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쿨링 시스템
귀하의 축사에 이상적인 온도를 위한



귀사의 축사에 온도를 제어해 주는 쿨링 시스템
적절한 사료 및 수분 공급 시스템과 더불어 이상적인 
축사 내 환기는 현대 양돈 관리에서 경제적인 성공을 
이룩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컴퓨터로 제어되는 
환기 제어는 단순한 신선한 공기의 흡기 및 배기 
이상이다. 축사 내 온도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더욱 더 중요해지고 특히 더운 여름에도 더 하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Big Dutchman사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
) 쿨 박스 (Coolbox)
) 콤비 쿨 (CombiCool)
) 레인 메이커 RainMaker

쿨 박스 (Coolbox) – 고 품질 플라스틱으로 만든 분산식 냉각 시스템
Big Dutchman사의 쿨 박스는 혁신적인 냉각 시스템으로 
중앙통로가 있는 양돈 축사에 완벽한 시스템이다. 
더구나 물의 품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 쿨 박스는 기존의 
셀룰로스 패드 쿨링 시스템과 비교 시에 이상적인 
대안이 된다. 쿨 박스는 고 품질의 플라스틱 패드와 GRP 
(glass fibre reinforced plastic)으로 만들어진 프레임으로 
구성된다. 
쿨 박스는 각기 다른 공기 용량에 따라 다양한 사이즈가 
사용 가능하다: 5000m3/h, 10000m3/h 및 
20000m3/h.

가동 모드
쿨 박스의 플라스틱 재질은 위에서부터 물이 내려온다. 
더운 외기가 쿨 박스를 통과하여 축사로 흡입될 때, 크고 
습기를 함유하고 있는 습윤 표면을 접촉한다. 이는 매우 
훌륭한 냉각 효과로 축사 내 온도를 떨어뜨린다. 본 
시스템은 환기 컴퓨터로 조절된다.

여러 가지 이점
) 플라스틱 패드는 좋지 않은 물의 품질에 (염분, 철분  
 및 녹조류) 강한 저항성이 있어 시스템의 효능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
) 플라스틱 패드는 기존 셀룰로스 재질에 비해 훨씬   
 내구성이 좋다;
) 플라스틱 재질의 넓은 표면적은 높은 냉각 효과를   
 보증한다;
) 쿨 박스는 기 조립상태로 배송되어 시간절약이   
 가능하다;
) 손쉬운 설치 및 유지보수.

쿨 박스의 물 공급을 위한 수중 펌프의 설치

중앙 복도가 있는 축사의 쿨 박스 설치



콤비 쿨 (CombiCool) – 효과적인 고압식 안개 분무 시스템

콤비 쿨은 특히 방이 여러 개로 구성된 축사의 냉각, 
가습 및 습윤 상태로 만들기 위해 고안된 고압식 분무 
시스템이다. 특수한 SST 노즐은 매우 낮은 투과율로 
분사되며 매우 높은 투과 속도를 나타낸다. 이는 매우 
정교한 분무를 형성하여 축사 전역에 골고루 분사를 

하게 되며 즉시 더운 공기를 흡수하고 안락한 온도를 
만들어 준다. 게다가 콤비 쿨은 연중 내내 축사 내 
가습을 하여 최적의 습도 상태를 유지해 준다.

시스템 구성

1. 필터 장치 – 2 또는 4 필터 옵션
2. 최대 350개 노즐까지 중앙 펌프
3. SST재질의 고압 덕트
4. 펌프 장치 제어
5. 최대 40개 노즐의 3/2 고압 밸브 방 
 식
6. 환기 컴퓨터 MC235
7. SST재질의 노즐 덕트

운영 모드
온도가 일정 설정 레벨 이상으로 
올라가면 환기 컴퓨터 MC235가 냉각 
시스템을 작동시킨다. 펌프가 작동되고 
주요 덕트는 약 60바의 압력이 
작동된다. 모든 방 위에 설치된 고압 
밸브가 열리고 미세 연무가 노즐을 통해 
분사된다. 펌프 앞에 설치된 다중 필터 
장치는 노즐이 이물질로 인해 막히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해 준다.

이 점
) 축사 내 효과적인 냉각: 특히 더운 여름날 안락한  
 온도를 유지
) 축사 공기의 가습: 연중 일정한 최적의 습기   
 유지
) 먼지 침착: 돼지의 호흡기에 긍정적 영향으로  
 웰빙 실현
) 사전 습윤 기능: 손 쉬운 세정
) 연무 사용: 방향제, 제약 등 이상적인 배분 

4스텝 필터의 중앙 펌프

Climate computer MC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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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bigdutchman.de • E-Mail: big@bigdutchman.de

레인 메이커 (RainMaker) – 단순하고 매우 효과적인 냉각 시스템

레인메이커는 주로 덥고 건조한 여름이 있는 지역에서 
사용되는 냉각 시스템이다. 이는 증발 원리를 기초로 하여 
만들어졌다. 온도가 높아지면 질수록 상대 습도는 
낮아지고 냉각 효과는 높아진다. 

패드는 셀룰로스 재질로 만들어져 대형 면적을 제공할 수 
있으며 높은 냉각 효능을 제공한다. 화학적 함유로 패드가 
날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부터 보호해 준다. 대신에 보다 
긴 서비스 수명을 위해 플라스틱 패드를 사용하기도 한다.

탑 프로파일과 패드 리테이너가 장착된 혁신적인 프레임 시스템

새로운 프레임 시스템의 핵심은 탑 프로파일이다. 탑 
프로파일은 하나로 만들어진 프레임의 상부 완전 체이다.
) 개방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수분공급이 언제나 보이며  
 설치류나 다른 해충이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막힘  
 구조이다;
) 다 구멍 파이프는 탑 프로파일과 통합되어 물이 패드  
 아래로 흐를 때 보이게 되어 있어 구멍에 어떠한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갔는지 사용자가 즉시 알 수 있다;
) 특수 굴절기가 있어서 물이 패드를 따라 골고루   
 분사되게 해 주며 패드를 적시는데 이상적이다;
) 굴절기는 유지보수 시에 쉽게 접힐 수 있도록 플라스틱  
 힌지로 탑 프로파일과 연결되어 있어서 제거하는데   
 어떠한 공구나 부품이 필요 없다

물 수조와 플로팅 밸브가 장착된 급수 장치
패드는 상부에서부터 적셔진다. 축사내의 음압 환기로 인해 외기의 
따뜻한 공기가 습윤 패드를 통과하여 축사로 빨려 들어 가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공기가 흡기를 취하고 온도를 내려주게 한다. 
과도한 물은 프레임 바닥으로 모아지고 – 물 수조 – 순환 방식으로 회수 
된다. 일정한 신성한 물과 함께 원심펌프로 작동되어 다시 패드를 
적셔주게 된다. 추가의 물 탱크가 필요하지 않다. 패드를 받치는 커버는 
단순히 물 수조 위에 장착되어 유지보수 시에 쉽게 제거가 된다. 특수 
다공은 과도한 물이 뒤로 넘침을 방지하고 설치류의 침입을 예방해 준다.
옵션으로 당사는 확장 중앙 커플러를 제공한다. 이는 플로팅 밸브에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를 쉽게 해 준다.

패드를 따라 물의 균일한 분배를 위한 천공된 파이프와 전향기가 장착된 
탑 프로파일

패드의 간단하고 신속한 교체를 위해 아래 방향의 실용적인 스냅 
리테이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