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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졸로(Pisolo)는 하이엔드 라이프스타일 가구 브랜드입니다.

첫눈에 시선을 사로잡는 피졸로는 이탈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이자 산업 디자이너 알레산드로 

멘디니(Alessandro Mendini)가 브랜드 네이밍부터 제품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직접 참여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디즈니 만화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에 등장하는 낙천적 잠꾸러기 난쟁이에서 모티브를 얻은 

피졸로는 이름에서 느껴지듯 현대인의 생활 속 휴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잠자는 공간을 넘어 취미와 여가까지 가능한 피졸로 모션베드는 바쁜 현대인을 위한 최고의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최상의 숙면과 편안함을 제공해주는 매트리스와 세심한 각도조절이 

가능한 모션을 사용한 피졸로 모션베드는 상황에 맞는 최적의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Design in Italy로 예술적 감성을, Made in Korea로 기술적 완성도를 충족시키는 피졸로 모션베드가 

침실의 품격을 높여드립니다.

침대, 예술을 만나다

WITH MENDINI



02 03침대, 예술을 만들다!  PISOLOPisolo Modern Line02 03

피졸로의 또 다른 작품
모던라인

TM

알레산드로 멘디니가 디자인한 스티치패턴 

그래픽과 피졸로만의 화려한 컬러 조화로 

심미적 아름다움을 강조합니다.

MODERN LINE - 멘디니그레이 Mendini Gray DK



04 05침대, 예술을 만들다!  PISOLOPisolo Modern Line04 05

알레산드로 멘디니가 
새롭게 디자인한 

스티치 패턴
TM

Alessandro Mendini

산업 디자이너 알레산드로 멘디니가 디자인 

한 스티치 패턴으로 모던하면서 유니크한 

스타일을 전해드립니다.

MODERN LINE - 미스티블루 Misty Blue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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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N LINE
PISOLO - SEASON 2

Product

침실을 작품으로 완성시키는 
피졸로 모던라인

알레산드로 멘디니가 디자인한 스티치 패턴,   

피졸로만의 화려한 컬러 조화로 심미적 아름다움을 

강조합니다. 

침대, 예술을 만들다!  PISOLO

청초함이 가득한 미스티블루는 

평범한 인테리어 공간도 

트랜디하고 유니크하게 꾸며줄 수 

있는 특별한 침대입니다.

MISTY BLUE
미스티블루

MODERN LINE - 미스티블루 Misty Blue Q



08 09Product 침대, 예술을 만들다!  PISOLO

MODERN LINE
PISOLO - SEASON 2

기존 클래식 라인의 인기 

컬러인 잉크네이비가 멘디니 

패턴의 스티치와 만나 현대적인 

감각의 모던 라인으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INK NAVY
잉크네이비

MODERN LINE - 잉크네이비 Ink Navy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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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N LINE
PISOLO - SEASON 2

깨끗함과 순수 그 자체를 표현하고 

있는 모던 베이지는 어떠한 인테리어 

스타일과 쉽게 매치가 가능합니다.

MODERN 
BEIGE모던베이지

Product 침대, 예술을 만들다!  PISOLO

MODERN LINE - 모던베이지 Modern Beige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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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N LINE
PISOLO - SEASON 2

모던라인의 시그니처 컬러로, 고급스러운 

그레이 컬러에 오렌지 스티치가 포인트로 더해져 

감각적이면서 안정감 있는 인테리어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MENDINI 
GRAY 멘디니그레이

Product 침대, 예술을 만들다!  PISOLO

MODERN LINE - 멘디니그레이 Mendini Gray Q



14 15Product 침대, 예술을 만들다!  PISOLO

MODERN LINE
PISOLO - SEASON 2

기존 클래식 라인의 인기 컬러인 

라즈베리레드가 멘디니 패턴의 

스티치를 만나 보다 심플하면서개성 

있게 재탄생했습니다.

RASPBERRY 
RED 라즈베리레드

MODERN LINE - 라즈베리레드 Raspberry Red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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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침대는 우리의 생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킵니다. 피졸로는 생활을 

완성하는 침대라는 모토로 디자인부터 기능, 작은 디테일까지 지금까지의 침대와는 

다른 작품을 선보입니다. 피졸로가 여러분 생활의 품격을 높여줄 것입니다. 

HIGH-END LIFESTYLE 
생활의 품격을 높이는 

피졸로(Pisolo)는 디즈니 만화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에 등장하는 잠꾸러기 

난쟁이를 모티브로 삼았습니다. 즐거우면 잠에서 깨고 피곤하면 바로 잠드는 

낙천적인 캐릭터를 통해 휴식의 중요성을 표현합니다. 침대를 단순히 잠자는 

공간에서 나아가 깨어 있을 때나 잠들어 있을 때 모두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HUMANISM LIFESTYLE 
휴식의 질을 높이는

생활을 완성시키는 침대를 위해 피졸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티스트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탈리아 출신, 세계적인 산업 디자이너 알레산드로 멘디니가 직접 브랜드 

네이밍부터 브랜딩, 제품 디자인까지 진행한 것은 물론, 일본의 유명 건축가 

쿠마켄고등 유명 아티스트들의 디자인 협업을 통해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피졸로는 

디자이너의 감성을 그대로 담아 표현한 하나의 작품입니다. 

DESIGN LIFESTYLE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The Pisolo Mind 침대, 예술을 만들다!  PISOLO



Pisolo Design18 19

Meringue Gray
머랭 그레이

Ink Navy
잉크 네이비 

Chiffon Beige
쉬폰 베이지

Chiffon Beige
쉬폰 베이지

Latte Brown
라떼 브라운

Raspberry Red
라즈베리 레드

Mendini Blue
멘디니 블루

화려함과 고급스러움의 대명사 클래식 라인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들의 손길이 담긴 클래식라인은 헤드 날개 부분에 

디자이너들의 패턴이 반영 된 라인으로 침실 분위기에 맞게 디자인을 선택해 

품격있는 나만의 침실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CLASSIC LINE
PISOLO - SEASON 1

Kuma Kengo
Pattern

Alessandro 
Mendini
Pattern

Raspberry Red
라즈베리레드

Misty Blue
미스티블루

Ink Navy
잉크네이비

Modern Beige
모던베이지

Mendini Gray
멘디니그레이

Alessandro 
Mendini
Pattern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그렇지만 감각적인 모던 라인

알레산드로 멘디니의 패턴을 침대 헤드에 스티치로 옮겨 감각적인 디자인을 선보인 

모던 라인은 어느곳에서나 잘 어우러지는 완벽한 조합을구성해 더욱 세련되고 

감각적인 공간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MODERN LINE

5 EA 7 EA

PISOLO - SEAS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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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졸로, 침대  
생활을 완성하다. 

클래식 라인
TM

침대, 예술을 만들다!  PISOLOPisolo Classic Line20 21

침실의 인테리어를 완성하는 침대. 여러분의 

침실을 작품으로 완성시키는 피졸로 

모션베드의 디자인을 추천합니다.

CLASSIC LINE - 머렝그레이 쿠마켄고 Meringue Gray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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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C LINE
PISOLO - SEASON 1

생활을 완성시키다, 피졸로 
클래식라인

알레산드로 멘디니와 쿠마켄고의 디자인이 

더해진 포인트로  피졸로만의 화려한 컬러와 함께 

심미적 아름다움을 강조합니다. 

어떠한 인테리어에도 잘 

어우러지는 밝은 베이지 컬러에 

멘디니 패턴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밝고 화사한 분위기의 침실을 

만들어 줍니다.

CHIFFON 
BEIGE쉬폰베이지

Product 침대, 예술을 만들다!  PISOLO

CLASSIC LINE - 쉬폰베이지 멘디니 Chiffon Beige Q

멘
디

니
 패

턴



24 25Product 침대, 예술을 만들다!  PISOLO

CLASSIC LINE
PISOLO - SEASON 1

어떠한 인테리어에도 잘 어우러지는 

밝은 베이지 컬러에 자연주의적 

건축가인 쿠마켄고의 무늬목이 

더해져 편안하고 부드러운 분위기의 

침실을 만들어 줍니다. 

CHIFFON 
BEIGE 쉬폰베이지

CLASSIC LINE - 쉬폰베이지 쿠마켄고 Chiffon Beige Q

쿠
마

켄
고

 패
턴



26 27Product 침대, 예술을 만들다!  PISOLO

CLASSIC LINE
PISOLO - SEASON 1

클래식라인의 시그니처 칼라인 

멘디니 블루는 피졸로의 느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컬러로 침대를 작품으로, 

침실을 갤러리로 만들어줍니다. 

MENDINI 
BLUE 멘디니블루

CLASSIC LINE - 멘디니블루 Mendini Blue Q

멘
디

니
 패

턴



CLASSIC LINE - 머랭그레이 쿠마켄고 Meringue Gray Q

2928 Product 침대, 예술을 만들다!  PISOLO

CLASSIC LINE
PISOLO - SEASON 1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차분하면서 고급스러운 그레이 

컬러로 침실을 보다 품격 있게 

바꿔줍니다.

MERINGUE 
GRAY 머랭그레이

쿠
마

켄
고

 패
턴



30 31Product 침대, 예술을 만들다!  PISOLO

빛에 따라 다양한 느낌을 주는 

신비로운 컬러로 때론 강렬하고 

카리스마 있는 인테리어로,  

때론 사랑스러움이 가득한 

인테리어로 연출이 가능합니다.

RASPBERRY 
RED 라즈베리레드

CLASSIC LINE
PISOLO - SEASON 1

CLASSIC LINE - 라즈베리레드 Raspberry Red Q

멘
디

니
 패

턴



32 33Product 침대, 예술을 만들다!  PISOLO

CLASSIC LINE
PISOLO - SEASON 1

세련되면서 멋스러움을 동시에 

갖고 있는 드라마틱한 컬러로 

멘디니 패턴의 화려함이 더해져 

침실을 보다 특별하게 꾸며줍니다.

INK NAVY
잉크네이비

CLASSIC LINE - 잉크네이비 Ink Navy DK

멘
디

니
 패

턴



Pisolo Design34 35

삶은 아름다운 것과 
연결되어 있고, 
그 모든 것이 
디자인이다. 
_ 알레산드로 멘디니

이탈리아 산업 디자인 계의 거장 알레산드로 멘디니는 때로는 과격하게, 
때로는 재미있게 기존의 틀을 깨는 디자인을 실현해 왔습니다. 여자 친구가 
기지개 켜는 것을 보고 힌트를 얻은 와인 오프너 ‘안나 G’, 포스트 모더니즘 
디자인의 상징이 된 암체어 프루스트 등 그의 디자인은 ‘삶과 연결된 디자인’을 
추구하는 자신의 철학을 반영해 왔습니다.
 
-
Awards

1979, 1981, 2014 이탈리아 산업 디자인 협회 황금 콤파스(Italian Compasso d’Oro of design) 수상

2003  이탈리아 건축 금메달 트리엔날레 디 밀라노(Trienalle Di Milano) 수상 

2006  유럽 최고의 건축과 인테리어 디자인(Villegiature Awards Best Hotel Architecture and Interior Design in 

Europe) 수상 

2014    유러피안 건축가 상(European Prize for Architecture) 수상 

Alessandro 
Mendini
알레산드로 멘디니 B.1931-2019

Modern
Line

Classic
Line



Pisolo Mattress Motion Bed36 37

Pisolo 
Mattress

01 02 03

디자이너 패턴 
매트리스

#천연 텐셀 원사 100% #고밀도 유럽산 메모리폼 #MDI 폼

사계절 모두 OK!  
메모리폼

체압 분산으로 
최적의 수면을

알레산드로 멘디니가 직접 

디자인한 매트리스 패턴은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세심하게 

신경쓴 피졸로 모션베드만의 

높은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고중량 삼중재 원단 A-100원사를 

사용한 엠보싱 원단으로 메모리폼 

착석감을 최적화 상태로 전달합니다.

외부온도 변화에 둔감한 메모리폼 

사용으로 사계절 내내 최상의 수면을 

제공합니다.

차별화된 탄력감, 고밀도 HR폼, 완벽한 모션베드 각도를 구현하는 12개의 컨투어 

가공으로 다양한 포지션과 각도에 맞춰 가장 이상적인 체중 분산을 구현 시켜 줍니다.12 Point

우수한 통기성과 밀도가 높아 

몸에 가해지는 압력을 균일하게 

분산시켜 줍니다.

계절에 따라 온도 변화가 심한 

한국 날씨. 통기성을 극대화하고 

외부 온도 변화에 둔감한  

메모리폼을 사용해 사계절 내내 

쾌적한 수면 환경을 조성합니다.

사람이 누웠을 때 신체 부위별로 

다르게 느껴지는 압력. 피졸로 

매트리스는 고밀도 점탄성 메모리폼 

사용으로 수면시 체압을 분산하여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 피졸로 매트리스는 고밀도 점탄성 메모리폼 사용으로 

체압을 분산하여 최적의 경도로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웠을때 인체의 압력부분이 신체부위별(머리-

어깨-등-허리-엉덩이-다리-발)로 다르기 때문에 압력에 

따라 체압이 분산되어야 편안한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천연 텐셀원사

유럽산 MDI메모리폼

고탄성 HR폼

고탄성 모션 컨투어 폼

피졸로의 매트리스는 기능과 

디자인 모두를 만족시킵니다. 

아이들이 사용해도 문제 없는 

소재와 사계절 쾌적한 메모리폼 

사용으로 수면의 질을 높입니다.

Designed by

매트리스, 또 하나의 명품

LIFE 
DESIGNING
MATTRESS

리트랙션 기능

01

04

02

05

03

06

모션베드의 상체를 움직일때, 

하체 부위의 모션베드가 따라 

움직이면서 체압을 분산시키고 

무게중심을 골고루 나누어 몸의 

당김현상이나 불편함 없이 

최대한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쿠션이 따로 필요없는 헤드 무빙 각도 조절  

목을 편안하게 받쳐주어 시야의 자유로움과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허리를 편하게 지지해주는 상체 무빙 각도 조절  

책을 읽거나 TV를 시청하는 등 다양한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 하체 무빙 각도 조절  

하루종일 서서 일한 다리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인체 곡선에 따라 상하체를 동시에, 무중력 모드와 리클라이닝

가장 편안한 나만의 자세로 숙면을 유도합니다.

분리형 기능조절(DK 사이즈)  

수면 습관이 다른 아내와 남편. 각각의 매트가 완벽히 분리되어 각자에게 맞는 자세로 사용 가능합니다.

나만의 자세 저장 메모리 기능 

가장 편안한 자세를 기억해 버튼 한번으로 세팅이 가능합니다.

FLAT 자세

TV 시청 자세

코골이방지 자세

다리 피로회복 자세

독서/스마트폰 자세

무중력 자세

무선 리모컨으로 상체, 

헤드, 하체의 각도 

조정이 가능하며, 

무중력자세, 플랫자세 

뿐만 아니라 나에게 

딱 맞는 자세기억기능과

LED조명까지 모든 

케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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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실의 인테리어를 완성하는 

침대. 여러분의 침실을 작품으로 

완성시키는 피졸로 모션베드의 

디자인을 추천합니다.

프레임 SS(수퍼싱글) : 1342(W) x 2148(D) x 1143(H)

 Q(퀸): 1742(W) x 2148(D) x 1143(H)

 DK(듀얼킹) : 2047(W) x 2148(D) x 1143(H)

매트리스 SS(수퍼싱글) : 1100(W) x 2000(D) x 200(H) 

 Q(퀸): 1500(W) x 2000(D) x 200(H) 

 DK(듀얼킹) : 900(W) x 2000(D) x 200(H) *2EA 

소비 전력 330W (※에너지 최저소비 효율 만족제품)

주요 구성자재 STEEL, MDF, FOAM, 인조가죽, LED, 무선리모컨 外

모터 독일 OKIN社 (3 MOTOR)

구동 소음 65db 이하

판매사 PISOLO

프레임 SS(수퍼싱글) : 1540(W) x 2193(D) x 1200(H)

 Q(퀸): 1977(W) x 2193(D) x 1200(H)

 DK(듀얼킹) : 2285(W) x 2193(D) x 1200(H)

매트리스 SS(수퍼싱글) : 1100(W) x 2000(D) x 200(H)

 Q(퀸): 1500(W) x 2000(D) x 200(H)

 DK(듀얼킹) : 900(W) x 2000(D) x 200(H) x 2EA 

소비 전력 330W (※에너지 최저소비 효율 만족제품)

주요 구성자재 STEEL, MDF, FOAM, 인조가죽, LED, 무선리모콘 外

모터 독일 OKIN社 (3 MOTOR)

구동 소음 65db 이하

판매사 PISOLO

MODERN LINE Beds Spec

CLASSIC LINE Beds Spec

LIFE 
DESIGNING
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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