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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 system – 저장 옥수수를 돼지가 소화가 잘 되게 해 주는
Big Dutchman사가 새롭게 개발한 
PEF 시스템은 농장주가 저장 사료를 
돼지에게 급이 할 수 있게 해 준다!
식이 요법 효과 때문에 천연 섬유는 
돼지가 먹는 사료의 중요한 성분이다. 
천연 섬유는 동물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건식 

내용물의 88% 중에 비육돈용 사료에 
3.5-4.5%가 들어 있다고 한다. 
이것은 새로운 사실은 아니다. 그러나 
필요한 단백질과 에너지 밀도를 
가지면서도 최적의 천연 섬유질을 
가진 비용 효율적인 사료를 공급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PEF시스템으로 

Big Dutchman사는 이제 액산 급이 
시스템을 사용 시에 최대 15%까지 
저장 사료로 이를 비육 돈에게 급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저희 전문가와 최선의 해결책을 
상의 하십시오.

PEF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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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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2108 5300 · bigbr@bigdutchman.com.br 
www.bigdutchman.com.br

Russia: OOO “Big Dutchman”
Tel. +7 495 2295 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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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점
4 높은 천연 섬유의 사료는 위장관을  
 튼튼하게 해준다 ☞ 건강한 장내  
 박테리아, 잠잠한 동물;
4 감소된 대장균 박테리아;

4 항생제 필요성 감소;
4 저장 옥수수는 옥수수 알갱이나  
 CCM보다 더 효율적인 토지   
 사용으로 매우 효과적인 비용;

4 PEF시스템은 어떠한 액상 급이  
 시스템에도 사용 가능;
4 낮은 유지보수 요건;
4 짧은 연부 상환기간.

PEF는 Pulsed Electric Field의 약자로 
진동 전기 자기장을 의미한다. 높은 
전압의 진동이 얇게 썰린 옥수수에 
자극을 주어 돼지가 소화를 쉽게 
해준다. 얇게 썰린 옥수수는 믹서에서 
물과 혼합된다 . 완전히 혼합되면 
특수 세단기로 들어 간다 . 이렇게 
만들어진 죽은 액상 급이용 자재로 
사용 가능해진다. 급이 컴퓨터가 이 
자재를 요구 하면 PEF시스템을 통해 
지나간다 . 믹싱 탱크로 분쇄되고 
운송된다 . 조리된 음식은 돼지에게 
급이 된다.

신선하게 썰린 저장 옥수수 믹서에서 혼합된 옥수수와 물 믹서 내의 옥수수 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