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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특징

선택사양

제품사양 제품크기

Unit :mmModel CASTON III   PLUS

최대표시(ton) 0.5 1 2 3 5 10 15 20 30 50

한눈의 값(kg) 0.2 0.5 1 1 2 5 5 10 10 20

디스플레이 타입 5자리 고휘도 LED(문자높이:38mm)

동작온도(˚C) -10 ~ +40

전원사용 DC 12V 충전용 배터리

전력소비 1.2 ~ 2.4W

램프표시 영점, 용기, 홀드, 저전압 배터리경고

사용시간(연속) 40 시간

충전시간 8 시간

선택사양
Sun visor(햇빛 가리개), Bluetooth 통신,

TWN(핸디타입 무선 인디케이터)

제품무게(kg) 28 28 28 28 31 44 53 76 220 390

회전식 후크 적용밝고 선명한 LED 
디스플레이

견고하고 습기에 
강한 구조

CASTON III  PLUS

Crane Scale
CASTONIIIPLUS는 견고한 알루미늄 다이케스팅 케이스와 IP66 방수/방진 구조로 

창고 및 주조 공장 등 고용량 계량이 필요한 거친 산업환경에 적합하며, 

정확한 무게값을 제공합니다.

또한, 간편한 배터리 교체, TWN 연동, SUN VISOR 등과 같이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설계 및 기능으로 보다 간편하고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 밝고 선명한 LED 디스플레이

• 견고한 IP66 방수/방진 구조

• 리모트 컨트롤러

• 회전식 후크 적용

• 간편한 배터리팩 교체

• Sun visor(햇빛 가리개)

• Bluetooth 통신

• TWN(핸디타입 무선 인디케이터)

Unit :mm

최대표시 A B C D E F G

10,000 kg 667 370 Φ83 845 53 42 57.5

15,000 kg 682 370 Φ99 886 57.5 50 66

20,000 kg 725 370 Φ127 990 76.5 60.5 76.5

30,000 kg 895 450 Φ146 1,200 76 76 116

50,000 kg 1,400 450 Φ184 1,520 105 99.5 152

최대표시:500~5,000 kg

최대표시:10,000~50,000 kg

www.cas . co . k r
서울사무소_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0-1 카스빌딩
TEL_ 02 2225 3500   FAX_02 475 4668/9

지방지점
부산 l 051 313 3626 대구 l 053 356 7111 인천 l 032 434 0281  
광주 l 062 363 0262 순천 l 061 725 0262 대전 l 042 672 1015 
전주 l 063 211 4661 마산 l 055 255 4371 울산 l 052 267 3626 

영업소
수원 l 031 8015 4295 천안 l 041 621 1015 구미 l 054 363 0262



 

  

CASTON III PLUS CONNECTION

핸드 볼트를 통해 손쉽게 배터리팩을 교체할 수 있으며 배터리 팩과 충전기 연결이 쉬워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배터리팩 교체

| Crane ScaleCASTON III  PLUS

Charger
Battery pack

컴팩트 사이즈 및 휴대가 용이한 구조

데이타 저장 가능

320x240 사이즈의 TFT LCD 디스플레이 및 숫자/
문자/기능 키패드를 적용하여 조작이 간편하며, 
Suncap 통해 외부에서도 정확히 무게값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TFT LCD 디스플레이 및 숫자/문자 키패드, SUNCAP 적용

품목 100개 및 무게 데이타 5000개(날짜 및 시간, 총종중량 데이터 포함) 저장이 
가능합니다.

Hardware

제품특징
• 컴팩트한 사이즈 휴대 용이

• TFT LCD 디스플레이 및 SUNCAP 적용

• TWN-PC간 USB  통신 가능

• 모바일 프린터 연결 가능(유선/무선 선택가능)

사용환경

회전식 후크 적용

회전식 후크를 적용하여 계량시 안전성 
및 무게값의 정확성을 보장합니다.

견고한 케이스를 통해 거친 산업환경과 고용량을 
필요로 하는 실내외 사용환경에 적합합니다. 
또한, IP66 방수/방진 구조로 습기와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SUN VISOR(햇빛 가리개)는 CASTON III PLUS의 
실외사용시 디스플레이의 가독성을 높여 주어, 
사용자가 무게값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견고한 IP66 방수/방진 구조

SUN VISOR 장착(선택사양)

리모트 컨트롤러

TWN과 블루투스 연동(선택사양)

TWN과 블루투스 연동이 가능하여 
TWN에서 쉽게 무게값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원 ON/OFF 및 영점, 용기, 
홀드, 프린트 소계·합계 기능의 
다양한 기능을 TWN으로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밝고 선명한  LED 디스플레이

밝고 선명한 LED 디스플레이(문자 높이:38mm)
를 통해 사용자가 무게값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CASTONIII PLUS 컨트롤 및 계량값 표시(CASTONIII PLUS ↔ TWN)

• 계량값 출력150(TWN ↔ MOBILE PRINTER)

• 계량값 업로드 및 품번/품목/사용자 메세지 업다운로드(TWN ↔ PC)

TWN은 컴팩트한 사이즈로 휴대가 용이하며 거치대가 있어 책상 및 테이블에 
거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차량용 거치대와 호환되어 차량 내부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리모트 컨트롤러를 통해 
전원, ON/OFF, 영점, 
용기, 홀드, 지움, 합계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TW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