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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Studies of non-cage or alternative systems have been discussing in EU because the EU has 
banned use of conventional cages for laying hens since 2012. This survey was carried out the 
information related to laying hens' welfare in Korea.

Laying hens’ breeding systems divided into deep litter, free range and alternative system, and 
livestock housings divided into windowless housing and open-type housing. The ratios of trough 
and bell feeder types were 37.5% and 62.5%, respectively. The ratios of nipple, trough, and 
bucket in waterer types 75%, 12.5%, and 12.5%, respectively. What stocking density is the most 
appropriate for production and welfare has been aroused. All laying hen farms met the required 
standards of stocking density ranged from 3.4 birds/m2 to 7.6 birds/m2 in this survey. According 
to welfare standards for laying hens, perch length should not be less than 15 cm. However, most 
laying hen farms did not satisfied the standards. 

We believe that presentdata contribute to develop alternative systems and to improve animal 
welfare in Korea.
(Key words : Animal welfare, Alternative system, Non-cage, Laying hens)

서    론

동물복지가 국내외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사

육시설들의 동물복지적 문제에 대해 논의하

고 있다 (Hughes et al., 1993; Sorensen et al., 
1999). EU에서는 2013년 이후부터는 케이지

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하여 각 국에서는 자국의 현실

에 맞는 대체 사육시설의 연구가 이뤄지고 

있으며 또한 방사사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2년 3월부터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동물복지 축산농가 인증제도가 시

행됨으로 인하여 동물복지 인증을 받고자 하

는 산란계 농가에서는 케이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향후 타축종으로 확대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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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present states of investigated farms

농 가 지   역 사육수수 암수비율

A 강원도, 화천 8,000 1:15
B 강원도, 춘천 800 1:10
C 전라남도, 담양 10,000 1:15
D 전라남도, 영광 7,000 1:15
E 경상북도, 군위 350,000 1:10
F 경상북도, 봉화 10,000 1:14
G 경상북도, 영주 1,000 1:10
H 경상남도, 하동 15,000 1:17

이다. 특히 외국의 경우 산란계 케이지를 대

체할 수 있는 방사사육이나 대체 사육시설 

등 다양한 방안들이 연구되고 있으며, 사양

관리와 관련된 산란계 행동과 발성음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Sherwin et 
al., 2010; Shimmura et al., 2007 Stämpfli et 
al., 2011). 국내에서도 사육여건을 고려한 대

체 사육시설에 대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고 

있지만 사육환경과 규모에 따른 다양한 대체 

사육시설에 대한 연구 및 가축 생리와 관련

된 기초 연구가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조사는 산란계 케이지 사육시설

에 대한 대체 사육시설 등 해결방안을 모색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평

사, 방사사육 및 동물복지 사육시설을사용하

는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사육시설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평사, 방사사육 및 동물복지 사육시설을 

이용하는 산란계 농가 8곳 (경북 영주 소재 1
개소, 경북 군위 소재 1개소, 전남 담양 1개

소, 전남 영광 1개소, 강원 화천 1개소, 강원 

춘천 1개소, 경북 봉화 1개소, 경남 하동 소재 

1개소)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2012년 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조사하였으며, 방역 등의 문제를 고려

하여 농장방문 후 1주일 정도의 유예기간을 

가진 후 다음 농장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2. 조사방법 및 내용

산란계 농가별 사육시설의 형태, 사육수수, 
품종, 급이기 형태와 횃대의 설치유무 및 산

란율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산란계 대체 사

육시설의 설계를 위하여 집란시설, 사육밀도 

및 사양관리 등을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사육수수 및 품종

조사한 산란계 농가의 사육수수는 시설형

태에 따라 800수부터 350,000수로 매우 다양

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사육수수의 차이가 많

은 3개소를 제외한 6개소의 산란계 농가는 

약 7,000수에서 15,000수로 평균 10,000수 규

모이었다. 조사농가에서 사육하는 품종은 Hy- 
line Brown으로 동일하였다 (Table 1).

2. 사육 형태 

사육 형태는 평사사육, 방사사육 및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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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house floor (A Farm) b) In-house floor (B Farm)

Fig. 1. The view of in-house floor farms.

a) Free-range (A Farm) b) Free-range (B Farm)

Fig. 2. The view of free-range farms.

사육시설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Fig. 
1, Fig. 2, Fig. 3), 축사 형태는 크게 무창축

사와 개방축사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평사사육은 케이지 혹은 다단식 사육시설 

등 추가적인 구조물을 사용하지 않고 축사내

부의 바닥에서 산란계를 사육하는 방식으로 

움직임이 자유롭고 축사내부 바닥을 이용하

여 모래목욕이나 발톱을 다듬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방사사육은 시설적인 

측면에서 평사사육과 동일하나, 축사외부에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어 비나 눈이 

내리는 악천후 외에는 산란계가 야외에서 활

동할 수 있는 것이 평사사육과 다른 점이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방사사육이 50%, 평사사

육이 25%로 전체의 75%를 차지하였는데 추

가적인 내부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대체 사

육시설에 대한 정보의 부재와 경제적 부담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무창축사는 밀폐식 축사로 강제환기 방식

을 이용하는 축사이며, 개방축사는 측벽을 

개방해서 자연환기 방식을 이용하는 축사이

다. 조사결과 전체 축사의 약 1/3만이 무창축

사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Table 2) 이는 

동물복지적인 사육을 하고 있는 산란계 농가

의 대부분이 영세한 규모이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투자가 미비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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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nriched cage b) Aviary

Fig. 3. The view of alternative systems.

3. 급이기, 급수기 및 집란 방식

Table 2와 같이 급이기는 선형과 원형이 

각 37.5%와 62.5%, 급수기는 니플이 75%, 선

형이 12.5%, 버켓이 12.5%로 다양한 형태의 

급이기와 급수기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하지만 향후 사육규모의 확대를 

고려할 때 급이기와 급수기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데 상대적으로 공간활용도가 좋고 자

동화가 가능한 원형 급이기와 니플 급수기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집란방식은 크게 인력수거 방식과 자동집

란 방식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각각 

50%의 비율이었다. 이는 산란상의 형태와 밀

접한 관계가 있는데 나무 혹은 플라스틱 관

을 이용하여 만든 재래식 산란상을 이용하는 

농가의 경우 자동집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력수거방식을 이용하였으며, 자동집란 방

식을 이용하는 농가의 경우 산란상과 집란시

설이 함께 갖춰진 산란시설을 구비하고 있었

다. 실제 조사과정에서 농가들이 자동집란 

방식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

었으며,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 혹은 동물

복지 인증을 받기 위한 사육에서는 자동집란 

방식을 쓸 수 없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

우도 있었다. 하지만 평사사육 혹은 방사사

육을 하고 있는 산란계 농장에서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집란 방식으로 무조건

적인 인력수거 방식을 따를 것이 아니라 농

가규모나 노동시간 등을 고려해서 자동집란 

방식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횃대와 사육밀도

횃대의 경우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25%에 달하였으며 횃대가 설치되어 있는 농

가의 경우도 수당 15 cm 이상의 횃대가 제공

되어야 하는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동물복지를 

고려해서 산란계를 사육할 때 사육면적에 많

은 초점을 두고 있으나 횃대에 대한 중요성

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Pickel et al. (2010)가 보고한 바에 의하

면 횃대의 재질에 따라 산란계의 선호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산란계의 사용빈도를 조사

했을 때 스틸 재질의 횃대보다 나무 혹은 고

무 재질의 횃대의 사용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횃대 설치 시 

재질에 대한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동물복지 인증기준에서 가장 문제가 될 것

으로 생각되는 사육밀도의 경우 농가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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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ratio of the housings and facilities types

구     분 정            의 비 율 (%)

축  사

무  창 밀폐식 축사로 강제환기 방식을 이용하는 축사 37.5

개  방 측벽을 개방해서 환기를 시키는 자연환기방식의 축사로 일
반적으로 측벽에 윈치커튼을 설치하여 이용함 62.5

급이기

선  형 직선형태의 ‘ㅡ’자형 라인을 통해서 사료를 급여하는 방식 37.5

원  형 원형의 구조물에 사료를 급여하는 방식으로 선형에 비해 공
간활용도가 높음 62.5

음수기

선  형 직선형태의 ‘ㅡ’자형 라인에 물을 공급하는 방식 12.5

니  플 니플 (nipple) 모양의 기구를 이용하여 물을 공급하는 방식 75.0

버  켓 선형이나 니쁠 외에 물통 등에 물을 담아서 공급하는 방식 12.5

집  란
인  력 재래식 산란상을 이용하여 인력으로 계란을 집란하는 방식 50.0

자  동 자동집란장치를 이용하여 계란을 집란하는 방식 50.0

횃  대
설  치 산란계가 이용할 수 있는 홰를 따로 설치한 경우 75.0

미설치 산란계가 이용할 수 있는 홰를 따로 설치하지 않은 경우 25.0

3.4수/m2부터 7.6수/m2까지 조사되었으며, 평

균 5.6수/m2로 조사한 모든 농가가 인증기준

에 부합하였다. 물론 방사사육에 관한 인증

기준에 의하면 방사사육장 면적을 따로 준수

해야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축사 내부면적

을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동물복지적 사육형태의 산

란계 농가들은 동물복지 인증기준의 요구조

건을 거의 충족하지만 동물복지 축산농가 인

증을 받기 위해서는 횃대 등 일부 개선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전체 조사농

가의 약 50% 정도가 재래식 산란상을 사용

하고 있으며, 집란을 위한 많은 노동력 투입

이 불가피하였다. 특히 국내의 사육여건에 

의해 다양한 사육시설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

에 농가에 대하여 일괄적인 구조개선이나 새

로운 사육시설의 적용을 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동물복지적인 사육을 활성화

와 더불어 집란시설 등의 현대화를 위해서 

국내 사육여건을 고려한 동물복지형 사육시

설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동물복지를 고려해서 사육하고 있는 국내 산

란계 농가들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들은 향후 

동물복지 대체 사육시설 혹은 동물복지 사양

관리 방안을 연구하는데 좋은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적    요 

본 조사는 산란계 케이지 사육시설에 대한 

대체 사육시설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평사, 방사사육 

및 동물복지 사육시설을 사용하는 산란계 농

가를 대상으로 사육시설에 대한 실태를 조사

하였다.
사육형태는 방사사육, 평사사육 및 대체 

사육시설 3가지로 구분되었으며, 축사형태는 

무창축사와 개방축사 2가지로 구분할 수 있

었다. 급이기는 선형과 원형이 각 37.5%와 

62.5%로 조사되었으며, 급수기는 니플이 

75%, 선형이 12.5%, 버켓이 12.5%로 조사되

었다. 사육밀도의 경우 평균 5.6수/m2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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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든 농가가 인증기준에 부합하였다. 횃

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25%에 달하

였으며 횃대가 설치되어 있는 농가의 경우도 

수당 15 cm 이상의 횃대가 제공되어야 하는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한 전체 조사농가의 50%가 재래식 산란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력수거 방식

으로 집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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