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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IQAir Atem® 자동차 공기 청정기를 구입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본 사용자 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고 본 IQAir® 제품의 특징과 특수 
기능을 숙지하십시오. 나중에 참조할 수 있도록 본 문서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제품 구성 요소 
1 공기 청정기 
2 차량용 마운트 
3 벨트 및 버클 
4 HyperHEPA® Plus 필터 
5 소음기 
6 자동차 전원 어댑터  
7 후면 덮개
8 빠른 시작 안내서 및 사용자 설명서

2

3

6

8

1

4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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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전에
IQAir Atem® 자동차 공기 청정기는 자동차 안에서 보다 깨끗한 공기를 
즐길 수 있는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이 공기 청정기는 패키지와 함께 
제공되는 전용 차량용 마운트, 전원 액세서리 및/또는 하드웨어와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잘못 사용하면 부상, 오작동 및/또는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이런 사용 지침을 주의 깊게 읽고 나중에 
참조할 수 있도록 보관하십시오.

• 모든 전자 장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8
세 미만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이 장치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 이 제품은 책임 있는 사람으로부터 기기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감독 및 지시를 받고 
관련 위험을 이해하는 경우에 한해 8세 
이상의 어린이 및 신체적, 감각적 또는 추론 
능력이 부족하거나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 및 사용자 유지 관리는 감독 없이 
어린이가 수행할 수 없습니다.

화재, 감전 또는 부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이 경고문을 읽어 주십시오.

• 감전 및 화재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이 
제품은 적절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원 
연결부에만 꽂으십시오. IQAir에서 제공하는 
전원 액세서리만 사용하십시오. 
• 차량 내부 및 건조한 환경에서만 전원 
액세서리를 사용하십시오. 
• 손상된 전원 어댑터, 케이블 또는 플러그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손상된 경우에는 
처분하고 순정 IQAir Atem 전원 액세서리로만 

교체해야 합니다.
• 어떠한 액체도 흘리거나 제품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러한 
액체에는 물, 세제 또는 인화성 용제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장치를 청소하려면: 
- 전원 공급 장치에서 분리하십시오. 
- 부드럽고 마른 천만 사용하십시오.
• 케이블 및 플러그를 유지 보수하려면: 

 - 플러그를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하십시오. 

 - 연결 케이블의 플러그에 묻어 있는 먼지를 
불어서 제거하십시오. 

중요 안전 지침

중요 안전 경고

12-24 V

3kg
0-8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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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안전 경고
제품 또는 그 구성품 중 어떤 것도 절대로 물 또는 흐르는 물에 담그지 
마십시오. 
• 절대로 장치를 덮거나 어떤 식으로든 공기의 유입과 유출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 공기 흐름 구멍에 이물질이나 손가락을 넣지 마십시오.
• 이 제품에는 고정밀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떨어뜨리거나 
조작하거나 충격에 노출하지 마십시오.

• 양 손을 모두 사용하여 단단히 잡은 
상태에서 공기 청정기를 들어 올리고 
운반하십시오.
• 이 제품은 승용차 환경에서만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공기 청정기 위에 앉거나 물건을 올려 놓지 
마십시오.
• 이 제품은 원래 제품 포장에서 제공된 해당 
어댑터와 함께만 사용하십시오. 
• 축축하거나 습한 환경은 이 제품을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환경입니다. 
• 건조한 환경에서만 공기 청정기를 
사용하십시오.
• 부적절한 사용은 부상, 오작동 및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사용 제한: 이 제품은 자동차 안의 공기 
품질을 향상시키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유독성 또는 폭발성 환경에서 
사용하거나 유해한 공기 중 물질에 대한 보호 
장치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경고: 자동차에 공기 청정기를 제대로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절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공기 청정기 또는 차량용 마운트를 에어백 
옆 또는 위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에어백이 작동할 때 부상이나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운전 중에 Atem 앱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운전 중 스마트 폰 사용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 공기 청정기를 좌석 뒤쪽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에 설명된 대체 장착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 액티브 헤드레스트가 있는 곳(편타성 손상 

중요 안전 지침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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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 설치된 공기 청정기가 에어백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 케이블이 안전하게 설치되고 안전 운전 또는 자동차의 기계 부품(예: 좌석, 
문)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 항상 안전하고 안정된 장소에 공기 청정기를 놓고 부착하십시오. 
• 정기적으로 제품을 안전하게 확인하고 점검하십시오. 
• Atem 제품을 자동차의 안전 관련 기능(예: 에어백 또는 릴리스 기구)
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상태로 유지하고 이러한 기능부의 위 또는 옆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 충돌이나 사고 발생 시 승객에게 부상을 입히지 않도록 제품을 
부착하십시오. 
• 헤드레스트에 장착된 공기 청정기와 그 뒤 좌석의 승객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십시오. 
• 안전한 운전을 위한 모든 국가 규정을 항상 준수하고 제품의 설치로 
인해 차내에서 위험에 처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십시오.

전자파 적합성(EMC)
• 전자파 적합성(Electromagnetic Compatibility)이란 전자기 방사 및 정전기 
방전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다른 장비에 전자기 방해를 일으키지 않고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제품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전자기 복사는 다른 장비의 작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제품이 이와 
관련하여 시행되는 엄격한 규정과 표준을 충족하더라도, IQAir는 다른 
장비가 방해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환경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십시오. 장치를 가정 쓰레기와 함께 
버리지 마십시오. 가까운 공인 폐기물 재활용 서비스 센터로 장치를 
가져 가십시오. 필터는 가정 쓰레기와 함께 처분할 수 있습니다.

제품 보관
사용하지 않을 때는 Atem을 깨끗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최적의 보관을 위해 원래의 포장재를 사용하십시오. KO

중요 안전 지침

중요 안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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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경우: 
이 장비는 가정용 전자파 장비(클래스 B)로서 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며 모든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무선 장비는 교차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Atem 공기 청정기의 규정 준수 
선언문은 후면 덮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KO

중요 안전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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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구성 요소 및 조립
제품 구성 요소 
덮개 안쪽의 제품 도면을 
참조하십시오.

1 공기 청정기 

2 차량용 마운트 

3 벨트 및 버클

4 HyperHEPA® Plus 필터 

5 소음기

6 자동차 전원 어댑터 

7 후면 덮개 

8 빠른 시작 안내서 및 사용자 
설명서 

중요 공지!
공기 청정기가 차량에 
올바르게 장착되어 있지 
않으면 작동하지 마십시오. 
설치가 자동차의 보호 장비를 
방해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의 기술에 익숙한 
전문가에게 문의하거나 
자동차 시트 쿠션의 대체 
어셈블리를 고려하십시오.

조립 
자동차 액세서리 키트 상자에는 
Atem 차량용 마운트, 벨트와 
버클 세트, 자동차 전원 어댑터, 
빠른 시작 안내서 및 사용자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헤드레스트를 좌석에 
연결하기 위한 두 개의 
포스트가 있는 좌석에만 
설치하십시오. 다른 장착 
옵션에 대해서는 “대체 장착 
위치”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차량용 마운트에 벨트와 버클 
연결하기. 
1 단계: 차량용 마운트에 벨트와 버클 
연결하기. Atem 로고가 위를 향하게 
하여 차량용 마운트를 평평한 표면 위에 
놓습니다. 차량용 마운트의 Atem 로고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벨트 
루프를 통해 벨트의 끝을 넣습니다. 벨트 
스트립이 아래를 향하게 하여 벨트를 
루프로 통과시키십시오. 버클이 양쪽 벨트 
루프 사이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벨트 
루프를 통해 벨트를 끝까지 당깁니다.

헤드레스트 포스트에 차량용 
마운트 연결하기.
Atem 자동차 공기 청정기는 두 
개의 헤드레스트 포스트가 있는 
다양한 자동차 시트와 호환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 단계: 버클이 헤드레스트와 시트 
상단 사이를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헤드레스트를 
들어 올립니다. 

3 단계: 차량용 마운트를 시트 
헤드레스트 뒤에 놓고 폴 사이를 통해 
버클을 앞으로 보냅니다.

4 단계: 벨트의 한쪽 끝을 헤드레스트 
포스트 주위로 돌리고 벨트를 버클에 
넣은 다음 단단히 당겨서 차량용 
마운트를 포스트 주위에 고정시킵니다. 
벨트의 다른 쪽 끝을 사용하여 두 번째 
포스트 주위로 똑같이 하십시오. 

5 단계: 벨트의 양쪽 끝을 
버클의 중앙으로부터 당겨서 
차량용 마운트를 시트에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자동차 전원 어댑터

차량용 마운트

벨트 및 버클

KO

제품 사용 및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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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원 어댑터 연결하기. 
6 단계: 작은 각진 플러그를 차량용 
마운트에 연결하고 큰 플러그를 
자동차 전원 콘센트에 연결하여 
자동차 전원 어댑터를 연결합니다. 
케이블이 안전하게 설치되고 안전 
운전 또는 자동차의 기계 부품(
예: 좌석, 문)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12-24 V

6 단계: 자동차 전원 어댑터를 연결합니다.

1 단계: 그림과 같이 차량용 마운트의 두 벨트 
루프를 통해 벨트의 끝을 넣습니다.

2 단계: 헤드레스트를 들어 올려 여유 공간을 
확보합니다.

3 단계: 차량용 마운트를 시트 헤드레스트 뒤에 
놓고 버클을 폴 사이로 보냅니다.

4 단계: 벨트의 양쪽 끝을 헤드레스트 주위로 
돌리고 버클을 통과시켜 당깁니다.

5 단계: 벨트의 양쪽 끝을 당겨 빼내 차량용 
마운트를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ClickClick

7 단계: 잡고 부착하여 딸깍 소리와 함께 
제 자리에 고정되게 합니다.

KO

제품 사용 및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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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지속적으로 전원이 공급되는 
콘센트가 있는(일반적으로 차량 
뒤쪽에 있음) 차량에서는 차량 
배터리가 불필요하게 소모되지 
않도록 차량을 1주일 이상 주차할 
때 전원 어댑터의 플러그를 뽑아야 
합니다. 

공기 청정기를 차량용 마운트에 
부착하기. 
7 단계: 공기 청정기를 부착하려면 공기 
청정기의 후면을 단단히 잡고 차량용 
마운트에 맞춘 다음 차량용 마운트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공기 청정기가 
차량용 마운트에 단단히 잠길 것입니다. 
제자리에 잠기면 딸깍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안전한 설치 보장.
8 단계: 공기 청정기를 다시 당겨서 
차량용 마운트에 완전히 장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9 단계: 공기 청정기가 헤드레스트 
포스트에 단단히 고정되도록 벨트를 

다시 조입니다. 차량용 마운트 아래로 
여분의 벨트를 집어 넣습니다.

시트 쿠션의 대체 장착 위치 
자동차 시트 설계상 헤드레스트의 
뒷면에 공기 청정기를 장착할 수 
없거나 기술 또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지침에 따라 자동차의 
비어있는 조수석 쿠션에 Atem 공기 
청정기를 고정하십시오. 

1 단계: 원하는 시트에 차량용 
마운트가 위를 향하도록 하여 
평평하게 놓습니다.  안전 벨트를 
닫고 벨트를 조입니다. 

2 단계: 벨트 아래로 차량용 마운트를 
밀어서 후크에 고정시킵니다. 

3 단계: 전원 케이블을 차량용 
마운트와 자동차 전원 콘센트에 
연결합니다.

4 단계: 공기 청정기를 차량용 
마운트에 놓습니다. 공기 청정기를 
당겨서 딸깍 소리가 나고 
차량용 마운트에 고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공기 청정기를 설치한 
후 벨트를 다시 조입니다.

공기 청정기를 돌려 위치를 
조정합니다. 

경고: 공기 청정기 위에 앉거나 
물건을 올려 놓지 마십시오.

제품 사용 및 작동

9 단계: 필요한 경우 벨트를 다시 조입니다.

0101

8 단계: 당겨서 설치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합니다.KO



140

1 단계: 안전 벨트를 닫고 벨트를 조입니다.

차량용 마운트를 앞으로 밀어 벨트를 벨트 
후크에 고정시킵니다.

2 단계: 차량용 마운트를 벨트 아래로 밀어 벨트 
후크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12-24 V

3 단계: 자동차 전원 어댑터를 연결합니다.

Atem 자동차 공기 청정기안전 체크리스트:
• 정기적으로 설치를 점검하여 모든 부품이 차량용 마운트에 단단히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필요한 경우 안전한 설치를 보장하기 위해 벨트를 단단히 조입니다.
• 손상 또는 파손된 액세서리(차량용 마운트, 벨트 및 버클, 전원 
케이블)는 안전하지 못한 작동 및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손상 
또는 파손된 부품은 순정 IQAir 액세서리 교체 부품으로 교체하십시오. 
• 기계 및 가동 부품(예: 시트 기계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전원 
케이블을 안전하게 설치하십시오. 

제품 사용 및 작동

4 단계: 공기 청정기를 중앙에 놓고 차량용 
마운트에 배치합니다. 

ClickClick

클릭을 하고 공기 청정기를 잠급니다. 안전 
벨트를 점검하고 조입니다.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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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em 자동차 공기 청정기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터치 포인트 설정 
사용. 
자동차의 시동이 켜지고 공기 
청정기가 자동차 전원 콘센트에 
연결되면 Atem의 전원 켜짐 차임벨 
소리가 들립니다.

팬 속도를 변경하려면 두 손가락을 
사용하여 전면 중앙을 터치합니다. 

터치할 때마다 소리가 들리고 빛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의 
크기는 공기 속도에 해당합니다.

공기 청정기를 돌려 공기 배출구의 
위치를 원하는 대로 조정합니다.

원치않는 승객의 상호 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Atem 앱을 사용하여 
터치 포인트를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처음 사용

제품 사용 및 작동

빨간색 조명과 차임벨 = 대기 

4

터치 포인트

4

작은 파란색 조명과 사운드 = 저속

4

중간 크기의 파란색 조명과 사운드 = 
중속

4

전체 크기의 파란색 조명과 사운드 = 
고속(냉각 모드)

4

빨간색 두 번 깜박임 및 사운드 = 필터 
변경

4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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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 교체
소리와 함께 적색 LED가 두 번 
깜박이면 필터를 변경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Atem의 필터를 변경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1 단계: 차량용 마운트에서 공기 
청정기 분리하기. 차량용 마운트에서 
공기 청정기를 분리하려면 양손으로 
공기 청정기를 잡고 차량용 마운트의 
릴리스 버튼 중 하나 또는 둘 모두를 
누른 다음 뒤로 당기면 공기 청정기가 
차량용 마운트에서 분리됩니다. 

필터를 교체하기 전에 전원에서 Atem
을 분리하십시오!

차량용 마운트에서 공기 청정기를 
분리하고 뒷면이 위를 향하게 하여 
긁힌 곳이 없는 표면에 놓습니다.

2 단계: 후면 덮개를 엽니다. 후면 
덮개에서 잠금 링의 방향 표시등을 
확인합니다. 잠금 링을 단단히 잡고 
후면 덮개가 분리될 때까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립니다. 이제 후면을 쉽게 
들어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3 단계: 탭을 당겨 오래된 필터를 
제거한 다음 처분합니다. 새 IQAir Atem 
HyperHEPA® Plus 필터로 교체하고  
제자리에 단단히 누릅니다. 

4 단계: 후면 덮개를 덮고 잠금 핀이 
제자리에 맞춰질 때까지 조심스럽게 
돌립니다. 잠금 링을 단단히 잡고 
누르며 시계 방향으로 돌려 잠급니다. 
이제 후면 덮개가 단단히 닫힐 
것입니다. 이제 공기 정화기를 
차량용 마운트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손으로 공기 청정기를 잡고 차량용 마운트의 
릴리스 버튼 중 하나 또는 둘 모두를 누릅니다.

제품 사용 및 작동

필터 교체 후면 덮개 열림 방향.

1 단계: 제거하려면 차량용 마운트의 릴리스 
버튼 중 하나 또는 둘 모두를 누릅니다.

2 단계: 잠금을 해제하려면 잠금 링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립니다.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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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Air Atem 앱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앱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고 IQAir 
Atem 공기 청정기의 추가 기능을 
사용하려면 Apple 또는  
Android 용 IQAir Atem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십시오. 앱의 
기능 및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터치 패널 
사용자 지정 팬 속도 설정 
빛 및 사운드 설정

필터 수명 알림

앱을 사용하면 Atem에서 제공되는 
모든 기능과 사용자 정의 설정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폰에서 
Bluetooth® 모드가 미리 활성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설치를 하려면 앱의 설정 지시 사항을 
따르십시오.  

Bluetooth 페어링 
IQAir Atem 앱을 사용하여 스마트 폰 
장치를 Atem에 페어링하십시오. Atem
은 자동으로 검색 모드에 있으며, 
앱의 Bluetooth 섹션에 나타납니다.
페어링을 할 Atem 이름을 누릅니다. 
이 사용자 설명서의 뒷면, 공기 
청정기의 뒷면 및 포장 레이블에 있는 
Bluetooth 코드 PIN을 입력하십시오. 

터치 기능 
원치 않는 승객의 상호 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앱을 사용하여 터치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앱 없이 터치 기능을 다시 
활성화하려면 손가락으로 터치 
영역을 5초 동안 길게 누르십시오.

문제 해결
웹 사이트의 Atem 지원 섹션을 
방문하십시오. 

액세서리 및 필터
Atem 공기 청정기에 사용 가능한 필터 
및 교체 부품 웹 사이트  
(www.iqair.com)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4 단계: 후면 덮개를 다시 끼우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 잠급니다.

3 단계: 탭을 들어 올려 필터를 제거하고 새 필
터로 교체합니다.

후면 덮개를 들어 올립니다.

 Atem 앱, 문제 해결 및 기술 정보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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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보증 및 서비스 정보

제품의 제조업체
이 문서에서 IQAir로 불리는 IQAir AG
는 사용자 설명서와 원래 액세서리를 
포함하여 제품을 완전히 안전한 
상태로 공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품을 위한 비 IQAir 액세서리의 
제조업체는 제품의 안전 개념을 개발, 
구현 및 전달할 책임이 있으며, 또한 
IQAir 제품과 결합된 안전 개념의 
효과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국제 제한 보증 및 서비스
IQAir 보증은 제품이 의도된 사용 및 작동 지침에 따라 취급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자동차 전원 어댑터를 조작하거나 비 IQAir 전원 부속품을 사용하면 보증이 
무효화됩니다. 이 제품에는 IQAir 홈페이지(www.iqair.com)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국제 제한 보증서에 명시된 약관이 적용됩니다. 전술한 보증은 
배타적이며, 모든 명시적으로 부인되는 상품성,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 
만족스러운 품질 및  
비 침해에 대한 보증 및 약관을 포함하여 사실, 법의 시행, 법정 또는 
기타의 방법을 통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모든 다른 보증, 약관 및 조건을 
대신합니다.

결함이 있는 장치의 보증 청구 방법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IQAir 웹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IQAir 대리점 또는 가장 가까운 IQAir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IQAir 제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 IQAir 웹 사이트
(www.iqair.com) 를 방문하거나 제품을 구입한 소매점에 문의하여 추가 
지원을 받으십시오.  

제품 정보 및 사양은 후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모델: 
Atem 자동차 공기 청정기          
전력 정격: 
12-24V ---— 1.5A 최대
전원 어댑터:  
모델: Atem 자동차전원 어댑터 250.60.20.25
입력: 12-24V ---— 4A 최대
출력 USB: 5V ---— 2.1A 최대
출력 DC: 12-24V ---— 2A 최대                                                           
크기(공기 청정기만): 
L x H x W 300 x 300 x 85 mm     12 x 12 x 3.4 인치
중량(공기 청정기만):
1850g / 4.1lbs                                      

기술 사양

보증 및 서비스 정보

KO



Manufacturer:
IQAir Germany GmbH
Karl-Maybach-Straße 18 
 88239 Wangen im Allgäu 
Germany

Distribution: 
IQAir North America
IQAir North America, Inc.
14351 Firestone Blvd.
La Mirada, CA 90638
USA

IQAir International
Incen AG
Hauptstrasse 104
9422 Staad
Switzerland

IQAir China 
DRC Liangmaqiao Diplomatic 
Office Building, Suite 1305B
No.19 Dongfang Dong Road
Chaoyang District  
100600 Beijing
Tel.: 400 108 5117 

www.iqa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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