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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가 지날 때마다 여름의 더위와 겨울의 추위는 늘
갱신을 하는 것 같다. 특히 추위의 경우 파고드는 냉기
를 막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겨
울철 용품들도 달라지고 있다. 두꺼운 옷에서 얇지만
따뜻한 옷으로 점점 경량화 되어가고 이제는 열까지
발생되는 제품이 나오기 시작했다. 배터리로 열을 내
는 것으로 발열 조끼, 발열 장갑, 발열 양말 등 다양하
게 출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제품들의 단점은 전
용 배터리를 사용해야 하고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
다. 이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한 업체가 새롭게 떠오르
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봤다.

안녕하세요? 본인과 회사 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히트2웨어(HEAT2WEAR) 대표 전현치입니다. 현재
IOT(Internet of Things) 기반 발열 의류 제조 벤처 기업입니다.

기존의 발열 제품들의 단점을 보완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차별화로 편리성 잡았다.
‘히트2웨어’

보완하셨나요?

일단, 세계적으로 보급화된 DC 5V 보조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휴대폰을 비롯해 다양한 스마트 기기에서도 호환이 가

능하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사
용자가 원하는 발열 부위(목,어깨,등,허리)를 선택할 수 있고 부위별
온도 조절과, 타이머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를 이

용한 무선 온도 조절 시스템을 개발하여 미국, 한국 특허 출원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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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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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맞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전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51 (용두동)
T : 02-3668-3000 F : 02-3668-2900
www.katri.re.kr

제품들의 경우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히트2웨어
는 어떤가요?

당연하죠. 아무리 싸고 좋아도 안전하지 않다면 쓸 수 없는
제품입니다. 히트2웨어의 직류 DC 5V 보조배터리는 세계

적으로 안전이 검증되었습니다. 기내에 반입도 가능하죠. 또

한, 교류와 달리 전자파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용 시

시 험 성 적 서
신 청 자 : 히트2웨어(HEAT2WEAR)
주
소 : 인천광역시 남구 길파로 82, 1층 (테크랜드 빌딩 별
관 (주안동,테크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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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 공급자적합성 확인기준 부속서 1 5.1 (KS K ISO 3071 : 2009)
6.9
* 주) 1. 사용한 용액의 종류 : 탈이온수(물)
2. 분석기기 : pH meter
3. 기준 : 내의류, 중의류(4.0 ~ 7.5), 외의류 및 침구류(4.0 ~ 9.0)
폼알데하이드 (㎎/㎏) : 공급자적합성 확인기준 부속서 1 5.2 (KS K ISO 14184-1 : 2009)
검출안됨
* 주) 1. 검출안됨 : 20 mg/kg 미만
2. 분석기기 : UV/VIS Spectrophotometer
3. 기준 : 내의류, 중의류 (75 mg/kg 이하), 외의류 및 침구류 (300 mg/kg 이하)

[ 시료사진별첨 ]

전력 값이 (5V*2A=10W) 워낙 낮아 화재 발생과 감전의 위

험이 없습니다. 히트2웨어의 모든 제품은 KC인증을 받았습

한국의류시험연구원장

니다.

안전과 기능 모두 잡으셨네요. 발열조끼 안에 열선이 들
어가 있지만 옷이잖아요? 혹시 세탁도 가능한가요?

여기서 안 된다고 하면 ‘그럼 그렇지’라고 생각들 하시겠죠?
물론 가능합니다. 세탁은 손세탁을 권해드립니다. 세탁기에

사용해야 한다면 세탁 망을 이용해주시는 것이 제품을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물용으로도 좋을 것 같은데, 어르신들에게는 사용이 불편하지 않을
까요?

예전 제품들이라면 당연히 불편했겠지만, 요즘은 핸드폰 사용하지 않는 분

들이 없잖아요? 핸드폰 충전하듯이 발열조끼의 배터리를 충전해주시면 되
니까 말씀하신 대로 선물용으로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원적외선이 방
사되기 때문에 인체에 호전적 작용을 하니 일석이조죠.

원적외선까지 방사된다고 하니 저도 부모님에게 선물해드리고 싶네
요.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뼈가 시리신 분들은 아무리 껴입어도 추위에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앞으

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더욱 편리하고 좋은 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니
‘히트2웨어’ 좋은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새해에는 독자
분들 하시는 일 모두 잘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ww.heat2wear.com

kevin.jeon@heat2wea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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