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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CH 하면 ABLE 되는 생활공간을 열다
Touch And Able, BOK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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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ILITY
감동적인 성능
더 많은 것의 가능함

BEYOND
더 나은 생활을 향한 혁신
보다 뛰어난 기술력

LIFESTYLE
감각적인 디자인
라이프스타일의 제안

EXPERIENCE
스마트 리빙의 경험
효율적인 생활공간

마일드 DC선풍기
P.15 BKF-30DC89

에어젯 쿨러
P.17 BKCF-18DR07

에어젯 무빙 에어컨
P.18 BKPF-18R03AC

오늘은 오늘의 공기만 마시자
물의 유통기한은 따지면서
왜 공기의 유통기한은 안 따지십니까?
이젠 보국 에어젯 서큘레이터로

에어젯 서큘레이터 스퀘어

매일매일 구석구석 고인공기를

P.10 BKF-2081CB

시원하게 풀어주세요
24시간 당신 곁에 신선한 바람이 따라갑니다.

강력한 모터기술로 공기의 사각지대를 없앤 에어젯

울트라 부스터 모터

Z 부스터 윙

공기순환거리 12M (모델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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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ULATOR

오늘은 오늘의 공기만 마시자
구석구석 고인공기까지 순환시켜주는

서큘레이터

← 좌우 65。 →

3D 입체모션
↑
상하 90。

상하 90도, 좌우 65도로 회전하며 천장부터 바닥까지 공기
를 순환시켜 고인 실내공기를 전체적으로 순화시켜 줍니다.

↓

울트라부스터 모터
오일리스 베어링(oil-less Bearing)에서 볼 베어링(Ball
Bearing)을 사용한 울트라 부스터 모터를 채용함으로써
모터의 수명과 성능을 향상 시켰습니다. 또한 항공기 제트엔진
기술을 적용하여 강력한 스크류 직진성 바람을 만듭니다.

스마트한 인공지능 모드
실내온도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풍량을 조절함으로 에너지
절약 및 냉난방비 절감이 가능합니다.

날개의 진화, Z 부스터윙
날개 끝을 Z 갈고리모양으로 제작하여 조금이라도 놓칠 수

스파이럴 디자인의 전면 그릴

있는 바람을 날개 끝으로 모아 풍부하고 부드러운 양질의 바람

보다 멀리 바람을 내보내기 위해 스파이럴 모양으로 전면

을 만듭니다.

그릴을 디자인하였으며 또한 아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그릴 간격을 촘촘하게 구성하였습니다.

공기순환거리 12m (모델에 따라 다름)
울트라부스터 모터와 Z 부스터 윙으로 12m 앞까지 도달하는
바람으로 천장부터 바닥까지 공기를 순환시켜 실내온도를 일
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8

높낮이 조절
기존 서큘레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높낮이 조절이 불가능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스탠드형을 개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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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ULATOR

에어젯 서큘레이터 스탠드

에어젯 서큘레이터 스탠드

에어젯 서큘레이터 스퀘어

3D 서큘레이터

BKF-2084CB

BKF-2089CB

BKF-2081CB

BKF-2068CB

상하좌우 자동 3D입체회전
상하 각도설정 가능
(45, 75, 90도)
현재온도 표시기능
4단계 터치패널 풍량조절
8시간 타이머
무선 리모컨 및 거치대

2018년 업그레이드

소비전력 70W / 5엽 20cm

스마트한 인공지능 모드
상하좌우 자동 3D입체회전
상하 각도설정 가능(45, 75, 90도)
현재온도 표시기능
4단계 조그셔틀 풍량조절
8시간 타이머
LED 표시창 온오프기능
무선 리모컨 및 거치대

2018년 업그레이드

소비전력 70W / 5엽 20cm

상하좌우 자동 3D입체회전
상하 각도설정 가능
(45, 75, 90도)
스마트한 인공지능 모드
현재온도 표시기능
4단계 조그셔틀 풍량조절
8시간 타이머
자연풍, 수면풍 제공
LED 표시창 온오프 기능
무선 리모컨 및 거치대

소비전력 70W / 5엽 20cm

상하좌우 자동 3D 입체회전
4단 바람세기(유아풍 기능)
4시간 타이머 기능
무선 리모컨 및 거치대
사계절 스피디한 공기순환

소비전력 55W / 3엽 18cm

3D 서큘레이터

BKF-2061CB
상하좌우 자동 3D 입체회전
4단 바람세기(유아풍 기능)
4시간 타이머 기능
무선 리모컨 및 거치대
사계절 스피디한 공기순환

소비전력 55W / 3엽 20cm

3D 서큘레이터

BKF-2266CB
상하좌우 자동 3D 입체회전
4단 바람세기(유아풍 기능)
4시간 타이머 기능
무선 리모컨 및 거치대
사계절 스피디한 공기순환

소비전력 75W / 3엽 20cm

에어젯 서큘레이터

에어젯 서큘레이터

3D 서큘레이터

미니 3D 서큘레이터

360도 에어 서큘레이터

에어 서큘레이터

BKF-2079CB

BKF-2070CBL

BKF-2265CBL

BKF-1552CB

BKF-1773CB

BKF-2280CB

스마트한 인공지능 모드
상하좌우 자동 3D입체회전
상하 각도설정 가능(45, 75, 90도)
현재온도 표시기능
4단계 조그셔틀 풍량조절
8시간 타이머
LED 표시창
무선 리모컨

소비전력 70W / 5엽 20cm

스마트한 인공지능 모드
상하좌우 자동 3D입체회전
현재온도 표시기능
4단계 조그셔틀 풍량조절
8시간 타이머
LED 표시창 및 무선 리모컨

소비전력 75W / 5엽 20cm

상하좌우 자동 3D 입체회전
4단 바람세기, 현재온도 표시
LED표시창 및 터치식 조작패널
8시간 타이머 기능
무선 리모컨 및 거치대
사계절 스피디한 공기순환

소비전력 75W / 3엽 20cm

3D 서큘레이터

3D LED 서큘레이터

3D 서큘레이터

BKF-2285CBL

BKF-2287CBL

BKF-1730CB

상하좌우 자동 3D 입체회전
4단계 터치패널 풍량조절
현재온도 표시 기능
LED표시창 온오프기능
8시간 타이머 기능
무선 리모컨 및 거치대
사계절 스피디한 공기순환

2018년 업그레이드

소비전력 75W / 3엽 2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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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좌우 자동 3D 입체회전
4단계 터치패널 풍량조절
현재온도 표시 기능
LED표시창 온오프기능
8시간 타이머 기능
무선 리모컨 및 거치대
사계절 스피디한 공기순환

상하좌우 자동 3D 입체회전
4단 바람세기(유아풍 기능)
4시간 타이머 기능
편리한 리모컨 기능
사계절 스피디한 공기순환

상하좌우 자동 3D 입체회전
터치패널, 4단바람세기
4시간 타이머 기능
터보풍, 편리한 리모컨
실내공기 순환기능
미니 사이즈 이동용이

소비전력 45W / 3엽 15cm / mini

상하수동 각도조절(최대90도)
좌우 360도 자동회전
(30/90/180/360도 각도선택)
3단계 버튼식 풍량조절
자연풍, 수면풍 가능
8시간 타이머
편리한 리모컨 기능

소비전력 45W / 3엽 17cm

상하 수동 각도조절
3단계 다이얼 풍량조절
앞망 분리세척 가능

소비전력 40W / 3엽 16cm

에어 서큘레이터

미니 서큘레이터

3D 서큘레이터

BKF-1775CB

BKF-1572CB

BKF-2071CB

상하 0/45/90 수동 각도조절
3단계 풍량조절 가능
간편한 후면 다이얼 조절
스피디한 공기순환

상하 수동 각도조절(최대90도)
좌우 자동회전
4단계 풍량조절
간편한 전면 다이얼 조절
스피디한 공기순환
미니 사이즈 이동용이

상하좌우 자동회전
3단 바람세기(약풍, 미풍, 강풍)
간편한 전면 다이얼 조절
스피디한 공기순환

2018년 업그레이드

소비전력 75W / 3엽 22cm

소비전력 55W / 3엽 18cm

소비전력 45W / 5엽 17cm

소비전력 45W / 3엽 15cm / mini

소비전력 45W / 3엽 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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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CIRCULATOR

DC AIR COOLER

DC ELECTRIC FAN

더 조용하고 강력한 보국의 DC모터 기술

DC 서큘레이터 / DC 에어쿨러 / DC 선풍기
강력한 모터파워로 세밀한 풍량조절
보국의 DC모터팬은 피부에 부드럽게 바람이 닿을 수 있도록
보다 미세한 공기를 앞으로 내보내 기호에 맞게 풍량을 조절
하고 원하는 위치까지 바람을 보낼 수 있습니다.

조용한 저소음 설계
DC모터를 적용한 보국 DC팬은 AC모터팬에 비해 회전이
안정적이며, 초저소음 설계를 실현하여 조용하고 부드러운
바람을 선사합니다.

DC모터
BLDC모터를 사용하여 더 견고할 뿐 아니라, 기존 AC모터에서 발생하던 과열을 극복하여 일반 모터에 비해 오랜
사용에도 소음이 늘어나거나 성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에너지 절약
DC모터는 AC모터와 같은 RPM이여도 소비전력이 더 낮은
점이 특징입니다.
보국 DC모터와 함께 최소의 에너지로 여름철 에너지 걱정을
날려보내세요.

12

SOFT WIND

SILENT FAN

SAVE ENERGE

부드러운 바람

저소음 설계

에너지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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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CIRCULATOR

DC AIR COOLER

DC ELECTRIC FAN

3D 서큘레이터

에어젯 서큘레이터

BKF-20DC79

BKF-20DC78L

상하좌우 자동 3D입체회전
좌우 회전각도 조절(30, 60, 90도)
4단계 터치식 풍량조절
자연풍, 수면풍 기능
8시간 타이머
LED 표시창 및 무선 리모컨

스마트한 인공지능 모드
상하좌우 자동 3D입체회전
현재온도 표시기능
8단계 터치슬라이딩 풍량조절
자연풍, 수면풍 기능
9시간 타이머
LED 표시창 및 무선 리모컨

소비전력 30W / 3엽 20cm
소비전력 28W / 3엽 20cm

키높이 DC 선풍기

BKF-35DC86
키높이 DC 팬
상하수동 각도조절
좌우 자동회전
4단계 풍량조절
자연풍, 수면풍, 초미풍 모드
7.5시간 타이머
날개 분리세척 가능
리모컨 제공
소비전력 25W / 5엽 35cm

시원한 얼음바람이
당신을 따라 움직입니다

보국 에어젯 쿨러
2018년 업그레이드

키높이 DC 선풍기

BKF-35DC84
키높이 DC 팬
상하수동 각도조절
좌우 자동회전
12단계 조그셔틀 풍량조절
수면풍, 자연풍 기능
7.5시간 타이머
LED 밝기 자동 조정 (동작 30초 후 자동 off)
날개 분리세척 가능
리모컨 제공
소비전력 14W / 5엽 35cm

에어젯 쿨러

BKCF-18DR07
실내온도에 따라 풍량 자동조절 인공지능모드
DC모터 8단계 풍량조절
스마트한 필터 건조모드
자연풍, 수면풍, 유아풍 제공
상하좌우 회전 기능
송풍그릴 자동개폐
터치 LED 패널 적용
8시간 타이머
냉풍 기능 시 물없음 알람 제공
바퀴적용으로 이동용이

소비전력 50W / 8시간 타이머

14

마일드 DC 선풍기

BKF-30DC89
마일드 DC 팬
스마트한 인공지능 모드
상하 90도 수동 각도조절
좌우 자동회전(30도, 60도, 90도)
3가지 풍량모드(일반풍, 자연풍, 수면풍)
8단계 풍량조절
조작부 터치패널 및 조그셔틀 적용
9시간 타이머(일정 시간 후 꺼짐)
9시간 예약설정(일정 시간 후 켜짐)
날개 분리세척 가능
무선 리모컨 제공

SOFT WIND
부드러운 바람

SILENT FAN
저소음 설계

SAVE ENERGE
에너지 절약

소비전력 25W / 7엽 3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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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 COOLER

보국만의 촉촉한 얼음바람으로
매일매일 여름이 더 시원해집니다

에어쿨러

에어젯 프리미엄 쿨러

에어젯 쿨러

BKCF-18R02

BKCF-18DR07

두개의 팬 탑재로 더욱 풍성한 바람
6L 대용량 물통과
냉매팩 용량 업그레이드
3단계 풍량조절과 초강풍(4단계)
자연풍 및 수면풍 모드, 일반풍,
냉풍, 초강풍 제공
상하좌우 회전 기능
9시간 타이머
스마트한 필터 건조모드
냉풍 기능 시 물없음 알람 제공
그릴자동개폐, 이동바퀴적용
터치 LED 패널, 무드등 적용
현재온도 표시기능, 음이온적용(on/off)

소비전력 100W / 9시간 타이머

별도로 필터를 건조할 필요 없이
필터 건조 모드를 이용하여 필터
건조 가능

자연과 가까운 자연풍, 수면에 방해
되지 않도록 고안한 수면풍, 아이들을
위한 유아풍 모드로 상황에 맞추어
원하는 모드로 사용가능

실내온도에 따라 풍량이 자동 조절
되어 불필요한 냉방비 절감이 가능

소비전력 60W / 8시간 타이머

BKCF-17R06

BKCF-17R07MK

BKCF-17R00

실내온도에 따라 풍량 자동조절
인공지능모드
해충퇴치 기능
스마트한 필터 건조모드
3단계 풍량조절
자연풍, 수면풍, 유아풍 제공
상하좌우 회전 기능
송풍그릴 자동개폐
8시간 타이머
냉풍 기능 시 물없음 알람 제공
바퀴적용으로 이동용이
편리한 리모컨 기능

소비전력 60W / 8시간 타이머

상하좌우 회전 기능
스마트한 필터 건조모드
필터청소 모드
(100시간 사용 후 자동동작)
3단계 풍량조절(미풍, 약풍, 강풍)
자연풍, 수면풍 제공
8시간 타이머, 버튼 음소거 기능
냉풍 기능 시 물없음 알람 제공
바퀴적용으로 이동용이

소비전력 70W / 8시간 타이머

오토클린 에어쿨러

리모컨 에어쿨러

리모컨 냉풍기

BKCF-17R02

BKCF-16R07

BKCF-15R07

소비전력 70W / 8시간 타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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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전력 50W / 8시간 타이머

실내온도에 따라 풍량 자동조절
인공지능모드
스마트한 필터 건조모드
3단계 풍량조절
자연풍, 수면풍, 유아풍 제공
상하좌우 회전 기능
송풍그릴 자동개폐
8시간 타이머
냉풍 기능 시 물없음 알람 제공
바퀴적용으로 이동용이
편리한 리모컨 기능

리모컨 에어쿨러

3단계 풍량조절(미풍, 약풍, 강풍)
자연풍, 수면풍 제공
좌우 회전 기능
8시간 타이머
스마트한 필터 건조모드
냉풍 기능 시 물없음 알람 제공
바퀴적용으로 이동용이

스마트한 AI 모드

실내온도에 따라 풍량 자동조절
인공지능모드
DC모터 8단계 풍량조절
스마트한 필터 건조모드
자연풍, 수면풍, 유아풍 제공
상하좌우 회전 기능
송풍그릴 자동개폐
터치 LED 패널 적용
8시간 타이머
냉풍 기능 시 물없음 알람 제공
바퀴적용으로 이동용이

BKCF-17R07

에어젯 쿨러

소비전력 50W / 8시간 타이머

3가지 바람모드

2018년 업그레이드

에어젯 쿨러

실내온도에 따라 풍량 자동조절
인공지능모드
스마트한 필터 건조모드
3단계 풍량조절
자연풍, 수면풍, 유아풍 제공
상하좌우 회전 기능
8시간 타이머
냉풍 기능 시 물없음 알람 제공
인체공학적 핸들과 바퀴적용
편리한 리모컨 기능

필터 건조 모드

에어젯 쿨러

전면 그릴, 좌우 회전기능, 3단바람
자연, 수면풍 등 바람세기 조절가능
먼지필터 간편탈착으로 물세척가능
마이콤 제어로 전자식 간편 버튼
7시간 타이머, 편리한 리모컨 기능
냉풍 기능시 급수알람
바퀴적용으로 이동용이

소비전력 60W / 7시간 타이머

7시간 타이머, 편리한 리모컨 기능
마이콤 제어로 전자식 간편버튼
자연, 수면풍 등 바람세기 조절가능
전면 그릴, 좌우 회전기능, 3단바람
냉풍 기능시 급수알람
먼지필터 간편탈착으로 물세척가능

소비전력 60W / 7시간 타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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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 CONDITIONER

TOWER FAN

에어컨의 불편함은 없애고, 에어컨의 시원함은 그대로

공간에 여유를 더하고, 공기에 시원함을 채우다

실외기 설치가 필요없는 에어컨

에어젯 무빙 에어컨디셔너

자가증발시스템

제습기능 탑재

간단한 배기호스 설치

스스로 물을 흡수하므로 따로 물을
비워낼 필요 없어 편리함

연속배수로 제습기능이 탑재되어 습도
높은 장마철 제습기 사용 가능

배기호스에 노즐과 커넥터를 고정한
후, 본체 후면의 토출구에 결합하여
고정시켜 간단하게 설치

에어젯 무빙 에어컨

보국 슬림타워팬

에어젯 타워 서큘레이터

에어젯 타워 서큘레이터

BKF-T1804

BKF-T1803

슬림형디자인
3단 풍향조절(다이얼식)
좌우회전기능
편리한 상부이동 손잡이

슬림하고 깔끔한 타워형 디자인
각도조절 좌우회전기능
(30, 60, 90, 180, 270도)
4단계 터치식 풍량조절
자연풍, 일반풍, 수면풍 모드설정
현재온도 표시기능
LED 패널 및 밝기조절가능
8시간 타이머 / 예약기능
동작 메모리 기능
(재동작 시 풍속, 회전의 마지막 기억으로 동작)
동작 12시간 후 자동전원 OFF
후면 이동 손잡이
무선 리모콘

소비전력 50W

BKPF-18R03AC
상부 LED 디스플레이적용
자동 개폐 기능
자가증발시스템 적용
만수표시 램프
24시간 타이머기능
제습기능
3단계 풍량조절기능
리모컨 포함

소비전력 65W

슬림 타워팬

슬림 타워팬

BKF-T1706

BKF-T1303

슬림형디자인
3단 풍향조절(다이얼식)
좌우회전기능
최대2시간 타이머
편리한 상부이동 손잡이

소비전력 800W

에어젯 무빙 에어컨

BKPF-18R02AC
상부 LED 디스플레이적용
자동 개폐 기능
자가증발시스템 적용
만수표시 램프
24시간 타이머기능
제습기능
3단계 풍량조절기능
리모컨 포함

슬림형 디자인
최대 360도 각도조절
3단 풍량조절
자연풍, 수면풍
자동동작, 취침기능
8시간 타이머 기능
편리한 리모컨 기능

에어젯 무빙 에어컨

BKPF-17R01AC

소비전력 30W

소비전력 45W

자가증발시스템 적용
만수표시 램프
24시간 타이머기능
제습기능
2단계 풍량조절기능
소비전력 800W

소비전력 930W

18

2018 SUMMER TOUCHABLE BOKUK

19

ELECTRIC FAN

같지만 다른 선풍기

보국 선풍기

풋터치 선풍기

좌석용 선풍기

좌석용선풍기

BKF-35M81

BKF-35M87

BKF-35M80

상하 각도 및 높이 조절가능
버튼조작 좌우회전
3단 바람세기
3시간 타이머

상하수동 각도조절
스탠드형 높낮이 조절
좌우 자동회전
3단계 버튼 풍량조절
3시간 타이머
날개 분리세척 가능

상하 각도 및 높이 조절
좌우 자동회전
4단계 버튼 풍량조절
초미풍 기능
3시간 타이머
날개 분리세척 가능

마일드 DC 선풍기

BKF-30DC89

SOFT WIND

마일드 DC 팬
스마트한 인공지능 모드
상하 90도 수동 각도조절
좌우 자동회전(30도, 60도, 90도)
3가지 풍량모드(일반풍, 자연풍, 수면풍)
8단계 풍량조절
조작부 터치패널 및 조그셔틀 적용
9시간 타이머(일정 시간 후 꺼짐)
9시간 예약설정(일정 시간 후 켜짐)
날개 분리세척 가능
무선 리모컨 제공

부드러운 바람
소비전력 45W / 5엽 35cm

소비전력 45W / 5엽 35cm

소비전력 45W / 5엽 35cm

SILENT FAN
저소음 설계

SAVE ENERGE
에너지 절약

좌석용 리모컨 선풍기

좌석용 리모컨 선풍기

좌석용 리모컨 선풍기

BKF-3539R

BKF-35R31

BKF-35R71

상하 각도 및 높이 조절가능
버튼조작 좌우회전
3단 바람세기
편리한 리모컨 기능
포근한 숙면을 위한 수면풍
7.5시간 타이머 기능

소비전력 25W / 7엽 30cm

상하 각도 및 높이 조절가능
버튼조작 좌우회전
3단 바람세기
포근한 숙면을 위한 수면풍
7.5시간 타이머 기능
편리한 리모컨 기능

상하 각도 및 높이 조절가능
버튼조작 좌우회전
3단 바람세기
포근한 숙면을 위한 수면풍
7.5시간 타이머 기능
편리한 리모컨 기능

키높이 DC 선풍기

BKF-35DC84
키높이 DC 팬
상하수동 각도조절
좌우 자동회전
12단계 조그셔틀 풍량조절
수면풍, 자연풍 기능
7.5시간 타이머
LED 밝기 자동 조정 (동작 30초 후 자동 off)
날개 분리세척 가능
리모컨 제공

소비전력 45W / 5엽 35cm

소비전력 14W / 5엽 3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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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높이 DC 선풍기

풋터치 리모컨 선풍기

BKF-35DC86

BKF-35R83

키높이 DC 팬
상하수동 각도조절
좌우 자동회전
4단계 풍량조절
자연풍, 수면풍, 초미풍 모드
7.5시간 타이머
날개 분리세척 가능
리모컨 제공

편리한 풋터치 선풍기
상하수동 각도조절
좌우 자동회전
4단계 버튼 풍량조절
초미풍, 자연풍, 수면풍 기능
7.5시간 타이머
날개 분리세척 가능
리모컨 제공

소비전력 25W / 5엽 35cm

소비전력 50W / 5엽 35cm

소비전력 52W / 5엽 35cm

소비전력 52W / 5엽 35cm

좌석용 리모컨 선풍기

좌석용 리모컨 선풍기

좌석용 리모컨 선풍기

BKF-35R48

BKF-35R46

BKF-35M45

상하 각도 및 높이 조절가능
버튼조작 좌우회전
3단 바람세기
포근한 숙면을 위한 수면풍
7시간 타이머 기능
편리한 리모컨 기능

소비전력 52W / 5엽 35cm

상하 각도 및 높이 조절가능
버튼조작 좌우회전
3단 바람세기
포근한 숙면을 위한 수면풍
7.5시간 타이머 기능
편리한 리모컨 기능

소비전력 52W / 5엽 35cm

상하 각도 및 높이 조절가능
버튼조작 좌우회전
3단 바람세기
3시간 타이머

소비전력 45W / 5엽 3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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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 FAN

좌석용 선풍기

좌석용 선풍기

좌석용 선풍기

벽걸이 서큘레이터

대형 박스팬

탁상용 메탈팬

BKF-3570M

BKF-35M44

BKF-35M75

BKF-30PW72

BKF-5071B

BKF-3061MT

상하각도 조절,
좌우 회전기능
3단 바람세기
서큘레이터 직진성 바람
실내공기 순환가능

실내공기 순환기능
상하 수동 각도조절
20인치 크기 박스팬
3단 바람세기
5엽날개

상하 각도 및 높이 조절가능
버튼조작 좌우회전
3단 바람세기
3시간 타이머

소비전력 45W / 5엽 35cm

상하 각도 및 높이 조절가능
버튼조작 좌우회전
3단 바람세기
3시간 타이머

소비전력 45W / 5엽 35cm

상하 각도 및 높이 조절가능
버튼조작 좌우회전
3단 바람세기
3시간 타이머

소비전력 45W / 5엽 35cm

풋터치 선풍기

360도 스탠드 선풍기

토네이도 파워팬

BKF-35M51

BKF-40R88

BKF-30P81

상하 각도 및 높이 조절가능
버튼조작 좌우회전
3단 바람세기
3시간 타이머

소비전력 45W / 5엽 35cm

스탠드형 높낮이 조절
360도 좌우 회전각도 조절
(60, 90, 180, 360도)
상하수동 각도조절
3단계 버튼 풍량조절
자연풍, 수면풍 제공
8시간 타이머
날개 분리세척 가능
세련된 LED 디스플레이
리모컨 제공
메모리 기능(재작동시 바람세기,
회전 마지막 상태로 켜짐)

높낮이조절 토네이도 파워팬
강력한 2중구조 특수날개
좌우 자동회전
상하 수동 각도조절
3단계 조그셔틀 풍량조절
2시간 타이머
날개 분리세척 가능

소비전력 70W / 7엽 30cm

소비전력 35W / 4엽 25cm / 레트로 인테리어팬

USB 컴팩트 서큘레이터

탁상용 미니팬

탁상용 미니팬

BKF-1586CBT

BKF-1581TB

BKF-1573T

수동 각도조절
자동 좌우회전 기능
간편한 조그셔틀 풍량조절
USB 미니 서큘레이터
이동이 편리한
후면 가죽 손잡이
감성적인 우드데코 디자인

2018년 업그레이드

소비전력 65W / 5엽 40cm

소비전력 100W / 5엽 50cm

레트로 디자인, 인테리어팬
날개 분리세척 가능
3단 바람세기
버튼조작 좌우회전
상하 각도 조절가능

소비전력 4W / 4엽 15cm / mini

유니크한 디자인의 테이블팬
최대 45도 각도조절 가능
2단 바람세기
27W 절전형

유니크한 디자인의 테이블팬
최대 45도 각도조절 가능
2단 바람세기
27W 절전형

2018년 업그레이드

소비전력 27W / mini

소비전력 27W / mini

스탠드 선풍기

스탠드 선풍기

에어젯 피치 핸디 서큘레이터

에어젯 핸디 서큘레이터

에어젯 핸디 서큘레이터

BKF-45M01

BKF-40M74

BKF-1087HP

BKF-0785H

BKF-1088H

스탠드형 높낮이 조절
상하 각도 조절(수동)
좌우 자동회전
3단 풍량조절
날개 분리세척 가능

스탠드형 높낮이 조절
상하수동 각도조절
좌우 자동회전
3단계 버튼 풍량조절
2시간 타이머
날개 분리세척 가능

소비전력 70W / 4엽 45cm / 최대높이 14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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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전력 45W / 5엽 40cm

슬림한 디자인의 무선 핸디팬
보편화된 4인치 사이즈
3단계 버튼 풍량조절
충전을 위한 USB 케이블,
손목스트랩 제공
LED 조명 탑재

소비전력 70W / 9엽 30cm

5엽 10cm

슬림한 디자인 핸디팬
3단계 버튼 풍량조절
거치대 제공으로 탁상형으로
사용가능
충전을 위한 USB 케이블,
목줄 제공
LED 조명 탑재
2500mAh 대용량 배터리 내장

소비전력 4W / 4엽 7cm

슬림한 디자인의 무선 핸디팬
거치대 제공으로
탁상형 사용가능
보편화된 4인치 사이즈
3단계 버튼 풍량조절
충전을 위한 USB 케이블,
목줄 제공
최대 8시간 사용가능
(1단 8H, 2단 5H, 3단 3H)
LED 조명 탑재
2500mAh 대용량 배터리 내장

소비전력 4W / 4엽 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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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 PURIFIER

보국 에어젯 공기청정기만의 뛰어난 에어테크!

에어젯 공기청정기

보국 에어젯 공기청정기

BKU-1971P
초미세먼지필터 적용 (0.3㎛ 먼지 96.8% 제거)
3중필터 적용 (프리필터, 카본필터, 초미세먼지필터)
먼지센서 적용
공기청정도 표시기능 (공기상태 블루>퍼플>레드)
3단계 풍량조절
키즈락 기능
자동 / 수동 모드 선택
취침모드 기능 (표시램프 밝기 조정 및 꺼짐)
필터교체 알람 (누적 2,500시간)

공기청정 5~6평 / 소비전력 37W

3단계 공기청정도 표시
LED디스플레이를 통해 먼지로부터의 공기청정도를
3가지 색상으로 표현
<감지 기준 수치 PM 2.5>

카본+마이크로필터

96.8% 초미세먼지 제거

유해성분 없는 깨끗한 필터

일체형 필터

0.3㎛ 입자크기까지 정화하여주며

실내 탈취를 돕는 카본필터와 초미세
먼지를 효과적으로 걸러주는 마이크로
필터를 일체형으로 제작하여 필터 교체
비용 부담이 적음

초미세먼지 제거율 96.8% 입니다.

FIT 테스트 결과 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유해성분인 MIT, CMIT, 성분
미검출

24

좋음
1단
(0~75)

보통
2단
(75~150)

나쁨
3단
(150이상)

공기청정 먼지센서를 통한
AUTO 컨트롤
실내의 공기 오염도를 분석하여 자동으로 풍속단계
를 설정하여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정화

필터교체 알람기능
필터 알람 기능이 교체시기를 알려줘 손쉽게 필터
관리가 가능

2018 SUMMER TOUCHABLE BOK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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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 KETTLE

보국을 만나세요, 누구나 티마스터가 됩니다

여유로운 브런치

티 종류에 따른 온도세팅

커피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가능

무선주전자 (스테인레스)

BKK-717S
티마스터 무선 티포트

탑뷰

BKK-645GT
잎차를 우리는 티바스켓
4단계 멀티 온도조절 (40~100도)
산화와 부식 방지 스테인레스 열판
1시간 보온 유지
영국 스트릭스 컨트롤러 사용
투명한 수위표시창
1.5L 대용량

전원 스위치
(동작표시램프)
전원 받침대

소비전력 1850W / 1.7L

보온버튼

1시간 보온기능
소비전력 1850-2200W / 4단계 멀티 온도조절 / 1.5L

IQ 무선주전자

멀티분유포트

무선주전자(스테인레스)

BKK-550S (스테인리스)

BKK-537S(스테인리스)

BKK-517S

5단계 멀티 온도조절(60~100도)
내구성이 강한 스테인레스 바디
과열방지 자동 전원차단 안전장치
보온기능(50~100도)
30분간 유지 후 자동오프
완료시 완료음 발생,
뚜껑 열림버튼
360도 회전 받침대
내부 온도표시
탈착식 거름필터

6단계 멀티 온도조절(40~100도)
내구성이 강한 스테인레스 바디
과열방지 자동 전원차단 안전장치
원터치 뚜껑 열림
투명한 수위표시창
편리한 손잡이 온도조절
360도 회전식 무선 받침대
1.7L 대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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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 표시창

자동 전원 장치 원터치 방식 회전 받침대 1.7L 대용량 스테인레스 내부

티바스켓 포함

소비전력 1850W / 3초순간가열 / 1L

안전하고 위생적인 스테인레스 재질
감각적인 컬러 및 디자인
360도 회전 받침대
동작표시램프, 투명 수위 표시창 적용
편리한 원터치 열림 버튼
1.7L 대용량

소비전력 1850W / 1.7L

안전하고 위생적인 스테인레스 재질
높은 열전도율로 빠른 가열
세척이 쉬운 평면 열판
탈착식 거름 필터
360도 회전 받침대
동작표시램프
투명 수위 표시창 적용
편리한 원터치 열림 버튼

소비전력 1850W / 1.7L

루돌프 바리스타 무선 드립포트

무선주전자 (스테인레스)

미니 무선주전자(스테인레스)

LDK-630S

BKK-922S

BKK-138S

드립커피 전용포트(1L)
슬림한 물 주입구
동작표시램프
편안한 그립감 손잡이
내부 수위표시
위생적인 스테인레스 재질
과열 시 자동전원차단

초고속 가열 시스템, 동작표시램프
과열방지 자동 전원차단 안전시스템
녹 방지 스테인레스 평면 열판
착탈식 이물질 제거 필터
투명 수위 표시창 적용
360도 회전 받침대

소비전력 1000W / 드립커피 전용포트 / 1L

클래식하고 감각적인 디자인
동작표시 램프
과열방지 자동전원차단 안전장치
녹 방지 스테인레스 평면 열판
편리한 롱타입 배출구
친환경 스테인레스 재질

소비전력 1500W / 1.7L

소비전력 1000W / 0.8L

무선주전자

미니 무선주전자

미니 무선주전자

BKK-127

BKK-310

BKK-991

동작표시램프, 원터치 뚜껑 열림
과열방지 자동전원차단 안전장치
착탈식 이물질 제거필터
녹 방지 스테인레스
평면 열판
수위표시창
K-컨슈머리포트

소비전력 1800W / 1.7L

과열방지 자동전원차단 안전장치
녹방지 스테인레스 평면 열판사용
작고 깜찍한 디자인
원터치 뚜껑 열림버튼
동작표시램프
착탈식 이물질 제거필터

작고 깜찍한 디자인
과열방지 자동전원차단 안전장치
동작 표시램프, 수위표시창
녹 방지 스테인레스 평면 열판
착탈식 이물질 제거필터
원터치 뚜껑 열림

mini

mini

소비전력 1000W / mini / 1L

소비전력 1300W / mini / 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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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CHEN APPLIANCE

보국이라면 바쁜아침,

고객을 위해

준비는 짧아지고 여유는 길어집니다

안전기준을 한번 더 높였습니다

사용이 간편한 원터치

환경호르몬

방식

BPA-FREE

후드믹서

BKB-572M
토스터

토스터

BKP-H70T

BKP-H30T

간편한 다이얼식 온도조절
슬라이딩 형태의
부스러기 받침대 채용
동작중 강제종료 버튼
7단 단수조절(굽기시간)
해동, 재가열 기능
2구 팝업(POP UP) 방식

300W 강력모터
다이얼식 2단 스피드 조절
순간멈춤 기능
다양한 과일 및 야채 블렌딩 기능
내구성이 강한 스테인레스 칼날
세척과 보관이 편리한 분리형 칼날
환경호르몬 걱정없는 안전한 용기(BPA-Free)

7단 단수조절기능
하이 리프트 기능, 동작 중 강제 종료 버튼
사용이 간편한 다이얼식 온도조절
토스터 뚜껑 채용으로 위생적인 보관
2구 슬라이스
슬라이딩 형태의 부스러기 받침대 채용

소비전력 300W / 0.6L

블렌더(텀블러형)

소비전력 900W / 7단계 굽기조절

BKB-642MGE
BKB-642MPK

소비전력 700W / 7단계 굽기조절

600㎖ (텀블러 600㎖ 추가구성)
환경호르몬 걱정없는 안전한 물통
(BPA-Free 재질적용)
휴대가 용이한 텀블러형 구조,
원터치 간편 동작
보관용 덮개 (외출, 운동용으로 가능)
다양한 과일 및 야채 블렌딩 기능
이동이 용이한 손잡이 채용 (본체 후면)
내구성이 강한 스테인레스 칼날
세척과 보관이 편리한 분리형 구조

하이라이트 전기레인지

BKP-R53H
안전한 세라믹 원적외선 채용
8단계 온도 조절, 3시간 타이머
스테인레스 프레임, 유리상판 탑재
3초 순간가열로 빠른 요리가능
편리한 다이얼방식온도조절
과열방지 사이드열 배출구 채용
터치패널

간단한
다이얼 온도조절

잔열이 있어도
이동이 쉬운 손잡이

소비전력 250W / 600ml+600ml / BPA-Free / 2WAY 블렌더+텀블러

화상방지용
열감지 램프

소비전력 2000W / 8단계 온도 조절 / 3중 코팅열판

멀티포트(스테인레스)

라면포트(스테인레스)

보온포트

BKP-H151N

BKP-H131N

BKP-H06A

강화유리뚜껑, 내부수위표시
멀티쿠킹가능 : 라면, 차, 물 데우기 등
간편한 다이얼방식 온도조절
조리시간을 단축해 주는 급속 가열방식
위생적인 스테인레스 재질
편안한 그립감의 손잡이,
작동표시 램프채용

더블팬

BKP-H31DP

더블팬 기능(그릴팬, 프라이펜)
5단계 자동온도 조절 기능
3중코팅 열판, 콤팩트한 디자인

멀티쿠커
물받이 채용 (과열방지/기름받이)
내열 투명 강화유리 뚜껑 (내용물 확인용이)
위생적인 분리형 팬 구조 (세척용이)

소비전력 1000W / 60cm 초대형 / 다이아몬트 코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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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쿠킹(라면, 죽, 물 데우기 등)
급속 가열기능
360도 회전열판
과열방지 안전장치
위생적인 스테인레스 용기
간편한 세척

투명 수위창
이동용 손잡이
보온기능
과열방지 안전장치
자동잠금 안전장치
재가열 및 염소제거 기능
가열 730W 보온 35W

BKP-H37K

팬 분리형 채용(물세척 용이)
자동온도 조절기능 채용
콤팩트한 디자인

불소수지 코팅채용(눌어붙음 방지)
내열 투명 강화유리 뚜껑(내용물 확인용이)
인체공학적 손잡이 채용

소비전력 1200W / 팬분리형 / 불소수지 코팅

소비전력 1000W / 360。회전받침대 / 1.3L

소비전력 1200W / 360。회전받침대 / 1L

소비전력 730W / 염소제거 재가열 / 3.3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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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APPLIANCES

사이클론 유선청소기

BKV-543VW
멀티 사이클론 기능 탑재
스틱형/핸디형 선택 가능
다용도 노즐(플로어 / 브러쉬형)
연장파이프 활용으로 높은 곳 청소가능
인테리어성 높은 디자인
70W 강력한 모터, 2중 필터망, 투명 먼지통
흡입력지속 멀티 사이클론 방식
추가구성품
최대 23cm 연장

제습기

BDH-0780
희망습도 조절
연속제습 기능
물통 용량 2.6L
자동제상
만수표시 램프
키즈락 기능
24시간 타이머 기능
빨래건조 기능

소비전력 400W / 멀티 사이클론

소비전력 215W

버그킬러

보국 UV 버그킬러

BKR-L71K

BKR-L81K

7W 절전형 해충퇴치기
LED UV 유인램프 사용
무취, 무연, 무소음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이동용이

TIP
편평한 곳에 두고 모기가
진입하는 창문, 베란다 혹은
현관에 두면 효과적입니다.

절전형 해충퇴치기
UV 유인램프 사용
3단계 흡입단계 조절
무취 무연 무소음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이동용이

2 in 1 스탠딩 청소기

BKV-641VW
소비전력 7W

소비전력 9.5W

무선 핸디형 청소기

BKV-642VL

초음파 가습기

핸디형 청소기
슬림한 디자인
먼지통 원터치 분리 및 세척용이
투명 먼지통
충전식 거치대

초음파 진동자를 진동하여 발생되는 물방울로 분무하는 가습형태

간단 세척 초음파 가습기

수분촉촉 큐브보틀 가습기

BKU-3061UM

BKU-5057UB

구석구석 완벽 통세척 가능
대용량 3.0L 물통
가습중 추가 물보충 가능
360도 회전식 분무노즐
다이얼식 가습조절
물 없음 알림램프
물통 손잡이 채용으로 이동 및
급수용이
소비전력 28W

30

핸디 & 스틱 겸용 청소기
편리한 셀프 스탠딩
슬림한 디자인
먼지통 원터치 분리 및 세척용이
깔끔한 코드보관걸이
투명 먼지통
소비전력 400W

초음파 보틀가습기
휴대 가능제품
PET&생수병 사용가능 (28mm, 30mm)
100cc의 풍부한 분무량
분무량 조절가능

소비전력 11W DC저전력

소비전력 6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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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SUMMER

대구본사
업무시간
안양영업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서로 57(대천동)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810 금강펜테리움 IT타워 6층 615호

제품·상품문의

1588.8775
전국 AS센터

수도권(경기)
광주영업소
제주영업소
대전충청영업소

1544.5217
062.264.5733
064.751.5333
042.285.4747

www.bokuk.com
판매처

본 카다록에 게제된 제품의 외관, 사양등은 제품 개선을 위해 사전에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품 이미지 및 색상은 실제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