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재료시험기(2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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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al Test Machine(2ton)

Lateral Flame Spread Tester

장비관리번호

F19980125

장비관리번호

F20060040

취득일자

1998-12-31

취득일자

2006-02-28

제조회사

TIRA(독일)

제조회사

코비스무역(한국)

모델명

TRATEST 2720

모델명

ASTM E 162, ASTM D 3675

설치형태

고정설치

설치형태

고정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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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용도

금속, 고무, 플라스틱 등 하중 2톤 이하의 인장, 압축, 굽힘시험을 하는 장비

장비용도

시험항목

Radiant Panel Spread Apparatus는 가스로 점화되는 Radiant Panel을 이용하여 고체판넬 재료의 표면화염전
파특성(Is)을 평가하는 장비이다.

Radiant Panel Index(Is)

• KS B 0802 (금속재료의 인장시험방법)
• KS B 5521 (인장시험기)
• KS B 0804 (금속 재료 굽힘시험)

시험항목

• ASTM E 162, ASTM E 3675

• KS B 5518 (금속 재료 인장 시험용 연신율계)

• Porous cement(다공성 시멘트) 및 cast iron(주철)으로 구성된 가스로 작동되는 복사패널 (12’×18’)

• ISO 6892 (Tensile testing)

• Stainless steel specimen holder

• ASTM E 8 (Standard Test Methods for Tension Testing of Metallic Materials)

• Stainless steel specimen support

• 인장강도- 연신율- 항복강도- 단면수추율- 굽힘시험- 압축시험

• Stainless steel pilot burner assembly
• 불꽃 점화장치 및 자동 안전 불꽃 차단 검사기가 장착되어 있으며 Porous cement(다공성 시멘트) 및 cast iron
(주철)으로 구성된 가스로 작동되는 복사패널 (12’×18’).

• 20KN, 224Mhz, 2CH
• 시험하중 범위 : 0~2톤

• 불꽃 전면의 진행과정을 평가하기 위해, 75mm(3’)마다 관찰용 마크가 표시되어 있는 stainless steel speci-

주요사양

• 시험속도 제어 : 0~500mm/min

• Stainless steel pilot burner assembly.

• 전자식 기록연산장치 부착

주요사양

men holder
• Stainless steel specimen support.
• 복사패널(radiant panel)의 표면온도를 측정하는 bracket이 고정된 고온계(Pyrometer)

• 재질시험(인장, 3point bending, 압축)

• Radiant panel로 들어가는 Air와 Gas의 혼합을 제어하는 Air flow meter과 gas control valve.

• 인장시험, 굴곡시험, 압축시험 등을 시험할 수 있고 시험속도 제어, 연신율 계사용 가능하며, PC Control 프로

• Thermocouple을 청소하기 쉽도록 제거가능한 패널을 구비한 stainless steel exaust stack.

그램에 의해 제어가능

• Stack에는 스탠다드에 따른 8개의 Thermocouple이 구비되어 있음.
• Methane gas flow meter가 장착된 Calibration burner
• 가스안전제어장치 및 차단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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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품

로드셀 10N, 10KN, 20KN, 변위계, 마운팅프랜지, 두께측정기

구성품

Radiant Panel, Specimen Holder, Control Unit, Pilot Flame

담당자

권성태 031-460-5514

담당자

이덕희 031-460-5371

고정설치 장비

고정설치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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