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너와 함께
Anywhere be with U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통신비없이 사용하는

우리 아이 안심 서비스

아이비스킷
사 용 설 명 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비스킷은 가족 나들이, 대형마트, 놀이공원 등 사람이 많은
곳에서 아이가 보호자 곁에서 멀어질 때 알려주어 미아 발생을
예방하고, 미아 발생 상황시에 아이의 위치를 알려주어 최대한
빨리 찾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추억은 담고 걱정은 덜다

서비스 특징
라디오비스킷
radiobiscuits
radiobiscuits_official
아이 5명까지 연결

국내&해외 사용가능

별도의 통신비 없음

www.radiobiscuits.com

2Days

biscuit@radiobiscuits.com
2일 사용가능
*하루 8시간�사용시

스마트폰 앱과 연동가능

+82 31 994 0912

저희는 다양한 분야의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아이비스킷 기기

아이비스킷 앱
연결된 아이가 4명 이상일 때에는 숫자로 표기합니다.

기기 구성

상황발생 시 앱에서는 이렇게 보여요.

보호자용

기기 정보는 메뉴창에서 한번에!
배터리 확인부터 기기 정보 수정까지

정상 상태
아이 3명이 연결된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아이용

민지 민준
민서

아이비스킷은 보호자 기기 하나에

x1

아이 기기 5개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x5

기기 구조

안심존 이탈(위치 파악) 상태
다음과 같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LED 발광판

전원버튼

- 기기끼리 연결될 때:

2초간 누름

1. 민준이 안심존을 벗어나 야외에 있을 때

민지 민서

점멸

- 기기 신호와 위치 신호 모두 수신된 상태입니다.
- 민준이와 거리가 가까울 수록 LED가 빠르게, 멀수록 느리게 점멸합니다.

- 아이가 안심존 이탈할 때: 지정색 점멸
민준

기기상태 표시등

아이에게 기기에서 LED가 반짝거리면 제자리에서 기다릴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세요.
* 이 기능은 아이비스킷 플러스에만 적용됩니다.

- 기기가 켜져있을 때:

점멸

- 배터리가 부족할 때:

점멸

충전상태 표시등
충전단자

- 충전중:

점등

안심존 이탈(위치 파악 어려움) 상태

- 충전완료: 꺼짐

다음과 같을 상황일 수 있습니다.

상단바에서 무슨일이 일어났는지 한 눈에 알수 있어요!

1. 민준이 방금 안심존을 벗어났을 때

기기와 아이비스킷 앱 연동하기
1.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비스킷’을 검색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2. 보호자 기기 연결을 위해 보호자 기기 전원을 켜고 연결해주세요.

민지 민서

기기에서는 진동과 민준이 색상(하늘색)LED가 빨리 점멸합니다.
민준이와 거리가 가까울 수록 LED가 빠르게, 멀수록 느리게 점멸합니다.
2.민준이가 실내에 있을 때
- 기기 신호는 수신되지만 위치 신호가 잡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 민준이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불투명한 원안에 있습니다.

3. 여행(사용)하는 국가를 올바르게 선택하여 주세요.
*국가를 올바르게 선택하지 않으시면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아이 기기 연결을 위해 아이 기기 전원을 켜고 연결해주세요.
*아이 기기를 2개 이상 연결할 때 전원을 하나씩 차례대로 켜주세요.

5. 아이 이름과 색상을 선택하여 주세요.
- 기기에서 아이가 안심존을 벗어났을때 지정한 색상의 LED알림이 옵니다.

4. 기기 연결이 성공하면 LED가 초록색으로 반짝입니다.
기기 연결에 실패할 경우 기기를 껐다가 다시 켜보세요.

사용하기에 앞서 보호자께서는
아이 기기에 진동과 LED가 반짝거리면
아이가 제자리에서 기다리도록 지도하여 주세요.

아이 기기 신호와 위치신호 모두 탐지중인 상태
다음과 같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1. 지하 깊은 곳에 있거나 실내에 있더라도 보호자와 아이가 3개 층 이상
떨어져 있을 때
2. 아이 기기가 꺼져 있을 때
- 야외에 있을 때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아이 기기가 꺼져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원을 확인해 보세요.
3. 일시적인 장애 상태일 때
기기 모두 전원을 껐다가 켜보세요.

아이가 안심존으로 다시 들어오면
진동과 LED점멸이 해제됩니다.

* 아이비스킷 플러스 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