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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량 조절 버튼1 2 3

4 5공기질 상태 수치 미세먼지 농도 6 전원 버튼

풍량 단계 LED 공기질 항목 표시 변경 

온 도

습 도

C O 2

TVOC

공기질 상태 표시 LED
공기 배출부

공기 흡입부

USB-C 연결부

제품 본체
1대

어댑터
1개

USB-C 타입 케이블
1개

제품 메뉴얼
1개

구성품

1 2

제품 부분 명칭

공기질 상태 표시 LED



공기질 항목 표시 변경 버튼을 누를 때마다 
중앙에 위치한 LED의 수치가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CO2), 휘발성유기화합물(TVOC) 
순으로 바뀝니다.

      미세먼지 청정도는 환경부 기준에 따라 4                                
단계의 색상으로 표시됩니다.

온 도

습 도

C O 2

TVOC

온 도

습 도

C O 2

TVOC

      전원 버튼을 터치하면 전원이 켜집니다.

    전원 버튼을 다시 3초 정도 누르면 전원이 
꺼집니다.

     풍량 버튼 옆 동그라미를 누를 때마다 풍량 
세기가 바뀝니다.

제품 작동 방법

동봉된 USB-C 커넥터를 제품 후면 USB-C 
연결부에 연결하여 주십시오.

파손된 어댑터는 사용하지 마세요.

주의

어댑터 연결 상태표시 변경 및 미세먼지 청정도 확인

전원 켜기/끄기 및 풍량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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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Remote APP 다운로드
모니터링 설정

74
습도(%)온도(˚C)

24 100
배터리(%)

4
풍량모드

 Air Sentinel M (1505)

매우나쁨
541

공기질 통합지수

11

23

좋음

좋음

ppm

ug/m3

일산화탄소

23 좋음ppm

이산화탄소

미세먼지(PM�.�)

풍량조절 전원끄기

➀ 에어시그널 홈페이지(www.airsignal.kr)
     에 접속하십시오.

➁ AS-CLOUD페이지 접속후 앱 다운로드를
     클릭,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➂ 다운받은 앱을 실행, 설치하여 주십시오.

➁ 사용할 언어를 선택 해주십시오.
     (한국어 또는 영어)

➀ 앱과 연결하기 위해, 스마트폰의 블루투스를
    활성화 시켜주십시오.

사용할 언어를 선택해주세요
Please select a language

한국어 English

➂ 연결할 디바이스를 선택해주세요
연결할 디바이스를 선택해주세요

Air Sentinel M
(�xxx)

등록된 기기

연결할 수 있는 기기

Air Sentinel M
(�xxx)

연결하기

연결하기

Air Sentinel ���
(�xxx)

Air Sentinel ���
(�xxx)

연결하기

연결하기

AS-Remote APP 설치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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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 발생 모듈

측정 정보

살균 면적

통신 방식

전원

공기 흐름 조절

소비 전력

제품 재질

제품 크기 및 무게

공기질 정보 화면

Air Sentinel M    스마트 플라즈마 살균기

최대 12억개의 플라즈마 이온 발생

미세먼지, 이산화탄소(CO2), 일산화탄소(CO),
휘발성유기화합물(TVOC), 온/습도, 바이러스 위험지수

33m2 (약 10평) - 15분 이내, 장비반경 1.5m이내 - 수초이내

Bluetooth

DC 5V 3A

최대 41.6CFM 자동/수동 4단

15W 이내

PVC

122 x 122 x 206mm, 960g

색상표시 : 미세먼지 (B:좋음, G:보통, Y:나쁨, R:매우나쁨)
수치표시 : 이산화탄소, 휘발성유기화합물, 온/습도

공기질 통합지수 및 제어부분

상세 공기질 지수

11 좋음ppm

일산화탄소

74
습도(%)온도(˚C)

24 100
배터리(%)

4
풍량모드

Air Sentinel-M (1505)

매우나쁨
541

공기질 통합지수

풍량조절 전원끄기

공기질 통합지수 수치/상태 조회
온/습도, 제품의 현재 배터리 및 풍량 상태

제품 원격 제어
풍량 조절 및 전원 끄기

상세 공기질 지수 값 조회

미세먼지 0 ~ 100 ug/m3

이산화탄소 400 ~ 2000 ppm

일산화탄소 0 ~ 1000 ppm

총휘발성유기화합물 0~10 mg/m3

상세 공기질 지수 상태

좋음, 보통, 나쁨 , 매우나쁨 4단계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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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Remote APP 설치 및 사용 제품 사양



• 전원 플러그를 젖은 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 제품 커버를 분리하지 마세요.

• 제품을 임의로 분리, 개조하지 마세요.

• UV-C LED를 직접 눈으로 보지마세요. 소량의 노출로 실명 또는 피부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 UV-C LED를 수리 또는 교체해야 할 경우, 서비스센터로 연락하세요.

•  고온의 환경 또는 물이 있는 장소에 제품을 두지마세요.

• 침수된 제품은 즉시 전원을 끄고, 서비스센터로 연락하세요.

• 제품에서 FAN소리 이외에 이상한 소리, 냄새, 연기가 나면 즉시 전원을 끄고, 서비스 
센터로 연락하세요.

• 제품의 공기 흡입부, 배출부에 손가락, 이물질 등을 넣지 마세요.

• 본 제품의 품질 보증기간은 1년이며, 품질 보증기간 동안 고객님의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제품에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는 당사가 무상으로 수리하여 드립니다. 단, 보증기간 이내라도 당사의 귀책으로 인한 고장이 
아닌 경우에는 유상으로 서비스합니다.

• 기타 품질보증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본 
제품에 대한 보증을 실시합니다.

• 서비스 요청 시 031-756-1251로 연락해 주십시오.

• 제품의 수리를 요청할 경우 품질보증서를 꼭 제시하여 주십시오.

에어시그널(주)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3, 602호 (오렌지카운티, 여수동)

판교사무실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54, 가동 506호(기업성장센터, 시흥동)

TEL : 031 - 756 - 1251 FAX : 031 - 756 - 1252 sentinel@airsignal.kr

• 평평한 곳에 설치하세요.

• 주변 공기의 살균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 제품 위에 물건을 올려놓지 마세요.

•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어린이가 기기를 가지고 놀지 않도록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설치하세요.

• 젖은 손으로 제품을 만지지 마세요.

• 제품에 가연성 물질을 뿌리지 마세요. 

주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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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

품질 보증서

제 품 명 보증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까지

제조번호

구매일자

성 명

구 입 자

주 소

전화번호

http://www.airsignal.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