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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ed out as a venture company that develops plasma surface treatment technology and functional polymer 

materials and develops a high-efficiency eco-friendly heating system called cotton heating system to pursue 

consumer health and comfort as a leading technology company



제한된 주거공간에 난방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제품 선호

I. 공간효율성
두께 4cm이내의 박막형으로 기존의 액자와 같이 벽면에 부착시킴으로 공간의 효율 극대화

II. 청정난방
면 자체가 발열하는 복사난방으로 더운 바람이 직접 피부에 와 닿는 불쾌감이 없어 생활 건강을 지켜주는 최적 상품

III.가정환경개선
머리를 맑게 하는 편백향의 수풀림의 자연의 채취를 가정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 Perfume향 발산 (편백향/라벤더향 등) 선택 가능

원적외선액자난로

인테리어 소품 겸 난로 액자는 명화와 Perfume을 인테리어 액자에 담아 나만의 난로로 간직할 수 있는 건강한 난방 기구로
훈기를 전해 드립니다.

제품특징

• 소비전력 650W

• 제품크기 99.5cm x 125cm

• 사용전원 AC220V

• 발열온도 200°F(90°C)

• 안전장치 온도 조절 센서 / 리모컨동시작동가능

디자인

건강

안전

사이즈는 줄이되 성능은 그대로 유지한
DISPLAY 가전 제품 선호

제한된 주거공간에 난방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제품 선호

매일 10시간 사용 시
15,000원 이하 전기료

액자 난로 성능

█ Specification (제원)

다가구 세대
감소

1인 가구
증가

• 탄소 섬유를 이용하여 난방과 함께 원적외선과 음이온이 다량 방출됩니다.

• 불꽃이 발생하는 발화 방식이 아니므로 실내 산소 소비가 없어 두통 유발 없음

• 높은 열효율 ; 약 80°C / 5분 이내. 

• 초기 설정된 온도 이상 발열하지 않으므로 화재로부터 안전합니다. 

• 복사난방이므로 완전 무소음 이며, 부유 먼지 발생이 없으므로 노약자나 알레르기 환자에게 좋습니다. 

원적외선
90.3% 
순환기

장애 예방 및
노폐물 배설

음이온 500 
ION

쾌적한 환경
및 유익한
효과 제공



1. 직진 가열성이 강해 개별적으로 사용 해야 하는 전기히터와는 다르게 해당부위에 집중적으로 따듯하게 해주는
효과적인 청정 인테리어 난방

2. 명화 액자와 동시에 정화기능을 갖춘 perfume향 추가 (치톤향 / 라벤더향 등 선택 가능)
공기비타민이라 불리는 음이온과 원적외선을 통해 공기정화 기능

3. 표면온도가 높고 공간을 차지하는 전기히터와는 다르게 벽걸이형으로 좁은 공간에도 난방효과를 누릴 수 있음
온도조절기센서 및 바이메탈장착,  DC12V 이용으로 전자파 제거 (안전성)

4. 계절성을 타는 전기히터와는 다르게 사계절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공기 정화 기능을 갖춘 인테리어 액자
(다양한 작품 사진 및 D.I.Y, 맞춤제작 가능 )

5.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전기히터와는 다르게 600W의 저전력으로 하루 8시간 기준 약 1만5천원 저렴한 전기료 발생
(온도 및 장소 변화에 따라 다소 차이가 존재함)

보조난방기구 인테리어효과 제습기능 가족사진 결혼사진

I. 발열소재
카본 섬유를 부직포 형태로 가공하여 발열 효율 및 원적외선 방사량이 우수

II. 공간효율성
두께 3cm의 초박막형으로 공간의 효율 극대화

III. 건강증진
공기비타민이라 불리는 음이온 방출 및 고품질 원적외선이 방사됨 으로서 혈액순환이
잘되고, 난방 및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됨.

IV. 전자파안전제품
전기제품의 전자파 위해로 부터 건강에 안전한 DC 저전압을 사용하여 전자파 위험으로
부터 안전함.

원적외선액자난로

일반 전기히터 보다 좋은 이유 다섯 가지

데스크히터

사무실과 수험생 공부방의 책상 및 바닥 등 설치가 가능한
곳에 위치하면 원적외선과 음이온이 발생되어 건강 난방은
물론 손과 발, 무릎 등에 찜질 효과 역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제품특징

• 소비전력 50W

• 제품크기 360 x 495 x 25

• 사용전원 DC19V

• 중량 3.0kg

• 온도설정 1단~3단 50°C~70°C

• 안전장치 자동온도조절기, 바이메탈

█ Specification



난방필름

중량(kg/m2) 두께(mm) 시공시간(일)

습식온돌 약12 110~120 10(양생)

건식온돌 약1.5~3 150 1~3일

Thermo-Q 약0.3~0.9 5~15 1일이내

당신이 쓰는난방필름은 세계일류상품입니까?

절연코팅및
카바/디자인

섬유발열체
+plc소자

단열재/에어로졸
소재

절연코팅및 카바
0.3mm 방수
마감제섬유

※ 면상발열체란?

왜 PTC system의 난방방식을 택해야 할까요?

기존필름난방
축열현상으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 내재

축열현상
해 결

이상 현상 발생
(축열,과전압,과전류)

히터 온도
상승

히터 과열 히터 손상 화재 발생

히터 저항
급상승

전류 차단
온도 상승
현상 정지

(일반히터)

(PTC히터)
(축열부 온도)

인증 제0370호
(지식경제부)

[히터적용시매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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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psed Time (hr)

 Over heat(PTC control)

 Floor(PTC control)

 R.T.(PTC control)

 Over heat(normal control)

 Floor(normal control)

 R.T.(normal control)

안전성보장 &
에너지 절감

(일반컨트롤러)

(PTC컨트롤러)과열방지 현장성능시험
[(주)유니플라텍 Lab]

(필름히터 표면온도 60°C 설정)

바닥난방 및 벽면히터로 보일러나 배관 시공이 필요 없는
헌신적인 난방기술을 가진 원적외선난방필름으로 경제성, 

안전성, 친환경성을 갖고 있습니다.

█ Specification (제원)

제품특징

I. 친환경성
연소 과정이 없는 난방으로 겨울철 환기가 필요 없으며 냄새
없고, 깨끗한 크린, 쾌적 난방시스템

II. 시공편이성
가볍고 다루기 쉬우며 약 3시간 공사기간이 소요되어 획기적인
시간단축 가능

III. 경제성
선상발열체와 달리 균일한 발열과 높은 열효율 유지가
가능하며 햇빛과 같은 원적외선 복사열 히팅 방식

IV.안전성
출하시 설정된 최고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아 화재 위험 및
제품 손상의 우려가 없음

신온도컨트롤로
제어 필요

PTC기술도입

(주) 유니플라텍의 난방필름은 산업자원부로부터 “세계일류상품인증”을 받은 제품이며 당사의
과열방지 제어를 위한 PTC소자 제조기술은 지식경제부로부터 “신기술인중((NET)”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품질 및 우수한 기술로 청정 안전난방을 선도합니다.

얇은 면형태의 특수 전도성 발열체 위에 금속 전극을 양끝에 설치한 후 절연재로 절연
처리하여 외부에서 전기를 가해주면 열을 발생해 난방시켜주는 구조



ThermoQ PTC안전온돌

왜 PTC안전온돌인가?

축열효과에 의한 국부과열

기존 면상발열체 사용방식

• 온도센서에 의한 발열체 표면온도를 제어하는 방식 사용

• 센서부위의 온도를 기준으로 난방시스템 전체의 온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센서가 부착된 이외의 곳에서 발생되는

축열효과 (이불, 담요, 보온재 등)에 대한 대책은 부족한 상태임)

문제점

• 과열에 의한 제품의 성능 저하 및 파손 (마감재 손상 및 화재 위험이 높다)

기존 적용되고 있는 대책

• 다채널 온도센서 설치 (시공시 한계가 있음)

컨트롤러

303

606

1818

2727 (mm)

(구조도면)온도센서 과열방지센서

박스규격: 1860*150*150 (mm)

누구나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모듈형 디지털난방입니다

제품특징

I. 친환경성
연소 과정이 없는 난방으로 겨울철 환기가 필요 없으며
냄새 없고, 깨끗한 크린, 쾌적 난방시스템

II. 시공편이성
가볍고 다루기 쉬우며 약 3시간 공사기간이 소요되어
획기적인 시간단축 가능

III. 경제성
선상발열체와 달리 균일한 발열과 높은 열효율 유지가
가능하며 햇빛과 같은 원적외선 복사열 히팅 방식

IV.안전성
출하시 설정된 최고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아 화재
위험 및 제품 손상의 우려가 없음

이에 대한
해결책이

PTC안전온돈
입니다.

제품구성

• 모듈 1개 (2727*1818mm)

• 온도 컨트롤러 1개

• 파워코드 1개

• 온도 센서 1개

• 과열방지 센서 10개

• 전선몰딩 1m

• 포장방법: 지관, 박스

• 소비전력: 1Kw

• 1개월 전기요금 (산업용[갑]기준) : 

9,600원 (Kw당 56.7원)       

* 전력사용량계산 (1일 8시간 사용시)

1Kw *8시간*30일 *0.7 (통전율) = 168Kw 

제품별 규격

종류 A형 B형 C형

규격 1818 x 2727 (5M2) 2000 x 4000 (8M2) 3000 x 3000 (9M2)

비고 표준형 중 형 대 형



발열조끼

원적외선 파장형태로 인체의 체온을 먼저 상승시켜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는 발열조끼로 휴대성과 안전성은 물론, 한겨울
추위를 사우나처럼 후끈후끈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 재질 발열섬유

• 색상 다양한 종류

• 사이즈 S / M / L / XL/ XXL

• 충전기 AC 100-240V

• 배터리 7.4V/4.100mA, 3.7V/4.100mA

• 제조국 / 제조사 한국 / 유니플라텍

I. 혁신기술 섬유발열체
첨단기술 적용 발열체 사용으로 정전기가 없으며 음이온, 원적외선 방출

II. 95% 섬유발열체
섬유발열체를 95%이상 사용하여 균일한 발열과 오랜사용시간 보장

III. 리튬 폴리모/이온
초경량(150g),고출력 리튬 폴리머/ 이온전지 채택으로 친환경적

IV.웰빙건강발열
원적외선 방사: 3.49 Χ watt/㎡ , 음이온 방출 500(ions/cc) 전자파 적합기준 통과

V. 음이온 5대효과
➀ 혈액정화작용 ➁ 세포부활작용 ➂ 저항력 증가
➃ 자율신경 조정능력 향상 ➄ 통증완화 작용

제품특징

특이사항

• 안전하고 강력한 리튬폴리머배터리 채택

• 500회 재충전 가능

• 음이온, 원적외선 방사 혁신설비

• 휨이나 굽힘이 용이한 탄력적 소재

• 온도조절 40~70°C 및 6~10시간 사용 가능

█ Specification (제원)



투명열차단필름

Transparent THERMAL-BREAK FILM

By selectively controlling the near-infrared rays by imparting infrared rays and ultraviolet rays to general films Thermal flow 

control is possible without changing the transparency of the film

By adhering the insulation film to the windows, 
the heat is cut off and the room temperature is 
properly maintained, saving energy by saving 
the cooling and heating operation costs. 

Keeping consumers safe by preventing earthquakes and typhoons

하절기 동절기

실외실외 실내 실내

가시광선

적외선

90%

90%

실내
난방

10%

10%

80%

에너지절감
지진,태풍 유리 비산 방지를 통해 소비자의 안전 유지

Protects consumers' skin health by 
blocking ultraviolet rays and 
prevents discoloration of indoor 
objects

자외선을 차단-소비자의 피부, 
물건의 변색을 방지 Comfort with anti-glare 

Cutting heat Reduce energy 
consumption by reducing 
indoor air temperature

눈부심 방지 기능이 있어 편안함.
열을 차단 실내온도를 적정 유지하여
에어컨부하를 줄여 에너지절감

Artificial sun 
- BTU;118

THERMAL-BREAK General 
Type1- BTU;46

JAPAN -Nitodemko ; 
BTU 41



나노박막구조의투명EMI 차폐필름

액정화면 보호 및 눈 피로를 최소화하여 시력을 보호합니다. 
또한, 모니터로부터 나오는 전자파를 차단해주며 표면 긁힘을 방지합니다. 

SMART 
TV

Display   

EMI filter

장착전 → 측정치 195 장착 후 → 측정치 0

I. 액정보호
액정화면을 보호해주며 장시간 사용시에도 스크래치가 발생하지 않아 장기간 보호 가능

II. 눈피로 최소화
오랜시간 PC를 사용하는 사람에겐 눈 시림과 피로감을 없애줌

III. 전자파 차단
전자파장을 흡수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각종 유해파로부터 건강을 보호함

제품특징

종전반투명 EMI 차폐기술 투명 EMI 차폐 기술

종전반투명 EMI 차폐기술 Uniplatek- Emi 차폐 필름 부착 후 상태



Handy Sanitizer Gel

손소독겔을
적당량을 손에 덜어
전체적으로 묻을 수
있도록 비벼주세요.

1
손 끝까지 손
소독겔이 묻을
수 있게 손끝을
손바닥에
비벼주세요.

손등위로
손깍지를 끼고
손가락 사이로
문질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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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하나하나
손바닥으로
감싸서 문질러
주세요.

4
손깍지를 끼고
손바닥에 있는 손
소독겔이 건조될
때까지 문질러
주세요.

손가락 사이와
손톱 밑도
손소독겔이
건조될때까지
문질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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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on washing inhibits 99.99% of bacteria 

2. Ethanol 70% ( US CDC recommends alcohol-based hand sanitizer that contains 
at least 60% alcohol.) 

3. Eliminate germs and viruses without water and soap. 

4. Contains skin protection ingredients (sodium hyaluronic acid, aloe ext. ,Glycerin) 

Product summary

█ How to use clean hand Sanitizing Gel



Korea Government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pproved product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KFDA) Licensed Products

This is a medical product that has been approved by the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s a disinfectant 
for sterilizing and disinfection such as hands and skin.

Handy Sanitizer Gel

█ Precautions for use

• Do not use the following body parts.

• In the following cases, discontinue use and consult a doctor or dentist pharmacist

1) Hypersensitivity symptoms such as itching rash

2) When skin irritation symptoms appear

• Other precautions

1) For external use only

2) Be careful not to get into your eyes, and if you do, wash it thoroughly with water.

3) Be careful not to inhale vapor when using it extensively or for a long time.

(If you drink ethanol steam in large quantities or repeatedly, irritation or headache may occur.)

• 4. Notes on storage

1) 1) Keep away from fire

2) 2) Keep out of reach of children, and if a child swallows it, go to the hospital immediately

3) 3) Taking it out of the original container and storing it in another container may cause an accident or 

quality deterioration due to misuse, so put it in the original container and keep it tightly closed.

█ Certificate by FDA (labeler –NDC code77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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