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급이기

자돈 육성 및 비육돈 용

훌륭한 자돈 의 시 작 , 높 은 일 당 증 체 량 및 손 쉬 운 조 작 을 위한 자동
Big Dutchman사는 고객이게 각기
다른 사용 목적으로 다양한 자동
급이기를 제공한다:
4 자돈용 자동 급이기
4 비육돈 용 자동 급이기
4 건식 급이기

4 습식 급이기
모든 급이기는 팰릿형, 알갱이 혹은
음식물용으로 사용가능하며 어떠한
형태의 건식 급이 시스템이나 수동
혹은 자동으로 설치되도록 공급한다.
급이기들은 팬에 세울 수 있거나 팬

파티션에 고정할 수 있다. 어떠한
형태의 자동 급이기가 귀사의 축사에
최선인지 저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MultiMax

MultiMax

MultiMax SST

자돈용

비육돈 용

이유 자돈-비육돈 용

4 6-30Kg의 이유 자돈용 무제한
급이기
4 단측 혹은 양측 2-6 급이 공간
(4-12 급이 공간)
4 플라스틱 재질의 급이 통 가장자리
SST재질
4 높이: 740 mm;
4 급이 사료 량은 손쉽게 조절 가능

4 비육돈 용 무제한 건식 급이기;
4 단측 혹은 양측 2-5급이 공간
(4-10 급이 공간)
4 플라스틱 재질의 급이 통 가장자리
SST재질
4 높이: 990 mm
4 급이 사료 량은 손쉽게 조절 가능

4 이유 자돈-비육돈 용 무제한 건식
급이기(6 kg부터)
4 경제적인 축사 공간 활용을 위한
돼지와 급이 공간 비율 6:1-10:1
4 SST재질, 높이: 770 mm, 폭:
1275 mm
4 급이 사료 량은 11단계로 조절
4 2Ⅹ4 급이 공간

Swing & Swing-Jumbo
최대 40Kg 혹은 70-80두의 돼지용*
4 Swing 및 Swing Jumbo는 6 Kg
이상의 이유 자돈용 및 비육돈 용
4 사료가 넘어가는 것을 예방하는
호퍼의 특수 설계 (90L/180L
4 특수 투입 메커니즘은 자돈에 의해
쉽게 작동 가능
4 급이 공간의 최적 사용 및 더러운
구석이 없는 원형 급이 통
4 2-3니쁠과 함께 사용
4 단일 급이기는 물 순환을 위해
파이프가 장착

자돈용 Swing

비육돈 용 Swing-Jumbo

동 급이기
PigNic & PigNic-Jumbo 자돈
8Kg이상 최대 40Kg 혹은 70-80 이유 자돈용*

모든 PigNic 급이기의 주요
특징:
4 급이 량의 손쉬운 조절;

4 360°순환 투입 메커니즘이 사료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증;
4 돼지가 쉽게 작동 가능;

4 모든 PigNic 급이기는 물 순환용
개별 파이프 이용 가능☞급수라인에
어떠한 비타민이나 투약의 잔여물이
남지 않음;

4 사료 절감 형 형태가 돼지가 사료를
낭비하는 것을 예방;

PigNic & PigNic-Jumbo 비육돈

4 급이 통에 소형 개구부가 지나친 량
의 물이 흘러 내림 방지;

최대 40Kg 혹은 70-80두의 비육돈 용*

4 깊은 SST 급이 통이 급이 통 아래의
철저한 세정을 용이하도록 약간 떨
어져서 배치;
4 2-3 급수 니쁠 이용 가능;

4 투시용 100 L/200 L 호퍼;

4 신속한 모니터링을 위한 접이식 덮개;
4 호퍼 내부의 교반기가 사료 		
넘어감을 예방 (옵션).

* 주의: 각국 구체적 기준을 따를 것

SinglePorc IV & SinglePorc VI
최종 비육돈 시기의 습식/건식 급이기
각 급이기의 주요 특징:
4 약 25Kg부터 1대의 급이기당 최대 12두;
4 사료 습식을 위한 통합 급이 디스펜서;
4 SST재질로 오랜 서비스 수명의 급이 통;
4 재생용 플라스틱 및 SST재질.
SinglePork IV의 특징:
4 60 L 호퍼;
4 8단계 사료량 조절용의 손쉬운 투입레버;
4 이상적인 모니터링용 급이 통 내부.
SinglePorc VI의 특징
4 50 L 호퍼;
4 “Stop”을 포함 10단계 사료량 조절용의 손쉬운 투입레
버
4 SST재질의 투입 메커니즘의 분해 용이

SinglePorc IV

SinglePorc VI

자돈 배양 및 비육돈 용 군사 돈방
자돈과 비육돈을 군사 돈방으로 관리하는 것은 비용 효율
적인 솔루션이다. 농장주가 돼지를 문제 없이 이동시키거
나 선정 과정을 위해서 군사 돈방의 팬은 분리 문이 장착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의 이점은 확연하다:

4 축사와 급이 장비의 절감으로 인해 동물당 투자비용 감
소;
4 돼지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좀더 자유롭게 돌아다니기
위한 팬의 더 나은 배치;

PigNic-Jumbo와 분리 도어가 장착된 비육돈사 군사 팬
USA: Big Dutchman, Inc.
Tel. +1 616 392 5981 · bigd@bigdutchmanusa.com
www.bigdutchmanusa.com
Brazil: Big Dutchman (Brasil) Ltda.
Tel. +55 16 2108 5310 · bdbr@bigdutchman.com.br
www.bigdutchman.com.br

Germany:
Big Dutchman Pig Equipment GmbH
Postfach 1163 · 49360 Vechta
Tel. +49(0) 4447 801-0 · Fax -237
big@bigdutchman.de
www.bigdutchman.de

Russia: OOO “Big Dutchman”
Tel. +7 495 229 5161 · big@bigdutchman.ru · www.bigdutchman.ru
Asia/Pacific: BD Agriculture (Thailand) Ltd.
Tel. +66 2 349 6531 · info@bigdutchman.com · www.bigdutchman.com
China: Big Dutchman (Tianjin) Livestock Equipment Co., Ltd.
Tel. +86 10 6476 1888 · bdcnsales@bigdutchman.com
www.bigdutchman.cn

기술적 세부 사항은 언제라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ko 5/2015

4 팬은 활동 및 휴식공간뿐만 아니라 특별 배뇨 공간으로
도 분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