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우징 시스템
현대적인 자돈 육성과 비육 돈을 위한



귀하의 양돈 축사를 위한 혁신적인 펜 (penning) 시스템
가장 진보된 급이 시스템 이외에도 
Big Dutchman사는 고객에게 동물 
친화적이고 세정이 쉬운 자돈 및 
비육돈용 하우징 시스템을 제공한다. 
당사의 유연한 표준 척도 시스템은 
건물의 상태와 축사의 크기에 
독자적인 팬 사이즈의 모든 형태의 

설계를 제공합니다.
Big Dutchman Penning 시스템은 
다음을 포함한다:
4 PVC재질의 청색/회색 팬 ;
4 SST 재질의 팬 지지대, 포스트 및  
 강화 포스트;
4 콘크리트 파티션 엔드;

4 다양한 형태의 잠김 문.
귀하의 개별 요구조건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을 저희 전문가가 도와 
드립니다.

Big Dutchman의 팬 프로파일은 개별 
35 mm두께의 견고한 프로파일 판으로 
구성되며 여러 개의 높이: 500, 600, 
750 및 1000 mm가 있다. 이 팬은 
먼지가 끼는 어떠한 간극이나 틈이 
없고 질병도 없는 쉽게 청소가 
가능하다. 프로파일의 길이는 정해져 
있지 않다. 대신에 프로파일은 고객의 
사양에 맞추어서 현장에서 직접 잘라 
사용할 수 있다. 환기 시스템과 고객의 
요건에 따라서 프로파일은 1-2개의 
아연도금 1” 튜브와 연결하여 사용 할 
수 있다. 튜브는 특수 고정자재를 
사용하여 포스트에 장착된다. 그러므로 
800, 1000 혹은 1100 mm의 
높이가 조합하여 쉽게 가능해 진다.

팬 프로파일 – 조립이 간편하고 탄력적이며 튼튼하고 위생적

자돈과 비육 돈을 위한 하우징 옵션
페닝 시스템 (penning system)은 
고객의 요건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설계될 수 있다. 건식 급이 시스템의 
사용 시에 예를 들어, 자동 급이기는 
팬의 중앙 혹은 파티션에 장착될 수 
있다. 방의 넓이가 3 m 보다 넓고 
통로가 있으면 이것이 자돈, 비육돈용 
팬이던 간에 관계없이 “분리 도어”를 
설치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 특수 
타입의 문은 돼지가 들락거리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팬이 이러한 방법으로 설계되므로 
돼지들은 그룹에서 벗어나서 
안락함과 조용함을 쉽게 느낄 수 
있다. 

자동 급이기가 설치된 자돈 육성사 펜 분리 문과 액상 급이 시스템의 비육돈 펜

섹션 지역이 포함된 육성돈 펜통로와 자동 급이기가 설치된 자돈 육성사



한 손 잠금장치 – 대각선 강화 걸쇠를 떨어뜨려 
자동으로 잠김 위치로 간다

향상된 위생을 위해 팬 프로파일 끝을 막는 사용되는 특수 삽입 물질 (옵션)

한 손 잠금 장치 – 조작과 동시에 쉽게 잠긴다

분리 문 – 안쪽으로 열리는 문. 외부로 열리는 
문 (옵션)

강화 포스트 문 옆 강화 포스트 그룹 팬용 콘크리트 파티션 종부

매우 견고한 강화 포스트와 콘크리트 팬 파티션 종부(ends)

분리 문과 한 손 잠금 장치 – 팬의 문의 개폐가 용이

팬의 크기에 따라 특수 강화 포스트나 
콘크리트 파티션 종부를 사용하여 
매우 강하고 안정적인 파티션을 

공급한다 – 특히, 모돈이나 비육돈 
대형 군사 축사의 경우에.

팬 넓이가 3m 이상이면 돼지의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팬 벽 
전체를 사용하는 것 보다 분리 문을 
설치하는 것이다. 옵션으로 당사는 팬 
한쪽 끝에서 안쪽으로 열리고 다른 
쪽에서는 통로 바깥으로 열리는 문을 
제공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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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Big Dutchman, Inc.
Tel. +1 616 392 5981 · bigd@bigdutchmanusa.com
www.bigdutchmanusa.com

Brazil: Big Dutchman (Brasil) Ltda.
Tel. +55 54 2101 5900 · bdbr@bigdutchman.com.br 
www.bigdutchman.com.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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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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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일령대의 돼지를 위한 환경 친화

플라스틱 재질의 방(room) 파티션 – 위생적이며 비용 효율적인

돼지들은 그들의 행동 필요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양한 환경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Big 
Dutchman은 이들의 요구를 위해 
다양한 제품을 공급한다. 이는 
유기물질과 견고한 나무, 플라스틱 및 
고무의 다양한 씹는 장난감을 
포함한다-때로는 팬 위에 체인에 
걸어서. 또한 돼지들이 소량의 썰린 
짚을 먹을 수 있도록 “수렵 타워”를 
만들어 주기도 한다.

Big Dutchman은 또한 플라스틱 
파티션을 제공하여 개별 방을 
분리한다. 이는 벽돌 파티션의 탁월한 
대안이다. 자재는 최적의 위생 조건을 
위해 각 배치 (batch)마다 세정이 
간편하다. 프로파일 판은 35,50mm
두께이며 500mm 넓이로 제공된다. 
U또는 L자 형의 프로파일을 사용하여 
판을 천정 혹은 벽에 고정한다. 이 
또한 요청하면 SST재질로 사용 
가능하다. 

Big Dutchman의 팬 시스템의 장점
4 견고한 벽의 높이는 귀하의 환기  
 시스템이나 호감에 따라 맞추어  
 사용 가능하다;
4 팬 문의 한 손 잠금 장치는 사용이  
 간편함;

4 소량의 간단한 부품은 조립을  
 간편하게 해 주며, 외부 도움이  
 필요 없음;
4 SST와 견고한 플라스틱 자재로  
 오랜 서비스 수명;

4 낮은 선적용량으로 비용 절감;
4 하나의 표면을 세정이 쉽고   
 먼지와 질병이 끼는 틈새가 없어  
 위생적;
4 모든 축사와 관리에 적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