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루에도 수십 번 바라보는 

스마트폰이 익숙한 당신에게 현대문화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고 여유로운 자연으로 돌아가는 건 어떨까요? 

이제는 고가의 장비나 호화로운 장비들이 아니라

조금은 번거롭고 수고롭더라도 그 장비로 인해 

자연 속에서 잃어버린 자아를 찾고 

지친 마음과 몸이 위안을 얻는다면 

당신은 진정한 캠핑을 즐길 줄 아는 

캠퍼가  될 수 있습니다.



끝없는 자연의 경이로움에  

한없이 작아지는 우리는 

작은 것을 되돌아볼 여유를 찾습니다.

제드는 자연과 더불어 당신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캠핑하는 계절이 지나고

더 좋은 계절이

다시 또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모든 계절 자연과 함께,  

제드와 함께



디자인, 활용성, 아이디어

기존 캠핑장비들이 넘지 못했던 경계를 허물고자

아웃도어 장비의  A TO Z 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접근으로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겠습니다.

Beyond the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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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드코리아는 완성에 근접하는 도전정신과 끊임없는 기술 개발 투자로 에어텐트 특허를 포함하여  특허 9건, 실용신안 1건, 디자인 23건을 출원하였습니다.

또한 2015 특허기술상 정약용상(디자인부분)을 수상, 제드만의 독창적인 기술과 디자인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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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03

풀 메쉬 도어 & 창 랜턴걸이 + 수납 포켓확장형 스킨

4면 메쉬 및 원단 커버가 되어 있어

통풍성이 매우 좋습니다.

랜턴걸이등 캠핑 시 필요한 액세서리가 텐트에

장착되어있어 편안한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확장형 스킨을 사용하면 5~6인도 캠핑을 하는데

충분한 활용 공간이 나옵니다.

(확장 공간을 활용한 캠핑 활동 범위 확대)

2021 NEW ITEM TENT & TARF | AUTO DUAL PALACE IV

AUTO DUAL PALACE IV
오토듀얼 팔래스 4 카텐트

3면 오픈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된 도킹텐트의 최강자!

150D 옥스포드 원단(텐트 본체만 적용)으로 사계절 활용 용이

3면 업라이팅이 가능하여 공간활용 최대화

루프 포함으로 결로현상 최소화

자동폴로 쉽게 설치 가능

차량에 연결하여 차박텐트로 활용

기존 자동텐트만으로 설치가능

4면 풀메쉬로 개방감 극대화

규  격
중  량
재  질

구  성
품  번

3050*3050*2150(h)mm
약 17.52kg
Roof  -  P/T 210T 75D WR/WP/PU Coated 1500mm
Tent  -  Poly oxford 150D WR/WP/PU Coated 2000mm 
Mesh - Poly Hexagonal Mesh 48gsm
Mud Flap: Poly oxford 210D WR/WP PU Coated 450mm
Pole - Steel pole  Ground sheet - PE
본체, 메인폴, 서브폴x2ea, 펙, 스트링, 그라운드시트, 수납케이스
ZIATE0501

QR코드 영상 설치방법

제품 설치 방법은 동영상으로
대체하오니 QR코드를 

이용하여 확인부탁드립니다.

C A R
CAMPING

305cm

30
5c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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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03

완벽한 차량 루프렉 도킹 완벽한 내부 차량 도킹완벽한 외부 차량 도킹

루프렉에 텐트를 결합 또는 차량 전면 본네트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매우 견고하게 설치 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후면을 완벽하게 커버하는 방식으로

바람, 해충이 들어 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빈틈없는 연결로 해충 및 바람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NEW ITEM TENT & TARF | BLACK DUAL PALACE

BLACK DUAL PALACE
블랙 듀얼 팔래스 카텐트

150D 옥스포드 원단으로 업그레이드 된 멀티 카텐트

옥스포드 원단으로 사계절 활용 용이

자동폴로 쉽게 설치 가능

차량에 연결하여 차박텐트로 활용

기존 자동텐트만으로 설치가능

4면 풀메쉬로 개방감 극대화

플라이세트로 확장된 전실 사용가능(별도판매)

규  격
중  량
재  질

구  성
품  번

3050*3050*2150mm
약 19.3kg
Tent Fly -  Poly Oxford 150D WR/WP/PU 2000mm Square Ripstop
Tent  -  Poly Oxford 150D WR/WP/PU 2000mm Square Ripstop  
Mesh - Poly Hexagonal Mesh 48gsm
Mud Flap: Poly oxford 210D WR/WP PU Coated 600mm
Pole - FG pole,  Ground sheet - POLYURETHANE
본체, 메인폴, 서브폴x2ea, 펙, 스트링, 그라운드시트, 수납케이스
ZHATE0306

QR코드 영상 설치방법

제품 설치 방법은 동영상으로
대체하오니 QR코드를 

이용하여 확인부탁드립니다.

C A R
CAMPING

305cm

30
5c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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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NEW ITEM

AUTO DUAL 
PALACE
DOUBLE FLY
오토듀얼팔래스 더블플라이
2배로 확장된 전실공간으로 압도적인 공간활용성

01 02 03

측면도어 + 창 완벽한 도킹 2배로 커진 확장형 공간

측면에 도어 및 창문이 장착되어 있어

캠핑시 출입이용이하고 

환기 등을 시킬 수 있습니다.

제드코리아 차박 텐트의 최대 장점인

도킹 시스템은 차량에 텐트를

완벽하게 도킹시킬 수 있습니다.

양쪽 확장형 플라이를 적용하여

공간활용성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규  격
중  량
재  질

구  성
품  번

7250*3050*2150(h)mm
약 7.8kg
Fly  -  POLY OXFORD 150D WP/UVP/TEF PU COATED 
2000MM    /    Mesh - POLY HEXAGONAL MESH
Mud flap - POLY OXFORD 210D WR/WP PU COATED 450MM
Pole - FG pole
본체, 폴, 수납케이스
ZHATE0601

오토듀얼팔레스 1, 2, 블랙듀얼팔레스 설치가능

텐트보호 및 결로현상 방지

텐트 양 사이드의 전실공간 2배 확장 및 업라이

팅(폴 별도판매)

150D 원단적용

TENT & TARF | AUTO DUAL PALACE DOUBLE FLY

QR코드 영상 설치방법

제품 설치 방법은 동영상으로
대체하오니 QR코드를 

이용하여 확인부탁드립니다.

C A R
CAMPING

AUTO DUAL PALACE REGULAR
오토 듀얼 팔래스 레귤러 카텐트

150D 옥스포드 원단으로 풀 체인지 된 스마트 카텐트

QR코드 영상 설치방법

제품 설치 방법은 동영상으로
대체하오니 QR코드를 
이용하여 확인부탁드립니다.

01 02 03

쉽게 설치 가능한 오토형 쉘터 카텐트 완벽한 내부 차량 도킹중 소형 SUV, RV 차량에 적합

5분 내외 설치 가능한 오토형 쉘터 카텐트

자동폴 구조로 설치가 매우 쉽고

간단한 쉘터 카텐트입니다.

차량의 후면을 완벽하게 커버하는 방식으로

바람, 해충이 들어 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중소형 모든 차량에 적합한 사이즈입니다.

현대 투싼 부터 쉐보레 스파크까지 사용 가능한

전천후 중소형 카텐트

규  격
중  량
재  질

구  성
품  번

2800*2800*1900(h)mm
약 19.2kg
Fly -  Poly oxford 150D WR/WP/PU Coated 2000mm Ripstop
Tent  -  Poly oxford 150D WR/WP/PU Coated 2000mm Ripstop
Mesh - Poly Hexagonal Mesh 48gsm
Mud Flap - Poly oxford 210D WR/WP PU Coated 600mm
Pole - FG pole, Steel pole  Ground sheet - PE
본체, 메인폴, 서브폴x2ea, 펙, 스트링, 그라운드시트, 수납케이스
ZHXTE0501

옥스포드 원단(텐트, 플라이 전체 적용)으로 사계절 활용 용이

280 x 280 사이즈의 활용도 높은 공간성

차량에 연결하여 차박텐트로 활용

기존 자동텐트만으로 설치가능

4면 풀메쉬로 개방감 극대화

플라이세트로 확장된 전실 사용가능(별도판매)

C A R
CAMPING

30
5c

m

305cm210cm 210cm

25
0c

m

280cm

28
0c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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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NEW ITEM TENT & TARF | LOUNGE HEIM CAR TENT

LOUNGE HEIM CAR TENT
라운지 하임 카텐트
미니멀 차박을 위한 최고의 선택!! 간편한 설치, 뛰어난 공간활용성의 라운지 하임 카텐트

폴하나로 차에 도킹하여 설치가능

차량과의 완벽한 도킹 시스템

업라이팅폴로 전실공간 확장

3면 풀 메쉬 윈도우로 뛰어난 개방감

간단한 소지품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망

QR코드 영상 설치방법

제품 설치 방법은 동영상으로
대체하오니 QR코드를 

이용하여 확인부탁드립니다.

01 02 03

완벽한 도킹 시스템 확장 스크린 (별도판매)측면도어 + 창

국제 특허가 되어 있는 제드만의 연결방식은

매우 간단하여 설치가 용이하며, 완벽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확장 플라이를 도킹하여 좀더 넓은 전실을 확보 할 수

있으며, 사용시 6~7인이 사용 가능한 사이즈입니다.

측면에 도어 및 창문이 장착되어 있어

캠핑시 출입이용이하고 

환기 등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규  격
중  량
재  질

구  성
품  번

4300*2800*2100(h)mm
11.30kg
Fly - P/T 210T 75D WR/WP/PU 2000mm Honeycomb Embo
Mesh - Poly Hexagonal Mesh, Ground sheet
Mud flap - POLY OXFORD 210D WR/WP PU COATED 450MM PE
Pole - Fg pole, Steel pole, Uplighting pole - Steel
본체, 메인폴x3ea, 업라이팅폴, 그라운드시트, 펙, 스트링, 수납케이스
ZHATE0604

C A R
CAMPING LOUNGE HEIM CAR SCREEN

라운지 하임 카 스크린
완벽한 도킹, 단독설치, 원 폴 구조의 간단한 설치, 심플한 감성 캠핑을 위한 차박 텐트

QR코드 영상 설치방법

제품 설치 방법은 동영상으로
대체하오니 QR코드를 
이용하여 확인부탁드립니다.

01 02 03

넓은 전실 확장 측면 풀 메쉬완벽한 확장 연결

확장형 스크린을 연결하여 좀더 넓은 전실을

확보 할 수 있으며, 5~6인이 사용하기 충분합니다.

텐트에 도어가 장착되어있고 스크린은 오픈 가능한

풀 메쉬 + 원단커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카 텐트 내부에 고리로 연결이 되어

틈새가 거의 없으며, 완벽하게 연결이 됩니다.

규  격
중  량
재  질

구  성
품  번

2350*2100*1780(h)mm
약 2.35kg
Fly - P/T 210T 75D WR/WP/PU 2000mm Honeycomb Embo
Mesh - Poly Hexagonal Mesh
본체, 수납케이스
ZHATP0305

넓은 전실 확장 및 완벽한 확장 연결

2면 모두 풀 메쉬 + 원단커버로 출입이 용이

측면도어 + 창 장착으로 출입 및 환기가 용이함

텐트 내부에 고리로 연결하여 설치가 매우 간단함

C A R
CAMPING

28
0c

m

110cm 320cm

17
8c

m

235cm
2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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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DUAL PALACE
수납부피를 최소화 시킨 업그레이드 멀티 카텐트

01 02 03

완벽한 내부 차량 도킹 완벽한 차량 루프렉 도킹완벽한 차량 도킹 시스템

차량의 후면을 완벽하게 커버하는 방식으로

바람, 해충이 들어 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루프렉에 텐트를 결합 또는 차량 전면 본네트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매우 견고하게 설치 할 수 있습니다.

빈틈없는 연결로 해충 및 바람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규  격
중  량
재  질

구  성

품  번

3050*3050*2150(h)mm
약 17.9kg
Tent Fly - P/T 190T 68D WR/WP/PU 2000mm Honeycomb Embo
Tent - P/T 190T 68D WR/WP/PU 2000mm Honeycomb Embo  
Mesh - Poly Hexagonal Mesh
Mud Flap : Poly oxford 210D WR/WP PU Coated 450mm
Pole - FG pole, Steel pole  Ground sheet - POLYURETHANE
본체, 이너스크린, 루프, 메인폴x6ea, 서브폴x3ea,
업라이팅폴x2ea, 스틸펙, 그라운드시트, 수납케이스
ZHATE0304

FG, 스틸폴 설치로 수납부피 최소화

차량에 연결하여 차박텐트로 활용

차량없이 텐트만으로 설치 가능

4면 풀메쉬로 개방감 극대화

이너스크린으로 확장된 전실 사용가능

2021 NEW ITEM TENT & TARF | FREE DUAL PALCE

QR코드 영상 설치방법

제품 설치 방법은 동영상으로
대체하오니 QR코드를 

이용하여 확인부탁드립니다.

C A R
CAMPING FREE DUAL PALACE INNER TENT

2개의 폴대로 쉽고 빠르게 설치가 가능한 이너텐트

01 02

03

대형 스크린

4면 메쉬창

고강도 FG Pole

이중 메쉬 적용

2800*2000*1450mm의 넓은 실내 공간,

평상시 스크린 및 그늘막 텐트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4면의 매쉬창 및 전면 매쉬 도어를 장착하여

통기성이 우수합니다.

탄성이 강하면 복원력이 뛰어납니다.

파이버 글라스 & 버클로 내구성을 높였습니다.

촘촘한 이중매쉬로 해충으로부터

안심하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색  상
규  격
중  량
재  질

구  성

블랙
2800*2000*1450(h)mm
5.2kg
Inner Tent : P/T 190T 68D WR/WP/PU
Mesh : Poly Hexagonal Mesh
Pole : FRP Pole
본체, 메인폴(2ea), 스틸펙, 수납케이스

고강도 FG 폴 설치로 수납부피 최소화

내구성이 강한 파이버 글라스 & 버클 제작

펙 사용으로 텐트를 튼튼하게 고정가능

대형스크린으로 넓은 실내공간, 그늘막 텐트로 사용가능

4면 메쉬, 촘촘한 이중 매쉬로 해충으로부터 안심사용

QR코드 영상 설치방법

제품 설치 방법은 동영상으로
대체하오니 QR코드를 

이용하여 확인부탁드립니다.

305cm

30
5c
m



   2021 ZED KOREA CATALOGUE   2021 ZED KOREA CATALOGUE026 027

2WAY TARP FULL SCREEN II
2웨이 타프 풀 스크린 II
150D로 업그레이드 된 타프 풀 스크린

타프원단 150D로 업그레이드

차량에 연결하여 미니멀 타프로 사용가능

타프하단에 풀스크린 장착가능(간편한 후크방식)

기존 타프만으로 설치가능

3면 풀메쉬 윈도우로 개방감 극대화

규  격
중  량
재  질

구  성
품  번

2550*2130*2100(h)mm
약 11.3kg
Fly - Poly 150D PU/WR 2000mm
Screen Top & Window Flap - Poly 150D PU/WR Ripstop 600mm  
Mesh - Poly Hexagonal Mesh 48gsm
Mud Flap : Poly 150D PU/WR 450mm
Pole - Steel Pole 22mm/16mm & FRP Pole 11mm
본체, 메인폴, 서브폴, 펙, 스트링, 수납케이스
ZHXTP0301

C A R
CAMPING

2021 NEW ITEM TENT & TARF | 2WAY TARP FULL SCREEN II

QR코드 영상 설치방법

제품 설치 방법은 동영상으로
대체하오니 QR코드를 

이용하여 확인부탁드립니다.

03

01

04

02

2 WAY- 타프 & 스크린을 활용하여 2가지 스타일로 사용 가능

완벽한 외부 차량 도킹

풀 메쉬  원단 커버

풀 스크린

봄에서 겨울까지 캠퍼의 캠핑 형태에 따라

2가지 스타일로 사용 가능한 차박텐트 입니다.

제드의 도킹 방식은 덮어만 주면 되는 방법으로

매우 편리합니다.

풀 메쉬 도어에 원단 커버를 장착하여 개방감을 높이고

바람 및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을 설치하면 그늘 확보, 바람 및 우천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2~4인이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스크린 텐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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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O PALACE L
센트로 팔래스 카텐트 L
미니멀 차박을 위한 최고의 선택! 간편한 설치, 뛰어난 공간활용성의 센트로 팔래스 카텐트

01 02 03

확장 패널 (별도공간 확보) 업라이팅 폴 기능완벽한 차량 도킹 시스템

확장패널을 펼치면 그늘을 확보할 수 있으며,

2~3인이 사용 가능한 전실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작거나 높이가 낮아도 업라이팅 폴을 

설치하여 텐트에 텐션을 줄 수 있습니다.

빈틈없는 연결로 해충 및 바람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규  격
중  량
재  질

구  성
품  번

1250*1450*1650(h)mm
6.9kg
Skin - POLY OXFORD 150D RIPSTOP PU/WR 2000MM
Mesh - POLY HEXAGONAL MESH
Upright Pole - Steel 16Ø x 2PCS (Black) & Steel 16Ø x 2PCS (Grey)
텐트본체, 업라이팅 폴(4ea), 펙스트링 수납케이스
ZIATE0302

차량과의 완벽한 도킹 시스템

서브폴을 설치하여 텐트의 각을 잡아줌

업라이팅폴로 전실공간 확장

전면 메쉬망으로 해충으로부터 내부 차단

업라이팅 설치 상태에서 내부 스크린으로 차단가능

간단한 소지품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망

2021 NEW ITEM TENT & TARF | CENTRO PALACE L

QR코드 영상 설치방법

제품 설치 방법은 동영상으로
대체하오니 QR코드를 

이용하여 확인부탁드립니다.

C A R
CAMPING CENTRO PALACE REGULAR

센트로 팔래스 레귤러 카텐트
미니멀 차박을 위한 최고의 선택! 간편한 설치, 뛰어난 공간활용성의 센트로 팔래스 레귤러 카텐트

01 02

0403

확장 패널 (별도공간 확보)

3웨이 방식

완벽한 차량 도킹 시스템

업라이팅 구조

확장패널을 펼치면 그늘을 확보할 수 있으며,

2~3인이 사용 가능한 전실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메쉬 및 원단 도어, 1차 업라이팅 마지막으로 확장까지

3가지 형태로 사용가능한 차박텐트

빈ㅌ틈없는 연결로 해충 및 바람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형 SUV 차량의 크기와 상관없이 업라이팅 폴을 활용한 

구조로 텐션있는 텐트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규  격
중  량
재  질

구  성
품  번

1250*1480*1600(h)mm
6.9kg
Skin - POLY OXFORD 150D RIPSTOP PU/WR 2000MM
Mesh - POLY HEXAGONAL MESH
Upright Pole - Steel 16Ø x 2PCS (Black) & Steel 16Ø x 2PCS (Grey)
텐트본체, 업라이팅 폴(4ea), 펙스트링 수납케이스
ZIATE0301

차량과의 완벽한 도킹 시스템

서브폴을 설치하여 텐트의 각을 잡아줌

업라이팅폴로 전실공간 확장

전면 메쉬망으로 해충으로부터 내부 차단

업라이팅 설치 상태에서 내부 스크린으로 차단 가능

간단한 소지품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망

QR코드 영상 설치방법

제품 설치 방법은 동영상으로
대체하오니 QR코드를 

이용하여 확인부탁드립니다.

C A R
CAMPING

145cm125cm

165cm

148cm125cm

16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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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N AUTO DUAL PALACE
트윈 오토 듀얼 팔래스 카텐트
더욱 넓어진 전실공간으로 업그레이드된 도킹텐트의 최강자!

396 x 274cm 의 와이드한 사이즈로 공간 활용이 용이

150D 옥스포드 원단(텐트 본체만 적용)으로 사계절 활용 용이

텐트 내부에 이너텐트를 설치하여 전실과 침실 구분가능

자동폴로 쉽게 설치 가능

차량에 연결하여 차박텐트로 활용

기존 자동텐트만으로 설치가능

4면 풀메쉬로 개방감 극대화

전용 확장타프를 장착하여 확장된 전실 사용가능(별도판매)

규  격
중  량
재  질

구  성
품  번

3960*2740*2050(h)mm
약 19.6kg
Fly - P/T 210T 75D WR/WP, UVP, TEF,PU Coated 2000mm
Tent - Poly oxford 150D WR/WP/PU Coated 2000mm 
Inner - P/T 190T 68D BR, P/T 210T 75D WR/WP PU 450mm   
Mesh - Poly Hexagonal Mesh 48gsm
Mud Flap : Poly oxford 210D WR/WP PU Coated 450mm
Pole - FG pole, Steel pole  Ground sheet - PE
본체, 이너텐트, 메인폴, 서브폴x2ea, 펙, 스트링, 그라운드시트, 수납케이스
ZHATE0603

C A R
CAMPING

2021 NEW ITEM TENT & TARF | TWIN AUTO DUAL PALACE

QR코드 영상 설치방법

제품 설치 방법은 동영상으로
대체하오니 QR코드를 

이용하여 확인부탁드립니다.

03

01

04

02

4 WAY MESH + 3 DOOR

완벽한 외부 차량 도킹

이너텐트 포함

자립형 오토폴

4면 메쉬를 적용하여 개방감을 극대화 하였습습니다.

빈틈없는 연결로 해충 및 바람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걸이방식으로 손쉽게 설치 및 해체가 가능한

이너텐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편리한 오토폴을 사용하여

차량도킹을 하지 않고도 손쉽게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396cm

27
4c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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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GA PALACE
메가 팔래스
현대자동차 싼타페와 함께하는 라이프 스타일

간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미니멀 차박 캠핑

연인,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넉넉한 사이즈의 공간

탈부착이 가능한 타프 그라운드 시트 포함

넓은 전실을 사용할 수 있는 3050x3050의 대형 돔 쉘터 공간

좌 우측면 및 루프 대형 메쉬 패널 적용

벤틸레이션 시스템 적용으로 쾌적한 실내공기 환기

차량 내 연결이 완벽한 도킹 시스템
규  격
중  량
재  질

구  성
품  번

4600*3050*2050(h)mm
약 16.35kg
Tent Fly - 75D POLYESTER RIPSTOP SILICONE COATING, PU 1500mm UVP,FR
Mesh - 50D POLY hexagonal MESH
Floor - 150D POLY/OXFORD PU 2000mm FR
Pole -  AL pole,  Ground sheet - PE
본체, 타프, 메인폴, 서브폴, 펙, 스트링, 그라운드시트, 수납케이스
ZHATE0308

C A R
CAMPING

2021 NEW ITEM TENT & TARF | MEGA PALACE

QR코드 영상 설치방법

제품 설치 방법은 동영상으로
대체하오니 QR코드를 

이용하여 확인부탁드립니다.

03

01

04

02

완벽한 내부 차량 도킹

대형 메쉬 패널 적용

벤틸레이션 시스템 적용

독립형 오토 텐트 활용

차량의 후면을 완벽하게 커퍼하는 방식으로

바람, 해충이 들어 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좌 우측면 및 루프 대형메쉬 패널 적용으로

내부 공간의 순환으로 계절에 상관없이 쾌적한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벤틸레이션 시스템 적용으로 하단은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고

상단은 더운 공기가 배출이 되어 쾌적한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대형 돔 쉘터 및 타프와 연동하여

독립적으로 오토 텐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Tarp 단독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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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텐트 최초 원단과 튜브를 조합한 에어폴 사용 (특허출원중)

차량내 TMK 수리킷(에어펌프)을 시거잭에 연결, 공기주입 가능

자동차와 도킹시 모기 및 해충으로부터 완벽하게 외부 차단

차량의 내외부를 모두 이용할 수 있어 공간활용성이 우수

차량 없이 자립하는 에어텐트

우수한 통풍성, 4면 벤틸레이션 시스템

X1X POINT

규  격
중  량
재  질

구  성
품  번

2300*2100*1750(h)mm  
12.4kg (펙제외)
Tent Fly - 300D KATION TWO COLOR WR FR PU 3,000MM
Mesh - 50D POLY hexagonal MESH
Floor - 300D Polyester Oxford Pu 3,000mm WR, WP, FR
Pole - Air pole(AL, Polyester), AL pole
본체, 업라이팅폴 2ea, 알루미늄펙, 스트링, 수납케이스
ZGATE0501

2021 NEW ITEM TENT & TARF | VENUE AIR CAR TENT

EASY SET-UP  (Advanced Air Pole)

VENUE AIR CAR TENT
베뉴 에어 카 텐트
현대자동차 베뉴와 함께하는 라이프 스타일

01

03

05

02

04

06

Toggle

Intension String

Expansion Front Panel

Aluminium Uplighting Pole

String Stopper

Cation Fabric

전면 확장패널을 사용하지 않을 시
확장 패널을 고정할 수 있는 고정 토글 적용.

견고한 설치를 위한 보강 스트링

한번 더 확장되는 전면 패널은 낚시,
캠핑 취사 등에 유용한 추가그늘을 형성합니다.

전면 패널 업라이팅에 알루미늄 폴 적용

작지만 견고한 서브 스트링 스토퍼

고급가방에 사용되는 300D의 고퀄리티 카치온
원단에 3,000mm PU코팅을 적용하여
완벽한 방수와 발수력을 발휘합니다.

C A R
CAMPING

차량(VENUE)내 비치되어 있는

TMK 수리킷(에어펌프)을 사용하여

5분이내 텐트 본체 설치 가능합니다.

- 에어폴 밸브는 슈레더방식(타이어밸브 동일)으로 

   밸브 규격에 호환되는 자동, 수동펌프로도

   에어주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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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03

넓은 전실 공간 150D 옥스포드 풀 오픈 및 메쉬창

340*290의 넓은 사이즈의 전실로

4~5인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사이즈

150D 옥스포드 원단을 사용하여 인장강도 등이

매우 강하여 강한 바람 등에도 매우 안전합니다.

텐트 전체 개방이 가능하여 통풍력이 좋으며

쾌적한 캠핑 및 개방성 있는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2021 NEW ITEM TENT & TARF | ALPHA BLACK PEARL

ALPHA BLACK PEARL
알파 블랙펄 텐트

150D 원단의 고급스러운 컬러감으로 업그레이드 된 오토캠핑의 정석

안정적인 X 크로스 구조 설계로 손쉽게 설치 가능

대형 메쉬창으로 메쉬형 텐트로 사용 가능

전면 빌트인 타프 시스템으로 거실공간 확장

X형 폴 구조로 공간 활용성이 뛰어난 오토캠핑 텐트

측면 대형 출입문 및 메쉬로 개방감이 뛰어남

제드 알파 블랙펄 전용 루프 포함

규  격
중  량
재  질

구  성

품  번

4950*3400*2170(h)mm
19.72kg
MAIN FLY - Fabric: P/OX 150D W/P, W/R, 
Pu coating : 2000mm, Mesh: Poly Hexagonal Mesh
INNER - Fabric:68D P/T, 210T, W/P, W/R PU 450mm, 68D BR 
FLOOR - 150D P/OX PU 2000mm, W/P, W/R 
POLE - AL 19Φx2pcs, Sub 16Φx2pcs
UP LIGHTING POLE - Steel 2pcs
본체, 이너텐트, 루프, 메인폴x2ea, 프론트폴x1ea,
리어폴x1ea, 스틸펙, 스트링,  수납케이스
ZHATE0313

QR코드 영상 설치방법

제품 설치 방법은 동영상으로
대체하오니 QR코드를 

이용하여 확인부탁드립니다.

495cm
210cm

300cm

340cm

21
7c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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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D원단으로 사계절 활용 가능

350 x 350cm 사이즈로 더 넓어진  7~8인용 돔 쉘터 & 스크린 

일반쉘터보다 가볍고 설치가 편한 돔 쉘터

4면 업라이팅으로 공간활용성 극대화, 뛰어난 개방감

결로방지 및 최적의 공기순환을 위한 상부 대형 벤틸레이션

간단한 소지품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망

최고급 듀랄루민 7001폴 사용

결로방지및 방수를 위한 루프 포함

SANTORINI II DOME SHELTER POINT

규  격
중  량
재  질

구  성
품  번

3500*3500*2250(h)mm  
13.35kg (펙제외)
Fly - Poly Oxford 150D WR/WP/UVP/PU Coated 2000mm
Inner - P/TAFF 210T 75D, Mesh - Poly Hexagonal Mesh, 
Pole - Al pole
이너텐트, 플라이, 메인폴x1ea, 스틸펙, 수납케이스
ZHATT0102

2021 NEW ITEM TENT & TARF | SANTORINI II DOME SHELTER

SANTORINI II DOME SHELTER
산토리니 II 돔 쉘터
150D 원단으로 더욱 넓게 업그레이드된 산토리니 돔쉘터 & 스크린 
4면 업라이팅 및 풀 메쉬로 개방감이 뛰어난 돔 스크린

01

03

05

02

04

06

넓은 전실 공간

초경량 두랄루민

전용 루프

4면 OPEN DOOR

풀 메쉬 도어 & 창

확장형 이너텐트

350*350의 넓은 사이즈의 전실, 죽은 공간을
최소화한 구조, 6~7인이 사용할 수 있는 사이즈

일반 알루미늄 폴 보다 인장강도,
인열강도 등이 30% 이상 좋으며, 매우 가볍습니다.

전용 루프가 포함되어 있어
우천시 또는 결로 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4면을 모두 개방이 가능하여 개방성이 매우 좋으며,
캠핑 환경에 따라 응용 사용이 가능합니다.

4면 뿐만 아니라 루프까지 메쉬 및 원단 커버가
되어있어 통풍성이 매우 좋습니다.

이너텐트를 확장하여 4~5인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QR코드 영상 설치방법

제품 설치 방법은 동영상으로
대체하오니 QR코드를 

이용하여 확인부탁드립니다.

350cm

35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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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AX
티맥스 텐트
고급스러운 멜란지원단을 적용한 터널형 오토캠핑텐트!! 공간성을 극대화한 패밀리 텐트!

전실 테라스 스위트 구조로 짐과 생활공간을 분리

거실 아스트로 벤틸레이션 설계

측면 대형 출입문 및 메쉬 윈도우 적용

전용 루프, 그라운드 시트 포함

최고급 듀랄루민 7001폴 사용

규  격
중  량
재  질

구  성

품  번

6600*3300*2100(h)mm
약 20.17kg
Rain Roof - P/T 75D 210T WR/WP/PU 2000mm (Melange Print)
Main tent - P/T 75D 210T WR/WP/PU 2000mm (Melange Print)
Mesh - Poly hexagonal mesh
Inner Tent - P/T 75D 210T WR/WP/PU 450mm 
Floor - 150D WR/WP/PU 1500mm 
Mud wall - 150D WR/WP/PU 1500mm
Pole - AL 13Φ x 5pcs,  Up lighting Pole - Steel
Ground sheet - PE
본체, 이너텐트, 루프, 메인폴x5ea, 업라이팅폴x2ea, 
그라운드시트, 스틸펙, 스트링, 수납케이스
ZHATE602

2021 NEW ITEM TENT & TARF | T-MAX

QR코드 영상 설치방법

제품 설치 방법은 동영상으로
대체하오니 QR코드를 

이용하여 확인부탁드립니다.

03

01

04

02

좌우측면 도어

테라스 스위트 시스템

7001 두랄루민

풀 메쉬 도어

좌, 우측면에 넓은 도어를 장착하여

출입을 최대한 용이하게 설계하였습니다.

전면을 이중 도어로 설계하여

하나의 스위트 룸을 더 확보 하였습니다.

초 강력 두랄루민을 사용하여 매우 강하고,

탄성이 좋으며, 중량도 매우 가벼워 텐트 설치시 편리합니다.

4면 뿐만 아니라 루프까지 메쉬 및 원단 커버가 

되어 있어 통풍성 및 개방성이 매우 좋습니다.

660cm

330cm30
0c

m

235cm

25
5c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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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x350x225cm의 사이즈의 대형 거실형 2룸 텐트

X자형 풀 구조로 견고하고 자립 설치가 가능 하여 손쉽게 설치 가능

4면 및 천장까지 풀 메쉬 구조로 되어있어 통풍 및 쉘터 사용 가능

전면 도어의 확장 패널을 활용 하여 공간성 확보

대형 루프창을 장착하여 통풍이 매우 좋은 

5~6인이 사용 가능한 넓은 이너사이즈 320x220cm 

블랙 7C의 150D 옥스포드를 사용하여 고급스러움

사계절 전용으로 사용 가능한 패밀리텐트

X1X POINT

규  격
중  량
재  질

구  성
품  번

6000*3500*2250(h)mm  
약 24.75 kg
Rain Roof  P/T 210T 75D W/R, W/P, Pu coating 1500mm
FLY  150D P/OX, W/P, W/R, UVP, Pu coating 2000mm
Mesh   poly hexagonal mesh 
Inner Tent   P/T 68D 190T 450PU, B/R, P/T 210T 75D W/R, W/P, Pu 450mm
Floor  210D P/OX PU 1500mm,  W/P, W/R
Mud wall  210D, 450PU  /  Pole  AL 19Φ x 1pcs, AL 16Φ x 4pcs
Up lighting Pole  2pcs 1900mm(h)  
본체, 이너텐트, 루프, 메인폴x1ea, 서브폴x4ea, 업라이팅폴x2ea, 스틸펙, 스트링, 수납케이스
ZHATE0314

SHELTER

600cm

35
0c
m

26
5c
m

32
0c
m

2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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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NEW ITEM TENT & TARF | X1X TENT

X1X TENT
엑스원엑스 텐트
넓은 쉘터 공간 확보 및 인장강도가 강한 옥스포드 원단을 사용하여 
4계절 뿐만아니라 동계 캠핑도 가능합니다. 

01

03

05

02

04

06

풀 메쉬 도어 & 창

고강도 두랄루민

전용 루프

넓은 이너텐트

전기코드

그라운드 시트

4면 뿐만 아니라 루프까지 메쉬 및 원단 커버가 
되어 있어 통풍성이 매우 좋습니다.

일반 알루미늄 폴 보다 인장강도,
인열강도등이 30% 이상 좋으며 매우 가볍습니다.

전용 루프가 포함되어
우천 시 결로 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320x220cm의 넓은 이너 사이즈
4~5인이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너 하단에는 전기선을 넣을 수 있는 지퍼가 있어
사용 시 외부로 부터 해충 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풀그라운드 시트를 별도 구매하여 사용하시면
지면으로 부터 습기, 냉기 등을 차단 할 수 있습니다.

QR코드 영상 설치방법

제품 설치 방법은 동영상으로
대체하오니 QR코드를 

이용하여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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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빌트인 타프시스템으로 거실공간 확장

거실 아스트로 벤틸레이션 설계

측면 대형 출입문 및 메쉬 윈도우 적용

전용 루프 포함

ZED 7 II POINT

규  격
중  량
재  질

구  성

품  번

6100*3450*2200(h)mm  
약 26.9kg
Rain Roof - P/T 210T 75D W/R, W/P, Pu coating 2000mm
FLY - 150D P/OX, W/P, W/R, UVP, Pu coating 3000mm
Mesh - poly hexagonal mesh
Inner Tent - P/T 68D 190T 450PU, B/R, P/T 210T 75D W/R, W/P, Pu 450mm
Floor - 210D P/OX PU 1500mm,  W/P, W/R
Mud wall - 210D, 450PU
Pole - AL 19Φ x 2pcs, AL 16Φ x 3pcs
Up lighting Pole - AL 16Φ x 2pcs 1900mm(h)
본체, 이너텐트, 루프, 메인폴x2ea, 중앙폴x1ea, 프론트폴x1ea,
리어폴x1ea, 업라이팅폴x2ea, 스틸펙, 스트링, 수납케이스
ZHATE0310

2021 NEW ITEM TENT & TARF | ZED 7 II

ZED 7 II
제드 7 II
BLACK 7C 컬러의 새로운 느낌으로
업그레이드 된 오토캠핑 텐트의 클래식!!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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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 메쉬 + 원단

전면 확장 패널

 고강도 듀랄루민 폴

천장 대형 벤틸레이션

넓은 이너 텐트

루프 장착

통풍이 좋아 결로 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공간을 2배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가볍고 튼튼한 고강도 듀랄루늄 폴을 사용하여
매우 견고하고 텐트를 다루기가 편리합니다.

천장에도 벤틸레이션이 장착되어있어
통풍이 더 잘 됩니다.

이너 텐트 사이즈가 넓어 4~5인 가족이
사용하시기에 충분합니다.

우천시 또는 일교차가 심할 때는
루프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QR코드 영상 설치방법

제품 설치 방법은 동영상으로
대체하오니 QR코드를 

이용하여 확인부탁드립니다.

22
0c

m

610cm

34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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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COT 5 PLUS M
제콧 5 플러스 엠 텐트
고급스러운 멜란지원단과 측면 TPU 윈도우 설계를 적용한 한국형 터널텐트

멜란지 원단 적용

아스트로 벤틸레이션 장착

측면 대형 출입문 및 TPU 윈도우 장착

전면 빌트인 타프 시스템으로 거실공간 확장

TPU가 적용된 전용루프 포함

전실에 활용도 높은 데이지 체인 기본 장착규  격
중  량
재  질

구  성

품  번

6100*3300*2000(h)mm
약 20.15kg
Rain Roof - P/T 75D 190T WR/WP/PU 2000mm
Main Fly - P/T 75D 190T W/P, W/R, Pu coating 2000mm
Mesh - Poly Hexagonal Mesh
Inner tent - 75D P/Taffeta, BR,  PU 600mm
Floor - 210D P/OX 2000mm, PU, W/P, W/R
Mud wall - 210D P/OX 2000mm, PU, W/P, W/R
Pole - AL 16Φ x 4pcs, AL 14.5Φ x 1pcs
Up lighting Pole - 1900mm(h) x 2pcs
본체, 이너텐트, 루프, 메인폴x4ea, 서브폴x1ea,
업라이팅폴x2ea, 스틸펙, 스트링, 수납케이스
ZHATE0301

2021 NEW ITEM TENT & TARF | ZECOT 5 PLUS M

QR코드 영상 설치방법

제품 설치 방법은 동영상으로
대체하오니 QR코드를 

이용하여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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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너룸

빈 틈 없는 심실링 처리

강화 폴대

이중 매쉬

300x260x235(cm)의  넓은 이너 사이즈로

4~6인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내부 봉제라인에 한번 더 꼼꼼한 박음질 처리를 하여

누수 방지 처리를 하는 고급 제작 방식입니다.

듀랄루민 폴대를 사용하여 매우 견고하고 외부의 충격 등에 강합니다.

또한 휴대성이 좋고 간편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촘촘한 매쉬로 해충으로부터 안심하고 사용이 가능하며,

텐트 전체가 매쉬로 되어 있어 통풍이 매우 우수합니다.

20
0c

m

610cm

33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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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D BETA PLUS  
제드 베타 플러스 텐트
멜란지 원단으로 업그레이드 된  4계절용 대형 오토캠핑 텐트

고급스러운 멜란지 원단을 적용

전면 빌트인 타프 시스템으로 거실공간 확장

측면 대형 출입문 적용

150D 원단(텐트만 적용)이 적용된 메인 플라이

대칭형 사각의 튼튼한 폴 구조로 설계

규  격
중  량
재  질

구  성

품  번

6000*3500*2200(h)mm
약 24.63kg
Rain Roof - P/T 75D WR/WP/PU 2000mm
Fly - O/X 150D WR/WP, PU 2000mm
Inner Tent - P/T 75D 210T WR/WP/PU 450mm, P/T 68D BR
Mesh - Poly Hexagonal mesh 48g/m  N/FR
Floor - Poly150D WP, WR, PU 1500mm
Pole - AL 19Ø & 16Ø
Upligh Pole - AL 16Ø
본체, 이너텐트, 루프, 메인폴x5ea, 업라이팅폴x2ea,
스틸펙, 스트링,  수납케이스
ZHATE0311

2021 NEW ITEM TENT & TARF | ZED BETA PLUS

QR코드 영상 설치방법

제품 설치 방법은 동영상으로
대체하오니 QR코드를 

이용하여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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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확장 패널

대형 전실

고강도 듀랄루민 폴

넓은 이너 텐트

공간을 2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610x345x220(cm)사이즈의 대형 거실형 2룸 텐트입니다.

강도가 매우 강한 듀랄루민 폴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너 텐트 사이즈가 넓어 5~6인 가족이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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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형 폴 구조의 이너텐트 구조로 손쉽게 설치 가능

이너텐트(150D 옥스포드) 개별 설치 및 활용 가능

측면 4면 메쉬 및 상부 벤틸레이션으로 뛰어난 개방감

전실 폴과 상부 릿지폴을 결합한 플라이로 전실공간 확장

AGNES DECK DOME TENT 3 POINT

규  격
중  량
재  질

구  성

품  번

4300*2700*1850(h)mm  
약 13.08kg
Main Fly - Poly Oxford 150D 135T WR/PU 2000mm
Mesh - Poly Hexagonal Mesh
Tent - Poly Oxford 150D 135T WR/PU 2000mm
Floor - Poly Oxford 150D 135T WR/PU 2000mm
Pole - AL 14.5Φ x 2pcs, 14.5Φ x 1pcs, Ridge 13Φ x 1pcs 
Up lighting Pole▶ Steel 16Φ x 2pcs 
플라이, 이너텐트, 메인폴x2ea, 프론트폴x1ea,
릿지폴x1ea, 업라이팅폴, 스틸펙, 스트링, 수납케이스
ZIATE0101

2021 NEW ITEM TENT & TARF | AGNES DECK DOME TENT 3

AGNES DECK DOME TENT 3
아그네스 데크돔 3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고성능 패밀리형 돔 텐트

150D 옥스포드 원단과 AL폴을 적용한 고성능 텐트로서

4면 대형 출입구 및 윈도우 설계로 통풍 및 개방성이 뛰어난

패밀리형 데크 돔 텐트입니다.

01

03

05

02

04

06

텐트 풀 플라이

경량 알루미늄 폴

랜턴 걸이

스크린 이너 텐트

원액션 오픈 시스템

풀 메쉬 도어 & 창

텐트로 사용 시 풀 플라이를 덮는 구조로 통풍성, 
결로현상을 최소화하고 편리성을 최대화하였습니다.

중량 및 견고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너텐트 및
플라이에 경량 알루미늄을 사용하였습니다.

랜턴 등을 거치할 수 있는 랜턴걸이가
장착되어 있어 편리합니다.

전 방향 오픈이 가능한 이너텐트로서
통풍성 및 개방감이 좋습니다.

이너 도어를 한번에 열고 닫을 수 있는
원액션 오픈 시스템을 적용하였습니다.

4면 뿐만 아니라 루프까지 메쉬 및 원단 커버가
되어있어 통풍성이 매우 좋습니다.

430cm 430cm

270cm

18
5c

m

Inner 260x25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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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 DOME TP TENT
킹돔 TP 텐트
레트로 감성과 공간활용성을 극대화한 TP텐트의 마스터!!

01 02 03

탈부착형 그라운드시트 + 이너텐트 포함 75D Rip 원단 실리콘 코팅 처리상, 하단, 측면 벤틸레이션 장착

쾌적한 캠핑을 위한 그라운드시트 및 이너텐트 포함

결로 및 습기로 부터 보호가능한 탈 부착형 그라운드 시트

초발수 실리콘 코팅처리로 발수 능력을 극대화

일반 발수 가공과 달리 직물에 침투하여 코팅

상, 하단에 대형 벤틸레이션 및 창을 장착하여

통풍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규  격
중  량
재  질

구  성
품  번

4400*3800(2200)*2500(h)mm
14.5kg
Main Fly - 75D POLYESTER RIPSTOP SILICONE COATING, PU 1500mm UVP, FR
Inner tent - 68D POLYESTER/TAFFETA BR, FR
Mesh - POLY 50D HEXAGON MESH
Floor - 150D POLY/OXFORD PU 2000mm FR
Ground sheet - 210D POLY/OXFORD PU 3000mm
Pole - AL 30Φ x 1pcs, AL 16Φ x 3pcs
본체, 이너텐트, 그라운드 시트, V폴x3ea, 센터폴x1ea, 펙, 스트링, 수납케이스
ZHATE0303

75D 립스탑 원단-실리콘 코팅처리

3각 "V" 확장 프레임

넓은 실내 공간

그라운드 시트 & 이너텐트 포함

벤틸레이션 장착

탁월한 개방성

2021 NEW ITEM TENT & TARF | KING DOME TP TENT

QR코드 영상 설치방법

제품 설치 방법은 동영상으로
대체하오니 QR코드를 

이용하여 확인부탁드립니다.
KING DOME TARP
킹돔 타프
75D 립스탑 실리콘 코팅 적용

01

02 03

쉽고 간편한 설치 방법

가벼운 알루미늄 폴기하학적인 디자인

중량이 매우 가벼워 다루기가 쉽고 4면을 펙다운 하는 방식으로 설치가 매우 간편합니다. 

추가 업라이팅 폴을 사용하면 

조금 더 다양한 연출이 가능합니다.

 캠핑장 또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연출이 가능합니다.

규  격
중  량
재  질

구  성
품  번

5300(4100)*4900(3800)mm
약 7kg
Main Fly - 75D POLYESTER RIPSTOP
SILICONE COATING, PU 1500mm UVP, FR
본체, 메인폴 ALx2ea, 서브폴  ALx2ea, 스트링, 펙, 캐리백
ZHATP0301

75D 립스탑/실리콘 코팅, 매우 가벼워 다루기가 쉬움

캠핑장 또는 개인 취향에 따라 다양한 연출이 가능

FR 방염 처리로 화재시 불에 잘 타지않음

추가 업라이팅 폴을 사용하면 좀 더 다양한 연출 가능

QR코드 영상 설치방법

제품 설치 방법은 동영상으로
대체하오니 QR코드를 

이용하여 확인부탁드립니다.

C A R
CAMPING

250cm

250cm

5300mm

49
00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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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 BLOCK SILVER
썬블럭 실버
150D와 실버코팅으로 자외선으로부터 안전한 썬블럭 실버

01 02 03

실버 코팅 대형 스크린고강도 FG POLE

내부 실버 코팅을 하여 자외선 차단 및

햇빛에 피부 를 보호합니다.

넓은 실내공간 평상 시 스크린 및

대형 패밀리 텐트의 이너형 텐트로도 사용 가능

탄성이 강하며 복원력이 뛰어난

고강도 FG폴 사용하였습니다.

규  격
중  량
재  질

구  성
품  번

2800*2100*1680(h)mm
5.4kg
Fly - Poly 150D WR/PU 450mm silver coated UV 50+
Mesh - Poly Hexagonal Mesh, Floor - P.E. Sheet 10x10 F/R
Pole - FRP pole
본체, 메인폴x2ea, 스틸펙, 수납케이스
ZGXTE0101

내부 실버코팅으로 자외선 차단 효과

280 x 210 사이즈의 넓은 내부공간

대형오토텐트의 이너텐트로 활용가능

4면 메쉬오픈 및 높은 전고로 개방감 극대화

업라이팅 폴 이용시 전면 캐노피 그늘 형성

미려하고 유니크한 디자인 설계

2021 NEW ITEM TENT & TARF | SUN BLOCK SILVER

BLACK RECTA TARP
블랙 렉타 타프
150D 암막 원단을 적용한 렉타타프 블랙

01 02 03

블랙 심 테이프 헤리 마감D링 장착

모든 봉제 선은 블랙 심 테이프를 처리하여

작은 빛도 차단할 수 있으며, 방수력을 최대화 하였습니다.

타프의 4면을 헤리 처리하여

원단의 텐션을 늘리고 내구성을 높였습니다.

모서리 부분에 D링을 장착하여 설거지 가방 또는 식

기 건조대 랜턴 등을 걸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스트

링 등으로 활용하여 소품등을 걸 수 있습니다.

규  격
중  량
재  질
구  성
품  번

5500*4500mm
약 3.75kg
Main Fly - 150D 암막 P/OX PU 10,000mm
본체(타프스킨), 캐리백
ZHATP0307

150D 암막 원단을 사용하여 완벽한 그늘막 형성

원단 표면에 발수가공, 내부에 PU코팅으로 내수압 10,000mm

감각적인 블랙컬러로 어디에서나 어울리는 디자인

QR코드 영상 설치방법

제품 설치 방법은 동영상으로
대체하오니 QR코드를 

이용하여 확인부탁드립니다.

5500mm

45
00

m
m210cm

28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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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S 3.0 ALPHA
알프스 3.0 알파 텐트
기능성 2.5레이어 원단을 적용하여 더욱 견고해진 고성능 싱글월 텐트

0201

루프 대형 벤틸레이션방수성과 투습성이 우수한 기능성 원단 INVEX 

텐트 천장에 루프 대형 벤틸레이션을 장착

통풍 및 결로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INVEX 원단은 방수성, 투습성이 우수한 멤브레인을 다양한 소재에 적용하여 생산되는 제품으로 

다양한 야외활동을 즐기기에 적합합니다. 특히 비에스지의 핵심적인 기술력으로 제조된 멤브레인과 제품은

엄격한 품질 검사 시스템을 통해 그 품질을 보증합니다.

제드 2.5 Layer ECO-INVEX
moisture 5,000mm

water pressure 10,000mm 

기능성 라미네이션 필름이 부착

규  격
중  량
재  질

구  성
품  번

2650*2400*1150(h)mm
약 6.35kg
Fly, Roof , Floor - NYLON 74% POLYESTER 26%  
2.5LAYER WOVEN FABRIC 10,000mm
Ground sheet - P/OX 300D PU 600mm 
Mesh - 40D Nylon Mesh,  
Pole - Duralumin 8.5 x 3pcs
본체, 메인폴x3ea, 루프, 그라운드시트, 펙, 스트링, 수납케이스
ZHXTE0202

기능성 2.5레이어 원단으로 방수성 방풍성 투습성 우수

3폴라인 싱글월 구조로 설치가 간편, 상부 루프로 결로 방지

뛰어난 통풍성의 앞,뒷면 메쉬윈도우, 상부 벤틸레이션

앞뒤 전실 공간 확보로 광간활용성 극대화

간단한 소지품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망

2021 NEW ITEM TENT & TARF | ALPS 3.0 ALPHA

QR코드 영상 설치방법

제품 설치 방법은 동영상으로
대체하오니 QR코드를 

이용하여 확인부탁드립니다.
ALPS 2.0 ALPHA
알프스 2.0 알파 텐트
기능성 2.5레이어 원단을 적용하여 더욱 견고해진 2인용 싱글월 텐트

01 02

0403

루프 선반 메쉬 장착

측면 벤틸레이션

루프 포함

고 강도 7001 알루미늄 폴

천장에 선반 메쉬를 장착하여

액세서리 등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좌, 우측면에도 벤틸레이션이 장착되어있어 공기 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결로에 강하며 쾌적한 환경을 유지시켜 줍니다.

루프가 포함되어 있어 우천 시 또는

일교차에 의한 결로 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고 강도 알루미늄 폴을 사용하여

탄력 및 강도가 매우 강합니다.

규  격
중  량
재  질

구  성
품  번

2300*1400*1050(h)mm
약 4.2kg
Fly, Roof , Floor - NYLON 74% POLYESTER 26%  
2.5LAYER WOVEN FABRIC 10,000mm
Ground sheet - P/OX 300D PU 600mm, 
Mesh - 40D Nylon Mesh,  Pole - Duralumin 9.5 x 2pcs   
본체, 메인폴x2ea, 루프, 그라운드시트, 펙, 스트링, 수납케이스
ZHXTE0201

기능성 2.5레이어 원단으로 방수성 방풍성 투습성이 우수

2폴라인 싱글월 구조로 설치 간편, 상부 루프로 결로 방지

뛰어난 통풍성의 앞,뒷면 메쉬윈도우, 상부 벤틸레이션 구조

간단한 소지품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망

265cm

240cm

11
5c

m

230cm

140cm

10
5c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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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 CHAIR 제드코리아는 완성에 근접하는 도전정신과 끊임없는 기술 개발 투자로 에어텐트 특허를 포함하여  특허 9건, 실용신안 1건, 디자인 23건을 출원하였습니다.

또한 2015 특허기술상 정약용상(디자인부분)을 수상, 제드만의 독창적인 기술과 디자인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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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D FIRE PIT TABLE FOLDING WOOD TABLE
우드 파이어 핏 테이블 폴딩 우드 테이블
고급 대나무소재로 제작되어 우드톤의 감성캠핑에 적합한 우드 파이어 핏 테이블 고급 대나무소재로 제작되어 우드톤의 감성캠핑에 적합한 폴딩 우드 테이블

화로대 테이블로 사용가능

폴딩 우드 테이블과 결합 (테이블 별매)

다양한 테이블과 버너를 연결하여 사용가능

2021 NEW ITEM TABLE & CHAIR

01 02 03

테이블 높낮이를 자유롭게 조절가능(30~40cm) 원액션 테이블 고정바화로대 열로부터  테이블을 보호하는 스텐레스 커버

모 델 명
설 치 시
수 납 시
중 량
구 성
재 질

ZHATA0408
95*94.8*30(h)cm
98*13*32(h)cm
약 8.3kg (캐리백 별도)
본체, 스텐레스커버(4ea), 수납케이스
대나무, 알루미늄, 스텐레스

아웃도어 및 인테리어에서도 사용가능

30~40cm 안에서 원하는 사이즈로 높이 조절 기능

원액션 시스템으로 다리를 쉽고 편리하게 조절 가능

사이드 연결브릿지 홈이 있어 다른상품과 연결하여 사용 가능

화로대와 함께 사용 가능한 우드파이어 핏 테이블

고급 대나무 소재로 제작하여 견고함

우드톤으로 감성캠핑에 적합한 컬러 및 디자인

폴딩 시스템으로 컴팩트한 사이즈 980*130*320(h)mm 로 수납가능

QR코드 영상 설치방법

제품 설치 방법은 동영상으로
대체하오니 QR코드를 

이용하여 확인부탁드립니다.

연결 브릿지  홈

폴딩 우드 테이블

화로대 테이블과 결합 (테이블 별매)

다양한 테이블과 버너를 연결하여 사용가능

01 02 03

테이블 높낮이를 자유롭게 조절가능(30~40cm) 원액션 다리 결합 방식테이블 연결 및 버너 거치 가능 

모 델 명
설 치 시
수 납 시
중 량
구 성
재 질

ZHATA0409
56*56.3*30(h)cm / 40(hcm
58*13*32(h)cm
약 4.3kg (캐리백 별도)
본체, 스텐레스브릿지(2ea), 수납케이스
대나무, 알루미늄, 스텐레스

우드톤으로 감성캠핑에 적합한 컬러 및 디자인

폴딩 시스템으로 컴팩트한 사이즈 58*13*32(h)cm로 수납가능

사이드 연결브릿지로 우드 파이어 핏 테이블(별도판매)과 연결 및 버너 거치가능

고급 대나무 소재로 제작하여 견고함

아웃도어 및 인테리어에서도 사용가능

30~40cm안에서 원하는 사이즈로 높이 조절 가능

스텐레스 연결 브릿지

연결 브릿지  홈

30cm

56cm

56.3cm
30cm

94.8cm

56.5cm95cm
57cm

고급 대나무소재

스텐레스 커버

고급 대나무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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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D 3 FOLDING TABLE
우드 3 폴딩 테이블
고급 대나무소재로 제작되어 우드톤의 감성캠핑에 적합한 우드 3 폴딩 테이블

2021 NEW ITEM TABLE & CHAIR

01 02 03

3 폴딩 시스템 전용 수납 가방원액션 테이블 고정 바

모 델 명
설 치 시

수 납 시
중 량
재 질

ZHATA0405
60(2개설치 146)*50*30(h)cm
/ 40(h)cm
61*13*21(h)cm
1세트 기준 약 7.5kg
대나무, 알루미늄, 폴리 600D

상판은 고급 대나무 소재로 제작하여 감성캠핑을 즐길 수 있음

원 액션 다리 결합 방식 롤 방식 상판

60*50*30(40cm) 크기의 테이블 2개가 있어 활용도가 높음

테이블 연결하는 커넥터가 있어 테이블 연결 및 버너거치 가능

롤 방식의 테이블상판 시스템으로 수납을 최소화함

40~40cm안에서 자유롭게 다리 높이조절 가능

알루미늄 바디를 사용하여 가볍고 튼튼함

보관 주머니가 포함되어 수납 및 보관이 용이

01

04 05 06

02 03
고급 대나무 소재로 제작

다양한 공간에서 사용 가능한 테이블 세트 고급 대나테이블 연결 커넥터가 있어

테이블 및 버너거치 사용

원 액션 다리 결합 시스템으로 다리 결합

상판 흔들림을 방지하는 지지대 30~40cm 자유롭게 높이조절 가능

Wood Roll Table Set
우드 롤 테이블 세트
원액션 다리 결합 방식의 우드 롤 테이블 세트

모 델 명
설 치 시
수 납 시
중 량
구 성
재 질

ZHATA0404
60*120*40(h)cm / 50(h)cm
42*60*10.5(h)cm
약 9.19kg (캐리백 별도)
본체, 수납케이스
대나무, 알루미늄, 스텐레스

아웃도어 및 인테리어에서도 사용가능

30~40cm 안에서 원하는 사이즈로 높이 조절 기능

원액션 시스템으로 다리를 쉽고 편리하게 조절 가능

사이드 연결브릿지 홈이 있어 다른상품과 연결하여 사용 가능

화로대와 함께 사용 가능한 우드파이어 핏 테이블

고급 대나무 소재로 제작하여 견고함

우드톤으로 감성캠핑에 적합한 컬러 및 디자인

폴딩 시스템으로 컴팩트한 사이즈 980*130*320(h)mm 로 수납가능

60cm

42cm

10.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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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m

63cm

15.5cm

Compact Size

WOOD KITCHEN SHELF
우드 키친 쉘프
캠핑 체어에 앉아 편하게 요리 가능한 좌식용 우드 키친 쉘프

2021 NEW ITEM TABLE & CHAIR

01 02 03

올리브 플레이트 류 거치 올리브 BBQ 류 거치캠핑 체어에 앉아 편하게 요리가 가능한 높이

모 델 명
설 치 시
확 장 시
수 납 시
중 량
구 성

재 질

ZIATA0405
60*50*50(h)cm
61.5*47.2*37.5(h)cm
63*50*22.6(h)cm
약 11.69kg (캐리백 별도)
알루미늄 바디본체, 대나무상판(소)
층지지대 2개, 수납캐리백
대나무, 알루미늄, 폴리에스터100%(600D)

상판은 고급 대나무 소재로 제작하여 감성캠핑을 즐길 수 있음

탈부착 가능한 우드 플레이트가 있어 도마 등을 올려 조리가능

탈부착 가능한 버너거치대 포함으로 다양한 스토브류 거치가능

버너 사용하지 않을 시 우드플레이트 장착으로 테이블사용 가능

원 액션 개념으로 설치 및 해체가 매우 간편함

미세높이 조절이 가능한 캡 장착

캐비닛은 600D 원단을 사용하여 매우 견고함

보관캐리백이 포함되어 수납 및 보관 용이

QR코드 영상 설치방법

제품 설치 방법은 동영상으로
대체하오니 QR코드를 

이용하여 확인부탁드립니다.

WOOD CABINET TABLE M
우드 캐비닛 테이블 M
다양한 용품을 수납 가능한 우드 캐비닛 테이블 M

01 02 03

테이블 락 장치가 있어 안전한 수납이 가능 테이블 내부 손잡이로 이동이 편리함(케이스포함)테이블 설치 해체가 간편한 가이드 몰딩 손잡이

모 델 명
설 치 시
수 납 시
중 량
재 질

ZHATA0406
100*50*49.5(h)cm / 70(h)cm
51.5*11.5*51.5cm
약 7.8kg (캐리백 별도)
Bamboo, AL/PP, Polyester

고급 대나무 소재로 제작된 우드 테이블

캐비닛에 식기류 및 식자재를 보관하여 미세먼지로 부터 보호

테이블 하단조절부를 이용해 높이를 2단으로 조절가능

2 폴딩 테이블로 컴팩트한 사이즈로 수납가능

캐비닛 하단에 알루미늄 판을 넣어 제품의 수평보관 용이

테이블 설치 해체가 편리한 가이드 몰딩 손잡이

캐비닛 장착컴팩트한 수납실내에서 즐기는 감성 캠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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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 CHAIR RIDGE
레스트 체어 릿지
전기 도금 코팅된 고강도 스틸 프레임의 안락함

2021 NEW ITEM TABLE & CHAIR

01 02 03

사이드 포켓 고강도 X 프레임고급스러운 원단 폴리 옥스포드 600D

모 델 명
설 치 시
수 납 시
중 량
칼 라
구 성
재 질

ZEACH0201
63*70*102cm
15*15*117cm / 시트높이 45cm
약 4.65kg
골드(브라운), 퍼플, 블루(스카이블루)
의자, 수납케이스
프레임(고강도 스틸/전기도금)
시트 및 주머니(폴리 옥스포드 600D)

고급스러운 원단 폴리 옥스포드 600D 적용

견고한 내구성 / 고강도 전기도금 스틸 프레임 적용

편안함의 최적화 / 내하중 120kg

간단한 설치 / 원 액션 시스템

최적의 밸런스를 맞춰 편안하고 안락한 착석감

액세서리 등을 수납할 수 있는 팔걸이 일체형 사이드포켓

캠핑 뿐만 아니라 다용도로 사용가능한 활용성

보관 주머니 & 편안한 손잡이는 수납 및 이동에 용이

LONG RELAX CHAIR
롱 릴렉스 체어
10cm 더 높아지고 블랙 아노다이징 처리된 롱 릴렉스 체어

튼튼한 대나무 원목

캐비닛 장착

컴팩트한 수납

01 02 03

견고한 내구성 / 아노다이징 블랙코팅 프레임 편안함의 최적화 [내하중 120kg]고급스러운 원단 / 폴리 옥스포드 600D

모 델 명
설 치 시
수 납 시
중 량
칼 라
구 성
재 질

ZHACH0101
57*51*100cm
16*13*120cm / 시트높이 43cm
약 3.55kg
블랙, 베이지
의자, 수납케이스
프레임-블랙 아노다이징 코팅 알루미늄
시트 및 주머니-폴리 옥스포드 600D

일반 릴렉스보다 10cm가 높아 편안함

체어 등받이 높이가 100cm로 머리까지 받쳐주어 편안함

600D 폴리에스테르 원단을 사용하여 내구성이 뛰어남

가볍고 튼튼한 블랙 아노다이징 처리된 고강도 알루미늄 바디

편안한 팔걸이, X자 프레임으로 설치 및 해체가 매우 용이함

알루미늄 바디 내부에 스틸로 보강처리하여 견고하고 튼튼함

보관 주머니가 포함되어 수납 및 보관이 용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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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O FOLDING LONG RELAX CHAIR II
듀오 폴딩 롱 릴렉스 체어 II
등받이 각도를 조절하는 우수한 수납성의 듀오 폴딩 롱 릴렉스 체어

2021 NEW ITEM TABLE & CHAIR

01 02 03

등받이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프레임 적용 세밀한 머리받침 조절기능 업그레이드헤드레스트에 걸이식 프레임 장착으로 변형을 잡아줌

모 델 명
설 치 시
수 납 시
중 량
색 상
구 성
재 질

ZEACH0101
56*73*108cm
15*20*98mm / 시트높이 40cm
약 3.6kg
퍼플, 베이지, 스카이블루
본체, 수납케이스
프레임-알루미늄, 시트-Poly 600D

2단 등받이 각도 조절프레임 적용

접이식 헤드 레스트로 컴팩트한 사이즈 수납 가능

견고한 600D 원단, 헤드 부위에 쿠션 삽입하여 편안함

110(h)cm 롱 릴렉스 체어

수납성이 우수한 폴딩 체어

세밀한 머리받침 조절기능 업그레이드

CHAIR SIDE POCKET
체어 사이드 포켓
모든 릴렉스 체어에 활용 가능한 다용도 사이드 포켓

01 02 03

팔걸이를 감싸듯이 감아 준 후 벨크로를 부착합니다. 벨크로를 부착, 결합하여 마무리를 합니다.팔걸이의 앞 부분에 포켓을 끼워줍니다.

모 델 명
사 이 즈
중 량
칼 라
구 성
재 질

ZHACA0101
40.5*41cm
155g
블루, 퍼플, 베이지
본체
폴리옥스포드 600D

모든 릴렉스 체어 호환 가능

소품, 액세서리 등을 편리하게 보관

손쉬운 설치 및 해체 가능한 벨크로 방식

생활 방수가 가능한 600D 옥스포드 원단 사용

옥스포드 원단 사용으로 외부 충격등에 강함

취향에 맞는 3가지 칼라로 자유로운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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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IO CHAIR III
파티오 체어 III

인체공학적 설계로 더 편안하고 안락한 착석감을 제공하는 파티오 체어 3

2021 NEW ITEM TABLE & CHAIR

01 02 03

강하고 가벼운 특징의 고강도 두랄루민 채택 기존 사이즈보다 커진 프레임의 편안함, 컴팩트 사이즈높은 내마모성과 인장강도의 폴리 500D 적용

모 델 명
설 치 시
수 납 시
중 량
색 상
구 성
재 질

ZEACH0103
51*50*65mm
44*12*7cm / 시트높이 35cm
약 1.09kg
레드, 블루
본체, 수납케이스
폴리 600D(시트), 두랄루민/PC(프레임)

작은 부피와 가벼움으로 수납과 이동이 매우 편리함

캠핑 뿐만 아니라 아웃도어 활동에 용이함

인체공학적 설계로 편안하고 안락한 착석감 제공

컬러풀한 원단으로 고급스러우며 강한 내구성 겸비

고강도 두랄루민을 사용하여 견고하고 설치와 해체가 간편함

파티오체어1, 2의 장점만을 모아 최대의 효율을 만들어 냄

WIDE RELAX PATIO CHAIR
와이드 릴릭스 파티오 체어
더 넓어진 와이드 릴렉스 파티오 체어

01 02 03

후면 서포트 지지대 손쉬운 결합 및 해체고강도 듀랄루민 바디

모 델 명
설 치 시
수 납 시
중 량
칼 라
구 성
재 질

ZHACH0103
49*56*105cm
12*13*48cm / 시트높이 40cm
1.76kg
멜란지 블랙, 레드, 베이지, 퍼플
의자, 수납 케이스
듀랄루민(프레임),
폴리 옥스포드 900D 멜란지(시트 및 주머니)

알루미늄 릴렉스 체어 보다 수납과 부피가 작음

인체공학적 설계로 편안하고 안락한 착석감이 좋음

내 하중 최대 120kg의 하중을 견디는 강력한 프레임

프레임이 몰리는 현상을 줄여주는 후면 서포트 지지대 장착

고강도 듀랄루민을 사용하여 견고하고 설치가 간편

내부 스트링으로 인해 폴이 쉽게 결합 될 수 있도록 설계

높은 내마모성과 인장강도가 우수한 폴리 900D 사용

주머니를 넣어 의자 베개를 만들 수 있는 파우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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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 LIGHT MAT & COT
울트라 라이트 매트 & 코트
ZED ULTRA AIR MAT 앞에서 가벼움과 튼튼함을 논하지 말라

고강도 가로 프레임 제작 / 내하중 120kg

수납파우치를 배게 커버에 넣어 라이트 코트 전용 배게로 사용

420D 마이크로 립스탑 원단을 채택한 고탄성 LIGHT 매트

뒤틀림과 강성이 뛰어난 고강도 매트전용 프레임

시트의 높은 탄성력과 안정감, 편안함이 특징

컴팩트한 수납사이즈와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이 좋음

모 델 명
설 치 시
수 납 시
내 하 중
( 분 산 )
소 재

ZHXCH0101
192*63*30cm
35*15*18cm
120kg
420D Micro Ripstop(시트)
AL 7075, Reinforced Plastics(프레임)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2021 NEW ITEM TENT & TARF | T-MAX

01

04

02

05

03

06

수납파우치를 배게커버에 넣어 사용

다리발을 벌려 내하중을 분산

무른 땅에서 사용하는 다리 캡

420D 마이크로 립스탑 원단 채택

웨빙을 통한 손쉬운 폴 결합

높은 탄성력의 LIGHT매트 안정감, 그리고 편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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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CAM COT
맥스 캠 코트
견고하고 가성비가 좋은 야전침대

2021 NEW ITEM COT & MAT | MAX CAM COT

01 0102 0203 03

편안한 취침이 가능한 헤드라이너

가운데 프레임에 락장치를 적용하여 프레임 고정을

더욱 안정적으로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견고하고 내구성이 좋은 삼각 하중 구조2초 안에 설치 가능한  원액션 구조

CAR CAMMAT
카 캠매트
사계절 아웃도어 뿐만 아니라 카 매트로도 사용 가능한 카 캠매트

2단계 밸브까지 오픈후 매트를 접어 말아 공기배출 카 캠매트는 8cm 두께로 편안한 차박이 가능함1단계 밸브 오픈하면 공기가 자동으로 주입

· 프레임 구조가 설치와 해체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편리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 인체공학적 설계로 편안하고 안락한 사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삼각 하중 구조로 견고하여 내구성이 좋습니다.

· 고급스러운 400D 멜란지 시트 원단을 적용하였습니다.

· 수납주머니가 있어 휴대폰과 기타 소지품 등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SUV 차종에 사용 가능한 차박 카 매트

· 밸브를 열어두면 스스로 공기 주입되는 자충 매트

· 210D 립스탑 원단을 사용하여 매우 견고함

· 공기 주입 및 배출시 매우 편리한 이중 밸브 

· 8cm 두께의 오픈쉘 폼으로 제작되어 사용시 매우 편안한 쿠션감

· 바람을 더 넣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파우치 펌프 포함

모 델 명
설 치 시
수 납 시
중 량
칼 라
구 성
재 질

ZIACH0201
190×69×48cm
109×19×19cm
약 7.58kg (캐리백 별도)
DARK GRAY / LIGHT GRAY
본체, 수납케이스
프레임-스틸, 
시트-폴리에스터100%(400D)

모 델 명
설 치 시
수 납 시
중 량
칼 라
구 성
재 질

ZIAMA0103
180*105*8(h)cm
56*24*26(h)cm
3.96kg
블랙
매트, 주머니, 에어펌프 파우치
원단-폴리에스테르 100%
(210D 다이아몬드 립스탑),
폼-High Density PU Foam

UNLOCK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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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MAT SINGLE
캠매트 싱글
자동으로 공기 주입과 배출이 되어 편안한 캠핑을 할 수 있는 자충 매트

2021 NEW ITEM TABLE & CHAIR

모 델 명
설 치 시
수 납 시
중 량
칼 라
구 성
재 질

ZIAMA0101
190*65*5(h)cm
65*17*17(h)cm
약 1.72kg
블랙
매트, 주머니
원단-폴리에스테르 100%
(210D 다이아몬드 립스탑),
폼-High Density PU Foam

CAMMAT DOUBLE
캠매트 더블
자동으로 공기 주입과 배출이 되어 편안한 캠핑을 할 수 있는 자충 매트

와이드한 사이즈로 편안하게 사용 가능

밸브를 열어두면 스스로 공기가 주입되는 자충(자동충전) 매트

수납 주머니가 있어 보관 및 이동이 편리

바람을 넣거나 뺄 때 매우 편리한 이중 밸브

오픈 셀 메모리폼을 사용하여 쿠션과 통기성도 매우 좋음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한 싱글 사이즈(65*190*5cm)

밸브를 열어두면 스스로 공기가 주입되는 자충(자동충전) 매트

무한대로 연결 가능한 스냅 버튼 적용

바람을 넣거나 뺄 때 매우 편리한 이중 밸브

오픈 셀 메모리폼을 사용하여 쿠션과 통기성도 매우 좋음

모 델 명
설 치 시
수 납 시
중 량
칼 라
구 성
재 질

ZIAMA0102
190*135*5(h)cm
67.5*20*23(h)cm
약 3.82kg
블랙
매트, 주머니, 에어펌프 파우치
원단-폴리에스테르 100%
(210D 다이아몬드 립스탑),
폼-High Density PU Foam

01 0102 0203 03

2단계 밸브까지 오픈후 매트를 접어 말아 공기배출 공기를 빠르게 주입할 수 있는 파우치 펌프 포함캠매트는 5cm 두께로 매우 편안한 쿠션 감 와이드한 사이즈와 쿠션감 있는 5cm 두께1단계 밸브 오픈하면 공기가 자동으로 주입 4계절 사용 가능 (R-Value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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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VE & B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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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 BBQ 쉐프 POINT

품 명
규  격
중  량
재  질

점 화 방 식
사 용 가 스
가스소비량
칼 라
구 성 품

ZIABB0101
420*235*195mm
약 3.4kg (캐리백 제외)
본체-강판(내열분체도장), 뚜껑-PC/실리콘, 손잡이-우드
기름받이-강판(법랑), 용기받침대-스테인레스, 전골팬-알루미늄+불소수지
압전자동점화
220g(액화부탄)
173g/h
블랙, 화이트, 민트
본체, 기름받이, 전골팬, 용기받침대, 뚜껑, 수납가방

2021 NEW ITEM STOVE & BBQ

코팅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PFOA 無

코팅이 쉽게 벗겨지지 않는 NON-STICK 기능

코팅 강도를 극대화 시킨 뛰어난 내구성

고품질의 알루미늄으로 제작하여 우수한 열 전도율

음식이 눌러 붙지 않아 세척이 매우 편리

01 02

더욱 깊어진 전골팬우드 손잡이

더욱 깊어진 전골팬으로

다양한 요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우드 손잡이를 사용하여

뜨거운 요리 조리시 편리합니다.

OLIVE BBQ CHEF
올리브 비비큐 쉐프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는 우드톤의 감성캠핑 디자인
올리브 BBQ 쉐프

03

감성 캠핑 디자인

감각적인 우드톤 디자인으로 제작하여

감성 캠핑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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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GA OLIVE TWIN STOVE
기가올리브 트윈 스토브
3371Kcal의 고화력 화구! 현존 트윈 스토브 중에 최고의 화력을 자랑합니다.

3371Kcal의 현존 최고의 고화력 화구

히팅파이프 장착 / 동계에도 안정적화력

편리한 점화 스위치

2021 NEW ITEM STOVE & BBQ

모 델 명
재 질
규 격

중 량
사 용 가 스
점 화 방 식
가스소비량

ZHAGB0202
스텐레스, 알루미늄 Cr Steel
설치시 533*278*295(h)mm
수납시 533*278*100(h)mm
약 4.22kg
나사식부탄가스(110/230/450g)
건전지식 압전자동점화
285g/h(3371kcal)

3371kcal의 초 고화력 스토브

양쪽 3개의 헤드를 장착하여 화력이 뛰어남

3개 헤드에 각각 윈드블록방식+대형윈디블럭을 적용

알루미늄 압출 바디에 스텐레스 플레이트 장착

건전지를 활용한 압전 자동점화방식으로 점화가 매우 편리

하나의 가스통으로 2화구를 모두 연결하는 방식으로 절대 화력 감소 없음

가스통 연결구에 각각의 조절 레버가 달려있어 세밀한 불 조절이 가능

본체 하부의 액출거치대를 활용하여 액출모드로 사용가능

이동 및 수납, 보관이 편리한 수납가방 포함

OLIVE PLATE STOVE II
올리브 플레이트 스토브 II
지금까지의 원버너 플레이트는 가라! 2389Kcal 화력으로 승부한다.

3개의 강력한 윈드스토퍼 헤드 장착

압전 점화장치와 가스 조절 밸브

바닥부 거치대

모 델 명
설 치 시
수 납 시
중 량
칼 라
구 성
재 질

ZHACH0101
570*510*1000mm
160*130*1200mm / 시트높이 430mm
약 3.55kg
블랙, 베이지
의자, 수납케이스
프레임-블랙 아노다이징 코팅 알루미늄
시트 및 주머니-폴리 옥스포드 600D

3489kcal의 초 고화력 스토브

양쪽 3개의 헤드를 장착하여 화력이 뛰어남

윈드 스토퍼 방식의 헤드를 장착하여 바람에 강함

알루미늄 압출 바디에 스텐레스 플레이트 장착하여 매우 견고함

제드 우드 테이블 및 각종 캠핑 테이블에 호환 거치 가능

건전지를 활용한 압전자동점화 방식을 적용하여 점화가 매우 편리함

버너 바닥의 액출 거치대를 활용하여 액출 모드로 사용가능

이동 및 수납 보관이 편리한 수납 가방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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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L GOSE STOVE
데블 호스 스토브

2021 NEW ITEM STOVE & BBQ

품 번
규 격
중 량
사 용 가 스
재 질
점 화 방 식
가스소비량

ZFAGB0201
195*195*120mm (in box size)
1127g
나사식부탄가스(110/230/450g)
스테인레스 스틸, 알루미늄
압전자동점화
292g/h(3453kcal)

스테인레스와 통 알루미늄 재질로 견고하며 내구성이 우수함

불소고무 호스로 스테인레스 와이어를 이중편사하여 내구성이 우수함

점화는 압전자동점화 방식으로 사용이 편리함

대형 냄비도 사용이 가능함

고급스러운 전용 케이스가 포함되어 제품을 손상없이 수납보관 가능

01 02 03

안정된 다리구조(대용량 냄비도 사용가능) 윈드블럭으로 바람영향 최소화3개 화구의 강력한 화력 3453kcal

GIGA DEVIL GOSE STOVE
기가데블 호스 스토브
스텐드형으로 사용가능한 열에 강한 스텐레스 재질의 고화력 호스 스토브

품 번
규 격
중 량
사 용 가 스
재 질
점 화 방 식
가스소비량

ZGAGB0201
195*195*200mm(in box size)
1040g
나사식부탄가스(110/230/450g)
스테인레스 스틸, 알루미늄
압전자동점화
259g/h(3067kcal)

3개화구의 강력한 3067kcal 화력

안정된 다리구조(대용량 냄비 사용가능)

더블 윈드블럭으로 바람영향 최소화

액출 방식의 안정적인 고화력 스토브

사용이 편리한 호스스토브

간편한 접이식 다리

전용 수납케이스 포함

01 02 03

안정된 다리구조(대용량 냄비도 사용가능) 액출 방식의 안정적인 고화력 스토브3개 화구의 강력한 화력 3067k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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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OR STOVE REACTOR COOKER
리액터 스토브 리액터 쿠커
캠핑, 미니멀, 낚시, 등산, 백패킹 등 다양한 아웃도어 활용에 적합한 2283Kcal의 고화력 리액터 스토브 열손실을 최소화 하는 고효율 시스템 포트 설계로 2분내에 1L의 물을 끓일 수 있는 리액터 쿠커

2021 NEW ITEM STOVE & BBQ

품 번
규 격
중 량
사 용 가 스
재 질
점 화 방 식
가스소비량

품 번
규 격
중 량
재 질

구 성

ZHAGB0101
130*65*110(h)mm
377g
나사식부탄가스
스테인레스외
수동 점화
193g/h(2283kcal)

ZHACK0101
약 145*145*180mm(수납시)
350g
본체 : 알루미늄 / 뚜껑 : PC,
커버 : 네오플렌 / 손잡이 : 스테인레스, PVC
본체, 수납주머니

스텐레스 재질의 그릇받침대 포함, 부식을 최소화 하고 대형 용기도 사용 가능

블랙헤드 코팅을 하여 부식을 최대한 최소화

120도 안정적인 다리 각도의 구조로 안전하게 사용 가능

이그나이터가 포함되어 있어 쉽게 점화가 가능

사각 조립형 그릇 받침대가 포함 되어 일반 대형 포트도 사용 가능

1L의 물을 2분안에 끓일 수 있는 일체형 리액터 스토브 전용 포트 시스템

230g 가스 + 스토브 + 이그나이터를 한번에 수납 가능한 1.5L의 포트

네오플렌 재질의 포트 커버를 장착하여 포트의 열, 화상 등에 보호 가능

투명 PC 뚜껑을 사용하여 내용물을 보며 조리 가능

스토브의 열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하부 집열판 시스템

보관 주머니가 포함되어 수납 및 보관이 용이

01 0102 0203 03

2분안에 물을 끓일 수 있는 1.5L의 전용 리액터 포트 접이식 손잡이로 수납 시 컴팩트하게 수납 가능열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완벽한 결합 열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한 집열판 시스템 설계불을 쉽게 점화할 수 있는 이그나이터 열에 매우 강한 PC 재질의 투명 뚜껑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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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CHEN

제드코리아는 다양한 프로젝트와 경험을 토대로

소비자가 원하는 UI & 제품을 중점에 두고 디자인합니다.

모던하고 감성적인 디자인을 추구하며, 고객들의 취향과 감성을

한번에 사로잡아 캠핑의 재미를 극대화 합니다.



   2021 ZED KOREA CATALOGUE   2021 ZED KOREA CATALOGUE090 091

3 LAYER STAINLESS CAMCOOK XL 3 LAYER STAINLESS FRYPAN
3중 스테인레스 캠쿡 XL 3중 스테인레스 프라이팬
코펠 밑바닥부터 측면까지 전체 통 3중 구조로 열 효율을 극대화한 3중 스텐레스 캠쿡 XL 프라이팬 전체 통 3중, 탈착식 손잡이 시스템, 통 3중 구조로 열 효율을 극대화한 3중 스텐레스 프라이팬

2021 NEW ITEM KITCHEN

01 0102 0203 03

스테인레스 430 적용(외부)으로 인덕션에서도 사용 가능 안전한 수납을 위한 탈착식 손잡이 2중 잠금 시스템스텐레스와 육각형태 테프론 코팅의 하이브리드 코팅 스텐레스와 육각형태 테프론 코팅의 하이브리드 코팅안전한 수납을 위한 탈착식 손잡이 2중 잠금 시스템 스테인레스 430 적용(외부)으로 인덕션 사용 가능

품 번
규 격
중 량
구 성
재 질

품 번
규 격
중 량
구 성
재 질

ZHACK0301
295*295*260mm (inner box)
6.60kg (캐리백 포함)
코펠x3ea, 프라이팬x1ea,프라이팬 손잡이x1ea
코펠/프라이팬 - 스테인레스, 테프론 코팅
손잡이 - 실리콘, 폴리카보네이트

ZHACK0302
258*50(h)mm
약 1.02kg (손잡이 포함)
프라이팬x1ea, 프라이팬 손잡이x1ea
프라이팬 - 스테인레스, 테프론 코팅
손잡이 - 실리콘, 폴리카보네이트

스텐레스 430+알루미늄+스텐레스 304의 통 3중 코펠로 열효율 극대화

포트외부의 스텐레스 430 재질로 인덕션에서도 사용 가능

포트의 내부는 스텐레스 304재질로 되어 있어 인체에 무해함

뚜껑 손잡이는 우드로 되어 있어 감성적이며, 화상 등에 보호됨

스텐레스 430+알루미늄+스텐레스 304의 통 3중 코펠로 열효율 극대화

팬의 외부는 스텐레스 430 재질을 사용하여 인덕션에도 사용 가능

팬의 내부는 스텐레스 304 재질로 되어있어 인체에 무해

포트의 내부는 다이아몬드 패턴의 부식 코팅이 되어 있어 눌러붙는 것을 최소화

2중 락 장치 시스템의 분리형 손잡이가 있어 매우 안전하게 사용 가능

24인치 후라이팬이 포함되어 있음

보관 주머니가 포함 되어 수납 및 보관이 용이함

팬의 내부는 다이아몬드 패턴의 부식 코팅이 되어 있어 눌러붙는 것을 최소화

2중 락 장치 시스템의 분리형 손잡이가 있어 매우 안전하게 사용 가능

24인치 후라이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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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BLOOD POT & DOUBLE MUG CUPS SET OX BLOOD DOUBLE MUG CUP
옥스 블러드 세트 옥스 블러드 더블 머그 컵
가정에서 사용하기 좋은 용량과 이중진공처리 및 실리콘 패킹이 있는 강렬한 블랙레드톤의 옥스 블러드 세트 보온과 보냉 그리고 안전을 위한 구조로 하루 종일 얼음이 녹지 않는 "스텐레스 더블 머그 컵"

2021 NEW ITEM

01 0102 0203 03

안전한 실리콘 패킹 장착 뚜껑으로 열/냉기 손실 최소화 트라이탄 재질 사용으로 BPA로부터 안전하게 사용가능물을 따를때 흐르지 않는 구조 설계 뚜껑캡은 바디를 한번 더 잡아주어 열/냉기손실 최소화물 또는 커피를 쉽게 따를 수 있는 레버와 우드 핸들 최상급 304 스텐레스 재질로  위생적이고 안전함

품 번
규 격

중 량
재 질

품 번
규 격
중 량
재 질

ZIABA0201
주전자 197*124*232(h)mm, 1500ml
머그컵 94*83*114(h), 300ml
1.16kg (주전자760g, 머그컵200g x 2)
Body : inner - 스텐레스 304
           outer - Matte Coating
Cap : PCT(트라이탄) Flip Lid,
         Silicone(실리콘)

ZIABA0202
94*83*114(h)mm, 300ml
200g
Body : inner - 스텐레스 304
           outer - Matte Coating
Cap : PCT(트라이탄) Flip Lid,
         Silicone(실리콘)

최상급 스텐레스 304 재질을 사용한 안전한 포트 & 컵 세트

감각적인 컬러와 디자인의 주전자(1500ml)와 머그컵(300ml)

이중 진공 구조설계로 보온 & 보냉 효과를 극대화

최상급 스텐레스 304 재질을 사용한 제품

감각적인 컬러와 디자인의 300ml 용량의 컵

이중 진공 구조설계로 보온 & 보냉 효과를 극대화

별도의 오픈형 뚜껑으로 보온&보냉 효과를 극대화

실리콘 패킹으로 안전하고 위생적

입구가 넓어 세척이 매우 편리

별도의 오픈형 뚜껑으로 보온&보냉 효과를 극대화

실리콘 패킹으로 안전하고 위생적

강렬한 블랙레드톤의 옥스블러드로 감각적인 컬러

KIT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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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ALONG 600 COFFEE TIME 300

COFFEE TIME 420 URBAN 350

마카롱 600 텀블러 커피타임 300

커피타임 420 어반 350 텀블러

2021 NEW ITEM

품 번
규 격
재 질

중 량

품 번
규 격
재 질

중 량

품 번
규 격
재 질

중 량

품 번
규 격
재 질

중 량

ZHABA0201
92ø*204mm, 600ml
Body : inner - Stainless 304
           outer - matte coating
Cap : Tritan Flip Lid, Silicone
359g

ZHABA0204
118ø*80mm, 300ml
Body : inner - Stainless 304
           outer - matte coating
Cap : Tritan Flip Lid, Silicone
158g(1ea) 1set(2ea)

ZHABA0203
108ø*175mm, 420ml
Body : inner - Stainless 304
           outer - matte coating
Cap : Tritan Flip Lid, Silicone
382g

ZHABA0202
92ø*155mm, 350ml
Body : inner - Stainless 304
           outer - matte coating
Cap : Tritan Flip Lid, Silicone
274g

최상급 스테인레스 304재질로 제작되어 안전하고 견고하며, 2중 진공성형으로 보온 및 보냉효과가 뛰어납니다. 최상급 스테인레스 304재질로 제작되어 안전하고 견고하며, 2중 진공성형으로 보온 및 보냉효과가 뛰어납니다.

최상급 스테인레스 304재질로 제작되어 안전하고 견고하며, 2중 진공성형으로 보온 및 보냉효과가 뛰어납니다. 최상급 스테인레스 304재질로 제작되어 안전하고 견고하며, 2중 진공성형으로 보온 및 보냉효과가 뛰어납니다.

KIT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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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INLESS DOUBLE CAP MUG 350

SILICONE PROTECTIVE PAD M,L 

스테인레스 더블 캡 머그 350

실리콘 방염 패드 M, L

2021 NEW ITEM

품 번
규 격
재 질

중 량

품 번
중 량
구 성
규 격
재 질

ZGABA0201
90ø*115mm, 350ml
Body : inner - Stainless 304
           outer - matte coating
Cap : PS+PP Flip Lid
273g, Cap 43g

ZIACC0101(M), ZIACC0102(L)
약 70g (M) / 약 300g (L)
본체
210Øx2T (M) / 440x280(mm)x2T (L) 
실리콘

HOT / COLD 드링크를 취향대로 맛볼 수 있는 이중 진공 구조로 각종 커피, 음료, 맥주컵 등 다양한 용도로 어디서나 사용 가능합니다

250℃에서도 견딜수있는 무취, 무독성의 논슬립 재질 다용도 멀티 실리콘 방염패드

CAMSPICE CARRY BAG
캠스파이스캐리백 III
간장 등 긴 양념통과 각종 조미료를 한번에 수납할 수 있는 캠스파이스 캐리백 III

01 02 03

3면의 포켓으로 넉넉한 수납공간이 있는 토탈 캐리백 측면지퍼가 있어 작은 양념통 수납과 개봉이 편리함구성품에 따라 다양한 수납구성이 가능

품 번
규 격
중 량
재 질
구 성 품

ZIACB0101
280*310*230(h)mm
630g
Poly 600D, Vinyl Sheet
본품

요리시 필요한 양념통과 각종 조미료를 한번에 수납 가능

내부 수납높이를 23cm로 높여 긴 양념통을 한번에 수납 가능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칸막이로 다양한 공간 연출이 가능

내부는 무독성 비닐시트를 적용하여 안전하고 오염물질 저가가 용이함

600D원단을 사용하여 고급스러움과 강한 내구성을 겸비함

2단 구조로 작은 양념통을 측면으로 수납 사용 가능

KIT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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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EEPING B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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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CK DOWN 400/800
덕다운 400/800
4계절 편안하게 사용 가능한 덕다운 침낭

봄부터 겨울까지 편안하게 사용가능한 제드 덕다운 침낭

100% 오리털 침낭, 가장 이상적인 비율 7:3(솜털:깃털) / 필파워 500

최소의 무게와 탁월한 보온력 유지, 솜보다 가볍고 따뜻한 덕다운 제작

사용자의 체형에 따라 입구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 스토퍼 적용

지퍼가 손으로 잡기 편하며, 간편하고 쉽게 침낭을 여닫을 수 있음

침낭을 더 작게 압축하여 압축색에 넣어 수납 및 보관이 편함

DUCK DOWN 400/800 POINT

품 번
규  격
중  량
재  질

충전재

칼 라
구성품

품 번
규  격
중  량
재  질

충전재

칼 라
구성품

덕다운 400 / ZIASL0201
1900mm*710mm (± 15mm)
0.76kg
외피 - N/T 400T WR CIRE
내피 - N/T 400T WR CIRE
Duck Down 400g
(오리솜털 70% 오리깃털 30% / 필파워 500)
샌드, 브라운
주머니, 침낭

덕다운 800 / ZIASL0202
2000mm*800mm (± 15mm)
1.23kg
외피 - N/T 400T WR CIRE
내피 - N/T 400T WR CIRE
Duck Down 800g
(오리솜털 70% 오리깃털 30% / 필파워 500)
버건디, 다크그레이
주머니, 침낭

01

03

05

02

04

06

4계절 사용 가능

초경량 (1.23kg)

제드 지퍼 플랩

덕다운 (솜털 70% 깃털 30%)

조절 스토퍼

전용 수납 케이스 (압축색)

봄부터 겨울까지 편안하게
사용 가능한 제드 덕다운 침낭

최소의 무게와 탁월한 보온력 유지
솜보다 가볍고 따뜻한 덕다운으로 제작

지퍼 형태가 손으로 잡기 편하여
간편하고 쉽게 침낭을 열고 닫을 수 있음

저가 충전재의 단점을 보완한 100% 오리털 침낭
가장 이상적인 비율인 7:3 (솜털:깃털) / 필파워 500

사용자의 체형에 따라
입구 사이즈 조절이 가능

침낭을 더 작게 압축하여
전용 수납케이스에 보관하여 수납 및 보관이 편함

2021 NEW ITEM SLEEPING B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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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ON TWIN
히트온 트윈 침낭
봄부터 겨울까지 4계절 편안하게 사용 가능한 프리미엄 히트온 트윈 침낭

포근함을 강조한 부드러운 안감 원단

침낭 2개를 한번에 수납 가능한 수납 케이스

소지품을 넣을 수 있는 포켓 수납공간 다수

2021 NEW ITEM SLEEPING BAG

01 02 03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사용 가능한 2 in 1

침낭 2개를 연결하여 좀더 넓게 사용 가능

2개의 침낭을 연결할 수 있는 트윈 익스텐션 기능

연결 시  간편하게 지퍼를 연결 하면 쉽게 사용이 가능

1500g의 Polyester Thermo Fiver 충전재 사용

4계절 사용가능 / 외부 바람 차단 및 보온을 극대화

품 번
규 격
중 량
재 질

충 전 재
컬 러
구 성 품

ZHASL0102
1900*850mm (± 15mm)
4.5kg
외피 : 100% Polyester Brushed
내피 : 100% Polyester Brushed
Solid Padding 1500gm (1eaX2)
그레이
주머니(1ea), 침낭(2ea)

1800g의 Polyester Thermo Fiber 충전재를 사용하여 3계절 사용가능

2개의 침낭을 연결할 수 있는 트윈 익스텐션 기능

포근함을 강조한 부드러운 안감 원단 사용, 생활 방수가공 처리 원단 사용

전용 수납 케이스로 수납과 휴대가 용이함 (3개를 한번에 패킹가능)

지퍼풀림 방지 벨크로 / 편리한 수납웨빙 및 다양한 수납포켓

쉽게 지퍼를 열고 닫을 수 있는 제드 지퍼 플랩

HEATON 1800
히트온 1800 침낭
초겨울부터 봄까지 편안하게 사용 가능한 프리미엄 히트온 1800 침낭

쉽게 지퍼를 여닫을 수 있는 제드 지퍼 플랩

조절 스토퍼로 침낭 입구 사이즈 조절 가능

전용 수납 케이스로 수납과 휴대가 용이

01 02 03

침낭 2개를 연결하여 좀더 넓게 사용 가능

2~3인이 동시에 사용가능하며 간편하게 지퍼 연결

생활 방수가공 처리 원단으로 세탁하지 않아도 됨

제드 감성패턴을 넣어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 연출

1800g의 Polyester Thermo Fiver 충전재 사용

3계절 사용가능 / 외부 바람 차단 및 보온을 극대화

품 번
규 격
중 량
재 질

충 전 재
컬 러
구 성 품

ZGASL0102
1900*850mm (±15mm)
약 2.5kg
외피 : 100% Polyester Brushed
내피 : 100% Polyester Brushed
Solid Padding 1800gm
브라운
주머니, 침낭

1800g의 Polyester Thermo Fiber 충전재를 사용하여 3계절 사용가능

2개의 침낭을 연결할 수 있는 트윈 익스텐션 기능

포근함을 강조한 제드만의 감성 패턴 디자인

전용 수납 케이스로 수납과 휴대가 용이함

조절 스토퍼로 침낭상부 입구 사이즈 조절 가능

지퍼풀림 방지 벨크로 / 편리한 수납웨빙 및 다양한 수납포켓



   2021 ZED KOREA CATALOGUE104    2021 ZED KOREA CATALOGUE 105

AIR PILLOW
에어 필로우
캠핑용 베개로 캠핑시 편안하고 안락한 잠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튼튼한 대나무 원목

캐비닛 장착

컴팩트한 수납

2021 NEW ITEM SLEEPING BAG

01 02 03

투톤의 깔끔한 디자인으로 체어와 일체감 상승 베개 측면의 클립으로 캠핑체어에 결합 가능고급스러운 원단으로 포근함을 제공

품 번
규 격
중 량
재 질

칼 라

ZFAMA0301
300*190mm (±15mm)
280g X 2eakg
Polyester Pongee
Hollow Fiver
Red+Blue / Red + Orange / Beige Set

베개 측면에 클립이 장착되어 캠핑체어에 결합하여 목베개로 사용 가능

전용 보관케이스가 있어 수납이 용이함

HEATON 1300
히트온 1300 침낭
봄부터 가을까지 편안하게 사용 가능한 프리미엄 히트온 1300 침낭

4계절 사용 가능한 1300g 충전재 사용

트윈 익스텐션 기능으로 침낭 2개 연결 가능

제드 감성 패턴을 넣어 포근한 느낌 강조

01 02 03

지퍼 형태가 손으로 잡기 편하여

간편하고, 쉽게 침낭을 여닫을 수 있ㅇ므

수납주머니에 압축 웨빙이 있어

침낭을 조금 더 작게 수압 및 보관 가능

사용자의 체형에 따라

침낭 입구 사이즈 조절이 가능

품 번
규 격
중 량
재 질

충 전 재
칼 라
구 성

ZHXSL0103
1900*800mm (±15mm)
2.0kg
외피 : Poly 190T WR Cire Embossed,
          Poly 190T WR Cire
내피 : Brushed Polyester Pongee 300T,
          Moisture Wicking
Solid Padding 1300gm
레드, 브라운, 블랙
주머니, 침낭

1300g의 Polyester Thermo Fiber 충전재를 사용하여 3계절 사용가능

2개의 침낭을 연결할 수 있는 트윈 익스텐션 기능

포근함을 강조한 제드만의 감성 패턴 디자인

전용 수납 케이스로 수납과 휴대가 용이함

조절 스토퍼로 침낭상부 입구 사이즈 조절 가능

지퍼풀림 방지 벨크로 / 편리한 수납웨빙 및 다양한 수납포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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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S SLEEPING BAG
키즈 침낭
봄부터 초가을까지 편안하게 사용 가능한 어린이 침낭 3종

KC안전 인증을 받은 제드 키즈 침낭 3종으로 검증된 제품 안전성

실내와 야외에서 편안하게 사용 가능

전용 캐릭터 수납가방으로 눈이 즐거워지는 디자인

여자 아이들이 좋아하는 핑크 컬러와 숲속 동물 캐릭터로 제작

남자 아이들이 좋아하는 블루 컬러와 우주, 외계인 캐릭터로 제작

아이들이 좋아하는 재미있는 몬스터 캐릭터로 제작

KIDS SLEEPING BAG POINT

유해물질검사 시험항목 모두 기준적합 · KC안전 인증 성적 통과

품 번
규  격
중  량
재  질
충전재
칼 라
구성품

ZFASL0103 / ZFASL0102 / ZFASL0101
1420*660mm (± 15mm)
0.75kg
P/T 190T 68D W/R Cire
1Lbs Thermo-Air Polyeter
걸스침낭 / 보이침낭 / 몬스터침낭
침낭, 수납케이스

01

03

05

02

04

06

포근하고 고급스러운 안감

몬스터 콤보 텐트와 일체감

전용 수납함 제공

걸스 침낭

보이 침낭

몬스터 침낭

아이들이 사용하기 좋은 고급원단과
포근함으로 한층더 쾌적한 잠자리 제공

몬스터 콤보 텐트와 같이 사용하시면
아이들의 캠핑재미를 증가 시켜줌

개성있는 디자인의 전용 수납함 제공으로
눈이 즐거워지는 감성 캠핑 가능

여자 아이들이 좋아하는 핑크 컬러와
숲속 동물 캐릭터로 디자인 제작

남자 아이들이 좋아하는 블루 컬러와
우주, 외계인 캐릭터로 디자인 제작

아이들이 좋아하는
재미있는 몬스터 캐릭터로 디자인 제작

2021 NEW ITEM SLEEPING B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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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AR & ACCESS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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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WAGON
제트 웨건
일상에서부터 캠핑까지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Z-WAGON
우드 테이블 상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터치 폴딩 시스템으로 제작되어 수납의 부피가 작아 보관이 편리함

광폭 타이어를 장착하여 안정감이 좋아 어떤 지면에서도 사용 가능

내하중 100kg으로 안전하게 사용 가능

길이와 각도 조절이 가능한 접이식 손잡이

우드 테이블 상판이 포함되어 테이블 또는 선반으로 사용 가능

600D 폴리 옥스포드 원단을 사용하여 견고함

Z-WAGON POINT

품 번
규  격

중  량
내하중
구 성
재 질

ZIACM0102(웨건), ZIACM0103(상판)
웨건설치시 : 990*590*765(h)mm  /  수납시 : 150*590*765(h)mm
상판설치시 : 840*550mm*15T  /  수납시 : 420*550mm*6T
약 10.4kg
100kg
본체, 수납케이스, 대나무 상판(별도 출고)
원단 : 600D 옥스포드
프레임 : 스틸, 폴리프로필렌
상판 : 대나무

01

03

05

02

04

06

우드 상판 제공

광폭 타이어 장착

손쉬운 설치

내하중 100kg

수납 공간

손쉬운 수납

대나무 상판을 활용하여
선반 또는 테이블로 활용 가능

광폭 타이어 장착으로 안정감이 좋아
어떠한 지면에서도 사용 가능

간편한 설치로 사용이 편리

내하중 100kg으로 다양한 물건을
안전하게 수납하여 사용 가능

내 외부로 여러가지 소지품을
수납할 수 있는 포켓 제공

이지 스트랩으로 손쉽게 수납 가능

2021 NEW ITEM GEAR & ACCESSORY



   2021 ZED KOREA CATALOGUE112    2021 ZED KOREA CATALOGUE 113

WATERJUG
워터저그 15L

2021 NEW ITEM GEAR & ACCESSORY

01 02 03

품 번
규 격
중 량
재 질

ZISCL0201
32Ø×37.5(h)cm / 15L
약 2.2kg
PP·PE, Silicone(실리콘)

여름철 사용하기 좋은 15L 대용량 사이즈

48시간 보냉 유지 가능 (얼음을 넣으면 보냉효과 더욱 오래 지속)

물 배출구를 정수기 수도꼭지 형태로 제작하여 사용감이 편리

뚜껑에 손잡이 부분 홈이 있어 간편하게 열고 닫을 수 있음

15L 대용량, 정수기 수도꼭지 형태로 제작하여 사용이 편리한 제드 워터저그

손모양으로 제작하여 그립감이 좋은 양쪽 이동 손잡이

러프한 표면처리로 생활기스에 강합니다.

ICEBERG
아이스버그 65L
65L~75L까지 사용이 가능한 제드 아이스버그

편리한 잠금장치

65L 대용량 사이즈

내하중 100kg으로 간이 의자 및 받침사용

01 02 03

2L 페트병이 수직으로 최대 18개 까지 

수납가능한 65L~75L대용량 사이즈

손잡이 크기가 크고 손모양으로

굴곡이 있어 그립감이 우수함

15L 대용량으로 얼음을 넣으면 더욱

오래 보냉효과가 지속됩니다.

물 배출구를 정수기 수도꼭지 형태로 제작하여

물을 편하게 따라 드실 수 있습니다.

뚜껑을 다양한 컵 받침대로 활용 가능분실 방지 와이어가 있어 편하게

열고 닫을 수 있으며 물을 쉽게 배출 가능

품 번
규 격
중 량
재 질

ZISCL0202
756*416*442(h)mm / 65L
약 9.62kg
PP·PE

2L 페트병을 수직으로 넣을 수 있는 65L 대용량 사이즈

물을 쉽게 배출할 수 있는 분실 방지 2중 배수 밸브

내열성과 내구성이 높아 5일 동안 보냉 유지 가능

실리콘 패킹처리를 하여 외부를 한번 더 차단

열고 닫기 쉽게 설계된 편리한 잠금장치

그립감이 좋은 양쪽 이동 손잡이

러프한 표면처리로 생활스크레치에 강함

4계절 안전하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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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SPACE BOX
이지 스페이스 박스
심플한 디자인으로 캠핑, 차량등에 잘 어울리는 고밀도 LPM 상판이 포함된 인테리어 수납용 제드 이지 폴딩 박스

2021 NEW ITEM GEAR & ACCESSORY

01 02 03

55L 대용량으로 작은소품부터 큰소품까지 수납가능

나만의 스타일로 수납 및 정리는 기본, 협탁, 테이블 활용

13mm의 두께의 박스는 PP재질로 견고하며

덮개 위로 세로로 중복 적재 가능함

심플한 디자인과 색감으로 감성캠핑에 좋으며

캠핑 외에도 홈, 차량 등에 잘어울리는 디자인

품 번
컬 러
중 량
규 격

구 성
재 질

ZIACM0101
아이보리, 베이지
약 2.45kg
사용시 355×525×290(h)mm
수납시 355×525×65(h)mm
폴딩박스, 우드상판(고밀도 합성목)
PP(폴리 프로필렌), 고밀도 합성목

심플한 디자인과 칼라를 갖고 있어 홈, 캠핑, 차량 등에 잘 어울림

수납장은 물론 인테리어 용품으로도 사용하기 적합함

편리한 폴딩구조로 사용이 간단하고 설치 해체가 매우 쉬움

상판 테이블 뚜껑은 내구성이 좋고 가벼우며 오래 사용이 가능

55L 대형 사이즈로 작은소품부터 큰소품까지 수납할 수 있음

덮개를 사용할 때에도 완벽하게 수평이 잡혀 세로로 적재 가능

박스 두께는 약 13mm로 매우 튼튼하며 PP재질로 견고함

나만의 스타일로 수납 및 정리는 기본, 테이블 협탁 등 사용 가능

DOUBLE-FIT ROOF BAG II
더블 핏 루프 백 II
소프트루프백으로 수납이 간편하며 32L의 대용량을 넣을 수 있는 신개념 루프백

듀랄루민 폴대를 사용하여 견고함

4면 이지웨빙 적용으로 설치가 매우 간단

레인커버가 포함되어 우천시에도 사용 가능

01 02 03

듀랄루민 가로 지지대를 장착하여 루프 앞면과

뒷면의 균형을 잡아 4면을 모두 견고하게 설치 가능

텐션이 좋은 듀랄루민을 잡아주는 강력한 포켓이

장착되어 있어 안전하게 사용 가능

320L정도의 물량을 수납할 수 있는

캠핑시 충분한 공간의 대용량 루프백

품 번
규 격
재 질
구 성
색 상
무 게
용 량

ZHACM0101
1280*720*430(h)mm
POLY 900D, 논슬립 PVC, PVC
루프백본체, 폴 2ea, 서브폴 2ea, 레인커버
그레이
약 3.5kg
약 320리터

320L의 대용량 루프백

듀랄루민 폴대 구조의 견고한 프레임

소프트 방식의 컴팩트한 수납

해체 및 설치가 매우 간단

더블 핏 루프백 전용 레인커버 적용, 우천시에도 사용가능

바닥에 논슬립 패드 적용

900D 옥스포드 원단을 사용하여 견고함

쉽게 설치 가능한 루프백 브라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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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TERN 제드코리아는 완성에 근접하는 도전정신과 끊임없는 기술 개발 투자로 에어텐트 특허를 포함하여  특허 9건, 실용신안 1건, 디자인 23건을 출원하였습니다.

또한 2015 특허기술상 정약용상(디자인부분)을 수상, 제드만의 독창적인 기술과 디자인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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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C ILLUMI LANTERN
클래식 일루미 랜턴
랜턴에 자연의 빛을 담아 당신의 감성을 자극하는 "클래식 일루미 LED 랜턴
촛불과 같은 느낌의 따뜻한 빛을 담아 실내에서는 무드 및 수면등으로 사용 가능

상황에 따라 30~100루멘 2단 밝기 조절 가능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는 AA 배터리 전원

건전지가 없을 때에는 5핀 USB 전원 사용 가능

건전지 사용 시 최대 24시간 이상 사용 가능

어느정도의 비에도 사용 가능한 방수 기능

심지 스타일의 3V LED 황색 전구 사용

250g의 중량으로 매우 가볍고 휴대가 용이함

CLASSIC ILLUMI LANTERN POINT

품 번
규  격
중  량
구 성
재 질

ZIALT0301
107ø*120mm
250g (주머니 제외)
랜턴, 주머니
Steel, ABS, RUBBER, LED 3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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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g

걸이형 고리

생활 방수

마이크로 5핀

3V LED 사용

AA X 2 배터리 사용

250g의 중량으로 매우 가볍고 휴대가 용이함

일상 생활이나 캠핑에서 걸이나, 나뭇가지 등에
손쉽게 거치하여 편리하게 사용가능

어느정도의 비에도 사용이 가능한 생활 방수 기능
2중 갓 디자인으로 빗물침투를 차단함

배터리가 없는 경우 마이크로 5핀
전원을 연결하여 사용 가능

2중 갓의 디자인으로 감성적인 그림자를 만들고
심지스타일의 3V 황색 전구로 10,000시간 이상의 수명

배터리사용 가능하며 사용 시 24시간 이상 사용가능
2단 밝기 조절이 가능하며 최대 100루멘의 밝기로 사용

2021 NEW ITEM LANTER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