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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조절기 공통 사용

이지랩 카본히터 매트 및 밸트는 동일한 온도 조절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트 구매 후 온열 밸트를 추가로 구매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밸트 구매 시 조절기를 구매 하지 않고 밸트만 구매하시면 됩니다.

�



이지랩 카본히터 온열 매트는
100% 나노 카본원사와 친환경 소재 
그리고 천연 면 소재로 제작되어 가장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온열을 제공합니다.

이지랩 카본히터 온열 매트는
매우 안전하고 관리가 간편합니다.

최적의 두께와 견고한 박음질

편리한 사용과 보관의 용이성을 위하여
매우 얇은 최적의 두께를 적용하였습니다.
EZrap Carbon Heater 온열 매트에는 
전기적 열선이 없기에 가능한 기술입니다.

2인용 매트 분리 (지퍼 연결)

매트 분리가 가능한 형태로 제작되어
필요 시 1인용 매트로도 사용이 가능 합니다.  

이지랩 카본히터 온열 매트는 의료기기 전문 메이커인 ㈜닥터서플라이에서

첨단 나노 탄소 원사를 바탕으로 뛰어난 보온성의 플리스 소재와 인체에 무해한 면 소재를 합성하여

제작한 건강하고 안전한 온열 매트입니다.

특히 카본원사에서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자연스러운 온열감은 균일한 체온 상승과 더불어 매우 포근함과

안락함을 함께 제공할 것입니다.

카본히터 온열 매트의 특징

◆ 원적외선을 통한 인체 진피층 자극으로
   심부체온 상승

◆ 가장 포근하고 자연스런 온열 발산

◆ 5단계 온열조절 기능

◆ 강력한 5단계 안전 시스템 

◆ 3단계 Timer 기능 (1시간, 2시간, 지속)

◆ 과열방지 온도 자동제어 기능 내장 (저온화상 방지)

◆ 정전기 감소 및 전자파 Zero

◆ 밸트, 매트 동일한 조절기 사용 (뛰어난 호환성)  

EZrap Carbon Heater 온열 매트는 전기열선이 없고,

100% 카본원사로 제작되어 보관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원하는 형태로 접거나 말아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때는 원하는 형태로, 원하는 장소에

간편하게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온열 포근한 온열 합리적 선택

  원적외선이 주는 상상 그 이상의 포근함...



   
 건

강함, 안락함 그리고 합리적...

이지랩 카본히터 온열 매트는
매우 안전하고 편리한 온열매트 입니다.

EZrap Carbon Heater 온열매트는 일반 온열매트와 

달리 업계 최초로 전기열선이 없는 100% 나노 카본

원사에 의한 이중 발열방식을 채택하였으며, 5단계

안전시스템을 통하여 최고온도 75℃ 이상 과열되지

않으므로 저온화상의 위험이 없습니다.

◆ 원적외선 방출
◆ 뛰어난 열전도성
◆ 균일하고 포근한 온열 감
◆ 전자파 감소
◆ 無 열선으로 인한 안전함

◆ 원친환경 소재 (순면, 인견)

◆ 인체에 무해한 천연 섬유

◆ 민감성 피부를 위한 피부

    자극 최소화 실현

이지랩 카본히터 온열 매트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상상 그 이상의 포근함과 가장 건강한 온열을 약속 드립니다 .

상상 그 이상의 포근함과 가장 건강한 온열을 약속 드립니다 .

EZrap Carbon Heater 온열 매트는 안전을 최우선으로하여 개발 되었습니다.

당연하지만 매우 특별한 안전! 이것은 EZrap 카본히터의 기본 정신입니다.

EZrap Carbon Heater 온열 매트는 건강한 온기를 드리고자 개발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가장 자연스럽고 건강한 온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

이것은 EZrap 카본히터가 추구하는 또 하나의 기본 정신입니다.

EZrap Carbon Heater 온열 매트는 누구나 손쉽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아울러 가격만 비싼 고가의 온열 매트와 달리 매우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될 것 입니다.

최우수 특허등록 5단계
안전시스템

전기열선 없음 DC24V
전원채택

전자파 / 
정전기 감소

저 소비 전력

100% 
나노카본 원사

원적외선 방사 친환경 소재 순면원단 열선없음 급속 히팅 기능

5단계 온도조절 자동 시간조절 뛰어난 보관성 LED 상태 확인 경량화
(저 무게)

손 세탁 가능

카본원사
Carbon Yarn

천연펄프
N. Pulp



EZrap Carbon Heater 온열 매트는 합리적인 선택을

위하여 다양한 온도조절기를 준비하였습니다.

사용 상황을 고려하여 3종류의 온도조절기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지랩 카본히터 온열매트는 가장 합리적인 온열 매트 입니다. 

또한 다양한 규격을 통해 고객에게 맞춤 사용을 제공합니다.

EZrap Carbon Heater 온열 매트는 당사의

오랜 연구개발의 산물 입니다.

정말 좋은 온열 매트를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고 고객 상황에 맞는 사이즈를 제공함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 시켰습니다.     

※매트의 이미지 및 디자인은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예고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분리형 온도 조절기
EZrap Carbon Heater는

온도조절기와 전원 케이블이

본체와 분리되어 관리가

매우 간편합니다.

또한 과열로 전원이 차단된

경우에도 온도조절기만

교체하면 정상사용이 가능합니다.

A형 온도조절기 B형 온도조절기

◆ 5단계 온도조절 기능
◆ 3단계 시간 선택기능
◆ LED 상태 확인 기능
◆ 재 가동 시 전 단계 기억 기능
◆ 우레탄 그립 장착

◆ 다이얼 식 온도조절 기능
◆ 전원 On / Off 기능

대용량 배터리 (별매품)

◆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
◆ 배터리 상태 표시 기능 (LED)
◆ 다이얼식 온도 조절 기능
◆ 전원 On / Off 기능
◆ 밸크로 밸트 부착 방식 

원적외선 전자파 / 
정전기 감소

순면원단 경량화
(저 무게)

공급품목 크기 (사이즈)

1인용 매트 75cm X 145cm

2인용 매트 150cm X 145cm

미니 패드 50cm X 98cn

방석 35cm X 45c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