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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집 에코 칼라폴더/에코 실리온은 환경까지 생각하는 친환경매트로

인정받아 국가공인 환경부의 친환경마크를 획득하였습니다.

※ 친환경 인증 제품 : 알집매트 에코 칼라폴더 S외 7종 / 알집매트 에코 실리온 S외 4종

환경부가 인정한 업계최초 친환경매트입니다.



WHY?
왜? 알집매트이어야만 할까?

알집매트만의 특허받은 알집구조가 공기층을 만들어 충격은 꽉 잡아주고

층간 소음은 차단해줍니다.  알집매트는 내구성이 좋은 고밀도 PE폼을

내장재로 사용하여 오랫동안 튼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매트 속이 다르면 아주 많이 다릅니다!

톨루엔, DMF가 들어가지 않는 특허받은 PU원단입니다. 알집매트는

처음부터 유해물질을 넣지 않으므로 워싱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유해물질은 기술표준원이 제시한 유해성이 높은 톨루엔과 DMF를 의미합니다.

처음부터 유해물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집 에코 칼라폴더/에코 실리온은 환경까지 생각하는

친환경매트로 인정받아 국가 공인 환경부의 친환경마크를

획득하였습니다.

환경부가 인정한 업계최초 친환경매트입니다.

※ 친환경 인증 제품 : 알집매트 에코 칼라폴더 S외 7종 / 
                                   알집매트 에코 실리온 S외 4종



칼라폴더ECO / ECO COLOR FOLDER / ECO SILION

업계 최초 친환경 인증. 유해물질 걱정없는 국민매트 알집 에코 칼라폴더입니다.

ALZiP ECO Color Folder is the first in the industry to receive the Korea Eco-Label certificate,

and has no concerns for harmful substances.

同行业中最初获得环保认证，不用担心会含有害物质的韩国国民级爬行垫-ECO COLOR FOLDER。

사용연령 0세 이상 재질 내장재 : 고밀도 PE폼, 겉소재 : 프리미엄 PU원단

Using Age From newborn baby Materials Inner Foam : High Density PE
Outer Fabric : Premium PU Leather

适用年龄 0岁及以上 材质 内胆: 高密度PE棉, 外层: 优质PU面料

Duo Gray Duo Blue Duo GraypinkDuo Pink Modern Gray Modern Blue Modern BeigeModern Pink

240SG
(240x140x4cm)

280XG
(280x140x4cm)

200S
(200x120x4cm)

200G
(200x140x4cm)

220G+
(220x140x4cm)

260SG+
(260x140x4cm)

실리온ECO

에코 칼라폴더에 안심 소재인 실리콘을 한 번 더 적용한 알집 에코 실리온입니다.

ALZiP ECO Silion has been coated with a safe substance, silicon, on our ECO Color Folder. 

在安全的PU材质上再镀一层硅胶的硅胶爬行垫-ECO SILION。

사용연령 0세 이상 재질 내장재 : 고밀도 PE폼, 겉소재 : 실리콘이 코팅된 PU원단

Using Age From newborn baby Materials Inner Foam : High Density PE
Outer Fabric : Silicon coated premium PU Leather

适用年龄 0岁及以上 材质 内胆: 高密度PE棉, 外层: 硅涂层优质PU面料

Duo SkyBlue Duo OliveGreen Duo SilverGrayDuo CoralPink Modern Gray Modern Blue Modern BeigeModern Pink

240SG
(240x140x4cm)

200S
(200x120x4cm)

200G
(200x140x4cm)

220G+
(220x140x4cm)

280XG
(280x140x4cm)

※ 친환경 인증 제품 : 알집매트 에코 칼라폴더 S외 7종 / 알집매트 에코 실리온 S외 4종 ※ 친환경 인증 제품 : 알집매트 에코 칼라폴더 S외 7종 / 알집매트 에코 실리온 S외 4종

*유해물질: DMF, 톨루엔

*Harmful Substances: DMF, Toluene

*有害物质：DMF， 甲苯



/ COLOR FOLDER URBAN칼라폴더 어반

차분한 파스텔톤의 세련된 컬러로 멋스러움을 더한 알집 칼라폴더 어반입니다.

ALZiP Color Folder Urban is an elegant mat with calm and sophisticated pastel tone colors. 

使用柔和、干练的色彩增添优美气质的爬行垫-COLOR FOLDER都市风系列

/ COLOR FOLDER ZOO MAT칼라폴더 ZOO 매트

귀엽고 사랑스러운 동물 캐릭터와 EQ 발달을 도와주는 알집 ZOO매트입니다.

ALZiP ZOO Mat has cute and lovely animal characters and helps in EQ development.

载有调皮可爱的动物形象，以及帮助宝宝EQ发育的爬行垫-COLOR FOLDER动物园系列。

사용연령 0세 이상 재질 내장재 : 고밀도 PE폼, 겉소재 : 프리미엄 PU원단

Using Age From newborn baby Materials Inner Foam : High Density PE
Outer Fabric : Premium PU Leather

适用年龄 0岁及以上 材质 内胆: 高密度PE棉, 外层: 优质PU面料

Urban Milk Gray Urban Gray Urban PinkUrban Gray Pink Urban Milk

200G
(200x140x4cm)

200S
(200x120x4cm)

240SG
(240x140x4cm)

280XG
(280x140x4cm)

사용연령 0세 이상 재질 내장재 : 고밀도 PE폼, 겉소재 : 프리미엄 PU원단

Using Age From newborn baby Materials Inner Foam : High Density PE
Outer Fabric : Premium PU Leather

适用年龄 0岁及以上 材质 内胆: 高密度PE棉, 外层: 优质PU面料

동물친구들 말똥이와 살랑이뒤뚱이와  쑥쑥이

200G
(200x140x4cm)

240SG
(240x140x4cm)

Animal Friends Penguin & Zebra Owl & Fox

220G+
(220x140x4cm)



/ TPU PUZZLE MATTPU  퍼즐매트

프리미엄 신소재 TPU로 만든 빈틈 ZERO 맞춤식 시공 퍼즐매트입니다.

TPU Puzzle Mat is made with premium new material to cover all area by customization. 

采用高档新材质TPU制成的、不留空隙的DIY爬行垫-TPU PUZZLE MAT.

사용연령 0세 이상 재질 프리미엄 TPU원단, PU폼

Using Age 0 years and older Materials Premium TPU Leather + High Density PU

适用年龄 0岁及以上 材质 高档TPU材质面料，PU棉

시티마블
City Marble

Gray Milk
(커넥터 포함 Add Connector)

메이플 우드
Maple Wood

어반 그레이
Urban Gray

크림 베이지
Cream Beige

모던스톤
Modern Stone

45cm

49cm

(커
넥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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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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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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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SLE MAT 복도매트

층간소음 사각지대인 복도는 물론 좁고 긴 모든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알집 복도매트입니다.

ALZiP Aisle Mat can cover the aisles, which are blind spots of inter-floor noise, and any long and narrow spaces.

完美填满号称楼层噪音死角的走廊以及家里狭长空间的楼道爬行垫-ALZIP AISLE MAT.

사용연령 0세 이상

재질 내장재 : 고밀도 PE폼, 겉소재 : 프리미엄 PU원단

Using Age From newborn baby

Materials Inner Foam : High Density PE
Outer Fabric : Premium PU Leather

适用年龄 0岁及以上

材质 内胆: 高密度PE棉, 外层: 优质PU面料

4단매트

70x400x4cm

/ 4 folding mat

3단매트 / 3 folding mat

2단매트 / 2 folding mat

M

110x400x4cmL

M

L

M

L

70x300x4cm

110x300x4cm

70x200x4cm

110x200x4cm



/ NEW BUMPER POOM뉴범퍼품

아이 성장 속도에 맞춰 다양한 변형으로 오랜기간 사용 가능한 알집 뉴범퍼품입니다.

ALZiP New Bumper Poom can be used in many different forms as our children grow.

伴随孩子的成长可变多种造型，从而可长久使用的ALZIP NEW BUMPER POOM.

사용연령 0세 이상 재질 내장재 : 고밀도 PU폼 (범퍼), 고밀도 PE폼 (매트) 

겉소재 : 프리미엄 PU원단

Using Age From newborn baby Materials Inner Foam : High Density PU Foam (Bumper), 
                     High Density PE Foam (Mat)
Outer Fabric : Premium PU Leather

适用年龄 0岁及以上 材质 内胆: 高密度 PU棉（围栏）高密度 PE棉（地垫）, 

外层: 优质PU面料

Pastel GrayCharcoal Gray Indi Pink
218cm136cm

27cm
10cm

/ BUMPER BED범퍼침대

가드를 펼치면 총 12단 매트로 변신하는 알집 범퍼침대입니다.

ALZiP Bumper Bed can be transformed into a total of 12-folding mat as well as the use as a guard.

将12折爬行垫组装成安全围栏的ALZIP BUMPER BED.

사용연령 3세 이상 재질 내장재 : 고밀도 PE폼, 겉소재 : 프리미엄 PU원단

Using Age 3 years and older Materials Inner Foam : High Density PE
Outer Fabric : Premium PU Leather

适用年龄 3岁及以上 材质 内胆: 高密度PE棉, 外层: 优质PU面料

Gray Beige Brown

SIZE 특대형 Extra Large Size

(140x152x60cm)

대형 Large Size

(120x138x50cm)



가드캐슬 / GUARD CASTLE

매트에 설치하여 범퍼침대, 놀이방, 안전 가드로 활용 가능한 알집 가드캐슬입니다.

ALZiP Guard Castle can be installed with a mat to make a bumper bed, play area, and a safe guard. 

与爬行垫搭配可作为婴儿床、游戏空间、安全围栏来使用的ALZIP GUARD CASTLE.

사용연령 3세 이상 재질 내장재 : 고밀도 PE폼, 겉소재 : 프리미엄 PU원단

Using Age 3 years and older Materials Inner Foam : High Density PE
Outer Fabric : Premium PU Leather

适用年龄 3岁及以上 材质 内胆: 高密度PE棉, 外层: 优质PU面料

SIZE G (208x148x40cm), G+ (228x148x40cm), 

SG (248x148x40cm)

/ PLUS GUARD플러스가드

가드가 필요할 때, 매트에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알집 플러스가드입니다. (알집매트 전 사이즈 가능)

ALZiP Plus Guard can be used when a guard is required using a mat.

(Compatible with all sizes of ALZiPmat folders)

需要围栏时，配合垫子可组合成围栏的ALZIP PLUS GUARD. ( ALZIPMAT 全部尺寸都可组合使用。)

사용연령 0세 이상

SIZE

재질 내장재 : 고밀도 PE폼, 겉소재 : 프리미엄 PU원단

Using Age From newborn baby Materials Inner Foam : High Density PE
Outer Fabric : Premium PU Leather

适用年龄 0岁及以上 材质 内胆: 高密度PE棉, 外层: 优质PU面料

Guard

Guard Guard

Guard

Mat

S (128x116x50cm), G (148x116x50cm), 

G+ (148x126x55cm), SG (148x136x60cm),

SG+ (148x146x65cm), XG (148x156x70cm),

UG (168x156x70cm)



/ BABY ROOM베이비룸

간단한 설치가 가능한 안전가드로 아이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알집 베이비룸입니다.

ALZiP Baby Room is a safe guard that is simple to install and gives children freedom while keeping them safe. 

组装方便、给孩子提供安全、自由的游玩空间的ALZIP BABYROOM.

사용연령 6개월 이상 재질 PP / PE

Using Age 6 month and older Materials PP / PE

适用年龄 6个月以上 材质 PP / PE

/ CAVE CASTLE케이브캐슬

창의력을 높이는 동그란 안전 가드와 매트로 구성된 알집 케이브캐슬입니다.

ALZiP Cave Castle includes a round safe guard and a mat that stimulates creativity. 

可提升创意能力的圆弧形安全围栏，并搭配安全爬行垫的ALZIP CAVE CASTLE.

사용연령 3세 이상 재질 내장재 : 고밀도 PE폼, 겉소재 : 프리미엄 PU원단

Using Age 3 years and older Materials Inner Foam : High Density PE
Outer Fabric : Premium PU Leather

适用年龄 3岁及以上 材质 内胆: 高密度PE棉, 外层: 优质PU面料

무한 연장가드

Extendable safety
guard shape

可延长的围栏

펜스형 분리가드

Fence type of
separated guard shape

栅栏型、可分离的围栏

창의적 놀이공간

Creative play space

创意性游戏围栏
156cm

13
6c

m

80cm

가드 두께 : 8cm
Thickness / 围栏厚度 : 8cm8P 10P

147cm

247cm

147cm
147cm

60cm

60cm



/ MAISON WALL MAT메종 벽매트

벽면으로부터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북유럽 스타일의 알집 메종 벽매트입니다.

ALZiP Maison Wall Mat is a European style wall mat that protects children from the wall. 

避免孩子撞墙危险的、具有北欧风格的ALZIP MAISON WALL MAT.

사용연령 0세 이상 재질 내장재 : 고밀도 PE폼, 겉소재 : 프리미엄 PU원단

Using Age 0 years and older Materials Inner Foam : High Density PE
Outer Fabric : Premium PU Leather

适用年龄 0岁及以上 材质 内胆: 高密度PE棉, 外层: 优质PU面料

딥 그레이
Deep Gray

딥 베이지
Deep Beige

딥 올리브
Deep Olive

딥 핑크
Deep Pink

라이트 그레이
Light Gray

라이트 베이지
Light Beige

라이트 올리브
Light Olive

라이트 핑크
Light Pink

/ HOUSE TENT하우스텐트

침대, 텐트, 놀이공간, 비밀공간, 매트 등 다기능 알집 하우스텐트입니다.

ALZiP House Tent has multiple functions such as a bed, tent, play area, secret room, and mat. 

拥有儿童床、游戏帐篷、游戏空间、秘密花园以及爬行垫等多功能的ALZIP HOUSE TENT.

사용연령 3세 이상 재질 내장재 : 고밀도 PE폼, 겉소재 : 프리미엄 PU원단

Using Age 3 years and older Materials Inner Foam : High Density PE
Outer Fabric : Premium PU Leather

适用年龄 3岁及以上 材质 内胆: 高密度PE棉, 外层: 优质PU面料

107cm

140cm
100cm

87cm 98cm

69cm

2단매트

Floor mat

노르딕 트리
Nordic Tree

슬리핑 베어
Sleeping Bear

99cm

34.5cm

35cm

79cm

* 두께 (thickness / 厚度) : 4cm



/ KITCHEN MAT키친매트

주방, 욕실, 베란다 등 포인트 매트로 좋은 프리미엄 알집 키친매트입니다.

ALZiP Kitchen Mat is a premium mat that can be used in the kitchen, bathroom, veranda, and other places. 

可放在厨房、浴室、阳台等多种地方使用的高档ALZIP KITCHEN MAT.

Size

재질 PVC

Materials PVC

材质 PVC

스트라이프 Stripe

180cm

46
cm

95cm

43
cm

마카롱 Macaron

FRONT BACK FRONT BACK

L

S

트윙클 Twinkle 별이 빛나는 밤에

A Starlit Night

테라조 Terazzo 비숑 Bichon

FRONT BACK FRONT BACK

FRONT BACK FRONT BACK

스트라이프 Stripe 마카롱 Macaron

FRONT BACK FRONT BACK

트윙클 Twinkle 별이 빛나는 밤에

A Starlit Night

테라조 Terazzo 비숑 Bichon

FRONT BACK FRONT BACK

FRONT BACK FRONT BACK

/ LIVING MAT리빙매트

부드러운 쿠션감과 모던한 디자인으로 편안함, 인테리어 효과를 동시에 갖춘 알집 리빙매트입니다.

ALZiP Living mat has both the soft cushioning and comfort and modern design and interior effect. 

柔和的气垫感，现代化简约设计，兼具舒适感和装修效果的ALZIP LIVING MAT.

Size

재질 PVC

Materials PVC

材质 PVC

240cm

14
0c

m



/ PICNIC MAT피크닉매트

트렌디한 디자인과 가벼운 무게로 활용성 높은 알집 피크닉매트입니다.

ALZiP Picnic Mat is a multi-functional light weight and trendy design mat.

设计时尚、携带轻便、实用性强的ALZIP PICNIC MAT.

하와이언 그리너리

Hawaiian Greenery

허밍 플라밍고

Humming Flamingo

스케치 라인

Sketch Line

모던 플라워

Modern Flower

네이비 로프

Navy Rope

테라조

Terazzo

Size

재질 PU원단

Materials PU Leather

材质 PU面料

200cm

140cm

140cm

120cm

L

M

/ NEO SOFA네오소파 / GGURUGI SOFA꾸러기소파

Gray Blue Gray Pink Cream

/ PINK FONG SOFA핑크퐁소파 / ALZIP SOFA알집소파

Pink Fong Baby shark Daddy shark Robot Bear Rabbit Strawberry

/ EGG BEANBAG에그빈백

Gray

Indigo Ivory Black

Blue Pink

/ ULTARI울타리

Gray BluePink

William



제품관리법

오염되었을 경우, 즉시 오염 부위만 물기가 있는 부드러운 천이나 물티슈로 살살 두드려 닦아주세요.

겉커버의 경우 뜨거운 열과 습기에 약하므로 장기간 열을 가하거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리무버, 페브리즈, 아세톤, 물파스 등의 화학 제품은 원단 표면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손때, 기름때 등으로 인한 얼룩은 중성세제를 묻혀 스펀지로 닦아 낸 후 부드러운 지우개로 지워주세요.

겨울철 난방 시 또는 습기가 많은 경우 일주일에 1회 정도 지퍼를 개봉하여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통풍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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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Guide 

Before use, please remove and dispose of any plastic bags and any other packaging and keep them out

of reach of children.

Dampen a soft cloth or cotton flannel with water and squeeze excess moisture to wipe the surface of

the mat. Then, wipe off with a dry cloth to remove all the moisture.

The PU cover is weak against heat and humidity and may be deformed if exposed to heat or humidity

for an excessive period of time.

Avoid long hours of exposure to direct sunlight as it may cause light discoloration and or deformation. 

Avoid using nail polish remover, Febreze, wax, acetone, and liquid paste for mosquito as they can damage

the surface of the leather. 

Do not use inflammatory object near the mat.

Crayon, color pencils and any other pens may leave permanent marks on the mat and may not be removable.

Do not place under heavy furniture.  Lumps on the mat may not be restored.

Keep in cool and dry place; avoid direct sunlight or any other heat source.

使用前請先拆除包裝之塑膠袋及紙箱，放在兒童及嬰兒接觸不到的地方。

請用除菌濕紙巾或沾有稀釋消毒藥水的凍濕毛巾清潔遊戲墊的表面，清潔後放在通爽室內地方吹乾。

不要將遊戲墊放在陽光下曝曬，有可能損壞遊戲墊。

請不要將易燃物品放近遊戲墊。

不要用各類顏色筆或顏料塗在遊戲墊表面，顏色痕跡可能不能去除。

不要放重物在遊戲墊上，長時間壓在遊戲墊上會留下不能回彈的凹痕。

遊戲墊請放在清涼乾爽地方，不要直接曝曬在陽光下或接近其他熱物。

產品使用說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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