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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Temperature 
Check 
TR 테스트와 BRITTLENESS POINT를 측정하는 
자동 계측기 
Standards: ASTM D746; ASTM D1329; ASTM D1414; ASTM 
D2137; FIAT 50416; FIAT 50419; ISO 812; ISO 974; ISO 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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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에서의 시험은 결정화 효과를 평가하고 저
온에서 고무 및 고무 재료의 점탄성 특성을 비
교할 수 있으며 저온 서비스에 적합한 재료의 
선택에 유용합니다. 
 
 저온 수표의 구조는 TR 및 Brittleness 시험을 
위한 장치의 설치를 허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저온 시험에 필요한 부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스테인리스 탱크, 온도 조절 장치, 교반기, 전
자 카드, 안전 장치 및 CE 라벨링. 

 사용할 수 있는 냉각 시스템은 질소 탱크 또
는 냉장 장치입니다. 냉각은 사용중인 시험 절
차의 온도 세트에 따라 장비에 의해 자동 제어
됩니다. 
 TR 시험 의 배열은 다음을 포함 합니다 : 
• 6 개의 샘플을 동시에 테스트 할 수 있는 샘
플 홀더 
• 온도 Retraction 소프트웨어 : 샘플 식별 (최대 
3 개 제품) 입력, 샘플 냉각 및 조건 설정, 테스트 
시작, 각 샘플에 대한 후퇴 곡선 그리기, 테스트 

결과 계산, 허용 한계 확인, 결과 및 곡선 저장. 
 Brittleness Point 시험 의 배치는 다음을 포함 
합니다 : 
•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공압 구동 스트라이커 
• 10 개 샘플 용 샘플 홀더 
• Brittleness Point Software : 샘플 냉각 및 조건 
설정, 스트라이커 활성화, 스트라이커 온도 및 
속도 기록, 사용자가 육안 검사 후 테스트 결과
를 입력 할 수 있도록 허용, Brittleness 포인트 
온도를 계산 및 저장 

Cooling systems: With Refrigeration unit OR; With Liquid nitrogen tank 
Test Temperature: -120 ÷ +20 °C (with liquid nitrogen tank); -70 ÷ 
+20 °C (with refrigeration unit) 
Sample holders for TR Test: Permits to test 6 samples at the same time 
Numerical Test Data - TR test: TR-Test: TR10,TR30,TR50,TR70,TRx (x 
customer defined) Time at set TR.; Brittleness Point: Test temperature, 

Striker speed 
Graphic representation and printout: Curves of % Retraction vs. Tempe-
rature for each sample. Temperature vs Time 
Sample holders: Sample holder for 10 samples. 
Speed of striker for Brittleness Point test: Pressure regulator for pneu-
matic piston Striker with automatic or manual start-up

 

http://www.gibitre.it/page_sin.php?ProdottoN=Temp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