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The spirit of caring close to nature,
LIFE FOREST for eco-friendly fabric, art and life

자연으로부터 온 건강한 친환경 패브릭
라이프숲로 아름다움과 건강한 삶을 누리세요

The cleverer choice
The nicer life

더 똑똑한 선택
더 쾌적한 삶

Contents
As our company
is a eco-friendly lifestyle brand, we have started to deal with natural
dyeing and Folkcraft article since the foundation in 1993.
We have obtained a patent for natural dyeing technology to process fabric with various functions.
We are dealing with a variety of products from a natural dyeing fabric to bedding, daily necessities.
Based on a recognized technology, we will do our best to be a trustworthy company to provide the
safest and most comfortable products for customer.

Products
●
●
●
●
●

Natural dyeing fabric.
Bedding(Comforter, bed, pillow cover, mattress cover)
Clothing(inner wear, pajama, shirt)
Dust masks(protection from yellow dust), Socks, Shoe insole, etcetera  
Turban, Hijab

The function of a product
●
●
●
●

Promote fatigue recovery and relieving stress.
Help sound sleep.
Prevent a respiratory disease and a dermatitis.
Restrains the propagation of harmful germs.

held a patent of invention in Korea and are given the best quality certification by
KATRI, KCL for the reliability, poison, and functional inspection(Anti-bacterial, De-odorant and
Anionic level)

은 자연친화적인 lifestyle 브랜드로서, 1993년 설립된 이후로 민속공예품과 기능성 천연염색 업계에
입문하였습니다.
은 다양한 기능을 가진 직물을 가공 생산하는 천연염색기술에 관한 발명특허를 획득하였습니다.
은 기능성 천연염색 패브릭부터 침구류, 생활 소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합니다.
공인된 기술을 바탕으로
는 고객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제품을 제공하는 신뢰있는 회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주 생산제품
● 기능성 천연염색 패브릭
● 침구류(이불, 베개커버, 매트리스커버, 패드 등)
● 의류(이너웨어, 파자마, 샤츠 등)
● 위생마스크, 양말, 깔창 등
● 터번, 히잡

제품의 기능
● 피로회복과 스트레스 해소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호흡기질환 및 피부염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유해한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은 한국발명특허획득,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및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로부터
품질 안전성 및 유해성검사, 기능성시험성적(항균성, 소취성, 음이온 등 효과)에서 최고급 품질로 검증 받았습니다.

친환경 웰빙제품 브랜드

Eco-friendly Well-being Product Brand

The spirit of caring close to nature,
LIFE FOREST for eco-friendly fabric, art and life
자연으로부터 온 건강한 친환경 패브릭
라이프숲로 아름다움과 건강한 삶을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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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Seasons Bedding / 사계절 침구

Ciel 씨에크①

Cotton 100%

※ The function of a product
- Promote fatigue recovery and relieving stress.
- Help sound sleep.
- Prevent a respiratory disease and a dermatitis.
- Restrains the propagation of harmful germs.

※ 제품의 기능성
L-15101 Comforter 사계절이불
200cm×230cm

L-15301 Pillow cover 베개커버

- 피로회복과 스트레스 해소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호흡기질환 및 피부염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유해한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50cm×7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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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ctual color may differ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natural dyeing.
본 제품은 천연염색 소재의 특성상 실물색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친환경 웰빙 제품

Ciel

씨에크②

Cotton 100%

Cotton 100%

L-15102 Comforter 사계절이불
200cm×230cm

L-15301 Pillow cover 베개커버

50cm×7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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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friendly Well-being Product

Epoux 에뿌①

L-15104 Comforter 사계절이불
200cm×230cm

L-15302 Pillow cover 베개커버
50cm×70cm

8

Cotton 100%

친환경 웰빙 제품

씨에크②비쥬①
Ciel
Bisous

Cotton 100%
Cotton 100%

L-15106 Comforter 사계절이불
200cm×230cm

L-15302 Pillow cover 베개커버
50cm×70cm

L-15102 Comforter 사계절이불 (200cm×230cm)
L-15301 Pillow cover 베개커버 (50cm×70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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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friendly High-performance Well-being Product

Eco-friendly Well-being Product

Elle 엘레①

L-15108 Comforter 사계절이불 200cm×230cm, L-15305 Pillow cover 베개커버 50cm×7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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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tton 100%

친환경 웰빙 제품

Rayon 레이온

Rayon 100%

L-15112 Comforter 인견(홑)이불
180cm×210cm

L-15308 Pillow cover 베개커버
40cm×60cm

L-15204 Pad 패드
150cm×20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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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friendly Well-being Product

Longevite 로제비떼

Cotton 100%

Epoux 에뿌

L-15502 Duvet cover 보료(홑)커버
145cm×210cm

L-15501 Duvet cover 보료(누빔)커버

145cm×2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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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웰빙 제품

Cotton 100%

Epoux 에뿌①

L-15201 Pad 패드

Longevite 로제비떼②

150cm×200cm

L-15203 Pad 패드

150cm×20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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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friendly Well-being Product

Amant 아망뜨①

Jacquard Poly 100% & Cotton 100%

L-15115 Comforter. Grey gold
사계절 이불(그레이 골드)양면
200cm×230cm

L-15310 Pillow cover 베개커버
50cm×70cm

LC-1510 Cushion cover 쿠션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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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cm×40cm

친환경 웰빙 제품

Jacquard Poly 100% & Cotton 100%

Amant 아망뜨②

L-15116 Comforter. Ivory gold 사계절이불(아이보리 골드)양면 200cm×230cm
L-15311 Pillow cover 베개커버 50cm×70cm

Amant 아망뜨

L-15205 Pad. Grey gold 패드(그레이 골드)양면
150cm×200cm

LC-1511 Cushion cover 쿠션커버
40cm×4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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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friendly Well-being Product

Longevite 로제비떼①

Jacquard Poly 100% & Cotton 100%

L-15117 Comforter. Gold
사계절이불(골드)양면
200cm×230cm

L-15312 Pillow cover 베개커버(양면)
50cm×70cm

LC-1512 Cushion cover 쿠션커버
40cm×4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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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웰빙 제품

Jacquard Poly 100% & Cotton 100%

Longevite
로제비떼②

L-15118 Comforter. Gold 사계절이불(골드)양면 200cm×230cm
L-15313 Pillow cover 베개커버(양면) 50cm×70cm

Longevite
로제비떼①

L-15206 Comforter. Gold 패드(골드)양면
150cm×200cm

LC-1513 Cushion cover 쿠션커버
40cm×4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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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friendly Well-being Product

Amour 아무르 ①

Linen 100% & Cotton 100%

L-15119 Comforter. Rose-Ivory
rose 사계절이불(로즈아이보리)양면
200cm×230cm

L-15314 Pillow cover 베개커버/양면
50cm×70cm

LC-1514 Cushion cover 쿠션커버
40cm×4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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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웰빙 제품

Linen 100% & Cotton 100%

Amour 아무르②

L-15120 Comforter. Green 사계절이불(그린)양면 200cm×230cm
L-15315 Pillow cover 베개커버(양면) 50cm×70cm
LC-1515 Cushion cover 쿠션커버 40cm×40cm

Amour 아무르③

L-15121 Comforter. Pink 사계절이불(핑크)양면 200cm×230cm
L-15316 Pillow cover 베개커버(양면) 50cm×70cm
LC-1516 Cushion cover 쿠션커버 40cm×4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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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friendly Well-being Product

Amour 아무르①

Linen 100% & Cotton 100%

Amour 아무르②

L-15207 Pad. Green 패드(그린)양면
150cm×200cm

L-15208 Pad. Pink 패드(핑크)양면
150cm×20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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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Seasons Carpet / 사계절 카펫

Ciel 씨에크

02

Cotton 100%

Longevite 로제비떼

L-15201 Carpet 카펫트
170cm×220cm

※ The function of a product
- Promote fatigue recovery and relieving stress.
- Prevent a respiratory disease and a dermatitis.
- Restrains the propagation of harmful germs.

※ 제품의 기능성
- 피로회복과 스트레스 해소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 호흡기질환 및 피부염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유해한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The actual color may differ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natural dyeing.
본 제품은 천연염색 소재의 특성상 실물색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L-15203 Carpet 카펫트

170cm×2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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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Seasons Bedding for Children / 사계절 유아용 침구

Lapin 레뻐

Cotton 100%

L-15401 Comforter 사계절이불
120cm×145cm

L-15501 Pad 패드

100cm×130cm

L-15601 Buckwheat Pillow 메밀베개
20cm×40cm

※ The function of a product
- Promote fatigue recovery and relieving stress.
- Help sound sleep.
- Prevent a respiratory disease and a dermatitis.
- Restrains the propagation of harmful germs.

※ 제품의 기능성
- 피로회복과 스트레스 해소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호흡기질환 및 피부염(아토피)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유해한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The actual color may differ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natural dyeing.
본 제품은 천연염색 소재의 특성상 실물색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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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웰빙 제품

Ballon 발루

Maison 메조

Love 러브

Voilier 까쥬

L-15402 Comforter (Ballon)
L-15403 Comforter (Maison)
L-15404 Comforter (Love)
L-15405 Comforter (Voilier)

사계절이불(발루)
사계절이불(메조)
사계절이불(러브)
사계절이불(까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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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Seasons Bedding / 사계절 침구

Cushion 쿠션

Cotton 100%

①LC-15001
②LC-15002
③LC-15003

50cm×50cm

①
②
※ The function of a product
- Promote fatigue recovery and relieving stress.
- Help sound sleep.
- Prevent a respiratory disease and a dermatitis.
- Restrains the propagation of harmful germs.

※ 제품의 기능성
- 피로회복과 스트레스 해소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호흡기질환 및 피부염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유해한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The actual color may differ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natural dyeing.
본 제품은 천연염색 소재의 특성상 실물색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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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친환경 웰빙 제품

Cushion 방석

①
②
③
④
⑤
⑥
①LC-15004 60cm×60cm
②LC-15005 60cm×60cm
③LC-15006 60cm×60cm
④LC-15007 60cm×60cm
⑤LC-15008 60cm×60cm
⑥LC-15009 찻자리 패드
190cm×6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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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bacterial Memory Foam Product / 항균메모리폼 기능성 제품

Antibacterial Memory Foam & Cotton 100%

- Breathable Material(Open cell Structure)
- Wearable Material(High density, Low elasticity, Shock absorption 95 percent)
- (Load : 110 Kg, Velocity : 16 times per min - Sustained the 125,000 times load)
- Memory foam : Do not wash
- 통기성 있는 소재(오픈 셀 구조)
- 착용감이 좋은 소재(고밀도, 저탄성, 95%의 충격 흡수율)
- High Restoring force(하중:100kg, 속도:분당16회 - 12만5천회 충격에도 복원력 유지)
- 속통(메모리폼): 세탁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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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웰빙 제품

3D Cushion

3D방석

LM-15001 3D방석
43cm×40cm×8cm

Doughnu Cushion

도넛방석

LM-15002 도넛방석
44cm×42cm×10cm

Neck Cushion

목 쿠션

LM-15003 목 쿠션
30cm×30cm×10cm

Back Cushion

등받이쿠션

LM-15004 등받이쿠션
42cm×40cm×10cm

※ The function of a product
- Promote fatigue recovery and relieving stress.
- Prevent a respiratory disease and a dermatitis.
- Restrains the propagation of harmful germs.

※ 제품의 기능성
- 피로회복과 스트레스 해소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 호흡기질환 및 피부염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유해한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The actual color may differ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natural dyeing.
본 제품은 천연염색 소재의 특성상 실물색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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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al Pillow for Inducing Deep Sleep / 숙면 유도 기능성 베개

Antibacterial Memory Foam & Cotton 100%

※ The function of a product
- Promote fatigue recovery and relieving stress.
- Help sound sleep.
- Prevent a respiratory disease and a dermatitis.
- Restrains the propagation of harmful germs.

※ 제품의 기능성
- 피로회복과 스트레스 해소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호흡기질환 및 피부염(아토피)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유해한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The actual color may differ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natural dyeing.
본 제품은 천연염색 소재의 특성상 실물색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Functional Pillow for Inducing Deep Sleep / 숙면 유도 기능성 베개

LS-15001Longevite 로제비떼
49cm×29cm×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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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15002 Sunflower 썬플라워
49cm×29cm×10cm

친환경 웰빙 제품

LM-15016 Folding memory foam mat 항균메모리폼 매트(w)
140cm×200cm×5cm

LM-15017 Folding memory foam mat 항균메모리폼 매트(S)
100cm×200cm×5cm

LM-15020 Folding memory foam mat 항균메모리폼 베개(죽부인)

LS-15003 Retinispora Cube Pillow편백칩 베개

42cm×18cm×10cm

18cm×18cm×100cm

LS-15004 Anion beads Pillow 음이온 구슬 베개

50cm×35cm×1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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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g / 지갑, 가방

Order Production Product 주문생산제품

Cotton 100% & rayon 100%

LC-1505 Cross-bag 크로스 여행가방(갈색/카키색)

18cm x 22cm

LM-1503 Men wallets 남성용 장지갑(카키색)

19cm x 9cm

LM-1504 Men wallets 남성용 반지갑(카키색)

11cm x 10cm

LW-1501 Women wallets 여성용 장지갑(카키색/갈색)

19cm x 10cm

LW-1502 Women wallets 여성용 반지갑(카키색/갈색)
11cm x 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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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friendly Well-being Product / 친환경 웰빙 제품

Order Production Product 주문생산제품

08

Cotton 100% & rayon 100%

shirt 셔츠

Clothing 의류

pants 트렁크

Face mask 위생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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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Cosmetics, Inner wear, Socks, Shoe insole, Face mask, etcetera / 화장품, 이너웨어, 양말, 깔창, 위생마스크 등

Research and Development Product 연구개발 제품

Cotton 100% & rayon 100%

Child car seat cover
유아용카시트커버

Baby walker cover 보행기커버

Mat cover 매트커버
Mattress cover 매트리스커버

Sofa cover 소파커버

Shoe insole 깔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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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lamp / 전통스텐드

10

Order Production Product 주문생산제품
This table lamp is designed with the traditional techniques[Najeonchilgi] of Korea, which has
been handed down since the 11th century.
The materials and techniques of this product is environmentally friendly.
본 테이블램프는 11세기부터 전승되어 내려오는 한국의 전통기법[나전칠기]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다.
친환경 소재와 기법으로 만들어진 친환경 제품이다.

LF-011 백자 形

LF-009 백자 形

30×30×40cm

30×30×40cm

LF-007 청자 形
30×30×43cm

LF-008 청자 形
30×30×43cm

30-Watt Light Bulb 30w 백열전구

LF-013 청자 形
30×30×4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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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friendly Well-being Product

LifeForest™ held a patent of invention in Korea and are given the best
quality certification by KATRI, KCL for the reliability, poison, and functional
inspection(Anti-bacterial, de-odorant and anionic level).
제품은
한국발명특허획득,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및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로부터
품질 안전성 및 유해성 검사, 기능성시험성적(항균성, 소취성, 음이온)에서 최고급 품질로
검증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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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are welcome to join us and
let's develop our future together!

Manufactured by

Life Forest co.

Head Office: 28-8 Goseongbuk-ro, Buk-gu, Daegu, Korea
TEL : +82-53-354-1400 +82-53-356-0851
www.lifesoop.com / lifeforest7@never.com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북로 28-8
T. 053)354-1400 F. 053)356-0851
E-mail. lifeforest7@naver.com

www.lifesoop.com

Healthful living zone Nature comes around
from Energetic Nature's vitality,
to LifeForest™ eco-friendly Fabric

자연이 살아 숨 쉬는 건강한 생활환경
자연의 활기찬 생명력을
라이프숲 친환경 패브릭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