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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mmability 
Check 
UL 94, ASTM D 635에 따라 플라스틱 재료, 폼 및 
고무의 인화성 테스트 수행을 위한 스테인레스 스틸 
소재의 캐비닛 
Standards: ASTM D635; ASTM D3801; ASTM D4804; ASTM 
D4986; ASTM D5048; ISO 9772; ISO 9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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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94 표준에 따른 난연성 시험 장비 : 
• 강화 유리로 된 창문과 내부 조명이 있는 스테
인레스 소재의 캐비닛. 
• ASTM D 5025 표준에 따른 분젠 버너. 
• 가스 유량 조절을 위한 유량계. 
• 화염 각도 설정 (0 °, 20 °, 45 °)을 지원합니다. 
• 화염 위치 조절을 위한 슬라이드. 

• 샘플 위치 조절이 가능한 표준에 따른 샘플 
홀더. 
• 화염 온도 측정 용 디지털 온도계. 
• 테스트 시간 측정을 위한 0.1 초 분해능의 디
지털 타이머. 
• 연소 팬을 제거하기 위해 팬을 배기하십시오. 
사용 가능한 샘플 홀더  

수평 연소 (HB) 
셀룰러 고분자 재료 (HBF)의 수평 연소 
비 강성 고체 플라스틱 (MVB)의 수직 연소 
고체 플라스틱의 수직 연소 (VB) 
Accessories 
ASTM D 5207 표준에 따라 20 시험 불꽃용 온
도 교정기. 

Types of test that can be performed: HBF (Horizontal Burning Foamed 
Material), HB (Horizontal Burning), MVB (Material Vertical Burning), VB 
(Vertical Burning) 
Test Cabinet: Stainless steel cabinet with tempered glass viewing win-
dow and interior Light. 
Burner: Conforming to ASTM D 5025 standard. With support for flame 
angle set  (0°, 20°, 45°). 
Temperature Control: Digital thermometer for the measurement of the 

temperature of the flame. 
Aspiration of Fumes: Exhaust fan to remove products of combustion. 
Flow Regulation: Flow meter for gas flow regulation. 
Timer: Digital Timer with 0.1 sec. Resolution. The timer permits to set the 
Flame exposition time. At the end of the count down for flame exposi-
tion, the timer permits to count flame extinction time. 
Slide for the regulation of the position: The Slide is controlled by an 
external handle that permits to move the Burner inside the 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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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