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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육계의 RSPCA(영국동물학대방지협회) 복지기준은 RSPCA가 승인한 육계의 사육․취급․운송․도축 정책을
홍보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법규, 정부의 복기기준, 과학적 연구, 수의학적 자문, 농장동물 복지 위원회
(Farm Animal Welfare Council; FAWC)의 권고사항, 축산업계의 실무 경험을 반영하였다.
이 기준은 FAWC가 정의한 바와 같은 ‘5가지 자유’에 기초한다(그래서 이름이 ‘프리덤푸드'이다- iv쪽 참조).
이 자유는 이상적인 상태를 정의한 것이지만 농장 품질보증 요구사항의 중요한 요소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농장․운송․도축장에서의 동물복지 평가에 포괄적인 기틀이 된다.
▶ 기아와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 완전한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신선한 식수와 먹이를 제공
▶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 쉴 터와 편안한 누울 자리를 포함한 적합한 환경을 제공
▶ 통증·외상·질병으로부터의 자유
: 예방 또는 신속한 진단 및 치료를 제공
▶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
: 충분한 공간, 동물의 품종에 적합한 시설 및 동종의 동물과의 공동생활을 제공
▶ 공포와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 정신적인 고통을 피할 수 있는 환경과 보살핌을 보장
이러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주의 깊고 책임 있는 계획 및 관리
 축산기술과 지식을 갖춘 성실한 축산업자 정신
 적합한 환경 설계
 동물의 취급과 운송 시 세심한 배려
 인도적인 도축

RSPCA 복지기준의 활용지침
(i) 각 섹션의 상단에는 복지기준의 개략적인 목표를 기술하였다.
(ii) 번호가 매겨진 요구사항들은 모두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복지기준이다.
(iii) 상자에 담긴 섹션은 추가적인 정보를 제시하거나 또는 장래 재검토하게 될 수도 있는 복지기준의 영역을
강조한 것이다.
(iv) 프리덤푸드 가입자들은 모두 RSPCA의 복지기준과 더불어 농장․운송과정․도축장에서의 농장동물 관리와
복지와 관련된 현행법을 모두 준수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v) 법에 따라 모든 축산업자는 ‘농장동물 복지를 위한 Defra 권고사항 : 육계와 종계’(the 'Defra Code
of Recommendations for the Welfare of Livestock: meat chickens and breeding chickens')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육계의 RSPCA 복지기준

2008년 2월

- 2 -

* 표시는 개정조항을 뜻함

(주)프리덤푸드(Freedom Food Ltd)
(주)프리덤푸드(Freedom Food Ltd)는 이 같은 기준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RSPCA 소유의 자회사이다.
만족스런 검사결과를 받은 농부․운송업자․도축업자․가공업자․소매상인은 본 제도에 가입하여 프리덤푸드 상표를
이용할 수 있다. 모든 가입자는 (주)프리덤푸드(Freedom Food Ltd)로부터 정기적인 검사를 받게 되며, 점검․
관리․마케팅 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부과된다. 또한 가입자는 RSPCA의 축산부(RSPCA Farm Animals
Department) 직원으로부터 비정규적인 점검을 받게 되며 이 비용은 무료이다.
(주)프리덤푸드(Freedom Food Ltd)는 해외에 RSPCA의 복지 기준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프랜차이즈
기관을 설립하여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공동 가치를 전달하고자 한다.
(주)프리덤푸드는 비영리기관이다. 모든 잉여 수익금은 농장동물의 복지에 관한 연구 기금으로 사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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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와 식수
동물의 완전한 건강을 유지하고 바람직한 복지 상태를 조성하기 위해 식수와 먹이를 언제든지 섭취할 수 있게
하여 기아․갈증․영양결핍으로부터 해방시켜줘야 한다. 사료와 식수는 동물들이 부당한 경쟁 없이 섭취할 수 있
도록 분배해줘야 한다.

사료
FW 1.1 육계에게는 다음과 같은 균형 잡힌 먹이를 제공해야 한다.
a) 육계의 품종에 적합해야 한다.
b) 양호한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c) 영양학적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d)* 육계가 언제나 먹을 수 있어야 한다.(담당 수의사가 금지했을 경우는 예외이다.)
FW 1.2 사육자는 사료 제조자가 명시한 대로 사료의 영양 함유량 기록을 문서화해야 한다.
FW 1.3 포유류와 조류의 단백질이 함유된 사료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FW 1.3항은 낙농식품의 사용은 허가한다.

FW 1.4 치료상의 목적이 아니라면, 사료안의 항생물질 사용은 금지한다.
*ⓘ

동물보건계획(H 1.1참조)에서는 건강 문제의 위험성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대용품을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FW 1.5 육계에 대한 모든 치료는 다음사항을 준수해야만 한다.
a) 수의사에게 세부적인 감독을 받아야 한다.
b) 동물보건계획에 기록해야 한다.(H 1.1참조)
FW 1.6 사료는 오염되거나 상한 상태로 남아 있게 해서는 안 된다.
FW 1.7 육계 1마리당 한쪽 면이 최소 25㎜ 이상인 사료용 구유를 제공해줘야 한다.
FW 1.8 원반형 급이기(circular pan feeders)를 사용한다면, 육계 65마리 당 지름이 최소 330㎜이상인 원
반형 급이기가 1대 이상 필요하다.
FW 1.9 새로운 사료장치를 설치한다면 원반형 급이기를 설치해야 한다.
FW 1.9.1 2010년 1월 이후로 선형 급이기(track feeders)는 사용이 금지된다.
FW 1.10 급이시설 전반에 걸쳐 균일한 양의 사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료를 분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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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W 1.11 육계가 있는 장소에서 4m이내에 사료가 있어야만 한다.
FW 1.12 사료․식수공급기는 육계의 활동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해야 한다.
FW 1.13 선형 급이기 위의 횃대사용방지철사(anti-perch wire)는 사용을 금한다.
FW 1.14 급이기 위의 철사는 전기가 흘러서는 안 된다.
*ⓘ 횃대사용방지철사를 만약 사용한다면 육계가 이 철사를 횃대로 사용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도
록 플라스틱으로 주위를 감싸야만 한다.

식수
FW 2.1 담당 수의사에 의해 지시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계에게 언제든지 깨끗하고 신선한 식수를 지속적
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공급해줘야 한다.
FW 2.2 식수는 오염되거나 상한 상태로 남아 있게 해서는 안 된다.
FW 2.3 영하의 상태에서도 식수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FW 2.4 다음과 같은 최소수량 이상의 급수기를 제공해야 한다.
벨형(Bell) : 육계 100마리당 1대
젖꼭지형(Nipple) : 육계 10마리당 1대
컵형(Cup) : 육계 28마리당 1대

ⓘ

특정한 종류(빠른 속도의 360°젖꼭지형)의 급수시설에는 육계 20마리당 최소 1대 이상의 급
수기를 제공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급수 시설을 새로 설계하여 설치하려는 사육자는
RSPCA 축산담당관에게 문의해야 한다.

FW 2.5 새로운 식수시설을 설치하려면, 벨형 급수기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FW 2.6 급수기는 낭비되는 물의 양을 가급적 줄일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FW 2.7 급수기는 :
a) 모든 닭의 크기와 연령에 맞도록 최적의 높이에 위치해야 한다.
b) 적합하게 설계해야 한다.
FW 2.7.1 육계는 물을 마시기 위해 축사 내에서 4m이상 이동해서는 안 된다.
FW 2.8 (뚜껑이 있는)식수저장탱크는 주 식수 공급원이 차단된 경우 최소 24시간 동안 모든 연령의 닭들에
게 식수를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FW 2.9 모든 육계의 급수기에는 계수기(water meter)를 설치해야 한다.(M 1.3e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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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W 2.10 식수대 위의 철사에는 전기가 흘러서는 안 된다.

ⓘ

만약 사용해야 한다면, 횃대사용방지철사는 육계가 이 철사를 횃대로 사용하려는 시도를 하
지 못하도록 플라스틱으로 주위를 감싸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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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동물을 사육하는 환경은 동물의 복지적 욕구를 고려하여 동물이 물리적․온도 환경적인 요소로 인해 불안․두려
움․스트레스를 느끼지 않게 하면서 동물의 본능적인 활동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E 1.1 RSPCA복지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관리체계나 사육시설을 설계․배치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을 고려
하고 있다면,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사항을 고려하기 전에 RSPCA축산부에 문의하고 토의해야 한다.
E 1.2 * 육계의 복지는 소음․대기오염․악천후․포식동물․(방목형 사육방식일 경우엔)토양오염과 같은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Buildings 축사

ⓘ

축사는 양호한 공기상태와 깔짚상태를 유지하도록 충분한 통풍이 가능한 크기여야만 한다. 그
래서(안내지침과 같이)사육경험에 따르면, 이동형 막사(mobile arcs)와 같이 작은 크기의 축사
는 길이 4m에 천장(지붕 마룻대, the ridge)까지의 최소 높이가 2.5m는 되어서 대략 500마리의
육계를 수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 보다 더 큰 축사는 천장까지의 최소 높이가 3m이상이어
야 한다. 축사의 측면은 필요할 경우 개구멍(pophole)을 허용할 수 있도록 대략 0.6m 높이여야
한다.

E 2.0 * 모든 육계에게는 축사를 제공해줘야만 한다.
E 2.1 모든 축사에는 복지(E 2.1.1참조)와 관련된 핵심사항의 확인목록을 포함한 알림판을 각 축사 입구나
근처에 명확하게 게시해야 한다.
E 2.1.1 E 2.1을 만족시켜야 할 확인목록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a) 육계가 사용가능한 바닥(area available)의 총면적
b) 모든 육계의 수
c) 모든 급수기와 급이기의 수량
d) 공기상태의 목표수준
e) 조명수준과 운영방식
f)(예컨대 화재․홍수 및 자동화 장비고장, 온도상태가 허용한도를 벗어난 경우의)비상조치
E 2.1.2 * 축사는 예상하는 기상조건에 적합하게 설계하여 설치해야 한다.
E 2.2 새로 건축 중이거나 주요 구조를 리모델링하는 축사는 도축을 위해 모든 육계를 전출(depopulation)시킬
경우에 육계의 운반과 취급을 간소화시키고 쉽게 이동시킬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E 2.3 * 육계에게 방지할 수 있는 외상이나 고통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상의 요소를 없애줘야 한다.
E 2.4 내벽은 청소 과정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구성이 있고 부드러운 소재로 설치해야 하며 장애물이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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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E 2.5 살충성분이 포함된 방부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육계가 (페인트, 목재용 방부제, 살균제와 같
은)독성이 있는 표면이나 그 향기에 접하지 않게 해야 한다.
E 2.6 주전원을 사용하는 모든 전기시설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a) 육계가 접근하지 못해야 한다.
b) 절연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c) 설치류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d) 적합하게 접지해야 한다.
e) 직무능력이 있는 해당자격 소지자에게 1년에 최소 1번 이상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법률상, 전기설비는 전기안전에 관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정기 검사 보고서의 일부로

서 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탈착스위치’는 최소한 년 1회 시험하여 올바로 작동하
도록 확인해야 한다.
E 2.7 계류장(apron)은 도축을 위해 모든 육계를 전출할 경우 육계의 선적을 쉽게 할 수 있는 높이여야만 한다.
E 2.8 축사 바깥쪽을 둘러싼 계류장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청결하고 말끔하게 관리해야 한다.
b) 야생조류나 설치류의 쉴 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
c) 제초를 해주면서 잘 관리해야 한다.

ⓘ

가능하다면 계류장은 축사를 비운 후에 청소를 할 때 소독의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바닥
이 견고해야 한다.

Floor and litter 바닥과 깔짚

E 3.1 기생충과 병원균이 심각할 정도로 번식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사육장 바닥은 효과적인 청소 및 소독이
가능해야 한다.

ⓘ

가능하다면 축사 바닥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견고해야 한다.

E 3.2 새 깔짚(litter)은 실내에 설치류가 침입할 수 없는 위생적인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E 3.3 축사 내부 바닥이 견고하다면 방습효과가 있는 막으로 덮여 있어야 한다.
E 3.4 모든 축사의 바닥은 깔짚으로 전부 덮여 있어야만 한다.
E 3.5 깔짚은
a) 적합한 재료와 크기로 되어 있어야 한다.
b) 건조하고 푹신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필요할 경우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c) 배설물의 희석이 가능하도록 평균 최소 5㎝의 깊이로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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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육계가 사욕(沙浴, dust bathe)을 할 수 있어야 한다.
e) 필요한 경우 날마다 새로운 깔짚을 깔아줘야 한다.
f)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잘 관리된 상태로 깔짚을 유지하는 것은 법적인 요구사항이다.

E 3.6 좋은 상태의 깔짚을 사용해야 한다.

ⓘ

톱밥은 권장하는 재료이다.

E 3.7 육계는 언제든지 깔짚으로 덮힌 장소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E 3.8 사육자는
a) 깔짚의 열악한 관리상태로 발생하는 복지 문제를 숙지해야 한다.
b) (수분, 깔짚에 쌓이는 질소함유물 및 기름기와 같은)깔짚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이해해야 한다.

ⓘ

화상을 포함하여 무릎과 발바닥의 손상은, 젖어있거나 고농도 배설물이 묻어 있는 깔짚과 접촉
하여 발생한다. 그러한 손상은 고통을 유발하거나 박테리아의 감염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파행
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육계도 그러한 손상을 겪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이러한 손상이 발생하더라도,

발바닥이나 뒤꿈치에 화상이 있는 평균적인 육계의

비율이 실내에서 사육하는 육계의 4.0%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실질적으로 육계의 RSPCA
복지기준에 맞춰서 운영하는 상업용 실내 양계장의 현실적인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육계에게는 심각한 화상burns이 없어야 한다. 만약 발바닥과 뒤꿈치에 화상이 발생한 비율의 평
균이 4.0%를 초과하면, 사육자는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깔짚이 열악한 상태가 되지 않게 하여 이러한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관리절차를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다.

조명
E 4.1 24시간마다 육계를 위해 다음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a) 최소 8시간 이상의 연속된 명기(明期)
b)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 최소 6시간 이상 최대 12시간 이하의 연속된 암기(暗期):
i) 최대 7일령이하의 육계와 도축 전 3일 전까지의 육계에게는 연속된 암기시간이 최소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ii) 자연조명을 사용할 경우 자연적인 암기는 6시간 이하로 제공해야 한다.
E 4.2 모든 축사 내에서의 조명방식을 기록해야 한다.

ⓘ

가능하다면, 조명방식 기록은 자동화되어야 한다.

E 4.3* 바닥면적floor area의 최소 75%이상에서 평균 최소100lux이상의 조명을 제공해야 한다.

ⓘ

육계는 잘 발달된 색채 시각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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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보건복지를 위한 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 for Animal Health and Animal Welfare’s,
2000, p. 62)가 작성한 육계의 복지에 관한 보고서에서는 보다 밝은 조명(100 lux이상)이 육계
의 활동성을 자극하는 데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향상된 활동성은 다리 장애의 발생과 무
릎과 발바닥 화상과 같은 접촉성 피부염의 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E 4.4 * 어떤 장소도 20lux이하로 조명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

*조도는 육계의 눈높이에서 측정해야 한다.

ⓘ

*조명이 달라지면 육계의 행동성향도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결과가 있다.

흐린 조명의 장소는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며, 밝은 조명의 장소는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될 기회를 제공한다. 횃대는 흐린 조명의 장소에 위치해야 한다.
E 4.5 인공조명은 스위치로 작동되어야 한다.
a) 단계적이거나 점진적인 방식으로 작동해야 한다.
b) 최소 15분 이상의 단위로 작동해야 한다.

ⓘ

자연조명이 제공될 경우 E 4.5의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는다.(E 5.1 ~ E 5.10 참조)

ⓘ

*인공조명을 점진적으로 끌 경우 육계의 수면 준비행동(settling behaviour)을 하게 되어 육계가

그 날의 마지막 식사를 잘 하도록 자극하여 사료의 단백질 전환효율성(feed conversion efficiency)
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동물의 보건복지를 위한 과학위원회(The Scientific Committee for
Animal Health and Animal Welfare)’가 작성한 ‘육계의 복지에 관한 보고서, 2000, p. 61(report on
The Welfare of Chickens Kept for Meat Production)’에서는 육계에게 명기와 암기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도록 30분 이상에 걸쳐 조명을 변화시키는 것을 추천한다. RSPCA는 조만간
30분의 권장사항을 장려할 계획이다.
E 4.6 언제라도 육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고정식 또는 이동식)적합한 조명을 구비해 둬야 한다.

Natural light 자연조명
*

ⓘ

*자연조명을 사용할 경우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E 5.1 * 모든 사육시설은 2010년 1월까지 사육하는 육계에게 자연 조명을 제공해야 한다.
*

ⓘ

* 양계장에서의 자연조명 도입은 (육계의 활동성을 증가시키고 육계에게 양질의 환경을 제공하면

서)육계의 복지에 유익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자연조명은 인공조명과는 확연히 다르며 낮
동안에 걸쳐 변화하면서 축사 내의 장소에 광범위한 수준의 조명을 제공할 수 있다.
*

ⓘ

* 안내서에 따르면, 실질적인 경험상 일광의 개구부(the light openings)는 축사바닥의 총면적의

최소 3%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하지만 6%를 목표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광의 개구부는
축사의 가장 긴 벽의 측면 길이의 최소75%와 높이의 15%를 차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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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5.2 * 각각의 일광의 개구부는 0.56㎡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예컨대, 0.75m x 0.75m나 1.0m x 0.56m)
E 5.3 * 낮 동안의 빛이 축사 내로 들어 올 수 없도록 축사 내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즉각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

ⓘ

* (셔터와 같은)장비의 설치를 통해 일광의 개구부를 통해 들어오는 빛의 양을 통제할 수 있다.

셔터는 열로 인한 스트레스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직사광선의 유입을 통제하기 위해 특히 중
요한 요소이다. 축사 내로 들어오는 빛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는 셔터는 육계를 포획하는 경우
와 밤중에 축사 밖으로 육계를 운반할 경우에 육계가 느낄 수 있는 공포를 줄일 수 있는 데도
도움이 된다. 축사 내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려면 수동적․기계적 조작을 통하여 셔터의 개
폐정도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

ⓘ

*(특히 창문을 통한)일광의 제공은 축사 내의 온도환경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양호한 통

풍상태와 적합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통풍시설의 용량 및 통풍구 위치를 고려하는 것
이 중요하다. 과열된 경우, 셔터는 일광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단열처리된)셔터는 동
계에도 축사의 온도를 유지하도록(육추단계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도울 수 있다.(E 7.5 ~ E
7.11참조)
E 5.4 * 유리창을 사용한다면 이는 안전한 강화유리를 써야 한다.
*

ⓘ

* 투명한 유리창은 육계가 창밖을 볼 수 있게 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에 사용을 강력

히 권장한다.
투명한 유리창은 양호한 조명(빛의 왜곡이나 여과되어 제거된 빛이 가급적 없어야 하며)상태를
제공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되지 않아야 한다.
*

ⓘ

*창문의 재료는 수증기 응결을 방지할 수 있는 것(예컨대 2중으로 유약 처리된 창문,

double-glazed windows)으로 선택해야 한다.
E 5.5 * 병아리는 7일령 이전에 가능한 빨리 자연일광을 쐴 수 있어야 한다.
*

ⓘ

* 사육경험에 의하면, 부화 후의 병아리를 가능한 일찍 축사 밖으로 나가도록 해주는 것은 외부

환경에 대하여 인식능력을 향상시키고 익숙해지게 하며 두려움을 줄여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 5.6 * 자연 조명은 축사의 모든 장소를 투과해야 한다.
*

ⓘ

* 조명의 요구량을 언제나 충족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수와 크기의 일광의 개구부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광의 개구부를 축사의 양 측면 하단에 설치하면 축사 내로 들어오는 빛을 더
욱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예컨대 직사광선을 막기 위해 축사의 한 쪽 면에 있는 모든 셔
터들을 닫아야 하더라도, 반대쪽 개구부를 통해서 직사광선을 차단하면서 자연조명을 축사 내로
들어오게 할 수 있다. 게다가, 전체 창문의 면적을 바탕으로 설정한 권장량 이상의 자연조명을
확보해야 한다.
E 5.7 * 다양한 조도의 조명을 제공하는 장소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a) 장소 내 각각의 구역에 비슷한 수준의 조명을 제공해야 한다.
b) 각 구역마다 조도차가 크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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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컨대 축사 내에 창문이 균등하게 위치하지 않거나 창문의 크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빛이 밝은 부분이 생긴다면 육계의 활동성은 이곳에서 더 증가되는데, 이는 깔짚 상태에 악영향
을 미친다.
E 5.8 * 자연일광이 가능한 기간 중에는 언제라도 육계에게 자연일광을 제공해야 한다.
E 5.9 * 새벽과 황혼에도 육계에게 자연일광을 제공해야 한다.
*

ⓘ

이는 자연적․인공적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E 4.5참조)

E 5.10 * 창문을 사용한다면 적절히 밀폐하여 축사 내로 공기가 제대로 흐르고 외풍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
리해야 한다.
*

ⓘ

RSPCA축산부와 연락하면 자연조명의 제공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와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수용밀도
E 6.1* (육계에게 주어지는 바닥 면적을 이용하여 계산하는)수용밀도는 결코 다음과 같아서는 안 된다.
a) 30kg/㎡을 초과한다.
b) (유동성 높은 육계의 무리current flock의 경우에)30kg/㎡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
c) 1㎡ 당 19마리를 초과한다.
*

ⓘ

프리덤푸드 회원을 위하여, E 6.1(a)는 유동성 높은 육계 무리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가능할 경
우 프리덤푸드의 기준에 적용하는 다른 3종류의 동물에게도 적용된다. E 6.1(b)는 M 1.3에 열거
된 기록을 자료로 활용하여 유동성 높은 육계 무리의 예측수량을 토대로 적용할 수 있다.

*

ⓘ

1㎡당 20마리의 육계를 초과하면 바닥의 공간․사료․식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
연구결과 19/㎡ 이상으로 육계를 사육하면 하루 폐사한 개체수가 7마리(7d mortality)보다 많아
지고, 다리의 도태가 더 많아지며, 육계는 더 많은 행동제약을 받게 된다. 만약 수용밀도를 증가
시키려면 그 만큼 통풍과 깔짚 상태를 더 좋게 해줘야만 한다.

E 6.1.1 병아리가 부화한 이후로 한 번도 30kg/㎡이상의 수용밀도로 사육하지 말아야 한다.
E 6.2 언제든지 프리덤푸드 평가원과 RSPCA 축산담당관이나 사육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용밀도의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M 1.3참조)

공기상태와 온도환경
E 7.1 공기 중 오염물질이 인간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불쾌한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이 있
육계의 RSPCA 복지기준

2008년 2월

- 9 -

* 표시는 개정조항을 뜻함

어야 한다.
E 7.2 통풍시설은 양호한 상태의 공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연적․인공적)통풍시설을 설계해야 한다.
E 7.3 축사 내에 있는 흡입가능한 먼지․일산화탄소 및 기타 기체 오염물질은 COSHH규정(COSHH
regulations)에 일치하는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E 7.4 평균 8시간 이상의 기간 동안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a) 먼지농도가 10mg/m³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b) 일산화탄소의 양이 50pp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

공기상태의 (육계 머리가 있는 위치에서의)측정값은 예측 가능한 모든 기후조건에서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암모니아 15ppm
이산화탄소 5000ppm
상대습도는 50~70%사이여야 한다.
실제로 가능하다면 (예컨대 암모니아․이산화탄소․일산화탄소 등의)기체상태의 측정값은 주단위로
검사․기록해야 한다.
만약 RSPCA복지기준에서 명시한 허용한도 보다 높은 값이 측정될 경우, 허용한도까지 떨어뜨려
이를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는 날마다 공기상태를 기록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공기상태의 성분별 기록은 자동화해야 한다.
E 7.5 언제나 육계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적합한 온도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약41ºC의 체온에서 육계는 가장 효율적인 신진대사를 한다. 이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는 육계의
복지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체온이 4~5ºC만 오르더라도 육계는 확실히 폐사한다.
개방된 공간에서 다른 육계로부터 떨어진 육계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온도범위는 8~30ºC로
주로 육계의 체온․상대습도․풍속에 따라 다양하다.

E 7.6 축사는 과열의 위험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예컨대, 기화냉각시설 및 단열처리된 지
붕의 설치)
E 7.7 모든 축사는 3ºC의 온도상승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E 7.8 최대․최소온도는 매일 기록해야 한다.
E 7.9 통풍시설은 조작상태가 양호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E 7.10 경보장치는 통풍시설 고장의 모든 위험을 경고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E 7.11 사육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a) Defra 소책자의 사본, ‘열로 인한 가금의 스트레스 관리(Heat Stress in Poultry, PB 10543, 2005)’를
열람해 보아야 한다.
b)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c) 그 권고사항을 적용해야 한다.
육계의 RSPCA 복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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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조물
환경 보조물로서 가마니(straw bales), 횃대, 쪼을 수 있는 물건,

brassicas와 도정하지 않은 곡식을 제공해줘서

육계의 활동성을 증가시켜 다리의 건강을 향상시키면 육계의 보건복지를 더욱 증진시켜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E 8.1 환경 보조물(environmental enrichment)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a) 육계가 7일령이 되기 이전에 가급적 빨리 제공해 줘야 한다.
b) 필요할 경우, 사육기간 전반에 걸쳐 관리․변경해줘야 한다.
E 8.2 육계 1000마리당 최소한 다음의 항목을 제공해줘야 한다.
a) 가마니(straw bale) 1.5개
b) 횃대 2m
c) 1개의 쪼을 수 있는 물건, 예컨대 쪼을 수 있는 벽돌, brassicas(양배추․꽃양배추․스파우츠spouts․브로콜리),
매달아 놓은 나무벽돌
*

*

ⓘ

ⓘ

추가적인 항목의 제공은 육계의 활동성을 상당히 증진시키기 때문에 강력히 권장한다.

지침으로서, 실제의 경험으로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a) 육계는 단면이 직사각형(length s of rectangular)이고, 끝이 둥근 나무막대를 좋아한다.
b) 육계의 크기와 품종에 따라서 횃대의 높이는 10~30cm여야 한다.
c) 육계는 폭이 4~6cm인 횃대를 선호한다.
d) 횃대가 있는 공간은 육계 1마리당 15~20cm여야 한다.
e) 보통 육계의 약20%만이 횃대를 사용한다(이는 육계에게 필요한 횃대의 공간을 계산하는 데

중요한 사실이다. 예컨대 횃대 사용률이 20%이고 육계 1마리당 20cm의 횃대공간이 필요할 경
우, 육계 1000마리는 40m의 횃대공간이 필요하다)
만약 가능하다면 육계가 서로 인접하여 횃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제공해줘야 한
다.
*

ⓘ

* 급수선로 위에 횃대를 제공할 경우 E 8.2(b)기준을 만족하지 않아도 된다.

급수선로 위의 횃대를 사용하는 육계는
a) 발에 묻어 있는 배설물과 먼지로 급수기의 컵을 오염시킬 수 있다.
b) 급수기로 다른 육계가 접근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c) 식수를 마시고 있는 육계에게 배변할 수 있다.

E 8.3 * 횃대는
a) 육계에게 상해/외상을 주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b) 육계가 접근할 수 있고 쉽게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c) 들어 올릴 수 있어야 한다.
d) 육계의 발 전체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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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육계가 정상적으로 횃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횃대 둘레를 육계의 발가락으로 움켜잡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어야 한다.
f) 횃대의 아랫부분 주위를 육계의 발톱으로 움켜잡았을 때 육계의 발바닥을 상하게 하지 않을 정도로 굵기여야
한다.
*

ⓘ

횃대는 육계가 일령이 어릴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적합한 높이에 위치해야 한다. 예컨대 횃대를
(예컨대 흰색 페인트를 이용하거나 밝은 색의 접착성 천을 이용하여)어둠 속에서도 횃대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육계가 잘 볼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한다.

ⓘ

* 나무 상자와 가마니는 횃대 공간 요구량을 계산할 때 포함시키지 않는다.

E 8.4* 2마리 이상의 육계가 횃대를 사용할 경우에는 옆에 있는 육계의 발을 밟지 없도록 인접한 육계와는
1.5cm이상의 간격이 있도록 해야 한다.
E 8.5* 횃대가 2개 이상 있을 때 각각의 횃대 공간으로 인접한 횃대를 계산하려면, 횃대간의 거리가 적어도
30cm는 떨어져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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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ange 방목
육계에 대한 RSPCA 복지 기준은 육계를 방목형 사육방식으로 사육할 것을 강요하진 않지만, 만약 하게 될
경우, 방목을 위한 다음의 복지기준을 이 문서의 다른 주제에 대한 관련기준과 함께 준수해야 한다.
R 1.1 자유 방목형 사육방식(free-range system)을 채택한 경우, 사육자는 수용밀도와 방목지의 접근성 및
도축이 허용된 최소연령과 관련하여 유럽의 가금 시장표준(EU Marketing Standards for Poultry
meat, Commission Regulation (EEC) No 2891/93EC)을 숙지해야 한다.
R 1.2 사육자는 방목지역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사용효율을 최적화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
원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R 1.3 방목형 사육방식의 실외지역은
a) 축사 주변 지역에서 밀렵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 및 관리해야 한다.
b) 살아있는 초목으로 대부분이 덮여 있는 목초지여야 한다.
R 1.4 방목지에 나간 육계가 배수가 잘 되는 휴식장소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R 1.5 만약 자유방목지에 기생충이나 질병이 만연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면, 방목지를 윤번제로 사용하거나
다른 질병방제 방법을 적용해야만 한다.
R 1.6 육계가 방목지를 사용하도록 사육자는 모든 합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야만 한다.
*

ⓘ

자유롭게 방목된 육계는 악천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쾌적한 환경과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는 쉴 터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자연․인공적인 쉴 터는 둘 다 권장한다. 자연적
인 쉴 터는 목초지와 (아티초크와 케일과 같이 심거나 제거하기 쉬운)관목이나 반영구적인 초목
이 있어야 한다. 육계는 자신보다 큰 초목(예컨대, 나무나 관목)을 선호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인공적인 쉴 터는 군용 그물텐트․파라솔․가마니․트레일러를 포함한다.
필요한 쉴 터의 총면적은 ㎡ = ((Nx0.3)W)/38이라는 공식을 이용해 구할 수 있다.(N은 가금의
수, W는 도축을 위해 육계를 전출할 때의 평균 생체중, 38은 쉴 터 제공을 위한 권장수용밀도)
예컨대, 2.2kg까지 사육한 1000마리의 육계에게는 쉴 터의 총면적이 최소 17.4㎡(2 =
((1000x0.3)2.2)/38))이어야 한다. 이는 예를 들면 2 x 8.7㎡의 면적을 뜻한다.

R 1.7 * 육계 1000마리당 육계 머리 위로 최소8㎡ 이상의 차양이 있는 쉴 터를 제공해줘야 한다.
*

ⓘ

*육계 머리 위에 있는 차양/쉴 터 면적의 계산은 물건이나 시설로 인해 생기는 그늘의 면적을

근거로 계산하였다.
*

ⓘ

*1000마리당 필요한 8㎡의 면적에 포함시킬 수 없는(육계 머리 위로 차양이나 쉴 터를 제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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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초목은 다음과 같다:
i. 잎이 아직 나있지 않은 어린 나무
ii. 잎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낙엽이 지는 나무(동계)
iii. 케일과 같이 크게 자라는 곡물

이럴 경우, 나무가 자라서 충분한 잎이 날 때까지 인공적인 쉴 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 밑
에 육계가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을 경우, 산울타리나무도 차양/쉴 터의 계산에 포함
시킨다. 하지만 하루 중에 특정한 시기에는 해의 위치로 인해 산울타리나무가 어떤 그늘도 제공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충분한 차양/쉴 터를 제공하려면, 산울타리나무만으로는 R 1.7을 충족
시켜주지 못한다.
예컨대 견인용 트레일러와 4개의 막대와 지붕으로 이뤄진 간단한 쉴 터는 차양/쉴 터를 제공할
수 있는 외형이다. 하지만 육계의 머리 위를 보호 해줄 수 없는 울타리는 이 용도로 적합하지
못하다.
R 1.8 * 차양과 쉴 터 시설은 육계가 방목지역을 두루 이용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위치시켜야 한다.
R 1.9 * 육계가 돌아다니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방목지역을 관리해야 한다.
*

ⓘ

* R 1.9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i. 축사로부터 다양한 거리에 차양과 쉴 터를 위치시킨다.
ii. 인공적인 쉴 터 주위에서 밀렵이 일어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쉴 터의 위치를 바꿔준다.
iii. 산울타리나무 아래의 장소를 육계가 이용할 수 있도록 산울타리나무를 다듬어 준다.
iv. 방목지역에서의 밀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방목지의 특정 구역 접근을 막는다.
v. 밀렵이 발생한 지역은 재발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vi. 각 무리별로 육계의 욕구에 대한 관찰결과를 고려한다 : 특정 무리의 육계는 방목지를 좋아하

지 않기에 방목지역에 쉴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는 식으로 방목지 이용을 유도해야 한다.
R 1.10 다음과 같은 사항일 경우, 육계를 방목지로 인도해야 한다.
a) 육계가 충분히 성장하였을 경우, 즉시 인도하라.
b) 28일령 이 전에는 반드시 인도하라.
R 1.11* 예컨대 A.I.와 같은 전염병이 발생한 기간 동안 육계를 축사 내에서 사육해야 할 경우 어떻게 육계를
관리할 것인지에 관한 세부사항이 포함된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방목지역의 접근 용이성
R 2.1* 자유방목 시설에서 사육하는 육계는 낮 동안 내내 방목지역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R 2.2 모든 개구멍은 악천후의 경우를 제외하면 R 2.1을 준수하기 위하여 열려진 상태로 관리해야 한다.
R 2.3 모든 개구멍은 다음의 규격 보다 커야 한다.
a) 45cm 높이
b) 50cm 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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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2.4 다음에 명시된 개구멍의 최소 개수를 준수해야 한다.

*

ⓘ

육계의 수

개구멍의 수

600 마리 이하일 경우

1개

600 마리 이상일 경우

700마리당 1개 (최소개수는 2개 이상)

악천후일 경우를 대비하여 개구멍의 최소개수 이상을 설치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예컨대
바람이 부는 날에는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바람 부는 쪽의 개구멍의 구멍(만약 충분한 개
수가 있을 경우)만을 개방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

R 2.5 개구멍의 총길이는 축사 면적100m²당 최소 4m 이상이어야 한다.
R 2.6 개구멍은 축사의 전체적인 길이에 맞게 균등하게 위치해야 한다.
R 2.7 만약 베란다를 통해 방목지로 육계가 이동할 수 있다면, 축사와 배란다 사이에 있는 개구멍의 세부사항은
R 2.3과 R 2.5.에서 진술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

사육자는 베란다가 있는 지역을 포함하여 축사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공기가 흐르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통풍시설의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R 2.8 공기가 축사 내에 불균등하게 흐르지 않도록, 축사에서 베란다(가 있을 경우)로 이어지거나 베란다에서
방목지를 이어지는 개구멍의 설치가 필요하다.
R 2.9 지면에서 적어도 가장 높은 개구멍까지의 베란다 측벽은 방수 가능한 견고한 물질이어야 한다.
R 2.10 베란다 지붕은 전체가 방수 가능하고 단열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R 2.11 강풍 차단기gale breakers나 그물형 자재를 사용할 경우, 손상된 부분은 즉시 수선해야 한다.
R 2.12 효율적인 청소와 소독이 가능하도록 베란다를 건설해야 한다.
R 2.13 E 3.4와 E 3.5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베란다에는 깔짚이 깔려 있어야 한다.
R 2.14 전체 바닥의 면적에서 축사의 각 측면에 있는 베란다가 차지하는 비율은 축사 내 계산한 바닥면적의
20%보다 작아야만 한다.
R 2.15 습기가 많은 기간 동안 축사를 둘러싼 지역에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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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Chicks 병아리
다음의 기준은 병아리를 사육하고 취급할 때 적용된다. 이는 이 문서의 나머지와 연관하여 읽어 보길 바란다.

* Chick sourcing 병아리의 출처
C 1.1* 병아리는 반드시:
a) 'RSPCA의 부화장 복지기준(RSPCA Welfare Standards for Hatcheries)'에 따라 부화시켜야 한다.
b) 프리덤푸드로부터 공인된 부화장에서만 생산해야 한다.

Specific provisions for chicks 병아리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
C 1.2 1일령 병아리는 반드시 :
a) 신경 써서 취급해야 한다.
b) 적합한 환경에서 사육해야 한다.
C 1.3 병아리의 육추․육성을 위해서는 급이기 및 급수기의 위치, 병아리의 수, 수용밀도, 공기상태, 통풍․조명을
부화장 관리 지침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C 1.4 특히 병아리의 수용밀도가 최대치일 경우 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방지하도록 신경 써야만 한다.
C 1.5 화재 가능성과 일산화탄소 방출의 위험을 방지하려면 육추용 온열기(brooder heaters)의 위치와 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야만 한다.
C 1.6 육추기는 한가운데 위에 매달아 놓아야 한다.
C 1.7 깔짚을 최적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온도범위에 있도록 육추기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C 1.8 사료 및 식수 장치가 있는 육추기 주위는 병아리가 육추기 위치로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지나갈 수
있도록 설계하여 건설해야 한다.
C 1.9 육추기간 전반에 걸쳐 병아리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고 육추기를 적합하게 조정해야 한다.
C 1.10 병아리를 열원으로 유도하도록 보조 조명장치는 며칠간 육추기 옆에 걸어 놓아야 하며, 급이기․급수기의
보조조명도 마련해야 한다.
C 1.11 특히 금속형 급이기를 사용할 경우 뜨거워지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C 1.12 육추기간 초기에는 튜브형 자동 급이기․급수기와 함께 보조용 사료 트레이 및 소형 분무기를 사용해야
한다.
육계의 RSPCA 복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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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 the first several hours after placement, cardboard egg trays can be used as additional water
containers. 설치 후 몇 시간 동안은 종이상자형 종란 트레이(cardboard egg trays)를 보조 식수용

기(additional water containers)처럼 사용할 수 있다.
C 1.13 급이기와 급수기에는 깔짚이 들어가지 않아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C 1.14 사육주기 동안에 육계를 다른 축사로 이동시킨다면 다음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
a) 비육단계에 있는 육계 무리에게 사용하는 급이기와 급수기는 사육단계 초기에 함께 제공해야 한다.
b) 사료내용물의 변화는 최소 3일에 걸쳐서 조금씩 바꿔줘야 한다.
c) 육계를 사육기간 중 자연적인 조명환경이나 필요한 조명환경을 갖추지 못한 축사로 이동시킨다면, 조명
수준의 변화는 적어도 3일에 걸쳐 조금씩 바꿔줘야 한다.
d) 수용밀도를 적어도 30%이상까지 낮춰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T 1.1 ~ T 2.13까지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육계를 포획․운송해야 한다.
e) 사육장소와 도축장소는 모든 육계를 들여보내고 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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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관리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관심과 책임감 있는 관리방식 및 축산업자의 소명의식이
필요하다. 관리자와 사육자는 동물의 사육 및 복지에 관한 교육을 철저히 받고, 풍부한 경험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사육방식과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깊은 실무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M 1.0* '육계를 위한 RSPCA

복지기준'에서 사육자가 작성 및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모든 기록과 문서는

프리덤푸드 평가원과 RSPCA 축산담당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리자

M 1.1 관리자는 모든 사육자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는 지 확인해야 한다.
a) '육계를 위한 RSPCA 복지기준' 최신판의 복사본을 열람해야 한다.
b)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c) 이해한 내용을 업무에 적용해야 한다.
M 1.2 모든 농장 관리자와 부관리자는 적합하다고 인증된 유효한 가금 교육을 이수했거나 이수중이어야 한다.
M 1.3* 관리자는 반드시
a) 모든 사육자가 적합한 관련교육을 이수하고 프리덤푸드 평가원(RSPCA Farm Livestock Officer)과
RSPCA 축산담당관(RSPCA Farm Livestock Officer)으로부터 실무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b) 화재․홍수 및 사육환경의 통제시설의 고장, 사료․식수․전기의 공급중단과 같은 비상사태를 방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계획 및 예방책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c) 눈에 띄는 장소에 비치된 (화재․홍수 및 전원차단과 같은 비상사태의)긴급조치 안내판(소방서가 사용하는
소방수원의 위치; 좌표가 있는 약도 인용; 사육장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우편번호)을 구비해야 한다.
d) 질병유입의 위험성을 가급적 줄일 수 있도록 차단방역계획을 수립․이행하고 동물보건계획(Veterinary
Health Plan)을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이행해야 한다.
e) 각 축사에 대한 사육 자료의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문서들이다.
. 사육중인 육계의 수와 세부사항
. 전입․전출한 육계
. 당일의 폐사 개체수(확인할 수 있다면 폐사 원인을 기재해야 한다)
. 도태시킨 개체수(도태의 원인도 포함)
. 도축장으로 보낸 육계의 평균 체중
. 사료 섭취량
. 당일의 식수섭취량(FW 2.9참조)
. 당일 최고·최저 온도
. 상대습도
. 통풍시설(설정상태와 필요한 변동사항의 기재도 포함)
f) 육계의 대기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프리덤푸드가 승인한 도축장으로의 운송계획의 수립 및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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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1.4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사육자의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a) 현 사육방식의 수용밀도를 결정할 경우
b) 무리의 수량을 늘리거나 좀 더 복잡한 장비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경우

사육자
M 2.1 동물복지에 대한 책임이 주어지기 이전에 사육자는 다음의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교육받아 이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a) 일반적인 질병의 증상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b) 일반적인 질병에 대한 적합한 치료조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
c)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행동과 비정상적인 상태 및 두려워할 때의 행동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d) 보건복지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신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e) 육계를 위한 환경적 요구사항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f) 육계를 긍정적인 태도와 동정심을 갖고 다룰 수 있어야 한다.
M 2.1.1* M 2.1과 관련된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M 2.2 사육자는 열악한 깔짚으로 발생하는 (hockburn, 발바닥 손상, breast blemishes와 같은 ,E 3.8참조)
복지 문제를 숙지해야 한다.
M 2.3 육계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사육방식을 적합하게 바꿔서 즉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M 2.4 사육자는 초기단계의 잠재적인 복지문제를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하고 원인을 파악하여 즉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M 2.5 사육자는 고통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사육과정(예컨대, 예방접종)에 숙달된 직무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점검
M 3.1 육계와 육계가 이용하는 시설은 하루에 3번 이상 점검해야 한다.
M 3.1.1 M 3.1과 관련된 점검 중 최소 한 번 이상은 육계에게 질병이나 외상의 징후가 있는 지를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M 3.2 확인사항의 기록에는 날짜․서명․검사시간을 포함시켜야 한다.
M 3.3 확인이 끝나면 병들거나 다친 육계의 기록을 남겨야 한다.
M 3.4 질병과 외상의 원인을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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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3.5 점검기간 중에 발견한 복지문제는 지체 없이 적합하게 처리해야 한다.
*

ⓘ

프리덤푸드 평가원과 RSPCA축산담당관은 이전의 점검에서 알게 되어 다루어진 심각한 수준의
복지문제는 사육자의 관리 소홀의 증거로서 확보할 수 있다.

M 3.6 필요할 경우, 육계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놀라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기적인 점검과정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M 3.7 육계 무리를 지나갈 때는 두려움을 유발하거나 육계에게 외상을 입히지 않도록 언제나 천천히 신경 써서
이동해야 한다.

장비
M 4.1 사육자는 자동화 장비를 포함한 육계에게 중요한 모든 장비를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이상 결함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M 4.2 M 4.1을 통해 결함을 발견했다면 즉시 교정해야 한다.
M 4.2.1 M 4.2.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그 결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고통과 스트레스로부터 육계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a) 즉시 취해야 한다.
b) 결함을 교정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M 4.3 육계에게 중요한 자동화 장비(사료․급수기나 통풍시설)의 경보장치를 작동불능상태로 두어서는 안 된다.
M 4.4 경보장치는 정확하게 작동하는 지 매일 확인해야 한다.
M 4.5 통풍시설의 고장과 같은 경우에 육계가 불필요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사용가능한 보조 통풍시설나
통풍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M 4.6 24시간 동안 축사와 축사 내의 모든 장비에 즉각적인 전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조전원을 구비해야
한다.
M 4.7 전원은 1주에 한 번은 검사해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M 4.8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기존의 장치나 새로 들여온 장치(난방․조명장치․통풍시설:부채형, 선풍기형)에
대하여, 사육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a) 능숙하게 장비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b) 일상적인 정비업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c) 오작동의 일반적인 증상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d) 고장 시 따라야 할 조치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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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4.9 화재의 위험을 방지하려면 육추기의 난방장치의 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

해충 및 포식동물
M 5.1 해충, (설치류를 포함한)포식동물로부터 육계를 지키기 위한 인간에 의한 예방책이 필요하다.
M 5.1.1 통풍관의 지붕 위나 창문에 그물이나 유사한 물체를 이용하여 비방목형 축사(non-free-range
houses)로 야생조류의 침입을 방지해야 한다.
M 5.1.2 농장에서 기르는 개와 고양이는 양계장에 두어서는 안 된다.
M 5.2 농장 내의 해충 및 포식동물의 방제 계획을 수립․이행할 경우, 물리적 배제방법과 해충 및 포식동물
(아래의 상자정보 참조)의 침입을 야기하는 환경적 요소들의 제거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집어넣어야
한다.
*

ⓘ

물리적 배제방법과 해충 및 포식동물 억제방법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 문제가 되는 해충/포식동물의 배제에 적합한 울타리의 설치/관리
.. 축사 부근의 쉴 터/은폐물(예컨대 갈대)의 제거
.. 해충/포식동물의 확인된 식량자원의 제거/보호
.. 해충/포식동물이 침입할 수 없도록 축사의 설계/관리

M 5.3 농장 내 해충 방제 계획은 구체적으로 올가미의 사용이나 동물의 털을 태우는 방법을 제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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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동물은 통증․외상․질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동물의 거주환경은 양호한 건강상태에 이바지해야 한다. 모든
사육자는 담당 수의사와 상의하여 보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H 1.1 담당 수의사는 동물보건계획(Veterinary Health Plan, VHP)문서의 초안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

ⓘ

VHP(동물보건계획)은 농장동물의 보건복지의 관리와 관련된 RSPCA복지기준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루고 있다. RSPCA안내서는 사육자들이 동물보건계획/가금 사육계획의 기초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왔으며, 프리덤푸드 공인 사육자와 RSPCA 축산부의 수의사는 이를 열람할 수 있다.

H 1.2 VHP(H 1.1참조)는 살모넬라 방제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H 1.3 질병이나 출산장애의 징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금의 행동양식에 관한 자료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H 1.3.1* S 3.1에 열거한 각각의 조건에 대하여 현재 농장의 평균적인 환경조건 수준의 변동을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H 1.3.2* H 1.3.1에 언급한 계획은 VHP에 통합시켜야 한다.(H 1.1참조)
H 1.4 가금의 행동양식에 관한 측정치 중 어느 하나라도 VHP에서 권장한 허용한도보다 떨어질 경우(H 1.1
참조)에는
a) 수의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b)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련의 조치계획을 포함시켜 VHP를 수정해야 한다.
H 1.5 약물치료의 세부사항을 기록에 포함시켜야 한다.
H 1.6 사육환경과 취급과정에서 수많은 육계로부터 물리적인 이유로 인한 유사한 종류의 외상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H 1.7 재발된 외상이 발견되면 VHP(H 1.1참조)에 예방조치계획을 구체화시켜 추가해야 한다.
*

ⓘ

상당한 유사성을 갖고 수많은 육계에게 재발된 외상은 공통적인 원인 때문이란 것을 알 수 있
다. 외상이란 상처조직의 물집형성이나 뼈와 관절의 결함, 찰과상 및 충돌사고로 생긴 것 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상처를 의미한다. 발에서 나타나는 손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H 1.8 병들었거나 벌어진 상처나 골절로 고통 받는 육계는
a) 격리시켜야 한다.
b) 지체 없이 치료해야 한다.
c) 필요할 경우 인도적으로 도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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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1.9 병들거나 상처 입은 육계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H 1.10 사육자는 VHP(H 1.1참조)에 감염 및 골격상의 원인으로 다리가 악화되는 문제의 예방책을 수립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H 1.11 다리에 문제가 있거나 다른 신체상태의 문제로 사료와 식수가 있는 장소로 이동하기 어려운 육계는 :
a) 신속히 무리로부터 격리해야 한다.
b) 필요할 경우, 인도적으로 도살해야 한다.
H 1.12* 아래 상자에 나와 있는 정보에 따라서 보행점수가 3점 이상인 모든 육계는 즉시 인도적으로 도살해야
한다.
*

ⓘ

* 육계의 파행수준은 걸을 수 있는 능력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음의 점수체계는 브리스톨 대학

의 보행점수 안내서(the University of Bristol’s Gait Scoring Guide)의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
다.
0점 - 육계가 부드럽고 유연한 이동능력을 보인다. 전형적으로 발은 부드럽게 들어 올려지고
내려지며, 걸을 때(흔들리지 않고)각 발은 무게중심의 아래로 놓여진다. 종종 발가락은 공중에
있을 경우엔 부분적으로 말려진다.
1점 - 육계가 걸을 때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미한 결함이 있다. 육계가 어색하게
큰 보폭으로 걷거나 불안정하고 걸을 때 흔들릴 수 있으며, 이는 불균형한 보행을 유발하지만
다리의 문제는 확실하지 않기에 쉽게 확인할 수 없다.
2점 - 육계가 분명하고 확인 가능할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걷지만, 이것이 육계의 이동능력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육계의 한 쪽 다리가 짧고 빠르고 불안정하게 걸을 수도 있지만 이동능력을
심각하게 침해할 만큼 절뚝거리진 않는다. 조치방법: 좀 더 빨리 달리게 하라.
3점 - 육계는 육계의 이동능력에 영향을 끼치는 분명한 보행 상의(육계의 복지가 침해 받을
정도의)결함을 보인다. 육계는 이동할 때 발을 절거나, 경련을 일으키고, 불안정하게 걷거나, 한
쪽 다리를 바깥쪽으로 벌릴 수도 있다. 육계는 움직이도록 강요받지 않으면 앉아 있으려 하고
달리지 않으려고 한다.
4점 - 육계는 심각한 보행 결함이 있다. 걸을 수는 있지만 강하게 자극받았을 경우에만 어렵게
움직인다. 자극이 없을 경우 기회만 주어지면 앉아 있으려 한다.
5점 - 육계는 자신의 발로 보행을 지탱할 수 없다.
서 있을 수는 있지만, 육계는 걸을 때 날개를 이용하거나 기어가지 않으면 걸을 수 없다. 육계
한 마리에서 해당 점수의 모든 특성이 나타나진 않는다.
브리스톨의 보행점수 안내서를 이용하여 2~4점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개발한 다음의 평가기준을 평가를 돕는 보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육계의 RSPCA 복지기준

2008년 2월

- 23 -

* 표시는 개정조항을 뜻함

2점 - 육계는 아무런 간섭 없이 15초 이상 서 있을 수 있다.
3점 - 육계는 아무런 간섭 없이 15초 이상 서 있을 수 없다. 육계는 5초 이내에 자신의 두 발로
서 있을 수 있다. 육계는 (관찰자가 손가락으로 약하게 건드려서)자극하면 5초 이내에 양발로 서
있을 수 있다.
4점 - 육계는 (관찰자가 손가락으로 약하게 건드려서)자극받더라도 5초 이내에 양발로 서 있을
수 없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기준은 브리스톨 보행점수안내서를 보완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

*감염원이나 비정상적 성장, 어느 쪽이 원인이더라도 육계의 사육에서 파행은 심각한 복지문제이다.

보행점수가 3점 이상인 육계(아래상자의 H 1.12기준 보행점수에 관한 정보에서 명시한 대로)는
고통과 불편함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에, 심각한 수준으로 침해받는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육계에게 있어 관절염은 고통스러울 가능성이 크다는 해부학적 증거도 있다.
H 1.13 (브리스톨 점수 3점 이상의)명백히 절뚝거리는 육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
H 1.14* 육계가 만성 관절염이나 다리 기형으로 고통 받지 않게 하는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H 1.15 42일령까지 비정상적인 다리로 인해 도태시킨 육계의 비율이 3% 이상인 육계 무리는 검사를 해야
하며 프리덤푸드 평가원과 RSPCA 축산담당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H 1.16 육계 신체 어떤 부위의 절단도 금지한다.
H 1.17 축사 내에서의 폐사율이 24시간 동안 0.3%를 초과하면 수의사가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H 1.18 도축을 위해 육계를 전부 전출시킨 후에는 모든 축사를 완전히 청소․소독한 후 VHP(H 1.1참조)에서
명시한 감염원이 있는 지 여부를 검사해야만 한다.
H 1.19 조제용품 폐기물․주사바늘 및 기타 예리한 물체의 안전한 처분을 위해 문서화된 절차를 구비한 후에
언제나 이에 따라야 한다.
H 1.20 H 1.19의 관련 절차는 관련 폐기물 처분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H 1.21 의약품은 라벨이 붙어 있어야 하며 라벨의 지시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H 1.22 의약품은 동물과 아동 및 육계로부터 안전하며,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창고에 보관해야만 한다.
H 1.23 의약품은 식품제조 장소와는 떨어져 있어야 한다.
H 1.24 임명된 인원은
a) 의약품 창고의 관리에 책임을 져야 한다.
b) 의약품 재고 관리에 적합하도록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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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1.25 모든 의약품은 반드시
a) 영국에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b) 영국과 EU의 법규를 준수하도록 사용해야 한다.
*

ⓘ

사육자가 ‘농장에서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 연합회(the Responsible Use of Medicines in
Agriculture (RUMA) alliance ; Acorn House, 25 Mardley Hill, Welwyn, Hertfordshire, AL6
0TT; www.ruma.org.uk).)‘에서 발간한 ‘가금 사육을 위한 올바른 항균제 사용지침(Guidelines
on responsible use of antimicrobials in poultry production)’의 최신판을 구해서 읽어 보고
(적합할 경우)그 안의 지침을 이행할 것을 권장한다.

H 1.26 동물의 치료를 담당하는 모든 인원은 이를 위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

Growth rate 성장률
H 2.1* 유전적으로 육계의 성장률은 하루 평균 45g이상 성장해서는 안 된다.
*

ⓘ

* H 2.1의 사항은 다음을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a) 육종회사(the breed company)에서 제공한 품종에 관한 기록 인쇄물
b) 농장에서의 실제 성장률

*

ⓘ

RSPCA는 상업적인 육계 생산에서 현재와 같은 높은 성장률이 수많은 복지적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보고 있다. 협회는 육종회사가 육체적․신진대사적 장애를 야기할 수 있는 육계의 빠른 성장률과
관련된 복지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믿는다.

*

ⓘ

지침에 따라, 육계는 49일령이 되기 전에 무리의 평균체중을 계산했을 때 2.2kg 이상의 체중이
되어서는 안 된다.

비정규 도살행위
H 3.1 농장은 부상당한 육계를 지체 없이 인도적으로 도살/도축을 해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H 3.1.1 비정규 도살/도축을 수행할 수 있는 인원은 다음과 같다:
a) 직원 중 교육받아 지명된 직무능력 있는 인원
b) 허가받은 도축업자
c) 수의사

ⓘ

인도적인 도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도살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인원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겪을 극심한 고통을 방지하기 위해 육계를 도살하는 행위는 위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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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적도축협회(The Humane Slaughter Association (HSA))는 가금 도축실무:소규모 축산업자를
위한 안내서(Practical Slaughter of Poultry:A Guide for the Small Producer’)라는 소책자를
발간했다:
사육자는 HSA(주소 : The Old School, Brewhouse Hill, Wheathampstead, Herts AL4 8AN)
로부터 이 소책자를 구해야 한다.

H 3.2* 다음사항 이외의 농장에서의 도축/도살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a) 휴대용 전기충격기(hand held electrical stunning)의 사용 후 즉시 목의 절단, 정기적․일상적․계절별 도축
과정에 사용가능
b) 목의 탈구 ; 적은 수의 육계를 한 번에 도살/도축해야 하는 비상사태에 사용가능
c) captive-bolt. 가축총
*

ⓘ

*가축총 장비는 효과적으로 가금을 도살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현행법상 가축총 사용 후에는

목의 탈구나 방혈시키는 방법을 병행해서 사용해야만 한다.(동물을 긴급히 추려내야 할 상황이거나
질병방제과정 중에는 단독으로도 사용가능)
H 3.2.1* 목의 탈구는 목을 잡아 당겨 척수를 뽑아내어 추가적으로 주요 혈관을 파괴시켜야 한다.
H 3.3 목을 부숴버리는 도구(예컨대, 도살용 펜치killing plier)의 사용은 금한다.

ⓘ

목을 부수는 도구는 효율성도 없고 인도적이지도 못하다.

H 3.4 모든 인원은 적합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육계의 인도적인 도살/도축 능력이 있어야 한다.
H 3.5 그 다음의 절차에 대하여 의문이 들 경우 초기 단계에 수의사를 바로 호출하여, 육계의 치료가 가능한
것인지 후속적인 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인도적인 도살/도축이 필요한 지를 물어봐야 한다.
H 3.6 만약 육계가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신속하게 인도적인 도살/도축을 수행해야
한다.
H 3.7 만약 육계를 도살/도축할 경우, 육계가 죽었는지를 확실히 확인해야 한다.
H 3.8 모든 사체의 처분은 현행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H 3.9 모든 사체를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 처분했는지에 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H 3.10* 가축총 장치는 제조업자의 안내지침에 따라 사용 및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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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동물의 운송방식은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이나 불안을 주지 않도록 설계․관리해야 한다. 동물의 운송과 취급
과정은 가급적 간소화시켜야 한다. 운송에 관련된 인원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합한 교육을
받아 직무능력을 갖추어야만 한다.

Catching포획

ⓘ

도축을 위하여 축사 내의 육계를 전출시키는 비율은 남아 있는 육계의 건강을 위하여 조정할 수
있다. 예컨대 포획과정 후에 축사 내에 남겨진 육계는 다음요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포획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
. 사료와 식수의 일시적인 공급중단
. 포획과정 중의 소음과 혼란
. 축사 내에서 운용한 지게차
. 포획 후 축사의 상태
. 포획 이전의 축사 상태로 정리하는 과정에서의 혼란
. 급격한 온도 변화에 따른 불쾌함
. (적재용 시설물module과 지게차forklift를 축사 내로 들여서 사용한 후에 축사를 청소하지 않을

경우)차단방역상의 침해는 (식중독을 유발하는)캄필로박터와 같은 감염원을 유입시킨다.
포획과정은 위의 사항을 최소화하도록 육계에 대한 동정심을 갖고 이행해야 한다. 커튼이나
가마니와 같은 칸막이를 사용하여, 포획한 육계와 헛간에 남겨진 육계를 단절시키는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

칸막이는
a) 포획 이전의 육계가 안정할 수 있는 여유를 갖도록 적합한 시기에 설치해야 한다.
b) 포획과정 중의 포획인원들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먼지․혼란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어야 한다.
c) 예컨대 외풍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기온과 관련한 환경요소의 제어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d) 최대수용밀도가 3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포획하지 않은 육계를 위한 바닥면적을 제공해줘야

한다.
가능할 경우, 포획과정 중에 포획대상에서 제외된 육계는 사료와 식수를 섭취할 수 있어야 한다.
T 1.1 육계의 포획과 운송을 담당하는 모든 인원들은 적합한 교육을 받아 업무수행 능력이 있어야 한다.

ⓘ

가능할 경우 T 1.1의 관련 교육은 인가받아야 한다.

T 1.2* 포획작업팀장은 반드시 :
a) 인도적 도축협회(Humane Slaughter Association)의 ‘가금 도축의 책임DVD(Poultry Slaughter .
Taking Responsibility)’의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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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다른 포획인원들에게 관련내용을 알려 줘야 한다.
c) 권고사항을 적합하게 이행하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

ⓘ

*가능할 경우 포획작업팀원 모두가 인도적 도축협회(Humane Slaughter Association)의 ‘가금

도축의 책임DVD’의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T 1.3 사육자는 포획과 육계의 취급에 관련하여 세부지시사항이 전부 명시된 문서를 포획인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T 1.4 모든 포획인원은 반드시
a) T 1.3의 관련지시사항의 사본을 소지해야 한다.
b) 자신들의 의무를 숙지해야 한다.
T 1.5 농장 사육자나 지명된 감독자는 다음사항을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다.
a) 포획과정 전반의 육계 복지
b) 포획인원의 RSPCA복지기준의 준수여부
T 1.6 다음사항을 책임질 포획인원을 임명해야 한다.
a) 육계의 포획 및 차량적재 과정 전반에 걸쳐 높은 수준의 복지기준이 유지되는 지를 감독․감시해야 한다.
b) 운송용 적재시설물(transport module)의 현재 상태가 적재 및 운송 중에 육계에게 외상을 입힐 위험을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T 1.7 사육자는 현장에 참석하여 그 구역의 담당자가 포획인원의 포획기술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하고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T 1.8 도축을 위해 육계를 모두 전출시키기 전에 축사 내의 육계 일부를 빼내는 것을 2회 이상해서는 안 된다.

ⓘ

도축을 위해 무리 전체를 전출(depopulation)시키는 것은 도축을 위해 축사 내의 모든 육계를
빼내는 것을 의미한다.

T 1.9 모든 육계가 도축 전 최소 10시간 전까지는 사료를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
T 1.10 육계는 포획될 때까지 자유롭게 물을 마실 수 있어야 한다.
T 1.11 육계의 공포심을 가급적 줄여주도록 낮은 청색조명 아래서 포획을 해야 한다.
T 1.12 적재할 때까지 포획되지 않은 육계가 있는 장소에 외풍이 들어오지 않도록 적합한 통풍을 제공해줘야
한다.
T 1.13 용도에 적합할 만큼 충분한 조도의 조명이 제공되는 지를 확인하면서, 남아 있는 육계에게는 정기적으로
급수기의 식수를 제공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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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1.14 적재 이전에 명백히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 육계는 반드시
a) 운송하지 말아야 한다.
b) 즉시 인도적으로 도살해야 한다.
T 1.15 육계는 반드시
a) 다리 부분 중, 양 발의 바로 위 부분을 잡아서 개별적으로 포획해야 한다.
b) 한 쪽 다리만 잡고 이동해서는 안 된다.
T 1.16* 스트레스를 방지하도록 육계에게 조용히 접근해야 한다.
*

ⓘ

*운반 중 포획인원의 다리에 육계의 가슴을 기댈 수 있게 하면 육계를 안정시킬 수 있다.

T 1.17 한 손에 3마리 이상의 육계를 운반해서는 안 된다.
T 1.18 육계를 신경 써서 온화하게 운반하고 다루어야 한다.
T 1.19 육계를 운반하는 거리를 가급적 줄일 수 있어야 한다.
T 1.20 도축을 위해 육계를 모두 전출시키는 동안, 육계가 한 군데에 몰려있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T 1.21 육계가 몰려 있을 경우 포획을 재개하기 전에 육계가 안정할 수 있도록 축사의 조명을 높여 줘서
육계를 조용하고 안정되게 분산시켜야 한다.
T 1.22 높이가 220mm이상이고 윗부분이 개방된 트레이 형태의 운반기구만을 사용해야 한다.
T 1.23 축사 내의 운반용 트레이(transport tray)로 육계를 운반해야 한다.
T 1.24 각 트레이의 수용밀도는 트레이 바닥면적(tray floor area)이 57k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T 1.25 T 1.24와 관련한 수용밀도는 더운 날씨에 육계를 운반할 경우에는 더 낮춰줘야만 한다.

ⓘ

육계를 포획․운반할 수 있는 기계장비를 사용하면, 인력을 이용한 작업에 비해 육계에게 복지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한 방식을 이용하고 싶은 사육장은 RSPCA축산
담당관나 RSPCA축산부의 직원에게 문의해야 한다.

Transport 운송
T 2.1 육계의 운송을 담당하는 인원은 반드시 :
a) 승인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b) 선적․하역․운송시 육계를 다룰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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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2.2

모든

운송업자는

‘정규

및

비상시의

운행

절차(Standard

Operating

and

Emergency

Procedure)’(부록 1참조)를 휴대하고 운송 중 이를 이행해야 한다.
T 2.3 육계가 폐사한 원인이 파악될 경우, 추가적인 폐사․외상․고통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T 2.4 운송과정 중 3개월 이내에 (하나의 운송업체로부터 육계의)0.1% 이상의 폐사율이 발생한다면
a) 조사대상이 되어야 한다.
b) 프리덤푸드 평가원과 RSPCA축산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T 2.5 첫 번째 육계를 적재용 시설물에 선적한 후로 8시간 이내에 육계를 모두 도축해야 한다.
T 2.6 사육농장을 떠나서 도축장으로 이동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T 2.7 선적․하역․운송 시에 (모든 출처의)소음수준을 가급적 최대한 낮춰줘야 한다.
T 2.8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a) 불필요한 지체 없이 운송과정을 완료해야 한다.
b) 운전수는 모든 종류의 잠재적 교통문제를 숙지하고 이에 따른 운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T 2.9 육계의 포획과 적재과정을 감독하는 인원은 육계가 차량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가급적 줄일 수 있도록
도축장과 긴밀히 연락해야 한다.
T 2.10 육계를 정차한 차량에 적재해야 할 경우, 운전자는 육계가 고온․추위로 인해 고통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

ⓘ

* 운송과정 중의 복지악화와 폐사발생의 주요 원인은 (비교적 온화한 기후 상항일지라도)수동식

통풍시설 차량의 부적합한 통풍시설 때문이다. 그리고 이송 중인 육계가 추위로 인해 겪는 고통
역시 주요 관심사항이다. 예컨대 (8°C이하의)추운 날씨에 공기가 유입될 경우 젖은 육계에게 상
당한 수준의 저체온증이 유발된다.
환풍기로 배출되는 방식의 기계식 통풍시설은 차량의 적재화물 전체에 미세한 열적 환경을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게 설비하여 운송중인 가금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운송용 컨테이너의 통풍시설은 효율적이어야 한다.
재래식 가금 운송업자들이 운반하는 육계의 생체중 1톤 당 0.6㎥/s의 통풍환경을 제공해 주면
이 보다 열악한 통풍환경보다 폐사율이 낮아진다. 게다가 도축할 육계는 온도 26°C이하․상대습도
75%이하로 운송용 컨테이너의 실내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차량으로 운송해야 한다.
RSPCA는 이러한 기술을 적용시켜 이에 따른 발전상황을 확인하여 RSPCA기준의 차후 추가사항
으로 활용할 지를 검토할 것이다.
T 2.11 차량에 적합한 커튼을 장착하여 육계가 젖거나 추워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

RSPCA는 유럽 식품 안전 공사(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 2004보고서에서 운송
중 동물의 복지에 대하여 강조한 관련사항과 권고사항의 준수를 장려한다. 특히 이 보고서는
(즉, 8ºC이하의 )저온 상황에서 육계가 젖을 경우 심각한 저체온증을 유발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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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2.12 날마다 기온에 관한 일기예보를 확인하여 열로 인해 고통 받을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

높은 대기온도나 상대습도가 육계에게 위험요소로 작용할 때는 포획․적재․운송과정은 특히 열로
인한 고통의 위험성을 높게 한다.

T 2.13 (25ºC이상으로)온도가 높은 기간 동안에는 육계를 낮 중에 가장 선선한 시간대나 밤중에 운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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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
모든 도축/도살 방식은 동물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나 불안을 주지 않도록 설계․관리해야 한다. 도축 전 동물의
취급과정은 가급적 간소화시켜야 한다. 도축에 관련된 인원은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합한 교육을
받아 직무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S 1.0* 프리덤푸드의 인가를 원하는 인원은 육계의 도축/도살에 관련한 기준에 대하여 RSPCA의 축산부로부터
평가를 받은 후에 인가받을 수 있다.
S 1.1 육계는 가급적 사육장과 가까운 장소에서 도축/도살해야 한다.

Management 관리
S 2.1 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복지정책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a) 도축장에서의 동물복지의 보호 절차에 관한 문서
b) 직원의 책임과 의무
c) 비상조치
S 2.2 동물복지정책(S 2.1참조)은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해야 한다.
S 2.3 관리자는 관련교육을 받은 인원 중에 동물복지정책의 이행에 관한 책임이 있는 가금 복지 담당자
(Poultry Welfare Officer, PWO)를 적어도 한 명 이상 임명해야 한다.

ⓘ

가능할 경우, PWO는 인증된 유효한 교육과정(예컨대, 브리스톨 대학의 가금 복지 담당자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S 2.4 PWO와 관련하여 관리자는 반드시 :
a) 육계의 도축/도살 및 취급에 관여하는 모든 직원을 위한 교육과정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b) 직원이 자신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교육을 받아 직무수행능력이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

가능하다면, S 2.4와 관련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

S 2.5 PWO는 하루에도 여러 번 육계를 효과적으로 기절․도살시키고 육계가 감각을 느낄 수 없는 지 확인해야
한다.
S 2.5.1* PWO는 반드시
a) ‘인도적 도축협회(Humane Slaughter Association)’의 ‘식품처리공장에서의 육계와 암탉을 위한 최고의
실무지침(Best Practice Guidelines for the Welfare of Broilers and Hens in Processing Plants)’의
최신판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b) ‘인도적 도축협회(Humane Slaughter Association)’의 ‘가금 도축의 책임(Poultry Slaugh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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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ing Responsibility)’ DVD의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c) a)와 b)에 열거한 출판물의 관련내용을 도축인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d) a)와 b)에 열거한 출판물의 권고사항을 적합한 상황에 적용하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

ⓘ

*가능할 경우 도축인원 전원이 S 2.5.1 a)와 b)의 출판물의 내용을 숙지하면 좋다.

S 2.6 육계를 기절/도축하는 방식의 효과가 떨어질 경우, PWO는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교정조치해야 한다.
S 2.7 관리자와 PWO는 반드시 :
a) Defra(MAFF의 후신)에서 발간한 ‘도축장에서의 가금 복지 : 소책자(PB 3476, 1998)‘Welfare of
Poultry at Slaughter: a pocket guide)’ 안내사항의 사본을 열람해 봐야 한다.
b)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 Health monitoring 건강 점검
S 3.1* 각 가금에 대하여 다음사항의 평가를 기록해야 한다.
a) 뒤꿈치 화상(S 3.2아래의 상자에 있는 정보를 따라 1점부터 분류)
b) 발바닥 화상(S 3.2아래의 상자에 있는 정보를 따라 1점부터 분류)
c) 흉부의 수포(breast blisters)
d) 등의 찰과상
e) 깃털의 오염정도(S 3.2아래의 상자에 있는 정보를 따라 1점부터 분류)
*

ⓘ

‘무리flock’라는 용어는 축사 내에 수용되어서 현재 축사 안에 함께 있는 모든 육계를 뜻한다.

S 3.2* S 3.1에서 강조한 각 상황의 평가방법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a) 경미․보통․심각한 수준을 구별해야 한다.
b) 서로 다른 관찰자일지라도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c) 가금 상태의 평가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

*다음의 점수체계는 발바닥과 뒤꿈치 화상을 분류할 때 사용하면 좋다.

0점 : 현재 손상상태 없음
1점(경미):아주 작고 얕은 손상, 한정된 부분의 가벼운 변색, 각막 비후증
2점(보통):실질적인 변색, 얕은 손상, 까만 티눈
3점(심각):현저한 상태의 궤양․피부염, haemmorrhages의 증상이나 발바닥․뒤꿈치의 부어오름
심각한 발바닥/뒤꿈치 화상 없이 1점 수준의 손상이 발견된다면, 이것은 필수적으로 중요한
복지문제로 생각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만 이는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으며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는 신호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부록 2의 발바닥 화상의 평가 지침 사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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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무리당 최소 200마리의 발을 검사하여 해당 무리 발바닥 화상의 평균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 다음의 점수체계는 깃털의 오염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면 좋다(부록 3의 발바닥 화상의 평가지침

사진 참조)
0점 : 깨끗. 현저한 오염상태 없음
1점(경미) : 약간 더러움
2점(보통) : 보통 더러움
3점(심각): 심하게 더러움
*

ⓘ

*육계를 포획하는 동안 깃털의 오염상태를 평가하면 좋다. 이는 운송 중에 더러워진 육계의 오염을

평가에서 반영하지 않기 위해서이며, 농장에서의 깃털상태가 보다 좋은 판별자료가 될 수 있다.
사육자와 포획인원의 책임자가 육계를 평가하면 좋다.
S 3.3* S 3.1 과 관련된 자료는 사육농장으로 다시 보고해줘야 한다.

계류장(lairage)

ⓘ

수많은 도축장들이 도축의 전처리 구역과 도축구역(pre-slaughter handling
and slaughter areas)에 CCTV모니터를 설치해 왔다. 이는 도축장에서 동물복지가
유지되는 지를 확인해야 하는 책임자들이 이용한다. RSPCA는 CCTV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S 4.1 가능할 경우, 육계는 도축장에 도착하는 즉시 하역한 후 환경적인 요소를 통제할 수 있는 계류장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S 4.1.1* 계류장은 육계에게 가급적 고통을 유발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

ⓘ

*바닥면과 관련된 요소를 포함하여 계류장를 설계해야 한다. 불균등한 바닥은 적재용 시설물에

있는 육계를 계류장을 거쳐 이동시킬 때 육체적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다.
S 4.2 계류장에 수용된 육계는 반드시:
a) 직사광선 및 (바람․강수․우박․눈과 같은)기상 악천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b) Defra(MAFF의 후신)가 후원하는 ‘계류장에서의 열로 인한 가금 스트레스 완화 안내서(Guide to
Alleviation of Thermal Stress in Poultry in Lairage)’ (PB 3724)라는 제목의 문서에 나와 있는
지침에 따라 ‘열 보호구역(thermal comfort/‘safe’ zone)’에서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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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류장에서의 열로 인한 가금 스트레스 완화 안내서(Guide to Alleviation of Thermal Stress in
Poultry in Lairage)’에서 명시한 기온은 시설물의 운송함에서 측정한 것이며, 주위 대기온도보다
대략 9ºC가 높다.

S 4.2.1 계류장에서의 온도와 습도는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제어해야 한다.
S 4.2.2 열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 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비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S 4.3 계류장의 조명은 낮은 청색계열이어야 한다.
S 4.4 모든 육계는 도축장에 도착하자마자 가능한 빨리 도축해야 하며, 어떤 경우라도 4시간 이내에는 도축을
끝내야 한다.
S 4.5 도축장에 도착한 후 외상․열․추위로 인해 고통 받는 육계가 있는 지 모든 운반용 트레이나 고정된 운송함을
검사하여 확인해야 한다.
S 4.6 외상․열․추위로 고통 받는 것으로 확인된 육계는 즉시 인도적으로 도살해야 한다.
S 4.7 육계의 폐사와 외상은 기록하여 다음의 인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a) 운전자
b) 운송업자
c) 가금복지담장자(PWO)
d) 농장 관리자
다음번의 운송위탁과정 이전에 보고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S 4.8 폐사 원인이 밝혀지면, 폐사․외상․고통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
S 4.9 육계를 도축/도살하기 위해 특정구역으로 이동시킨 후에 (도축/도살을 위한)또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S 4.10 (발전기와 같은)예비 장비는 비상사태 발생 시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족쇄처리
S 5.1 족쇄처리 작업을 하는 인원은 육계의 외상과 골절을 방지하면서 육계를 다룰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S 5.2 도축장 관리자는 항상 족쇄처리 작업을 담당하는 인원들이 제대로 근무하는 지, 인원수가 작업에 충분한
지를 확인해야 한다.
S 5.3 족쇄는 모두 같은 형태와 크기여야 하며, 육계가 매달린 상태에서 불필요한 고통과 불안을 느끼지 않을
속도로 도축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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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5.3.1* 족쇄담당인원은 족쇄가 채워진 상태에서 육계가 안정할 수 있도록 육계를 다루는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
*

ⓘ

*족쇄가 채워진 후에 육계를 부드럽게 손으로 쓰다듬으면 육계가 날개짓을 하게 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족쇄처리 후 육계의 다리를 ½초 동안 잡고 있는 것도 동일한 효과를 줄
수 있다.
S 5.4 육계는 반드시 양다리로 매달려 있어야 한다.
S 5.4.1* 족쇄가 흔들리지 않도록 작업 선로에 불균형이 없어야 한다.
S 5.5* 스턴 욕조(stun bath)입구로 들어가기 전의 족쇄처리작업 구역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a) 육계가 머리를 들어 올리거나 날개짓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슴가리개(breast comforter)
b) 소음크기의 감소
c) 5lux이하의 조도
*

ⓘ

*가슴가리개는 견고한 고무나 플라스틱 커튼으로 제작하고 육계의 눈 위치까지 내려와 있어야

한다.

*

ⓘ

*가슴가리개의 설치 및 소음․조명의 감소는 육계가 안정할 수 있도록 도와 육계가 머리를 들거나

울부짖거나 날개짓하는 것(이는 육계가 느끼는 불안의 행동적인 표현이다)을 방지한다. 날개짓은
날개끝의 적화현상(red wing tips)을 유발하는데, 이는 복지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닭고기의
품질하락(온전한 닭고기를 손상시켜 이로 인한 손질과정을 거치면 전체중량이 감소된다)으로
이어진다.
S 5.6 육계가 다음과 같이 할 수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a) 족쇄에 매다는 장소로부터 빠져 나간다.
b) 족쇄처리과정에서 떨어진다.
S 5.7 떨어진 육계를 발견하면, 육계를 :
a) 족쇄에 매다는 장소로 즉시 데려 가야 한다.
b) 외상을 입었다면, 작업 선로 밖에서 즉시 인도적으로 도살해야 한다.
S 5.8 매달린 육계는 60초 이내에 스턴(기절)과정을 거쳐야 한다.
*

ⓘ

*족쇄에 매달린 육계는 불안과 고통을 느끼기에 족쇄처리과정을 가급적 줄여주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효과적으로 육계를 기절시키려면, 육계가 안정을 되찾아 날개짓을 멈추도록 매달린 후에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 따라서 날개짓을 멈추는 데 필요한 (평균 15초 전후로 알려진)
시간 이상으로 살아 있는 육계를 매달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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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5.8.1* 2010년 1월 1일까지 매달린 육계를 30초 이내에 기절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S 5.9 운송함(crate)을 모두 검사하여 그 안에 어떤 육계도 남아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Stunning 기절처리
S 6.1 다음과 같은 형태의 스턴 장비는 사용을 허가 받았다.
a) 전기가 흐르는 스턴 욕조(stunning bath)
b) 전기가 흐르는 금속형 창살․금속봉을 결합한 드라이 스턴기기(dry stunner)
c) 손으로 작동시키는 스턴기기(hand operated stunner.)
S 6.2 기절하지 않은 육계가 죽은 육계를 볼 수 없도록 가려줘야 한다.
S 6.3 전기가 흐르는 스턴 욕조를 사용한다면
a) 스턴 욕조는 육계의 크기와 규모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b) 욕조는 모든 육계의 머리가 물에 잠길 수 있도록 위치해야 한다.
c) 육계 한 마리당 평균 120mA의 최소전류가 흐르도록 해야 한다.
d) 전류가 105mA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e) 교류 전파의 주파수50Hz(a frequency of 50Hz with a sinusoidal (AC) waveform)로 욕조를 작동시켜야
한다.
f) 모든 육계는 최소 4초 이상 전기에 감전시켜야 한다.
g) 물높이는 육계의 머리가 잠길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깊어야 한다.
h) 물이 욕조입구 밖으로 넘쳐흐르지 않아야 한다.
i) 물속에 침수시킨 전극은 욕조의 길이만큼 뻗어 있어야 한다.
j) 육계가 기절하기 전에 충격을 받지 않도록 욕조를 설계․설치해야 한다.
k) 육계가 잠겨있을 때 욕조에 흐르는 전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욕조에 부착해야 한다.
*

ⓘ

*교류 50Hz의 사인파는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최적의 주파수이며 파형이다. 심장근육은 이 주파수에

특히 취약하며 충분한 전류가 심장으로 흐르면, 정상적으로 고동치면서 몸 주위로 피를 보낼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 주파수를 이용하면, 효과적인 기절=도축이 가능하며 이는 도축과정에서의
최고의 복지를 이룰 수 있기에 가장 선호하는 결과이다.
*

ⓘ

*욕조입구에 볼트로 고정된 가파르게 경사진 평면 경사로는 기절하기 전의 충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경사면은 수면 위로 이어져서

육계가 족쇄처리과정의 선로를 통해 경사면

위로 들어 올려진 후에 물 안으로 부드럽게 한 번에 움직여서 빠질 수 있어야 한다.
이로서 육계의 머리와 날개는 동시에 물속으로 들어가며 육계를 즉시 기절시킬 수 있다. 경사면
으로 인해 기절하기 전에 육계가 충격을 받지 않도록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경사면 위로 욕조에
서 흘러나온 물로 인해 전류가 흐르거나, 절연되어 있지 않은 스턴 욕조의 나머지 부분으로부터
도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출처 : 인도적 도축 협회(HSA) 2006, 'HSA기술 노트 16 : 전기 욕조에서의 기절하기 전의 충격
의 방지(HSA Technical Note 16: Prevention of Pre-Stun Shocks in Electrical Waterbaths))
HSA, Wheathampstead, Herts., UK (www.hsa.or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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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A = 1000mA. 따라서, 105mA = 0.105A.

S 6.3.1* 2010년 1월 1일까지, 족쇄에서 육계의 다리에 접촉하는 부위는 스턴 욕조를 다 지나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분무기를 이용하여 물을 뿌려줘야 한다.
S 6.3.2* 직류 파형을 이용한 스턴기기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다.
*

ⓘ

*연구가들에 따라 육계를 기절시킬 때 직류 파형 사용의 효율성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 특히,

직류 파형을 가했을 경우 효율적으로 육계를 기절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한 의문점도 포함된다.
이 주제에 대한 보고서에는 직류 스턴기기는 심각한 복지적 의문점을 제기하기에 직류의 사용은
적극적으로 지양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따라서 직류 스턴기기의 사용은 교류스턴기기를 대체하여
직류스턴기기의 사용할 경우 복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 분야에 더 심화되고 명백한
연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정책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S 6.4 모든 스턴기기와 방혈장비는 반드시
a) 적합하게 관리해야 한다.
b) 정기적으로 청소해야 한다.
c) 제대로 완벽하게 작동하는 지를 매일 확인․점검해야 한다.
S 6.5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반드시:
a) PWO에게 보고해야 한다.
b) 즉시 교정해야 한다.
S 6.6 욕조에서 건져낸 모든 육계가 효과적으로 기절해 있거나 도살되어 있는 지를 확인․점검해야 한다.
S 6.7 제대로 기절시키지 못한 육계는 증기탱크로 들어가기 전에 인도적으로 도살해야 한다.
S 6.8 작업인원은 육계가 효과적으로 기절해 있거나 도축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기절한
상태를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받아야 한다.

ⓘ

낮은 전압을 이용한 도축방법에 의해 육계가 제대로 기절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신뢰
할 수 있는 증거는 전기에 감전된 증상과의 일치여부(electroplectic fit)이다.
이 상태의 특성은 :
- 규칙적인 호흡을 하지 않는다.
- 목이 머리와 수직으로 휘어져 있다.
- 눈이 감기지 않았다.
- 셋째 눈꺼풀(순막)을 깜박이지 않는다.
- 날개를 몸에 가까이 붙이고 있다.
- 다리를 뻣뻣하게 뻗어 있고 몸에서 지속적이며 빠른 경련이 있다.

스턴기기로 인해 심장마비가 일어났다면, 전기에 감전된 신체 상태의 증상은 좀 더 짧게 나타나고
구분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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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의 증상은 다음과 같다.
- 완전히 축 처진 사체
- 호흡 정지
- 순막의 깜박임 정지
- 동공의 확장

S 6.9 어쩔 수 없는 지체상황이 발생하여 육계를 처리 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한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S 6.10* 만약 도축과정의 선로가 60초 이상 정지하게 되면 도축기기를 거치지 못한 매달아 놓은 육계를
인도적으로 도축해야 한다.

방혈처리
*

ⓘ

*S 7.0~S 7.6의 기준은 (적용 시에 육계를 죽일 수 있더라도)가스를 이용한 도살방식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
S 7.0* 2012년 1월 1일부터는
a) 육계를 참수시켜야 한다.
b) 참수 후에 머리를 즉시 분쇄시켜야 한다.
S 7.1 복부를 잘라서 양측 경동맥과 양측 경정맥을 확실히 절단해야 한다.
S 7.2 시간적 여유가 있는 직원 중 지정된 인원은 이를 확인하여 필요할 경우 직접 혈관을 절단해야 한다.
S 7.3 기절시킨 후 목을 절단/참수하기까지 10초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
S 7.4* 기절시킨 후 목을 절단/참수하기 전에 제대로 기절해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한다.
S 7.5 증기탱크에 들어가기 이전에 모든 육계가 죽었는지 확인․점검해야 한다.
S 7.6 육계의 목에 있는 주요 혈관이 잘려진 후에 최소 90초가 지난 후에야 다음의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Controlled Atmosphere Systems (CAS) 공기제어방식(CAS)

ⓘ

RSPCA는 육계의 도축수단으로서 공기제어방식을 통한 가스의 사용은 많은 복지적 이점(예컨대
손으로 다루는 과정을 줄이면서 육계를 족쇄처리할 필요가 없어진다)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육계의 도축방식으로서 기절처리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CAS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인 요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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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8.1 (개정된)WASK규정 1995(WASK Regulations, 1995, as amended)에 따라 가스도축에 관련된 모든
인원은 다음의 사항을 제대로 교육받아야 한다:
a) CAS의 조작방법
b) 대기를 이용하여 CAS를 배기(排氣)시키는데 필요한 과정
c) CAS에서 육계를 꺼내는데 필요한 과정
S 8.2 허가된 가스 혼합물 :
a) 아르곤․질소 및 기타 비활성 기체가 들어 간 최대 2%산소함유량(부피)을 갖는 대기 중의 공기, 혹은 이
기체들의 혼합기체
b) 최대30%이하의 이산화탄소함유량과 최대 2%이하의 산소함유량(부피)을 갖는 대기 중 공기에 아르곤․질소․
기타 비활성 기체들의 혼합기체

ⓘ

최근 RSPCA는 영국 동물복지(도축 및 도살) 규정1995에서 허용하지 않는 혼합기체를 사용하는
것이 동물복지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를 알고 있다. RSPCA는 이 사항과 관련된
현재 영국법의 개정과 권고사항을 반영하면서 RSPCA의 복지기준에서 현재 허용하고 있는 혼합
기체의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

S 8.3 한 종류 이상의 기체를 사용할 경우, 기체는 CAS에서 사용하기 전에 완전히 혼합시켜야 한다.
S 8.4 처리해야 할 모든 육계를 도축할 만한 충분한 양의 기체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도축처리하기
이전에 매일 확인해야 한다.
S 8.5 기체농도는 지속적으로 관찰․확인해야 한다.
S 8.6 육계는 반드시 :
a) 승인된 기체혼합물에 집어넣어야 한다.
b) 그 기체에 죽을 때까지 가둬넣어야 한다.
S 8.7 기체의 공급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관찰해야 한다.
S 8.8 기체 농도를 확인하는 감지기는 반드시
a) 장비에 따라 다른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b) 정확하고 빠르게 측정․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S 8.9 장비에 설치된 기체 상태를 확인하는 모니터/감지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동적으로 작동하여
시청각적으로 경고할 수 있는 경보방식이어야 한다.
a) 기체농도가 부정확할 경우
b) 잔존산소량이 2%이상일 경우
S 8.10 기체상태를 확인하는 모니터/감지 장치는 반드시:
a) 제조업자의 지시에 따라 정기적으로 농도측정의 정확도를 검사․교정해야 한다.
b) 언제나 정확한 농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가된 교정용기체(certified calibration gases)를 이용해 교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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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8.11 교정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 남겨야만 한다.
S 8.12 기체농도가 정확하게 맞춰질 때까지는 육계를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 이는 자동적으로 차단되어야 한다.
S 8.13 CAS시설에 집어넣기 이전에는 육계가 혼합기체를 접하게 해서는 안 된다.
S 8.14 S 8.13의 기준을 효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하여 CAS시설 방향의 입구에 장착된 혼합기체 사출기
(extractor)와 같은 적합한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S 8.15 육계를 시설에 집어넣은 후 10초 이내에 최대량의 혼합기체에 도달해야 한다.(WASK의 개정된 규정,
1995)

ⓘ

RSPCA의 축산부는 CAS시설내부에 육계가 들어가서 처리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장비의 효용성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한 후에 복지기준의 개정을 검토할 것이다.

S 8.15.1 CAS시설의 처리과정이 끝난 후에 도축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들인 후에 다음
절차(목의 절단)로 넘어가야 한다.
S 8.16 CAS시설의 처리과정이 끝난 후에는 모든 육계가 죽었는지를 즉시 확인해야 한다.
S 8.17 CAS처리 후에도 의식이 있는 육계는 즉시 이동시켜 인도적으로 도축해야 한다.
S 8.18 혼합기체에 노출시킨 후에도 의식을 회복한 육계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S 8.19 시설이 고장 날 경우 도축 대기 중인 육계를 처리할 수 있도록 언제나 사용가능한 예비 도축도구를
구비해 둬야 한다.
S 8.20 CAS처리 후에 CAS과정에서 발생한 상해 및 외상의 징후가 있는 지 모든 육계를 검사해야 한다.
S 8.21 S 8.20과 연관된 외상의 원인은 완벽하게 조사하여 외상이 발생한 원인과 과정을 규명해야 한다.
S 8.22 육계가 의식이 있을 때 발생한 외상의 원인이 밝혀지면, 그 문제를 해결하여 다른 육계에게 똑같은
상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줄일 수 있도록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S 8.23 육계가 아직 내부에 있는 상태에서 CAS시설이 고장 날 경우, 도축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포함한 비상계획을 세워야 한다.
S 8.23.1 육계가 2분 이상 CAS에서 살아 있을 경우,
a) 시설 안으로 대기를 집어넣어 잔존기체를 배출해야 한다.
b) 육계를 즉시 꺼내서 허가된 예비도구를 이용하여 도축해야 한다.
S 8.24 시설 안으로 대기를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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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부록 1

운송 - 정규 및 비상시의 운행절차(T 2.2기준에 해당)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운송시간 지연시 연락처와 비상조치절차
2. 사고처리 절차
3. 자동차 보험증명서와 MOT
4. 타이어 - 펑크 - 실천강령
5. 휴대전화나 다른 통신장비(와 사용절차)
6. 운송거리와 온도에 따른 올바른 환경조건의 안내지침
7. 육계의 운송과 관련한 RSPCA 복지기준
8. 가금 운송차량의 선적/하역 절차
9. 구매자에게 가금을 운송하는 절차
10. FTA – 속도규정을 포함한 ‘운전자’ 안내서(FTA – ‘The Driver’s Handbook’ (2006) including
Tachograph Regulations)
11. 소화기
12. 도로변 점검 작업의 실행 절차
13. 계류장에 있는 가금의 열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안내지침MAFF/Defra leaflet ‘Guide to
Alleviation of Thermal Stress in Poultry in Lairage‘ (PB 3724, 1998)’의 매프/데프라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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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부록 2
발바닥 화상의 평가 지침
S 3.2 의 관련 기준

0점 : 현재 손상상태
없음

1점:아주 작거나 한정된
부분의 가벼운 변색

2점 : 표면의 손상, 까만 티눈, 실질적인 변색

3점 : 현저한 상태의 궤양․피부염, haemmorrhages의 증상, 발바닥의 부어오름

스위스 농업국(Swedish Board of Agriculture)의 로타 버르크 박사(Dr Lotta Berg)의 호의로 사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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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3

부록 3
깃털 오염도 평가지침(S 3.2 의 관련 기준)
정면
1점(경미) : 약간 더러움

2점(보통) : 보통 더러움

3점(심각): 심하게 더러움

2점(보통) : 보통 더러움

3점(심각): 심하게 더러움

후면
1점(경미) : 약간 더러움

자매 식품사의 호의로 사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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