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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nging You the Best Value in DWF Inflatables



•  2016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지수 1위 수상
•  대한민국 스포츠 산업대상 장관상 수상
•  대한민국 아크로바틱협회 파트너쉽 계약
•  디자인특허 - "에어 야전침대"
•  디자인등록 - "에어 광고용 간판"
•  디자인등록 - "에어 안내판"
•  디자인등록 - "조립식 전시용 에어부스"
•  국제 캠핑페어 참가
•  2016 GOCAF (국제 아웃도어 캠핑 페스티발) 참가
•  2016 K-TRAINING WEEK  참가
•  2016 서울 스포츠 레져산업 박람회 참가
•  2016 G-FAIR KOREA 참가
•  독일 전시 참가

•  2017 소비자 만족지수 1위 2년연속 수상
•  환경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어린이용품 자가관리사업" 참여
•  디자인특허 - "입좌식 패들링 보트"
•  디자인특허 - "음향 진동 에어매트"
•  디자인등록 - "에어스팟(운동용 에어매트)"
•  디자인등록 - "활어용 수조"
•  디자인등록 - "건설용 중장비 천정 보호커버"
•  디자인등록 - "차량용 에어매트"
•  실용신안등록 - "아이노리매트"
•  대한 아크로바틱협회 공식 협찬사
•  2017 국제 캠핑페어 참가
•  2017 GOCAF 참가
•  2017 서울 스포츠 레져산업 박람회 참가
•  2017 SPOEX 참가
•  2017 G-FAIR 참가
•  독일 전시 참가

항상 창의와 도전적인 마인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에어포스는
공기구조물을 전문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20년 간 쌓아온
제조 노하우로 국내 캠핑 매트리스 시장의 1위 자리에 굳건히 
올라선 업체입니다.  

캠핑용 매트리스뿐만 아니라 체육, 수상레져 시설 및 다양한 
공기구조물을 직접 생산함으로써 소비자의 요청을 적극 수용하고
이를 수정해 나가며 고객과의 신뢰를 최우선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 진흥공단 HIT500 선정
•  중소기업청 우수제품 선정
•  2012 G-FAIR KOREA 참가
•  판로지원 종합대전 참가
•  대한민국벤처, 창업대전 참가
•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 우수제품 선정

•  2015 국제캠핑페어 참가
•  2015 서울 레저 스포츠산업 박람회 참가
•  2015 경기고양 아웃도어 캠핑페스티벌 참가
•  2015 G-FAIR KOREA 참가
•  디자인특허 - "에어연"
•  디자인등록 - "무술 연습 타격용 지지구"
•  디자인등록 - "환자용 매트리스"
•  디자인등록 - "아이스박스"
•  상표등록 - "아이노리매트"
•  독일 전시 참가
•  미국 전시 참가•  ISO9001 획득

•  디자인등록 - "에어매트"
•  디자인등록 - "텐트용 프레임"
•  디자인등록 - "그늘막 텐트용 프레임"
•  벤처기업 인증
•  클린사업장 인증
•  대한민국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상 수상
•  국제캠핑페어 참가
•  SIPREMIUM 2013 참가
•  아웃도어레져쇼 참가
•  2013 서울 스포츠 레져산업 박람회 참가
•  2013 G-FAIR KOREA 참가
•  2013 대구캠핑엑스포 참가

•  2014 국제캠핑패어 참가
•  2014 서울 스포츠 레져산업 박람회 참가
•  2014 코리아 오토캠핑쇼 참가
•  에어포스 디자인연구소 설립
•  KC인증 획득
•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 창업기업 선정 특허체크
•  인천 유망중소기업 선정
•  기업 부설연구소 설립
•  독일 전시 참가
•  2014 대구 캠핑엑스포 참가
•  2014 G-FAIR KOREA 참가

AIR FORCE
DWF Inflatable Mat Professionals
Bringing You the Best Value in DWF Inflatables. _AIR FORCE

Recent History

2012 2015

2013

2016

2017
2014



특허 / 디자인 등록증

인증서 / 상장

Certifications

“공기구조물 그네”
특허증

대한민국 중소중견기업
혁신대상 수상

“음향진동 에어매트”
특허증

“아이노리매트”
실용신안 등록증

“패들링 보트”
특허증

“에어 안내판”
디자인 등록증

“무술 타격구용 지지구”
디자인 등록증

"조립식 전시용 에어부스"
디자인 등록증

어린이용품 자가관리사업
참여확인증

“광고용 간판”
디자인 등록증

"활어용 수조"
디자인 등록증

"그늘막 텐트 프레임"
디자인 등록증

"차량용 에어매트"
디자인 등록증

“아이스박스”
디자인 등록증

“환자용 매트리스”
디자인 등록증

“에어매트”
디자인 등록증

“에어 스팟”
디자인 등록증

“에어 트램플린”
특허증

“온열 에어매트리스”
특허증

“에어 연”
특허증

“패들링 보드”
특허증

“인공 암벽 홀더 취부구조”
특허증

“에어 간판”
특허증

글로벌 청년 창업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벤처기업 확인서 품질 경영 인증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대한민국 스포츠 산업대상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CLEAN 사업장 인정서 에어포스 HIT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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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 FORCE
특수 이중공간지를 사용하여 견고하며
기존의 매트리스와 달리 쏠리거나 울렁거리는 현상이 없는
특별한 에어매트입니다

What is Double Wall Fabric?

수억만가닥의 특수 폴리에스테르 원사가 원단의 상,하부 공기층을
단단하게 잡아주며 내구성이 단단한 이중원단을 말하며 기존의
공기제품에 비해 일정 압력을 2배이상 견딜 수 있는 획기적제품입니다.

Characteristics of AIR FORCE Mat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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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공간지란?

에어포스 에어매트의 특징

 • 일반 에어매트 (고주파, 발포, 자충식매트 외) 에 비해 단단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 100% 수작업 가공으로 인하여 원하는 모양의 제품을 부담없이 제작 가능 합니다.

 • 공기 흡입 / 배기 방식으로 이동과 보관이 편리합니다.

 • 집먼지, 진드기 외 각종 유해 세균의 번식을 억제합니다.

 • 국내 직접 생산 방식으로 확실한 A/S를 보장합니다.

 • 층간소음 인증을 받아 야외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염 성능 코팅

5cm 캠핑용 에어매트는 얇은 두께이지만 내부 공간이 특수 이중공간지로
이루어져있어 기존 매트리스들 보다 우수한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01. 캠핑용 에어매트 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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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cm) Capacity Packing size(cm)
Weight

(kg, ±100g)

200 x 150 x 5

85 x 48 x 29

7.5 2

3

3.5

4

4.5

5

5

10.7

11.9

13

14.6

15.6

16.5

200 x 200 x 5

200 x 220 x 5

200 x 240 x 5

200 x 260 x 5

200 x 280 x 5

200 x 300 x 5

5cm Regular Mattress_ECO FRIENDLY MAT



※방염 성능 코팅

※방염 성능 코팅

에어포스 캠핑용 에어매트는 공기 주입/배출로 이동성이 뛰어나 야외에서 
사용 가능한 에어매트입니다. 기존 매트들과 달리 쏠리거나 울렁거리는 현상이
없으며 견고합니다. 사용자의 몸에 맞게 공기압을 조절해서 사용 가능하며
전 제품 수작업 제품으로 원하는 사이즈/모양이 주문 제작 가능합니다.

02. 캠핑용 에어매트 10/1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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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cm Regular Mattress_ECO FRIENDLY MAT

15cm Regular Mattress_ECO FRIENDLY MAT

size(cm)

size(cm)

Capacity

Capacity

Packing size(cm)

Packing size(cm)

Weight
(kg, ±100g)

Weight
(kg, ±100g)

200 x 150 x 10

200 x 150 x 15

200 x 200 x 10

200 x 200 x 15

200 x 220 x 10

200 x 220 x 15

200 x 240 x 10

200 x 240 x 15

200 x 260 x 10

200 x 260 x 15

200 x 280 x 10

200 x 280 x 15

200 x 300 x 10

200 x 300 x 15

85 x 48 x 29

85 x 48 x 29

8.6

9

2

2

3

3

3.5

3.5

4

4

4.5

4.5

5

5

5

5

11.8

12

12.9

13.2

14

14.4

15.3

15.7

16.4

16.8

17.4

18



※방염 성능 코팅

※방염 성능 코팅※방염 성능 코팅

03. 캠핑용 에어매트 20/30/40cm

www.air-force.co.kr / 07

20cm Regular Mattress_ECO FRIENDLY MAT

30cm Regular Mattress_ECO FRIENDLY MAT 40cm Regular Mattress_ECO FRIENDLY MAT

size(cm)

size(cm) size(cm)

Capacity

Capacity Capacity

Packing size(cm)

Packing 
size(cm)

Packing 
size(cm)

Weight
(kg, ±100g)

Weight
(kg, ±100g)

Weight
(kg, ±100g)

200 x 150 x 20

200 x 150 x 30 200 x 150 x 40

200 x 200 x 20

200 x 200 x 30 200 x 200 x 40

200 x 220 x 20

200 x 220 x 30 200 x 220 x 40

200 x 240 x 20

200 x 240 x 30 200 x 240 x 40

200 x 260 x 20

200 x 260 x 30 200 x 260 x 40

200 x 280 x 20

200 x 280 x 30 200 x 280 x 40

200 x 300 x 20

200 x 300 x 30 200 x 300 x 40

85 x 67 x 29

85 x 67 x 29 85 x 67 x 29

9.3

11 12.8

2

2 2

3

3 3

3.5

3.5 3.5

4

4 4

4.5

4.5 4.5

5

5 5

5

5 5

12.4

14.4 16.5

13.6

16 18.5

14.8

17.1 19.5

16.2

18.6 21

17.3

19.9 22.5

18.6

21.3 24



※방염 성능 코팅

04. 텐트전용 에어매트
에어포스 텐트전용 에어매트 시리즈는 코너가 제각각 꺾이고 구부러지는
텐트들의 단점을 보완하여 이너텐트 바닥을 최대한 채워주는 사이즈로,
4인 이상 가족도 넉넉히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에어포스만의 특화라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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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 성능 코팅

올뉴 투싼

올뉴 카니발

올뉴 쏘렌토

차량용 에어매트는 차량에서 편안한 잠자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에어매트입니다. 차량 사이즈별로 각 차량에 맞게 제작되며
에어포스 에어매트의 특별한 견고함으로 꿀렁거림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는 제품입니다. 사용하지 않을때는 공기를 빼서 수납이 
가능하여 차박캠핑 / 여행시 편리한 제품입니다.

05. 차량용 에어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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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 성능 코팅 (sky blue 제외) 

06. 체육용 에어매트 15/20/30cm

Product

15cm

15-200×500

15-200×700

15-200×1000

15-200×1200

20-200×500

20-200×700

20-200×1000

20-200×1200

1220×640×350

2450×640×350

40

55

70

82.5

53

62

83

103

20cm

Size(cm)
Weight

(kg, ±100g)
Packing Size(cm)

※ 그 외 사이즈는 주문제작 가능합니다.

성장기 아이들이 안전하게 운동과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 
에어매트리스입니다. 아이들의 성장판에 직접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서
전트 점프, 줄넘기 등과 같은 운동을 매트리스 자체의 탄성을 이용하여 
근육이나 뼈에 무리가 가는것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으며, 운동효과는 
2~3배 이상 높일 수 있습니다.
그 외 각종 무도(태권도,합기도,체조,아크로바틱 등) 활동을 할 때 안전
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Safety mat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다수의 대학교, 체육관, 아크로바틱 스쿨 등 많은 분야에서 에어포
스 에어매트를 활용하고 있으며 100% 국내 제작, 100% 수작업 제품으
로 그 우수성이 인정된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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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노리매트
실용신안 등록증

※방염 성능 코팅

에어포스 아이노리매트는 아이들이 클라이밍을 할 수 있는 매트임과 
동시에 분리하여 일자형 에어매트로 활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클라이밍 홀드 커버가 탈/부착식으로 되어있어 간편하게 
연결 및 설치가 가능하며 원하는 경사도를 조절 할 수 있습니다.

07. 아이노리 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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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ize(cm)

아이노리매트

Tractable

Play Mat

※ 그 외 사이즈는 주문제작 가능합니다.

100×150×15(h) 2EA

200×150×15(h) 2EA



Size(cm)

ø 50×100

ø 60×100

ø 70×100

ø 80×100

ø 90×100

3

4

5

6

7

9~15 years

9~15 years

16~60 years

16~60 years

16~60 years

Weight
(kg, ±100g)

Recommended age

08. 에어롤

09. 에어 웻지

에어포스 에어롤은 덤블링, 스트레칭 보조매트로써 각종 체육, 재활, 치료분야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중인 제품입니다.
특히 덤블링 매트 운동시 안전하게 아이들의 운동을 도와주는 전문 트레이닝 
도구로 체육관, 무술도장, 학교 실내운동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 그 외 사이즈는 주문제작 가능합니다.

경사가 있어 다양한 체육활동이 가능한 에어매트입니다.

Product Size(cm)

에어 웻지

Air Wedge
100×100×10(h)×20(h)

100×200×10(h)×20(h)

※ 그 외 사이즈는 주문제작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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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ize(cm) Packing Size(cm)

Portable

Square Pool

※ 그 외 사이즈는 주문제작 가능합니다.

122×64×35
200×300×Ø40(H) ~ 

600×800×Ø40(H)

공기 주입 및 배출이 가능한 이동식 에어풀입니다.
사각풀 / 타원풀 / 원형풀로 제작되며 물 대신 볼풀을 사용하여
아이들의 볼풀장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10. 사각풀 / 타원풀 

타원풀 ▶ 

사각풀 ▶ 



11. A 슬라이드
수상용 클라이밍 A 슬라이드입니다.

Product Size(cm)
Weight

(kg, ±100g)
Packing Size(cm)

A-Slide

※ 그 외 사이즈는 주문제작 가능합니다.

122×64×3566

200×240×20 : 

3EA

200×150×20 : 

1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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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문제작 제품

에어 샌드백에어 트램플린 

에어 분수 에어 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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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포스 제품은 100% 수작업 제품으로 주문제작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