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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I
최대 1/3,000 분해능 지원

손으로 잡기 편한 인체공학적 설계

RS232 통신

후면 디스플레이 (옵션)

모델명 SW-II

최대표시 (kg) 3 6 15 30

한눈의 값 (g) 1 2 5 10

분해도 1/3,000

디스플레이 6 Digit LCD (115x39.5mm) & 백라이트(백색)

사용온도 (℃) -10 ~ 40

사용전원 1.5V x 3 unit (D size Battery) or 6V Adapter

전지사용시간 망간 300시간, 알카라인 600시간

짐판 크기 (mm) 226 (W) x 187 (D)

제품 크기 (mm) 250 (W) x 281 (D) x 110 (H)

제품 무게 (kg) 1.8 옵션 : 후면 디스플레이, 아답터

SW-1S

옵션 : AC아답터(9V/1.5A), 먼지보호커버

절전형 전원 자동 꺼짐 기능

25mm 대형 고휘도 LCD 디스플레이

장시간 배터리 사용 

모델명 SW-1S

최대표시 (kg) 2 2 5 10 20 30

한눈의 값 (g) 0.5 1 2 5 10 10

분해도 1/4,000 1/2,000 1/2,500 1/2,000 1/2,000 1/3,000

표시부 5자리(중량)

디스플레이 타입  LCD

사용온도 (℃) -10 ~ +40

사용전원 건전지, 아답터

전지사용시간 알카라인 전지: 800시간 / 망간 전지: 400시간

짐판 크기 (mm) 230(W) x 190(D)

제품 크기 (mm) 260(W) x 287(D) x 137(H)

제품 무게 (kg) 2.8

SH
로드셀 잠금장치 장착

미끄럼 없이 적제하여 보관 가능

중량 초과/미달 감지 장치

1.2cm 고휘도 LCD 디스플레이 사용

절전형 전원 자동 꺼짐 기능

모델명 SH

최대표시 (kg) 200 2,000 5,000

한눈의 값 (g) 0.1 1 2

분해도 1/2,000 1/2,000 1/2,500

표시부 6자리(중량)

디스플레이 타입 LCD

사용온도 (℃) +5 ~ +35

사용전원 건전지, 아답터

전지사용시간 300 시간

짐판 크기 (mm) Ø130

제품 크기 (mm) 145(W) x 205(D) x 45(H)

제품 무게 (kg) 0.4 옵션 : AC 아답터(9V, 300mA)

▶ 후면 디스플레이(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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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series

모델명 RE-200 RE-500

최대표시 (g) 200 500

한눈의 값 (g) 0.05 0.1

분해도 1/4,000 1/5,000

표시부 5자리(중량)

사용온도 범위 (℃) -5 ~ +35

사용전원 건전지

휴대가 편리한 포켓 사이즈

육가공 / 정육점 / 야채 / 청과 / 수산시장 / 레스토랑 / 다양한 유형의 유통매장 및 산업환경

휴대용으로서 전기없이 어디서나 사용가능

휴대용 저울중 최고의 정밀도

손쉬운 중량고정

절전형 자동 전원꺼짐 기능

짐판덮게 적용

간편한 터치스크린 방식

블루백라이트 적용

사용분야 및 납품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