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전 매뉴얼을 읽고 제품을 사용하세요. 
KT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최신 매뉴얼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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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브런트 앱 2.기가지니 홈IoT 앱 3.기가지니 앱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브런트’ 또는 ‘Brunt’로 검색하세요 



   로그인/ 신규계정등록 
 

  내 기기 연결 +버튼  
 

  브런트 블라인드엔진 선택 

※ 하드웨어 설치 및 앱 연결의 자세한 사항은 브런트 앱 내의 설치가이드를 참고하세요 

1 2 3 

1 

2 3 



   블라인드 엔진에  
 빨간불이  깜빡이면 
 ‘예’ 클릭 

   핸드폰 설정 >  
Wifi기능 켜기 

   연결할 wifi의  
 비밀번호 입력 

   핸드폰 설정 wifi> 
BRUNT로 시작하는 
Wifi에 연결  
 

※ 하드웨어 설치 및 앱 연결의 자세한 사항은 브런트 앱 내의 설치가이드를 참고하세요 

6 

4 5 6 7 



기가지니 홈IoT 앱 설치 및 계정 로그인 

Play Store App Store 

1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기가지니 홈 

IoT’ 설치 

2 기가지니 홈IoT 계정 가입 및 로그인 

07 



브런트 계정 연동 – ID/PW 입력 

1 

1 기가지니 홈 IoT 좌측 메뉴 > 

제휴사 선택 

2 연동가능 제휴사 LIST 중  

브런트 선택 

3 브런트 계정 로그인 4 브런트 ‘연결됨’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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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트 기기 목록 화면 

5 브런트 APP에서 페어링 한  

기기 자동으로 연동 

6 기기 선택 > 기기별 제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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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가 리스트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좌측 三메뉴>제휴사> 브런트>  
우측상단 새로고침 버튼을 눌러주세요 

7 장소명 선택 > 기기명 선택 > 

장소명+기기명 조합으로 이름생성 

[필수] 

7 

7 

음성인식을 위해서 기기 닉네임을 필수로 변경해주세요 TIP 



1 

1 기가지니 앱 로그인 > 기가지니 홈IoT 

메뉴선택 

2 연결하기 선택 

2 

3 기가지니 홈IoT 계정 로그인 

3 

음성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기가지니 앱 계정과 연동 필수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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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이름변경 

1 기기별 제어 페이지 > 우측 상단    > 

이름변경   

01 

2 장소명 선택 > 기기명 선택 > 

장소명+기기명 조합으로 이름생성 

[필수] 

2 

2 



브런트 기기 목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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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로 제어 앱으로 제어 

1 

“거실 블라인드(설정이름) 올려줘/ 내려줘” 

“거실 블라인드(설정이름) 00% 올려줘/ 내려줘” 

“거실 블라인드(설정이름) 00시에 올려줘/내려줘” 
“거실 블라인드(설정이름) 00시 00분에 올려줘/내려줘” 
“거실 블라인드(설정이름) 0요일 00시에 올려줘/내려줘” 

(기가지니 버디에서는 요일예약 사용불가, 추후 서비스 예정) 



Q1. 기가지니 홈 IoT ID는 어디서 가입하나요? 

현재 기가지니 홈 IoT 계정은 kt.com 통합계정을 통해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과 같은 SNS 오픈 ID를 통해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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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음성제어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기가지니 홈IoT 앱에서 음성제어가 가능한 이름으로 기기명을 반드시 변경해주어야 합니다.  
장소명+기기명 유형으로 등록이 필요합니다. 

Q3. A/S센터 연락처 

기가지니 음성인식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kt스마트홈 고객센터(080-237-7979)로 문의바랍니다. 
브런트의 기기와 앱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브런트 서비스센터(1588-3998), cs@brunt.co 
로 문의바랍니다.(브런트 A/S방식 : 1년 무상, 단, 단순 고객변심 및 소비자 과실로 인한 제품 및 포장재  
파손시 교환 및 환불 불가) 

Q4. 브런트 블라인드 엔진 설치 및 사용은 어떻게 하나요? 

브런트 기기의 하드웨어 설치 및 앱 연결의 자세한 사항은 브런트 앱 내의 설치가이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가지니와의 연동, 기가지니 홈IoT 앱을 통한 사용방법은 이 매뉴얼을 참고하여 사용 부탁드립니다. 

mailto:cs@brunt.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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