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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건강을 생각합니다
기술 이전에 사람을 먼저 이해하는 침대,
척추보호를 위해 연구되었고 마침내
해답을 찾아낸 척추건강침대 척추 전문기관 국제척추전문가협회(ICA)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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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숙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척추건강침대-킹코일침대

HISTORY OF KING KOIL

SINCE 1898, 살아있는
킹코일침대의 역사를 만나보십시오

The history of
King Koil Bed
since 1898

Samuel Bronstein, founder of
King Koil Mattress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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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t, Present and Future
킹코일침대의 역사는 18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침대를 만들겠다’는 사무엘 브론스타인의 꿈은 비록 직원 6명의
작은 회사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 90여 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글로벌 일류
기업이 되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기술도 변하고 트렌드도 변화하지만, 킹코일침대의 품질과 서비스에
대한 신념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ICA(International Chiropractors Association)
인증을 비롯해 다양한 기술로 그 우수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킹코일침대는 소비자의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니즈를 만족시키고 수면 R&D
기술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좀 더
편안하고 건강한 수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A WORLDWIDE NETWORK OF KING K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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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코일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전 세계 6대륙 90여 개국에서 킹코일침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The whole
world is a stage for
King C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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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
Russia, United Kingdom, Ireland, Netherlands,
Belgium, Belarus, Poland, Germany, Ukraine,
Czech Republic, Slovakia, Austria, Hungary,
France, Switzerland, Slovenia, Bulgaria, Georgia,
Portugal, Spain, Greece, Turkey, Azerbaijan

ASIA & OCEANIA
Kazakhstan, China, South Korea, India, Laos, Taiwan,
Thailand, Vietnam, Cambodia, Philippines, Brunei,
Srilanka, Maldives, Malaysia, Singapore, Indonesia,
Papua New Guinea, New Zealand, Australia

NORTH AMERICA
Canada, United States Of America,
Mexico, Miami, Guatemala, Belize,
Honduras, El salvador, Nicaragua,
Costa rica, Panama, Anguilla

SOUTH AMERICA
Antigua&Barbuda, Dominica, St. Lucia,
Barbados, Trinidad And Tobago, Colombia,
Brazil, Argenitina, Uruguay

MIDDLE EAST
AFRICA
국제척추전문가협회(ICA)가 유일하게 인증한 킹코일침대는 1898년 Samuel Bronstein이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시에 설립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전 세계 메이저 침대 브랜드입니다. 현재 전 세계 6대륙 90여 개국에서 사랑받고 있는 킹코일침대는 국제척추전문가협회(ICA), Good
Housekeeping Seal 등 여러 기관에서 품질과 가치를 인증받았습니다. 킹코일침대는 약 8,000여 명의 척추전문가들의 모임인 ICA와 공동 개발한
척추보호 시스템인 카이로 스판 밴드가 척추를 보호해주는 척추과학과 척추의학이 살아 있는 침대입니다.

Algeria, Egypt, Kenya, Mozambique,
Zimbabwe, Namibia, Botswana,
Madagascar, Mauritius, Swaziland,
Lesotho, Republic Of South Africa

Bahrain, Israel, Jordan, Kuwait,
Oman, Qatar, Saudi Arabia, United
Arab Emirates, Yemen, Lebanon

INTERNATIONAL CHIROPRACTOR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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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회사에서
왜 척추를 연구할까?

Why should
a bed company carry
out research on
the spine?

세계유일의 ICA 인증을 받은 침대
척추건강침대, 킹코일침대 입니다
“잘못된 매트리스가 척추환자를 발생시킨다. 척추를 보호하는 매트리스를 만들자.”
킹코일침대는 도전했습니다. 척추를 보호하는 일이라면 시간과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1967년 킹코일 Spine Support Sleep Center와 국제척추전문가협회(ICA)가 공동으로
오랜 연구 끝에 마침내 척추를 보호해주는 킹코일침대가 탄생했습니다.

국제척추전문가협회(International Chiropractors Association)란?
전 세계 30여 개 회원국 약 8,000여 명의 척추 의학박사들이 모여 척추 건강을 연구하는 공인단체이며,
바로 여기에서 척추 건강에 좋은 침대는 킹코일침대라고 승인하였습니다.

DOUBLE FLEX SPRING

더블 플렉스 스프링,
오직 킹코일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Double Flex
Spring,
available only at
King K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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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스프링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더블 플렉스 스프링만의
트윈 서포트 시스템은
1차 Soft Zone이 부드럽게 인체곡선을 따라 빈틈없이 받쳐주고
2차 Hard Zone이 단단하게 척추곡선을 지지해주어 편안함은 물론 척추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Outer Flex Spring

Inner Flex Spring

Twin Support System

1st
Soft Zone

척추를 건강하게
Double Flex Spring

2nd
Hard Zone

흔들림 ZERO에 척추 건강까지
신개념의 2중 독립 스프링,
더블 플렉스 스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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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 FLEX SPRING

부드러우면서 단단하다
편안함의 비밀, 더블 플렉스 스프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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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스프링의 절묘한 조화로
일반 독립 스프링의 단점인 반발력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충격을 2중으로 흡수하여 스프링 수명을 연장

The secret to all this
comfort is King Koil’s
Double Flex Spring

VS

척추를 보호하는 킹코일침대

더블 플렉스 스프링

일반 독립 스프링

흔들림 ZERO는 기본, 이제 척추 건강까지 생각하십시오.
너무 딱딱하거나 무른 침대에서는 척추가 굽고 압박을 받아
근육들도 경직되지만, 킹코일 매트리스는 더블 플렉스 스프링이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하게 받쳐주어 최고의 안락감은 물론
척추까지 보호해 줍니다.

더블 플렉스 스프링의 4대 강점
Twin Support System

Zero Tilt (쏠림無)

(트윈 서포트 시스템)

스프링이 연결되어 있어 한쪽에서 힘을
받으면 쏠리는 연결 스프링과 달리 각각
독립되어 쏠리지 않습니다.

처음엔 온몸을 빈틈없이 부드럽게
받쳐주고 두 번째는 척추 건강을 위해
단단하게 2번 받쳐줍니다.

1

2

3

4

5

Zero Space (빈틈無)

Zero Sound (소음無)

스프링 형상이 항아리가 아닌 원기둥
형태로 인체에 닿는 면적이 넓어 빈틈없이
골고루 받쳐줍니다.

스프링 하나하나를 특수 부직포로 감싸
스프링 마찰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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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QUE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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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코일의 편안함과 건강함은
깐깐하게 챙긴 최고급 소재에서 비롯됩니다

King Koil’s comfort
comes from our carefully
selected materials

❶

❷

❸
❹
❺
❻
❼

더블 플렉스 스프링
2개의 스프링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신개념의 2중 독립 스프링으로
트윈 서포트 시스템이 2중으로 받쳐주어
편안함은 물론 척추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❽

❶ 리얼 울

❷ 헬시 론

❸ 엘라스틱 폼 프로

❹ 울트라 엘라스틱 폼

❺ 통기성 메모리폼

❻ 슈퍼 엘라스틱 폼

❼ 더블 텍스

❽ 슈퍼 쿠션 스프링

자연의 편안함을 드리는 100%
천연 양모입니다.

특수 맥반석 섬유로 항균기능과
원적외선을 방사합니다.

최고의 안락감을 위해 탄력과
복원력을 강화했습니다.

초고밀도의 소프트 폼으로
탄성과 유연성이 탁월합니다.

척추보호를 위해 최첨단 우주
공학으로 탄생한 메모리폼에
통기성을 더한 신소재입니다.

탄력과 복원력이 뛰어나 커버에
최상의 안락감을 제공합니다.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탄력을
위한 특수 2중 구조입니다.

매트리스에 전해지는 하중을
분산시켜주는 파운데이션
전용스프링이 부착됩니다.

HISTORY OF KING KOIL

MATTRESS
COLLECTION

Posture Bond

Deluxe

N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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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좋은 매트리스는 많습니다
국제척추전문가협회(ICA)가 인증한 매트리스는
킹코일침대 뿐입니다

Neo

Deluxe

Euro

SOFT

HARD

Posture Bond

Euro

Chiro Tech

Pop

Pop

Chiro Tech

MATTRESS LINE UP

Posture B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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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ve spring zones - the ultimate in
spine protection technology!
The secret of King Koil’s amazing comfort is our five-spring zone system
that perfectly accommodates your spine. Wake up feeling refreshed
thanks to our technologically advanced Posture Bond feature.

다섯 개의 스프링 존,
이것이 독보적인 척추보호 기술의 결정체!
편안함의 비밀은 바로 척추를 완벽하게 케어하는 다섯 개의 스프링 존.
혁신으로 완성된 Posture Bond에서 가뿐한 아침을 경험하십시오.

Five Zone System

더블 플렉스 스프링

플렉스 스프링

인체의 하중 분포에 따라 5개의 존에 구분된 더블 플렉스 스프링과
플렉스 스프링이 존별로 서로 다른 탄력을 제공함으로써 서 있을 때의
‘S’라인을 누웠을 때도 그대로 유지해주어 척추를 보호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Unique Materials

매트리스 높이
360mm ± 20

항균 니트원단

리얼 울

헬시 론

엘라스틱 폼 프로

울트라 엘라스틱 폼

통기성 메모리폼

슈퍼 엘라스틱 폼

파워 엣지 공법

LK 1,800mm x 2,000mm
K3 1,670mm x 2,075mm
Q

1,500mm x 2,000mm

LS 1,100mm x 2,000mm

MATTRESS LINE UP

Deluxe
편안함의 대명사로
손꼽히는 웰빙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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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ld’s best bed,
a byword for comfort
King Coil Bed technology delivers the sort of deep,
comfortable sleep that no one has ever experienced before.
The perfect balance created by our Flex Spring and
Double Flex Spring ensures you’ll have a healthy and sound sleep.

그 누구도 구현하지 못한 편안함을 킹코일침대의 기술력이 해냈다.
플렉스 스프링과 더블 플렉스 스프링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밸런스가
건강한 숙면을 약속합니다.

Power Edge Method

더블 플렉스 스프링

플렉스 스프링

매트리스에서 취약하기 쉬운 가장자리 탄력 강화를 위해 엣지 가드로
스프링 판 가장자리를 보강해주는 파워 엣지 공법은 가장자리의
탄력을 혁신적으로 강화해주어 매트리스를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최신 공법입니다.

Unique Materials

매트리스 높이
340mm ± 20

항균 니트원단

리얼 울

헬시 론

통기성 메모리폼

슈퍼 엘라스틱 폼

파이브 존 시스템

LK 1,800mm x 2,000mm
K3 1,670mm x 2,075mm
K1 1,600mm x 2,000mm
Q

1,500mm x 2,000mm

LS 1,100mm x 2,000mm

엘라스틱 폼 프로

MATTRESS LINE UP

N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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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spine health technology
to style and comfort!
From leading-edge technologies for spine health to simple and
sophisticated styles and the ultimate in comfort, you’ll find
that every day is a refreshing day with Euro.

부드러운 편안함에 품격을 더하여
휴식의 차원이 달라진다
휴식의 즐거움을 품격으로 완성시킨 고감도 매트리스, 킹코일 Neo!
척추보호 스프링은 물론 고급 충전재에 항균 니트원단의 프리미엄한 가치까지,
부드러움과 품격에서 한 차원 높은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Pillow Method

더블 플렉스 스프링

플렉스 스프링

외관변형 방지 기능은 물론 매트리스에 가해지는 하중을 1차적으로
분산시켜주어 더욱 소프트하며 최상의 편안함을 제공하는 시스템

Unique Materials

매트리스 높이
340mm ± 20

항균 니트원단

카시미론 패딩

엘라스틱 폼

K3 1,670mm x 2,075mm
K1 1,600mm x 2,000mm
Q

1,500mm x 2,000mm

3 zone

LS 1,100mm x 2,000mm
슈퍼 엘라스틱 폼

Three 존 시스템

파워 엣지 공법

통기성 메모리폼

22

MATTRESS LINE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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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spine health technology
to style and comfort!

Euro

From leading-edge technologies for spine health to simple and
sophisticated styles and the ultimate in comfort, you’ll find
that every day is a refreshing day with Euro.

척추 건강 기술과
스타일에 편안함까지!
척추 건강을 위한 독보적인 기술, 심플하고 세련된 스타일에
완벽한 편안함까지 Euro와 함께 상쾌한 하루하루를 즐기십시오.

Dual Edge Method

더블 플렉스 스프링

플렉스 스프링

신개념의 이중 독립 스프링인 더블 플렉스 스프링을 스프링 판 양쪽
끝에 이중으로 배열해서 매트리스 가장자리 탄력을 강화해주는
신공법으로 매트리스 가장자리 끝까지 꺼짐 없이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Unique Materials

매트리스 높이
280mm ± 20
K3 1,670mm x 2,075mm

Two-Way Cushion System

K1 1,600mm x 2,000mm

매트리스 상면은 부드럽고, 하면은 단단한
쿠션으로 달리해서 신체 특성에 따라
뒤집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1,500mm x 2,000mm

LS 1,100mm x 2,000mm

항균 니트원단

카시미론 패딩

엘라스틱 폼

통기성 메모리폼

슈퍼 엘라스틱 폼

파워 엣지 공법

케어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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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TRESS LINE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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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times hard, but sometimes soft
Choose your level of rest according to your mood

Pop

Pop’s delicate charm doubles the joy of your sleep, since it offers both firm and soft
support according to the amount of mattress load distribution.

때론 단단하게, 때론 부드럽게
휴식도 기분에 따라 선택한다
견고함과 부드러움을 넘나드는 매트리스, 하중 분포에 따라 견고함과 부드러움이
공존하는 Pop만의 섬세한 매력이 수면의 즐거움을 배가합니다.

Flex Spring

더블 플렉스 스프링

플렉스 스프링

플렉스 스프링은 따로따로 독립되어 있어 진동을 완벽하게 차단해
주기 때문에 옆 사람이 움직여도 흔들리지 않고 숙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기둥 형태의 스프링이 따로따로 움직이며
인체 곡선을 따라 온몸을 빈틈없이 받쳐주는 최신형 독립 스프링입니다.

Unique Materials

매트리스 높이
270mm ± 20

1,500mm x 2,000mm
LS 1,100mm x 2,000mm
S 1,000mm x 2,000mm
Q

최고급 위생원단

카시미론 패딩

더블 텍스

듀얼 엣지 공법

Two-Way Cushion System
매트리스 상면은 부드럽고, 하면은 단단한
쿠션으로 달리해서 신체 특성에 따라
뒤집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엘라스틱 폼

슈퍼 엘라스틱 폼 프로

MATTRESS LINE UP

Chiro 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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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ttress that’s high in quality
yet economical in price
The Chiro Tech mattress was developed to advance
the popularity of spinal medicine. It will satisfy your every
demand for both quality and economy.

품질과 경제성을 함께 갖춘
합리적인 매트리스
척추 의학의 대중화를 위해 탄생한 실용적인 매트리스.
Chiro Tech는 최적의 수면 조건은 물론 편안한 가격까지,
품질과 경제성을 동시에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Dual Match Method

퍼펙 라운드 스프링

스프링을 한쪽으로 배열할 경우 한쪽에서 힘을 받을 때 쏠림 현상이
발생합니다. 듀얼 매치 공법은 탄력의 대칭을 위해 두 개의 스프링을
서로 마주 보게 배열함으로써 스프링의 쏠림을 완벽하게 방지해주는
신기술입니다.

Unique Materials

매트리스 높이
240mm ± 20
Q

최고급 위생원단

카시미론 패딩

엘라스틱 폼

크린 텍스

카이로 스판 밴드

엣지 서포트 스프링

1,500mm x 2,000mm

LS 1,100mm x 2,000mm
S

1,000mm x 2,000mm

더블 텍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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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LE SUPPORT
SYSTEM
THE HIGHEST QUALITY FOUNDATION

척추 건강을 완성하는 최고급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 전용 슈퍼 쿠션 스프링이 내장된 Posture Support가 매트리스를
한 번 더 받쳐주어 하중분산 효과를 통해 완벽한 척추 건강을 완성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편안함

신개념 Triple Support System
파운데이션 높이
190mm ± 20

지금까지 경험했던 편안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개념의 서포트 시스템.
킹코일 매트리스의 더블 플렉스 스프링과 포스쳐 서포트의 슈퍼 쿠션
스프링의 완벽한 조화로 탄생한 신개념 Triple Support System이
편안함과 수명을 더 늘려줍니다.

LK 1,800mm x 2,000mm
K3 1,670mm x 2,075mm
Q

1,500mm x 2,000mm

LS 1,100mm x 2,000mm

매트리스

1

2

파운데이션

1

파운데이션 스프링

2

조립방식

3

4

하중분산 시스템

미끄럼 방지

Six Working System의
최고급 파운데이션 스프링

격자형 판조립 구조의
견고한 조립방식

어떠한 하중도 수직 처리하는
하중분산 시스템

매트리스의 미끄럼을 방지하는
미끄럼 방지 부직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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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호텔에서 주무신다는 건
킹코일침대에서 주무신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호텔들의 이유 있는 선택

그 소중한 고객의 경험을 선물하기 위한 세계호텔들의 혜안은
척추건강까지 생각하는 킹코일침대였습니다.

EUROPE
ADARE MANOR HOLIDAY COTTAGES
AGHADOE HEIGHTS HOTEL
AMBASSADOR HOTEL
BEWLEYS HOTELS · DUBLIN & GLASGOW
BRANDON HOTEL

CHINA
HILTON · BEIJING
HILTON · GUANGZHOU
JW MARRIOTT · SHANGHAI
HEHUA MARRIOTT HOTEL · BEIJING
SHERATON · GUANGZHOU

SRI LANKA
CINNAMON GRAND HOTEL
COCOON RESORT & VILLAS
HERITANCE HOTEL
KANDALAMA HOTEL
TANGERINE BEACH HOTEL

SINGAPORE
ALBERT COURT VILLAGE HOTEL
AMBASSADOR TRANSIT HOTEL
CARLTON HOTEL
HOLIDAY INN ATRIUM
HOTEL GRAND CENTRAL

MALAYSIA
GRAND PLAZA PARK ROYAL · PENANG
MANDARIN ORIENTAL · KL
PLAZA PREMIUM LOUNGE · KL
THE LEGEND HOTEL · KL
THE WESTIN · KL

INDIA
HOLIDAY INN · JAIPUR
ICC MARRIOTT · PUNE
JW MARRIOTT · BANGALORE
MARRIOTT · KOLKATA
MARRIOTT COURTYARD · PUNE

AUSTRALIA
HOLIDAY INN HOTEL · SYDNEY
MARRIOTT · BRISBANE
STAMFORD HOTELS & RESORT
BEST WESTERN
RADISSON HOTEL

MIDDLE EAST
EMIRATES PALACE · ABU DHABI
FAIRMONT HOTEL · DUBAI
HYATT REGENCY · OMAN
LE MERIDIEN · BAHRAIN
HILTON · DUBAI & ABU DHABI

INDONESIA
BALI HAI RESORT & SPA
JW MARRIOTT · JAKARTA
NIKOI ISLAND · BINTAN
THE WESTIN · BALI
HARD ROCK HOTEL · BALI

HISTORY OF KING K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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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코일침대는
국제척추전문가협회(ICA)가 인정한 척추건강침대입니다
KING KOIL MATTRESSES PROTECT THE SPINE AND ARE CERTIFIED BY THE ICA

국제척추전문가협회(ICA) 인증서

매트리스 테스트, 스프링 테스트... 엄격한 이 모든 테스트들을 완벽하게 통과한 침대에만 킹코일이란 이름을 붙입니다. 그렇기에 까다롭기로
소문난 국제척추전문가협회가로부터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현재 세계 8,000여 명의 척추전문가들이 앞다투어 킹코일침대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고객센터 1566-7339 A/S센터 1899-7512 문의전화 (02) 515-0436
※ 본 카다록에 수록된 제품의 색상, 형태, 크기는 제작상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카다록은 코팅처리 하지 않아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 주요 원재료,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품질보증서 및 안전·품질표시를 참조하십시오. (KBC-2018.10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