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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방역관리

축사 내·외부 및 기구는 최소한 1주일에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작업화와 작업복은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농장주와 농장 내 근무자가 외출 후 축사에 들어갈 때에는 샤워 후 농장 내 전용 옷과 신발로 교체하여 착용하고 출입해야 합니다.

구제역 등 가축질병 의심가축 발견시 신속히 지자체,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에 신고하세요.

농장 내 근무자에 대하여 수시로 개인위생 등 방역교육을 실시하세요.

출입 차량 및 사람 소독

농장내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독을 하고 기록을 하여야 합니다.

차량을 소독할 경우에는 바퀴, 차체, 운전석 등을 전체적으로 소독하고, 운전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소독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악성가축질병이 발생한 경우 많은 인원이 모이는 장소에는 가급적 가지 마시고, 축산농가 모임에 가지 않아야 합니다.

해외 여행시 주의사항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여행시에는 축산농가, 가축시장 등의 방문을 금지하여 주시고, 입국시 공항·항만의 관리사무

소에 신고·소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에서 귀국한 후에는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중에 입었던 옷은 바로 세탁하여 주시고, 샤워 등 개인위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지에서 판매하는 육류, 햄, 소시지 등 축산물을 가져오지 마시고, 부득이 가져온 경우에는 도착 공항 및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 관리 방안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마을회관 등 가축이 없는 곳에서 채용절차를 밟고, 채용 후 5일 이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휴대품 중 축산물 등 음식물은 소각·폐기하고, 의복·신발·가방 등 개인 용구에 대해서는 소독 등 방역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농장 내·외 소독과 의심축 발견시 신속한 신고 등 방역사항을 교육하세요.

타 농장 방문을 금지하고, 가족·친구를 만날 때에는 농장 밖에서 만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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