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펠/리/스/침/대

매트리스의 기준을 만들다
㈜펠리스침대는 위생적이고 인체공학적인 매트리스 제작을 위해 최첨단 설비로 최고의 제품을 만듭니다.

High Quality Better Sleep..Feliz 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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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펠리스침대는 ISPA(국제침대협회) 회원업체, 한국침대협회 수석부회장업체로써 ISO9001, ISO14001인증획득, 
자율안전확인(KPS)인증획득, 단체표준표시 인증서 획득 생산물배상책임(PL)보험을 가입한 침대, 매트리스, 
포켓 및 본넬스프링을 생산 및 판매하는 믿을 수 있는 매트리스 전문 생산업체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침대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내 침대 업체들도 대거 출현, 난립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침대문화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이 때에 ㈜펠리스침대는 젊은층 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에게도 기능성이 강조된
제품들로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하며 한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

저희 ㈜펠리스침대의 임직원은 자체설비와 20여년 동안의 노하우를 가지고 향상된 제품을 제공하고자 고객님들의
작은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객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잠자리를 책임지기 위해서
㈜펠리스침대는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고품질의 제품 생산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고객님들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내 최고 품질의 업체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나날이 노력하고 발전하는
㈜펠리스침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ompany info / 회사소개

고객과함께하는기업



Philosophy / 기업이념

고객과함께하는기업

고객의 행복과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기업

㈜펠리스침대 임직원은 이러한 기업 이념을 기본 바탕으로 하여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기업이념

1. 믿음과 信賴로 고객만족을 추구한다.       2. 정직한 經營으로 아름다운 來日을 꿈꾼다.



Company info / 회사소개

㈜펠리스침대

Factory Direct!
㈜펠리스침대는 최고의 설비와 기술력으로 국내에서 직접 제조합니다.

㈜펠리스침대 본사 공장에서는 믿음과 신뢰 그리고 특화된 기술력으로 고객 행복에 앞장 섭니다.



Company info / 회사소개

㈜펠리스침대경쟁력

최첨단설비로최고의제품만을생산합니다.



Company info / 회사소개

㈜펠리스침대경쟁력

최첨단설비로최고의제품만을생산합니다.



Company info / 회사소개

㈜펠리스침대경쟁력

최첨단설비로최고의제품만을생산합니다.



전시장 Mattress Showroom

본사전시장에서는 라텍스체험뿐만 아니라 매트리스와 침대세트를 보실수 있습니다.

온라인사업부 Felizbed Online Office

㈜펠리스침대 온라인사업부 고객센터에서는 매트리스와 라텍스 전문 상담원의 상담을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Company info / 회사소개

㈜펠리스침대전시장 /  온라인사업부



- (사)한국침대협회 수석부회장 위촉
- ㈜삼익가구,구니카㈜,핀란디아,야보스 OEM 납품중
- 생산물책임보험가입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 매트리스 인증
- 머니투데이 2013년 소비자 만족대상 수상

- 스포츠조선 2012년 대한민국 신뢰경영 TOP브랜드 대상수상
- 2012.1 신축공장준공 본사이전 (김포시 하성면 전류리 322-8)

- 2011.11 IBK기업은행 패밀리기업 선정
- 2011.9 필리핀 바기오호텔 침대매트리스 수출
- 2011.5 공장신축(김포시 하성면 전류리)
- 스포츠조선 2011 대한민국 신뢰경영 혁신기업
- 소비자만족 베스트브랜드수상
- 한국생활가구협회 가입

- 한국일보 2010 한국을 빛낸 대표브랜드 침대부분 대상수상
- 온라인사업부 이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 KBS생싱정보통신
- 제일은행 합숙소 매트리스 납품

- 경향닷컴 2009년 유명브랜드 가구부분 대상수상
- KC마크획득
- 생활의 달인 방송

- 헤럴드경제 비젼코리아 2008 고객감동 히트상품선정
- 인천삼산동 본사직영 전시장 확장이전
- SBS파워FM 최사정의 파워타임 상품협찬
- 사단법인 한국침대협회 부회장업체 (회원번호 제99034호)
- 현재 가구전문잡지 지면광고중
- 국제환경경영시스템 ISO14001 인증획득

History / 회사연혁

한결같이고객과함께걸어온㈜펠리스침대의역사입니다.



- 스포츠서울 2007 산업별 파워코리아 침대전문업체부분
- 국제품질규격 ISO9001 인증획득
- 매트리스 전품목 자율안전확인(KPS)인증 획득
- 생산물배상책임보험가입
- ISPA(국제침대협회) 회원업체 가입

- 던롭필로 ㈜펠리스침대 가맹점 협약
- 펠리스몰 오픈
- 용평리조트납품, ㈜디자인크럽납품, 엔토코납품

- 농수산 홈쇼핑 방송판매

- 본사 공장 신축확장이전(경기도 김포시 석모리 236-3)
- ㈜유아이퍼니처 납품, Feliz 고유브랜드시판

- 대구미군부대 매트리스 납품

- 레이디가구 납품

- 중앙대학교 기숙사 매트리스 납품

- 서울대학교 기숙사 매트리스 납품

- 통일부연구원 매트리스 납품

- ㈜장인가구 납품, 김해관광호텔 납품

- ㈜펠리스침대 창립
- ㈜삼익가구납품,파로마가구납품

History / 회사연혁

한결같이고객과함께걸어온㈜펠리스침대의역사입니다.



김해 관광 호텔
삼원 프라자 호텔
노블레스 호텔
제주 골프 호텔
속리산 관광 호텔
르네상스 호텔
필리핀 바기오 호텔
리베라 호텔
캘리포니아 호텔
위너스 관광 호텔
제천 관광 호텔
브론즈 호텔
크리스탈 호텔
라트리 호텔
힐탑 호텔
오션 사이드 호텔
서교 호텔
H호텔
IB호텔 외 다수

History / 납품실적

㈜펠리스침대의주요납품실적

서울여자대학교 기숙사
중앙대학교 기숙사
통일부 연수원
제일은행 합숙소
관동대학교 기숙사
만수노인 요양센터
대구 미군부대 외 다수

용평리조트
골든스카이 리조트
숲속의 요정 펜션 외 다수

호 텔 기 숙 사 리 조 트



Philosophy / 기업이념

브랜드그리고기업정신



믿음과 신뢰는 ㈜펠리스침대의 생명입니다.
(사)한국침대협회 부회장업체로서 ISO9001, 14001 단체표준표시 인증서를 획득하여엄격한 품질관리로 침대, 
매트리스, 스프링을 생산 및 판매하는 믿을 수 있는 전문생산업체입니다.

특화된 기술과 개발력
고객 개개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편한한 잠자리를 제안, 철저한 생산공정 관리와 장인의 고집이 만들어 내는
완벽한 품질, 신속한 A/S, 그리고 빠르고 정확한 배송시스템까지 21세기 생활문화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입니다.

정직한 경영
㈜펠리스침대는 정직을 바탕으로 한 경영마인드 아래 앞으로도 제품 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고객의 편안한 잠자리 제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기업이 될것을 약속드립니다.

Philosophy / 기업이념

고객행복,  믿음신뢰,  특화된기술과개발력



대 표 이 사

온라인사업부

마케팅팀

웹디자인팀

C/S팀

생산부

라텍스생산팀

매트리스생산팀

스프링생산팀

관리부

인사팀

경리팀

물류팀

배송관리팀

배송팀

Organization chart / 조직도

탄탄한조직력으로앞서가는전문가기업입니다.

전 무 이 사



사단법인 한국침대협회
부회장업체

국제 침대협회 가입업체

㈜펠리스침대는
재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침대협회 회원증

사단법인 한국침대협회 수석부회장
임명장

한국생활가구협회업체

Cretification / 인증현황

(주) 펠리스침대는공식인증기관인증업체입니다.



생산물배상책임(PL)보험

품질경영시스템인증서
ISO 9001

환경경영시스템인증서
ISO 14001

국제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

독일의 권위있는 품질기관
LGA

인체무해인증
ECO

Cretification / 인증현황

(주) 펠리스침대는공식인증기관인증업체입니다.



[머니투데이]
2013년 소비자만족대상수상

[스포츠조선]
2012년 대한민국 신뢰경영

Top브랜드 대상수상

[IBM 패밀리기업]
기업은행패밀리기업선정

[스포츠조선]
2011년 대한민국 신뢰경영

혁신기업 & 베스트브랜드수상

[한국일보]
2010년 한국을 빛낸 대표브랜드
침대매트리스 부분 대상수상

[경향신문]
2009년 유망브랜드 대상

침대매트리스 부분 대상수상

Award / 수상내역

각종언론및기업에서㈜펠리스침대를인정하였습니다.

[헤럴드경제]
2008년 고객감동 히트상품 선정

[스포츠서울]
2007년 산업별파워코리아선정

[삼익가구&펠리스침대]
30주년 기념 감사패 수여



[MARE] 마레독립형스프링프리미엄매트리스

천연라텍스와 SC폼그리고독립형스프링의조화로인체를부드럽게받쳐주고

점프누빔으로포근함과편안함을더해주는프리미엄매트리스입니다.

S          1000 x 2000 x 310

SS       1100 x 2000 x 310

D         1350 x 2000 x 310

Q         1500 x 2000 x 310

K         1600 x 2000 x 310

1. 황동패드

2. 휄트

3. 스카이견면

4. 자수로고

5. 독립형스프링

6. 부직포

7. 스카이견면

8. 휄트

9. SC폼

10. 천연라텍스

11. 부직포

12. BU폼

13. CU폼

14. 양모패딩

15. 비스코스원단

16. 코너지지대

17. 코너보호대

18. 헬스가드항균제

19. 자수로고(측면)

구분 규 격 (mm)

- 마레내장재사양 -

The better sleep by Felizbed



- 벤투스내장재사양-

[VENTUS] 벤투스독립형스프링프리미엄매트리스

천연라텍스와독립형스프링의조화로인체를부드럽게받쳐주고

3D 이지폼으로탄탄하게감싸더욱부드럽고편안한느낌을

더해주는프리미엄매트리스입니다.

S          1000 x 2000 x 300

SS       1100 x 2000 x 300

D         1350 x 2000 x 300

Q         1500 x 2000 x 300

K         1600 x 2000 x 300

1. 황동패드

2. 견면

3. 3D 이지폼

4. 독립형스프링

5. 부직포

6. SC폼

7. 천연라텍스

8. 부직포

9. 양모패딩

구분 규 격 (mm)

10. 비스코스원단

11. 3면지퍼형커버

The better sleep by Felizbed



[SERENA] 세레나독립형스프링매트리스

쾌적한쿨론원단과음이온화이바로항균성이좋은기능성제품이며

독립형스프링으로옆사람의움직임에방해받지않고쿠션감이좋은

고급매트리스입니다.

S          1000 x 2000 x 260

SS       1100 x 2000 x 260

D         1350 x 2000 x 260

Q         1500 x 2000 x 260

K         1600 x 2000 x 260

1. 자수로고

2. 독립형스프링

3. 부직포

4. 그린음이온화이바

5. 백색휄트

6. 친환경바이오폼

7. 스펀지+부직포

8. 양모패딩

9. 쿨론순면커버

구분 규 격 (mm)

10. 코너지지대

11. 코너보호대

12. 에어홀

-세레나내장재사양-

The better sleep by Felizbed



- 프레스턴내장재사양 -

[PRESTON] 프레스턴독립형스프링매트리스

식물성원료로만든고밀도고탄성바이오폼의탄탄함이

인체각부분을편안하게받쳐주고독립형스프링으로옆사람의움직임에

방해받지않아흔들림이적고쿠션감좋은고급매트리스입니다.

S          1000 x 2000 x 250

SS       1100 x 2000 x 250

D         1350 x 2000 x 250

Q         1500 x 2000 x 250

K         1600 x 2000 x 250

1. 독립형스프링

2. 부직포

3. 백색압축견면

4. 백색휄트

5. 친환경바이오폼

6. 스펀지+부직포

7. 양모패딩

8. 순면커버

9. 코너지지대

10. 코너보호대

구분 규 격 (mm)

11. 가드테이프

12. 에어홀

The better sleep by Felizbed



[VL-1000] 베트남 100% 천연라텍스 110Kg/m³

고밀도고탄성 100% 천연라텍스로단단한느낌으로

인체를안정적으로받쳐주는최상급라텍스매트리스입니다.

S          1000 x 2000 x 150

SS       1100 x 2000 x 150

D         1350 x 2000 x 150

Q         1500 x 2000 x 150

K         1600 x 2000 x 150

(커버포함높이총 170mm)

구분 규 격 (mm)

The better sleep by Felizbed

Feliz Latex Certification
㈜펠리스침대라텍스는국내및세계우수정식기관으로부터인증받은제품입니다.

ECO 인증서 EURO LATEX               LGA 인증서 분석성적서 국가통합인증마크



[BONOPLUS] 말레이시아 100% 천연라텍스밀도 85Kg/m³

고탄성 100% 천연라텍스로인체하중에따라탄력과쿠션감이적절하며

체중을고루분산시켜주어더욱편안한최상급라텍스매트리스입니다.

S          1000 x 2000 x 150

SS       1100 x 2000 x 150

D         1350 x 2000 x 150

Q         1500 x 2000 x 150

K         1600 x 2000 x 150

(커버포함높이총 170mm)

구분 규 격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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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liz Latex Certification
㈜펠리스침대라텍스는국내및세계우수정식기관으로부터인증받은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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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본사/전시장 : 김포시 하성면 월하로 860번길 80-39
온라인사업부 : 인천시 부평구 부평대로 283 우림라이온스벨리 A동 120호
홈페이지 : www.felizbed.com
대표전화 : 1566-99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