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측정 안 함 
（15ch 이하면 됨）

16ch 이상 측정하나요 ?

예
（M3 나사단자 희망）

아니오
（누름 버튼식 단자면 됨）

입력단자는 M3 나사단자
여야 하나요 ?

1ch~15ch

16ch~30ch

Pt 와 저항을 
몇 ch 측정하나요？

기존에 무선 유닛을 사용했나요 ?
혹은

PC 와 무선 LAN 연결하나요 ?

매치되는 조합

본체 형명 직결유닛① 직결유닛② 최대 
측정 ch 수

LR8450 U8552 － 30ch

LR8450-01 U8552 － 30ch

LR8450 U8551 － 15ch

LR8450-01 U8551 － 15ch

LR8450 U8551 U8551 30ch

LR8450-01 U8551 U8551 30ch

매치되는 조합

본체 형명 직결유닛① 직결유닛② 최대 
측정 ch 수

사용

사용

사용

미사용

미사용

미사용

※나중에 증설 가능

※입력단자는 누름버튼식이 좋다 

LR8400

Pt 와 저항을
측정 안 함

측정 
（16ch ～ 30ch 측정함）

LR8450-01 U8550 U8550 30ch

LR8450 U8550 － 15ch

추천 LR8450-01 U8550 － 15ch

추천LR8450-01 U8552 － 30ch

LR8450 U8550 U8550 30ch

채널 수 동일한 구성
( 단 , 단자대는 누름버튼식 )

기존에 무선 유닛을 사용했나요 ?
혹은

PC 와 무선 LAN 연결하나요 ?

LR8450 U8552 － 30ch

사용 

미사용

사용

사용

미사용

미사용

LR8450, LR8450-01

NEW

LR8401
LR8402

LR8400 ⇒ LR8450 교체 제안표



PC 카드 9728
PC 카드 9729
PC 카드 9830

LR8450, LR8450-01 전용 옵션OK

옵션품에 대해서

LR8400, LR8401, LR8402 에 이어서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
공통으로 사용 가능한 옵션

습도 센서 
Z2000

배터리팩
Z1000

휴대용 케이스
C1000

배터리팩 Z1007
SD 메모리카드 Z4001

SD 메모리카드 Z4003

USB 메모리 Z4006

휴대용 케이스
C1012

AC 어댑터 Z1014

AC 어댑터 
9418-15

유니버설 유닛 
LR8501 

전압・온도 유닛 
LR8500

전압・온도 유닛 
U8550 (15ch)

전압・온도 유닛 
U8552 (30ch)

유니버설 유닛 
U85512

고정 스탠드 
Z5000

고정 스탠드 Z5040

아래의 옵션품들은 LR8450, LR8450-01 에서 사용 불가합니다 .
LR8450,  LR8450-01 전용 옵션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

NG
변경이 필요한 옵션

*   LR8450, LR8450-01 에 
2 개까지 장착 가능

*   LR8450, LR8450-01 에 
1 개 부속되어 있음 .

*   벽걸이 전용 .
기울여서 설치 불가 .

LR8450_kaikae_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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