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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양계장은대량폐사의대한
대처방안과노하우를가지고있어야합니다!!! 



대량폐사시퇴비화가가장바람직한폐사처분방법입니다. 
상황에따라계사, 구비사, 또는실외제방을통해퇴비화할수
있습니다. 



큰큰 열열 손실로손실로 인한인한 대재해대재해 발생발생 시시, , 계사계사 내내 기존기존 깃을깃을
사용해사용해 폐사를폐사를 처분하는처분하는 것도것도 하나의하나의 방법입니다방법입니다..

다음의경우사용가능:
- 전멸손실이있을경우
- 계장재양식일정이허락할
경우

- 전진된폐사분해가진행된
경우

- 실외에퇴비화할수있는
적당한장소가없는경우

- 민감한이웃이나환경문제가
있는경우



퇴비화퇴비화 계획계획
•깃깊이, 양계중량, 
계장면적파악
•깃/탄소요건계산. 매
평방피트의 1 파운트
당 0.8(최소)의깃필요

부피기초 = 1 단위의도체: 2 단위의깃 (+ 바닥과덮게용깃)



계사내계사내 토비화에토비화에 필요한필요한 깃깃 계산의계산의 예예

계사내상황: 40 피트 x 500 피트계장, 4 
파운드의 25,000 영계, 3 인치깃깊이.

100,000 파운드의고기 ÷ 20,000 평방피트 = 
평방피트당 5 파운드의고기. 평방피트당 5 
파운드의고기 x 0.8 = 4 인치의깃필요. 

1인치의팽화제또는 1,600 입방피트
[20,000 평방피트 x 0.08 (1 인치/12 인치)] 가
추가로필요. 



퇴비화법퇴비화법
기초기초

1.  모든깃과축산폐기물을퍼올린후, 
계장중앙의 3-5인치정도바닥에놓는다.  
제방너비는약 12 피트

3. 모든축산폐기물을 4에서 6인치의
깃이나팽화제(톱밥, 대팻밥, 퇴비, 기타
등등) 로덮는다.

2.  일정하게혼합한축산폐기물과깃이필요



마지막마지막 제방제방
•약 5피트높이와약14피트바닥
•온도가 5일내에약 130 F 에
도달해야함
•온도가떨어지면제방을
돌려야함. 통풍이퇴비화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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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리기돌리기 옵션옵션

또는

재양식을위해계장을비우려면퇴비를
창고나실외제방으로옮긴다. 노출된
축산폐기물을깃이나팽화제로덮는다. 
바깥에있는퇴적은방수천이나
퇴비덮개로씌운다. 생산구역바깥쪽의
승인받은장소에퇴적을둔다. 

제방을계장내의다른장소로옮긴후, 
밖으로노출된축산폐기물을깃이나
팽화제로덮는다. 

돌리기지침:
무게 첫돌리기 제거
4파운드 10일 20일
10파운드16일 26일



돌린돌린 후후 약약 1010일일 후후
땅에뿌리고 + 섞는다. 덮어놓은퇴비물을사용할

때까지숙성시킨다.

또는



실외실외 제방에서제방에서 퇴비화하기퇴비화하기

•대량폐사후재양식
일정으로인해계장을비워야
하는경우, 실외제방에서
퇴비화할수있다. 

•제방은쉽게접근할수있고
미리승인받은장소로서, 생산
구역의바깥쪽이바람직하다. 

•운반기, 트럭, 팽화제, 덮개, 
고정물이필요하다.



절차와절차와 폐사물폐사물 대대 깃의깃의 비율은비율은
계장계장 내내 퇴비화법과퇴비화법과 유사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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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들과깃을트럭에싣고도체와깃의비율을 1:2로한다.

4

바닥층위에나란히펼친다.팽화제는바닥에약 12피트너비, 약6-12인치두께

제방을원뿔형으로압축시킨다.



5

6

실외실외 제방제방 덮기덮기

7

6인치두께의팽화제로도체를덮는다.

퇴사물을약 14일쯤돌리며노출된도체는
덮고덮개나방수천을다시덮는다. 일부
상황이허락하는경우, 돌리기를연기하여
28일까지숙성시킨다.

퇴비덮개나방수천으로덮어고정물로제방을보호한다.



구비사안에서구비사안에서 퇴비화하기퇴비화하기

• 도체가일반적인방법으로
처리할수있는양보다많을
경우, 구비사안에서
퇴비화하는것이또다른
방법일수있다. 

• 도체와깃을섞는동일한
방법을사용할수있을
지라도, 층층쌓는방법이더
편리할수있다. 

대량의도체를퇴비화하기에는
구비사가이상적인장소임



1

창고에창고에 층층이층층이
쌓는쌓는 방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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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장에서도체를퍼내거나제거한다.

구비사로도체를옮긴다.

도체를운반기로옮긴다.



창고에창고에 층층이층층이 쌓는쌓는 방법방법
4 6

6에서 12인치두께로깃이나팽화제를바닥에깔아
놓는다. 너비가 12피트를넘으면트랙로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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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에서 6인치의깃이나팽화제로덮는다.

최대한 6피트가될때까지도체와깃을
층층이쌓아올린다.도체를 8-10인치두께로놓는다.



창고에창고에 층층이층층이 쌓는쌓는 방법방법

•층층이쌓는방법이섞는
방법보다조직분해가덜
되기때문에퇴비를
14일쯤에돌리는것이매우
중요하다. 

•돌린후노출된도체를
깃이나팽화제로덮는다.

•28일후에는조직이 100% 
분해될것이며퇴비는땅에
사용하거나계속창고에서
숙성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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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요약
• 대량폐사는일반적인계장안, 외부제방
또는구비사에서퇴비화할수있다. 

• 퇴비화방법과장소는양계장의상황에
맞추어야한다.

• 성공을위해기본적인원칙을준수하고
실행해야한다.

• 모든양계장은대량폐사처리계획을세워
두어야한다!



마지막마지막 당부당부: : 대량폐사대량폐사 시시

• 퇴비화방법과장소를정하기전
양계회사와상의한다. 

• 추가의도움이필요한경우다음에
문의한다.
- 협동확장서비스(Cooperative Extension 
Service)
- USDA, NRCS 사무소
- 자연보호지구(Conservation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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