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1.1 연구 배경과 목적

4차산업혁명이 대두됨에 따라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영역에 기술이 융합하면서 새로운 산업이 증

가하고 있다. 
푸드테크는 음식(Food)과 기술(Technology)이 융합

한 신산업으로 생산, 보관, 유통, 판매 등 식품 관련 분야
의 기술적 발전을 의미한다[1].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
에서 대기업, 스타트업, 그리고 정부의 주도로 푸드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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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힘을 쏟고 있다[2]. 푸드테크 산업
이 주목을 받는 것은 인간 삶에 가장 친근한 분야일 뿐만 
아니라 세계 식품시장이 이미 거대 시장으로 성장하여 
투자의 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푸드테크 산업의 현재 시
장 규모는 약 20조 원대로 추정되고 있고, 미래 가장 성
장 가능성이 높으며 지속 가능한 산업 분야 중 하나로 평
가되고 있다[3]. 

음식과 관련된 산업은 가격을 균등화하기 어렵고, 신
선도 유지와 결부된 유통기한 등의 기본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기술보다는 정성과 맛에 의해 판가름 되어 왔으며 
다른 산업에 비해 기술의 적용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
이 사실이다. 그러나 수년에 걸쳐 발전되어 온 기술은 응
용 프로그램, 로봇공학,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 처리 
기술 등을 통해 식품을 생산하고 찾고 실생활에 배달해 
주는 방법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또한 1~2인 가구가 증가하고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해 
가정 내 성 역할의 구분이 무의미 해 졌으며 현재의 만족
과 편의성을 중시하는 트렌드의 영향 등 현대 사회의 구
조적, 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푸드테크 시장은 앞으로도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4].

이른바 푸드테크의 전성시대가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라 할 수 없는 이 시점에 세계 푸드테크 산업 현황을 살
펴보고 대한민국의 푸드테크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1.2 연구방법과 범위 
본 연구에서는 푸드테크에 관련된 기사와 논문 및 홈

페이지에 소개된 푸드테크 스타트업의 소개 글 등을 수
집하여 국내와 해외의 푸드테크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
였다. 

해외 국가들은 푸드테크 분야의 유니콘 기업이 위치하
고 있는 국가들 위주로 조사하였다. 스타트업이 10억 달
러 이상의 가치를 보유했을 경우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
며1) 가장 많은 유니콘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미
국이었다. 그 다음을 중국과 영국이 뒤따르고 있고, 프랑
스는 유럽 최대의 농업 국가이므로 조사에 함께 포함시
켰다.  

본 연구는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해서 식품과 기술이 
접목된 푸드테크 분야의 다양한 산업을 알려 우리나라 
푸드테크 산업 발전에 요구되는 사항과 올바른 발전 방
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http://ko.wikipedia.org

2. 푸드테크 산업의 발전 배경
2.1 환경적 배경 

2019년 UN이 발표한 세계인구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77억 명을 넘어섰다. 2050년에는 97억 명
을 돌파, 2100년에는 전 세계 인구가 109억 명이 될 것
으로 예상하고 있으며[5] 2050년에 이르면 지금보다 두 
배 이상의 식량이 필요할 것이라고 유엔식량농업기구
(FAO)는 전망했다[6]. 

더욱이 인구 증가로 인한 식량 부족 문제를 넘어 식량 
생산을 위한 환경 파괴 가능성도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
는 상황이다. 가축을 사육할 때 발생하는 분뇨 등이 직접
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키기도 하고, 소, 양고기 등을 1그
램 생산할 때 콩류를 재배할 때보다 수 백 배 높은 수치
인 221.63gCOe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이다[7]. 
가축을 기르면서 발생하게 되는 각종 질병도 우려된다. 
전 세계적으로 광우병, 구제역, 조류독감 등이 발생하여 
먹거리 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했었고 한국에서도 2017
년 계란 살충제 문제로 계란을 먹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
기도 했다.

푸드테크는 인구 증가 및 환경오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신산업이다. 그 방법으로는 식물성 고기, 세포 배양
육, 곤충 등 새로운 단백질 공급원을 찾는 것부터 친환경 
음식물 처리 방법까지 매우 다양하다.

2.2 기술적 배경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0년까지 모바일 사용자가 전 

세계 54억 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인
터넷 사용자의 80% 이상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에 접속한다고 밝혔다[8]. 모바일 사용자의 증가는 O2O 
(Online to Offline) 인프라를 활성화시켰으며 그 결과 
푸드테크는 개인의 삶 속에 더욱 깊숙이 들어오게 되었
다[9].  

특히 스마트폰 보급률이 96%까지 확대되면서 소비자
들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실생활에 이용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생활 방식 변화와 함께 사회적 산업 변화를 주
도하고 있다[10]. 

현재 푸드테크 산업은 범위가 날로 확대되고 있다. 자
율주행 차량이나 드론 등을 활용해 유통 혁신을 꾀하기
도 하고, 햄버거를 만들거나 피자를 굽는 로봇, 3D 프린
터를 통해 만드는 코스 요리,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
용한 마케팅 까지 그 범위의 한계를 알 수 없을 정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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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의 발전이 기존의 산업을 변화시킴과 동시에 새
로운 산업도 창출하고 있다. 

2.3 사회 경제적 배경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식품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인구

구조학적, 사회․경제적 변화도 푸드테크 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 비중
은 2018년 46%에 달한 이후로도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
하고 있다[11]. 1인 가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여성들이 사회로 진출했으며, 통신
과 기술의 발달로 퇴근 후에도 업무에 매달리거나 야근
이 생활화 될 정도로 바쁜 현대인의 삶은 가족의 식생활
을  외부로 돌리는 역할을 했다[12]. 편리함과 현재의 만
족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트렌드가 욜로족(YOLO : YOU 
ONLY LIVE ONCE)이라고 불리는 세대와 합쳐져 자신
의 경제적, 시간적 여유에 맞춰진 소비를 가능하게 해 주
는 배달앱 분야의 푸드테크를 확장시킨 것이다[13].

3. 국내 푸드테크 현황 및 사례 분석
대한민국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푸드테크 바람이 거

세게 불고 있다. 배달음식 주문 서비스로부터 시작해 최
근 생산과 유통 분야에도 다양한 스타트업이 등장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유
럽 등과 비교해 보면 산업의 범위나 투자의 양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활발하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다. 실제로 현재 
스타트업 네트워크 로켓펀치에 등록된 푸드테크 업체는 
94개이다.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488개, 인공지능 스타트
업 357개, O2O 스타트업이 621개인 것과 비교하면 푸
드테크 업체들이 현저히 적은 편이다. 또 94개 업체들 중 
상당수는 유통업체 이거나 음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그치고 있어 음식에 기술을 직접 적용하고 있
는 곳은 더 적다2)

3.1 식품배달
모바일쇼핑 거래액 중 배달음식 주문 등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9조 145억 원으로 2015년에 비해 90.5%나 급
증하였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로 인한 맞벌이 가정과 1인 
가구의 증가는 배달앱의 수요를 더욱 가속시키고 있다
[14]. 
2) http://www.rocketpunch.com

식품 배달앱 사업의 성장세는 매우 가파르다. 2013년 
3347억 원 규모였던 시장이 2018년 3조원으로 성장하
였으며 관련 이용자도 87만 명에서 2500만 명으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다.  ‘우아한 형제들’이 운영했던 ‘배
달의 민족’은 유니콘 업체가 되었으며 이들의 기업 가치
는 3조 원으로 평가받았다. 배달앱 사용자는 바쁜 생활에
서 적은 시간과 노력 투자로 손쉽게 다양한 음식을 접할 
수 있게 되었고,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영세 외식 사업자
들도 고객유치와 매출 극대화를 위해 배달앱을 적극적으
로 활용하고 있다[15]. 

한국에서 음식배달이 활성화된 이유는 한국 시장 특유
의 환경 영향도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한국에는 인구가 
과밀하고 밤늦도록 일하는 문화가 있으며 야식을 즐겨 
먹기 때문에 배달시스템이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고 분석하고 있다[16]. 

3.2 스마트팜
통계청의 2018년도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 비해 농

가는 2만 5천 가구, 농가인구는 7만 4천 명이 감소했다. 
전체 농가인구 역시 65살 이상의 고령 인구 비율도 
42.5%로 높아졌다.3) 이에 정부는 청년들의 농촌 유입을 
독려하고, 수출산업으로서 농업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농
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ICT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적 
선진 농업을 국가의 핵심 선도 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여 
스마트팜을 도입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팜은 농림축산물을 생산하고 가공하며 유통하
는 전 단계에 정보통신기술(ICT)을 각각 융합한 것으로 
사물 간 통신(M2M) 기술을 이용해 농작물에 최적화된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토양 등을 자동으로 유지하고 원
격으로 점검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17]. 최근 서울 
지하철 7호선 상도역에 생긴 메트로팜은 스마트팜의 선
두주자로 알려진 농업회사 팜에이트와 서울시 그리고 서
울교통공사가 함께 만든 수직 실내농장이다. 메트로팜을 
통해 도심에서 날씨와 병충해로 인한 피해 걱정 없이 신
선하고 안전한 채소를 기를 수 있고, 물류비와 유통비가 
절감되어 소비자들은 더 저렴하게 농산물을 제공받을 수 
있다[18].

3.3 인공지능과 로봇
대기업에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통해 신제품 개

발과 마케팅에 활용할 스타트업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3) http://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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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식품업계의 대기업인 CJ제일제당은 150억 원 규모
의 푸드테크 스타트업 펀드를 출자해 산업을 육성할 계
획이다. 롯데제과는 최근 트렌드 예측 시스템 엘시아를 
도입하였다. ‘엘시아’는 인공지능(AI)를 통해 소비 패턴 
및 각종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식품에 대한 미
래 트렌드를 예측하여 신제품을 추천해준다. 식당 '육그
램'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에이징룸에서 고기를 숙성
시켜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고기가 가장 맛있어지는 온도
를 데이터화하였다[19].

푸드테크 산업에 서빙로봇이나 로봇쉐프 등도 등장하
고 있다. ‘달콤커피’, ‘티로보틱스’, ‘상화’ 등이 차례로 바
리스타 및 카페 봇을 선보였으며 LG전자는 요리하는 로
봇 ‘클로이 셰프봇’을 개발해 등촌점 ‘빕스’에 설치했다. 

또한 ‘우아한형제들’이 렌탈하고 있는 자율주행 서빙
로봇 ‘딜리플레이트’는 현재 전국적으로 18대가 운영되
고 있다[20].

배달앱으로 시작한 국내 푸드테크 산업은 현재 스마트
팜, 푸드로봇, 인공지능 시스템 등으로 그 범위를 확장하
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도 늘어나고 있다. 한
국푸드테크협회는 향후 10년간 새로운 일자리가 약 30
만개 정도 창출될 수 있다고 예상하며 관련 시장의 가파
른 성장 덕에 올해 배달앱 기업들은 300여명 이상의 신
규 개발자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 국내 시장 점유율 55% 
이상을 차지하는 ‘배달의민족’의 경우 2018년 1월에는 
1800만 건이던 월간 주문 수가 2019년 2700만 건까지 
늘더니 올해 1월에는 4000만 건에 달했으며 운영기업 
‘우아한형제들’의 직원 수도 2018년 700여 명에서 2020
년 1월 기준 1400여 명으로 두 배가 됐다[21].

배달앱 시장의 폭발적 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내에는 제도적인 어려움이 많다. 안병익 식신 대표에 
따르면 온라인에 맞지 않는 오프라인용 규제들로 인해 
신생 푸드테크 스타트업들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쉽지 않아 관련 산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4. 해외 푸드테크 현황 및 사례분석
해외에서는 푸드테크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하는 시간이 급격히 줄고 있다. 그만큼 시장성이 크고 산
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일찍이 푸
드테크 산업을 발달시킨 나라들은 이제 배달앱에서 범위
를 넓혀 다양한 분야로 푸드테크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푸드테크 유니콘 기업에 가장 많은 업체가 포함되어 있
는 나라들이 주로 투자하고 있는 푸드테크 산업에 대해 
살펴보았다. 

4.1 미국
미국에서는 2014년부터 푸드테크 스타트업이 활성화

되었다. 2019년 한 해에만 25억 달러에 육박하는 투자
가 푸드테크 분야에 이루어지는 등 기업들은 푸드테크의 
성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
다. 미국은 푸드테크 창업을 지원해주는 육성기관인 ‘키
친 인큐베이터(kitchen incubator)’가 150여개에 이르
고 있으며 특히 미래 먹거리 개발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
지고 있다. 푸드테크 유니콘 기업에 미국 업체들이 가장 
많은 것을 보더라도 미국 내에서 푸드테크에 대한 관심
과 투자가 상당하며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22].

그 중에서도 유전공학의 결과물인 대체육이 맛과 식감
에 있어서도 실제 고기와 구별하지 못할 정도의 품질로 
흥행을 주도하고 있다[23]. 최근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대체육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폭증하여 관련 주가까
지 상승하는 결과를 낳았다.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는 
미국의 대체육 시장이 2018년 14억 달러에서 2023년 
25억 달러로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전 세계 대체
육 시장은 2018년 187억 달러에서 2023년 230억 달러
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4].

비욘드 미트는 2009년 설립되어 세계적인 대체육류 
대표회사로 성장했으며 지난해 5월 기업공개(IPO) 직후 
주가가 163% 급등하였고 전년도 대비 250% 실적을 내

Name Base Foundation Year Value (Unicorn) Product
BEYOND MEAT

plant-based 
2009 US$ 4,8 B (U) hamburger patty,  sausage, grind meat

IMPOSSIBLE FOOD 2011 US$ 2 B (U) hamburger patty, meatball, grind meat
JUST 2011 US$ 1.1 B (U) artificial egg, mayonnaise ‘Just Mayo’

MEMPHIS MEAT cell-based 2015 US$ 0.1 cultured meat

Table 1. Alternative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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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임파서블푸드는 2011년 설립되었으며 2019년 
CES(세계가전전시회)에서 식물성 패티로 만든 임파서블
버거가 '탑 테크(Top Tech)'로 선정되면서 전 세계적으
로 주목 받았고 올 들어 미 전역 7천개 레스토랑에서 주
문이 2배 늘었다[25]. 멤피스미트는 도축 없이 배양연구
실에서 고기를 생산하는 스타트업이다. 세계 최초로 배양 
미트볼을 선보였고, 생산비용을 감축시켜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26]. 저스트 (구 
햄튼크릭)는 2011에 설립되었으며 현재식물성 식품 생
산하는 식품 제조 스타트업이다. 인공 달걀로 만든 'Just 
Mayo'를 비롯해 현재 40개가 넘는 식물성 제품을 출시
하고 있다[27]. 

미국 푸드테크 산업에서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또 다
른 영역은 푸드 로봇이다. 로봇이 햄버거, 피자 및 커피도 
만들고 직접 서빙도 한다. 미국은 높은 임대료와 인건비
로 인해 최근 푸드 로봇에 대한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스타십 테크놀로지스’ 업체의 로봇은 자율주행으로 
배달이 가능하며 시험 주행을 통해 세계 각지에서 능력
을 인정받아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28].

또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레스토랑 테크 분야 등에도 
활발히 투자하고 있다. 스타트업 '슈가 크릭'은 맥주를 병
에 담을 때 압력과 온도로 인해 병에 일정한 양이 담기지 
않는 문제를 발견하고 IBM 인공지능 '왓슨'에 원인 분석
을 맡겨 이 공정을 개선했고 불량 맥주병 수는 줄어들었
으며 한 달에 1만 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었다[29].

4.2 중국
모바일 기반의 O2O 서비스는 전 세계에서 중국이 가

장 앞서가고 있다. 연간 20%의 규모 성장은 물론 사용자 
수도 연간 18%씩 증가하고 있다. 중국시장경제원은 
2020년에는 5조 위안, 한화 약 860조원 규모에 달할 것
으로 예측하고 있다.

BAT라고 불리는 중국 3대 인터넷 기업 바이두(Baidu), 
알리바바(Alibaba), 텐센트(Tencent)는 세계 제1의 인
구수와 탄탄한 경쟁력을 앞세워 빠르게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면서, O2O, 신선식품 및 이커머스 스타트업에 대
한 투자를 진행했다[30].  

알리바바가 최대 주주인 어러머는 O2O 서비스를 통
해 음식을 배달한다. 어러머는 ‘식당관리시스템(NAPOS)’
을 구축하고 회원 가입비로 수익 모델을 개선하여 소상
공인의 수수료 불만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영세 식당들

의 경영 시스템을 교육하는 등의 관계 커뮤니케이션을 
실행하였다. 단순히 ‘배달 대행’을 하는 업체에서 벗어나 
음식의 주문부터 배달을 확인하는 전 과정을 시스템화하
였고 위기를 극복하고 상생을 모색하였다[31]. 

중국 대표 공동구매 사이트인 메이투안디엔핑은 배달 
플랫폼 다종디엔핑과 합병하면서 볼륨을 키웠고 텐센트
의 투자를 받게 되어 현재 중국 O2O 배달시장 점유율 
2위까지 성장했다. 

바이두의 와이마이는 유일하게 전 자동화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도착예정시간을 실시간으로 전
달하는 경쟁력 있는 회사이다[35].

메이투안디엔핑, 어러머 등 배달앱은 또한 많은 일자
리를 창출했다. 배달앱의 성장으로 배달원이 많이 필요하
게 됨으로써 메이투안디엔핑의 70퍼센트가 넘는 배달기
사가 도시 이외 지역 출신이며 이 중 절반 정도가 빈곤지
역에서 나와 직장을 구할 수 있었다. O2O 서비스를 중
심으로 급성장한 푸드테크 산업이 중국의 빈곤 퇴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32].

4.3 영국 
영국 푸드테크의 강점은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유니콘 

기업이나 Just Eat 및 스타트업 장려기업까지 많은 신생
기업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각 단계에 
맞는 많은 투자자들의 수와 다양성이 산업 발전의 중요
한 주된 키라고 할 수 있다.4) 

멀터스미디어 (Multus Media)는 영국의 식품생산 연
구 스타트업이다. 세포 배양을 통해 농축산물을 생산하여 
인간에 필요한 다양한 단백질, 지방 및 탄수화물 등을 만
든다. 멀터스미디어는 기존 방식의 농축산업으로 발생했
던 토지 낭비와 온실 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식품산업 선도를 모색하고 있다.

채식주의자가 증가하면서 인기를 얻게 된 잭앤브라이
(Jack & Bry)는 비건 푸드를 개발하는 푸드테크 스타트
업이다. 더 건강한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추
세에 맞춰 맛있는 비건 푸드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뒤, 과
일이 원료인 페퍼로니를 개발해 피자 등에 활용하고 있다.

대체감미료 회사 스템은 식물에서 천연 저칼로리 설탕 
성분을 정제 방법을 특허 출원했다. 영국은 비만방지를 
위해 ‘설탕세'를 도입하자는 요구가 나올 정도로 설탕 대
체식품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는 나라이다. 스템의 대체 
감미료는 쿠키, 케이크 및 사탕을 자연 재료를 이용해 만

4) https://www.digitalfoodlab.c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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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33].
미미카(Mimica)는 신선도 측정기를 제조했다. 소비자

들은 측정기를 이용해서 식품을 직접 측정하고 오염 여
부를 확인하여 섭취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단순히 기재된 유통기한이 지나면 먹을 수 있는 음식임
에도 버려지는 것이 많다는 생각으로부터 출발한 이 회
사는 과도한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환경을 지키는데 이
바지하고 있다[34].

4.4 프랑스
유럽 최대 국가이자 제 1의 농업국가인 프랑스도 미국

과 마찬가지로 미래 인류 식량난을 대비하여 대체 식량
을 연구하고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35]. 

초기에는 다른 나라들처럼 배달 및 소매분야의 투자가 
가장 활발했으나 2018년부터 어그테크와 푸드 서비스 
분야로 투자의 중심이 변화하고 있다. 어그테크는 농업
(Agricultur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드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스마트팜, 도시농업, 
대체식품산업 등이 포함된다. 

‘미모사(Miimosa)’는 2015년 만들어진 대표적인 어
그테크 스타트업으로 프랑스에서 최초로 선보인 농업 분
야 펀딩 플랫폼이다. ‘에킬리브르(Ekylibre)’는 농업 전문 
앱으로 토지부터 농업관련 법적 규제는 물론 회계 관리
까지 가능하게 해 준다. ‘위낫(Weenat)’은 토양, 날씨분
석, 결빙 등 농업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앱으로 농업을 하며 발생하는 의사결정사항을 
도와준다. 

한편 음식 낭비 방지를 위해 제작된 애플리케이션들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투굿투고’는 빵집부터 호텔 조식 
식당까지 당일 판매되지 못해 폐기되어야 하는 재고식품
을 폐점 시간에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앱이다.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높은 프랑스는 전통적인 식재료
에 대한 관심이 많아 식재료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가 가능한 애플리케이션도 인기를 끌고 있다[36].

5. 결론 및 제언 
빅데이터와 고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니즈

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장점으로 푸드테크 산업은 앞으
로도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은 스타트업과 창업지원이 IT분야
에 집중돼 있고 푸드테크 업종 내에서도 배달앱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증가로 인한 식량부족 사태
와 악화되는 환경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푸드테크 
산업도 다양화를 추구해야 할 시점이다. 

한국은 한 해 3조원이 넘는 소고기를 외국에서 수입하
는 세계 4위의 쇠고기 수입국이다. 미국에서 이미 대체육 
유니콘 기업이 나와 대체육 시장이 세계적으로 보편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 상황은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대
체육류의 연구·개발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함을 알려준다.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투자환
경도 중요한 문제이다. 미래 먹거리를 위하여 선진국에서
는 경쟁적으로 푸드테크에 투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식품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은 평균 0.36% 
수준이다. 정부와 민간기업 모두 식품분야 R&D 투자를 
늘려야 하고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지
급하는 등 건전한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푸드테크는 식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까다로운 규제와 관리가 필수적 요소이긴 하지만 관행적
인 규제는 사라져야 한다. 식품의 안전 확보의 보장이 담
보된다면 새로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에 
대해서는 업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 푸드테크의 현황을 조사했으나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스타트업이 생성되거나 사라지는 빠
른 신산업의 트렌드를 완벽히 파악하기엔 부족하다. 이를 
토대로 향후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에서 선진 기술이 
도입된 푸드테크를 이용하는 실버세대들의 만족도에 대
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기술도 결국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편리성을 추
구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푸드테크 

Caterogy   US ROK
Distribution O2O service Food Order and Delivery, Meal kit, Food Order and Delivery
Manufacture Kitchen Robot, 3D Printer Kitchen Robot, Coffee Robot Kitchen Robot, Coffee Robot 
Agriculture Smartfarm Automated Farm, Software for farm managing Smart greenhouse, Managing
New food Future Substitute Food Plant-based meat, Cultured meat, 

Artificial egg, Finless food
Planted mayonnaise

Table 2. Food Tech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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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현황 파악을 기초 자료로 우수한 IT 인프라를 구
축해 놓은 대한민국이 세계 푸드테크 시장을 선도하는 
미래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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