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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mire bene viviere meglio.
좋은 잠이 더 나은 삶을 가지고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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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Profile

Dorelan’s strength
Oeko Tex Class 1

유럽 최고의
침대 브랜드, 돌레란

아기를 위한 안티 박테리아,
안티 알러지 입니다.

Oeko-Tex 인증마크,
이제는 단계까지 꼭 확인하세요.

Made In Italia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품질관리로 만들어 집니다.

아기가 물고 빨아도 안전한 제품임을 최고 레벨로 인증 받았습니다.

CLASS 1을 획득한 메모리폼은 돌레란이 유일합니다.

돌레란B&T S.p.A Dorelan은 1968년에 설립된 이태리 Bed System의 선도기업으로

돌레란 매트리스 폼은 워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박테리아나 진드기가 서식할

Oeko-Tex Standard 100은 섬유의 원료, 중간제품, 그리고 최종 제품까지 전 가공공

지난 5년간 연속적으로 '유럽 고속성장 500대 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5년 동안

수 없는 환경으로 안티 알러지이며 친환경적인 제품입니다. 돌레란 Myform의 모든

정을 심사하는 유럽 섬유환경 인증시스템 입니다. 유럽에서는 섬유제품의 경우 Oeko-

15%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람보르기니Lamborghini Auto S.p.A와 계약을 맺어

제품은 엄격한 테스트를 통하여 Oeko-Tex Standard 100 최고 레벨인 Class 1을

Tex 인증이 필수이며 Class 1의 경우 유아 및 3세 미만의 소아용으로 사용이 가능합

람보르기니 자동차 좌석에 Myform인증 Material을 제공하고 최고급 유람선 크루즈 회사

성공적으로 인증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이 인증서는 3세 미만의 아이에게 무해한 제

니다. 섬유제품이 피부에 많이 접촉되고 피부가 예민할 수록 더 높은 등급의 제품을 선

Costa, Crociere, Carnival Group, MSC Cruise에 매트리스를 공급하는 등 최고의

품임을 입증합니다.

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업들이 선택한 유럽 최고의 메모리폼 매트리스 브랜드입니다.
Myform 전 라인 의료기기 인증
Derective 94/42/EEC

워터베이스 공법의 친환경 매트리스
돌레란 매트리스는 친환경 워터 베이스의 M.D.I 공법으로 박테리아나 진드기가
서식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T.D.I 공법에 비해 휘발성 유기화합물

의학장치 매트리스로 특허받은 편안함을 누리세요
돌레란의 매트리스는 옆으로 누워도 몸을 완벽하게 지지해 줍니다. 또한 손발저림의
주요 원인이 되는 압점이 생기지 않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돌레란은 매트리
스 메모리폼에 관한 3개의 특허권을 획득하였으며 돌레란 공장에서 독점적으로 공

CLASS 1

CLASS 2

CLASS 3

CLASS 4

유아 및 3세 미만 소아용 섬유제품

속옷, 침구류 등 피부에

피부에 일부 접촉되는

커튼, 테이블 보, 소파 등

(의류, 완구, 침구류, 수건제품 등)

접촉하는 일반 섬유

의류

인테리어 소재

급되는 특허받은 소재로 탁월한 편안함을 선사하여 타사 제품보다 뒤척임이 30%

VOC 배출량이 낮고 오픈셀 구조를 적용하여 통기성이 높아 화학 성분의 배출이

이상 감소됩니다. 돌레란 Myform 라인의 모든 매트리스는 Direct 93/42/EED에

용이한 무독성 메모리폼입니다.

따라 의학장치 Medical Device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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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elan’s strength

Dorelan’s strength

Breathable

7 Zone System

메모리폼 침대는 탄력성과 통기성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차별화된 7 Zone System

특허받은 탁월한 통기성과 탄력성은 돌레란만의 기술력입니다.

인체의 라인을 살려주는 7 Zone System

톨레란 매트리스는 메모리폼의 단점인 무르고 덥다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돌레란 매트리스는 인체를 머리와 목, 등, 엉덩이, 무릎, 어깨와 등, 팔 등 몸 전체를 7가지 부위로 구분합니다.

타사 제품에 비해 통기성이 30%이상 향상되었고 고밀도의 탄성으로 단단하게 받쳐줍니다. 서로 다른 밀도를

단순 메모리폼 두께 뿐 아니라 소재와 밀도가 다른 메모리를 사용하여 완벽하게 지지합니다.

가진 다섯가지 기능의 Myform으로 인체의 움직임에 순차적으로 부드럽게 반응하며,

모든 필요를 충족하는 신소재로 만들어진 7 Zone은 최적의 지지감을 제공하고

하중을 균일하게 분산시키면서 본래의 모양으로 부드럽게 돌아와 인체를 편안하게 받쳐줍니다.

몸의 무게를 균일하게 분산하여 몸의 형태를 살리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5 LAYERS
Myform Memory Clima

겨울 사이드로 신체에서 방출되는 열을 흡수하고 주변 온도를 감지하여 일정한 온도를 유지합니다.

Myform Memory Air HD

고밀도 메모리폼 고유의 견고함과 우수한 복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Myform Memory HD

온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반응하여 인체의 모양에 맞게 부드럽게 받쳐줍니다.

Myform Extension

7 Zone을 형성하는 고밀도 메모리층이 일정한 탄성으로 척추를 바르게 지지해줍니다.

Myform Air

여름 사이드로 오픈셀 구조의 탁월한 통기성이 습도를 분산시켜 쾌적합니다.

A

B

C

D

C

B

A

Head
Area

Shoulder
Area

Back
Area

Pelvic
Area

Thigh
Area

Calf
Area

Foot
Area

02
Dorelan’s strength

Dorelan
Mattress

My Form

Myform 돌레란 마이폼
Myform은 MDI공법으로 제작된 폴리우레탄 소재로 특허 받은 B&T dorelan에 의해 독점 생산됩니다.

Myform HD Line

이 제품은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무해한 제품이란 것을 증명하기 위해 Oeko Tex Standard 100 Class 1으로 인증 되었습니다.

인체를 완벽하게 받쳐주는 고밀도 점탄성 마이폼 HD
ORIGIN | ESSENSE H | ESSENSE L

Myform Clima Line
Mattress Firmness Guide

뛰어난 온도조절로 쾌적한 수면을 제공하는 마이폼 클리마
EDEN | NUBE

SOFT

EDEN

FORMAT

NUBE

ORIGIN

ESSENSE H

ESSENSE L

FIRM

Myform Memory Line
일정한 탄성으로 수면자세를 유지시켜 주는 마이폼 메모리
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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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ver

Dorelan Mattress
커버포함 높이

Myform HD Line

ORIGIN

오리진

코어 두께

세븐존

29 22 7
cm

cm

Decor Capitonné Cover

Zone
친환경 오가닉 코튼
- 지퍼형 커버로 세탁이 가능해 위생적입니다.

Size & Price

- 섬세한 울세탁 및 30°C 세탁기 사용 가능합니다
인지오 섬유 땅에 뭍으면 100% 9개월 이내에 분해되는 친환경 신섬유소재 입니다.

SS
Q
K
LK

1 1 00 x 2000
1500 x 2000
1600 x 2000
1800 x 2000

4,800,000
6,400,000
6,900,000
7,900,000

옥수수 등 천연 식물성에서 자원을 추출하였으며, 통기성과 방수력이 높고
향균성이 뛰어나 진드기, 세균 등의 서식을 막아줍니다.
실크 섬유

때가 잘 타지 않는 방오성, 균에 안정적인 내균성, 면과 비슷한 흡습성, 기온에
맞는 보온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Layers

Winter Side

Myform HD 라인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로 제작된 Origin은 다섯가지 레이어의 조합으로
압점을 줄이고 수면 중 뒤척임을 감소시킵니다. 고밀도의 HD폼으로 높은 탄성을 가지고 있으며
7 Zone의 인체공학적 설계로 최상의 수면상태를 유지시켜줍니다. 사이드 부분에 위치한 밴드는
공기의 흐름을 도와 통기성을 높여주며 100% 천연 유기농 면과 실크로 제작된 커버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365일 완벽한 수면환경을 제공합니다.

1 : Myform Memory Clima 1 cm
2 : Myform Memory Air HD 2.5 ÷ 5.5 cm
3 : Myform Memory HD 3.5 cm

Core

4 : Myform Extension 7.5 cm

Summer Side

5 : Myform Air 4.5 - 7.5 cm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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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ver

Dorelan Mattress
커버포함 높이

Myform HD Line

ESSENSE H

에센스

코어 두께

세븐존

25 25 7
cm

cm

Elasticized Essense Cover

Zone
- 격자문양의 높은 탄성과 메모리폼의 인체공학적 편안함을 전달합니다.
- 페브릭은 신체의 열을 흡수하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나노기술로 제작되었습니다.

Size & Price

- 지퍼형 커버로 세탁이 가능해 위생적입니다.
- 섬세한 울세탁 및 30°C 세탁기 사용 가능합니다.

SS
Q
K
LK

1 1 00 x 2000
1500 x 2000
1600 x 2000
1800 x 2000

3,500,000
4,900,000
5,200,000
6,000,000

Layers

Winter Side

Myform의 서로 다른 다섯가지 레이어의 조합으로 시간이 지나도 일정한 탄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부드럽고 편안한 수면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상된 통기성과 습도 조절로 최적의 수면온도를
지켜줍니다. 패딩이 없는 에센스 커버의 격자문양은 높은 탄성으로 메모리폼의 인체공학적인 편안함을
전달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페브릭은 신체의 열을 흡수하고 일정한 온도를 조절 및
유지할 수 있는 나노기술로 제작되었습니다.

1 : Myform Memory Clima 1 cm
2 : Myform Memory Air 4.5 cm
3 : Myform Memory Air HD 5 cm

Core

4 : Myform Extension 10 cm

Summer Side

5 : Myform Air 4.5 cm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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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ver

Dorelan Mattress
커버포함 높이

Myform HD Line

ESSENSE L

에센스

코어 두께

세븐존

20 20 7
cm

cm

Elasticized Essense Cover

Zone
- 격자문양의 높은 탄성과 메모리폼의 인체공학적 편안함을 전달합니다.
- 페브릭은 신체의 열을 흡수하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나노기술로 제작되었습니다.

Size & Price

- 지퍼형 커버로 세탁이 가능해 위생적입니다.
- 섬세한 울세탁 및 30°C 세탁기 사용 가능합니다.

SS
Q
K
LK

1 1 00 x 2000
1500 x 2000
1600 x 2000
1800 x 2000

3,200,000
3,900,000
4, 300,000
5,000,000

Layers

Myform의 서로 다른 네가지 레이어의 조합으로 시간이 지나도 일정한 탄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부드럽고 편안한 수면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상된 통기성과 습도 조절로 최적의 수면온도를
지켜줍니다. 패딩이 없는 에센스 커버의 격자문양은 높은 탄성으로 메모리폼의 인체공학적인 편안함을
전달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페브릭은 신체의 열을 흡수하고 일정한 온도를 조절 및
유지할 수 있는 나노기술로 제작되었습니다.

Winter Side

1 : Myform Memory Clima 1 cm
2 : Myform Memory Air HD 4.5 cm

Core

3 : Myform Extension 10 cm

Summer Side

4 : Myform Air 4.5 cm

1
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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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ver

Dorelan Mattress
커버포함 높이

Myform Clima Line

EDEN

에덴

코어 두께

세븐존

23 1 9 7
cm

cm

Naturlife Cover

Zone
네이처 라이프 커버
- 천연 식물섬유로 엄격한 유기 경작기술로 재배된 유기농 목화만을 사용합니다.

Size & Price

- 신체의 열을 분산시키고 수분을 흡수시켜 시원하고 쾌적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 지퍼형 커버로 세탁이 가능해 위생적입니다.

SS
Q
K
LK

1 1 00 x 2000
1500 x 2000
1600 x 2000
1800 x 2000

2,590,000
3, 1 90,000
3,390,000
3,890,000

- 섬세한 울세탁 및 30°C 세탁기 사용 가능합니다.

Layers

코어의 웨이브 모양은 Myform의 각각 다른 4종류의 레이어를 가장 이상적인 밀도로 조합해 줍니다.
특히 Clima 레이어는 신체와 접촉하는 영역에서 신체와 외부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매트리스의
일정온도를 유지시켜 줍니다. 사이드 부분에 위치한 밴드는 공기의 흐름을 도와 통기성을 높여주며
EDEN의 커버는 천연 식물섬유로 만든 오가닉 코튼으로 신체의 열을 분산시키고 수분을 흡수시켜
시원하고 쾌적한 수면상태를 제공합니다.

Winter Side

1 : Myform Memory Clima 1 cm
2 : Myform Memory Air 6.5 ÷ 8 cm

Core

3 : Myform Extension 3.5 ÷ 7 cm

Summer Side

4 : Myform Air 3 ÷ 6 cm

1
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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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ver

Dorelan Mattress
커버포함 높이

Myform Clima Line

NUBE

누베

코어 두께

세븐존

23 1 9 7
cm

cm

Fibersan Cover

Zone
피버산 커버
- 먼지, 진드기 등의 증식을 억제하는 라벤더, 레몬, 유칼립투스가 포함된 저자극성 원단으로

Size & Price

알러지케어 효과가 있습니다.
- 원단 표면의 특정한 구조로 통기성이 좋아 신선한 느낌을 줍니다.

SS
Q
K
LK

1 1 00 x 2000
1500 x 2000
1600 x 2000
1800 x 2000

1,990,000
2,590,000
2,790,000
3,1 90,000

- 부드러운 벨벳섬유로 이루어져 있어 수분흡수가 빠르고 습도조절에 강해 산뜻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 지퍼형 커버로 세탁이 가능해 위생적입니다.
- 섬세한 울세탁 및 30°C 세탁기 사용 가능합니다.

Layers

Myform의 각각 다른 4종류의 레이어 조합으로 7 Zone이 신체에 맞게 완벽하게 지지합니다.
특히 Clima 레이어는 신체와 접촉하는 영역에서 신체와 외부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매트리스의
일정온도를 유지시켜 줍니다. 사이드 부분에 위치한 밴드는 공기의 흐름을 도와 통기성을 높여주며
NUBE의 커버는 먼지, 진드기 등의 증식을 억제하는 라벤더, 레몬, 유칼립투스가 포함된 저자극성
원단으로 알러지 케어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Winter Side

1 : Myform Memory Clima 1 cm
2 : Myform Memory Air 4.5 cm

Core

3 : Myform Extension 8 cm

Summer Side

4 : Myform Air 5.5 cm

1
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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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ver

Dorelan Mattress
커버포함 높이

Myform Memory Line

FORMAT

포멧

코어 두께

세븐존

22 1 9 7
cm

cm

Fibersan Pad Cover

Zone
피버산 패드 커버
- 특별한 내부구조로 공기의 흐름이 원활해 통기성이 높아 쾌적한 수면상태를 유지합니다.

Size & Price

- 지퍼형 커버로 세탁이 가능해 위생적입니다.
- 섬세한 울세탁 및 30°C 세탁기 사용 가능합니다.

SS
Q
K
LK

1 1 00 x 2000
1500 x 2000
1600 x 2000
1800 x 2000

1,890,000
2,290,000
2,490,000
2,900,000

Layers

Myform의 각각 다른 3종류의 레이어 조합으로 이루어진 FORMAT은 높은 탄성의 매트리스로
수면 시 뒤척임을 최소화 시켜줍니다. 사이드 부분의 밴드는 공기의 흐름을 도와 통기성을 높여주며
지퍼형으로 분리가 가능한 커버는 세탁이 용이해 위생적입니다. 커버의 특별한 내부구조로
공기의 흐름이 원활해 통기성이 높아 쾌적한 수면상태를 유지합니다.

Winter Side

1 : Myform Memory Air 5.5 cm

Core

2 : Myform Extension 8 cm

Summer Side

3 : Myform Air 5.5 cm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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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elan Topper
Topper HD 7
Topper HD 3.5

Dorelan
Topper

온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돌레란 토퍼
돌레란 Topper는 기존 매트리스 위에 배치하여 매트리스의 탄력을 보정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신혼부부, 아이들 매트,
아기 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여 HD 7은 여름/겨울 사이드가 구분되어 있어 계절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퍼형 커버로 세탁이 가능해 위생적이며 Oeko-Tex Standard 100 Class 1을 인증받아 깨끗하고 쾌적한 수면을 도와줍니다.

Dorelan Topper
Topper HD 7 | Topper HD 3.5

04

04

Dorelan Topper

Dorelan Topper

TOPPER HD 7

Size & Price
SS
Q
K
LK

1 1 00 x 2000
1500 x 2000
1600 x 2000
1800 x 2000

타퍼

Layers
1,000,000
1,500,000
1,600,000
1,800,000

Winter Side
Myform Memory HD 3.5 cm
Summer Side
Myform Memory Air 3.5 cm

TOPPER HD 3.5

Size & Price
SS
Q
K
LK

1 1 00 x 2000
1500 x 2000
1600 x 2000
1800 x 2000

Layers
800,000
1,000,000
1, 1 00,000
1,300,000

Myform Memory Air 3.5 cm

타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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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elan Pillow
Myform Memory Air HD
Myform Memory Air
Myform Air

Dorelan
Pillow
* 커버 별도구매

Myform Memory Air HD

Myform Memory Air

Myform Air

올바른 자세를 위한 HD 베개

깊은 숙면을 위한 메모리 에어 베개

상쾌하고 쾌적한 수면을 위한 마이폼 베개

고밀도 메모리폼 고유의 견고함으로 몸과 척추를 튼튼하게 지탱시켜주며

Memory Air는 열에 민감한 소재로 부드러움과 견고함을 가지고 있어

Myform Air는 오픈셀 구조로 지속적인 공기의 흐름을 발생시켜

우수한 복원력으로 수면을 취하는 동안 올바른 자세를 만들어 깊은 숙면을 도와줍니다.

개개인의 체온과 신체 형태에 맞게 편안하고 깊은 숙면을 도와줍니다.

통기성이 좋고 습기형성을 예방해 쾌적하고 보송한 수면상태를 유지시켜 줍니다.

SWAN 스완

BALANCE 밸런스

SHADOW 쉐도우

크기 | 68 x 40 cm

크기 | 68 x 40 cm

크기 | 68 x 40 cm

높이 | 8-10 cm, 9.5-11.5 cm, 11-13 cm

높이 | 8-10 cm, 9.5-11.5 cm, 11-13 cm

높이 | 8-10 cm, 9.5-11.5 cm, 11-13 cm

가격 | 210,000

가격 | 160,000

가격 | 120,000

* 30°C 물세탁 가능

* 30°C 물세탁 가능

* 30°C 물세탁 가능

FLAIR 플레어

SENSE 센스

OXYGEN 옥시즌

크기 | 70 x 40 cm

크기 | 70 x 40 cm

크기 | 70 x 40 cm

높이 | 10 cm, 13 cm, 15 cm

높이 | 10 cm, 13 cm, 15 cm

높이 | 10 cm, 13 cm, 15 cm

가격 | 210,000

가격 | 160,000

가격 | 120,000

* 30°C 물세탁 가능

* 30°C 물세탁 가능

* 30°C 물세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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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elan Protector 돌레란 커버
Mattress Protector
Pillow Protector

Naturlife Protector

Pillow Protector 베개 커버

Size & Price

천연 식물성 원료로 만든 리얼 오가닉 코튼

- Naturlife, Fibersan 두가지 타입

1BOX (2EA)

76,000

- 숨은 지퍼타입으로 수면 시 방해요소 제거
네이처라이프 프로텍터는 천연 식물섬유(오가닉 코튼)로 엄격한 유기 경작기술로 재배된

- Oeko Tex Class 1 인증

유기농 목화만을 사용합니다. 신체의 열을 분산시키고 수분을 흡수시켜 시원하고 쾌적한

- 60°C 물세탁 가능

수면상태를 유지시킵니다.

Fibersan Protector
안티알러지 기능으로 자극없이 깨끗하게

Mattress Protector 매트리스 커버

Size & Price

- Naturlife, Fibersan 두가지 타입

SS 180,000
Q 240,000
LQ 260,000
K
290,000

- Oeko Tex Class 1 인증
피버산은 레몬, 라벤더, 유칼립투스가 포함되어 안티 먼지 & 진드기의 저자극성 프로텍터
입니다. 원단 표면의 특정한 구조는 통기성을 향상시켜 신선한 느낌을 주며, 부드러운 벨벳
섬유로 이루어져 있어 수분흡수가 빠르고 습도조절에 강해 산뜻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시켜 줍니다.

- 60°C 물세탁 가능

품질보증 I

품질보증 II

항목

기간

보상기준

일반적 사항

1년

무상수리

5년
( 단 TOPPER 3.5T는 3년)

무상수리
(단, 구입 후 2년동안은 결함이 있는 부품은 교체 할 수 있으며
그 다음 3년 동안은 교체 또는 수리 할 수 있다)

매트리스
단 소비자 과실로 인한 꺼짐 , 주관적 꺼짐 , 오차 범위(≤10mm + 5%의 늘어짐은 생리학적인 것으로 간주
(UNI10707 2003) 그 측정수치는 UNI EN 1334 : 1998 표준을 준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하자에 속하지 않는다.

좀 등 벌레발생

백화현상 및 도장불량

10일 이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2년 이내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부품교환 후 하자 재발생

제품교환

10일 이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6개월 이내

제품교환

3년 이내

부품교환 및 무상수리

항목

색상의 변색

제품교환

보상기준

10일 이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1년 이내

제품교환
단, 매트리스의 경우 메모리폼의 특성상 자연변색은 하자에 속하지 않는다.

악취 등 자극성 냄새
(화학약품등)

6개월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규격 치수 허용
오차 ± 5mm 이상

1개월 이내

제품교환

10일 이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1년 이내

제품 교환 또는 부품 교체

15일 이내
(단 소비자가 제조 및 신제품 인도시 생긴
흠집임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

제품 교환

침대 품질 불량

제조 또는 신제품 인도시 생긴 흠집

품질 보증 기간내에 2회 수리를 받았으나
3회째 동일 하자 발생

수리 후 동일 하자 재발생

기간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현대 무역점 02-3467-8728
현대 아이파크몰 02-2012-2054

신세계 강남점 02-3479-1773
신세계 경기점 031-695-1977

AK 수원점 031-240-1552

갤러리아 센터시티점 041-412-9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