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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용 저울

EC

EC-II

단위중량 자동 재계산 기능

80시간 연속 사용 가능 

내구성 강화, 분리 짐판 (플라스틱, 스테인레스)

충전식 배터리 사용가능

합산기능 (최대 99회 가능)

200개의 메모리 저장 기능 (단위중량)

중량/계수 비교 기능 (HI/LO)

옵션 : 티켓프린터(DEP-50), 라벨프린터(DLP-50), RS-232C 인터페이스(PC/프린터 연결)

모델명 EC

최대표시(kg) 3 6 15 30

한눈의 값(g) 0.2 0.5 1 2

분해도 1/12,000 ~ 1/15,000

표시부 6/6/6(중량/단위중량/수량)

디스플레이 타입  LCD(블루 백라이트)

사용온도 범위(℃) 0 ~ +40

사용전원 충전지, 아답터

짐판 크기(mm) 306(W) x 222(D)

제품 크기(mm) 330(W) x 346(D) x 107(H)

제품 무게(kg) 4.5

다양한 외부장치 연결 가능

200개의 메모리 지원

최대 10톤까지의 외부 플랫폼 연결 가능

알람을 이용한 중량/수량비교 기능(HI/OK/LO)

3색 백라이트 컬러(빨간색, 노란색, 녹색)

감량개수 기능

모델명 EC-II

최대표시(kg) 3 6 15 30

한눈의 값(g) 0.2 0.5 1 2

분해도 1/12,000 ~ 1/15,000

표시부 6/6/6(중량/단위중량/수량)

디스플레이 타입 LCD(블루백라이트)

사용온도 범위(℃) 0 ~ +40

사용전원 충전지, 아답터

짐판 크기(mm) 306(W) x 222(D)

제품 크기(mm) 330(W) x 346(D) x 107(H)

제품 무게(kg) 4.5 옵션 : 티켓프린터(DEP-50), 라벨프린터(DLP-50), 외부 플랫폼, 경광등(램프), 외부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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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

ECB

AC

계수비교 기능

견고한 알루미늄 다이케스팅 플랫폼 사용 / 스테인레스 짐판 사용

모델명 CS

최대표시 (kg) 2.5 5 10 25

한눈의 값 (g) 0.5 1 2 5

분해도 1/5,000

표시부 5/5/5(중량/단위중량/수량)

디스플레이 타입 VFD

사용온도 범위 (℃) -10 ~ +40

사용전원 AC 220V, 50/60Hz

짐판 크기 (mm) 306(W) x 215(D)

제품 크기 (mm) 350(W) x 325(D) x 105(H)  

제품 무게 (kg) 5.3

인디케이터 상하/좌우 각도 조절 가능

124개의 메모리(단위중량, 용기값, item번호), 24개의 직접메모리키, 100개 간접메모리

합산기능(최대 99회 가능) / 엠보처리된 48개의 키

중량/계수 비교 기능(HI/LO값 설정) / 100시간 연속 사용 가능 

모델명 ECB

최대표시 (kg) 30 75 150 250

한눈의 값 (g) 2 5 10 20

분해도 1/15,000 1/12,500

표시부 6/6/6(중량/단위중량/수량)

디스플레이 타입  LCD(블루백라이트)

사용온도 범위 (℃) 0 ~ +40

사용전원 충전지, 아답터

짐판 크기 (mm) 400(W) x 500(D)

제품 크기 (mm) 500(W) x 720(D) x 760(H)

제품 무게 (kg) 16.5

계수비교 기능 

견고한 알루미늄 다이케스팅 플랫폼 사용

각도 조절이 용이한 인디케이터 사용 / 스테인레스 짐판 사용

모델명 AC

최대표시(kg) 25 50 100

한눈의 값(g) 5 10 20

분해도 1/5,000

표시부 5/5/5(중량/단위중량/수량)

디스플레이 타입 VFD

사용온도 범위(℃) -10 ~ +40

사용전원 AC 220V, 50/60Hz

짐판 크기(mm) 420(W) x 510(D)

제품 크기(mm) 420(W) x 610(D) x 825(H)

제품 무게(kg) 19

옵션 : 티켓프린터(DEP-50), 라벨프린터(DLP-50)

벤치저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