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했을 때 반드시 권한 설정을 동의해야 APP을 사용할 수

라돈아이플러스2는 와이파이 및 블루투스 통신을 적용한 실시간 스마트 실내 라돈

있습니다.

가스 감지기입니다. 외국산 보급형에 비해 감도가 20배 이상 높아서 빠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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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합니다. 따라서 측정 개시 후 1시간 이내에 오차 ±10% 이내로 라돈 농도

• 5G 인터넷 환경에서는 제품 이용에 제한 사항이 있으므로 2.4G를 사용하세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나 확인 가능 하도록 IoT

• APP에서 정보제공 동의를 하셔야 WiFi 통신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에 기반한 통신 기술이 적용되어 개인용 스마트폰 또는 PC에서 원격으로 Data 확인

원거리에서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웹서비스 RMNS 서비스

및 기기 조작이 용이합니다.

( Radon-net)는 WiFi 통신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라돈아이와 비교해보면 라돈아이플러스2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며 온도,

• Bluetooth 통신을 기반으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이므로 작동상 제한이 있을

습도 및 측정시간도 함께 제공되고, 측정 범위가 100pCi/l에서 255pCi/l 까지

수 있습니다.

확장되었습니다.

• 안드로이드 4.3버전, iOS 8.0버전 이상에서 정상 동작합니다.

· 정확한 실내 라돈 농도 측정을 위해서는 통풍이 되지 않는 밀폐된 장소에서 측정하십시오.
· 실시간 모니터링이 아닌 실내 평균 라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6시간 이상 장소를
밀폐한 후 24시간 측정하여 평균값을 확인하십시오.

인체에 폐암을 일으키는 실내 라돈 농도는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고 계절별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므로 반드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능동적으로 관리되어야

• 장비와 스마트 기기의 거리가 멀어지면 연결이 끊길 수 있습니다.
• 반드시 Bluetooth와 GPS 기능을 활성화시켜 사용해야 합니다.

합니다. 라돈아이플러스2는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 장비가 설치된 지역의 시간은 앱 세팅 / 장비 연결 시점 이후 기록된 Data에
적용되며, 제품 출하 시 설정된 시간은 UTC+09:00입니다.

< 라돈아이 vs 라돈아이플러스2>
Model

라돈아이 (RD200)

라돈아이플러스2 (RD200P2)

Wireless communication

Bluetooth

WiFi, Bluetooth

Sensing factor

Radon

Radon, Humidity, Temperature

Time checking

X

O

Web access

X

O

Mobile notification

X

O

Measurement

0.1~100 pCi/l

Range

(1 ~ 3,700 Bq/㎥)

Precision

• 진동이 없는 환경에서 측정하여 주십시오.
(지속적으로 흔들리거나 물리적 충격을 받는 환경에서는 측정이 되지 않음)
• 강한 충격을 가하거나 임의로 해체 시 장비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RR‘ 메시지 표시)
• 고압 송전선, 지하철 선로, WiFi 송신기(1미터 이하), 전자레인지(1미터 이하) 등
강한 전자기 방출원 근처 사용시 이상데이터가 측정 될 수 있습니다.
(‘OVER’ 메시지 표시)

80%

• 본 기기는 라돈(Rn222)과 토론(Rn220)을 모두 측정하므로 실내공기질 측정 시에는

Bluetooth

0.1~255 pCi/l

스마트 기기의
Bluetooth와
GPS 기능
활성화 필수

(1 ~ 9,435 Bq/㎥)

< ±10% at 10pCi/l (370Bq/㎥)

Accuracy

< ±10% (min. error <±0.5pCi/l)

Data log

max 1year(1hour interval)

Display

· 벽과 창문, 바닥으로부터 50c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십시오.
· 일반적으로 책상 위, 거실 탁자 위, 주방 식탁 위가 적합합니다.
* 되도록 암석이 아닌 나무 재질 위에 놓고 측정하십시오.

0.96 inch OLED

라돈아이플러스2는 원격 라돈 측정망 서비스 RMNS(Radon Monitoring Network
Service)를 제공합니다. radon-net.com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웹브라우저에서
라돈 값을 확인할 수 있으며, 라돈 지도를 통해 지역별 라돈 수치도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RMNS 서비스는 APP에서 정보제공 동의를 하셔야 WiFi 연결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tps://radon-net.com

벽이나 바닥으로부터 50cm 이상 이격 설치하시어 토론 간섭을 배제하시기 바랍니다.
• 20pCi/l 이상의 고농도 토론에 장시간 노출되면 기기 내 잔류 물질에 의해 정상상태

* 환경 기준치 4pCi/l (148 Bq/㎥)

복귀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기기를 환기하거나 3일 정도 방치하시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
±

• 기기 바닥에 흙이나 이물질이 묻으면 오작동의 원인이 됩니다.

at 10pCi/l

• 본 기기는 실내용이며, 방수기능은 없습니다.
• 제공한 DC12V 전용 아답타를 사용하세요. 정격이 다르면 센서 고장의 원인이 되며,
제공품이 아닌 아답터를 사용하면 표준 사용이 아니므로 품질 보증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상대습도 80%이상의 다습한 환경에서 지속적 사용은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12V 1A DC adapter 사용

• 라돈 농도가 설정된 기준치보다 높아 경고 메세지가 전송되면 환기가 필요합니다.
• 품질 보증 기한은 구입 후 1년 이며, 기간 내 주요 사양에 표시된 측정값의 신뢰성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기기 고장이 아닌 경우 측정값의 교정점검은 유상서비스입니다.

- 측정값은 1시간 평균값이 저장되므로, 유효값은 1시간 이후부터 입니다.
- 집안의 라돈 농도는 일반적으로 새벽에 높고, 낮엔 낮아지며, 겨울에 높습니다.
* 라돈아이플러스2는 기존 라돈아이플러스에 BLE 통신을 추가하여 WiFi 셋업을 편리하게
개선한 업그레이 제품으로 기존 라돈아이플러스 제품과 성능 및 기타 기능은 동일합니다.
* 라돈아이플러스2는 미국 전문가용(RadonEye Pro)과 구분하기 위해 모델명을 RD200P
에서 RD200P2로 변경하였습니다.
FTLAB succeeded in developing a real-time Radon sensor
in 2015, and also succeeded in mass production in 2016,
we launched RADON FTLAB.

FCC ID : 2AC7Z-ESPWROOM02
FCC ID : QECGWBMD0X
FCC ID : 2ASCLRD200P
COPYRIGHT (C)FTLAB Co., Ltd ALL RIGHT RESRE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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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농도로 계속 표시가 됩니다. 고장인가요?
A : 흔한 경우가 아니지만 고농도 라돈을 장시간 측정 후에 자연환기로 라돈 가스가 빠져나가는 시간이 30분~3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서 30분~3일 방치 후 베란다 등의 낮은 농도 측정, 실내 공기질 측정, 고농도 측정 순서로 다시 측정해보세요.

RadonEye +

RadonEye Plus2

Bluetooth

선택하지 않을 시 WiFi 연결이 안되며
RMN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WiFi 연결을 하지 않을 때는 장비와 앱을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RadonEye +

RadonEye +

RadonEye +

RadonEye +

RadonEye +

RadonEye +

Radon Net
Log in
Alam

Cloud

파일로드
라돈이란
라돈 넷(RMNS)

인공지능 스피커

인공지능 스피커
장비
-1/2/7

1/2/7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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