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프로필 
 

 설립     1978 

 유통 국가  전 세계 56개국 이상 

 전 세계 영업소/대리점       미국 본사, 캐나다, 레바논 

 생산 플랜트  북미, 유럽 및 아시아 

 제품: 멤버십, 인증, 테스트 및 준수 규격  FIBA, BWF, WSF, MFMA, NWFA, EN, DIN, ASTM, JIS, JPIC, JAS 

 

   
 

 

바닥 
  

JIS 
  

F2772 
 

회사 소개 

1978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설립된 Prestige Enterprise International, Inc.는 고품질 주거용, 상업용 및 스포츠 바닥  

시스템을 제조하고 전 세계 56개 이상의 국가에  공급 및 수출하는 세계적 리더 중 하나입니다.  Prestige 제품 라인은 주거 분야(주택, 공동 

주택, 콘도, 빌라,…), 상업 분야(호텔, 박물관, 백화점, 부티크, 레스토랑, 아트 센터) 및 스포츠 센터(체육관, 레크리에이션 센터, 경기장, 

헬스 클럽, 스쿼시 코트, 달리기/조깅 트랙, 호텔 클럽 룸, 운동 시설, 올림픽)에 적합하게 설계됩니다. 당사의 하드우드 및 합성 소재 스포츠 

시스템은 전 세계 조직으로부터 특별 테스트를 거져 인증을 얻었기 때문에 당사 바닥 시스템의 안전성, 성능 및 내구성을 보장합니다.   
 

프리미엄 제품 제공: 

스포츠/레크리에이션 바닥 시스템: 
 노던 하드 메이플(19 – 20 – 22 – 27mm) 

 영구 부동 하드우드 시스템(단풍나무, 합판 또는 목재장선 바탕 바닥, 고무 쿠션 패드, 실러, 

마무리, 못) 

 이동식 하드우드 바닥 시스템(농구, 배구, 핸드볼, 넷볼용) 

 합성 소재 스포츠 시스템(고무 매팅, PVC 롤, 고무 타일, 스포츠 타일, 쏟아부은 폴리우레탄) 
      

   범용 공기 이동식       PlastoSport PU     

        바닥(얼음 위)            합성 바닥 

주거용/상업용 하드우드 바닥 
 19mm 통원목/매시프 사전 마무리 및 비마무리 하드우드 바닥(단풍나무, 적참나무, 백참나무, 

체리, 호두나무, 자작나무, 적자작나무, 너도밤나무, 물푸레나무, 히커리, 자토바)  

 주거용/상업용 10mm, 12mm, 15mm 및 19mm 가공 하드우드 합판(적참나무, 단풍나무, 체리, 

호두나무) 

   
        19mm 통원목              12mm 가공 

완전 WSF 인증 스쿼시 패키지 
스쿼시/라켓볼 코트 패키지 포함 사항: 

 하드우드 바닥 시스템 

 전면 및 측면 벽: 플라스터 또는 패널 시스템 

 후면 유리 벽 

 후면 벽 및 천장: 플라스터 또는 패널 옵션 

 조명 시스템, “텔테일”, 게임 라인 

 
스쿼시 코트 

종합 체육관 패키지/스포츠 장비 
 스포츠 장비: 농구 후방벽, 점수판, 배구/배드민턴/테니스 장비, 칸막이 커튼, 바닥 보호 커버 

 스쿼시 및 테니스용 조명 시스템, 실내 및 야외 좌석 

              
농구 후방벽   바닥 보호 커버 

스포츠 바닥용 고무 패드 제조 
 스포츠 바닥 고무 패드: 10mm, 12mm, 19mm (와플 백, 바이-파워, S-패드, D-파워, 에어 파워) 

 
    

Prestige Enterprise International, Inc. •11343 Grooms Road •Cincinnati, Ohio 45242, USA 

•전화: (1) 513-469-6044 •팩스: (1) 513-469-6444  

•이메일: prestige@isoc.net • info@prestigefloor.com • prestige@prestigefloor.com 

웹사이트: www.prestigefloor.com    www.reslientfloor.com 
 
 
 
 
 
 
 
 

 

mailto:prestige@isoc.net
mailto:info@prestigefloor.com
http://www.prestigefloo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