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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장점 

PZ30W/ PZ60W 

디지털  블루투쓰 정량저울  

세계적인 저울 제조원 디텍토의 PZ군 무선 성분저

울은 저울 짐판과 표시기 사이를 무선으로 연결하

므로 바쁜 음식 조리대에서 전선으로 인한 조리작

업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PZ군은 14인치x 14인치 스테인리스강 짐판, 15킬

로그램 또는 30킬로그램 용량, 큰 1 인치 높이 액

정표시기, 빠른 응답시간, 벽 장착 금구 및 NSF인

증을 갖추고 있습니다.  

 

독특한 방식으로 흔들어 손을 대지 않고 용기무게 

삭제기능을 사용하면 단추를 누르지 않아도 용기

(tare)무게를 영점화 할 수 있습니다.  

 

이 편리한 기능을 사용하면 바쁜 조리주방에서 빠

르고 깔끔한 음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PZ30W 

및 PZ60W는 짐판 및 표시기용 AC어댑터를 포함하

여 즉시 무게를 측정하고 무게를 측정하는 데 필요

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PZ군은 표준 상용 AA건전지를 사용합니다. 

•  14인치x 14인치 스테인리스강 계량대 

•  선택할 수 있는 3개의 무선대역 

•  15킬로그램 및 30킬로그램 용량 선택주문 가능 

•  AA건전지사용가능 

•  짐판 및 표시기에 AC어댑터 사용가능 

•  큰 1인치/ 25mm 표시기 

 

•  NSF 승인 

•  빠른 응답 시간 

•  벽부용 장착 금구 

•  용기무게를 손을 대지 않고 손을 흔들어서  

   용기무게 영점화 

•  짐판과 표시기 간의 혼잡한 배선연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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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량(PZ30W) 
0- 5 kg x 0.002 kg/ 

 5-15 kg x 0.005 kg 

2. 용량(PZ60W) 

30kg x 0.01kg 

무게단위: lb, 온스(10진수); lb,  

온스(분수); 킬로그램 

무게표시 1인치 크기의 액정표시기 

표시기크기 16.8W x 7.6D x 4.6H Cm 

짐판크기 35.6가로x 35.6세로x 4.1cm높이Cm 

단추 ON/ OFF, 정지, 용기, 단위, 대역 

전원 

AA건전지, 짐판용 6개, 표시기용 4

개; 15VAC어댑터, 짐판용과 표시기

용 각 1개 

동작온도 0~ 40℃ 

인증 NSF 

제품 순중량 3.2 kg 

배송무게 4 kg 

UPC코드(PZ30W) 809161203509 

배송크기: 40 cm x 40 cm x 10 cm 

기술 규격 

표시기 벽부착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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