양육 혹은 배
양육으로 불린다.

효소:

강화:

그 자체는 바뀌지 않은 채, 화학반응의 진전속도를
제어하는 촉매역할을 하는 물질

영양개선과 같이 식품의 바람직한 특성을 나타내
는 단백질 같은 성분을 포함하게 함으로써, 식품의
품질을 높이는 것.

발효탱크:
폐쇄시스템환경에서 교반, 통기, 멸균과 온도,
pH, 압력, 및 폐쇄환경에서의 영양주입을 제공
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생물화학적 반응을 활
성화시키는 스테인레스재질의 원통형 용기. 이
같은 정의에는 생물반응장치가 포함된다. 세포
를 기반으로하는 육류는 생물반응장치를 사용
하는데 비해 정밀발효는 발효탱크를 사용한다.

화학합성:
전구물질(석유화학 혹은 자연)로부터 유기분자를
얻기 위한 일련의 화학반응 또는 물리적 조작을 통
한 화학화합물의 조성과 합성은, 자연적으로 생성
되지 않는 화합물을 생산하거나, 이들 생산물을 대
량으로 생산하기 위한, 새로운 물리적 혹은 생물학
적 특성을 지닌 화합물을 발견하기 위해 활용된다.
화학합성을 통해 만들어진 생산물은 자연산의 대
체재로, 합성 혹은 인공화합물이라 칭한다.

컴퓨터생명공학:
컴퓨터 및 컴퓨터과학을 생명의 구조와 과정에 대
한 이해와 모델링에 적용하는 것. 컴퓨터생명공학
은, 생물학적시스템을 나타내고, 시뮬레이션하고
(예를 들면, 분자, 세포, 조직 및 기관), 가끔 실험
데이터(예를 들면, 농도, 순서 및 이미지)를 대규
모로 해석하기 위해, 광범위한 수학 및 컴퓨터공
학적(예를 들면, 복잡성이론, 알고리즘, 기계학습
및 로봇공학) 방법을 활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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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로서의 식품:
현대컴퓨팅의 특정 원칙을 채용하는 식품생산 및
소비의 새로운 모델. 소프트웨어와 같이, 식품도
식품요소의 데이터베이스가 확대되고, 비용 및 생
산능력의 측면에서 기술이 개선됨에 따라, 식품생
산도 반복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된다. 식품은
광범위한 분자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디자인되
고, 소비자의 기호 혹은 영양적 요구에 따른 맛과
조성에 있어서의 변화를 위해 조정된다. 정보기술
및 인터넷의 결합을 통한 생산방법의 개선, 그리
고/혹은 요소가 즉각적으로 다운로드되고, 거의
실시간으로 통합됨으로써, 생산이 널리 퍼지고 분
산될 수 있도록 한다.

유전공학:
유기체(혹은 유기체의 모집단)의 특성을 조정하기
위해 DNA를 직접조작, 조정 혹은 재결합하는 것

고속-대량 검사:
화학 및 생물학분야의 실험과정으로서, 주어진
조건 하에서 수 많은 샘플들이 동시에 시험을 받
는 것. 로봇공학, 센서, 자동화, 고속대량스크리
닝은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게, 그리고 복잡한
생물학적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대규모의 데 이터
베이스를 손쉽게 만들어낸다.

산업화된 농업:
대량생산, 최대수확량, 그리고 빠른 생산을 우선
시 하는 산업혁명에 의해 도입된 산업화된 축산
물, 가금, 어류 및 곡물생산. 이 같은 산업화된 농
업은, 가축의 밀폐사육, 화학살충제 및 비료, 대규
모 단작생산, 중앙집중식생산과 광범위한 유통의
특성을 지닌다.

형태요인:
한 식품의 크기, 모양 그리고 기능. "형태요인"
이란 용어는 컴퓨터산업에서 유래된 것으로,
QWERTY 키보드처럼 통상적으로 뛰어난 모양
에 의해 돋보이는, 컴퓨터 혹은 전자하드웨어의
전반적인 디자인과 기능을 의미한다.

매크로 유기물:
맨 눈으로 볼 수 있는 유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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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代謝)공학:

정밀농업:

합성생물학:

고생산성의 유용한 생산물을 생성하기 위한 유
기체 내의 목표지향적이며, 의도적인 대사경로
의 변경

분석 및 특수조작을 통해 수집된 고해상도의 자료
에 집중하는 농업생산활동. 그 예로, 작물생산에
있어서 특정 장소에 특화된 비료 혹은 살충제의
사용, 축산에 있어서 가축에 대한 시간별 세밀한
사양관리 등이 포함된다. 이는 산업화된 농업생산
효율의 점진적인 효율개선을 나타내므로, 정밀생
물학이나 정밀발효와는 구분된다.

공학법칙을 생물학에 적용함으로써, DNA, 단백질
및 기타 유기분자를 포함하는 소형 구성요소로부
터 완전히 작동 가능한 기존 또는 새로운 생물학적
요소를 창조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 학문분야.

미생물: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유기물. 수 많은 형태의
서로 다른 유기물은, 박테리아, 미생물, 고세균류,
곰팡이, 원생생물, 바이러스, 식물 및 동물로 구분
할 수 있다.

현대식품:
정밀발효, 세포기반육, 소프트웨어식품(많은 식
물기반식품이 사용하는), 혹은 이 모든 것을 결
합하여 만들어진 현대식품.

정밀생물학:
인공지능(AI), 기계학습, 클라우드와 같은 현대
정보기술의 도래 및 유전자조작, 합성생물학, 대
사(代謝)공학, 시스템생물학, 생물정보학, 컴퓨
터생물공학 등의 동시 도래.

발효를 통해 생성된 단세포의 곰팡이 단백질

식물기반육:

정밀발효가 가능케 한 것:

전적으로 식물요소로 만들어지나, 버거, 스테이크,
핫도그, 육포와 같이 전통적인 육류와 유사한 것.
역사적으로 식물기반육의 주된 성분으로는, 대두
가 가장 인기있는 성분이나, 최근 기업들이 밀, 노
란 완두콩, 코코넛을 성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최근 기술발전에 따라, 보다 육류의 풍미, 조직감,
외양을 포함한 우수한 기능성을 가능하게 한 새로
운 요소들이
인다.

정밀발효의 비용 혹은 기능의 발전으로, 어떠한
생산물 혹은 생산기술이라도 가능하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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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의 전체는, 각 부분의 합
이상이라는 관점에서, 생물학적 개체(예를 들면,
분자, 세포, 기관 및 유기체)성분의 상호작용 및
행동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생물체의 복잡성을 해
독하는 총체적인 연구방법. 이 학문분야는 생물
학, 컴퓨터과학, 공학, 생물정보학 및 물리학을 통
합한다.

정밀발효(PF):
발효와 정밀생물학의 결합. 미생물로 하여금 거
의 모든 복합유기분자를 생산토록 하는 프로그
램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세스.

인조쇠고기:

시스템생물학:

향상된 정밀발효:
정밀발효로 만들어진 요소에 의해 만들어진 모
든 생산물. 이들 생산물에 가축으로부터 생산된
육류는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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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제2차 동식물의 사육 및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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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년 전 최초로 시작된 동식물의 사육과 재배는 인류역사에 중추점을 찍었
다. 최초로 인류는 식량과 사역을 위해 동식물을 육종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소에서 양 그리고 밀에서 보리에 이르기까지 눈으로 볼 수 있는 유기체들이었
다. 그로 인해 인류는 더 이상 사냥을 하거나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닐 필요가
없게 되었으나, 이들 유기체의 최상의 특성과 재배조건을 선발함으로써, 본
의 아니게 이들의 자연적인 진화를 변화시켰다.

그림 1. 유기체 및 미생물의 사육 및 재배화
다세포

가시적인 유기체
박테리아,
고세균류
단세포
비가시적인 미생물

이는 동식물의 제2차 사육 및 재배에 해당된다. 제1차 사육
및 재배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유기체들을 통제할 수 있게 했
다. 이제 제2차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까지도 통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곰팡이

조류 및
원생동물

식물

동물

Source: RethinkX

그림 2. 동식물의 사육 및 재배에 5천년, 미생물의
조작에 수십년

제 1차 사육 및 재배과정에서 자주 간과되는 요소는 미생물의 중요한 역할이
다. 눈에 보이는 유기체 속에는 자연적으로 미생물이 존재하며, 섭취한 영양
분을 분쇄해서 유용한 산출물을 만든다. 예를 들면, 소의 소화관 내의 미생물
은 소의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단백질과 아미노산의 생산을 돕는다. 그뿐 아
니라, 인류도 본의 아니게 눈에 보이는 동식물 같은 유기체뿐 아니라, 그 안에
존재 하는 미생물의 진화까지 돕게된 셈이다.

식품생산시스템의
잠재력

» 미생물의 배양
» local nodes의 디지털 글로벌 네트워크

제2차 사육 및 재배화

1차 사육 및 재배과정이 있은 후 1천년 또는 그보다 더 긴 시간 후에, 초기의
발효를 통해 인류는 보다 직접적인 방법으로 미생물을 조작하게 되었다. 도자
기항아리와 나무로된 목기와 같은 제어된 환경에서, 인류는 빵, 치즈와 같은
필수식품의 제조방법, 과일과 야채의 보관방법, 주류의 생산방법을 서서히 발
견하게 되었다. 인류는 이제 가장 초보적인 방법으로나마 식품생산을 제어할
수 있게 되었다. 수천년 동안 식품생산방식은, 초기의 사육 및 재배화가 시작
된 이후 대체로 변한 것이 없다.
오늘날 우리는 식품생산에 있어서의 차기 대혁명의 막바지에 서 있다. 신기
술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선조들이 상상할 수 있었던 것 이상으로 미생물을
조작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동식물과 같은 유기체로부
터 미생물을 완전히 분리해서, 보다 우수하고 효율적인 영양소의 생산단위로
직접 사용한다.

1차 사육 및 재배화
» 유기체의 포획
Source: RethinkX

이것이 바로 동식물의 제2차 사육 및 재배화이다. 제1차는, 눈에 보이는 유기
체의 사육 및 재배화를 완성할 수 있게 했다. 이제 제2차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의 재배화를 완성할 수 있게 할 것이다.

» 유기체의 사육 및 재배
» 물리적으로 연결된 지역허브

» 독립적인 유목민족

사육 및 재배 이전

100,000+ Years
Food&Agriculture

10,000+ Years

1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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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생산시스템
생물학적으로 식품은 단순히,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 등
영양소의 집합체이다. 그 가운데 단백질은, 모든 세포가 적절히 기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영양소이다. 그 같은 의미에서 단백질은 생명의 기본요소라
할 수 있다.
가시적 유기체는 이들 영양소를 생산하나, 그 안에 내재하는 각각의 영양소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가공을 필요로 하며, 이는 추가비용이 발생할 뿐아니라
영양소의 질을 저하시킨다. 그러므로 영양소의 덩어리로부터 단일 분자를 추
출하는 것은, 가장 힘들고 많은 비용이 든다.3
그러나 미생물은 이들 각각의 영양소를 직접 생산한다. 그러므로 미생물의 재
배화는,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가시적유기체의 생산과정을 생략할 수 있게 함
으로써, 개별 영양소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 시
적유기체로부터 그 같은 영양소를 얻기 위해 분쇄과정을 거치는 것보다, 미
생물을 통해 생산한 이들 영양소로부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식품을 정확하
게 생산할 수 있다.
즉, 엄청난 양의 투입요소를 요하고, 지나치게 비효율적이며, 상당량의 폐
기물까지 배출하는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정확하고, 선별적이며, 다루 기 쉬
운 생산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보다도 생산을 분자단계로 바꿈으 로써,
생산가능한 영양소의 수가, 더 이상 식물 또는 동물류와 같이 국한 되지 않는
다. 한편 자연은 우리에게 수많은 고유단백질을 제공하지만, 그 들을 가시적
유기체로부터 추출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 문에, 그 가운
데 일부만을 소비한다. 새로운 생산시스템에 있어서는, 이들 단 백질뿐 아니
라, 오늘날 존재하지 않는 수많은 단백질에까지 즉각적으로 접근 할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특성의 단백질분자든 디자인할 수 있으며, 유일한 제
약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 상상력의 한계일 것이다. 각 성분은 특정 목적을 위
해 사용되며, 구조, 맛, 조직의 구성 및 기능적 품질과 같이, 영양적 측면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확한 특성을 지닌 식품생산을 가능토록 할 것이다. 실질적
으로 무한한 요소를 이용해 무한한 생산물을 만들어 낼 것이다(Box 2 참 조).
이 같이 생산된 단백질들은 풍부하고 저렴하므로, 이들은 식품 및 농산업뿐 아
니라, 건강관리, 화장품 및 재료면에서, 기존기술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그
리하여 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생산물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설계하고, 생산할 것
인가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새로운 생산시스템을 확립하게 될 것이
다. 또 한 우리는 동식물 및 석유로부터 생산물을 얻는 대신, 정확한 특성의 생산
물을 얻기 위해, 필요한 개별분자를 설계하고, 주문제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요
약하면, 희소시스템으로부터 풍요시스템으로 이행하게 될 것이며, 추출시스템
으로부터 창조시스템으로 이행하게 될 것이다.

그림 3. 정밀발효: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단백질생산

소의 단백질생산
소의 반추위 – 소의 반추위에 서식하는 수많은
미생물에 의해 단백질이 생산된다.
생산능력: 40-50 갤런
온도: 100°-108°F
사료효율: 4%

반추위
수많은 생산미생물
의 서식처

원생동물과 박테리아

정밀발효 단백질생산
단백질생산 역시, 극도로 제어된 환경에서 원하는 단백질을 생산하도록
설계된 미생물의 작용이다.
생산능력: 50 -10,000 갤런
온도: 적정온도
사료효율: 40%-80%

Fermentor
Home to trillions of
productive microbes

효모발효
Source: RethinkX, Impossible 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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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을 생산하는 반추위
의 특성

Pichia Pastoris효모

DNA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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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1: 단백질이 생명체를 탄생

Box 2: 무한한 단백질

분자생물학의 중심원리는 유전자정보가 DNA로부터 단백질로 흐르는 2단계
과정을 설명한다. DNA는 생명체의 정보전달자이다. 단백질은 생명체의 발생
을 실현시키기 위해 엄청난 기능을 하는 생물분자이다. 그러므로 단백질을 조
절할 수 있다는 것은 생명 자체를 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은 단백질
기능의 몇 가지 사례들이다.

가능한 단백질의 수는 사실상 무한하다. 그 이유를 설명하
기 위해서는, 아미노액시드(aa)의 기능을 이해할 필요가 있
다. 단백질은 aa의 긴 고리이다. 이 선형의 연결고리는 서
로 다른 펩티드고리에 의해 합쳐지고, 3차원의 구조로 겹
쳐져 , 단백질이 생물학적, 화학적 기능을 발휘토록 한다.
세포 DNA의 각 유전자는 독특한 단백질구조의 코드를 내
포한다. 자연에는 약 500개의 aa가 존재하나, 유전자코드
에는 단지 20개만 나타난다.4 단백질 내의 aa는, 짧은 리보
솜(ribosom) 단백질의 경우 100개에서, 근육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티틴(titin) 단백질의 경우 33,423개에 달한다.
진핵생물(eukaryote) 단백질의 중간길이는 약 400aa이다
(진핵생물 영역은, 식물, 곰팡이, 동물 등 대부분의 살아있
는 유기체를 포함한다).5

형태

기능서술

효소

항체

구조적

세포와 신체의 구조와 지지를 제
공함과 아울러 신체동작을 가능
케 함.

사례

Keratin은 머리카락, 손톱, 깃털, 뿔 등을 형성
하는 구조섬유단백질이다. 또한 Keratin은 피
부의 주요 구성요소로, 상처를 치유하는데 중
요한 역할을 한다.
Collagen은 근육, 뼈, 힘줄, 인대, 혈관, 기관, 연
골을 연결, 지지하며, 피부를 결합한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와 같은
이물질로부터 신체를 보호하
는 것을 도움.

Immunoglobulin G (IgG)은 핏속을 순회하면
서, 해로운 이물질을 찾아낸다.

DNA의 유전정보를 해독함으로써
새로운 분자의 형성을 도움. 반응
을 가속화하며, 세포 안에서 수많
은 화학반응을 일으킨다.

Amylase는 침샘에서 생성되며, 녹말을
당분으로 분해한다.

진핵생물(eukaryote) 단백질의 선형연쇄를 따라 존재하는
400개의 각 위치마다 20
개의 aa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길이 400의 가능한
고유단백질의 총 개수는, 20
의 400승에 달해, 구글의 탁
상계산기를 두드리면 무한대
의 답이 나온다(다른 계산기는
오류라고 표기된다).

Lactase는 우유 속의 당분인 유당분해를 돕
는 소화효소이다..

운반단백질

메신저단백질

Source: Google

세포, 조직 및 기관 사이의 생물
학적 과정을 조정하기 위한 신호
를 전송한다.

Insulin 은 혈당이 세포로 들어가 활동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
는 호르 몬이다
Growth hormones은 세포의 성장을 조절
한다.

세포 내와 몸 전체를 통해서, 원자
와 작은 분자들을 결합하고 운반한
다.

Hemoglobin은 폐로부터 신의체 모든 세포로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 내의 단백질이다
Ferritin은 철분의 저장에 관여한다.

박테리아, 고(세)균류에 해당하는 원핵생물(prokaryota)
단백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원핵생물단백질의 길이는
약 300aa이므로, 가능한 길이 300aa의 고유단백질의 총
개수는 20의 300승에 달해, 역시 무한대가 된다.
만일 길이를 225aa로 낮추면, 마침내 총 개수는 유한한 개
수인 10의 292승이 된다. 이는 알려진 우주의 원자의 수
(10의 80승)보다 10의 212승이 더 많음을 의미한다.

Source: Rethink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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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3: 불가능을 가능으로
reb m & d는
실제
스테비아
잎의 1%
미만

인간의 소비를 위한 인간단백질 : 인간인슐린, 콜라겐, 우유단백질 및 항체 등
, 이미 인간단백질을 닮은 많은 단백질이 존재한다. 그 이유는 단순하며, 인
간단백질이 인간이 소비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인간콜라겐은
소, 돼지 혹은 화장품에 사용되는 해파리 콜라겐보다 우수하며, 모유단백질
은 유아용 분유에 함유된 우유단백질보다 우수하다.

2019년 3월 Geltor는, 젊고 탄력있는 인간피
부의 분자뿌리에 해당하는 최초의 인간콜라겐인
HumaColl21™을, 인간피부세포와의 최대생체적
합성을 이유로 선발하였다.
Geltor의 CEO, Alex Lorestani씨는, “현 동물생태계
의 밖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한 기능을
지닌 수많은 자연발생 단백질들이 존재한다. 우
리의 목표는, 새로운 부문에 걸쳐 콜라겐과 같은
생체활성단백질의 이용을 선도하는 것이다."라
고 했다. 현재 HumaColl21™는 한국산 노화방지
아이크림인 AHC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사용되
고 있다.

Source: Cargill Website

미국의 식품, 농산물, 금융 및 공산품을 생산하는 주요 업체인 Cargill은, 스
테비아(stevia ) 감미료인 EverSweet™을 생산하기 위해 정밀발효기술을
사용한다. 이 회사는, "칼로리가 없이 즐길 수 있는" EverSweet™ 감미료의
제조비법에 대해, 현대적인 반전기술과 특수하게 만들어진 제빵용 효모를
이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단 맛을 내는 스테비아(stevia )의 REB M과
D 분자 중의 하나를 복제하기 위해 조정된 미생물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멸종된 동식물의 단백질: 동일한 과정이 기술자들에 의해 멸종된 동식물의 단
백질을 복제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가죽이나 고기를 맘모스, 거
대 모아(moa), 혹은 태평양의 회색고래로부터 가죽 혹은 고기를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리라는 것이다. 머지 않아 어떠한 크기, 모양, 두께의 스테이크나 가죽을,
사실상 어떤 유기체로부터든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Source: Kosmebox Website

추출하기에는 너무 비싼 단백질:
자연에서 찾거나 경제성 있게 양식할 수 있는 분자들은 거의 없다. 우리는 이
미 자연산바닐라, 오랜지향신료(valencene), 감미료((non-bitter stevia,
thaumatin), 비타민, 칸나비노이드(cannabinoids) 등과 같은 식물성 천연산물
( PNGs)을, 가시적유기체에서 보다 훨씬 저렴하게 미생물로부터 생산하고 있
다. 곧 훨씬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호주의 과학자들은, 최
근 오리너구리의 우유로부터 독특한 항박테리아의 특성을 지닌 한 가지 단백
질 을 식별하여 복제하였다.6 현대식품생산시스템 하에서는, 오리너구리의 단
백질을 담은 데이터파일을, 가공을 위한 지침과 함께 전 세계 어디에서 누구
나가 활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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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에 따라 새로운 단백질을 만
드는 한 예로, 미국의 국방고등연구
계획국(DARPA )이, 극한 환경에서
탄력적인 합성고분자형태의 약품을
생산해 내는 것을 들 수 있다.
Source: DARPA

존재하지 않는 단백질: 이 방법을 사용하면, 지금까지 존재한 적이 없는 단백질
을 설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MIT의 한 연구그룹은, 자연상태에는 존재하지 않
는 수백만개의 단백질을 생성해 낸 discovery platform을 이미 개발하였다.7
16

1.1 기술융합이 기존기술의 붕괴를
촉진

오늘날 이는 단 며칠로 족하며, 비용도 1,000달러로, 100 달러로 가능한 시점
이 멀지 않았다(그림 4).12 2000 년 현재 1초에 1조(兆)회 연산할 수 있는
비용이 5천만 달러였다. 그러나 오늘날 1초에 1조(兆)회 연산할 수 있는
기계학습을 위한 그래픽처리장치(GPU)의 비용이 60달러 이하로 하락하였
다.13

“기존의 쇠고기와 달리, 하루 하루 고기
만드는 솜씨가 좋아진다"

이 같은 새로운 가능성의 뒤에 있는 추진력은 '정밀생물학'이라 할 수 있
다. 이 경우 정밀생물학은, 유전공학, 합성생물학, 시스템생물학, 신진대
사 공학 및 계산생물학까지를 포함하여, 세포와 유기체의 설계 및 프로
그램에 필요한 정보와 생물공학까지를 망라한다.8

Pat Brown – CEO Impossible Foods
이들 정밀생물학의 기술발전이 'Food-as-Software' 생산모델과 결합되면,
수백만에 달하는 각 분자의 데이터베이스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전
세계 과학자들과 생산시설에 의해 공유됨으로써,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휴대
폰앱을 개발하는 것과 같이, 식품엔지니어들이 식품을 설계할 수 있다. 지
속적인 반복을 통해 현대식품은, 최초 버젼 1.0이 출시될 때 이미 버젼 2.0에
이어서 3.0, 4.0과 같이, 이전 버젼보다 우수한 식품을 보다 저렴하게 출시함
으로써, 기능성과 비용면에서 빠르게 개선될 것이다. 이 같은 빠른 개선은, 기
존의 산업화된 축산물 생산이, 이미 규모, 범위 및 효율면에서 한계에 직면 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요약하면, 합성생물학은 공학적인 지식체계로의 발상의 전환을 이루어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과 마찬가지로, 합성생물학자들은 생물학을 조정함으
로써, 품질향상, 확장성, 영양, 맛, 구조 및 비용을 개선할 수 있다. 깊은 신
경망을 이용한 기계학습과 같은 신기술을 통해, 과학자들은 복잡한 생물학
적 과정을 종전에 비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
면, 우리는 현재 단일 컴퓨터를 이용하여, 100만개의 단백질에 대한 데이
터베이스의 주석을 다는데, 채 이틀이 안 걸리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9 그
런가하면, CRISPR 기술은 과학자들 로 하여금, 필요로 하는 정확한 특성을
지닌 분자를 생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할 수 있는 특정 유기체를 설
계하기 위한 유전 물질을 조작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가능케 하였다.10
이는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도움
을 받을 경우, 수백만개에 달하는
잠재적인 새로운 식품과 성분을 만
들 수 있고, 동시에 고속대량스크
린을 통해 최상의 영양소결합, 맛,
풍미, 향, 식감 등을 분석할 수 있음
을 의미한다.
과학자들은 현재까지 알려졌든,

그림 4. 주요 핵심기술의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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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ethinkX, Bioeconomy Capital (R. Carlson); National Human Genome Research Institute; Federal Reserve Bank of
Minneapolis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 Computerworld – John C. McCallum

Food&Agriculture

17

1.2 정밀발효(PF)

그림 5. PF비용 인하에 따른 기존산업의 붕괴

이들 기술의 융합과 빠른 비용저하로 인해 가능해진 중요한 과정은 바로 정밀
발효(PF)이다. 정밀발효는 정밀생물학과 오래된 발효기술의 결합을 의미한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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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발효(PF)의 비용은 정밀생물학의 가파른 비용저하에 따라 점차 낮아지고 있
다. 그 결과 이 기술을 이용하여 단일 분자를 생산하는 비용이, 2000년에 kg당
100만 달러에서 오늘날 100 달러까지 하락했으며, 2025년에는 그 비용이 10 달
러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밀발효(PF) PF, 의약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

1.E+08

0
198

및 다양한 타 생물의약품 을 생산하기 위해, 1980년대 이래 상업적으로 사용되어
온 입증된 기술이다. 많은 비타민과 영양보조제들이, 거의 예외 없이 정밀발
효( PF)21 를 활용해서 생산된다. 최근에는 이 기술이 콜라겐생산을 위해 활용
되고 있다.
오늘날 이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된 생산물은, 매년 전 세계적으로 1천억 달러 이
상의 수익을 발생시킨다.22
20

1.E+10

Log ($/kg 단백질)

정밀발효(PF)란, 거의 어떤 복잡한 유기분자라도 생산이 가능하도록, 미생
물을 프로그램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15 이는 단백질(효모, 호르
몬 포함)과 지방(오일 포함)의 생산, 그리고 정확하게 처방된 비타민을 얼마든
지, 궁극적으로 설탕을 생산하는 비용에 생산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들 분자는,
소비재의 구조, 기능, 영양을 결정하므로, 넓은 영역에 걸친 산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16
정밀발효(PF)는 과학자들이 인간인슐린17 (Box 4 참조), 성장호몬18 , 렌닛(키모신)19

1.E+12

Source: RethinkX

이는 정밀발효(PF)기술이 식품생산의 한 형태로, 생산비뿐 아니라, 생산능력,
속도, 생산량에 있어서 축산업을 능가하는 경지에 다다랐음을 의미한다. 최종
적인 결과는, 현재의 공업화된 식품생산의 규모에 따른 효율개선이 될 것이다.

인슐린은 PF가 어떻게 기존 식품생산기술의 빠른 붕괴를 초래했는지를 말해주
는 한 교훈적인 사례이다. 역사적으로 당뇨병치료를 위한 인슐린은, 소와 돼지
의 췌장에서 얻었으며, 인슐린 1kg을 얻기 위해서는 5만 마리 이상의 가축을 필
요로 했다. 이렇게 추출된 인슐린은 일정 수준의 순도를 얻기 위해, 비용이 많이
드는 가공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그외에 동물로부터 얻어진 인슐린은 완전
한 것이 아니라, 심각한 이상반응을 유발할 수 있고, 품질 또한 일정치 않았다.
그뿐 아니라 1970년대에는, 공급량이 한정적이고 불확실한데 대한 우려가 있
었으며, 미국 내에서 필요로 하는 인슐린의 수요증가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연
간 56백만두의 동물을 필요로 한다는 예측이 있었다.
Food&Agriculture

1978년에 Genentech사는, 최초로 유전자조작을 통해 인
간인슐린인 Humulin을 생산해낼 수 있는 효모를 만드는
데 성공하였다. 이는 1982년 미국식품의약국(FDA)에 의
해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빠른 속도로 보급되었다.
Humulin은 처음에는 생산비가 높았으나, 품질이 균일하고
, 환자들에 더 잘 용인되었으며, 혈당수준을 보다 효율적
으로 조절할 수 있었다.24 그 결과 2000년 현재 동물로부
터 추출된 인슐린은, 시장에서 유통되는 물량의 1% 미
만 으로 축소되었다.25

Source: Humulin

Box 4: 인슐린 – 정밀발효기술(PF)의 첫 돌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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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6: 정밀발효(PF)는 신기술의 토대가 되다

발효는 미생물의 생체 내에서, 유기물을 분쇄, 변화시키면서 자연적으로 일어
나는 화학적인 과정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인류는 발효의 이점을 인지하게 되
었고, 식품의 소화뿐 아니라 미각, 식감, 맛과 향도 좋게 하는 등에 활용하게
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발효에 의해 식품을 보다 장기간 더 오래 보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선원들이 가끔 물보다 맥주를 마시는 것도 그 같은 이유 때
문이다.26 맥주, 와인, 빵, 치즈, 고지(koji), 된장 등은, 모두 전 세계 고대인들
에 의해 정제된 발효라는 자연과정을 거친 식품과 음료들이다. 즉, 고대인들
은 미생물에 대해 알지못했으며, 복잡한 발효과정도 이해하지 못했으나, 발효
식품은 인간 식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발효기술은 고대이집트문명에 있어서 매
우 중요시 되었으므로, 식품의 상형문자
는 선호하는 발효식품인 맥주와 빵의 형
상을 결합하여 나타냈다.

발효공업:
19세기에 현미경이 발명되면서,파스퇴르(Louis Pasteur)와 같은 과학자는
미생물을 연구, 조절, 조작하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발효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발효에 대한 이해와, 20세기의 전환기에 제어된 방법에 의
한 생산확대기술의 발전으로, 단지 식품뿐 아니라 유기산, 솔벤트 및 공업
용 효모를 포함하는 대량의 몇 가지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발효방법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Source: Impossible Foods

우연한 발효:

정밀발효(PF)로 얻어
진 식품성분: Impossible
Burger의 PF 헴(heme)

정밀발효(PF)기술은, 식물기반 생산물의 가능
성 및 세포기반육류와 같은 다른 신기술의 가
능성을 여는데 핵심적이다. 식물을 식품으로
변환시키는데 있어서, 특화된 재료와 정밀발
효를 통해, 미생물이 식물기반산물의 생산을
개선, 발전시키기 위한 무한한 성분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27

정밀발효(PF)기술은 세포기반육의 생산에 있어
서, 세포성장요소과 같은 수많은 생산기술에 있
어서 매우 중요하다.

세포기반육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동물세포(근
육, 지방, 연결조직)를 수거해서, 실험실의 증식
배지를 통해 증식시켜, 전통적인 육류를 복제한
다. 그 경우 분쇄육은 구조적으로 덜 복잡하므
로, 스테이크에 비해 복제가 용이하다. 이 경우
증식배지가 주로 비용을 발생시키나, PF기술은
증식에 필요한 성장단백질을, 대량으로 낮은 비
용에 의해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PF
와 독립적으로 세포기반육을 생산하려는 연구
가 지속되어 왔으며, 규모확대와 생산구조에 대
한 과제가 남아 있으나,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
Part 2 참조).

Source: Aleph Farms

Box 5: 발효역사의 요약

PF는 식품성분의 생산
을 가능케 함: PF를 통한
성장, 배양으로 세포육의
생산이 가능해짐

정밀발효(PF):
정밀발효기술의 개발에 따라, 미생물을 설계하고 프로그램화 함으로써, 우
리가 원하는 어떤 생산물이든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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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생산 및 유통비용의 인하
생산비
현대식품의 생산기술이 어떻게 중단될 것인지를 예시하기 위해, 단백질생
산 의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의 하나인 소 사육을 예로 들면, 소 사육은 머지
않아 중단될 것이다. 소 사육은 생산요소가 많이 들어, 다량의 사료작물, 토
지, 물 과 시간이 소요되는 축산업이다. 최근 생산자들은, 스테이크, 가죽,
콜라겐 등 과 같은 특정 부위를 생산하기 위해, 성우를 생산하며,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예를 들면, 지난 30여년간 소 사육에
있어서 사료효율의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29 그러나 지속적으로
극적인 비용절감을 실현하고 있는 PF기술을 사용할 경우, 필요한 정확한
수의 분자를 이용하여, 극적인 비용절감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소 사육의 경우 소는 몸을 유지하고 증체를 위해 사료를 통한 에너지섭취가
필요하므로, 소 사육을 통해 고기를 생산하는 것에 비해, PF와 같은 신기술을
사용할 경우 약 10배 정도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사료가 적게 든다는
것은, 사료재배를 위한 토지와 물 사용이 줄고, 폐기물발생도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요소의 절약은 매우 놀라울 정도로, 사료는 10-25배,
물은 10배, 에너지는 5배, 토지는 100배나 절약할 수 있다.
또한 PF기술은 현재 소 사육을 위해 소요되는 2-3년의 시간을 단 몇 주 내
로 단축시킬 수 있다. 이 같은 소 사육에 있어서의 요소와 시간에 있어서의
몇 자리수가 되는 차이가 날 정도로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은, 생산비 또한 그
만 큼의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2023-25년이 되면, 소 사육과 동물성 단백질분자를 통한 쇠고기생
산 에 있어서의 가격의 동등성이 실현될 것이며, 2030년이 되면 PF 기술을 이
용 하여, 현재의 쇠고기 생산비용보다 5배나 적은 비용으로, 동물성유도단백질
분 자에 의한 쇠고기생산이 가능해질 것이다. 단, 스테이크와 같이 구조적으로
보 다 복잡하고, 다분자형태의 복합구조의 생산물은, 생산비가 더 많이 들고,
기 존의 쇠고기생산과의 가격동등성을 실현하기까지는 보다 긴 시간을 요할
것이 다. 일단 단백질의 kg당 생산비가 2023-25년까지 10 달러 이하로 하락
하게 되면, 축산업의 붕괴가 시작되고, 모든 형태의 육류생산기술의 중단이 불
가피 하게 될 것이다.
2030년대 중에, 신기술에 의한 현대식품생산의 총비용이 소 사육 비용의 10
분의 1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계비용은 설탕 에너지와 물 비용을 더
한 비용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현대식품생산을 위해 필요한 탄수
화물기반의 생산요소는, 잠재적으로 나뭇잎, 작물, 종자 및 해초류와 같은 유기
물로부터 얻을 수 있다.

유통비
현대식품은 농지에서 바로 발효탱크로 이동하므로, 현재와는 전혀 다른 식품
생산시스템을 탄생시킬 것이다. 그에 따라 현재의 소 사육과 연관된 공급 및
가치사슬에 있어서의 낭비를 없에고, 운송의 필요성을 대폭 줄임으로써, 유통
비용과 가격진폭을 줄여, 기존의 소사육을 보다 효율적이며, 현지화된 생산시
스템으로 대체하게 될 것이다.
대규모 작물농장, 도축장, 포장시설과 유통업자 등, 비용이 많이 드는 하부구
조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현 쇠고기 공급망은, 생산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간
의 유통망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남아돌게 될 것이다. 이는 마치 얼음이 북극
의 호수로부터 운송되다가, 19세기 말부터 냉장고에서 생산하게 된 것 처럼,
식품생산도 대규모 원격지의 농업생산지역에서, 소규모의 접근성이 용이한
도시지역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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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식품특성의 개선
현대식품은 기존의 축산물보다 가격이 저렴할 뿐 아니라, 품질, 맛, 구조, 영양
그리고 환경 및 사회에 대한 영향 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
사실 현대식품의 이 같은 개선은, 몇개 분야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듯이, 비용
측면의 동등성이 실현되기 이전이라도, 새로운 식품생산기술의 채택을 가능하
게 할 것이다.

예측가능성: 현대식품의 생산모델은 보다 분산적이고, 탄력적이며, 소비자와 가
까운 것으로, 더 이상 지역성, 가격변동, 품질, 기후에 따른 생산량변동, 계절, 질
병, 전염병, 지정학적 제약 혹은 환율변동 등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또한 PF 기술에 의한 현대식품은, 유통기한도 더 길고, 오염될 위험도 더 낮
을 것이다.

맛: 현대식품의 단맛, 신맛, 녹는 맛, 씹는 맛, 식감 등과 관련된 속성은, 기존의 축산식
품과 비교해 개선된 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식품의 구조, 유화(乳化), 발포(發泡)를
포함한 효용성과 관련된 특성 또한 개선될 것이며, 굽는 식품의 생산을 늘릴게 될 것
이다.
편의성: 현대식품은 보다 광범위한 생산시스템을 가능케 함으로써, 어디서든
식품이 현재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생산, 유통될 수 있는 생산시스템을 가져오
게 될 것이다.

현대식품의 이 같은 특성은, 사회 전반의 식품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현대식품을 선택하게 만드는 데에 있어서도 영향을 줄 것이다(Part 2 참조). 현
대식품이 지니는 이 같은 개별 기준에 대한 중요성은, 소비자, 기업, 투자자, 정
책입안자 등 관계자들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러나 모든 관계자들, 식품을 구
매하는 소비자, 공급하는 기업, 생산자금을 대는 투자자들, 서로 다른 생산시
스템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정책프레임을 결정하는 정책입안자들에 있어서,
PF 기술을 이용한 현대식품은 전통적인 축산물에 비해 모든 면에서 두드러
지게 우수할 것이다. 전통적인 축산물과 비교해 점증하는 비용절감효과를 감
안할 때, 우리의 분석결과는 전통적인 공업화된 식품생산기술의 붕괴는 속
도와 범위에 있어서 극적인 것이 될 것임을 지적한다.

다양성: 현대식품기술은 내용성, 알레르기 및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개별 욕구
충족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개인화된 식품 등, 거의 무한한 특성을 지닌 식품생
산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영양: 현대식품은 기존의 축산물에 비해 보다 건강하고, 영양적으로도 완벽한
것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PF 기술로 만든 햄버거는 기존의 쇠고기로 만든 햄
버거에 비해, 지방과 소금 성분은 적으면서, 비타민과 무기물함량은 신선채소보
다도 더 많이 함유할 것이다. 또한 현대식품의 단백질은, 기존의 동물성단백질
보다 더 생물학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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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전통적인 식품생산시스템은, 마치 점토판의 설형문자가 현대적인
컴퓨터테블릿이나 스마트폰과 경쟁하는 것 처럼, 현대적인 식품기술과 경쟁
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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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기존 기술의 중단과
신기술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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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소의 가치의 분리
제2차 식물의 재배화와 동물의 가축화는, 소를
보다 우수하고 효율적인 기술에 의한 역사적인
분리의 지속이다.
제1차 소의 가축화는 신석기시대의 인류조상들
에게, 식품(고기와 젖), 의류, 도구와 에너지 등
많은 가치를 제공하였다. 소는 농업에 있어서 역
축으로서도 가치가 있었으며, 토지를 비옥하게
하는 분뇨도 생산하였다. 또한 고대인들에게 겨
울철과 식량사정이 어려울 때에 식량저장고의 역
할을 하였다.

소는 또한 재화와 사람들의 운송수단으로, 또 때로
는 화폐와 교환수단으로도 사용되었다.
기술변화는 소가 지니는 이 같은 대부분의 가치를
붕괴시켰다. 트랙터의 출현으로 역축으로서의 가
치는 옛말이 되었고, 식품저장고로서의 가치는 냉
장고의 출현으로 붕괴되었다. 화학비료는 소의 분
뇨가 지니는 비료의 가치를 절하시켰으며, 말과 그
후 자동차의 출현으로 소의 운송수단으로서의 가
치가 붕괴되었다. 그 결과 식품으로서의 소의 가치
는, 마지막 남아 있는 가치이며, 그보다 훨씬 덜하
게 재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이다.

소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크며, 가장 비효율적인
식품생산시스템으로, 현재 마지막 붕괴과정을 겪
고 있다. 소에 있어서 어떤 가치든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기, 우유, 피혁, 콜라겐
등이나, 미생물을 이용한 지속적인 공학기술에 의
해 가능해진 뛰어난 기술, 제품 및 서비스에 의해
점차 대체되고 있다.
이 같은 기술의 붕괴는 이미 진행중이며, 5년 이
내에 정점을 찍고, 2020년대 중반에 걸쳐 가속
화 됨에 따라, 2030년이면 종료될 것이다.

그림 6. 소의 가치의 분리
생산물의 형태
분뇨

가치의 원천

과거의 기술붕괴

비료

화학비료의 등장과
분뇨사용 중단

에너지

화석연료에 의한 트랙터가
역축의 역할을 중단시킴

운송

화석연료에 의한 자동차가 소
의 운송수단역할을 중단시킴

식품

냉장고가 소의 식품저장
역할을 중단시킴

의약품과 화장품

화학합성으로 소에서 유래
된 많은 요소의 사용을 중단

재료

플라스틱과 금속이 소의 뼈, 뿔,
발굽의 재료로써의 사용을 중단

거래

화폐와 은행이 소의 교환가치
의 저장고역할을 중단시킴

활동

다음 단계의 기술붕괴

우유

근육과 지방
내부기관
뼈와 발굽
피부
소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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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로 만들고, 가
능해진 식품
생물의약품과 PF 로 만
들어진 생산요소
PF로 만들어
진 재료들

Source: RethinkX, Easybrau-Velo, Memphis Meats, Humulin, Modern Mead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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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소 사육의 붕괴
2.2.1 단백질: 기술붕괴의 시작
알고 있는 것 처럼, 현대식품기술에 의해 생산된 단백질은 이미 건강과리, 비
타민과 화장품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이들 단백질은 더 넓은 식
품시장에 있어서, 중요한 눈에 띄는 부분들을 붕괴시키기 시작하고 있다. 비록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매우 적지만, 우리는 이미 PF기술에 의해 생산된 많은
식품성분으로 만들어진 식품들을 소비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오렌지의 맛과
향을 내는 valencene 을 비롯해서, 산딸기향, 타우마틴, 비타민, 랜닛(rennet),
아밀라제, 혹은 리파제(Box 7 참조)와 같이, 식품가공에 사용되는 다양한 효모
들이 포함된다. 보다 최근에는, 정밀발효과정은 대두의 뿌리혹헤모글로빈(
heme)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된다.30 이들 생산물의 상당수는 이미 기존의 해
당 시장을 완전히 붕괴시켰다.
기술붕괴가 예상되는 다음 단백질은, 소에 의해 생산되는 우유와 고기에 포
함된 단백질이다. 이들 단백질은 가시적 유기체인 소에서 추출되기보다 직접
미생물로부터 만들어질 것이다. 다음 단계로 이들 개별 단백질은, 분쇄육, 햄
버거 혹은 스테이크로 만들어질 것이다. 이는 소를 도축해서 각 부위별로 해체
한 다음, 원하는 최종 생산물로 가공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이다. 전통
적인 생산방식에서는, 유장과 같은 단일분자제품들은 생산이 가장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제품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생산시스템에 있어서는, 이는
가장 쉽고도 비용이 적게 드는 제품이다. 결정적인 것은, 현대생산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단일분자제품은, 소에서 생산된 것보다 더 우수하고, 순수하며,
보다 일관된 제품이 될 것이다.

Box 7: 치즈제조에 있어서의 렌닛(Rennet)
렌닛은 치즈제조에 사용되는 중요한 효모군으로, 우유성분 중 단단한
커드와 액체성의 분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송아지의 위로부터 얻
어지는 렌닛은, 효모를 분비하여 모유를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그
러므로, 렌닛은 어린 송아지의 위에서만 얻어지므로, 태어나서 약 60일
이 지나면 송아지는 랜닛의 분비를 멈추게 된다. 1970년대에는, 미국
에서 치즈에 대한 점차 높아지는 인기와, 점차 커지는 동물권리운동
및 갓 태어난 어린 송아지의 도살에 대한 혐오감 사이에 충돌이 빗어졌
다. 이로 인해 송아지시장의 위축과 렌닛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치즈생산업자들은 렌닛에 비해 못하지만, 대체재인 야채 및 미생
물렌닛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1980년대에 이들 대체재
가 시장의 50%를 차지했다.31 같은 시기쯤에, PF기술을 이용해서 렌닛
의 활성성분인 순수chymosin을 생산하는 기술이 개발되었으며, 이렇
게 생산된 chymosin은, 송아지로부터 생산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며, 식
물성 대체재보다도 기능이 향상된 것이었다. 발효기술에 의해 생산된
Chymosin (FPC)은, 1990년에 식품생산에의 사용이 인정되었으며,
2012년 경에는 미국 내 치즈생산의 90% 이상을 점유하게 되었다. 32,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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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기술붕괴의 4단계
소 사육의 붕괴는, 전통적인 소시지나 햄버거를, 앞으로 나타나게 될 새로운
대체재에 의해 단지 1대 1의 형식으로 대체하는 것 뿐만이 아니다. 새로운
생산방식은, 소의 생산물 전체가 아닌, 주요 생산물만을 대체함으로써, 더이
상 전체 소 사육 자체를 불필요하게 만들게 될 것이다.
사실상 직접적인 최종사용자제품의 대체는, 향후 10년 그리고 그 이후에 걸
쳐 나타나게 될, 소 사육 붕괴의 주된 4가지 중단지 한 가지에 불과하다. 이
모든 소 사육의 붕괴를 초래할 요인들은 상호 중첩, 강화, 가속화하게 된다.
이들 요인은 크게 다음 두 가지로 세분된다:

우리가 먹는 것:

Source: Bulletproof, Chief. Collagen, Caveman Foods

1. 요소의 대체. 가축에서 유래된 성분을 현대적 생산방식을 통해 생산된
요소와 1대 1로 대체하는 것. 이는 기업과 기업간의 중단의 문제로, 소
비자기호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1. 요소의 대체

2. 최종생산물의 대체. 이는 기업과 소비자간의 중단:
» 현대적 생산기술에 의해 생산된 단백질은 최종생산물을 만들기 위
» 해 타 요소와 혼합된다. 그러므로, 이는 1대 1의 대체가 아니다.
» 세포기반육은, 가축으로부터 생산되는 완전하고 복잡한 식품을 1대 1
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
먹는 방식:
3. 강화. 현대적 생산방식에 의해 생산된 요소를 현존하는 식품에 첨가
4. 형태인자. 현존하는 식품의 형태를 전혀 새로운 형태의 식품으로 대체

이는 가축으로부터 얻어지는 단백질 및 통상 최종생산물의 극히 일부에 불
과한 타 요소를 1대 1로 대체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스포츠음료나 유아용
조제분유의 유장단백질, 혹은 통상 달콤하고 맛좋은 음식의 걸죽한 재료로
쓰이는 젤라틴을 대체하는 것이다.
그 사용량은 적지만, 제품의 주요 구성요소로 쓰이는 이들 요소의 사용결정
은, 비용절감(저렴한 요소의 구매 및 유통기한의 연장), 위험완화(신뢰, 일관
성, 공급의 질), 수익증대능력(예를 들면, 고단백, 우수한 영양함량 혹은 보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하며, 동물성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 등에 근거해서, 소비
자가 아닌 기업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기업간 요소의 붕괴는 매우 빠르게 진행될 수 있
다 (그림 7 참조).
예를 들면, 55% 농도의 과당을 많이 함유한 옥수수시럽인 HFCS 55가 1978
년에 출시되었다. 이에 정제당의 도매가격이 1970년대에 두 배로 폭등함에
따라, 펩시 및 코카콜라 등은, 1980년에 제품의 주성분인 설탕을 HFCS-55
로 대체하기 시작했다.35
일종의 기업간 붕괴인 이 같은 직접대체는, 새로운 요소의 채택과정에 있어
서, 소비자기호는 주요 요인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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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식품요소의 붕괴는 S-curves의 형태로 빠르게 진행

낙농산업은 이 혼합요소에 따른 붕괴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우유생산의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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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ethinkX, Citric Acid: Ciriminna et al., 2017, Berovic & Lesiga, 2007, Max et al., 2010, HFCS: USDA, Insulin: Leichter,
2003, Lipska et al., 2014, Riboflavin: Ruevelta et al., 2016, FPC: The Vegetarian Research Group, Persistence Market Research,
Business Wire, Hellmuth, 2006

2. 최종생산물의 대체

낙농산업은 현재 마치 칼날 위에 서있는 것과 같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 어, 극히 작은 마진밖에 얻지 못하고 있으며,38 가격불안정에 시달리고
있어,39 강력한 로비를 통한 정부보조 40 를 통해 파산을 면하고 있는 상황이
다.41
우유는 단지 일부 성분의 대체를 통해, 어떻게 총체적으로 우유생산이 붕
괴될 수 있으며, 전체 시장의 붕괴를 유발하게 될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카제인, 유장과 같은 고형단백질은 전체 우유성분의 불과 3.3
%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는 87.7%의 물 , 4.9%의 당분(주로 락토즈), 3.4 %
의 지방과 0.7% 의 비타민과 무기물로 구성된다.42
따라서 우유생산의 붕괴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은, 낙농산업 전체를 붕괴시키
기 위해서는, PF를 통해 중요한 기능단백질인 우유 속의 3.3%의 성분만을
붕괴시키면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8. 우유의 분자구성

혼합요소
이는 최종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정밀발효에 의해 생산된 단백질을 다른 요
소와 혼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유제품, 육류 및 피혁시장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들 제품을 'PF강화제품'이라 부르며, 여기에는 정밀발효
(PF)단백질이, 발효에 의해 생성된 단세포 곰팡이단백질인 식물 및 인조 고기
와 같은 광범위한 성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육류의 경우, PF는 heme와 같은
분자의 생산을 가능케 하며, 이는 다시 타요소들과 결합하여, 식물기반육이나
PF에 의하지 않은 대체재 등이 쉽사리 흉내낼 수 없는, 가축으로부터 유래된
육류보다도 더 개선된 분쇄육의 모조품을 생산해 낼 수 있다.
이는 Impossible Foods사가, 2016부터 시작해서 13백만개 이상의 매출을
올 린 자사제품인 'Impossible burger'의 생산에 있어서 채택한 시도이다.36 이
신 제품의 속성이 모든 면에서 가축에서 생산된 것보다 우수하므로, 기업은 추
가 수익을 올리기 위한 생산라인의 확대를 통해, 이 방법을 도입하고자 한다.
Burger King이 자사의 Whopper브랜드의 일부로 Impossible Whopper를 도
입함으로써, 이를 해냈다. 즉, Burger King은 Whopper에 비해 Impossible
Whopper의 가격을 약 1 달러 올리면서, 제품의 건강효과를 홍보하였다.37

우유생산의 붕괴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은,
낙농산업 전체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는,
PF를 통해 중요한 기능단백질인 우 유
속의 3.3%의 성분만을 붕괴시키면 된 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3.3% 단백질
Source: Rethink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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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수익의 3분의 1이 사라지게 되
면, 1차적인 우유생산업이 파산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단백질에서 발생하던 수입이 이처럼 감소함에 따
라, 감소한 소득을 보상하기 위해 치즈가격과 정
부 보조를 올려야 하며, 이는 수요를 감소시켜 PF
기 술에 의한 대체품이 시장붕괴를 가속화시키 게
될 것이다(2.3절의 죽음의 소용돌이(death spiral
) 참조). 그 결과 이는 미국에서의 치즈의 공급과
잉에 이어 유장의 공급과잉까지 초 래할 것이다.
이쯤 되면, 유일하게 남은 음용유시장이 우유를
모두 소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PF 생산기술이
발전을 지속하며, 지방, 비타민, 무기물과 같은 다
른 중요한 우유성분들마저 생산하게 되면, 음용
유시장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다. 결국, 음용유의
복제 및 생산기술이 개선됨에 따라, 마지막 남은
음용유시장마저 붕괴되고 말 것이다. 또한 생산
자들은 저 장성, 소화, 영양 등을 포함한 타 속성
이 개선되고, 우유의 맛과 식감을 복제한 저렴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PF 기술에
의한 제품이 아 니라도, 미국시장의 13%를 이미
높은 가격과 다 른 식감을 지닌 식물성우유제품
이 점유하고 있다. 52 우유수요가 줄면, 규모의경
제가 역전됨에 따라 가공비용은 늘고, 가동률은
떨어져, 생산비가 증가할 것이다. 생산을 지속하

식품산업의 보다 광범위한 변화가 야기될 것이다. 그
런 가운데 유가공산업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피혁, 지육 및 사료와 같은 타 요소산업과
도 연계되어 있다. 이 같이 광범위한 시장의 붕괴는
우유시장의 붕괴를 촉진시킬 것이며, 그 반 대현
상 또한 가능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현존하는 유가공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으며, 정부의 대규모 긴급구제대책
이 없는 한, 2020 년대에 걸쳐 광범위한 파산이
예상되며, 2030년 이전에 산업이 붕괴될 것이다.

2030년까지, 미국 우유단백질수요의 90%는 PF
기술에 의한 대체재가 점유할 것으로 예상된 다.

그림 9. 미국의 우유단백질 수요예측
100%

80%

60%

40%

20%

0%

0
203

8
202

PF기술로 생산된
요소의 수요

6
202

4
202

2
202

유제품수요

0
202

8
201

유장과 카제인에 함유된 단백질은 세계 어디서나
구할 수 있으며, 널리 거래되는 상품이다.44,45 이 두
가지는 이미 PF를 통한 생산이 예정되어 있는 제
품이다.46 PF기술을 통해 생산된 이들 제품은, 한계
비용이 점차 설탕(kg당 10센트 이하)과 물, 에너지
비용을 합한 비용에 수렴함으로써, 2023-35년이
되면 낙농부문에서 생산된 제품과의 가격동등성이
실현될 것이다.47
그러나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면, PF기술을 통해
생산된 제품이 채택되기 위해, 반드시 가격동등
성이 실현되어여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최초의 채택은, 기존의 우유단백질이 제공할
수 없는 우수한 단백질제품을 제공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유아용조제
분유는 현재 우유를 사용하고 있으나, PF 기술을
사용할 경우, 저장기간이나 영양면에서 우유에
비해 우수 한 모유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48
그 외에 적응성, 품질의 일관성, 가격안정성 및
공급의 안정성 등으로 인해, 기업은 PF 기술에
의한 제품을 택하게 될 것이다.
단백질소비가 이들 현대기술에 의한 제품으로 이행
함에 따라, 우유시장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유제
품성분시장은 빠르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처럼
한 산업의 수익의 3분의 1이 사라지게 될 경우, 이
는 낙농산업 전체의 붕괴를 초래하기에 충분하다.49

이 과정에서 유장단백질의 붕괴는 핵심적인 촉매
제가 될 것이다. 오늘날, 생산제약 하에 놓여 있는
낙농 가들은 유장에 대해, 시장수요와 무관하게
보상을 받는다.50 유장은 치즈생산의 부산물로, 대
규모 치즈생산업자의 경우 증분수익이 발생한다.
PF기술에 의한 유장생산은 우유를 이용한 유장
생 산을 붕괴시켜, 유장분말시장에의 접근이 어려
운 낙농가들은, 소규모 치즈생산자를 통합할 수밖
에 없어, 유장처리에51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우유

기 위해 가격을 인상해야 하고, 이는 수요감
소를 초래해, 기하급수적으 로 발전하는 신기
술 에 의한 생산방법으로의 전환을 촉진시킬
것이다.

시장점유율

대략 65%의 우유단백질은 음용유 혹은 치즈, 요구
르트와 아이스크림의 형태로 직접 소비된다.43 나머
지 35%는, 케익과 디저트에서 어린이용조제분유
및 스포츠음료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의 생산물
의 성분으로 간접적으로 소비된다. 이 같이 이용되
는 우유의 성분들이 가장 먼저 붕괴될 것이다.

그러나 그 같은 산업의 붕괴는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우유단백질시장 또한 곧 위험에 직
면할 것이다. 즉, 치즈,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또한
더 우수하고 저렴한 PF 기술에 의한 단백질제품을
사용하여 생산될 것이다.

소비재 중
PF제품의 수요
Source: Rethink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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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식품생산의 모델과 경제의 역전

기술붕괴의 주요 범위

모형

붕괴

새로운 현대식품은, 비용과 속성 면에서
의 경쟁력강화를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동시에 기존축산식품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다.

몇주

2-3 년

출발점: 가시적유기체의 사육 (예: 소)
생산모델: 단순제품으로의 분화
제품의 다양성: 생물학과 경제학에 의한 제약
비용: 개선의 여지가 별로 없음
사료효율: 4%

도축업자

살균

기존 시장의 붕괴

구조적복잡성

새로운
시장의 창설

단순구조
2020

현대식품은, 복잡한 구조를 지닌 스테이크
에 앞서, 보다 단순한 구조의 분쇄육과 같
은 생산물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다.

가공비용
현 생산물의 확대

조직과
장기

우유

가공

가공

분쇄육

치즈, 요구
르트 등

가공

가공

단일분자
콜라겐,
인슐린 등

유 장 ,
카제인

$

$$$

기본조직의 절편
(스튜 및 카레용)

조직, 기관
구조화

구조화

$$

$$

우유,
치즈,
요구르트

분쇄육

세포기반
분쇄육

$$$

$

단일분자

우리에게 익숙한 생산물들이,
영양분함량의 무한한 다양성
, 풍미 및 기타 속성 을 지 니
게 될 것이다.

낮음
2020

새로운 생산물의 설계
합법화

통합

복잡한 구조
2030

농도

높아짐
2030

현대식품은 처음에는, 단지 3.3%의 단백질을
함유한 우유처럼, 주요 기능성분의 농도가 낮
은 생산물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다.

새로운 생산물은 전혀 새
로운 형태의 요소 및 속
성을 지닐 것이다.

정밀발효

높음
2020

출발점: 단일분자의 설계 및 생물학적 생산
생산모델: 단일분자를 구조적으로 보다 복잡한 생산물로 통합
생산물의 다양성: 소비자기준에 맞춘 무한한 종류의 생산물을 설계
비용: 기술발전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인하
사료효율: 40%-80%

희소성
낮아짐
2030

현대식품은 처음에는 인슐린과 같이, 자연상
태에서는 희소하고, 추출이 어려운 생산물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다. 그 같은 붕괴는 다방면
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경제적 측면: 단일분자는 현대식품을 이용해서 생산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저렴한 생산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것
보다 생산주기가 100배나 빠르다. 이는 오늘날의 축산업에 있어서, 단일분자제품의 생산이 가장 비싸고, 추출하기가
어려운 것과는 반대다. 역으로 현대식품기술에 있어서는, 복잡한 구조를 지닌 생산물의 생산이 가장 어렵고, 비용이 많
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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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측면: 식품생산을 'Food-as-Software'와 같이 설계, 개발하는 것은, 현대식품 및 분자의 설계와 개발이 마
치 휴대폰앱과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누구든 어디서든, 광범위한 수요와 개방(또한 사용때마다
비용지불)된 분자 및 영양데이터베이스에 의해, 새로운식품(그리고화장품, 의약품, 재료)을 설계된 기준(
예 를 들면, 영양, 맛, 식감)에 따라 설계하고, 전세계 곳곳에 위치한 발효농장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식품 설계도구에 억세스할 수있게 될 것이다.

낮음 농도 높음

현대식품의 증강모델은 기존의 식품생산 및 경제모델을 머리부터 반전시킬 것:

단순 구조적 복잡성 복잡

Source: Rethink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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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8: 물질의 붕괴
우유시장을 강타하게 될 생산기술의 붕괴는
, PF 기술에 의해 기존 축산물에 비해 보다
우수하고 값싼 생산물이 가능한, 타 축산분
야에서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거
미줄의 단백질이 옷감용53 실로 만들어짐에
따른 섬유산업, 그 외에 희귀하거나 멸종된
동 물 의 뿔이나 발톱(케라틴 단백질로부터
형성됨)으로부터 얻어지는 단백질로 만들
암실
어지는 생산물의 붕괴도 포함된다.54 “
에서 자라는 "Smart”
섬유는, 색깔을 바꾸고
, 심지 어 는 몸 상태가 변하는 것을 감지하
여 건강상태까지 진단할 수 있다.55
PF 기술에 의해 생산된 콜라겐으로 인해, 붕
괴가 확실시 되는 중요한 시장의 하나는 피
혁시장이다. 콜라겐은 동물에 있어서 가장
풍부한 단백질군으로, 피부, 힘줄, 인대, 치
아에 존재한다. 또한 콜라겐은 중량기준으
로 피혁의 약 30%를 차지하는 단백질성분
이다.56
거미줄 실크는 어떤 면에서
강철보다 강하다. 그렇다고
실크 를 대량으로 생 산하기 위
해 영 역을 중시하는 거미를
사육할 수 없을뿐 아니라, 경
쟁가능한 가격(kg당 20-30 달
러 )에 합 섬으로 복제할 수도
없으며, 미 생물이 실크섬유를
생산토록 조작할 수도 없다.
이에 PF기술을 지닌 Spiber
사 가 The North Face 와 자
사 제 품 Moon Parka 설 계 에
들어갔다.

세포기반육

PF를 통한 콜라겐의 생산으로, 동물로부터
생 산되는 가죽에 비해 훨씬 개선된 현대적인
가 죽제품의 생산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렇
게 되면, 기존의 가축으로부터 얻는 가죽이
지니 는 제약을 벗어나, 실질적으로 어떤 특
성의 가죽이라도 생산이 가능하게 된다. 즉,
내구 성, 크기, 탄력성, 두께, 촉감, 심미적 감
각, 조 직감, 내구성 등, 모든 특성을 고객의
요구에 맞춰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동물가죽의 생산이 붕괴되는 첫 사례는
아니며, 이미 20세기에 석유화학분야에서 동
물가죽의 3분의 1의 비용으로 인조가죽이 합
성되었다. 이 합성가죽은 현재 가죽시장의 3
분의 2를 점유하고 있다. 더욱 최근에는 기업
들이 식물57과 곰팡이58로부터 가죽재료를 만
들었지만, 어떤 것도 동물가죽의 특성에 비
할만한 제품은 아직 없다. 그러나 PF기술에
의한 생산비가 계속 인하되고 특성은 개선
됨에 따라, 현대제품이 모든 기능적 특성에
있어서 동물가죽을 추월할 태세다. 사실상,
PF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동물 가죽시장을
붕괴시킬 뿐아니라, 전통적인 동물가죽으
로는 불가능한 지붕깔개 타일과 같은, 새로
운 시장을 창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생산기술
의 붕괴는, 햄버거, 소시지, 분쇄육, 스테이크와 같
이, 현존하는 제품을 1대 1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
미 언급한 것 처럼, 처음에는 PF 기술에 의한 제품
과 세포기반육이 기존제품을 대체하는 것을 본다.
세포기반육은 가축으로부터 생산되는 완전하고, 구
조적으로 복잡한 축산식품을 직접 1대 1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는 주로 근육과 지방으로된 동물세포가,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동물체외의 성장매체 안에서 ,
실제로는 가축이 없이, 배양되는 것이다. 이 같은 시
도는, Mosa Meat와 Memphis Meats에 의해 이루어지
고 있다. 어떤 종류든 구조적인 생산물을 포함하는
생산기술의 붕괴는, 구조적인 복잡성과 지방, 단백
질과 같은 상이한 형태의 분자들을 결합해야 하므로
, 단일분자성분의 생산물에 비해 보다 서서 히 진행
될 것이다.
세포기반육은 자체 비용곡선(PF와 마찬가지로 생산
비가 빠르게 하락), 채택율 및 감독기관의 승인 등에
따라, PF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기술붕괴를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세포기반육은 어디까지나 동물의 고
기라는 점에서, 소비자의 관점에서 볼 때 분명한 이
점을 지닌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세포기반육에 대해
보다 편안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Source: Memphis Meats

그 결과 2030년까지는, PF에 의한 현대가
죽 제품이, 피혁시장의 90%를 점유할 전망
이며, 화장품업계의 콜라겐시장은, 100%가
PF에 의한 제품으로 대체되어, 기존의 동
물로부터 얻는 콜라겐시장은 완전히 붕괴
될 전망이다.59

Source: Spiber,
The North 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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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이 되면, 미국 쇠고기분쇄육시장의 70%가
축소될 전망이다.

그림 11. 쇠고기의 생산비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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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육생산의 붕괴
분쇄육시장
분쇄육은 가장 중요하고, 흔히 볼 수 있는 쇠고기의 형태로, 중량기준으로 쇠고
기생산량의 40-60%를 차지한다.60 분쇄육은 햄버거, 미트볼, 소시지, 라쟈나(이
태리요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구조적으로, 분쇄육은 다
른 형태의 쇠고기보다 훨씬 복제가 용이하다.
식물성고기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며, 세이탄(seitan), 템페(tempeh), 두부61
와 같은 제품들은 나온지가 수 세기가 되었으며, 최근에는 마이코프로틴 기반
의 퀸(버섯이 들어간 대용육)62과 순전히 식물기반 대체재인 콩단백질로 만든
고기가 10여년 전부터 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체재는 맛과 식감에 있
어서, 쇠고기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상당 수를 대체육으로 선회하도록 만들기
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런 가운데 현대식품은, 최초로 충분히 좋은 대체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미 시장에는 "Impossible burgers"와 같이, PF기술에 의한 향상된 제품들
이 많이 출시되어 있으며, 이들 제품은 쇠고기분쇄육으로 만든 제품과 경쟁이
가능할 뿐 아니라, 건강상의 이점 및 새로운 향63에 있어서 충분히 우위를 점하
고 있다. 이미 많은 소비자들이 그 같은 제품특성을 높이 평가함에 따라, 가격
을 떠나서 가격동등성이 실현되기 전부터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런 만큼
2021-2023으로 예상되는 가격동등성까지 확보되면, 우육산업의 붕괴가 불
가피할 전망이다. 우유시장과 마찬가지로, 우육산업도 적은 마진밖에 얻지 못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약간의 수요감소만 있어도 광범위한 파산과 우육산업
의 붕괴가 유발될 수 있다(2.3의 death spiral 참조). 2030년이 되면, PF기술에
의해 향상된 쇠고기가 세포기반육에 비해 보다 저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
나, 생산비는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재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달린 만큼, 예를
들어 순전히 세포기반육으로 만들면, 원천적으로 세포기반육과 PF기술에
의한 고기를 혼합해서 만든 햄버거를 이길 수 없을 것이며, 모든 제품마다
특성이 다를 수 있다.
이 같은 예상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으며, 시장에 출시된 첫 제품은 100% PF
기술에 의해 향상된 쇠고기로 만든 햄버거가 아니며, 단지 2% 정도만을 혼합
하여 만든 "heme Impossible Burger."이다. 그러나 생산비가 더 떨어지면,
"Food-as-Software model"을 이용하여 보다 많은 햄버거를 PF 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쇠고기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heme이 보다
많이 포함되고, 이어서 단백질과 지방함량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2025-26년
쯤 기존의 쇠고기분쇄육과의 가격동등성이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최초의
세포기반육은, 2022년쯤에는 쇠고기시장에 타격을 줄 것이며, 역시 유사한 패
턴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요분석가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쇠고기분쇄육시장의 붕괴가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실상, 여러 주요 성

PF기술육
Source: RethinkX

2030이 되면, 미국 쇠고기정육시장의 30%가 축소될
것이다.
쇠고기 정육시장
쇠고기 분쇄육의 가격하락과 스테이크의 생산비상승(2.3의 death spiral 참조)
은, 분쇄육과 스테이크의 가격차를 확대시켜, 쇠고기수요를 점차 스테이크에
서 분쇄육으로 이동시키게 될 것이다. 현대식품생산기술에 있어서 스테이크
를 생산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도전이지만, 2020년대에는 경쟁력을 갖춘
스테이크 대체재가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먼저 출시될 제품으로는,
저품질의 편육을 사용하는 스튜나 카레라이스용 쇠고기가 될 것이다.

분 중 하나로 분쇄육을 사용하는 라자냐나 볼로냐스파게티 등은, 햄버거
시장보다도 더 일찍 붕괴될 수 있다. 그러므로 2030년이 되면, 미국시장에서
쇠고기로 만든 분쇄육시장의 70%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Food&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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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9: 애완동물사료의 중요성

2030년이 되면, 미국 내 쇠고기 정육시장의 30%가 축소될 것으
로 전망된다. 이 같은 결과는, 쇠고기소비가 정육 중심에서 분쇄
육으로 이행함에 따른 직접적인 대체와 더불어, 현대적 생산
방법에 의한 생산증가로, 기존 육우산업의 붕괴가 강화됨에 따
른 것이다.(아래 참조).

애완동물용 사료생산에 사용되는 많은 생산물들은, 사람이 소비하기에는 부
적합하며, 사료용으로 활용되지 않으면 결국은 폐기대상이라는 것으로 인식
되고 있어, 애완동물 사료산업은 미국 축산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64 연
간 24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애완동물 사료시장은, 미국의 축산부문에서
얻어지는 총열량의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65 사실상, 1억 6천만 마리에 달
하는 미국의 애완동물은 고기를 많이 소비하며, 전 세계적으로는 다섯번 째
가 되는 고기소비량이다.66,67 영양적으로 균형된 애완동물사료의 주요 구성
요소인 단백질, 지방 및 비타민 등은, PF기술 혹은 세포기반육에 의해 생산
할 수 있다. 애완동물사료는, 생산에 사용되는 생산요소나 생산물의 형태가
매우 탄력적이고, 완벽을 기하기가 어려운 탓에, 이상적인 시장진입점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고양이사료는 쥐나 다람쥐의 세포와 단백질을 혼합
해서 만들 수 있다. 애완동물사료시장은 세포기반육이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고, 또 그 시장의 크기로 볼 때, 축산부문의 원료공급에서 발생하는 이
익을 빼앗아갈 것이며, 그로 인해 기존 축산부문의 광범위한 붕괴를 가속화
시키게 될 것이다.68

쇠고기생산의 총체적 붕괴
그러므로 2030년이 되면 소비되는 모든 쇠고기의 70%는, 현대적 생산
방법에 의해 생산된 쇠고기가 차지할 것이다(그림 12 참조). 그런 가운데
PF 기술에 의해 생산된 쇠고기가 전체 쇠고기시장의 55%까지 점유할
것이며, 이는 세포기반육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쇠고기산업의 완전붕괴
가 불가피함을 의미한다

그림 12. 미국 쇠고기시장에 있어서 기
존 쇠고기와 신기술에 의한 쇠고기의
시장점유율
100%
90%
80%
70%

시장점유율

60%
50%
40%
30%
20%
10%
0%

0
203

9
202

8
202

7
202

6
202

5
202

기존 쇠고기수요

4
202

3
202

2
202

1
202

0
202

9
201

8
201
Source: RethinkX

신기술에 의한 쇠고기수요

Source: Wild Earth

Food&Agriculture

31

3. 강화
현대적기술에 의한 단백질의 기능개선과 가격하락이 병행됨에 따라, 이는 모
든 종류의 식품의 품질개선을 위해 점차 사용이 늘어날 것이다. 우리는 이를
'강화(fortification)'라 부른다.현대적인 생산방식이 없이도, 이 같은 현상이
이미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 왔으며, 단백질이 보강된 신제품의 수
가 2013년에서 2017년 사이에 두 배로 늘었다.69 단백질쿠키, 칩, 생수, 과일
쥬스 등은 이미 식료품점에서 통상적인 것이 되었다. 그 외에 'super-milk'와
같이 단백질과 지방이 보강된 제품은, 크림성분이 많아 보이는 거품으로 인해,
바리스타들 사이에서 점차 인기를 얻고 있으며, 나름대로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사실상, 2017년 미국시장에서 가장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식품 혹은 음
료제품은 Halo Top으로, 통상적인 아이스크림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단백질을
함유한 제품을 출시한 신생기업이다.70,71 1파인트(0.473 리터)의 바닐라 Halo
Top은 열량 280 칼로리, 지방 8그램, 섬유질 12 그램, 단백질 20 그램을 각각
함 유한다.72 Halo는 현재 연간 350백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현대
생산기술로 만들어진 가격이 보다 저렴하고 보다 다양한 단백질은, 금후 그 시
장의 성장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30년이 되면,
미국내 단백질 총소비량의 10-20%는 영양적으로 강화된 제품이 될 것이다.
그 중 절반은 단백질소비증가를 위해, 나머지 절반은 현재의 동물성단백
질을 대체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며, 그로 인해 현 동물성단백질 수요의
5-10%가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 외에 현재는 단백질소비수준이 낮으나, 서구수준을 향해 증가하고 있는
중국과 같은 나라에 있어서, 단백질성분이 강화된 제품이 시장점유율을 높
여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인구의 90% 이상, 아프리카 및 남인도 인구의
70-80%가 유당불내증인 것으로 생각된다.73 이들 시장에 있어서, 전통적
인 형태의 단백질에 대한 애착이 적기 때문에, 보다 저렴한 현대적인 기술
에 의해 생산된 대체재가 빠르게 시장을 점유해 갈 것이다.

4. 식품의 형태요인
현대생산기술은 전혀 새로운 형태의 식품생산의 가능성을 열게 될 것이다. 우
리가 어떻게 식품을 소비하냐 하는 것도,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 만큼 변화를
겪을 것이다.
전통적인 미국인의 주식으로 간주되는 햄버거가 1921년에 최초로 생산되었을
때, 그것은 전혀 새로운 형태의 식품으로 간주되었음을 감안할 때, 식품형태가
역사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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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의 최고의 실적주는, 어느 한 소셜미디어나, 스마트폰회사나 소프트웨
어의 서비스회사가 아니라, 설탕, 소금, 비타민 및 식물성 추출물 등 다양한 성
분을 첨가한 에너지음료의 제조사인 Monster Beverage라는 사실이 놀랍다.
2003년에 신규상장된 이래, Monster Beverage의 주가는 무려 60,000%나 상
승했다.74 그 뿐만이 아니라, 1999년까지만 해도 에너지음료시장은 거의 존
재하지 않았으나, 2000년에서 2013년 사이에 5,000%의 성장을 보였으며,
현재는 미국 내 커피시장과 거의 동등한 규모다.75

2030년이 되면 미국의 단백질 총소비량의 10-20%는, 영양강
화식품을 통해 섭취될 것이다.
1986년에 'PowerBar'라는 상품명으로 최초로 출시된 단백질바 역시 마찬가
지이다. 1998년까지 이 영양바산업은 2억 달러까지 성장했으며, 2012년에는
다시 1, 000%가 성장한 21억 달러까지 성장했다.76,77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결정적인 요인은, 3분의 2 소비자가 이 영양바를 식사대용으로 소비한다는
것 때문이었다. 단백질바는, 편의성, 비용, 영양 및 식감 등을, 전혀 새로운 형
태의 요소로 결합한 제품이다. 유사한 궤적을 나타내며, 2015년에 47억 달러
의 매출을 올린 단백질분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78 정말로 스낵식품의 인
기가 날로 높아짐에 따라, 94%의 미국인은 적어도 하루 한 번79은 스낵을 즐
기며, 50%는 2-3일에 한 번씩 스낵을 즐긴다. 그러므로, 하루에 세 번 혹은 단
한 번이라도 식탁에 앉는다는 생각을 할 이유가 없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오
늘날은 걸으면서 마시거나 먹을 수 있게 되었다. Soylent는 식사를 완전히 대
체하는 것을 목표로, 새로운 형태의 요소를 창출해 내는 신종기술회사의 사
례이다. 이 회사의 '조식대체' 제품은 414ml의 음료로, 453.7mg의 카페인 (
28g의 스타벅스 그란드 라테와 동등)80. ,20g의 단백질(계란 3개와 동등)81, 500
mg의 오메가 3(170g의 참치캔과 동등)82와 26가지의 필수영양소 를 함유한 것
으로, 3.25달러에 판매된다. 오늘날 Soylent의 제품은, Amazon과 Walmart,
Target, 7-Eleven을 포함하는 20,000개의 소매점에서 판매된다.83 기존의 판
매형태를 완전히 파괴하는 이들 기업은, 식품의 모양과 맛에 대한 기존의 사
고에 얽메이지 않으며, 단백질은 동물성고체식품으로, 액상의 커피나 비타민
알약과는 따로 먹어야 한다는 인위적인 경계를 더 이상 지키지 않는다. 새로
운 현대식품기술은, 이 같은 식품의 형태요인의 붕괴를 한 발 더 진전시킬 것
이다. 축산의 진화와 관련한 생물학적 제약과 기존의 축산물 생산양식에서
벗어낫듯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 영양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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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신기술채택의 역학: 어디까지
그리고 얼마나 빨리?

우리의 상상력과 분자요리사의 그 비젼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만이 한계가 될
것이다.84 앞으로, 식품은 소비자의 형태와 영양요구에 따라 개별화 될 것이
다. 그리하여 커피와 마찬가지로 슈퍼마켓, 식당, 혹은 가정에서 만들 수 있는
커피와 같이, '영양캡슐' 혹은 '완전식품파우치'처럼 만들어질 것이다. 컬럼
비아, 인도네시아 혹은 과테말라 커피콩으로 커피를 내리듯이, 식품회사들
은 Paleo, Keto 혹은 Smart 영양캡슐과 같은 식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보고서에는, 식품형태의 붕괴가 가져올 어떠한 식육수요의 감소문제
도 포함되지 않으나, 2025년 이후에는 현대식품 기업들과 식품분자를 이
용하는 셰프들이 우리가 소비하는 식품을 지금까지와는 전혀 새로운 방
법으로 개발해 냄에 따라, 이 같은 식품형태의 붕괴는 식자재와 끊임 없이
성장하는 식품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들 네 가지 기술붕괴의 움직임은, 상호 보강과 가속화를 통해, 현대기술에
의한 식품이 빠르게 기존의 축산물을 대체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 같은 기
술붕괴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일단 정점에 도달하면, 신기술의 채택이 기하
급수적으로 가속화될 것이다. 그리고 현대기술에 의한 제품의 가격이 더 싸
지고, 생산능력이 늘어나면, 선순환구조가 작동되어 모든 주요 시장에 걸쳐,
제품의 채택이 가속화될 것이다. 동시에, 기존의 축산물은 더욱 비싸짐에 따
라, 현대기술에 의한 제품에 비해 인기가 떨어지고, 악순환구조가 작동되어,
축산식품생산의 종말을 재촉하게 될 것이다.

그림 13. 현재 대비 2030년의 소의 이용
쇠고기 분쇄육
-70%

쇠고기 정육

30%

분쇄육은 70%가 감소

유제품성분
-90%

-30%

쇠고기 생산총량

70%

-50%

쇠고기 정육의 30%가 감소

최종유제품
10%

유제품성분의 90%가 감소

-85%

50%

쇠고기생산 총량의 50%가 감소

피혁 및 기타 재료
15%

최종유제품의 85%가 감소

-90%

10%

피혁 및 기타재료의 90%가 감소

Source: Rethink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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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술붕괴와 마찬가지로, 식품 및 농업기술
의 붕괴 또한, 처음에는 신기술의 채택이 서서
히 진행되다가, 시장이 포화상태에 접근함에 따
라 속도가 느려지기 전까지는,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화 되는 비선형의 S커브 형태가 될 것이다 (
그림 14). 실제로, 새로운 기술의 채택은 언제나
기하급수적이다. 채택과정은 자체억제기능(브
레이크)과 자체강화기능(액세레이터)의 피드백
회로에 의해 구동된다. 기술붕괴의 초기단계에
는, 액세레이터가 브레이크를 극복하려 하므로,
변화에 대한 저항이 나타나지만, 신제품이 개발
되어 출시되면, 액세레이터가 브레이크를 능가
하기 시작함으로써, 신기술의 채택이 시작된다.

그림 14. 피드백회로
100%

선순환
보다 큰 가치

80%

시장점유율

Box 10: 식품 및 농업기술붕
괴의 시스템 다이내믹스

악순환: 죽음의 소용돌이

규모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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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규모의 경제

대중의 수용성증가

대중의 수용성 저하

저비용

비용증가

60%
공급증가

현대식품

40%

수요증가

수요감소

고수익

수익감소
낮은 마진

높은 마진

20%

공급감소

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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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상표권에 대한 손실

0%

시간

선순환

악순환: 죽음의 소용돌이

현대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규모의 경
제가 구동되어, 보다 많은 자금과 창의력 투자가 늘
어, 생산비와 생산능력에 있어서 보다 큰 진전이 이
루어져, 새로운 수요증가를 유발하게 된다. 현대식
품에 대한 대중의 보다 큰 수용과 욕구, 현대식품이
기존의 축산물에 비해 지니는 중대한 이점이 점차
명확해짐에 따른 정부의 보다 큰 지원 등으로, 이
같은 순환구조에 대한 투자와 수요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현대식품이 지니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일
단 죽음의 소용돌이가 정착되면, 기존의 산업화된
농 산업은 경쟁을 할 수 없게될 것이다.

기존 축산물 수요가 현대기술에 의한 대체재로 인
해 점차 감소함에 따라, 기존의 육류생산시스템에
대한 압박은 가중될 것이다. 우유, 가죽(피혁생산),
콜라겐, 젤라틴, 분쇄육과 정육은 저렴한 고품질의
현대기술에 의한 것으로 대체될 것이다. 그리하여
일정한 전환점에 도달하면, 시장점유율이 10-15%
수준에서, 기존산업은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것으
로 전망된다. 그리하여 다양한 쇠고기시장이 붕괴
되기 시작하면, 잔존해 있는 얼마 안 되는 생산량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탓에, 생산 및 가공비가
상승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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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가격소용돌이와 지속적인 수요감소는 궁극
적으로, 도축장, 가공시설 및 포장업체의 가동률저
하에 따른 가치사슬의 붕괴로 이어져,역규모의 경
제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Part 3 참조). 마침내 이
들 시설은 지속적인 경제악화에 따라 폐업으로 내
몰릴 것이다. 우육산업과 특히 낙농산업은, 극히 마
진이 적으며, 운영 및 재정의 부채비율이 높아, 정
부보조금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운명이 이미 갈림
길에 직면해 있는 이들 두 부문은, 약간의 수요감소
만 있더라도 파산을 향해 질주하게 될 것이다. 정부
의 지속적인 지원은 가능하지만, 그로 인한 재정부
담은 계속 늘어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
적이지 못하다. 더욱이 사료 및 가공산업의 정리에
따른 비용은 엄청날 것이며, 기업이 부담할 수 없을
때, 이는 납세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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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신기술이 완벽한 스테이크를 경쟁력 있는 가격
에 생산할 수 있게 되기 훨씬 전에, 현 육우산업의
불가역적인 붕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15.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2.3.1 신기술채택에 있어서 핵심
관계자의 역할
현대식품에 의한 기존 산업의 붕괴를 촉진 또는 지연
시킬 수 있는 네 부류의 주요 주체로, 소비자, 기업,
투자자 및 정책입안자를 들 수 있다. 이들 네 그룹은
상호의존적이므로, 어느 한 그룹에 의한 행동이나 선
택은, 나머지 모두의 행동이나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들 서로 다른 네 그룹은, 서로 다른 요소들의 결합
에 의해 이끌리게 될 것이다. 개별소비자에게 있어서
는, 비용, 맛, 편의성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기업으로
서는, 비용, 수익, 위험완화가 중요한 요인이다. 그런
가하면, 중앙정부와 주 정부는, 신기술 및 기존산업
이 경제, 환경 및 사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에
따라, 규제, 세금 혹은 보조금을 통해 지원 내지는
억제하게 될 것이다. 로비단체나 연관단체들도 이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
게 될 것이다.

소비자: 변화를 수용
현대식품이 기존의 축산물에 비해 우수하기 때문
에, 현대식품의 출시에 따라 구입이 가능해지면,
가격동등성이 확보되기 전이라도, 소비자들의
구입이 시작될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출시된
' Impossible burgers'와 같이, 많은 제품에 대한
열정적인 구입에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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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의 보급이론에 의하면,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개별소비자에 따른 반응이 다르다.86 모든 기
술혁신에 대해, 일부에서는 흥분을, 또 다른 사람들
은 회의를 나타낸다. 그러나 역사적 교훈에 따르면,
신제품에 대한 저항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
럼 결코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다. 이는 그 대
상이 자동차, 텔레비전 혹은 인터넷이든, 지난 세기
또는 그 이전에 일어난 모든 주요 기술혁신에 있어
서 그러했으며, 신기술의 채택속도는 항상 우리를
놀라게 했다. 더 최근에는 앱을 이용한 교통수단의
호출이용이, 시작된 지 10년도 안 되어 주류를 이루
고 있다. 그 같은 빠른 보급을 불러온 부분적인 이유
로는, 소비자들이 적은 노력과 비용 혹은 낮은 위험
(높은 시험성)으로 쉽게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새로운 서비스는 처음에는, 주된 교통수단(택시, 자
가용, 대중교통수단 중 무엇이든)에 대한 대체수단
일 뿐이나, 이용할수록 그 이점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하여, 머지 않아 그들의 주된 교통수단이 된다.
현대식품도 유사한 패턴을 따를 것으로 보이나, 신
제품을 시식하는 것은 손쉽고 저렴하므로, 그에 대
한 저항감은 곧 사라질 것이며87, 이용에 있어서 장
기적인 약속이 불필요하며, 소비자들은 어떤 영양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그리고 또 다른 욕구충족을
위해, 기존제품을 계속 사용하면서 현대식품을 사
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식품에 대한 인식은 불변적인 것이 아니
고, 가변적인 것이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 같은
인식의 변화는, '사회적 인증'의 피드백고리를 작동
시키게 될 것이다. 기존의 공업화된 축산은, 축산업
의 직접적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회에 많은 사
회적비용(외부효과)을 부담시킨다.88 여기에는, 육
류섭취(비만, 당뇨, 심장질환, 암)에 따른 건강비용,
축산이 기후, 항생제내성, 식품으로부터 유발되는
질병 및 동물복지에 미치는 영향 등이 포함된다.89
그러나 이 같은 영향들은, 정부가 저비용의 안전한
식품공급을 우선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참고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사상 최초로, 사회적비용 발
생을 최소화하고, 저비용의 우수하고 진정한 대체
재를 생산하는 새로운 식품시스템이 등장함으로써,
국민들은 더 이상 축산업이 지니는 그 같은 외부효
과에 따른 비용부담을 감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
다 . 사회적인증도 축산으로부터 현대식품으로 이
행할 전망이다. 또한 이는 현대식품산업은 지원하
면서, 축산을 통한 식품생산을 처벌하기 위한 정책
및 규제를 위한 정치적인 여유를 창출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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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11: 저항의 극복
가끔 현 시스템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신기술의 채택이 높은 장애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즉, 회의적인 소비자들이 이같은 집착의 주체이
나, 그 외에도 다수 그 같은 사람들이 있다. 또한 공급망이 잘 되어 있고
, 생산, 가공, 유통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작동되더라도, 규제, 기준,
승인, 상표법 및 보조금 등에 대한 법적 및 재정적 체제가 현존하는 제
품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 현대식품은 그 같은 장
애를 극복해야 한다.
더욱이, 신기술에 의해 붕괴가 예상되는 경우, 그로 인해 위협에 직면
한 관련 기업 및 노동자들의 저항을 유발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PF 기
술에 의한 육류제품의 제품명 및 그에 요구되는 인증기준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충돌을 보고 있다. 그뿐 아니라 신.구제품에 대한 보조금, 인
증과정 및 대중의 의견, 현대제품을 폄훼하기 위한 무서운 이야기나 가
짜과학 등을 둘러쌓고, 앞으로 보다 많은 논란이 일어날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에 있어서 농업로비가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
러나 이 모든 장애물들은 상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가변적인 것이다.
이들은 처음에는 극복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존 산업의 영향력은 점차 감소되는 반면, 신 산업의 영향력은 증가하
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장애는 곧 극복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대하
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신기술의 채택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기업과 투자자: 생산제약의 소멸
현대기술에 의한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여 규모를 키워가면, 생산에 따른 제약
은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된다. 생산에 투입되는 요소(DNA, 사료, 에너지, 수자
원)는, 엄청나게 보다 효율적인 생산과정이 사용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충분
히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투자에 의해 결정되는 생산능력은, 공급측면의 유
일한 제약요인이다. 그러나 시장에 있어서의 기회의 규모와 투자의 궤적이 주
어진 상황에서, 그 같은 요인들은 제약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정말로, 신생기업
은, 수요가 주문식으로 이행하는 동안에 생산이 불필요하게 될 바이오연료,
전력, 자율주행차(Rethinking Transportation 참조)의 생산을 위해, 기존 인프
라를 목적에 맞게 재구성함으로써 이득을 보게될 것이다.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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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Beyond Meat'는 상장
회사가 되었으며, 상장 후 몇 달
안 되어서 빠른 성장을 보이면서,
매출이 100억 달러 이상으로 성
장하였다.
Source: Beyond Meat

기업과 투자자들은, 현존기업의 붕괴와 새로운 시장에서의 기회에 이끌려, 신
흥시장에 뛰어들고자 하는 인센티브에 직면할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Cargill
과 Tyson Foods와 같은 기업들이 이미 신기술사업에 투자를 시작함에 따라 현
실이 되고 있다. 2018년까지 5년 동안에, 171억 달러(Danon이 125억 달러에
WhiteWave를 취득한 것을 포함)가 식물기반식품에, 73.3백만 달러가 세포기반
육 회사에, 그리고 2018년에만 7.2억 달러가 투자되었다.91,92 2019년 초 25달
러의 가격에 출시되었으며, 상장 한 달만에 주가가 550%나 치솟았다.93 그런가
하면, Impossible Foods는 2019년 5월 현재 아직도 20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 개
인회사로 남아 있다.94

정책입안자: 세계적인 경쟁
정책선택이 중요하다. 규제자와 입법자에 의한 의사결정이 기존기술의 붕괴를
가속화시키거나 지연시킬 수 있으며, 신기술에 의한 현대식품시장의 구조와 역
학관계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농산업에 있어서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노
력하게 될, 식품의 경우에 특히 그러하다. 이 같은 경쟁에 있어서 중요시 되는
부문으로는, 지적재산권, 식품성분인증, 보조금, 상표(Part 4의 정책권고 참조)
등이 포함된다. 우리는 채택분석을 위해, 정부가 신기술의 채택을 촉진 또는 지
연시키기 위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거의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유연한 경제
여건을 가정한다. 그러나 적극적인 지원정책환경은 새로운 기술채택을 가속화
시킬 것임에 비해, 적극적으로 방해하려는 정책환경은, 기술채택을 5년 정도까
지 지연시킬 것이다. 세계적인 경쟁 속에서, 어떤 적극적인 저항의 영향은 제한
적이며, 만일 미국이 저항할 경우, 중국과 같은 다른 나라가 신기술의 발전을
지속해서 이끌어 갈 것이므로, 미국으로서는 따라가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현 산업에 대한 지원이나 보조는 점차 비용이 많이 들게 되어, 제
한된 정부재정에 부담이 되어, 결국은 정책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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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주요 결론

그림 17. 신기술에 의한 단백질의 시장점유율

우리는 2030년이 되면, 미국의 소 두수가 50% 감소할 것이며, 신기술에
의한 단백질제품이 현 쇠고기중심 단백질시장의 75%를 점유할 것이라 전
망한다. 그리고 2035년이 되면, 미국 내 소 두수의 75%까지 감소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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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형태요인과는 달리, 다양한 기술붕괴의 움직임과 앞에서 언급한 선
순화 및 악순환 싸이클을 고려하며, 그 같은 요소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그리고 각 시장에 있어서의, 공급(신기술에 의한 제품들이 언
제 출시될 것이며, 얼마나 신속하게 증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수요(소
비자들이 얼마나 빨리 신기술제품을 구매할 것인가) 및 규제(언제쯤 이들 제품
의 판매가 허용될 것인가)의 세 가지에 대한 각각의 채택곡선모델을 이용한다.
이 세 가지 채택곡선의 결합을 통해 중점적인 채택과 그에 따른 소 두수의 변
화가 그림 16, 17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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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미국 내 소 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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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소 산업의 붕괴에 대해 상세히 초점을 맞추었으나, 이는 소 산업이 모
든 식품생산시스템 중에서 가장 비효율적(가장 비싼 비용)이며, 인류에게 가장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소 산업의 붕괴를 가져오게 될 같은 기
술이, 돼지, 닭 그리고 어류 등, 타 축산부문의 붕괴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상 대적인 효율성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현대기술에 의한 생산방식의 비용
및 생산능력의 단계적인 개선을 감안할 때, 어떤 축종도 무사하지는 않을 것
이다. 어느 한 축종 혹은 부문에 대한 연구, 발전 및 기술향상은, 기반기술의
향상을 가져와, 거의 모든 축종에 걸친 붕괴를 촉진 시킬 것이다. 'Food-as
-Software'와 같은 현대기술에 의한 햄버거를 생산하는 기업은, 돼지, 닭 혹
은 어류를 이용해서도 유사한 현대적 제품을 손쉽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 같은 붕괴과정은, 식품산업 이외의 부문에 있어서의 식제품제조기술의 개
선에 따라, 더욱 촉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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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less Foods는 세포기반의 어육제품의 출시
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Source: Finless Foods

마찬가지로, 모든 축종의 가치사슬은 상호 연계되
어 있으며, 가축들은 동일한 기본사료를 먹으며, 유
사한 가공 및 유통채널을 거치게 된다. 예를 들면,
사료가격변동은, 외생적인 사건(자연재해, 한발) 혹
은 타 축산부문 혹은 비이오연료 분야의 변화에 의해
서도 유발될 수 있다.95 어느 한 산업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나 사료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에 따른 연쇄반응이 타 축종의 수익성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96
따라서 타 축종의 붕괴는, 유사한 양상으로 소 산업
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 축종간의 서로 다른 가치사
슬 및 규제환경으로 인해, 붕괴의 시기, 순서 및 영
향력에 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 경
우 붕괴의 순서는, 해당산업의 생산효율, 제품이 성
분요소로 사용되는 비율 및 제도가 어느 정도까지
현존하는 산업의 생산자를 보호할 것인가 등, 세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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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계육생산과는 다른 산란계는 타 축산부
문에 비해 비교적 효율적이다. 적어도 30%의 계란
은 타 식품의 성분으로 사용되며, 그 경우 용도는,
겔화(gelling), 거품내기(흰자), 유화제(노른자)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난백알부민은 계란에 있
어서 가장 중요한 단백질로, 계란단백질의 60%를
차지하며, 난트랜스페린과 오보무코이드는 각각
계란 흰자의 13%와 11%를 차지한다.98 미 농무성(
USDA)에 의하면, 2019년 3월의 건조된 계란알부
민단백질의 kg당 가격은 11달러이다.99 계란단백
질의 시장가격은, 유장(kg당 7-12 달러), 카제인(
kg 당6-10 달러) 등과 같은 우유단백질과 크게 다
르지 않다.100 우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PF기술에
의한 단백질가격은 2023-2025이 되면, kg당 10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산란계산업의 붕괴
를 위해 계란 그 자체를 복제할 필요까지는 없다.
우유시장과 마찬가지로, 현대식품사업은, 1차산업
인 산란계산업을 재정파탄에 빠트리기 위해서는,
단지 계란단백질성분시장만을 붕괴시키는 것으로
족하다.
어느 한 특정 육류의 수요 및 가격변화는, 타 육
류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만일
쇠고기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타 육류101는 잠정적
으로나마 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이득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궁극적으로 모든 축산물,
소, 돼지, 닭 혹은 어류가 됐든, 궁극적으로 모든
축산유래의 생산물이 붕괴되기 전의 일시적인 호
황에 불과하다. 거기에는 축종의 경계가 없다. 궁
극적으로, 모든 농산업이 불안해지고, 낮은 마진
과 비효율, 높은 생산비와 수요이탈로 인해 결국
에는 파산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본 보고서는 미국의 식품 및 농산물시장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산업붕괴와 관련한 분석결과는, 전 지
구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산업붕괴를 가져올 기
술은, 중국, 유럽, 이스라엘, 그 외 다수국가에서 개
발될 수 있으므로, 현대적 신기술에 의한 식품생산
에는 지리적인 장벽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Clara Foods는 PF기술을 기반으로, 제빵제품,
식품 및 음료성분, 영양보충제 및 완벽한 계란형
태의 계란과 계란흰자를 생산한다. Source: Clara Foods
; The Unreasonable Group

궁극적으로, 농산업은 불안정하게 되
고, 낮은 마진, 비효율성, 수요이탈과
높은 생산비로 인해, 결국 파산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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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부

영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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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사슬의 모든 측면은 심각한 영향을 받아, 2030년이 되면 미국 육우산업 거
의 대부분이 파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육 및 낙농기업의 수익이 붕괴될 것
이며, 머지 않아 양계, 양돈 및 어류양식산업도 뒤를 따를 것이다. 곡물생산농가
역시 사료생산수익이 폭락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공급망에 걸친
극적인 연쇄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대식품기술을 안고 있는 기
업은 엄청난 성장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축산업의 붕괴에 따른 영향은, 식
품산업 및 농업을 넘어 널리 확대될 것이다. 축산업과 관련산업은 연간 거의 1
조 2천 5백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며, 이는 미국 GDP102의 약 6%에 달함을 감
안할 때,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지구상에는 약 10
억두의 소가 있으며, 그 중 10%는 미국에서 사육되고 있다. 그에 따라 미국 내
소 사육은, 물, 토지, 사료의 이용과, 온실가스 및 분뇨 형태의 폐기물을 배출함
으로써,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미국에서 소는 미국민이 배출하는 노폐
물의 13배나 더 많다.103

3.1 식품 및 농업에 대한 영향
주요 연구결과
»» 현재가치로 4천억 달러가 넘는 미국의 육우, 낙농산업 및 유통업자
의 수익은, 2030년까지는 최소한 50%, 2035년까지는 90%가 각각
축 소될 전망이다.

신기술을 지니고 있는 기업에게는 엄
청난 성장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 기타 가축 및 상업적 어류생산 또한 유사한 궤적을 따를 것이다.
»» 현 가격기준으로, 육우용 사료생산수익은 2018년의 600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최소한 50%가 감소한 300억 달러까지 축소될 것이다.

단백질생산을 위한 미생물을 설계하는 기술을 지
닌 기업은 식품산업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자칭 '
미생물회사'라고 하는 Gingko Bioworks는 여러
시장에 걸쳐, '기술을 생물학으로 대체하는' 맞
춤형 미생물을 설계함으로써, 미래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육우 및 유우두수의 감축에 따라 비료, 살충제, 종자산업의 수익 또한
50% 정도 감소할 것이다.

Source: Gingko Bioworks website

축산물은 미국인의 식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식품으로, 미국인의 건강과 복
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면, 집약적인 축산업은 질병과 항
생제사용의 원천이기도 하다. 축산업은 또한, 육우산업부문에만 120만명
을 고용하는 주된 고용창출산업의 하나이며, 평균적인 미국가정은 총소득
가운데 1,500 달러를 축산물구입에 사용한다.104,105 그런 만큼,공급망에서
축산을 제거할 경우, 경제, 사람의 건강, 자연자원의 사용, 환경, 사회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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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사슬의 모든 측면에 대한 영향이 그 정도이므로, 2030
년이 되면, 미국의 육우산업은 거의 파산에 직면할 것이다

»» 도축장과 육류 및 우유가공공장도 50% 이상 감소할 것이다.
» 2035년까지, 현재 가축, 사료생산에 사용되는 토지는 타 용도로 전
» 환될 것이다. 그렇게 용도가 바뀌는 4억 8천 5백만 에이커에 달하는
토지는, 아이오와주 면적의 13배에 달한다.
» 농지가치는 40-80%가 감소할 것이다. 그로 인해 각 지역 및 농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토지가 지니는 편의적 가치 및 정책이 어떤 선택
»
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새로운 식품생산시스템의 영향은, 현존하는 가치사슬의 다른 부분에 대해
서로 다른 방법으로 파급될 것이다. 가치사슬의 어떤 부문에 대한 영향은,
잔존하는 가축두수와 비례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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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12: 과도한 영향
가치사슬의 모든 면에 대한 영향은 비례적이지 않 다.
즉, 소 두수가 50% 감축된다고 해서, 소 산업에 생산
요소를 공급하는 산업의 수익 또는 자산가치 가 50%
감소한다고 볼 수는 없다. 가치사슬의 각 부문은 독자
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으며, 아래 법칙에 따르게 된
다.
수익 = 가격 x 수량
재고품:
수익이 잠재적으로 제로가 되고, 이윤과 현금흐름
이 마이너스가 됨에 따른, 장비, 기반시설 혹은 토
지에 미치는 영향은 불균형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수량:
불균형적인 영향. 예를 들면, 만일 경작지 이용율
이 50% 감소하게 되면, 트랙터시장이 큰 공급
과잉에 직면하게 되어, 중고 트랙터의 가격 하
락과 신제품의 판매를 대폭 감축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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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공급과잉이 해소되면(이 경우는 이전 공급
량의 50% 이하), 판매가 비례적으로 감소하여
안정될 것이므로, 그 영향은 붕괴속도(자산의
내용연수 대비)에 의존한다.
가격(혹은 가치):
과도한 타격. 수량감소는, 새 장비의 가격상승을 가
져올 것이다. 이는 매출이 줄게 되면, 규모의 비경
제가 작동하고, 생산시설과 인프라의 낮은 활용율(
높은 가동력에도 불구하고)은 마진 을 압박함으로
써 생산비상승(보다 적은 수량으로 고정비를 감당
해야 하므로)을 초래할 것이다. 더욱이, 중고장비의
공급과잉은 가격하락을 초래한다. 이는 융자로 구
입한 새 장비의 잔존가치에 영향을 미쳐, 임대료의
증가를 초래한다. 더이상 불필요하게된 토지와 설
비는 발이 묶이게 될 것이다(모든 미래가 치는 대
체용도에 의해 좌우된다).

유동재 :
가축사료, 비료 혹은 살충제 등 유동재는, 수량에
비례해서 영향을 받지만, 가격에 대해서는 불균형
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는 이들 요소의 수익이 소
두수의 감소에 비해 더 많이 감소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수량:
비례적인 영향. 소 두수가 50% 감소하면, 사
료 혹은 항생제사용도 50% 감소한다.
가격:
과도한 영향. 상품(옥수수와 같은 비가공 상 태)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경우 가격이 하락하고 , 한
계가격은 생산비가 낮은 생산자 혹은 재고방출 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가공을 요하는 생산요소 는,
역규모의 경제에 의해 가격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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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오늘: 육우산업의 공급망
사료
생산
살충제
비료

소 생산

장비
트랙터와
기계

가공

번식

제분

동물유전체

성장

소/ 송아지
생산

종자

가공 및 유통
소의 건강

육류

수의
사육자/ 배후산업

발골

항생제와
동물약품

지육처리
도축

피혁
화학처리

소매단계
낙농
유제품
유가공

식품서비스
간이식품

소매상
식료품점

식당
접대

Source: RethinkX

그림 19. 오늘: 육우산업의 수익과 구조
가공
$2,800억 > $280억

$160
$140

집중화된 생산허브에서
규모의 경제 실현

생산
$110십억 > $11십억

$120

매출
$900억 > $90억

수익(10억 달러)

$100

추가적인 생산허브

사료
$170십억 > $17십억

$80
$60

5개 주에서
72%를 생산

$40
$20
$0
사료:
제분

사료:
영농

사료:
트랙터와
기계

사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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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살충제, 비료,종자 번식, 개량

생산:
건강

2035

가공:

가공:

낙농

쇠고기

가공:
피혁

판매:
유제품, 쇠고기, 피혁
Source: USDA, NAMI, IFDB, BLS, AFIA, AV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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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축산농가
우리의 예측에 의하면, 2030년까지 소 두수는 50%가 감소하고, 소 사육과 관
련된 수익은 95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감소할 전망이다. 2035년이 되면,
소 생산은 현 수준 대비 75%가 감소하고, 수익은 200억 달러 수준까지 축소될
전망이다. 현재 4,000억 달러가 넘는 육우, 낙농산업과 유통부문의 수익이,
2030년에는 50%가 감소하고, 2035년까지는 거의 90%가 감소할 전망이다.
양식업 및 상업적 어업 또한 유사한 궤적을 따를 것이다. 그러나 이들 산업의
붕괴는 정책, 규제와 같은 요인에 따라 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공업적 가공산업은 오늘날과 같이 대규모로는
유지될 수 없을 것이며, 2030년이 되면, 미국에서 도축장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오늘날과 같은 대규모의 축산가공산업은 더 이상 존립할 수 없
을 것이고, 2030년대가 되면, 미국의 대규모 도축장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발골업자

그 결과 2035년이 되면, 축산업은 단지 영세한 고비용의 틈새영역으로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 수요가 축소됨에 따라, 대규모 축산에서 누렸던 규모의 경제는
규모의 비경제로 전환되면서, 영세한 축산업에 있어서의 규모의 경제는 점차
축소 또는 소멸될 것이다. 산업화된 대규모 축산에 비해 영세축산의 유추된 품
질프리미엄을 감안할 때, 잔존하는 육류와 우유의 수요는 대부분 영세축산농
가에 의해 충당될 것이다. 정책입안자들 또한 건강 또는 토양의 우수한 탄소채
집능력을 이유로, 소규모생산으로의 이행을 장려할 것이며, 대규모 축산은 폐
기물, 건강, 자원 및 환경측면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증세에 직면하
게 될 것이다.

발골업자는 축산업에 있어서 재활용업자라 할 수 있다.원재료의 90% 이상
은 도축장의 부산물이며, 거기에서 얻어진 60% 이상의 생산물은, 가축사
료(40%는 가축사료, 20%는 애완용사료)109,110 로 사용되며, 축산업의 전반
적인 붕괴는 이들 발골업자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소로부터 얻어지는 비육류산물이 신기술을 통해 생산됨
에 따라, 육류생산을 위해서는 훨씬 적은 수의 소가 사육될 것이며, 2030년
이 되면 발골시설의 수는 50% 이상이 감소하고, 발골업자는 점차 불필요
하게 될 것이다

도축장과 가공공장

경작농가

도축장과 육류 및 유가공공장은, 소 두수의 감소에 따른 가동률저하, 역규모
의 경제, 폐쇄 및 통합에 따라, 2030년까지 50%가 감소할 것이다. 이들 산
업의 높은 자본수요와 작업규모는 생산량감축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가격을 올리거나(그 경우 수요는 감소), 통합, 아니면 파산으
로 내몰릴 것이다. 파산의 가능성으로 인해, 우선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며,
다음은 가격인상으로 수요가 감소하면, 시세가 폭락함에 따라 파산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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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농업은 축산업과 밀점하게 연계되어 있으나, 국내외를 포함하여, 경작지
의 절반 이하가 사료곡물생산에 사용된다.111 사료용 곡물은 다양하나, 주된 소
사료는 옥수수, 대두 및 건초이다. 또한 육우와 유우가 미국의 사료곡물의 약
50%를 소비하며, 건초는 70%, 옥수수는의 45%, 대두는 17%를 각각 소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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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미국에서 소 사육을 위한 사료작물이
2018년의 155백만 톤에서, 2030년에는 8천만 톤
으로, 50%가 감소할 전망이다.113 이처럼 사료작물
의 양이 감소됨에 따라, 공급이 수요를 초과함에
따른 가격하락이 불가피하고, 그 경우 한계가격은
저비용생산농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이는 현 가
격 하에서, 소 사육에 따른 수익이, 2018년의 600
억 달러에서, 2030 년에는 50% 이상이 감소한
300억 달러 이하가 되리라는 전망이다. 그뿐 아니
라, 곡물생산도 대두와 같은 대가축용에서, PF를
위한 최적원료의 제공을 위한 설탕이나 기타 유기
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생산방법으로
인한 생산효율의 극적인 향상으로, 식품생산을 위
한 곡물의 양은 10배 이상 감소할 것이다.114
이처럼 육류생산을 위한 사료량과 토지면적이 대
폭 감소함에 따라, 작물농업도 크게 변화할 것이
다. 즉, PF를 위한 공급원료나, 식물기반식품분야
의 성분으로 사용되는 대체작물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마침내는, PF 생산에 있어서의 미
생물사료의 재활용에 따른 비용감소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 다른 선순환으로 인해, 이 과정은 유기
물을 사용가능한 설탕으로 전환할 수 있는, PF를
통해 생산된 효소에 의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곡물생산을 위한 넓은 경지는, 소농이 아닌
대규모 영농회사로부터 제공될 것이다.115 이들 영
농회사가 생산에 참여하는 것은, 요소의 효율성제
고(토지, 사료 및 자본)와 규모의 경제를 통한 이
윤추구를 위한 것이다.

일단 전통적인 사료작물에 대한 수요가, 현대식품
생산을 위한 타 작물의 수요에 의해 능가됨에 따라
, 이들 회사는 보다 고수익의 기회를 찾아 생산대
상을 전환할 것이며, 수요가 감소하는 시장에 대한
공급을 줄일 것이다. 일부 경작농가와 지주들은, 현
대식품분야116 에서 요구되는 작물로의 전환을 통
해 적응하겠지만, 작물의 수요감소로 성공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욱이 실내 및 수직농업을 통한
고부가가치의 식물농업이 발달하게 되면, 경작농
가들의 선택의 폭은 더욱 좁혀질 것이다(실내농업
및 수직농업으로, 작물생산농가의 붕괴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나, 이는 본 보고서의 영역을 넘는
문제이다).
작물생산의 대폭적인 감소로 인한 모든 가치사슬
에 걸친 파급효과는, 살충제, 종자 및 비료회사,
그리고 작물재배농가의 생산요소인 전력과 연료
부문에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2030년이
되면, 비료, 살충제 및 종자수요는 50% 가량이
감소할 것이며, 이는 현재가격을 기준으로 살충
제와 비료부문의 수익이 각각 15억 달러, 종자부
문의 수익이 750백만 달러 감소함을 의미한다.
한편 수의분야의 수익 또한 현재의 약 40억 달러
에서 절반 이상 감소할 것이다(12억 달러는 항생
제 및 타 약제에 사용되고, 28억 달러는 기타 수의
분야에 사용된다).

트랙터와 기자재 생산업자
약 4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내 트랙터 및 농기계
시장의 수익이 대폭 축소될 것이다. 117,118 2007년 현
재, 미국에는 440만대의 트랙터와 35만대의 콤바
인이 사용되고 있다.119 작물생산을 위한 농지가 대
폭 감소함에 따라, 새로운 농업용기계에 대한 수요
또한 감소할 것이다. 즉, 시장이 값싼 중고품으로
넘쳐 신제품을 대체함에 따라, 최소한 공급과잉이
해소될 때까지 농기계는 넘쳐날 것이다. 중고기계가
격이 하락함에 따라, 기자재의 임대비용이 상승해
(잔존가치의 하락으로), 신제품생산이 쉽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기자재생산에 있어서의 규모의 경
제가 점차 축소됨에 따라, 마진이 줄어 가격인상이
불가피하게 되고, 이는 기자재생산분야의 악순환
을 유발할 것이다.
1980년대의 농업위기 때, 유사한 공급과잉(이윤감
소로 인해)이 발생하였다. 콤바인과 트랙터판매(매
출의 80%)가 모두 1979년에서 1984년에 걸쳐,
약 70%가 감소하였다. 그 결과 대량의 생산시설
의 임시 또는 영구폐업, 해고와 회사통합이 이루
어졌다. 우리는 다음 10년 동안에도 유사한 산업
계의 혼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축산물생산에 필요한 작물수량은
10배 이상 감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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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공급사슬에 있어서의 기회: 누가 이득을 볼 것인가?
그림 20. 미래(2030-): PF(정밀발효) 산업의 공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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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생산의 승자는, 생물공학과 소프트웨어회사
중, 효율적인 제품유통의 모델을 보유하거나, 소
매상과 유통업자로서, 새로운 공급망형성에 적
응이 가능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가 될 것이
다.

주조공장
Source: Rethink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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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식품기술에 의한 육우산업의 붕괴는, 산업에 따른 불균형적인 손실과 이
익이 발생함과 아울러, 전반적인 공급망의 변화를 야기할 것이다. 이 과정에
서의 개별적인 승자를 가리는 것은, 패자를 가리는 것보다 어려우나, 승자가
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클 것이다.
오늘의 성공적인 식품 및 농기업이 궁극적인 승자가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현업기업들은, 인센티브 및 사고방식, 대대적인 혁신보다는 점진적인 개선을
선호하는 조직적인 구조와 과정으로 인한 약점을 지닌다. 따라서 자신들이 활
동 중인 시장이 붕괴될 경우, 그들은 적응할 수 있는 잠재력은 지니고 있으나,
그들이 반드시 적응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현대생산기술은, 식품, 재료, 건강관리 및 화장품산업 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선두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 지역 및 국가에게 대해서는 엄청난 기
회가 제공될 것이다. 단백질 생산자는, 다양한 단백질이 여러 가지로 활용됨에
따라, 자신들을 어느 한 산업에 국한시킬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콜라
겐은 피혁, 화장품 및 식품을 포함하는 일련의 최종생산물시장에서 사용되는
생산요소이다.
현대기술에 의해 생산되는 육류 및 우유생산비가 기존 축산부문의 경쟁자에
비해 하락함에 따라, 신기술에 의한 생산자들의 마진이 기존 축산부문의 경쟁
자들을 훨씬 능가함에 따라, 그들의 사업이 번창할 것이다. 축산붕괴의 초기
에, 기존 축산업자들은 현대기술에 의한 식품을 의식한 자신들의 제품에 대한
한계가격을 설정하게 될 것이다. 현대식품이 지닌 비용면에서의 이점을 감안
할 때, 이는 현대식품부문에 대한 상당한 마진과 그에 따른 보다 많은 투자를
유발할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급이 늘고 경쟁이 심화되면, 현
대식품 스스로 한계가격을 설정하게 되고, 그에 따라 마진이 장기균형 수준
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다.
식품생산에 있어서의 승자는, 효율적
인 제품의 유통모델이 중시되는 생물
공학과 소프트웨어관련 회사나, 새로
운 공급망형성에 적응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소매상과 유통업자가 될 전망
이다.

생물공학과 소프트웨어
제품시뮬레이션과 테스트, 인공지능,
분자데이터베이스, 유전자배열과 편
집을 포함하는 생물공학과 소프트웨
어의 많은 영역에 있어서 큰 기회가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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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기술의 수익성은 앞으로 나타나게될 시스템에 의해 좌우될 것이며, 오
늘날 제약산업과 마찬가지로, 식품개발과 생산의 공개된 시스템이 부분적으
로 사유화된 시스템을 능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미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제약사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
며, Merck사는 "청정육(clean meat)"을 2018년의 혁신분야120 의 하나로 내
놓고 있음에도,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합성생물학(“bio-hacking”: 생물학
적인 시스템을 조작하는 것)이 점차 더 인기를 얻고 있다.121
궁극적으로는, 지적재산(IP)권과 그에 대한 인증과정에 대한 의사결정이,
어떤 시스템이 발전하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제 4부 참조).

발효농장
발효농장이 새로운 형태의 농장이 될 것
이다. 그에 따라 공학, 설계, 건축, 농장운영
과 관련된 분야에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발효탱크운영의 경험이 있는 제약, 식품,
음료, 바이오에타놀 회사 등은 보다 유리할
것이다.
이들 발효탱크는 다양한 방법으로 소유될
것이다. 현 식품생산업자 혹은 소매업자는,
발효탱크를 소유하고 생산을 직접 운영할
것이고, 일련의 고객들에게 생산허가 또는
공급하는 독립적인 발효농장회사들도 나타
날 것이다.

식품유통
상당한 유통인프라를 지니고 있는 식품 및
음료회사들은 성공을 거둘 것이다. 예를
들면, Pepsi, Coca Cola, Heineken 같이, 지역별로 분산된 생산을 하는 맥주
나 청량음료회사들은 브랜딩, 포장, 유통의 경험이 있으며, 허가를 소유하고
있다. 한편, 인터넷을 통해 유통하는 Amazon은 이미 식품시장에 뛰어들었으
며, 2017년에 Whole Foods를 매입함으로써, 2018년 현재 매출액이 미국 내
식료품업계 5위에 올라섰다.122

식품생산이 분산되고 도시로 이동함에 따라, 생산, 유통과 소매판매까지 통
합되기 시작했다. 식료품점은, 오늘날 커피, 제빵 및 매장 내 케익점과 같이,
현장에 육류발효탱크를 설치하게 될 것이다. 피자점은 즉석에서 자체 고유
브랜드의 분자(molecular) 맛, 향, 식감, 영양적 특성(예를 들면, 스테이크보
다 단백질은 많고, 지방은 적당히, 그리고 설탕은 넣지 말고 등)을 지닌 신선
치즈를 현장에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식품배달
기술붕괴에 따라 식품가격은 더욱 저렴
해질 것이다. 이 같은 가격하락이 TaaS
(transport-as-a-service)와 결합하면
, 차주들이 자율적인 전기자동차의 ride
- hailing서비스(Rethinking
Transportation 보고서를 참조)를 선호
해서, 자신의 자동차를 포기하게 되면,
식품배달이 저렴하고 편리해져, 많은
소비자들이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 기 위
한 구매문의를 하게 될 것이다.
또한 TaaS가 자동배달로봇이나 드론
과 같은 신기술과 융합하면, 신상품과
기업모델의 혁신이 수송 및 물류뿐
아니라, 식품산업 자체의 붕괴까지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3.2 토지이용 및 가치에 대한 영향
기술붕괴가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 오늘날, 미국 전체면적
의 40%에 달하는 835백만 에이커가 축산사료(그 중 630백만 에이커가 육우
와 유우를 위해 사용됨)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그 중, 655백만 에이커가 초지
이며, 180백만 에이커는 대두, 옥수수, 건초와 같은 사료작물생산에 사용되고
있다.127

그림 21. 현대식품이 축산업의 100% 붕괴를 위해 요구되
는 토지면적
미 대륙의 총면적(1.9십억에이커)

205백만에이커

630백만에이커

Source: Starship Technologies

예를 들면 FedEx는, 배달로봇 및
Pizza Hut(Amazon 과 Ford를 통합)과의 공동사업을 선언하였으며, Alphabet ’
s
Wing Aviation은, 미국에서의 드론을 이용한 배달시스템운영을 위해 미연방
항공국으로부터 승인을 획득했다.123,124
이 같은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브랜드는 계속해서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그
런 가운데, 식품생산의 분산성을 반영하는 많은 신규브랜드가 나타날 것이며,
기존브랜드들은 존립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세계 제 2위의 우육, 돈육 및 계육 가공업자인 Tyson Foods는, 이미 자신을 단
백질회사로 칭하고 있다.12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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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백만에이커
40백만에이커

기타 가축의 사료
및 방목

소 사료 및
방복

현대식품이 가축을 대체하
기 위해 필요한 면적

현대식품이 소를 대체
하기 위해 필요한 면적
Source: RethinkX

PF기술에 의해 단백질을 생산하면, 소를 이용할 경우에
비해 95%나 더 적은 면적으로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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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미국의 필요한 토지면적변화의 예측

대조적으로, PF기술에 의한 식품생산을 위해 필요한 토지면적은, 기존의
축산업에서 필요한 작물면적의 10분의 1 이하에 불과하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소의 경우 PF기술을 이용해서 필요한 햄버거를 생산하면, 기존의
축산업을 통한 우육 혹은 유제품을 이용할 경우에 비해, 94%나 적은 토지
로도 생산이 가능하다.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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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격에의 영향
축산업의 붕괴에 따른 토지가격에의 영향은 불비례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전
반적으로는 토지가격의 빠른 붕괴가 예상되나, 어느 특정 지역 또는 농장의 가
치변화는 보다 미묘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토지는 현대식품시
스템에 필요한 요소공급을 위해, 혹은 기존 축산업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게 될
수 있다.

그림 23. 485백만 에이커는 어느 정도의 면적인가?

6x 독일의 면적

따라서 2030년이 되면, 소의 초지, 방목장 및 사료작물재배지는 약 50%가 줄
어들 것이다. 이는 2030년이 되면, 신기술에 의해 미국의 육우 및 낙농산업이
붕괴될 경우, 약 300백만 에이커의 토지가 남게 되며, 2035년이 되면, 그 면적
은 450백만 에이커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모든 가축사육과 현대적 기술에 의
한 식품생산에 소요되는 토지를 감안하더라도, 2030년까지 325백만 에이커,
2035년까지는 485백만 에이커의 농지가 각각 불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는 아
이오와주의 13배, 독일의 6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현대기술에 의한 식품생산
에 필요한 토지를 제외하면, 2035년까지 620백만 에이커의 토지가 불필요하
게 되며, 이는 1803년에 루이지애나 매입을 통해 확보한 530백만 에이커보다
넓은 면적이다.129 이 광활한 면적의 유휴토지의 용도를 재설정함으로써, 나타
나게 될 미국의 풍경을 새롭게 상상할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
이다. 도심지 및 교외개발, 유휴토지의 보전 등 다수의 선택지가 가능하다. 예
를 들면, 상당한 면적을 야생동물의 서식지회복, 생물다양성보존, 수질개선, 재
식림을 통한 기후변화완화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3.4절 참조).130

농지가격은 희소성, 자본비용, 작물가격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131 만일 농
지가 더 이상 농업용도로 쓰이지 않게 되면, 그 농지의 미래가치는 대체용도에 따
라 달라지게 된다. 그 경우 가능한 대체용도로는, 편의시설 (목장, 국립공원, 황
무지), 태양광발전농장, 상업 및 산업개발, 택지, 임야 및 탄소저장(재식림 혹은 재
생농업).

13x 아이오와주의 면적

생산적인 토지

Louisiana 구입지에
상당하는 면적
Food&Agriculture

현재는 생산적인 농업용지라도, 중기적으로는 공급과잉과 작물가격하락에
따라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3.1절 경작농민 참조) . 계속 농업생산에 사용되는
농지 가격은 40% 가량 하락 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세기에 있었던 두 번의
중요한 농업위기가 그림을 이해하는데 약간의 맥락을 제공한다.
중국의 1/5

Source: RethinkX

즉, 농지가격의 극적인 하락, 1920-1930132 년에 걸쳐서는 작물가격의 폭
락으로 50% 이상(에이커당 69달러에서 30-33달러로 하락)이, 1980년대
후반에는 낮은 작물가격133과 높은 이자율134로 인해 40%가, 각각 하락했다.
유휴농지
대부분의 농지와 초지는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생산적인 농업 용도나 편
의시설을 위한 용도로써의 가치가 거의 없다. 따라서 그 같은 토지가격은 급락할
것이다. 미국의 에이커당 평균초지가격은 1,350달러이며, 작물재배농지는 평균
4,090달러135에 달하나, 이 같은 평균가격은 광활한 토지를 내포한다. 대체용도
를 찾을 수 없는 농지의 가장 바람직한 용도는 아마도 목장용지로, 몬태나의
경우 목장용지의 에이커당 평균가격은 600달러이다. 그러나 광대한 잉여토지
가 시장에 나옴에 따라, 이 가격은 더욱 폭락할 수도 있다. 장차 경제적인가치
가 없는 토지 가격은 최소한 50%까지 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
는 80%(해당 토지의 현재가치 및 미래의 편 의적 가치에 따라)도 하락할 수
있다. 역으로, 도시근교의 토지는 택지 및 상업용도로의 개발정책 여하에 따
라 상승할 수도 있다.136

금융 및 재정의 영향
농가부채는, 1980년대의 농업위기 이래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인 400십억 달
러(실질가격 기준)까지 늘어났다.137 농부들은 농지를 기자재구입을 위한 담
보물 및 종자, 비료, 연료 등을 구입할 경우의 운영비용을 메꾸기 위해 사용
한다. 축산물가격, 생산원료 및 농지가격이 폭락함에 따라, 농가들이 운영
비와 자본비용을 충당하려 해도, 은행은 농지를 담보로 하는 신규자금융자
를 거절할 것이다. 이 같이 신용대출시장이 동결되면, 점차 많은 작물생산
농가들이 대출을 상환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농업신용의 전문
은행들은 신용대출시장에 대해 냉담해질 것이다. 그러나 적절한 계획을 수
립할 경우, 그로 인한 연쇄파급효과는 1980년대나 2008년의 금융위기 때
에 비해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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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관련경제분야에 대한 영향
농업부문은 경제부문과 폭 넓게 연계되어 있는 만큼, 타 경제부문의 변화가
농업부문에 영향을 미치듯이, 농업부문의 변화도 타 경제부문에 영향을 미치
게 될 것이다. 더욱이 현대농업기술이 타 분야에서도 사용됨에 따라, 생산방
법, 생산비 및 생산능력의 개선은, 관련기술의 발전 및 식품생산부문으로의
요소투입 등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생산자재: 맞춤형 분자와 구조의 생산능력이 개선됨에 따라, 자연상태에서는 공
급이 안 되는(합성을 통해서도 생산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생산자재의 공급
이 가능해질 것이다.138 따라서 이들 기술에 대한 시장기회는 엄청나며, 거기
에는 의복과 비품, 유기물과 건축자재가 포함된다.
운송: 현대식품시스템은 보다 멀리 분산될 것이므로, 보다 근거리의 공급망과
현지조달에 의존하게 되어, 운송의 필요성이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가축139, 사
료, 살충제, 비료 및 기타 생산요소뿐 아니라, 최종생산물의 운송수요까지 극적
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다. 사실상, 미국에서 운송된 4조톤 마일에 달하는 재화
중, 최소한 12%는 축산과 연관된 것이다.140
에너지: 식품생산시설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전력이 꼭 필요한 만큼, 새로운 식
품생산시스템을 위한 전력사용량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전력사용
량의 수요증가는, 가치사슬의 타 부문에 있어서의 전력사용감소에 따라 상쇄
될 것이다. 예를 들면, 현대기술에 의한 육류 및 유제품생산은, 병원균의 오염
위험이 낮은 살균된 환경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냉장저장 및 소매판매의
필요성이 대폭 감소될 것이다.141,142
가치사슬에 있어서의 에너지사용량감소 또한 연료수요에 타격을 줄 것이다.
기계설비의 가동, 비료, 살충제, 합성식품, 포장플라스틱, 운송 및 냉장에 사용
되는 디젤생산 등, 연료산업은 농업부문과 다각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사실상
, 농장에서의 연료수요(디젤)는 석유등가물을 기준으로, 74백만배럴(BOE)에
달하는 농업부문 에너지소비의 24%를 차지한다.143 미국의 경우 연간 농업부
문의 연료사용은, 미국 내 연료생산량의 약 2%에 달하는 150백만 BOE에 달
한다.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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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우 및 운송과 관련된 공급망의 모든 부문이 붕
괴됨에 따라, 적어도 2030년까지는 이들 수요의
절반가량은 사라질 것이다.
건강관리: 현대식품은 비만, 당뇨, 암 및 심장상태(
아래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참조) 등의 다이어트와
관련된 건강문제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다.

3.4 보다 광범위한
환경, 사회 및 경제적
영향
주요 결론
환경적인 영향:

수제맥주의 새로운 의미
오늘날, 어디서든 맥주가 만들어짐에 따
라, 어디서든 단백질도 곧 그렇게 될 것이
다.

»» 2030년까지 소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GHG
)가 60% 감소할 것이며, 2035년까지는 거의 80%
가 감소할 것이다.
» 축산업을 대체하게 될 현대식품 생산기술을 감
»
안하면, 식품생산부문의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전체적으로 2030년까지는 45%, 2035년까지는
65%가 각각 감소할 것이다.
» 육우산업에서 사용되는 물과 그와 관련된 사료
» 작물부문의 관계수 사용량이, 2030년까지 50%
, 2035년까지는 75%가 각각 감소할 것이다.
» 축산을 대체하게될 현대식품생산기술을 고려하
» 면, 식품생산부문 전체의 물 사용량은, 2030년
까지는 35%, 2035년까지는 60%가 각각 감소
할 것이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
» 모든 사람의 영양이 개선될 것이다. 특히 개도국
» 의 경우, 값싼 단백질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기아, 영양 및 일반적인 건강에 매우 큰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식품관련 및 인수공통 전염병과 질병을 유발하
» 는 세균의 항생제내성도 대폭 감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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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인 영향:
»»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고품질식품이 보다 저렴
해지고, 접근성도 높아질 것이다.
»» 현존하는 축산물에 비해 80%까지 저렴한 현대
식품을 구매함으로써, 2030년까지 가장 가난한
미국의 한 가정이, 연간 소득의 8%에 상당하는
700 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2030년까지 미국 내 육우, 낙농산업 및 연관
» 산업에 종사하는 120만개의 일자리의 절반
이 사라지게 되며, 2035년까지는 90%가 사
라질 것이다.
» 미국 내 타 축산부문 및 상업적인 어류양식업의
»
일자리와 소득 또한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며,
2035년까지 17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상실될
것이다.
» 2030년까지 미국의 신흥산업인 PF산업은, 최
»
소한 7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2035년
까 지는 10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경제적인 영향:
» 현대식품과 PF기술에 의한 생산비는, 이들이
» 대체하게될 축산물에 비해 최소한 50%, 최대한
80%까지 저렴하므로, 현저히 낮은 식품가격과
가처 분소득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 그 결과 평균적인 미국가정은, 연간 1,200 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2030년까
» 지, 미국인의 연간소득을 1,000억 달러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지정학적인 영향:
» 전통적인 축산업 및 농업생산에 비해 식품생
» 산의 분산 및 지정학적 요인과 기후요인에
따른 제약이 완화됨에 따라, 거래관계가 변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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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온실가스 순배출량 – 10%를 재식림을
통해 삭감한다는 시나리오

기후변화
온실가스배출 량
(백만 메트릭톤 CO2-상당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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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부문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미국 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에 달
한다.145,146 육우 및 유우는 축산부문에서도 그 비중이 월등히 크며, 장내발효와
분뇨를 통해 메탄의 형태로 온실가스를 직접 배출할뿐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토지이용변경, 사료생산, 생산 및 유통과 연관된 에너지 및 운송을 통해서도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비록 추정치는 다르지만, FAO 자료에 의하면, 소 한
축종이 미국 내 축산부문에서 배출되는 총량의 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7 본 보고서의 예측결과, 현대기술에 의한 축산업의 붕괴에 따라,
2030년까지 소에서 발생하는 미국 내 온실가스의 60%가, 2035년까지는 거의
80%가 감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모든 가축에서 직접적으로 발
생하는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2030년까지는 55%가, 2035년까지는 75%가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보다 적은 탄소발자국을 지니며, 기
존의 축산업을 대체하게 될 현대식품 생산기술을 감안하면, 식품생산부문
전체의 순배출량은 2030년까지는 45%가, 2035년까지는 65%가 각각 감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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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환경적 영향
산업화된 대규모의 축산은, 기후변화, 산림파괴, 토양침식과 퇴화, 수질오염
, 지역적인 공기오염, 서식지 및 생물다양성 상실, 성층권 오존고갈의 주범
이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축산의 지구경관에 대한 거대한 생태학
적인 발자국을 감안할 때, 현대식품기술에 의한 기존 축산기술의 붕괴는, 인
류역사에 있어서 환경회복을 위해 최대의 기회를 제공한다.

예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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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 전통적 생산기술의 붕괴를 이끌기 위해서는, 경작지 및 타 자연자원이 풍
부해야할 필요는 없으며, 어떤 나라든 기술붕괴의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수천억 달러의 가치를 지니는 지구규모의 산업과 연
관된 가치를 포착하기 위한 기회가 존재한다.

그림 24. 축산부문의 온실가스배출 추이

온실가스배출
(백만 메트릭톤 CO2-상당량)

»

» 미국, 브라질, EU와 같은 주요 축산물 수출국들은, 현재로는 축산물을 수
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지정학적인 우위를 상실하게 될 것이
다. 따라서 현재 축산물 혹은 사료수출이 GDP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나
라들은, 새로운 산업으로의 전환에 실패할 경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
이다.
»» 현 축산물 수입국들은, 축산물을 국내에서 현대생산기술을 이용해서 보다
저렴하게 쉽게 생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득을 보게 될 것이다.

재 식림(10% 감축시나리오)
Source: Rethink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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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붕괴에 따라 용도가 해제된 토지는 엄청난 기회를 제공한다. 만일 재식
림을 통한 보전이 우선시되면, 진행중인 환경적인 영향을 완화할 뿐 아니라,
대기질, 지역의 수질 및 공기의 질, 토양, 자연서식지 및 생물다양성의 회복에
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탄소격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기술붕괴에 따라 용도가 해제된 485백만 에이커의 10%만이라도
적극적으로 식림을 하면, 매년 200 백만톤 의 탄산가스를 포집할 수 있어
2035년이 되면 축산, 농업분야의 남아 있는 탄소배출을 중립화시킬 수 있다
(그림 25 참조). 만일 용도해제된 토지의 100%를 식림을 하고, 탄소 격리를 극
대화하기 위한 수종 및 식림기술을 적극 활용하면, 2035년까지 5.5십억 톤 이
상의 탄산가스를 포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현 배출수준을 감안하
더라도, 미국의 모든 온실가스 배출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상쇄하
기에 충분하며, 기술붕괴에 따른 에너지와 운송의 붕괴로 인해, 현재와 2035
년 사이에 실상 총 배출량이 대폭 감축될 것이다.
수자원
전 세게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물부족은 심각한
환경문제이다.148 캘리포니아를 예로 들면, 2011년 12월부터 2019년 3월
까지 376주 동안 지속적으로 기록적인 한발을 경험했다.149 연구결과에
의하면, 향후 10년에 걸친 기후변화와 지하수고갈에 따른 물부족으로,
이 같은 문제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150 농업부문은 미국 내 물 소비의
거의 90%를 차지한다.151 그 경우 소비 되는 물의 대부분은 작물의 관계수
이나, 축산부문도 음료수, 위생 및 가공을 위해, 또 양식업을 위해서도 물
이 필요하다. 종합하면, 미국의 축산물생산 및 축산과 연관된 사료작물생
산 등이 미국 내 물 소비량의 3분의 1을 차지한다.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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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생산방법을 통한 식품생산도 물을 필요로 하나, 그 양은 훨씬 적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PF를 이용한 식품생산은 기존의 축산에 비해 물을 87%나 적
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부분 작물생산을 위한 관계수의 사용
량감소에 따른 것이다. 현대생산방법을 제외하더라도, 축산부문의 붕괴에 따
라 물사용량도 감소할 것이며, 육우 및 낙농부문의 물사용량은 2030년까지는
50%, 2035년까지는 75%가 각각 감소할 것이다. 소에 이어 곧 타 축종의 붕
괴가 이어짐에 따라, 미국 내 축산부문의 총 물사용량은 2030년까지는 45%,
2035년까지는 70%가 각각 감축될 것이다. 기존의 축산업을 대체할 현대식품
생산까지를 감안하면, 식품생산부문의 물사용량이 2030년까지 35%, 2035년
까지는 60%가 각각 감소할 전망이다.
폐기물
분뇨: 산업화된 축산업은 매년 수백만 톤의 분뇨를 배출하며, 이는 환경
및 인간의 건강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153 종합적으로, 가장 큰 집약적
인 축산(CAFO)의 경우, 연간 분뇨배출량이 370백만 톤에 달한다.154 분
뇨저류조로부터의 유출 및 분뇨의 과다살포는, 주위의 수생생태계의 부
영양화, 독성녹조, 어류사망, 서식지파괴 등을 유발한다. 또한 분변성 세
균이 수면 및 지하수에 축적되어 수질오염을 유발하며, 이를 음료수 혹
은 관계수로 이용하게 된다.155 농지에 분뇨를 살포할 경우의 부유성고형
물은 농장 가까이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건강문제를 야기하며, 골
칫거리이기도하다.
이에 비해 현대식품생산은, 생산과정에 가축과의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분뇨
문제 자체가 없다. 일찍이 있었던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PF 기술로 만든 제품
은 대등한 축산물생산에 비해 오염물질배출을 92% 줄일 수 있다고 한다.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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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과정에 따라 폐기물의 정확한 구성성분은 다
르나, 사용한 미생물의 바이오매스와 폐수를 포함
한다.157 만일 최종생산물에 미생물이 포함되지 않
는다면, 이들 미생물은 버려지거나, 퇴비 혹은 토양
을 비옥하게 하는데 사용된다. 생산시설에서 배출
되는 폐기물의 대부분은, 지자체의 수로로 배출되
기 전에 현장에서 처리된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어
떤 종류의 발효폐기물은 수로를 청정하게 하는데
사용되며, 그 경우 불활성 유전자조작물질을 자연
미생물로 전환시킬 위험은 없다.158
환경호르몬: 이는 스스로 호르몬의 역할을 하든지 혹
은 정상적인 호르몬기능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소
의 성장을 향상시키기 위한 호르몬사용은 미국 식품
의양국(FDA)에 의해 승인되었다. 그 경우 성장호르
몬제로는, 프로제스테론, 테스토스테론과 이들의
합성물질이 포함된다.159 호르몬사용은 평균적으로
육우 두당 18-25kg의 증체를 가져와, 생산비를 7
% 인하하는 효과를 나타낸다.160,161 이 같은 홀몬
제는 가축의 폐기물을 통해 자연환경으로 혼입되
며, 내분비교란물질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장
기간 그 같은 환경에 노출되면, 암발생, 성적장애
, 인간의 변형된 성비 및 수중생물의 번식장애 등
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162 유럽연합(
EU)이 소에게 호르몬사용 및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사 용한 쇠고기수입을 금하고 있는 것도 그 같은 이
유 떄문이다.163
대부분의 현대식품성분을 이용한 생산방식은, 세
포생산에 있어서 역시 성장호르몬을 사용하나, 전통
적인 축산물에 비해 호르몬제의 농도는 높지는 않을
것 같다. 결정적인 것은, 가축폐기물과 달리, 현대식
품생산물은 전 생산과정에 걸쳐, 환경오염을 피하기
위해 호르몬제의 관리를 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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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파괴와 생물다양성의 상실
1970년 이래 아마존우림의 거의 5분의 1이 사라
졌으며, 그 중 80%는 소 사육을 위한 개척에 따
른 것이다.164 세계적으로는, 매년 납부 캐롤라이
나 면적에 맞먹는 20백만 에이커165 의 숲이 벌채
되고 있다. 숲은 관범위한 생태계서비스를 가져
다 주며, 이는 지구의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 그
가운데는, 산소공급을 통한 탄산가스차단, 수량
조절과 양분순환, 종의 서식지제공(수많은 위험
에 처해 있거나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종에 대
해), 생물다양성의 지지, 공기.물.토양의 정화, 토
양침식방지, 약재를 포함하여 인간소비를 위해
필수적인 자원제공 등이 포함된다. 또한 산림은,
전 세계적으로 토착민들의 필수적인 삶의 원천
이기도하다.166 광활한 타 자연환경은, 습지, 대초
원, 사바나지역처럼 농업을 위해 전환된다. 미 전
역에 걸쳐, 95%에 달하는 고밀도의 대초원이 농
장으로 전환되었다.167 이 같은 자연서식지의 파괴
는, 전 세계적으로 자연상태에서보다 수백배나 빠
르게 종의 소멸을 야기함으로써, 중요한 생태계의
혜택을 위협하고 있다. 정말 농업은 오늘날 전 세
계적으로, 생물다양성 상실에 있어서 단일의 최대
원인제공자이다.168
현대식품생산은 방목과 사료작물의 필요성뿐
아니라, 산림파괴의 또 다른 중요한 원인제공
자라 할 수 있는 팜오일 농장까지도 불필요하
게 만들 것이다.169 팜오일은 이미 PF를 통해
팜오일나무에서 생산된 것보다 지속적인 낮
은 비용으로 생산되고 있는 만큼, 그 시장도
빠르게 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170
그러므로, 현대식품은,비록 전부는 아니더라도,
다수의 중요한 산림파괴요인과 산림과 연관된 생
물다양성 상실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을 지
니고 있다.

3.4.2 건강측면의 영향
질병
미국에서는 매년 48백만명의 사람들이 오염된 식
품으로 인한 질병을 앓고 있다.171 살모넬라, 캄피
로박테리아, 대장균, 리스테리아균 등이 가축의
장과 분변에 존재해 있다가, 도축, 가공, 유통 및
폐기물처리의 과정에서 식품사슬에 스며들게 되
면, 가축은 식품유래질병의 매개체가 된다. 어떤
식품이든 이들 박테리아와 접촉하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오염된 관계수로 재배된 야채로부터 부
억을 통한 교차오염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매년 발병과 연계된 가축질병의 42%는 축산물
때문이며, 14%는 유제품, 7%는 쇠고기와 연관이
있다.172 이들 박테리아, 그리고 몇몇 전염병(인수
공통전염병)까지 직접적인 사람과 가축의 접촉을
통해 전염될 수 있으며, 도축장 종사자들은 이의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대상의 하나이다. 현대식품
생산은 가축 및 가축의 분변과 무관하며, 이는 식
품오염과 질병전염을 크게 제한하며, 유통기한을
늘릴 수 있다. 그런 만큼, 식품유래 및 인간과 가
축을 오가는 질병의 발병률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
이다.
그뿐 아니라, 질병을 유발하는 박테리아의 항생
제내성의 위험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적
으로 항생제사용의 80%는 가축관 관련된 것이다
.173 대규모축산에 있어서의 항생제사용은, 폐쇄공
간에서의 밀집사육에 따른 질병발생의 위험아래
서, 공업화된 축산업을 성공적으로 유지하기 위
해 불가피하다. 또한 항생제는 성장을 촉진시키
기 위해 사용되며,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항생제사용을 막거나, 최소한 사용을 줄이기 위
한 대책174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2017년의 경우
미국 FDA는 의학적으로 중요한 항생제를 성장촉
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전년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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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을 30% 줄일 수 있었다.175 미국의 경우 소는 다른 어떤 가축보다도 항생
제를 많이 소비하며, 그 대부분은 사람에게도 의학적으로 중요한 것들이다. 기
술발전에도 불구하고, 항생제내성을 지니거나 혹은 항생제로 좀처럼 제거되지
않는 슈퍼박테리아가 사회에 널리 퍼져,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예측에
의하면, 필요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을 경우, 2050년까지 매년 1천만 명이 희생
되고, 100조 달러에 달하는 경제생산량이 감소하리라는 것이다.176 현대식품생
산에 따른 집약적인 축산업의 붕괴는 항생제, 성장촉진제 및 치료약의 사용을
대폭 줄일 것이며, 특히 약품사용에 대한 제약이 없는 나라에서 그러할 것이다.
이는 항생제내성의 궤적을 늦출 것이며, 제약회사에게는 신약개발을 위한 시
간여유를 줄 것이다.
PF 생산에 있어서도 '악성세균'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해 항생제는 필요할 것이
나, 이들 항생제는 최종제품에는 함유되지 않고, 폐기물에 섞여 처리될 것이다.
그리하여 자연으로 방류되기 전에 폐수처리를 통해 완전히 제거될 것이다.
영양
영양은 당뇨, 암, 비만, 심장질환 등을 포함하는 여러 건강상태에 있어서 매우 중
요한 요인이다. 이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지만, 사회에
도 엄청단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비만에 따른 직간접적인
연간 지병관리비용이 1.7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77 이는 미
국 축산부문의 연간 총수익보다 36%가 많은 금액이다.
현대식품생산은 단백질, 분자 그리고 최종생산물을 주문생산함으로써,
생산자들로 하여금 유익한 영양분을 극대화함과 아울러 해로운 물질은
극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게 되면 행동변화의 필요성이 없이, 개인의
요구량에 따른 맞춤형 다이어트를 통해 다이어트효과가 극적으로 개선될 뿐
아니라, 부작용 없이 먹고싶은 만큼의 햄버거를 먹을 수 있다. 즉, 보다
균형잡힌 또 영양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됨에 따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영양적인 개선을 누릴 수 있다. 개도국에 있어서, 특히 단백질부족
그리고/혹은 영양실조가 문 제인 경우, 저렴한 단백질의 일관된 공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아, 영양 및 건 강, 인구증가와 심지어는 지능지수(IQ)
에까지 매우 큰 긍정적인 연쇄효과를 나 타낼 것이다.178 반면에, 새로운
식품성분이 식품사슬에 포함됨에 따른 잠재적 건강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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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사회.경제적 영향
식품의 품질과 가격
모든 사람에게 보다 양질의 건강한 식품이, 보다 저렴하게 누구에게나 접근
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미국인들의 식생활에 투입되
는 식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줄어, 1901년의 43%에서 2017
년 현재는 13%까지 축소되었다.179 실질가격으로, 2017년 현재 이는 연간 거
의 8,000 달러로, 일반 가정에 있어서 큰 돈이다. 이 가운데 연간 1,500 달러
는 육류, 유제품, 어류 및 계란구입에 사용된다. 한편 축산식품은 보조금으로
인해 이미 타 식품에 비해 저렴하며, 현대생산방식을 이용하면 이들 식품비용
을 더욱 낮춰, 연간 한 가정당 1,200 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될 것이 다. 이는
2030년이 되면, 미국인들에게 연간1 천억 달러의 추가소득이 발생하는 것
과 같다. 가장 가난한 계층의 가정에 있어서 이는 큰 돈이다. 2017년 현재 가
장 가난한 하위 20%의 가정에서는 소득의 35%를 식비로 지출하며, 그 가운
데 30%(총 소득의 10%)를 직접 축산물구입에 사용 한다. 현대식품으로 인
해 축산물가격이 80% 하락한다고 하면, 가장 가난한 계층의 한 가정이 연간
소득의 8%를 절약할 수 있으며, 2030년이 되면 이는 700 달러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는, 축산 및 작물농업에 대한 정부보조와 축산식품과 연계된 질병
치료를 위한 비용 등에 대한 정부보조감소에 따른 소비자부담 감소분은 포
함되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의 식품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우
수한 식자재를 소비함에 따라, 식비지출이 식비감소분보다 적게 감소하는, 이
른바 '품질 리바운드'효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식품
의 품질, 맛 그리고 편의성이 향상됨에 따라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직업
미국의 경우, 유통부문을 제외하고 현재 약 2백만명이 축산부문에 고용되어
있으며, 그 중 120만명이 소 산업(그림 26)에,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수백만명
에 달할 것이다.180 이 모든 직종이 위험에 직면하는 것은 아니나, 사육, 도축 및
축산물가공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현대식품에 따른 기존 축산업의 붕괴에 따
라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181 그 결과 2030년이 되면, 소 생산과 관련된 부문
에 종사하는 약 60만명이 일자리를 잃게될 것으로 전망되며, 2035년이 되면,
약 100만명까지 늘어날 것이다. 또한 전 축산분야 및 어업분야까지 합치면,
17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상실될 것이다. 이 같은 일자리상실에 따른 영향은,
이미 다수의 농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추가적인 가계소득을 요구함에 따라
어느 정도는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거의 80%의 소 산업 종사자들은,
농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이 자신들 소득의 25% 미만이며, 종사자들 가운데 36
%는 비농업부문에 직업을 가지고 있다.18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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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대식품생산은, 발효농부, 생명공학자, 단백질기술자, 신진대사기술자
, 세포생물학자, 컴퓨터과학자, 정보통신(IT)인력, 식품과학자 및 설계자, 영양
사, 그 외의 유사한 직업부문에 있어서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이들
새로운 사업의 일자리는 고도로 숙련되고 전문화된 일자리가 될 것이다. 또한
발효농장에서 필요한 기자재를 생산하기 위한 생산직 및 농장 자체의 노동력
에 대한 수요도 있을 것이다. 이는 약 7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식물기반육을 생산하는 ' Beyond Meat'는 2014년부터 시
작해서, 성공적으로 생산을 늘려 왔으며, 2018년에 콜럼비아, 미주리에 새로
운 공장을 설립함으로써 25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184 영국 에서도,
식물기반 식품회사인 'Vbites'가 2019년에 오래된 Walkers Crisps의 공장을
용도변경함으로써, 3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였다.185

그림 26. 축산의 가치사슬에 걸친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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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13: 일자리 수
신생 현대식품산업에 있어서 요구되는 일자리는 기술붕괴의 초기단
계에 있어서 아직은 매우 불투명하나, 이 부문에서 식물기반육시장
을 주도하고 있는 Impossible Foods와 Beyond Meat의 사례를 통해
, 조심스럽게나마 몇 가지 유용한 추론을 할 수 있다.
상세한 자료는 얻을 수 없지만, 위의 두 기업은 각각 약 400명을 고용
하여, 매달 4온스짜리 250만개를 생산하고 있다.186,187 이는 고용노동자
1인당 연간 4온스짜리 제품 30만개를 생산하는 것에 해당한다. 비교관
점에서, 이 같은 산출량은 현존하는 미국의 맥주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미국 내 맥주생산분야는 21,2000명을 고용하여 연간 12온스
짜리 제품 640억개를 생산함으로써, 연간 고용인원 1인당 303,000개
의 제품을 생산하는 셈이다.188
현대식품생산에 의한 소 산업만의 붕괴를 가정할 경우, 2030년이 되면
연간 100억 킬로그램(105십억인 분)의 식물기반육, 세포기반육 및 유
제품이 생산될 것으로 예측된다. 소 산업 이외의 타 축산부문 및 어류산
업의 붕괴까지를 가정하면, 추가로 100억 킬로그램이 필요하므로, 연간
2,100억인분에 해당하는 총 200억 킬로그램의 생산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의 연간 1인당 30만인 분을 생산한다고 가정할 때, 소 산업의 붕괴
를 초래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현대식품산업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2030년까지 생산 및 유통부문에 있어서 약 35만명을 고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타 축산업의 동물단백질시장
(닭, 돼지, 어류)의 붕괴를 초래할 기업들이 35만명을 고용함으로써, 전
체적으로 약 7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식품산업의 규모는 2030년대에 걸쳐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 더
욱이, 그 기술이 약품, 섬유, 건축자재 및 타 분야에 적용될 경우,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생산물 단위당 고용수요는, 산업성
장 및 초기의 성장국면이 종료됨에 따라 감소할 것이다. 더욱이, 자동화
의 진전과 같은 외적요인까지를 감안하면, 2030년 이후의 장기에 걸친
고용수요의 예측은 매우 불투명해, 사실상 예측이 어렵다. 마지막으로,
현대식품으로 인해 축산부문에서 해제될 토지는 타 용도로의 사용이 가
능할 것이다. 대상토지의 순 규모를 감안할 때, 재식림과 같은 저밀도의
토지이용을 전제로 하더라도, 수백 수천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
이다.

공급의 안전성
가축사육은, 특히 광우병189, 구제역190, 조류독감191,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
은 동물질병의 발생에 따라, 공급망에 내재된 위험이 수반된다. 질병이 발
생하면, 가축의 도축, 소비자신뢰상실, 거래제한, 국내통제조치 및 사람의
건강에 대한 우려 등이 수반되며, 이 모든 것은 농민, 산업, 국제교역, 관
광, 생물다양성 및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아시아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400
만두 가까운 돼지가 도축되었으며, 그로 인해 세계적으로 돼지고기가격이
40%나 상승하였다. 연말까지, 베트남과 중국의 돼지고기생산이 각각 10%
와 35% 감소하리라는 예측이다.192
가축사육의 단지화, 좁은 면적에서의 집단사육 및 엄청난 두수의 가축에게 스
트레스를 주는 것 등은, 질병발생의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이처럼 질병에 취
약한 공급망은, 농부, 기업 및 일반국민들을 재정적인 위험에 빠지게 만든다.
이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듯, 현대식품생산은 다양하고, 분산적이며, 지역화
된 공급망을 사용한다. 생산시설은 제어된 환경에서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되
므로, 어느 한 곳에 충격이 일어나도 타 시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보다 안정적이며, 안전한 공급망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현대식품생산에 있어서 투명성은 매우 중요한 만큼, 제품생산회사들은 이
미 소비자신뢰획득과 출시를 위한 시장의 신뢰를 위해, 자신들의 제품생산
에 사용되는 성분과 생산과정에 대해 공개하고 있다. 이처럼 보다 투명경
영을 하는 회사들이 성공을 거둠에 따라, 이미 시장에 뛰어든 기업들은 경
쟁을 위해 점차 투명성을 높여가지 않을 수 없다. 전반적으로 보다 투명한
식품공급망이 형성될 것이다.
동물복지
전 세계에는 740두 이상의 가축이 사육되고 있다.194 미국에서만 매년 95억두
의 가축이 식용으로 도축되고 있으며, 이들 가축의 대부분(95-99%)은 밀집사
육목장에서 사육되고 있다.195
밀집사육목장(CAFOs : Concentrated Animal Feeding Operations )이라 불리는
이들 목장은, 가축을 가두어 밀집사육을 하며, 약제남용, 강제번식, 동물학대
및 잔인한 취급 등으로 인해 자주 비난을 받는다. 이에 대해 몇 몇 주와, 회사
및 조직에서는, 산란계의 베터리케이지의 단계적인 철수 및 금지, 임신모돈
을 가두어 키우 는 것, 소의 꼬리자르기, 식용송아지를 과도하게 가두어
키우는 것 , 내부고발자방지법의 폐지와 같은 가축학대행위에 대해, 정책 및
입법을 통해 우려를 나타내기 시작했다.196
식품생산에서 가축을 제거하게 되면, 가축관리와 식품 및 기타 동물 유래의 제
품생산을 위한 도축과 관련한 우려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탄력성
대부분의 도시는 며칠 이상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식품을 공급할 수 있는 자
원 혹은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만약 자연재해, 정전, 지정학적인
분쟁 같은 것이 발생하게 되면,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산업의 분
산화는, 식품생산을 도시로 가져오게 함으로써, 자주성을 증대시킴과 아울
러 탄력적인 대응능력을 향상시킨다. 마찬가지로, 보다 원격지역은 더 이상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보다 손쉽고 믿을 수 있게 스스로 공급할
수 있다.

투명성 확대
식품첨가제 Pink Slime, 광우병, 동물학대,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등과
관련한 일반 대중의 반발이 있었다.193 이는 제품표기, 가축사육과 관련한
법 및 규정의 변화를 야기했다. 그러나 산업화된 축산업의 많은 부분이 불
투명하다. 즉, “ag-gag laws”로 불리는 내부고발방지법이, 축산 내부의
나쁜 행위를 보도하는 것을 저지하도록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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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영향
현대식품에 따른 기술붕괴는 축산물시장의 빠른 축소와 축산농가의 엄청난
소득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국제적으로도 이는, 주요 축산물 생산업자들에 있
어서 심각한 경제적인 충격의 위험에 빠트리게 될 것이다. 브라질과 같이
GDP의 21%를 농업부문이 차지하고, 그 중 7%를 축산부문이 단독으로 생산
하고 있는 것과 같이197, 대량의 축산물과 축산관련 요소를 생산하는 나라는, 특
히 충격을 받기 쉽다. 미국은 우육, 계육, 계란, 돈육, 우유, 옥수수, 증류용곡물
, 대두, 대두박, 펠랫사료(비록 이들 모두를 합해도 총수출액의 5% 미만이지
만)을 포함하는, 다수의 축산물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이다.198 따라서 기
존 축산업의 붕괴는, 이들 생산물에 대한 대내외적인 대폭적인 수요감소로 이
어질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수입국들은 자국 내에서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들 생산물을
생산함으로써,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중국, 한국, 일본과 같은 주요 수입국들
은, 비용절감, 향상된 식량안보와 탄력성으로 인해 이득을 보게 될 것이다. 소
비자들 가까이에서 저비용 고품질의 식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은, 아프카니
스탄, 브루키나파소, 부룬디와 같은 나라에 있어서도 향상된 식량안보를 가져
다 줄 것이다.199
모든 나라들이 식품생산을 국산화함으로써, 식품을 영향력과 통제력의 수
단으로 삼으려는 능력과 마찬가지로, 기초식품에 대한 국제무역의 필요성
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또한 기술붕괴를 선도하는 나라들은, 일자리창출, 부, 기술수출기회, 지적재
산권과 식품 등을 통해, 자신들의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경제력
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기술붕괴를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광활한 토지와
다른 자연자원도 필요치 않은 만큼, 어떤 나라든 기술붕괴과정에서 나타나게
될 수백조 달러에 달하는 세계적인 산업과 연계된 가치를 포착할 수 있는 기
회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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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부

선택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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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붕괴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정책입안자, 투자자, 기업 및
소비자이다. 이들의 선택이 상호 영향을 미치며, 현대식품기술의 채택 및 산
업 화된 농업의 붕괴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그들의 선택은, 기술붕괴에 따
른 잠재적인 이득을 포착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대식품기술의 경제성이 그 같은 것이기에, 어느 한 나라의 각 그룹이 취하
는 행동과 무관하게 기술붕괴는 이루어질 것이나, 이들 그룹은 신기술의 채택
을 촉진 또는 지연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우리는 기업, 투자자들이 부를 창출하고
,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하고 건강한 식품을 구매하며, 정책입안자들은 특별한
경제, 건강, 사회 및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편익을 가능케 함으로써, 각 그룹은 현재
떠돌아 다니는 얘기들이 전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신기술을 채택하게 될 것이다.

4.1 정책입안자
정책입안자들은 기술붕괴를 촉진 또는 지연시킬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소유
하고 있을뿐 아니라, 새로운 식품시스템의 이점을 포착하고, 일자리상실 및
지역의 농업사회에 미치게 될 심각한 영향과 같은 잠재적인 단점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도 소유하고 있다. 새로운 식품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광범위한 이점
이 매우 엄청난 만큼, 기술붕괴를 선도하는자에게 돌아갈, 부, 건강 그리고 일
자리의 포착을 위한 세계적인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신흥기술은, 기업들이 어디서나 설계할 수 있고, 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진입장
벽이 비교적 낮은 보급형의 공개된 저비용의 식품시스템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그럼에도 이 같은 잠재적인 이점들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기술붕괴는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특히, IP사용권환과 제품승인과정에 대한 잘
못된 의사결정은, 높은 개발비용, IP의 제약, 높은 진입장벽을 초래함으로써,
기술혁신 및 채택을 지연시키게 될 것이다. 이 같은 길을 걷는 나라는, 진입장
벽을 제거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다른 나라에 의해 추월당하게 될 것이다. 그
러므로, 오늘 당장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입안자들의 선택여부가, 현대식
품의 기술붕괴에 따른 충분한 혜택을 포착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 같은 의미에서, 이하 정책입안자들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수단에
대해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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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특허는 정부가 독점하는 것이다. 이는 특허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못할 제품개
발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잠장적인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일단 특허가 종
료되면, 독점권이 끝나며, 그에 따른 이득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간다. 제
약산업과 같은 산업은, 제품을 내놓기 위해 막대한 투자와 개발 및 승인을 얻
기까지 긴 시간을 요하므로, IP체제는 만일 회사가 신약이나 공정을 성공적으
로 개발할 경우, 적어도 수년간 경쟁이 없이 그에 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도록
한다는 확신을 회사에 제공한다. 제약유형의 IP 보호의 결과는, 시장에 신약이
몇 개 밖에 없어, 환자 당 연간 수십만 또는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든다는 것이
다. 따라서 제약산업과 같은 IP 체제는 기술발전을 늦추고, 불필요한 장벽을 만
든다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몇몇 소수의 대규모 회사가 식품체계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점체제를 만들 수 있다. 분명히 이는, 현대식품산업에 대해 세계
가 바라는 바가 아니다. 새로운 분자를 만드는 비용은 이미 상대적으로 낮으며,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산업이, 소프트웨어산업과 더 유사하며, 소
비자에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더 많은 지식, 응용 프로그램 및 컨텐츠를 주문할
수 있는 완전히 다른 모델에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Food-as- Software'
가 더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허용가능한 IP 체제를 필요로 한다는 것 을 인식하
는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경쟁우위를 점할 것이다.

권고사항
» 기업이 생명, 유전자 또는 분자가 아닌 생산방법을 특허받을 수 있
»
도록 허용함으로써, IP 체계는 생산중심이 아니라 프로세스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는 혁신가들이 기술을 채택하고 개발하도록 장려하
고, 오픈소스 플랫폼 및 분자, 세포 및 생물학적 시스템 데이터베이
스의 개발을 장려 할 것이다.
» 의약품 개발과 달리, 현대식품생산을 통한 제품개발 비용은 이미
» 상대적으로 낮고, 빠르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IP 체제를 구현
할 때는 제약모델을 따를 필요가 없다
» 개발속도를 높이기 위해, 오픈소스의 투명하고 협력적인 네트워크
» (가급적 국제적)의 생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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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의사 결정권자를 위한 핵심 지침

식품규정
새로운 식품은 식품의약국(FDA)혹은 미 농무성(USDA)으로부터 승인이 필
요하다. 이 규제시스템은 신제품출시의 속도를 늦추거나, 심지어는 금지하기
위해 장벽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신제품의 채택을 촉진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현대식품에는, 정책입안자들이 채택을 지원토록
하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이 있다.

각 그룹에 영향을 미치는 선택:
» 채택의 속도
»
» 채택의 영향
»
» 산업구조
»

식품규제는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모든 식품
이 건강하고 먹기에 안전하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예방조치를 취할 필요
가 있다. 따라서 정책입안자들은, 건강과 안전(협상 불가) 그리고 현대식품의
신속한 채택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규제는 재래식 식품과 현대식 식품 모두에 적용되어야 한다. 즉, 식품안전, 명
확성 및 투명성에 대한 규칙은, 현대식품 및 제조공정뿐 아니라 축산물에도
적용 되어야 한다.

정책입안자
규칙

권고사항
교육
선택 편집

로비
영향

정책
기대
정치적 공간

법률
규정
세금/보조금

제품공급

소비자
수요

제품수요

기업.투자자
공급

»» 식품이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컴퓨터시뮬레이
션과 같은 새로운 방법을 통합하여, 현대식품 및 그 성분에 대한 평가
프로세스를 갱신하고 합리화함으로써 기술붕괴를 가속화한다.
» 식품라벨을 현대화하여 건강상의 이점, 건강상의 위험 및 환경적
» 영향을 소비자에게 더 잘 전달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인다. 표식법
은 명확한 의미를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자연'이라는 단어는 오
늘날 명확한 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식품판매업자들이
소비자를 오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재래식 식품산업의 로비력과 구산업과 신산업 간의 이해충돌가능성
» 등을 감안할 때, 독자적인 규제기구를 설립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
현대식품기술과 그 제품을 감독한다.

Source: Rethink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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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인센티브 및 세금
산업화된 농업은 현재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농업로비는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200 정부규제는 현재, 보조금, 과잉재고, 제품재분배와
마케팅을 통해 산업화된 낙농과 육우산업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이
없다면, 이들 산업은 생존을 위해 투쟁하게 될 것이다. 즉, 시장을 왜곡하고 인
위적으로 유제품과 쇠고기가격을 끌어 내려, 혁신의 장벽을 높임으로써, 신상
품이 정책보호를 받는 산업화된 축산물과의 경쟁 및 축산물의 생산비인하도
어렵게 만들 것이다.201

권고사항
»» 잘 규제된 시장을 활성화하되, 식품이나 농업사업에 참여하거나 왜
곡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오늘날 정부는 14억 파운드의 치즈 를 비
축하며, 학교급식과 보충영양지원 프로그램의 형태로 밀어 넣는다.202
» 가장 해롭고 건강에 좋지않은 제품에 세금을 부과해, 이들 제품이
사회에
미치는 광범위한 비용이 지니는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을 반영
»
한다.
» 필요한 경우, 생산방식에 관계없이, 명확한 식품안전, 공공보건 및
»
환경적편익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생산자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 소비자식량보조금은 필요성에 근거해야 하며, 식품산업공급원이
어디냐 하는 것과는 분리되어야 한다.
»
» 중소기업, 개인 및 가족농, 그 외 가치사슬 내의 다른 사람들이, 기
» 존산업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부채구제프로그램을 만들
어라.
» 사회적 안전망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현대식품에 따른 붕괴로
»
피 해를 입은 사람들이, 다른 생계에 대한 재교육을 받거나 존
엄성을 가지고 은퇴할 수 있도록 한다.
» 회사나 상속기업이 아닌 사람을 보호하라.
»
정책입안자들은 직접세금, 보조금, 세금감면, 투자공제, 연성대출, 판매세율 등
현대식품의 채택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많은 금융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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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수단들은, 사회에 가장 큰 이익을 주는 식품들이 지원되고 그 채택이 장
려되는 반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들은 낙담하고 불이익을 받도록 하
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이들 수단은, 현행 식품시스템에서 이해관계자에
게 미치는 가장 심각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도 할용될 수 있다.

공공의 인식과 투명성
소비자들은 현대음식과 전통적인 축산물의 상대적인 장점과 안전성에 대
해 상반되는 정보와 잘못된 정보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일부 규제
는, 시장에서의 제품명칭을 제한함으로써, 신상품에 대한 직접적인 수요
를 위축시키려 하고 있다. 미주리, 루이지애나, 프랑스와 같은 일부 관할권
에 서는, '우유', '치즈', '고기', '베이컨'과 은 단어들은, 도축된 가축에서 나온
제품들을 설명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다. 당국은 소비자의 혼란을 동기부
여로 꼽지만, 이 증거는 소비자들이 아몬드우유, 젖소우유, 과자제품인
Milky Way의 차이를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강력한 업계로비는 거짓
이야기를 만들 가능성이 더 높다.203 정책입안자는, 소비자가 라벨에 관한
명확하고 일관된 규칙으로, 정확한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
으로써,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권고사항
»» 현대식품기술과 그 제품에 대한 정보를 평가하고 보급하기 위한 독
립적인 규제기구를 설립한다.
»» 정부기관이 다양한 제품과 생산방법을 언급할 때, 타 산업보다 한
산업을 선호하지 않으면서, 사용할 수 있는 식품산업과 관련한 구
체적이고 공식적인 용어 및 정의를 확립한다.
» 모든 관련산업에 걸쳐, 제품과 생산프로세스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 있는, 명확한 투명성 및 공개 요구사항을 설정한다
» 단순한 식품라벨 대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우선시 하기 위해, 소비
» 자는 모든 재료의 출처, 제조방법, 중금속함량, 어린이와 성인에 대
한 건강에의 영향, 환경영향 등,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식품의 내
용물을 상세히 알 수 있는 QR 코드를 스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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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농업용도에서 해방된 엄청난 토지의 황폐화와 그에 따른 가치붕괴는,
1803년의 루이지애나 매입과 유사한 기회로, 미국지형의 4분의 1을 재
조명할 수 있는 전례가 없는 일회성 기회를 나타낼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기회를, 경쟁적 이해관계 사이의 균형을 최대한 맞추고, 사회전체에 효
과가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

권고사항
»» 미래의 잠재적 요구와 용도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이 용도가
해제된 땅의 용도변경을 위한 국가차원의 비전을 만들어라.
»» 원하는 사회적 결과를 반영하도록 계획규정을 업데이트하라
»» 국가, 지역, 지역이익을 포함한 경쟁적인 관점과 우선순위를 가진
기존 기관들 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이 과제를 감독하고 관리할
새로운 독립기구를 창설하라.
»» 이 기회가 개발자, 환경론자, 농민, 기타 산업들 간의 정치적 갈등의 원
천이 될 것임을 인식하고, 처음부터 모든 이해관계자를 적극적으로 참
여시켜라.
»» 전체 도시와 지역이 기술붕괴로 인해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
므로, 지역주민들이 새로운 식량시스템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도록 돕
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라. 여기에는 교육, 금융, 의료 및 사회자본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과,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포함된다.

4.2 기업과 투자자
제3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축산업의 가치사슬을 따른 투입, 생산, 가공, 유통
에 종사하는 기업들, 그리고 소매업은 현대식품의 기술붕괴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들의 결과는, 향후 10년 동안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다. 가치사슬의 일부분에서는, 가치파괴를 피하기 위해 사업을 그만둘
수밖에 없을 것이며, 다른 부분에서는 적응이 가능할 것이다. 붕괴의 잠재적 속
도와 규모를 인식하면, 기업과 그 안에 있는 투자자들은 손실을 완화하기 위해
적응하고 조치를 취할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이용가능한 선택은 가치사슬의
다른 부분에 대한 붕괴의 규모와 개별기업의 적응능력에 달려 있다.

지주와 축산농가
올바른 전략은 땅의 위치와 생산성 및 토지의 대체용도의 가치와 토지사용에
대한 제약에 의존한다(제3부 참조). 일부 토지는 목초지나 경작용으로 계속 사
용될 것이나, 공급과잉을 고려할 때 이용가능한 토지의 가치가 크게 하락할 것
이며, 붕괴의 완전한 영향이 발생하기 전에 매각하는 것이 앞으로의 최선책
일 수 있다.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생산성이 낮은 땅은 식량생산에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편의성이 낮거나 고부가가치의 대체용도가 없는 경우, 조기판매가 최선의 전략
일 수 있다. 한편 토지소유자와 농민은 투자를 중단하고 이익과 현금흐름을 극
대화해야 한다
도시 근처의 토지는 계획변경에 따라 산업용, 상업용 또는 주거용 토지로 사
용될 수 있으며, 가치증대를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토지를 보유하면서 토
지이용규제의 변경을 청원하는 것이 최선의 계획일 수 있다.
대규모 가축사육장은 규모가 빠르게 축소되면서, 시설활용도가 떨어져 통합
의 필요성이 대두되지만, 이러한 프로세스는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
라, 장기적인 평가개선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요소공급자(사료, 살충제, 비료, 항생제)
제3부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요소투입은 동물의 수나 토지면적에 따라 감소
할 것이다. 그러나 수입과 이익은 요소가격과 마찬가지로 불균형적으로 영향
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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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새로운 시설에 투자하려는 계획을 재고하고, 기존 시설을 판매하거
나 현금 흐름을 극대화하기 시작해야 한다. 비용관리에 초점을 맞추면 기업
은 저가공급업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2030년대 중반까지, 가축에 대한 남아 있는 수요는 단지 육류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주로 소규모의 방목을 통해 충족될 것이다. 가공관련 사업자는 조기매
각이나 관련사업부문의 분할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투
자를 중단하고 단기수익률을 극대화하면, 최상의 수익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

유통과 소매
가치사슬의 이 부분에 속한 기업은, 변화에 적응하고 번창할 수 있는 잠재력
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또한 새로운 분권형 시스템 하에서, 수직적통합을 통
해 식품생산에 관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성공적인 기업은 기존의
구 조와 프로세스를 재고하고, 급격한 변화에 대처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Food-as-Software의 새로운 모델은, 기업들이 자신들을 기술회사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만큼, 브랜드, 신뢰, 비용, 편의성이 경쟁우위의 열
쇠가 될 것이다.
투자자
기존 업계의 많은 기업투자자들은 보다 쉬운 도전에 직면해야 한다. 유동성이
충분하다면 판매는 항상 선택사항이다. 현대식품의 채택시기 및 재래식 식품
생산회사의 가치붕괴는 분리되어 불확실할 수 있으므로, 조기판매는 합리적으
로 보인다. 그러나 파산 직전에 붐이 일 때가 많다. 기업들이 투자를 중단하면
서 공급이 떨어지고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늘어나 기회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
다. 이런 반등은 판매하기에 좋은 시기가 될 수 있다.
개별 숭자를 고르는 것은 패자를 가려내는 것보다 어렵지만, 투자자들은 항
상 명확한 것은 아니더라도 어디에 가치가 있을지를 알고 있다면, 그 혼란은
특별한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예를 들어, 태양광발전이 기하급수적으로 성
장함에 따라, 태양전지판기술 회사들은 수익률이 낮은 반면, 금융업자들과
개발업자들은 실적이 더 좋아졌다. 현대식품시스템에서는 생명공학, 소프트
웨어, 발효농장, 식품유통 등 많은 분야에서 기회가 창출될 것이다(3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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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시민사회
소비자들은 우리가 Part 2에서 논의하는 요인에 의해 움직이게 될 것이다. 그
러나 그들 역시 이러한 신기술에 대한 언론의 취재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산
업화된 축산업에 종사하는 업체들은, 현대식품의 이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
는 겁을 주는 이야기, 사이비 과학, 그리고 다른 전술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영
향을 미치려고 할 것이다.
비정부기구와 다른 시민사회단체들은 정책입안자, 기업, 그리고 소비자에 대
한 영향력을 통해, 현대식품의 채택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들은 산업
화된 축산시스템에 대한 현대식품 시스템의 상대적 편익을 이해하고, 그들의
개입이 엄격한 분석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들은 여론에 영
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기존 축산물의 이익에 대항하는 역할을 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영향은, 신흥식품시스템의 모든 이점이 사회전반에 걸
쳐 실현된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낡은 체제에 뿌리박힌 사고, 환
경보호론자들은, '지속가능한 풀먹이' 농업과 같은 점진적인 변화를 '좋은' 농
업과 ' 나쁜' 산업생산을 '나쁜'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적응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이 두 시스템은 현대 식품 시스템에 비해 매우 비효율적이며,
이미 생산적인 잠재력에 도달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초지축산'은 '좋고',
산업화된 대규모 축산은 '나쁘다'식의 낙후된 사고는 고쳐질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 모두는, 현대식품시스템에 비해 매우 비효율적이며, 이미 생산 잠재
력에 도달한 상태다.
오직 동식물의 1차 재배화와 가축화의 체제에서 벗어나야만, 현 체계의 파괴
적인 환경적 영향이 없이, 풍부하고 접근성이 좋고, 건강하고, 저렴하며, 영양
이 풍부한 식량공급의 보장을 기대할 수 있다. 제 2차 재배화와 가축화라 할
수 있는 현대식품시스템은, 특별한 경제적, 사회적 이점을 제공하며, 인류역
사상 환경회복을 위한 가장 큰 기회를 제공한다. 오늘날 올바른 선택을 함으
로써,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이러한 엄청난 혜택이 주어지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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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비용방법론 및 최종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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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비용방법론
서론
여기서, 우리는 현대식품의 핵심기술인 정밀발효(PF)기술에 의한 단백질생산
비용에 대한 우리의 가정을 제시한다. 비용절감 및 기능향상은, B2B(Business-to
-Business) 형식의 성분거래를 통해, 최종소비자제품에 도달하기 전에, 신제품
의 빠른 채택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밀발효(PF)
역사적 비용
» PF는 1970년대 이후 가장 초기형태로 시작되었지만, 우리의 첫 번째 데이
»
터 포인트는 1980년대부터이다.
» 비용데이터는 많지는 않지만, 지난 수십 년간 생명공학에서 경쟁적인 수렴
»
이 지속되면서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해 왔다(그림 28).
» 우리는 첫 번째 분자가 생산된 이후, 약 100,000배까지 비용이 감소해, 오늘날
» 1kg당 100달러에 달했다고 추정한다. 비용감소가 1kg당 10달러에 달하
면, 식료품시장의 활로를 열 수 있다.204

미래의 비용분석
» 우리는 관련된 일부 기술이 상대적으로 초창기라는 점에서, 상향식모델과
»
하향식모델(비용곡선의 추정)을 함께 사용한다.
» 우리는 정밀생물학의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면서, 기하급수적인 비용개선이
»
계속됨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 우리의 분석은 핵심분야에 기초를 두고 있다:
▸ 공급원료.
우리는 주 공급원료로 설탕(포도당)을 사용하며, 생산되는 단백
▸
질 1kg당 3kg의 공급원료(전환비 3:1)에서, 2030년까지 2:1 미만의 비율을 목표
로 하고 있다. 또한 다른 탄수화물이 공급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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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비용. 발효탱크의 경우, 우리의 분석은 Quorn의 기본데이터, 다른 산업
데이터, 그리고 전문가와의 토론을 이용한다. 우리는 또한 발효탱크의 최근
발전을 고려한다.
▸▸운영비. 발효탱크의 경우, 우리의 분석은 발효탱크의 크기, 공과금 및
기타 운영비용에 대한 우리의 가정과 함께, Quorn의 기본 데이 터를 사
용한다.
▸▸ 규모확대. 이 분야의 대부분의 회사는 신생기업이라는 점에서,
규모확대의 속도는 가장 큰 미지수의 하나이다. 그 속도는 자본투자와 현 재
의 인프라 및 인재(바이오에탄올이나 맥주 생산업체 등)의 용도를 변 경하고
, 이를 포착하는 능력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대부분의 기술과 마 찬가지로,
한계생산비는 주로 관련기술의 생산에 대한 업계의 경험축적 에 따라 결정
된다. 이 관계는 '경험곡선'으로 표현된다. 기본적으로, 주어 진 기술의 누적
단위 수가 두 배 증가할 때마다, 한 개의 추가단위를 생산 하는 비용이 주어진
백분율만큼 감소한다.
그러므로 기술규모의 확대는 비용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대규
모 PF는 그램 규모의 생산에서, 몇 킬로그램의 생산량을 의미한다. 이 기술
붕괴는 궁극적으로 수백만 톤의 생산량을 필요로 할 것이다. 오늘날 사용되
는 가장 큰 발효탱크 중 일부는 10만 리터 이상이지만, PF에 사용되는 것은
5000리터(가장 큰 것은 효소용이다)에 달한다. 이 생산은 현재의 생물학적
기준에 최적화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기술발전에 따라 이 같은 프로세
스에 있어서의 추가적인 개선을 기대한다. 예를 들어 Stämm은, 생산성
이 74배 향상된 높은 처리량의 연속공정을 개발했다. 205
»비용예측. 그림 29는 단백질 1kg에 대한 비용곡선을 보여준다. 그러나 제품
들은 각각 다양한 양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최종 제품은 다
» 른 비용곡선을 갖게될 것이다.
▸ 2023-2025, PF 단백질 생산비: $10/kg.
▸▸ 2035, PF 단백질 생산비: $1/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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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PF비용: 역사적추이 및 예측치

기타 기술의 시사점
»» PF 기술의 비용하락은 세포기반생산과 같은 타 기술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세
포기반 쇠고기의 가격과 생존가능성은 PF에 따라 결정된다(Box 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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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 단백질에 대한 우리의 경험곡선은, 모든 PF 단백질생산에 의해 구동
될 것이다. 그런 만큼, PF 기술에 의한 우유단백질 또한, PF heme이나 콜라겐
의 경험곡선을 따르게 될 것이다.
» 그 자료는 널리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날짜 범위를 제공한다.
»
» 우리는 지속적인 규모확대를 가정한다. 현재, 대형 PF의1회분은 1kg에서 몇
»
톤에
이를 것이다.

1,000,000
100,000
10,000
1,000
100
10
1

0E
203
8E
202
6E
202
4E
202
2E
202
0E
202
8E
201
6
201

4
201
2
201

0
201
8
200

6
200
4
200

2
200
0
200

8
199
6
199

4
199
2
199

0
199
8
198
Source: RethinkX

» PF를 사용한 이들 제품의 가능한 제품조성의 수가 무한하기 때문에, PF를 포
함하는 모든 제품의 비용곡선은 서로 다를 것이다.
»» Part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술붕괴는 4가지의 형태로 일어날 것이다.

100

단백질비용($/kg )

» 10만 리터 모듈러의 가능성이 있고, 규모확대가 가능 또는 불가피하며, 주
» 된 또는 유일한 장애가 있다면, 그것은 자본이라고 충분히 가정할 수 있다

제품비용분석

그림 29. PF비용 예측

» 이를 유제품 및 쇠고기에 대해 모델화하기 위해서는, 그림 30에 제시된 바
»
와 같이 시장을 분할해야 한다.
»
» 이는 소비자가 아닌, 기업간(B2B) 성분사용에 의해 유도되는 기술붕괴인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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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큼 PF기술에 의한 제품의 사용결정은 소비자가 아닌 기업이하게 되는
» 것이다.

40

» 그런 만큼, 낙농에 있어서 유제품성분과, 쇠고기의 분쇄육시장이 기술붕
괴 의 영향을 받게 될 주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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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ethinkX

»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발효탱크의 용량은, 5,000, 10,000, 20,000 리터 수
» 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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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쇠고기 및 유제품시장의 분할
유제품

»» 2030년이 되면, PF 단백질의 비용이 더 하락할 것이며, 동시에 소가 생 산한 우
유단백질 비용은 두 배로 증가하여, PF가 활성화된 유제품단백질 이 소가 생산
한 유장과 카제인보다 50%-80% 저렴하게 될 것이다(그림 31).
» 소 제품의 수요감소로 촉발된 부정적 피드백회로는 비용상승을 초래해,
» 결 국에는 통합과 파산으로 이어질 것이다.

쇠고기

» 소 단백질비용의 두 배 증가라는 추정은 보수적인 결과치이다. 시스템이 얼
» 마나 빨리 붕괴하느냐에 따라, 그 증가가 더(또는 덜) 될 수도 있다. 비용증가의
배수가 높을수록. 재래식 시스템의 붕괴에 따른 고통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35%
50%

50%

그림 31. PF 유제품의 생산비

65%
30

최종시장소비

유제품성분시장

정육

분쇄육

Note: Sales of ground beef are estimated at between 40%-60% of total beef sales. We use 50%, but the market can react to demand
Source: Rethink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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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를 이용한 유제품단백질의 비용은 kg당 10 달러에 달해, 이는 2023» 2025년의 우유단백질 도매가격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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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제품의 수요는 PF제품의 생산률을 높이며, 이는 PF제품의 누적 생산량을
» 증가시킨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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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생산비는 해당 제품의 반복적인 생산경험에 크게 좌우된다.

유장
Source: Rethink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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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그림 32. PF 쇠고기와 기존 쇠고기제품의 비용추이
10

분쇄육시장의 붕괴Market Led by Ground Beef Disruption
1. PF-기술에만 의존한 붕괴(2030년까지 상업규모의 세포기반육생산
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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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포기반육은 쇠고기의 직접적인 대체재이므로, 이 같은 변환은
비용에 보다 민감해, 보다 빨리 일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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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쇠고기

Source: RethinkX

그림 33. PF 쇠고기와 세포기반 쇠고기의 비용추이
10
9

쇠고기생산비($/kg )

» 세포기반육과 기존의 쇠고기 간의 가격동등성은 2025년에 달
» 성되며, 2030년이 되면 전자의 가격이 후자에 비해 3배나 저
렴하게 될 것이다.

4

2

»» PF 기술에 의한 내용은 전술한 바와 같은.
» 최초의 세포기반 분쇄육은 2022년에 출시될 것이며, 2024년
» 에는 세포기반 정육도 출시될 것이다.
» 쇠고기의 세포기반육의 함량은, 최초 출하제품에 있어서 10%
» 로 시작해서, 2025년에는 100%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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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포기반육의 비용곡선에 대헌 보다 많은 정보는 Box 14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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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포기반육과
PF 기술에 의한 붕괴 모두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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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쇠고기가격은 2030년이 되면, 두 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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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에 PF기술에 의한 제품과 쇠고기제품의 가격동등성이 이
루어지고, 2030년이 되면 PF 제품의의 가격이 기존의 쇠고기
에 비해 6배나 저렴해질 것이다.
»
» PF 제품의 함량은 현재 2%에서, 2021년(연도의 중간점 기준) 10%,
2023년에는 35%로, 상승단계에서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 PF 분쇄육의 PF 제품함량이, 단백질과 지방함량의 합의 상위임 계
값인 40%에 근접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단지 우리의 분석만을
위한 것으로, 최적의 PF 콘텐트가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은
아니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많은 조리법을 볼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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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쇠고기생산의 붕괴에 대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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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래식 육류비용은 두 시나리오 모두에서 증가하는데, 이는 육류시장이
위축되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판매량이 줄면 가공
인프라의 단위당 비용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PF 쇠고기

Source: RethinkX

Food&Agriculture

68

Box 14: 세포기반 쇠고기의 생산비
»» 세포기반육의 생산기술은, 실제로 근육세포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정밀
발 효(PF) 기술과는 다르다.
»» PF와 달리, 본 보고서를 쓰는 시점에서 세포기반육제품은 살 수가 없다.
이처럼, 세포기반육의 상업화를 위해서는, 정육을 만들기 위해 생산규모
를 키우고, 지방층을 붙여야 하는 등의 보다 많은 기술적인 제약이 있다.
»» PF의 가격하락은, PF가 현재 고비용 매체(성장인자 등)인 일부 핵심단백
질생산에 사용될 수 있어, 세포기반육의 상업적생산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우리의 세포기반육 비용모델은, Good Food Institute (GFI)의 중간수준 비용
의 결과를 활용하지만, 우리는 이 중간수준 비용에 PF에 대한 우리의 예측치
»
를 포함한다.
▸ 세포기반육의 중간비용은 현재 단일비용으로는 가장 큰 비용이며,
아마도 한계비용의 80-90%에 달한다. GFI에 의한 분석결과, 세포배양
▸
영양매체의 비용이, "주문자 요구가격" 수준까지 하락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 영양매체의 주요성분 중 일부는, PF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이며
, GFI의 분석과 함께 PF 비용예측치를 적용하면, 현재 L당 400달러에서
▸
2030년까지 0.10달러 미만까지, 생산규모의 증가와 의약품 등급에서
식품등급으로의 제품품질의 의도적인 하락을 통해, 4,000 배 정도의 비
용절감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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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예측. 그림 33은, 제품의 구조화와 지방층을 붙일 필요 없이, 세포기
반육을 이용하여 만든 분쇄육 1kg의 비용곡선을 나타낸다.
▸ 2023-2025년의 세포기반 분쇄육 가격이 kg당 10 달러에 달할 것이다.
▸
» 타 기술적 제약요인. 세포매체의 비용이 가장 큰 당면 과제이나, 세포막의
» 개발, 규모확대, 제품의 지방층 추가 및 구조화와 관련하여 더 많은 기술적 과
제가 남아 있다. 이 같은 문제의 기술적 특성 때문에, 비용관련 변수에 대해서
는 알려진 바가 별로 없다.
▸ 세포막의 발달(혹은 유전정보를 포함하는 초기세포)은 세포가 고기로 자라
▸ 는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포막은 최종 산물의 맛과 영양뿐
만 아니라, 세포가 얼마나 빨리 성장하는지를 결정한다.
▸ 규모확대는 발효탱크의 설계와 과정의 형태(배치, 반연속 또는 연속)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1회분, 반지속적 혹은 지속적 여부).
▸▸제품이 어떻게 구조와 지방층을 형성할 것인가 하는 과정은, 성장단계의
서로 다른 시점에서 지방층을 붙이는 것에서 세포의 3D 프린팅에 이 르기
▸ 까지, 다양한 선택권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들은 투자를 통해 극복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 때문에 첫번째 제품들 중 다수가, 보다 구
조화된 절단육과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는 분쇄육제품에 초점을 맞추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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