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rk Line
유통·소비정보

대체육에 대응하는
식육 문화의 개선 방향성
- 지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1. 부상하는 대체육 시장과 그 원인
최근 대체육에 대한 이슈가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다. 10
여 년 전부터 콩으로 만든 고기가 있었지만 식감이나 맛이
대체 불가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기업에서도
이 준 범 영업혁신부문장
(주)선진 식육유통 BU

대체육을 신제품으로 내놓을 정도로 산업화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기사를 보면 (그림 1)과 같다.
또 전통적으로 육식이 주식인 유럽연합과 호주의 육류
소비량이 정체 또는 감소 추세라는 기사도 최근에 볼 수가
있었다.
먼저 축산대국이라고 알려진 호주는 2020년 25년 만
에 육류소비량이 최저치를 기록했다. 시장조사회사인
IBISWorld는 호주의 1인당 육류소비량이 연간 99.5kg
으로 이는 1996년 이후 최저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올해 육가공산업이 10% 감소해 222억달러로 줄어
들 것으로 예측했다.
IBISWorld의 수석 산업분석가인 Suzy Oo는 육류소비
가 감소한 것에 대해 “지난 5년 동안 국내 육류가격이 연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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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대체육 시장에 뛰어드는 대기업들
(단위 : 백만톤) <자료제공=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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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3.1% 상승해 그에 대한 대안을 채식에서 찾은 것으로 보인다”며 “비건의 인지도가
꾸준히 상승해 식물기반 제품시장이 확대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전했다.
유럽연합의 육류소비량 감소는 ASF에 의한 생산량 감소에 기인한 듯도 하다.

2. 우리나라의 육류소비량
(그림 3)을 보면, OECD 국가 평균 육류소비량보다는 못 미치나 아시아 중 육류소
비량은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유독 돼
지고기의 소비가 높은 나라임을 통계치를 보면 알 수 있다(그림 4). 그리고 꾸준히 육
류소비량이 증가하고 있고 2020년에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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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국가별 1인당 연간 육류소비량

(그림 4) 주요 국가별 육류소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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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1인당 연도별 육류소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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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우리나라 양돈·식육산업의 환경은 타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좋다고 할 수
있다. 아마도 세계적으로 독특한 구이 문화·삼겹살 문화가 그 근본적인 이유가 아
닐까 유추해 본다. 그렇다. 우리나라에서 돼지고기는 축제이고, 모임이고, 캠핑이며,
회식이다.
또 삼겹살의 연상단어는 친구이고, 직장동료이고, 가족이기에 그러한 연상을 자연
스럽게 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돼지고기 사업을 하기 좋은 환경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잘 만들어진 고기 문화·삼겹살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3. 지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그럼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할까?
젊은 세대, 즉 MZ세대들은 삼겹살 문화·구
이 문화에 아직 익숙하기도 전에 대체육, 세계
육류소비량 감소 등을 체감하고 있다. 그러므
로 현재까지 잘 만들어진 구이 문화·고기 문
화·삼겹살 문화의 연상 단어를 좀 더 즐겁고,
가족친화적이고, 건강지향적으로 계승·발전
해 나가야 하겠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방에 대한 인
식이다. 지금까지 ‘지방은 살찌고, 동맥경화, 콜
레스테롤’ 등의 연상을 일으켰는데, 최근 지방
은 ‘맛있는, 부드러운’이라는 긍정적인 연상을
일으키고 있다.
대형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삼겹살을 구매한
고객의 댓글을 AI로 분석해 보았다.
지방에 대한 반응이 긍정 50%, 부정 50%로 나타났다. 긍정은 ‘부드러운, 너무 맛
있는, 고소한’과 같은 맛에 대한 긍정 표현이 대부분이었고, 부정은 ‘과지방, 떡지방’
과 같은 삼겹살의 지방 분포에 대한 부정 표현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최근 대형 프랜차이즈에서는 ‘미식가 삼겹살’이라고 해서 지방이 많이 분포한
삼겹살을 일반 삼겹살보다 20% 더 고가에 판매하고 있는데, 거의 매일 한정 판매분
이 완판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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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의 지방 중 40~45%는 상당히 유익한 불포화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육류에 비해 높은 불포화 지방산 비율인 것이다.
고기 문화·구이 문화·삼겹살 문화에서 부정적인 요소는 딱 하나인 듯하다.
‘지방’. 그 오해로 출발된 지방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MZ세대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그 오해를 풀어나가야 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 베이비부머 세대와 X세대들
은 지방을 안 좋은 물질로 인지하도록

◆ 불포화 지방산의 효능 ◆

교육받았고,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는

① 혈당 조절기능

객관적인 시각으로 지방을 바라보기 시

② 면역기능 증강

작한 것 같다.

③ 혈관 확장

실제로 돼지고기의 지방 중 40~45%

④ 노화 방지

는 상당히 유익한 불포화 지방산으로 구

⑤ 각종 성인병 예방

성되어 있다. 다른 육류에 비해 높은 불

⑥ 콜레스테롤 합성 억제

포화 지방산 비율인 것이다.

⑦ 비정상적인 세포(암세포 등) 증식 억제

불포화 지방산 비율은 어류·오리가
가장 높고, 돈육도 높은 편에 속한다.

⑧ 심장질환에 이로우며 포화 지방산을
산화시켜 체중 감소 효과

요리 기법 중에 기름을 요리에 끼얹
는 ’아로제’라는 기법이 있다. 삼겹살을
맛있게 굽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소에서 삼겹살을 구울 때 나오는 지방은 정
말 맛이 좋아서 굽고 있는 삼겹살에 끼얹어 주어야 제맛이 난다고 한다.
그렇다. 고기 문화·구이 문화·삼겹살 문화·축제 문화에서 부정적인 요소는
딱 하나인 듯하다. ‘지방’. 그 오해로 출발된 지방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MZ세대들
에 의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그 오해를 풀어나가야 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문의사항
상기 원고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글쓴이 메일로 문의바랍니다.
글쓴이 e-mail : jblee@s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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