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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본 기기는 자동식 Mullen Type Bursting Tester로서 종이, 직물 및 피혁의 면 압력에

    대한 저항력을 측정하는 시험기로 시험방법이 간편하고 시험편에 대한 파열강도가

    인디게이타에 그대로 표시되므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2. 사    양

  1) 모  델 No. : DYM-102D

  2) 용  량(Max) : 50kg/㎠

  3) 형  식 : Digital Type

  4) 가 압 방 법 : 기어드 모터(AC 60W 30:1)

  5) 가 압 용 매 : 글리세린

  6) 가 압 속 도 : 170±20㎖/min

  7) RS 232 output : +/- 12V(OPTION)

  8) Upper Fixing plate & cylinder ratio : 3 : 1

     Ex) 규격에 조임판(Fixing plate) 가압력이 12kg/㎠ 일 때 (×3) → 36kg/㎠

         규격에 조임판(Fixing plate) 가압력이  8kg/㎠ 일 때 (×3) → 24kg/㎠

  9) Hydraulic Motor : Single phase 220V, 400W, 60Hz

 10) Dimensions(Approx.) : 495 x 705 x H665mm

 11) Weight (Approx.) : 160kg



3. 각 Button의 명칭 및 기능

  1) LOAD INDICATOR :  파열강도 값 지시

  2) EMERGENCY : 비상 스위치

  3) P/G  : 기기내의 흐르는 유압 LINE의 압력을 설정하는 REDUCING VALVE로서

           상부의 실린더가 시료를 고정시 시료의 파손을 막을수 있게 설정되어 있으며, 

           시료 고정시 유압실린더 내에 압력을 나타낸다.

                    
  4) CLAMP DOWN : 상부 가압판을 수동으로 조작 시 사용.
                      AUTO 작동 시에는 가압될 때 점등됨.

  5) CLAMP UP : 상부 가압판을 수동으로 조작 시 사용.
                  AUTO 작동 시에는 압력이 제거될 때 점등됨.

  6) LOAD :  수동으로 조작하여 시료를 파단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할 때 사용.
              AUTO 작동 시에는 시료에 가압할 때 점등됨.
 
  7) RETURN : 상부 가압판을 수동으로 조작하여 압력을 제거할 때 사용하며
               AUTO 작동 시에는 압력 제거될 때 점등됨.

  8) PUMP ON : 유압펌프를 ON 상태로 유지시킴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ON 상태로 유지해야 함.

  9) PUMP OFF : 유압펌프를 OFF 상태로 유지시킴.



  10) PRESSURE CONTROL : PRESSURE GAUGE의 압력을 조절할 때 사용함.

                           (0～50kg.f/㎠ 범위 중에서 설정한다. (注) 출고시 기본

                         사용압력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사용자가 조정.)

       Ex) 규격에 조임판(Fixing plate) 가압력이 4kg/㎠ 일 때 (×3) →12kg/㎠

           규격에 조임판(Fixing plate) 가압력이 8kg/㎠ 일 때 (×3) → 24kg/㎠

  11) AUTO/MANU : 자동(연속시험) 및 수동(개별시험) 선택 스위치

  12) AUTO. START : 자동으로 시험을 시작하는 스위치

  13) POWER :  본 기기의 전원 S/W
                (ON으로 선택 할 경우 전원이 공급된다.)

4. 시 험 방 법

  1)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 연결한다(220V, 단상)

  2) CONTROL PANEL상의 POWER S/W를 ON 상태로 돌려 기계의 전원을 넣는다.

  3) PUMP ON, OFF S/W의 ON 버튼을 눌러 PUMP를 구동시킨다.

  4) AUTO/MANU 스위치를 AUTO위치로 한다.

  5) LOAD INDICATOR 상의 AUTO ZERO 버튼을 눌러 INDICATOR의 지시치를

     “0”으로 맞추고 TEST 버튼을 누른다.    

  6) AUTO START 버튼을 누르면, CYLINDER 내의 PISTON의 작용으로 시험편에

  
    압력이 가해지며, 시험이 진행된다.(먼저 CLAMP DOWN LAMP가 점등된 후

 
    LOAD LAMP가 점등된다.

  7) 시험편이 파열되면 기기는 자동으로 압력이 제거되며(먼저 RETURN LAMP가

     점등된 후 CLAMP UP LAMP가 점등된다.), INDICATOR 상에 파열강도 값이

     표시된다. 

   8) 5)항부터 반복하여 실행한다.



5. LOAD INDICATOR
   

  

  
  1) LOAD DISPLAY : 하중지시부

  2) TARE(ZERO) : 시험 전 LOAD DISPLAY의 하중지시 값을 0(ZERO)으로 

                   맞추는 누름 버튼이며, 반복시험 시 반드시 눌러서 0으로 할것.
                   (이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인디게이타에 END로 표시되어

                   작동이 되지 않을수 있다.)  

  3) TEST : LOAD DISPLAY부에 DISPLAY되는 하중이 시험하는 동안

            최고값(PEAK)을 표시하게 하는 누름버튼이다. 이 스위치를 누르면

            인디게이타 화면창이 검은색으로 변한다. 

            만약 이 스위치를 누르지 않고 시험을 하면 시험값이 0으로 되므로

            시험이 끝나고 이 버튼을 눌러 최고값을 확인할 수 있다.
     
  4) NOR KEY : LOAD DISPLAY부의 지시되는 하중값이 시험하는 동안의 변화값에 

                따라 그대로 지시되게 하는 KEY SWITCH 이다.

  5) SEL KEY : 인디게이타 설정값 변경 시 커서 이동 KEY이다.
                (인디게이타 보정(교정, END값 변경등)할 때 쓰인다)

  6) MODE KEY : 메뉴 설정 BUTTON으로서 본 BUTTON을 누르면 

                  MENU(하중셋, 교정, 단위변경등)로 들어간다.



     ** END : 시험 중 시료가 파괴되면 기계는 자동 정지되며, 이때 인디게이타 

                하단에 END OFF가 END ON된다.) TARE KEY를 누르면 

                END OFF가 된다.

     ** OVER(OL) : 시험 중 기본 설정하중(50kg.f) 이상이 DISPLAY되면 점등되는

                    안전 경고등이며, 본 LAMP가 ON되어 있으면 기계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정지된다. 

                    TARE KEY를 누르면 점등되었던 램프가 OFF된다.

  7) kgf : 단위 표시(단위는 시험에 적합하게 설정에서 바꿀 수 있음.)

    # 기타 세부사항은 P-500A 매뉴얼 참조.

6. 주 의 사 항

  1) 시험기의 설치는 진동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2) 반드시 AUTO/MANU 스위치를 AUTO 위치에서 시험해야한다.

  3) 게이지는 최대압력 이상을 가하면 기능을 상실하게 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4) 만일 기기의 이상으로 시험 중 시험편이 파열된 상태에서 계속하여 압력이 가해질

     경우 고무막이 파열되므로 EMERGENCY 버튼을 누른다.

  5) 고무막이 파열되었을 경우 글리세린(시약용 정제 글리세린)을 충분히 보충해야한다.

7. 고무막 교환방법

  1) AUTO/MANU 스위치를 MANU 위치로 한후 CLAMP DOWN 버튼을 누른 후

 
    누름너트(②)를 어느 정도 풀고, CLAMP UP 버튼을 눌러 RETURN 시킨 후

    시험편 상부 고정판을 아래로 당겨 제거한다.

  2) 누름너트를 완전히 제거하고, 시험편 고정판(③)을 분리한 다음 파열된 고무막(④)

     을 제거한 다음 기름탱크(①)에 시약용 정제 글리세린을 고무막의 밑면보다 높게

     올라 올 수 있도록 넣는다. 



  3) 고무막을 교환한 후 시편 고정판을 조립하고 누름너트를 조립한 후 CLAMP DOWN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누름너트를 완전히 조립한다.

CACIBRATION

1. 표준 시험편인 은박지를 준비한다.(업체의 파열 강도값과 비슷한 시험편)

   오토 설정한 다음 파열시켜 인디게이타 지시값을 기록하여놓는다.

2. MODE 키를 눌러 MENU 로 들어간다.

3. 화살표(NOR↓)눌러 CACIBRATION를 선택한 후 MODE KEY를 눌러 PASSWORD 

  설정 항목으로 들어간다.(0 0 0 0)



4. PASSWORO ( 1 0 0 1 )를 화살표(→↓↑) 이용하여 입력하고  MODE키를 누른다.

5. CAL-IB로 이동하여(화살표이용 NOR↓)MODE키를 누른다. 

6. 아래 교정값 계산 방법에 의한 교정값을 산출하여 화살표를 이용하여 수치(상수값)를

   입력하고 MODE키를 누른다.

7 TARE(ZERO) 눌러 시험모드로 나온다.      -끝- 

                        아   래

상수값(CACIB값) ÷ 인디게이더 지시값 × 시편(은박지)값 = 새로 교정된 상수값 

예)

   은박지(표준시편) ---11.6

   은박지를 파열한 값(인디게이더 지시값)--- 10.5일때

   상수값(CAL-IB값)---100

    100÷10.5×11.6=110.476

                        새로 교정된 상수값 =110.476

    110.476를 화살표(↓↑→)이용 입력하고 MODE키 를누른다.  -끝- 

END 값 설정

1. MODE 키를 눌러 MENU 로 들어간다.

2. OPERATION 설정후 MODE키 를누른다.

3. END(화살표이용NOR↓)로 이동하여 MODE키 를누른다.

4. 화살표(→↓↑)이용하여 수를 입력하고  MODE키 를누른다.

5 TARE(ZERO) 눌러 시험모드로 나온다      -끝- 



***파열강도값이 5kg.cm 이하일때 : 000.10  (0.1)%으로한다.

***파열강도값이 5kg.cm 이상일때  : 000.50  (0.5)%으로 한다.(최대 1.0%까지 하고 그이상은  

   설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참고

** END값이 너무 낮으면 두꺼운 골판지(2겹 또는3겹)는 제대로 파열이 안 될 수 있다.

** END값이 너무높으면 얇은 종이(골판지원지)는 END값을 감지하지 못하여 고무막이 

   파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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