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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말씀
지난해 12월, 싱가포르에서는 실험실에서 인공 배양을 통해 만든 ‘배양육’제품 판매를 세계 최초로 승인하여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배양육은 동물의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만든 인공육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증가, 식량안보에
대한 세계적 관심 증대 등으로 인해 관련 기술과 산업의 꾸준한 성장이 진행되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급격히 증대되면서 환경문제 측면에서도 육류를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양육은 생산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큰 비용이 소요되고, 배양육 섭취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문제에 대해서도
완벽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며, 이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 노력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배양육 관련 기술 개발과 관련 산업 분야 성장은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인류의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는 식품산업 트렌드 변화에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배양육의 기술적·제도적 환경과 한계를 알아보고 미래 전망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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