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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리

Ⅰ  농업소득 향상전략 구성 및 배경

토종오리 종자 개발 및 수입품과 차별화 오리산물 생산필요

❍ ‘00년부터 세계 오리 생산량은 매년 약 3.3%씩 증가하여 ’09년 총

오리고기 생산량은 3,845천톤에 달함

- 생산량 : 2,868천톤(‘00) → 3,308(‘05) → 3,845(‘09)

- 세계 오리 생산의 83.5%가 아시아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으며, 특히

중국이 2,658 천톤으로 69%를 생산함

- 지역별 오리생산현황은 아프리카 58 천톤, 아메리카 96, 아시아 3,210,

유럽 468, 오세아니아 12

❍ 재래종 품종복원과 이를 모본으로 육질특성이 우수하면서도 성장

이 빠른 토종오리 개발로 고품질 오리고기 생산 보급 필요

❍ 국내 오리산업은 급속히 성장하여 ‘09년 생산액은 12,323억원으로 농림업생

산액 부분 7대 산업으로 성장함

- 생산액 : 4,774억원(‘00) → 6,490(‘05) → 12,323(‘09)

❍ 국내 오리 사육 품종은 페킨종과 재래종 2종이 있으나, 페킨종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산 종오리 부재로 수입에 의존

- 영국(체리밸리사), 프랑스(그리므드사)로부터 종오리를 수입하고 있으며

‘10년에는 417천수의 종오리 암컷 수입

- 종오리(암컷) 수입 현황 : 33천수(‘04) → 136(‘05) → 417(‘10)

- ‘11년 10월 영국 체리밸리사로부터 원종오리 수입 예정

❍ 종자오리 개량사업 추진(‘04년)으로 인해 종오리 사육물량의 60%

내외가 혈통 증명이 되는 종오리로 교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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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종오리가 아닌 실용오리를 이용한 오리새끼 생산․분양으로 인해

수급 조절 불안, 생산성 감소, 질병 발생 증가 문제 발생

오리 부화율 개선을 위한 종란관리 미흡

❍ 오리는 자정부터 새벽 4~5시까지 80~90%를 산란하므로 너무 늦게

집란할 경우 세균오염 및 배자사망 우려

- 여름철 바닥에서 오염도 증가, 겨울철 추워 종란 얼을 수 있음

❍ 오리는 바닥과 같은 높이의 난상에 알을 낳으므로 외관상 깨끗하게

보여도 종란세척이 필수적임

- 세란 시 온도, 희석배율, 시간 등을 잘 준수해야 부화율이 개선됨

❍ 세란된 종란은 2~3일이내에 입란하야 하며, 장기보관시는 반드시

저온 저장을 검토

저에너지 투입형 녹색 오리생산기술 도입 필요

❍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은 ‘저탄소 녹색성장’ 국정비전 제시

❍ 지열 이용 축사 냉난방시 여름철에 고온스트레스를 완화해주고

겨울철 지속적인 온풍 공급으로 사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음

❍ 오리사는 대부분 비닐하우스 형태의 간이계사로 단열시설이 부족

❍ 오리는 육계에 비하여 사육밀도가 낮아 체열발생량이 적어 연료

소요량이 많음

❍ 오리농장은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 저비용 녹색에너지 기술보급이

시급 : 오리 1만수 사육시 년간 31,200ℓ의 연료를 소모

❍ 오리사육시 점등자극에 의한 산란이 되어 점등이 매우 중요하고

주로 백열전구가 이용되고 있으나 에너지효율이 낮아 금후 생산

중단예정임

- EU 2012, 한국 2013, 호주 2014년 백열전구 생산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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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D는 소비 전력이 적고 효율이 높으며 농업분야에 적용 중

❍ 축사시설 현대화를 통한 지붕과 벽의 좋은 단열재 사용으로 에너지

절감, 생산성 향상 필요

❍ 과거 소규모 부업 형태에서 대규모 전업 형태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설은 열악하고 에너지 이용효율이 낮음

- 사육수수 : 5,134천수(‘00) → 8,389(‘05) → 12,733(‘09)

- 농가수 : 12.9천호(‘00) → 8.9(‘05) → 5.2(‘09)

※ 3천수 이상 농가 사육수수(‘09년 기준) : 12,547천수 (98.5%)

오리산물 부가가치 향상 필요

❍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로 알카리성, 저콜레스테롤, 고불포화지방산

축산물로 인식되는 오리에 대한 요구 및 소비 지속적인 증가

- 1인당 소비량 : 1.02kg(‘00) → 0.97(‘05) → 2.11(‘09)

❍ 오리에 대한 소비 형태도 생육에서 가공육으로, 소규모 요식업소에서

대형 요식업체로의 전환되는 추세

- 과거 구이, 로스, 백숙 등의 편향된 소비 패턴에서 보다 다양화되고

있으며, 훈제 등 가공제품 소비 역시 증가 추세

- 외식 소비 측면에서는 소규모 요식업소들의 소비 비중은 감소하고 전

문화된 대형 요식업체로의 소비 편중 현상이 높아짐

대형오리 생산을 통한 생산비절감 및 부분육 생산 미흡

❍ 오리고기의 소비형태도 과거에는“탕”위주에서 최근에 로스 및

정육의 증가로 통오리보다는 가공육(슬라이스, 절단육, 부분육)

소비가 증가함

❍ 우리나라는 42일령 전,후의 소형오리 위주로 소비되고 있으나

일본은 70일령까지 사육하여 살코기 생산량 및 영양가 최대 증진

- 소형오리보다 대형오리 생산으로 수율 증대 및 생산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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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및 포장유통 의무제 확대 실시로 인해 국내산

오리의 시장 확보 및 위생․안전 관리 강화

- 소비자의 축산물 구매 요인 중 과거 가격 등 양적 측면에서 원산지,

고품질, 위생․안전성, 브랜드, 기능성 등 질적 측면으로 변화

- 국내 축산물에 소비자의 높은 신뢰성으로 인해 원산지 표시를 통해

국내 오리산업 보호 가능

❍ 국내 오리 자급율은 98% 이상으로 매우 높으나 소비가 크게 증가하여

수입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 반면 수출은 미비한 실정임

- ‘10년 오리고기 수입물량은 2,158톤(지육․정육은 386톤, 열처리 가공품

(훈제) 1,772톤)에 반해 수출량은 80톤에 불과함

- 주요 수입대상국은 지육․정육의 경우 대만(97%), 미국(2.4), 프랑스

(0.6)이고, 열처리 가공육은 중국(100%)임

※ 중국은 HPAI 위험국으로 열처리 가공육(훈제) 형태로만 수출 가능

부산물 활용 사료비 절감 및 안전 양계산물 생산 미흡

❍ 생산비 중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국제 곡물가격 급등 시에

양계농가의 경영 악화

* 생산비 중 사료비 비율 : 48.8%

* ‘11년 사료원료 국내 도착가격 ‘10년 대비 옥수수 32%, 소맥 28%, 대두박

12% 증가, ’17년 35~45% 상승 가능

* 옥수수 : 223 $/톤(‘10)→294(’11), 소맥 : 214→273, 대두박 : 382→428

❍ 농산부산물 사료화를 통해 사료비 절감 및 폐기되는 농산부산물

재활용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

❍ 2007년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이 시작된 이래 인증농가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 지역별 농산부산물을 완전혼합발효사료(TMF, Total Mixed Fermentation) 로

제조 이용 시 항생제대체체로서의 효과 및 지역 브랜드형 고품격 오리

산물 생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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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렐라는 천연 단세포 생물로 광합성 작용이 활발하고 세포분열

능력이 우수하여 1974년 이후 우주인식품 및 미래식량으로 연구가

본격화되었음

- 현재 수산업에서 일부 클로렐라를 이용하고 있으나 축산분야에서 활

용도는 매우 낮음

❍ ‘03.7.1부터는 도축장에 HACCP 적용을 의무화하였고, 오리농가는

2008년도 인증 개시하였으나 인증절차가 복잡

오리 사육시설 현대화 및 사육환경 개선 절실

❍ 우리나라 오리사육시설은 비닐하우스 등 간이 오리사가 69.4%로

대부분을 차지하여 사육환경이 열악하나 축사시설현대화자금 수혜가

상대적으로 적음

❍ 오리사육시 올인올아웃이 이루어지지 않고 순환식 사육형태로

질병감염이 많음

❍ 오리축사는 표준설계도가 없고 친환경오리축사 표준설계도 1개종

(‘08)으로 선택의 폭이 좁고 환경친화형 한국형 축사 모델 부재

- 표준설계도 : 134종(한우24, 젖소25, 돼지32, 닭 25, 분뇨처리 28종)

❍ 정부는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 확대를 통해 고품질 축산

물생산을 유도하고 친환경축산물 생산 비중을 012년까지 전체

축산물 생산량의 5%로 확대계획임

오리 사육농가의 규모화로 전염성 질병에 의한 폐사 증가

❍ 닭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리 전염병에 대한 인식 부족

❍ 특히 어린 일령에 높은 폐사율을 나타내는 오리간염이 문제가 됨

❍ 농장 단위별 차단방역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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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농업소득 10%향상 세부실천 과제

1  토종오리 종자 개발 및 수입품과 차별화 오리산물 생산

< 현 황 >

오리고기 생산을 위한 종자는 대부분 해외 의존

❍ 국내 오리 사육 품종은 페킨종과 재래종 2종이 있으나, 페킨종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산 종오리 부재로 수입에 의존

- 영국(체리밸리사), 프랑스(그리므드사)로부터 종오리를 수입하고 있으며

‘10년에는 417천수의 종오리 암컷 수입

- 종오리(암컷) 수입 현황 : 33천수(‘04) → 136(‘05) → 417(‘10)

- ‘11년 10월 영국 체리밸리사로부터 원종오리 수입 예정

❍ 종자오리 개량사업 추진(‘04년)으로 인해 종오리 사육물량의 60%

내외가 혈통 증명이 되는 종오리로 교체됨

- 과거 종오리가 아닌 실용오리를 이용한 오리새끼 생산․분양으로 인해

수급 조절 불안, 생산성 감소, 질병 발생 증가 문제 발생

❍ 재래종 품종복원과 이를 모본으로 육질특성이 우수하면서도 성장이

빠른 토종오리 개발로 고품질 오리고기 생산 보급 필요

< 대 책 >

◦ 국산 오리종자 이용 고품질 토종 오리 개발 보급

- 오지 종자의 국내 자급률 향상 : (‘12) 10% → (’15) 20

- 실용오리 생산용 토종 종오리 수컷 종자 보급 : 3,000수

◦ 품종 및 기능성을 가진 차별화된 토종오리 고기 브랜드화

토종오리 종자개발 및 품질 차별화

❍ 토종오리 능력개량 및 신품종 개발로 국산 종자 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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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종오리장(GPS사육장, PS 생산․공급)을 설치, 종오리가 공급 될 수

있도록 시설 설치자금 지원되고 있음(융자, 28억원/개소).

- 토종오리 확보, 교배조합별 생산능력 비교시험 추진 중임(축산원)

- 오리농법외 사용처개발을 위한 토종오리고기와 오리알에 대한 영양학적

우수성 연구가 필요함

- 패킨종 오리와 더불어 다양한 오리육 요리법 및 가공방법에 대한 소개로

소비자의 토종오리에 대한 관심도 증가 유도

2  오리 부화율 개선을 위한 종란관리

< 현 황 >

오리는 밤 0시부터 새벽 5시까지 90% 정도 산란하므로 너무

늦게 집란할 경우 부화율 감소 우려

❍ 여름철 바닥으로부터 세균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기에

집란하는 방법으로 개선

❍ 겨울철 개방된 종오리사는 오염은 물론 종란이 얼지 않도록 조치

하여 부화율 감소를 방지

오리는 바닥과 같은 높이의 깔짚 난상에 종란을 낳기 때문에

박테리아에 의한 오염으로 부화율 저하 발생

❍ 외관상으로는 깨끗하게 보일지라도 종란을 세척하여 반드시 오

염원을 제거해야 함

❍ 종란세척을 잘 해주지 못했을 경우 부화율이 최대 15%까지도

저하될 수 있음

- 하절기 산란된 종란이 오리사 바닥에 오래 있을수록 배자 이상 및 오염도

증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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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종란은 2~3일 이내에 부화기에 입란하는 것이 좋으며,

5일 이상 보관하기 위하여는 20℃이하 온도를 유지

❍ 장기보관 할수록 온도를 낮추어야 하며 5℃이상 유지.

< 대 책 >

◦ 오리종란은 아침 6시전후 조기 집란하고, 종란세척 온도, 시간 및

희석배율을 잘 준수하고 입란시까지 저온저장

오리 종란은 아침 일찍 수거하고, 집란 회수 및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고 실시

❍ 오리는 밤중부터 새벽에 산란을 하므로, 새벽 6시전후 빨리 수거

해야 종란이 깔짚에서 오염되는 정도를 줄일 수 있음

- 종란의 수집은 플라스틱 난좌가 종란에서 종란으로 세균의 전이를 막는

데 용이하며, 종란의 둔단부가 위로 향하도록 집란

❍ 종란은 비를 맞거나, 낮거나 높은 온도, 직사광선을 피해 운반

오리종란 세척소독액의 온도, 희석배율, 세척소독 시간 및

회수를 충분히 숙지하고 실시하는 것이 중요함

❍ 오리알 세척소독시 물의 온도는 난각내로 세균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알 내부 보다 높은 온도 영역인 35~45℃ 유지가 바람직

❍ 오리종란 세척하고 소독하고자 할 때는 차아염소산과 소다회를

적정하게 배합하여 사용해야만 세척소독력을 높일 수 있음

- 차아염소산과 소다회의 적정 배합비율은 1 : 0.5~0.75이며, 세척소독시간은

5~10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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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아염소산
(ppm)

제조방법 소독시간

1,000 ○ 물1ℓ + 12.5% 차아염소산 8㎖ +소다회 4~6g 10분

1,500 ○ 물1ℓ + 12.5% 차아염소산 12㎖ +소다회 6~9g 5분

❍ 차아염소산과 소다회로 오리알을 세척소독시 3~4시간마다 세란액을 교체

- 세척소독액은 4시간 이후에는 소독력이 낮아지고, 과도하게 사용했을

때는 3시간부터는 세척력도 떨어지므로 교체해야 함

세척된 오리종란 보관할 때 온습도 및 보관기간을 재검토

❍ 세척된 오리종란의 보관기간은 2~4일이 좋으나, 1~2주 장기보존

할 때는 냉온(5℃) 보존하는 것이 부화율이 높음

❍ 종란보관실은 매주 1회 정도 세척과 소독을 실시

세척된 오리종란의 보관온도 및 기간별 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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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화율(%) 보관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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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란온도 수정률 중지율 사롱률 부화율

25℃

35℃

45℃

99.2

98.7

97.9

9.8
a

9.8a

6.3
b

20.1

18.1

20.2

64.6

64.7

65.8

구 분
소다회

0.25 0.5 0.75 1

500 1,294 406 394 2,956

1,000 2,417 183 600 672

1,500 1,506 100 344 1,200

소독
시간
(분)

세균수(cfu)

500ppm 1,000ppm 1,500ppm

총
세균

대
장균

곰
팡이

살
모넬

총
세균

대
장균

곰
팡이

살모
넬

총
세균

대
장균

곰
팡이

살
모넬

5

10

15

40

20,140

70

43,700

1,850

46,150 41,350

22,270

-

-

30,500

-

-

20,650

-

-

51,350

-

-

-

-

-

-

-

-

-

-

-

-

-

-

< 참 고 >

오리 산란시각과 산란수

시각 11~24 0~1 1~2 2~3 3~4 4~5 5~6 6~7 7~8 8~9
9시
이
후

계
(24시

간)

산란수(개) 5 75 412 692 341 177 95 22 17 19 14 1,869

산란율(%) 0.3 91 5 1 1 1 0.7 100

오리종란 세척시 세란온도에 따른 부화율

a,b
: P＜0.05

(국립축산과학원, ‘06)

차아염소산과 소다회의 배합비율별 세척된 오리알 난각의 세균수

(국립축산과학원, ‘07)

차아염소산과 소다회의 희석배율 및 소독시간에 따른 세균수

(국립축산과학원,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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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기간
(일)

보관온도별 부화율

5℃ 20℃ 30℃

수정율 부화율 수정율 부화율 수정율 부화율

1 98.9 72.2 96.7ab 67.8a 96.9 77.7a

5 97.7 73.6 95.6ab 63.0a 97.9 32.4b

10 97.9 47.7 98.8a 46.0ab 95.4 -

15 97.7 42.7 90.0ab 19.5b 98.9 -

20 96.4 37.2 86.5b - 100.0 -

소독횟수/시간 1 2 3 4 5 6 12 24

1회 1,100 1,100 1,100 1,100

3회 550 2,200 1,667 3,283 6,100

5회 2,200 2,200 2,200 5,550 12,767

소독횟수/시간 1 2 3 4 5 6 12 24

1회

3회

5회

세척액 사용횟수 및 시간에 따른 세척소독력 유지시간

○ 세척소독액의 사용횟수 및 시간에 따른 소독능력 유지시간

(국립축산과학원, ‘07)

○ 세척소독액의 사용횟수 및 시간에 따른 세척능력 유지시간

(국립축산과학원, ‘07)

오리종란 세척후 보관 온도 및 기간별 부화율

                                          (국립축산과학원,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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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분육 생산용 대형오리고기 생산

< 현 황 >

❍ 오리고기의 소비형태도 과거에는“탕”위주에서 최근에 로스 및

정육의 증가로 통오리보다는 가공육(슬라이스, 절단육, 부분육)

소비가 증가함

❍ 우리나라는 42일령 전,후의 소형오리 위주로 소비되고 있으나 일본은

70일령까지 사육하여 살코기 생산량 및 영양가 최대 증진

- 소형오리보다 대형오리 생산으로 수율 증대 및 생산비 절감

❍ 국내 오리 자급율은 98% 이상으로 매우 높으나 소비가 크게 증가하여

수입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 반면 수출은 미비한 실정임

- ‘10년 오리고기 수입물량은 2,158톤(지육․정육은 386톤, 열처리 가공품

(훈제) 1,772톤)에 반해 수출량은 80톤에 불과함

< 대 책 >

◦ 대형오리 생산 기술 보급 및 사육지침서 발간

◦ 대형오리 부분육 가공, 다양한 가공품 및 요리 레시피 보급

대형오리 생산기술 보급

❍ 출하체중 증가에 따른 오리 도체수율 증가

- 생계의 도체 및 가슴육 수율 : 1.9㎏(72/12.2) → 2.4㎏(74%/12.6%)

❍ 사육일령 증가시 단백질 및 무기물 함량 증가

- 단백질, 콜라겐 함량 : 18.2/0.65(42일령) → 21.1%/0.77g(70일령)

- 무기물(Ca, Mg) : 142/221(42일령) → 161/258ppm(70일령)

❍ 오리 사육일령 및 체중이 증가할수록 단백질 및 무기물과 같은

영양소 및 도체수율 증가로 생산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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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열 이용 에너지 절감형 녹색양계 추진

< 현 황 >

❍ 기존에는 축사 난방을 위하여 연료를 연소시켜 온풍과 연소가스를

축사안으로 동시에 불어 넣어주는 직접열풍기를 주로 이용하고 있어서

난방시 산소가 부족해지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음

❍ 특히 최근에는 유가가 급격하게 상승하여 연료비 지출이 많아지자

축사를 최대한 밀폐하고 환기량을 최소화하여 축사내부 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고 이로 인하여 생산성이 나빠지고 질병이 발생

❍ 오리사는 대부분 비닐하우스 형태의 간이계사로 단열시설이 부족

❍ 오리는 육계에 비하여 사육밀도가 낮아 체열발생량이 적어 연료

소요량이 많음

❍ 지열 이용 축사 냉난방시 여름철에 고온스트레스를 완화해주고

겨울철 지속적인 온풍 공급으로 사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음

❍ 오리농장은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 저비용 녹색에너지 기술보급이

시급 : 오리 1만수 사육시 년간 31,200ℓ의 연료를 소모

< 대 책 >

◦ 신재생 에너지(지열) 냉난방 활용으로 에너지비용 80% 절감 및 생

산성 5% 향상

◦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으로 양돈, 양계농가 시설비 지원

- 보조 80%(국비 60%, 지방비 20%), 자부담 20%

 * 지원대상 : 닭 3만수, 오리 5천수, 돼지 1천두 이상 전업농가

오리사 지열 냉난방 시스템 이용

❍ 지열 냉난방시스템 무창 오리사 이용시 유해가스 30~40%감소, 연료비 
80% 절감, 생산성 5% 개선 가능

❍ 『농어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농식품부 지원사업 시행(‘11)

- 축산분야 : 총 200억(국비 120억, 지방비 40억, 자부담 4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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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시험 준공식> <시뮬레이션 분석> <설치장면> <연료비 절감>

지열냉난방 시설 설치 및 이용방법

❍ 사용하고자 하는 대상시설에 맞게 부하량을 산정

(육계 17,000수, 300평 기준)

주령
별

실내온도 냉난방
면적

육계사 냉방 육계사 난방

냉방 난방 환기량 부하량 환기량 부하량

℃ ㎡ cfm/수 kcal/h kW RT cfm/수 kcal/h kW RT

1일령 34 34 449 0.04 5,054 5.9 1.7 0.04 27,406 31.9 9.1

1주령 32 32 449 0.08 17,050 19.8 5.6 0.08 38,079 44.3 12.6

2주령 29 29 449 0.15 41,093 47.8 13.6 0.15 54,651 63.5 18.1

3주령 27 27 897 0.22 85,672 99.6 28.3 0.22 93,240 108.4 30.8

4주령 25 25 897 0.29 135,415 157.5 44.8 0.29 93,240 108.4 30.8

5주령 25 23 897 0.36 176,250 204.9 58.3 0.36 103,683 120.6 34.3

- 겨울철 1일령시 34℃ 난방, 여름철 5주령시 25℃ 냉방을 위하여 냉방

부하량은 58.3RT이며 난방부하는 34.3RT임

- 돈사의 경우 분만돈사 330㎡당 냉난방을 위한 부하량은 10RT 정도임

❍ 지열 설치 모식도

돈사 육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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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장면 : 육계사

기계실 히트펌프 육계사 내부

지열냉난방 시설 이용 효과

❍ 유해가스 농도 감소

- 암모니아가스 : 관행난방 16.6 → 지열난방 11.1ppm(33% 감소)

- 이산화탄소 : 관행난방 3,561 → 지열난방 2,150ppm(40% 감소)

❍ 지열난방시 계절별 연료 절감효과 (50,000수 기준)

구 분
연료사용량(ℓ)

봄 여름 겨울

관행난방 4,740 460.8 8,490

지열난방 678 26.1 2,010

❍ 지열난방시 출하체중 향상효과

구분
출하체중(kg/수)

관행난방 지열난방

5주령 1.9 2.0

6주령 2.3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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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에너지 절감형 오리 LED 점등

< 현 황 >

❍ 오리와 같은 조류는 광환경에 따라 산란, 성성숙, 성장,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때 중요 요인은 ①빛의 파장 ②빛의 강도

(LUX) ③빛에 대한 노출 시간 ④일조시간의 변화추세임

❍ 오리는 장일성 동물로 산란, 성장, 사료 요구율 향상을 위해 점

등이 요구되는 데 이때 점등을 위한 전기 에너지 소모가 많음

❍ 기존 점등광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백열전구는 에너지 효율이 낮아

금후 생산 중단 예정이며 이를 대체할 만한 점등장치 필요

- EU는 2012년, 한국은 2013년, 호주는 백열전구 생산 중단

❍ LED(Light Emitting Diode)는 전기절약, 반영구적 수명, 환경친화성,

다양한 색상 구현가능의 장점으로 새로운 점등광원으로 이용

❍ 현재 LED는 뛰어난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적 효과로 인해 각광

< 대 책 >

◦ LED를 이용한 오리사의 점등장치와 이를 제어하는 제어기 이용

◦ LED로 점등방식을 교체할 경우 백열등대비 70% 전기 에너지 절약과

생산비 감소

◦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기반기금 매년 30억원(산란계 20, 육계 10) 지원

* 지원대상 : 양계농가 - 절감전력 1㎾이상(농가당 최대 2,000만원 한도)

LED 이용 오리 점장치 활용

❍ 적색 LED 점등시 난소발달이 먼저 일어나고, 산란자극이 강해 백

열전구와 다른 파장대의 LED 점등조건에 비해 산란율이 높음

- 적색 LED는 백열전구 대비 3% 산란율 증가

<LED 파장별 산란율> LED 점등장치와 제어기 <MBC 2580 LED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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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산부산물 활용 발효사료 이용 및 항생제 저감

< 현 황 >

❍ 가축의 사육두수는 지속적 증가 : 곡물 수입 의존

❍ 오리 배합사료 생산량은 08년 월 평균 3,085톤에서 09년 평균

3275톤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농산부산물은 년간 6,300천톤 이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적절한

활용 시 1,700천톤의 배합사료 대체 가능

- 농산부산물은 사료 자원으로서 가능성을 가지나 수분함량이 높아 원

물상태로 활용하기는 어려움

- 농산부산물에 미생물 등을 활용한 오리 사료화 가능

- 농산부산물의 적절한 활용으로 항생제대체 및 배합사료 대체

❍ 2007년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이래 인증농가는 급속히 증가

❍ ’11.7월부터 사료용항생제 전면 금지(항콕시듐제 9종 현행 유지)

< 대 책 >

◦ 농산부산물 발효사료 시 사료비 10% 절감

◦ 농산부산물의 기능성 물질 이용 항생제대체 및 고품질 고기 생산

농산 부산물 이용 사료비 절감

❍ 농산부산물 별 발효 조건 구명 및 육계 증체량 개선

: 사과 및 마늘 발효사료에서 9% 이상의 증체

❍ 클로렐라 및 알파리옥시산의 항생제대체 : 6% 증체량 개선

❍ 유용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각종 농산 부산물을 사료자원 활용

* 팽이버섯배지부산물로 밀기울 등 강피류 5% 대체

* 감귤박, 매실박 등 가공부산물로 사료 3% 정도 대체

❍ 지역 농산부산물 활용 발효사료 생산 이용

- 지역 농산물별 발효사료화 기술 개발 및 보급

- 창녕(마늘, 양파), 부안(오디주정박), 영주 및 대구(사과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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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

사료용 항생제 사용 금지에 따른 오리 사육방안

건강한 병아리 관리 선택 및 조기 위장관 발달 촉진

❍ 병아리 입추전 적정 온도(35℃)와 습도(70%) 유지

❍ 급이기 및 급수기가 한곳에 몰리지 않게 고루 배치

❍ 병아리 입식 후 가능한 빨리 사료와 물을 공급

❍ 약추는 사료낭비, 질병전파 가능성이 크므로 발견 즉시 빼줌

쾌적한 오리사 환경관리

❍ 오리사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오리를 보호해주고 살아가는 공간이므로

건강한 오리를키우기위해 종합적인 오리사 환경관리를 통해 사육환경을

쾌적하게 유지

※ 깔짚관리 및 우리우리나라 기후조건에 맞게 환기시스템을 설치하고 사육

일령과 계절에 따라 적당량의 환기 실시

※ 환기시스템 : 여름-터널식 환기, 저온기-크로스식 또는 지붕배기식

오리의 질병관리 : 백신 프로그램적용으로 질병사전 예방

항생제대체제 이용

❍ 가축의 생산성 개선, 건강 증진, 면역 조절, 질병 예방 등을 목적으로

가축에 급여되는 항균, 항산화, 체내대사조절, 스트레스 저감 등의

생리활성효과를 발휘하는 고기능성 물질로 생균제, 유기산, 효소제,

면역증강제, 식물추출물, 박테리오파지 등 이용

이외에도 박테리오파지, 박테리오신, 클로렐라, 프리바이오틱스,

α-리포산 등 다양한 고기능성 사료 소재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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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오리사 시설 현대화 및 사육환경 개선

< 현 황 >

❍ 우리나라 오리사육시설은 비닐하우스 등 간이 오리사가 69.4%로

대부분을 차지하여 사육환경이 열악하나 축사시설현대화자금 수혜가

상대적으로 적음

❍ 오리사육시올인올아웃이이루어지지않고순환식사육형태로질병감염이많음

❍ 오리축사는 표준설계도가 없고 친환경오리축사 표준설계도 1개종

(‘08)으로 선택의 폭이 좁고 환경친화형 한국형 축사 모델 부재

- 표준설계도 : 134종(한우24, 젖소25, 돼지32, 닭 25, 분뇨처리 28종)

❍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는 여름철 풍속을 높여주고 겨울철에는

최소환기에 적합한 환기시스템을 활용해야 함

❍ 오리사는 대부분 자연환기에 의존하고 있어 사육환경이 불량함

❍ 부적절한 환기로 겨울철 오리사의 온도가 낮게 유지되고 외부의

찬바람이 병아리한테 직접 불어서 호흡기 질병 발생이 높음

❍ 깔짚, 사료 비용의 절감으로 오리 생산비 절감

- 깔짚의 생균제 및 약품처리 등을 통한 재사용으로 생산비 절감

- 바닥 형태(슬랏 또는 온돌형태)에 따른 오리 사육

❍ 오리(종오리 및 실용오리)의 시설 현대화

- 기존 비닐하우스 사육시설 → 개방 또는 무창계사 형태로 오리사 시설 현대화

※ 국내 오리사는 대부분 비닐하우스 형태로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사육환경이 열악

- 오리사 환기, 온도 및 습도 등 오리 사육 환경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국내 계절 및 오리 품종 별 적정 환기

❍ 종오리 및 실용오리의 품종 및 사육단계별 최적 사육밀도 설정

- 오리사 면적의 이용효율성 증가 및 밀사로 인한 질병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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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책 >

◦ 한국형 오리 사육시설 이용 및 사양 매뉴얼 활용

- 한국 기후에 맞는 사육시설 모델 설치로 사육환경개선

◦ 친환경 오리 사육 모델을 활용한 동물복지형 오리 사육

오리사 표준설계도 시설방식과 주요 특성

❍ 사육밀도 기준

- 1일령부터 7일령까지는 직경 4m의 육추 가드내 500수를 육추 하도록

하고 7일령부터 18일령까지 최소 0.1㎡, 18일령 이후 부터는 최소 0.2㎡

이상의 면적을 확보 하여 사육

❍ 오리사 시설시 평면계획

- 급이라인, 급수라인을 효과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건물의 폭 결정

- 평면의 구성 : 평사 사육

- 환기형태 : 오리사의 경우에는 자연 환기 방식으로 굴뚝배기방식과

지붕개폐식적용으로 자연환기 방식을 적용

- 건물폭 : 15m

- 기둥간격 : 3m(자동급이장치, 급수장치를 달아 맬 수 있는 간격 )

그림. 친환경 오리사 표준설계도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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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면계획

- 기초깊이 : 해당지역에 적합한 동결선 적용

- 1층 바닥높이 : 우수의 침입방지와 작업장비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GL+200으로 결정

- 천정 : 없음

- 처마높이 : 2.7m

- 지붕경사도 : 원활한 용마루 배기 고려한 4/12 경사도 채택

그림. 친환경 오리사 표준설계도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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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오리간염 예방대책

오리 사육농가의 규모화로 질병발생 증가

<국내 오리사육농가 및 사육수수>

❍ 오리 간염에 의한 피해 증가 추세

- 연도별 오리간염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오리 간염 중 치사율이 가장 높은 형은 제 1형으로써 국내 발생

되는 간염은 대부분 이 형에 속함

- 치사율은 감염되는 일령에 따라 다양하며, 1주이내 감염시 95%, 1~3

주령에 감염시 50%, 4주령 이상 감염시 폐사율이 극히 낮음

- 급성으로 진행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써 발병 후에는 항생제로도

치료가 되지 않음

오리바이러스성간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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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4분기 가축전염병협의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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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책 >

◦ 오리간염 백신 접종 및 차단방역 철저

오리간염 백신 접종

❍ 1일령에 오리간염 예방접종 실시

- 음수경구접종 보다 근육주사가 효과가 좋음

<접종경로에 따른 백신의 효능조사 결과-국립수의과학검역원>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외부로부터의 감염 차단

❍ 축사마다 발판소독조 설치

❍ 주 2회 이상 발판소독조 세척 및 새로운 소독액으로 갈아줌

❍ 관리자 외 농장내 방문을 제한하고 방문자 기록과 주 2회이상

축사내외 소독 철저

❍ 농장 출입시 매일 또는 매번 샤워 및 새로운 작업복으로 갈아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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