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rand Promise
TEMPUR®는 고객에게 최상의 수면을 

선사하려는 혁신에 대한 열정으로 나아갑니다. 

1970년 NASA에서 개발한 혁신적인 소재를 

상용화하며 TEMPUR®는 프리미엄 매트리스 브랜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TEMPUR® 제품을 사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비교 대상이 없는 편안함과 지속적인 지지력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완벽한 수면을 향한 TEMPUR®의 

노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A mattress like no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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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NASA에서 우주선 이륙 시 우주인이 받는 

압력을 최소화 하기 위해 고성능 점탄성 폼 개발

1970 - 템퍼의 시작

TEMPUR® 소재로 타퍼와 유니버설 베개 첫 출시

스웨덴 텔레비젼을 통해 최초의 템퍼 광고시작

10년의 오랜 연구 끝에 스웨덴 과학자가 

TEMPUR® 폼 상용화

1980 - TEMPUR® 폼 상용화

Robert Trussel 이라는 사업가에 의해 미국에서

판매시작 (추후 Tempur-pedic 으로 변경)

1993 - TEMPUR® 미국 진출

1991 - TEMPUR® 제품화

1995 - 커뮤니케이션의 시작

TEMPUR® 의 혁신성과 우주기술의 인류 생활 기여에 

대한 공로로 우주재단으로부터 인증 획득

1998 - TEMPUR® 나사 인증 취득

2011 - 템퍼코리아 설립

템퍼가 씰리를 인수하여 

템퍼씰리인터내셔널로 합병

2013 - 템퍼, 씰리 인수

자연에서 온 실용적인 디자인의 

New Collection 출시

2017 - 템퍼코리아 신제품 론칭

현재의 템퍼 덴마크 공장

템퍼 히스토리

NASA로부터의

기술인증마크

최초의 템퍼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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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만족도  “1위”  템퍼

템퍼 매트리스와 베개에서 잠을 자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비교 대상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템퍼가 소비자 만족도 1위*를 차지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폼 매트리스의 선두이자 원조’

템퍼는 숙면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기능성 매트리스인 

폼 매트리스의 선두이자 원조입니다. 스프링 매트리스가 대부분이었던 

매트리스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며 한국에서도 그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으며, NASA의 기술에서 시작한 이 혁신적인 소재를 

성공적으로 상용화한 점이 높이 평가되어 NASA에서 템퍼에게 

기술인증 라이선스를 수여한 바 있습니다. 

* 2016 ~ 2018년 프랑스 2,163명, 이탈리아 2,323명, 그리고 영국 1,825명의 매트리스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템퍼 매트리스 사용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A mattress like no other
비교 대상이 없는 덴마크 프리미엄 매트리스

TEMPUR®

Brand Introduction



우주비행사를 보호하는 NASA의 혁신적인 신소재, 

TEMPUR®가 완성하다

NASA Technology
& TEMPUR®

미항공우주국 NASA는 1970년대 

우주선 이착륙 시 발생하는 엄청난 가속력과 압력으로부터 

우주비행사를 보호하기 위해 

점탄성 압력흡수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템퍼의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 끝에 

이 신소재를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상용화로 

인류 복지 향상에 기여했다는 인정을 받아 

NASA로부터 기술인증 라이선스를 수여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도 이 생산 기술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의 

사람들만이 아는 극비의 공식으로 관리됩니다.

최적의 상태로 제품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 덴마크의 자사 공장에서만 생산되어지고 있습니다.

템퍼는 미국우주재단의 기술인증마크(SPACE MARK) 사용을 

허가 받은 유일한 매트리스 브랜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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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TEMPUR® 폼은 덴마크 생산

Made in Denmark
TEMPUR®

TEMPUR®의 생산 기술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의 

사람들만이 아는 극비의 공식으로 관리되어 

제품의 품질이 최적의 상태로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제품은 간단해 보일 수 있어도, 

TEMPUR® 소재 뒤에는 지속적인 제품 개선을 위한 기술과 노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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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소재 개발을 향한 지속적인 노력

Sleep Technology™

TEMPUR®

Sleep Technology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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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구와 테스트에 수천만 달러를 투자하며, 

공인된 감각 전문가 및 수면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각 제품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보장합니다.

일반적인 압점 분포도

템퍼 매트리스에 누웠을 때의 압점 분포도 

압력 완화의 극대화

템퍼 소재는 오픈 셀 구조로 설계된 압력완화 물질로 

수면 시 불필요한 압력을 완화하고 체중을 고르게 분배함으로써 

편안함을 극대화합니다.

개인 맞춤화된 지지력

템퍼 소재는 일반적인 침실 온도에서 개별 사용자의 체형과 체중에 맞춰 

이상적인 상태가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템퍼는 사용자가 어떤 자세든 

가장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사용자 개개인의 체형에 맞춰 조정됩니다.

체중을 흡수하는 점탄성 셀

사용자 체형에 맞춰지도록 설계

뛰어난 움직임 흡수

템퍼 소재는 움직임을 흡수하기 때문에 마음껏 움직여도 수면 시, 

옆 사람을 방해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흡수는 리바운드를 

통해 측정하는데, 리바운드가 낮을수록 좋은 제품입니다. 일정한 중량의 

공을 일반 메모리 폼에 떨어뜨리면 최대 20%까지 튀어 오르지만, 

템퍼의 리바운드는 3% 미만입니다.

리바운드 효과로 본 움직임 흡수

일반 메모리 폼의 
최대 리바운드   

템퍼 소재의 
리바운드

오래 지속되는 성능 보증

많은 업계 전문가들이 최상의 수면을 위해 7년 주기로 매트리스의 

점검을 권장하지만 템퍼는 매트리스의 성능을 10년동안 보증합니다.

 업계 권장 기간 템퍼 보증 기간 

템퍼 매트리스는 
더 오랜 기간의 성능을 
보증합니다. 

 
7 YEARS

 
1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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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Step Certification
이중인증으로 제품 안전성 입증

Safety & Technology
TEMP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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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증을 통과한 TEMPUR® 매트리스는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됩니다.

영국에 위치한 선도적인 가구 테스트 기관인 SATRA에서 각 매트리스 방염테스트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TECHNOLOGY

Step1 템퍼 매트리스는 폼, 접착제, 섬유, 라벨 등의 구성품 전체를 대상으로 인증 진행되었으며, VOCs(휘발성 

유기화합물)를 포함한 각종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TÜV Rheinland* 로부터 입증 받았습니다.

Step2 템퍼 매트리스는 Foam과 Cover에서도 

또 하나의 인증을 획득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했습니다. 

tested for
contaminants

Foam: LGA인증으로 Foam의 안전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습니다.

Cover: 템퍼 커버는 OEKO-TEX® STANDARD 100
          1등급**을 획득하여 커버의 안전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습니다. 

** 1등급은 유아 및 3세 미만 소아용 섬유제품에 적합해야 

   받을 수 있는 등급입니다.

*‘TÜV Rheinland 인증’은 제품의 안전성, 유해성 등을 평가하는 유럽내의 대표적인 인증으로,   

  유럽 최고 권위의 인증기관인 독일의 TÜV Rheinland에서 진행 됩니다. 

Safety & Technology TEMPUR®

2-Step Certification 이중인증으로 제품 안전성 입증



TEMPUR®

Mattress 
Collections
당신에게 꼭 맞는 매트리스를 선택해 보세요.

Original
 견고한 느낌과 우수한 지지력

 Page 20

Cloud
 부드러운 느낌과 우수한 지지력

 Page 26

Sensation
 자유로운 움직임과 우수한 지지력

 Page 32



우리의 혁신적인 

매트리스를 경험하세요.
템퍼의 수면 전문가와 디자이너들은 

어떻게 하면 더 편한 수면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지 

항상 연구합니다. 이 연구는 보여지는 아름다움을 넘어 

사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는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시그니처 디자인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편하고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글로벌 디자인 리더인 

IDEO와 콜라보레이션으로 템퍼 소재에 

최적화 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TEMPUR® Material 
독특한 템퍼 소재는 당신의 신체 구석구석까지 

꼭 맞게 형상화 되어 안락함이 필요한 부위는 

포근하게 감싸주고, 견고함이 필요한 부위는 

단단하게 받쳐줍니다. 또한, 체중 및 온도에도 

반응하여 최적의 수면 상태로 안내합니다.

QuickRefresh™ 커버

더 이상 힘들게 커버를 벗길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이 간편한 지퍼방식의 

퀵리프레쉬 커버는 원할 때 쉽게 커버를 

벗기고 세탁할 수있어 늘 새것처럼 

위생적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CoolTouch™ 테크놀로지 

최신 직물 기술로 탄생한 쿨터치 기술은 

커버의 시원한 촉감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열을 흡수하여 쾌적한 수면환경을 

지향합니다.

10년 보증 

템퍼 매트리스의 성능을 10년동안 보증합니다.

Mattress Collections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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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Collections

템퍼 오리지날 컬렉션은 템퍼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랑 받는 

제품입니다.

템퍼의 핵심 장점을 갖추고 있어 템퍼의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뛰어난 편안함과 지지력을 통해 당신의 신체에 

놀라운 경험을 제공해 드립니다.

보다 견고한 느낌의 매트리스를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하며 높이와 기능에 따라 여러가지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Sleep 
Technology 

Original

몸에 꼭 맞는 편안함과 뛰어난 지지력을 느껴보세요. 

템퍼 오리지날은 압점을 완화하고 옆 사람의 움직임을 흡수해 

진정한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TEMPUR® foam
템퍼의 획기적인 점탄성 소재는 NASA에서 

우주선 이착륙 시 우주비행사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압력 완화 소재는 체형에 맞춰 조절되며 

압력을 표면 전체에 고르게 분산시킵니다. 

또한 점탄성 성질을 갖고 있는 오픈 셀 

구조는 압축 후 점진적으로 원래의 모양을 

회복합니다.

QuickRefreshTM 커버

부드러운 맞춤형 커버로 지퍼가 있어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탁을 원할 때는 언제든지 쉽게 세탁하세요.

CoolTouchTM 테크놀로지

매일 밤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쿨터치 기술은 커버의 차가운 촉감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열을 흡수합니다.

Mattress Collections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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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꼭 맞는 럭셔리한 편안함과 

우수한 지지력을 갖춘 최고급 템퍼 소재로, 

뒤척임을 유발할 수 있는 압점을 줄입니다. 

편리한 퀵리프레쉬 커버는 지퍼를 열어 

쉽게 분리한 후 세탁할 수 있습니다.
몸에 꼭 맞는 편안함과 우수한 지지력을 

갖춘 템퍼 소재로, 뒤척임을 유발할 수 

있는 압점을 줄입니다. 편리한 퀵리프레쉬 

커버는 지퍼를 열어 쉽게 분리한 후 

세탁할 수 있습니다.

몸에 꼭 맞는 편안함과 우수한 지지력을 

갖춘 템퍼 소재로, 뒤척임을 유발할 수 

있는 압점을 줄입니다. 또한 커버를 

분리해 세탁할 수 있습니다.

템퍼 

오리지날 럭스

템퍼 

오리지날 엘리트

템퍼 

오리지날 슈프림

5cm TEMPUR® Comfort Material

9cm TEMPUR® Support Material

8cm DuraBase™ Technology

8cm DuraBase™ Technology

CoolTouch™

3cm TEMPUR® Comfort Material

9cm TEMPUR® Support Material

6.5cm DuraBase™ Technology

6.5cm DuraBase™ Technology

2cm TEMPUR® Comfort Material

8cm TEMPUR® Support Material

11cm DuraBase™ Technology

한층 시원한 느낌의 소재

Size & Price

Size
S 100x200

150x200

180x200

120x200

160x200

SS
Q
K

XK

3,900,000

5,250,000

6,400,000

4,550,000

5,800,000

Price

Size & Price

Size
S 100x200

150x200

180x200

120x200

160x200

SS
Q
K

XK

2,950,000

4,100,000

4,900,000

3,500,000

4,400,000

Price

Size & Price

Size
S 100x200

150x200

180x200

120x200

160x200

SS
Q
K

XK

2,550,000

3,500,000

4,200,000

3,050,000

3,800,000

Price

Foam & Cover – Denmark
QR Cover – Romania

Foam & Cover – Denmark
QR Cover – Ukraine

Foam & Cover – Den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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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퍼 클라우드 컬렉션은 지지력이 좋으면서도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의 매트리스를 원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클라우드 매트리스의 맨 위의 컴포트층은 특별히 개발된 

TEMPUR® ES(Extra Soft) 소재로 제작되어 눕는 즉시 

구름 위에 떠있는 듯한 편안한 휴식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또한 템퍼 지지층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템퍼의 핵심 장점인 

편안함, 지지력, 내구성과 함께 한층 부드러운 느낌을 

제공합니다.

Cloud
Collections



Sleep 
Technology

Cloud

템퍼 소재의 쿠션감 있는 소프트 버전으로 

체온과 체중에 한층 빠르게 반응해 온몸을 

감싸 안는 느낌을 선사합니다. 

소프트 버전이지만 오픈 셀 구조를 엄격하게 

테스트했으며, 매일 밤낮으로 사용해도 

마모되지 않습니다. 매일 밤 구름에 떠있는 

듯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QuickRefreshTM 커버

부드러운 맞춤형 커버로 지퍼가 있어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탁을 원할 때는 언제든지 쉽게 세탁하세요.

CoolTouchTM 테크놀로지

매일 밤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쿨터치 기술은 커버의 차가운 촉감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열을 흡수합니다.

한층 포근한 느낌으로 온몸을 감싸면서도 

템퍼의 대표적인 수면 기술이 지닌 모든 장점과 

오래 지속되는 지지력을 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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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부드러운 템퍼 매트리스가 감싸는 

럭셔리한 느낌, 한층 포근한 부드러움과 

지지력의 조화. 특수 개발된 템퍼 엑스트라 

소프트 소재가 몸에 꼭 맞는 편안함과 

휴식을 선사하며, 견고한 템퍼 지지층이 

오래 지속되는 지지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편리한 퀵리프레쉬 커버는 손쉽게 

지퍼를 열어 분리한 후 세탁할 수 있습니다.

템퍼 

클라우드 슈프림

템퍼 

클라우드 엘리트

템퍼 

클라우드 럭스

한층 포근한 부드러움과 지지력의 조화. 

특수 개발된 템퍼 엑스트라 소프트 소재가 

몸에 꼭 맞는 편안함과 휴식을 선사하며, 

견고한 템퍼 지지층이 오래 지속되는 

지지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편리한 

퀵리프레쉬 커버는 손쉽게 지퍼를 열어 

분리한 후 세탁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움과 지지력의 조화. 

특수 개발된 템퍼 엑스트라 소프트 소재가 

몸에 꼭 맞는 편안함과 휴식을 선사하며, 

견고한 템퍼 지지층이 오래 지속되는 

지지력을 제공합니다.

7cm TEMPUR® Extra  
 Soft Material

9cm TEMPUR® Support Material

6.5cm DuraBase™ Technology

7.5cm DuraBase™ Technology

CoolTouch™

7cm TEMPUR® Extra  
 Soft Material

7cm TEMPUR® Support Material

11cm DuraBase™ Technology

5cm TEMPUR® Extra  
 Soft Material

5cm TEMPUR® Support Material

11cm DuraBase™ Technology

한층 시원한 느낌의 소재

Size & Price

Size
S 100x200

150x200

180x200

-

160x200

SS
Q
K

XK

3,900,000

5,250,000

6,400,000

-

5,800,000

Price

Size & Price

Size
S 100x200

150x200

180x200

120x200

160x200

SS
Q
K

XK

2,950,000

4,100,000

4,900,000

3,500,000

4,400,000

Price

Size & Price

Size
S 100x200

150x200

180x200

120x200

160x200

SS
Q
K

XK

2,550,000

3,500,000

4,200,000

3,050,000

3,800,000

Price

Foam & Cover – Denmark
QR Cover – Romania

Foam & Cover – Denmark
QR Cover – Ukraine

Foam & Cover – Den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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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ation
Collections

매트리스 위에서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원하신다면 

템퍼 센세이션 컬렉션이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템퍼 소재의 균형 잡힌 조합이 최상의 편안함과 지지력으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해 주며, 특수 개발된 

Dynamic Support Technology를 통해 침대 위에서 보다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Sleep 
Technology

Sensation

자유로운 움직임을 도와주는 다이내믹 서포트 

기술이 탄력 있는 지지력을 높여줍니다. 

압축 상태에서 빠르게 회복되는 성질 덕분에 

매트리스 위에서 보다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QuickRefreshTM 커버

부드러운 맞춤형 커버로 지퍼가 있어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탁을 원할 때는 언제든지 쉽게 세탁하세요.

템퍼 센세이션 매트리스는 기존의 템퍼 매트리스에서 느끼던 

편안함과 지지력에 Dynamic Support Techonology를 추가해 

침대 위에서 움직임이 자유롭도록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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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퍼 

센세이션 슈프림

템퍼 

센세이션 엘리트

템퍼 소재가 몸에 꼭 맞는 편안함으로 

압점을 완화하는 한편, 템퍼 다이내믹 

서포트 기술이 자유로운 움직임과 

지지력을 보장합니다. 또한 손쉽게 지퍼를 

열어 세탁할 수 있는 퀵리프레쉬 커버로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템퍼 소재가 몸에 꼭 맞는 편안함으로 

압점을 완화하는 한편, 템퍼 다이내믹 

서포트 기술이 자유로운 움직임과 

지지력을 보장합니다. 커버를 분리해 

세탁할 수 있습니다.

3cm TEMPUR® Comfort Material

4cm TEMPUR® Support Material
 

4cm Dynamic Support  
 Technology

14cm DuraBase™ Technology

2cm TEMPUR® Comfort Material

4cm TEMPUR® Support Material
 

4cm Dynamic Support  
 Technology

11cm DuraBase™ Technology

Size & Price

Size
S 100x200

150x200

180x200

120x200

160x200

SS
Q
K

XK

2,950,000

4,100,000

4,900,000

3,500,000

4,400,000

Price

Size & Price

Size
S 100x200

150x200

180x200

120x200

160x200

SS
Q
K

XK

2,550,000

3,500,000

4,200,000

3,050,000

3,800,000

Price

Foam & Cover – Denmark
QR Cover – Ukraine

Foam & Cover – Denmark



 Toppers
TEMPUR®

최상의 부드러움과 편안함을 드립니다. 

모든 매트리스 위에 사용할 수 있으며, 템퍼의 부드러움과 

편안함을 한결 더 느끼실 수 있습니다.

TEMPUR® Topper 5 
템퍼 타퍼 5

Size & Price

Size
S 100x200x5cm

150x200x5cm

180x200x5cm

120x200x5cm

160x200x5cm

SS
Q
K

XK

1,000,000

1,300,000

1,500,000

1,200,000

1,400,000

Price

Warranty Washable

60°
커버세탁가능

Cover

75%
Cotton

25%
Polyester

두께 7cm의 타퍼로 한 면은 기존의 벨벳 원단으로 포근한 

감촉을 유지하고 다른 한 면은 부드러운 더블저지 소재를 

사용하여, 뒤집어서 사용할 수 있는 오버레이 제품입니다. 

템퍼 소재로 만들어져 놀라운 편안함을 제공하며, 

쉽게 분리·세탁이 가능합니다.

TEMPUR® Topper 7 
템퍼 타퍼 7

Washable

40°
커버세탁가능

Cover

100%
Velour

Double
   Jersey

Warranty

Size & Price

Size
S 100x200x7cm

150x200x7cm

180x200x7cm

120x200x7cm

160x200x7cm

SS
Q
K

XK

1,200,000

1,600,000

2,000,000

1,400,000

1,800,000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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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t
•말아서 보관이 용이

•커버는 쉽게 분리할 수 있으며 타퍼 5는 60°C, 타퍼 7는 40°C에서 물세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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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퍼 매트리스에 최적화된 모션 베드

Tempur Zero G

Zero G Bed Systems
by TEMPUR®

Equipped with innovative Design and Technology 

DESIgNED 
IN CAlIFORNIA

gERMAN
OKIN MOTOR

International Certif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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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추	 목과 어깨가 완벽하게 정렬되도록 하여 불량한 자세로 인한 근육 긴장을 이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허리	 척추를 중립자세로 정렬하여 허리가 받는 압력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꼬리뼈	 인클라인(기울어짐)으로 장시간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음

 다리	 무릎 위치를 심장보다 높게 하여 혈액 순환 기능을 향상시키며 부종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Benefits

침대를 최대로 높였을때의 포지션으로 장시간 편안하게 앉아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TEMPUR® Fully inclined Position 

 경추	 식도에 가해지는 압력이 완화되어 위산 역류와 코골이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허리	 다리를 올린 상태에서의 수면은 하반신을 이완시켜 허리의 긴장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꼬리뼈	 일자로 평평하게 눕게 하는 것과는 달리, Zero g (제로지) 포지션은 꼬리뼈에 가해지는 압력을 최적으로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다리	 무릎 위치를 심장보다 높게 하여 정맥 혈액 순환 기능을 향상시키고 부종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Benefits

템퍼 Zero G 포지션은  다리를 심장보다 높은 곳에 위치시키고 

상체를 살짝 들어 올린 자세로 마치 무중력(Zero gravity) 상태와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휴식에 가장 이상적인 자세입니다.

TEMPUR® Zero G Position 

모션 베드를 사용하면 더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TEMPUR®

Zero G Curve
The One
일반적인 모션 베드들과 달리 모션 베드 상단의 plate가 여러 개로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로(The One) 구성되어 확실한 지지력을 느낄 수 있는 모션 베드의 Luxury 라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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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UR®

Zero G Curve Key Features
인체에 가장 편한 유선형 디자인을 위해 

신소재인 CFRT와 통풍이 뛰어난 

매쉬 소재를 침대 상단에 적용 

Curve Design

새로운 기술의 잔잔한 소닉 마사지를 통해 

편안한 휴식 및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Sonic Massage

Size & Price
S (98x197cm)

Bed Base

Head board

5,050,000

515,000
4,550,000

415,000

Q (148x197cm)

✽색상 _ 그레이, 베이지
✽높이 _ 약 30.2cm (바닥부터 제품 상단까지, 헤드 제외)

Zero G 모션 베드는 일반 모션 베드와는 

달리 상체를 높였을 때, 하단 부분을 

동시에 헤드 쪽으로 당겨주어, 옆에 

위치한 테이블이 상체를 높여도 동일한 

거리에 있음

Wall Hugging

다양한 움직임에도 딱 맞게 밀착되도록 

템퍼 매트리스에 최적화된 설계

Best fit for Tempur

침대 하단에 LED 무드등이 있어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

Underbed Lighting

무선 리모콘으로 편리하게 조절 및

원하는 자세의 메모리 기능

Wireless Remote

One touch Preset: 
세가지 미리 설정된 포지션 사용 가능

1. 코골이 방지  2. 릴렉스  3. TV시청

Memory:
Ⅰ/Ⅱ/Ⅲ 버튼을 사용하여 원하는 

포지션으로 세팅 가능 

(1) 원하는 자세로 모션 베드 설정 

(2) Ⅰ/Ⅱ/Ⅲ 버튼을 5초간 누름 

(3) 램프에 불이 들어오면 설정 완료 

 * Flat, Zero G 버튼 동시에 5초 이상 

   누르면 사전 설정으로 복원 가능

One touch Preset or 
Memory

템퍼 Zero G 모션 베드에 탑재된 

Zero G 포지션은 다리를 심장보다 

높은 곳에 위치시키고 상체를 살짝 들어 

올린 자세로, 마치 무중력(Zero Gravity) 
상태와 같은 편안함을 제공

ZERO G Position

여러 개의 plate가 아닌 하나의 plate만
으로 구성되어 매트리스에 더욱 더 밀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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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UR®

Zero G Contour
Hidden 14
모션 베드에 숨겨진 (Hidden) 14cm가 몸에 맞춘 듯한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Zero G | 51
TEMPUR®

50

TEMPUR®

Zero G Contour Key Features
헤드 부분이 따로 움직여 한 층 더 세밀한

자세 조정 가능

Head tilt

헤드섹션의 모션 베이스가 확장 이동하여 

사용자의 복부 압박을 해소해 편안한 

자세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함

Contour Base

✽색상 _ 그레이, 베이지
✽높이 _ 약 33cm (바닥부터 제품 상단까지, 헤드 제외)

Size & Price
S (98x197cm) Q (148x197cm)SS (118X197cm)

Bed Base

Head board
3,890,000 4,390,0004,090,000

415,000 515,000465,000

다양한 움직임에도 딱 맞게 밀착되도록 

템퍼 매트리스에 최적화된 설계

Best fit for Tempur

Zero g	모션 베드는 일반 모션 베드와는 

달리 상체를 높였을 때, 하단 부분을 

동시에 헤드 쪽으로 당겨주어, 옆에 

위치한 테이블이 상체를 높여도 동일한 

거리에 있음

Wall Hugging

침대 하단에 lED 무드등이 있어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

Underbed Lighting

무선 리모콘으로 편리하게 조절 및

원하는 자세의 메모리 기능

Wireless Remote

One touch Preset: 
세가지 미리 설정된 포지션 사용 가능

1. 코골이 방지  2. 릴렉스  3. TV시청

Memory:
Ⅰ/Ⅱ/Ⅲ 버튼을 사용하여 원하는 

포지션으로 세팅 가능 

(1) 원하는 자세로 모션 베드 설정 

(2) Ⅰ/Ⅱ/Ⅲ 버튼을 5초간 누름 

(3) 램프에 불이 들어오면 설정 완료 

 * Flat, Zero g 버튼 동시에 5초 이상 

   누르면 사전 설정으로 복원 가능

One touch Preset or 
Memory

템퍼 Zero g 모션 베드에 탑재된 

Zero g 포지션은 다리를 심장보다 

높은 곳에 위치시키고 상체를 살짝 들어 

올린 자세로, 마치 무중력(Zero gravity) 
상태와 같은 편안함을 제공

ZERO G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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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UR®

Zero G Lifestyle
Zero Gravity
Zero G position은 마치 무중력(Zero Gravity) 상태와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휴식에 가장 이상적인 자세입니다.



마사지 기능을 통해 신체에 가해지는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3가지 강도 조절가능)

Massage

✽색상 _ 그레이, 베이지
✽높이 _ 약 32cm (바닥부터 제품 상단까지, 헤드 제외)

Size & Price
S (98x197cm) Q (148x197cm)SS (118X197cm)

Bed Base

Head board
2,990,000 3,490,0003,190,000

415,000 515,000465,000

TEMPUR®

Zero G Lifestyle Key Features

템퍼 Zero g 모션 베드에 탑재된 

Zero g 포지션은 다리를 심장보다 

높은 곳에 위치시키고 상체를 살짝 들어 

올린 자세로, 마치 무중력(Zero gravity) 
상태와 같은 편안함을 제공

ZERO G Position

Zero G | 55
TEMPUR®

54

심플하고 모던한 디자인은 어떤 침실에도 

잘 어울리며 다양한 공간활용이 가능

Modern Design

다양한 움직임에도 딱 맞게 밀착되도록 

템퍼 매트리스에 최적화된 설계

Best fit for Tempur

Zero g	모션 베드는 일반 모션 베드와는 

달리 상체를 높였을 때, 하단 부분을 

동시에 헤드 쪽으로 당겨주어, 옆에 

위치한 테이블이 상체를 높여도 동일한 

거리에 있음

Wall Hugging

무선 리모콘으로 편리하게 조절 및

원하는 자세의 메모리 기능

Wireless Remote

One touch Preset: 
세가지 미리 설정된 포지션 사용 가능

1. 코골이 방지  2. 릴렉스  3. TV시청

Memory:
Ⅰ/Ⅱ/Ⅲ 버튼을 사용하여 원하는 

포지션으로 세팅 가능 

(1) 원하는 자세로 모션 베드 설정 

(2) Ⅰ/Ⅱ/Ⅲ 버튼을 5초간 누름 

(3) 램프에 불이 들어오면 설정 완료 

 * Flat, Zero g 버튼 동시에 5초 이상 

   누르면 사전 설정으로 복원 가능

One touch Preset or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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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d Frame  
Collections
매트리스와 잘 어울리는 북유럽 감성의 프레임으로 
모던한 연출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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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정재목 (미송 원목) / 고급 인조가죽

  헤드 외: MDF / 고급 인조가죽
✽갈빗살 포함 
✽색상 _ 블루, 아이보리, 그레이, 다크 올리브, 라이트 그레이

듀얼 헤드쿠션의 프레임으로 편하게 기대고 싶은 느낌 

Formula (포뮬러)

TEMPUR®

LegHeadboard

H/mm

L/mm W/mm

듀얼 헤드쿠션

푹신하면서도 포근한 헤드 쿠션으로 

편한 느낌 

안정적인 구조

바닥까지 떨어지는 협으로 

안정적인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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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Size & Price

Frame Size (WxLxH/mm)

S 1090x2380x1070mm

1590x2380x1070mm

1890x2380x1070mm
2090x2380x1070mm
2490x2380x1070mm

1290x2380x1070mm

1690x2380x1070mm

SS
Q
K

XK
KK
DSS

2,600,000

3,150,000

3,550,000
3,750,000
4,100,000

2,850,000

3,350,000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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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L/mm W/mm

Frame Size & Price

Frame Size (WxLxH/mm)

S 1200x2155x1030mm

1700x2155x1030mm

2000x2155x1030mm

1400x2155x1030mm

1800x2155x1030mm

2200x2155x1030mm
2600x2155x1030mm

SS
Q
K

XK
KK
DSS

2,300,000

2,850,000

3,250,000

2,400,000

2,950,000

3,550,000
4,100,000

Price

✽MDF
✽고급 패브릭
✽갈빗살 포함
✽색상 _ 베이직, 라이트 그레이, 퍼플, 네이비, 그린, 브라운, 다크 그레이, 카키

북유럽 감성의 심플하고 기능적인 프레임

Origin (오리진)

TEMPUR®

고급 패브릭  

고급 패브릭을 적용하여
심플하고 고급스러운 
북유럽 스타일을 표현 

다양한 색상   

다양한 색상 구성으로 
원하는 컨셉의 인테리어 
연출 가능
 

 
 

H/mm

L/mm W/mm

Frame Size & Price

Frame Size (WxLxH/mm)

S 1090x2170x1300mm

1590x2170x1300mm

1890x2170x1300mm
2090x2170x1300mm
2490x2170x1300mm

1290x2170x1300mm

1690x2170x1300mm

SS
Q
K

XK
KK
DSS

2,400,000

2,950,000

3,350,000
3,650,000
4,200,000

2,500,000

3,050,000

Price

✽헤드: 정재목 (미송) / 고급 패브릭

  헤드 외: MDF / 고급 패브릭
✽고급 패브릭 _ 방수,방염
✽갈빗살 포함 
✽색상 _ 샌드, 라이트 그레이, 그레이, 다크 그레이, 블랙, 라이트 퍼플 

높은 헤드프레임과 일정한 패턴을 갖춘 Classic한 디자인이 

인상적인 프레임

Bella (벨라)

TEMPUR®

Classic 디자인

높은 헤드와 일정한 패턴이
주는 디자인으로Classic한 
스타일의 연출 가능
 

방염 & 방수  

방염 & 방수 원단으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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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L/mm W/mm

Frame Size & Price

Frame Size (WxLxH/mm)

S 1350x2270x1000mm

1850x2270x1000mm

2150x2270x1000mm
2350x2270x1000mm
2750x2270x1000mm

1550x2270x1000mm

1950x2270x1000mm

SS
Q
K

XK
KK
DSS

2,400,000

2,950,000

3,250,000
3,550,000
4,000,000

2,600,000

3,050,000

Price

✽MDF, 정재목
✽기능성 패브릭 _ 발수, 방염, Pet Proof 
✽갈빗살 포함
✽색상 _ 스톤 그레이, 어텀 브라운, 로얄 네이비, 바닐라 브라운

RPR 패브릭 사용 

•Water Repellent(발수)  •Pet Proof(긁힘방지)*  •Flame Retardant(방염)

✽기본적인 긁힘 방지 기능 있으나, 과도한 긁힘이 있을 경우 손상될 수 있습니다.

사선으로 마무리 된 헤드 측면으로 모던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 연출

Abel (아벨)

TEMPUR®

기능성 원단  

발수, 방염, Pet Proof
기능성 원단이 적용되어
내구성을 높임

모던한 감성   

헤드 측면은 사선으로 
마무리 되며 모던한 감성 제공 

 
 

H/mm

L/mm W/mm

Frame Size & Price

Frame Size (WxLxH/mm)

S 1260x2200x1350mm

1760x2200x1350mm

2060x2200x1350mm
2260x2200x1350mm
2660x2200x1350mm

1460x2200x1350mm

1860x2200x1350mm

SS
Q
K

XK
KK
DSS

2,700,000

3,200,000

3,500,000
3,800,000
4,250,000

2,900,000

3,300,000

Price

✽MDF, 정재목
✽기능성 패브릭 _ 발수, 방염, Pet Proof 
✽갈빗살 포함
✽색상 _ 스톤 그레이, 어텀 브라운, 로얄 네이비, 바닐라 브라운

RPR 패브릭 사용 

•Water Repellent(발수)  •Pet Proof(긁힘방지)*  •Flame Retardant(방염)

✽기본적인 긁힘 방지 기능 있으나, 과도한 긁힘이 있을 경우 손상될 수 있습니다.

높은 헤드와 둥글게 디자인된 협의 구성으로 안정감이 느껴지는 프레임

Selene (셀레네)

TEMPUR®

기능성 원단  

발수, 방염, Pet Proof
기능성 원단이 적용되어
내구성을 높임

안정적인 디자인  

높은 헤드에 풋과 협은 
둥글게 디자인되어 
안정감을 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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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L/mm W/mm

Frame Size & Price

Frame Size (WxLxH/mm)

S 1400x2260x1100mm

1900x2260x1100mm

2200x2260x1100mm
2400x2260x1100mm
2800x2260x1100mm

1600x2260x1100mm

2000x2260x1100mm

SS
Q
K

XK
KK
DSS

2,490,000

2,990,000

3,390,000
3,790,000
4,290,000

2,590,000

3,090,000

Price

✽헤드: 정재목 (미송 원목) / 고급패브릭

  헤드 외: MDF / 고급패브릭
✽갈빗살 포함 
✽색상 _ 샌드, 쿨그레이, 퍼플, 로지 브라운, 다크 올리브, 브라운, 딥블루

대지의 여신이라는 이름처럼 감싸 안아주는 듯한 

헤드 디자인이 인상적임 

Rhea (레아)

TEMPUR®

견고한 구조  

헤드와 협의 견고한 
구조로 안정적인 느낌 

허그 디자인  

헤드의 감싸안는 
디자인으로 따듯한 느낌 

 
 

✽MDF
✽기능성 패브릭 _ 발수, 방염, Pet Proof 
✽갈빗살 포함
✽색상 _ 스톤 그레이, 어텀 브라운, 로얄 네이비, 바닐라 브라운

RPR 패브릭 사용 

•Water Repellent(발수)  •Pet Proof(긁힘방지)*  •Flame Retardant(방염)

✽기본적인 긁힘 방지 기능 있으나, 과도한 긁힘이 있을 경우 손상될 수 있습니다.

Simple한 디자인에 라인으로 포인트를 준 Stylish한 프레임

Lucy (루시)

TEMPUR®

기능성 원단  

발수, 방염, Pet Proof
기능성 원단이 적용되어
내구성을 높임

Simple & Stylish   
헤드 테두리 부분에 들어간 
디자인이 Simple하면서도

Stylish한 느낌을 선사

H/mm

L/mm W/mm

Frame Size & Price

Frame Size (WxLxH/mm)

S 1240x2180x1100mm

1740x2180x1100mm

2040x2180x1100mm
2240x2180x1100mm
2640x2180x1100mm

1440x2180x1100mm

1840x2180x1100mm

SS
Q
K

XK
KK
DSS

2,300,000

2,850,000

3,150,000
3,450,000
3,750,000

2,500,000

2,950,000

Price

✽제로 지 구매 시, 별도 전용 다리 구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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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L/mm W/mm

Frame Size & Price

Frame Size (WxLxH/mm)

S 1370x2380x1150mm

1870x2380x1150mm

2170x2380x1150mm
2370x2380x1150mm
2770x2380x1150mm

1570x2380x1150mm

1970x2380x1150mm

SS
Q
K

XK
KK
DSS

3,150,000

3,650,000

4,300,000
4,700,000
5,200,000

3,350,000

3,850,000

Price

부드럽고 포근한 헤드   

높고 부드러운 헤드 디자인과 
러시아 산 거위털로 편하게
기댈 수 있는 헤드

견고한 구성   

헤드와 협의 견고한 
구조로 안정성 확보

✽고급 인조가죽(PU) 
✽MDF, 정재목 
✽갈빗살 포함 
✽색상 _ 클래식 그레이, 퓨어 아이보리, 트루 네이비 

부드러운 곡선의 헤드 디자인과 그 안에 숨겨진 거위 털이 선사하는 

포근함이 특징인 프레임 (거위 털- Russia)

Breanna (브리나)

TEMPUR®

 
 

H/mm

L/mm W/mm

Frame Size & Price

Frame Size (WxLxH/mm)

S 1045x2310x1050mm

1545x2310x1050mm

1845x2310x1050mm

1245x2310x1050mm

1645x2310x1050mm

2045x2310x1050mm
2445x2310x1050mm

SS
Q
K

XK
KK
DSS

4,190,000

4,890,000

5,390,000

4,390,000

5,090,000

5,790,000
6,290,000

Price

✽헤드와 측면 그리고 풋보드 전체가 최고급 천연 가죽으로 제작됨
✽갈빗살 포함
✽색상 _ 크림, 브라운, 블랙

최고급 천연가죽이 선사하는 프리미엄 디자인

NYNY (뉴욕뉴욕)

TEMPUR®

뛰어난 쿠션감

헤드보드의 
뛰어난 쿠션감으로 

지지력이 우수 

안정적인 구조

바닥까지 떨어지는 프레임으로 
안정적인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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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L/mm W/mm

Frame Size & Price

Frame Size (WxLxH/mm)

S 1110x2210x1140mm

1610x2210x1140mm

1910x2210x1140mm
2110x2210x1140mm
2510x2210x1140mm

1310x2210x1140mm

1710x2210x1140mm

SS
Q
K

XK
KK
DSS

2,500,000

2,950,000

3,350,000
3,650,000
4,200,000

2,600,000

3,050,000

Price

✽MDF, 정재목, 천연무늬목
✽고급 패브릭 
✽갈빗살 포함
✽색상 _ 베이직, 라이트 그레이, 다크 그레이, 네이비, 카키, 샌드 베이지

모던한 패브릭 스타일에 천연무늬목을 포인트로 준 프레임

Mane (마네)

TEMPUR®

심플 디자인   

헤드 사이드 부분은 
천연 무늬목으로 심플하게
디자인 됨
 

모던한 구성  

직선으로 구성된 프레임들은 
모던한 느낌을 제공
 

 
 

H/mm

L/mm W/mm

Frame Size & Price

Frame Size (WxLxH/mm)

S 1180x2150x1030mm

1680x2150x1030mm

1980x2150x1030mm
2180x2150x1030mm
2580x2150x1030mm

1380x2150x1030mm

1780x2150x1030mm

SS
Q
K

XK
KK
DSS

2,400,000

2,950,000

3,350,000
3,650,000
4,000,000

2,600,000

3,050,000

Price

✽MDF, 정재목
✽고급 패브릭 
✽갈빗살 포함
✽색상 _ 베이직, 라이트 그레이, 다크 그레이, 네이비, 카키, 샌드 베이지

심플한 가로 패턴의 디자인으로 모던함을 제공

Ribe (리베)

TEMPUR®

심플한 디자인

가로 패턴으로 
심플하게 디자인 되어 

모던한 감성 제공 

견고한 구성

헤드와 협의 견고한 구조로 
안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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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L/mm W/mm

Frame Size & Price

Frame Size (WxLxH/mm)

S 1180x2150x1030mm

1680x2150x1030mm

1980x2150x1030mm
2180x2150x1030mm
2580x2150x1030mm

1380x2150x1030mm

1780x2150x1030mm

SS
Q
K

XK
KK
DSS

2,550,000

3,050,000

3,550,000
3,800,000
4,200,000

2,750,000

3,250,000

Price

심플한 디자인  

세로 패턴으로 
심플하게 디자인 되어 
모던한 감성 제공 

견고한 구성   

헤드와 협의 견고한 구조로 
안정성 확보
 

✽고급패브릭
✽MDF, 정재목 
✽갈빗살 포함
✽색상 _ 베이직, 라이트 그레이, 다크 그레이, 네이비, 카키, 샌드 베이지

심플한 세로 패턴의 디자인으로 모던한 분위기 연출

Rowen (로웬)

TEMPUR®

 
 

H/mm

L/mm W/mm

Frame Size & Price

Frame Size (WxLxH/mm)

S 1220x2320x1030mm

1720x2320x1030mm

2020x2320x1030mm
2220x2320x1030mm
2620x2320x1030mm

1420x2320x1030mm

1820x2320x1030mm

SS
Q
K

XK
KK
DSS

2,300,000

2,750,000

3,150,000
3,450,000
3,750,000

2,500,000

2,850,000

Price

✽정재목 (미송 원목)
✽고급 인조가죽
✽갈빗살 포함 
✽친환경 수성 코팅제(이태리산) 
✽색상 _ 블루, 아이보리, 그레이, 다크 올리브, 라이트 그레이

원형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프레임으로 부드러우면서 

안정적인 느낌을 제공

Olive (올리브)

TEMPUR®

라운드 디자인  

헤드와 협의 라운드 
디자인으로 부드러운 
느낌을 살림 

안정적인 구조  

바닥까지 떨어지는 협으로 
안정적인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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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L/mm W/mm

Frame Size & Price

Frame Size (WxLxH/mm)

S 1180x2380x1010mm

1680x2380x1010mm

1980x2380x1010mm
2180x2380x1010mm
2580x2380x1010mm

1380x2380x1010mm

1780x2380x1010mm

SS
Q
K

XK
KK
DSS

3,900,000

4,950,000

6,000,000
6,650,000
7,650,000

4,200,000

5,350,000

Price

✽제로 지 구매 시, 별도 전용 다리 구매 필요

천연 가죽 & 거위털   

Natural 한 느낌이 살아있는
천연 가죽과 러시아산 거위털로 
포근하게 기댈 수 있음

견고한 구성   

헤드와 협의 견고한 
구조로 안정성 확보

✽헤드: MDF, 정재목 / 프리미엄 천연 가죽 

  헤드 외: MDF / 천연 무늬목
✽친환경 수성 코팅제 (이태리산)
✽갈빗살 포함 
✽색상 _ 루나 베이지, 루나 그레이, 루나 초콜릿

프리미엄 천연가죽의 고급스러움과 그 안에 숨겨진 거위 털이 선사하는 

포근함이 특징인 프레임 (가죽- Italy / 거위 털- Russia)

Heather (헤더)

TEMPUR®

 
 

H/mm

L/mm W/mm

Frame Size & Price

Frame Size (WxLxH/mm)

S 1170x2460x1040mm

1670x2460x1040mm

1970x2460x1040mm
2170x2460x1040mm
2570x2460x1040mm

1370x2460x1040mm

1770x2460x1040mm

SS
Q
K

XK
KK
DSS

2,700,000

3,150,000

3,650,000
4,100,000
4,300,000

2,850,000

3,350,000

Price

✽헤드: 정재목, MDF / 고급 인조가죽

  헤드 외: 원목(미송)다리, MDF / 고급 인조가죽
✽갈빗살 포함 
✽색상 _ 클래식 그레이, 퓨어 아이보리, 트루 네이비

이중 라운드 디자인의 헤드가 연출하는 클래식한 분위기

Mia (미아)

TEMPUR®

라운드 디자인  

헤드의 이중 라운드 
디자인으로 부드러운 
분위기 연출  

안정적인 구조  

견고한 형태의 구조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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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퍼 협탁은 프레임과 함께하면 한 층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는 물론, 

실용성까지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음

Bedside Tables
TEMPUR®

뉴욕뉴욕 1단 협탁 오리진 2단 협탁

Size & Price

구     분 Size Price Model

1단 협탁

가죽 협탁

450x450x350cm

650,000 뉴욕뉴욕 / 헤더 

고급 인조 가죽

& 패브릭 협탁
500,000

레아 / 미아 / 벨라 / 브리나 / 오리진 / 올리브 / 포뮬러 / 리베 / 로웬 / 
마네 / 아벨 / 루시 / 셀레네 

2단 협탁

가죽 협탁

450x450x500cm

850,000 뉴욕뉴욕 / 헤더

고급 인조 가죽

& 패브릭 협탁
600,000

레아 / 미아 / 벨라 / 브리나 / 오리진 / 올리브 / 포뮬러 / 리베 / 로웬 / 
마네 / 아벨 / 루시 / 셀레네

✽손잡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MDF / 월넛 - 무늬목
✽친환경 수성 코팅제 (이태리산) 
✽갈빗살 포함
✽색상 _ 월넛

북유럽 감성의 심플하고 기능적인 프레임

Style (스타일)

TEMPUR®

심플, 그 자체    

필요한 구성만 완벽하게 
갖춘 심플한 디자인

안정적인 구조  

단순하지만 안전성을 
고려한 구성 H/mm

L/mm W/mm

Frame Size & Price

Frame Size (WxLxH/mm)

S 1070x2212x1000mm

1570x2212x1000mm

1870x2212x1000mm
2070x2212x1000mm
2470x2212x1000mm

1270x2212x1000mm

1670x2212x1000mm

SS
Q
K

XK
KK
DSS

1,550,000

1,850,000

2,150,000
2,300,000
2,600,000

1,650,000

1,950,000

Price



TEMPUR®

Pillow  
Collections
당신에게 꼭 맞는 베개를 선택해 보세요.

Ergonomic 
Pillows
기능성 서포트 베개     Page 82

SmartCool 
Pillows
스마트쿨 베개    Page 78

Traditional 
Pillow
트래디셔널 베개         Page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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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UR®

SmartCool Pillows
SmartCool Technology™가 적용되어 터치하는 순간 상쾌한 감촉을 주고, 

수면 중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열기를 흡수하여 쾌적한 수면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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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쿨 베개

SmartCool Pillows
TEMPUR®

TEMPUR® Original pillow SmartCool
템퍼 오리지날 베개 스마트쿨

템퍼 오리지널 베개 스마트쿨은 수면 중 과도한 열기를 흡수하여 쾌적한 수면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옆으로 자는 자세에 이상적이며, 목과 어깨의 곡선을 

지지해 주는 디자인을 채택하여 편안한 수면을 가능하게 합니다.

Benefit
•시원한 소재의 커버로 수면 중 과도한 열기를 흡수하여 상쾌한 수면 제공

•옆으로 자거나 등을 대고 누워 자는 자세 모두에 이상적

•머리, 목, 어깨로 이어지는 곡선을 지지하도록 디자인 됨

•압력을 줄여 탁월한 편안함을 선사하는 템퍼 소재 사용

•커버는 쉽게 분리할 수 있으며 40°C에서 물세탁 가능

Size & Price

Size
XS 50x31x7/4cm

50x31x10/7cm
50x31x8/5cmS

M

215,000

225,000
215,000

PriceWarranty Washable

40°
커버세탁가능

Cover

62%
Polyester

1%
Polyurethane

37%
Polyethylene

MilleniumMillenium

TEMPUR® Millennium pillow SmartCool
템퍼 밀레니엄 베개 스마트쿨

템퍼 밀레니엄 베개 스마트쿨은 수면 중 과도한 열기를 흡수하여 쾌적한 

수면을 가능하게 합니다. 앞쪽의 가장자리가 척추 윗부분을 감싸 안도록 

안으로 기울어져 있어 최상의 편안함과 인체공학적인 지지력을 제공합니다. 

Benefit
•옆으로 자거나 등을 대고 누워 자는 자세 모두에 이상적

•압력을 줄여 탁월한 편안함을 선사하는 템퍼 소재 사용

•커버는 쉽게 분리할 수 있으며 40°C에서 물세탁 가능

Warranty Washable

40°
커버세탁가능

Cover

62%
Polyester

1%
Polyurethane

37%
Polyethylene

MilleniumMillenium

Size & Price

Size
XS 54x32x8/4cm

54x32x11/6cm
54x32x9.5/5cmS

M

245,000

255,000
245,000

Price

TEMPUR® Comfort pillow SmartCool
템퍼 컴포트 베개 스마트쿨

템퍼 컴포트 베개 스마트쿨은 상쾌한 감촉을 제공하고, 수면 중 과도한 열기를 

흡수하여 쾌적한 수면을 가능하게 합니다. 소프트, 미디엄의 제품으로 만나볼 수 있으며 

대부분의 수면 자세에서도 머리, 목, 그리고 어깨를 편안하게 지지하여 줍니다.

Benefit
•시원한 소재의 커버로 수면 중 과도한 열기를 흡수하여 상쾌한 수면 제공

•소프트, 미디엄의 구성으로 자신에게 맞는 지지력을 선택

•대부분의 수면자세에 적합

•커버는 쉽게 분리할 수 있으며 40°C에서 물세탁 가능

Size & Price

Size
Soft 약 70x50cm

약 70x50cmMedium
250,000
250,000

PriceFeel

Symphony backSymphony back

Warranty Washable

40°
커버세탁가능

Cover

62%
Polyester

1%
Polyurethane

37%
Polyethylene



TEMPUR® Ombracio pillow  템퍼 옴브라시오 베개 

템퍼 옴브라시오 베개는 엎드려 자는 자세에 가장 이상적인 베개입니다. 

엎드려 자는 경우에도 숨을 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형태, 소재 및 커버가 

특별하게 디자인 되어 원활한 호흡과 편안하고 평화로운 수면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Benefit
•엎드려 자는 경우 가장 이상적

•보다 편안한 숙면을 위한 독특한 형태

•상반신을 받쳐 주고 목과 등의 압점을 줄여, 편안한 자세가 되도록 도와줌

•각 측면의 패여 있는 독특한 디자인이 편안한 호흡과 숙면을 제공

•3D Textile과 TEMPUR® Climate Material 옴브라시오 베개만의 특유한 형태가

  유니크한 조화를 이룸

•커버는 쉽게 분리할 수 있으며 60°C에서 물세탁 가능

TEMPUR® Symphony pillow  템퍼 심포니 베개 

템퍼 심포니 베개는 양면 사용이 가능하며, 옆으로 자거나 똑바로 누워 자는 자세 

모두에 이상적인 베개입니다. 평평한 면과 어깨주위를 편안하게 감싸는 형태의 면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드러우면서도 지지력이 좋습니다.

Benefit
•옆으로 자거나 등을 대고 누워 자는 자세 모두에 이상적

•탁월한 편안함을 선사하는 템퍼 슈퍼 소프트 소재 사용

•양면 디자인 : 한 면은 완만한 아치 형태로 등을 대고 자는 경우 머리와 목을 

  지지해 줌, 다른 한 면은 일반적인 베개와 비슷한 느낌으로 옆으로 누운 자세에 알맞음

•부드러운 촉감의 커버

•커버는 쉽게 분리할 수 있으며 60°C에서 물세탁 가능

TEMPUR® Sonata pillow  템퍼 소나타 베개 

템퍼 소나타 베개는 다양한 수면 자세에도 편안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특히 태아와

같이 옆으로 웅크리고 자는 자세에 가장 이상적인 제품으로 등을 대고 누워 있다가

옆으로 몸을 돌려도 지지력이 유지되어 밤새 편안하게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Benefit
•옆으로 웅크리고 자는 자세에 가장 이상적

•탁월한 편안함을 선사하는 템퍼 슈퍼 소프트 소재 사용

•자다가 베개 위치를 바꿀 필요가 없음

•U자 형태의 곡선이 등을 대고 누웠을 때 목의 곡선과 잘 맞으며 옆으로 누워

  잘 때는 앞으로 구부러진 특수한 형태가 머리를 지지해 줌

•커버는 쉽게 분리할 수 있으며 60°C에서 물세탁 가능

Size & Price

Size
S 61x40x9.5cm

61x40x11cmM
200,000
210,000

Price

Size & Price

Size
XS 63x43x9.5cm

63x43x12.5cm
63x43x11cmS

M

165,000

185,000
175,000

Price

Symphony backSymphony back

Warranty Washable

60°
커버세탁가능

Cover

99%
Polyester

1%
Polyurethane

Warranty Washable

60°
커버세탁가능

Cover

99%
Polyester

1%
Polyurethane

Warranty Washable

60°
커버세탁가능

Cover

99%
Polyester

1%
Polyurethane

기능성 서포트 베개

Ergonomic Pillows
TEMPUR®

TEMPUR® Millennium pillow 템퍼 밀레니엄 베개

템퍼 밀레니엄 베개는 등을 바닥에 대고 자는 자세에 가장 이상적인 베개로, 

앞쪽의 가장자리가 척추 윗부분을 감싸 안도록 앞으로 기울어져 있어 

최상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Benefit
•옆으로 자거나 등을 대고 누워 자는 자세 모두에 이상적

•압력을 줄여 탁월한 편안함을 선사하는 템퍼 소재 사용

•커버는 쉽게 분리할 수 있으며 60°C에서 물세탁 가능

MilleniumMillenium

Warranty Washable

60°
커버세탁가능

Cover

99%
Polyester

1%
Polyurethane

TEMPUR® Original pillow 템퍼 오리지날 베개

템퍼 오리지날 베개는 특히 옆으로 자는 자세에 이상적이며, 

목과 어깨의 곡선을 지지해 주는 디자인을 채택하여 

편안한 수면을 가능하게 합니다.

Benefit
•옆으로 자거나 등을 대고 누워 자는 자세 모두에 이상적

•머리, 목, 어깨로 이어지는 곡선을 지지하도록 디자인 됨 

•압력을 줄여 탁월한 편안함을 선사하는 템퍼 소재 사용

•커버는 쉽게 분리할 수 있으며 60°C에서 물세탁 가능 

Warranty Washable

60°
커버세탁가능

Cover

99%
Polyester

1%
Polyurethane

MilleniumMillenium

Size & Price

Size
XS 50x31x7/4cm

50x31x10/7cm

61x31x10/7cm

50x31x8/5cm

50x31x11.5/8.5cm

61x31x11.5/8.5cm

S
M
l

Queen M
Queen l

155,000

165,000

185,000

155,000

175,000

195,000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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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 & Price

Size
XS 54x32x8/4cm

54x32x11/6cm

64x32x11/6cm

54x32x9.5/5cm

54x32x12.5/7cm

64x32x12.5/7cm

S
M
l

Queen M
Queen l

170,000

180,000

210,000

170,000

200,000

220,000

Price

Size & Price

Size

220,000

Price
60x50cm



트래디셔널 베개

Traditional Pillow
TEMPUR®

TEMPUR® Traditional pillow 템퍼 트래디셔널 베개

클래식한 모양의 트래디셔널 베개는 안았을 때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편안한 

지지감을 제공하여 대부분의 수면자세에 적합합니다. 소프트, 미디엄, 펌의 

제품으로 만나볼 수 있으며 모두에게 익숙한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Benefit
•대부분의 수면 자세에 이상적

•일반적인 베개와 비슷한 느낌으로 몸을 편안하게 이완시켜 줌

•템퍼 겉감 안에 수천 개의 템퍼 마이크로 쿠션이 들어 있는 형태

•커버는 쉽게 분리할 수 있으며 60°C에서 물세탁 가능

Symphony backSymphony back

Warranty Washable

60°
커버세탁가능

Cover

100%
Cotton

Size & Price

Size
Soft 약 70x50cm

약 70x50cm
약 70x50cmMedium

Firm

190,000

190,000
190,000

PriceFeel

Available
in soft,

medium  
and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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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UR®

Accessory  
Collections
여행, 일, 휴식, 
하루 종일 템퍼의 편안함과 함께하세요.

Home 
Accessories  
 Page 88

Care 
Accessories 
 Page 89

Travel 
Accessories 
Page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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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UR® Vein cushion  템퍼 베인 쿠션 
베인 쿠션 위에 다리를 올려 두어 편안한 휴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Size

300,00075x50x15cm

Price

TEMPUR® BBSP  템퍼 허리받침 쿠션

일반 매트리스 위에 사용하며 허리 아랫부분을 받쳐 주어 편안합니다.

특히 임산부에게 좋습니다.

Size
180,00040x70x6/2cm

Price

TEMPUR® Bed wedge  템퍼 침대용 등받이

침대에 앉거나 등을 대고 휴식을 취할 때 허리 등받이나 다리 아래에 

두고 사용할 수 있어 최상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Size

300,00045x30x45cm
Price Size

150,00036x36x7cm

Price

TEMPUR® Lumbar support  템퍼 등받이

템퍼 소재의 압력 경감효과로 허리를 부드럽게 지지해 줍니다. 

템퍼 방석과 함께 사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TEMPUR® Transit lumbar support  템퍼 자동차용 등받이

여행 중이나 가정에서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자동차 시트와 등 사이 

편한 위치에 끼워 넣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Size

110,00030x25x6cm

Price

TEMPUR® Seat cushion  템퍼 방석

체중을 제품 전체로 고루 분산시켜 장시간 동안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Size
170,00040x42x5cm

Price

TEMPUR® Long  hug pillow  템퍼 허그 쿠션 
허그 쿠션은 죽부인 형태의 제품으로 길이가 길어 부부용 쿠션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며, 

독서를 하거나 TV를 시청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 제품입니다.

Size
300,000약 37x120cm

Price

✽템퍼 허그 쿠션은 템퍼 소재를 조각내어 채운 형태의
 제품이기에 사이즈가 정확히 규격화 되어있지 않으며
 흔들어서 모양을 잡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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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퍼 가정용 소품

Home Accessories
TEMPUR®

템퍼 케어 소품

Care Accessories
TEMPUR®



TEMPUR® Transit pillow  템퍼 여행용 목 베개

목과 머리를 부드럽게 지지하여 더욱 편안한 여행이 되도록 도와주는 

여행의 동반자입니다.

Size
130,00030x28x8cm

Price

✽베개가 영구적으로 변형되지 않도록

 여행시에만 가방에 보관하십시오.

TEMPUR® Original pillow travel
템퍼 여행용 오리지날 베개

집이 아닌 다른 곳에 머무르게 될 경우, 오리지날 베개와 같은 모양과 기능이

지만 폭은 1/2인 여행용 쿠션을 준비하세요. 

실용적인 보관용 파우치는 부피를 70% 줄여 드립니다.

Size

90,00025x31x10/7cm
Price

TEMPUR® Travel set  템퍼 여행용 세트

템퍼 여행용 세트는 템퍼 매트리스와 베개 없이는 잠드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한 

휴대용 수면 시스템입니다. 휴대하기 편리한 여행용 세트는 여행용 타퍼와 

베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캐리어 백이 포함되어 있어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TEMPUR® Sleep mask  템퍼 수면 안대

수면 안대는 얼굴과 눈 주위를 부드럽게 감싸 주며 빛을 완벽하게 차단하여,

편안한 휴식과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Size

50,00041x9cm
Price

Size

700,000
70x200x3.5cm

Price
타퍼

베개 25x31x10/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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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퍼 여행용 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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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UR® Mattress protector  템퍼 매트리스 프로텍터 

Membrane technology란?

템퍼매트리스 프로텍터는 뛰어난 통기성과 신축성 그리고 100% 방수 기능을 

가지고 있어 템퍼 매트리스만의 편안함을 그대로 전달해 줍니다. 

템퍼 매트리스 프로텍터는 멤브레인 (Membrane) 기술과 텐셀(Tencel)소재가 사용된 

최고급 기능성 방수 커버 입니다.

멤브레인(Membrane)기술은 어떤 막이나 벽 사이로 특정 물질은 통과하도록

하고 그 외에 다른 물질들은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필터(filter) 기능을

하는 기술입니다. 템퍼 매트리스 프로텍터는 통기성이 뛰어나 공기는 잘 통하게

하면서도 액체 형태로 된 물질들은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통기성이 좋은 방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Benefit
•템퍼 매트리스를 위해 특별히 디자인 된 제품으로 템퍼 매트리스에 가장 적합

•2 in 1, 방수 커버와 침대 커버의 기능을 동시에 제공

•100% 방수 기능 및 탁월한 통기성

•혁신적인 Membrane technology 기술을 결합

•유럽 친환경 섬유인증 Oeko-Tex 100 표준 획득

•신축성이 뛰어나 템퍼 매트리스 특유의 압력 완화 효과를 그대로 전달

•세탁 및 관리가 편리하며 95°C까지 물세탁 가능

✽템퍼 매트리스 프로텍터를 씌우실 때에는 제품의 신축성을 이용하여 천의 가장자리를 매트리스 모서리 끝까지 잡아당겨 표면이 팽팽해지도록 씌우셔야 합니다.
✽방수커버 옆면은 신축성을 위해 방수처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텐셀 소재의 특성상 60°C 이상에서 처음 세탁 시,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어 여유있게 제작되었습니다.  

Washable

95°
커버세탁가능

Cover

100%
sides : cotton
top    : tencel

Warranty

Waterproof

Mattress

100% natural

Breathable

Size & Price

Size

S 100x200x32/40cm

150x200x32/40cm

180x200x32/40cm

120x200x32/40cm

160x200x32/40cm

SS
Q
K

XK

200,000 210,000

250,000 270,000

290,000 320,000

220,000 240,000

270,000 280,000

32cm

Price

40cm

TEMPUR® Mattress cover & Pillow case  템퍼 매트리스 & 베개 커버 

100% 고급 코튼(Cotton)으로 만들어진 템퍼 매트리스 & 베개 커버는 염소 및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 성분이 없는 고급 소재입니다. 

또한 가는 고급실로 촘촘히 짜여진 원단은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탄성이 좋아 템퍼 매트리스와 베개에 꼭 맞게 피트 되며, 

템퍼 특유의 편안함을 완벽히 느낄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커버는 60°C에서 물세탁이 가능합니다.

Warranty Washable

60°
커버세탁가능

Cover

100%
Cotton

템퍼 베개 커버

Size
XS~l

Queen M~l
30,000
40,000

Price

템퍼 매트리스 & 타퍼 커버

Size

S
SS

Q - K
XK

100,000

130,000
110,000

150,000

Price

90,000

110,000
100,000

Mattress Topper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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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s
TEMPUR®-FIT™

Benefit
•고급 코튼으로 제작

•탄성이 좋아 템퍼 특유의 편안함을 그대로 전달

•유럽 친환경 섬유인증 Oeko-Tex 100 표준 획득 

•제품 형태 오래도록 유지



템퍼 제품의 사용

템퍼 소재는 점탄성이 있기 때문에 운송 및 보관중에 매트리스와 타퍼가 약간 눌릴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현상이므로 염려할 필요는 없으며, 실내 온도에서는 얼마 후 정상 규격으로 돌아옵니다.

포장을 풀면 새 제품 특유의 냄새가 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점차 사라집니다.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최대한 빨리 제거하시려면 사용 전 충분히 환기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템퍼 제품은 압력을 분산시켜 주는 템퍼 소재의 특성으로 인해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걸리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익숙해지면 정말 놀랄 만한 편안함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템퍼 제품의 세탁

• 템퍼소재는 물세탁하거나 드라이 클리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템퍼 제품을 세탁하시려면, 커버를 벗겨서 라벨에 적혀 있는 세탁 지침을 따르십시오.  

   (단, Deluxe계열 제품의 커버에는 템퍼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물세탁이나 드라이클리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커버를 분리하여 통기시킨 후 브러쉬로 털어내시면 됩니다.) 내부 충전된 템퍼 소재는 통기시키거나 탈수한 천으로 

   표면의 얼룩이나 먼지를 조심스럽게 닦아내십시오.

템퍼 제품의 보관

• 템퍼의 모든 제품은 소재의 특성으로 인해 평평하게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타퍼의 경우는 말아도 되고 반듯하게 펴 두어도 괜찮습니다. 

   단, 저온에서는 타퍼를 말아두면 찢어지거나 갈라질 위험이 있으므로 겨울철 사용 시는 평평하게 보관을 하시기 바랍니다. 

• 겨울철에 타퍼를 배송 받으시면, 무리해서 타퍼를 펼치려 하지 말고 상온에서 30분 정도 두어 제품이 실내 온도에 적응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템퍼는 친환경적이고 세균 및 진균류 번식을 예방하는 방식으로 생산되나 과도한 습기와 이물질의 노출 시 

   일부 진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템퍼 제품을 최적의 상태로 오랜 기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항상 건조한 환경에서 보관 및 사용해야 합니다. 

   (상대 습도 65% 이하 유지) 또한, 매트리스의 경우는 통풍이 잘 될 수 있도록 갈빗살 받침대 사용을 권해드립니다. 

• 템퍼 물질은 액체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으며 잘 마르지 않으므로 템퍼 제품에 액체가 묻거나 안으로 스며든 경우  

   영구적으로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를 키우는 집이나 수면 시 땀을 많이 흘리시는 고객께는 반드시 방수커버 

   사용을 권해드립니다.

• 전열기구(온수매트, 전기 장판 등) 와 함께 사용하시면 제품 압력 분산 특성의 저하가 올 수 있으니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 트래디셔널 컴포트 베개 제품들과 템퍼 허그 쿠션은 템퍼 소재를 조각내어 채운 형태의 제품이기에 사이즈가 정확히 규격화 

   되어있지 않으며 흔들어서 모양을 잡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 여행용 오리지날 베개는 베개가 영구적으로 변형되지 않도록 여행시에만 가방에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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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안내
TEMPUR®

TEMPUR® Mattress Collections 

TEMPUR® Accessories 

TEMPUR® Pillows

TEMPUR® Toppers 

제  품  명 보증기간 커버 세탁방법

템퍼 오리지날 슈프림, 엘리트, 럭스 10년 60°C까지 물세탁
   
템퍼 클라우드 슈프림, 엘리트, 럭스 10년 60°C까지 물세탁
 
템퍼 센세이션 슈프림, 엘리트 10년 60°C까지 물세탁

템퍼 오리지날 베개 스마트쿨   3년 40°C까지 물세탁

템퍼 컴포트 베개 스마트쿨  3년 40°C까지 물세탁

템퍼 밀레니엄 베개 스마트쿨  3년 40°C까지 물세탁

템퍼 오리지날 베개  3년 60°C까지 물세탁
  
템퍼 밀레니엄 베개  3년 60°C까지 물세탁
 
템퍼 심포니 베개  3년 60°C까지 물세탁
 
템퍼 소나타 베개  3년 60°C까지 물세탁
 
템퍼 옴브라시오 베개 3년 60°C까지 물세탁
 
템퍼 트래디셔널 베개 3년 60°C까지 물세탁

템퍼 수면안대   2년 물세탁 불가
 

템퍼 타퍼 5 5년 60°C까지 물세탁
  
템퍼 타퍼 7 15년 한정 보증 40°C까지 물세탁

* 위 액세서리 제품을 제외한 브로셔의 템퍼 액세서리 제품은 보증기간 3년 및 60°C까지 물세탁 가능

* 템퍼 제품을 본사에서 제공하는 사용안내서에 맞게 취급한 경우에만 보증이 유효합니다.

* 원산지 

   Mattress, Toppers, Pillows, Accessories: 덴마크    

   Zero G: 중국    

   Bed frame & Bedside tables: 한국    

   Covers: 오스트리아



A MATTRESS
LIKE NO OTHER

For more information visit 

www.tempur.com
●롯데백화점         본점02)772-3917/잠실점02)2143-7884/영등포점02)2630-6930/노원점02)950-2734/강남점02)531-2866/건대점02)2218-3917/미아점02)944-2829/청량리점02)3707-1711/

                      김포점02)6116-3588/관악점02)3289-8649/평촌점031)8086-9798//분당점031)738-2573일산점031)909-3825/구리점031)550-7620/수원점031)8066-0875/안산점031)412-2551/

                      중동점032)320-7833/인천터미널점032)242-2554/대전점042)601-2019/부산본점051)810-3648/광복점051)678-3948/동래점051)668-4744/센텀점051)730-3781/울산점052)960-4655/

                      대구점053)660-3770/상인점053)258-3679/포항점054)230-1827/창원점055)279-2936/마산점055)240-6124/광주점062)221-1850/전주점063)289-3098    

●신세계백화점       본점02)310-5133/강남점02)3479-1479/영등포점02)2639-4193/경기점031)695-1466/하남점031)8072-1219/의정부점031)8082-0846/고양점031)5173-0033/충청점041)640-5452/

                      센텀점051)745-2388/SSG마린시티051)792-7157/동대구점053)661-6737/김해점055)272-1419/광주점062)360-1897    

●현대백화점         본점02)3449-5165/무역점02)3467-8567/목동점02)2163-1848/신촌점02)3145-2915/디큐브시티점02)2210-9476/미아점02)2117-1795/천호점02)/2225-7070/여의도점02)3277-0490/

                      판교점031)5170-2882/킨텍스점031)822-3774/중동점032)623-2755/충청점043)909-4515/부산점051)667-0806/울산점052)228-1170/대구점053)245-2783     

●AK PLAZA       분당점031)709-8333/수원점031)240-1530/평택점031)646-6672    

●갤러리아백화점     압구정점02)6905-3954/광교점031)5174-7828/센터시티점041)412-9763/타임월드점042)720-6945/진주점055)791-1658    

●현대 아이파크      용산점02)2012-2183    

●대구백화점         프라자점053)252-4493

M A T T R E S S
&   P I L L O 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