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Gläser



Gläser / Jar 2016

53 ml (1.8 fl .oz) ø 43 mm

107 ml (3.6 fl .oz)  ø 48 mm

143 ml (4.8 fl .oz) ø 53 mm

212 ml (7.1 fl .oz) ø 53 mm

Füllmenge / Volume

Füllmenge / Volume

Füllmenge / Volume

Füllmenge / Volume

7.344

2.912

3.024

2.016

204

56

54

56

13.000

8.656

4.000

3.040

d203 d202 d205 d282 d243

d203 d202

d203 d202

53 ml Glas / Jar        rund / round

107 ml Glas / Jar        rund / round

143 ml Glas / Jar        rund / round

212 ml Glas / Jar        rund / round

d203 d202 d205 d282 d243



212 ml (7.1 fl .oz) ø 66 mmFüllmenge / Volume

2.16060 5.808

Gläser / Jar 2016

212 ml (7.1 fl .oz) ø 53 mmFüllmenge / Volume

97212 2.448

d203 d202

330 ml (11.1 fl .oz) ø 82 mmFüllmenge / Volume

2.59236 2.464

212 ml Glas / Jar        rund / round

212 ml Glas / Jar ,,Tripple Tonda“      rund / round

330 ml Glas / Jar        rund / round

d203 d202 d204 d205 d228 d206 d226 d207

d282 d241 d242 d243 d244 d245 d246 d265

d227

d268

d292 d293

d203 d202 d204 d205 d228 d206 d226 d207

d241 d242 d243 d246

d265

d227

d208 d229

d268 d292 d293 d394

d282 d283 d284



Gläser / Jar 2016

370 ml (12.5 fl .oz) ø 66 mmFüllmenge / Volume

96012 3.528

380 ml (12.8 fl .oz) ø 66 mmFüllmenge / Volume

1.00812 3.495

425 ml (14.3 fl .oz) ø 82 mmFüllmenge / Volume

1.83612 1.859

370 ml Glas / Jar        rund / round

380 ml Glas / Jar        rund / round

425 ml Glas / Jar        rund / round

d203 d202 d204 d205 d228 d206 d226 d207

d282 d241 d242 d243 d244 d245 d246 d265

d227

d268

d292 d293

d203 d202 d204 d205 d228 d206 d226 d207

d282 d241 d242 d243 d244 d245 d246 d265

d227

d268

d292 d293

d203 d202 d204 d205 d228 d206 d226 d207

d241 d242 d243 d246

d265

d227

d208 d229

d268 d292 d293 d394

d282 d283 d284



Gläser / Jar 2016

490 ml (16.5 fl .oz) ø 82 mmFüllmenge / Volume

1.08015 1.568

580 ml (19.6 fl .oz) ø 66 mmFüllmenge / Volume

93612 2.816

490 ml Glas / Jar        rund / round

580 ml Glas / Jar        rund / round

580 ml Glas / Jar        rund / round

580 ml (19.6 fl .oz) ø 82 mmFüllmenge / Volume

75612 2.535

d203 d202 d204 d205 d228 d206 d226 d207

d241 d242 d243 d246

d265

d227

d208 d229

d268 d292 d293 d394

d282 d283 d284

d203 d202 d204 d205 d228 d206 d226 d207

d282 d241 d242 d243 d244 d245 d246 d265

d227

d268

d292 d293

d203 d202 d204 d205 d228 d206 d226 d207

d241 d242 d243 d246

d265

d227

d208 d229

d268 d292 d293 d394

d282 d283 d284



Gläser / Jar 2016

720 ml Glas / Jar        rund / round

720 ml (24.3 fl .oz) ø 82 mmFüllmenge / Volume

72040 2.054

1062 ml Glas / Jar        rund / round

1062 ml (35.9 fl .oz)  ø 82 mmFüllmenge / Volume

57632 1.270 / 520 (Euro)

1110 ml Glas / Jar  „Würstchenglas“      rund / round

1110 ml (37.5 fl .oz) ø 82 mmFüllmenge / Volume

43224 1.352

d203 d202 d204 d205 d228 d206 d226 d207

d241 d242 d243 d246

d265

d227

d208 d229

d268 d292 d293 d394

d282 d283 d284

d203 d202 d204 d205 d228 d206 d226 d207

d241 d242 d243 d246

d265

d227

d208 d229

d268 d292 d293 d394

d282 d283 d284

d203 d202 d204 d205 d228 d206 d226 d207

d241 d242 d243 d246

d265

d227

d208 d229

d268 d292 d293 d394

d282 d283 d284



Gläser / Jar 2016

450 ml Glas / Jar „Verrine“       rund / round

450 ml (15.2 fl .oz) ø 100 mmFüllmenge / Volume

1.15248 1.573

d203

125 ml Glas / Jar  „Kaviarglas“     Sturzglas / mold Jar

120 ml (4.0 fl .oz) ø 66 mmFüllmenge / Volume

3.45648 4.896

167 ml Glas / Jar       Sturzglas / mold Jar

167 ml (5.6 fl .oz) ø 66 mmFüllmenge / Volume

2.48469 3.874

d203 d202 d204 d205 d228 d206 d226 d207

d282 d241 d242 d243 d244 d245 d246 d265

d227

d268

d292 d293

d203 d202 d204 d205 d228 d206 d226 d207

d282 d241 d242 d243 d244 d245 d246 d265

d227

d268

d292 d293



Gläser / Jar 2016

186 ml Glas / Jar       Sturzglas / mold Jar

186 ml (6.2 fl .oz) ø 82 mmFüllmenge / Volume

2.16060 2.618

230 ml Glas / Jar       Sturzglas / mold Jar

230 ml (7.7 fl .oz) ø 66 mmFüllmenge / Volume

1.62060 2.150

230 ml Glas / Jar       Sturzglas / mold Jar

230 ml (7.7 fl .oz) ø 82 mmFüllmenge / Volume

3.24045 2.548 / 2.002 (Euro)

d203 d202 d204 d205 d228 d206 d226 d207

d241 d242 d243 d246

d265

d227

d208 d229

d268 d292 d293 d394

d282 d283 d284

d203 d202 d204 d205 d228 d206 d226 d207

d241 d242 d243 d246

d265

d227

d208 d229

d268 d292 d293 d394

d282 d283 d284

d203 d202 d204 d205 d228 d206 d226 d207

d282 d241 d242 d243 d244 d245 d246 d265

d227

d268

d292 d293



Gläser / Jar 2016

262 ml Glas / Jar       Sturzglas / mold Jar

262 ml (8.8 fl .oz) ø 82 mmFüllmenge / Volume

1.44048 1.848

230 ml Glas / Jar      Zylinderglas / Cylindric Jar

230 ml (7.7 fl .oz) ø 82 mmFüllmenge / Volume

3.24045 2.156

340 ml Glas / Jar       Sturzglas / mold Jar

340 ml (11.5 fl .oz) ø 82 mmFüllmenge / Volume

2.16030 1.215

d203 d202 d204 d205 d228 d206 d226 d207

d241 d242 d243 d246

d265

d227

d208 d229

d268 d292 d293 d394

d282 d283 d284

d203 d202 d204 d205 d228 d206 d226 d207

d241 d242 d243 d246

d265

d227

d208 d229

d268 d292 d293 d394

d282 d283 d284

d203 d202 d204 d205 d228 d206 d226 d207

d241 d242 d243 d246

d265

d227

d208 d229

d268 d292 d293 d394

d282 d283 d284



Gläser / Jar 2016

350 ml Glas / Jar       Sturzglas / mold Jar

440 ml Glas / Jar       Sturzglas / mold Jar

350 ml (11.8 fl .oz) ø 82 mm

440 ml (14.8 fl .oz) ø 82 mm

Füllmenge / Volume

Füllmenge / Volume

2.160

2.025

30

15

1.690

1.078 / 1.372

d203 d202 d204 d205 d228 d206 d226 d207

d241 d242 d243 d246

d265

d227

d208 d229

d268 d292 d293 d394

d282 d283 d284

d203 d202 d204 d205 d228 d206 d226 d207

d241 d242 d243 d246

d265

d227

d208 d229

d268 d292 d293 d394

d282 d283 d284



Gläser / Jar 2016

250 ml Glas / Jar       bauchig / bulbous

417 ml Glas / Jar       bauchig / bulbous

260 ml (8.7 fl .oz) ø 82 mm

417 ml (14.1 fl .oz) ø 82 mm

Füllmenge / Volume

Füllmenge / Volume

1.680

1.080

30

12

2.704

1.300

640 ml Glas / Jar        bauchig / bulbous

640 ml (21.6 fl .oz) ø 100 mmFüllmenge / Volume

81045 972

d203

d203 d202 d204 d205 d228 d206 d226 d207

d241 d242 d243 d246

d265

d227

d208 d229

d268 d292 d293 d394

d282 d283 d284

d203 d202 d204 d205 d228 d206 d226 d207

d241 d242 d243 d246

d265

d227

d208 d229

d268 d292 d293 d394

d282 d283 d284



Gläser / Jar 2016

240 ml Glas / Jar       Facette / facet

324 ml Glas / Jar       Facette / facet

240 ml (8.1 fl .oz) ø 82 mm

324 ml (10.9 fl .oz) ø 82 mm

Füllmenge / Volume

Füllmenge / Volume

1.620

1.080

45

30

2.744

1.960

550 ml Glas / Jar       Facette / facet

550 ml (19.4 fl .oz) ø 82 mmFüllmenge / Volume

72015 1088 / 2.640

d203 d202 d204 d205 d228 d206 d226 d207

d241 d242 d243 d246

d265

d227

d208 d229

d268 d292 d293 d394

d282 d283 d284

d203 d202 d204 d205 d228 d206 d226 d207

d241 d242 d243 d246

d265

d227

d208 d229

d268 d292 d293 d394

d282 d283 d284

d203 d202 d204 d205 d228 d206 d226 d207

d241 d242 d243 d246

d265

d227

d208 d229

d268 d292 d293 d394

d282 d283 d284



Gläser / Jar 2016

720 ml Glas / Jar       Facette / facet

720 ml (24.3 fl .oz) ø 82 mmFüllmenge / Volume

57612 864 / 2.160

d203 d202 d204 d205 d228 d206 d226 d207

d241 d242 d243 d246

d265

d227

d208 d229

d268 d292 d293 d394

d282 d283 d284



Gläser / Jar 2016

45 ml Glas / Jar      sechseckig / hexagonal

45 ml (1.5 fl .oz) ø 43 mmFüllmenge / Volume

7.200200 8.424

110 ml Glas / Jar      sechseckig / hexagonal

191 ml Glas / Jar      sechseckig / hexagonal

110 ml (3.7 fl .oz) ø 48 mm

191 ml (6.4 fl .oz) ø 58 mm

Füllmenge / Volume

Füllmenge / Volume

4.752

1.664

72

32

4.752

3.367

288 ml Glas / Jar      sechseckig / hexagonal

288 ml (9.7 fl .oz) ø 63 mmFüllmenge / Volume

1.23228 4.488

390 ml Glas / Jar      sechseckig / hexagonal

390 ml (13.1 fl .oz) ø 70 mmFüllmenge / Volume

1.26014 1.960

d203

d203 d202 d205 d282 d243

d203 d202 d205 d282 d243

d203 d202 d282 d243

d203 d202 d282 d243



Gläser / Jar 2016

770 ml Glas / Jar      sechseckig / hexagonal

770 ml (26.0 fl .oz) ø 82 mmFüllmenge / Volume

50412 1.050

1700 ml (57.4 fl .oz) ø 100 mmFüllmenge / Volume

2166 1.000

d203

1700 ml Glas / Jar      sechseckig / hexagonal

d203 d202 d204 d205 d228 d206 d226 d207

d241 d242 d243 d246

d265

d227

d208 d229

d268 d292 d293 d394

d282 d283 d284



Gläser / Jar 2016

45 ml Glas / Jar      zwölfeckig / dodecagonal

120 ml Glas / Jar      zwölfeckig / dodecagonal

45 ml (1.5 fl .oz) ø 43 mm

240 ml (8.1 fl .oz) ø 53 mm

Füllmenge / Volume

Füllmenge / Volume

6.160

2.736

140

36

8.294

5.565

d203 d202

d203 d202 d205 d282 d243

240 ml Glas / Jar      zwölfeckig / dodecagonal

240 ml (8.1 fl .oz) ø 58 mmFüllmenge / Volume

2.01648 2.997

d203 d202 d282 d243



Gläser / Jar 2016

130 ml Glas / Jar       quadratisch / square

200 ml Glas / Jar       quadratisch / square

130 ml (4.4 fl .oz) ø 53 mm

200 ml (6.7 fl .oz) ø 53 mm

Füllmenge / Volume

Füllmenge / Volume

3.120

2.200

40

40

5.712

3.040

d203

d203

d202

d202

282 ml Glas / Jar       quadratisch / square

282 ml (9.5 fl .oz) ø 63 mmFüllmenge / Volume

1.65030 1.904

d203 d202 d282 d243



98 ml Glas / Jar        Gourmet / Gourmet

98 ml (3.3 fl .oz)Füllmenge / Volume

Stückzahl kundenspezifi sch / individual pieces 4.590

203 ml Glas / Jar        Gourmet / Gourmet

203 ml (6.8 fl .oz)Füllmenge / Volume

Stückzahl kundenspezifi sch / individual pieces 4.590

Gläser / Jar 2016





Karton verpackt - Stück/Karton
Cardbox packed - pcs./cardbox unit

Stück/Karton
Pieces/pallet

Industrie verpackt - Stück/Palette
Industry packed - Pieces/pallet

Tray verpackt -Glas/Tray
Tray packed - Jar/Tray

Dosen-Zentrale Züchner GmbH
Lise-Meitner-Straße 10  •  40721 Hilden

Tel: 02103/9897-0  •  Fax: 02103/9897-10 
www.dosen-zentrale.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