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름 값 절약과 
조류독감(AI)의 확실한 예방 

  
방법이 있습니다!!! 
10분만 투자하셔서  
이 자료를 보세요. 
해결책이 보입니다. 

 
  ㈜ 삼파워 

www.sampower.co.kr 
 

양계농가의 2가지 고민 



 
 

1.연료절감효과 
(약20%절감) 

50,000수의 경우 1년에 약1,000만원 절약됩니다 
 (석유 1,200원/리터 기준, 유화유 800원/리터) 

2.매연감소효과 
(80%감소) 

축사내 공기가 맑아져 매캐한 냄새가 전혀 없습니다. 

3. 출하시 닭의 
성장이 좋아진다 

4. 폐사율이3%
줄어듭니다 

평균 마리당 무게가 100그램 이상 더 나가  50,000수를  
양계할 경우 1년에 약 3,750만원의 추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 50,000수/회 x 0.1kg/마리 x 1,500원/kg납품가 x 5회/년 = 37,500,000원 

습도가 양계조건에 적당하여 폐사율이 3%이상 줄어듭니다 
(5% → 2%). 이에 따른 추가이익 도 년 간 1,800만원을  
추산할 수 있습니다. 
ex) 50,000수/회 x 3% x 5회/년 x 1.6kg/마리 x 1,500원/kg당가격 
      = 18,000,000원 

연료절감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 



 
 

5, 수익의  
극대화 

폐사에서 공급하는 유화유를 사용하시면 1년에  
약 65,500,000원의 추가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회 50,000수, 년 간 5회 출하, 석유 1,200원 기준)  

6, 조류 독감  
예방 

유화유가 기화하여 축사내의 습도를 충분히 유지시킴으로 
별도의 가습기가 필요 없습니다. 
축사가 건조하여(습도가 낮으므로) 발생하는 조류독감을  
확실하게 예방합니다 

7, 출하일을  
앞당긴다 

- 수분이 있어도 영하20도 이하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성시 대덕면 소재 양계장에서 다년 간 사용하여 검증을 마쳤습니다. 
- 현재 안성시와 청원군의 양계장에서 사용 중입니다. 
  
★직접 보시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언제든지 방문하여 시연해 드립니다★ 
공장 : 경기도 파주시 소라지로 176-19     전화☎ : 070 - 7572 - 1969 
담당 : 박 영호 기술연구소장 (010-2084-5191) 

연료절감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 

축사 내의 공기가 쾌적하여 환경이 좋아짐으로 닭의 발육이 
빨라져서 출하 일을 2-3일 정도 앞당길 수 있습니다. 



AI(조류독감)의 예방법 

현재 양계농가에서 사용하는 
열풍기를 쓸 경우 

현재 양계농가에서 사용하는  
열풍기로 온도를 맞추게 되면  
습도가 낮아짐으로 적당한  

습도를 위해 가습기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가습기를 사용하면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한 감기에 
취약한 환경을 만들게 된다. 

 
-즉, 강제적인 습도조절(가습기사용시)       

로 인해 온도 조절이 어렵다. 
 

삼파워의 유화유를 사용한 열풍기를 사용할 경우 

삼파워의 유화유를 사용한 열풍기는 습도와 온도를 동시에 유지시키면서 습도와 온도변화를 
적절하게 조절할수 있다. 

실내 습도와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게 되면 
조류독감 예방에 도움이 된다.                           



공장 : 경기도 파주시 소라지로 176-19 
                          전화 : 070 - 7572 - 1969 
                          담당 : 박 영호 기술연구소장 
                                   (010-2084-5191) 



유화유 (Model : K-20) 제반 사항 

1.양계장 농가 수: 전국3800여개 양계장 
2.K-20제조 준비사항 
   •유화장치 부착 저장탱크(2,000리터)-제조업체에서 제작보급 
   (농가보급가격:2백만 원 / 유화장치,대형필터,커플링,호스 부착) 
   •K-20 열풍기-6십만 원(개당), 50,000수 기준 10대 
   •저장탱크와 열풍기는 납품 후 30일이내 할부로 제조자 에게 현금결제 (농가 부담)    
3.특이사항 
   •양계농가가 석유(면세유)구입 시 반드시 정품,정량의 석유를 구입해야 한다. 
    (정품,정량이 아닐 경우 유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양질의 제조가 어려움)  
   •각 지역 지사는 유화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판매지역에 일정 거점을 두고 자체  
    저장시설을설치하여야 함.  (저장탱크 2만 톤 기준)     
               

유화탱크 

발화장치 

열풍기 

적용 (예1) 

적용 (예2) 

총판 및  
대리점용 



유화유K-20 

구분 에멀젼k-20석유 면세유 

생산비율 석유50%+조연제및첨가제25%+물25 면세유100% 

생산원가 1리터기준 약 1000원 1200원 

열량 8000칼로리 8800칼로리 

인화점 섭씨60도 섭씨60도 

녹는점 영하25도까지만 사용해봄  

보관기관 현재 9개월 이상 보관중  규정은 3달로 되어있슴 

점화방법 일반열풍기 및 모든점화장치가능  일반열풍기 및 모든점화장치가능  

구분 열풍기 원터치 유화탱크(탱크+펌프+필터+호스) 

예상가 60만원 200만원 

수량 8~10대 (8대 사용 2대 예비용) 2000리터 기준 

비고 구입후 5년이하 개조가능 기존탱크 개량가능 

각 양계장에서 필요한 준비사항 (양계 5만수기준) 

총판 및  
대리점용 



경유50% 

슈퍼경유 생산과정 

조연제 및 첨가제25% 물25% 

완성품사용 

대량생산 유화기 

1시간 1톤부터 원하는 대량 유화기 설치가능 현재 이용 양계장 

총판 및  
대리점용 


	기름 값 절약과�조류독감(AI)의 확실한 예방�
	�
	�
	Slide Number 4
	Slide Number 5
	Slide Number 6
	유화유K-20
	Slide Number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