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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1

ELECTRIC UNDER BLANKET

2017년 형 신개념 워셔블 전기요
상하지 전체를 관통하는 퀼딩방식으로 열선을 강하게 고정하여 세탁기 사용이 가능한 워셔블 전기요

세탁기 사용이 가능한 워셔블 전기요

퀼딩방식

방수접속기

▹전원을 켠 후 다이얼 LED가 10초동안 깜빡 거릴 시 전원코드를 반대로 꽂으면 전기장 대폭 감소

보국 전자파케어

▹다이얼 LED가 깜박거리지 않으면 전자파 발생 없이 정상 작동 의미

좌우분리 난방 기능 적용

▹ 더블 사이즈 좌우분리 난방 기능을 적용하여 사용자 편의를 높임
164ME

POINT 2

EMF인증으로 전자파 안심

영국알레르기협회 인증 BAF

LOHAS 시스템

EMF 인증으로 전자파 안심 / 한국기계전기전자실험연구원에서

알레르기 주요 발생원인인 집먼지 진드기 발생을 억제하여

친환경 소재와 제조공정을 통해 인체에

발행하는 전자파 안심 인증 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를 예방합니다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게 주는

※ 전자파 수치: 전기장 10V/m, 자기장 2mG 이하

소중한 우리 아이의 건강을 위하여 BAF인증을 받은

인증제도입니다.

보국 전기요와 함께 따뜻하고 기분좋은 겨울을 보내세요!
POINT 3

보국 취침안전 시스템

보국 수면케어 시스템

전원을 켠 후 15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전원 오프되어 안전성 강화

수면에 따른 뇌신경 그래프를 분석하여 취침, 수면, 기상 구간에 따라

▹ 작동 후 1시간 급속상승구간: 최대전력으로 빠른 시간 내에 표면온도를 높여 따뜻함 제공

사용자의 숙면을 위한 최적의 온도를 유지해 쾌적한 수면 제공

▹ 작동 후 8시간 안정구간: 사용자가 설정한 온도로 지속됨

▹ 취침구간 2시간 50도 ▹ 수면구간 5시간 42도 ▹ 기상구간 8시간 50도

▹ 작동 후 15시간 자동전력감소구간: 에너지 절감, 열선 부담을 줄이고 화재 및

※ 수면케어 기능은 온도 다이얼 상 저온 이상에서만 작동,

화상방지에 도움을 줌
신제품

온도
급속상승구간
1시간 120%

취침과 저온단계에서는 작동하지 않음

온도
안정 구간(설정온도)
급속상승구간

안정 구간(설정온도)
자동전력감소구간

7시간1시간 120%

7시간
7시간

100%

100%
80%

1시간

1시간
8시간

온도
자동전력감소구간
취침구간(2시간)
7시간
50℃ 2단
열선
표면
시간
8시간
15시간
off

80%

22:00

151ME 1
151MK 1

온도
수면구간(5시간)
취침구간(2시간)

수면구간(5시간)
기상구간(8시간)

기상구간(8시간)

42℃50℃
1단 2단

42℃50℃
1단 2단

50℃ 2단

열선
표면
시간
15시간24:00
off

22:00

시간
05:00 06:00

24:00
05:00 06:00

시간

151ME

POINT 4

보국 인체감지 테크놀로지
아토퓨어 워셔블 전기요

BKB-6678S, BKB-6408D

보국 + 제시카 닐슨 콜라보

▹ 온도, 전류휴즈 ▹ 자동온도감소 ▹ 제품 이상감지 기능 ▹ 급속가열 기능 ▹ 전자파 감소기능 ▹ 수면케어 ▹ 좌우분리난방(더블)

▹ 네덜란드 패턴 디자이너 제시카닐슨(Jessica Nielsen)의

피치스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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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ME 1 / 164ME조절기

소비전력 70W / 115W

15시간 타이머기능

SIZE : 70X150 / 140X150

디자인으로 탄생한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

표면
온도

▹ 움직임이 없을 시 자동으로 온도가 내려가는 인체감지 기술을 적용,

움직임 없을 시

다시 움직임 감지될 시

자동으로 off, 온도하강
조절기 램프는 켜져있음

자동으로 on, 온도상승
조절기 램프는 켜져있음

보다 안심하고 전기요를 사용할 수 있음

OFF

▹ 3시간 동안 매트 위 움직임이 없을 시 자동으로 전원차단하여 전기요 표면 온도가 내려감
* 단, 조절기 램프의 불을 켜져 있으며 다시 움직임이 감지되면 표면 온도가 올라감

열선
표면

ON
0

1

2

3

4

5

시간

3

ELECTRIC UNDER BLANKET

ECO GREEN 애니멀 자녀 안심전기요

신제품

초미니 안심전기요

BKB-6685M, BK-B3721SN, 3722DN

신제품

엄마품愛 플라워 미니전기요

BKB-6683M

신제품

아토퓨어 전자파 안심 코끼리 전기요

BKB-6686M

신제품

알러지방지 자녀안심 전기요

BKB-5201SN, BKB-5201DN

신제품

클라우드 전자파안심 전기요

BKB-6606S, BKB-6606D

신제품

BKB-5203S, BKB-5203D

▹ 온도, 전류휴즈 ▹ 자동온도감소 ▹ 제품 이상감지 기능 ▹ EMF 전자파 안심

▹ 온도, 전류휴즈 ▹ 자동온도감소 ▹ 제품 이상감지 기능 ▹ EMF 전자파 안심

▹ 온도, 전류휴즈 ▹ 자동온도감소 ▹ 제품 이상감지 기능 ▹ EMF 전자파 안심

▹ 온도, 전류휴즈 ▹ 자동온도감소 ▹ 제품 이상감지 기능 ▹ EMF 전자파 안심

▹ 온도, 전류휴즈 ▹ 자동온도감소 ▹ 제품 이상감지 기능 ▹ EMF 전자파 안심

▹ 온도, 전류휴즈 ▹ 자동온도감소 ▹ 제품 이상감지 기능 ▹ EMF 전자파 안심

▹ 알러지 안심 ▹ 전자파 감소기능 ▹ 급속가열

▹ 알러지 안심 ▹ 전자파 감소기능 ▹ 급속가열

▹ 알러지 안심 ▹ 전자파 감소기능 ▹ 급속가열

▹ 알러지 안심 ▹ 전자파 감소기능 ▹ 급속가열

▹ 알러지 안심 ▹ 전자파 감소기능 ▹ 급속가열

▹ 알러지 안심 ▹ 전자파 감소기능 ▹ 급속가열

면혼방

151ME 1 조절기

15시간 타이머기능

소비전력 55W / 95W / 130W

SIZE : 50X170 / 100X180 / 135X180

국민전기요

신제품

▹ 온도, 전류휴즈 ▹ 제품 이상감지 기능 ▹ 알러지 안심

15시간 타이머기능

101ZN조절기

소비전력 120W / 200W

신제품

소비전력 55W
SIZE : 50X170

▹ 온도, 전류휴즈 ▹ 제품 이상감지 기능 ▹ 알러지 안심
폴리에스테르

좋은꿈 별자리 전기요

101PN 조절기

소비전력 120W / 200W

신제품

151ME 1 조절기

15시간 타이머기능

신제품

소비전 력 55W
SIZE : 50X170

▹ 온도, 전류휴즈 ▹ 제품 이상감지 기능 ▹ 알러지 안심
면혼방

101ZN 조절기

소비전력 120W / 200W

SIZE : 100X180 / 135X180

ECO 모던 화이트 안심 세탁 전기요

BKB-6607S, BKB-6607D

신제품

면혼방

151ME 1 조절기

15시간 타이머기능

소비전력 95W / 130W

SIZE : 100X180 / 135X180

아토퓨어 순면 전기요

BKB-6106S, BKB-6106D

SIZE : 100X180 / 135X180

포근구름 안심세탁 전기요

BKB-6601S, BKB-6601D

면혼방

고급전기요

BK-B3825S, BK-B3826D

SIZE : 100X180 / 135X180

신제품

151ME 1 조절기

BASIC 전기요

BKB-6104S, BKB-6104D

면혼방

폴리에스테르

신제품

151ME 1 조절기

15시간 타이머기능

소비전력 95W / 130W

SIZE : 100X180 / 135X180

스마트 센서 전기요

BKB-6605S, BKB-6605D

신제품

면혼방

291ME 조절기

15시간 타이머기능

레인드롭 전기요

BKB-6511S, BKB-6511D

신제품

BKB-6101S, BKB-6101D

▹ 온도, 전류휴즈 ▹ 자동온도감소 ▹ 제품 이상감지 기능 ▹ EMF 전자파 안심

▹ 온도, 전류휴즈 ▹ 자동온도감소

▹ 알러지 안심 ▹ 전자파 감소기능 ▹ 급속가열

▹ 알러지 안심 ▹ 전자파 감소기능 ▹ 수면케어 ▹ 인체감지 ▹ 급속가열

▹ 제품 이상감지 기능 ▹ 알러지 안심

순면

151ME 1 조절기

15시간 타이머기능

소비전력 95W / 130W

SIZE : 100X180 / 135X180

신제품

순면(점핑퀼딩)

151ME 조절기

15시간 타이머기능

소비전력 95W / 130W

SIZE : 100X180 / 135X180

전자파안심 분리난방 전기요

BKB-6661Q

신제품

소비전력 110W / 130W

SIZE : 100X180 / 135X180

▹ 온도, 전류휴즈 ▹ 자동온도감소 ▹ 제품 이상감지 기능 ▹ EMF 전자파 안심

전자파 안심 퀸사이즈 전기요

BKB-6608S, BKB-6608D

마이크로화이바

폴리에스테르

101ZN 조절기

15시간 타이머기능

소비전력 120W / 200W

SIZE : 100X180 / 135X180

전자파 안심 퀸사이즈 전기요

BKB-6465Q

신제품

BKB-6662Q

▹ 온도, 전류휴즈 ▹ 자동온도감소 ▹ 제품 이상감지 기능

▹ 온도, 전류휴즈 ▹ 자동온도감소 ▹ 제품 이상감지 기능 ▹ EMF 전자파 안심

▹ 온도, 전류휴즈 ▹ 자동온도감소 ▹ 제품 이상감지 기능 ▹ EMF 전자파 안심

▹ 온도, 전류휴즈 ▹ 자동온도감소 ▹ 제품 이상감지 기능 ▹ EMF 전자파 안심

▹ 온도, 전류휴즈 ▹ 자동온도감소 ▹ 제품 이상감지 기능 ▹ EMF 전자파 안심

▹ 온도, 전류휴즈 ▹ 자동온도감소 ▹ 제품 이상감지 기능 ▹ EMF 전자파 안심

▹ 알러지 안심 ▹ 전자파 감소기능 ▹ 급속가열

▹ 알러지 안심 ▹ 전자파 감소기능 ▹ 급속가열

▹ 알러지 안심 ▹ 전자파 감소기능 ▹ 급속가열

▹ 알러지 안심 ▹ 전자파 감소기능 ▹ 급속가열

▹ 알러지 안심 ▹ 전자파 감소기능 ▹ 좌우분리 난방 ▹ 급속가열

▹ 알러지 안심 ▹ 전자파 감소기능 ▹ 급속가열

면혼방

151MK 1 조절기

15시간 타이머기능

소비전력 95W / 130W

SIZE : 100X180 / 135X180

에코 알러지케어 전자파안심 전기요

신제품

면혼방(점핑퀼딩)
15시간 타이머기능

151ME 1 조절기

소비전력 95W / 130W

SIZE : 100X180 / 135X180

안심세탁 전기요

BKB-6610S, BKB-6610D

신제품

면혼방(점핑퀼딩)

151ME 1 조절기

15시간 타이머기능

소비전력 95W / 130W

SIZE : 100X180 / 135X180

ECO 전자파 안심세탁 전기요

BKB-6609S, BKB-6609D

신제품

BKB-6611S, BKB-6611D

면혼방

151ME 1 조절기

15시간 타이머기능

소비전력 160W
SIZE : 160X200

면혼방

164ME 조절기

15시간 타이머기능

소비전력 140W
SIZE : 160X200

면혼방

151ME 1 조절기

15시간 타이머기능

소비전력 160W
SIZE : 160X200

특대형 캠핑 전기요

워셔블 소프트 전기요

워셔블 소프트 전기요

BKB-5253K

BKB-5574S, BKB-5501D

BKB-5575S, BKB-5502D

▹ 온도, 전류휴즈 ▹ 자동온도감소 ▹ 제품 이상감지 기능 ▹ EMF 전자파 안심

▹ 온도, 전류휴즈 ▹ 자동온도감소 ▹ 제품 이상감지 기능 ▹ EMF 전자파 안심

▹ 온도, 전류휴즈 ▹ 자동온도감소 ▹ 제품 이상감지 기능 ▹ EMF 전자파 안심

▹ 온도, 전류휴즈 ▹ 자동온도감소 ▹ 제품 이상감지 기능 ▹ EMF 전자파 안심

▹ 온도, 전류휴즈 ▹ 자동온도감소 ▹ 제품 이상감지 기능 ▹ EMF 전자파 안심

▹ 온도, 전류휴즈 ▹ 자동온도감소 ▹ 제품 이상감지 기능 ▹ EMF 전자파 안심

▹ 알러지 안심 ▹ 전자파 감소기능 ▹ 급속가열

▹ 알러지 안심 ▹ 전자파 감소기능 ▹ 급속가열

▹ 알러지 안심 ▹ 전자파 감소기능 ▹ 급속가열

▹ 알러지 안심 ▹ 전자파 감소기능 ▹ 급속가열

▹ 알러지 안심 ▹ 전자파 감소기능 ▹ 수면케어 ▹ 급속가열

▹ 알러지 안심 ▹ 전자파 감소기능 ▹ 수면케어 ▹ 급속가열

면혼방
15시간 타이머기능
4

151ME 1 조절기

소비전력 95W / 130W

SIZE : 100X180 / 135X180

면혼방(점핑퀼딩)
15시간 타이머기능

151ME 1 조절기

소비전력 95W / 130W

SIZE : 100X180 / 135X180

면혼방(점핑퀼딩)
15시간 타이머기능

151ME 1 조절기

소비전력 95W / 130W

SIZE : 100X180 / 135X180

면혼방
15시간 타이머기능

291ME 조절기

소비전력 150W
SIZE : 180X200

극세사
15시간 타이머기능

151ME 조절기

소비전력 70W / 130W

SIZE : 70X180 / 135X180

극세사
15시간 타이머기능

151ME 조절기

소비전력 70W / 130W

SIZE : 70X180 / 135X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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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 HEATED WATER MATTRESS

극세사 스키니 온수매트

WELLSPA 극세사슬림온수매트

BKW-5901S, BKW-5901D

BK-W4501S

BK-W3021SS

▹ 동파방지 기능 ▹ 수위센서 ▹ 자세안전 장치 ▹ 온도과승제어 장치

▹ 동파방지 기능 ▹ 수위센서 ▹ 자세안전 장치 ▹ 온도과승제어 장치

▹ 동파방지 기능 ▹ 수위센서 ▹ 자세안전 장치 ▹ 온도과승제어 장치

▹ 이상과열 방지 장치 ▹ EMF 전자파 안심 ▹ 알러지 안심

▹ 이상과열 방지 장치 ▹ EMF 전자파 안심 ▹ 알러지 안심

▹ 이상과열 방지 장치 ▹ EMF 전자파 안심 ▹ 알러지 안심

극세사

B-1400 조절기

15시간 타이머기능

소비전력 290W

SIZE : 100X200 / 145X200

극세사

WELLSPA 슬림 온수매트

B-1400 조절기

15시간 타이머기능

소비전력 290W
SIZE : 100X200

듀스포

B-1400 조절기

15시간 타이머기능

소비전력 290W
SIZE : 100X200

Wellspa 거실형 마루온수매트

Wellspa 거실형 마루온수매트

HHW-B1420S, HHW-B1420MD

HHW-C1420MS, HHW-C1420MD

HHW-B1412S, HHW-B1412D

▹ 동파방지 기능 ▹ 수위센서 ▹ 자세안전 장치 ▹ 온도과승제어 장치

▹ 동파방지 기능 ▹ 수위센서 ▹ 자세안전 장치 ▹ 온도과승제어 장치

▹ 동파방지 기능 ▹ 수위센서 ▹ 자세안전 장치 ▹ 온도과승제어 장치

▹ 이상과열 방지 장치 ▹ EMF 전자파 안심 ▹ 알러지 안심

▹ 이상과열 방지 장치 ▹ EMF 전자파 안심 ▹ 알러지 안심

▹ 이상과열 방지 장치 ▹ EMF 전자파 안심 ▹ 알러지 안심

모노륨

B- 1420 조절기

15시간 타이머기능

소비전력 450W

SIZE : 100X200 / 150X200

모노륨

WELLSPA 극세사 온수매트

B- 1420 조절기

15시간 타이머기능

소비전력 450W

SIZE : 100X183 / 150X183

극세사

B-1410 조절기

15시간 타이머기능

소비전력 350W

SIZE : 100X200 / 145X200

신제품

아토퓨어 워셔블 온수요

BKW-6801S, BKW-6802Q
▹ 동파방지 기능 ▹ 수위센서 ▹ 자세안전장치 ▹ 온도과승제어 장치
▹ 이상과열방지 장치 ▹ EMF 전자파 안심 ▹ 알러지 안심
피치스킨

B1610 / B1620조절기

15시간 타이머기능

소비전력 260W / 520W

SIZE : 100X180 / 150X180
Wellspa 거실형 마루온수매트

신제품

POINT 1

미니매트

HHW-B1420Q

신제품

▹ 동파방지 기능 ▹ 수위센서 ▹ 자세안전 장치 ▹ 온도과승제어 장치

전자파 안심 전기매트

BKM-6173SM

신제품

▹ 온도, 전류휴즈 ▹ 제품 이상감지 기능 ▹ 알러지 안심

▹ 이상과열 방지 장치 ▹ EMF 전자파 안심 ▹ 알러지 안심

싱글 B1610

모노륨

퀸 B1620

B- 1420 조절기

소비전력 450W

▹ EMF 전자파 안심 ▹ 알러지 안심 ▹ 전자파 감소기능 ▹ 좌우분리 난방
자카드

SIZE : 183X230

강화된 안정성

BKM-6645S, BKM-6444D

▹ 온도, 전류휴즈 ▹ 자동온도감소 ▹ 제품 이상감지 기능 ▹ 급속가열

101ZN 조절기

MINI

소비전력 120W

레자

151ME 1 / 164ME조절기

SIZE : 70X180

소비전력 95W / 140W

SIZE : 100X200 / 140X200

▹ NON PHTHALATES 호스로 친환경 적이고 중금속 배출이 없음
▹무동력으로 온도휴즈와 센서를 모듈로 하여 보일러 불량률을 낮춤
▹물없음 알림: 물 수위가 낮아지면 조절기 램프에E1이 표시, 경고음이 발생

보관 및 사용의 편의성
▹ 담요처럼 접어서 간편하게 보관 가능
▹ 연질 PVC 호스를 사용하여 배김이 적음
▹ 원터치 커플러가 적용되어 매트의 온수 주입구와 조절기 분리가 간편
따시오 미니 마루온돌매트

신제품

2017년형 신개념 워셔블 온수요

보국 + 제시카 닐슨 콜라보

▹ 상하지 전체를 관통하는 퀼딩방식으로 호스를 강하게 고정하여 세탁기 사용이 가능한 워셔블 온수요

▹ 네덜란드 패턴 디자이너 제시카닐슨(Jessica Nielsen)의 디자인으로

▹ 기존 견면에 온수호스를 고정하여 두께가 35mm 온수매트에 비해 총 두께가 12mm 로 아주 얇은 온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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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한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

따시오 마루온돌매트

BKM-6675SM

신제품

따시오 마루온돌매트

BKM-6648S

신제품

BKM-6648D

▹ 온도, 전류휴즈 ▹ 자동온도감소 ▹ 제품 이상감지 기능

▹ 온도, 전류휴즈 ▹ 자동온도감소 ▹ 제품 이상감지 기능

▹ 온도, 전류휴즈 ▹ 자동온도감소 ▹ 제품 이상감지 기능

▹ 알러지 안심 ▹전자파 감소기능 ▹ 급속가열

▹ 알러지 안심 ▹ 전자파 감소기능 ▹ 급속가열

▹ 알러지 안심 ▹ 전자파 감소기능 ▹ 급속가열

모노륨
15시간 타이머기능

151MK 1 조절기

소비전력 70W
SIZE : 70X183

모노륨
15시간 타이머기능

151MK 1 조절기

소비전력 95W
SIZE : 100X183

모노륨
15시간 타이머기능

151MK 1 조절기

소비전력 130W
SIZE : 140X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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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 MATTRESS & FLOOR MAT

찜질매트

극세사 전기매트

극세사 전기매트

BKM-5141D

BKM-5642S, BKM-5642D

BKM-5643S, BKM-5643D

▹ 온도, 전류휴즈 ▹ 제품 이상감지 기능

▹ 온도, 전류휴즈 ▹ 자동온도감소 ▹ 제품 이상감지 기능

▹ 온도, 전류휴즈 ▹ 자동온도감소 ▹ 제품 이상감지 기능

▹ 온도, 전류휴즈 ▹ 제품 이상감지 기능

▹ 알러지 안심 ▹ 전자파 감소기능 ▹ 급속가열

▹ 알러지 안심 ▹ 전자파 감소기능 ▹ 급속가열

▹ 알러지 안심

▹ 알러지 안심
ITY

101ZN 조절기

소비전력 200W

15시간 타이머기능

SIZE : 140X200

만수무강 孝 전기매트

신제품

극세사

BKM-6646S, BKM-6445D

▹ 온도, 전류휴즈 ▹ 자동온도감소기능 ▹ 제품 이상감지 기능 ▹ 급속가열

151MK 조절기

소비전력 95W / 130W

SIZE : 100X200 / 140X200

151ME 1 / 164ME 조절기

15시간 타이머기능

소비전력 95W /140W

극세사

151MK 조절기

15시간 타이머기능

신제품

소비전력 95W / 130W

BKF-6131S, BKF-6131D

레자

SIZE : 100X200 / 140X200

101ZN 조절기

소비전력 120W / 200W

SIZE : 90X180 / 135X180

지퍼식 온열 매트

전자파안심 숯황토 찜질매트

전자파 안심 참숯 전기장판

BKM-5171SM

BKM5242S, 5442D

BKF-5632S, BKF-5632D

▹ 온도, 전류휴즈 ▹ 제품 이상감지 기능 ▹ 알러지 안심

▹ 온도, 전류휴즈, 자동온도감소 ▹ 제품 이상감지 기능 ▹ EMF 전자파 안심

▹ 온도, 전류휴즈 ▹ 자동온도감소 ▹ 제품 이상감지기능

▹ 알러지 안심 ▹ 전자파 감소기능 ▹ 급속가열

▹ 알러지 안심 ▹ 전자파 감소기능 ▹ 숯화이바 ▹ 급속가열

▹ EMF 전자파 안심 ▹ 알러지 안심 ▹ 전자파 감소기능 ▹ 좌우분리 난방
자카드

고급전기장판

자카드

SIZE : 100X200 / 140X200

101ZN 조절기

소비전력 120W

SIZE : 70x180

레자

291ME / 125ME 조절기

15시간 타이머기능

소비전력110W / 120W

SIZE : 100X200 / 140X200

레자

151MK 조절기

15시간 타이머기능

소비전력 95W / 130W

SIZE : 90X180 / 135X180

황토찜질매트

인테리어 러그 전기매트

미니매트

일반전기장판

고급전기장판

BKM-A22S, BKM-A22D

BK-M4275SD

BK-M3761SM

BKF-3251S, BKF-3252D

BKF-5131S, BKF-5131D

BKF-5631S, BKF-5631D

▹ 온도, 전류휴즈 ▹ 제품 이상감지 기능

▹ 온도, 전류휴즈 ▹ 자동온도감소 ▹ 제품 이상감지 기능 ▹ 급속가열 기능

▹ 온도, 전류휴즈 ▹ 자동온도감소 ▹ 제품 이상감지 기능 ▹ 알러지 안심

▹ 온도, 전류휴즈 ▹ 제품 이상감지 기능

▹ 온도, 전류휴즈 ▹ 제품 이상감지 기능 ▹ 알러지 안심

▹ 온도, 전류휴즈 ▹ 자동온도감소 ▹ 제품 이상감지 기능

▹ 전자파 감소기능 ▹ 인테리어효과 ▹ 알러지 안심

▹ 전자파 감소기능 ▹ 급속가열

▹ 알러지 안심

▹ 알러지 안심
자카드

101ZN 조절기

소비전력 120W / 200W

러그

291ME 조절기

15시간 타이머기능

SIZE : 100X200 / 140X200

소비전력 110W
SIZE : 145X145

자카드

291MK 조절기

15시간 타이머기능

소비전력 60W

레자

SIZE : 70X180

전자파 안심 소프트 전기장판

▹ 급속가열 기능 ▹ 전자파 감소기능 ▹ 알러지 안심
101ZN 조절기

소비전력 120W / 200W

레자

101ZN 조절기

소비전력 120W / 200W

SIZE : 90X180 / 135X180

SIZE : 90X180 / 135X180

자카드

151MK 조절기

15시간 타이머기능

소비전력 95W / 130W

SIZE : 90X180 / 135X180

FLOOR MAT

황토방석

일반방석

천연황토 미니 온열매트

미니 온열매트

천연황토미니온열매트

BKC-3671S

BKC-5701S

BK-M3672BM

BKM-5191BM

BK-12M611BM

BK-M4172BM

▹ 전류휴즈 ▹ 온도 센서 ▹ 온도 과승 제어장치 ▹ 알러지 안심

▹ 전류휴즈 ▹ 온도 센서 ▹ 온도 과승 제어장치 ▹ 알러지 안심

▹ 온도휴즈 ▹ 전류휴즈 ▹ 제품 이상감지 기능 ▹ 알러지 안심 ▹ 황토볼

▹ 온도, 전류휴즈 ▹ 제품 이상감지 기능 ▹ 알러지 안심

▹ 온도, 전류휴즈 ▹ 제품 이상감지 기능 ▹ 알러지 안심 ▹ 황토볼

▹ 온도, 전류휴즈 ▹ 제품 이상감지 기능 ▹ 알러지 안심 ▹ 황토볼

자카드

112DN 조절기
SIZE : 45X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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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전력 36W

레자

112DN 조절기
SIZE : 45X45

소비전력 36W

자카드
MINI

101ZN 조절기

소비전력 55W
SIZE : 50X135

I TY
MINI

101ZN 조절기

소비전력 55W
SIZE : 50X135

자카드
MINI

천연황토미니온열매트

101ZN 조절기

소비전력 55W
SIZE : 50X135

자카드
MINI

101ZN 조절기

소비전력 55W
SIZE : 50X135
9

ELECTRIC HEATER
탁상용 PTC 히터

신제품 BKH-2064P
BKF
▹ 다이얼식 온도조절 ▹ 2단 좌우회전 ▹ 이동손잡이 ▹ 2단 온도조절
기계식 다이얼

이동손잡이

2단 온도조절

좌우회전
소비전력 2000W

다이얼 및 이동용 손잡이

컨벡션 히터

신제품

BKH-2066

▹ 2단 조절 ▹ 기계식 다이얼 ▹ 전도스위치 ▹ 이동 손잡이
2단 온도조절
바퀴

LED 디스플레이

스토퍼

소비전력 미정
타워형 PTC 온풍기

버튼식

BKH-2051P

패널

▹ PTC 발열체 ▹ 12시간 타이머 기능 ▹ 2단계 온도조절(강,약) ▹ 좌우회전
▹ 자동 OFF 안전장치 기능 ▹ 기계식버튼, 리모컨 ▹ 에코자동모드

편리한 이동 손잡이

2단 석영관 히터

신제품

에코 클래식 컨벡션 히터

신제품

▹ 후면 전선 수납공간 ▹ 전도스위치 ▹ 손잡이 채용

다이얼작동

전도스위치

소비전력 800W

에코 글라스 컨벡션 히터

BKH-1562V

신제품

BKH-1463VG

▹ IPX4 등급 ▹ 온도조절가능(5~35도) ▹ LED 디스플레이 ▹ 동파방지모드 ▹ 현재온도 표시

▹ IPX4 등급 ▹ 온도조절가능(5~35도) ▹ LED 디스플레이 ▹ 동파방지모드 ▹ ECO모드 ▹ 타이머 기능

▹ 타이머 기능 ▹ 바퀴 스토퍼 ▹ 자동전원오프 ▹ 전도스위치

▹ 자동 전원오프 ▹ 전도스위치 ▹ 급속가열모드

온도조절

소비전력 2000W

▹ 2단 석영관 ▹ 기계식 다이얼 간편작동 ▹ 2단 조절

BKH-0860Q

2단 석영관

12시간 타이머 기능

다이얼 조절

IPX4

6시간 자동오프

소비전력 1500W

온도조절

IPX4

6시간 자동오프

소비전력 1400W

후면 전선 수납공간

이동 용이한 손잡이

BKH-2351RG

다이얼식 간편작동

POINT 2

POINT 1

컨벡션 히터 특징

IPX4 방수등급이란?
원리

▹ IPX4 방수등급을 획득하여 모든 방향으로부터 물을 맞아도 안전한 방수 시스템 적용
▹ 욕실 등 물을 사용하는 공간에서도 안전하게 사용 가능

내부에 알루미늄 또는 코일로 된 방열판으로 주위 온도를 높임

IPX1

특징

IPX2

IPX3

IPX4

IPX5

IPX6

IPX7

IPX8

자연 대류 방식으로 친환경적이며, 내부 구조가 단순하여 내구성
이 높음. 방열판이 직접 데워져 주위 온도를 높이기 때문에 난방
효율이 높고, 가볍기 때문에 이동 및 관리가 편리함
라디에이터

※ 온도예시

보호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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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으로
떨어지는
물방울로 부터
보호

수직으로 부터
15˚이하로
직접 분사되는
액체로 부터
보호

수직으로 부터
60˚이하로
직접 분사되는
액체로 부터
보호

모든 방향에서
분사되는 액체로
부터 보호
제한된 수준의
유입 허용

1m 이상 깊이의
모든 방향에서 분사 모든 방향에서 분사 15cm ~ 1m
되는 낮은 수압의 되는 낮은 수압의 깊이의 물속에서 물속에서 보호
물줄기로 부터 보호 물줄기로 부터 보호 보호
제한된 수준의
제한된 수준의
유입 허용
유입 허용

3단 석영관 히터

2단 할로겐 히터

BKH-2350R

신제품 BKH-2461Q
BKF-

BKH-4415H

▹ 기계식 다이얼 ▹ 이동바퀴 탈부착 가능

▹ 3단 석영관 ▹ 2,400W 고효율 ▹ 3단 조절 ▹ 이동바퀴 ▹ 과열방지

▹ 할로겐 램프 ▹ 2단계(강,약) ▹ 860kcal/h

▹ 전도 안전장치 ▹ 화상방지 커버 ▹ 기계식 다이얼 ▹ 측면 전선 수납공간

▹ 기계식(버튼) ▹ 과열방지 ▹ 전도 안전장치

3단 온도조절

소비전력 2400W

2단 온도조절

소비전력 1000W

▹ 이동 손잡이 ▹ 코드보관걸이
이동바퀴 손잡이

3단 온도조절

타이머가능

소비전력 210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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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 HEATER

HUMIDIFIER & ELECTRIC CLEANER

BKU-2055UH

세라믹 히터

세라믹 히터

세라믹 히터

보국 큐브 통세척 가습기

BKH-3110

BKH-602

BKH-637

▹수면 부상방식 초음파 가습 ▹ 싸이클론 미세가습, 15시간 연속분무 ▹ 3단계 가습량 조절(자동/강/약) ▹ 구석구석 완벽 통세척 가능

▹세라믹 보빈

▹세라믹 보빈

▹세라믹 보빈

▹최대 발열량 697kcal/h

▹최대 발열량 731kcal/h

▹최대 발열량 697kcal/h

▹타이머 180분

▹ 타이머 120분

▹타이머 180분

▹2단계 온도조절(강, 약)

▹2단계 온도조절(강, 약)

▹2단계 온도조절(강, 약)

▹좌우회전

▹좌우회전

▹좌우회전

▹높이조절

▹높이조절

▹높이조절

▹상하각도

▹상하각도

▹상하각도

▹과열방지, 전도 안전장치

▹과열방지, 전도 안전장치

▹과열방지, 전도 안전장치

▹기계식(버튼, 다이얼)

▹기계식(버튼, 다이얼)

▹기계식(버튼, 다이얼)

3시간 타이머 기능

소비전력 810W

2시간 타이머 기능

소비전력 850W

▹ 세련된 큐브형의 우드 디자인 ▹ 사용 중 물 보충 가능, 현재습도 표시 ▹ 투명물통 적용 ▹타이머기능(1,2,4시간/연속, 최대 7시간)
▹ 전자식 터치패널, 무드램프 기능 ▹ DC 아답터 사용 전력 설계 및세척 및 관리용이
2ℓ

3시간 타이머 기능

할로겐 히터

할로겐 히터

할로겐 히터

BKH-630H

BKH-3116H

BKH-634H

DC 저전력

소비전력 19W

소비전력 810W

수분촉촉 큐브 보틀가습기

신제품

BKU-5057UB

우드 통세척 가습기

간단 세척 초음파 가습기

BKU-2053UH

신제품

BKU-3053UM

▹ 할로겐 램프

▹할로겐 램프

▹할로겐 램프

▹최대 발열량 662kcal/h

▹최대 발열량 662kcal/h

▹최대 발열량 662kcal/h

▹초음파 보틀가습기 ▹휴대 가능제품

▹사이클론 회전 미세가습 ▹구석구석 완벽 통세척 가능 ▹사용 중 물 보충 가능

▹구석구석 완벽 통세척 가능 ▹대용량 3.0L 물통 ▹가습중 추가 물보충 가능

▹타이머 120분

▹타이머 180분

▹타이머 180분

▹ PET&생수병 사용가능(28mm, 30mm)

▹상단노브 세련된 우드 디자인 ▹물없음 알림램프 ▹분무량 조절 가능

▹60도 회전식 분무노즐 ▹다이얼식 가습조절 ▹물없음 알림램프

▹2단계 온도조절(강, 약)

▹2단계 온도조절(강, 약)

▹2단계 온도조절(강, 약)

▹100cc의 풍부한 분무량

▹물통분리 시 자동 전원오프 ▹수면 부상형 방식 ▹1.7L 물통

▹물통손잡이 채용으로 이동 및 급수용이

▹좌우회전

▹좌우회전

▹좌우회전

▹분무량 조절가능

▹DC 아답터 사용을 통한 저전력 설계

▹높이조절

▹높이조절

▹높이조절

▹상하각도

▹상하각도

▹상하각도

▹과열방지, 전도 안전장치

▹과열방지, 전도 안전장치

▹과열방지, 전도 안전장치

▹기계식(버튼, 다이얼)

▹기계식(버튼, 다이얼)

▹기계식(버튼, 다이얼)

소비전력 770W

세라믹 벽걸이 히터

3시간 타이머 기능

소비전력 1500W

세라믹 벽걸이 히터

3시간 타이머 기능

BKH-8696W

BKH-8613HT

▹세라믹 보빈

▹세라믹 보빈

▹할로겐 램프

▹최대 발열량 903kcal/h

▹최대 발열량 903kcal/h

▹최대 발열량 430kcal/h

▹2단계 온도조절(강, 약)

▹2단계 온도조절(강, 약)

▹좌우회전

▹좌우회전

▹좌우회전

▹상하각도

▹상하각도

▹상하각도

▹과열방지, 전도 안전장치

▹과열방지, 전도 안전장치

▹과열방지, 전도 안전장치

▹기계식(다이얼)

▹기계식(다이얼,당김줄)

▹기계식(다이얼,당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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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전력 11W

1.7ℓ

DC 저전력

소비전력 19W

3ℓ

멀티 사이클론 유선청소기

유선청소기

BKV-543VW

BKV-342VW

▹멀티 사이클론 기능 탑재 스틱형/핸디형 선택 가능

▹강력한 흡입력 ▹헤파필터(HEPA FILTER) 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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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틱형/핸디형 선택 가능 ▹다용도 흡입노즐(일반형/솔형)

▹인테리어성 높은 디자인 ▹70W 강력한 모터 ▹2중필터망 ▹투명 먼지통

▹코드선 정리걸이 ▹접이식 상단 손잡이 ▹투명 먼지통

소비전력 28W

탁상용 할로겐 히터

BKH-806W

소비전력 1050W

소비전력 1500W

DC 저전력

소비전력 1050W

mini

최대
23cm
연장

2시간 타이머 기능

보틀형

흡입력지속 멀티 사이클론 방식

소비전력 1050W

2WAY 스틱, 핸디

추가 구성품

4m 코드길이

멀티 사이클론

소비전력 400W

마이크로 HEPA 먼지필터

투명 먼지통

2WAY 스틱, 핸디

4.8m 코드길이

HEPA 필터

소비전력 54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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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CHEN APPLIANCES
하이라이트 전기레인지
루돌프 바리스타 무선 드립포트(스테인레스)

신제품

LDK-630S

IQ무선주전자(스테인레스)

BKP-R53H

BKK-550S

▹안전한 세라믹 원적외선 채용 ▹8단계 소비전력 조절, 3시간 타이머

▹드립커피 전용포트(1L)

▹5단계 멀티 온도조절(60~100도)

▹슬림한 물 주입구

▹완료시 완료음 발생, 뚜껑 열림 버튼

▹동작표시램프

▹보온기능(50~100도)

▹편안한 그립감 손잡이

▹30분간 유지 후 자동 오프

▹위생적인 스테인레스 재질

▹360도 회전 받침대

▹내부 수위표시

▹내구성이 강한 스테인레스 바디

▹과열 시 자동전원차단

▹내부 온도표시

▹스테인레스 프레임, 유리상판 탑재 ▹3초 순간가열로 빠른 요리 가능 ▹2시간 후 자동 꺼짐
▹터치패널로 간편한 사용 ▹편리한 다이얼방식 온도조절 ▹과열방지 사이드 열배출구 채용
3초 순간가열

8단계 소비전력

3시간 타이머

소비전력 2000W

▹탈착식 거름필터
▹과열방지 자동 전원차단 안전장치
mini

드립전용

mini

5단계 온도조절

1ℓ

소비전력 1000W

1ℓ

소비전력 1850W

간편한 다이얼 온도조절

잔열이 있어도 이동이 쉬운 손잡이

더블팬

다이아몬드 와이드 전기팬

BKP-H31DP

BKP-H13P

BKP-H37K

▹더블팬 기능(그릴팬, 프라이펜) ▹물받이 채용(과열방지/기름받이)

▹60cm 초대형 사이즈 ▹효율적인 M자형 열선설계(열효율 향상)

▹팬 분리형 채용(물세척 용이) ▹불소수지 코팅채용(눌어붙음 방지)

▹5단계 자동온도 조절 기능

▹다이아몬드코팅(눌어붙음 방지) ▹폭넓은 5단계 자동온도조절, 과열방지 안전장치 ▹자동온도 조절기능 채용 ▹내열 투명 강화유리 뚜껑 (내용물 확인용이)

▹위생적인 분리형 팬 구조(세척용이)

▹3중코팅 열판, 콤팩트한 디자인▹내열 투명 강화유리 뚜껑(내용물 확인용이)
무선주전자(대용량, 스테인레스)

무선주전자(내열유리)

무선주전자(대용량, 스테인레스)

BKK-537S

BKK-455G

BKK-517S

▹6단계 멀티 온도조절(40~100도) ▹1.7L 대용량 ▹원터치 뚜껑 열림

▹영국 스트릭스(Strix) 컨트롤러 사용 ▹원터치 뚜껑 열림

▹높은 열전도율로 빠른 가열 ▹안전하고 위생적인 스테인레스 재질

▹편리한 손잡이 온도조절 ▹360도 회전식 무선 받침대

▹친환경 스테인레스 재질 ▹동작표시램프, 수위표시창

▹세척이 쉬운 평면 열판 ▹탈착식 거름 필터 ▹동작표시램프

▹내구성이 강한 스테인레스 바디 ▹투명한 수위표시창

▹녹 방지 스테인레스 평면 열판 ▹독일 Schott 최고급 내열유리

▹360도 회전 받침대 ▹편리한 원터치 열림 버튼

▹과열방지 자동전원차단 안전장치

▹투명 수위 표시창 적용

▹과열방지 자동 전원차단 안전장치 ▹보온유지
1.7ℓ

6단계 소비전력

1.5ℓ

소비전력 1850W

무선주전자(스테인레스)

소비전력 1800W

무선주전자(스테인레스)

화상방지용 열감지램프

간편한 원터치 온도조절

1.7ℓ

3중 코팅열판

5단계 온도조절

소비전력 1000W

멀티쿠커

▹내용물 확인이 쉬운 투명 유리창 ▹구이, 전, 로스 등 다양한 조리 가능
60cm 초대형

다이아몬드코팅

소비전력 1600W

▹콤팩트한 디자인 ▹인체공학적 손잡이 채용
불소수지코팅

팬분리형

소비전력 1200W

BOKUK HAPPY MORNING COLLECTION

소비전력 1850W

미니 무선주전자

BKK-922S

BKK-172S

BKK-138S

▹초고속 가열 시스템, 동작표시램프

▹고품격 스테인레스 외관

▹클래식하고 감각적인 디자인

▹과열방지 자동 전원차단 안전시스템

▹동작표시램프

▹과열방지 자동전원차단 안전장치

▹녹 방지 스테인레스 평면 열판

▹녹 방지 스테인레스 평면 열판

▹동작표시램프

▹착탈식 이물질 제거 필터

▹과열방지 자동전원차단 안전장치

▹편리한 롱타입 배출구

▹투명 수위 표시창 적용

▹원터치 뚜껑 열림

▹친환경 스테인레스 재질

미니 무선주전자

▹360도 회전 받침대

▹친환경 스테인레스 재질

▹녹 방지 스테인레스 평면 열판

BKK-310

BKP-H30T

BKP-H36V

▹작고 깜찍한 디자인 ▹원터치 뚜껑 열림머튼

▹7단 단수조절기능 ▹사용이 간편한 다이얼식 온도조절

▹음식물, 부스러기 받침대 및 그릴망채용 ▹타이머기능(1분단위, 최대 15분)

▹동작표시램프 ▹과열방지 자동전원차단 안전장치

▹하이 리프트 기능, 동작 중 강제 종료 버튼 ▹2구 슬라이스

▹슬라이딩도어로 사용편리, 일자형손잡이 ▹전면투명창(강화유리)적용

▹착탈식 이물질 제거필터 ▹녹방지 스테인레스 평면 열판사용

▹슬라이딩 형태의 부스러기 받침대 채용 ▹토스터 뚜껑 채용으로 위생적인 보관

▹연속동작기능, 동작표시램프, 이동식 손잡이 ▹온도조절 다이얼 채용(70~250도)

1ℓ
1.2ℓ

소비전력 1500W

1.2ℓ

소비전력 1500W

mini

0.8ℓ

무선주전자(대용량)

미니 무선주전자

BKK-127

BKK-118

BKK-991

▹동작표시램프, 원터치 뚜껑 열림

▹영국 스트릭스(Strix) 컨트롤러 사용

▹작고 깜찍한 디자인

▹과열방지 자동전원차단 안전장치

▹동작 표시램프, 수위표시창

▹과열방지 자동전원차단 안전장치

▹착탈식 이물질 제거필터

▹과열방지 자동전원차단 안전장치

▹동작 표시램프, 수위표시창

▹녹 방지 스테인레스 평면 열판

▹착탈식 이물질 제거필터

▹녹 방지 스테인레스 평면 열판

▹수위표시창

▹작고 깜찍한 디자인

▹착탈식 이물질 제거필터

▹먼지방지 배출구 덮개

▹원터치 뚜껑 열림

토스터

mini

오븐기

소비전력 1000W

7단계 굽기조절

소비전력 700W

15분 타이머(최대)

2중 상하열선

소비전력 1300W

소비전력 1000W

미니 무선주전자

▹녹 방지 스테인레스 평면 열판

1.7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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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전력 1800W

mini

0.8ℓ

소비전력 1000W

mini

1ℓ

소비전력 1300W

멀티포트(스테인레스)

라면포트(스테인레스)

BKP-H151N

BKP-H131N

보온포트

BKP-H06A

▹ 강화유리 뚜껑, 내부 수위표시 ▹ 간편한 다이얼방식 온도조절

▹ 멀티쿠킹(라면, 죽, 물데우기 등) ▹ 급속가열 기능

▹투명수위창 ▹이동용 손잡이 ▹보온기능 ▹과열방지 안전장치

▹ 조리시간을 단축해주는 급속가열방식 ▹ 멀티쿠킹 가능 : 라면, 차, 물데우기 등 ▹ 360도 회전 열판

▹ 과열방지 안전장치

▹자동잠금 안전장치 ▹재가열 및 염소제거 기능

▹ 위생적인 스테인레스 재 질 ▹ 편안한 그립감의 손잡이, 작동표시 램프 채용

▹ 간편한 세척

▹가열 730W / 보온 35W

1.3ℓ

360° 회전받침대

소비전력 1000W

▹ 위생적인 스테인레스 용기
1ℓ

360° 회전받침대

소비전력 1200W

3.3ℓ

염소제거 재가열

자동잠금 안전장치

소비전력 73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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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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9(역삼동 702-2) 삼성제일빌딩 1101호
광주영업소 062)264-5733 수도권(경기) 1544-5217
제주영업소 064)751-5333 대전충청영업소 042)285-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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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