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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nt Limited
Hardware Product Warranty - A Summary
Products are warranted to be free from defects in material and workmanship from the date of purchase to the date of 
indicated on the product. Please refer to www.brunt.co/warranty.html specific warranty information about your product and 
procedures to act on a warranty claim. All responsibility and breach of any warranty of Brunt is will be limited to product repair 
or replacement functionally equivalent product or refund at  sole discretion of Brunt. It is necessary to return hardware along 
with the receipt showing the day of purchase to purchases places or designated place. Warranty, however, in different 
countries can vary by its customer law.
Refer to warranty information for detailed consumer rights and the additional protections provided by this product warranty. 

Brunt Co., Ltd.                         All customers can receive after-sales service via. 
Brunt Customer Service          cs@brunt.co  |  www.brunt.co/airjet/support.html
Full Warranty Information       www.brunt.co/warranty.html
LCIE  |  Aire de la Thur BP 8 F68840 Pulversheim France  |  Tel. 33 3 89 28 33 60

Bruntはもともと小売購入日から製品仕様に表示された期間の間にハードウェア製品に物理的な欠陥と製品製作上のミスによる欠陥
がないことを保証します。 製品や保証請求申請手続きに対する特定保証情報はwww.brunt.co/warranty.htmlを参照してください。 ブ
ロントゥのすべての責任及び保証の違反に対する唯一の補償はブロントゥの自由裁量による製品の修理、または同クラスの機能を備
えた製品の交換、製品に支払った価格払戻しでグクフヮンなり、払い戻しの際には購買の地点又はその他ブロントゥが指定した場所で、
日付が印刷された項目別の領収書と一緒にハードウェアを返還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保証保護は、該当地域の消費者法のもとに提
供される権利に追加されたものであり、国家ごとに異なることがあります。
適用される消費者法と本製品保証で提供される追加的な保護機能について調べるためには全体保証情報を参照してください。

顧客支援                   cs@brunt.co  |  www.brunt.co/airjet/support.html
全体保証書情報       www.brunt.co/warranty.html

브런트는 원래 소매 구입일로부터 제품 사양에 표시된 기간 동안 하드웨어 제품에 물리적 결함과 제품 제작상의 실수로 인한 결함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제품 및 보증 청구 신청 절차에 대한 특정 보증 정보는 www.brunt.co/warranty.html 를 참조하십시오. 브런트의 모든 책임 및 보증 
위반에 대한 유일한 보상은 브런트의 자유 재량에 따른 제품 수리 또는 동급 기능을 갖춘 제품 교체, 제품에 지불한 가격 환불로 국환되며, 환불 
시에는 구매 지점 또는 기타 브런트가 지정한 장소로 날짜가 인쇄된 항목별 영수증과 함께 하드웨어를 반환해야 합니다. 보증 보호는 해당 지역의 
소비자법 하에 제공되는 권리에 추가된 것으로, 국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소비자법과 본 제품 보증에서 제공되는 추가적인 보호 기능에 대해 알아보려면 전체 보증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고객 지원               cs@brunt.co  |  1588-3998  |  wwww.brunt.co/airjet/support.html
전체 보증 정보       www.brunt.co/warranty.html

www.brunt.co

Your Air Purifier, Not for All

Airjet

Model Model/

Welcome
Brunt Airjet is a personal air purifier that cleans the air of your personal living zone, fast and precisely.

Smartphone Connection Guide

Mobile Control
(Wi-Fi)

Voice Control
(with A.I Speaker & Smartphone)

Location Recognition Cotrol
(GPS responses to turn
on/ off the power as user
gets into 500M zone or
closer to the device.

Monitoring
(Indoor, Outdoor Air Quality / 
Weather Info. Monitoring)

Scheduling
(Setting the day&time

to turn on and off the device
automatically

IoT Smart Functions (Airjet S Only)
Brunt Air Jet S through the connection with BRUNT application, You can use various smart functions as well as remote control of the smartphone.

* For more information on connecting your smartphone and the Airjet, please,
check our website (www.brunt.co) and Brunt application-help.

4. Remote Controlling

When the connection is complete,
you can use various smart functions
as well as remote control of
your smartphone.

ON
OFF

2. Sign In / Login

To connect your smartphone
with Airjet, please sign in/ login
to Brunt application, first.

1. Application Download

Search the keyword ‘Brunt’ on the
App Store or Google Play.

you can download the application
for free.

3. Connecting to Brunt Airjet

Go through as Brunt application tells
you to. It will help your smartphone
to be connected with your

Brunt Airjet.

H/W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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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D Blinking
(1time /sec)

-

Wi-Fi
Connection
Ready

Red

L-LED R-LED

1 Power/ Speed Button

Airjet S

* Initialization (or Reset) : Reset the device, so it would be ready to connect with Wi-fi network again.

1 2 Hold (5 Sec)

Auto Speed 2
Wi-Fi Connecting

Mode
(*Reset Mode)

* Outdoor Air Quality/Weather Info. : Select the category you want to monitor through the Brunt app
  (The monitoring categories can be changed)

3 Air Condition-LED (Airjet S Only)

4

5

Take off this lock and the top fan-cover to change the filtert

Do never put anything (including fingers) past the airjet top cover
grill during the performance.

Cap-Lock

Top Cover Grill

6

7

Very handy for moving the Airjet.

Micro dusts including particle pollution in the air will go into the
intake grill. If anything blocks small holes of the grill,
Airjet won`t be able to perform properly.

Leather Holder

Intake Grill

Airjet A Speed 1 Speed 2

2 Power LED

Airjet S

On
 LED Blinking
(1time /sec)

LED Blinking
(10time/Sec)

On

Power On /
Purifying Mode

Power On /
Purifying Mode

- - -

Searching
Wi-Fi

LED Off

Power Off

Power Off

Firmware
Auto-Update

Wi-Fi
Connection
Failed

Airjet A

Airjet S

Blue Green Orange

Good Normal Bad Very Bad

3

Speed 3

Speed 

4

Speed 4
(Turbo)

Speed 4
(Turbo)

5

Power Off

Power Off

L-LED (Indoor Air Condition)   /   R-LED (*Outdoor Quality/Weather Info.)

RedGreen

Be careful assembling the cover grill back into the body.
Arrows on the body has to match the right part of the grill.
Otherwise, it can cause the damage on the Airjet.

Protruding Surface

Inside the Body

How to Change the Filter

Important Notes for Changing the Filter

Brunt Airjet uses magnets to hold important parts together, and it makes changing filter process a lot  easier and handier.
For re-assembling, please take the steps backwards.

Before you change the filter, please, unplug the adaptor and make sure that the propeller is stopped

Take off the cap-lock from the
top of the Airjet.

1. Take Off 2. Disassemble

Put your finger into the whole placed behind
the cap-lock, to separate the cover grill

Take out the filter

3. Take Out

Caution for Cleaning
   Before you cleaning the product, please, unplug the adaptor and make sure that the propeller is stopped.
   If you want to clean the filter, do not get it wet, and gently use a duster or a vacuum.
   Please use a duster or a vacuum for removing any dust ball or other foreign matters blocking the intake grill.
   Once sensor collects the dusts, the level of dust concentration can be detected higher than it is.
   Do not apply stickers, sulfuric acid, hydrochloric acid, and organic solvent such as thinner, kerosene, acetone the nail polish remover on the surface of Airjet,
   it can truly damage the product. 
   Please gently rub using cotton balls soaked in alcohol for cleaning the product surface.

Important Notes on Airjet filter
   Don`t worry about the smell of the new filter, they naturally go away after using it for a day or two.
   Depending on a place where the device was used, life expectancy of the filter can change.
   Filter can last six months to one year under the circumstance of using twenty four hours daily.
   Change the filter once your filter starts smelling polluted, or Airjet`s blowing level starts degrading.
   To see a better result, open windows and get the air circulated before using the device.
   Even if the device is under a warranty period, the new filter has to be purchased and paid by the owner.
   Carbon Monoxide (CO) usually flows into your room from outside, and they cannot be eliminated with a charcoal filter.
   Please don`t wash the filter nor get it wet.
   Don`t put any pressure or shock on the filter.
   New filters can be purchased at http://brunt.co

Warning

Caution for Using
   Do not unscrew the product body yourself.
   Do not let it expose to liquid, heat, or moisture.
   Contact Brunt customer service for the product not working properly.
   Do not put any pressure or shock on the product during the performanc.e
   Do never put anything (including fingers) past the top cover grill during the performance.
   Please, make sure that nothing blocks the airjet intake grill, and no hot grease/ oil gets closer to the airjet body.
   Otherwise, it can damage the device, or degrade the air purifying ability.
   Before you change the filter, please, unplug the adaptor and make sure that the propeller is stopped.
   Airjet is for indoor use, it is not recommended to use outdoor.
   Do not let children play with the device.
   Please, follow the voltage listed on the product specification.
   Use the Brunt adaptor only.
   When you smell something burnt or see smoke coming out of the product, stop the device immediately, and contact Brunt customer service for help.
   If there is any other question, please, feel free to contact Brunt or refer to www.brunt.co/support.html.
   LPS test passing adaptor use only.

Note: This equipment has been tested and found to comply with the limits for a Class B digital device, pursuant to part 15 of the FCC Rules. These limits are designed to provide reasonable protection against harmful interference in a 
residential installation. This equipment generates, uses and can radiate radio frequency energy and, if not installed and used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may cause harmful interference to radio communications. However, there 
is no guarantee that interference will not occur in a particular installation. If this equipment does cause harmful interference to radio or television reception, which can be determined by turning the equipment off and on, the user is 
encouraged to try to correct the interference by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measures:
-Reorient or relocate the receiving antenna.
-Increase the separation between the equipment and receiver.
-Connect the equipment into an outlet on a circuit different from that to which the receiver is connected.
-Consult the dealer or an experienced radio / TV technician for help.

Caution: Any changes or modifications to the equipment not expressly approved by the party responsible for compliance could void user’s authority to operate the equipment.

ようこそ
「ブラント・エアージェット（Brunt Airjet）」は、あなたの周りの汚染された空気を

素早くきれいに浄化するパーソナル空気清浄機です。

空気吹出口を取り付ける時には、
本体の内側に表示されている矢印と
空気吹出口の突出面とかみ合うようにします。

（しっかりとかみ合わない場合、
故障の原因になりかねますのでご注意ください。）

空気吹出口の突出面

本体内側

フィルターを取り外す
「ブラント・エアージェット」は、素手で取り外すことができる便利な磁石結合仕組みで設計されています。

 取り付ける際には、逆順に行ってください。

フィルターを交換する際の注意事項
フィルターを交換するときは、電源アダプタを取り外すと、ファンが止まっていることを確認してから行ってください。

空気吹出口の上部にあるキャップを
上へ引き上げます。

1. 上部のキャップを外す。 2. 空気吹出口を外す。
空気吹出口の上部にあるホームに指を入れ、

上へ引き上げながら取り外します。
フィルターを上へ引き上げ

て取り外します。

3.フィルターを取り外す。

支柱(向きを変える)
新鮮できれいな風をいろんな方向に送ることができます。
涼しくてきれいな風を肌で感じてみてください。

（本製品は扇風機や サーキュレーターとして使うことはできません。）

スマホ ペアリングガイド

スマホ操作
(Wi-Fi）

音声操作
(AIスピーカー連動/スマホ操作)

位置情報認識
(GPS受信500m以内

接近し、自動でOn/Off)

リアルタイムでモニタリング
（室内空気質/

室外大気情報モニタリング）

スケジューリング
（時間、曜日ごとの設定で

電源をOn/Off）

IoTスマート機能（エアージェットS専用）
ブラントエアジェットSはブラントのアプリケーションとの接続を介して、
スマートフォンに電源のリモート制御はもちろん、様々なスマートな機能を利用することができます。

*スマートフォンのペアリングの詳細については、ブラント会社ホームページ（www.brunt.co）とアプリケーションを参照してください。

4. 遠隔操作

ペアリング済み後、スマホを通じて
遠隔操作はもちろん様々なスマート

機能をご利用いただけます。

ON
OFF

2. 会員登録/ログイン

商品とネットワークを繋ぐために
ブラント 社 アプリに登録して、

ログインします。

1. アプリのダウンロード

Apple Store / Google Play Storeで
「BRUNT」で検索して

ダウンロードしてください。

3. エアージェットとペアリング

ブラント 社 アプリに出てくる
ガイドに沿って、スマホや
ブラントエアージェットと

ペアリングします。
（*詳細はブラント社アプリで

ご覧いただけます。）

本体機能の仕様

1

2

5

4

7

3

6

L-LED R-LED

1 操作ボタン

エアージェットS

* 初期化（またはリセット）：モバイルとペアリングするよう ネットワークペアリング待機状態になります。

1回 2回 長押し5秒

自動 2段
ネットワークペアリング

待機状態
（*初期化またはリセット）

* 屋外の大気/気象情報 ： 様々な空気指標中、希望する指標をブラント社のアプリで選び、モニタリングできます。
  （この機能のモニタリング情報は変更されることもあります。）

3 センサーLED（エアージェットS専用）

4

5

フィルターを変える時に取り外しできます。

浄化されたきれいな風が出てきます。

取り外しカーバー

空気吹出口

6

7

エアージェットを手軽に移動できます。

微粒子状物質などで汚染された空気を吸引します。

革製持ち手

微粒子状物質吸引口

エアージェットA 1段 2段 -

2 電源LED

エアージェットS

緑-持続
1秒間

1回点滅
1秒間

10回点滅 緑-持続
1秒間

1回点滅

電源On /
運転中

電源On /
運転中 - - - -

Wi-Fi
検索中

電源を切る

電源Off

電源Off

赤-LED

ファームウェア
自動アップデート

Wi-Fi
ペアリング失敗

Wi-Fi
ペアリング中

エアージェットA

エアージェットS

青 緑 オレンジ 赤

良い 普通 良くない 非常に良くない

3回

3段

3段

4回

4段
(ターボ)

4段
(ターボ)

5回

電源Off

電源Off

L-LED (室内の微粒子状物質)   /   R-LED (*室外の大気/天気情報)

緑-LED

注意事項
お使いの際にはご注意ください。
   商品を分解したり、ご自身で修理することはお控えください。
   液体、熱気、湿気に晒さないでください。
   商品が正常通り作動しない場合、すぐにブラント社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商品が運転している時に衝撃を与えないでください
   商品が運転している時に空気吹出口などに指を入れないでください。
   商品に油がかかる場所に置かないでください。微粒子口が詰まった空気清浄機能が低下することがあります。
   室内で使うことをお勧めします。室外ではお使いにならないでください。
   お子様がデバイスで遊ぶことを許さないでください。
   水気の多いところや浴室などではお使いにならないでください。
   製品は、製品の表記に対応する電圧だけ供給する必要があります。
   ブラント社で提供するアダプター以外の電源装置にはお使いにならないでください。
   製品に異常臭い、煙が出る、すぐにアダプタを取り外した後、お客様サポートに連絡してください。
   その他のお問い合わせなどございましたらお問い合わせ先やホームページ www.brunt.co/support.html をご利用ください。

商品をお手入れする時にはご注意ください。
   製品を清掃する前に、電源 アダプターを取り外して、プロペラが停止していることを確認してください。
   清掃やその他のメンテナンス前の機器の電源を必ず遮断してください。
   フィルターをお手入れする際には、できるだけ水に触れないようにし、埃払いや掃除機をご利用ください。
   微粒子状物質吸引口やセンサーの周りに遺物などが付着した場合、掃除機やほこり払いなどでお手入れしてください。
   エアージェットSは、センサーに埃がたまると埃の濃度が高く認識されかねますのでご注意ください。
   硫酸や塩酸、有機溶剤(シンナー、灯油、アセトンなど)で空気清浄機の表面を強く拭いたり、シールを張ったりしないでください。本体の表面が傷つく場合もあります。
   表面のシミなどを取り除く際にはアルコール綿などで軽く拭いてください。

エアージェットフィルター使用のポイント（一体型フィルター）
   購入初期は新しいフィルター独特の匂いがすることもあります。一日以上お使いになれば自然となくなりますので、安心してご利用ください。
   フィルターはお使いになる環境によってお手入れや交換時期が異なります。
   フィルターの交換時期は1日当たり4時間使う場合、6か月から最長1年間お使いになれます。
   ご使用の際、フィルターが酷く汚れたり匂ったり、または風の勢いが急激に弱くなったりすると新しいフィルターに交換してください。
   周りの匂いがフィルターにしみ込み、空気清浄機を稼働する際に匂いがする時には、フィルターの交換時期に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新しいフィルターに交換してください。
   フィルターは無償保証期間であっても、お使いの際に発生したフィルター交換は有償請求となります。
   一酸化炭素（CO）は炭の脱臭フィルターでも取り除けない有害ガスで、主に室外から入ってきます。
   フィルターは水洗いせず、普段お使いになる時にも水には触れないようにしてください。
   フィルター交換時に手で押したり圧力を強く加えないようにしてください。
   交換用のフィルターはブラント社ホームページ(http://brunt.co)にてお買い求めいただけます。

Welcome
브런트 에어젯은 내 생활 반경안에서 오염된 공기를 깨끗하고 빠르게 청정시켜주는
나만의 퍼스널 공기청정기입니다. 

필터 분리하기

필터 교체 시 주의 사항

공기 배출구 재결합 시 반드시 본체 안쪽에
표시된 화살표 부분과 공기 배출구의 돌출된 면이
서로 맞닿게 결합되어야 합니다.

(만약 다른 방향으로 공기 배출구가 결합될 경우,
제품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공기 배출구 돌출면

에어젯 본체 안쪽

브런트 에어젯은 별다른 도구 없이 분리할 수 있는 매우 편리한 자석 결합 구조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본 제품 결합 시 분리의 역순으로 결합해주세요. 

필터 교체 시 전원 어댑터를 완전히 분리해서 팬이 멈춘 것을 확인한 후 교체해주세요.

공기 배출구의 상단 캡을 잡고
 위로 당겨서 분리해주세요.

1. 상단 캡 분리 2. 공기 배출구 분리

공기 배출구 상단 홈에 손가락을 넣고
위로 들어 올려서 분리해주세요.

필터를 잡고
위로 들어 올려서 분리해주세요.

3. 필터 분리

하드웨어 기능 설명

1

2

5

4

7

3

6

1 제어 버튼

에어젯 S

* 초기화 (또는 리셋) : 모바일과 연결할 수 있도록 제품이 네트워크 연결 대기 상태가 됩니다.

1회 2회 길게 5초

오토 2단
네트워크

연결 준비 상태
(*초기화 또는 리셋)

* 실외 대기/날씨 정보 : 여러가지 공기 지표 중 본인이 희망하는 지표를 브런트 앱을 통해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센서 LED (에어젯 S 전용)

4

5

필터 교체 시 분리하는 커버입니다.

정화된 깨끗한 바람을 내보냅니다.

탈착 커버

공기 배출구

6

7

에어젯을 편리하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등 오염된 공기를 흡입합니다.

가죽 손잡이

먼지 흡입구

에어젯 A 1단 2단 -

2 전원 LED

에어젯 S

지속
1초에 1회
깜빡임

1초에 10회
깜빡임

지속
1초에 1회
깜빡임

전원 On /
공기청정 중

전원 On /
공기청정 중

- - - -

Wi-Fi
탐색 중

LED 꺼짐

전원 Off

전원 Off

빨간색 LED

펌웨어
자동 업데이트

Wi-Fi
연결 실패

Wi-Fi
연결 준비 상태

에어젯 A

에어젯 S

파란색 초록색 주황색 빨간색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3회

3단

3단

4회

4단 (터보)

4단 (터보)

5회

전원 Off

전원 Off

L-LED (실내 미세먼지)   /   R-LED (*실외 대기/날씨 정보)

초록색 LED

L-LED R-LED

스마트폰 연결 가이드

모바일 원격 제어
(Wi-Fi)

음성 인식 제어
(A.I 스피커 및 스마트폰 활용)

내 위치 인식 제어
(GPS 수신 500M 이내
접근 시 자동 On/Off)

실시간 모니터링
(실내/외 공기질 모니터링)

스케줄링
(시간, 요일별 설정으로 전원 On/Off)

방향 거치대
에어젯 방향 거치대를 이용하여 신선하고 깨끗한 바람을 다양한 방향으로 사용해보세요.
선선하고 깨끗한 바람을 직접 쐴 수도 있습니다.
(본 제품은 선풍기나 서큘레이터 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IoT 스마트 기능 (*에어젯 S 전용)
브런트 에어젯 S는 브런트 앱과의 연결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전원 원격 제어는 물론 다양한 스마트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과의 연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브런트 홈페이지(www.brunt.co) 및 브런트 앱을 참고해주세요.

2. 회원가입 / 로그인

제품을 스마트폰으로
연결/제어하기 위해서 먼저
브런트 앱을 가입한 후
로그인하세요.

1. 브런트 앱 다운로드

구글 플레이 또는 애플 앱스토에서
브런트 (또는 BRUNT)를 검색하여
브런트 앱을 다운로드 해주세요.

3. 에어젯과 연결

브런트 앱에 나오는 가이드를
참고하여 스마트폰과

브런트 에어젯과의 연결을 시작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브런트 앱을 참고하세요.)

주의 사항

제품 사용 시 유의해주세요.
  제품을 분해하거나 스스로 수리하지 마세요.
  액체나 열기, 습기에 노출시키지 마세요.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즉시 브런트 고객센터로 연락 주세요.
  제품이 동작 중인 상태에서 충격을 주지 마세요.
  제품이 동작 중인 상태에서 바람 배출구에 손가락 등을 넣지 마세요.
  제품을 기름이 많이 튀는 곳 가까이에 두지 마세요. 먼지 흡입구가 막히면 공기청정기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제품 사용 시 실내 사용을 권하며 실외에서 사용하지 마세요.
  제품 사용 시 물기가 많은 곳 또는 욕실 등에서 사용하지 마세요.
  본 제품은 신체, 감각, 정신 능력이 결여되어 있거나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여 감독이나 지시 없이는 안전하게 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어린이 포함)이
  사용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린이가 기기를 가지고 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주세요.
  제품은 제품의 표기에 해당하는 전압만을 공급해야 합니다.
  브런트에서 제공한 어댑터 외의 전원 연결을 하지 마세요.
  제품에서 타는 냄새가 나거나 연기가 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브런트 고객센터로 연락 주세요.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브런트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 www.brunt.co/support.html 을 참고해 주세요.

제품 청소 시 유의해주세요.
  제품 청소시 전원 어댑터를 뽑고 팬이 멈춘 것을 확인한 후 진행해주세요.  
  청소 및 기타 유지 보수 전에 기기의 전원 공급을 반드시 차단하여 주세요.
  필터 청소 시 가급적 물에 닿지 않아야 하며, 먼지털이나 청소기를 이용해주세요.
  먼지 흡입구와 센서 주변 등에 큰 먼지나 이물질 등이 붙게 될 경우 청소기 또는 먼지털이 등을 이용하여 청소해주세요. 
  에어젯 S의 경우 센서부에 먼지가 쌓일 경우 먼지 농도가 높게 나올 수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황산, 염산 또는 유기용제 (시너, 등유, 아세톤 등)를 사용하여 공기청정기 표면을 강하게 닦거나 스티커 등을 붙이지 마세요. 본체 표면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제품 표면의 얼룩 제거 시 알콜솜을 이용하여 가볍게 닦아주세요.

에어젯 필터 사용 팁 (일체형 필터)
  구입 초기에는 약간의 새 필터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하루 이상 사용하면 자연적으로 없어지니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필터는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 청소 및 교체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터의 교체 주기는 1일 24시간 사용할 경우 6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 중 필터 오염이 심하거나 냄새가 날 경우 또는 바람세기가 급격히 약해진 경우에는 새 필터로 교체해주세요.
  주변 냄새가 필터에 배어 공기청정기 가동 시 냄새가 날경우,필터의 교체시기 가 된 것이니 필터를 새것으로 교체해주세요.
  필터는 무상 보증 기간이어도 사용 중에 발생한 필터 교체는 유상 청구됩니다.
  일산화탄소(CO)는 숯 탈취필터로 제거할 수 없는 주요 유해 가스로, 주로 실외에서 유입됩니다.
  필터를 물로 세척하지말고, 평소 제품 사용 시에도 물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필터 교체 시 필터를 손으로 누르거나 강한 압력을 가하지 마세요.
  교체용 필터는 브런트 홈페이지(http://brunt.co)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첫페이지 마지막페이지

첫페이지 > 영문 > 일문 > 국문 > 마지막페이지 순서로

영문
페이지 순서

일문

국문

ON
OFF

4. 원격 제어

연결 완료 후 스마트폰을 통해
원격으로 제어는 물론,

다양한 스마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Prop Stand
Use the direction prop for changing the direction of its purified air.
Airjet`s clean air can be directly blow into your face.
(This device cannot replace a fan or a circulator.)

Designed by BRUNT, Manufacturered by DooGyeong A&C | Made in Korea.

Rated Voltage
2A12V      

Airjet A
Airjet S

R-R-brt-ATAKR1801
R-C-brt-ATAKR1601
FCC ID : 
     210-124511

Rated Voltage
2A12V      

Airjet A
Airjet S

R-R-brt-ATAKR1801
R-C-brt-ATAKR1601
FCC ID : 
     210-124511

Rated Voltage
2A12V      

Airjet A
Airjet S

R-R-brt-ATAKR1801
R-C-brt-ATAKR1601
FCC ID : 
     210-124511

Functions / Specifications

Airjet
(with Natural
Leather Holder)

Prop Stand Adaptor
(3.5M Long)

Product ManualTriple Layer Filter
(Pre / HEPA H13 / Deodorizing)

Product Name

Model

Fan

Filter

Purifying Ability

Coverage

Control Mode

Dust Sensor (Laser Type)

Temperature Sensor

Humidity Sensor

*IoT Smart Functions

Outdoor Air Quality / Weather Info.

Rated Voltage

Power Consumption

Working Temperature

Wireless Communication Method

Communication Frequency

Wireless Specifications

Security

Size ( W X D X H )

Airjet S

Air Purifier

Brunt  Wi-Fi Airjet S (ATAKR1601)

Jet-Fan

Pre-Filter / HEPA H13 Filter / Deodorizing Filter

18.2 m²

Auto / Manual

Dust sensor, capable of detecting
particles as small as 0.3㎛

Error tolerance : ±0.5°C 

Error tolerance : ±0.5%

○ (*Check the user`s guide for more details)

Max. 8W

-10°C ~ 60°C

Wi-Fi

2412 ~ 2472MHz / 2412 ~ 2462MHz (US)

IEEE 802.11b/g/n

WEP/WPA-PSK /WPA2-PSK

180mm X 185mm X 180mm

○

Remove 99.95% and higher of fine dust in the air
(PM2.5, and PM10, etc)

-

12V     2A (       : Direct Current)

Airjet A

180mm X 185mm X 180mm

Air Purifier

Brunt  Wi-Fi Airjet S (ATAKR1601)

Jet-Fan

Pre-Filter / HEPA H13 Filter / Deodorizing Filter

18.2 m²

Manual (4 Level)

-

-

-

-

-

-

-

-

Remove 99.95% and higher of fine dust in the air
(PM2.5, and PM10, etc)

Max. 6W

-10°C ~ 60°C

12V     2A (       : Direct Current)

主な機能/仕様詳細

エアージェット本体
(天然革製持ち手を含む)

支柱
(向きを変える)

アダプター
(長さ3.5m)

取扱説明書三重結合フィルター
(プレ / HEPA H13 / 脱臭)

製品名

モデル名

ファン

フィルター

浄化機能

浄化面積

操作

粒子状物質 測定センサー
 （レーザー式）

温度測定センサー

湿度測定センサー

*IoTスマート

機能室外の大気/天気情報提供

定格電圧

消費電力

使用温度

無線通信方式

通信周波数

無線規格

保安

サイズ（横x縦x奥行）

エアージェットS

空気清浄機

ブラントWi-Fi エアージェットS (ATAKR1601)

ジェット‐ファン 

プレフィルター / HEPA H13フィルター / 脱臭フィルター

18.2 m²

受動/自動

0.3㎛まで粒子状物質を識別可能

最大許容誤差 ±0.5°C

最大許容誤差 ±5.0%

○（*取扱説明書に詳細を記載）

最大 8W

-10°C ~ 60°C

Wi-Fi

2412 ~ 2472MHz / 2412 ~ 2462MHz (US)

IEEE 802.11b/g/n

WEP/WPA-PSK /WPA2-PSK

180mm X 185mm X 180mm

○

99.95%以上の 微粒子状物質を除去 (PM2.5、PM10など)

-

エアージェットA

180mm X 185mm X 180mm

空気清浄機

ブラントエアージェットA (ATAKR1801)

ジェット‐ファン

プレフィルター / HEPA H13フィルター / 脱臭フィルター

18.2 m²

受動4段

-

-

-

-

-

-

-

-

99.95% 以上の微粒子状物質を除去 (PM2.5、PM10など)

最大 6W

-10°C ~ 60°C

12V     2A (       : 直流)12V     2A (       : 直流)

주요 기능 / 상세 스펙

에어젯 본체
(천연 가죽 손잡이 포함)

방향 거치대
(방향 전환용)

어댑터
(길이 3.5M)

사용 설명서3중 결합 필터
(프리 / HEPA H13 / 탈취)

제품명

모델명

팬

필터

청정 능력

정화면적

제어

먼지 측정 센서 (레이저 방식)

온도 측정 센서

습도 측정 센서

*IoT 스마트 기능

실외 대기 / 날씨 정보 제공

정격전압

소비전력

사용온도

무선통신방식

통신주파수

무선규격

보안

제품크기 (가로X높이X세로)

공기 청정기

브런트 Wi-Fi 에어젯 S (ATAKR1601)

제트-팬 

프리필터 / HEPA H13 필터 / 탈취필터

99.95% 이상 미세먼지 제거 (PM2.5, PM10 등등)

18.2 m²

오토 / 수동 

최소 0.3 마이크로 미터 입자 식별

최대 허용오차 ±0.5°C

최대 허용오차 ±5.0%

○ (설명서 별도 표기)

○

12V     2A (       : 직류)

최대 8W

-10°C ~ 60°C

Wi-Fi

2412 ~ 2472MHz / 2412 ~ 2462MHz (US)

IEEE 802.11b/g/n

WEP/WPA-PSK /WPA2-PSK

180mm X 185mm X 180mm

에어젯 S

공기 청정기

브런트 에어젯 A (ATAKR1801)

제트-팬

프리필터 / HEPA H13 필터 / 탈취필터

99.95% 이상 미세먼지 제거 (PM2.5, PM10 등등)

18.2 m²

수동 4단

-

-

-

-

-

12V     2A (       : 직류)

최대 6W

-10°C ~ 60°C

-

-

-

-

180mm X 185mm X 180mm

에어젯 A

2AODVATAKR1601

2AODVATAKR1601

2AODVATAKR1601

This device complies with part 15 of the FCC Rules. Operation is subject to the following two conditions: 
(1) This device may not cause harmful interference, and (2) this device must accept any interference received, including interference that may cause undesired operation.

This equipment complies with the FCC RF radiation exposure limits set forth for an uncontrolled environment. 
This equipment should be installed and operated with a minimum distance of 20cm between the radiator and any part of your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