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igh Shear Mixer Series HM 

Internal vacuum homogenizing with external loop.  
Counter-rotating paddle agitator with scraper or spiral agitator 
Stainless steel product contact parts with mirror finish 
Heating and cooling vessel 
Lid lifter 
Vessel tilting for discharge 

Toothpaste, Creams, Lotions, Sun creams, Ointments
Beverages, Sauces and dressings, Salt solutions
Catalysts, Lacquers, Polymer emulsions

Batch Mixer with external circulation

Homogenizing | Dispersing | Blending

외부 순환파이프가 장착된 진공 호모믹서
테프론이 부착된 스크래퍼, 패들 또는 파라비스크
유광/ 무광 처리된 스테인리스 스틸
가열 및 냉각 가능, On/Off 제어 및 비례제어
탱크 상판 업-다운 가능
용기를 기울여 제품 배출

치약, 크림, 로션, 썬크림, 연고, 음료, 소스와 드레싱
식염수, 촉매, 래커 스프레이, 폴리머 유탁액

/ HM 하이셰어 믹서  



The High Shear Mixer series is a vacuum pressure homogenizer with specially designed impeller and
paddle agitator. Main functions are homogenization, dispersion and CIP. External circulation of products
brings increased quality of homogenization within a shorter period of batch time. Vacuum pressure prod-
uct loading and discharging

The pumping rotator creates suction within the system for circulation and for mixing at low shear
stresses. At high speed it builds pressure up to (4-bar) and creates a significant flow capacity which is
beneficial for CIP-cleaning

Feeding of liquid additives directly into the dispersing chamber, results in quick and complete wetting
that avoids the formation of lumps.  

하이 셰어 믹서 시리즈는 진공 균질장치로서 3-layer 구조의 고성능 임펠러와 패들, 스크래퍼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주요한 기능으로는
고전단력 분산 및 호모의 Pumping 기능에 의한 외부 Circulation Pipe에 의해 대용량 및 고점도 제품의 효율적인 혼합 및 짧은 제조
시간내에 높은 수준의 균질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품에 아래 방향으로 압력을 주는 호모임펠러가 용기 내부에서 흡입력을 발생시켜 제품의 순환을 발생시키며 고속에서는 압력을 최대
4-bar까지 상승시켜 유속의 흐름을 빠르게 하고 CIP 청소에 도움을 줍니다.

액체 첨가물을 탱크내부 호모 임펠러에 직접적으로 투입함으로써 덩어리지는 현상 없이 빠르고 효과적인 습윤결과를 보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