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osphere™ 커넥트 앱 업데이트

최신 기능을 확인하세요

Atmosphere 커넥트 앱은 Atmosphere Sky
유닛을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컨트롤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업데이트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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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시로, 사용하는
유닛이 블루투스에
연결되었는지 확인

블루투스 명령 및 제어

››	블루투스 제어(control)는 와이파이 연결이 되지 않을
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Atmosphere Sky™를
제어하려면 꼭 필요합니다.
››	블루투스가 연결된 상태에서는 유닛의 팬 스피드와
모드 모두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와이파이 안에 있는 경우, 여러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유닛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	실내 공기 상태 기록(Indoor Air Quality history),
무선 펌웨어 업데이트 및 기타 기능 등과 같이
블루투스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기능도 있습니다.

제품 등록

››	클릭 한 번이면 Atmosphere™ 커넥트 앱에서 제품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에 연결된 상태여야
합니다. 와이파이에 연결되면 제품을 등록할 것인지
묻는 메시지가 뜰 것입니다. 유닛의 대시보드 페이지로
이동한 후 아래에 있는 자세히 보기(Details)를 클릭한
후, 등록 및 보증(Registration & Warranty)를
클릭하십시오.
››	등록과 동시에 2년 제한적 품질보증을 받게 되며,
여기에 추가로 3년간 품질보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터 등록

필터 구입 링크

››	필터 등록 후에는 등록 날짜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등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팝업 메시지가 뜰 것입니다.

››	“필터 구입” 버튼은 Amway.com 필터 제품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필터 등록은 추가적인 품질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	Atmosphere™ 앱에서 “필터 구입(Buy Filter)”을
클릭하면 필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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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공기 상태

››	앱에 접속하면 귀하의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한
“외부 공기 상태(Outdoor Air Quality)”가 페이지
윗부분에 표시됩니다. 또한 배너에서 현재 귀하가
있는 장소의 온도 및 전반적인 공기 상태 인덱스(AQI)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부 공기 상태를 확인하시려면 Atmosphere™ 커넥트 앱이 귀하의
접속 위치를 확인하는 것을 허용하셔야만 합니다. “외부 공기 상태
확인 불가(Outdoor Air Quality Unavailable)”라는 메시지가
뜨면 이 메시지를 클릭하여 접속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면
됩니다.

››	위의 여섯 가지 오염 물질을 탭하시면 그 물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외부 공기 상태 배너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화살표를
탭하시면 위에서 보신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화면은
현재 외부 공기 상태 및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일반적인
오염 물질을 바탕으로 하여 일상 활동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초미세먼지(PM2.5), 흡입성 입자물질
(PM10), 오존(O3), 아황산가스(SO2), 이산화질소(NO2),
일산화탄소(CO).

››	외부 공기 상태 페이지에서 지도의 오른쪽 상단의 네모를
탭하시면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 화면 상태의 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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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공기 상태
자주 찾는 장소 ‘즐겨찾기’

››	외부 공기 상태 페이지의 오른쪽에 있는 돋보기를 탭하세요. 현재
위치의 개략적인 모습과 최근에 검색한 장소와 함께 검색창이
나타납니다.

››	최근에 검색한 장소를 선택하시면, 그 장소의 외부 공기 상태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외부 공기 상태 예보

››	외부 공기 상태 예보를 보시려면 “예보(Forecast)”를
클릭하세요. 4일간의 외부 공기 상태 예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래프 상에서 파란색 숫자는 예상 AQI를 나타냅니다.

››	하트 모양 아이콘을 탭하면 검색한 장소를 “Favorites(즐겨찾기)”에
추가할 수 있는 팝업 창이 뜹니다.
››	검색한 장소의 이름을 입력하시고, “저장하기(Save)” 를
선택하시면 검색한 장소의 하트 아이콘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날씨 정보

››	앱 첫 화면에서 외부 공기 상태 정보를 나타내는 지도에서
날씨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위치의 날씨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페이지가 열립니다.

실내 공기 상태 그래프

››	실내 공기 상태 그래프 기록은 최대 7일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래프에서 유닛이 설치된 방의 팬 스피드, 모드 및
내부 공기 센서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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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에 접속하는 방법

›› 설
 정 메뉴를 통해 언제라도 인-앱 피드백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Atmosphere™ 커넥트 모바일 앱 개발 팀이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좌측 상단부에 있는 메뉴 아이콘을 클릭한
뒤, 설정을 선택하시고 “피드백 남기기(Provide Feedback)”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앱 업데이트 알림

›› 설
 정 페이지의 화면 아래를 보시면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가능(Application Update
Available)”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클릭하셔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시면
됩니다.
››  앱이 최신 버전인 경우에는 “최신 버전입니다
(Your app is up to date)”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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