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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When we bury the infected poultry into the ground, we have many problems such as the 
difficulty of making sufficient area for burying, environmental contamination by the leachate, 
unpleasant ordor. Also, in case of burning the carcass of the infected poultry, there are some 
problems such as high cost, dust, unpleasant odor, etc. It could cause environmental contamination 
which many peoples and environmental organization complains about. 

In this study, we develop a treating system which treats the infected poultry carcass in a 

environmental method preventing the environment contamination. This system is composed of 

many processes. The euthanasia system uses rigid vinyl to trap and to do a euthanasia the 

infected poultry with lethal gas, carbon dioxide. And then, with the tractor attached grappler 

infected poultry carcass could be put into the carcass treating system.  The euthanasia system uses 

rigid vinyl to trap the infected birds and to confine lethal gas, carbon dioxide. Infected poultry 

carcass are moved to carcass disposal system by collecting device which is attached at tractor. 

The carcass treatment system (capacity of disposal : 6.3 m3) is installed on a truck and do one 

pass work, which is input, crush, stir, sterilize, and discharge treated carcass. 1,000 chickens was 

killed within 9.7min by CO2 (300L/min) in the tent (10 m3). The collecting device could carry 142 

chickens at a time, and the movable carcass treatment system could sterilize 2 tons carcass per 

hour (at one time). This treatment systems was eco-friendly because it reduced the volume of 

carcass by 31.9% with no wastewater generation. 

(Key words : Infected poultry, Pre-treating, Carcass treating, Movable carcass treat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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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조류인플루엔자 (Avian Influenza)는 AI 바이
러스 감염에 의하여 닭, 칠면조, 오리, 거위 
등의 가금 및 야생조류 등에 발생하는 전염
병으로 오리나 야생조류에 감염 될 경우에는 
임상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지만 가금류에 대
한 중요한 전파요인이 되며, 닭이나 칠면조
에 감염되면 70~80% 이상이 폐사되고 있다. 

근래 우리나라에서 AI 발생으로 사육가금을 
살 처분한 량은 5,285천수 (‘03/’04년), 2,800천
수 (‘06/’07년), 8,138천수 (‘07/’08), 6,270천수
(‘10/’11) 정도이며,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AI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방역 선을 설정하여 
내부에 포함된 가금류를 농장 주변에 대량 
매몰처리하고 있다 (이상락, 2007). AI 바이러
스의 생존력은 0 에서 30일간 생존되고, 75 

에서는 5분 이내 사멸한다고 보고되고 있
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2008). 따라서 AI 차
단방역수칙에 의하면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
해 발생위험지역의 가금류에 대한 방역조치
를 강화하고 있고,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체
는 이동해서는 안 되며, 현지에서 소각 또는 
매몰하는 방법으로 질병을 관리하고 있다 (국
립수의과학검역원 2008). 그러나 폐사가축 소
각 시 분진, 악취발생 우려가 있으며, 지하에 
매립 시 매립지 확보가 어렵고 침출수 발생
에 의한 주변지하수 오염우려 등이 있습니
다. 이에 ‘11년 정부의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
선 축산업 선진화방안에 의하면 감염가축 친
환경적 처리방안으로 단순매몰방식에서 소
각 랜더링 등 처리방법을 다양화하기로 했
다. 한편 선진국에서는 폐사가축처리로 매몰, 

소각, 퇴비화 및 자원화의 방법으로 체계적
인 연구수행이 이뤄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AI 등 전염병 발생 시 가금류 

처리 관련기술에 있어 CO2 가스 처리하여 
안락사 시키는 방법에는 계사 내 전체처리, 

계사 내 부분처리, 비닐텐트 처리, 닭 케이지
를 케비넷에 넣어 처리하는 방법 외에 거품
처리 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고 있다. CO2 가
스 처리량은 가스를 주입하여 챔버 내에 가
스가 육계 50~55%, 칠면조 65% 도달되면 처
리되며, 사체처리는 매몰처리, 소각, 퇴비화
처리 방법 등을 이용한다고 하였다 (Nathaniel, 

L.T, 2006). 또한 선진국에서는 일반폐사가축
의 사체는 연속식가공시스템에서 기계적 공
정과 화학적 공정을 거쳐 물과 기름, 고체성
분을 분리하여 부피를 줄이고 가공하여 가축
사료, 비누, 부산물퇴비화로 이용한다고 보고
되고 있다 (영국 환경 및 식품 농업국, 2000).

국내에서 전염병 발생 시 관행의 가금류 
전처리방법은 환기구를 차단하고 온풍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CO2 가스를 계사 내 투입
한 후 인력으로 수거하는 방식으로 처리시간
이 길고, 노력이 많이 소요되며, 발생된 폐사
가축은 대부분 매몰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는 외국과 같이 대규모 폐사가축처리
시설은 없고, 소형의 폐사가축 소각기가 일
부 생산되고 있으나 처리시간이 8시간 정도
로 길어 연료소모량이 많고 소각 시 재의 비
산을 막을 수 있는 집진 및 악취탈취장치 등
을 설치해야하므로 시설비가 과중하여 이용
에 어려움이 있으며, 축산농가에서 이용하고 
있는 소형 직접살균방식 폐사가축 처리장치
는 일반 폐사가축을 통째로 살균하는 방식으
로 처리시간이 2~4시간 정도로 비교적 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감염가금을 매몰하
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
여 가금류를 안락사, 수거 등 전처리 폐사가
축을 파쇄, 교반과 동시에 고온으로 살균하
는 전처리 및 폐사가축 처리시스템을 개발하
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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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tor mounted collecting device〉 〈Ground crop harvester〉

Fig. 1. Types of collecting device for poultry carcasses.

재료 및 방법

 1. 전처리 요인시험 

대량으로 처리해야하는 감염가금의 처리노
력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
처리 요인시험으로서 가금류 종류별 안락사 
시험, 폐사가금 수거시험, 절단시험을 실시하
였다.

  생존가금류의 안락사 요인시험은 크기 
Ø380 × 470 mm, 내용적 53 인 챔버식 가스
처리시험 장치를 제작하여 레규레이터 (Chiyoda 

Seiki co., 최대유량 100 /분)를 이용 분당 
CO2 가스를 챔버 용적의 10% (5.3 /분), 20%

(10.6 /분), 40% (21.2 /분)로 투입하여 안락
사에 이르는 소요시간을 조사하였다. 안락사 
시험에는 로스 (Ross) 품종인 닭과 스파 품종
인 오리를 공시하였으며, 각각 12마리를 측
정한 결과 닭의 평균체중 1,650 g, 표준편차 
215 g이며, 평균크기는 길이 25 cm, 폭 13 cm, 

체고 29 cm 이었으며, 오리의 평균체중 3,366

g, 표준편차 472 g이며, 평균크기는 길이 36 

cm, 폭 20 cm, 체고 37 cm 정도였다. 

가금사체 수거요인을 구명하기 위하여 그
림 1과 같이 트랙터 부착용으로 수거용적 
0.33 m3, 수직 작동높이 최대 2,800 mm, 배출
높이 1,870 mm, 끌어 모음 가이드 조절범위
는 전후 330 mm, 상하 1,150 mm인 사체 수

거, 배출이 가능한 가금사체 수거장치를 제
작하였다. 또한 기존 보급되고 있는 땅속작
물 수확기를 이용한 가금사체 수집정도 시험
을 병행실시 하였는데 수확기의 수거방식은 
회전 릴+체인컨베이어, 이송방식은 러그부착 
체인컨베이어, 줄기절단방식은 송풍정렬 + 

절단 날, 수집은 톤백 수집방식으로 수거, 이
송, 줄기절단, 톤백 수집 일관작업이 가능한 
기종으로 가금사체 수거 시 불필요한 줄기절
단장치를 제거하고 지면요철에 대응토록 체
인컨베이어 전면에 수거 날을 부착하여 수거
상태를 조사하였다. 

  가금사체 파쇄시험은 가금사체에 대한 증
기살균 시간을 단축하고 잔유물의 부피를 줄
이고자 기체크기 730 × 1420 × 1400 mm, 절
단 파쇄 날의 직경 180 mm, 두께 15 mm인 
가금사체 파쇄장치를 제작하여 닭을 통째로 
투입하여 파쇄능률과 파쇄정도를 조사하였
다. 

2. AI, ND 바이러스의 멸균조건 구명시험

감염가금 멸균조건 구명시험은 증기살균 
처리 시 Avian Influenza (AI), Newcastle Disease

(ND) 바이러스의 멸균조건을 구명하기 위하
여 경상대학 수의학과의 협조를 얻어 공시 
주는 저점염성인 AI virus H9N2 (MS96 strain)

와 ND virus (SNU 4152 strain)를 사용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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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hoto of the poultry body containing of virus vaccination tube and viral test by 
autoclave.

Fig. 3. Test device of indirect steam 
sterilization for carcass treating.

이를 24주령의 White leg horn 20수 (실험에 
앞서 HA test를 거쳐 AI 및 ND virus에 음성
임을 확인) 접종을 하였다. 바이러스 동물 접
종방법은 AI virus와 ND virus 용액을 멸균 
PBS에 100배 희석하여 200 용 micro tube

에 100 씩 분주하여, 분주된 tube를 해부된 
닭의 폐, 위 및 근육을 절개한 후 넣었으며, 

각각의 절개된 조직은 봉합사를 이용 봉합하
였다. 멸균처리요인은 AI 및 ND virus 희석
액 튜브가 들어있는 닭과 파쇄 육을 멸균기
에 넣고 120 에서 10, 20, 30 및 60분 동안 
처리 시 공시주의 멸균상태를 조사하였다. 

3. 폐사가축 증기살균 요인시험 

파쇄, 교반, 증기살균 요인구명을 위해 스
크류 교반형 간접스팀방식 살균장치를 그림 
3과 같이 제작하였다. 스크류 교반형 간접스
팀방식 살균장치의 물 공급은 탱크를 두어 
일정 수위에 오면 부레에 의하여 중단, 공급
될 수 있으며, 물탱크의 물은 펌프를 통하여 
스팀보일러로 자동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제
작되었다. 살균조 용량은 0.75 m3이며, 스팀공
급은 스팀발생량 27 kg/h, 최고압력 5 kg/cm2

인 30 kw 용량의 전기식 스팀보일러를 이용
하여 살균조 외측 챔버에 공급하는 간접스팀 
살균방식으로 하였다. 가금사체를 투입구를 
통하여 공급하면 살균조 내에 동물사체를 교

반하기 위한 교반 스크류, 동물사체를 파쇄
하기 위한 파쇄 스크류와 벽면에 부착된 고
정 날의 상호작용에 의해 파쇄, 교반과 동시
에 살균온도 80~120 에서 살균이 이루어지
며, 스크류는 정, 역회전이 가능하여 파쇄, 

교반과 배출이 용이하도록 제작하였다. 공시
재로로는 육계 (로스)와 오리 (스파), 돼지(햄
프셔)를 공시하였고, 공시기로는 파쇄, 교반, 

살균 일관작업이 가능한 스크류 교반형 간접
스팀방식 살균장치와 교반, 살균 일관작업이 
되는 직접 스팀방식 살균장치를 공시하였으
며, 처리요인은 직접스팀방식 살균장치는 닭
을 이용하여 파쇄 후 살균처리, 통 살균처리 
시 건물잔량 및 폐액발생량을 조사하였고, 

간접스팀방식 살균장치는 축종별 파쇄 교
반 살균 일관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살균 
후 건물잔량 및 중량감소율 등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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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tructure and Specification of collecting device for poultry carcasses

Structure Specification

 Tractor front end mounted type

 Size(L×W×H)  : 930×1,840×1,180mm

 Collecting volume : 0.33 

 Working height : Max 2,800mm

 Adjustable range of collecting guide : back-forth

    500mm, vertical 1,150mm

 Side-view mirror for driver's visibility

Table 2. Structure and specification of the vehicle mounted steam sterilizing system for 
carcass treating

Structure Specification

 Integrated working for inputting, crushing, 

stirring, sterilizing, and discharging)  

 Size(L×W×H)  : 7,500×2,300×2,200 mm

 Engine rated power : 46 kW/2,600 rpm

 Volume of sterilizer : 6.3 (Max. 4 ton)

 Crushing and stirring method : crushing 

blade attached double axle auger

 Sterilization method : indirect stem steriliza- 

tion 

 Steaming rate of boiler : 200 kg/h

 Washing method : high temperature & pressure

4. 전처리, 폐사가축 처리시스템 제작 및 

성능시험

가. 전처리, 폐사가축 처리시스템 설계제작
가금사체 수거장치는 수거 요인시험결과 

트랙터 로더에 부착하여 가금사체 수거, 배
출은 가능하였으나,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미흡하고, 수거성능 향상 등 개선보완이 요
구되어 수거장치 좌우 상단에 사이드미러를 
부착하고, 끌어 모음 가이드의 작동거리를 
330 mm에서 500 mm로 증대토록 표 1과 같이 
개량제작 하였다. 

폐사가축 처리시스템은 전염병이 발생된 
현지에 투입하여 신속하게 대량 처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톤 장축 트럭에 탑재하여 

가금사체 투입, 파쇄, 교반, 살균, 배출 일관
작업이 가능하도록 이동식으로 설계하였다. 

폐사가축 처리시스템의 작동원리는 가금사체
를 수거장치를 이용 수거하여 투입부에 넣으
면 유압을 이용하여 상부 덮개가 열리면서 
살균조에 자동투입 되도록 하였고, 파쇄교반
은 46 kW의 엔진동력을 이용하여 동물사체
를 교반하기 위한 교반 스크류, 동물사체를 
파쇄하기 위한 파쇄 스크류와 벽면에 부착된 
고정 날의 상호작용에 의해 잘게 파쇄, 교반
과 동시에 살균으로 처리시간을 단축하고자 
하였으며, 파쇄 교반과 배출작업이 원활하
도록 오거는 정, 역회전이 가능하게 하였다. 

살균조 용량은 6.3 m3이며 스팀공급은 폐액발
생을 줄이고자 경유 스팀보일러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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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echanized process of pre-treating and carcass treating system for infected 
poultry

Process Euthanasia  
Collecting of

poultry carcasses
 Sterilization 

Machine
and
techniques

- Broiler house :
 Vinyl tent + gas injection
- Laying house :
 conventional method

- Broiler house :
  collecting device 
- Laying house :
  manual

- movable carcass
  treatment system

살균조 외측 챔버에 공급하는 간접스팀 살균
방식으로 하였고, 배출은 배출구를 열고 스
크류 오거를 회전하면서 배출용 안내가이드
를 이용 퇴비장 등에 자동 배출되도록 표 2

와 같이 설계제작 하였다. 또한 살균작업이 
끝나면 고온고압의 세척 장치를 구비하여 기
체의 세척 소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공시재료 및 시험방법
  시험에 사용한 공시재료는 육계로서 평균
체중 1,946 g, 표준편차 208 g이며, 평균크기
는 길이 26 cm, 폭 14 cm, 체고 30 cm인 로스
(Ross) 품종 1,000 마리를 시험에 이용하였으
며, 가금수거, 안락사 등 전처리와 증기살균 
시험을 위한 시험 장소는 입북동 국립농업과
학원 농업공학부 농사시험포장에 위치한 크
기 20 × 5 × 3.8 m, 바닥면적 100m2인 시험용 
간이계사를 활용하였다.

감염가금 전처리 및 폐사가축 처리작업체
계는 표 3과 같이 산란계사의 경우는 기존방
식과 같이 안락사처리 후 재활용이 가능한 
어리장 등을 이용 수거하고, 평사에 사육한 
육계의 경우는 처리노력 절감과 수거를 용이
하게 하기 위해 생존가금을 사육시설의 일정
공간에 조립식 구조로 설치가 용이한 500 × 

500 × 40 cm 크기의 간이비닐텐트를 설치하여 
인력으로 몰아넣고 레규레이터 (Chiyoda Seiki 

co., 최대유량 300 /분)를 이용 CO2 가스를 
비닐텐트 내에 투입하여 안락사 시켰다. 안
락사한 가금사체는 트랙터용 사체 수거장치
를 이용하여 수거 운반하여 증기살균장치의 

투입부에 배출한다. 가금사체는 이동식 폐사
가축 처리시스템에서 파쇄, 교반과 동시에 
살균하는 방식으로 설정하였다. 본 시험에서
는 평사사육 육계를 공시하여 안락사, 폐사
가축 수거, 폐사가축 증기살균처리 성능과 
작업정도를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전처리 요인시험

가. 가금 종류별 가스를 이용한 안락사 시
험

가금류종류별 안락사시험은 챔버 내에 닭
과 오리를 한 마리씩 투입하고 분당 가스를 
53 인 챔버 용적의 10% (5.3 /분), 20%

(10.6 /분), 40% (21.2 /분)로 투입하여 시험
한 결과 그림 4, 5와 같이 안락사 소요시간
은 닭은 각각 평균 7.80분, 5.73분, 4.25분, 오
리는 각각 평균 6.11분, 4.27분, 3.19분으로 
가스 투입량을 증가함에 따라 처리시간이 줄
어들었으며, 닭에 비해 오리 처리시간이 적
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분당 투입량과 처
리시간을 고려할 때 분당 투입량을 10% 처
리에 비해 20~40%로 많게 투입 하여도 처리
시간 단축 효과는 크지 않아 불필요하게 가
스를 과다하게 투입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나. 가금사체 수거방식별 작업정도
폐사된 가금사체를 수거하기 위하여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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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oultry carcass collecting test for ground crop harvester on different roads

Road
Traveling 
speed(m/s)

 Conveyer inclination angle (°)  Collecting
 rate(%)   

 Status
1st 2nd

Concrete  0.26 20° 54°  80 not bad

Unpaved  0.26 20° 54° 100 good

Fig. 4. Euthanasia period of broiler for various CO2 gas injection ratio into the chamber.

Fig. 5. Euthanasia period of duck for various CO2 gas injection ratio into the chamber.

보급되고 있는 땅속작물 수확기를 이용하여 
수거시험 결과는 표 4와 같다. 수확기의 이
송컨베이어 전방에 지면요철에 대응 하도록 
수거 날을 부착하고, 이송컨베이어 각도는 1

단 이송컨베이어 각도 20°, 2단 이송컨베이
어 각도는 54° 이었으며, 주행속도는 양파 수
집시 적정 작업속도인 0.26 m/s로 주행하면서 
지면 상태에 따라 시험한 결과 콘크리트 바
닥에서는 수거 날과 바닥 사이에 간혹 가금
사체 끼임 발생으로 수거율이 80% 이었으며, 

흙바닥 에서는 수거 날이 흙 밑면 절삭 수거
로 100% 수거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기계가 
고가로 농가에서 구비하고 있는 트랙터 부착
용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폐사된 가금사체를 효과적으로 수
거하기 위하여 트랙터 전방 부착용으로 수
거, 배출 일관작업이 가능한 가금사체 수거
장치를 이용하여 수거 시험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닭을 수거하여 10 m 구간을 이동 후 
배출하는데 수거소요시간은 1회당 1.4분으로 
나타났으며, 수거 날 경사별 수거정도는 날
을 10° 경사를 준 경우 흙 유입이 많아 1회 
평균수거량은 41수 이었으며, 날 경사를 지
면에 수평으로 한 경우 흙 유입이 없고 1회 
평균수거량도 80수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운전석에서 수거부에 대한 작업
시야 확보가 미흡하고, 수거량 증대를 위해 
끌어 모음 가이드의 전후 작동거리의 증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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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llecting test of poultry carcasses by collecting device.

Required collecting  time(min) Collecting status according to the 
inclination angle of collecting blade

Collecting Traveling Discharg
-ing Total Inclination angle 

of blade(°)
Collecting amount 
(no. of broilers) Collecting status 

0.25
1.10

(0.72 m/s)
0.08 1.43

 0 80 (75~83) good
10 41 (38~43) bad

Table 6. Sterilization effect of AI and ND virus by the sterilizer

Processing 
period (min)

Object 
number

AI virus* ND virus*

Chicken
Crushed

Chicken
Crushed

Stomach Lung Muscle Stomach Lung Muscle

10

1 21 21 21 20 20 21 20 22

2 20 22 22 22 20 21 22 22

3 20 20 21 21 20 20 20 21

4 21 21 21 21 21 21 21 20

5 22 20 21 20 20 20 21 21

20

1 21 21 21 21 21 21 21 21

2 21 21 20 21 21 21 21 21

3 20 20 20 20 20 20 20 22

4 20 21 21 21 20 21 21 20

5 22 20 22 22 20 20 22 22

30

1 20 22 21 21 20 22 21 21

2 22 22 22 22 22 21 22 22

3 22 20 22 21 21 20 22 20

4 21 22 21 21 21 22 20 22

5 22 22 22 22 22 22 22 22

60

1 21 21 20 20 21 21 21 20

2 20 22 22 20 20 20 22 22

3 22 20 22 21 22 20 21 21

4 22 21 21 21 22 21 21 20

5 22 22 20 20 20 22 20 22

 Positive

 control

1 210 29

2 211 210

3 210 210

4 29 210

5 210 211

 Negative

 control

1 21 21

2 22 22

3 20 20

4 21 21

5 22 20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 가금사체 파쇄시험

  가금사체 파쇄시험은 파쇄처리를 한 후 증
기살균 처리할 때 통째로 처리하는 것에 비
하여 처리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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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terilization performance for the differently treated broiler by direct steam steriliz- 
ation

The differently
treated broiler 

Treating 
period
(min)

Input amount of 
Broiler carcass 

(kg)

Residues after sterilization (kg)

Dry matter wasted liquid

Sterilizing and crushing 20 19.5 10.7 11.6

Whole body sterilizing 40 16  9.9 6

Table 8. Indirect steam sterilizing test results for broiler, duck and pigs

Animals
Treating
period
(min)

 Input
amount

(kg)

dry matter of
residues

(kg)

Weight 
decreasing rate 

(%)

Moisture 
content

(%, w.b)

Broiler 30 113.2  93.0 17.7 59

Duck 30 172.0 150.6 12.4 58

Pig
60  79.6  52.2 34.4 54

60 198.0 125.2 36.8 57

험한 결과 폐사가금을 파쇄성능은 분당 40 

kg (2,400 kg/h) 이었으며, 파쇄 후 크기는 폭 
15~20 mm, 길이 130~170 mm로 나타났으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증기살균처리 시에 파
쇄, 교반과 동시에 증기 살균하는 방법의 검
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2. AI, ND virus의 살균 처리시간별 멸균

효과

  증기살균 시에 AI, ND virus의 살균 효과
를 검증하기 위해 표 1과 같이 닭과 파쇄 육
에 접종한 후 AI 및 ND virus는 멸균기의 조
건을 120 로 하여 10분, 20분, 30분 및 60분 
동안 처리하여 HA 반응 시 23 이하는 비 특
이 반응으로 간주, 24 이상을 양성 값으로 산
정한 결과 표 6과 같이 두 바이러스 모두 10

분만 처리하여도 virus의 증식이 인정되지 않
아 멸균이 가능함이 밝혀졌다. 

3. 증기살균방법, 가금사체 처리형태 및 

축종별 살균작업정도

직접스팀 살균시험을 오거에 의해 교반과 
동시에 닭 파쇄 후 살균과 통째로 살균 시험
한 결과 표 7과 같이 통째로 살균 처리한 것
에 비해 파쇄 후 살균처리의 경우 처리시간
은 단축되었으나, 직접 스팀가열시 각 처리 
공히 폐액발생이 많아 후처리작업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파쇄, 교반, 

살균 일괄처리가 가능한 간접스팀방식의 폐
사가축 처리장치를 공시하여 표 8과 같이 축
종별 시험한 결과 처리시간은 닭, 오리는 30

분, 돼지는 60분이 소요되어 보급되고 있는 
기존 소각기 8시간, 가금사체를 통째로 처리
하는 기존 직접살균방식 폐사가축 처리장치
의 축종별 2~4시간/400 kg에 비해 능률적이
며, 살균 후 중량감소 12.4~34.4% 정도 줄어
들고 폐액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요인시험 장치로 제작한 소형의 
간접스팀 살균방식 폐사가축 처리장치는 처
리성능이 우수하고 폐액발생이 없어 돼지, 

닭 등 사육농가에서 발생하는 일반 폐사가축
을 처리하여 퇴비 및 사료화에 이용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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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Euthanasia performance test in a vinyl tent by CO2 gas injections

No. of 
broilers

Size and volume 
of vinyl tent CO2 gas injection Euthanasia processing time(min)

(*) worker : 3 peoples

Size

(m)

Volume

(m3)

Gas
injection

rate( /min)

Gas
injection 

ratio(%/min)

Installing 
vinyl tent

Man 
chasing 

Gas
injection Total

1,000 5×5×0.4 10 300 3 15 5.5 9.7 30.2

〈Before installing the vinyl tent〉 〈Man chasing into the vinyl tent〉
〈Installing the vinyl tent + 

Gas injection〉

Fig. 6. Photo of euthanasia performance test.

4. 전처리 및 폐사가축 처리시스템 성능시험

평사 사육한 육계를 대상으로 전처리 및 
폐사가축 처리 시스템을 공시하여 안락사, 

폐사가축 수거 등 전처리 및 폐사가축 처리 
성능시험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안락사 처리는 계사 내 사육면적의 약 
20% 이내의 수거가 용이한 곳에 그림 6과 
같이 두께 0.15 mm의 비닐을 펼쳐 놓은 상태
에서 닭 1,000수를 3인 작업으로 펼쳐놓은 
비닐 위에 인력몰이한 후 비닐텐트를 설치하
고, 폐상태에서 레규레이터 (Chiyoda Seiki 

co., 최대유량 300 /분)를 이용하여 CO2 가
스를 비닐텐트 내 용적의 3%에 해당하는 분
당 300 L/분 투입하여 안락사 처리한 결과는 
표 9와 같이 처리소요시간은 안락사 시키는
데 9.7분이 소요되었으며, 비닐텐트설치 15

분, 인력몰이 5.5분으로 총 30.2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관행방법인 계사 내의 환기
구를 차단하고 온풍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계
사 안에 가스를 주입 시 5~6시간 이상 소요
되는 것에 비해 처리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
다. 한편, 안락사처리시간과 가스투입비율을 

고려하여 육계의 안락사에 이르는 CO2 가스
처리량으로 환산하면 약 30% 도달 시 처리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Nathaniel, 

L.T (2006)가 CO2 가스 처리량은 육계의 경우 
50~55%에 도달하면 처리된다는 연구결과와 
챔버 요인시험에서 닭의 경우 가스를 분당 
10% 투입 시 7.8분 소요되어 총 가스처리량
이 78%에 도달 시 안락사에 이르는 시험결
과 보다 성능시험 시 가스투입량을 적게 투
입하여도 안락사에 이르는 원인은 높이가 40

cm로 낮은 비닐텐트 내의 좁은 공간에 여러 
마리의 닭을 몰아넣어 온도상승, 상호호흡작
용에 의한 가스반응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가금사체 수거장치 성능시험결과 표 10과 
같이 트랙터부착용 가금사체 수거장치를 이
용 운전자 1인, 보조자 1인이 안락사한 가금
사체를 수거하여 20 m 거리에 있는 이동식 
폐사가축 처리시스템까지 운반하여 배출하는
데 3.1분이 소요되었고, 1회 평균 142수 수거
하였으며, 가금사체 1,000수를 수거하는데 총 
작업소요시간은 21.2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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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Collecting performance of broiler carcasses by collecting device

Collecting period(min)
No. of 
broilers

No. of 
collecting 

Collecting 
performance
(min/1,000 

broilers)

Collecting 
amount (no. of 

broilers per 
once)

Collecting 
statusCollecting Traveling Discha-

rging Total

0.30 2.20 0.53 3.10 1,000 7 21.2 113~166
(142(avg.)) good

Table 11. Sterilization performance of the carcass treatment system for broiler carcasses

No. of 
broilers

Sterilization
 performance 

(min/1,000 
broilers)

Total weight 
of the broilers

(kg)

Dry matter of 
residues

(kg)

Weight decreasing 
rate

(%)

Moisture 
content

(%, w.b)

1,000 60 1,940 1,530 21.1(31.9) 54

( ) (  ) : Volume decreasing rate (%).

〈Put the carcasses into 
bucket〉  

〈Input and sterilization〉
〈Discharging after 

sterilization〉

〈Washing and 
disinfection〉 

Fig. 7. Photo of sterilization processing performance test.

페사가축 살균처리 성능시험결과 표 11과 
같이 파쇄, 교반과 동시에 간접살균방식으로 
닭 1,000수를 60분 만에 살균처리가 가능하
여 기존 보급되고 있는 동물사체를 통째로 
처리하는 소각장치, 직접살균방식 소형 폐사
가축 처리장치에 비해 짧은 시간에 많은 량
을 처리 할 수 있어 능률적 이었으며, 21.1%

의 중량감소와 31.9%의 부피감소가 되었고 
간접살균방식을 채택하여 폐액발생이 없었
다. 그림 7은 증기살균작업 단계를 나타낸 
것으로 트랙터용 사체 수거장치를 이용하여 
수거 운반하여 살균장치의 투입부에 배출하
면, 이동식 살균장치에서 파쇄, 교반과 동시
에 살균 처리하여 살균이 완료되면 배출안내 
가이드를 통하여 퇴비장 등에 자동배출 된
다. 또한 이동식 살균장치에는 고온고압 세
척장치가 부착되어 있어 작업이 끝나면 기체

를 세척소독 할 수 있어 친환경처리가 가능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적    요

본 연구에서는 감염가금을 친환경적으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가금류를 안락사, 

수거 등 전처리와 폐사축 살균처리 요인시험
을 통해 구명된 결과를 토대로 전처리 및 폐
사축 처리시스템을 설계 제작하여 성능시험
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처리 요인 구명을 위하여 안락사, 페
사가축 수거시험 결과 안락사는 챔버 내에서 
축종 및 분당 가스투입비율별로 시험결과 단 
시간 내에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가금 사체수거는 트랙터 로더에 부착이
용 할 수 있는 수거, 배출 일관형 수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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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회에 닭 80수/회 까지 수거운반이 가능
하였으나, 수거량 증대 및 작업시야 확보 등 
개선이 요구되었다.  

2. 저전염성 AI, ND를 공시하여 멸균조건 
구명 시험결과 살균온도 120 에서 10분 처
리시 멸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증기살균 요인 구명을 위하여 파쇄, 교
반과 동시에 살균이 가능한 간접가열방식 소
형 폐사가축 살균시험장치 (살균조 용량 : 

0.75 m3)를 제작하여 시험한 결과 닭, 오리는 
30분, 돼지는 60분 처리 시 살균이 가능하였
으며, 중량도 12.4~34.4% 정도 감소되며 폐액
도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형 폐사축 살균장치를 이용하여 닭, 돼지 
등 사육농가에서 발생하는 일반 폐사가축을 
처리하여 퇴비 및 사료화에 이용가능 할 것
으로 판단되었다.   

4. 요인시험 결과를 토대로 감염가금 전처
리 및 폐사가축 처리시스템을 설계제작 하였
다. 전처리 및 폐사가축 처리 작업체계는 평
사에 사육하는 육계의 경우 비닐텐트 내에 
CO2 가스를 투입하여 안락사 시킨 후 트랙
터용 수거, 배출 일관형 가금사체 수거장치
를 이용 폐사축을 수거 운반하여 트럭 탑재
형 이동식 폐사가축 처리시스템 (용량 : 6.3 

m3)에 투입하면 파쇄, 교반과 동시에 간접스
팀 살균하여 배출할 수 있으며, 살균작업이 
끝나면 고온고압의 세척장치가 부착되어 세
척 소독할 수 있도록 전처리 및 폐사가축 처
리시스템을 설계제작 하였다.

5. 닭 1천수를 공시하여 전처리 및 폐사축 
살균처리 성능시험결과 안락사는 비닐텐트
(10 m3)를 설치하여 인력몰이 한 후 CO2 가
스를 분당 300L 투입하여 안락사에 이르는데 
9.7분 소요되었으며, 비닐텐트 설치와 인력몰
이를 합하면 3인 작업에 총 30.2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금사체 수거는 트랙터 
부착형 가금사체 수거장치를 이용 1회 평균 

142수 수거가 가능하며, 총 작업소요시간은 
21.2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사가축
을 파쇄 교반과 동시에 간접살균방식의 이동
식 폐사축 처리장치의 살균처리성능은 60분
으로 능률적이었으며, 살균 후 중량 21.1%, 

부피 31.9%가 감소되고 폐액발생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동식 폐사가축 처리
장치에는 고온고압 세척장치가 부착되어 있
어 작업이 끝나면 기체를 세척소독 할 수 있
어 친환경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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