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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Greeting

With SUNG KWANG

Best Quality and Service

주식회사 성광을 선택하시면,
최고의 제품 & 최상의 서비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21세기 축산용 자동화 시스템을 리드하는 주식회사 성광입니다.
1976년 창업을 시작으로 45년을 하루같이 우리 축산 농가와 함께 해 왔습니다. 축산용 자동 급이, 급수 및 환기
의 자동화 시스템의 리더 기업으로서 이제 새롭게 변화된 축산환경과 친환경적인 가축사육 시스템을 위한 농가의
눈높이에 맞춘 새로운 제품개발로 축산농가의 파트너는 물론 지역사회의 친화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갈 것 입니다.
또한 축산용 자동화 시스템 개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기업으로 국내외 명성을 쌓아 가고 있으며, 자체 기술연구
소를 가지고 많은 기자재 제품에 대한 특허 획득 등 지속적인 연구와 다년간 다져진 경험을 토대로 제품개발에 끊
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와 함께 걸어 온 외길, 주식회사 성광은 대한민국 축산자동 급이, 급수, 환기시
스템 분야의 선두기업으로서 변함없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식회사 성광은 오랜시간 축적된 기
술, 각종 전문자료와 사육과정별 특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목표로 도전하는 한국의
대표브랜드, 나아가 세계 1등 브랜드로서 축산농가의 경제적인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친환경 축산을 바
탕으로 사육생산의 안정과 더불어 품질로 승부 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가 지향해 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갈 것입니다. 고객 여러분의 끊임없는 사랑과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최고의 제품과 최상의 서비스로 믿음을 드리
며 기술개발은 물론 자기혁신을 통한 최상의 축산자동화 시스템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산농가의 길잡이
로서 신선하고 올바른 먹거리,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축산인의 변함없는 파트너로서 자리매김 해갈 주식회사
성광의 전진을 지켜봐 주십시오. 고객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If you select Sung Kwang,
the Best Quality and Service are bonus on your hand.
Sungkwang Co., Ltd. has been leading the 21st century automated system for livestock. Since Sung Kwang
was established in 1976, we have been with the livestock farms for the past 45 years. We have been leading
the markets of automated feeding, water supply and ventilation systems for the farms and developing
environment friendly cattle breeding systems to meet with new environments and the requirements of the
farmers to be the most reliable partners of livestock farming families and farmland communities. We have been
building our reputations both at home and abroad as a specialist of developing automated systems for raising
livestock and lots of material and equipment developed by our own research institute have been patented. Our
ceaseless research and development are supported by our long field experiences.Sungkwang Co., Ltd., an
everlasting partner of the farming families, expands its world market share in the areas of automated feeding,
water supply and ventilation system for the cattle. Sungkwang Co., Ltd. will represent the Korean brands in
the above mentioned areas thanks to its technology accumulated for the past 45 years and perfect analysis on
the features of each cattle breeding stage to render the best services to the clients. Furthermore, we will make
contributions to improving the productivity of the livestock farming families as the world top brand.
Stabilized productivity and quality based upon environment friendly farming is what we are pursuing. We will
reward for the everlasting affection and interest of our clients by the best quality products and services. In
addition, we will spare no efforts for continuing research and development to make the world best automated
system for raising the cattle. Sung Kwang is the most reliable partner of the farmers producing the right and
fresh food stuff with high quality. Thanks for the affection and interest to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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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description

육계평사용 자동급이기

종계평사용 자동급이기

PAN FEEDING SYSTEMS FOR FLOOR BROILER HOUSE

PAN FEEDING SYSTEMS FOR FLOOR BREEDER HOUSE

01. 더욱 편리해진 슬라이드 조립방식
More convenient assembly by sliding.
02. 간단한 터치방식으로 탈부착의 편리함
Convenient mounting and separating by simple touch.
03. 견고하고 간편한 조립과 쉽게 분리되지 않는 기능
Rigid and easy assembly and not easily separable.
04. 사료량 조절장치
계군의 성장과정에 따라 사료급이량을 조절
It has settings to control the amount of feed distributed according
to the age of the broiler chickens with frequent feed dosing.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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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SKE-5521

②SKE-5520

양계리미트 Limit poultry

입추사료공급기 (42mm, 48mm)

입추용사료통

급이라인의 사료가 마지막 사료통에 저장되었을 때의 차단장치 (망부착)

Chick feeder tube (42mm, 48mm)

Chick feeder

With a limit switch, the feed supply stops when the last feeder of the last feeding line filed.

Pipe size for pan feeder, 48mm (Fix Type)

간편한 원터치 조립!

사료허실 방지기능 및 최소량에 최적화!

Easy one-touch assembly

Preventing feed loss and optimizing for the minimum amount

편리한 사료량 조절!

조절 레바를 이용한 그릴 간격 조절!

Convenient feed volume control

Adjusting the gap of the grille using the adjustable lever

모델명
Product name

최소량
Minimum quantity

종계 신형 사료통
New pan feeder for
breeder

약 350g
About 350g

최대량
무제한 급이
최대조절단수
단별사료량
그릴칸수
Maximum quantity Unlimited feeding Maximum adjustment step Staged feed quantity Number of grill slots

약 1,550g
About 1,550g

약 2,000g
About 2,000g

12단
12 Step

약 100g
About 100g

16칸
16 Grill slots

그릴간격
Grill spacing

약 40~50mm
About 40~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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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 시스템

육계분리공구

VENTILATION system

05

축우 시스템

04

Cattle system

03

48m/m 종계용 사료통세트

Pipe size for pan feeder, 48mm (Fix Type)

양돈 시스템

02

SKE-8600 (암탉용 Han type)

48m/m 종계용 사료통세트

Piggery system

01

SKE-8600 (수탉용 Cock type)

오리 시스템

Pipe size for pan feeder, 42mm (Fix Type)

Duck system

42m/m 육계용 사료통세트(고정형)

Pipe size for pan feeder, 48mm (Fix Type)

양계 시스템

48m/m 육계용 사료통세트(고정형)

05. 저장통가이드
급이 시 사료허실 방지와 사료의 기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
A special feed guide is designed to prevent feed loss and to
enhance the feed's tastes

Poultry system

SKE-2230

Best Quality and Best Service

SKE-8210

Product description

케이지용 디스크식 자동급이기 (산란계)

양계 급이라인 전동윈치 시스템

AuTOMATIC CAGE dISC FEEdING SySTEM FOR LAyERS

AuTOMATIC WINCHING SySTEM FOR POuLTRy FEEdING SySTEMS

FEATURES
· 특수 설계된 AL 분리형 사료통으로 사료 허실 방지(사료통 길이 5M)
· 타원형 파이프와 코너를 사용하여 급이 시 무 부하상태로 작동이 원활하고 소음이 없음.
· 특수 제작된 호퍼로 사료량이 자동으로 조절, 적은양을 자주 공급하여 기호성을 높이고 진행 쪽과 끝나는 쪽의 산란율이 일정.
· 육추 시 병아리 사육에 있어 균일한 성장을 하여 매우 효과적임.
· 성광 볼 닙플을 케이지에 설치 할 경우 물받이가 필요 없어 통풍이 좋고 관리상(입 출하시,백신접종 시) 편리하며,
누수에 의한 사료통 부식을 방지할 수 있으며 사료통에 사료 먼지가 찌들지 않음.
· 생산 공정의 자동화에 따른 공급가격의 합리화
· Preventing loss and spoiling of the feeds with special design of AL Separate type. (Feeder line length 5M)
· With oval pipes and corners, there is no overload with a smooth operation, and there is no noise while operating.
· Feed quantities are automatically controlled by specially designed hoppers. By providing feed several times, it enhances
feed tastes, and keeps the same egg laying efficiency from the starting section to the ending point along the cage feeders.
· Efficient raising using this system provides for the balanced growth of all day-old chicks.
· Ventilation and maintenance are ease and convenient with no need for water buckets when using SungKwang ball nipples for the
cage feeding system. The feeders and parts do not corrode or clog up with dust, due to a lock of water leakage.
· With the factory automation for manufacturing, reasonable prices can be provides to all the customers.

SKW-5400

SKW-5600

SKW-5310

윈치 베아링

유니버셜 조인트

윈치조정기

Winch bearing

universal joint

Winch control handle

FEATURES

Spring band

유정란 급이시스템
FEEdING SySTEM FOR BREEdING EGG LAyERS

SKE-2400

SKE-8400

유정란세트 42m/m

유정란세트 48m/m

Egg Layer, 42m/m
disperser feeder sets

Egg Layer 48m/m
disperser feeder sets

FEATURES
· 전 계군에 동시 낙하급이하므로 스트레스 방지, 밀집에 따른 피해 방지
· 청소 시 간편하게 분해 조립이 되며, 성장에 따라 높이 조절이 가능
· 사료량을 정확하게 제한급이하므로 지나친 비육을 방지하게 되며, 산란율을 향상시킴
· With a simultaneous and vertical release of feed to all the feeding lines, animal stresses and
physical harms form dashing and crowding into the feeders are prevented.
· Replacement of the feeders and cleaning of the chickens and houses is working free due to
the ease of assembly and disassembly of the system and due to the ease of controlling the
height of feeder lines.
· With an accurate dosage of quantified and limited feed, it prevents over-eating and
enhances the laying eff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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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 급수라인 전동윈치 시스템
AuTOMATIC WINCHING SySTEM FOR POuLTRy WATERING SySTEMS

자동윈치콘트롤

SKW-2000

Automatic Winch Control

닙플전동윈치

SKW-5510/5520

SKW-5511

윈치 도르래 (대/중) 파랑

윈치 도르래 (대) 빨강

Winch pulley (big/middle size) BLuE

Winch pulley (big size) RED

SKW-5550

SKW-5530

윈치 도르래 (소) 백색

윈치 도르래 (소) 철

Winch pulley (small size) white

Winch pulley (small size) GI

Nipple Automatic Winch

9

환기 시스템

스프링밴드

· A one touch automatic winching system, which adjusts to the various sizes of chickens, protects those feeding chickens when younger chicks
are added to the house. Furthermore, through the use of this system adult chickens can be effectively removed from the house when in need of
medical care and sale. Thus, a one-touch winch system enhances the effciency of working in a house.
· using this which system by raising the height of lines, feed losscan be prevented and feeding effciency can be optimized.
· The maximum weight available for lifting under a one-touch winch system ; Approx. 2 tons.

VENTILATION system

Square & Round pipe couplings

축우 시스템

사각&원형 파이프연결대

Square & Square pipe couplings

Cattle system

Floor end cage

양돈 시스템

평사/케이지겸용
닙플사각소켓

사각&사각 파이프연결대

Nipple drinkers

Piggery system

볼 닙플 급수기(케이지용)

Feed channel

오리 시스템

사료통

① 전동윈치 Electric motor used winch
② 드럼 drum (SKW-5200)
③ 벨트 Belt (SKW-1001)

Duck system

SKN-3310/3330

양계 시스템

SKN-2100/2102

SKW-1000/5200/1001

Poultry system

SKN-1000

Sung Kwang Product Catalogue

SKN-4400

· 계군의 성장과정에 따라 라인의 높낮이를 간편하게 조절할 수 있고, 입, 출하 시 또는 계분처리 및
백신 시 급이 라인을 올려 사료통을 보호할 수 있으며,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급이 라인의 높이조절로 인하여 급이 시 사료허실 방지 및 급이 행동반경을 최대화할 수 있음
· 전동윈치 사용 범위의 최대 중량 약 2톤

Product description

양계 자동급수 시스템

물받이가 필요없는 볼 닙플

POuLTRy AuTOMATIC dRINKING SySTEMS

BALL NIPPLE dRINKERS WITHOuT BuCKETS OR dRIP CuPS

FEATURES

FEATURES

· 위생적인 설계로 물이 먼지와 함께 흘러 내림을 최소화함
· 높낮이 조절이 자유로우며, 병아리에서 성계까지 사용가능
· 모든 부분이 탈부착이 간편하고 급수통마다 잠금밸브가 부착되어
시공 및 관리상에 편리함
· 종계, 육계 겸용으로 흔들림이 적고, 물이 넘치지 않아 주변이 청결함

· 평사 (육계·종계), 케이지 공용
· 성광 볼 닙플은 특수한 정밀 가공으로 한 방울의 물도 새지 않음
· 육계 닙플 사용은 초생추에서 성계까지 사용
· 질병에 대한 수평 감염이 없고 물받이를 사용하지 않아 위생적이며 산란계 닙플 사용은 케이지 내부에 설치되어 관리가 편리하고 환기에 도움이 됨

스탠 S자 고리

Round Automatic Dringkers for floor Poultry House

Hose Nipple / Nut

Stainless S Hook

SKN-6540

SKN-3160

SKN-3111

SKN-2000

약품투약기 Medicator (SKN-6540)

닙플 워터컵

이중걸고리 (사각원형)

볼 닙플

Nipple water cup

double hanger

Ball Nip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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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 시스템

호스 닙플 / 너트

필터세트 Filter set (SKN-6510)

VENTILATION system

평사용 원형자동급수기

SKN-6510

축우 시스템

SKD-1408

필터보드A형 Filter board A type (SKN-6000)

Cattle system

SKD-1320

SKN-6000

양돈 시스템

SKD-1000

End line kit

Piggery system

Substitute for Close Valve

퇴수 밸브

Regulators

오리 시스템

잠금밸브 대용품

Close Valve

레규레이터

Duck system

SKD-3100/3200

급수잠금밸브

SKN-4450

양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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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D-1300

SKN-4200

Poultry system

급수구

Best Quality and Best Service

· It supplies a minimized flow of dusted water with concave structures
designed in a hygienic concept and keeps free from the dust and
water overflow.
· It is easy to adjust the depth of watering lines and is convenient for
even day-old chickens up to adult chickens.
· It is easy to assemble and dissemble parts and to install and
maintain them with own close valves.
· With its safe and balanced design structure, the automatic drinkers
are not easily swayed and moved by grown and heavy broilers and
breeder hens, and they keep free from water overflow and
contamination to its adjacent areas. It provides chickens with a clean
environment without any house contamination.

· Ball nipples are used for broilers and breeders at floor type poultry houses and for layers at cage type poultry house.
· With a precise processing of parts, there is no leakage of water at all, not even a drop, with an accurate release of water only when they are touched.
· It provides effcient watering throughout all the ages of chickens from day-old chick to mature layers and broilers.
· designed for breeding or broiler chickens, the safe and balanced structure of the waterer remains intact and sturdy despite the movement of chickens.
Water will not overflow causing contamination of the area. Chickens will live in a clean environment withuot contamination.

Product description

오리 자동급이 시스템

양계 평사용 급이, 급수 배치도

duCK FEEdING SySTEM

SCHEMATIC LAyOuTS ANd COMPONENTS FOR PLAIN GROuNd POuLTRy HOuSES

FEATURES
· 빠른 시간 내에 신선한 사료를 공급하여주므로 사료의 기호성,
효율성을 높여줌
· 높은 곳에 설치가 되어도 스텐와이어를 이용하여 길이를 조정하여
개폐가 가능
· 슬리브 겉대, 속대를 이용하여 급이통 내 최소, 최대의 사료량을
조절하여 공급함

원구형슬리브세트 48m/m

SKP-0700
원구형슬리브세트 60m/m

SKP-3700

레규레이터

퇴수 밸브

볼 닙플

Duck Watering Facility Photo

Regulators

End line kit

Ball Nipples

60m/m 파이프와 디스크 케이블 (5.5mm 와이어) 양계 양돈 급이라인 전용
Pipe and disc cable of 60mm (for both piggery feeding line and feed conveying line)
48m/m 파이프와 오거스프링 (양계 양돈 급이라인용)
Pipe and auger spring of 48mm (for poultry and piggery feeding line)
63m/m 파이프와 오거스프링 (축우 급이라인과 사료이송라인용)
Pipe and auger spring of 63mm (for cattle feeding line and feed conveying line)
76m/m 파이프와 오거스프링 (사료이송라인용)
Pipe and auger spring of 76mm (for feed conveying line)
90m/m 파이프와 오거스프링 (사료이송라인용)
Pipe and auger spring of 90mm (for feed conveying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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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 시스템

오리급수시설 전경

48m/m 파이프와 디스크 케이블 B (5.5mm 와이어) 양계 양돈 급이라인 전용
Pipe and disc cable of 48mm (exclusively for poultry and piggery feeding line)

VENTILATION system

SKN-2000

48m/m 파이프와 디스크 케이블 A (5mm 와이어) 양계 양돈 급이라인 전용
Pipe and disc cable of 48mm (exclusively for poultry and piggery feeding line)

축우 시스템

SKN-4450

42m/m 파이프와 디스크 케이블 B (5.5mm 와이어) 양계 양돈 급이라인 전용
Pipe and disc cable of 42mm (exclusively for poultry and piggery feeding line)

Cattle system

SKN-4200

42m/m 파이프와 디스크 케이블 A (5mm 와이어) 양계 양돈 급이라인 전용
Pipe and disc cable of 42mm (exclusively for poultry and piggery feeding line)

양돈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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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er doesn’t leak by using specially processed Sung Kwang
ball nipples.
· There’s no horizontal infection of disease.
It is sanitary to use, easy to maintain, and good to let air out by
not using waterspouts

Piggery system

· 성광 볼 닙플은 특수한 정밀 가공으로 물이 새지 않음
· 질병에 대한 수평 감염이 없고, 물받이를 사용하지 않아 위생적이며
관리가 편리하고 환기에 도움이 됨

파이프 규격별 제품 SIZE

오리 시스템

FEATURES

Duck system

FLOOR duCK HOuSE WATERING SySTEM

양계 시스템

오리 자동급수 시스템

Poultry system

원구형슬리브세트 63m/m

Sung Kwang Product Catalogue

· It improves the taste and the effectiveness of duck food by providing
fresh food quickly.
· Opening and closing are available by adjusting the length of
a stainless wire even though it is installed in a high place.
· It provides duck food by controlling the minimum and maximum
amount of duck food in a feed bank with the outer part and inner
part of a sleeve

SKP-8700

Product description

제한급이 시스템

제한급이 시스템

LIMITED FEEDING SYSTEM

LIMITED FEEDING SYSTEM

양돈 계량통 (추방식)

양돈 계량통 (컵방식)

DISPENSER (with a weight)

DISPENSER (Cup type)
FEATURES
SKP-5260

· 용량 : 약 5.5kg, 약 7.5kg
· 견고한 조립과 쉽고 편리하게 사료량 조절가능
· 계량컵에 뒤틀림이 없어 정확한 사료계량 가능
· 와이어의 꼬임이나 사료무게에 의한 부하없이 원활한 사료공급 가능

스텐 레바대도르레
Pulley(SUS)

· 용량 : 약 3kg
· 계량통내의 사료가 완전히 사료통으로 떨어지도록 추의 모양을
설계하였으며, 추를 당겨주는 레바에 사료의 무게로 인하여 무리가
생기지 않도록 특수 설계
· 계량통을 쉽게 분해 조립하므로 A/S가 편리
· Capacity : Approx 3kg
· A special design concept is incorporated in the weight shape
for a complete emptying of feed into the troughs from
the dispensers, and there is no overload on the weight
lever arising from the feed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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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8170

48m/m 양돈1열 계량통(5.5kg)

48m/m 양돈1열 계량통(7.5kg)

48m/m 1line Dispenser (5.5kg)

48m/m 1line Dispenser (7.5kg)

SKW-5000

SKW-4000

SKL-8870

SKL-8871

전동윈치(비상수동장치부착)

수동윈치

48m/m 플라스틱 코너

48m/m 플라스틱 코너 (투명)

Automatic Winch

Maunal Winch

48m/m Plastic Corner

48m/m Plastic Corner (Transparency)

(Emergency Manual Device At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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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 시스템

FEATURES

SKB-8150

VENTILATION system

Piggery Feed Lever (Big)

축우 시스템

Piggery Feed Lever (Small)

Cattle system

양돈 레바대 - 스텐 레바대 (대)

Capacity : 3kg

양돈 시스템

SKP-5600

양돈 레바대 - 스텐 레바대 (소)

Piggery system

SKP-5500

용량 : 약 3kg용

오리 시스템

SKP-2100 42m/m /8100 48m/m

Duck system

Piggery Feed Lever Hook Clamps

양계 시스템

양돈 레바대 고정 크램프

Poultry system

SKP-5280

Best Quality and Best Service

SKP-5500/5600

· Capacity : Approx 5.5kg, Approx 7.5kg
· Can be ridgidly assembled, can easily and conveniently
adjust the feed volume
· There is no twist in the measuring cup, which enables
accurate feed
· Supply feed smoothly without any overload caused by
twisted wires or feedstok

Product description

무제한 급이 시스템

양돈 급이 배치도

UNLIMITED FEEDING SYSTEMS

SCHEMATIC LAYOUTS FOR AUTOMATIC PIG FEEDING SYSTEMS

제한급이시스템
Limited Feeding System

원구형 T 슬리브 세트

SKP-8700

Round T sleeve set
Feeder models for pipe sizes

48m/m

SKP-0700

FEATURES

60m/m

SKP-3700
63m/m

Ulimited Feeding System

60m/m 파이프와 디스크 케이블 (8mm 와이어) 양돈, 축우 급이라인 전용
Pipe and Disc Cable of 60mm(For Piggery and Cattle Feeding Line)
48m/m 파이프와 오거스프링 (양계 양돈 급이라인용)
Pipe and auger spring of 48mm (for poultry and piggery feeding line)
63m/m 파이프와 오거스프링 (축우 급이라인과 사료이송라인용)
Pipe and auger spring of 63mm (for cattle feeding line and feed conveying line)
76m/m 파이프와 오거스프링 (사료이송라인용)
Pipe and auger spring of 76mm (for feed conveying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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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 시스템

48m/m

60m/m 파이프와 디스크 케이블 (5.5mm 와이어) 양계 양돈 급이라인 전용
Pipe and disc cable of 60mm (for both piggery feeding line and feed conveying line)

VENTILATION system

SKP-8600

48m/m 파이프와 디스크 케이블 B (5.5mm 와이어) 양계 양돈 급이라인 전용
Pipe and disc cable of 48mm (exclusively for poultry and piggery feeding line)

축우 시스템

42m/m

48m/m 파이프와 디스크 케이블 A (5mm 와이어) 양계 양돈 급이라인 전용
Pipe and disc cable of 48mm (exclusively for poultry and piggery feeding line)

Cattl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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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P-2600

42m/m 파이프와 디스크 케이블 B (5.5mm 와이어) 양계 양돈 급이라인 전용
Pipe and disc cable of 42mm (exclusively for poultry and piggery feeding line)

양돈 시스템

· Available for a rapid release of fresh fee.
· Available for a higher feed taste and feeding effciency with fresh feed.
· Available for rapid increase of weight and
effcient pig management
· Available for savings of feed cost by prevention of feed loss
by birds and rats.
· Frequent dosing of feed in a proper quantity prevents feed
rotting and enhances feed taste.
· All the parts can be easily assembled on location.

42m/m 파이프와 디스크 케이블 A (5mm 와이어) 양계 양돈 급이라인 전용
Pipe and disc cable of 42mm (exclusively for poultry and piggery feeding line)

Piggery system

· 빠른 시간 내에 시선한 사료를 공급
· 항상 신선한 사료를 공급하여 주므로 사료의 기호성, 효율성을 높여줌
· 빠른 증체량 개선과 돈사 관리 효율을 향상
· 새나 쥐에 의한 사료 손실을 방지하여 사료비 절감
· 적절한 양의 사료를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급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름철 사료의 부패 방지 및 사료의 기호성을 높일 수 있음
모든
부품을 간편하게 조립
·

파이프 규격별 제품 SIZE

오리 시스템

무제한 2열 공급기
Unlimited two-line feeder

Duck system

FEATURES

SKP-5200

돈방
Pig Feeding Place

양계 시스템

T sleeve set
Feeder models for pipe sizes

사료통
Troughs Feeder

Poultry system

· Spheric type
· Opening and shutting using stainless wire.
· With feeding lines installed in a high location, opening and
shutting is easy using stainless wire.
· There is no stagnation or clogging of minute feed trickles, and
fit various sizes of pipes.
· Available for an easier adjustment of feed quantity using
the inside and out side of sleeve device.

T 슬리브 세트

무제한급이시스템

Sung Kwang Product Catalogue

· 원구형 타입.
· 스텐와이어를 이용하여 셔터를 개폐하는 방식
· 급이 라인이 높은 곳에 설치가 되어도 스텐와이어의 길이를
조정하여 개폐가 가능
· 미세한 사료의 정체현상이 없도록 설계하였으며 다양한 사이즈로
어느 파이프에나 쓸 수 있도록 설계
· 슬리브 겉대와 속대를 이용하여 급이통 내 최소, 최대의 사료량을
조절하여 공급

Product description

축우 제한급이 시스템

축우 급이 배치도

VOLUME DISPENSER FEEDING SYSTEM FOR CATTLE

SCHEMATIC LAYOUTS FOR AUTOMATIC cattle FEED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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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L-0810

우사용 전동윈치(비상수동장치부착)

우사용 수동윈치

우사 2열 라인고정대

60m/m 플라스틱 코너

Automatic Winch for Cattle
(Emergency Manual Device Attachment)

Maunal Winch for Cattle

Line Bracket for Cattle (2line)

60m/m Plastic Corner

60m/m 파이프와 디스크 케이블(8mm 와이어)

SKB-0100

SKL-0811

양돈, 축우 급이라인 전용

우사 1열 라인고정대

60m/m 플라스틱 코너 (투명)

Pipe and Disc Cable of 60mm (For Piggery and Cattle Feeding Line)

Line Bracket for Cattle (1line)

60m/m Plastic Cor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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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 시스템

· Capacity : Approx 5.5kg, Approx 7.5kg
· Can be ridgidly assembled, can easily and conveniently adjust the
feed volume
· There is no twist in the measuring cup, which enables accurate feed
· Supply feed smoothly without any overload caused by
twisted wires or feedstok

SKB-0200

VENTILATION system

· 용량 : 약 5.5kg, 약 7.5kg
· 견고한 조립과 쉽고 편리하게 사료량 조절가능
· 계량컵에 뒤틀림이 없어 정확한 사료계량 가능
· 와이어의 꼬임이나 사료무게에 의한 부하없이
원활한 사료공급 가능

SKW-4000

축우 시스템

FEATURES

SKW-5000

Cattle system

60m/m Screw Hopper (Stainless)

양돈 시스템

60m/m 1Line Dispenser(5.5kg)

Piggery system

60m/m 1line Dispenser (7.5kg)

오리 시스템

60m/m 스크류 호퍼 (스텐)

60m/m 2line Dispenser (7.5kg)

60m/m Aluminum Corner

Duck system

SKH-0120

60m/m 우사1열계량통(5.5kg용)

60m/m 알루미늄 코너

60m/m Disc-type Drive Unit

양계 시스템

SKB-0150

60m/m 우사1열계량통 (7.5kg용)

SKL-0800

60m/m 디스크식 구동부 (GI/SUS)

Poultry system

SKB-0170

60m/m 우사2열계량통 (7.5kg용)

Best Quality and Best Service

SKB-0270

SKM-0110

Product description

환기시스템
VENTILATION SYSTEMS
SK BIG FAN 대형 환풍기 (36 inch, 48inch)
SK BIG FAN Ventilation Systems (36 inch, 48inch)

엔지니어링 프라스틱 성형 제품으로 부식없는 날개!
특수 설계되어 적은 소음과 역풍의 최소화!
Corrosion-free wings with engineering plastic molding!
Special designed to minimize noise and headwind!

630A FAN

SKF-500C

500A FAN

순환 Fan
Circulation FAN

SKF-8100

SKF-6100

48° FAN 셔터형

36° FAN 셔터형

48° FAN Sutter Type

36° FAN Sutter Type

220

1,100

5

520

27,000

SKF-48" 삼상 대형휀

1380 X 1380 X 455

88

380

1,500

4

520

27,000

SKF-36" 단상 대형휀

1080 X 1080 X 455

70

220

750

3

520

12,500

SKF-36" 삼상 대형휀

1080 X 1080 X 455

67

380

750

2

520

12,500

SKF-1000A FAN / SKF-1000A FAN (거치식)
· 저소음의 축산용 환풍기 세트로서 속도조절을
이용하여 풍량을 조절할 수 있음
· With little noise and with a speed control unit,
fans can meet the various requirements for ventilating
according to the diversified needs of end-users for pig
an cattle houses.
이동편리, 각도조절형
Convenient to Move, Angle-adjus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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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
Product

규격
Size

중량
kg

전압
V

전력
W

전류
A

회전수
RPM

풍량
CFM

SKF-1000A

1070 X 1070 X 400

28

220

580

3

840

11,500

SKF-1000A (거치식)

1900 X 1040 X 1080

40

220

580

3

840

11,500

300D FAN

굴뚝용

원통형

피트

SKC-5100

환기 시스템

90

500D FAN

VENTILATION system

1380 X 1380 X 455

500N FAN

축우 시스템

SKF-48" 단상 대형휀

350A FAN

Cattle system

풍량
CFM

양돈 시스템

회전수
RPM

Piggery system

전류
A

오리 시스템

전력
W

Duck system

전압
V

양계 시스템

중량
kg

Poultry system

규격
Size

Sung Kwang Product Catalogue

모델명
Product

SK510 (1대용)

SKC-5200
SK520 (2대용)

SKC-5500
SK550 (5대용)

SKF-5020

SKF-5030

소형·대형 환기 컨트롤

SKC-5800

500 휀셔터 (PE)

630 휀셔터 (PE)

Ventilation Control System

SK580 (8대용)

500 FAN Sutter (PE)

630 FAN Sutter (PE)

모델명
Product

규격
Size

중량
kg

전압
V

전력
W

전류
A

회전수
RPM

풍량
CFM

SKF-630A (사각)

780 X 780 X 350

20

220

600

3

950

6,900

SKF-500A (사각)

600 X 600 X 290

12

220

500

2

1,690

5,200

SKF-500C (순환)

650 X 650 X 380

15

220

500

2

1,690

4,800

SKF-500D (원통)

615 X 615 X 420

14

220

500

2

1,690

5,000

SKF-500N (굴뚝)

480 X 480 X 290

10

220

500

2

1,690

5,000

SKF-350A (사각)

520 X 520 X 260

8

220

400

1

2,100

2,000

SKF-300D (피트)

320 X 320 X 300

10

220

400

1

2,10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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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description

성광 부속품들
PARTS FOR SUNG KWANG
디스크식 구동부
Disk Drive Unit
SkM-2110 42m/m
SkM-8110 48m/m
SkM-4110 42m/m 타원형
SkM-4160 48m/m 타원형
스텐 디스크식 구동부
Stainless Disk Unit
SkM-2110 42m/m (SUS)
SkM-8110 48m/m (SUS)

구동부
Disk Drive Unit
SkM-0110 60m/m

직결식 오거구동부
Auger Drive Unit
SKO-3170 63m/m
SKO-6170 76m/m
SKO-9160 90m/m

오거구동부
Auger Drive Unit (Belt)
SKO-3110 63m/m
SKO-6110 76m/m
SKO-9110 9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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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쌍호퍼
45° Dual Hopper
SkH-3230 63m/m 45°쌍호퍼
SkH-6230 76m/m 45°쌍호퍼
SkH-9230 90m/m 45°쌍호퍼

스텐 빈호퍼
Stainless Hopper Bin
SkH-2130 42m/m (SUS)
SkH-8150 48m/m (SUS)
SkH-0150 60m/m (SUS)

쌍호퍼
Dual Hopper
SkH-2210 42m/m
SkH-8210 48m/m
SkH-0210 60m/m

25°호퍼
25° Hopper
SkH-3120 63m/m 25°호퍼
SkH-6120 76m/m 25°호퍼
SkH-9110 90m/m

45°호퍼
45° Hopper
SkH-3130 63m/m 45°호퍼
SkH-6130 76m/m 45°호퍼
SkH-9130 90m/m 45°호퍼

빈사료토출구
Discharge Port
SKH-5351

이단이송호퍼

수평호퍼
Horizontal Hopper
SkH-3110 63m/m
SkH-6110 76m/m
SkH-9110 90m/m

Dual Step Hopper
SkH-2140 42m/m
SkH-8140 48m/m
SkH-0140 60m/m

Best Quality and Best Service

직결식 오거구동부
Auger Drive Unit
SKO-2110 42m/m
SKO-8110 48m/m

빈호퍼
Hopper Bin
SkH-2110 42m/m
SkH-8110 48m/m
SkH-8130 48m/m (대)
SkH-0110 60m/m
SkH-0130 60m/m (대)

스크류 호퍼
Screw Hopper (Stainless)
SkH-0120
60m/m 스크류 호퍼 (스텐)

호퍼사료토출구
Discharge Port
SKH-5341

호퍼가이드
Hopper Guide
SkH-5110
빈호퍼가이드 100
SkH-5111
빈호퍼가이드 100 (SLS)
SkH-5120
빈호퍼가이드 300

오거뒤측
Auger Heel
SKO-2510 42m/m
SKO-8510 48m/m
SKO-3510 63m/m
SKO-6510 76m/m
SKO-9510 90m/m

오거 밴딩 파이프
Flexible Pipe
SKO-3110 63m/m(SUS)
SKO-6110 76m/m(SUS)
SKO-9110 90m/m(SUS)
SKO-3120 63m/m(PVC)
SKO-6120 76m/m(PVC)

호퍼가이드
Hopper Guide
SkH-5130 빈호퍼4포가이드
SkH-5140 빈호퍼10포가이드

호퍼뚜껑
Hopper Cap
SkH-5220 신형 200m/m
SkH-5230 신형 300m/m
SkH-5210 구형
스텐 호퍼뚜껑
Stainless Hopper Cap
SkH-5221 신형 200m/m
SkH-5231 신형 300m/m
SkH-5210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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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 부속품들
PARTS FOR SUNG KWANG

4포 간이빈세트 (약 100KG)
Temporary Feed Bin
(Capacity of 100kg)
SkH-2160 42m/m
SkH-8160 48m/m

코너 Corner
SkL-2810 42m/m 코너 A (붓싱)
SkL-2830 42m/m 코너 A (베어링)

코너 마구리 세트
Corner Endkit Sets
SkE-2500

SkL-8850 48m/m 코너 A (붓싱)
SkL-8860 48m/m 코너 A (베어링)

코너 마구리 도르레
Pulley
SkE-5510

SkL-0800 60m/m 코너

6포 간이빈세트 (약 150KG)
Temporary Feed Bin
(Capacity of 150kg)
SkH-2180 42m/m
SkH-8180 48m/m

타원형 코너 Oval Corner
SkL-4800

10포 간이빈세트 (약 250KG)
Temporary Feed Bin
(Capacity of 250kg)
SKH-2170 42m/m
SKH-8170 48m/m
SKH-0170 60m/m

스텐 코너
Stainless Corner
SkL-2840 42m/m (베어링)
SkL-8840 48m/m (베어링)

3구용 스텐 파이프연결대
Line Connection Coupling (3)
Stainless
SkL-2240 42m/m (SUS)
SkL-8240 48m/m (SUS)

4구용 파이프연결대
Line Connection Coupling (4)
SkL-2220 42m/m
SkL-8220 48m/m
SkL-0201 60m/m
SkL-3220 63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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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텐 와이어 클립
Stainless Wire Clip
SkC-5211

플라스틱 코너
Plastic Corner
SkL-2870 42m/m 코너 P
SkL-2871 42m/m 코너 P (투명)
SkL-8870 48m/m 코너 P
SkL-8871 48m/m 코너 P (투명)
SkL-0810 60m/m 코너 P
SkL-0811 60m/m 코너 P (투명)

코너 도르레
Corner Pulley
SkP-5270

Sung Kwang Product Catalogue

3구용 파이프연결대
Line Connection Coupling (3)
SkL-2200 42m/m
SkL-3200 63m/m
SkL-8200 48m/m
SkL-6200 76m/m
SkL-0200 60m/m
SkL-9200 90m/m

T 크램프
T Clamp
SkS-2100 42m/m
SkS-8100 48m/m
SKS-8110 48m/m (SUS)

윈치커튼용 도르래
Winch Curtain Pulley
SKW-6200

윈치도르래 (파랑)
Winch Pulley (Blue)
SKW-5510 대 / MC
SKW-5520 중 / MC

수동윈치
Manual Winch
SKW-7100 DL-600

윈치도르래 (적색)
Winch Pulley (Red)
SKW-5511 대

수동윈치
Manual Winch
SKW-7200 DL-1100

윈치도르래 (백색)
Winch Pulley (White)
SKW-5550 소

수동윈치
Manual Winch (B)
SKW-6600

윈치도르래 (GI)
Winch Pulley (GI)
SKW-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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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 부속품들
PARTS FOR SUNG KWANG

윈치도르래 (플라스틱)
Winch Pulley (PE) Red
SKW-5540

무제한리미트 (캡,유)
Absence De Limites (B)
SKr-5130

스텐 레바대도르래
Pulley
SKP-5570 (SUS)

목책기
Flock Shock
SKE-5370

망부착리미트
Net-fixed Limit
SKR-5120

디스크카프링
Disc connection Couplings
SKL-2700 42m/m (5mm)
SKL-2710 42m/m (5.5mm)
SKL-8700 48m/m (5mm)
SKL-8710 48m/m (5.5mm)
SKL-0710 60m/m (5.5mm)
SKL-0720 60m/m (8mm)

호퍼용리미트
Hopper Limit
SKr-5150

조임볼트, 너트
Bolt & Nut
SKS-5320

무제한 2열 공급기
Unlimited two-line feeder
SKP-5200

수동사료통
Manual feeder
SKE-5530

입추사료공급기
Chick feeder tube
SKE-5521
입추용사료통
Chick feeder
SKE-5520

육계사료통 (구형)
Pan feeder
SKE-2110 42m/m
SKE-8110 48m/m

Best Quality and Best Service

윈치조정기
Winch Control Handle
SKW-5310

성계용리미트
Limt Poultry
SKr-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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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리미트 (캡,무)
Absence De Limites (A)
SKr-5140

종계사료통 (계량형)
종계사료통 (단조절형)
Pan Dispenser
Feeder for breeders
Breeder Pan Feeders with settings

닙플 (적색)
Nipple drinkers
SKn-1000

닙플 (노랑)
Nipple drinkers
SKn-2000 원형
SKn-2100 사각

레규레이터
Regulators
SKn-4200

워터컵
Nipple water cup
SKn-3160

SKE-2300 42m/m
SKP-8360 48m/m

양계라인항가
Line Hanger
SKS-2300 42m/m
SKS-8300 48m/m
양돈라인항가
Piggery Line Hanger
SKS-5310

양계손잡이 (GI)
Height control Handle
SKS-5110
높낮이손잡이
Height control Handle
SKS-5120 9m/m (적색)
SKS-5122 5m/m (노랑)
SKS-5121 9m/m (노랑)

약품투약기
Medicator
SKn-6540
필터세트
Filter set
SKn-6510

예인선 Rope
SKS-5614 3.5 X 500m
SKS-5615 3.5 X 2000m
PP로프 PP Rope
SKS-5611 PP로프 5mm
SKS-5612 PP로프 6mm
급수호스 Hose
SKd-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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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생산품목
양계용 자동급이·급수(볼닙플, 원형급수기)시스템, 오리용 자동급이·급수(볼닙플)시스템
양돈용 자동급이 시스템, 축우용 자동급이 시스템, 축산용 환기시스템(48인치, 36인치, 1000 속도조절휀)
소형(630ø, 500ø, 순환FAN, 350ø, 300ø) 속도조절휀

Other Major Product Lines
Poultry automatic feeding & drinker systems(Ball nipples and round dinkers).
Piggery automatic feeding systems, Cattle automatic feeding systems,
Livestock ventilating systems (48“, 36”, 1000 speed control fan),
small(630ø, 500ø, circulation FAN, 350ø, 300ø) speed control fan,
Specialized in the manufacturing of Various livestock related supp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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