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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특징
하나. 수면체질에 적합한 안락감과 지지력을 지닌 다양한 제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둘. 최적의 휴식과 활력재생을 지원하기 위한 엄선된 자재를 사용합니다.
셋. 프리미엄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만족감이 있습니다. 
넷. 수면을 보다 가치 있게 만드는 45년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로 만듭니다.

년...    그 특별함이 만든 lie cloud

45년의 특별함으로 선보입니다 - lie cloud

이 땅에 침대문화가 시작된 것은 반세기 전,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서양에 비하면 길지 않지만,

45년 전 우리의 손으로 직접 침대를 만들면서 서구화된 주거환경의 유입과 더불어 침대를 사용하는 입식문화가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침대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관련된 기술과 설비 분야 역시 동반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는 45년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제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좋은 매트리스는 아무리 첨단설비라도 기계 공정만으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기계공정에만 의존한다면 모양만 내는 것일 뿐, 그 안에 포함된 편안함의 가치는 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좋은 매트리스가 발휘해주어야 할 진정한 안락감은 사용고객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없게 됩니다.

좋은 매트리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숙련된 기술자들의 손길이 요구되는 공정이 다른 제품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척된 기술력입니다.

한국침대 문화의 태동기를 함께 해 온 45년의 특별함과 편안함의 가치증진에 몰입해 온 기술력으로 선보이는 매트리스 라이클라우드( lie cloud )

이제 라이클라우드에서 보다 진보된 휴식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Good choice, Good start!  이제 흔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나 흉내 닐 수 없는 한국 침대역사 45년의 특별함이 당신을 편안하게 받쳐드리니까요.

라이클라우드 ( lie Cloud )

가지 약속
하나. 좋은 자재와 안전한 제품으로 정직하게 만들겠습니다.
둘. 좋은 제품을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가겠습니다.
셋. 45년 축적된 기술과 열정으로 제품 하나 하나에 정성을 다해 만들겠습니다.
넷. 좋은 제품이 좋은 서비스의 기본이라는 믿음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품질만족, 고객감동을 위한 신기술 개발과 설비도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heart warming
sleep supremacy

spice up your life
inspired by 45 year old expert

super natural
calm & comfortsleep & beauty

good choice, good start
achieving the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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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재단작업 매트포장작업 커버누비작업 패턴기기 부직포누비작업

커버패턴기기

커버패턴완성단계포켓스프링 제작공정커버 누비기기정밀패턴작업

정밀패턴작업 천연소재 적재 커버봉합과정 양모누비공정 포켓스프링 결합기기

패턴작업

스프링 제작기기퀼팅누비작업 사이드 누비작업

NATURAL LATEX MEMORY FOAM FORM

BIO TEXANTIMICROBIAL WOOL  ZIPPERBIO FOAM GUARD

CASHMILON NATURAL PALM30LATEX

POCKET SPRING

스프링을 부직포 포켓에 넣어 탄력
을 만들어 냄으로서 독립적인 지지
로 수면중의 뒤척임에도 옆사람에
게 소음과 흔들림이 전달되지 않은  
지지력을 제공한다

POWER SPRING
파워스프링은 자사의 일반 본넬 스
프링보다 3배가량 많은 600여개
(퀸기준)를 사용하여 견고하고 탄탄
한 지지력을 제공한다

일본에서 개발한것으로, 촉감은 캐
시미어와 비슷하며 가볍고 포근해서 
보온성이 있어 복지, 내의, 담요등 
많은 보온성소재에 사용되며 매트원
단과 함께 커버 제작시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천연 야자열매의 껍질섬유로 다밀성 
구조로 형성되어 있어 하드한 쿠션
감을 가지며 공기 물등을 투과할수 
있어 통풍에 아주 탁월한 소재로 각
광받고 있다

천연고무나무 원액을 몰딩에 부어 
사각형태의 모양으로 쿠션재로 수
많은 공기층을 두어 탄력과 복원을 
만들어 매트리스소재로 최고의 소
재이다 또한 천연소재로서 세균과 
진드기 서식을 방지하는 탁월한 소
재이다 

COTTON FELT

자연 천연 목화솜은 인류의 시작과 
같이한 보온성 소재로 습기와 한기
에 탁월한 보온효과를 만들어 내며 
천연소재이어서 인체의 알레르기 반
응을 만들지 않아 건강에 아주좋은 
소재이다.

WOOL

양모는 비늘모양의 스케일로 표면이 
덮여있어 물방울을 튕겨내고 습기는 
빨아들임으로서 외부의 습도에 맞추
어 섬유내부의 습도를 스스로 조절
하는 호흡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양
모의 크림프가 공기를 많이 함유해 
열기와 추위를 차단하여 몸을 보호
하는 소재이다

천연고무원액을 사용하여 만들어 
집먼지 진드기등의 서식을 막으며 
인체의 굴곡에 따라 고르게 지탱해
주어 척추를 곧바르게 유지시켜주
며 하중을 분산시켜 원활한 혈액순
환을 도와준다

인체의 온도와 무게에 반응하여 점
차적으로 부드럽게 윤곽따라 밀착되
어 형상화되는 소재로 무게의 압력
이 제거되면서 다시 원형으로 복원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오랫동안 
사용해도 복원력을 유지하여 편안한 
수면을 돕는다

바이오 세이프 폼, 슈퍼소프트 폼, 
플러쉬 폼등 여러형태로 나눌수 있
으며 하중을 분산하는 탁월한 소재
이며 매트소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
는 소재이기도 하며 탄력또한 오랫
동안 유지되어 다양한 형태로 만들
어지기도 한다.

스프링과 커버사이에 많이 들어가는 
소재이며 하드한 스프링과 매트의 
틀등을 직접 잡아주는 역할을 하며 
완충작용을 하는 소재이다

항균처리 입자를 세밀하게 처리하여 
솜에서 번식할 수 있는 박테리아 번
식을 막아주며 겨울에는 따듯하고 
여름에는 시원하며 탄력과 오염이 
되지 않는 위생적인 양모이다

커버에 지퍼를 채택함으로써
오염된 커버를 세탁할수 있으며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있다

스프링을 둘러 쌓아 하드한 스프링
과 매트의 틀등을 직접 잡아주는 역
할을 하며 완충작용을 하는 소재이
며 쿠션을 오래도록 유지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liecloud inside and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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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표준



SIZE SPECIFICATIONS
Semiking 1600x2000mm / Queen 1500x2000mm / Supersingle 1100x2000mm
* 매트리스 원단 교체가능 / 규격 오차범위 ±20mm

LEVEL ZONE : Ultra Plush ( 아주부드러움 )

천연소재에 의한 최상의 안락감

The material of products
DOUBLE WEAVE COVER /  CASHMILON /  WOOL / CLOUD FOAM /  CLOUD BIO TEX   /  30 LATEX  /  CLOUD COTTON FELT / POCKET SPRING

클라우드 프리미엄은 30라텍스와 양모등을 사용하여 온 몸을 감싸는 듯한 
안락감이 참 좋은 매트리스 입니다.

특히 최신설비와 숙련된 기술력에 의한 측면의 디자인은 편안함을 배가시켜 드립니다. 
뒤척임에 예민하거나 옆으로 자는 습관이 있는 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CLOUD PREMIUM
LCPL 89

클라우드 프리미엄

WOOL CLOUD FOAM30mm LATEX CLOUD BIO TEXCASHMILON2중직 고급원단 COTTON FELT

heart warming

sleep supremacy

spice up your life

inspired by 45 year old expert

super natural calm & comfort

sleep & beauty good choice, 

good start

achieving the dream

POCKET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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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 SPECIFICATIONS
Semiking 1600x2000mm / Queen 1500x2000mm / Supersingle 1100x2000mm
* 매트리스 원단 교체가능 / 규격 오차범위 ±20mm

LEVEL ZONE : Plush  (  부드러움 )

탈부착이 가능한 위생적인 매트리스

The material of products
DOUBLE WEAVE COVER /  CASHMILON /  WOOL / CLOUD FOAM /  CLOUD BIO TEX   /  CLOUD COTTON FELT / POCKET SPRING

진생케어는 안락감, 위생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부착된 커버는 일반저인 세탁이 가능한 고 기능성 원단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거나 자주 세탁을 해야하는 분들에게 좋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GINSENG CARE
LCGC 69

진셍케어

WOOL CLOUD FOAM CLOUD BIO TEXCASHMILON2중직 고급원단 COTTON FELT POCKET SPRING

커버 탈부착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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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 SPECIFICATIONS
Semiking 1600x2000mm / Queen 1500x2000mm / Supersingle 1100x2000mm
* 매트리스 원단 교체가능 / 규격 오차범위 ±20mm

LEVEL ZONE : Plush  ( 부드러움 )

양모로 쌓여지고 가드로 받쳐주는 편안함

The material of products
DOUBLE WEAVE COVER /  CASHMILON /  WOOL / CLOUD FOAM /  CLOUD BIO TEX   /  CLOUD COTTON FELT / SAVE FOAM GUARD / POCKET SPRING

네이처는 매트리스 가장자리를 80미리 바이오폼 가드로 받쳐주고 그 둘레를 양모커버로 
씌워져 있어 가장자리까지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구름위에 누운듯한 편안함을 원하는 분들에게 권합니다

NATURE
LCNP 57

네이처

WOOL CLOUD FOAM CLOUD BIO TEXCASHMILON2중직 고급원단 COTTON FELT POCKET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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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 SPECIFICATIONS
Semiking 1600x2000mm / Queen 1500x2000mm / Supersingle 1100x2000mm
* 매트리스 원단 교체가능 / 규격 오차범위 ±20mm

LEVEL ZONE : Ultra Plush ( 아주부드러움 )

은사가 들어있는 고급원단으로 쌓여 있는 안락감

The material of products
DOUBLE WEAVE COVER /  CASHMILON /  WOOL / CLOUD FOAM /  35 CHEMICAL FORM  /  CLOUD COTTON FELT / COTTON FELT / POCKET SPRING

실버케어는 원단에 은사가 들어 있어 몸을 케어받는 느낌을 주며 부드러운 공기층이 겹겹이 들어 있습니다.
부드러운 지지력을 원하거나 옆으로 자는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SILVER CARE
LCSC 64

실버 케어

WOOL 35 CHEMICAL FOAM CLOUD BIO TEXCASHMILON2중직 고급원단 COTTON FELT POCKET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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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 SPECIFICATIONS
Semiking 1600x2000mm / Queen 1500x2000mm / Supersingle 1100x2000mm
* 매트리스 원단 교체가능 / 규격 오차범위 ±20mm

LEVEL ZONE : Medium Firm  ( 보통의 단단함 )  

안락함과 편안함을 한번더 강조한 매트리스

The material of products
DOUBLE WEAVE COVER /  CASHMILON /  CLOUD FOAM /  CLOUD BIO TEX   /  CLOUD COTTON FELT /  POCKET SPRING

수면시 노페물과 땀을 배출하며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에너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소재는  하루를
맞이하고 자신의 건강과 생활의 리듬을 찾아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최고의 소재로 정성을 만듭니다

CLOUD
CL1T 52

클라우드

CLOUD BIO TEXCASHMILON2중직 고급원단 COTTON FELT POCKET SPRINGCLOUD FO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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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 SPECIFICATIONS
Semiking 1600x2000mm / Queen 1500x2000mm / Supersingle 1100x2000mm
* 매트리스 원단 교체가능 / 규격 오차범위 ±20mm

LEVEL ZONE :  Firm ( 단단함 )

자연친화적 원단으로 수면을 방해하지 않는 매트리스

The material of products
DOUBLE WEAVE COVER /  CASHMILON /  CLOUD FOAM /  CLOUD BIO TEX   /  CLOUD COTTON FELT /  POCKET SPRING

기분좋은 하루의 시작은 좋은 수면에서 시작되듯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편안한 매트리를 선택하여야 하며 좋은 매트리스를 선택할수 있는 안목을 드립니다.

단단함을 선호하거나 똑바로 주무시는 분들에게 권합니다.

BAMBOO
CBBN 44

뱀부

CLOUD BIO TEXCASHMILON2중직 고급원단 COTTON FELT POCKET SPRINGCLOUD FO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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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 SPECIFICATIONS
Semiking 1600x2000mm / Queen 1500x2000mm / Supersingle 1100x2000mm
* 매트리스 원단 교체가능 / 규격 오차범위 ±20mm

LEVEL ZONE :  Firm ( 단단함 )

건강을 생각하는 차별화된 소재로 편안함을 만든다 

The material of products
DOUBLE WEAVE COVER /  CASHMILON /  CLOUD FOAM /  CLOUD BIO TEX   /  CLOUD COTTON FELT /  POCKET SPRING

건강한 수면을 만들기위해 알찬재료가 필요하며 자연속의 편안함과 퍼팩트한 균형의 지지력을 필요로 합니다.
편안한 수면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위한 최소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탄탄한 지지력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권합니다.

MIRACLE
LCMC 36

미라클

CLOUD BIO TEXCASHMILON2중직 고급원단 COTTON FELT POCKET SPRINGCLOUD FOAM

사면지퍼형

 20 comfort & luxury liecloud 21

heart warming

sleep supremacy

spice up your life

inspired by 45 year old expert

super natural calm & comfort

sleep & beauty good choice, 

good start

achieving the dream



뱀부

미라클

실버케어클라우드 프리미엄

네이쳐

진셍케어

클라우드

The difference between the extraordinary technology to more luxurious mattress only sticking.
An exhaustive quality assurance certifications system into procuction.

LIECLOUD LINE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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