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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ULATOR

바람을 좀 더 이롭게, 공기를 다루는 보국의 기술!
공기와 바람을 활용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술 보국 에어젯을 통해 에어케어 해보세요.

보국,
공기의 새로운 길을 열다

공기순환거리

10M이상

보국 에어젯은 보국전자의 프리미엄 가전에 붙는 펫네임(Pet name)으로
고인 공기를 풀어주고 공기의 새로운 길을 열어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2016년형 3엽날개

2017년형 5엽날개

보국전자만의 독보적인 공기 역학 기술로 탄생한 보국 에어젯,
이제 공기의 'A to Z' 모든 공기의 해답을 제시하는
보국 에어젯을 만나보세요.

POINT 01

POINT 02

POINT 03

더욱 부드럽고 강해진 바람
5엽날개로 업그레이드!

3D 입체회전으로
더욱 효율적인 순환

바람이 만들어 낸
공기순환거리 10M이상

더욱 더 부드러워진 바람으로 업그레이드
보국 에어젯의 새로운 바람 5엽 날개를 만나보세요

서큘레이터를 작동 중 좌우 65도 상하 90도를 ∞모양으로
회전하면서 전방향, 효율적으로 공기를 순환시켜줍니다

보국 에어젯으로 공기를 순환시킨 후
깨끗하고 신선한 공기를 느껴보세요

POINT 04

더욱 더~똑똑해진 인공지능 기능!
에너지 절약 및 냉난방비 절약을 위해 실내온도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풍량을 조절하는 스마트한 인공지능 기능 추가

실내온도 25도 이하

25~28도

29~34도

34도이상

1단

2단

3단

4단

인공지능

보국 에어젯 서큘레이터

BKF-2070CBL

NEW

인공지능

보국 에어젯 서큘레이터

BKF-20DC78L

NEW

360도 에어 서큘레이터

BKF-1773CB

▪상하좌우 자동 3D입체회전

▪상하좌우 자동 3D입체회전

▪스마트한 인공지능 모드

▪8단계 터치슬라이딩 풍량조절

▪현재온도 표시기능

▪현재온도 표시기능

▪상하수동 각도조절(최대90도)

▪4단계 조그셔틀 풍량조절

▪자연풍, 수면풍 기능

▪3단계 버튼식 풍량조절

▪8시간 타이머

▪9시간 타이머

▪자연풍, 수면풍 가능

▪LED 표시창 및 무선 리모컨

▪LED 표시창 및 무선 리모컨

▪편리한 리모컨 기능

▪스마트한 인공지능 모드

▪8시간 타이머

소비전력 75W / 5엽 20cm

3D 서큘레이터

BKF-20DC79

▪좌우 360도 자동회전
(30/90/180/360도 각도선택)

소비전력 28W / 3엽 20cm / DC모터

NEW

3D 서큘레이터

BKF-2071CB

소비전력 45W / 3엽 17cm

NEW

에어 서큘레이터

BKF-1775CB

▪상하좌우 자동 3D입체회전

▪3단 바람세기(약풍, 미풍, 강풍)

▪상하 0/45/90 수동 각도조절

▪좌우 회전각도 조절(30, 60, 90도)

▪상하좌우 자동회전

▪3단계 풍량조절 가능

▪4단계 터치식 풍량조절

▪간편한 전면 다이얼 조절

▪간편한 후면 다이얼 조절

▪자연풍, 수면풍 기능

▪스피디한 공기순환

▪스피디한 공기순환

▪8시간 타이머
▪LED 표시창 및 무선 리모컨

소비전력 30W / 3엽 20cm / DC모터
BKF-2070CBL

소비전력 45W / 3엽 20cm

NEW

소비전력 45W / 5엽 17cm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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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ULATOR
강력한 바람만이 답은 아닙니다
고여있는 공기를 풀어줄 해답
보국 에어젯 서큘레이터

공기의 사각지대가 사라집니다
보국 3D LED 서큘레이터

BKF-2277CBL

NEW

LED 표시창

공기순환거리

12M

POINT 01

보국의 서큘레이터
바람이 닿는 거리 12m

BKF-2265CBL

보국 서큘레이터는 12미터까지 바람을 내보내며
천장이 높지 않은 국내 가정환경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4단계 조그셔틀 풍량조절

보국 에어젯 서큘레이터

BKF-2079CB

POINT 01 더욱 더~똑똑해진 보국 인공지능 기능!

3D 서큘레이터

▪상하좌우 자동 3D입체회전

에너지 절약 및 냉난방비 절약을 위해 실내온도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풍량을 조절하는 스마트한 인공지능 기능 추가

BKF-2277CBL

▪상하 각도설정 가능(45,75,90도)

▪사계절 스피디한 공기순환 ▪8시간 타이머 기능

▪스마트한 인공지능 모드

실내온도 25도 이하

25~28도

29~34도

34도이상

1단

2단

3단

4단

▪4단계 조그셔틀 풍량조절

최대 10m이상의 강력 바람으로 공기를 순환합니다.

▪상하좌우 자동 3D 입체회전 ▪현재온도 표시

UPGRADE

▪8시간 타이머
▪현재온도 표시기능

POINT 02 서큘레이터의 제트 스크류 구조 특수 날개와 망 설계로

▪LED표시창 및 터치식 조작패널 ▪4단 바람세기

▪LED 표시창 및 무선 리모컨

인공지능

<이전 서큘레이터 팬>

▪무선 리모컨 및 거치대

<2016년 신규 서큘레이터 팬>

소비전력 75W / 3엽 20cm

소비전력 70W / 5엽 20cm

POINT 02

3D 서큘레이터

보국의 서큘레이터
연구를 거듭하여 업그레이드 된 팬

POINT 03 최첨단 안전설계 망의 간격이 촘촘하게 구성된 안전설계

높낮이 조절이 안되는 문제점을 극복했습니다.

▪사계절 스피디한 공기순환 ▪상하좌우 자동 3D 입체회전
▪LED표시창 및 터치식 조작패널 ▪8시간 타이머 기능

풍량은 더욱 많아지고 소음은 줄어들었습니다
1단계 사용시 평균소음 31.2 dB
(30 dB: 도서관 / 40 dB: 가정에서의 평균 소음)

POINT 04 서큘레이터와 선풍기로 사용가능 타 서큘레이터 처럼

BKF-2265CBL
▪4단 바람세기, 현재온도 표시 ▪무선 리모컨 및 거치대

소비전력 75W / 3엽 20cm

3D 서큘레이터

3D 서큘레이터

3D 서큘레이터

3D 서큘레이터

3D 서큘레이터

에어 서큘레이터

BKF-2274CB

BKF-2068CB

BKF-2266CB

BKF-2061CB

BKF-1730CB

BKF-2057CB

▪상하좌우 자동 3D입체회전

▪사계절 스피디한 공기순환

▪사계절 스피디한 공기순환

▪사계절 스피디한 공기순환

▪사계절 스피디한 공기순환

▪실내공기 순환기능

▪상하좌우 자동 3D 입체회전

▪상하좌우 자동 3D 입체회전

▪상하좌우 자동 3D 입체회전

▪상하좌우 자동 3D 입체회전

▪좌우 자동회전

▪LED 표시창 및 무선 리모컨

▪4시간 타이머 기능

▪4시간 타이머 기능

▪4시간 타이머 기능

▪4시간 타이머 기능

▪3단바람세기

▪4단계 터치패널 풍량조절

▪4단 바람세기(유아풍 기능)

▪4단 바람세기(유아풍 기능)

▪4단 바람세기(유아풍 기능)

▪4단 바람세기(유아풍 기능)

▪상하각도 조절

▪현재온도 표시기능

▪무선 리모컨 및 거치대

▪무선 리모컨 및 거치대

▪무선 리모컨 및 거치대

▪편리한 리모컨 기능

▪상하 각도설정 가능(45,75,90도)

NEW

▪8시간 타이머

소비전력 55W / 3엽 18cm

터치식 LED패널

소비전력 75W / 3엽 20cm

소비전력 55W / 3엽 20cm

소비전력 55W / 3엽 18cm / 전용가방증정

3D 서큘레이터

미니 3D 서큘레이터

미니 서큘레이터

BKF-2054CB

BKF-1552CB

BKF-1572CB

▪실내공기 순환기능

▪미니 사이즈 이동용이

▪미니 사이즈 이동용이

▪사계절 스피디한 공기순환

▪상하좌우 자동 3D 입체회전

▪실내공기 순환기능

▪좌우 자동회전

▪접이식 간편보관(보관용 가방증정)

▪4시간 타이머 기능

▪상하좌우 자동 3D 입체회전

▪상하 수동 각도조절(최대90도)

▪파워풀한 좌우 자동회전풍

▪터치패널, 3단바람세기

▪4시간 타이머 기능

▪4단계 풍량조절

▪상하 0/45/90 각도 조절

▪유아풍 기능

▪터치패널, 4단바람세기

▪간편한 전면 다이얼 조절

▪3단바람세기 및 편리한 리모컨

▪편리한 리모컨 기능

▪터보풍, 편리한 리모컨

▪스피디한 공기순환

▪7시간 타이머 기능

NEW

소비전력 30W / 3엽 18cm / 전용가방증정

폴더 서큘레이터

에어 서큘레이터

BKF-1751CB

BKF-2039CB
Open

▪상하 각도 조절
▪3단 바람세기
▪간편한 전면 다이얼 조절

Close

소비전력 70W / 3엽 22cm

소비전력 55W / 3엽 18cm / 전용가방증정

소비전력 45W / 3엽 15cm / mini

소비전력 45W / 3엽 15cm / mini

소비전력 50W / 3엽 18cm

소비전력 30W / 3엽 18cm / 전용가방증정

AIR COO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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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 COOLER / TOWER FAN

냉매팩을 통과한 시원한 바람으로 여름 더위를 해결하세요!
보국 에어젯 쿨러

NEW

NEW

NEW

보국 에어젯 쿨러

보국 에어젯 쿨러

오토클린 에어쿨러

BKCF-17R04

BKCF-17R03

BKCF-17R02

▪3단계 바람조절(미풍, 약풍, 강풍)

▪3단계 바람조절(미풍, 약풍, 강풍)

▪3단계 풍량조절(미풍, 약풍, 강풍)

▪자연풍, 수면풍 제공

▪자연풍, 수면풍 제공

▪자연풍, 수면풍 제공

▪상하좌우 회전 기능

▪상하좌우 회전 기능

▪좌우 회전 기능

▪12시간 타이머

▪7시간 타이머

▪8시간 타이머

▪냉풍 기능 시 물없음 알람 제공

▪냉풍 기능 시 물없음 알람 제공

▪스마트한 필터 건조모드

▪바퀴 채용으로 이동용이

▪바퀴 채용으로 이동용이

▪냉풍 기능 시 물없음 알람 제공

▪편리한 상부 이동 손잡이

▪편리한 상부 이동 손잡이

▪바퀴적용으로 이동용이

▪편리한 리모컨 기능

▪편리한 리모컨 기능

소비전력 100W / 12시간 타이머

소비전력 60W / 7시간 타이머

소비전력 70W / 8시간 타이머

NEW
리모컨 에어쿨러

리모컨 에어쿨러

멀티 스윙 리모컨 에어쿨러

BKCF-17R00

BKCF-16R07

BKCF-16R01K

▪3단계 풍량조절(미풍, 약풍, 강풍)

▪7시간 타이머, 편리한 리모컨 기능

▪7시간 타이머 ▪자연풍, 수면풍 제공

▪자연풍, 수면풍 제공

▪마이콤 제어로 전자식 간편 버튼

▪3단계 바람조절(미풍, 약풍, 강풍)

▪상하좌우 회전 기능

▪자연, 수면풍 등 바람세기 조절가능

▪상하좌우 회전기능

▪8시간 타이머, 버튼 음소거 기능

▪전면 그릴, 좌우 회전기능, 3단바람

▪냉풍기능 시 물없음 알람 제공

▪스마트한 필터 건조모드

▪냉풍 기능시 급수알람

▪먼지필터 물 세척 가능

▪필터청소모드(100시간 사용 후 자동동작)

▪먼지필터 간편탈착으로 물세척가능

▪바퀴 채용으로 이동용이

▪냉풍 기능 시 물없음 알람 제공

▪바퀴 채용으로 이동용이

▪바퀴적용으로 이동용이

BKCF-17DR05
BKF-17R06

소비전력 70W / 8시간 타이머

BKCF-17R07

소비전력 60W / 7시간 타이머

소비전력 60W / 7시간 타이머

슬림한 라인의 타워팬으로 공간절약을! 보국 슬림타워팬
NEW

보국 에어젯 쿨러

보국 에어젯 쿨러

BKCF-17R07

NEW

보국 에어젯 쿨러

BKF-17R06

인공지능

NEW

BKCF-17DR05

인공지능

NEW

인공지능

▪실내온도에 따라 풍량 자동조절(인공지능모드) ▪스마트한 필터 건조모드

▪실내온도에 따라 풍량 자동조절(인공지능모드) ▪스마트한 필터 건조모드

▪온도에 따라 자동 풍량조절(인공지능모드) ▪스마트한 필터 건조모드

▪3단계 풍량조절 ▪상하좌우 회전 기능 ▪냉풍 기능 시 물없음 알람 제공

▪3단계 풍량조절 ▪상하좌우 회전 기능 ▪인체공학적 핸들과 바퀴적용

▪DC모터 8단계 풍량조절 ▪송풍그릴 자동개폐 ▪바퀴적용으로 이동용이

▪8시간 타이머 ▪바퀴적용으로 이동용이 ▪송풍그릴 자동개폐

▪냉풍 기능 시 물없음 알람 제공 ▪8시간 타이머

▪자연풍, 수면풍, 유아풍 제공 ▪상하좌우 회전 기능 ▪8시간 타이머

▪자연풍, 수면풍, 유아풍 제공 ▪편리한 리모컨 기능

▪자연풍, 수면풍, 유아풍 제공 ▪편리한 리모컨 기능

▪냉풍 기능 시 물없음 알람 제공 ▪편리한 리모컨 기능

소비전력 60W / 8시간 타이머

소비전력 50W / 8시간 타이머

슬림 타워팬

슬림 타워팬

슬림 타워팬

BKF-T1706

BKF-T1303

BKF-T1505

▪슬림형디자인

▪슬림형 디자인

▪슬림형 디자인

▪3단 풍향조절(다이얼식)

▪최대 360도 각도조절

▪좌우회전기능

▪좌우회전기능

▪자연풍, 수면풍

▪3단 풍량조절

▪최대2시간 타이머

▪자동동작, 취침기능

▪2중필터

▪편리한 상부이동 손잡이

▪8시간 타이머 기능

▪이동 손잡이

▪3단 풍량조절
▪편리한 리모컨 기능

소비전력 30W

소비전력 50W / 8시간 타이머 / DC모터

소비전력 45W

소비전력 50W

360°

POINT 02

POINT 01

더욱 더~똑똑해진 인공지능 기능!

필터건조모드로 필터 위생적 보관!

인공지능

에너지 절약 및 냉난방비 절약을 위해 실내온도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풍량을 조절하는 스마트한 인공지능 기능 추가

강풍으로 20분동안 작동, 필터를 건조시킵니다.

BKCF-17DR05

BKCF-17R07, 17R06

건조모드 시 작동 중이던 펌프가 멈추고

실내온도 25도 이하

1단

실내온도 21도

1단

실내온도 25도

5단

실내온도 25~28도

2단

실내온도 22도

2단

실내온도 26도

6단

실내온도 29~34도

3단

실내온도 23도

3단

실내온도 27도

7단

실내온도 34도 이상

4단

실내온도 24도

4단

실내온도 28도

8단

기존 에어쿨러의 경우 사용 후
워터필터 관리가 힘들고 번거로웠으나
건조모드를 추가함으로써
필터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전면 다이얼조절

최대 360도 각도조절

프리, 워터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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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 FAN
좌석용 리모컨 선풍기

좌석용 리모컨 선풍기

좌석용 리모컨 선풍기

BKF-35R71

BKF-3539R

BKF-35R31

▪상하 각도 및 높이 조절가능

▪상하 각도 및 높이 조절가능

▪상하 각도 및 높이 조절가능

▪버튼조작 좌우회전

▪버튼조작 좌우회전

▪버튼조작 좌우회전

▪3단 바람세기

▪3단 바람세기

▪3단 바람세기

▪편리한 리모컨 기능

▪편리한 리모컨 기능

▪편리한 리모컨 기능

▪포근한 숙면을 위한 수면풍

▪포근한 숙면을 위한 수면풍

▪7.5시간 타이머 기능

▪7.5시간 타이머 기능

▪포근한 숙면을 위한 수면풍

자연을 닮은 바람 그대로~
보국 키높이 선풍기

▪7.5시간 타이머 기능

NEW

NEW

소비전력 45W / 5엽 35cm

소비전력 52W / 5엽 35cm

스탠드 선풍기

BKF-40M74
▪스탠드형 높낮이 조절
▪상하수동 각도조절
▪좌우 자동회전
▪3단계 버튼 풍량조절
▪2시간 타이머
▪날개 분리세척 가능

소비전력 45W / 5엽 40cm

좌석용 리모컨 선풍기

좌석용 리모컨 선풍기

BKF-35R46

BKF-35R48

▪상하 각도 및 높이 조절가능

▪상하 각도 및 높이 조절가능

▪버튼조작 좌우회전

▪버튼조작 좌우회전

▪3단 바람세기

▪3단 바람세기

▪편리한 리모컨 기능

▪편리한 리모컨 기능

▪포근한 숙면을 위한 수면풍

▪포근한 숙면을 위한 수면풍

▪7.5시간 타이머 기능(BKF-35R46)

▪7시간 타이머 기능

소비전력 52W / 5엽 35cm

좌석용 선풍기

BKF-35M73

NEW

소비전력 52W / 5엽 35cm

소비전력 52W / 5엽 35cm

좌석용 선풍기

좌석용 리모컨 선풍기

스탠드 선풍기

좌석용 선풍기

좌석용 선풍기

BKF-35M41

BKF-35M45

BKF-45M01

BKF-35M44

BKF-35M56

▪스탠드형 높낮이 조절

▪상하 각도 및 높이 조절가능

▪상하 각도 및 높이 조절가능

▪스탠드형 높낮이 조절

▪상하 각도 및 높이 조절가능

▪상하 각도 및 높이 조절가능

▪상하수동 각도조절

▪버튼조작 좌우회전

▪버튼조작 좌우회전

▪3단 풍량조절

▪버튼조작 좌우회전

▪버튼조작 좌우회전

▪좌우 자동회전

▪3단 바람세기

▪3단 바람세기

▪상하 각도 조절(수동)

▪3단 바람세기

▪3단 바람세기

▪4단계 버튼 풍량조절

▪3시간 타이머기능

▪3시간 타이머기능

▪좌우 자동회전

▪3시간 타이머기능

▪3시간 타이머기능

▪초미풍 기능

▪날개 분리세척 가능

▪3시간 타이머
▪날개 분리세척 가능
넓은 망태

소비전력 45W / 5엽 35cm

소비전력 45W / 5엽 35cm

소비전력 45W / 5엽 35cm

소비전력 45W / 5엽 35cm

좌석용 선풍기

풋터치 선풍기

좌석용 선풍기

BKF-35M52

BKF-35M51

BKF-3570M

▪상하 각도 및 높이 조절가능

▪상하 각도 및 높이 조절가능

▪상하 각도 및 높이 조절가능

▪상하 각도 및 높이 조절가능

▪상하 각도 및 높이 조절가능

▪버튼조작 좌우회전

▪버튼조작 좌우회전

▪버튼조작 좌우회전

▪버튼조작 좌우회전

▪버튼조작 좌우회전

▪3단 바람세기

▪3단 바람세기

▪3단 바람세기

▪3단 바람세기

▪3단 바람세기

▪3시간 타이머기능

▪3시간 타이머기능

▪3시간 타이머기능

▪3시간 타이머기능

▪3시간 타이머기능

소비전력 45W / 5엽 35cm

소비전력 45W / 5엽 35cm

소비전력 45W / 5엽 35cm

좌석용 선풍기

소비전력 45W / 5엽 35cm

NEW

BKF-3572M

소비전력 70W / 4엽 45cm / 최대높이 140cm

소비전력 45W / 5엽 35cm

NEW

좌석용 선풍기

BKF-35M75

소비전력 45W / 5엽 3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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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 FAN
가벼워서 이동이 용이한 박스팬
보다 강한 바람으로 무더위를 날려줄 대형 박스팬

7엽날개의 스피디한 공기순환으로
묵은 공기의 사각지대까지 시원하게 풀어주세요.
보국 벽걸이 서큘레이터

NEW
BKF-5061B

보국, 공기에 새로운 길을 열다.

NEW

2017년 형으로 제작된 보국 벽걸이 서큘레이터는

BKF-5071B

박스팬

간단하게 벽에 설치하는 서큘레이터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BKF-2531B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어디든 설치하여 사용가능합니다.

▪상하 각도 조절가능
▪그릴회전
▪2시간 타이머 기능

날렵한 7엽 날개와 3단계의 강력한 바람, 좌우회전 기능으로

▪3단 바람세기

실내의 고인 공기를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소비전력 40W / 5엽 25cm

벽걸이 서큘레이터

BKF-30PW72

박스팬

대형 박스팬

BKF-2048CB

BKF-5071B, 5061B

▪상하 각도 조절

▪실내공기 순환기능

▪3단 바람세기

▪상하 수동 각도조절
▪20인치 크기 박스팬
▪3단 바람세기

▪서큘레이터 직진성 바람

POINT 01

POINT 02

좌우회전과 상하수동
각도조절로
더욱 효율적인 공기순환

간편하게 조작하는
다이얼방식의
조작스위치

벽걸이 서큘레이터

▪5엽날개

▪좌우 회전기능, 상하각도 조절
▪3단 바람세기, 실내공기 순환가능

소비전력 70W / 7엽 30cm

벽걸이 선풍기

소비전력 30W / 3엽 20 cm

벽걸이 리모컨 선풍기

박스팬

소비전력 100W / 5엽 50cm

박스팬

BKF-35PW51

BKF-40W35

BKF-40RW37

BKF-3080B

BKF-2541B, 2590B

▪서큘레이터 직진성 바람

▪좌우 회전기능

▪좌우 상하 조절가능

▪코드정리함

▪상하 각도 조절가능

▪3단 바람세기, 실내공기 순환가능

▪상하각도 조절

▪편리한 바람세기

▪2시간 타이머 기능, 그릴회전

▪그릴회전

▪좌우 회전기능, 상하각도 조절

▪3단 바람세기

▪3단바람세기

▪3단 바람세기

▪2시간 타이머 기능
▪3단 바람세기

▪7.5시간 타이머
▪수면풍, 자연풍

BKF-2541B
소비전력 65W / 9엽 30cm

소비전력 50W / 3엽 40cm

NEW

탁상용 선풍기

소비전력 50W / 3엽 40cm

탁상용 미니팬

소비전력 45W / 5엽 30cm

NEW

버그킬러

BKR-L71K

소비전력 50W / 3엽 25cm

탁상용 메탈팬

탁상용 메탈팬

BKF-3070T

BKF-1573T

BKF-3061MT

BKF-3011MT, 3015MT

▪상하 각도 조절가능

▪유니크한 디자인의 테이블팬

▪7W 절전형 해충퇴치기

▪레트로 디자인, 인테리어팬

▪레트로 디자인, 인테리어팬

▪버튼조작 좌우회전

▪27W 절전형

▪LED UV 유인램프 사용

▪날개 분리세척 가능

▪날개 분리세척 가능

▪3단 바람세기

▪2단 바람세기

▪무취, 무연, 무소음

▪3단 바람세기

▪3단 바람세기

▪2시간 타이머 기능

▪최대 45도 각도조절 가능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이동용이

▪버튼조작 좌우회전

▪버튼조작 좌우회전

▪상하 각도 조절가능

▪상하 각도 조절가능

NEW

BKF-3011MT

소비전력 30W / 5엽 30cm

소비전력 27W / mini

소비전력 7W

소비전력 35W / 4엽 25cm / 레트로 인테리어팬

BKF-2590B

BKF-3015MT

소비전력 40W / 4엽 30 cm / 레트로 인테리어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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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 KETTLE

스타일리스 퓨어 티포트
NEW

스타일리스 퓨어 티포트는 탈 부착이 가능한 티 바스켓을 활용하여
차를 우리고 다릴 수 있으며 40, 80, 90, 100도 등 원하는 온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 더 깊고 풍부한 차의 풍미를 느껴보세요

무선주전자(스테인레스)

IQ 무선주전자

멀티분유포트

BKK-717S

BKK-550S

BKK-537S

▪감각적인 컬러 및 디자인 ▪360도 회전 받침대

▪5단계 멀티 온도조절(60~100도) ▪360도 회전 받침대

▪6단계 멀티 온도조절(40~100도) ▪내구성이 강한 스테인레스 바디

▪안전하고 위생적인 스테인레스 재질 ▪1.7L 대용량

▪완료시 완료음 발생, 뚜껑 열림버튼 ▪보온기능(50~100도)

▪과열방지 자동 전원차단 안전장치 ▪원터치 뚜껑 열림

▪동작표시램프, 투명 수위 표시창 적용▪편리한 원터치 열림 버튼

▪30분간 유지 후 자동오프 ▪내구성이 강한 스테인레스 바디

▪투명한 수위표시창 ▪편리한 손잡이 온도조절

▪내부 온도표시 ▪탈착식거름필터 ▪과열방지 자동 전원차단 안전장치

▪360도 회전식 무선 받침대 ▪1.7L 대용량

소비전력 1850W / 1.7ℓ

NEW
스타일리스 퓨어 티포트

BKK-725GT

▪잎차를 우리는 티바스켓 ▪4단계 멀티 온도조절(40~100도)
▪산화와 부식 방지 스테인레스 열판 ▪우림, 달임 기능
▪세련된 LED 표시창, 터치 패널 적용 ▪최대 2시간 보온 유지
▪영국 스트릭스 컨트롤러 사용 ▪1.5L 대용량

소비전력 1850W / 1.7ℓ

루돌프 바리스타 무선 드립포트

무선주전자(스테인레스)

무선주전자(스테인레스)

LDK-630S

BKK-517S

BKK-922S

▪드립커피 전용포트(1L)

▪안전하고 위생적인 스테인레스 재질

▪초고속 가열 시스템, 동작표시램프

▪슬림한 물 주입구

▪높은 열전도율로 빠른 가열

▪과열방지 자동 전원차단 안전시스템

▪동작표시램프

▪세척이 쉬운 평면 열판

▪녹 방지 스테인레스 평면 열판

▪편안한 그립감 손잡이

▪탈착식 거름 필터

▪착탈식 이물질 제거 필터

▪내부 수위표시

▪동작표시램프

▪투명 수위 표시창 적용

▪위생적인 스테인레스 재질

▪360도 회전 받침대

▪360도 회전 받침대

▪과열 시 자동전원차단

▪편리한 원터치 열림 버튼
▪투명 수위 표시창 적용

동작버튼

보온버튼

소비전력 1850W / 3초순간가열 / 1ℓ

온도 설정버튼
0.4mm 초미세 거름망

우림, 달임, 보온 기능까지

소비전력 1000W / 4단계 멀티 온도조절 / 1.5ℓ

소비전력 1850W / 1.7ℓ

소비전력 10 00W / 드립커피 전용포트 / 1ℓ

소비전력 1500W / 1.7ℓ

POINT 01
영국 스트릭스 컨트롤러 내구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영국 스트릭스사의 컨트롤로를 사용하였습니다

NEW
POINT 02
2중 안전장치 바이메탈, 전류휴즈의 2중 안전장치
적용으로 이상 운전시에도 안전하게 사용가능

티마스터 무선 티포트

티바스켓

BKK-645GT
▪잎차를 우리는 티바스켓

무선주전자(스테인레스)

미니 무선주전자(스테인레스)

무선주전자

BKK-172S

BKK-138S

BKK-127

▪고품격 스테인레스 외관

▪클래식하고 감각적인 디자인

▪동작표시램프, 원터치 뚜껑 열림

▪과열방지 자동전원차단 안전장치

▪과열방지 자동전원차단 안전장치

▪과열방지 자동전원차단 안전장치

▪동작표시램프

▪녹 방지 스테인레스 평면 열판

▪착탈식 이물질 제거필터

▪녹 방지 스테인레스 평면 열판

▪동작표시램프

▪녹 방지 스테인레스 평면 열판

▪원터치 뚜껑 열림

▪편리한 롱타입 배출구

▪수위표시창

▪친환경 스테인레스 재질

▪친환경 스테인레스 재질

▪4단계 멀티 온도조절(40~100도)
▪1시간 보온 유지
▪1.5L 대용량
▪투명한 수위표시창
▪산화와 부식 방지 스테인레스 열판
▪영국 스트릭스 컨트롤러 사용

소비전력 1500W / 1.2ℓ

소비전력 1000W /mini / 0.8ℓ

소비전력 1800W / 1.7ℓ

POINT 03

미니 무선주전자

미니 무선주전자

미니 무선주전자

스타일리스 퓨어티포트의 차별화 된 티바스켓

BKK-310

BKK-118

BKK-991

물이 적정 온도로 설정 된 후 상단 바스켓 뚜껑 열고

▪과열방지 자동전원차단 안전장치

▪영국 스트릭스(Strix) 컨트롤러 사용

▪작고 깜찍한 디자인

티 바스켓을 이용하여 손쉽게 허브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녹방지 스테인레스 평면 열판사용

▪동작 표시램프, 수위표시창

▪과열방지 자동전원차단 안전장치

▪작고 깜찍한 디자인

▪과열방지 자동전원차단 안전장치

▪동작 표시램프, 수위표시창

▪원터치 뚜껑 열림머튼

▪녹 방지 스테인레스 평면 열판

▪녹 방지 스테인레스 평면 열판

▪동작표시램프

▪착탈식 이물질 제거필터

▪착탈식 이물질 제거필터

▪착탈식 이물질 제거필터

▪작고 깜찍한 디자인

▪원터치 뚜껑 열림

POINT 04
안전한 내열유리와 스테인리스 재질 사용

▪먼지방지 배출구 덮개

물이 닿는 모든 부위가 내열유리 또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되어있어 안전하게 차와 물을 끊일 수 있습니다
소비전력 1850-2200 W / 4단계 멀티 온도조절 / 1.5ℓ

소비전력 1000W / mini / 1ℓ

소비전력 1800W / mini / 0.8ℓ

소비전력 1300W / mini / 1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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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CHEN APPLIANCES
아날로그 감성이 가득한
클래식 옛날빙수기 디자인

2구 팝업방식

바쁜 아침,
간단한 조작법으로 여유로운 브런치!

NEW
BKP-H70T

깔끔한 디자인, 사용이 간편한 원터치 방식으로
겉은 바삭하게 속은 촉촉하게 아침을 즐겨보세요

POINT 01

눈꽃처럼 고운입자의 얼음빙수를
이제 간편하게 집에서 즐겨보세요
핸들 스위치 형태의 자동쇄빙기능으로 사용 간단!
세척과 보관이 편리한 분리형 구조

클래식 눈꽃빙수기

BKB-555S, 651S

POINT 02

▪일반 빙수부터 눈꽃빙수까지 가능(입자조절 기능)
▪가정용 각얼음, 원형 얼음까지 사용가능(제빙컵 제공)
▪안전하고 편리한 핸들 스위치 동작방식

토스터

▪클래식한 다자인 ▪내구성이 강한 스테인레스 칼날

BKP-H30T

BKP-H70T

▪세척과 보관이 편리한 분리형 구조

블렌더(텀블러형)

BKB-642MPK, 642MBL
BKB-642MOR, 642MGE

소비전력 900W / 7단계 굽기조절
토스터

일반 얼음입자도 눈꽃 얼음입자도 가능
얼음입자를 조절할 수 있는 칼날 조절레버!

소비전력 28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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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KP-H30T

7단 단수조절
(굽기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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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KB-642MPK

BKB-642MBL

BKB-642MGE

쉐이킹 텀블러

HHT-E201T

▪600㎖ (텀블러 600㎖ 추가구성)

▪분유, 커피, 선식, 단백질 보충제, 칵테일 등에 활용

▪환경호르몬 걱정없는 안전한 물통(BPA-Free 재질적용)

▪모터, 물통, 뚜껑이 분리되어 이동 및 세척용이

▪휴대가 용이한 텀블러형 구조, 원터치 간편 동작

▪강력모터 탑재, 버튼 하나로 빠른 쉐이킹

▪보관용 덮개 (외출, 운동용으로 가능)

▪AAA 건전지 사용 ▪본체 눈금 표시

▪다양한 과일 및 야채 블렌딩 기능
▪이동이 용이한 손잡이 채용 (본체 후면)

소비전력 700W / 7단계 굽기조절

▪내구성이 강한 스테인레스 칼날
▪세척과 보관이 편리한 분리형 구조
▪미끄럼 방지 흡착판
BKB-642M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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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A건전지 / 원터치 쉐이킹 / 350mℓ

HOME APPLIANCES
흡입력지속
멀티 사이클론 방식

하이라이트 전기레인지

BKP-R53H

더블팬

BKP-H31DP

멀티쿠커

BKP-H37K

▪안전한세라믹원적외선채용▪8단계소비전력조절, 3시간타이머

▪더블팬 기능(그릴팬, 프라이펜)▪물받이 채용(과열방지/기름받이)

▪팬 분리형 채용(물세척 용이)▪불소수지 코팅채용(눌어붙음 방지)

▪스테인레스프레임, 유리상판탑재▪3초순간가열로빠른요리가능

▪5단계 자동온도 조절 기능▪내열 투명 강화유리 뚜껑(내용물 확인용이)

▪자동온도 조절기능 채용▪내열 투명 강화유리 뚜껑(내용물 확인용이)

▪편리한 다이얼방식온도조절▪과열방지사이드열배출구채용▪터치패널

▪3중코팅 열판, 콤팩트한 디자인▪위생적인 분리형 팬 구조(세척용이)

▪콤팩트한 디자인▪인체공학적 손잡이 채용

소비전력 2000W / 5단계 온도조절 / 3중 코팅열판

소비전력 1000W / 60cm 초대형 / 다이아몬드 코팅

소비전력 1200W / 팬분리형 / 불소수지 코팅

최대
23cm
연장

추가 구성품

NEW
멀티포트(스테인레스)

BKP-H151N

라면포트(스테인레스)

BKP-H131N

▪강화유리뚜껑,내부수위표시 ▪멀티쿠킹가능:라면,차,물데우기등

▪멀티쿠킹(라면,죽,물데우기등) ▪급속가열기능

▪간편한다이얼방식온도조절 ▪조리시간을단축해주는급속가열방식

▪360도회전열판 ▪과열방지안전장치 ▪위생적인스테인레스용기

▪위생적인스테인레스재질 ▪편안한그립감의손잡이,작동표시램프채용

▪간편한세척

소비전력 1000W / 360° 회전받침대 / 1.3ℓ

소비전력 1200W / 360° 회전받침대 / 1ℓ

보온포트

BKP-H06A

▪투명수위창 ▪이동용손잡이 ▪보온기능▪과열방지안전장치
▪자동잠금안전장치▪재가열및염소제거기능

NEW

무선 핸디형 청소기

사이클론 유선청소기

2 in 1 스탠딩 청소기

BKV-642VL

BKV-543VW

BKV-641VW

▪무선 핸디형 청소기 ▪슬림한 디자인

▪멀티 사이클론 기능 탑재 ▪스틱형/핸디형 선택 가능

▪핸디 & 스틱 겸용 청소기▪편리한 셀프 스탠딩

▪먼지통 원터치 분리 및 세척용이 ▪투명 먼지통

▪다용도 노즐(플로어/브러쉬형) ▪연장파이프 활용으로 높은 곳 청소가능

▪슬림한 디자인▪먼지통 원터치 분리 및 세척용이

▪인테리어성 높은 디자인 ▪70W 강력한 모터, 2중필터망, 투명 먼지통

▪깔끔한 코드보관걸이▪투명 먼지통

▪가열730W 보온35W

소비전력 730W / 염소제거 재가열 / 3.3ℓ

소비전력 60W

소비전력 400W / 멀티 사이클론

소비전력 400W

2017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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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상품 문의
대구본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서로 57(대천동)

1588-8775 업무시간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서울영업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삼성제일빌딩 1101호)

광주영업소 062)264-5733 수도권(경기) 1544-5217
제주영업소 064)751-5333 대전충청영업소 042)285-4747
전국 A /S센터

www.bokuk.com
판매처

•본 카다록에 게재된 제품의 외관, 사양 등은 제품 개선을 위해 사전에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품 이미지 및 색상은 실제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