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outTM Pro Balance
사용 설명 매뉴얼

준수에 대한 선언
다음과 같이 서명 된 제작사인
Ohaus Corporation
19A Chapin Road
P.O.Box 2033
Pine Brook, NJ 07058
USA
는 다음 제품들이 아래에 열거된 EEC 법령을 준수함을 선언합니다(일부 및 전체 수정 포
함).
저울 모델: SP202, SP401, SP402, SP601, SP2001, SP2001N, SP4001, SP6000,
SPE123, SPE202, SPE402, SPE401, SPE601, SPE2001, SPE4001, SPE6000,
SPU123, SPU202, SPU402, SPU401, SPU601, SPU2001, SPU4001, SPU6000,
SPG2002F, SPG402F, SPG401F, SPG601F, SPG2001F, SPG4001F, SPG6000G,
SPS202F, SPS402F, SPS401F, SPS601F, SPS2001F, SPS4001F, SPS6000F, JS40,
JS500, JS1200
표 시

법

령

표

준

73/23/EEC
지정된 전압 한계 내에서의 사용
을 위한 전기 장치

EN60950: 1992 + A1: 1993
+ A2: 1993 + A3: 1995 +
A4: 1997

89/336/EEC
전자기 호환성

EN61326: 1997 +A1:1998
측정, 제어 및 실험용 클래스
B 전기 장비

오하우스 주식회사의 ISO 9001 인증 – 미 주재 오하우스 주식회사는 Bureau Veritus
Quality International(BVQI)에 의해 1994년 실험되고 평가되어 ISO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는 미 주재 오하우스 주식회사가 품질관리 및 품질 인증 (ISO 9000 시리즈)에 대한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 품질 시스템을 보유함을 인증하는 것입니다. 그 품질 시스템이 적절한 방
법으로 작동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반복적인 감사가 BVQI에 의해 실행됩니다.

FCC 노트: 본 장비는 FCC 규정 제 15장에 따라, Class B 디지털 장치에 대한 한계 값에
따르도록 실험되고 근거 되었습니다. 이 한계 값들은 주거 환경 설치 시 해로운 장애에 대
한 합리적인 보호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본 장비는 라디오 주파수 에너지를 발생
시키고, 사용하며 방출할 수도 있고, 만일 그 사용 설명 매뉴얼에 따라 설치되지 않고 사
용되지 않는다면, 라디오 통신에 해로운 장애를 초래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가 특
정 설치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만일 이 장비가 라디오나 텔레
비전 수신에 해로운 장애를 발생시키고, 그것이 본 장비를 끄거나 켬으로써 예측될 수 있
다면,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방법으로 그 장애를 수정하기 위해 노력
을 기울여야 합니다:
• 수신 안테나의 방향을 바꾸거나 재배치
• 장비와 수신기 간의 간격을 넓힘
• 수신기에 접속된 것과 다른 회로 상의콘센트에 본 장비를 연결함
• 판매자에게 문의하거나 숙련된 라디오/TV 기술자에게 문의
이 클래스 B 디지털 장치는 캐나다식 ICES-003을 준수합니다.

AS/NZS4251.1

AS/NZS4252.1

방출 및 면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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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Scout Pro는 자동 최적화, 디스플레이 홀드, 합계 그리고 % 무게측정과 함께 부품 계산
기능을 제공합니다. 모델로는 200g 에서 6000g 까지의 범주로 이용 가능합니다.
Scout Pro는 다음과 같은 많은 표준 기능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배터리 혹은 AC 어댑터 작동 (AC 어댑터 내재)

•

절대적으로 필요한 안전 받침대

•

프로그램 가능한 자동 차단 장치

•

일부 모델에 포함된 스팬 캘리브레이션 매스들

•

선택적으로 이용 가능한 USB 혹은 RS232 인터페이스

안전 예방 대책
아래에 열거된 안전 예방 대책들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주

의:

•

부식성 연기 주변에서 저울을 작동하지 말 것.

•

저울과 함께 제공된 어댑터만 사용.

•

Scout Pro 저울을 수리하기 위해 노력하지 말 것.

•

저울에 플러그를 꼽기 전에, 전원 어댑터의 전압과 플러그가 맞는지를
확인할 것.

2. 설

치

포장 풀기
배달이 완벽하게 이루어 졌는지 확인합니다. 만일 부품들이 누락되었다면 여러분의 오하
우스 딜러에게 연락 바랍니다. 여러분의 Scout Pro 패키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
니다:
- Scout Pro 저울

- 무상 보증 카드

- AC 파워 어댑터

- 플랫폼

- 사용 설명 매뉴얼

- 캘리브레이션 매스들
(일부모델)

추후 운송을 위해 포장 재료들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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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품 설치
선적 잠금 장치 해제
저울 상단에서, 잠금을 풀기 위해 포인터를
90도 시계반대 방향으로 돌립니다.

선적 잠금 장치 해제

플랫폼 설치
직사각형 플랫폼이 있는 저울들은 보여지는 것처럼 서브 플랫폼 안에 놓고 잠길 때 까지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립니다. 둥근 플랫폼들은 수직으로 바로 아래에 놓여집니다.

플랫폼 설치

안전 받침대
안전 받침대는 저울이 옵션 케이블과 잠금 액세서리에 의해 보호되어지도록 저울의 후면
에 제공됩니다.

위치 선정
최상의 성능을 위해, Scout Pro 저울은 깨끗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과도한 통풍, 급속한 온도 변화 자기장 근처 혹은 자기장 또는 진동을 발생시키는 장비
근처에서는 이 저울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수평 조절이 가능한 저울
수평 받침대와 수평기포를 보유하고 있는
저울들은 사용 전에 반드시 수평이 맞추어
져야만 합니다. 정확한 수평 조절을 위해서
는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포 수평 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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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연결
배터리 설치
배터리 구획 내에 보여지는 것처럼 극성에
맞게 4개의 “AA” 배터리들을 설치합니다.

AC 어댑터 설치
저울의 뒷부분 위에 있는 잭에 AC 어댑터
를 연결합니다.

3. 작

동

제어 및 디스플레이 기능의 개요

배터리 및 AC 전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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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명 칭

기

능

1.

Feet1

일부 모델에서 수평을 맞추기 위해 제공

2.

Spirt Level1

레벨 표시 제공

3.

플랫폼

무게측정 플랫폼, 원형 혹은 직사각형

4.

PRINT Unit 버튼

데이터 인쇄 및 단위 선택을 위해 행을 옮기고, 단위 이동

5.

디스플레이

아이콘을 갖춘 LCD 디스플레이

6.

잠금 스위치

일부 메뉴 기능을 잠금.

7.

ON/ZERO Off 버튼 On/Off, Zero, 메뉴로 진입하고 메뉴 설정을 적용

8.

USB or RS232 포트 RS232 작동 혹은 USB를 위한 옵션 키트

9.

안전 받침대

옵션 외장형 케이블과 잠금을 위한 저울 부품

10.

파워 입력 잭

AC 어댑터를 위한 커넥터

11.

7-segment LCD

6-digit LCD 디스플레이의 부분

12.

괄호

보조 표시

13.

G

(사용되지 않음)

14.

N

(사용되지 않음)

15.

%

퍼센트 무게측정 표시

16.

PC

부품 계산 동안 조각 표시

17.

kg

킬로그램으로 무게 표시

18.

dwt

pennyweights 으로 무게 표시

19.

g

그램으로 무게 표시

20/22. ozt

troy ounces로 무게 표시

21.

t

tales 혹은 totalize 모드로 무게를 표시

22.

oz

온스로 무게 표시

23/22. lb:oz

파운드:온스로 무게 표시

23.

lb

파운드로 무게 표시

24.

.

소수점

25.

*

안정성 표시기. 안정된 무게를 표시

26.

-

마이너스 기호

27.

(사용되지 않음)

28.

배터리 표시기는 남은 전력이 약 20분으로 떨어졌을 때
깜빡임

참고: 1. 일부 모델들은 leveling feet 와 spirit level이 함께 제공됨
2. 단위 측정은 모델에 따라 다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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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 기능
두개의 스위치가 주어진 메뉴로 액세스하고, 기능을 선택하고 그것을 켜거나 끄는데 필
요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ON/ZERO OFF 버튼
주 기능 (On-Zero) – 저울을 켭니다. 만일 저울이 켜져 있다면, 디스플레이를 0에 맞춥니
다.
부 기능 (Off) – 저울을 끕니다. OFF는 버튼이 3초 동안 눌려진 후 디스플레이 될 것입니
다. Display Hold or Totalize mode 에서, 오래 누르게 되면 저울이 꺼지지 않고 그 모드
에서 빠져 나가게 됩니다.
메뉴 기능 –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5초 이상 오래 누르게 되면 저울은 Menu mode
로 진입하게 됩니다. 짧게 누르는 것은 디스플레이 상에서의 설정을 승인하는데 사용됩
니다.

PRINT Unit 버튼
주 기능 (PRINT) – 프린트 명령어를 인터페이스 포트로 전송합니다. 만일 Display Hold
or Totalize mode가 활성 되어 있다면, 짧게 누름으로써 그 모드에 진입하게 할 것입니다.
부 기능 (unit) – 단위 선택을 위해 행을 옮깁니다. 원하는 단위가 선택되면 놓습니다.
메뉴 기능 – 디스플레이상에서 보여지는 설정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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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울 작동을 위해 사용되는 기호
기호들은 저울의 셋업과 작동을 간소화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각 기호에 대한 설명은 다
음과 같습니다.
누름
손가락 기호 옆에 있는 시계 기호들은 버튼을 누르는데 필요한 시간의 길이
를 표시합니다.
1초 잠깐 누름
3초 더 누름
5초 더 누름
액션을 시작하는데 사용되는 패널 제어 버튼

디스플레이들은 저울 상에 실제 나타나는 것처럼 보
여집니다. 200g 용량의 모델이 이 매뉴얼에서 보여지
는 디스플레이로 사용되었습니다.
최종 디스플레이로 행을 옮김을 표시합니다. 최초 및 마지막 디스플레이가
보여집니다.
다음 디스플레이로의 진행을 표시합니다.

저울 켜기

저울 끄기

SCOUT PRO

메뉴 운행
메뉴 구조

참고:
1.
이용 가능한 단위에 대해서는 사양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LFT 모델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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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진입
저울 내에 4가지의 주 메뉴가 있습니다: .C.A.L., .S.E.T.U.P., .U.N.I.T.S. 그리고 .E.N.D.

저울 끄기와 잠금 스위치 끄기로 시작합니다(21페이지 참조).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별 메뉴 아이템 승인/통과
디스플레이 된 메뉴 아이템과 함께 시작합니다.
(짧게 누름으로써 메뉴
를 진행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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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U.P. 메뉴로 진입
.S.E.T.U.P. 메뉴는 Auto-Off, LFT(일부 모델), Linearity Calibration, Mode(Display
Hold, Totalize) 그리고 END를 포함합니다. Auto-Off와 LFT는 ON 혹은 OFF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Display Hold, 그리고 Totalize는 Mode 서브 메뉴로 진입하도록 요구할 것
입니다.
.C.A.L. 메뉴부터 시작합니다.

Auto-Off 혹은 LFT를 위해 ON 혹은 OFF
를 선택합니다. Display Hold 혹은
Totalize로 진입하기 위해, 여러분은
Mode 서브 메뉴로 우선 진입해야만 합
니다.

Display Hold 혹은 Totalize Mode 켜기
참고: 한번에 하나의 모드만이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S.E.T.U.P. 메뉴에서 시작합니다.

원하는 모드에서 YES를 선택하고, 계속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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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U.P. 메뉴에서 빠져 나오기
원하는 메뉴 아이템에서 ON/OFF 혹은 YES/NO를 선택하고, .E.N.D. 메뉴로 진행합니다.

.U.N.I.T. 메뉴로 진입
.U.N.I.T. 메뉴는 측정 단위, PC (부품 계산), % 무게측정, 그리고 END를 포함합니다. 단
위는 모델 타입에 따라 다양합니다. 어느 단위를 켜거나 끌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U.N.I.T. 메뉴에서 시작합니다. 각 단위에 대해 ON 혹은 OFF를 선택합니다.

참고: PRINT UNIT 버튼을 반복해서 누르면 모든 단위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은 ON 혹은 OFF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품 계산은 다소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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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계산
계산 모드에는 두 가지 타입(표준 혹은 강화)이 이용 가능합니다

.U.N.I.T. 메뉴에서 빠져 나오기
.S.E.T.U.P. 메뉴에서 빠져 나오는 것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캘리브레이션
스팬 캘리브레이션
스팬 캘리브레이션은 두 가지 캘리브레이션 포인트, 즉 0점과 명시된 캘리브레이션 무게
값을 사용합니다. 캘리브레이션을 시작하기 전에, 잠금 스위치가 꺼져 있는지를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플랫폼을 깨끗이 합니다.
참고: 캘리브레이션 매스 값은 저울의 용량에 따라 다릅니다. 캘리브레이션 후, 저울은
현재 선택된 무게 측정 모드로 돌아 갑니다.
저울 끄기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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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팬 캘리브레이션 (계속)

선형 캘리브레이션
선형 캘리브레이션은 세 개의 캘리브레이션 포인트를 사용합니다; 0점, 중간-눈금, 총 눈
금. 선형 캘리브레이션은 .S.E.T.U.P. 메뉴에서 선택되어지고 YES로 설정되어야만 합니
다. 캘리브레이션을 시작하기 전에, 잠금 스위치가 꺼져 있는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플랫폼을 깨끗이 합니다. 저울 끄기와 함께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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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
Scout Pro 어플리케이션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무게 측정, 부품 계산, 퍼센트 무게측정,
디스플레이 홀드 그리고 합계.

무게측정
저울을 켜면서 시작합니다.

용기무게와 함께 무게 측정
용기 무게 계산은 용기 무게를 0점화 하는 것입니다. 저울을 켜서, 플랫폼 상에 빈 용기
를 놓습니다. (디스플레이 보기는 23g의 용기 무게를 표시합니다.)

참고: 플랫폼에서 용기와 재료를 치우는 것은 저울이 마이너스 숫자로 용기의 무게를 표
시하게 할 것입니다. 용기 무게가 계산된 무게는 ON/ZERO Off 버튼이 다시 눌러 지거나
저울이 꺼질 때 까지 남겨집니다.
(재료와 함께 용기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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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계산
부품 계산은 PC가 .U.N.I.T.메뉴에서 켜져 있을 때만 이용될 수 있습니다. 부품 계산 모
드에는, 부품 계산의 두 모드(일반과 강화)가 있습니다. 일반 부품 계산에서, 저울은 본연
의 참조 양으로 부품의 평균 무게를 기초로 한 양을 측정합니다. 강화 모드에서는, 추가
부품이 본래 숫자와 동일하게 혹은 미만으로 플랫폼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추가 참조 양
은 보다 정확한 평균 부품 무게를 생산합니다.

일반 부품 계산

강화 부품 계산
(50미만 추가)

참고: 강화 계산을 위한 진행 절차는 추가된 양을 제공하는 것이 본연의 엔트리 보다 미
만일 필요가 있을 때 마다 반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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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계산 (계속)
다양한 부품들을 계산하기 위해, PC가 다시 나타날 때까지 Unit 버튼을 누
르고 있다가 놓습니다.

퍼센트 무게측정
퍼센트 무게측정은 Percent가 .U.N.I.T. 메뉴 내에서 켜져 있을 때만 이용할 수 있습니
다. 퍼센트 무게 측정은 저울 위에 참조 무게를 놓고 그때 그 참고 값의 퍼센트로 다른
로드를 관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조 무게 값은 100%와 동일합니다. 무게측정 모드
에서 시작하고 디스플레이를 0점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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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참조 값 구축

디스플레이 상에 %가 다시 나타날 때 까지 누르고 있다가 놓습니다.

새로운 참조 무게를 위해 위 절차를 반복합니다.

무게 측정에서 빠져 나가기
원하는 단위가 디스플레이 될 때 까지 누르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홀드
디스플레이-홀드는 .S.E.T.U.P. 메뉴 내에 모드 서브 메뉴에서 홀드가 켜져 있을 때 만 이
용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홀드 모드는 가장 놓은 안정된 값을 캡쳐하고 저장합니다.
디스플레이 되었을 때, 안정된 아이콘이 깜빡일 것입니다. 참고: 단위는 디스플레이-홀드
모드에 있을 때 변경될 수 없습니다.

SCOUT PRO

EN-19

디스플레이 홀드에서 빠져 나오기

디스플레이 홀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위 절차를 반복합니다.

합계
합계는 Total이 .S.E.T.U.P. 메뉴 내 모드 서브 메뉴에서 켜져 있을 때만 이용할 수 있습
니다. 합계는 무게 측정 시리즈의 저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합계 모드는 “t”와 현재 단위,
예를 들어 (g)가 디스플레이 되었을 때 생성됩니다. 총 무게가 보여졌을 때, “t” 표시기
는 깜빡일 것입니다. 참고: 단위는 디스플레이-홀드 모드에 있을 때 변경될 수 없습니다.

무게가 제거될 때 까지 총 무게가 디스플레이 상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 총 무게는 메
모리에 기억됩니다. 총 무게는 999999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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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소거/빠져 나오기
다음 단계를 실행하는 것은 모든 합산된 메모리를 소거하게 될 것입니다.

추가 기능
하단 무게 측정
Scout Pro는 특정 중량/밀도와 같은 어플리
케이션을 위해 하단에서 저울이 무게를 측정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저울은 일반적으
로 모든 받침대 상에 올려지고 지지 되고 수
평이 조절됩니다. 가느다란 와이어가 저울 바
닥에 내재된 고리에 부착됩니다. 그림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LFT (일부 모델에서의 Legal for Trade)
LFT가 활성화 되었을 때, 선형 캘리브레이션과 같은 저울 매개변수들과 다양한 측정 단
위들은 그 지역의 추 및 계량 승인을 위해 요구되어 지는 데로 꺼져 있게 됩니다. 진행하
기 전에 21페이지에 있는 잠금 스위치 및 저울 봉인 절차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LFT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S.E.T.U.P. 메뉴에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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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금 스위치
잠금 스위치는 저울 밑에 위치해 있고 모델에 따라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LFT 모델에서, 잠금 스위치는 승인을 위해 요구되는 캘리브레이션 설정과 다른 매개변수
들을 잠급니다. 비 승인된 모델에서, 잠금 스위치는 비 공인된 수정을 막기 위해 메뉴 모
드를 잠그는 데 사용됩니다.
메뉴를 잠그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처럼, 저울의 바닥 위 탭 옆으로 잠금 스위치를 배치
합니다.

잠금 스위치

저울 봉인
추 및 계량 기관이 저울을 실험하고 승인한 후, 반드시 저울은 봉인되어져야만 합니다.
ON(잠김) 위치에 잠김 스위치를 놓고, 잠김 스위치와 탭 내부 구멍을 거쳐 봉인 전선을
통과 시키고 리드 씰 혹은 종이 씰과 함께 닫습니다.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울 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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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

리

청소
적절한 저울 작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우징과 플랫폼을 청결히 유지해야 합니다. 만일
필요하다면 부드러운 세제를 묻힌 천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부스러기가 있는 지 플랫폼
밑을 확인해서 제거합니다. 안전하고 건조한 장소에 캘리브레이션 매스들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AC 어댑터의 플러그를 뽑아 놓습니다. 오랜 기간 저장하
기 위해서는 배터리를 제거합니다.

고장 수리
증

상

가능한 원인

처

치

1.파워 어댑터가 연결되지
않음
2.배터리들이 소모됨

1.AC 어댑터를 연결

배터리 표시기가 깜빡임

배터리가 약함

배터리들을 교체

부정확한 무게 판독

1.캘리브레이션이 되지 않
은 저울
2.저울이 무게측정 전에
재 0점화 되지 않음

1.저울을 캘리브레이션 함

캘리브레이션 절차가 작동
하지 않음

부정확한 캘리브레이션 매
스들이 사용됨

정확한 캘리브레이션 매스들
을 사용
에러 코드 노트 ERR4참조

특정 무게 측정 단위에서
무게가 디스플레이 할 수
없음

1.무게측정 단위가 메뉴에
서 활성화 되지 않음

1.원하는 단위를 ON으로 설
정하기 위해 Units 메뉴 사용

2.모드가 단위 변경을 방
해함

2.Hold or Totalize 모드에서
빠져 나옴

저울 판독이 불안정함

저울 위치가 에어컨으로부
터 통풍이 있거나 작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근처
장비로부터 진동이 있을
수 있슴

외부 기류나 진동으로부터
저울을 이동시키거나 보호

에러 코드가 디스플레이
됨

다양한 내부 및 외부 문제
가 원인이 될 수 있슴

에러 코드표를 참조하여 적
절한 액션을 취함

디스플레이 되지 않음

2.배터리들을 교체

2.플랫폼 상에 무게를 놓지
않고 ON/ZERO Off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나서 아이템
의 무게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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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러 코드 목록
내부 및 어떤 외부 문제가 저울에 발생했을 때, 내부 소프트웨어는 에러 코드처럼 메시지
를 디스플레이 할 것입니다. 설명이 가능한 문제를 위해 부여됩니다. 표시된 번호대로 교
정하시기 바랍니다.

에러 코드
Err1 chEct

무효한 체크섬 데이터
a) 저울 ON/OFF 교환,
b) 저울은 서비스 받아야 함

Err2 LoAd

초과(>용량 +90d) 혹은 미달
a) 로드 제거,
b) 선적 잠금 상태 확인,
c) 재 캘리브레이션

`

Err4 WElght

부정확한 캘리브레이션 무게
a) 정확한 캘리브레이션 무게 사용,
b) 환경 조건 확인

Err5 999999 디스플레이 된 값이 >99999
a) 어플리케이션에서 빠져 나와,
Err6 count

b) 저울을 다시 0점화 시킴
부품 계산 에러 – 저울이 부품 계산에서 빠져 나옴
a) 어플리케이션에서 빠져 나와,
b) 저울을 재 0점화 함

Err8 FULL

RS232 버퍼가 가득 참.
a) ON/OFF 순환,
b) 저울과 컴퓨터에서의 RS-232 설정 확인

Err9 dAtA

내부 데이터 에러. 다음 버튼을 누르거나 5초 타임 아웃이
저울을 꺼지게 함
a) ON/OFF 순환,
b) 서비스를 위해 저울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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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서리

제품 번호
RS232 인터페이스 키트 (케이블 포함)

71147376

USB 인터페이스 키트 (케이블 포함)

71147377

안전 장치

76288-01

Hard Shell Carrying Case

77256-01

Impact Printer

SF42

Impact Printer Paper 5 pack

78204-01

Cable for SF42 Printer

AS017-06

Scoops:

알루미늄,
3.62 x 4.50 x 1.0”/9.20 x 11.34 x 2.54cm

4590-10

Black anodized, aluminum,
3.62 x 4.50 x 1.0”/9.20 x 11.34 x 2.54cm

4590-30

알루미늄,
1.5 x 2.00 x 0.43”/3.81 x 5.08 x 1.11cm

5076-00

Gold anodized aluminum,
2.25 x 3.00 x 0.75”/5.71 x 7.62 x 1.90cm

5077-00

캘리브레이션 매스들:
필요한 매스에 대해서는 사양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0g

51015-05

200g

51025-06

300g

51035-05

500g

51055-06

1000g

51016-06

2000g

51026-02

120V/60Hz USA

12102320

230V/50Hz Europe

12102321

230V/60Hz Australian

12102323

230V/50Hz UK

12102322

100V/50Hz Japan

12102324

230V/60Hz China

12104881

AC 어댑터:

SCOUT PRO

5. 기술 자료
사양

EN-25

EN-26

용량 x 판독력

SCOUT PRO

SCOUT PRO

EN-27

유한 무상 보증
오하우스 제품들은 무상 보증 기간 동안 선적 일로부터 재료 및 제작품에 있어서
의 결함을 무상 보증 합니다. 무상보증 기간 동안 만일 제품이 오하우스로 운임
이 지불되어 반송되었다면, 오하우스는 결함이 증명된 부품들을 무료로 수리하
거나 혹은 선택적으로 교체해 드릴 것입니다.
만일 제품이 사고 혹은 오용에 의해 손상되었거나 방사성 혹은 부식성 물질에 의
해 노출되었거나 제품 내부를 관통하는 외부 물질이 있었거나 혹은 오하우스 외
에 다른 사람에 의한 서비스 혹은 수정의 결과에 의한 것일 경우에 이 무상 보증
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합하게 회수된 무상 보증 등록 카드를 대신하여, 무상
보증 기간은 공인된 딜러에게 선적된 날부터 시작합니다. 오하우스에 의해 다른
표현 혹은 함축된 무상 보증은 전혀 없습니다. 오하우스 주식회사는 어떤 필연적
인 손상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무상 보증 등록은 州간에 나라 간에 상이하므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오하우스나
여러분 지역의 오하우스 딜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오하우스 주식회사
19A Chapin Road,
P.O.Box 2033
Pine Brook, NJ 07058, USA
Tel: (973) 377-9000
Fax: (973) 593-0359
With offices worldwide.
www.ohau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