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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conducted investigations of the information and welfare of broiler chickens in Korea. The 
livestock housing of all broiler chicken farms were windowless type, bell feeder and nipple 
waterer were used, and stocking density was relatively higher (ranging from 18.2 birds/m2 to 24.2 
birds/m2) than RSPCA’s welfare standards for chicken hens (less than 19 birds/m2). The ratios of 
sandwich panel, urethane form, slate, and steel plate in roofing materials were 61%, 21%, 13%, 
and 5%, respectively. The ratios of sandwich panel, urethane form, brick, and steel plate in wall 
materials were 61%, 21%, 13%, and 5%, respectively. The ratios of soil and concrete in flooring 
materials were 10% and 90%. The mist spray, fan, and cooling pad in cooling facilities were 
42%, 32%, and 26%, respectively. Thus we believe that present data contribute to develop the 
animal welfare certification for broiler chickens and to improve animal welfare in Korea.
(Key words : Animal welfare, Broiler chickens, Certification, Facilities, Stocking density)

서    론

세계적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

되면서 EU, 미국, 캐나다 등의 선진국을 비
롯하여 각 국가들은 자국의 현실에 맞게 동
물복지에 관한 법률과 가이드라인을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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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ratio of livestock housing 
and material types.

구       분 비율 (%)

축 사 무창형태 100

개방형태 －

지 붕
샌드위치 패널  61

우레탄 폼  21

슬레이트  13

강판   5

벽 면
샌드위치 패널  61

우레탄 폼  21

벽돌  13

강판   5

바 닥 흙  10

콘크리트  90

고 있다. 특히 EU에서는 육계의 과밀도 사육
방지를 위하여 평방미터당 최대수용밀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Council Directive 

2007/43/EC), 2010년 6월부터 모든 회원국들
이 국내법으로 수용,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외국의 경우 국가별 육계 사육시설 및 
관리에 대한 동물복지 인증기준들이 제시되
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수많은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 (Merkely and Wabeck, 1975; 

Shanawany, 1988; Sanotra et al., 2002; Meluzzi 

et al., 2003 등).

국내에서는 2012년 3월부터 산란계 농가를 
시작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내년부터 육계농장에 확대 적
용될 예정인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기준’

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
나 아직 국내에서는 육계 복지와 관련된 연
구 및 자료가 부족한 실정으로 국내 사육여
건에 적정한 사육밀도 및 사양관리 등에 대
한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기준 설정
과 관련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
의 육계농가들을 대상으로 사육시설 및 관리
형태 등을 조사해 보았다.

재료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육계농가 6곳 (경기 소재 1개소, 충북 소재 
1개소, 전남 소재 2개소, 경남 소재 2개소)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2013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조사하였으며, 방역 등의 문제를 고려
하여 농장방문 후 1주일 정도의 유예기간을 
가진 후 다음 농장에 대해 방문 조사하였다.

2. 조사방법 및 내용

육계농가별 사육수수, 품종, 사육밀도, 운
영방식 및 축사시설 등을 조사하였으며, 혹
서기 열 스트레스 감소에 대한 방안을 알아
보기 위하여 축사형태 및 냉방시설 등을 조
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사육수수 및 품종

조사한 육계농가의 사육수수는 시설형태에 
따라 40,000수부터 130,000수로 중소규모에 
속하였으며, 기업형태의 대규모 농가는 조사
에서 제외하였다. 육계농가에서 사육하는 품
종은 1개 농장에서 Cobb와 Ross이었으며, 이
를 제외한 나머지 5개 농가에서 Arbor Acres

이었다 (Table 1).



천시내 등 : 동물복지 관련 육계농가 실태조사

－ －35

Table 2. The ratio of facilities types.

구       분 비율 (%)

급 이 기
선     형 －

원 형 100

음 수 기
선 형 －

니 플 100

버 켓 －

냉방시설
안 개 분 무  42

송 풍 기  32

쿨 링 패 드  26
Fig. 1. The ratio of labor force participation.

2. 사육밀도 및 운영방식

육계농가의 사육밀도는 농가별로 18.2수/m2

부터 24.2수/m2로 농가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전체 평균은 21.5수/m2 이었는데 국내 육계의 
평균 출하체중을 1.5 kg로 가정한다면 사육밀
도를 약 32.25 kg/m2로 환산할 수 있다. 영국 
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RSPCA)의 사육밀도 기준은 30 kg/m2 

혹은 19수/m2 미만이며 (RSPCA, 2008), 미국 
American Humane Association (AHA)의 사육밀
도 기준은 34 kg/m2 미만을 요구하고 있는데
(AHA, 2012) 국내 일반 육계농장의 사육밀도
는 영국 RSPCA의 사육밀도 기준을 초과하
는 수치이나, 미국 AHA의 사육밀도 기준에
는 부합하는 수치임을 알 수 있다. 국내의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에 따르면 무창계사일 경우 39 kg/m2까지 사
육할 수 있고, 개방계사의 경우 자연환기에
서 33 kg/m2, 강제환기에서 36 kg/m2까지 사육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nforcement 

regulations in Livestock Industry ACT, 2013). 

미국과 영국의 사육밀도 기준에도 차이가 
있으며, 국내 육계농가의 사육여건을 고려할 
때 인증기준의 사육밀도에 대한 부분은 국가
별 여건에 따라 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되며, 국제적 인증기준의 수준을 고려해서 
비교적 사육밀도의 규정이 국내 사육현황과 
유사한 미국 AHA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나
을 것으로 판단된다.

육계농가의 운영방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가족 전체가 농장운영에 참여하는 경우가 
40%, 부부가 운영하는 경우가 40%, 농장주 
개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20%로 국
내 중소규모의 육계농가들은 외부의 인력고
용 없이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농장주 개인
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Fig. 1). 1970년대 이후부터 축산물 소비
가 급증함에 따라 축산업이 빠르게 전업화 
되었는데 (Jeong et al, 2005) 중소규모의 축산
농가에 의하여 전업화가 확산되었던 것은 이
번 조사에서 중소규모 육계농가의 운영방식
과 같이 가족중심의 운영이 가능했기 때문이
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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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he inside of chicken farm (A Farm) 

  b) The inside of chicken farm (B Farm)

Fig. 2. The view of chicken farms.

3. 축사형태 및 시설

이번 실태조사한 전체 육계농가들이 무창
축사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무창축사는 
밀폐식 축사이며 강제 환기 방식을 이용하는 
축사로, 1990년대 초반 국내 축산업의 규모
화․기업화의 가파른 추세와 함께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도입 초기에는 국내 사육환경여
건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부족으로 
환기관리 등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과거 

개방식축사에 비해 실내 온도와 점등 조절이 
용이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소음, 먼지 등의 
환경 공해 문제의 보완이 가능하였다 (Lee, 

1995). 따라서 최근 여름철 폭염 일수 증가 
등 국내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향후 무창축사
의 중요성이 대폭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축사 지붕은 샌드위치 패널 61%, 우레탄폼 
21%, 슬레이트와 강판을 사용한 경우가 각각 
13%, 5%로 조사되었으며, 벽면은 샌드위치 
패널이 61%, 우레탄폼이 21%, 벽돌과 강판
이 각각 13%, 5%로 조사되었다. 또한 바닥
의 경우 콘크리트 바닥이 90%, 흙바닥이 
10% 이었으며, 전체 농가가 원형 급이기와 
니플 급수기를 사용하였다.

4. 기  타

혹서기를 대비한 냉방시설은 안개분무 42 

%, 송풍기 32%, 쿨링패트 26% 이었는데, 전
체 냉방시설 대비 비중을 나타낸 것으로 실
제 모든 농가에서 2가지 이상의 냉방시설을 
중복해서 이용하고 있었다. 또한 혹한기를 
대비한 난방시설은 조사 전체 농가가 열풍기
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    론

최근 농장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함께 닭, 오리 등 가금류의 사육시설의 복지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EU에서는 2013년 이후
부터 산란계의 케이지 사용을 본격적으로 금
지하였으며, 대체 사육시설 등 산란계 복지
와 관련한 수많은 연구들이 국내․외를 불문
하고 수행되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육계 복
지와 관련한 연구는 비교적 산란계보다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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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 사실이다. 본 조사는 육계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사육밀도를 포함하
여 운영방식과 축사의 형태 및 시설 등을 조
사․분석하여 국내 육계 사육시설 및 사양관
리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동물복지 인증과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부분을 모색하기 위하
여 실시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내 일반적인 육계 농가가 
‘동물복지 축산 농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예
를 들어, 국내 육계농가에서는 횃대를 설치
하지 않고 있는데, 영국 RSPCA 기준에서는 
횃대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미국 
Humane Farm Animal Care (HAFC)에서는 따
로 횃대의 설치에 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국내 사육되고 있는 품종과 사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동물복지 인증기준이 엄중히 설정
되어야 하며 더불어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
는 추가적인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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