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sure ™
Bubble Tester
TME

Compliant with ASTM F2096 Pouch Testing
The TME Pressure Bubble Tester
은 ASTM International F2096 테스트 방
법 "내부 가압에 의한 포장 총 누출 감지
표준 테스트 방법(버블 테스트)의 요건
충족 목적으로 파우치에 적용되도록 저
압 및 흐름 제어를 제공합니다.

ASTM F-2096 요건, 즉 250 micron 이하
구멍 탐지 여부를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공성 패키지나 비다공성 파우치 사용
을 위해 높은 유량과 0-2psig 범위의 저
압으로 제어합니다.
ASTM 테스트 방법에 따라 250 micron
구멍에서 나오는 기포를 관찰하기 위해
주머니를 2.54cm(1인치) 아래로 내려
고정하는 간단한 시스템이 제공됩니다.
정밀 압력 조절기로부터 높은 유량을 가
진 안정적인 압력이 전달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압력과 유량 제어로 연속적인 압력을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ASTM F2096 Method
Simple to set up
모든 측면의 높은 가시성
파우치를 챔버의 물 속에 넣으면 고유한
TME Probe와 Package Port를 통해 가압
됩니다. 씰링된 패키지의 다공성
측면으로 가압됩니다.
압력과 유량은 다공성 측면의 무분별한
기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어기로 조절
됩니다.

Digital pressure readings
Low pressure control 2” H2O
NIST Traceable
Gauge Calibration

제품 상세
패키지 최대 사이즈: 12”W x 16”Lg x 4”D
30.48 x 40.64 x 10.16
cm
보관/운영 환경:

5 - 30ºC

Test Mode:

Pressure 0 - 2 psig

Controls:

Pressure 0 -2
psig Flow
control On/Off
switch

Chamber size:

16” W x 20” Lg x 6.5 D
50.64 x 50.80 x 16.51 cm

Table size:

측정단위:

36” x 19” x 25” Hi
91.44 x 48.26 x 63.50
cm
psig, bar, MPa

포함 Accessories : PA-02 Adhesive
PA-03 Package
Pofis F110-035
TME Twist
(Hole maker)

Open Screen Retainer가 Toggle Hand와
제 위치에 고정되어 파우치를 물 속에 잠겨있
도록 합니다.
Open Screen Retainer는 패키지 표면의 결
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기포를 확인하도록 높
은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Accessories included:
PA-20 Package Port &
PA-03 Package Port
Adhesive

F110-035
TME Twist

풍부한 경험을 가진 TM Electronics Technical
Specialist는 LeakㆍFlowㆍ패키지 테스트 요건
을 파악하고 해결하여 테스트 장비를 최대치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것 입니다.
수많은 패키지 시험 악세사리 뿐만 아니라 전문
기술가들이 특정한 패키지 시험 환경이나 요건에
걸맞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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