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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
IRHD Laser 
Revolution 
O-ring과 작은 고무 부품의 자동 직렬 측정을 위해 
레이저 센터링 장치와 회전 시료 홀더가 있는 Micro-
IRHD 경도 시험기 
Standards: ASTM D1414; ASTM D1415; FIAT 50408; ISO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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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비는 샘플 위치에서 최대한으로 주변의 영
향을 제거 후 진행되기 때문에 Micro-irhd 측정 
수행 시 생산성과 정확성을 높여줍니다. 
테스트 할 품목을 샘플 위치 결정 디스크의 테
스트 라인에만 놓으면 됩니다. 장비는 레이저 
빔을 사용하여 각 샘플에 대한 올바른 테스트 
포인트를 탐지하고 목표 지점에서 Micro-irhd 경
도 측정을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디스크의 전체 회전이 수행되고 모든 샘플이 테
스트 되었으면 더 많은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경고음도 함께 울립니다. 
 주요 특징  
• ISO 48-2 및 ASTM D 1415 표준을 완벽하게 
준수. 
• Gibitre ISO 17025 공인 실험실에서 발행 한 
ACCREDIA 교정 인증서 
• Gibitre 독점 Micro-irhd 테스트 기술 (루비 스피
어 인 덴터, 로드셀을 사용한 테스트 적용) 
• 0.005 mm 정확도의 목표 테스트 포인트에서 
각 샘플의 완전 자동 위치 결정 

• 두께가 1 ~ 60 mm 인 항목 자동 제어 
• 비표준 시험편의 프로파일을 레이저로 스캔하
여 각 제품의 시험 위치를 선택하여 기록. 
• 샘플 포지셔닝 디스크의 4 섹터에서 4 가지 제
품의 자동 테스트 
• 마이크로 irhd 경도의 측정, 경도 이완 곡선의 
각도 계수 및 히스테리시스 곡선 
• 테스트 한 각 제품에 대한 허용 한계 자동 검증 
• 표준 Gibitre SQL 데이터베이스에서 결과 및 
곡선 저장 

Unit of measure: IRHD-M (micro) 
Resolution: 0.01 irhd point 
Test modality: Serial automatic testing of the parts placed across the 
test line of the sample holding disk 
Calculated Results: • IRHD Hardness; • Angle coefficient of hardness 

relaxation curve; • Hysteresis (sample return after load removal); • 
Correction of hardness according to the thickness of the sample 
Laser Device: Class 2 laser sensor; Resolution: 0.005 mm;  
Sample thickness: Between 1 and 6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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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