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세계 고객 응대
현대적 양돈 생산을 위한 축사 급이 장비

성공적인 양돈 육성용 축사 및 급이 장비

현대 양돈 육성에서는 올바른 축사 
장비, 급이 기술 및 환경 제어가 
경제적인 성공의 열쇠이다. 최신의 
장비와 함께 Big Dutchman사는 
귀하에게 현대적이고 성공적인 양돈 
생산을 위한 필요성의 모든 것을 
제공한다. 신규 축사, 리모델링 혹은 
오래된 축사의 개축이던 관계없이 저희 
전문가가 귀하의 필요 요건에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 드립니다.

자돈 육성에 관해 당사는 조립과 세정이 
간편한 평데크 (flat deck) 팬을 
제공한다. 평 데크 팬은 접근이 용이하며 
자돈 상처를 예방하는 미끌림 방지 
플라스틱 바닥재이다. 자돈이 액상 
급이를 할 경우, 당사는 센서 급이통이 
있는 HydroAir 급이 시스템을 추천하며, 
이는 소량의 급이량을 만들어 필요 시에 
언제라도 신선하게 급이될 수 있게 해 
준다.

돼지 육성용 이상적인 완전 자동 액상 
급이 시스템이 HydroMix이다. 신뢰성이 
높은 급이 시스템은 돼지 육성의 
필요성에 완벽하게 맞추어 개별 
성분으로부터 사료를 준비한다. 
HydroMix 급이 시스템의 두 가지 주요 
이점은 각 피드 밸브에서 정확한 투입 
정밀성과 모든 고객에게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반적인 시스템의 
유연성이다.

올바른 급이 기술은 모든 생산업자에게 
필수 이다. Big Dutchman사의 DryRapid
는 효율적인 튜브 급이 시스템으로 
모돈, 육성돈, 비육돈에게 이상적으로 
적합하다. PigNic와 PigNic Jumbo 자동 
급이기와 조합하여 높은 일당 증체 량을 
이룩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돈 육성용 PigNic Jumbo

자돈 육성용 액상 급이정교한 자돈 액상 급이 - HydroAir

HydroMix와 BFN이 연결된 액상 급이

MagixX-P – 효율적인 공기 정화 설비

BigFarmNet는 Big Dutchman의 완전 
새로이 개발된 모든 형태의 양돈 생산을 
위한 제어 및 관리 시스템이다. 새로운 
소프트웨어는 사용자 위주로 생산, 
환경, 제어 혹은 데이터 평가 등 모든 
사용에 동일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보여준다. 이는 귀하가 마침내 액상 
급이 시스템, 축사 환기 및 모든 관리 
업무를 하나의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로 
제어하게 해 준다 

사료분쇄기, 혼합기 및 HydroMix의 
사료제조 장소 (Feed Kitchen)

Big Dutchman의 광범위한 제품 군은 
사료 제조 및 혼합기 설치도 포함된다. 
알려진 품질의 개별 조리의 생산을 하고 
이송비용을 줄여주는 혼합 사료의 
생산용 자가 재배 곡물을 사용하는 것이 
현대적 추세이다. 축산 생산 설비의 
배출 가스 감소는 더욱 더 중요해 지고 
있다. MagixX-P로 Big Dutchman사는 
고객에게 매우 효율적인 공기 정화 
설비를 제공한다.

CL600 배기 굴뚝은
공기역학적 형상으로
최대 공기 성능을 제공한다. 
본 제품은 매끄러우며 먼지가 
잘 묻지 않는 표면을 가지고 있다.

다용도 CL1200 흡기는 안정적인 
저압 환기이다. 신축 건물에서 이 
제품은 벽에 고정한다. 구형 축사
에서는 플랜지 흡기 설치.

당사 축류 휀은 적은 전력으로 
높은 공기 효능이 특징이다. 
조절이 쉽고 낮은 소음 레벨로 
작동되며 벽이나 천정에 
설치한다.

델타 튜브 난방 시스템은 알루미늄 
재질로 온수로 작동된다. 매우 높
은 열전도성을 가진다. 경량 난방 
시스템으로 설치가 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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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pro – 기상제어용 컴퓨터

사료 제조기에서 도살 전 비육돈
까지 – Big Dutchman사는 전 세
계 모든 고객들에게 모든 종류의 
축사 장비를 제공한다. 다년간의 
경험과 탁월한 기술적 노하우는 
당사 제품이 모든 조건과 모든 기
후에서도 신뢰성 있게 작동하게 
해 준다.

농장이 중국 남서부이든 추운 시베리아에 
있던 간에 – Big Dutchman사는 언제나 
모든 가능한 문제의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프로젝트가 백두, 천두, 만두, 
오만 두의 돼지라도 차이가 없다: 당사의 
신뢰성 높고 최신의 시스템은 언제나 고객 
지향적인 요구 조건을 맞추어 준다.

몇 번이고 되풀이해도 미래는 
당사가 맞추기를 원하고 전 세계 
고객의 이익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제시한다. 이러한 
마음으로 당사는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시장 주도자로서 
우리의 위치를 넓혀 나아갈 
것이다.

1800두의 비육돈 농장

크로아티아의 모돈 1500두의 농장 단지

가족형 농장에서부터 턴키 상업적 농장 단지에 이르기 까지…

추가로 정보나 세부 컨설팅이 필요 시에는 
언제라도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Farm Garther Heide in Germany with 2000 sow pl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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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
Big Dutchman, Inc.
3900 John F. Donnelly Dr. 
Holland, MI 49422 · USA
Tel. +1-616-392-5981 · Fax +1-616-392 6899
e-mail: bigd@bigdutchmanusa.com

Asia
BD Agriculture (Malaysia) Sdn. Bhd.
No. 20, Lorong Keluli 1 B, Kawasan Perindustrian Bukit Raja,
Seksyen 7, 40000 Shah Alam, Selangor Darul Ehsan · Malaysia
Tel. +60-3-33 61 5555 · Fax +60-3-33 42 2866
e-mail: bdasia@bigdutchman.com

성공적인 양돈 육성용 축사 및 급이 장비

현대 양돈 육성에서는 올바른 축사 올바른 급이 기술은 모든 생산업자에게 

ko
re

an
, 6

/2
01

5

러시아 벨고로드의 모돈 4800두 농장 단지



1938년 두 형제가 미국에서 전 세계 
최초로 자동 양계 급이기를 개발하였다. 
그들의 네덜란드 어원을 따서 회사를 
Big Dutchman이라 칭했다. 이 새로운 
급이기는 산란 계와 육계 생산에 
혁명적인 증가를 이룩하였다.

오늘날, Big Dutchman사는 현대적인 
양돈 및 양계 생산의 축사 및 급이 
장비의 전 세계 주도적인 납품업체로 
100여개국 이상에 거래를 하고 있다.
본사는 독일 Vechta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 거점이 있으며 미국 
미시건 주 홀란드에 북 남미 사무실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Big Dutchman은 품질, 
신뢰성, 효율성의 상징이다. 시장의 
요구조건에 발맞추어 혁신적인 기술과 
일관적인 제품 개발 및 당사 고객을 
위한 개별 솔루션의 실현이 당사의 
성공적인 전략의 일부이다. 많은 국가에 
각 계열 회사와 대표 사무실은은 시장에 
근접하여 훌륭한 기능과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보증한다.

그들의 새로운 회사의 상표로 이 두 
형제는 태양아래 새로운 급이기를 채울 
한 네덜란드 농부를 선정했다. 이후로 
두 사업가는 성장하여 전 세계 조직을 
구성하고 Big Dutchman사는 현대 축산 
영농의 합리화의 영농을 일구었다.

Big Dutchman – 회사 소개

1938년 자동 체인 급이기

Big Dutchman International GmbH – 독일 Vechta 지역의 본사

Big Dutchman Inc. – 미국 미시건 주 북 남미 본사

Big Dutchman Asia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

Big Dutchman사는 전 세계에 250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다. 약 250명읜 
엔지니어와 기술진이 모든 수준의 Big 
Dutchman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양한 제품 군, 숙련된 기술 영업 및 지
속적으로 향상된 노하우는 회사 성공의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되고 있다.

성공적인 모돈 관리를 위한 축사와 급이 장비

Big Dutchman사는 모돈 관리에서부터 
자돈 육성사에 이르기까지 생산에서 
도살 비육 돈까지 모든 형태의 양돈 
생산용 탁월한 선진 장비를 공급한다. 
성공적인 모돈 관리는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며 물론 이에 상응하는 
기술적인 조건도 필요하다. Big 
Dutchman사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축사 및 급이 장비를 판매하며 

경제적인 성공을 위한 단단한 기반을 
제공해 준다.당사의 광범위한 제품 군은 
또한 모든 양돈 축사에 맞는 최적의 
환기 조건을 위한 구체적인 환기, 난방, 
냉방 및 공기 정화 설비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

서비스센터와 임신사 지역은 건강하고 
중요한 자돈 생산을 위한 시발점이다. 
모돈의 스톨 축사는 농부가 개별 모돈을 
모니터하고 제어하도록 해 주는 탁월한 
방법이다. 임신사 지역에서 군사형 
축사는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 자유 
출입식 스톨은 모돈이 스스로 들락거릴 
수 있도록 해 준다.

CallMatic pro는 군사 임신돈용 급이 
시스템이다. 이는 동물 친화적 축사와 
개별 급이의 장점을 혼합하여 이상적인 
방법으로 개별 모돈의 필요성을 접목한 
것이다. 개별 급이란 사료가 개별 
모돈의 조건에 의해 요구된 대로 
배급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료는 건식 
혹은 액상 모두 가능하다.

로컬 스테이션 컴퓨터는 통로에 
설치된다. 이는 동물이 없는 지역에 더 
나은 접근성을 만들어 주며 직원이 
어떠한 방해도 없이 조절할 수 있게 해 
준다.

진보된 임신의 모돈은 특수 개발된 분만 
스톨에서 유지된다. 특수 봉이 자돈의 
손실을 예방해 준다. 모돈 아래에 누운 
표면은 모돈용 안락한 자재로 만들어져 
있다 (Sowconfort혹은 주철 슬랫). 
통합 방열판은 자돈의 휴식지에 최적의 
온도를 보증한다. Big Dutchman 
HydroMix 액상 급이 시스템은 저렴한 
부산물로 급이하여 사료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양돈업자를 위해 
특별히 맞는 시스템이다.

현대적인 축사 및 급이 장비

독립적인 웅돈 팬의 서비스센터자유 출입 스톨 “Easy Lock”

동물 친화형 바닥재의 분만실 팬HydroMix – 컴퓨터 제어 액상 급이 시스템

CallMaticpro – 전자 모둔 급이 시스템



1938년 두 형제가 미국에서 전 세계 
최초로 자동 양계 급이기를 개발하였다. 
그들의 네덜란드 어원을 따서 회사를 
Big Dutchman이라 칭했다. 이 새로운 
급이기는 산란 계와 육계 생산에 
혁명적인 증가를 이룩하였다.

오늘날, Big Dutchman사는 현대적인 
양돈 및 양계 생산의 축사 및 급이 
장비의 전 세계 주도적인 납품업체로 
100여개국 이상에 거래를 하고 있다.
본사는 독일 Vechta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 거점이 있으며 미국 
미시건 주 홀란드에 북 남미 사무실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Big Dutchman은 품질, 
신뢰성, 효율성의 상징이다. 시장의 
요구조건에 발맞추어 혁신적인 기술과 
일관적인 제품 개발 및 당사 고객을 
위한 개별 솔루션의 실현이 당사의 
성공적인 전략의 일부이다. 많은 국가에 
각 계열 회사와 대표 사무실은은 시장에 
근접하여 훌륭한 기능과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보증한다.

그들의 새로운 회사의 상표로 이 두 
형제는 태양아래 새로운 급이기를 채울 
한 네덜란드 농부를 선정했다. 이후로 
두 사업가는 성장하여 전 세계 조직을 
구성하고 Big Dutchman사는 현대 축산 
영농의 합리화의 영농을 일구었다.

Big Dutchman – 회사 소개

1938년 자동 체인 급이기

Big Dutchman International GmbH – 독일 Vechta 지역의 본사

Big Dutchman Inc. – 미국 미시건 주 북 남미 본사

Big Dutchman Asia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

Big Dutchman사는 전 세계에 250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다. 약 250명읜 
엔지니어와 기술진이 모든 수준의 Big 
Dutchman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양한 제품 군, 숙련된 기술 영업 및 지
속적으로 향상된 노하우는 회사 성공의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되고 있다.

성공적인 모돈 관리를 위한 축사와 급이 장비

Big Dutchman사는 모돈 관리에서부터 
자돈 육성사에 이르기까지 생산에서 
도살 비육 돈까지 모든 형태의 양돈 
생산용 탁월한 선진 장비를 공급한다. 
성공적인 모돈 관리는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며 물론 이에 상응하는 
기술적인 조건도 필요하다. Big 
Dutchman사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축사 및 급이 장비를 판매하며 

경제적인 성공을 위한 단단한 기반을 
제공해 준다.당사의 광범위한 제품 군은 
또한 모든 양돈 축사에 맞는 최적의 
환기 조건을 위한 구체적인 환기, 난방, 
냉방 및 공기 정화 설비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

서비스센터와 임신사 지역은 건강하고 
중요한 자돈 생산을 위한 시발점이다. 
모돈의 스톨 축사는 농부가 개별 모돈을 
모니터하고 제어하도록 해 주는 탁월한 
방법이다. 임신사 지역에서 군사형 
축사는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 자유 
출입식 스톨은 모돈이 스스로 들락거릴 
수 있도록 해 준다.

CallMatic pro는 군사 임신돈용 급이 
시스템이다. 이는 동물 친화적 축사와 
개별 급이의 장점을 혼합하여 이상적인 
방법으로 개별 모돈의 필요성을 접목한 
것이다. 개별 급이란 사료가 개별 
모돈의 조건에 의해 요구된 대로 
배급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료는 건식 
혹은 액상 모두 가능하다.

로컬 스테이션 컴퓨터는 통로에 
설치된다. 이는 동물이 없는 지역에 더 
나은 접근성을 만들어 주며 직원이 
어떠한 방해도 없이 조절할 수 있게 해 
준다.

진보된 임신의 모돈은 특수 개발된 분만 
스톨에서 유지된다. 특수 봉이 자돈의 
손실을 예방해 준다. 모돈 아래에 누운 
표면은 모돈용 안락한 자재로 만들어져 
있다 (Sowconfort혹은 주철 슬랫). 
통합 방열판은 자돈의 휴식지에 최적의 
온도를 보증한다. Big Dutchman 
HydroMix 액상 급이 시스템은 저렴한 
부산물로 급이하여 사료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양돈업자를 위해 
특별히 맞는 시스템이다.

현대적인 축사 및 급이 장비

독립적인 웅돈 팬의 서비스센터 자유 출입 스톨 “Easy Lock”

동물 친화형 바닥재의 분만실 팬 HydroMix – 컴퓨터 제어 액상 급이 시스템

CallMaticpro – 전자 모둔 급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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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양돈 육성용 축사 및 급이 장비

현대 양돈 육성에서는 올바른 축사 
장비, 급이 기술 및 환경 제어가 
경제적인 성공의 열쇠이다. 최신의 
장비와 함께 Big Dutchman사는 
귀하에게 현대적이고 성공적인 양돈 
생산을 위한 필요성의 모든 것을 
제공한다. 신규 축사, 리모델링 혹은 
오래된 축사의 개축이던 관계없이 저희 
전문가가 귀하의 필요 요건에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 드립니다.

자돈 육성에 관해 당사는 조립과 세정이 
간편한 평데크 (flat deck) 팬을 
제공한다. 평 데크 팬은 접근이 용이하며 
자돈 상처를 예방하는 미끌림 방지 
플라스틱 바닥재이다. 자돈이 액상 
급이를 할 경우, 당사는 센서 급이통이 
있는 HydroAir 급이 시스템을 추천하며, 
이는 소량의 급이량을 만들어 필요 시에 
언제라도 신선하게 급이될 수 있게 해 
준다.

돼지 육성용 이상적인 완전 자동 액상 
급이 시스템이 HydroMix이다. 신뢰성이 
높은 급이 시스템은 돼지 육성의 
필요성에 완벽하게 맞추어 개별 
성분으로부터 사료를 준비한다. 
HydroMix 급이 시스템의 두 가지 주요 
이점은 각 피드 밸브에서 정확한 투입 
정밀성과 모든 고객에게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반적인 시스템의 
유연성이다.

올바른 급이 기술은 모든 생산업자에게 
필수 이다. Big Dutchman사의 DryRapid
는 효율적인 튜브 급이 시스템으로 
모돈, 육성돈, 비육돈에게 이상적으로 
적합하다. PigNic와 PigNic Jumbo 자동 
급이기와 조합하여 높은 일당 증체 량을 
이룩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돈 육성용 PigNic Jumbo

자돈 육성용 액상 급이 정교한 자돈 액상 급이 - HydroAir

HydroMix와 BFN이 연결된 액상 급이

MagixX-P – 효율적인 공기 정화 설비

BigFarmNet는 Big Dutchman의 완전 
새로이 개발된 모든 형태의 양돈 생산을 
위한 제어 및 관리 시스템이다. 새로운 
소프트웨어는 사용자 위주로 생산, 
환경, 제어 혹은 데이터 평가 등 모든 
사용에 동일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보여준다. 이는 귀하가 마침내 액상 
급이 시스템, 축사 환기 및 모든 관리 
업무를 하나의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로 
제어하게 해 준다 

사료분쇄기, 혼합기 및 HydroMix의 
사료제조 장소 (Feed Kitchen)

Big Dutchman의 광범위한 제품 군은 
사료 제조 및 혼합기 설치도 포함된다. 
알려진 품질의 개별 조리의 생산을 하고 
이송비용을 줄여주는 혼합 사료의 
생산용 자가 재배 곡물을 사용하는 것이 
현대적 추세이다. 축산 생산 설비의 
배출 가스 감소는 더욱 더 중요해 지고 
있다. MagixX-P로 Big Dutchman사는 
고객에게 매우 효율적인 공기 정화 
설비를 제공한다.

CL600 배기 굴뚝은
공기역학적 형상으로
최대 공기 성능을 제공한다. 
본 제품은 매끄러우며 먼지가 
잘 묻지 않는 표면을 가지고 있다.

다용도 CL1200 흡기는 안정적인 
저압 환기이다. 신축 건물에서 이 
제품은 벽에 고정한다. 구형 축사
에서는 플랜지 흡기 설치.

당사 축류 휀은 적은 전력으로 
높은 공기 효능이 특징이다. 
조절이 쉽고 낮은 소음 레벨로 
작동되며 벽이나 천정에 
설치한다.

델타 튜브 난방 시스템은 알루미늄 
재질로 온수로 작동된다. 매우 높
은 열전도성을 가진다. 경량 난방 
시스템으로 설치가 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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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pro – 기상제어용 컴퓨터

사료 제조기에서 도살 전 비육돈
까지 – Big Dutchman사는 전 세
계 모든 고객들에게 모든 종류의 
축사 장비를 제공한다. 다년간의 
경험과 탁월한 기술적 노하우는 
당사 제품이 모든 조건과 모든 기
후에서도 신뢰성 있게 작동하게 
해 준다.

농장이 중국 남서부이든 추운 시베리아에 
있던 간에 – Big Dutchman사는 언제나 
모든 가능한 문제의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프로젝트가 백두, 천두, 만두, 
오만 두의 돼지라도 차이가 없다: 당사의 
신뢰성 높고 최신의 시스템은 언제나 고객 
지향적인 요구 조건을 맞추어 준다.

몇 번이고 되풀이해도 미래는 
당사가 맞추기를 원하고 전 세계 
고객의 이익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제시한다. 이러한 
마음으로 당사는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시장 주도자로서 
우리의 위치를 넓혀 나아갈 
것이다.

1800두의 비육돈 농장

크로아티아의 모돈 1500두의 농장 단지

가족형 농장에서부터 턴키 상업적 농장 단지에 이르기 까지…

추가로 정보나 세부 컨설팅이 필요 시에는 
언제라도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Farm Garther Heide in Germany with 2000 sow pl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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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
Big Dutchman, Inc.
3900 John F. Donnelly Dr. 
Holland, MI 49422 · USA
Tel. +1-616-392-5981 · Fax +1-616-3926899
e-mail: bigd@bigdutchmanusa.com

Asia
BD Agriculture (Malaysia) Sdn. Bhd.
No. 20, Lorong Keluli 1 B, Kawasan Perindustrian Bukit Raja,
Seksyen 7, 40000 Shah Alam, Selangor Darul Ehsan · Malaysia
Tel. +60-3-33615555 · Fax +60-3-33422866
e-mail: bdasia@bigdutchman.com

성공적인 양돈 육성용 축사 및 급이 장비

현대 양돈 육성에서는 올바른 축사 올바른 급이 기술은 모든 생산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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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벨고로드의 모돈 4800두 농장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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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양돈 육성용 축사 및 급이 장비

현대 양돈 육성에서는 올바른 축사 
장비, 급이 기술 및 환경 제어가 
경제적인 성공의 열쇠이다. 최신의 
장비와 함께 Big Dutchman사는 
귀하에게 현대적이고 성공적인 양돈 
생산을 위한 필요성의 모든 것을 
제공한다. 신규 축사, 리모델링 혹은 
오래된 축사의 개축이던 관계없이 저희 
전문가가 귀하의 필요 요건에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 드립니다.

자돈 육성에 관해 당사는 조립과 세정이 
간편한 평데크 (flat deck) 팬을 
제공한다. 평 데크 팬은 접근이 용이하며 
자돈 상처를 예방하는 미끌림 방지 
플라스틱 바닥재이다. 자돈이 액상 
급이를 할 경우, 당사는 센서 급이통이 
있는 HydroAir 급이 시스템을 추천하며, 
이는 소량의 급이량을 만들어 필요 시에 
언제라도 신선하게 급이될 수 있게 해 
준다.

돼지 육성용 이상적인 완전 자동 액상 
급이 시스템이 HydroMix이다. 신뢰성이 
높은 급이 시스템은 돼지 육성의 
필요성에 완벽하게 맞추어 개별 
성분으로부터 사료를 준비한다. 
HydroMix 급이 시스템의 두 가지 주요 
이점은 각 피드 밸브에서 정확한 투입 
정밀성과 모든 고객에게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반적인 시스템의 
유연성이다.

올바른 급이 기술은 모든 생산업자에게 
필수 이다. Big Dutchman사의 DryRapid
는 효율적인 튜브 급이 시스템으로 
모돈, 육성돈, 비육돈에게 이상적으로 
적합하다. PigNic와 PigNic Jumbo 자동 
급이기와 조합하여 높은 일당 증체 량을 
이룩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돈 육성용 PigNic Jumbo

자돈 육성용 액상 급이 정교한 자돈 액상 급이 - HydroAir

HydroMix와 BFN이 연결된 액상 급이

MagixX-P – 효율적인 공기 정화 설비

BigFarmNet는 Big Dutchman의 완전 
새로이 개발된 모든 형태의 양돈 생산을 
위한 제어 및 관리 시스템이다. 새로운 
소프트웨어는 사용자 위주로 생산, 
환경, 제어 혹은 데이터 평가 등 모든 
사용에 동일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보여준다. 이는 귀하가 마침내 액상 
급이 시스템, 축사 환기 및 모든 관리 
업무를 하나의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로 
제어하게 해 준다 

사료분쇄기, 혼합기 및 HydroMix의 
사료제조 장소 (Feed Kitchen)

Big Dutchman의 광범위한 제품 군은 
사료 제조 및 혼합기 설치도 포함된다. 
알려진 품질의 개별 조리의 생산을 하고 
이송비용을 줄여주는 혼합 사료의 
생산용 자가 재배 곡물을 사용하는 것이 
현대적 추세이다. 축산 생산 설비의 
배출 가스 감소는 더욱 더 중요해 지고 
있다. MagixX-P로 Big Dutchman사는 
고객에게 매우 효율적인 공기 정화 
설비를 제공한다.

CL600 배기 굴뚝은
공기역학적 형상으로
최대 공기 성능을 제공한다. 
본 제품은 매끄러우며 먼지가 
잘 묻지 않는 표면을 가지고 있다.

다용도 CL1200 흡기는 안정적인 
저압 환기이다. 신축 건물에서 이 
제품은 벽에 고정한다. 구형 축사
에서는 플랜지 흡기 설치.

당사 축류 휀은 적은 전력으로 
높은 공기 효능이 특징이다. 
조절이 쉽고 낮은 소음 레벨로 
작동되며 벽이나 천정에 
설치한다.

델타 튜브 난방 시스템은 알루미늄 
재질로 온수로 작동된다. 매우 높
은 열전도성을 가진다. 경량 난방 
시스템으로 설치가 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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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제조기에서 도살 전 비육돈
까지 – Big Dutchman사는 전 세
계 모든 고객들에게 모든 종류의 
축사 장비를 제공한다. 다년간의 
경험과 탁월한 기술적 노하우는 
당사 제품이 모든 조건과 모든 기
후에서도 신뢰성 있게 작동하게 
해 준다.

농장이 중국 남서부이든 추운 시베리아에 
있던 간에 – Big Dutchman사는 언제나 
모든 가능한 문제의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프로젝트가 백두, 천두, 만두, 
오만 두의 돼지라도 차이가 없다: 당사의 
신뢰성 높고 최신의 시스템은 언제나 고객 
지향적인 요구 조건을 맞추어 준다.

몇 번이고 되풀이해도 미래는 
당사가 맞추기를 원하고 전 세계 
고객의 이익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제시한다. 이러한 
마음으로 당사는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시장 주도자로서 
우리의 위치를 넓혀 나아갈 
것이다.

1800두의 비육돈 농장

크로아티아의 모돈 1500두의 농장 단지

가족형 농장에서부터 턴키 상업적 농장 단지에 이르기 까지…

추가로 정보나 세부 컨설팅이 필요 시에는 
언제라도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Farm Garther Heide in Germany with 2000 sow pl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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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
Big Dutchman, Inc.
3900 John F. Donnelly Dr. 
Holland, MI 49422 · USA
Tel. +1-616-392-5981 · Fax +1-616-3926899
e-mail: bigd@bigdutchmanusa.com

Asia
BD Agriculture (Malaysia) Sdn. Bhd.
No. 20, Lorong Keluli 1 B, Kawasan Perindustrian Bukit Raja,
Seksyen 7, 40000 Shah Alam, Selangor Darul Ehsan · Malaysia
Tel. +60-3-33615555 · Fax +60-3-33422866
e-mail: bdasia@bigdutchm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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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고객 응대
현대적 양돈 생산을 위한 축사 급이 장비

성공적인 양돈 육성용 축사 및 급이 장비

현대 양돈 육성에서는 올바른 축사 
장비, 급이 기술 및 환경 제어가 
경제적인 성공의 열쇠이다. 최신의 
장비와 함께 Big Dutchman사는 
귀하에게 현대적이고 성공적인 양돈 
생산을 위한 필요성의 모든 것을 
제공한다. 신규 축사, 리모델링 혹은 
오래된 축사의 개축이던 관계없이 저희 
전문가가 귀하의 필요 요건에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 드립니다.

자돈 육성에 관해 당사는 조립과 세정이 
간편한 평데크 (flat deck) 팬을 
제공한다. 평 데크 팬은 접근이 용이하며 
자돈 상처를 예방하는 미끌림 방지 
플라스틱 바닥재이다. 자돈이 액상 
급이를 할 경우, 당사는 센서 급이통이 
있는 HydroAir 급이 시스템을 추천하며, 
이는 소량의 급이량을 만들어 필요 시에 
언제라도 신선하게 급이될 수 있게 해 
준다.

돼지 육성용 이상적인 완전 자동 액상 
급이 시스템이 HydroMix이다. 신뢰성이 
높은 급이 시스템은 돼지 육성의 
필요성에 완벽하게 맞추어 개별 
성분으로부터 사료를 준비한다. 
HydroMix 급이 시스템의 두 가지 주요 
이점은 각 피드 밸브에서 정확한 투입 
정밀성과 모든 고객에게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반적인 시스템의 
유연성이다.

올바른 급이 기술은 모든 생산업자에게 
필수 이다. Big Dutchman사의 DryRapid
는 효율적인 튜브 급이 시스템으로 
모돈, 육성돈, 비육돈에게 이상적으로 
적합하다. PigNic와 PigNic Jumbo 자동 
급이기와 조합하여 높은 일당 증체 량을 
이룩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돈 육성용 PigNic Jumbo

자돈 육성용 액상 급이정교한 자돈 액상 급이 - HydroAir

HydroMix와 BFN이 연결된 액상 급이

MagixX-P – 효율적인 공기 정화 설비

BigFarmNet는 Big Dutchman의 완전 
새로이 개발된 모든 형태의 양돈 생산을 
위한 제어 및 관리 시스템이다. 새로운 
소프트웨어는 사용자 위주로 생산, 
환경, 제어 혹은 데이터 평가 등 모든 
사용에 동일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보여준다. 이는 귀하가 마침내 액상 
급이 시스템, 축사 환기 및 모든 관리 
업무를 하나의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로 
제어하게 해 준다 

사료분쇄기, 혼합기 및 HydroMix의 
사료제조 장소 (Feed Kitchen)

Big Dutchman의 광범위한 제품 군은 
사료 제조 및 혼합기 설치도 포함된다. 
알려진 품질의 개별 조리의 생산을 하고 
이송비용을 줄여주는 혼합 사료의 
생산용 자가 재배 곡물을 사용하는 것이 
현대적 추세이다. 축산 생산 설비의 
배출 가스 감소는 더욱 더 중요해 지고 
있다. MagixX-P로 Big Dutchman사는 
고객에게 매우 효율적인 공기 정화 
설비를 제공한다.

CL600 배기 굴뚝은
공기역학적 형상으로
최대 공기 성능을 제공한다. 
본 제품은 매끄러우며 먼지가 
잘 묻지 않는 표면을 가지고 있다.

다용도 CL1200 흡기는 안정적인 
저압 환기이다. 신축 건물에서 이 
제품은 벽에 고정한다. 구형 축사
에서는 플랜지 흡기 설치.

당사 축류 휀은 적은 전력으로 
높은 공기 효능이 특징이다. 
조절이 쉽고 낮은 소음 레벨로 
작동되며 벽이나 천정에 
설치한다.

델타 튜브 난방 시스템은 알루미늄 
재질로 온수로 작동된다. 매우 높
은 열전도성을 가진다. 경량 난방 
시스템으로 설치가 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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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pro – 기상제어용 컴퓨터

사료 제조기에서 도살 전 비육돈
까지 – Big Dutchman사는 전 세
계 모든 고객들에게 모든 종류의 
축사 장비를 제공한다. 다년간의 
경험과 탁월한 기술적 노하우는 
당사 제품이 모든 조건과 모든 기
후에서도 신뢰성 있게 작동하게 
해 준다.

농장이 중국 남서부이든 추운 시베리아에 
있던 간에 – Big Dutchman사는 언제나 
모든 가능한 문제의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프로젝트가 백두, 천두, 만두, 
오만 두의 돼지라도 차이가 없다: 당사의 
신뢰성 높고 최신의 시스템은 언제나 고객 
지향적인 요구 조건을 맞추어 준다.

몇 번이고 되풀이해도 미래는 
당사가 맞추기를 원하고 전 세계 
고객의 이익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제시한다. 이러한 
마음으로 당사는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시장 주도자로서 
우리의 위치를 넓혀 나아갈 
것이다.

1800두의 비육돈 농장

크로아티아의 모돈 1500두의 농장 단지

가족형 농장에서부터 턴키 상업적 농장 단지에 이르기 까지…

추가로 정보나 세부 컨설팅이 필요 시에는 
언제라도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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