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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인쇄부터 
대량인쇄물까지!
33여년동안 대기업, 관공서, 기관, 단체와의 거래를 통한

노하우를 중소기업 및 소기업과도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한국은행 신정시장

울산
상공회의소

구. 필리아
신정
푸르지오

44692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102 (상공회의소 앞)

052-273-3613052-272-3679
농협

울산공고

← 공업탑 태화로터리

문화예술회관↓삼산↓

사옥이전 안내

태
화

강

1층 인쇄실3층 기획실 (代)

CI∙BI ㅣ 리플렛 ㅣ 브로슈어 ㅣ 사보 ㅣ 도록 ㅣ 도서 ㅣ 옥외디자인 ㅣ 기업 홍보물 [답례품]

옵셋 미쯔비시 2절 4color ㅣ Canon 디지털 컬러, 흑백 인쇄기 보유

기획, 디자인, 인쇄, 가공, 납품까지

Onestop System

딱1장, 딱1권의 소량인쇄부터 대량인쇄까지 원스톱서비스로

귀사의 요구에 완벽대응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필리아는 1988년 1월 창립하여 33년 울산의 대표인쇄업체로 성장해 왔습니다.

30여년 역사와 함께해온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단독업체로 등록되어 있으며, S-Oil 역시

단독업체로 등록되어 본사와 현재까지도 계속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공회의소를 위시한 울산광역시·구·군 및 시 산하기관, 교육청등 기관단체들과의

거래를 통하여 명실공히 울산의 대표 인쇄업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과 노하우를 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및 소기업들과도 함께 공유해나갈

것입니다.

그러기위해 본사 사옥을 16년 12월 울산상공회의소 맞은편으로 이전하고 기존의 대량생산

시스템인 옵셋칼라인쇄기 및 최고의 디자인전문 인력을 보유한 기획실을 비롯해서, 17년 2월

소량다품종 인쇄 솔루션장비인 최첨단 디지털칼라인쇄기, 디지털흑백인쇄기, 제본기, 접지기,

오시기, 코팅기, 펀칭기, 링제본기 등을 모두 갖추고 최고의 디자인·인쇄 전문가 그룹이 귀사의

홍보전문가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통신과 물류의 혁명으로 소량이라도 웹하드나 이메일로 원고전송 및 교정을

빠른시간내에 자유자재로 할 수 있으며, 소량배달은 신속하게 퀵이나 택배 그리고 직송으로

납품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또한, 회사로고나 마크등의 기존 인쇄포멧을 걱정해서 더좋은 품질과 거래조건을 놓치지

마세요~!

필리아에서 바로 해결해드립니다~!!!

- 품질은 UP

- 납기는 SPEED

- 가격은 DOWN

필  리  아 대표  류  봉  현 외  임직원 올림 

G r e e t i n g



포트폴리오

울산도시공사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주식회사 덕양

울산 MBC

포트폴리오

현대자동차

에쓰-오일 주식회사

울산박물관

울산상공회의소

업체 연혁

기업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교재 및 인쇄물 전량제작, 현대자동차 백서, 기아자동차

교재, 현대모비스 사원수첩, 현대미포조선 교재, S-OIL 교재 및 인쇄물 전량제작,

한국은행 경제동향, 주식회사 덕양 50년사, 세흥화학공업 홍보책자, 새마을금고

홍보물, 농협 홍보물,  외 다수

관공서

울산광역시 울산경제 50년사, 울산상의 40년사, 2012~15 울산시청 다이어리,

2012~16 시설관리공단 카다록, 울산도시공사 경영성과 보고서, 울산경찰청

홍보리플렛, 울산경찰청 홍보물,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교육 책자, 울산광역시

박물관 전시도록, 울산박물관 교육집, 울산박물관 소식지, 소방서 119 홍보물,

울산문화예술회관 소식지, 2009 동구청 구청백서, 동구청 슬도 홍보물, 울산

정신건강증진센터 메뉴얼북, 중구청어린이집 홍보물, 중구청 드림합창단 홍보물,

폴리텍 대학브로슈어외 다수 

문화・예술・복지

울산MBC40년사, 월드비전 홍보책자, 울산광역시자원봉사 활동백서, 울산광역시

자원봉사 신문, 북구문화예술회관 전시 홍보물, 21세기 공동체운동 홍보물, 울산

대학교 어린이집 신문,  외 다수

주요 사업 실적

인쇄출판사 신고필증(제98호) 취득

2007

디자인기획실 확장이전

2011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취득

2013

캐논디지털칼라인쇄기, 디지털흑백인쇄기 도입

ONE-STOP System 후가공 장비 도입

(제본기, 오시기, 접지기, 코팅기, 펀칭기 등)

2017

사옥확장 이전(울산상공회의소 앞)

2016

디자인전문회사 필리아 창업

1988

컴퓨터 디자인 출판시스템 구축

1990

옵셋칼라 인쇄기(2절 4칼라) 도입

1998

옵셋칼라 인쇄기(2절 4칼라) 

신장비 도입

2002

인쇄사 신고필증(제66호) 취득

1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