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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질측정기
IAQ MONITOR
ABS
107 x 60 x 105 mm
DC 12V
2W
DC 12V/1.0A
PMS-7003

제품명
모델명
소재
크기
입력전압
소비전력
시거잭(정격입력)
미세먼지 센서 

③ 전원 케이블(시거잭)
④ 제품 사용설명서

① IAQ monitor Air purifier
② 러버패드(거치대)

➊ ➌

➋ ➍

1. 구성품 2. 제원

* 구성품 및 이미지는 모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답터 사용시, 정격입력 AC110~220V
   출력전압 DC 12V/1.0A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KC인증:  
R-R-LFs-IAQMONITOR/KR18-SEK1040

Made in KOREA.



미세먼지 센서 공기 출구

미세먼지 센서 공기 입구윗면 원형 스위치
(전원 스위치 / 누름 스위치)

제품 본체 체결 볼트

아답터 잭 연결부
(시거잭 반대편 연결잭)

후면

3. 제품 세부 명칭

전면



4. 제품 사용법 및 기능설명

① 

② 

③

④ 

전원 ON/OFF : 시거잭(전선)을 차량 시거잭 홀더에 꽂고 윗면 원형 
스위치를 누르십시요.  전원을 끄려면 시거잭을 차량 시거잭 홀더에서 
분리하거나, 윗면 원형 스위치를 누르면 꺼집니다. 다시 전원을 켤 
경우에는 (시거잭 연결 상태) 윗면 원형 스위치를 누르면 전원이 
켜집니다. 윗면 원형 스위치는 누름 스위치이니 돌리지 마십시오.

LCD화면에 PM2.5(초미세먼지)수치가 표시됩니다. PM2.5 수치가
5 ㎍/㎥ 이하의 경우 <5 로 화면에 표시되며, 10 ㎍/㎥ 이하의 경우는 
초록색, 10~ 30 ㎍/㎥ 경우는 노란색, 30 ㎍/㎥이상 경우에는 
빨강색으로 표시됩니다. 

초기 센서 안정화 시간 동안, FAN은 최대 회전수로 구동합니다.

초미세먼지 측정치가 10, 30, 80을 기준으로 FAN 회전수가 증가합니다. 
(공기청정 속도 증가) 또한 초미세먼지 수치가 증가 중인 상태에서는 
계속 고속 회전을 합니다. (소음을 크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수치가 10 
이하가 되면 FAN은 아이들링 상태로 구동합니다.

전면부 및 후면부 구멍(AIR HOLE)에 이물질을 절대 투입하지 마십시오. 

내부에 이물질이 투입될 경우 제품에 심각한 손상과 사용자가 다칠 수 

있습니다.

차량과 실내에서만 사용하십시오.

압착, 관통 등의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물기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FAN이 과열될 경우 전원을 꺼주십시오. 

사용설명 이외의 작동으로 발생한 문제와 피해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⑦

⑧

⑨

⑩

⑪

러버패드에서 제품을 분리하시면 차량

이외의 실내공간(방, 거실, 사무실 등)에서도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경우 아답터잭

연결부에 12V 아답터를 연결하시어

사용하십시오.

⑤



IAQ monitor
Air purifier

1. 러버패드를 그림과 같이 
    제품 손잡이에 끼워 주십시요

2. 차량 실내 “암레스트(설치 추천 위치입니다)”에
    그림➊과 같이 놓아 주십시요.

3. “암레스트”에 설치한
    제품의 LCD화면은
    차량 뒤쪽을 향하도록
    추천드립니다.

* 내기 순환 버튼을 누르고 히터(또는 AC) 구동시 최적의 자동차 실내 공기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5. 설치안내

➊
➋

Cigar jack



6. Filter 교체 방법

제품 후면부(4개의 볼트 체결 구멍이 있는 면) 볼트 4개를 풀고,  그림과 같이

Filter를 제거한 후 필터(80mmX80mm)를 끼우시면 됩니다. 

필터는 필립스 GoPure 필터 (GSF80X80X1 / code: 27004228) 를

계속 장착하여 사용 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교체주기는 제품 사용시간에 따라 상이하나,

6개월에 한번 교체를 추천 드립니다

본 제품은 차량용 공기청정기의 공기청정 능력을 위해

최고급 헤파필터(필립스 GoPure 차량용 공기청정기 정품 필터)를 내장하였습니다.



7.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1. 차량 주행 중에는 본 제품의 LCD상 수치 확인을 하지 마시고, 안전운전 해 주십시오.

2. 시거잭 연결 및 원형의 전원 스위치는 차량 운행중 작동하지 마십시오.

3. 전면부 및 후면부 구멍(AIR HOLE)에 이물질을 절대 투입하지 마십시오.
    내부에 이물질이 투입될 경우 제품에 심각한 손상과 사용자가 다칠 수 있습니다.

4. 차량과 실내에서만 사용하십시오.

5. 압착, 관통 등의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6. 물기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7. FAN이 과열될 경우 전원을 꺼주십시오. 

8. 사용설명 이외의 작동으로 발생한 문제와 피해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조원 : 주식회사 루프트센스     ｜     판매원 : 이디피에스     ｜     제조국 : 대한민국

8. 보증

보증 기간과 적용 범위  :  1년 간 하드웨어 제품에 제한 보증 제공.

루프트센스는 해당 기기를 루프트센스 또는 공인 리셀러나 유통 업체로부터 구입한 개인이나 단체에 한해 아래 명시된 제한 보증을 제공합니다.

루프트센스는 정상적인 사용 중에 발생한 재료나 제조 상의 결함을 최초 구입일로부터 1년 동안 보증합니다(”보증기간”).

보증 기간 동안 기기가 루프트센스로 반송된 경우, 기기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면 루프트센스는 해당 기기를 수리, 새 기기나 개조된 기기로 교체, 

또는 구입 가격으로 환불할 수 있습니다(할인 또는 프로모션 코드 제외). 보증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보증 범위와 제한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루프트센스는 사용자에게 기기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보증 및 AS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air-call@edps.ddns.net 로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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