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ww.greenheat.kr

친환경 탄소그라파이트 전기매트

(주)에코그린



Eco friendly 
Heating System

ECO GREEN

에코그린(EcoGreen)은 설립 15년간 개발 및 개선 활동을 통해 제품의 효율성과 품질을 안정화했으며, 까르방-애 제품에서 발생하는 원적
외선으로 가족과 함께 건강을 지키고 행복한 삶을 누리세요.
대한민국 조달청에 등록된 당사 제품은 고품위 탄소 기술과 품질로 고객만족을 지향합니다.
당사의 제품은 유류보일러 대비 연료절감율은 30% 이상, 설비유지비용은 40% 절감되며 잔고장 없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고탄소 용액과 면 원사에 코팅하여 제조하는 본 제품은 풍부한 원적외선을 발생하여 건강에 매우 이롭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당신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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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적외선 – 카본 그라파이트 히터는 나노입자의 그라파이트와 카본 블랙을 이용하여  POLY합성 실과 면실에 코팅하여 원적외선이 
                          우수하게 방출되는 히터입니다.
■ 복사열(원적외선)은 열이 대류나 전도열이 아닌 모든 물체에 직접 침투하는 빛, 복사열 시스템의 일종으로 공간난방과 바닥난방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신기술입니다.

에코그린의 신기술

건물 난방
원적외선 – 카본 그라파이트 히터

원적외선 - 카본그라파이트 시스템은 전기 에너지를 원적선과 열 에너지로 전환해 환경과 안전은 물론
경제· 건강까지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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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의 온도를 
따뜻하게 한다.

인체의 피부에 습기를
적당하게 유지한다.

체내의 독소를 억제하고
신체를 중화시킨다.

인간의 분자를 진동시키고
신진대사를 촉진시킨다.

혈류 개선
효과

피부 관리
효과

만성 
피로 회복

공명
효과

01

04

02

05

03

06

■ 모든 물체에 직접 침투하는 복사열 시스템 
   - 공간 난방과 바닥 난방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원적외선 카본그라파이트 전기히터
      *특허받은 카본 솔루션

■ 특수 탄소 처리 
   - 탄소그라파이트 전기히터는 제조특허에 의해 탄소코팅 면직물에 의해 생산
      *PET 및 PE를 사용한 진공 절연 코팅으로 발열필름 제작된다.

원 적외선과 복사열이 인체에 깊숙이 침투하는 난방 효과!
(원적외선 특성 – 혈류 개선, 스트레스 해소, 만성 피로회복, 신진대사 촉진)

특성 및 장점

그라파이트 카본 효과

인체의 신진대사를
자극한다.

인체의 영양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노화지연
효과

신진대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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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난방방식차이
공기를 데우는 것이 아니라 가열된 물체(사람, 바닥, 가구, 책상 등)의 온도를 직접 상승시키기 때문에 바닥과 천장의 온도가 모두 
높아집니다.

2. 전기적인  안전성
■ 하이엔드 몰딩 기법으로  진공절연 방식으로 생산합니다.
■ PET, PE, TPU 코팅으로 진공 상태에서 절연 효과가 우수하고 부식이나 전류 누출을 방지 합니다.

3. 환경 정화
■ 무연
■ 사용시에도 무소음 
■ 청정 에너지와 원적외선에 의한 항균기능의 이로운 성분

응용분야

카본 섬유의
무한 변신
- 원활한 혈액순환으로 건강 유지
- 전자파 없는 안전함 유지
- 반영구적 수명
- 유지 보수 비용이 저렴
- 사용 후 이동 설치가 가능

발열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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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 그라파이트, 카본블랙, 합성 실, 면실, 주석도금 동선 
절연재료 : 거실용 매트 – PET / PE,  침대용 - TPU

정격 전압 : 국내용  220V     I     100V to 110V     I     수출용 DC 3.7V to 48V

30℃ ~ 60℃의 온도를 사용하세요.
기타 제품 개발 및 특수 제품은 상담 후 제작 가능합니다.

● 전력 소비량

Eco friendy Heating System

발
열
체
�폭

발열체�길이

매트�길이
매
트
�폭

전력 소비율 ±10%

크기
매트 제원 발열체 제원

폭 길이 폭 길이

Mat

King(LR) 2200 1600 2000 1500

Queen 2000 1500 1700 1300

S.single 2000 1100 1700 900

Single 2000 1000 1700 800

Mini 1800 700 1700 600

Sofa
Sofa L 1800 500 1700 400

Sofa S 1500 500 1300 400

크기
모델명 : Karbange

코드 전력 소비 비고

Mat

Double
ECO-507D1 540W King(LR)

ECO-507D2 360W×2 Queen

S.Single ECO-103S 180W

Single ECO-103S 170W

Mini ECO-103M 140W

Sofa
Large ECO-103SL 85W

Small ECO-103SS 85W

● 제품규격

(단위 : mm)

까르방-애 탄소그라파이트 전기매트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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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 공정

● 조절기연결

● 센서연결도

● 매트 단면도

1차 믹스 2차 믹스 소형 /  대형
저장탱크

표면 시트

차폐시트

보호시트

그라파이트 시트

절연 시트

미끄럼 방지 시트

에코그린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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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 ECO-201 / ISO 9001 / ISO 14001

■ 사업자 번호 : 1348711664

■ 표준                                                                                                                                          (단위 : mm)

제품명 코드 폭 길이 무게
Karbange ECO-507D1 2200 1600 6.5kg

■ 정격 전압 및 전력 소비
제품명 코드 정격 전압 전력 소비

Karbange ECO-507D1 220V 540W

■ 제품 설명
고품위 나노카본그라파이트 입자를 면직물에 코팅해 만든 전기매트 입니다.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원적외선의 방출과 안전점검, 전자파, 원적외선 인증 등을 받은 프리미엄 제품으로, 까르방-애 탄소그라파이트 
매트는 AC220V 전압을 사용해도 안전하며 화재, 감전 및 유해 전자파에 안전하며,  원료로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어떤 화학약품도 
사용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합니다.
원자재 : 그라파이트 , 카본 블랙, 합성 실, 면실 , 주석도금 구리선
코팅 재료 : 거실 – PET/PE, 침대 - TPU
정격 전압 : 수출용 AC 220v / 100v ~ 110v     I     DC 3.7v ~ 48v
사용온도 : 30°C ~ 60°C
까르방-애 카본 그라파이트 매트는 전자파 차폐 기술로 만든 원적외선 매트로서, 합성 실과 면실로 된 격자 모양의 섬유에 그라파이트와 
탄소 입자를 코팅하여 PET필름 등 절연재료를 진공몰딩하여, 단열처리하여 만든 원적외선 탄소매트입니다. 
특수제품은 협의 후 제작할 수 있습니다.

■ 기능
혈액 순환 개선   I    스트레스 해소   I    신진 대사 강화   I    피부 미용 효과   I    만성 피로 회복   I    신체 활력 강화

■ 제품

ECO-507D1 ECO-507D1

조절기 * 디자인은 상담 후 변경 가능

KARBANGE ECO-507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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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 ECO-201 / ISO 9001 / ISO 14001

■ 사업자 번호 : 1348711664

■ 표준                                                                                                                                          (단위 : mm)

제품명 코드 폭 길이 무게
Karbange ECO-507D2 2200 1500 6.5kg

■ 정격 전압 및 전력 소비
제품명 코드 정격 전압 전력 소비

Karbange ECO-507D2 220V 360W × 2

■ 제품 설명
고품위 나노카본그라파이트 입자를 면직물에 코팅해 만든 전기매트 입니다.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원적외선의 방출과 안전점검, 전자파, 원적외선 인증 등을 받은 프리미엄 제품으로, 까르방-애 탄소그라파이트 
매트는 AC220V 전압을 사용해도 안전하며 화재, 감전 및 유해 전자파에 안전하며,  원료로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어떤 화학약품도 
사용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합니다.
원자재 : 그라파이트 , 카본 블랙, 합성 실, 면실 , 주석도금 구리선
코팅 재료 : 거실 – PET/PE, 침대 - TPU
정격 전압 : 수출용 AC 220v / 100v ~ 110v     I     DC 3.7v ~ 48v
사용온도 : 30°C ~ 60°C
까르방-애 카본 그라파이트 매트는 전자파 차폐 기술로 만든 원적외선 매트로서, 합성 실과 면실로 된 격자 모양의 섬유에 그라파이트와 
탄소 입자를 코팅하여 PET필름 등 절연재료를 진공몰딩하여, 단열처리하여 만든 원적외선 탄소매트입니다. 
특수제품은 협의 후 제작할 수 있습니다.

■ 기능
혈액 순환 개선   I    스트레스 해소   I    신진 대사 강화   I    피부 미용 효과   I    만성 피로 회복   I    신체 활력 강화

■ 제품

ECO-507D2

조절기 * 디자인은 상담 후 변경 가능

KARBANGE ECO-507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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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 ECO-201 / ISO 9001 / ISO 14001          ■ 사업자 번호 : 1348711664

■ 표준                                                                                                                                                                                                                        (단위 : mm)

제품명 코드 폭 길이 무게
Karbange ECO-103S 2200 1100 4.5kg

■ 정격 전압 및 전력 소비
제품명 코드 정격 전압 전력 소비

Karbange ECO-103S 220V 180W

■ 제품 설명
고품위 나노카본그라파이트 입자를 면직물에 코팅해 만든 전기매트 입니다.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원적외선의 방출과 안전점검, 전자파, 원적외선 인증 등을 받은 프리미엄 제품으로, 까르방-애 탄소그라파이트 
매트는 AC220V 전압을 사용해도 안전하며 화재, 감전 및 유해 전자파에 안전하며,  원료로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어떤 화학약품도 
사용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합니다.
원자재 : 그라파이트 , 카본 블랙, 합성 실, 면실 , 주석도금 구리선
코팅 재료 : 거실 – PET/PE, 침대 - TPU
정격 전압 : 수출용 AC 220v / 100v ~ 110v     I     DC 3.7v ~ 48v
사용온도 : 30°C ~ 60°C
까르방-애 카본 그라파이트 매트는 전자파 차폐 기술로 만든 원적외선 매트로서, 합성 실과 면실로 된 격자 모양의 섬유에 그라파이트와 
탄소 입자를 코팅하여 PET필름 등 절연재료를 진공몰딩하여, 단열처리하여 만든 원적외선 탄소매트입니다. 
특수제품은 협의 후 제작할 수 있습니다.

■ 기능
혈액 순환 개선   I    스트레스 해소   I    신진 대사 강화   I    피부 미용 효과   I    만성 피로 회복   I    신체 활력 강화

■ 제품

ECO-103S (Single)

ECO-103S (Single)ECO-103S (Single)

* 디자인은 상담 후 변경 가능

ECO-103S (S Single)

KARBANGE ECO-103S

조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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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 ECO-201 / ISO 9001 / ISO 14001          ■ 사업자 번호 : 1348711664

■ 표준                                                                                                                                                                                                                        (단위 : mm)

제품명 코드 폭 길이 무게
Karbange ECO-103S 2200 1000 4.2kg

■ 정격 전압 및 전력 소비
제품명 코드 정격 전압 전력 소비

Karbange ECO-103S DC24V 170W

■ 제품 설명
고품위 나노카본그라파이트 입자를 면직물에 코팅해 만든 전기매트 입니다.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원적외선의 방출과 안전점검, 전자파, 원적외선 인증 등을 받은 프리미엄 제품으로, 까르방-애 탄소그라파이트 
매트는 AC220V 전압을 사용해도 안전하며 화재, 감전 및 유해 전자파에 안전하며,  원료로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어떤 화학약품도 
사용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합니다.
원자재 : 그라파이트 , 카본 블랙, 합성 실, 면실 , 주석도금 구리선
코팅 재료 : 거실 – PET/PE, 침대 - TPU
정격 전압 : 수출용 AC 220v / 100v ~ 110v     I     DC 3.7v ~ 48v
사용온도 : 30°C ~ 60°C
까르방-애 카본 그라파이트 매트는 전자파 차폐 기술로 만든 원적외선 매트로서, 합성 실과 면실로 된 격자 모양의 섬유에 그라파이트와 
탄소 입자를 코팅하여 PET필름 등 절연재료를 진공몰딩하여, 단열처리하여 만든 원적외선 탄소매트입니다. 
특수제품은 협의 후 제작할 수 있습니다.

■ 기능
혈액 순환 개선   I    스트레스 해소   I    신진 대사 강화   I    피부 미용 효과   I    만성 피로 회복   I    신체 활력 강화

■ 제품

조절기
(Single DC)

ECO-103S (Single DC) ECO-103S (S Single DC)

* 디자인은 상담 후 변경 가능

KARBANGE ECO-10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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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 ECO-201 / ISO 9001 / ISO 14001          ■ 사업자 번호 : 1348711664

■ 표준                                                                                                                                                                                                                        (단위 : mm)

제품명 코드 폭 길이 무게
Karbange ECO-103M 1800 700 2.5kg

■ 정격 전압 및 전력 소비
제품명 코드 정격 전압 전력 소비

Karbange ECO-103M 220V 140W

■ 제품 설명
고품위 나노카본그라파이트 입자를 면직물에 코팅해 만든 전기매트 입니다.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원적외선의 방출과 안전점검, 전자파, 원적외선 인증 등을 받은 프리미엄 제품으로, 까르방-애 탄소그라파이트 
매트는 AC220V 전압을 사용해도 안전하며 화재, 감전 및 유해 전자파에 안전하며,  원료로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어떤 화학약품도 
사용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합니다.
원자재 : 그라파이트 , 카본 블랙, 합성 실, 면실 , 주석도금 구리선
코팅 재료 : 거실 – PET/PE, 침대 - TPU
정격 전압 : 수출용 AC 220v / 100v ~ 110v     I     DC 3.7v ~ 48v
사용온도 : 30°C ~ 60°C
까르방-애 카본 그라파이트 매트는 전자파 차폐 기술로 만든 원적외선 매트로서, 합성 실과 면실로 된 격자 모양의 섬유에 그라파이트와 
탄소 입자를 코팅하여 PET필름 등 절연재료를 진공몰딩하여, 단열처리하여 만든 원적외선 탄소매트입니다. 
특수제품은 협의 후 제작할 수 있습니다.

■ 기능
혈액 순환 개선   I    스트레스 해소   I    신진 대사 강화   I    피부 미용 효과   I    만성 피로 회복   I    신체 활력 강화

■ 제품

조절기 * 디자인은 상담 후 변경 가능

ECO-103M ECO-103M ECO-103M

KARBANGE ECO-10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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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BANGE ECO-103SL - SOFA
■ 인증 : ECO-201 / ISO 9001 / ISO 14001          ■ 사업자 번호 : 1348711664

■ 표준                                                                                                                                                                                                                        (단위 : mm)

제품명 코드 폭 길이 무게
Karbange ECO-103SL 1800 500 1.4kg

Karbange ECO-103SS 1500 500 1.4kg

■ 정격 전압 및 전력 소비
제품명 코드 정격 전압 전력 소비

Karbange ECO-103SL / ECO-103SS 220V 85W

■ 제품 설명
고품위 나노카본그라파이트 입자를 면직물에 코팅해 만든 전기매트 입니다.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원적외선의 방출과 안전점검, 전자파, 원적외선 인증 등을 받은 프리미엄 제품으로, 까르방-애 탄소그라파이트 
매트는 AC220V 전압을 사용해도 안전하며 화재, 감전 및 유해 전자파에 안전하며,  원료로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어떤 화학약품도 
사용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합니다.
원자재 : 그라파이트 , 카본 블랙, 합성 실, 면실 , 주석도금 구리선
코팅 재료 : 거실 – PET/PE, 침대 - TPU
정격 전압 : 수출용 AC 220v / 100v ~ 110v     I     DC 3.7v ~ 48v
사용온도 : 30°C ~ 60°C
까르방-애 카본 그라파이트 매트는 전자파 차폐 기술로 만든 원적외선 매트로서, 합성 실과 면실로 된 격자 모양의 섬유에 그라파이트와 
탄소 입자를 코팅하여 PET필름 등 절연재료를 진공몰딩하여, 단열처리하여 만든 원적외선 탄소매트입니다. 
특수제품은 협의 후 제작할 수 있습니다.

■ 기능
혈액 순환 개선   I    스트레스 해소   I    신진 대사 강화   I    피부 미용 효과   I    만성 피로 회복   I    신체 활력 강화

■ 제품

ECO-103SL ECO-103SS

조절기 * 디자인은 상담 후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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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번호10-1393799
면상발열체 제조특허

특허번호10-1734378
면상발열체 제조특허

CE 품질인증서

신뢰성시험(1)

특허번호10-1393873
면상발열체 제조특허

특허번호10-1888105
면상발열체 제조특허

ISO 90001 품질인증서

신뢰성시험(2) 신뢰성시험(3)
열화상

신뢰성시험(4)
전압가속

특허번호10-1577242
절연물질 제조방법특허

벤쳐기업 확인서

ISO 14001 품질인증서

특허번호10-1724542
그래핀, 쿨매트 특허

장애인기업 확인서

디자인등록증

● 신뢰성검사 시험성적서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
KTC 2017 – 전압가속시험 / 2,100h
(시험조건 : AC 300V ±10V / 판정기준 : 저항의 변화가 초기의 15% 이하일 것)

인증 및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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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사이트에서 ECO GREEN CO., LTD.

검색 후 에코그린의 다양한 제품을 만나보세요.

알리바바닷컴이란?
알리바바닷컴(alibaba.com)은 세계 190개국, 약 4,500만 명의 수출입 기업들이 이용하는 B2B 전문 Website로 전세계의 
Buyer와 Supplier들을 연결하는 세계 제 1위의 온라인 무역 Website입니다.

www.kr1369439907iiwh.trustpass.alibaba.com

알리바바닷컴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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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코그린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대평안길 66-39
TEL : 031-351-7762      FAX : 031-351-7769      E-MAIL : icoco62@hanmail.net

www.greenheat.kr

친환경 탄소그라파이트 전기매트

(주)에코그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