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람 시스템
귀하의 양돈 축사에 수준 높은 보안 표준을 위한



당신이 신뢰할 수 있는 알람 시스템
양돈 생산용 현대 축사들은 꾸준히 
더욱 더 기술적인 관리 보조 장치로 
무장하고 있다. 매일 매일 사료 및 
급수뿐만 아니라 기후제어 증가에 
대한 자동 공정 장치.
그러므로 모니터링과 알림 목적 용으로 

기술적인 장치들을 설치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농장주들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서 절대적으로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Big Dutchman
의 알람 시스템은 기능성과 보안성에 

관한 그 기대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 
당신은 언제든 당사의 제품 군을 접할 
수 있다. 결국, 보안에 관해 절충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수준 높은 보안 표준의 핵심 – AC Touch
알람 장치 AC Touch와 함께 Big 
Dutchman사는 알람 시스템의 새로운 
세대를 소개한다. 키(Key) 대신에 AC 
Touch는 손가락 지문으로 접속된다. 
이는 설정 값과 인지된 알람의 변화가 
확실하게 책임자에게까지 추적이 될 
수 있어서 단 몇 명의 직원만이 있는 
농장에 확실한 장점이 됨을 확인해 

준다. 더구나 알람 장치가 다양한 
색상의 화면으로 사용이 간편하다. 
모든 알람 입력과 기능들은 명쾌하게 
화면에 나타나므로 쉽게 조정이 
가능하다.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블랙 박스”
인데 이는 모든 알람과 활동 상황이 
저장되어 지워지지 아니 한다.

알람은 다음 사항을 통해 표시:
4 알람 벨
4 경고 등
4 확성기
4 자동전화 호출(computer)
4 핸드폰으로 연결
4 메시지

최대 5개까지의 전화번호가 SMS를 
통해 통지 혹은 전화가 된다. 이들 
번호에 대한 순서는 쉽게 변화 시킬 수 
있다.
각 전화 번호용 개별 언어는 설정 
가능하다. 시험 전화 가능. 옵션으로, 
알람은 핸드폰 혹은 고정 전화선으로 

인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Telenot 알람 전송 장치처럼 
알람 신호를 전송하는 다른 장비의 
연결을 위한 무 전위 접점(Potential-
free contact)이 가능하다.

알람 통지 및 인지

최대 20명까지의 지문 인식 센서
4 보안성
4 신뢰성
4 견고성
4 먼지 방지장치, IP55
4 키(key)필요 없음

누가 알람을 껐습니까?
AC Touch를 아십니까!

인가된 사람만의 지문 인식으로 알람이 접근이 
인정된다.



알람 장치/자동 호출기 AC 108 – 안전하고 사용이 간편
AC 108은 음성 출력의 GSM 자동 
호출기이다. 본 장치는 약 1년 동안 
모든 알람을 표시 및 저장할 수 가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AC108의 화면은 백라이트 형태이며 
알람 그룹의 상태를 보여준다. 통합 
배터리는 장치가 전력이 고장 시에도 
조차 알람을 낼 수 있도록 해 준다. 이 
배터리는 시스템에 의해 하루에 
한번씩 자동 점검된다. AC 108은 
원격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다. 본 
장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22개 
언어로 이용 가능하다.

제품 코드 60-43-4870 AC 108 GSM

 제품 코드 지문인식 센서 GSM방식 (SMS및 전화) 고정 라인

기본 형 60-43-4877 4

고정라인 형 60-43-4886 4	 	 4

GSM 형 60-43-4887 4	 4

고정라인+GSM형 60-48-4888 4	 4	 4

4 가지 다른 AC Touch 모델

모든 기능의 개요
4 10개의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알람  
 입력, 예로서 온도 알람, 화재, 모터  
 고장 등;
4 모든 입력 값들이 옵션으로 단선이나  
 합선의 경우에도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
4 온도 제한 치나 알람 통지에 따라  
 10개의 릴레이 출력이 적극적으로  
 비상 휀이나 멀티스텝 그룹으로 작동;
4 온도는 미리 설정 혹은 개별 설정이  
 될 수 있는 온도 분포 값으로   

 모니터링 됨;
4 온도 모니터링은 현재 외부 온도에  
 관련하여 갑작스런 온도 변화와  
 절대 값 상하의 온도로 등록;
4 지문인식 센서로 인해 최대 20명의  
 사용자의 안전 식별이 각기 다른  
 권리 부여;
4 지난 30일간의 모든 알람에 대한  
 과정 곡선들이 화면에 표시;
4 장기간의 저장이 년 중에 지워지지  
 않음;

4 상 고장 (phase failure) 모니터링 ( 
 옵션)이 전력 고장을 보고 함;
4 배터리 상태 모니터링을 포함하여  
 백업 배터리;
4 자동화된 시험 알람;
4 덜 중요한 알람은 밤 동안에는  
 알리지 않음;
4 통합 마이크가 알람 메시지들을  
 기록함.

AC Touch는 AEL (독일 농무성 전기 
사용협회), DLG (독일 농업협회) 및 
GDV (독일 보험 협회)의 규정을 
따른다. 이는 알람 장치에 대한 

스웨덴과 덴마크의 가이드라인과 
일맥상통하며 CE마크를 획득했다.
지자체나 보험사가 독일 VdS 시험 
기관이 인증한 알람 장치를 요구할 

경우, Telenot로 전송장치는 무 전위 
접점 (Potential-free contact) 형태로 
연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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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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ational GmbH
Postfach 1163 · 49360 Vechta
Tel. +49(0)4447 801-0 · Fax -237
big@bigdutchman.de
www.bigdutchman.de

ACA 1N은 하나, ACA 10N은 총 10
개의 알람을 입력한다. 두 장비 모두 
다른 신호 전송기와 연결될 수 있다. 
알람 메시지는 필요 시에 지연될 수 
있다. 사이렌, 혼 혹은 외부 자동 
호출기로 통지 된다. 알람은 키를 
사용하여 인지된다. 배터리의 상태는 
24시간 내내 점검되며 LED로 
표시된다. 모든 알람 회로는 
개별적으로 읽혀지며 다른 회로  
(ACA 10N)와 관계없이 스위치가 
꺼질 수 있다.

ACA 1N 및 ACA 10N 알람 시스템 – 문제점을 안정적으로 인식

제품 코드 60-48-3707:ACA 1N 코드번호 60-48-3780 ACA 10N

모든 특징
4 7개의 입력이 개별로 사용 가능  
 예를 들어, 환기 및 급이 컴퓨터;
4 선불 카드와 계약 식 핸드폰도 사용  
 가능하다; 사용자는 선불카드를  
 보충해야 할 경우에 통지를 받는다;
4 중앙 서버는 전화 네트워크가  
 이용가능한지를 점검한다; 문제가  

 발생 시에는 처음으로 프로그램 된  
 전화번호가 알람 메시지를 받게  
 된다;
4 통합 배터리는 기능성이 전력 고장  
 시에도 작동되도록 해 준다;
4 모든 알람 메시지는 전화를 인지  
 된다.

보안 요건:
AC108은 AEL (독일 농무성 전기 
사용협회), DLG (독일 농업협회) 및 
GDV (독일 보험 협회)의 규정을 
따른다.

알람은 다음 사항들을 통해서 
표시된다:
4 알람 혼
4 경고 등
4 핸드폰으로의 전화: 최대 5대
4 메시지

알람 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