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칼리 가수분해를 활용한

친환경적 폐사가축 처리

질소가스 거품을 활용한

인도적 동물 안락사

동물산업의

고온 간접 열풍을 활용한

건조방식 대인소독



소멸처리 가능

소멸처리

AIㆍASFㆍ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등재

AIㆍASFㆍ구제역 바이러스 사멸 조건 만족

가축 전염병 발생시 대량으로 안락사 처리 가능

  1989년 창업하여 광섬유장비, 전기로, 전기가마, 친환경사업 등 열처리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을 지향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친환경사업은 AI, 구제역 등에 감염된 동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국립축산과학원과 공동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상용화 하였습니다. 동물 안락사 장비, 폐사가축 처리장비, 대인소독장비를 생산하여 축산농가, 동물

병원 등에 보급함으로써 동물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첨단기술기업입니다



전 전

유기·반려·실험동물용 장비(ESE-L200)

규격(mm) 750

밀폐된 처리 공간

 X 960 X 963

AIㆍASFㆍ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등재

가축 전염병 처리용 장비(EST-750)



규격(mm)

(시간)

2,600ⅹ1,050ⅹ2,910 2,765ⅹ1,220ⅹ2,990

3,100ⅹ2,160ⅹ3,000

규격(mm)

(시간)

2,092ⅹ840ⅹ1,303 2,600ⅹ860ⅹ1,363규격(mm)

(시간)

닭127 / 오리58 / 돼지1       닭180 / 오리82 / 돼지2 

닭38 / 오리17          닭80 / 오리36 

닭435 / 오리198 / 돼지6

*산출

처리량(마리)*

처리량(마리)*

처리량(마리)*

기준 : 닭1.6kg, 오리3.5kg, 돼지115kg

1,600 ,02  900

38 46



처리량(마리)*

*산출기준 : 닭1.6kg, 오리3.5kg, 돼지11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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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A, 2004

2006

개방



확인하여 진행합니다.

알칼리 가수분해
•알카리 가수분해에 의한 동물사체 처리 방법 및 장치
   특허, 제 10-1340071호
•동물 사체 및 동물성 잔재물 처리 장치
   특허, 제 10-1761845호
   특허, 제 10-1765698호

질소가스거품 안락사
•동물 안락사용 거품생성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이송대차
   특허, 제 10-1771444호
•실험동물 및 유기동물 안락사 장치
   특허, 제 10-1833224호
•동물 안락사용 거품제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
   특허, 제 10-1709091호

고온 건식 대인 소독

•고온 건조식 대인 소독 장치
   특허출원, 10-2016-0151682

•자동감지 센서를 구비한 살균 소독 장치
   특허, 제 10-1885736호

•건식사우나 대인 소독 장치
   특허출원, 10-2017-0038466

기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과 공동연구개발•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 된 가축사체의 효과적인 처리와 자원 재활용을 위한 가능성 연구
•KISTI와 정부지원사업 및 공동 기술개발 진행
   폐기 축산물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한 유해물 배출 zero 수분해장 시스템 기술 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