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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zone Check – 
UV 
고무 시료의 오존성 평가를 위한 전자 오존 시험기 
Standards: ASTM D1056; ASTM D1149; ASTM D4575; FIAT 
50417; ISO 3011; ISO 7326; ISO 1431-1; ISO 1431-3; ISO 6916-1; SAE 
J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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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bitre 오존 체크는 고무 샘플의 정적 또는 동적 
인장 변형 시 균열에 대한 내성을 측정 하기 위
한 완벽한 오존 캐비닛입니다. 이 장비는 국제 
표준 방법을 준수하기 위해 시험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  
• 오존 농도, 온도, 기류 및 상대 습도 자동 조절 
(선택 사양) 
• 정적 또는 동적 테스트의 성능 

• 자외선 흡수 오존 감지기 
• 균일 한 오존 분포를 위한 스테인레스 강 원통
형 시험 챔버 
• 폐회로에서 오존 생성 및 배출 (배출 대피가 
필요 없음) 
• CE 라벨링 
 Software  
테스트 조건 설정, 결과 저장, 테스트 곡선 및 샘
플 이미지를 SQL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자

동 테스트 중지 및 테스트 일시 중지 제어로 독
립 샘플 그룹을 관리하고 정전 후 테스트 복구
를 허용하는 Gibitre-OzoneCheck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완벽한 제어. 
Accessories 
표준 샘플, 기술 부품 및 고무 호스의 정적 및 동
적 테스트를 지원합니다. 

Temperature control: From Room Temperature +5°C to 70°C. Ac-
curacy: 0.1°C. Integrated heat interchanger for connection to a water 
supply. 
Control of Ozone Concentration: Automatic between 10 and 500 
PPHM by means of UV Absorption Analyzer with ± 3% accuracy 
Control of Relative Humidity (optional): Adjustable between 40 and 
90%.; This option includes ultrasonic humidity Generator and Refrige-
ration unit. 
Air flow: Adjustable from 0,5 to 3 changes/min (air change speed 
between 7 and 39 mm/sec).; Internal fan according to ISO 1431. 

Test chamber: Cylindrical Stainless Steel test chamber with internal 
illumination and inspection window. Ø 550 mm; H 550 mm. Volume 
155 Litres 
Static Sample Holders: • Sample holders for static strain and plane-
tary displacement in compliance with ISO 1431-1 standard (32 to 64 
samples).; • Sample holders for tests on rubber hoses according to ISO 
7326 
Sample holder for dynamic test: Frequency: 3 to 30 cicles/min (0.05 
to 0.5 Hz). Holder for 10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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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