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rProTec®

건강한 축사를 위한 PRRS 공기 필터

AirProTec® – PRRS 바이러스의 침투를 예방해 주는 필터
귀하의 축사를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돕는 것은 Big Dutchman사에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저희
전문가들은 환기 전문가 및 다른 PRRS
바이러스가 공기를 통해 축사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선한
공기 필터를 개발하는 경험 많은
전문가들과 협동 개발하였다.
PRRS는 Porcine Reproductive and
Respiratory Syndrome (돼지 생식기
및 호흡기 증후군)의 약자이다. 이는
전 세계 돼지 생산에서 가장 높은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질병 중에
하나이다. 특히, 양돈회사, 납품 업자
및 인공수정 센터는 그들이 PRRS
바이러스에 음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많은 자돈을
육성하고 있는 양돈업자도 또한 판매
시에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필터로 이익을 누릴 수 있다.
농장에 훌륭한 위생 이외에도 농장
사이에 이송이 예방되어야 한다.
바이러스는 또한 공기를 통해서
전염되며 이는 특히 대규모

사육단지에서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AirProTec으로 Big
Dutchman사는 PRRS바이러스의
침투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 97%
까지, 효과적인 필터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는 매우 큰 이점이다.
신선한 공기 배급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델이 사용 가능하다:
APT 20000
APT 10000
APT 1500.

AirProTec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AirProTec®는 기계적인 필터링
시스템이며 에어인렛 앞에 설치한다.
그러므로 바이러스에 오염된 먼지
입자를 필터링한다. 필터에 걸러진
공기는 팬(양압 환기)에 의해 축사
내로 밀려 들어가게 된다.

먼지 입자에 붙어있는 PRRS바이러스
외에도 다른 공기 중에 분진입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마이크로플라즈마)도 효과적으로
걸러준다. 이는 감염의 위험성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며 PRRS

바이러스로 인한 재 감염도 줄여준다.
AirProTec는 두 가지 버전이
가능하다: 신선한 공기의 중앙식 및
분산식 배급 형태.

APT 20 000 및 APT 10 000 – 중앙식 공기 배급 시스템
신선한 공기가 중앙으로 축사로
들어가면 필터를 통과한 공기는 중앙
채널을 통해서 진입하여 필요 시에는
냉각될 수 있다. 여기서부터 이 공기는
스프레이 쿨링, 천정인렛, FAC 등을
통해 축사와 돼지에게 닿는다.
양압환기 시스템으로 인해 건물의
완전 밀폐에 관해서는 정확한
요구조건이 없다.

중앙식 흡기 분배용 설치

GP 모돈 축사에서의 사용

본 필터 시스템은 다음의 주요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람막이 네트 – 외부 입자와 거친
먼지 입자의 진입방지
 프리필터 – 직경 3µm의입자와
이에 붙어있는 남아있는 PRRS
바이러스 필터링





중앙식 APT20000의 기능적 도식도







 메인필터 – 최대직경 0.3µm의
미세입자 및 이에 고착된 PRRS
바이러스 필터링
 냉각 모듈 – 필요 시에 신선한
공기가 동시에 냉각
 팬과 커버가 있는 환기 파이프

APT 1500 – 분산식 공기 배급 시스템

 


CL1200 흡기로 유도되는 분산식 흡기용 APT1500의 기능적 도해

APT 1500 – low maintenance requirements

APT1500은 Big Dutchman사의 월
인렛, CL시리즈와 병행하여
사용하도록 개발되었다. 이의 공기
량은 약 1500m3/h로 월 인렛의
용량에 맞게 되어 있다. 에너지 절감형
팬으로 0-10V조절이 가능하다. 본

 메인필터 – 최대 직경 0.3µm의
미세입자 및 이에 고착된 PRRS
바이러스 필터링

시스템은 기존 월 인렛에 쉽게 맞게
되어 있다.
APT1500은 다음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팬 (Fan)
 프리필터 – 직경 3µm의 입자 및

고착된 PRRS바이러스 필터링.

PRRS바이러스의 침투를 예방해 주는 특수 필터 장치
필터 장치는 두 개의 별도 필터가
삽입되어 있다. 프리필터는 최대 직경
3µm의 (MERV*8) 미세 먼지 입자와
PRRS바이러스를 세정한다.
메인 필터는 최대 직경 0.3µm이
미세입자가 (MERV16) 축사로
들어가는 것을 예방해 준다.
모든 필터는 100% 합성재질로
만들어져 있으며 영구히 습기를
차단하고 내우 낮은 공기 저항을
가진다.
오염의 정도에 따라서 프리 필터는
해마다 교체되며 메인 필터는 3년마다
교체한다.

Pre-filter (MERV 8)

메인 필터 (MERV16)

*MERV - measurement scale to rate the
efficiency of air filters (공기 필터 효율성의 측정
척도)

개략적인 이점
4 공기를 통한 PRRS바이러스의
침투를 최대 95%까지 줄여준다;

필요한 투약의 양을 줄여준다;

된다 (APT 20,000과 		
APT10,000);

4 PRRS에 감염되지 않은 축사는 더
나은 생물학적 성능을 보여준다;

4 각기 다른 AirProTec모델들이
농장의 조건과 공기배급 시스템에
따라 사용 가능하다;

4 특별 개발된 필터 층이 쉽게 		
교체된다;

4 자돈 및 비육돈의 이차 감염은

4 필요 시에는 공기가 동시에 냉각

4 낮은 유비보수 조건.

AirProTec 모델의 기술적 사양 및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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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 10 000, ATP 2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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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처리 능력
치수:
• 길이
mm
•폭
mm
• 높이
mm
양압 환기		
흡기 분배		
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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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 20000

794
770
700
예
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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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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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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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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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500

10000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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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bigdutchma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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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66 2 349 6531 · info@bigdutchman.com · www.bigdutchm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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