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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ratulations on your purchase of the 
IQAir Atem® Desk personal air purifier. 
Please study this User Guide carefully to 
familiarize yourself with the special features 
and functions of this IQAir® product.  
Retain this document in a safe place  
for future reference.

Herzlichen Glückwunsch zum Kauf 
Ihres persönlichen Luftreinigers IQAir 
Atem® Desk. Bitte lesen Sie diese 
Bedienungsanleitung sorgfältig durch, 
um sich mit den Besonderheiten und 
Funktionen dieses IQAir®-Produkts vertraut 
zu machen. Bewahren Sie diese Anleitung 
zum späteren Nachlesen an einem 
sicheren Ort auf.

恭喜您購買了此IQAir Atem® Desk 高性能
空氣淨化系統。請仔細閱讀本用戶手冊，以
熟悉IQAir®系統的特性和功能，並將其保存
在安全的地方以備將來參考。 

恭喜您购买了此IQAir Atem® Desk 高性能
空气净化系统。 请仔细阅读本用户手册，
以熟悉IQAir®系统的特性和功能，并将其保
存在安全的地方以备将来参考。

IQAir Atem® Desk 개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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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oduction  Einführung  简介  簡介  소개 



Product  
Components 
1 Atem® air purifier 
2 PureJet™ diffuser 
3 Back cover
4 Stand head
5 Stand base
6 HyperHEPA®  
   filter 
7 Silencer 
8 Power adapter 
   and plugs
9 Connector  
   cover 
   
Produkt- 
komponenten
1 Luftreiniger Atem® 
2 PureJet™ 
 Diffusor  
3 Abdeckung
4 Standfuß-Arm
5 Standfuß-Basis
6 HyperHEPA® 

 Filter 
7 Schalldämpfer 
8 Netzteil und  
 Stecker
9 Steckerhalter

Composants  
du produit
1 Purificateur d’air  
 Atem® 
2 PureJet™  
 diffuseur 
3 Plaque arrière
4 Tête du support
5 Base du support
6 HyperHEPA® 

 filtre 
7 Silencieux 
8 Adaptateur élec 
 trique et fiches
9 Couvercle du  
 connecteur

Componentes 
del producto
1 Purificador de  
 aire Atem® 
2 PureJet™ difusor
3 Cubierta  
 posterior
4 Cabezal del  
 soporte
5 Base del soporte
6 HyperHEPA® 

 Filtro 
7 Silenciador 
8 Adaptador y  
 tomas de  
 corriente
9 Cubierta del  
 conector

产品组件 
1 Atem® 空气净化器
2 PureJet™ 扩散器
3 背板盖
4 支架头
5 支架座
6 HyperHEPA® 滤芯
7 消音器
8 电源适配器和插头
9 连接器盖 

產品組件 
1 Atem®空氣淨化器 
2 PureJet™擴散器 
3 背板蓋
4 支架頭
5 支架座
6 HyperHEPA® 濾芯 
7 消音器 
8 電源適配器和插頭
9 連接器蓋

製品の構成部品
1 Atem® 空気清浄機 
2 PureJet™ ディフュ 
 ーザー 
3 バックカバー
4 スタンドヘッド
5 スタンドベース
6 HyperHEPA® フ 
 ィルタ 
7 消音機 
8 電源アダプタとプ 
 ラグ
9 コネクタカバー

생성물구성 요소 
1 Atem® 공기 청정기 
2 PureJet™ 디퓨저 
3 백 커버
4 스탠드 헤드
5 스탠드 베이스
6 HyperHEPA®  
 필터 
7 소음기 
8 전원 어댑터  
 및 플러그
9 커넥터 커버

Компоненты 
изделия 
1 Очиститель  
 воздуха Atem® 
2 Распылитель  
 PureJet™ 
3 Задняя крышка
4 Верхняя часть  
 подставки
5 Основание  
 подставки
6 HyperHEPA®  
 Фильтр
7 Глушитель шума 
8 Сетевой адаптер  
 и разъемы
9 Крышка  
 соединителя

مكونات الجهاز
  ®Atem 1 منّقي الهواء

 ™PureJet 2 موزع الهواء
3 أغطية خلفية
4 رأس الحامل

5 قاعدة الحامل
  ®HyperHEPA 6 مرشح

7 كاتم الصوت 
8 محول التيار واملقابس

9 غطاء املوّص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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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전에
IQAir Atem® 개인용 공기 청정기는 개인 공기 청정 구역을 
만들고자 하는 모든 곳에서 사용하기에 이상적입니다.   
Atem은 패키지로 제공된 전용 스탠드, 전원 액세서리 및/
또는 하드웨어와 함께 사용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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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와 마찬가지로 8세 미만 어린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주십시오. 이 기기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 이 제품은 8세 이상 어린이, 그리고 
신체적, 인지적 또는 이성적 기능이 
떨어지거나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안전한 방식의 기기 사용에 
관련하여 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도를 받고 관련된 위험을 이해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와 사용자 유지보수를 
어린이가 감독 없이 수행해서는 안됩니다.

화재, 감전 또는 부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이 
경고문을 읽어 주십시오.
• 치명적인 감전 및 화재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제품은 적절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 전원 연결부에만 
꽂으십시오. IQAir에서 제공하는 전원 

액세서리만 사용하십시오. 
• 실내 및 건조한 환경에서만 전원 
액세서리를 사용하십시오. 
• 손상된 전원 어댑터, 케이블 
또는 플러그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손상된 경우 폐기하고 IQAir 전원 
부속품으로만 교체해야 합니다.

• 어떠한 액체도 흘리거나 제품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러한 액체는 물, 세제 또는 인화성 용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장치를 청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원 공급 장치에서 분리하십시오. 
 - 부드럽고 마른 천만 사용하십시오. 
 - 케이블 및 플러그: 플러그를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하십시오. 연결 케이블의 플러그에 묻어 있는 먼지를 
불어서 제거하십시오. 
제품 또는 그 구성품 중 어떤 것도 절대로 물 또는 흐르는 
물에 담그지 마십시오.
• 절대로 장치를 덮거나 또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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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손으로 단단히 잡고 청정기를 

중요 안전 경고

중요 안전 지침

3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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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안전 경고
들어올려 운반합니다.
• 조립된 장치는 스탠드로 들어 올리지 
마십시오.
• 본 제품은 생활 및 사무실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공기를 맑게 해 줌으로써 호흡 구역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제품은 정의된 영역 내에 전용 호흡 
구역을 만듭니다.  
• 본 제품은 본래 포장에 담겨 
제공된대로 전용 스탠드와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 본래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할 경우, 
욕실이나 주방과 같이 젖어 있거가 
습한 환경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 본 청정기는 건조한 환경에서만 
사용하십시오.
• 창문을 연 채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부적절한 사용은 부상, 오작동 및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사용 제한: 영구적인 인간의 

거주지에 적합한 환경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공격적이거나 
폭발적인 환경에서 또는 위험한 공수성 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전자파 적합성(EMC)
• 전자파 적합성(Electromagnetic Compatibility)이라는 
용어는 전자기 방사 및 정전기 방전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다른 
장비에 전자기 방해를 일으키기 않고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제품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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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급 기기 (가정용 방송통신기자재)
이 기기는 가정용(B급) 전자파적합기기로서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명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는 할 수 없음.

중요 안전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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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구성 요소 및 조립
제품 구성 요소 
덮개 안쪽의 제품 도면을 참조하십시오.
1 Atem® 공기 청정기 
2 PureJet™ 디퓨저 
3 백 커버
4 스탠드 헤드
5 스탠드 베이스
6 HyperHEPA® 필터 
7 소음기 
8 전원 어댑터 및 플러그
9 커넥터 커버

조립 
박스를 풀면 PureJet 디퓨저(2)가 부착된 Atem 공기 
청정기(1)가 있습니다. 

전원 및 스탠드 조립
전원 어댑터 및 플러그 박스를 제거하고 포장을 풉니다. 
자신의 지역에 맞는 플러그를 선택하고 그림과 같이 
제자리에 끼웁니다. 전원 어댑터는 정격 전압 범위 및 
정격 주파수 범위 내에서 주전원 전압 및 주파수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스탠드 헤드(4)를 잡고 
커넥터 커버(검은 색 부분)
(9)를 제거한 다음 옆에 
놔둡니다. 

제품 사용 및 작동

자신의 지역의 플러그를 선택합니다

조립된 플러그

1

2

커넥터 커버를 제거합니다

제 자리에 끼웁니다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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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어댑터 코드(8)의 
커넥터 끝을 잡고 헤드를 
제 자리에 끼웁니다. 커넥터 
커버 교체
전원 코드를 스탠드 헤드의 
채널에 끼웁니다.
스탠드 헤드를 스탠드 베이스(5)에 조립합니다. 
일단 조립되면, 스탠드는 이제 청정기의 뒷면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공기 청정기를 스탠드에 연결하기
스탠드를 똑바로 세웁니다. 공기 청정기를 단단히 잡은 
상태에서 백 커버(3)를 정렬합니다. 가장자리를 기울여 
전원 플러그 헤드를 정렬하는 스탠드 헤드에 고정합니다.
공기 청정기와 스탠드를 함께 끼웁니다. 
청정기, PureJet 디퓨저 및 스탠드가 조립되면 이제 
Atem 개인용 공기 청정기를 사용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제품 사용 및 작동

코드를 스탠드에 끼워 넣습니다

스탠드 헤드를 정렬합니다

스탠드 헤드를 베이스에 
연결합니다 

1

2

비스듬히 움직여 제자리에 
끼웁니다  

전원 코드 헤드를 끼웁니다 커넥터 커버를 교체합니다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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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청정기 조립 및 전원 공급   

Atem을 처음 사용하기
Atem을 전원 공급 장치에 처음으로 연결하면 전원 
연결을 나타내는 소리가 들리고 빨간색 조명이 켜집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터치 포인트 설정
팬 속도를 변경하려면, 손가락 두 개를 사용하여 페이스 
플레이트의 가운데를 터치합니다. 터치할 때마다 소리가 
들리며, 파란색 조명이 보입니다. 의 크기는 공기 속도에 
해당합니다. 

제품 사용 및 작동

소형 적색 등 및  
차임벨 = 대기 

터치 포인트

Atem 개인용 공기 청정기를 사용자 가까이 책상 또는 
테이블과 같은 안정된 표면 위에 놓습니다. PureJet 
디퓨저가 호흡 구역을 직접 향하게 합니다. 

최적의 청정 공기 전달을 위해 Atem을 가능한 한 
사용자에게 가깝게 배치하십시오.

개인 청정 공기구역 설정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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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 교체
Atem은 소리를 동반하는 이중 빨간색 플래시를 통해 
필터 교체 필요성을 표시합니다. 

HyperHEPA 필터
1 ~ 4 단계에 따라 Atem의 필터를 변경하십시오. 
필터 변경 시 Atem을 전원에서 분리하십시오!
1 단계: 스탠드에서 공기 청정기를 분리하고 뒷면이 위를 
향하게 하여 천 위에 뒤집어 놓습니다.

2 단계: 백 커버 잠금 
링 방향 표시기에 
유의하십시오. 잠금 링을 
단단히 잡고 백 커버(3)
가 분리될 때까지 반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이제 
후면을 쉽게 들어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개방 방향

제품 사용 및 작동

잠금을 해제하려면 잠금 링을 돌
리십시오

작은 파란색 조명 및 소리 
= 저속

중간 크기 파란색 조명  
및 소리 = 중속

전체 파란색 조명  
및 소리 = 고속
(냉각 모드)

이중 빨간색   
깜박임 및 소리   
= 필터 변경

백 커버를 쉽게 들어 올립니다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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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 탭을 당겨 오래된 필터를 제거하고 처분합니다. 
새 IQAir Atem HyperHEPA® 필터(6)로 교체하고 
단단히 제자리에 고정시킵니다. 
4 단계: 백 커버를 교체하고 잠금 핀이 제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조심스럽게 돌립니다. 잠금 링을 단단히 잡고 
누르며 시계 방향으로 돌려 잠급니다. 이제 후면이 단단히 
닫힙니다. 공기 청정기를 스탠드에 놓고 사용하십시오. 

PureJet 디퓨저 
PureJet 디퓨저를 제거하려면, 공기 청정기와 디퓨저를 
단단히 잡고 둘을 당겨서 분리합니다. 

PureJet 디퓨저를 
교체하려면, 공기 청정기와 
디퓨저를 단단히 잡은 다음 
디퓨저 뒷면에 있는 큰 핀을 
공기 배출구의 화살표에 
맞춥니다. 공기 배출구에는 
더 큰 구멍이 있습니다.
디퓨저 핀이 화살표와 
정렬되면 공기 청정기를 
손으로 단단히 잡고 
있는 동안 눌러 제자리에 

넣습니다. 
PureJet 디퓨저 페이스 플레이트가 빠질 경우, 디퓨저 
페이스 플레이트의 바닥에 있는 후크를 디퓨저 본체의 
바닥에 맞추고 제자리에 단단히 끼웁니다. 

제품 사용 및 작동

잠금 방향

디퓨저 제거

공기 배출구 화살표

큰 핀을 정렬합니다

커넥터 후크 디퓨저 플레이트가 제자리에 끼
워집니다

필터를 제거하려면 탭을 들어 올
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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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Atem Air Purifier           
전원 정격: 
12-24V ---— 1.5A 최고점
전원 어댑터:  
모델: IQS27-1801500           
입력: 100-240V ~ 50/60Hz
출력: 18V ---— 1.5A                                                               
크기(스탠드에 설치한 공기 청정기) 
L x H x W 330 x 330 x 145 mm     13 x 13 x 5.8 인치
중량(공기 청정기만):
1850g / 4.1lbs                                      

기술 사양

PureJet 디퓨저 청소
안전한 청소를 위해 디퓨저를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IQAir Atem 앱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고 
IQAir Atem 개인용 공기 
청정기의 추가 기능을 
사용하려면, Apple 또는 
Android용 IQAir Atem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십시오. 앱의 기능 및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 켜기 / 끄기 
 팬 속도 설정 
 필터 수명 알림 
 조명 및 소리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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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em은 자동으로 검색 모드에 있으며, 
앱의 Bluetooth 섹션에 
나타납니다.
페어링을 할 Atem 이름을 
누릅니다. 본 매뉴얼의 
뒷면, 백 커버 또는 포장재 
라벨에 있는 Bluetooth 
코드 PIN을 입력합니다. . 

자동 켜기 / 끄기
사용자의 스마트 폰 장치가 
Atem에 근접한 것을 
감지하도록 앱의 근접 
스위치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하는 경우 절전 자동 켜기/끄기 
기능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웹 사이트의 Atem 지원 섹션을 방문하십시오. 

액세서리및 필터
Atem Desk 공기 청정기에 사용 가능한필터 및 교체 
부품 목록은 다음 웹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www.iqair.com

  Atem 앱, 문제 해결 및 기술 정보

제품 정보 및 사양의 위치는 타입 
플레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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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보증 및 서비스 정보
제품의 제조업체
이 문서에서 IQAir로 불리는 IQAir AG는 사용자 
매뉴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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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을 의도된 용도를 위해 적절하게 
취급되고 그 작동 지침에 따라 취급한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전원 어댑터를 잘못 사용하거나 비 IQAir 제공 
전원 악세서리를 사용하면 보증이 무효화됩니다. 
이 제품은 IQAir 홈페이지(www.iqair.com)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국제 제한 보증서에 명시된 
약관이 적용됩니다. 전술한 보증은 배타적이며, 모두 
명시적으로 부인되는, 보증, 상품성의 약관,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 만족스러운 품질 및 비 침해를 
포함하여 실제로 또는 성문법이든 다른 방식이든 
법률의 작동에 의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모든 
다른  보증, 약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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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를 방문하거나 제품을 구입한 
소매점에 문의하여 추가 지원을 받으십시오.   

보증 및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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