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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현재 한국 축산업은 대공황 수준의 어려움이 도
처에 도사리고 있다. 사료 곡물 가격의 인상, 경기 
불황, 수입 축산물(부산물 포함), 한국 돼지 사육 
두수의 과잉으로 인한 가격 폭락, 소고기, 돼지고

기의 선호 부위와 비선호 부위간의 심각한 가격 
편차, 비선호 부위의 재고 축적 등으로, 비선호 부
위 소고기에서 단백질을 추출하여 과자를 만들어 
성공했다는 웃지 못할 기사를 접하기도 한다. 이
와 같은 상황이 매번 몇 년 주기로 반복되고 있으

면서도 근본 원인이 치유되지 않고 임기응변식의 
처방만으로 그 순간만을 피해가는 방법으로 대처

해 왔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한국의 축산정

책이나 모든 면에서 쏠림현상이 너무 심각해서 나
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소고기

는 마블링, 돼지고기는 삼겹살과 목살에 너무 많
은 쏠림이 있어 문제인 것 같다. 그러다보니 위 부

위들을 제외한 고기 값은 형편 없이 낮고 선호부

위는 부족하다보니, 현재와 같은 축산공황 시대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우리나라 식육산업(
도축업 포함)은 비정상적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어 
도축 부산물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버려지는 부산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최대한 이
용하지 못하므로 도축장 수익 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70~80년 전부터 
도축 부산물(By product)에 대해 재활용을 하여 가
치를 극대화시켜 도축장 수익구조에 큰 기여를 하
고 있다. 도축부산물 중의 하나인 혈액 재활용에 
대하여 국내 현황과 외국 사례를 비교하면서 설명

코저 한다(Kim 등, 2012; The Korean Society of 
Veterinary Public Health,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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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국내현황 

현재 국내 도축장에서 도축 과정 중에 생산되는 
혈액은 전통식품인 순대와 선지가 일부 사용되고 
일부는 열처리하여 사료 및 비료로 만들어지고 있
다. 사료로 활용되는 혈분이 2004년 제주도에서 
발생한 돼지 열병의 원인으로 밝혀져 공식적으로 
혈분을 사료로 금하고 있다. 또 사료관리법에 의거 
동물성 단백질은 사료로 쓸 수 없게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재활용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는 상태이다. 
그러면 국내 ·외 혈액활용을 비교해 보고저 한다. 
표 1에서와 같이 국내에서 혈액은 활용도가 매우 

낮고 그 가치에 대한 인식도 매우 낮다. 대한민국과 
외국에서 도축장 혈액에 대한 인식은 엄청난 차이

를 보이고 있다. 
첫째, 피를 뽑는 방법에 대한 인식과 채혈하는 것

이 위생적이지 못하고 보관온도에 대한 법적인 기준

이 없어 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외국에서는 심지어 중국에서 조차 가축혈액을 자

원으로 인식하여 재활용하는 추세이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원시적인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금년 1월 23일자 관보에 “식품 및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혈액은 위생적으로 오염되지 
않게 채혈을 하여야 한다”고 고시하였으나 이마저

도 유통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어 반쪽의 상태로 남
아있다. 가축혈액을 유통하려면 온도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위생

적으로 채혈하였다 하더라도 세균의 증식을 막지 
못하므로 3℃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는 부분이 빠져

있다. 

2. 국내 가축혈액 현황 

가. 채혈 

가축혈액을 자원화 하기 위해서는 채혈 및 보관

냉각이 우선적으로 고려 및 실행이 되어야 한다. 

그림 1. 국내 도축장 채혈 현장

표 1. 국내·외 혈액 사용 비교

국  내 국  외

활용빈도 혈액의 제한적인 활용 미국,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 네덜란드, 일본, 중국 등에서 
동물혈액을 적극적으로 활발히 이용

활용 분야 극소량 식용(선지)으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하고 도축장에서 

나오는 혈액 전량폐기

ᆞ혈분 → 사료첨가제
ᆞ혈장분말 → 식품첨가제
ᆞ헤모글로빈 분말 → 발색제, 향신료, 성장촉진제
ᆞ글로빈 분말 → 사료첨가제, 의약품 첨가제
ᆞ글로빈 펩타이드 → 의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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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혈액 총 생산량 

위의 표 2에서와 같이 한국에서 사용 가능한 돼
지 혈액 연간 생산은 4만톤 내외, 소 혈액 1만톤 내
외 합계 5만톤 정도로 추정할 수 있으며, 사용가능

한 혈액량은 이중 60~70% 정도인 3.75만톤 정도

로 예측한다. 나머지 30~40% 정도는 폐수처리장

으로 방류 및 수집하여 비료화 하는 과정을 거치

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도축장 구조조정이 진행 되고 있어 

향후 5년 후 활용도는 지금 예측하는 것보다 10~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면 생산된 혈액을 자원화(식용 및 사료용)하

기 위해서는 위생적인 채혈(외부와 노출 되지 않게 
기계적으로 채혈)과 같은 전제조건이 따른다. 
참고적으로 혈액에 관한 EU규정을 보면 “식용

혈액은 신선육과 같은 규정에 따른다” 라고 규정 
하고 있다. 

표 2. 국내 가축혈액 생산량 및 방혈량

구 분
2008년 2009년

소 돼지 합계 소 돼지 합계

도축두수
(등급판정기준)

769,432 13,805,582 14,575,014 815,010 13,929,652 14,744,662

도체평균혈액
(방혈량)

15L 3L 15L 3L

총방혈량(ton) 11,541 41,416 52,957 12,225 41,789 54,014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 자료)

그림 2. 해외 도축장 채혈 현장

그림 3. Hollow Knife

◈ 특허 받은 위생적인 디자인

◈ 자체 유지보수

◈ 자동 항응고제 투약

◈ 교환 가능한 나이프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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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1774. Animal by product 
Category Ⅰ = 유예폐기물 (SRM 포함) 소각처리 
Category Ⅱ = Rendering 처리 
Category Ⅲ = 생축검사, 도축검사 모두 합격

이 규정에 의거 CategoryⅠ에 포함되는 혈액은 
소각되고, Category Ⅱ에 포함되는 혈액은 매립 및 
비료로 활용되며, 오직 Category Ⅲ에 속하는 혈
액만이 식용 및 사료용으로 활용된다. 

Category Ⅲ 혈액은 “생체검사를 통과한 건강한 
동물로부터 채혈한 혈액만을 도축검사 확인 후에 
사용할 수 있고, 혈액은 반드시 위생적으로 채혈 
되어야 하며, 다른 신체부위나 오물로 인한 오염

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혈액의 활용 

여기서 언급하고자 하는 활용방안은 Category Ⅲ
에 속하는 혈액만을 안정적으로 이용하여 부가가

치를 높이는 방안과 혈액 중 가장 큰 주성분인 혈장

과 헤모글로빈을 위생 분리하여 가공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현재 구체적으로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인 혈장 

분말과 헤모글로빈 분말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중국, 러시아 등에서 양돈산업

의 공급으로 국제시세가 오르고 있는 추세이다. 현
재 혈장분말의 국제시세는 4 EUR/kg 수준이며, 특
히 러시아에서 6.2 EUR/kg으로 치솟아 유럽에서 혈
장분말 제조업체가 가장 유망한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헤모글로빈 분말은 북유럽에서 모피동물 
사료와 애완동물 사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 국
가에서는 육가공품 첨가물로 사용되기도 한다. 
혈액 활용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코저 한다.

그림 4. Inspection

그림 6. 채혈공정

그림 5. Cooling

그림 7. 혈액의 구성 및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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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통식품(선지)

위생적으로 채혈된 혈액을 열처리, 냉각 및 포장

하여 두부와 같은 포장형태로 냉장유통 시킴으로

써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다. 이렇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HACCP 매뉴얼 관리하에 제조된 위생 선
지는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전통식품(위생 순대)

Category Ⅲ에 속하는 혈액을 채혈 또는 혈장과 
헤모글로빈으로 분리하여 순대를 제조한다면 다
양한 전통순대를 소비자에게 공급하여 전통식품

의 위생수준 및 영양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매년 매스컴을 통해 반
복되는 비위생적 선지, 순대로 인한 축산물 소비 

감축 현상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 혈장

혈장은 어린 돼지사료 및 건강기능식품 , 식품첨

가물로 이용되고, 이미 유수세계회사에서 개발 가
공되고 있으며 국내에도 이미 많은 제품이 수입되

어 사용되고 있다. 

라. 혈액가공

덴마크 Danish Crown 소속인 Ringsted 도축장은 
하루 15,000두 돼지 혈액을 Category Ⅲ 기준으로 
채혈하여 현장에서 원심분리 냉각한 후에 혈분공

장으로 혈장만 보내 식품첨가물 및 사료 원료로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다. 

그림 8. Ringsted 도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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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론 

한국에서 혈액 자원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도축장 경영자의 인식전환 및 관계기관의 인식 전
환이 필요하다. 
첫째,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동물성 단백질 사료

원료는 반추동물 사료를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도

록 제도를 개선 해야 하고,
둘째, 전통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들의 위생교

육, 취급교육 및 시설보완이 필요하며 전통식품 
(선지, 순대) 규격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차원에서 혈액 재처리 공장에 대한 재

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환경개선 및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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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혈액 원심 분리기 그림 10. 혈액 건조 설비

│2013, 8 (Vol.2, No.2)│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