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winSpin
액상 급이 튜브 시스템에서의 이상적이고 오래 지속되는 

사료 혼합

신 제품



TwinSpin: 혼합된 사료가 급이 통까지 균일한 이송
Big Dutchman사가 새로이 개발한 
TwinSpin 튜브 시스템은 혼합탱크에서 
바로 혼합한 것처럼 사료 혼합물을 
급이 통까지 성분의 어떠한 분리도 
없이 균일하게 이송해 준다! 본 시스템은 
순환식 및 지류 식에도 사용 가능하다.
사료 혼합물의 개별 성분들은 혼합된 

후에 분리될 수 있다 특히, 혼합물이 
긴 거리를 따라 이송되어야 할 때. 
새로운 Big Dutchman사의 TwinSpin 
튜브 시스템은 통합 이중 나선형 
구조가 특징이다. 독일 Osnabruck 
대학의 응용과학부의 유체역학과 터보 
기계 실험실에서는 Big Dutchman과 

공동으로 이중 나선형 튜브를 가지고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들 실험은 사료 
혼합물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혼합 
품질로 급이 통까지 닿아 돼지에게 
도달함을 입증하였다. 본 튜브 시스템은 
군사형 동물의 균일한 성장의 결과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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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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점
4 혼합탱크로부터 혼합된 상태   
 그대로 사료 성분들이 피드 밸브를  
 통해 이송 ☞ 각 밸브에 안정적인  
 건실 물질;
4 일정한 사료 혼합물로 인한 향상된  
 계량 정확성;

4 침전으로 인한 퇴적물이 발생하지  
 않음 ☞ 고착 미 발생;
4 튜브 내부에 잔잔한 흔들림으로  
 확연한 위생 향상;
4 매우 적은 압력 손실;

4 TwinSpin은 짙은 회색과 투명  
 버전이 있으며 직경은 50 mm,  
 63 mm;
4 TwinSpin은 기존 액상 급이   
 시스템에도 장착 가능.

TwinSpin튜브와 일반 PMC튜브의 유속의 모습

적색의 유동 라인들은 높은 유속을 
나타내 주며 특히 훌륭한 혼합에서 
더욱 그러하다. TwinSpin 튜브의 
벽면에서는 유속이 매우 느리거나 
침전물이 나타나는 파란색의 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
TwinSpin은 다음 사항에 추천된다:
4 이송 거리가 매우 길 때;
4 사료에 건식 물질의 함유량이 많을  
 때;
4 사료가 고형물질의 비율이 높고  
 성분의 대부분이 낮은 함수 율을  
 가질 때;
4 분만실과 자돈 육성실에서 계량  
 율과 유속이 특히 느릴 때.

TwinSpin 튜브

PVC 튜브

유속의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