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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기는 업무용(A급) 전자파적합기기로서 판매자 또는 사용자는 이 점을 주의하시기 바라며,
가정 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FRD400 Quick Manual
➢ Log List 화면 ( > 버튼을 누른다.)

➢ 연결 및 기본동작 순서
디스플레이

1. 후면의 DC 5V 전원 커넥터에 같이 제공된 DC 5V 아답터를 연결한다.
2. 후면의 Power 스위치를 ON시키면 정면의 LCD 디스플레이의 화면이 켜지면
서 동작한다.
3. LCD 디스플레이 화면에 로고 화면이 뜨며 대기 시간이 표시되고 대기 시간
이 100% 되면 측정 대기 화면으로 넘어간다.
4. 측정 대기 화면에서 ON/OFF 버튼을 눌러주면 버튼의 LED 불이 켜지면서 측
정을 시작한다. (Data 저장도 수행된다)
5. 측정 업무 완료 시에는 ON/OFF 버튼을 눌러 측정을 종료한다.
(Data는 자동 저장된다)

➢ 화면 구성, 버튼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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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on 측정 결과를 표시
표시 단위 선택 (Bq/㎥ 또는 pCi/L)
진동 표시
측정 간격 표시 (10min 또는 60min)
Bluetooth 연결 상태 표시
상태 표시
Time : 측정시간 표시
Count : 측정 Pulse Count 표시
1Day : 1Day 평균값 표시
2Day : 2Day 평균값 표시
L : 1 month 평균값 표시
Peak value : 측정 중 최대 측정값을 표시
⑦ > button : 화면 전환 버튼
Main 화면, Log List 화면, Information 화면 전환
⑧ ∨ button : Step 버튼
Main 화면 - 측정간격 (10Min / 60Min)변경
Log List 화면 - 데이터 목록 선택
⑨ ○ button : 선택 버튼
Log List 화면 - 선택된 데이터 목록 확인

1. Data List는 측정시작 후 첫번째 Data가 저장된
년, 월, 일, 시간으로 표시된다.
(FRD400의 내부시계는 스마트폰 App에 접속 시
현재시간으로 자동 갱신된다)
2. 선택된 Log List는 노란색으로 표현된다.
(선택 변경은 ∨ 버튼을 사용하고, 선택된 Log list의
Data는 ○ 버튼을 사용한다)
3. 화면 아래에는 선택된 Data의 측정 개수를 나타낸다.
4. 우측 상단에 현재 Page와 목록 최대 Page를 보여준
다. (한 페이지에 5개의 목록을 표시)
5. 최대 10개의 슬롯으로 구성되며 한 개의 슬롯당 1시
간 간격으로 최대 60일의 data를 저장할 수 있다.
6. 한 개의 슬롯이 모두 차면 자동으로 다음 슬롯으로
데이터가 저장되며, 10개의 슬롯을 모두 사용하면 1
번 슬롯부터 다시 저장되기 시작한다.

➢ Review 화면
1. 한 화면에 12개의 측정값을 표시한다.
2. 노란색은 현재 선택된 Data이며 화면 아래에 선택
된 Data의 측정시간을 년, 월, 일, 시간으로 나타낸다.
(Data 선택 변경은 ∨ 버튼을 사용한다)
3. 우측 상단에 전체 Page와 현재Page를 나타낸다.
(Page 변경은 선택버튼을 사용한다)
4. Main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 버튼을 사용한다.

➢ FRD400 사양
-

Type : Pulsed Ion Chamber
Data saving interval : 1 hour
Sensitivity : 0.8cpm/pCi/L at 10pCi/L (48cph/pCi/L)
Operating range : 25℃ ± 15℃, RH < 80%
Range : 1 ~ 3,700Bq/㎥, 0.1 ~ 99.9pCi/L
Reproducibility : <±8% at 10pCi/l
Accuracy : <±10% at 10pCi/l (min. error <±0.4pCi/L)
Data recording : Max 600day
Power : 5V 2A DC adapter
Size : W167 x D230 x H78(mm)
Display : 1.8 inch TFT-LCD
Weight : 1.5k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