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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끝자리 번호가 3인 달걀을 낳는 닭 한 마리 당
실제 사육장 케이지 사이즈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끝자리 번호가 4인 달걀을 낳는
닭 한 마리 당
실제 사육장 실제 케이지 사이즈

370 X 200 mm => 0.075 m

2

(보라색 컬러 테두리)

260 X 194 mm => 0.05 m

2

(빨간색 컬러 테두리)

사육장 케이지안의 닭 은

불이 꺼지지 않는 ‘달걀 생산 공장’

빛을 받은 암탉의 몸에서 난포 성숙시켜서 1-2년간 알 낳기를 반복하다가
거듭된 산란으로 마모된 몸을 강제 환우 처리 됩니다.
환우된 닭도 망가진 몸으로 다시 알 낳기 반복하다가
결국에 도살되고 결국 폐기 처분합니다.
더불어, 달걀을 생산하지 못하는 산란계 수평아리는
부화 되자마자 ‘폐기’ 대상이 된다.

야생 닭은
1년 동안 20~30개의 알을 낳지만
산란계는 1년동안
300개의 알을 생산합니다.

나라별 1인당 1년간 달걀 소비량

달걀 생산량

달걀 구매 시 확인해야 하는

달걀 끝자리 번호
1 : 방사사육
2 : 축사내 평사
3 : 개선된 케이지 (0.075㎡/마리)
4 : 기존 케이지 (0.05㎡/마리)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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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균

한국

멕시코, 일본 등

전세계 달걀 생산량
76.7 mega tone

닭의 숫자는 통계를 집계하는 순간에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동하는 닭

1년 1인 소비

농장동물과 인류문명 시리즈

001 / 1,004
Serial Number

5만 마리 이상 사육 농가 수 400여곳 (통계청, 2021년 6월 기준)

우리나라에 65,870,000마리의 산란계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산란계 : 달걀을 얻기 위한 닭
5만 마리 이상 사육 농가 수 1,000여 곳(통계청, 2021년 6월 기준)

우리나라에 109,720,000마리의 육계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육계 : 고기를 얻기 위한 닭

동물복지를 떠올려주세요”
“꼭 소비해야 한다면,
하지만 대안 중 하나인 동물복지달걀 시장점유율은 겨우 4%입니다.

육계, 산란계 그리고 달걀

동물학대적 사육방식인 베터리 케이지 사육과 강제환우 속에서
조류독감으로 1 억 마리의 닭이 생매장 살처분 되는 악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금세기에 가장 우려되는 인수공통 전염병은 조류독감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지구상에서
공존하며 안전할 수 있습니다.

‘닭’이 ‘생명’으로서 존중될 때,

야생닭 Gallus gallus

농장동물이 된 닭 Gallus gallus domesticus

보 증 서
제품명
소 재
무 게
크 기
상 태

생동하는 닭
입체형 메달 디자인
앞면 디자인

용맹스러운 자태를 뽐내는 어미 닭이 알을 품고 있는 모습에서
생명의 고귀함을 지키는 결연한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Item
생동하는 닭 입체형 메달
Material 순은(Ag999), 앤틱피니쉬
Weight
80g
Size
31 x 41 mm
Finish
UNC

이 제품은 한국조폐공사의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으로 제조되었으며, 그 품질을
보증합니다. 본 제품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합니다.

This product is manufactured by KOMSCO(Korea Minting, Security Printing & ID Card
Operating Corporation) in accordance with ISO 9001 quality management system and
KOMSCO guarantees the quality of product.This product complies with the criteria for the
settlement of consumer disputes in accordance with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보증서가 훼손된 경우 품질보증이 제한되므로 보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속
성질에 따라 레드 스팟 및 변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캡슐 스티커 제거 및 훼손 시
반품, 교환, 환불이 어려우니 주의하십시오.

‘교감’하고 지각력 높은 존재 닭

뒷면 디자인

닭의 기원은 아시아 열대우림의 적색 야기(붉은 야생 닭)로부터 시작됩니다.
야생 닭은 3000~8000년 전 가축화되어 현재 전 세계에 분포하게 됩니다.
닭은 잡식성으로 씨앗, 벌레, 지네부터 도마뱀이나 생쥐까지 먹이로 삼으며
신경이 발달된 부리와 강인한 발톱을 갖고 있고, 공감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지각력을 갖고 있어 50마리 이상의 서열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야생 닭의 수명은 30년으로 비교적 긴 수명을 갖고 있습니다.

어미 닭이 역동적인 자세로 병아리를 품고 상호작용하는 모습에서
강인하면서 역동적인 닭의 모습을 표현 하였습니다.

한반도에서는 삼한시대부터 닭을 기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1004 KOMSCO 1’ 은 사육환경에 따른 고유 난각 번호 차용.
‘1004’ 는 세계 동물의 날, 뒷 숫자 ‘1’ 은 방사 사육 뜻함.

In case the product or the certiﬁcate is damaged, the warranty might not be valid, so careful
storage is highly recommended. Red spots and discoloration may occur depending on the
metallic properties. It may be difficult to return, exchange, or refund if sticker on capsule is
removed or damaged.

달걀생산과 고기로서의 닭
현재 전 세계 사육되고 있는 닭의 총수는 240억 마리로 추산되며,
이는 세계 인구의 약 3배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현재 90%의 농가가 닭의 본성에 철저히 반대되는
동물학대적 사육방식인 ‘배터리 케이지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육하는 과정에서 강제환우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배터리 케이지 : 흙, 풀, 자연채광이 없는 밀집 사육 방식. 1950년대부터 가속화된 사육 방식
* 강제환우 : 동물복지농장과 축산법 시행규칙에서 금지된 사육 방식. 닭에게 사료를 최대 12일, 물은 최대 4일까지 주지 않고
강제로 환우(털갈이)시킴

닭의 숫자는 통계를 집계하는 순간에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동하는 닭

1년 1인 소비

농장동물과 인류문명 시리즈

001 / 1,004
Serial Number

5만 마리 이상 사육 농가 수 400여곳 (통계청, 2021년 6월 기준)

우리나라에 65,870,000마리의 산란계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산란계 : 달걀을 얻기 위한 닭
5만 마리 이상 사육 농가 수 1,000여 곳(통계청, 2021년 6월 기준)

우리나라에 109,720,000마리의 육계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육계 : 고기를 얻기 위한 닭

동물복지를 떠올려주세요”
“꼭 소비해야 한다면,
하지만 대안 중 하나인 동물복지달걀 시장점유율은 겨우 4%입니다.

육계, 산란계 그리고 달걀

동물학대적 사육방식인 베터리 케이지 사육과 강제환우 속에서
조류독감으로 1 억 마리의 닭이 생매장 살처분 되는 악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금세기에 가장 우려되는 인수공통 전염병은 조류독감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지구상에서
공존하며 안전할 수 있습니다.

‘닭’이 ‘생명’으로서 존중될 때,

야생닭 Gallus gallus

농장동물이 된 닭 Gallus gallus domesticus

보 증 서
제품명
소 재
무 게
크 기
상 태

생동하는 닭
입체형 메달 디자인
앞면 디자인

용맹스러운 자태를 뽐내는 어미 닭이 알을 품고 있는 모습에서
생명의 고귀함을 지키는 결연한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Item
생동하는 닭 입체형 메달
Material 순은(Ag999), 금도금
Weight
80g
Size
31 x 41 mm
Finish
UNC

이 제품은 한국조폐공사의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으로 제조되었으며, 그 품질을
보증합니다. 본 제품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합니다.

This product is manufactured by KOMSCO(Korea Minting, Security Printing & ID Card
Operating Corporation) in accordance with ISO 9001 quality management system and
KOMSCO guarantees the quality of product.This product complies with the criteria for the
settlement of consumer disputes in accordance with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보증서가 훼손된 경우 품질보증이 제한되므로 보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속
성질에 따라 레드 스팟 및 변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캡슐 스티커 제거 및 훼손 시
반품, 교환, 환불이 어려우니 주의하십시오.

‘교감’하고 지각력 높은 존재 닭

뒷면 디자인

닭의 기원은 아시아 열대우림의 적색 야기(붉은 야생 닭)로부터 시작됩니다.
야생 닭은 3000~8000년 전 가축화되어 현재 전 세계에 분포하게 됩니다.
닭은 잡식성으로 씨앗, 벌레, 지네부터 도마뱀이나 생쥐까지 먹이로 삼으며
신경이 발달된 부리와 강인한 발톱을 갖고 있고, 공감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지각력을 갖고 있어 50마리 이상의 서열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야생 닭의 수명은 30년으로 비교적 긴 수명을 갖고 있습니다.

어미 닭이 역동적인 자세로 병아리를 품고 상호작용하는 모습에서
강인하면서 역동적인 닭의 모습을 표현 하였습니다.

한반도에서는 삼한시대부터 닭을 기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1004 KOMSCO 1’ 은 사육환경에 따른 고유 난각 번호 차용.
‘1004’ 는 세계 동물의 날, 뒷 숫자 ‘1’ 은 방사 사육 뜻함.

In case the product or the certiﬁcate is damaged, the warranty might not be valid, so careful
storage is highly recommended. Red spots and discoloration may occur depending on the
metallic properties. It may be difficult to return, exchange, or refund if sticker on capsule is
removed or damaged.

달걀생산과 고기로서의 닭
현재 전 세계 사육되고 있는 닭의 총수는 240억 마리로 추산되며,
이는 세계 인구의 약 3배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현재 90%의 농가가 닭의 본성에 철저히 반대되는
동물학대적 사육방식인 ‘배터리 케이지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육하는 과정에서 강제환우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배터리 케이지 : 흙, 풀, 자연채광이 없는 밀집 사육 방식. 1950년대부터 가속화된 사육 방식
* 강제환우 : 동물복지농장과 축산법 시행규칙에서 금지된 사육 방식. 닭에게 사료를 최대 12일, 물은 최대 4일까지 주지 않고
강제로 환우(털갈이)시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