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 불붙은 대체고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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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채식주의에 친화적인 나라로 손꼽히는 싱가포르
여행 블로그 Oliver’s Travels를 참고하면 싱가포르는 1인당 연간 육류소비량 71.1kg이며 채식주의 식
당 654개 등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채식주의자에게 친화적인 나라 세계 6위에 평가되고 있다. (2017
년 기준)
PETA Asia는 싱가포르를 대만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채식주의자에게 친화적인 나라로 선정
하였다. (2019년 기준)
PETA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물을 기반으로 한 식사에 대한 수요
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채식주의 산업에 대한 전망도 호의적”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싱가포르 정부
는 최초의 채식 단백질 생산 시설 설립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으며 곡물, 곰팡이, 콩류 등을 기반으로 대
체 단백질원을 생산할 계획이다.

싱가포르 식품업계에 부는 대체고기 붐
아시아에서는 식물성 육류 대안에 대한 수요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약
30% 증가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홍콩과 같은 선진 시장에서는 특히 강세를 보인다고 업계 관계자들
은 전하고 있다.
건강과 환경적인 이점에 대한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현지 많은 식당들이 채식주의자를 위한 요리
를 메뉴에 소개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특히, 싱가포르에서 대체고기 시장이 급속 성장 중이며 많은 식
당에서 메뉴 다각화와 환경친화적 먹거리의 하나로 대체고기 메뉴를 선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출처 : 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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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apores-vegan-industry-set-to-boom-in-2019/ ➍ https://www.foodprocessing.com/industrynews/2020/plant-basedfood-sales-up-11-4/ ➎ https://www.harpersbazaar.com.sg/life/best-vegetarian-vegan-restaurants-singapore/

현지에 출시된 대체고기를 대표하는 브랜드로는 ‘Beyond

재무회사인 Barclays는 대체고기 시장이 향후 10년 안에 세계

Meat’, ‘Impossible Foods’, ‘Quorn’, ‘OmniMeat’ 등이 있으며 외

육류 총판액의 10% 또는 최고 USD 140억 불을 차지할 것으로

식업계뿐만 아니라 대형 유통매장이나 온라인 사이트 등 다양한

예측하였다.

채널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다.
‘포테이토 헤드 싱가포르’에서는 임파서블 푸드사의 식물성 패

싱가포르 대체고기 시장 전망

티를 사용한 비건 메뉴를 소개하기 시작하였으며 싱가포르 전역

스트레이트 타임지와 인터뷰를 한 요식업체들에 따르면 현지

에 8개의 지점을 운영하는 로컬 현지식과 말레이 음식 전문점인

대체고기 시장이 미국 시장처럼 성공적일지 판단하기는 시기상

‘파파리치’는 임파서블 푸드사의 대체고기 패티를 사용한 로컬

조지만 대체로 잘 안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지식을 메뉴에 포함시켰다.
‘스프스푼’은 영국 대체고기 회사인 퀀과 협력하여 비육식 계열
의 수프 제품 소개하기도 하였다.
‘팻버거’대표는 “대체고기 버거를 메뉴에 포함한 이래로 시장
반응이 아주 좋다”고 밝혔다.

프라이브 그룹은 비건 메뉴 주문이 안정세를 보인다고 말하며
고객의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독특한 메뉴 개발이 필
요하다고 말했다.
버거 라보의 관계자는 자식당에서 임파서블 미트, 비욘드 미트,
옴니포크 제품을 사용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으며 가격 측면에서
임파서블 미트와 비욘드 미트가 고가여서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세계 대체고기 시장 현황과 전망

시장성이 계속 유지될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

CNN에 따르면 대체고기 제조사인 ‘비욘드 미트’의 상장가
(IPO)가 2019년 6월 570% 이상 폭등하였다.
‘임파서블 푸드’사는 2019년 5월 USD 3백만 불 투자금을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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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투자받기도 하였다.

장하고 있으며 대체고기를 이용한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는 음식점들이 증가 추세이다.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한국산 제품

Agence France-Pressed에 따르면 투자은행인 JP모건체이스

의 인지도가 높은 만큼 시장에 적합하며 현지 트렌드에 맞는 비건 제품

는 식물기반 대체고기 시장이 향후 15년 안에 약 USD 100억 불

개발 및 시장 진입을 통해 수출 확대를 도모해 나갈 필요성이 있을 것으

이상 성장할 것을 예상하였다.

▲ 싱가포르 현지에 출시된 대체고기 햄버거 및 패티

로 판단된다.

출처 : Straits Times

출처 : ➏
 https://sg.asiatatler.com/dining/plant-based-alternatives-available-in-singapore-and-where-to-find-them ➐ https://www.foodnavigator-asia.com/
Article/2020/01/08/Plant-based-OmniMeat-launches-in-Singapore-retail-with-Japan-and-UK-next-on-the-horizon ➑ https://www.livekindly.co/singaporesgovernment-just-invested-first-vegan-protein-factory/ ➒ https://www.businessinsider.sg/plant-based-chicken-alternative-meat-trend-of-year-2020-3
➓ https://cnaluxury.channelnewsasia.com/people/yuan-oeij-prive-group-vegan-local-food-singapore-12616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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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을 포함하여 2011년 창업 이래로 약 USD 7백만 불 이상의

싱가포르에서는 최근 대체고기 시장이 급속히 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