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용량 처리 다중채널 블렌더(혼합기)



소요 인력의 감소

생산 현장에서 완전 자동화 작업 실현 가능 

생산 능력의 무한성

기본 컴파운드와 신재를 혼합하여 어떤 양의 
생산도 처리 가능

재고감소

다양한 마스터배치를 색조 별로 일일이 보관할 
필요가 없어 재고 및 물류비용 감소

월등한 처리 속도

시간당 수 톤의 신규 색조 마스터배치 및 입자형 
배치(Batch) 컴파운드 처리 가능 

탁월한 정밀도

한 개의 입자까지도 가능할 정도의 0.01그램단위 
계량 정밀도 실현

JIT(Just-In-Time) 관리

때에 따라 필요한 색조와 생산량만큼 새로운 
마스터배치 생산 가능

배치(Batch) 라이브러리

맞춤형 색상 라이브러리(색상표) 및 고유의 
마스터배치 색조 생성 가능

BlendSave (블렌드세이브)는 대용량 처리가 가능한 
다중채널 블렌더로서 새로운 마스터배치 색조 및 플라스틱 원재료 
컴파운드를 효율적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BlendSave 각 채널에서 

동시 계량이 이루어져 

시간당 최대 수 천 Kg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BlendSave최대 14개 

채널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BlendSave 소형 로드 

셀과 고정밀 피딩 기능이 

결합되어 다단계 계량 

과정을 거칩니다.

 1 최대 14개의 개별 계량 채널에서 

중량으로 제어된 원재료가 호퍼에서 

계량 스테이션으로 이동 

 2 2차 계량 단계에서 초정밀도의 

고유한 피딩 시스템으로 요구 중량을 

정확히 처리 

 3 각 채널의 원재료는 공용 

배출채널로 낙하하여 해당 압출기로 

이송더욱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공장 내 
원재료 흐름의 제어 
실현



무제한 생산량 능력 

BlendSave(블렌드세이브)는 상호 통신이 

가능한 다중 시스템 능력을 갖추고 있어 처리할 수 

있는 원재료와 칼라 레시피의 종류 그리고 이송 

공급해야 하는 성형기 대수 측면에서 이론적으로는 

무한의 플랫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수십 종류의 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업체들은 

PC 컴퓨터와 연결된 컨트롤러에 의해 여러 대의 

BlendSave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설치된 여러 대의 BlendSave시스템은 

계량한 원재료를 전체 통합 시스템의 공용 

배출채널로 배출하게 됩니다. 완성된 배치(Batch) 

물량은 자동 매니폴드를 통하여 지정된 성형기로 

보낼 수 있습니다.

무제한 생산 제품군 확장 능력

BlendSave는 모노 마스터배치의 조합을 통하여 

무제한의 고유한 마스터배치 색조와 레시피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무한 생산능력을 위한 BlendSave 시스템 구성

정밀한 다중 
채널 동시 계량





원재료 관리에 대한 현재 접근방식은 낭비와 비효율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불필요한 원거리 이송배관

• 과다한 수량의 혼합기

• 공장 내 점유 면적의 과다

BlendSave플라스틱 제품 생산현장에도 적용
BlendSave는 플라스틱 제품생산 관리를 현저히 개선시켜 주며, 
설비 투자비용을 절감하면서 공장 효율을 높여 주는 중량계량식 
배치 컴파운더입니다.

사일로

복잡한 배관 설치

다수의 혼합기 및 호퍼로더

자동 매니폴드

성형기 (사출기)

현재 운영방식



소수의 호퍼로더 소요

단 5평방미터 면적 소요

소형 로드 셀에 의한 우수한 정밀도

간단한 배관 및 용이한 유지관리

14개 채널 동시계량으로 대량 처리 능력

단순화된 배관

LIAD 마스터배치 피더

우수한 혼합재 균일성

배치(Batch) 생산 변경 시 오염 위험요소 제거

자동 매니폴드를 통한 최대 48개 성형기

BlendSave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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