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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info / 회사개요 

고객과 함께하는 기업 

저희 ㈜펠리스침대는  ISPA(국제침대협회) 회원업체, 한국침대협회 수석부회장업체로써 
ISO9001, ISO14001 인증획득, 자율안전확인(KPS)인증획득, 단체표준표시 인증서 획득 생
산물배상책임(PL)보험을 가입한 침대, 매트리스, 포켓 및 본넬스프링을 생산 및 판매하는 
믿을 수 있는 매트리스 전문생산업체입니다. 
 
최근 몇 년동안 침대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내 침대업체들도 대거 출현, 난립된 상황을 보
이고 있습니다.  
 
침대문화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이 때에 ㈜펠리스침대는 젊은층 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에
게도 기능성이 강조된 제품들로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하며 한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 
 
저희 ㈜펠리스침대의 임직원은 자체설비와 20여년 동안의 노하우를 가지고 향상된 제품
을 제공하고자 고객님들의 작은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객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잠자리를 책임지기 위해서 ㈜펠리스침대는 끊임없는 기술개
발과 고품질의 제품생산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고객님들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내 최고품질의 업체로 거듭나는 그날까
지 나날이 발전하는 ㈜펠리스침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hilosophy / 기업이념 

고객과 함께하는 기업 



Company info / 회사소개 

㈜펠리스침대 경쟁력 본사/제조공장 



Company info / 회사개요 

펠리스침대 경쟁력 본사/제조공장 

1공장  Mattress Factory 

1.포켓스프링생산 
2.본넬스프링생산 
3.단면매트리스작업 

2공장  Mattress Factory 
1.매트리스 봉합공정 
2.내자재삽입공정 
3.자수작업공정 
4.누빔 및 퀼팅공정 
5.커버제작공정 
6.자동압축포장공정 

3공장  Mattress Factory 

1.라텍스절단공정 
2.박스포장공정 
3.라텍스커버공정 
4.라텍스보관창고 



Company info / 회사개요 

펠리스침대 전시장 / 라텍스체험장 / 온라인사업부 / 고객센터 

전시장/라텍스체험장 Mattress Showroom 

본사전시장에서는 라텍스체험뿐만 아니라 매트리스와 침대세트를 보실수 있습니다. 

온라인사업부/고객센터 Felizbed Online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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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tory / 연혁 

한결같이 고객과 같이 걸어온 ㈜펠리스침대의 역사입니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 매트리스 인증 
- (사)한국침대협회 수석부회장 위촉 
- 머니투데이 2013년 소비자 만족대상 수상 
 
- 스포츠조선 2012년 대한민국 신뢰경영 TOP브랜드 대상수상 
- 2012.1 신축공장준공 본사이전 (김포시 하성면 전류리 322-8) 
- ㈜삼익가구,구니카㈜,핀란디아,야보스 OEM 납품중 
- 생산물책임보험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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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한결같이 고객과 같이 걸어온 ㈜펠리스침대의 역사입니다. 

- 스포츠서울 2007 산업별 파워코리아 침대전문업체부분 
- 국제품질규격 ISO9001 인증획득 
- 리빙TV 화제집중 현장속으로 방영 
- 매트리스 전품목 자율안전확인(KPS)인증 획득 
- 생산물배상책임보험가입 
- ISPA(국제침대협회) 회원업체 가입 
- 평창숲속의 요정펜션 매트리스 납품 
 
- 던롭필로 ㈜펠리스침대 가맹점 협약 
- 전시장 오픈 (인천삼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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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익가구 
- ㈜삼익가구납품,파로마가구납품 



Philosophy / 기업이념 

브랜드 그리고 기업정신 



Philosophy / 기업이념 

고객행복,믿음신뢰,특화된 기술과 개발력. 

믿음과 신뢰는 ㈜펠리스침대의 생명입니다. 
(사)한국침대협회 부회장업체로서 ISO9001, 14001 단체표준표시 인증서를 획득하여엄격
한 품질관리로 침대, 매트리스, 스프링을 생산및 판매하는 믿을 수 있는 전문생산업체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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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송시스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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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이 될것을 약속드립니다. 



Organization chart / 조직도 

탄탄한 조직력으로 앞서가는 전문가 기업입니다. 

대 표 이 사 

온라인사업부 

마케팅팀 

웹디자인팀 

C/S팀 

생산부 

라텍스생산팀 

매트리스생산팀 

스프링생산팀 

관리부 

인사팀 

경리팀 

물류팀 

배송관리팀 

배송팀 



Cretification / 인증현황 

㈜펠리스침대는 공식인증기관 인증업체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침대협회  
부회장업체 

국제 침대협회 가입업체 

㈜펠리스침대는 재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침대협회 
회원증 

사단법인 한국침대협회 
수석부회장 임명장 

한국생활가구협회업체 



Cretification / 인증현황 

㈜펠리스침대는 공식인증기관 인증업체입니다. 

생산물배상책임(PL)보험 

품질경영시스템인증서 
ISO 9001 

환경경영시스템인증서 
ISO 14001 

국제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 

독일의 권위있는 품질기관 
LGA 

인체무해인증 
ECO 



Award / 수상내역 

각종 언론 및 기업에서 ㈜펠리스침대를 인정하였습니다 

[머니투데이] 
2013년 소비자만족대상수상 

[스포츠조선] 
2012년 대한민국 신뢰경영 

Top브랜드 대상수상 

[IBM 패밀리기업] 
기업은행패밀리기업선정 

[스포츠조선] 
2011년 대한민국 신뢰경영 혁
신기업 & 베스트브랜드수상 

[한국일보] 
2010년 한국을 빛낸 대표브랜드 
침대매트리스 부분 대상수상 

[경향신문] 
2009년 유망브랜드 대상 침대매

트리스 부분 대상수상 



각종 언론 및 기업에서 ㈜펠리스침대를 인정하였습니다 

[헤럴드경제] 
2008년 고객감동 히트상품 선정 

[스포츠서울] 
2007년 산업별 파워코리아선정 

[삼익가구&펠리스침대] 
30주년 기념 감사패 수여 

Award / 수상내역 

본사/전시장 : 김포시 하성면 전류리 322-6 
온라인사업부 : 인천시 부평구 청천2동 우림라이온스벨
리 A동 120호 
대표전화 : 1566-99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