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방역 관리방법
www.haccp.or.kr

차단 관리

농장입구에 안내문 설치 및 통제

쥐, 새 등 야생동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차단

차량 관리

농장 출입 전후 차량 내·외부 소독

가축 등 상차 및 하역 후 세차·소독

사람 관리

농장 출입 시 외부 작업복과 신발 교체

농장 출입 시 손, 신발, 소지품 등 소독

* 방문자용 방역복, 신발 등 비치 및 착용 요구

* 발판 소독액은 2~3일 마다 또는 필요 시 매일 교체

작업복 및 장화 등은
외부사용 금지

외부물품 관리

외부반입 물품(기자재, 약품 등) 소독

소독 후 반입창고에 물품 특성별
(냉장, 상온 등) 보관

출입기록부(사람, 차량, 물품 등) 작성 및
1년간 보관(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농장위생 관리방법
www.haccp.or.kr

청소 단계

소독 전 축사 내 분뇨 등 제거

소독 전 축사 주변 먼지 등 청소

세척 단계

솔 및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사료통, 음수조 등
집기의 이물질 제거 후 헹굼

천장  벽  바닥 순서로 세척

바닥에 쌓인 이물질 등은 물을 분사하여 외부로 배출 및 처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물기가 없도록 완전히 건조 후 소독

소독 단계

소독제 사용 시 주의사항 확인 및 용량·용법에 맞게 제조
*예) 희석 방법 : 1:500인 소독약  소독약 1L + 물 499L
*동물용의약외품(소독제 등)은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에서 허가된 제품만 사용

소독액 건조(10~30분)

소독액을 사료, 음수조 등에
뿌리지 않도록 주의

천장  벽  바닥 순서로 소독액 분사

주 1회 이상 내·외부 소독 및 “소독실시기록”
1년간 보관(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잔류물질 관리방법
www.haccp.or.kr

준비 단계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살충제 등)
사용 전 개체 상태 확인 또는 수의사 진찰

처방전(용량, 용법) / 사용설명서 숙지 및
축종별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살충제 등)
자체사용기준 수립·사용

이전 사용기록 확인 및
휴약기간 시간까지 정확히 계산

사용 단계

개체별 사용 용량 및 투약경로
(경구, 주사 등) 준수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살충제 등)을
사료, 음수조 등에 뿌리지 않도록 주의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살충제 등)
사용기록 작성·보관

관리 단계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살충제 등)별
보관온도 준수 및 유통기한 등 재고 관리

경구투약 후 해당 사료통, 음수조 등
세척·소독

출하 단계

주사 투약 후 폐주사침, 폐약품병
즉시 분리하여 폐기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살충제 등)은
농림축산검역본부 (www.qia.go.kr)에서
허가된 제품만 사용
※ (예시) “닭진드기” 제어 시 동물용의약외품 살충제
중 용법·용량 및 효능·효과에 “닭기생충”이 있는
제품 사용
※ 친환경인증농장은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있는 약품
사용 금지

출하 전 휴약기간 확인 및
주사침 잔류 시 잔류 부위를
표시하여 도축장 알림

출하일지 작성 및 기록·보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6조)

※ 휴약기간 : 식용으로 사용되는 축산물 등을
생산하는 동물에 대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기
전에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을 일정기간 사용을
금지하는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