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생산

20-07호 해외트렌드

식품산업을 뒤흔드는 푸드테크: 3D 식품 프린팅
식품산업의 미래, 3D 프린터 셰프
□ 최근 이스라엘 업체에서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식물성 스테이크 제품의 상용화
계획을 발표하며 주목을 받음
- 이스라엘의 Redefine Meat社는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 실제 육류와 유사한 채식용
대체육류 제품을 생산하였으며 2020년 하반기 외식업체를 통해 판매할 계획을 밝힘17)
· 해당 업체는 식물에서 추출한 성분을 바탕으로 근육, 혈액, 지방 등 육류 조직에 필요한
성분으로 구현한 뒤,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층을 쌓아 스테이크 완제품(Alt-Steak)으로
생산함18)
· 또한 시간당 20㎏의 육류 생산이 가능하고 실제 육류 생산 시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Redefine Meat社의 3D 식품 프린터 및 대체육류 생산과정>

3D 식품 프린터

3D 프린팅 활용 대체육류 제품(Alt-Steak)

*출처 : Redefine Meat社 홈페이지(www.redefinemeat.com), 프랑스 현지매체(www.france24.com)

- 이외에도 글로벌 패스트푸드 체인 KFC가 러시아의 3D 프린팅업체와 협력하여 3D
치킨너겟 제품 출시계획을 발표하는 등19) 식품 제조업 및 외식업 등에서 3D 프린팅
기술이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음

17) 3D-printed fake meat: The healthier, greener future of food?, 프랑스 현지매체 France24, 2020-07-01
18) Interview: Redefine Meat CEO’s Insight into New Alternative Meat & 3D-Printed Food, 3D 프린팅 산업 전문매
체 3DPRINT.COM, 2020-07-01
19) Kentucky y sus nuggets impresos en 3D, 스페인 3D 프린팅 산업 전문매체 3D Printing&Design,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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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 식품 프린팅 산업은 식품 생산과정의 효율화와 개인 맞춤형 식품 생산을 장점으로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음
- 3D 식품 프린팅 기술은 캐드(CAD)20) 또는 3D 스캐너를 통해 식품원료를 적층가공
하여 3차원 식품으로 재구성하는 기술로, 이 과정에서 식품구성 비율 및 영양학적
데이터 등이 반영되어 새로운 형태와 질감을 가진 식품이나 개인별 맞춤형 식품을
생산할 수 있음21)
· 2010년대부터 3D 프린팅 기술이 식품산업에 도입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NASA)에서는 우주식량 개발을 위해 3D 식품 프린팅 기술
개발에 착수하며 3D 식품 프린팅 산업이 활성화되었음
·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 개인의 취향을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양 요구사항,
특히 알레르기 정보를 적용하여 맞춤형 식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음
- 또한 3D 식품 프린팅 기술을 활용할 경우 일반적인 식품 제조과정보다 적은 재료를
사용하여 복잡한 형태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음22)
· 자동화를 통해 반복적인 식품 생산과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일정한 속도와
생산성으로 균일한 품질의 식품을 지속 생산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소규모 업체도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미래 혁
신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2025년까지 세계 3D 식품 프린팅 시장규모는 4억
8,400만 달러(한화 약 1,010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23)
· 대표적인 3D 식품 프린팅 기술로는 압출적층 제조기술24), 선택적 소결25), 잉크젯 프린팅26),
파운더 베드 바인더 분사27) 등이 있음28)
- 2018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3D 프린팅 시장점유율이 높은 제품 유형에는 과자류
(39.0%), 반죽류(22.4%), 유제품(16.5%) 등이 있음
· 과자류 및 반죽류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생산 및 압출될 수 있어 비중이
높게 나타남
20)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설계정보를 이용하여 이를 더욱 정확하게 수정 및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21) 「세계 3D 식품 프린팅 기술 및 산업 동향과 미래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7)
22) 3D Printing Will Change the Way You Eat in 2020 and Beyond, 글로벌 공학 전문매체 Interesting
Engineering, 2020-03-27
23) 「Global Edible 3D Printing Market (2020 to 2025) - Drivers and Restraints」,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Research and markets
24) 원료를 녹여 액화 상태의 원료를 분사하여 층층이 쌓아올리는 방식
25) 가루 형태의 원료를 이용하여 원하는 부분만 열을 가하여 결합 및 응고시킴으로써 한 층씩 쌓아나가는 방식(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26) 프린트 헤드에서 노즐 등을 통해 원료를 분사하여 층층이 쌓는 방식
27) 가루 또는 고체에 가까운 물성을 지닌 층을 먼저 인쇄한 후, 다음 층과의 사이에 액체 상태의 접착재료를 붙이는 과정을
반복하여 식품을 인쇄하는 방식
28) 「식품산업의 푸드테크 적용 실태와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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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3D 식품 프린팅 시장 제품 유형별 비중(2018)>

과일 및 채소류
10.5%

육류
7.1%

기타
4.4%

과자류
39.0%

유제품
16.5%

반죽류
22.4%
*출처 : 「Global 3D Food Printing Market: Focus on Technology」,

BIS Research(2018). 「식품산업의 푸드테크

적용 실태와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9)

□ 최근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며 푸드테크(Food Tech) 산업,
특히 3D 식품 프린팅 기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함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과 함께 오염에 대한 두려움이 퍼지고, 식품 공급 차질 및
가격 급등 등의 식량안보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식품기술 분야의 혁신이
요구되고 있음29)
· 특히 3D 프린팅 기술을 바탕으로 개별 맞춤형 식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안정적인
가격 및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 전 세계 식량 공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30)
- 또한 3D 식품 프린팅 산업은 환경보호 등 식품 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주요기술로도
주목받고 있음
· 해조류나 곤충 단백질 등 대체 원재료를 통해 영양 성분을 확보함으로써 기존 식품
생산을 위해 훼손한 환경자원을 보호하고, 정량의 맞춤형 식품을 생산함으로써 낭비
되는 자원을 줄일 수 있음

29) Foodtech of the future post-COVID: Robot bartenders, insects and cannabis drinks, 유럽 스타트업 전문매체
EU Startups, 2020-07-13
30) 3D 프린팅, 음식문화도 바꾼다, 사이언스타임즈,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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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는 3D 식품 프린팅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되며 3D 프린팅
식품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레스토랑이 등장하기도 함
- 2016년 영국 런던에는 세계 최초의 3D 프린팅 레스토랑이 오픈하였으며, 제공되는
음식뿐만 아니라 레스토랑의 테이블, 의자 등 가구까지 3D 프린터로 생산하며 주목
받았음31)
<영국 3D 식품 프린팅 레스토랑 ‘푸드잉크(Food Ink)’>

*출처 : 푸드잉크(Food Ink) 홈페이지(foodink.io)

- 일본 도쿄에서는 고객의 건강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는 3D
프린팅 레스토랑 ‘스시 싱귤러리티(Sushi Singularity)’를 오픈할 예정임
· 레스토랑에 방문하고자 하는 고객이 사전에 건강진단키트를 제출하면 레스토랑은
고객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영양 요구사항을 반영한 초밥을 제공하며, 이 과정에서
3D 프린터, 로봇 팔 등이 초밥을 생산함32)
<일본 3D 식품 프린팅 레스토랑 ‘스시 싱귤러리티(Sushi Singularity)’>

초밥 생산시스템

고객용 건강진단키트

*출처 : 스시 싱귤러리티(Sushi Singularity) 홈페이지(www.open-meals.com/sushisingularity)

31) Is this the future of fine dining? Restaurant where all the food and even the table is 3D printed - but
it will cost you £250 a head, 영국 현지매체 Dailymail, 2016-07-15
32) 3D Printing Will Change the Way You Eat in 2020 and Beyond, 글로벌 공학 전문매체 Interesting
Engineering,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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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미국의 3D 프린팅 스타트업 BeeHex社는 유지, 단백질 등 성분을 사용하여
30 년간 보관이 가능한 우주식량용 피자를 생산한 바 있으며 2017 년에는 기술을
개선하여 6분 내 피자를 생산할 수 있는 프린터를 개발하였음
<미국 BeeHex社 3D 피자 프린터>

3D 피자 프린터

3D 피자 프린팅 공정

*출처 : 글로벌 로봇 전문매체 Robot Gizmos(www.roboticgizmos.com), Beehex社 유튜브채널(www.youtube.com/watch?v=0I_gJbyXC5I)

□ 소비자가 익숙함을 느끼는 기존 식품과 유사한 맛, 풍미 등을 구현하는 기술력 증진과
3D 프린팅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인지도를 확대하는 것이 3D 식품 프린팅 산업 성장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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