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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ey to managing livestock carcasses in Japan can be summarized in (1) a ban on 

self-treatment (disposal) by farmers, (2) a regional management system by specialized 

organizations (subcontracting), and (3) a value-added strategy for by-products. And 

traditional methods of disposing of livestock carcasses are evolving towards advanced 

technologies, and the legal aspects (administrative factors) are also gradually tightened 

up. Due to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in South Korea, the management of livestock 

carcasses is challenging. Consequently, managing livestock carcasses on farms should 

be as simplified as possible. Furthermore, integrated management is required at the 

national level to prevent animal health problems and diseases on farms. In particular, the 

whole process of livestock carcass management (generation, storage, transportation, 

specialized organizations, resource recycling) should be monitored in a transparent 

system.

Key words : Livestock, Environment, Livestock carcass, Rendering, Resource recycling

서 론

집약적인 가축 사육에 따른 가축 폐사체의 상시적 발생

은 필연적 결과물이다. 국내에서의 가축 폐사체 발생 규모

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어려우나 연간 소 98천두, 돼지 

5,700천두, 78,000천수로 추정되고 있다 (Kim et al., 2020). 

가축 폐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은 매몰 (Burial), 연소 (Bur-

ning), 소각 (Incineration), 랜더링 (Rendering), 퇴비화 

(Composting), 혐기성 소화 (Anaerobic digestion), 알칼리 

가수분해 (Alkaline hydrolysis) 등이 이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Arias et al., 2018; Chowdhury et al., 2019), 

각각 방법들은 기술적 ‧ 경제적 ‧ 환경적 장단점을 가진다. 

예로서 가축 폐사체를 처리하는 가장 전통적인 매몰 방식

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인 동시에 침출수

나 병원균 등 잠재된 환경적 위해 요소들이 지적되기도 한

다. 랜더링 (Rendering) 방식은 가축 폐사체와 동물의 부산

물을 균일한 입자로 분쇄 후 가열 공정을 거쳐 지방과 단백

질 성분, 물 등으로 분리하고, 유용한 원료인 육골분 (Meet 

and bone meal, MBN) 또는 동물성 기름을 생산할 수 있다. 

동물성 기름은 비누 또는 세제 등을 제조하는 화장품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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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나 화학공업 등에서 원료로 이용될 수 있으며, 그 자

체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설에서 발

생하는 가스 및 악취, 고농도의 유출물이나 고가의 시설비

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Gwyther et al., 2011; 

Chowdhury et al., 2019).

국내에서도 가축 폐사체의 처리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가 시도된 바 있다. 농업적 재활용을 위한 연구로는 가축 

폐사체의 비료가치 평가 (Seo et al., 2011), 가축 폐사체 랜

더링 부산물의 산 ‧ 알칼리분해 특성 분석 (Seo et al., 2012) 

및 가축 폐사체 유래 액상부산물의 액비 활용 가능성 평가 

(Seo et al., 2013), 랜더링 방법으로 처리된 가축 폐사체의 

퇴비화 재활용을 위한 톱밥 배합 비율 특성 평가 (Choi et 

al., 2013), 고온혐기성 소화에 의한 가축 폐사체 처리 타당

성 검토 (Kim and Sung, 2008) 등이 있으며, 가축 폐사체

의 매몰지 등 처분 후 사후관리에 대한 연구로는 가축 매몰

지의 사체분해특성 및 지하수, 악취 등 환경영향 저감 방안 

(NIER, 2011a, 2011b, 2011c; Hannam University, 2012; 

NIAS, 2014; Kangwon National University, 2017) 등 가

축 매몰지로부터의 2차 환경오염 특성에 관한 연구와 함

께 살처분 대상 가축 안전처리를 위한 단위기술 연구 

(NAS, 2011; NIAS, 2013; Sunchon National University, 

2014; Boo-Kang Tech. Co., Ltd., 2016)가 수행된 바 있다. 

Seol and Kim (2016)은 가축전염병 등으로 대량 매몰된 

가축 폐사체의 처리를 위한 사축처리센터의 필요성을 제

시한 바 있으며, 이처럼 가축 폐사체 관리에 있어서는 처리

를 위한 단위기술 이외에도 지역단위 공동형 가축 폐사체 

처리 조직체의 필요성 또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가축 폐사체에 대하여 “산업폐기물”

로 분류하고 있으며, ｢화제장 (化製場)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가축 폐사체 발생과 처분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

고 있다. 여기서 화제장 (化製場)이란 지역단위 공동형 가

축 폐사체 처리 조직체의 개념으로서 가축의 고기, 가죽, 

뼈, 장기 등을 원료로 피혁, 유지, 아교, 비료, 사료 기타 물

건을 제조하기 위해서 마련된 시설을 말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축 폐사체를 적정 처리하고 있는 해

외 선진사례 중에서도 일본의 지역단위 공동형 가축 폐사

체 처리 시스템인 랜더링 처리 기반의 화제장 (化製場) 및 

이와 관련된 법률에 대하여 조사 ‧ 분석하고 우리나라 실정

에 맞는 가축 폐사체 관리방안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

련하는 데 있다.

재료 및 방법

일본의 가축 폐사체 관리와 관련된 법률적 현황은 ｢폐기

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과 ｢화제장 등에관한 법률｣

을 중심으로 가축 폐사체에 대한 법률적 정의, 분류 체계, 

취급 및 처리방법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군마현에 소재한 랜더링 처리 기반의 화제장을 방

문하여 해당 시설의 담당자 및 군마현 담당자와의 면담 내

용과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일본의 화제장 운영사례를 분

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일본의 가축 폐사체 관리에 대한 법률적 현황 분석

(1)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가축 폐사체의 정의 

및 분류

일본에서의 가축 폐사체에 대한 적정 취급 및 관리는 크

게 ｢환경성｣ ‧ ｢후생노동성｣ ‧ ｢농림수산성｣에서 산업폐기

물 측면과 위생성 측면에 대해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기본적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 폐사체는 ｢폐

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산업폐기물”로 

분류되어 ｢화제장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가축 폐사체

를 취급 ‧ 처리하고 있다.

가축 폐사체의 법률적 정의 및 분류체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서 “폐기물”을 쓰레기, 대형 폐기물, 석탄재, 오니, 분뇨, 

폐유, 폐산, 폐 알칼리, 동물의 사체 기타 오물이나 찌꺼기

로서 고형 또는 액상물로 정의하여 “동물의 사체”를 포함

Table 1. Classification of industrial waste in Japan.

Category 20 items designated in the law

Cabinet order 

of waste 

management 

and Public 

cleansing law, 

Article 2

Waste paper†, Waste wood†, Waste textile†, 

Animal and plant residues†, Unwanted 

animal solid matter†, Waste rubber, 

Waste metal, Waste glass-concrete-ceramic, 

Waste casting sand and slag, Bricks, 

Livestock excreta (limited to livestock 

farming)†, Animal carcass (limited to 

livestock farming)†, Cinder, Sludge, 

Waste oil, Waste acid, Waste alkali, 

Waste plastics, Dust, Waste generated by the 

treatment of the above 19 industrial wastes

†Denotes that there are restrictions depending on the type of indu-

stry that the waste-discharging enterprise belong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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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Table 1), 같은법 시행령 제2조를 근거로 농

축농업에 한하여 동물의 사체를 “산업폐기물”로서 명확

히 규정하고 이를 처리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2) 화제장 등에 관한 법률: 가축, 화제장 및 사망가축 취급

장에 대한 법률적 정의와 범위

｢화제장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는 “화제장”과 “사

망가축 취급장”에 대해 법률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화제

장”이란 가축의 고기, 가죽, 뼈, 장기 등을 원료로 피혁, 유

지, 아교, 비료, 사료 기타 물건을 제조하기 위해서 마련된 

시설로서 도도부현 (都道府県)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을 

말하며, “사망가축 취급장”이란 가축 폐사체를 해체하고 

매몰하거나 최종 처리하기 위한 시설 또는 구역에서 “사망

가축 취급장”으로서 마찬가지로 도도부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화제장 등에 관한 법

률｣에 근거한 “화제장”과 “사망가축 취급장”의 관리는 해

당 시설의 허가를 포함한 일련의 행정 사항을 모두 지자체

에서 관리하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화제장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는 대상이 되

는 “가축”에 대하여 소, 말, 돼지, 면양, 염소로 축종 범위를 

한정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8조에 근거하면 “가

축, 어패류 또는 조류의 고기, 가죽, 뼈, 장기 등을 화제장 

또는 이와 비슷한 시설에 공급하기 때문에 이들 물질의 저

장과 그 저장 시설에 준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화제장” 또는 “화제장에 준용하는 시설 (어패류 및 조류 

취급)” 및 “사망가축 취급장”에서의 취급 범위는 상기 “가

축”에 해당되는 축종뿐만 아니라 어패류 및 가금류까지 해

당 된다고 볼 수 있다.

(3) 화제장 등에 관한 법률: 화제장 및 사망가축 취급장에

서의 가축 폐사체 처리 규정

가축 폐사체의 해체 및 소각 그리고 이를 이용한 부가가

치를 발생시키는 물질의 제조 등에 대하여서는 ｢화제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근거 하에 지정된 시설 이외에서의 

임의적 처리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 즉, 가축의 고기, 

가죽, 뼈, 장기 등을 원료로 하는 피혁, 유지, 아교, 비료, 사

료 그 기타 물질의 제조는 “화제장” 이외의 시설에서 이를 

행하여서는 안 되며, 사망 가축의 해체 ‧ 매각 (埋却) ‧ 소각

은 “사망가축 취급장” 이외의 시설 또는 구역에서의 처리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4) 화제장 등에 관한 법률: 가축의 사육 및 수용시설의 허가

｢화제장 등에 관한 법률｣ 상 “화제장” 및 “사망가축 취

급장”의 설치 신청 및 허가, 구조와 설비 기준, 운영 관련 

신고 등 구체적인 행정업무는 각 지자체 조례에 위임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해당 지역에서의 가축의 사육 및 

수용시설의 허가와 관련된 규정도 포함되어 있는데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제2조에 의하면 도도부

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 구역 내에서 정령으

로 정하는 종류의 동물을 그 사양 또는 수용을 위한 시설에

서 해당 동물을 사육하거나 수용할 경우 동물의 종류별로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정령으로 정

하는 동물의 종류는 소, 말, 돼지, 면양, 염소 이외에도 개, 

닭, 오리 등이 추가로 명시되어 있다.

(5) 화제장 등에 관한 법률: 벌금, 벌칙 및 환경위생감시원의 

역할

｢화제장 등에 관한 법률｣ 에서는 가축 폐사체에 대한 취

급 ‧ 관리 및 시설 관련 규정 이외에도 제10조, 제11조 및 제

12조 근거에 따라 “화제장” 또는 “사망가축 취급장”의 설

치 및 운영 등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벌금 또는 

벌칙에 대한 근거 기준을 두고 있다. 또한 별도의 “환경위

생감시원”을 설치 (같은 법 시행규칙)하여 해당 시설 제반

의 운영사항 등 (공중보건 상 필요한 기준 등)에 대한 감시 ‧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6) 기타 관련 법률: 가축 폐사체 유래 비료 및 사료화

“화제장”에서의 일반적인 랜더링 처리방식은 동물성 

기름 추출, 건조 ‧ 분말화, 비료 ‧ 사료 등 원료를 생산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가축 폐사체 유래 비료화 및 사료화

는 기본적으로 ｢비료단속법｣과 ｢사료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개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일례로서 비료화의 경우 ｢비료 단속법에 따라 보통

비료 공정규격을 정하는 등의 건｣고시에 따라 “유기질비

료”로서 “육골분”, “육부산분말”, “생골분”, “부산동물질

비료” 등의 종류를 구분하여 “함유해야 하는 주성분의 최

소량”, “함유를 허용하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및 기타 제한

기준과 관련 사항을 지키도록 명시되어 있다. 사료 관계 법

령 중 ｢사료 및 사료 첨가제의 성분 규격 등에 관한 성령｣

에서는 동물 유래 단백질 또는 동물 유래 단백질을 원료로 

하는 사료의 성분 규격 및 제조방법 등의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농림수산소비안전기술센터에서는 이와 같은 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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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개량 및 사료 관계 법령, 각종 신청 ‧ 신고 ‧ 보고절차, 

표시 가이드 (보증표 기재 등) 등에 대해서 자세하고 구체

적인 정보들을 웹 기반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FAMIC, 

2021). 특히 동식물 유래 비료 및 사료화의 경우 제조기준

에 적합하여 허가된 (농림수산부장관의 확인 ‧ 허가를 받

은 공정) 전국 사업장의 대한 리스트도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대상 사업장은 “동물 유래 단백질 등”, “육골분 등을 

이용한 애완동물 사료 및 애완동물 식품용 육골분 등”, “비

료용 육골분 등”, “소의 등뼈 등이 혼합되지 않은 비료 제

조공정” 등으로서 대부분이 “화제장”인 것을 알 수 있다.

2. 군마현 화제장 운영사례 분석

(1) 군마현의 축산 현황 및 가축 폐사체 관리 개요

군마현은 동경으로부터 북서 방향으로 약 250 km 부근

의 내륙지방이며, 축산업이 발달된 지역이다. ’21년 기준

으로 젖소 34,000두 (503호), 육용우 55,000두 (573호), 돼

지 629,600두 (212호), 산란계 8,033천수 (53호), 육계 1,460

천수 (27호)가 사육되고 있다 (Gunma Prefecture, 2021).

군마현 중심으로는 나가노현과 사이타마현 외에도 이

바라키현, 토치키현 등 여러 현 단위 지역이 위치해 있으며 

각 지역으로부터의 일부 가축 폐사체도 이송하여 군마현 

화제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축 폐사체 중에서

도 돼지와 닭은 주로 관내에서 수거 ‧ 처리하는 것이 대부

분이며, 소의 경우는 군마현 외 기타 지역에 적정 처리장이 

없는 관계로 비교적 먼 거리의 지역으로부터 수거하여 처

리하고 있다.

가축 폐사체 운반에 따른 비용 산정 등은 축산농가 (또

는 도축장), 화제장, 운송업체가 상호 협의하는 구조를 가

진다. 기본적으로는 가축 폐사체 발생 시 축산농가부터 화

제장까지의 운송은 전표제도 (산업폐기물 전표)를 기반으

로 축산농가와 민간운송업체와의 위탁계약을 통해 이루

어진다. 가축 폐사체 운송업체는 화제장 입장에서 원료를 

조달하는 중간조직체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항상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Figure 1은 가축 폐사체 발

생 시 운송업체와 처리업체와의 운송 및 관리체계에 대해

서 나타냈다.

기본적으로 가축 폐사체 발생 시에는 수의사가 법정전

염병 여부를 판단하여 검안서 작성 등의 행정처리 통해 최

종 처분된다. 한편, 전염병이 발생 할 경우 가축 폐사체의 

운반을 전면 중지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별도의 프로그램

으로 관리된다. 법정전염병 가축 폐사체의 경우는 해당 지

자체 조례에 따라 관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군마현에서 가축 폐사체 발생 시 돼지나 닭의 경우는 

일반적인 처리 흐름에 따라 축산농가로부터 운송업체를 

통해 화제장으로 이송되어 재활용된다. 단, 소 (45개월령 

이상)의 경우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축위생연구소에서 

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소해면상뇌병

증) 검사를 한 후 화제장으로 이송되어 최종처분는데 이때

에는 BSE의 유무와 관계 없이 재활용을 하지 않는 것이 특

징이다. Figure 2는 군마현에서의 일반적인 가축 폐사체 

발생 시 처리 흐름에 대하여 나타내었으며, Figure 3은 축

우 폐사체의 발생 시 처리흐름에 대하여 나타내었다.

(2) 군마현 화제장의 운영관리

군마현 화제장은 1971년도에 설립된 이후 수처리 시설 

및 식용 유지 설비 등 가축 폐사체 처리와 관련된 각종 제반 

시설들을 보완하여 1986년도에는 동식물 유지 JAS규격을 

취득하였으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JLBA, 2004). 군

마현 화제장의 1일 처리 규모는 전체 약 250톤 정도이다. 

수거되는 도축부산물과 가축 폐사체는 대부분 사료 및 비

료 원료인 육골분 (MBN), 식용 기름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

다 (Figure 4). 특히 육골분의 제조 시에는 ｢비료단속법｣ ‧ 

｢사료안전기본법｣ ‧ ｢BSE특별조치법｣에 근거하고 있다. 

군마현 화제장에서는 가축 폐사체 이외에도 도축부산물인 

원피, 골, 내장 및 식품 불가물질을 수거 ‧ 처리하고 있으며, 

도축부산물과 가축 폐사체의 처리 비율은 약 7:3 정도로서 

도축부산물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Figure 1. The transportation and management system of animal carcasses in Japan based on industrial waste control manif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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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마현 화제장은 크게 총무부, 영업부, 업무부, 제조부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본 사업장에서 가장 핵심적

인 역할을 수행하는 제조부의 경우는 그 역할별로 5개의 

과로 나누어져 있다. 가축 폐사체 및 도축부산물을 최종 처

리함에 있어 제조부 제1과는 뼈, 내장, 사망가축의 화제 

(化製)처리, 제2과는 가금류의 털 처리, 제3과는 사료 ‧ 비

료 제품의 마무리, 제4과는 원피 처리, 제5과는 생 지방물 

처리로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 Figure 5에는 군마현 화제

장의 조직도 및 업무구성 모식도를 나타냈으며, Table 2에

는 군마현 화제장 제조부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에 대하여 

나타냈다.

군마현 화제장 제조부의 각 부서별 를 세부내용은 다음

과 같다. 제1과는 돼지와 닭을 육골분 또는 동물성 단백질 

(단백질 함량 55% 이상) 형태로서 돼지 및 닭의 배합사료 

원료를 생산하며, 이때 소의 경우는 전량 소각처리하고 있

다. 제2과는 가금류의 깃털을 분쇄 및 적정 처리한 후 질소

(A) (B)

Figure 4. The products of raw materials for fertilizer (A) 

and edible fats (B) derived from slaughter by-products and 

animal carcasses produced in Gunma Prefecture, Japan.

Figure 2. The management system for animal carcasses in Gunma Prefecture, Japan.

Figure 3. The management system for a dead cattle in Gunma Prefecture, Japan (JLIA,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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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비료를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제3과는 사료 및 비료의 

원료가 되는 제품을 마무리하는 단계로서 제품의 입자크

기를 2 mm 이내로 균질하게 하는 작업을 한다. 제4과는 

원피에 있는 지방을 제거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며 처리 후

의 가죽은 관련 업체에 판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과

는 육질에 붙어있는 생 지방물을 분리하여 식용기름이 되

는 원료로 전처리 한뒤 산도, 색도, 냄새를 적정하게 후처

리하여 투명한 제품형 기름으로 생산한다. 이는 돈가스 등

의 튀김 기름으로 주로 사용되며 소비자가격은 약 25,000~ 

30,000원/15 kg에 형성되어 있다.

결 론

일본에서는 축산업 유래 가축 폐사체에 대해 “산업폐기

물”로 명료하게 분류하고 있다. 또한 가축 폐사체를 발생

에서부터 운송 및 최종처분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인 ｢화

[Section 4]

-Leather (hides/skins)

[Section 5]

-Fats

Organization chart of the rendering plant

 in Gunma Prefecture, Japan

 Collecting of Raw 

material 

[Section 2]

-Poultry feathers
Edible fats facility

Business 

department
Transportation

[Section 3]

-Production of raw materials for feed and 

fertilizer

Quality control 

department

General affairs 

department
Maintenance

Representative director 

Managing director Managing director

[Section 1]

- Rendering treatment

Manufacturing 

department

Administration 

department

Figure 5. The organization chart of the rendering plant in Gunma Prefecture, Japan.

Table 2.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nufacturing department of rendering plant in Gunma Prefecture, Japan.

Manufacturing department Details

Section 1 Rendering treatment

- Producing raw materials of mixed feed for pigs or chickens

- Pigs and chickens: Meat and bone meal (MBM) or animal protein (protein content of 55% 

or more)

- Cattle: Incineration treatment

Section 2 Poultry feathers
- Production of raw materials for nitrogen fertilizers

- After crushing the feathers of poultry, it’s properly treated

Section 3
 Production of raw materials 

for feed and fertilizer

- The final step for productization

- Product: Raw materials for feed and fertilizer (from sections 1 and 2)

- Homogenization: Particle size to within 2mm

- Remove impurities

Section 4 Leather (hides/skins)
- To remove or recover with fat from the skin/hide

- Selling the leather to a related company

Section 5 Fats

- Pre-treatment: Separate raw fat from meat

- Post-treatment. Acidity, color, smell

- Product: Edible fats

- It’s mainly used as frying oil (pork cutlet, etc.)

- Price: 25,000~30,000won/15kg (consumer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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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장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지역단

위 공동형 가축 폐사체 처리 조직체를 운영하므로서 농장 

내에서의 임의적인 가축 폐사체 처리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가축 폐사체는 ｢폐기물관리

법｣ 제2조에 의해 “폐기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

행령 제2조제7호 근거에 따라 1일 평균 300킬로그램 미만

인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관리되고 있다. 즉 축산농가

에서 발생하는 가축 폐사체가 상기 조건에 해당 할 경우 

“생활폐기물”로 구분되어 처리해야 하나 가축 폐사체의 

특성 상 부패되기 쉽고 질병이 전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를 적정 처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

다. 따라서 가축 폐사체 관리가 어려운 국내 환경 여건 상 

축산농가에서 상시 발생하는 가축 폐사체의 관리는 최대

한 단순화하여 농장 내에서 불필요한 위생 ‧ 방역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 관리해야 할 필요

성이 있다.

일본의 가축 폐사체 관리에 대한 핵심은 농가 자가처리 

금지, 전문 위탁처리 조직체의 지역단위 체계화, 부산물의 

부가가치화 전략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철저한법률 및 행

정적 원칙하에 적정 단위기술을 채택하고 있다. 기술적 요

소는 전통적인 가축 폐사체 처리 기술이 시대에 맞게 점진

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법률과 행정적 요소 또한 점차적

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통합적인 가축 폐사체 관리를 위해

서는 우선 환경, 경제,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는 순환형 농

축산업으로서의 시각이 필요하며, 수의방역적 문제를 철

저히 고려하여 법률과 행정의 통일성이 현실에 부합하도

록 체계적인 법률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처리기술

의 환경 ‧ 위생 ‧ 경제성 및 관리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지역

적 특성에 적합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중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축 폐사체 관

리 통합 시스템은 발생 농가로부터 보관, 이송관리, 위탁

처리 (지역단위 공동형 가축 폐사체 처리 조직체), 자원화 

및 악취관리까지의 전과정 모니터링이 투명하게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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