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탈로그에 표기된 모든 가격은 2020년 7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KUNGSBLOMMA/쿵스블롬마

이불커버+베개커버2

￦39,900

깨워요, 멋진  날!



지금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삶의 질을 높여주는 편안한 잠이에요. 

그래서 잠에는 일가견이 있는  

IKEA가 몇 가지 중요한 사실과 

숙면을 위한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게 좋아요.

•  걱정과 고민을 떨치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드세요.

•  부드럽고 포근한 이불 속에서 좋아하는 물건이나 사람을 꼭 끌어 

 안아 보세요.

•  짧지만 달콤한 낮잠과 암막 블라인드의 위력은 엄청나죠.

•  나지막한 목소리로 부르는 자장가나 잠자리 동화도 도움이 돼요.

•  편안한 매트리스도 중요합니다. 휴가지의 불편한 잠자리에서

 잠을 이루지 못한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거예요. 

•  밤에 충분한 숙면을 취하면 삶의 질이 향상되죠.

•  습관과 집안 환경을 조금만 바꿔도 훨씬 깊이 푹 잘 수 있어요.

 오늘밤부터 시작하세요.

1 KUNGSBLOMMA/쿵스블롬마

이불커버+베개커버2 

￦39,900 면 퍼케일 85%, 

리오셀 퍼케일 15%. 이불커버

W200×L230cm. 베개커버 

L50×W80cm. 704.231.43

2 NORDLI/노르들리 수납침대

프레임 ￦479,000 매트리스와

침구는 별도 판매. 페인트 마감.

W160×L202×H30cm. 

매트리스 크기 150×200cm. 

803.498.50

3 EKET/에케트 4칸수납장

￦70,000/개 포일 마감, 

파티클보드. W70×D35

×H70cm. 303.3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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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EA 2020 카탈로그

KLOCKRANKA/클로크랑카

쿠션 커버

￦4,900

홈
IKEA 제품과 다양한 아이디어로 꾸민 여섯 집을 

만나보세요. 일상이 더욱 즐거워지는 아이디어로 

가득합니다.

서로 다름에 끌린다고 하죠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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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이 자란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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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가족 수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공간

친구들과 함께 사는 집  ............................................73

공유 생활 공간과 개인 침실로 구성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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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잘 갖춰진 원룸에서의 새출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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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텍스타일, 수납제품, 조명을 소개합니다.

침실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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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합니다! 

카탈로그에 소개된 다양한 제품을 

살펴보며 집에서 직접 활용해보고 싶은 

아이디어를 찾아보세요. 

몇 페이지만 봐도 벌써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샘솟을 거예요. 

매장이나 온라인에서도 더욱 

다양한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답니다. 

...앉은 자리에서 쇼핑할 수도 있어요
IKEA.kr 웹사이트에서 쇼룸의 모든 제품을 둘러보고 멋진 홈퍼니싱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어요. 쇼핑하러 나갈 필요 없이 우리집 소파에 앉아서 새 소파를 쇼핑할 수 있죠. 

선택한 제품은 IKEA에서 배송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74페이지 또는 IKEA.kr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쇼핑하러 나갈 수도 있지만...

KLOCKRANKA/클로크랑카 

쿠션커버 ￦4,900 면 100%. 

L50×W50cm. 404.4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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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RIBBA/리바 액자 ￦8,900 포일 MDF, 플라스틱. 

 그림/사진 W30×H40cm. 603.784.24

2 New MALMBÄCK/말름베크 전시용 선반

 ￦12,900 파우더코팅스틸. L60×D12cm. 

804.463.37

3 New GURLI/굴리 쿠션 커버 ￦3,900 면 100%. 

L50×W50cm. 804.437.82

4 New STRÄVKLINT/스트레브클린트 쿠션커버 

￦5,900/개 면 100%. L50×W50cm. 

 라이트 터쿼이즈-그린/라이트라일락 304.472.97 

         다크라일락/브라이트핑크 004.438.37

5 New POKAL/포칼 유리컵 ￦1,900/개 강화유리. 

35cl. 904.177.11

6 New LANKMOJ/랑크모이 장식상자 ￦5,900 

 주석도금스틸. 지름 12, H17cm. 804.362.96 

7 LANGESUND/랑에순드 거울 ￦39,900  

 거울 유리, 알루미늄. 지름 50cm. 102.886.85

8 ÄDELHET/에델헤트 촛대/미니양초홀더 4종 

￦7,900 유리, 알루미늄. 904.217.27

9 New BEHÄRSKA/베헤르스카 양초L 랜턴 ￦9,900 

파우더코팅스틸. H26cm. 504.259.54

10 VÄSNAS/베스나스 미니양초 홀더 ￦500/개 유리. 

H6cm. 502.769.73

더 대담하게, 더 멋지게 색을 아끼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잖아요! 모던한 소재에 담아낸 

대담한 패턴과 환한 색으로 

재미있고 감각적인 공간을 

연출해보세요. 

2

8

7

4

3

6

9 BEHÄRSKA/베헤르스카
양초L 랜턴

￦9,900

STRÄVKLINT/스트레브클린트
쿠션 커버

￦5,900/개

4

RIBBA/리바
액자 W30×H40cm

￦8,900

1

POKAL/포칼
유리컵

￦1,900/개

5

VÄSNAS/베스나스
미니양초 홀더

￦500/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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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ew VISBÄCK/비스베크 포스터 행거 ￦9,900  

W61cm. 704.217.66

2 VARDAGEN/바르다겐 그릇 ￦1,900/개 도자기제, 

유색 유약, 지름12cm. 302.892.26

3 FULLTALIG/풀탈리그 촛대 3종 ￦14,900 

 구성: 촛대 3개 (H10/15/20cm). 파우더코팅 

 알루미늄, 플라스틱. 103.421.35

4 New KNIXHULT/크닉스훌트 플로어 스탠드 

￦79,900 투명래커 대나무. H66cm. IKEA. Model 

G1712 KNIXHULT. 본 조명기구는 에너지 등급 

A++에서 D까지의 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703.237.61

5 New GULSPARV/굴스파르브 담요 ￦17,900 

 면 100%. W70×L90cm. 204.271.10

6 NORDRANA/노르드라나 바구니 2종 ￦14,900 

 크기: 1개(지름 14/H14cm), 1개(지름 17/H17cm). 

 폴리프로필렌 플라스틱. 804.206.48

7 SKURUP/스쿠루프 펜던트등 ￦29,900 

 파우더코팅스틸, 플라스틱. 지름 38cm. IKEA. 

Model T1740 SKURUP. 본 조명기구는 에너지  

등급 A++에서 D까지의 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04.071.21

8 AINA/아이나 패브릭 ￦9,900/m 리넨 100%. 

W150cm. 003.958.03

9 New METTALISE/메탈리세 쿠션 커버 ￦7,900 

 면 100%. L40×W65cm. 104.326.64

10 HEMSJÖ/헴셰 양초L ￦2,000 /4개. 파라핀/식물성 

왁스. H8cm. 001.761.17

평화로운 전원 속으로
도시에 살아도 차분하고 평화

로운 전원 생활의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자연과 전통 수공예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소품을 활용

해서 공간을 꾸며보세요.

3

2

5

8

VISBÄCK/비스베크
포스터 행거

￦9,900

1

6 NORDRANA/노르드라나

바구니 2종

￦14,900

SKURUP/스쿠루프
펜던트등

￦29,900 

7

10 HEMSJÖ/헴셰
양초L, 4개

￦2,000

KNIXHULT/크닉스훌트

플로어 스탠드

￦79,900
4

METTALISE/메탈리세
쿠션 커버

￦7,900

9



서로 다름에 끌린다고 하죠 11

1 BRIMNES/브림네스 유리도어 수납장 ￦249,000/개 

포일 마감, 강화유리. W80×D35×H190cm. 

704.098.87

2 LANDSKRONA/란스크로나 3인용 소파 ￦649,000 

커버: 폴리에스테르 100%. W204×D89×H78cm. 

 군나레드 다크그레이/메탈 392.703.07

3 LISTERBY/리스테르뷔 커피테이블 ￦249,000 

 파티클보드+애쉬 마감 L140×W60×H45cm. 

304.177.85

4 New  EVEDAL/에베달 탁상스탠드 ￦219,000

 대리석, 참나무 원목, 유리. H52cm. 604.057.43

5 BESTÅ/베스토 상단패널 ￦50,000 

W180×D42cm. 두께 1cm. 004.444.03

6 New  BESTÅ/베스토 벽수납 콤비네이션 

￦360,000포일, MDF, 재활용 페트 포일. 

W180×D42×H64cm. 블랙-브라운/스토크비켄 

 앤트러싸이트 093.017.15

4

2

6 BESTÅ/베스토

벽수납 콤비네이션

￦360,000BRIMNES/브림네스

유리도어 수납장

￦249,000/개

1

3 LISTERBY/리스테르뷔

커피테이블

￦249,000

5

서로 다름에  
끌린다고 하죠
사이좋은 이 커플은 최근에 함께 살기로 결정했어요. 즐겨 입는 옷처럼 

편안한 새 보금자리는 서로 다른 스타일이 존재하지만,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마치 주인 커플과 꼭 닮은 집이랍니다.



12  서로 다름에 끌린다고 하죠

집에서 일할 때는 

책상 근처에 수납 서랍을 

두는 게 편리하죠. 

일이 끝나면 바로 서류를 

정리하기 쉽거든요.

FADO/파도

탁상스탠드

￦19,900
6

1 LISABO/리사보 테이블 ￦199,000 

  투명래커 물푸레나무 무늬목, 자작나무 원목. 

L140×W78×H74cm. 303.824.51

2 ALEFJÄLL/알레피엘 사무용 의자 ￦249,000 

천연가죽(선염 풀그레인 가죽) 시트 W51×D42, 

H45~56cm. 글로세 블랙 503.674.59

3 IDÅSEN/이도센 이동식 서랍유닛 ￦149,000 

스틸, 에폭시/폴리에스테르 파우더코팅 

W42×D47×H61cm. 103.609.83

4 GLITTRIG/글리트리그 촛대 3종 ￦24,900 

  구성: 양초홀더 3개 (H11/16/21cm).

  스테인리스스틸, 파우더코팅스틸. 103.941.48

5 New EKET/에케트 벽선반 유닛 ￦25,000 

  포일 마감, 파티클보드. W35×D25×H35cm. 

303.737.05

6 FADO/파도 탁상스탠드 ￦19,900

 유리, 폴리프로필렌 플라스틱. H24cm. 103.563.11

4

3

2

1 LISABO/리사보
테이블

￦199,000 5 EKET/에케트

벽선반 유닛

￦25,000/개

가끔 집으로 일거리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식탁이 요긴하게 쓰여요.  

맛있는 집밥을 즐기는 이 아늑한 공간은 급한 업무를 처리하기에도 좋죠. 

몸을 편안하게 받쳐주는 인체공학 디자인의 사무용 의자는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린답니다.

모듈식의 

EKET/에케트 시리즈는 

깊이가 다른 두 종류가 

여러 가지 색으로 되어 있어 

다양한 콤비네이션으로 

연출할 수 있어요!



1 METOD/메토드 주방, KUNGSBACKA/쿵스바카 

무광 화이트 도어/서랍앞판, MAXIMERA/막시메라 

완충식서랍 METOD/메토드 수납장프레임, 화이트 

멜라민포일. KUNGSBACKA/쿵스바카 도어/서랍앞판, 

재활용 포일 마감. MAXIMERA/막시메라 서랍, 파우더

코팅스틸, 멜라민포일. 스테인리스스틸과 블랙 가죽 

소재의 BJÄRRED/비에레드 손잡이 및 BARKABODA/

바르카보다 호두나무 조리대와 함께 연출되었습니다.

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은 277페이지를 참조하세요. 

￦4,613,000
자세한 내용이나 기타 서비스는 

274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반대는 서로 끌린다잖아요 15

두꺼운 무늬목으로 만들어 

내구성이 좋고, 풍부한 개성까지 

더한 조리대입니다.

KUNGSFORS/쿵스포르스

태블릿 거치대

￦10,000

4

1
8

0
c
m

260cm

2 GLATTIS/글라티스 트레이 ￦19,900 

 스테인리스스틸, 니켈도금동합금제. 지름 38cm. 

503.501.14

3 VARIERA/바리에라 다용도트레이 ￦15,000

 투명래커 대나무. W20×D50×H5.4cm. 902.711.34

4 KUNGSFORS/쿵스포르스 태블릿 거치대 ￦10,000 

스테인리스스틸. W26×D13×H12cm. 103.349.32

METOD/KUNGSBACKA  
메토드/쿵스바카

주방

￦4,613,000

1

12
0
c
m

3

2

METOD/메토드 주방
25년 품질보증



여행지에서의 경험을 되살려 호텔 분위기로 꾸민 침실입니다. 깊고 풍부한 색감, 

쾌적한 침구, 부드러운 조명 등 세세한 부분까지 두 사람이 원하는 대로 꾸몄기 

때문에 훨씬 기분 좋은 공간이 되었죠.

3 MALM/말름

6칸 서랍장

￦199,000

1 LUBBAN/루반
수납카트 테이블

￦89,900

오픈형과 도어/서랍형 수납을 

적절하게 섞어서 공간을 꾸며보세요. 

즐겨 사용하는 물건을 멋스럽게 

진열하면서도 늘 깔끔해 보이는 비결이죠.

2 EVEDAL/에베달
탁상스탠드, 구형

￦169,000

16 서로 다름에 끌린다고 하죠

커튼도 레이어드 하세요! 

한 겹은 프라이버시, 두 겹은 

빛 차단, 세 겹은 소리 차단에 

도움이 된답니다.

1 New LUBBAN/루반 수납카트 테이블 ￦89,900 

 라탄/파우더코팅스틸 L50×W50×H66cm. 

404.414.74

2 EVEDAL/에베달 탁상스탠드, 구형 ￦169,000 

 대리석, 유리, 동합금제. H394mm. 303.579.46

3 MALM/말름 6칸 서랍장 ￦199,000 스테인, 

 투명래커 물푸레나무 무늬목. W80×D48×H123cm. 

603.546.25

4 SANELA/사넬라 반암막 커튼한쌍 ￦79,900

 면 벨벳 100%. W140×L250cm. 404.189.06

5 SAGSTUA/삭스투아 침대프레임 ￦269,000 

 매트리스와 침구는 별도 판매. 파우더코팅스틸. 

W158×L208×H140cm. 매트리스 크기 150×200cm. 

492.689.12

6 NATTJASMIN/나티아스민  이불커버+베개커버

 ￦69,900 면 새틴 60%, 리오셀 새틴 40%. 

 이불커버 W200×L230cm. 베개커버 L50×W80cm. 

803.371.64

7 New VONSBÄK/본스베크 단모러그 ￦39,900 

 폴리프로필렌 100%. W80×L180cm. 104.500.35

SAGSTUA/삭스투아

침대프레임+갈빗살

￦269,000

5

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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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X/NYKIRKE 팍스/뉘키르케
옷장

￦1,055,000
6

5 MELLÖSA/멜뢰사
액자선반

￦14,900/개

3 ARKELSTORP/아르켈스토르프
책상

￦249,000

18  서로 다름에 끌린다고 하죠

PAX/팍스 옷장용 트레이인서트와 

그 외 다양한 정리 용품을 이용하여 

수납도 개성 있게 완성해보세요!

똑똑한 공간 활용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휘해보세요. 

좁아서 활용하기 어려운 

공간에는 미닫이도어가 

편리하답니다.

2

1

1 New FJÄLLBO/피엘보 벽선반 ￦34,900/개 

투명래커 소나무 원목, 파우더코팅스틸. 

W101×D20×H21cm. 004.305.85

2 KARMSUND/카름순드 탁상거울 ￦19,900 

  파우더코팅스틸, 거울유리. W27×H43cm. 

502.949.86

3 ARKELSTORP/아르켈스토르프 책상 ￦249,000 

투명래커 소나무 원목. W140×D70×H74cm. 

303.610.24

4 KOMPLEMENT/콤플레멘트 4칸 인서트 ￦25,000 

섬유판, 포일 W25×D53×H5cm. 704.057.71

5 New MELLÖSA/멜뢰사 액자선반 ￦14,900/개 

  아크릴 플라스틱 L60×D10.5cm. 804.463.42

6 New PAX/팍스 옷장 ￦1,055,000 포일 마감, 

  반투명유리. L150×D66, H202cm. 화이트 

NYKIRKE/뉘키르케 반투명유리, 체크패턴 

493.002.81 조명은 별도 판매.

7 TOBIAS/토비아스 의자 ￦79,900 크롬도금스틸, 

  플라스틱. W55×D56×H82cm. 503.347.27

두 사람의 짐을 합쳐보니 큰 옷장이 두 개나 되어 수납 솔루션을 업그레이드

해야 했어요. 그 결과 멋진 드레스룸이 탄생했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통일감이 있지만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내부는 다르게 구성해서 두 사람에게 

필요한 요소를 모두 갖춘 완벽한 공간이 되었죠.

4

7 TOBIAS/토비아스

의자 ￦99,900

￦79,900



GODMORGON/고드모르곤
수납유닛 2종

￦9,900

3

EIDSÅ/에이소
거울

￦24,900/개

4

FLODALEN/플로달렌
수건L

￦16,900/개

1

개별 세면 공간, 멋진 수납 가구, 따스한 

느낌의 조명, 열대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벽지로 꾸민 근사한 공간입니다. 

욕실에 발을 딛는 순간 이국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여행지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 거예요. 

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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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LODALEN/플로달렌 수건L ￦16,900/개 

  면 100%. W70×L140cm. 203.808.72

2 NORDRANA/노르드라나 바구니 2종 ￦14,900 

  크기: 1개(지름 14cm/H14cm), 1개(지름 17cm/

H17cm). 폴리프로필렌 플라스틱. 804.206.48

3 GODMORGON/고드모르곤 수납유닛 2종 

￦9,900 페트 플라스틱. W34×D17×H3cm.  

704.002.74

4 EIDSÅ/에이소 거울 ￦24,900/개 거울 유리. 

W48×H120cm. 203.251.02

5 GODMORGON/고드모르곤 키큰장 ￦299,000/개 

  하이글로스 포일 마감, 강화유리. 

W40×D32×H192cm. 603.440.66

6 LEDSJÖ/레셰 LED 벽부착등 ￦59,900/개 L60cm. 

조명기구 안의 전구는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403.872.12

7  GODMORGON/BRÅVIKEN 고드모르곤/

 브로비켄 세면대 2단하부장 ￦459,000 하이글로스 

포일 마감, 분쇄대리석.W61×D49, H68cm. 

  하이글로스 화이트 192.923.48 

GODMORGON/BRÅVIKEN 고드모르곤/브로비켄

세면대 2단하부장 

￦459,000
7



ROSENSKÄRM/로센셰라
인체공학적 베개,  
측면/정면 수면용

￦19,900
11

여행인 듯 설레는 일상
편안한 잠만으로 재충전이 된다면 멀리 여행을 떠날 필요 없겠죠? 

푹 자는 것도 여행만큼 가치 있고 즐거운 일이죠. 정성 들여 꾸민 침실이 

있다면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재충전할 수 있어요.

1 MAJORNA/마요르나 탁상스탠드 ￦19,900 

 종이, 스틸. H32cm. 203.238.53

2 SANELA/사넬라 쿠션커버 ￦9,900 면 벨벳 100%. 

L40×W65cm. 다크레드 604.167.51

3 VITMOSSA/비트모사 스로우 ￦3,000 

 폴리에스테르 100%. W120×L160cm. 703.048.90

4 NJUTNING/니우트닝 유리컵 향초 ￦12,900 

 유리/스테인리스스틸/착향파라핀/식물성왁스. 

H10cm. 블라썸 베르가못/그레이 803.505.32

5 VEKETÅG/베케토그 베드 스프레드 ￦59,900 

 폴리에스테르 100%. W160×L250cm. 803.923.44

6 RANARP/라나르프 벽부착/집게형 스폿조명  

￦39,900 파우더코팅스틸. D34cm. 002.840.51

7 HILLEBORG/힐레보리 암막커튼 한쌍 ￦39,900 

 폴리에스테르 100%. W145×L250cm. 204.250.31

8 SORTSÖ/소르트쇠 평직러그 ￦3,500 

 면 100%. W55×L85cm. 504.185.19

9 BRUNKRISSLA/브룽크리슬라 이불커버+베개커버 

￦19,900 면 100%. 이불커버 W150×L200cm. 

 베개커버 L50×W80cm. 103.755.50

10 New EKET/에케트 수납장 ￦25,000 포일 마감, 

 파티클보드. W35×D25×H35cm. 603.737.04

11 New ROSENSKÄRM/로센셰라 인체공학적 베개, 

측면/정면 수면용 ￦19,900 메모리폼, 폴리에스테르 

패브릭. L33×W50cm. 704.4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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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NA/마요르나
탁상스탠드

￦19,900

1

6 RANARP/라나르프
벽부착/집게형 스폿조명

￦39,900

7 HILLEBORG/힐레보리
암막커튼 한쌍

￦39,900

EKET/에케트
수납장

￦25,000

10

3 VITMOSSA/비트모사
스로우

￦3,000

2

VEKETÅG/베케토그
베드 스프레드

￦59,900

5

BRUNKRISSLA/브룽크리슬라
이불커버+베개커버

￦19,900

9

SORTSÖ/소르트쇠
평직러그

￦3,500
8

NJUTNING/니우트닝
유리컵 향초

￦12,900

4



우리 집이 자란다
새 가족의 탄생은 너무나 반가운 일이죠. 그런데 집이 좁아도 이사할 상황이 

안 된다면? 여기에서 소개한 가족처럼 창의력을 발휘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여보세요. 갓난아기가 있어도 온 가족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1 METALLISK/메탈리스크 진공 보온병 ￦29,900 

 스테인리스스틸, 플라스틱. 1.2L. 303.602.27

2 EKEDALEN/에케달렌 확장형 테이블 ￦249,000 

 스테인, 투명래커 물푸레나무 무늬목. 

L120/180×W80, H75cm. 903.408.06

3 New ODGER/오드게르 의자 ￦79,900/개 합성목재. 

W45×D51×H81cm. 304.573.14

4 SKÅDIS/스코디스 페그보드 ￦19,900/개 

 페인트 섬유판. W56×H56cm. 303.208.06 

 부속품은 별도 판매.

5 SANELA/사넬라 쿠션커버 ￦9,900 면 벨벳 100%. 

L50×W50cm. 203.7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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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ÅDIS/스코디스 ￦24,900

페그보드

￦19,900/개

4

ODGER/오드게르

의자

￦79,900/개

3

2

5

METALLISK/메탈리스크
진공 보온병 ￦39,900

￦29,900

1



26  우리 집이 자란다

NORDMÄRKE/노르드메르케
무선충전기

￦19,900

3

EKET/에케트
4칸 벽선반유닛

￦75,000/개

5

2 KUNGSBLOMMA/쿵스블롬마
이불커버+ 베개커버

￦24,900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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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록 평범한 거실 안에 잠자리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친구가 하룻밤 

자고 가도 좋은 포근한 공간이 숨어있어요. 평범해 보이는 소파가 순식간에 

잠자리가 되죠. 아늑한 느낌을 주는 커튼까지 더하면 거실 속 완벽한 침실이 

완성됩니다.

1 SANELA/사넬라 반암막 커튼한쌍 ￦79,900 

  면 벨벳 100%. W140×L250cm. 404.189.06

2 KUNGSBLOMMA/쿵스블롬마 이불커버+베개커버 

 ￦24,900 면 퍼케일 85%, 리오셀 퍼케일 15%. 

  이불커버 W150×L200cm. 베개커버 L50×W80cm. 

904.231.56

3 New NORDMÄRKE/노르드메르케 무선충전기

 ￦19,900 코르크, 플라스틱, 고무 지름 8.5cm. 

704.425.80

4 LIXHULT/릭스훌트 수납콤비네이션 ￦159,600 

  파우더코팅스틸. W35×D35, H240cm. 

392.488.68

5 EKET/에케트 4칸 벽선반유닛 ￦75,000/개 포일 

  마감, 파티클보드. W70×D35×H70cm. 692.858.21

6 VALLENTUNA/발렌투나 3인용 모듈소파+

  소파베드+오픈엔드 ￦1,310,000 면 55%, 

  폴리에스테르 25%, 비스코스/레이온 12%, 리넨 8%. 

W273×D93, H84cm. 침대 크기 80×200cm. 

  힐라레드 라이트블루 892.779.19

7      BURVIK/부르비크 보조테이블 ￦39,900   

파우더코팅스틸, 접착 자작나무 무늬목 지름 38cm, 

H45cm. 003.403.87

8 FLYTTBAR/플뤼트바르 바구니+뚜껑 ￦7,900 

  폴리에스테르 100%. 지름 35cm, H49cm. 

503.288.25

6 VALLENTUNA/발렌투나
3인용 모듈소파+소파베드+오픈엔드

￦1,310,000

7

8



현관을 수납공간으로 활용하면 집안의 나머지 공간을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벽에는 옷걸이와 거울을 추가하고, 신발장과 벤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품을 

놓아보세요. 조금만 바꾸면 작은 공간도 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NORDLI/노르들리 12칸서랍장 ￦579,000

 페인트 마감. W160×D47×H99cm. 092.117.05

2 NORDLI/노르들리 4칸서랍장 ￦299,000 

 페인트 마감. W160×D47×H54cm. 692.117.12

3 VARIERA/바리에라 분리수거함 ￦5,000/개

 강화 재활용 폴리프로필렌 플라스틱. 

W21×L23.5cm, H32.3cm. 용량: 11L. 202.712.17

4 New VENNESLA/벤네슬라 탁상거울 ￦79,900 

 파우더코팅스틸, 유리. W65×H79cm. 003.982.60

5 SKUGGIS/스쿠기스 후크 ￦6,900/개 투명래커 

 대나무. W6.4×D2×H11cm. 003.501.64

6 PAX/팍스 옷장 ￦327,500 포일 마감, 파티클보드. 

W100×D38×H201cm. 192.465.92 

 손잡이는 별도 판매.

7 SIVESTED/시베스테드 도어매트 ￦5,900 

 앞면: 폴리에스테르 100%, 뒷면:합성고무. 

W60×L90cm. 703.942.68

분리 수거함을 이용하면 재활용품을 

간편하게 분류하면서도 눈에 띄지 않게 

보관할 수 있어요. 

28 우리 집이 자란다

4 VENNESLA/벤네슬라

탁상거울

￦79,900

3

7

1

PAX/FORSAND/VIKEDAL 

팍스/포르산드/비케달

옷장

￦327,500

6

SKUGGIS/스쿠기스

후크

￦6,900/개

5

2 NORDLI/노르들리

4칸 서랍장

￦299,000



우리 집이 자란다 3130 우리 집이 자란다

1 BLÅVINDA/블로빈다 이불커버+베개커버2 ￦69,900 

면 퍼케일 100%. 이불커버 W240×L220cm. 베개커버 

L50×W80cm. 403.280.53

2 SKOGSALM/스콕살름 이불커버+베개커버 ￦29,900 

면 100%. 이불커버 W150×L200cm. 베개커버 

L50×W80cm. 804.233.45

3 SUNDVIK/순드비크 유아용 침대 ￦169,000 

SUNDVIK/순드비크 시리즈의 가구와 조합하세요. 

 스테인, 투명래커 너도밤나무 원목.

 W67×L125×H86cm.  매트리스 크기 60×120cm.

 203.721.55

4 EKET/에케트 벽선반유닛 ￦30,000 포일 마감, 

 파티클보드. W35×D25×H35cm. 092.858.38

5 New GULSPARV/굴스파르브 담요 ￦17,900 

 면 100%. W70×L90cm. 204.271.10

6 New NYMÅNE/뉘모네 고정형 각도조절 벽부착등

 ￦49,900 파우더코팅스틸, 알루미늄. 지름 7cm. 

203.570.13

7 PAX/팍스 옷장 ￦732,500 포일 마감, 강화유리. 

W200×D44×H201cm. 화이트 FÄRVIK/페르비크 

 화이트 유리 692.449.44. 조명은 별도 판매.

어린 자녀 둘을 둔 엄마와 아빠는 최대한 잠을 푹 잘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부부는 더블베드에 싱글베드를 붙여 아주 넉넉한 가족 침대를 

만들었어요. 무서운 꿈에서 깨어난 아이를 바로 안아줄 수 있고, 가까이 둔 

유아용 침대 덕분에 아기가 한밤중에 깨어도 금방 달래줄 수 있답니다.  

SKOGSALM/스콕살름
이불커버+베개커버

￦29,900
2

SUNDVIK/순드비크
유아용 침대

￦169,000

3

PAX/FÄRVIK 팍스/페르비크

옷장

￦732,500

7

5

1

4

6



심플하고 모던한 디자인의 더블 세면기 덕분에 복잡한 욕실 동선이 

간결해졌어요. 벽면과 유닛 안쪽으로도 정리 공간이 충분해서 

세면도구와 수건을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답니다.

1 SKUBB/스쿠브 빨래주머니+스탠드 

￦9,900/개 폴리에스테르 100%, 아연도금스틸. 

W22×D55×H65cm. 용량: 80L. 502.240.45

2 BROGRUND/브로그룬드 후크 ￦4,900/2개. 

 스테인리스스틸, 플라스틱. W3×D4×H7cm. 

403.285.43

3 VIKFJÄRD/빅피에르드 수건L ￦9,900 면 100%. 

W70×L140cm. 904.051.95

4  GODMORGON/ODENSVIK 고드모르곤/

 오덴스비크 세면대 2단하부장 ￦470,000 

 욕실수도 꼭지는 별도 판매. 포일 마감, 

 세라믹 W103×D49×H64cm. 하이글로스 화이트 

691.854.59

5 BOLMEN/볼멘 스텝스툴 ￦5,900 폴리프로필렌 

 플라스틱. W44×D35, H25cm. 402.651.64

6 TOFTBO/토프트보 욕실매트 ￦3,900 폴리에스테르 

100%. W40×L60cm. 404.222.77

7  GODMORGON/고드모르곤 수납함+뚜껑5종

 ￦14,900 사이즈: 상자 1개 (24x20x9.5cm, 3.8L),

 상자 1개 (22x7.8x9.5cm, 1.2L), 상자 3개  

(9.9x7.8x9.5cm, 0.5L). 페트 플라스틱 304.002.71

우리 집이 자란다 33

더러워진 옷을 담아두는 빨래주머니는 

선반 밑 공간에 쏙 들어가요.

32 우리 집이 자란다

GODMORGON/ODENSVIK  

고드모르곤/오덴스비크

세면대 2단하부장 

￦470,000

4

GODMORGON/고드모르곤

수납함+뚜껑5종

￦14,900
7

1 SKUBB/스쿠브

빨래주머니+스탠드

￦9,900/개

5
6

2

3



1 TUPPLUR/투플루르 암막블라인드 ￦24,900 

	 폴리에스테르	100%.	W80×L195cm. 003.493.21

2 New SLÄKT/슬렉트 침대프레임+보조침대/수납 

￦259,000	매트리스와	침구는	별도	판매.섬유판,	

	 파티클보드,	ABS	플라스틱,	아크릴	페인트,	페이퍼	

	 포일	W96×L206,	H78cm.	매트리스	크기

90×200cm.	492.277.52

3 STRANDMON/스트란드몬 어린이암체어 

 ￦129,000	커버:	폴리에스테르	100%.	

W56×D62×H71cm.	비슬레	그레이	803.925.46

4 FLISAT/플리사트 장난감수납함+바퀴 ￦39,900

 소나무	원목,	플라스틱	L44×W39,	H31cm. 

902.984.21

5 PÅHL/폴 책상 ￦99,900	아크릴	페인트,	파우더코팅

스틸.	W128×D58,	H59/66/72cm. 292.451.01

6 ÖRFJÄLL/외르피엘 어린이책상의자 ￦49,900 

	 커버:	폴리에스테르	100%.	시트	W39×D34,	

H38~49cm.	화이트/비슬레	핑크	504.417.70

7 PLATSA/플랏사 옷장+도어6 ￦495,000	포일	마감.	

W140×D42×H243cm.	폰네스	화이트	993.045.83

우리	집이	자란다	 35

재미있고 사용이 손쉬운 수납제품을 

이용하면, 아이가 스스로 정리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34	 우리	집이	자란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와	함께	자는	걸	좋아하죠.	하지만	자신만의	방이	생기는	것도	

아이에게는	신나는	일이랍니다.	특히	다양한	색의	예쁜	패브릭과	좋아하는	

장난감으로	꾸민	공간이라면	마음에	쏙	들	거예요!

1

3

5

FLISAT/플리사트
장난감 수납함+바퀴

￦39,900

4

ÖRFJÄLL/외르피엘
어린이책상의자

￦49,900

6
SLÄKT/슬렉트
침대프레임+보조침대/수납 ￦289,000

￦259,000
2

PLATSA/플랏사
옷장

￦495,000
7



1 LURT/GUBBARP 루르트/구바르프 랙+후크

 ￦6,400 투명래커 소나무 원목, 플라스틱.   

W57.5×D2×H7cm. 292.300.48

2 MOSSLANDA/모슬란다 액자선반 ￦9,900/개 

 포일 마감. L115×D12cm. 702.974.65

3 MÖJLIGHET/뫼일릭헤트 이불커버+베개커버 

￦29,900 면 100%. 이불커버 W150×L200cm.  

베개커버 L50×W80cm. 704.212.81

4 FUBBLA/푸블라 LED벽부착등 ￦34,900 

 파우더코팅스틸. H15cm. 503.816.05

5 PATRULL/파트룰 창문안전장치 ￦9,900/2개. 

 플라스틱. 302.831.06

6 VÅRELD/보렐드 베드스프레드 ￦39,900 면 100%. 

W150×L250cm. 804.062.42

우리 집이 자란다 3736 우리 집이 자란다

5

1

2

MÖJLIGHET/뫼일릭헤트
이불커버+베개커버

￦29,900
3

6 VÅRELD/보렐드
베드스프레드

￦39,900

FUBBLA/푸블라
LED벽부착등

￦34,900

4

다양한 위치에 고정할 수 있는 이 안전장치는 

양손을 사용해야 풀립니다. 덕분에 아이 손가락이 

끼어서 다칠 염려가 없답니다.

옮기기 쉬운 인출식 침대가  

있으면 할머니가 오셔도 

잠자리 마련이 어렵지 않아요.



HAMPDÅN/함프돈
베개, 소프트

￦9,900
6

우리 집이 자란다 3938 우리 집이 자란다

1 SCHOTTIS/쇼티스 주름식 블라인드 ￦3,000

 폴리에스테르 100%. W90×L190cm. 402.422.81

2 MÖJLIGHET/뫼일릭헤트 쿠션 ￦24,900 

 커버: 면 100%. 충전재: 재활용 폴리에스테르.

 L80×지름 25cm. 804.212.85

3 MÖJLIGHET/뫼일릭헤트 이불커버+베개커버 

￦17,900 면 100%. 이불커버 W150×L200cm. 

 베개커버 L50×W80cm. 304.236.92

4 SOLBO/솔보 LED 탁상스탠드 ￦19,900

  LED 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폴리프로필렌 플라스틱. H23cm. 703.256.99

5 UNDERLIG/운델리그 어린이침대 폼매트리스 

￦59,900 W70×L160cm. 903.485.53

6 HAMPDÅN/함프돈 베개, 소프트 ￦9,900

 충전재: 폴리에스테르 섬유  L50×W80cm. 

502.697.36

7 SUFFLETT/수플레트 베드텐트 ￦19,900

 폴리에스테르 100%. H80cm. 603.324.69

8 HEMMAHOS/헴마호스 놀이매트 ￦29,900 

 겉면:나일론 100%. 밑면: 고무 W100×L160cm. 

403.566.92

9 FABLER BJÖRN/파블레르 비에른 봉제인형 

￦1,500 패브릭/충전재: 폴리에스테르 100%. 

L21cm. 702.155.30

10 MÖJLIGHET/뫼일릭헤트 침대주머니 ￦9,900

 폴리에스테르 100%. W75×H27cm. 404.213.91

꿀잠을 위한  
잠자리의 완성
아이들은 잠을 설치는 일이 잦죠? 무서운 귀신 이야기 때문만은 아니랍니다. 

아늑한 잠자리를 만들어주면 편안하게 푹 쉬고 잘 수 있어요. 아이들이 방을 

같이 쓰는 경우에 더욱 필요하죠. 

SOLBO/솔보
LED탁상스탠드

￦19,900
4

MÖJLIGHET/뫼일릭헤트
이불커버+베개커버

￦17,900
3

UNDERLIG/운델리그
어린이침대 폼매트리스

￦59,900

5

MÖJLIGHET/뫼일릭헤트
침대주머니

￦9,900
10

7

8

1 SCHOTTIS/쇼티스
주름식 블라인드

￦3,000

9 FABLER BJÖRN/파블레르 비에른
봉제인형

￦1,5002



STOCKHOLM/스톡홀름 2017
평직러그

￦399,000

4

SVALNÄS/스발네스
벽수납 작업대 콤비네이션

￦605,000

5

1 FRIHETEN/프리헤텐 수납코너 소파베드 ￦499,000  

폴리에스테르 100% D151, H66cm, 침대 크기 

140×204cm. 시프테보 블루 092.975.58

2 KROKUSLILJA/크로쿠슬릴리아 쿠션 ￦7,900 

 패브릭: 면 100%. 충전재: 폴리에스테르 섬유 100% 

L30×W60cm. 304.258.46

3 SOMMARASTER/솜마라스테르 쿠션 ￦7,900/개 

패브릭: 면 100%. 충전재: 폴리에스테르 섬유 100% 

L30×W60cm. 204.260.35

4 STOCKHOLM/스톡홀름 2017 평직러그 ￦399,000 

앞면: 순모 100%. 뒷면: 100% 면 W250×L350cm. 

803.453.43

5 SVALNÄS/스발네스 벽수납 작업대 콤비네이션 

 ￦605,000 파우더코팅스틸, 대나무. 

W233×D35×H176cm. 391.844.61

작은 공간도 넓고 환하게 41

작은 공간도  
넓고 환하게
어른 둘과 한창 자랄 나이의 다섯 아이. 가족은 많은데 집이 작아 보이죠?

스마트한 아이디어를 발휘하면 모두가 편히 쉬고, 불편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중한 가족이 함께하는 공간과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랍니다.

2

3

FRIHETEN/프리헤텐
수납코너 소파베드 ￦599,000

￦499,000
1



낮에는 온 가족의 거실, 밤이면 엄마 아빠의 침실이 돼요. 수납공간을 갖춘 

소파베드, 바퀴 달린 보조 테이블과 같이 스마트한 아이디어로 채웠답니다. 

순식간에 거실이 잠자리로 바뀌죠. 옷장을 현관으로 옮긴 덕분에 넉넉한 

공간에서 가족 모두 즐겁게 지낼 수 있어요.

1 GULLKLOCKA/굴클로카 쿠션 커버 ￦9,900/개 

폴리에스테르 90%, 나일론 10%. L50×W50cm. 

302.864.64

2 TINGBY/팅뷔 이동식 보조 테이블 ￦49,900 포일, 

 페인트 마감. L64×W64×H45cm. 402.959.29

3 JOHANNE/요한네 스로우 ￦34,900 면 100%. 

W130×L170cm. 003.929.32

4 BLÅHAJ/블로하이 봉제인형 ￦19,900 

 폴리에스테르 100% L100cm. 103.735.89

5 JANINGE/야닝에 의자 ￦49,900 강화 폴리프로필

렌   플라스틱. W50×D46×H76cm. 402.460.81

6 CIRKUSTÄLT/시르쿠스텔트 놀이텐트 ￦29,900 

 폴리에스테르 100%, 플라스틱. 지름 100, H120cm. 

603.420.53

7 PLATSA/플랏사 옷장 ￦896,000 손잡이는 별도 

 판매. 포일 마감. W220×D57×H231cm. 

 화이트, SANNIDAL RIDABU/산니달 리다부 

592.521.09

작은 공간도 넓고 환하게 43

자투리 공간에 재봉실을 만들었어요. 이곳에서 

엄마는 무언가를 뚝딱 만들어내거나 오래된 

물건을 새롭게 재창조하며 취미 생활을 

즐깁니다.

42 작은 공간도 넓고 환하게

PLATSA/플랏사
옷장

￦896,000
7

CIRKUSTÄLT/시르쿠스텔트
놀이텐트

￦29,900

6

2

5 JANINGE/야닝에
의자

￦49,900

4 BLÅHAJ/블로하이
봉제인형

￦19,900

1 GULLKLOCKA/굴클로카
쿠션 커버

￦9,900

JOHANNE/요한네
스로우

￦34,90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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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LGOT/알코트 벽고정대/선반/봉 ￦165,000/개 

 파우더코팅스틸, 파티클보드, 포일 W132×D41×

 H199cm. 992.762.45

2 KVISSLE/크비슬레 벽걸이 신문꽂이 ￦19,900  

파우더코팅스틸. L46×W34cm. 401.980.18

3 NORDLI/노르들리 6칸 서랍장 ￦279,000 페인트 

마감. W120×D47×H54cm. 092.084.25

4 SUNDLANDET/순들란데트 오픈형 옷장 

 ￦319,000 포일 마감, 거울유리. W79×D44×

 H187cm. 404.219.18

5 TRONES/트로네스 신발장 ￦34,900/2개 폴리

 프로필렌 플라스틱. W52×D18×H39cm. 

803.973.08

6 BEKVÄM/베크벰 3단 사다리 ￦59,900 스테인,  

투명래커 너도밤나무 원목. H63cm. 702.198.30

ALGOT/알고트
벽고정대/선반/봉

￦165,000/개

1

2

4

NORDLI/노르들리
6칸 서랍장

￦279,000

3

6

TRONES/트로네스
신발장 2개

￦34,900

5

드레스룸이 현관에 있으면 어떨까요? 이 집의 현관은 가족끼리   

인사를 나누고 드나드는 공간을 넘어 가족 각자의 색으로 구분된 

거대한 수납 솔루션입니다. 전체 벽면을 신발장으로 구성하여   

편리하게 사용하며 어른부터 막내까지 코트, 가방 등을 꺼내고   

보관하기 좋은 높이로 꾸몄어요.



동생들과 방을 같이 쓴다면 

커튼을 칸막이로 이용해보세요. 

혼자만의 공간이 생긴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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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ew SLÄKT/슬렉트 침대프레임+수납/갈빗살 

￦319,000 매트리스와 침구는 별도 판매. 포일,  

페인트 마감. W98×L207, H91cm. 매트리스 크기 

90×200cm. 992.919.67 

2 VÅRELD/보렐드 베드스프레드 ￦39,900 면 100%. 

W150×L250cm. 803.464.46

3 NISSEDAL/니세달 거울 ￦39,900 거울유리, 포일 

마감 W65×H65cm. 903.203.18

4 MICKE/미케 책상 ￦99,900 페인트 마감, 파우더 

코팅스틸. W105×D50×H75cm. 803.542.76

5 FUBBLA/푸블라 LED 벽부착등 ￦34,900/개  

파우더코팅스틸. H15cm. IKEA. Model V1604 

Fubbla. 본 조명기구는 에너지 등급 A++에서 D까지

의 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03.816.05

6 New VITVAL/비트발 2층침대 프레임 ￦269,000 

최대 하중은 정지 무게(침대 위에 눕거나 앉아 있

을 때 견딜 수 있는 하중)를 의미합니다. 스틸, 폴리

에스테르. W97×L207×H162cm. 매트리스 크기 

90×200cm. 604.112.73  만 6세 이상 사용 가능.

7 MÖJLIGHET/뫼일릭헤트 이불커버+베개커버 

￦29,900 면 100%. 이불커버 W150×L200cm.  

베개커버 L50×W80cm. 704.212.81

7

3

2

5

SLÄKT/슬렉트
침대프레임+수납/갈빗살

￦319,000
1

VITVAL/비트발
2층침대 프레임

￦269,000
6

MICKE/미케
책상

￦99,900

4

체인조명은 저전압   

LED조명이라도 반드시 

안전하게 고정하세요!



1 New TROLLBO/트롤보 펜던트등 ￦29,900  페트 

 플라스틱, 폴리프로필렌 플라스틱 지름 37cm. IKEA. 

Model T1802 Trollbo. 본 조명기구는 에너지 등

급 A++에서 D까지의 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03.932.99

2 STUVA/FRITIDS 스투바/프리티스 옷장 

￦435,000 포일, 페인트 마감. W120×D50, 

H192cm. 292.764.42

3 TROFAST/트로파스트 벽수납장 ￦59,000 투명

래커 소나무 원목, 플라스틱. L93×D21, H30cm. 

091.023.15

4 TROFAST/트로파스트 수납콤비네이션+수납함 

 ￦99,000 투명래커 소나무 원목, 플라스틱. 

W94×D44×H53cm. 392.408.72

5 LÄTT/레트 어린이테이블+의자2 ￦29,900 소나무 

원목, 포일 마감. 테이블 L63×W48, H45cm. 시트 

W28×D28×H28cm 101.784.13

6 LILLEPLUTT/릴레플루트 봉제인형 ￦7,900 폴리

에스테르 섬유. 802.604.52

7 STÖTTA/스퇴타 LED천장/벽부착등, 배터리식 

￦19,900 내장 LED 조명. 플라스틱. 지름 20cm, 

H3.2cm. 703.076.00

8 New MINNEN/민넨 길이조절침대+갈빗살 

￦129,000/개 매트리스와 침구는 별도 판매. 소나무 

원목, 파우더코팅스틸. W85×L135~206, H92cm. 

매트리스 크기 80×200cm. 092.895.20

9 IKEA PS LÖMSK/룀스크 회전암체어 ￦79,900 

시트: 폴리프로필렌 플라스틱, 후드: 폴리에스테르 

100%. W59×D62×H75cm. 904.0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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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3시에 아이가 잠에서 깨어나도  

괜찮아요. 충전식 LED 센서등 덕분에  

무사히 엄마 아빠에게 갈 수 있으니까요.

LILLEPLUTT/릴레플루트
봉제인형

￦7,900

6

TROLLBO/트롤보
펜던트등

￦29,900

1

3

7

9

STUVA/FRITIDS 스투바/프리티스
옷장

￦435,000
2

5

아이들은 금방 자라죠. 

쑥쑥 자라는 아이들 키에  

맞춰 침대도 길어지니 

정말 다행이죠?

MINNEN/민넨
길이조절침대+갈빗살

￦129,000/개

8

4



1 GODMORGON/ODENSVIK 고드모르곤/오덴스

비크 세면대 2단 하부장 ￦420,000 욕실 수도꼭지는 

별도 판매. 포일 마감, 세라믹 L103×W100, D49cm. 

화이트 RUNSKÄR/룬셰르 수도꼭지 991.852.26

2 GODMORGON/고드모르곤 양문형 거울수납장 

 ￦349,000 포일 마감, 강화유리, 거울유리 W100×

 D14×H96cm. 403.043.54

3 ÖSTANÅ/외스타노 천장/벽부착등 ￦29,900 스틸, 

 파우더코팅 지름13cm, H22cm. IKEA. Model 

T1439. 본 조명기구는 에너지 등급 A++에서 D까지

의 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603.123.91

 4 ALGOT/알코트 선반유닛 ￦120,000 파우더코팅

 스틸, 아연도금스틸. W127×D41×H85cm. 

692.854.68

5 LILLÅNGEN/릴롱엔 거울 ￦49,900 거울유리,  

포일 마감 W60×D11×H78cm. 702.103.54

6 SANDVILAN/산드빌란 수건L ￦16,900/개  

면 100%. W70×L140cm. 604.304.79

7 LÅDDAN/로단 수납보드 ￦24,900 플라스틱. 

최대 하중 3kg. 003.242.93

8 KUGGIS/쿠기스 수납함+뚜껑 ￦9,900   

페트 플라스틱. W26×D35×H15cm.902.802.04

식구가 많으니 물 한 방울도  

아껴야죠. IKEA 수도꼭지는 

모두 물을 절약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정말 좋아해요!

1

6

3

4

LILLÅNGEN/릴롱엔
거울

￦49,00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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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MORGON/고드모르곤
양문형 거울수납장

￦349,000
2

욕실은 그리 크지 않지만 집안에서 가장 분주한 공간이죠. 

특히 아침에는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집의 욕실은 동시에 최대한  

여러 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그래도 모자랄까봐 복도에도 

거울을 달았어요. 덕분에 모두 깨끗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집을 나설 수 

있게 되었어요!

8 KUGGIS/쿠기스
수납함+뚜껑

￦9,900

7



식사를 함께하는 건 중요하죠.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모두 모일 수 있으니

까요. 하지만 식탁과 그 주변 공간은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먹는 곳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손님을 맞이하고, 여행 계획을 짜기도 하고, 복잡한 퍼즐을 

완성하고, 시험공부도 하는 곳이랍니다.

1 RUNDLIG/룬들리그 서빙볼 ￦12,900 투명래커  

대나무. 지름 30cm. 702.400.73

2 New OFTAST/오프타스트 서빙볼 ￦2,500/개 유리, 

강화유리. 지름 23cm. 004.393.93

3 IRMELIN/이르멜린 패브릭 ￦6,900/m 면 100%. 

W150cm. 104.307.16

4 New NYBAKAD/뉘바카드 주방놀이세트+미닫이

도어 ￦29,900 만 3세 이상 사용 가능. W49×D30, 

H50cm. 503.060.22

5 NYMÅNE/뉘모네 펜던트등 ￦69,900/개 파우더

 코팅스틸, 플라스틱. 지름 40cm. IKEA. Model 

T1725 NYMÅNE. 본 조명기구는 에너지 등급 A++

 에서 D까지의 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604.071.53

6 SVENBERTIL/스벤베르틸 의자 ￦49,900/개 

 성형접착접합 무늬목, 참나무 무늬목, 스테인, 투명

 아크릴 래커 W52×D50×H84cm. 블랙/브로링에 

 블랙 792.013.07

7 EKEDALEN/에케달렌 확장형 테이블 ￦249,000  

페인트 물푸레나무 무늬목 L120/180×W80, H75cm. 

503.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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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많으면 항상 누군가 배고픈  

사람이 생겨요. 아이들이 쉽게 먹을 수  

있도록 건강한 간식거리를 늘 식탁에  

준비해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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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

RUNDLIG/룬들리그

서빙볼

￦12,900

1

2 OFTAST/오프타스트
서빙볼

￦2,500/개

5

테이블을 확장해도 테이블 

다리는 항상 제일 끝에 있죠. 

그래서 여분의 의자를 놓아도 

테이블 다리에 걸리지 않아요.

EKEDALEN/에케달렌
확장형 테이블

￦249,000
7

NYBAKAD/뉘바카드
주방놀이세트+미닫이도어

￦29,900

4



1 IKEA 365+ 음식보관용기+뚜껑, 직사각형 

￦6,400/개 폴리프로필렌 플라스틱 L21×W15, 

H23cm. 4.2l. 692.767.70

2 ALLEMANSRÄTTEN/알레만스레텐 냉동 베지볼 

￦9,900 1000g. 403.464.34

3 New SÖDERGARN/쇠데르가른 메모판+자석 

 ￦14,900 파우더코팅스틸. L60×W60cm. 

904.338.29

4 ÄLMAREN/엘마렌 주방수도꼭지 ￦150,000 

 메탈 황동. H36cm. 703.416.37

5 AGAM/아감 어린이의자 ￦59,900 페인트 마감. 

W41×D43×H79cm. 702.535.36

METOD/메토드 주방, ASKERSUND/아스케르순드 

라이트 물푸레나무 무늬 도어, VEDDINGE/베딩에 

화이트 도어/서랍앞판, MAXIMERA/막시메라 완충식

서랍 METOD/메토드 수납장프레임, 화이트 멜라민포일. 

ASKERSUND/아스케르순드 도어, 멜라민포일 마감. 

VEDDINGE/베딩에 도어/서랍앞판, 페인트 마감. 

MAXIMERA/막시메라 서랍, 파우더코팅스틸, 

멜라민포일. 앤트러싸이트 파우더코팅 알루미늄 

소재의 HACKÅS/하코스 손잡이 및 EKBACKEN/

에크바켄 무광 앤트러싸이트 라미네이트 조리대와 

함께 연출되었습니다.

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은 277페이지를 참조하세요. 

￦3,399,000
자세한 내용이나 기타 서비스는 

274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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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2

0
 cm

360 cm

4

AGAM/아감

어린이의자

￦59,900

5

집안일을 다른 색상의 종이에 

나누어 적어주세요. 아이들이 주방 

일을 돕게 하는 재미있는 방법이죠. 

독립심도 길러줄 수 있어요!

2 ALLEMANSRÄTTEN/알레만스레텐
냉동 베지볼

￦9,900

METOD/메토드 주방
25년 품질보증

IKEA 365+
음식보관용기+뚜껑, 직사각형

￦6,400

1



신나게 놀고     

뒷정리도 재미있게
아무리 좋은 일도 다 끝이 있죠. 즐거운 점토 놀이도 정리해야 할 순간이  

온답니다. 스마트 수납 제품을 활용해보세요. 어지럽게 널려있는 장난감을 

치우기도 쉽고, 다시 찾아서 놀기도 편해요.

1 New TJENA/셰나 수납상자+뚜껑 ￦4,900 종이. 

 L35×W25×H20cm. 004.341.35

2 MOPPE/모페 미니서랍장 ￦27,900 

소개된 제품은 페인트칠을 한 예입니다. 섬유판. 

W42×D18×H32cm. 902.274.38

3 KLUNKA/클룽카 빨래주머니 ￦9,900   

폴리에스테르 100%. 60l. 303.643.72

4 SAMLA/삼라 수납함+뚜껑 ￦2,500/개  

폴리프로필렌 플라스틱. W28×D20×H14cm. 

398.857.49

5 LÅDDAN/로단 수납보드6종 ￦24,900   

플라스틱, 합성 고무. 003.242.93

6 PÄRKLA/페르클라 수납박스 ￦3,000  

폴리에스테르 100%, 폴리프로필렌 플라스틱. 

W55×D49×H19cm. 103.953.84

7 HELMER/헬메르 이동식 서랍유닛 ￦29,900   

파우더코팅스틸. W28×D43×H69cm. 902.510.46

8 FLISAT/플리사트 장난감 수납함+바퀴 ￦39,900 

소나무 원목, 플라스틱 L44×W39, H31cm. 

902.984.21

9 GLIS/글리스 수납함+뚜껑 ￦2,900 /3개. 

 폴리프로필렌 플라스틱. L17×W10×H8cm. 

001.355.70

10 New DRÖNA/드뢰나 수납함 ￦4,900/개

 폴리에스테르 100%, 판지 W33×D38×H33cm. 

804.439.75

작은 공간도 넓고 환하게 5756 작은 공간도 넓고 환하게

9

1

7

4

MOPPE/모페

미니서랍장

￦27,900

2

5

DRÖNA/드뢰나

수납함

￦4,900/개

10

6 PÄRKLA/페르클라
수납박스

￦3,000

KLUNKA/클룽카
빨래주머니

￦9,900
3

FLISAT/플리사트

장난감 수납함+바퀴

￦39,900

8



TÄRNÖ/테르뇌
야외테이블+의자2

￦52,700
2

4 KUNGSFORS/쿵스포르스
네트가방 2종 

￦6,900

1 KOLBJÖRN/콜비에른
실내외 선반유닛

￦159,800

3

1 New KOLBJÖRN/콜비에른 실내외 선반유닛

 ￦159,800 파우더코팅/아연도금 스틸. 

W80×D35×H81cm. 592.916.48

2 TÄRNÖ/테르뇌 야외테이블+의자2 ￦52,700 

 아카시아원목, 스틸. 테이블 L55×W54, H70cm. 

 의자 W39×D40, H79cm. 498.984.16

3 INGEFÄRA/잉에페라 화분+받침 ￦5,900/개 

 적점토. 최대 지름 - 화분 15cm. 302.722.21

4 KUNGSFORS/쿵스포르스 네트가방 2종 ￦6,900 

 면 100%. 703.7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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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것을 즐기는 생활
이들 젊은 커플은 삶의 속도를 늦추고 환경을 조금 더 생각하는 생활을 추구

합니다. 그래서 이곳, 도시 한복판의 작은 집도 슬로우 라이프에 어울리도록 

꾸몄죠. 기본에 충실하면 작은 집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가족 수가 

늘고 아이들이 자라도 마찬가지랍니다.



1 METOD/메토드 주방, LERHYTTAN/레르휘탄 

블랙 스테인 도어/서랍앞판/유리도어, MAXIMERA/

막시메라 완충식서랍 METOD/메토드 수납장프레임, 

화이트 멜라민포일. LERHYTTAN/레르휘탄 도어/서랍

앞판, 스테인, 투명래커 물푸레나무 원목/물푸레나무 

무늬목. 강화유리도어. MAXIMERA/막시메라 서랍, 

파우더코팅스틸, 멜라민포일. 황동도금 알루미늄 소재의 

ENERYDA/에네뤼다 손잡이 및 SÄLJAN/셀리안 화이트 

스톤 효과 라미네이트 조리대와 함께 연출되었습니다. 

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은 277페이지를 참조하세요.

￦2,520,000
자세한 내용이나 기타 서비스는 

274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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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건강한 생활 환경을 만들면 지구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집 전체를 

하루 아침에 바꾸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가족은 주방부터 바꾸기로 했어요. 

작은 습관 몇 가지만 바꿔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죠. 가까운 곳에서 장을 보고, 제철 음식을 

만들어 먹고, 플라스틱 대체품을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2  TORNVIKEN/토른비켄 벽선반 ￦69,900/개 

W120×D30×H24cm. 204.022.56

3 KNAGGLIG/크나글리그 수납함 ￦14,900/개 

 무가공 소나무 원목. W46×D31×H25cm. 

902.923.58

4 VADHOLMA/바드홀마 키친 아일랜드 

￦399,000 작업대: 파티클보드+참나무 원목 

W79×D62.5×H90cm. 203.661.16

5 VARDAGEN/바르다겐 유리병+뚜껑 ￦3,900 

 유리, 실리콘 고무. 1.0L. 302.919.22

6 VARDAGEN/바르다겐 유리컵 ￦5,900/6개. 

 강화유리. 31cl. 802.869.18

METOD/LERHYTTAN  
메토드/레르휘탄
주방

￦2,520,000

1

5 VARDAGEN/바르다겐

유리병+뚜껑  

￦3,900

6

2

210cm 160cm

16
0
c
m

3 KNAGGLIG/크나글리그

수납함

￦14,900/개

4

METOD/메토드 주방
25년 품질보증



1 PLEJA/플레야 손잡이 철망바구니 ￦19,900 

 파우더코팅스틸, 코르크. L36×W27, H15cm. 

003.480.53

2 New HEROISK/헤로이스크 그릇 ￦5,900 /2개. 

 폴리랙틱 플라스틱. 지름 14cm. 204.141.41

3 FABLER/파블레르 식기도구 3종 ￦5,900

 스테인리스스틸, 스테인리스스틸. 101.581.89

4 RÅSKOG/로스코그 스툴 ￦29,900/개 

 파우더코팅스틸. W44×D44×H45cm. 803.519.04

5 HAVSTA/하브스타수납 콤비네이션+미닫이 

 유리도어 ￦640,000 스테인, 투명래커 소나무 원목, 

강화유리. W121×D47×H212cm. 792.659.12  

 조명은 별도 판매.

6 INGATORP/잉아토르프 확장형 테이블 ￦499,000 

스테인, 투명래커 너도밤나무 무늬목.

 지름 110cm/L155, H74cm. 203.655.22

7 RÖNNINGE/뢴닝에 의자 ￦99,900/개

 틴트, 투명래커 자작나무 원목, 자작나무 무늬목. 

W46×D49×H79cm. 804.007.54

클래식 디자인에 품질이 뛰어난 확장형  

테이블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가족의 

즐거운 식사 시간을 책임질 거예요.

7 RÖNNINGE/뢴닝에

의자

￦99,900/개

2 HEROISK/헤로이스크

그릇, 2개

￦5,900

1

3

6RÅSKOG/로스코그

스툴

￦29,900/개

4

HAVSTA/하브스타

수납 콤비네이션+미닫이 유리도어

￦640,00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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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업무도, 친구들과의 수다도, 즐거운 놀이도 모두 이곳에서 하죠.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작은 

거실도 이렇게 포근하고 기분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답니다. 편히 앉아 쉴 곳도 넉넉하고, 소파베드 

덕분에 부모님이 오셔도 잠자리 걱정이 없어요.   

1 New UPPVAKTA/우프박타 화분 ￦6,900 도자기제 

최대 지름 - 화분 12cm. 704.419.91

2 New TRANGET/트랑에트 평직러그 ￦299,000 

앞면: 양모 100%. 뒷면: 면 100% W170×L240cm. 

304.385.37

3 FLISAT/플리사트 인형의 집/벽선반 ￦39,900 

 소나무 원목. W85×D22, H59cm. 702.969.65

4 GRÖNLID/그뢴리드 2인용 소파베드 ￦1,039,000 

커버: 면 57%, 폴리에스테르 24%, 리넨 19%. 

W196×D98, H104cm. 침대 크기 140×200cm. 

 스포르다 내추럴  692.781.23

5 ARÖD/아뢰드 플로어스탠드/독서등 ￦79,900 

 파우더코팅스틸, 알루미늄. H170cm. 403.891.07

6 YPPERLIG/위펠리그 커피테이블 ￦59,900 

 투명래커 자작나무, 스틸. 지름 50cm, H40cm. 

503.468.67

7 STRANDMON/스트란드몬 어린이 암체어

 ￦129,000 커버: 폴리에스테르 100%.   

W56×D62×H71cm. 803.9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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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인형의 집, 나중에는 벽선반으로 

활용하세요. 아이가 자라면 용도를 바꿀 

수 있게 디자인했어요. 재생 가능 소재를 

50% 사용한 점도 마음에 쏙 들죠?

GRÖNLID/그뢴리드

2인용 소파베드

￦1,039,000

4

UPPVAKTA/우프박타
화분

￦6,900

1

7 STRANDMON/스트란드몬
어린이 암체어

￦129,000

2 TRANGET/트랑에트

평직러그

￦299,000

5

3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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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AX/팍스 옷장 ￦317,500/개 파티클보드, 섬유판, 

파티클과 섬유판(내부 벌집모양 종이), 페이퍼 포일, 

라미네이트, 라미네이트, 플라스틱 테두리, 폴리프

로필렌 플라스틱 W100×D38×H201.2cm. 화이트 

BERGSBO/베리스보 화이트 092.449.61 손잡이와 

조명은 별도 판매.

2 New BERGPALM/베리팔름 이불커버+베개커버2 

￦39,900 면 100%. 이불커버 W200×L230cm. 

 베개커버 L50×W80cm. 604.232.47

3 HEMNES/헴네스 침대+갈빗살 ￦359,000 

 매트리스와 침구는 별도 판매. 스테인, 투명래커 

 소나무 원목. L211×W194, H120cm. 매트리스 크기 

180×200cm. 491.983.92

4 VANDRING HARE/반드링 하레 봉제인형 ￦9,900 

패브릭: 폴리에스테르 100%. 충전재: 폴리에스테르 

섬유. L40cm. 102.160.85

5 SUNDVIK/순드비크 유아용침대 ￦169,000 

SUNDVIK/순드비크 시리즈의 가구와 조합하세요.

 스테인, 투명래커 너도밤나무 원목. 

W67×L125×H86cm. 매트리스 크기 60×120cm. 

703.721.53

6 New LURIGA/루리가 LED수면등 ￦19,900 

 폴리프로필렌 플라스틱, 합성 고무. H12cm. 

 조명기구 안의 전구는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203.736.02

7 New GULSPARV/굴스파르브 유아용침대 

 이불커버+베개커버 ￦19,900 면 100%.

 이불커버 W110×L125cm. 베개커버 W35×L55cm. 

804.270.65

8 RANARP/라나르프 벽부착/집게형 스폿조명  

￦39,900 파우더코팅스틸. D34cm. 002.840.51

4

HEMNES/헴네스

침대+갈빗살

￦359,000
3

깊이가 38cm에 불과한  

얕은 옷장이라 협소한 공간 

에서도 정말 편리해요!

PAX/BERGSBO 

팍스/베리스보

옷장

￦317,500/개

1

이 집을 꾸밀 때 가장 먼저 해결해야 했던 문제는 가족 모두가 잘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구석에 있는 빌트인 옷장을 빼고 

그 자리에 유아용 침대를 놓았죠. 텍스타일과 다양한 조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온 가족이 기분 좋게 잠드는 침실이 되었어요.

8

6

5

GULSPARV/굴스파르브

유아용침대 이불커버+베개커버

￦19,900

7



1 RAST/라스트 3칸 서랍장 ￦59,900 무가공 소나무 

원목. W62×D30×H70cm. 603.562.19

2 KUBBIS/쿠비스 7단 후크 ￦19,900 원목. 

W105×D10×H9cm. 502.895.79

3 RÖMSKOG/룀스코그 침대수납상자 ￦75,000/개 

라탄, 면. W65×D70, H19cm. 203.298.93

4 EIDSÅ/에이소 거울 ￦19,900 거울 유리. 

W48×H60cm. 403.251.01

5 FRÄCK/프레크 거울 ￦9,900 거울유리, 

 스테인리스스틸. 지름 17cm. 001.819.82

6 HEMNES/KATTEVIK 헴네스/카테비크

 오픈세면대 +세면기 VOXNAN/복스난 수도꼭지

 포함￦519,000 W80×D48, H91cm. 화이트 

593.195.34 

침대 아래는 물건을 오랫동안 보관하기에 

좋은 장소예요. 면 소재로 안감을 댄 라탄 

수납함은 공기가 잘 통해서 옷을 보관해도 

눅눅해지지 않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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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RAST/라스트

3칸 서랍장

￦59,900
1

4

5

HEMNES/KATTEVIK  

헴네스/카테비크

오픈세면대+세면기 

￦519,000

6



집밥만큼 맛있는 게 
있을까요?
IKEA는 환경을 생각하는 일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있어요. 지속가능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손쉽게 집밥을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버리는 음식은 줄이고, 더 신선하고 맛있게 드세요!

1 ÖRTFYLLD 오일/식초용기3종 ￦9,900 구성: 

 오일과 식초를 넣을 수 있는 병 2개 (지름 5cm, 

높이 20cm, 용량 22cl). 유리, 스테인리스스틸. 

203.913.52

2 IKEA 365+ 음식보관용기+뚜껑 ￦7,700/개 

 내열 유리 L21×W15, H7cm. 용량: 1L. 892.690.66 

3 RISATORP/리사토르프 바구니 ￦9,900 

 파우더코팅스틸, 접착 자작나무 무늬목 L25×W26, 

H18cm. 702.816.19

4 OUMBÄRLIG/우움벨리그 냄비+뚜껑 ￦19,900 

 알루미늄 코어 스테인리스스틸. 5L. 102.864.22

5 VARDAGEN/바르다겐 행주 ￦4,900/개 

 리넨 100%. W50×L70cm. 302.926.34

6 APTITLIG/압티틀리그 도마 ￦19,900 대나무. 

L45×W36cm. 602.334.31

7 BITTERGURKA/비테르구르카 걸이화분 ￦12,900 

파우더코팅스틸, 대나무. H37cm. 702.894.94

8 STABIL/스타빌 찜기 ￦9,900 스테인리스스틸. 5L. 

901.635.25

9 KORKEN/코르켄 보관용기 ￦2,900 유리. 

 지름 12cm, H16.5cm. 용량: 1L. 302.1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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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EA 365+
음식보관용기+뚜껑, 1L

￦7,700/개

2

5 VARDAGEN/바르다겐
행주

￦4,900/개

1

KORKEN/코르켄
보관용기, 1L

￦2,900
9

6 APTITLIG/압티틀리그
도마

￦19,900

OUMBÄRLIG/우움벨리그
냄비+뚜껑

￦19,900
4

RISATORP/리사토르프
바구니

￦9,900

3

STABIL/스타빌
찜기

￦9,900

8

BITTERGURKA/비테르구르카
걸이화분 

￦12,900

7



1 TJUSIG/슈시그 수건걸이 ￦12,900/개 아크릴 페인

트, 원목. W19×D7×H78cm. 202.905.98

2 NISSEDAL/니세달 거울 ￦49,900 거울유리, 포일 

 마감. W40×H150cm. 003.203.13

3 MACKAPÄR/마카페르 신발장 ￦24,900/개 파우더

코팅, 스틸. W78×D32×H40cm. 603.347.60

4 MOSSLANDA/모슬란다 액자선반 ￦9,900/개 

 포일 마감. L115cm. 702.974.65

5 New NIKKEBY/니케뷔 4칸 서랍장 ￦99,900/개 

 파우더코팅스틸. W84×D49×H70cm. 804.514.99

친구들과 함께 사는 집 73

친구들과 함께 사는 집
추억도, 집세도 늘 사이좋게 나누는 세 친구를 소개합니다. 이들의 새 보금

자리는 같이 사용하는 공용 공간과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개인 공간을 

모두 갖추고 있어요. 가구는 모두 새로 구입해야 했지만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일상, 얼마나 즐거운 일이 많을까요!

4

5 NIKKEBY/니케뷔
4칸 서랍장

￦99,900/개

1

2

MACKAPÄR/마카페르
신발장

￦24,900/개

3



1 SNILLE/스닐레 회전의자 ￦29,900 시트: 폴리

프로필렌 플라스틱. 시트 W45×D39, H39-51cm. 

590.462.61

2 MELLTORP/멜토르프 테이블 ￦69,900/개 멜라민

포일 마감, 스틸. L125×W75×H74cm. 892.463.72

3 New KARLJAN/칼리안 의자 ￦49,900 

W49×D55×H81cm. 레드/카부사 레드 504.439.05

4 New SKALLRAN/스칼란 탁상스탠드 본체 

￦10,000/개 알루미늄, 파우더코팅. H10.7cm. 

IKEA. Model B1803 SKALLRAN. 본 조명기구는 

 에너지 등급 A++에서 D까지의 전구를 사용할 수 있

습니다. 704.215.30

5 IVAR/이바르 섹션3/선반/수납장 ￦320,000 

 소개된 제품은 페인트칠을 한 예입니다. 소나무 원목. 

W259×D30×H124cm. 792.483.81

6 TERJE/테리에 접이식 의자 ￦19,900/개 스테인, 

투명래커, 너도밤나무 원목. W44×D51×H77cm. 

202.224.44

세 배로 환해요! 여러 개의 조명을 모아 

배치한 눈부신 아이디어를 만나보세요. 

큰 비용이 들지 않아 더욱 좋답니다.

친구들과 함께 사는 집 75

1

2

6

IVAR/이바르

섹션3/선반/수납장

￦320,000

5

저녁식사도 하고 게임이나 DIY 작업도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작은 테이블 

세 개를 모아서 긴 식탁을 만들고 의자를 여러 개 놓았더니 어떤 활동이든 

가능한 멋진 공간이 되었죠.

SKALLRAN/스칼란

탁상스탠드 본체

￦10,000

4

KARLJAN/칼리안

의자

￦49,900
3



낮에도 밤에도 진정한 의미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실 공간이에요! 이곳의 주인

공인 세 친구가 유쾌한 일상을 즐기며, 다른 여러 친구들도 찾아오는 공간이랍니

다. 각자 이사 오며 가져 온 가구와 소품으로 공간을 꾸며서 다양한 스타일이 섞여 

있지만 따뜻하고 포근하게 하나로 연결된 느낌을 주죠. 

1 BURVIK/부르비크 보조테이블 ￦39,900 파우더코

팅스틸, 접착 자작나무 무늬목. 지름 38, H45cm. 

 손잡이 포함 높이 78cm. 203.403.91

2 KLIPPAN/클리판 2인용 소파 ￦249,000 커버: 폴리

에스테르 100%. W180×D88×H66cm. 카부사 다크

그레이 892.517.78

3 LACK/라크 보조테이블 ￦12,900/개 포일, 페인트 마

감. L55×W55×H45cm. 803.529.27

4 SKURUP/스쿠루프 상향식 플로어스탠드 ￦39,900 

파우더코팅스틸. H118~187cm. IKEA. Model G1707 

SKURUP. 본 조명기구는 에너지 등급 A++에서 D까지

의 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903.260.04

5 New NYHAMN/뉘함 3인용 소파베드+폼매트리스 

￦299,000 에폭시/폴리에스테르 파우더코팅 스틸, 

폴리에스테르 100%. W200×D97, H90cm. 침대 크

기 140×200cm. 시프테보 옐로 592.975.94

6 IKEA PS 수납장 ￦52,900/개 파우더코팅스틸. 

W119×D40×H63cm. 902.514.52

7 New SISSIL/시실 쿠션커버 ￦22,900/개 면 100%. 

L65×W65cm. 604.326.90

전날밤 이 곳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따라 매일 아침 모습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가구들 

덕분에 치우기도 아주 쉽답니다. 내일 

걱정 말고 오늘을 마음껏 즐기세요!

친구들과 함께 사는 집 7776 친구들과 함께 사는 집

5 NYHAMN/뉘함

3인용 소파베드+폼매트리스

￦299,000

7 SISSIL/시실

쿠션커버

￦22,900/개

6

4

1

LACK/라크

보조테이블

￦12,900/개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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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ETOD/메토드 주방, HÄGGEBY/헤게뷔 화이트 도어+

서랍앞판, FÖRVARA/푀르바라 서랍 ￦METOD/메토드 수

납장, 화이트 멜라민 포일. HÄGGEBY/헤게뷔 도어+서랍앞

판, 멜라민포일 마감. FÖRVARA/푀르바라 서랍, 파우더코

팅스틸, 멜라민 포일. 화이트 플라스틱 소재의 GUBBARP/

구바르프 손잡이, LILLTRÄSK/릴트레스크 화이트 라미네이

트 조리대와 함께 연출되었습니다. 

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은 277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868,000
자세한 내용이나 기타 서비스는 

274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300 cm

2 FLITIGHET/플리틱헤트 식기 18종 ￦24,900 구성: 

오목접시 (22cm), 접시 (20cm), 그릇 (지름 14cm, 

H6cm), 각 6개.  도자기제. 303.465.66

3 IKEA 365+ 유리컵 ￦5,900 /6개. 강화유리. 30cl. 

302.783.60

4 ANNONS/안논스 조리용품 5종 ￦14,900 구성: 

  소스팬 0.9L, 소스팬+뚜껑 1.7L, 냄비+뚜껑 2.8L.

   스테인리스스틸, 플라스틱, 유리. 302.074.00

5 FOTO/포토 펜던트등 ￦19,900 래커 알루미늄. 

  지름 38cm. 303.906.58

6 New TERTIAL/테르티알 작업등 ￦19,900/개

  에폭시/폴리에스테르 파우더코팅 스틸. 전등갓 지름 

17cm. 204.472.12

7 SKÅDIS/스코디스 페그보드 ￦27,900/개 페인트 

  섬유판. W76×H56cm. 903.216.19

8 NISSE/니세 접이식 의자 ￦14,900/개 파우더코팅

스틸, 폴리프로필렌 플라스틱. W45×D47×H76cm. 

301.622.08

METOD/HÄGGEBY 메토드/헤게뷔
주방

￦868,000
1

FLITIGHET/플리틱헤트
식기 18종

￦24,900

2

3
4

6

5

페그보드를 필요한 만큼 

추가하면 자주 사용하는 

조리도구나 냄비, 팬 등을 

걸어서 보관하기 편리해요.

SKÅDIS/스코디스
페그보드 ￦32,900

￦27,900/개

7

8

METOD/메토드 주방
25년 품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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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KULLEN/쿨렌
5칸 서랍장

￦89,900

1 ADDE/아데 의자 ￦15,000 파우더코팅스틸, 폴리프로필렌 

플라스틱. W39×D47×H77cm. 902.191.79

2 MULIG/물리그 옷걸이 행거 ￦9,900 파우더코팅스틸. 

W99×D46×H151cm. 801.794.33

3 KULLEN/쿨렌 5칸 서랍장 ￦89,900 포일 마감. 

W70×D40×H112cm. 103.557.31

4 JÄRVFJÄLLET/예르브피엘레트 사무용 의자 ￦199,000  

폴리에스테르 100%. 시트 W52×D46, H45~56cm. 군나레

드 베이지 504.199.53

5 LINNMON/ODDVALD 린몬/오드발드 테이블 

￦80,000 페인트 마감, 소나무 원목. L150×W75, H74cm. 

392.464.35

6 New SKUGGBRÄCKA/스쿠그브레카 이불커버+베개커

버2 ￦29,900 면 80%, 비스코스/레이온 20%. 이불커버 

W200×L230cm. 베개커버 L50×W80cm. 104.390.62

7 BRIMNES/브림네스 침대프레임+수납/헤드 ￦524,000 

침대갈빗살 포함. 매트리스, 침구는 별도 판매. 포일 마

감. L234×W156, H111cm. 매트리스 크기 150×200cm. 

391.981.61

5

4

BRIMNES/브림네스
침대프레임+수납/헤드

￦524,000
7

SKUGGBRÄCKA/스쿠그브레카
이불커버+베개커버2

￦29,900
6

기본적인 것은 단조롭고 지루하다고요? 천만에요! 흑백의 조합은 대담

하면서도 개성이 가득한 느낌을 주죠. 나중에 스타일을 바꾸기도 쉽고요. 

수납 서랍이 달린 침대와 같이 멀티 수납 솔루션을 함께 사용하면 간편

하면서도 효과적이랍니다. 특히 공간에 비해 물건이 많을 때 편리해요.

1 ADDE/아데
의자

￦15,000



1 REGOLIT/레골리트 펜던트 전등갓 ￦5,900/개  

전원코드는 별도 판매. 라이스 페이퍼. 지름 45cm. 

001.727.89

2 SKOGSALM/스콕살름 이불커버+베개커버2 

￦59,900 면 100%. 이불커버 W240×L220cm. 

 베개커버 L50×W80cm. 404.233.33

3 GJÖRA/예라 침대프레임+갈빗살 ￦334,000 자작

나무 원목. 매트리스, 침구는 별도 판매. W164×L211, 

H175cm. 매트리스 크기 150×200cm. 391.982.17

4 MARJUN/마리운 반암막커튼 한쌍 ￦69,900 폴리

에스테르 100%. W145×L250cm. 204.234.09

5 NOLMYRA/놀뮈라 이지체어 ￦32,000   

투명래커 자작나무 무늬목, 폴리에스테르. 

W64×D75×H75cm. 102.336.07

6 RAST/라스트 3칸서랍장 ￦59,900/개 소개된 제

품은 페인트칠을 한 예입니다. 무가공 소나무 원목. 

W62×D30×H70cm. 603.562.19

7 New NISSAFORS/니사포르스 카트 ￦39,900 파

우더코팅스틸. L50.5×W30, H83cm. 604.073.65

8 NISSEDAL/니세달 거울 ￦49,900 거울유리, 포일 

마감. W40×H150cm. 903.203.23

9 MACKAPÄR/마카페르 코트걸이+신발

수납유닛 ￦59,900/개 파우더코팅스틸. 

W78×D32×H193cm. 203.347.57

친구들과 함께 사는 집 83

GJÖRA/예라
침대프레임+갈빗살

￦334,000
3

1

2

6

MACKAPÄR/마카페르

코트걸이+신발수납유닛

￦59,900/개

9

8

5

7 NISSAFORS/니사포르스

카트

￦39,900

무가공 목재 가구는 스테인 처리를 하고, 페인트칠을 하여 

원하는대로 꾸며보기 좋아요. 직접 디자인해 보세요!

4 MARJUN/마리운

반암막커튼 한쌍 ￦79,900

￦69,900



1 New SVENSHULT/스벤스훌트 벽선반+수납 

￦34,900/개 파우더코팅 스틸, 파티클보드, 포일 

 마감. W41×D20×H41cm. 804.305.29

2 ÄNGSLILJA/엥슬릴리아 이불커버+베개커버 

￦24,900 면 100%. 이불커버 W150×L200cm.  

베개커버 L50×W80cm. 503.186.71

3 UTÅKER/우토케르 적층식침대+매트리스2 

￦377,000 W83×L205×H23cm. 매트리스 크기 

80×200cm. 소나무/말포르스 하드 692.278.31 

4 UGILT/우길트 평직러그 ￦24,900/개 황마 72%, 

 면 28%. W80×L150cm. 304.187.75

5 New NIKKEBY/니케뷔 옷걸이 행거 ￦79,900 

 파우더코팅스틸. W80×D40×H170cm. 604.515.08

6 JOFRID/요프리드 쿠션커버 ￦19,900/개 면 80%, 

리넨 20%. L65×W65cm. 803.957.76

7 GURLI/굴리 쿠션커버 ￦3,900 면 100%. 

L50×W50cm. 804.262.02

8 IVAR/이바르 선반유닛+테이블/수납장/선반 

￦570,000 소나무 원목. W259×D30×H179cm. 

393.047.55 

9 BURVIK/부르비크 보조테이블 ￦39,900 파우더

 코팅스틸, 접착 자작나무 무늬목. 지름 38, H45cm. 

 손잡이 포함 높이 78cm. 203.4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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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

2

6

7

학생이라 예산이 빠듯해도 침실에 두는 가구는 스마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방을 

꾸몄어요. 침대를 두 개로 나눠 쓰거나, 합쳐서 큰 침대로 사용하거나, 소파로 사용하기

도 하는 그런 스마트함을 원했죠. 필요할 때는 꺼내 쓰고, 안 쓸 때는 숨겨두기도 하는 

책상까지 더했으니, 정말 완벽하죠?

든든하고 세련된 소재인 목재로 만든 

가구는 오래도록 사용해도 그 빛을 잃지 

않죠. 목재 가구와 함께 전체적으로 블루

톤으로 꾸미고, 포인트로 레드 컬러를 

넣어 완성한 공간을 만나보세요.

IVAR/이바르
선반유닛+테이블/수납장/선반

￦570,000
8

1 SVENSHULT/스벤스훌트
벽선반+수납

￦34,900/개

9

3 UTÅKER/우토케르
적층식침대+매트리스2 ￦417,000

￦377,000



1 TISKEN/티스켄 흡착식 바구니 ￦9,900 플라스틱, 합성 

 고무. W28×D17×H17cm. 203.812.54

2 New VÅGSJÖN/복셴 수건L ￦6,900/개 면 100%. 

W70×L140cm. 804.394.07

3 New RÅSKOG/로스코그 카트 ￦29,900/개 에폭시/

폴리에스테르 파우더코팅 스틸. L35×W45, H78cm. 

703.767.21

4 TISKEN/티스켄 흡착식 후크 ￦4,900 /2개. 플라스틱, 합성 

고무. L10cm. 503.812.76

5 LILLNAGGEN/릴나겐 유리닦이 ￦1,500 플라스틱, 합성

고무, 알루미늄. 202.435.97

6 TISKEN/티스켄 흡착식 칫솔꽂이 ￦5,900/개 플라스틱, 

 합성 고무. H18cm. 503.812.95

7 DYNAN/뒤난 벽선반 ￦29,900/개 파우더코팅스틸. 

W40×D15×H40cm. 403.236.49

8 GODMORGON/고드모르곤 거울 ￦19,900 거울 유리. 

W60×H96cm. 401.789.87

9 LILLÅNGEN/TÄLLEVIKEN 릴롱엔/텔레비켄 세면대+

 도어2 ￦190,000 욕실수도 꼭지는 별도 판매. 포일 마감, 

 세라믹. W61xD41xH82cm. 화이트 291.880.54 

LILLÅNGEN/TÄLLEVIKEN 
릴롱엔/텔레비켄
세면대+도어2 

￦190,000
9

TISKEN/티스켄
흡착식 칫솔꽂이

￦5,900/개

6

1

4

2

5

7

8

RÅSKOG/로스코그
카트

￦29,900/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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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친구에게 최고의 욕실은 간편하게 청소할 수 있는 욕실이죠. 수납카

트를 하나씩 마련하여 각자의 욕실용품을 관리하고 있어요. 선반장과 

흡착식 후크는 쉽게 설치하고 필요하면 늘리거나 바꿀 수 있어서 집을 

새단장하거나 이사할 때 간편하죠.



함께 사용할 때  

더욱 빛나는 편리함
나 혼자만 사용하는 완벽한 욕실이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여럿이 함께 

쓰는 욕실도 조화롭게 꾸미고,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기본에 충실

하고 스마트한 IKEA의 욕실 용품을 확인해 보세요.

1 TACKAN/타칸 물비누통 ￦1,500 유리, 플라스틱. 

H17cm. 250ml. 703.223.04

2 SKÅDIS/스코디스 페그보드 콤비네이션 ￦48,400 

페인트 섬유판. W56×H56cm. 392.165.94

3 FNISS/프니스 휴지통 ￦1,500 폴리프로필렌 플라

스틱. 지름 28, H28cm. 10L. 002.954.41

4 SVAMPIG/스밤피그 스펀지 ￦1,200/3개. 플라스

틱/폴리에스테르/나일론/비스코스/레이온/폴리프로

필렌. L11×W7cm. 402.576.06

5 IMMELN/임멜른 후크 ￦6,900/2개. 파우더코팅/

아연도금 스틸. 603.541.16

6 LOSJÖN/로셴 수건걸이 ￦9,900/5개. PET 플라스

틱. 002.257.97

7 BOLMEN/볼멘 변기솔/홀더 ￦2,500 폴리프로필

렌 플라스틱. H36.5cm. 901.654.21

8 FYLLEN/퓔렌 빨래바구니 ￦9,900 나일론, 폴리에

스테르. 지름 45, H50cm. 004.080.18

9 GRUNDTAL/그룬드탈 카트 ￦49,900 스테인리스

스틸, 플라스틱. W48×D24×H77cm. 801.714.32

10 SNÄPP/스네프 페달휴지통 ￦12,900 폴리프로필렌 

플라스틱. 지름 26, H29cm. 5L. 402.454.30

친구와 함께 사는 집 8988 친구들과 함께 사는 집

FNISS/프니스
쓰레기통

￦1,500
3

FYLLEN/퓔렌
빨래바구니

￦9,900
8

LOSJÖN/로셴
수건걸이 5개

￦9,900
6

SKÅDIS/스코디스
페그보드 콤비네이션 ￦53,400

￦48,400
2

BOLMEN/볼멘
변기솔/홀더

￦2,500
7

SVAMPIG/스밤피그
스펀지 3개

￦1,200

4

IMMELN/임멜른
후크 2개

￦6,900

5

GRUNDTAL/그룬드탈
카트

￦49,900

9

SNÄPP/스네프
페달휴지통

￦12,900

10

1 TACKAN/타칸
물비누통

￦1,500



1 HEMNES/헴네스 거울 ￦139,000 거울유리, 스테인, 

투명래커 소나무 원목. W74×H165cm. 801.718.42

2 IKEA PS 2017 탁상스탠드 ￦49,900 스틸, 페인트 

H32cm. IKEA. Model B1518F IKEA PS 2017. 

 본 조명기구는 에너지 등급 A++에서 D까지의 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04.276.56

3 IDÅSEN/이도센 미닫이 유리수납장 ￦449,000 

스틸, 에폭시/폴리에스테르 파우더코팅 

W120×D45×H140cm. 603.609.52

4 SANELA/사넬라 반암막커튼 한쌍 ￦79,900 

 면 벨벳 100%. W140×L250cm. 604.140.21

한층 더 빛나는 인생
은퇴 후 낯선 도시로 거주지를 옮긴 한 여성을 만나보세요. 작지만 

세련된 원룸에서 설레는 마음을 안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이전보다 작은 집으로 옮겨 집을 꾸미면서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와 시간적 여유, 그리고 삶의 활력까지 생겼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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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IDÅSEN/이도센

미닫이 유리수납장

￦449,000
3

SANELA/사넬라

반암막커튼 한쌍

￦79,90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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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1 New KNIXHULT/크닉스훌트 펜던트등 ￦59,900 

투명래커 대나무. 지름 40cm. IKEA. Model T1741 

KNIXHULT. 본 조명기구는 에너지 등급 A++에서 

 D까지의 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004.071.32

2 New SLATTUM/슬라툼 쿠션형 침대프레임 

￦229,000 파우더코팅스틸, 폴리에스테르 100%. 

W184×L206, H85cm. 매트리스 크기 180×200cm. 

804.463.80

3 New INGRUN/잉룬 스로우 ￦14,900 아크릴 87%, 

면 13%. W130×L170cm. 604.093.93

4 SNOFSA/스노프사 탁상시계 ￦14,900 파우더코팅

 스틸, 유리. 지름 11cm. 103.578.67

5      BURVIK/부르비크 보조테이블 ￦39,900 파우더코팅

스틸, 접착 자작나무 무늬목. 지름 38, H45cm. 손잡이 

포함 높이 78cm. 003.403.87 

6 VINDUM/빈둠 장모러그 ￦119,000 파일: 폴리프로

필렌 100%. W133×L180cm. 203.282.33

7 KUNGSBLOMMA/쿵스블롬마 이불커버+베개커버2 

￦39,900 면 퍼케일 85%, 리오셀 퍼케일 15%. 

 이불커버 W200×L230cm. 베개커버 L50×W80cm. 

504.230.78

3 INGRUN/잉룬

스로우

￦14,900

VINDUM/빈둠

장모러그

￦119,000

6

SLATTUM/슬라툼

쿠션형 침대프레임

￦229,000
2

원룸 생활은 작은 공간의 제약을 순순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에 따르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집의 주인은 

편안한 침대가 쾌적함의 최우선 순위였다고 해요. 그래서 망설임없이 

더블침대를 선택했죠. 덕분에 잠자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매일 몸과 

마음이 완전히 충전된다고 합니다.

5

KUNGSBLOMMA/쿵스블롬마

이불커버+베개커버2

￦39,900
7



한층 더 빛나는 인생 95

물건이 적을수록 더 큰 애정을 담아 사용하게 되죠. 공간도 물건도 줄었지만 

물건 가짓수가 적으니 기분도 가볍고 깔끔하게 유지하기도 쉽답니다. 다용도 

실내 칸막이와 같이 스마트한 수납제품에는 아끼는 책들과 안경을 진열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흐뭇해지죠?

1 ELVARLI/엘발리 섹션3 ￦1,265,000 파우더코팅 

알루미늄, 스틸. W258.4×D50.8, H221.5-350cm. 

791.878.15

2 EVEDAL/에베달 플로어스탠드 ￦329,000 대리석, 

참나무 원목, 유리. H145cm. IKEA. Model G1702 

Evedal. 본 조명기구는 에너지 등급 A++에서 D까지

의 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803.579.15

3 VIGDIS/비그디스 쿠션커버 ￦9,900 모시 100%, 

L50×W50 레드오렌지 303.265.30

4 STOCKHOLM/스톡홀름 2017 쿠션형 스툴 

￦199,000 커버: 면 77%, 폴리에스테르 23%. 

 지름 50cm, H42cm. 산드바카 다크그레이 

003.446.20

5 SKUGGIS/스쿠기스 후크 ￦6,900/개 투명래커 

 대나무. W6.4×D2×H11cm. 003.501.64

6 New JONAXEL/요낙셀 프레임/철망바구니/

 옷장레일 ￦150,000 파우더코팅스틸. 

W99×D51×H173cm. 292.976.61

7 New JONAXEL/요낙셀 프레임+메시바구니 

￦42,000/개 파우더코팅스틸. W25×D51×H70cm. 

392.971.42

8 MILSBO/밀스보 유리도어 수납장 ￦299,000 

 파우더코팅스틸, 강화유리. W73×D42×H175cm. 

103.964.49

1
2

4

7

SKUGGIS/스쿠기스

후크

￦6,900/개

5

8 MILSBO/밀스보

유리도어 수납장

￦299,000

모듈식 JONAXEL/요낙셀 

수납 시스템은 어떤 스타일, 

어떤 크기의 공간에도 

잘 어울려요.

6 JONAXEL/요낙셀

프레임/철망바구니/옷장레일

￦150,000

VIGDIS/비그디스

쿠션커버

￦9,90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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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METOD/메토드 주방, VOXTORP/복스토르프 

다크그레이 서랍앞판, MAXIMERA/막시메라 완충식

서랍, TUTEMO/투테모 선반장, METOD/메토드 수납장

프레임, 화이트 멜라민포일. VOXTORP/복스토르프 서랍

앞판, 포일 마감. MAXIMERA/막시메라 서랍, 파우더코팅

스틸, 멜라민포일. TUTEMO/투테모 선반장, 앤트러

싸이트 페인트 마감. EKBACKEN/에크바켄 콘크리트 

효과 라미네이트 조리대와 함께 연출되었습니다.

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은 277페이지를 참조하세요. 

￦2,180,000
자세한 내용이나 기타 서비스는 

274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260cm

1 IKEA 365+ 음식보관용기+뚜껑, 원형 ￦4,800/개 

내열 유리. 지름 14cm, H9cm. 600ml. 892.690.90

2 BROR/브로르 섹션1/선반 ￦100,000 파우더코팅/

아연도금 스틸. W85×D55×H110cm. 192.726.56

3 SORTERA/소르테라 분리수거함+뚜껑 ￦14,900/개 

폴리프로필렌 플라스틱. W41×D55×H28cm. 37L. 

902.558.98

4 New BOSJÖN/보셴 주방수도꼭지 ￦250,000 

  스테인리스스틸. H32cm. 204.574.04

5 New SKURUP/스쿠루프 펜던트등 ￦14,900/개 

  파우더코팅스틸, 플라스틱. 지름 19cm. IKEA. 

Model T1803 SKURUP. 본 조명기구는 에너지 등급

  A++에서 D까지의 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903.973.98

6 MATÄLSKARE/마텔스카레 벽고정 레인지후드 

￦189,000 배기모드 시 배기율: 538m³/h. 

  소음 레벨: 48 dB (A). 출력 전원: 90W.     

 W59.8×D45.0, H7.7cm. 704.201.92

2

5

6

METOD/VOXTORP 메토드/복스토르프
주방

￦2,180,000
7

IKEA 365+ 보관용기를 

사용하면 식품을 더욱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고, 음식물 쓰레기도 

줄일 수 있어요.

1 IKEA 365+
음식보관용기+뚜껑, 원형

￦4,800/개

4 BOSJÖN/보셴
주방수도꼭지

￦250,000

METOD/메토드 주방
25년 품질보증

3



1 BESTÅ/베스토 벽수납장+도어2 ￦150,000 

W60×D20×H128cm. 라프비켄 블랙-브라운 

691.871.99

2 DINERA/디네라 그릇 ￦1,900 세라믹, 베이지.  

지름 14cm. 804.239.58

3 DINERA/디네라 접시 ￦1,900 세라믹, 베이지.  

지름 20cm. 204.239.75

4 APTITLIG/압티틀리그 도마 ￦12,900 대나무. 

L45×W28cm. 202.334.28

5 BLOMNING/블롬닝 커피/차 틴케이스 ￦1,900 

 스틸. L10×W10, H10cm. 103.732.02

6 JAKOBSBYN/야콥스뷘 펜던트 전등갓 ￦26,900 

전원코드는 별도 판매. 유리. 지름 30cm, H25cm. 

103.824.33

7 KLOVAN/클로반 펜던트 전등갓 ￦24,900/개 

 전원코드는 별도 판매. 유리. 지름 15cm, H20cm. 

404.077.81

 

8 New NILSOVE/닐소베 팔걸이의자 ￦129,000/개 

투명래커 라탄, 대나무, 스틸. W57×D57×H82cm. 

604.429.72

9 INGATORP/잉아토르프 드롭리프 테이블 

￦199,000 스테인, 투명래커 소나무 원목. 

L65/123×W78, H73cm. 603.655.20

작은 공간에서 혼자 밥 먹는 일이 많다고 해도 

그 공간을 예쁘게 꾸며두면 일상 속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친구가 찾아올 수도 

있으니 편안한 의자 몇 개 더 두면 좋겠죠?

98 한층 더 빛나는 인생

BESTÅ/베스토

벽수납장+도어2

￦150,000
1

9

5 BLOMNING/블롬닝

커피/차 틴케이스 

￦1,900

2

3

4

6

7

NILSOVE/닐소베
팔걸이의자

￦129,000
8



1 GODMORGON/고드모르곤 단문형 거울장 

 ￦199,000 포일 마감, 거울유리. 

 W40×D14×H96cm. 902.302.28

2 GODMORGON/ODENSVIK 

 고드모르곤/오덴스비크 세면대 2단하부장 

￦380,000 욕실 수도꼭지는 별도 판매. 

 하이글로스포일 마감, 세라믹. L83×D49, H64cm. 

 하이글로스 화이트, 498.795.78.

3 VÅGSJÖN/복셴 수건L ￦6,900/개 면 100%. 

W70×L140cm. 703.536.06

4 FLODALEN/플로달렌 수건L ￦16,900/개 면 100%. 

W70×L140cm. 903.813.16 

5 VILTO/빌토 수건 스탠드 ￦49,900 투명래커   

자작나무 원목. W57×H150cm. 803.444.52

6 New EKOLN/에콜른 쓰레기통 ￦14,900 파우더 

코팅스틸, 스테인리스스틸, 플라스틱. 704.453.62

7 GODMORGON/고드모르곤 벽수납장+도어 

 ￦129,000/개 포일 마감, 강화유리. 

W40×D14×H96cm. 레셴 화이트 703.910.00

GODMORGON/ODENSVIK  

고드모르곤/오덴스비크
세면대 2단하부장

￦380,000

2

VILTO/빌토
수건 스탠드

￦49,900
5

EKOLN/에콜른
쓰레기통

￦14,900

6

한층 더 빛나는 인생 101

1

7

3

4



작은 옷장으로    

가뿐해지려면? 
정신없이 어질러진 물건, 깔끔하게 정돈하고 싶죠?     

잘 입지 않아 옷장 속 짐이 된 옷은 정리해버리고, 

즐겨 입는 옷과 소품만 수납하고 진열하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한층 더 빛나는 인생 103102 한층 더 빛나는 인생

KOMPLEMENT/콤플레멘트

다용도걸이

￦4,900
1

KNAPPER/크나페르

전신거울

￦79,900

9

ENUDDEN/에누덴

문걸이 행거

￦5,900
8

BUMERANG/부메랑

옷걸이 8개

￦5,900

3
KVASP/크바스프

후크 3개

￦4,900

4

KUGGIS/쿠기스

수납함+뚜껑

￦9,900

7

5

6

1 KOMPLEMENT/콤플레멘트 다용도걸이 ￦4,900 

폴리프로필렌 100%. W32×H72cm. 203.872.08

2 SAMLA/삼라 수납함+뚜껑 ￦14,900 폴리프로필렌 

 플라스틱. L78×W56, H18cm. 용량: 55L. 

498.914.72

3 BUMERANG/부메랑 옷걸이 ￦5,900/8개.   

페인트 원목, 스틸. W43cm. 502.385.42

4 KVASP/크바스프 후크 ￦4,900/3개.  

 투명래커 아연. W3×D2×H3cm. 403.981.97

5 KUGGIS/쿠기스 수납함+뚜껑 ￦4,900 

 PET 플라스틱. W18×D26×H8cm. 302.802.02

6 KUGGIS/쿠기스 수납함+뚜껑 ￦7,900 

 PET 플라스틱. W26×D35×H8cm. 202.823.05

7 KUGGIS/쿠기스 수납함+뚜껑 ￦9,900 

 PET 플라스틱. W26×D35×H15cm. 902.802.04

8 ENUDDEN/에누덴 문걸이 행거 ￦5,900 파우더

 코팅스틸, 플라스틱. W35cm. 402.516.66

9 KNAPPER/크나페르 전신거울 ￦79,900 파우더

 코팅스틸, 거울유리. W48×H160cm. 803.962.43

10 NORDRANA/노르드라나 걸이식 수납용품 

 ￦39,900 폴리프로필렌 플라스틱, 대나무. 

W35×H90cm. 004.206.52

11 SKUBB/스쿠브 신발함 ￦12,900/4개. 

 폴리에스테르 100%, 폴리프로필렌 플라스틱. 

W22×D34×H16cm. 801.863.96

SAMLA/삼라

수납함+뚜껑

￦14,900
2

10 NORDRANA/노르드라나

￦39,900
SKUBB/스쿠브

신발함 4개

￦12,900

11



1 NISSEDAL/니세달 거울 ￦59,900 거울유리, 포일 

 마감 W65×H150cm. 803.203.14

2 MAJGULL/마이굴 반암막 커튼한쌍 ￦59,900 

 폴리에스테르 100%. W145×L250cm. 103.467.51

3 New SYVDE/쉬브데 오픈형 옷장 ￦99,900

 페인트마감, 알루미늄. W80.3×D48.2×H123.1cm. 

204.395.75

4 TJENA/셰나 수납상자+뚜껑 ￦12,900 종이. 

L50×W35, H30cm. 403.743.56

5 SKURUP/스쿠루프 상향식 테이블/벽부착등 ￦29,900 

파우더코팅스틸. H35cm. 804.129.26

6 ÄNGSLILJA/엥슬릴리아 이불커버+베개커버2 

￦49,900 면 100%. 이불커버 W240×L220cm. 

 베개커버 L50×W80cm. 403.186.57

7      BURVIK/부르비크 보조테이블 ￦39,900 

 파우더코팅스틸, 접착 자작나무 무늬목 지름 38cm, 

H45cm. 003.403.87

8 MALM/말름 높은침대프레임 ￦249,000 매트리스, 

 침구는 별도 판매. 페인트 마감. W166×L209, H100cm. 

990.094.50

침실
좋은 침대 하나만으로 숙면의 조건이 완전히 갖춰지는 

건 아니랍니다. 편안한 침실 분위기도 큰 역할을 하죠. 

다양한 가구와 패브릭, 똑똑한 수납제품으로 아늑하고 

깔끔한 침실을 꾸며보세요.

1 NISSEDAL/니세달
거울

￦59,900

5

7

6

MALM/말름
높은침대프레임+갈빗살

￦249,000
8

104 침실

4

3 SYVDE/쉬브데
오픈형 옷장

￦99,900

2



환경을 생각하며 

자연과 닮아가요

JOFRID/요프리드 스로우를 보면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조화를 이루어야 

그 아름다움이 더욱 빛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농가에서 수확 후 버려지는 

나뭇잎을 사용하는 등 자연의 소재만으로 

색을 표현했죠. 또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공급받은 리넨과 면 혼방 소재를 사용한 

덕분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아름다워질 

거예요.

1 JOFRID/요프리드

스로우

￦49,900/개

SAGSTUA/삭스투아

침대프레임+갈빗살

￦269,000
4

2

3

106 침실

1 JOFRID/요프리드 스로우 ￦49,900/개 면 80%, 

 리넨 20%. W150×L200cm. 803.957.43

2 New SKURUP/스쿠루프 작업등/벽부착등 

￦49,900 파우더코팅스틸. H94cm. 603.260.29

3 New BERGPALM/베리팔름 이불커버+베개커버2 

￦49,900 면 100%. 이불커버 W240×L220cm. 

 베개커버 L50×W80cm. 504.231.96

4 SAGSTUA/삭스투아 침대프레임 ￦269,000 

 매트리스, 침구는 별도 판매. 파우더코팅스틸.

 W158×L208×H140cm. 매트리스 크기 

150×200cm. 492.689.12

5 KNOPPÄNG/크노펭 액자 ￦8,900/개 포일 MDF, 

플라스틱. 그림 W30×H40cm. 103.871.19

6 SNIDAD/스니다드 바구니 ￦39,900 투명래커 

 라탄. 지름 54cm, H39cm. 003.949.45

7 BRYGGJA/브뤼기아 9칸 서랍장 ￦399,000 

 포일 마감. W118×D43×H92cm. 204.216.60

8 HEMNES 침대협탁 ￦49,900 스테인, 투명래커 

 소나무 원목. W46×D35×H70cm. 503.540.89

침실 107

5

HEMNES/헴네스
침대협탁

￦49,900

8

SNIDAD/스니다드
바구니

￦39,900
6

7 BRYGGJA/브뤼기아

9칸 서랍장

￦399,000



1 New LAUTERS/라우테르스 탁상스탠드 ￦49,900 

투명래커 물푸레나무 원목, 플라스틱, 폴리에스테르 

H57cm. 104.049.01

2 NORDLI/노르들리 침대협탁 ￦99,900 

 페인트 마감. W30×D50×H67cm. 503.556.54

3 BJÖRKSNÄS/비에르크스네스 침대프레임

 ￦579,000 매트리스, 침구는 별도 판매.

 W200×L214, H109cm. 매트리스 크기 

180×200cm. 692.475.70

4 PUDERVIVA/푸데르비바 이불커버+베개커버2 

￦99,900 리넨 100%. 이불커버 W200×L230cm. 

베개커버 L50×W80cm. 603.984.41

5 VINDUM/빈둠 장모러그 ￦119,000 파일: 폴리프로

필렌 100%. W133×L180cm. 203.282.33

6 RÖDTOPPA/뢰드토파 이불, 얇음 ￦59,900 

충전재: 리오셀 50%, 폴리에스테르 50% 

W200×L230cm. 502.715.03

7 RÖDTOPPA/뢰드토파 이불, 두꺼움 ￦69,900 

충전재: 리오셀 50%, 폴리에스테르 50% 

W200×L230cm. 702.715.40

8 MAJGULL/마이굴 반암막 커튼한쌍 ￦59,900 

 폴리에스테르 100%. W145×L250cm. 103.467.51

9 VILBORG/빌보리 반암막 커튼한쌍 ￦69,900

 폴리에스테르 100%. W145×L250cm. 204.234.14

오늘도, 잘 자요
언제든 기분 좋게 잠들 수 있는 침실 만들기,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아요. 

물론 편안해야 할 뿐 아니라 너무 밝지 않고 차분한 분위기여야 하고 

적절한 실내 온도도 맞춰야 하니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몇 가지 작은 부분만 바꿔도 더욱 편안한 침실을 완성할 수 있죠. 일과 

생활, 수면이 건강한 균형을 이루는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보세요. 

편안하게 잠들 준비되셨죠?

BJÖRKSNÄS/비에르크스네스
침대프레임+갈빗살

￦579,000
3

2

시원한 잠자리와 따뜻한 

잠자리,어떤 환경을 선호

하든지 IKEA에서 찾을 수 

있어요. 시원하고 얇은 

이불부터 아주 두껍고 

따뜻한 이불까지 모두 

갖추고 있거든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이불로 골라가세요!

창문 인테리어를 

활용해보세요.

눈부신 빛을 차단할 뿐 

아니라 조금이라도 소음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크고 푹신한 

러그를 깔면 소음 흡수에

더욱 효과적이에요!

PUDERVIVA/푸데르비바
이불커버+베개커버2

￦99,900

4

6 RÖDTOPPA/뢰드토파
이불, 얇음

￦59,900

9 VILBORG/빌보리
커튼 한쌍

￦69,900

8

7

1 LAUTERS/라우테르스
탁상스탠드

￦49,900

침실 109108 침실

기술이 발전하기 전에는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잠자리에 들었죠. 

잠들기 한 시간 전부터 

조명을 어둡게 하여 몸이 

‘수면 모드’로 전환되도록 

신호를 보내세요.

5 VINDUM/빈둠
장모러그

￦119,000

IKEA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 방에서 편하게 꿈꿀 일만 

남았어요. QR 코드를 스캔해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1 BJÖRKSNÄS/비에르크스네스 5칸 서랍장 

￦349,000 자작나무 원목. W90×D47×H90cm. 

504.073.04

2 LILLÅSEN/릴로센 책상 ￦149,000 파우더코팅스틸, 

대나무. L102×W49, H74cm. 602.782.88

3 New KAFFEBÖNA/카페뵈나 장식꽃병 ￦39,900 

대나무, 스틸. H45cm. 704.275.27

4 STOCKHOLM/스톡홀름 2017 탁상스탠드 

￦79,900 크롬도금스틸, 강화유리. H32cm. 

603.455.94

KAFFEBÖNA/카페뵈나
장식꽃병

￦39,900

3

110 침실

침대 옆은 물론이고  
어디에나 어울려요

SETSKOG/셋스코그
침대협탁

￦49,900

 SETSKOG/셋스코그 침대협탁. 

 파우더코팅스틸, 파티클보드, 포일 

W45×D35×H65cm. 503.380.42

STOCKHOLM/스톡홀름 2017
탁상스탠드

￦79,900

4

BJÖRKSNÄS/비에르크스네스
5칸서랍장

￦349,000
1

LILLÅSEN/릴로센
책상 ￦199,000

￦149,000
2



오늘도 내일도   

HEMNES/헴네스와 함께
클래식한 분위기와 디자인을 지닌 HEMNES/헴네스 침실 시리즈는 원목으로 만들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아름다움을 더해갑니다. 과거와 미래를 모두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공급받은 원목으로만 만들었죠. 편안한 침대와 서랍장 등 모든  가구가 

고풍스러운 색상을 띄고 있어서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멋진 침실이 될 거예요.

2 HEMNES/헴네스

거울화장대

￦299,000

HEMNES/헴네스

8칸 서랍장

￦299,000
6

침실 113

HEMNES/헴네스

침대프레임

￦279,000
5

4

1 HEMNES/헴네스 오픈형 옷장 ￦249,000 스테인,

 투명래커 소나무 원목. W120×D50×H197cm. 

003.814.10

2 HEMNES/헴네스 거울화장대 ￦299,000 페인트

마감, 강화유리, 거울유리. W100×D50×H159cm. 

103.556.70

3 HEMNES/헴네스 거울 ￦139,000 거울유리, 

 스테인, 투명래커 소나무 원목. W74×H165cm. 

801.718.42

4 HEMNES/헴네스 침대협탁 ￦49,900 스테인, 

 투명래커 소나무 원목. W46×D35×H70cm. 

103.540.91

5 HEMNES/헴네스 침대프레임 ￦279,000

 침대갈빗살, 매트리스, 침구는 별도 판매. 스테인, 

 투명래커 소나무 원목. W167×L211, H122cm. 

 매트리스 크기 150×200cm. 191.983.98

6 HEMNES/헴네스 8칸 서랍장 ￦299,000 스테인,

 투명래커 소나무 원목. W160×D50×H96cm. 

303.556.69

HEMNES/헴네스에는 

멋진 침실 꾸미기에 필요한 

모든 제품이 마련되어 있어요. 

여기를 스캔하여 

자세히 알아보세요.

6

3 HEMNES/헴네스

거울

￦139,000

1 HEMNES/헴네스

오픈형 옷장

￦249,000



1	 PAX/팍스	옷장 ￦537,500 포일 마감, 파티클보드. 

W100×D38×H201cm. 화이트, 함노스 블랙블루 

193.039.45 손잡이와 조명은 별도 판매.  
 

도어 및 프레임 ￦285,000 

내부구성품 ￦252,500 

옷장 총 가격 

￦537,500
 

2 New LACKISAR/라키사르	수납박스 ￦14,900/개 

폴리에스테르 100%. W34×D51×H28cm. 

404.321.39

3 New NAUTRUP/나우트루프	장모러그 ￦169,000 

앞면: 모 100%. 뒷면: 합성 라텍스. W133×L195cm. 

804.400.19

4 New KOMPLEMENT/콤플레멘트	유리선반

 ￦30,000 포일 마감, 유리. PAX/팍스 프레임

 W100×D35cm 제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804.339.76

5 New	KOMPLEMENT/콤플레멘트	인출식트레이

 ￦30,000 포일 마감, 파티클보드. PAX/팍스 프레임

 W100×D35cm 제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904.339.85

6 New KOMPLEMENT/콤플레멘트	서랍+유리앞판

 ￦45,000/개 포일 마감, 유리. PAX/팍스 프레임

 W100×D35cm 제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404.340.01

7 GULVED/굴베드	베드스프레드 ￦99,900 

 패브릭: 린넨. 안감: 폴리에스테르. W260×L250cm. 

903.929.04

8 New GURLI/굴리	쿠션커버 ￦3,900 면 100%. 

L50×W50cm. 104.334.18

9 NORDLI/노르들리	수납침대프레임 ￦479,000 

매트리스와 침구는 별도 판매. 페인트 마감. 

W160×L202×H30cm. 매트리스 크기 150×200cm. 

803.498.50

침실 115114 침실

9

3 NAUTRUP/나우트루프

장모러그

￦169,000

PAX/HAMNÅS

팍스/함노스

옷장

￦537,500
1

5

6

LACKISAR/라키사르

수납박스

￦14,900/개

2

PAX/팍스 옷장은 

원하는 대로 구성할 수 있어요. 

QR 코드를 스캔해서 

바로 시작해보세요.

4 KOMPLEMENT/콤플레멘트

유리선반

￦30,000

8

7 GULVED/굴베드
베드스프레드	￦129,000

￦99,900



1 New BJÖRKSTA/비에르크스타 그림+액자 

￦89,900 케이틀린 레베스코의 작품입니다. 

 폴리프로필렌 100%. W140×H100cm. 

 작품명: Dream  892.977.81

2 SKOGSALM/스콕살름 이불커버+베개커버 

￦29,900 면 100%. 이불커버 W150×L200cm. 

 베개커버 L50×W80cm. 804.233.45

3 BRIMNES/브림네스 화장대 ￦80,000 포일 마감, 

거울유리. W70×D42×H77cm. 903.554.21

4 GLITTRIG/글리트리그 장식상자 3종 ￦14,900

 구성: 데코상자 1개 (H4cm, 지름 9cm), 데코상자 

 1개 (H5cm, 지름 7cm), 데코상자 1개 (H7cm, 

 지름 11cm). 파우더코팅스틸, 스테인리스스틸. 

903.941.49

5 BRIMNES/브림네스 데이베드+서랍2/매트리스2

 ￦409,000 MOSHULT/모스훌트 매트리스

 (80×200cm) 2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침구류는 별도 판매. 폴리프로필렌 부직포 

W86×L205×H57cm. 691.987.58

6 LIERSKOGEN/리에르스코겐 침대협탁 ￦59,900 

파우더코팅스틸, 페인트섬유판 지름 42cm, H74cm. 

203.308.63

7 New SKYMNINGEN/쉼닝엔 펜던트등 ￦99,900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

 지름 42cm. 104.309.76

 SKOGSALM/스콕살름
이불커버+베개커버

￦29,900

2

6

4

3

7

BJÖRKSTA/비에르크스타
그림+액자

￦89,900

1

BRIMNES/브림네스
데이베드+서랍2/매트리스2

￦409,000

5

116 침실

포근하고 편안한 면이라     
잠이 솔솔 와요

BRUNKRISSLA/브룽크리슬라
이불커버+베개커버

￦19,900

 New BRUNKRISSLA/브룽크리슬라 이불커버+

 베개커버. 면 100%. 이불커버W150×L200cm. 

 베개커버 L50×W80cm. 704.402.70



간결함은 언제나    

MALM/말름과 잘 어울려요 
MALM/말름 침실 시리즈는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세심하게 신경 쓴 제품들로 가득해요. 

숨겨진 빌트인 수납공간뿐 아니라 침대 협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서랍장까지 아주 다양하죠. 

간결하고 세련된 디자인이나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한 아이디어까지 기능과 디자인 모두 

최고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죠. 

1 MALM/말름 4칸 서랍장 ￦179,000 스테인, 

 투명래커 참나무 무늬목. W80×D48×H100cm. 

903.546.62

2 MALM/말름 3칸 서랍장 ￦149,000 스테인, 

 투명래커 물푸레나무 무늬목. W80×D48×H78cm. 

303.546.22

3 MALM/말름 6칸 서랍장 ￦179,000 페인트 마감. 

W80×D48×H123cm. 403.546.45

4 New SYVDE/쉬브데 유리도어 수납장 ￦179,000 

페인트마감, 유리. W100.3×D48.2×H123.1cm. 

104.395.66

5 MALM/말름 2칸 서랍장 ￦59,900 페인트 마감. 

W40×D48×H55cm. 103.546.42

6 MALM/말름 화장대 ￦89,900 페인트 마감, 

 강화유리. W120×D41×H78cm. 403.554.09

7 MALM/말름 높은침대프레임+수납상자2 

￦379,000 침대갈빗살과 매트리스, 침구는 

 별도 판매. 페인트 마감. L209×W196, H100cm. 

 매트리스 크기 180×200cm. 491.992.16

침실 119

MALM/말름

4칸 서랍장

￦179,000
1

2 MALM/말름

3칸 서랍장

￦149,000

MALM/말름

높은침대프레임+수납상자2

￦379,000
7

5 MALM/말름

2칸 서랍장

￦59,900

6 MALM/말름

화장대 ￦129,000

￦89,900

MALM/말름 시리즈가 

궁금하세요? 

지금 바로 QR 코드를 스캔해서 

제품을 살펴보세요.

MALM/말름 서랍장과 

SYVDE/쉬브데 유리수납장은 

서로 잘 어울리는 단짝이에요!

4 SYVDE/쉬브데

유리도어 수납장

￦179,0003

7



침실 121120 침실

1 FYRESDAL/퓌레스달 데이베드+매트리스2 

￦359,000 침구류는 별도 판매. 파우더코팅스틸, 

 폴리우레탄폼 W88×L207×H94cm. MOSHULT/

 모스훌트 매트리스(80×200cm) 2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92.792.94

2 ARÖD/아뢰드 플로어스탠드/독서등 ￦79,900

 파우더코팅스틸, 알루미늄. H170cm. 403.891.07

3 New BERGPALM/베리팔름 이불커버+베개커버 

￦24,900 면 100%. 이불커버 W150×L200cm. 

 베개커버 L50×W80cm. 504.232.62

4 PINNIG/핀니그 코트걸이+신발수납벤치

 ￦129,000 파우더코팅스틸, 섬유판 

W90×D37×H193cm. 203.297.94

5 New TÄRNABY/테르나뷔 탁상스탠드 

￦29,900/개 스틸, 유리. H25cm. 803.238.88

6 ODDRUN/오드룬 스로우 ￦14,900 면 100%. 

W130×L170cm. 703.957.91

7 DEKAD/데카드 알람시계 ￦6,900 스틸, 유리. 

H14cm. 503.919.06

8 HEMNES 데이베드+서랍3/매트리스2 ￦567,000 

침구류는 별도 판매. 페인트마감, 폴리우레탄폼 

W89×L209, H83cm. MOSHULT/모스훌트 

 매트리스(80×200cm) 2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91.861.06

9 New KRISTIANNE/크리스티안네 쿠션커버 

￦9,900 면 100%. L50×W50cm. 104.326.59

10 HEMNES/헴네스 오픈형 옷장 ￦249,000 스테인,

 투명래커 소나무 원목. W120×D50×H197cm. 

203.796.18

FYRESDAL/퓌레스달
데이베드+매트리스2

￦359,000
1

5 TÄRNABY/테르나뷔
탁상스탠드

￦29,900/개

3

2

4

ODDRUN/오드룬
스로우 ￦19,900

￦14,900
6

7 DEKAD/데카드
알람시계

￦6,900

10 HEMNES/헴네스
오픈형 옷장

￦249,000

조금만 기다리세요.  

침실이 찾아옵니다!  

QR 코드를 스캔해서  

조립 서비스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9 KRISTIANNE/크리스티안네
쿠션커버

￦9,900

8



122 침실

1 MALM/말름 4칸 서랍장 ￦179,000 스테인, 

 투명래커 물푸레나무 무늬목. W80×D48×H100cm. 

103.546.23

2 NYPON/뉘폰 화분 ￦6,900 폴리프로필렌 

 플라스틱. 최대 지름 - 화분 15cm. 803.956.20

3 MAJGULL/마이굴 암막커튼 한쌍 ￦59,900

 폴리에스테르 100%. W145×L250cm. 403.410.35

4 New LUKTJASMIN/룩샤스민 이불커버+베개커버

2 ￦69,900 면 새틴 60%, 리오셀 새틴 40%.

  이불커버 W200×L230cm. 베개커버 

L50×W80cm. 204.329.32

5 HEKTAR/헥타르 작업등+무선충전 ￦89,900 

 파우더코팅스틸, 알루미늄. 전등갓 W16cm. 

603.234.41

6 MALM/말름 높은침대프레임 ￦319,000 매트리스,

 침구는 별도 판매. 페인트 마감. W166×L209, 

H100cm. 매트리스 크기 150×200cm. 890.273.79

7 VÅRELD/보렐드 베드스프레드 ￦49,900 면 100%. 

W230×L250cm. 403.464.48

8 GLADOM/글라돔 트레이테이블 ￦14,900 파우더

코팅스틸. 지름 45cm, H53cm. 703.306.72

MALM/말름

4칸 서랍장

￦179,000
1

2 NYPON/뉘폰

화분

￦6,900

5

7

8

3 MAJGULL/마이굴

암막커튼 한쌍

￦59,900

LUKTJASMIN/룩샤스민

이불커버+베개커버2

￦69,900

4

MALM/말름

높은침대프레임+갈빗살

￦319,000
6



1 PAX/팍스 옷장 ￦1,070,000 포일 마감, 파티클보드. 

W150×D60, H201cm. 화이트

 FLORNES/플로르네스 다크그레이 492.764.98 

 손잡이와 조명은 별도 판매.  
 

도어 및 프레임 ￦675,000 

내부구성품 ￦395,000 

옷장 총 가격 

￦1,070,000
 

2 KOMPLEMENT/콤플레멘트 수납함 ￦19,900/2개.

 폴리에스테르 100%. W25×D26.5×H12cm. 

004.057.79

3 SNOFSA/스노프사 탁상시계 ￦14,900 파우더코팅

스틸, 유리. 지름 11cm. 103.578.67

4 KÄMPIG/솀피그 회전후크3 ￦22,900 알루미늄. 

H21m. 103.622.65

5 New BERGPALM/베리팔름 이불커버+베개커버2 

￦24,900 면 100%. 이불커버 W150×L200cm. 

 베개커버 L50×W80cm. 904.232.36

6 New INGABRITTA/잉아브리타 스로우 ￦39,900 

아크릴 80%, 면 20%. W130×L170cm. 903.740.66

7 NJUTNING/니우트닝 유리컵 향초 ￦12,900 유리/

스테인리스스틸/착향파라핀/식물성왁스. H10cm. 

 블라썸 베르가못/그레이 803.505.32

124 침실

PAX/FLORNES 팍스/플로르네스

옷장

￦1,070,00

1

7 NJUTNING/니우트닝

유리컵 향초

￦12,900

6

KÄMPIG/솀피그

회전후크3

￦22,900

4

BERGPALM/베리팔름

이불커버+베개커버2

￦24,900

5

SNOFSA/스노프사

탁상시계

￦14,900

3

...꼭 모든 걸 직접 할 필요는 없어요
구매한 제품이 적은 경우에는 쉽게 집으로 가져갈 수 있지만, 부피가 큰 물건은 

차에 넣기도 옮기기도 어렵죠. 이런 경우 IKEA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배송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74페이지 또는 IKEA.kr 에서 확인해보세요. 

2

직접 집으로 가져갈 
수도 있지만...



침실 127126 침실

의자에 쌓인 옷,    

자리를 찾아볼까요? 
세탁하기 전 조금 더 입으려고 여기저기 걸쳐놓은 옷들, 귀찮아서 아직 

빨래 바구니에 넣지 않은 목욕 타올 등 침실에 둔 의자에는 눈을 어지럽

히는 것들이 많죠. 조금만 신경 쓰면 침실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져요.

2 NIKKEBY/니케뷔

옷걸이 행거

￦79,900

1

3 NORDMELA/노르드멜라

4칸 서랍장

￦269,000

1 VEDBO/베드보 암체어 ￦249,000 콜드폼, 

 폴리에스테르 충전재. W73×D65, H75cm. 

 군나레드 라이트브라운-핑크 204.235.79

2 New NIKKEBY/니케뷔 옷걸이 행거 ￦79,900

 파우더코팅스틸. W80×D40×H170cm. 604.515.08

3 NORDMELA/노르드멜라 4칸 서랍장 ￦269,000 

포일 마감. W159×D44×H50cm. 404.216.64

4 RAGGISAR/라기사르 바구니 3종 ￦5,900 크기: 

19x13x18cm 2개, 25x25x18cm 1개. 폴리에스테르 

100%. 703.480.21

5 NORDLI/노르들리 8칸 서랍장 ￦409,000 페인트 

마감. W120×D47×H99cm. 592.117.17

6 New VENNESLA/벤네슬라 전신거울 ￦179,000 

파우더코팅스틸, 거울유리. W45×H177.6cm. 

403.982.58

7 SKUGGIS/스쿠기스 후크 ￦6,900/개 투명래커 

 대나무. W6.4×D2×H11cm. 003.501.64

8 TURBO/투르보 옷걸이 행거 ￦54,900 합성목재. 

W117×D59×H148cm. 501.772.42

후크에 걸어요

쉽게 꺼낼 수 있으면 

외출 준비가 쉬워지죠. 

후크를 달면 벽면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보기에도 좋아요.

NORDLI/노르들리

8칸 서랍장

￦409,000
5

레일에 걸어요

좁은 공간에 두기에도 

좋은 이 옷걸이는 

최대 20장의 셔츠와 

신발 서너 켤레를 

수납할 수 있어요!

4

6 VENNESLA/벤네슬라

전신거울

￦179,000

8

7 SKUGGIS/스쿠기스

후크

￦6,900/개

QR 코드를 스캔해서 

다양한 침실 수납제품을 

살펴보세요. 

어지러운 물건을 

깔끔하게 치울 수 있어요.

뒤쪽에 숨겨요

눈에 띄지 않게 수납하는 게 

최고의 인테리어라 

생각한다면 뒤쪽에 옷걸이 

공간이 있는 이 거울이 

마음에 쏙 들 거예요. 



1 New STRANDTRIFT/스트란드트리프트 

 이불커버+베개커버2 ￦39,900 면 100%. 

 이불커버 W200×L230cm. 베개커버 L50×W80cm. 

004.390.29

2 TURILL/투릴 쿠션 ￦2,000 폴리에스테르 100%. 

L40×W40cm. 803.929.66

3 New TRANARÖ/트라나뢰 스툴/사이드테이블, 

실내외용 ￦22,900 파우더코팅스틸, 플라스틱. 

W56×D41×H43cm. 904.114.22

4 GRIMSBU/그림스부 침대프레임 ￦60,000 

 침대갈빗살과 매트리스, 침구는 별도 판매. 파우더

코팅스틸. W152×L202×H55cm. 매트리스 크기 

150×200cm. 204.054.05

5 STUK/스투크 칸막이정리함 ￦7,900 폴리에스테르 

100%. W34×D51×H10cm. 803.095.66

6 New SKUGGBRÄCKA/스쿠그브레카 이불커버+

 베개커버2 ￦29,900 면 80%, 비스코스/레이온

 20%. 이불커버 W200×L230cm. 베개커버 

L50×W80cm. 104.390.62

7 SKÅDIS/스코디스 페그보드 콤비네이션 ￦25,400 

페인트 섬유판. W36×H56cm. 392.166.93

8 PLATSA/플랏사 수납콤비네이션 ￦540,000 

 포일 마감. W220×D42×H133cm. 화이트/폰네스 

 화이트 992.521.26

3

STUK/스투크
칸막이정리함

￦7,900

5

PLATSA/플랏사
수납콤비네이션

￦540,000
8

침실 129

1 STRANDTRIFT/스트란드트리프트
이불커버+베개커버2

￦39,900

2

6

4 GRIMSBU/그림스부
침대프레임

￦60,000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높이 

75cm가 넘는 모든 가구는 

벽에 단단히 고정하세요.

SKÅDIS/스코디스

페그보드 콤비네이션 ￦30,400

￦25,400

7



3 SLATTUM/슬라툼

쿠션형 침대프레임

￦199,000

1

7 KOMPLEMENT/콤플레멘트

인출식거울+후크

￦60,000

4

KOMPLEMENT/콤플레멘트

프레임칸막이

￦40,000

5

침실 131

1 URSHULT/우르스훌트 LED수납장 조명 

￦29,900/개 니켈도금스틸. L29cm. 802.843.68 

2 New PAX/팍스 옷장 ￦582,500 

W150×D60×H201cm. MEHAMN/메함 

 블랙브라운 793.002.65 손잡이와 조명은 별도 판매.  
 

도어 및 프레임 ￦425,000 

내부구성품 ￦157,500 

옷장 총 가격 

￦582,500
 

3 New SLATTUM/슬라툼 쿠션형 침대프레임 

￦199,000 매트리스와 침구는 별도 판매. 

 파우더코팅스틸, 폴리에스테르 100%. W154×L206, 

H85cm. 매트리스 크기 160×200cm. 크니사 라이트

그레이 804.463.75

4 KOMPLEMENT/콤플레멘트 인출식바지걸이

 ￦25,000 파우더코팅스틸. PAX/팍스 프레임

  W50×D58cm 제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502.573.52

5 KOMPLEMENT/콤플레멘트 프레임칸막이

 ￦40,000 포일 마감. PAX/팍스 프레임 

W100×D58cm 및 W75×D58cm 제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703.550.16

6 EVEDAL/에베달 탁상스탠드 ￦169,000 대리석, 

 유리, 동합금제. H39.4cm. 303.579.46

7 KOMPLEMENT/콤플레멘트 인출식 거울+후크 

￦60,000 PAX/팍스 프레임 D58cm 제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04.040.52

8 KUNGSBLOMMA/쿵스블롬마 이불커버+베개커버

2 ￦39,900 면 퍼케일 85%, 리오셀 퍼케일 15%. 

 이불커버 W200×L230cm. 베개커버 L50×W80cm. 

704.231.43

6

KUNGSBLOMMA/쿵스블롬마

이불커버+베개커버2

￦39,900

8

PAX/MEHAMN 팍스/메함

옷장

￦582,500
2



1 New LIVSVERK/리브스베르크 꽃병 ￦19,900 

	 세라믹,	컬러	글레이즈.	H23cm. 004.422.44

2 New LIVSVERK/리브스베르크 꽃병 ￦5,900 

	 세라믹,	컬러	글레이즈.	H12cm. 304.422.52

3 New LIVSVERK/리브스베르크 꽃병 ￦6,900 

	 세라믹,	컬러	글레이즈.	H14cm. 904.420.46

4 ANNAKAJSA/안나카이사 반암막커튼	한쌍 

￦69,900	폴리에스테르	100%.	W145×L250cm. 

503.952.59

5 NATTJASMIN/나티아스민 이불커버+베개커버2 

 ￦69,900	면	새틴	60%,	리오셀	새틴	40%.	이불커버

	 W240×L220cm.	베개커버	L50×W80cm. 

803.371.64

6 SANELA/사넬라 쿠션커버 ￦9,900	면	벨벳	100%.	

L40×W65cm. 604.167.51

7 BRIMNES/브림네스 수납침대프레임+갈빗살 

￦379,000	매트리스,	침구는	별도	판매.	포일

	 마감.	W186×L206×H47cm.	매트리스	크기	

180×200cm.	291.981.52

8 VÄGMÅLLA/베그몰라 스로우 ￦29,900 

	 폴리에스테르	80%,	아크릴	20%.	W120×L160cm. 

303.730.98

132	침실

5

7

6

침대 하나가 둘이 되는 마법

UTÅKER/우토케르

적층식침대+매트리스2 ￦359,000

￦319,000

 UTÅKER/우토케르	적층식침대+매트리스2	MOSHULT/

	 모스훌트	매트리스(80×200cm)	2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침구류는	별도	판매.	소나무	원목,폴리우레탄폼	W83×L205,	

H23cm.	492.278.32

4 ANNAKAJSA/안나카이사
반암막커튼 한쌍

￦69,900

VÄGMÅLLA/베그몰라

스로우

￦29,900
8

2 LIVSVERK/리브스베르크
꽃병

￦5,9001

3



PAX/팍스로 나에게  

딱 맞는 공간을 꾸며요
클래식한 스타일은 물론 캐주얼하거나 화려한 스타일, 자유분방한 느낌의 그런지 패션까지 

사람들의 패션은 다양하죠. PAX/팍스 옷장 솔루션은 기존 콤비네이션을 선택해도, 원하는 대로 

구성해도 어떤 패션 스타일에도 잘 어울린답니다.

PAX/팍스 옷장에 딱 맞는 

내부구성품으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1 PAX/팍스 옷장 ￦885,000 

W150×D66×H201.2cm. 화이트, UGGDAL/우그달 

회색유리  893.034.33 손잡이와 조명은 별도 판매.

2 PAX/팍스 옷장 ￦755,000 

W150×D44×H201.2cm. 화이트, KIRKENES/

 시르케네스 코르크무늬 892.765.14 

 손잡이와 조명은 별도 판매.

3 New PAX/팍스 옷장 ￦572,500 

W100×D60×H201.2cm. 블랙브라운, FORSAND/

포르산드 블랙브라운 스테인 물푸레무늬 

992.868.95 손잡이와 조명은 별도 판매.

4 New PAX/팍스 옷장 ￦275,000 

W100×D35×H201.2cm. 593.001.48 

 조명은 별도 판매.

5 PAX/팍스 코너옷장 ￦717,500 포일 마감. 왼쪽

 W160.3/오른쪽 W187.8×D58, H201.2cm. 

492.185.16 조명은 별도 판매.

6 KOMPLEMENT/콤플레멘트 수납함 ￦19,900/

 2개. 폴리에스테르 100%. W25×D26.5×H12cm. 

004.057.79

7 KOMPLEMENT/콤플레멘트 서랍 ￦40,000 포일 

마감. PAX/팍스 프레임 W100×D58cm 제품에 사용

할 수 있습니다. 703.550.64

8 KOMPLEMENT/콤플레멘트 인출식 거울+후크 

￦60,000 W25×D3.6×H75cm. 704.040.50

침실 135

7

32

6 KOMPLEMENT/콤플레멘트

수납함, 2개 

￦19,900

8 KOMPLEMENT/콤플레멘트

인출식 거울+후크

￦60,000

PAX/UGGDAL 팍스/우그달

옷장

￦885,000
1

PAX/팍스

코너옷장

￦717,500
5

4 PAX/팍스

옷장

￦275,000

7

PAX/KOMPLEMENT

팍스/콤플레멘트
10년 품질보증



1 New BERGPALM/베리팔름 이불커버+베개커버2 

￦39,900 면 100%. 이불커버 W240×L220cm. 

 베개커버 L50×W80cm. 604.232.47

2 SONGESAND/송에산드 침대협탁 ￦59,900 

 포일 마감. W42×D40×H55cm. 203.674.46

3 SONGESAND/송에산드 침대프레임+수납상자4 

￦379,000 매트리스와 침구는 별도 판매. 포일 마감,

 플라스틱. W163×L207, H95cm. 매트리스 크기 

150×200cm. 692.413.23

4 New KONSTANSE/콘스탄세 쿠션 ￦7,900 

커버: 면 100%. 충전재: 폴리에스테르 섬유. 

L40×W40cm. 004.326.74

5 New INGALILL/잉알릴 쿠션커버 ￦5,900

 면 100%. L50×W50cm. 404.326.67

6 SONGESAND/송에산드 4칸서랍장 ￦179,000 

 포일 마감. W82×D50×H104cm. 403.667.90

KONSTANSE/콘스탄세

쿠션

￦7,900

4

SONGESAND/송에산드

4칸서랍장

￦179,000
6

5

언제나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죠. 서랍장은 항상 

벽에 단단히 고정한 뒤 

옷을 수납하세요!

침실 137

2 SONGESAND/송에산드

침대협탁

￦59,900

SONGESAND/송에산드

침대프레임+수납상자4 ￦424,000

￦379,000
3

1



1 TYSSEDAL/튀세달 침대프레임 ￦429,000 

	 매트리스,	침구는	별도	판매.	페인트	마감.

	 W158×L210,	H140cm.	매트리스	크기	

150×200cm.	291.986.37

2 RANARP/라나르프 플로어스탠드/독서등 

￦69,900	파우더코팅스틸.	H153cm.	402.839.31

3 New PUDERVIVA/푸데르비바 

 이불커버+베개커버2 ￦129,000	리넨	100%.	

	 이불커버	W240×L220cm.	베개커버	L50×W80cm. 

804.315.81

4 New  STILREN/스틸렌 꽃병 ￦14,900	세라믹,	

	 컬러	글레이즈.	H22cm. 604.420.38

5 TYSSEDAL/튀세달 침대협탁 ￦99,900	페인트	

	 마감.	W51×D40×H59cm. 603.574.74

햇빛을 약간만 줄여주면  

훨씬 아늑해져요

HILJA/힐리아
커튼 한쌍

￦16,900
 HANNALILL/힐리아	커튼	한쌍

	 폴리에스테르	100%.	

W145×L250cm.	그레이	

203.907.34	화이트	704.308.17		

핑크	103.907.44138	침실

5 TYSSEDAL/튀세달

침대협탁

￦99,900

STILREN/스틸렌

꽃병

￦14,900

4

2

1

꿈꾸던	침대를	골라보세요.	

IKEA	가	집까지	배송해드릴게요.	

배송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QR	코드를	

스캔해서	알아보세요.

PUDERVIVA/푸데르비바

이불커버+베개커버2

￦129,000
3



1 HYLLESTAD/휠레스타드 포켓스프링매트리스

  하드 ￦499,000 포켓 스프링, 메모리 폼. 

W150×L200cm. 두께 27cm. 804.258.39

2 STOENSE/스토엔세 단모러그 ￦79,900 겉면: 

 폴리프로필렌 100%. 밑면: 에틸렌-초산비닐 공중

 합체. W133×L195cm. 오프화이트. 904.255.27

3 GNISSLA/그니슬라 탁상시계 ￦19,900 지름 13cm 

403.877.02

4 ULLVIDE/울비데 매트리스커버 ￦24,900

 면 퍼케일 85%, 리오셀 퍼케일 15%. 

W150×L200cm. 403.427.23

5 NATTJASMIN/나티아스민 이불커버+베개커버2

 ￦69,900 면 새틴 60%, 리오셀 새틴 40%.

 이불커버 W240×L220cm. 베개커버 L50×W80cm. 

803.371.64

6 IKEA 365+ 머그컵 ￦2,900 도자기제  36cl. 

602.783.68

7 New GRADVIS/그라드비스 꽃병 ￦14,900/개 

 세라믹, 컬러 글레이즈. H24cm. 404.420.39

8 DVALA/드발라 베개커버 ￦5,900/2개. 면 100%. 

L50×W80cm. 503.576.91

9 AINA/아이나 커튼 한쌍 ￦69,900 리넨 100%. 

W145×L250cm. 102.841.97

10 PLATSA/플랏사 2칸서랍장 ￦125,000 포일 마감. 

 W60×D57×H53cm. 화이트/폰네스 화이트 

992.773.44

140 침실

1

2 STOENSE/스토엔세

단모러그

￦79,900

10

8 DVALA/드발라

베개 2개 

￦5,900

AINA/아이나

커튼 한쌍

￦69,900
9

침실 141

6

ULLVIDE/울비데

피티드 시트

￦24,900

4

NATTJASMIN/나티아스민

이불커버+베개커버2

￦69,900

5

7

GNISSLA/그니슬라

탁상시계

￦19,900
3



마음에 쏙 드는 편안함
가장 편하게 잠을 자는 자세는 사람마다 달라요. 모두에게 편안한 

베개도 없는 것처럼 말이죠. IKEA의 인체공학 베개 제품은 엎드려 

자거나 옆으로, 또는 바로 누워 자는 등 잠자는 자세에 따라 편안하게 

받쳐줍니다. 다양한 제품 중에 마음에 드는 베개로 골라보세요.

침실 143

SKOGSLÖK/스콕슬뢰크는 

잠자는 자세와 상관없이 단단하게 

받쳐주면서도 포근한 안락함을 

선사합니다. 알레르기가 있어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KLUBBSPORRE/클룹스포레는 

곡선형 메모리폼이 체형에 따라 

몸을 받쳐주며 한쪽 면에는 

쿨링젤 레이어가 들어 있어 

더위를 타는 사람이나 

무더운 여름에 유용합니다.

편안하면서도 

일반 베개의 디자인과 

같은 제품을 찾는다면? 

RUMSMALVA/룸스말바를 

사용해보세요. 여느 베개와 

달라 보이지 않지만, 

메모리폼으로 되어있어서 

목을 편하게 지탱해줍니다.

독특한 모양의 MJÖLKKLOCKA/

미엘클로카는 체온이 올라도 베개 

온도가 쉽게 변하지 않는 신소재 

메모리폼으로 만들었어요. 

옆으로 자거나 반듯하게 누워 잘 때

편안하게 받쳐줍니다.

142 침실

1 New RUMSMALVA/룸스말바 인체공학적 베개,

 측면/정면 수면용 ￦24,900/개 조각 메모리폼, 

 폴리에스터 충전재 L50×W80cm. 504.467.58

2 New ROSENSKÄRM/로센셰름 인체공학적 베개, 

측면/정면 수면용 ￦19,900 메모리폼, 

 폴리에스테르 패브릭. L33×W50cm. 704.443.67

3 New MJÖLKKLOCKA/미엘클로카 인체공학적 

 베개, 측면/정면 수면용 ￦39,900 메모리폼, 

 폴리에스테르 패브릭. L41×W71cm. 804.467.71

4 New PRAKTVÄDD/프락트베드 인체공학적 베개, 

측면 수면용 ￦49,900/개 메모리폼, 폴리에스테르 

충전재. L41×W70cm. 304.467.35

5 New SKOGSLÖK/스콕슬뢰크 인체공학적 베개, 

 모든 수면 자세용 ￦9,900 충전재: 폴리에스테르 

 섬유  L40×W75cm. 804.526.96

6 New KLUBBSPORRE/클룹스포레 인체공학적 

 베개, 모든 수면 자세용 ￦49,900/개 메모리폼, 

 쿨링젤 레이어. L41×W70cm. 804.460.97

ROSENSKÄRM/로센셰름
인체공학적 베개,  
측면/정면 수면용

￦19,900
2

RUMSMALVA/룸스말바
인체공학적 베개,  
측면/정면 수면용

￦24,900/개

1

KLUBBSPORRE/클룹스포레 
인체공학적 베개, 모든 수면 자세용

￦49,900/개

6

3

SKOGSLÖK/스콕슬뢰크
인체공학적 베개, 모든 수면 자세용

￦9,900
5

4 PRAKTVÄDD/프락트베드
인체공학적 베개, 측면 수면용  

￦49,900/개

QR 코드를 스캔해서 

나에게 잘 맞는 

인체공학 디자인의 

베개를 찾아보세요.

ROSENSKÄRM/로센셰름은 

높이가 서로 다른 

이중 메모리폼 덕분에 

정말 편안해요.



침실 145

1 ROSENSTJÄRNA/로센셰르나 베개, 하드

 ￦14,900/개 충전재: 폴리에스테르 섬유  

L50×W80cm. 703.772.78

2 KUNGSMYNTA/쿵스뮌타 베개보호커버 ￦14,900 

패브릭: 리오셀/면. 충전재: 리오셀/폴리에스테르. 

W80×L50cm. 102.555.76

3 KUNGSMYNTA/쿵스뮌타 매트리스보호패드 

￦79,900 패브릭: 리오셀/면. 충전재: 리오셀/

 폴리에스테르. W180×L200cm. 902.555.44

4 TUSSÖY/투쇠위 매트리스패드 ￦229,000 

L200×W150, 두께 8cm. 002.981.33

5 HÖVÅG/회보그 포켓 스프링 매트리스, 하드

 ￦299,000 포켓 스프링, 폴리우레탄 폼. 

W150×L200cm. 두께 24cm. 302.693.51

6 RÖDTOPPA/뢰드토파 이불, 두꺼움 ￦69,900 

충전재: 리오셀 50%, 폴리에스테르 50% 

W200×L230cm. 702.715.40

7 HOKKÅSEN/호코센 포켓 스프링 매트리스, 

 미디엄하드 ￦699,000 W150×L200cm. 

 두께 31cm. 904.259.14

8 HYLLE/휠레 베개, 하드 ￦19,900/개 충전재: 

 폴리에스테르 섬유  L50×W80cm. 002.827.21

9 KÄLLKRASSE/셸크라세 이불, 두꺼움 ￦249,000 

충전재: 오리 솜털 90%, 오리 깃털 10% 

W240×L220cm. 504.207.39

144 침실

개별 포장된 포켓 스프링이 

몸의 굴곡에 따라 몸을  

받쳐줘서 더욱 편안합니다. 

9

2

HOKKÅSEN/호코센
포켓 스프링 매트리스, 
미디엄 하드

￦699,000

7

ROSENSTJÄRNA/로센셰르나
베개, 하드

￦14,900/개

1

3 KUNGSMYNTA/쿵스뮌타
매트리스 보호패드

￦79,900

HÖVÅG/회보그
포켓 스프링 매트리스, 하드

￦299,000
5

4

6

HYLLE/휠레
베개, 하드

￦19,900/개

8



침실 147

1 HAFSLO/하프슬로 스프링 매트리스, 하드 

￦169,000/개 면 73%, 폴리에스테르 27% 

W150×L200cm. 두께 18cm. 803.529.46

2 MAJALISA/마얄리사 쿠션커버 ￦5,900 면 100%. 

L50×W50cm. 304.257.90

3 AXAG/악사그 베개, 하드 ￦5,900/개 폴리에스테르 

100%. L50×W80cm. 102.697.76

4 KNARREVIK/크나레비크 침대협탁 ￦15,000  

파우더코팅스틸, 플라스틱. W37×D28×H45cm. 

403.867.31

5 DVALA/드발라 베개커버 ￦5,900/2개. 면 100%. 

L50×W80cm. 003.573.06

6 MULIG/물리그 옷걸이행거 ￦9,900 파우더코팅 

스틸. W99×D46×H151cm. 801.794.33

7 GRUSBLAD/그루스블라드 이불, 두꺼움 ￦39,900 

충전재: 폴리에스테르 섬유  W200×L230cm. 

502.717.58

146 침실

낮에 매장에서 본 물건을   

그날 밤 집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롤포장 방식으로 

운반하기도 쉽죠.

3

6

4

5

MAJALISA/마얄리사

쿠션커버

￦5,900

2

GRUSBLAD/그루스블라드

이불, 두꺼움

￦39,900
7

HAFSLO/하프슬로

스프링 매트리스, 하드

￦169,000/개

1

1



1 New ANILINARE/아닐리나레 데코박스 2종 

￦14,900 구성: 선물상자(15x15x11cm) 1개, 

 선물상자(18x18x12cm) 1개. 종이. 804.281.97

2 STORSTABBE/스토르스타베 수납함+뚜껑 

￦14,900 폴리에스테르 100%, 폴리프로필렌 

 플라스틱. W30×D30×H30cm. 004.224.82

3 GULVED/굴베드 베드스프레드 ￦99,900 패브릭:

 린넨. 안감: 폴리에스테르. W260×L250cm. 

903.929.04

4 GULDPALM/굴드팔름 베개, 하드 ￦69,900/개

 충전재: 오리 솜털 60%, 오리 깃털 40% 

L50×W80cm. 203.696.57

5 HAMARVIK/하마르비크 스프링매트리스, 

 미디엄하드 ￦259,000 면 64%, 폴리에스테르 36%

  W150×L200cm. 두께 21cm. 603.529.71

6 New PUDERVIVA/푸데르비바 이불커버+

 베개커버2 ￦129,000 리넨 100%. 이불커버

 W240×L220cm. 베개커버 L50×W60cm. 

804.315.81

7 SÖTVEDEL/쇠트베델 이불, 얇음 ￦99,900

 충전재: 오리 솜털 60%, 오리 깃털 40% 

W200×L230cm. 903.695.93

8 RÖMSKOG/룀스코그 침대수납상자 ￦75,000/개 

라탄, 면. W65×D70, H19cm. 203.298.93

148 침실

내 모습을 비춰보는 시간

5 6

7

8

GULDPALM/굴드팔름
베개, 하드

￦69,900/개

4

ANILINARE/아닐리나레
데코박스 2종

￦14,900
1

 KARMSUND/카름순드   

전신거울. 파우더코팅스틸, 거울유리.  

W40×H167cm. 602.949.81

2

3 GULVED/굴베드

베드스프레드 ￦129,000

￦99,900

KARMSUND/카름순드

전신거울 ￦59,900

￦39,900/개



1 GRUSBLAD/그루스블라드 이불, 두꺼움 ￦39,900 

충전재: 폴리에스테르 섬유.  W200×L230cm. 

502.717.58

2 MOSHULT/모스훌트 폼매트리스, 하드 ￦139,000 

폴리우레탄 폼. W140×L200cm. 두께 10cm. 

602.723.28

3 RÖDTOPPA/뢰드토파 이불, 두꺼움 ￦69,900 

충전재: 리오셀 50%, 폴리에스테르 50%. 

W200×L230cm. 702.715.40

4 GIMSE/임세 침대수납상자 ￦10,000 폴리프로필렌 

플라스틱. W65×D70, H19cm. 802.226.67

5 GÖKÄRT/예셰르트 매트리스 보호패드 ￦39,900 

폴리우레탄/면/폴리에스테르. W180×L200cm. 

002.812.17

6 KUNGSMYNTA/쿵스뮌타 매트리스 보호패드 

￦79,900 패브릭: 리오셀/면. 충전재: 리오셀/  

폴리에스테르. W180×L200cm. 902.555.44

7 MALFORS/말포르스 폼매트리스 ￦209,000 

폴리우레탄 폼. W150×L200cm. 두께 12cm. 

202.722.93

침실 151

GRUSBLAD/그루스블라드
이불, 두꺼움

￦39,900
1

3

방수가 되는 매트리스 

보호패드를 깔면 침대를 

오랫동안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MOSHULT/모스훌트
폼매트리스, 하드

￦139,000

2

6

MALFORS/말포르스

폼매트리스, 미디엄 하드

￦209,000
7

5
4 GIMSE/임세 

침대수납상자 ￦15,000

￦10,000



1 VÅRELD/보렐드 베드스프레드 ￦49,900 면 100%. 

W230×L250cm. 203.840.21

2 MORGEDAL/모르게달 라텍스매트리스, 

 미디엄하드 ￦519,000 합성라텍스, 폴리우레탄 폼.  

W150×L200, 두께 18cm. 302.724.24

3 LISTERBY/리스테르뷔 보조테이블 ￦129,000 

파티클보드, 물푸레무늬목. 지름 50cm, H56cm. 

204.090.45

4 New SLATTUM/슬라툼 쿠션형 침대프레임 

￦229,000 파우더코팅스틸, 폴리에스테르 100%. 

W184×L206, H85cm. 매트리스 크기 180×200cm. 

804.463.80

152 침실

2

3

VÅRELD/보렐드

베드스프레드

￦49,900

1

SLATTUM/슬라툼

쿠션형 침대프레임

￦229,000
4

STOENSE/스토엔세
단모러그

￦39,900/개

어디에나 어울리는       
푹신한 자리

 New STOENSE/스토엔세 단모러그 

 겉면: 폴리프로필렌 100%. 밑면: EVA 

 플라스틱. W80×L150cm. 미디엄그레이 

804.270.08  다크그레이 704.268.20 

오프화이트 604.26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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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ew TIBAST/티바스트 커튼 한쌍 ￦59,900 

 면 100%. W145×L250cm. 204.280.15

2 DAIDAI/다이다이 화분 ￦1,900 

 최대 화분 지름 : 9cm. 503.594.02

3 New LIVSVERK/리브스베르크 꽃병 ￦19,900

  세라믹, 컬러 글레이즈. H21cm. 604.422.79

4 SNOFSA/스노프사 탁상시계 ￦14,900 파우더코팅

스틸, 유리. 지름 11cm. 103.578.67

5 FEJKA/페이카 인조식물 ￦9,900/개 플라스틱. 

H70cm. 403.495.45

6 INGABRITTA/잉아브리타 스로우 ￦39,900/개 

 아크릴 80%, 면 20%. W130×L170cm. 403.740.64

7 FADO/파도 탁상 스탠드 ￦19,900 

 유리, 폴리프로필렌 플라스틱. H24cm. IKEA. 

Model B0327 Fado. 본 조명기구는 에너지 

 등급 A++에서 D까지의 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3.563.11

8 BEGÅVNING/베고브닝 유리돔+받침 ￦9,900  

스테인리스스틸, 유리. H19cm. 203.444.31

9 New BERGPALM/베리팔름 이불커버+베개커버 

￦24,900 면 100%. 이불커버 W150×L200cm.  

베개커버 L50×W80cm. 604.232.09

10 SANELA/사넬라 쿠션 커버 ￦9,900 면 벨벳 100%. 

L50×W50cm. 203.701.56

시원한 색, 풍부한 질감, 금속 

재질의 포인트 장식이 보기만 

해도 여유롭죠. 침실에서도 

여행을 온 듯, 일상의 무료함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보세요.

매일밤, 편히 쉬어요

7

4

6

8

TIBAST/티바스트
커튼 한쌍

￦59,900
1

5 FEJKA/페이카

인조식물

￦9,900/개 10 SANELA/사넬라

쿠션 커버

￦9,900

3 LIVSVERK/리브스베르크

꽃병

￦19,900
2

BERGPALM/베리팔름

이불커버+베개커버

￦24,900
9



1	 GODMORGON/고드모르곤	수납함+뚜껑5종 

 ￦14,900 사이즈: 상자 1개 (24x20x9.5cm, 3.8L), 

 상자 1개 (22x7.8x9.5cm, 1.2L), 상자 3개 (9.9x7.8x

 9.5cm, 0.5L). 페트 플라스틱. 304.002.71

2 New	BROGRUND/브로그룬드	터치식 휴지통

 ￦19,900/개 스테인리스스틸, 플라스틱. 

W21×D14×H27cm. 용량: 4L. 404.333.65

3	 GODMORGON/고드모르곤	키큰장 ￦199,000 포일 

마감, 강화유리. W40×D32×H192cm. 803.440.70

4	 VILTO/빌토	선반유닛 ￦59,900 투명래커 자작나무 

 원목. W47×D20×H90cm. 503.444.58

5     ÖSTANÅ/외스타노	천장/벽부착등 ￦29,900/개 스틸,

 플라스틱, 유리. 지름 13cm, H22cm. 603.123.91

6	 VALLAMOSSE/발라모세	높이조절레일+샤워기          

키트 ￦29,900 스테인리스스틸, 크롬도금 플라스틱. 

H62cm. 903.496.61  온도조절 샤워믹서는 별도 판매.

7	 GODMORGON/BRÅVIKEN	고드모르곤/브로비켄	

 세면대2단하부장 ￦500,000 욕실 수도꼭지는 별도 

 판매. 포일 마감, 분쇄대리석. W100xD48cmxH68. 

 화이트 691.851.76 

8 New	KINNEN/신넨	수건L ￦7,900/개 면 80%,  

비스코스/레이온 20%. W70×L140cm. 204.393.25

156 욕실

BROGRUND/브로그룬드
터치식	휴지통

￦19,900/개

2

3

4

8

6 VALLAMOSSE/발라모세
높이조절레일+샤워기키트

￦29,900

욕실
매일 아침을 열어주는 욕실은 무엇보다도 실용성이

중요하죠. 하지만 조금만 더 신경써서 꾸며보는 건 

어때요? 세련된 수납공간, 고급스러운 수건과 욕실

용품 속에서 매일 아침을 기분 좋게 시작해보세요.

5
1

GODMORGON/BRÅVIKEN	고드모르곤/브로비켄
세면대	2단하부장

￦500,000
7



꿈꾸던 욕실이 우리 집 문앞에 

찾아옵니다. QR 코드를 스캔해서 

배송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세요.

1 LILLÅNGEN/릴롱엔 거울 키큰장 ￦129,000/개 

 거울유리, 포일 마감. W30×D21×H179cm. 

102.103.28

2 DYNAN/뒤난 벽선반 ￦29,900 파우더코팅스틸. 

W40×D15×H40cm. 403.236.49

3 TRONES/트로네스 신발장 ￦34,900/2개. 폴리

 프로필렌 플라스틱. W52×D18×H39cm. 

803.973.08

4 FÖRFINA/푀르피나 파우치 ￦19,900 나일론, 폴리

에스테르. W23×D7, H17cm. 003.230.57

5 SANDVILAN/산드빌란 수건L ￦16,900/개 

 면 100%. W70×L140cm. 604.304.79

6 NJUTNING/니우트닝 꽃병+디퓨져스틱 6종 

￦7,900 구성: 향스틱(길이 24cm) 6종 및 꽃병(높이 

8.5cm) 1개. 903.618.08

7 New VÅGSJÖN/복셴 수건M ￦2,900/개 

 면 100%. W40×L70cm. 604.394.32

8 New VADSJÖN/바셴 샤워커튼 ￦12,900 폴리

 에스테르 100%. W180×L200cm. 904.394.83

9 New VINNFAR/빈파르 욕실매트 ￦5,900 

 겉면: 폴리에스테르 100%. 밑면: 라텍스. 

W40×L60cm. 304.393.96

10 BRANKIS/브랑키스 빨래바구니 ￦49,900 투명

 래커 포플러나무 원목, 폴리에스테르. L37×W37, 

H56cm. 50L. 703.400.39

11 GRUNDTAL/그룬드탈 카트 ￦49,900/개 

 스테인리스스틸, 플라스틱. W48×D24×H77cm. 

801.714.32

12 BROGRUND/브로그룬드 수납함 3종 ￦9,900 

 크기: 14x10x7 cm 2개, 28x10x7 cm 1개. PET 

 플라스틱. 디자이너: 프레웃스/느 칼손. 903.290.93

FÖRFINA/푀르피나
파우치

￦19,900

4

BRANKIS/브랑키스
빨래바구니

￦49,900

10

GRUNDTAL/그룬드탈
카트

￦49,900/개

11

5
6

8

9

12

VÅGSJÖN/복셴
수건M

￦2,900/개

7

욕실 159

2

3

LILLÅNGEN/릴롱엔
거울 키큰장

￦129,000/개

1

158 욕실



1 New SAXBORGA/삭스보리아 수납상자+거울뚜껑 

￦24,900 합성목재, 코르크, 거울유리. L24×W17, 

H14cm. 003.940.16

2 New VÅGSJÖN/복셴 수건L ￦6,900/개 면 100%. 

W70×L140cm. 004.394.06

3 FULLEN/풀렌 선반형 거울 ￦15,000 거울유리, 

 강화유리. W50×D14×H60cm. 801.890.26

4 VOXNAN/복스난 물비누통 ￦7,900 유리, 스테인

리스스틸, 플라스틱. H16cm, 350ml. 003.289.79

5 DYNAN/TÄLLEVIKEN 뒤난/텔레비켄 세면대+

 도어2 ￦218,900 파우더코팅스틸, 세라믹. 

W61×D41×H86cm. 화이트. ENSEN/엔센 수도꼭지 

192.921.26

160 욕실

DYNAN/TÄLLEVIKEN 뒤난/텔레비켄
세면대+도어2, ENSEN/엔센 수도꼭지

￦218,900

5

눈 깜짝할 사이, 

욕실 업그레이드

TISKEN/티스켄
흡착식 후크 2개

￦4,900SAXBORGA/삭스보리아

수납상자+거울뚜껑

￦24,900

1

 TISKEN/티스켄 흡착식 후크. 

 플라스틱, 합성 고무. L10cm. 

503.812.76

2

3

4



힘든 설치 작업, 

꼭 직접 할 필요는 없겠죠? 

QR 코드를 스캔해서 

설치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세요.

욕실 163

1 VIKFJÄRD/빅피에르드 수건L ￦9,900 면 100%. 

W70×L140cm. 904.147.22

2 New OTTSJÖN/옷셴 샤워 커튼 ￦9,900 폴리

 에스테르 100%  W180×L200cm. 204.175.40

3 EMTEN/엠텐 욕실매트 ￦12,900 겉면: 폴리에스

 테르 100%. 밑면: 라텍스. W50×L80cm. 

004.228.87

4 New VIKFJÄRD/빅피에르드 수건M ￦4,900/개 

면 100%. W40×L70cm. 504.051.59

5 HEMNES/헴네스 오픈세면대+서랍1 ￦200,000 

 페인트 마감, 원목. W82×D48×H76cm. 

103.966.99

6 NORDRANA/노르드라나 바구니 ￦39,900 

 폴리프로필렌 플라스틱. W35×D26×H26cm. 

904.206.43

7 HEMNES/헴네스 단문형 거울장 ￦149,000 페인트 

마감, 거울유리. W63×D16×H98cm. 002.176.79

8 VOXNAN/복스난 수건레일 ￦14,900 스테인리스

스틸, 크롬도금 아연. L63cm. 003.286.01

9 New OTTSJÖN/옷셴 수건M ￦3,900/개 

 면 100%. W40×L70cm. 204.325.74

10 HEMNES/RÄTTVIKEN 헴네스/레트비켄 

 세면대 2단하부장 ￦400,000 욕실수도 꼭지는 별도 

판매. 페인트 마감, 세라믹. W82xD49xH89cm. 

 화이트 499.060.77

 

162 욕실

VIKFJÄRD/빅피에르드
수건L

￦9,900

1

3
4

5

HEMNES/RÄTTVIKEN 헴네스/레트비켄
세면대 2단하부장

￦400,000
10

OTTSJÖN/옷셴
샤워 커튼

￦9,900
2

6 NORDRANA/노르드라나

바구니

￦39,900

7

8

9



1 HEMNES/헴네스 키큰장+유리도어 ￦150,000 

페인트 마감, 강화유리. W42×D38×H131cm. 

103.966.42

2 HEMNES/헴네스 벽선반 ￦99,900 페인트 마감.

 W42×D10×H118cm. 603.966.49

3 NORDRANA/노르드라나 걸이식 수납용품 

￦39,900 폴리프로필렌 플라스틱, 대나무. W35, 

H90cm. 004.206.52

4 PINNIG/핀니그 3칸 후크 ￦22,900 파우더코팅스

틸, 알루미늄. W79×D17×H16cm. 603.297.92

5 RÖNNSKÄR/뢴셰르 선반유닛 ￦29,900 강화유리, 

파우더코팅스틸. W42×D40×H103cm. 501.925.82

6 HEMNES/헴네스 수납벤치+수건걸이/후크4 

￦149,000 페인트 마감. W64×D37×H173cm. 

903.966.57

7 VIKFJÄRD/빅피에르드 욕실매트 ￦9,900 

 면 100%. W50×L80cm. 603.916.99

8 PLEJA/플레야 손잡이 철망바구니 ￦19,900  

파우더코팅스틸, 코르크. L36xW27×H15cm. 

003.480.53

164 욕실

2

4

5

7

수건 등을 보관하고 

걸어두기에 좋아요. 

심지어 앉을 수도 있답니다!

NORDRANA/노르드라나
걸이식 수납용품

￦39,900

3

HEMNES/헴네스
키큰장+유리도어

￦150,000

1

HEMNES/헴네스
수납벤치+수건걸이/후크4

￦149,000
6

...꼭 그럴 필요는 없죠!

마음에 드는 욕실 제품을 정하는 일은 즐겁죠. 하지만 조립하고 설치하는 일도 

즐거울까요? 어떤 스타일의 욕실이든 IKEA가 배송과 설치를 도와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274 페이지 또는 IKEA.kr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혼자서 설치할 수도 

있지만...

8



상쾌한 아침,
GODMORGON/고드모르곤 
다양한 크기와 마감재, 세련된 스타일, 부담없는 가격, 뛰어난 품질을 모두 갖춘 

GODMORGON/고드모르곤 시리즈를 만나보세요. 이 시리즈의 욕실 세면대와 수납장 덕분에 

매일 맞이하는 아침이 조금 더 특별해진답니다. 월요병까지 사라질지도 몰라요!

1 GODMORGON/고드모르곤 벽수납장+도어1 

 ￦79,900 포일 마감, 강화유리. W40×D14×

 H96cm. 202.810.99

2 GODMORGON/고드모르곤 거울 ￦19,900 

 거울 유리. W60×H96cm. 401.789.87 

3 GODMORGON/ODENSVIK 고드모르곤/

 오덴스비크 세면대 2단하부장 ￦250,000 

        욕실 수도꼭지는 별도 판매. 포일 마감, 세라믹. 

W63xD49xH64cm. 화이트 390.235.00

4 GODMORGON/TOLKEN/HÖRVIK 

 고드모르곤/톨켄/회르비크 세면대+상판세면기 

￦450,000 욕실 수도꼭지는 별도 판매. 포일 마감, 

라미네이트, 분쇄대리석. W82xD49xH72cm. 하이

글로스 화이트/앤트러싸이트 492.220.52

5 GODMORGON/고드모르곤 수납유닛 2종 

￦9,900 페트 플라스틱. W34×D17×H3cm. 

704.002.74

6 GODMORGON/고드모르곤 키큰장 ￦299,000 

 포일 마감, 유리. W40×D32×H192cm. 

 카셴 라이트그레이 203.922.76

7 GODMORGON/RÄTTVIKEN 고드모르곤/

 레트비켄 세면대 2단하부장 ￦480,000 욕실수도 

 꼭지는 별도 판매. 포일 마감, 세라믹. W102xD49

 xH68cm. 카셴 라이트그레이 592.470.28

욕실 167

같은 시리즈의 다양한 제품이 

마련되어 있어요. QR 코드를 

스캔해서 GODMORGON/

고드모르곤 시리즈를 모두 

살펴보세요

GODMORGON/ODENSVIK  
고드모르곤/오덴스비크
세면대 2단하부장

￦250,000
3

GODMORGON/TOLKEN/HÖRVIK

고드모르곤/톨켄/회르비크
세면대+상판세면기

￦450,000

4

1

2

5

독창적인 IKEA의서랍 옆면 

디자인 덕분에 수납제품을 

마음껏 끼워 넣을 수 있어요.

6

GODMORGON/RÄTTVIKEN 고드모르곤/레트비켄
세면대 2단하부장 

￦480,000
7

GODMORGON

고드모르곤
10년 품질보증 



합리적인 가격에

손쉬운 새단장!
근사한 욕실을 꿈꾸지만 예산이 빠듯하다면? 큰 돈을 들이거나 벽에 

못을 박지 않아도 욕실에 기분 좋은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답니다. 

어수선한 욕실과는 이제 안녕!

거울장 안에 로션이나 욕실용품

을 넣어두면 공간이 한결 깔끔

해집니다.

168 욕실

1 New NÄRSEN/네르센 수건L ￦2,000/개 면 58%, 

폴리에스테르 42%. W55×L120cm. 304.473.58

2 TISKEN/티스켄 흡착식 후크 ￦7,900/4개. 플라스

틱, 합성 고무. L10cm. 003.812.74

3 DYNAN/뒤난 도어수납장 ￦40,000 파우더코팅스

틸. W40×D27×H54cm. 303.181.77

4 DYNAN/뒤난 선반유닛+수건레일 ￦34,900  파우

더코팅 스틸. W40×D27×H108cm. 803.181.70

5 VÅGSJÖN/복셴 수건L ￦6,900/개 면 100%. 

W70×L140cm. 703.536.06

6 LASJÖN/라셴 샤워 커튼 ￦9,900/개 폴리에스테르 

 100%. W180×L200cm. 003.774.46

7 LILLREVET/릴레베트 싱글스프레이 핸드샤워 

￦3,900 ABS 플라스틱, 합성고무. 핸드샤워기 지름 

8cm. 103.426.30 샤워 호스는 별도 판매.

8 ÖSTANÅ/외스타노 LED 수납장/벽부착등 

￦49,900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 알루미늄. 

W36cm. IKEA. Model V1310 ÖSTANÅ. 본 조명기

구는 에너지 등급 A++에서 D까지의 일체형 LED 전

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조명기구 안의 전구는 교체

가 불가능합니다. 102.885.34

9 LILLÅNGEN/릴롱엔 거울수납장+도어1/엔드유닛1

 ￦89,900 포일 마감, 유리. W59×D21×H64cm. 

092.505.08

10 LILLÅNGEN/릴롱엔 세면대+도어 ￦220,000 

 욕실 수도꼭지는 별도 판매. 포일 마감, 세라믹. 

W61xD41xH87cm. 화이트 991.880.41

11 IMMELN/임멜른 욕실 수납바구니 ￦12,900 

 파우더코팅/아연도금 스틸. W24×D12×H14cm. 

803.541.20

욕실 169

크고 강렬한 무늬의 샤워 커튼을 

달면 욕실이 단조롭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다양한 색을 활용하

여 공간을 재미있게 꾸며보세요.

공간이 부족하다고요? 

창의력을 발휘할 좋은 기회

예요! 설치가 까다로운 타일 

벽에는 흡착식 욕실수납

바구니를 활용하면 아주 

편리하답니다.

7

LASJÖN/라셴
샤워 커튼

￦9,900/개

6

TISKEN/티스켄
흡착식후크 4개

￦7,900

2

3

5

4 DYNAN/뒤난
선반유닛+수건레일

￦34,900

1 NÄRSEN/네르센
수건L

￦2,000/개

8

9

10

11



1 BROGRUND/브로그룬드 샤워세트+온도조절믹서 

￦249,000 크롬도금 동합금제, 스테인리스스틸, 

 폴리아미드 플라스틱. H1170mm. 003.425.36

2 ROCKÅN/로콘 목욕가운 ￦29,900 면 100%. L/XL. 

703.920.33

3 RÅGRUND/로그룬드 수건걸이의자 ￦49,900 

 투명래커 대나무. W39×D44×H140cm. 

602.530.75

4 TÅSJÖN/토셴 슬리퍼 ￦2,900 폴리에스테르 

100%, 폴리우레탄 폼. L/XL. 903.920.27

5 BROGRUND/브로그룬드 샤워선반  ￦16,900 

크롬도금 ABS 플라스틱, 폴리아미드 플라스틱. 

W25×D11×H4cm. 703.285.27

6 BROGRUND/브로그룬드 욕실수도꼭지+거름망 

￦89,000 크롬도금 동합금제. H17cm. 403.430.82

7 FLODALEN/플로달렌 수건M ￦9,900/개 

 면 100%. W50×L100cm. 203.812.11

8 IKORNNES/이코르네스 탁상거울 ￦19,900 

 물푸레무늬목, 거울유리. W27×H40cm. 

803.069.21

9 FRYKEN/프뤼켄 수납함+뚜껑3종 ￦14,900 

 크기: 지름 10cm/H6cm 1개, 지름 15cm/H8cm 

 1개, 지름 20cm/H10cm 1개. 해초. 603.281.46

욕실 171170 욕실

BROGRUND/브로그룬드
샤워선반

￦16,900

5

3

1

6

7

9

ROCKÅN/로콘
목욕가운 ￦39,900

￦29,900

2

TÅSJÖN/토셴 
슬리퍼 ￦4,900

￦2,900

4

IKORNNES/이코르네스

탁상거울 ￦29,900

￦19,900
8



부드럽고 기분 좋은 아침

 New NÄRSEN/네르센 수건L. 면 58%, 

 폴리에스테르 42%. W55×L120cm. 

304.473.58

￦2,000/개

NÄRSEN/네르센
수건L

172 욕실

1 New VIKFJÄRD/빅피에르드 수건M ￦4,900/개 

 면 100%. W40×L70cm. 904.052.04

2 DRAGAN/드라간 칫솔꽂이 ￦5,900/개 투명 

 아크릴 래커, 대나무. H12cm. 102.714.92

3 SAXBORGA/삭스보리아 트레이+보관용기 5종 

 ￦12,900 크기: 병(지름 8cm, 높이 5.5cm) 2개, 

 병(지름 8cm, 높이 11cm) 2개 및 트레이(길이

26cm, 너비 10cm 및 높이 3cm) 1개. 유리, 코르크. 

203.940.15

4 RABBLA/라블라 칸막이 정리함 ￦14,900 

L25×W35, H10cm. 803.481.29

5 RÅGRUND/로그룬드 선반유닛 ￦79,900 투명래커 

대나무. W33×D28×H163cm. 102.530.68

6 SAXBORGA/삭스보리아 트레이 2종 ￦9,900 

 코르크. L245×W168, H24mm. 803.940.17

RÅGRUND/로그룬드
선반유닛

￦79,900

5

1

2

4

1

SAXBORGA/삭스보리아

트레이 2종

￦9,900/개

6

SAXBORGA/삭스보리아

트레이+보관용기 5종

￦12,90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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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OCKÅN/로콘 목욕가운 ￦29,900 면 100%.

         L/XL 703.920.33

2 New KINNEN/신넨 수건M ￦3,900/개 면 80%, 

비스코스/레이온 20%. W40×L70cm. 204.393.30

3 New KINNEN/신넨 수건L ￦7,900/개 면 80%,  

비스코스/레이온 20%. W70×L140cm. 204.393.25

4 DYNAN/뒤난 도어 수납장 ￦40,000   

파우더코팅스틸. W40×D27×H54cm. 303.181.77

5 SNAJDA/스나이다 빨래주머니 ￦6,900   

폴리에스테르 100%. 60l. 803.299.51

6 New EKOLN/에콜른 휴지통 ￦14,900 파우더코팅

스틸, 스테인리스스틸, 플라스틱. H24×지름 17cm. 

3l. 704.453.62

7 DRAGAN/드라간 욕실용품 4종 ￦12,900   

크기: 15x10x11cm, 17x12x12cm. 투명래커 대나무. 

202.226.08

8 New KINNEN/신넨 샤워커튼 ￦12,900   

폴리에스테르 100%. W180×L200cm. 504.474.99

9 New VENNESLA/벤네슬라 탁상거울 ￦79,900 

 스틸, 에폭시/폴리에스테르 파우더코팅 

W65×H79cm. 003.982.60

10 NJUTNING/니우트닝 유리컵 향초 ￦12,900 

 유리, 향파라핀/식물성 왁스. H10cm. 블라썸 베르가

못 803.505.32

11 PLUTT/플루트 접착식 후크 ￦1,000 /3개.   

파우더코팅스틸. W4×D1×H5cm. 903.612.81

활기를 더하는 블랙과 화이트 스트라이프나 단색, 다양한 

모양에 클래식한 블랙과 

화이트 조합으로 산뜻하고 

깔끔한 욕실을 연출해보세요. 

아침이 더욱 활기차진답니다! 

DYNAN/뒤난

도어 수납장

￦40,000

4

11 PLUTT/플루트
접착식 후크, 3개

￦1,000

3

8

7

10

5

6

ROCKÅN/로콘
목욕가운 ￦39,900

￦29,900

1

KINNEN/신넨

수건M

￦3,900/개

2

VENNESLA/벤네슬라

탁상거울

￦79,900
9



1 New GULSPARV/굴스파르브 유아용침대 이불커버

 +베개커버 ￦19,900 면 100%. 이불커버 W110× 

L125cm. 베개커버 W35×L55cm. 804.270.65

2 New GULSPARV/굴스파르브 담요 ￦17,900 

 면 100%. W70×L90cm. 204.271.10

3 New GULSPARV/굴스파르브 러그 ￦49,900 

 겉면: 나일론 100%. 밑면: 합성고무 W133×L160cm. 

304.271.00

4 SUNDVIK/순드비크 기저귀 교환대/서랍장 

 ￦229,000 스테인, 투명 래커, 소나무 원목. 

W79×D51/87, H99/109cm. 603.722.24

5 STUVA/FRITIDS 스투바/프리티스 유아용침대+

 서랍 ￦299,000 매트리스와 침구는 별도 판매. 

 포일, 페인트마감. W66×L126×H86cm. 매트리스 

 크기 60×120cm. 692.531.70

6 New GULSPARV/굴스파르브 유아용침대 이불커버

 +베개커버 ￦12,900 면 100%. 이불커버 W110×

 L125cm. 베개커버 W35×L55cm. 004.270.69

7 STUVA/FRITIDS 스투바/프리티스 옷장 ￦125,000 

포일, 페인트 마감. W60×D50, H128cm.         

292.527.90

어린이 IKEA
®

아이들은 어른과 필요한 것이 달라요. 하지만 

아늑하고 편안한 집을 좋아하는 마음은 아이도 

다르지 않답니다. 그래서 IKEA 어린이 제품은 

다른 IKEA 제품과 마찬가지로 품질이 훌륭하죠. 

다만 먹고 자고 놀고 성장하는 아이들의 생활과 

안전을 더 많이 생각해서 만들었어요.

176 어린이 IKEA

유아용침대 옆면을 떼어

내면 아이 혼자서도 침대에 

올라갈 수 있어요!

GULSPARV/굴스파르브

유아용침대 이불커버+베개커버

￦19,900
1

2

3

4

6

7

STUVA/FRITIDS 스투바/프리티스

유아용침대+서랍

￦299,000
5



178  어린이 IKEA

칙칙폭폭, 

오늘도 신나게

 LILLABO/릴라보 기차놀이 기본

세트. 너도밤나무 원목, 플라스틱. 

703.200.55

1 ANTILOP/안틸로프 유아용의자+안전벨트 

 ￦15,000 파우더코팅스틸, 플라스틱. 

W56×D59×H90cm. 690.462.32

2 New ANTILOP/안틸로프 커버 ￦4,900 폴리에스

테르 100%. 604.269.29

3 New MATVRÅ/마트브로 턱받이 ￦5,900/2개. 

  패브릭: 면 100%,앞면: 합성고무. 204.269.26

4 New HEROISK/헤로이스크 그릇 ￦5,900/2개. 

  폴리랙틱 플라스틱. 지름 14cm. 204.141.41

5 New HEROISK/헤로이스크 접시 ￦5,900/2개.    

폴리랙틱 플라스틱. 지름 19cm. 804.214.12

입맛도, 환경도 살려주는 

식물성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어요!

1 ANTILOP/안틸로프
유아용의자+안전벨트

￦15,000
2

3

4

5 HEROISK/헤로이스크
접시, 2개

￦5,900

LILLABO/릴라보
기차놀이 기본세트 

￦14,900



1 SOLBO/솔보 LED 탁상스탠드 ￦19,900 H23cm. 

703.256.99

2 KURA/쿠라 양면침대 ￦199,000 매트리스와 

 침구는 별도 판매. 투명래커, 소나무원목, 포일마감. 

W99×L209×H116cm. 매트리스 크기 90×200cm. 

402.538.11

3 URSKOG/우르스코그 이불커버+베개커버 

￦17,900 면 100%. 이불커버 W150×L200cm. 

 베개커버 L50×W80cm. 203.950.29

4 KURA/쿠라 베드텐트 ￦19,900 플라스틱, 폴리

 에스테르 100%. L160×W97, H68cm. 903.112.29

5 STUVA/FRITIDS 스투바/프리티스 이동식 장난감

수납함 ￦90,000 포일, 페인트 마감. W60×D50, 

H64cm. 392.795.86

6 STUVA/FRITIDS 스투바/프리티스 옷장 

￦185,000 포일, 페인트 마감. W60×D50, 

H192cm. 192.528.61

7 LUSTIGT/루스틱트 직기 7종 ￦24,900 구성: 직기 

 1개, 직조 빗 1개, 바늘 1개, 실감개 1개, 다른 색상

의 패브릭 리본 4개. 자작나무 합판. W50×H54cm. 

703.870.55

8 SNIGLAR/스니글라르 침대프레임/안전가드+갈빗

살 ￦70,000 매트리스와 침구는 별도 판매. 투명래커         

너도밤나무원목. W77×L165, H57cm. 매트리스 

         크기 70×160cm. 392.993.96

9 STILLSAMT/스틸삼트 이불커버+베개커버 

￦24,900 면 100%. 이불커버 W150×L200cm. 

 베개커버 L50×W80cm. 403.586.72

10 TROFAST/트로파스트 수납콤비네이션+수납함 

￦92,000 포일마감, 플라스틱. W99×D44×H56cm. 

192.222.56 

아이를 꿈나라로 

초대하는 법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저마다 아이를 재우는 요령이 있지만 늘 순조롭

지만은 않죠. 그래서 IKEA는 이 문제의 근원인 진짜 전문가, 바로 아이

들에게 어떻게 하면 잠이 솔솔 오고 계속 누워있고 싶은지 직접 물어보

았습니다. 사실 어떤 방법을 쓰든 내 아이가 기분 좋게 잠들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정답이겠죠!

어린이 IKEA 181180 어린이 IKEA

“나쁜 꿈을 꾸면 일어나서 

엄마에게  말하고, 좋은 

꿈을 꾸면 계속 꿈나라에 

있어요.” - 자라(만 5세)

“인형을 안고 침대에 

누워요. 인형을 안으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인형도 저를 꼭 안아줘서 

좋아요.” - 윌리엄(만 6세)

“피곤해지면 이렇게 해요

(여기서 심란은 눈을 질끈 

감았답니다!) 잠이 올 때

까지요.” - 심란(만 4세)

“일어날 시간이 되면 발에 느낌이 

와요. 발가락이 간질간질해져요.” 

- 올리버(만 5세)

1 SOLBO/솔보
LED 탁상스탠드

￦19,900

2

3

4

STUVA/FRITIDS 스투바/프리티스
이동식 장난감수납함

￦90,000

5

STUVA/FRITIDS

스투바/프리티스
옷장

￦185,000

6

LUSTIGT/루스틱트
직기 7종

￦24,900

7

9

10

8 SNIGLAR/스니글라르
침대프레임/안전가드+갈빗살

￦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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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ew SPISIG/스피시그 주방놀이세트+커튼 

￦69,900 섬유판. W55×D37, H98cm. 404.278.16

2 SUNDVIK/순드비크 어린이 책상 ￦79,900/개 

 스테인 및 투명래커 소나무원목, 파이버보드. 

L58×W45, H56cm. 703.883.14

3 DUKTIG/둑티그 장난감냄비 5종 ￦14,900 스테인

리스스틸. 001.678.39

4 LUSTIGT/루스틱트 비즈놀이 ￦14,900 구성: 5개 

모양의 가공되지 않은 나무 소재 비즈 26개, 다른 색

상의 줄 4개. 투명래커 너도밤나무원목, 플라스틱. 

203.845.30

5 MÅLA/몰라 분필 ￦2,900 /9개. 501.933.22

6 VANDRING HARE/반드링 하레 봉제인형 

￦9,900/개 패브릭: 폴리에스테르 100%. 충전재: 

 폴리에스테르 섬유. L40cm. 102.160.85

7 New DUKTIG/둑티그 롤세트 6개입 ￦9,900 

 구성: 번 4개, 브래드 브러시 1개, 베이킹 트레이 1개 

(18x18cm). 폴리에스테르 100%. 404.278.21

8 STRANDMON/스트란드몬 어린이 암체어 

 ￦129,000 커버: 폴리에스테르 100%. W56×D62×

 H71cm. 비슬레 그레이 803.925.46

STRANDMON/스트란드몬
어린이 암체어

￦129,000
8

SPISIG/스피시그
주방놀이세트+커튼

￦69,900
1

3

2

4 LUSTIGT/루스틱트
비즈놀이

￦14,900

6

1

5

7



1 New MÖJLIGHET/뫼일릭헤트 수납함 3종 

￦3,900 종이. 904.418.10

2 New MÖJLIGHET/뫼일릭헤트 펜/사진 홀더 

￦3,900 스틸, 플라스틱. 504.418.07

3 New MÖJLIGHET/뫼일릭헤트 메모판+받침

 바구니 ￦49,900 스틸, 플라스틱, 코르크. 

404.213.72

4 New MÖJLIGHET/뫼일릭헤트 거울 ￦39,900 

 스틸, 플라스틱, 유리 504.213.76

5 SLÄKT/슬렉트 수납상자+바퀴 ￦70,000 포일, 

 페인트마감. W62×L62×H35cm. 503.629.75

6 MÖJLIGHET/뫼일릭헤트 이불커버+베개커버 

 ￦29,900 면 50%, 리오셀 50%. 이불커버 

W150×L200cm. 베개커버 L50×W80cm. 

704.212.62

7 KRUX/크룩스 LED벽부착등 ￦39,900/개 플라스

틱, 파우더코팅스틸. 지름 13cm, H28cm. IKEA. 

Model V1701 KRUX. 본 조명기구는 에너지 등

급 A++에서 D까지의 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3.254.56

8 New ÖRFJÄLL/외르피엘 어린이 책상의자 

 ￦49,900 커버: 폴리에스테르 100%. 시트 W39×

 D34, H38~49cm. 화이트/비슬레 다크그레이 

304.417.85

9 New VITVAL/비트발 로프트침대 프레임+책상 

 상판 ￦259,000 매트리스와 침구는 별도 판매. 

 스틸, 폴리에스테르. W97×L207, H195cm. 

 매트리스 크기 90×200cm. 893.039.37

10 MÖJLIGHET/뫼일릭헤트 쿠션 ￦24,900 

 커버: 면 100%. 충전재: 폴리에스테르. 

 지름 25, L80cm. 804.212.85

184 어린이 IKEA

MÖJLIGHET/뫼일릭헤트
펜/사진 홀더

￦3,900

2

MÖJLIGHET/뫼일릭헤트
거울

￦39,900

4

힘들게 자동차 뒷좌석 시트를 

접지 않아도 돼요. IKEA가 

픽업과 배송을 해드리거든요. 

QR 코드를 스캔해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1

3

5

6

7

8

10

VITVAL/비트발
로프트침대 프레임+책상 상판

￦259,000
9



1 New TJENA/셰나 파일꽂이 ￦3,900/2개. 종이. 

W10×D25×H30cm. 904.340.51

2 New LANKMOJ/랑크모이 노트 ￦3,900/2개. 

종이. W14.5×L21cm. 004.340.41

3 SUNDVIK/순드비크 옷장 ￦249,000 스테인 

및 투명 아크릴 래커 소나무원목, 파이버보드 

W80×D50×H172cm. 203.688.32

4 New SÅNGLÄRKA/송레르카 쿠션 ￦9,900 커버: 

면 100%. 충전재: 폴리에스테르. W50×L50cm. 

604.270.14

5 New SÅNGLÄRKA/송레르카 이불커버+베개

 커버 ￦49,900 리넨 45%, 면 55%. 이불커버 

W150×L200cm. 베개커버 L50×W80cm. 

304.270.01

6 New SLÄKT/슬렉트 침대프레임+수납/갈빗살 

￦319,000 매트리스와 침구는 별도 판매. 포일, 

페인트마감. W98×L207, H91cm. 매트리스 크기 

90×200cm. 992.919.67

7 New SÅNGLÄRKA/송레르카 쿠션 ￦19,900 

 커버: 면 100%. 충전재: 폴리에스테르. 

 지름 40cm. 104.269.84

8 New URSKOG/우르스코그 단모러그 

￦44,900 겉면: 나일론 100 %. 밑면: 합성고무. 

W133×L133cm. 903.939.08

9 New SÅNGLÄRKA/송레르카 이불커버+베개커버 

￦17,900 면 100%. 이불커버 W150×L200cm. 

베개커버 L50×W80cm. 904.269.61

186 어린이 IKEA

1

2

3

SÅNGLÄRKA/송레르카
쿠션

￦9,900
4

5

SLÄKT/슬렉트
침대프레임+수납/갈빗살

￦319,000
6

8

9

7 SÅNGLÄRKA/송레르카
쿠션

￦19,900

아늑한 침실을 꾸미고 

싶으세요? 아주 쉬워요. 

QR 코드를 스캔해서 

조립 서비스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거실
거실은 말 그대로 ‘생활하는 공간’이에요. 일상의 

많은 부분이 이곳에서 이루어지죠. 아침이면 가족과 

얼굴을 마주하고, 소파에서 편안히 저녁 시간을 

보내거나, 소파베드로 만들어 느긋하게 누워있기도 

하는 그런 곳이죠. 낮이나 밤이나 일상을 보내는 

완벽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IKEA에서 아이디어를 

배워보세요. 깔끔한 수납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BILLY/빌리

책장

￦99,900/개

6 

188 거실

1

3

4

VIMLE/빔레

오픈엔드 코너소파4

￦1,329,000
7

2 BERGSHULT/PERSHULT

베리스훌트/페르스훌트

벽선반 콤비네이션

￦101,700

8

5

1 New VIGDIS/비그디스 쿠션커버 ￦9,900

 모시 100%. L50×W50cm. 504.326.81

2 NewBERGSHULT/PERSHULT 베리스훌트/페르스

훌트 벽선반 콤비네이션 ￦101,700 W120×D30cm. 

392.911.59

3 VEDBO/베드보 암체어 ￦249,000 폴리에스테르 

충전재. W73×D65, H75cm. 군나레드 다크그레이 

704.241.28

4 LISABO/리사보 보조테이블 ￦89,900 투명래커 

 물푸레나무 무늬목, 자작나무 원목. 

L45×W45×H45cm. 603.530.65

5 SINNERLIG/신넬리그 펜던트등 ￦79,900 스틸, 

 에폭시/폴리에스테르 파우더코팅 지름 50cm.

 503.421.95

6 BILLY/빌리 책장 ￦99,900/개 투명래커 참나무 

 무늬목. W80×D28×H202cm. 704.042.53  

 조명은 별도 판매.

7 New VIMLE/빔레 오픈엔드 코너소파4 ￦1,329,000 

커버: 면 100%. W235/249×D98, H80cm. 달스토르프 

멀티컬러 892.996.62

8 VINDUM/빈둠 장모러그 ￦239,000 

 파일: 폴리프로필렌 100%. W200×L270cm. 

103.449.93



1 FRIHETEN/프리헤텐 수납코너 소파베드 

 ￦499,000 커버: 폴리에스테르 100%. D151, 

H66cm. 침대 크기 140×204cm. 휠리에 다크그레이 

092.167.55

2 New NYMÅNE/뉘모네 플로어스탠드/독서등 

￦79,900 파우더코팅스틸, 알루미늄. H170cm. 

603.367.78

3 HOL/홀 보조테이블 ￦39,900 아카시아나무 원목. 

L50×W50×H50cm. 903.530.21

4 JÄTTEVALLMO/예테발모 이불커버+베개커버 

￦19,900 면 100%. 이불커버 W150×L200cm. 

 베개커버 L50×W80cm. 904.061.52

5 SCHOTTIS/쇼티스 암막 주름식 블라인드 

￦8,000/개 폴리에스테르 100%. W100×L190cm. 

703.695.08

6 New VIMLE/빔레 2인용 소파베드 ￦959,000 

 커버: 폴리에스테르 100%. W190×D98, H83cm. 

 침대 크기 140×200cm. 군나레드 베이지 

292.855.83

7 TINGBY/팅뷔 이동식 보조테이블 ￦39,900 페인트 

및 포일 마감. L50×W50×H45cm. 703.494.45

8 VALLENTUNA/발렌투나 소파베드모듈+등받이 

￦670,000 면 55%, 폴리에스테르 25%, 비스코스/

레이온 12%, 리넨 8%. W113×D93×H84cm. 침대 

크기 80×200cm. 힐라레드 다크그레이 292.770.74

9 BILLY/OXBERG 빌리/옥스베리 책장+도어 

￦179,900 W80×D30, H202cm. 192.810.57

새로 산 소파를 

집으로 가져가는 데 

도움이 필요하세요? 

QR 코드를 스캔하여 

배송 서비스 정보를 

확인하세요.

190 거실 거실 191

VALLENTUNA/발렌투나
소파베드 모듈+등받이

￦670,000
8

VIMLE/빔레

2인용 소파베드

￦959,000
6

9 BILLY/OXBERG

빌리/옥스베리

책장+도어

￦179,900

4 JÄTTEVALLMO/예테발모
이불커버+베개커버

￦19,900

5 SCHOTTIS/쇼티스
암막 주름식 블라인드

￦8,000/개

2
7

FRIHETEN/프리헤텐

수납코너 소파베드 ￦599,000

￦499,000
1

소파커버에 사용되는 모든 

면 소재는 더욱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3 HOL/홀
보조테이블 ￦49,900

￦39,900



숨은 침실을     
찾아보세요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세계 곳곳의 거실이 변신을 시작합니다. 숨어있던 

침실이 모습을 드러내는 시간이죠. 소파베드에 쿠션이나 베개, 이불만 

더하면 편안한 잠자리가 하나 더 생겨요. 밤에는 아늑한 잠자리, 낮에는 

완전한 거실이 되는 법을 소개해드릴게요! 

테이블로 사용하다가 

소파베드를 펼칠 공간이 

필요하면, 살짝 밀어서 

한구석에 두세요. 바퀴가 

달려있어 손쉽게 옮길 수 

있어요!

이불이나 잠옷처럼 잠잘 때 

필요한 물건은 풋스툴 안에 

넣어서 보관하세요.

192 거실

1 New LUBBAN/루반 수납카트 테이블 ￦89,900 

라탄/파우더코팅스틸 L50×W50×H66cm. 

404.414.74

2 GRÖNLID/그뢴리드 2인용 소파베드 ￦909,000 

커버: 면 100%. W196×D98, H104cm. 침대 크기 

140×200cm. 인세로스 화이트 592.780.91

3 ARÖD/아뢰드 플로어스탠드/독서등 ￦79,900 

 파우더코팅스틸, 알루미늄. H170cm. 403.891.07

4 New STRIMSPORRE/스트림스포레 쿠션커버 

￦5,900/개 면 100%. L50×W50cm. 904.326.55

5 INDIRA/인디라 베드스프레드 ￦19,900 면 100%. 

W150×L250cm. 301.917.67

6 TUPPLUR/투플루르 암막 블라인드 ￦29,900 

W100×L195cm. 003.492.98

7 BULLIG/불리그 수납함 ￦24,900 페인트, 투명래커 

대나무. W32×D35×H33cm. 904.096.26

8 New BERGPALM/베리팔름 이불커버+베개커버 

￦24,900 면 100%. 이불커버 W150×L200cm. 

 베개커버 L50×W80cm. 504.232.62

9 GRÖNLID/그뢴리드 수납풋스툴 ￦229,000 

 커버: 면 100%. L98×W73, H49cm. 인세로스 

 화이트 192.547.75

10 New HAVSTA/하브스타 수납콤비네이션 

￦470,000 스테인, 투명래커 소나무 원목. 

W162×D37×H134cm. 692.658.37

거실 193

6 TUPPLUR/투플루르
암막 블라인드

￦29,900

1 LUBBAN/루반
수납카트 테이블

￦89,900

암막 블라인드를 

내리면 잠자기에 좋은 

아늑한 분위기가 되죠. 

낮에는 올려서 

깔끔하게 정리해두세요.

8 BERGPALM/베리팔름
이불커버+베개커버

￦24,900

9

BULLIG/불리그
수납함

￦24,900

7

10

GRÖNLID/그뢴리드
2인용 소파베드

￦909,000
2

4

5

3

낮이나 밤이나 늘 편안해요. 

여기를 스캔하여 소파베드 

제품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거실  195194  거실

1 LIXHULT/릭스훌트 수납장 ￦25,000 파우더코팅

스틸. W35×D35×H35cm. 403.286.75

2 LYCKSELE LÖVÅS/뤽셀레 뢰보스 2인용 소파베드 

 ￦319,000 커버: 폴리에스테르 100%. W142×

  D100, H87cm. 침대 크기 140×188cm. 발라룸 

  세리즈 692.808.85

3 New NYHAMN/뉘함 3인용 소파베드+폼매트리스 

￦299,000 스틸, 에폭시/폴리에스테르 파우더코팅 

W200×D97, H90cm. 침대 크기 140×200cm. 

  시프테보 옐로 592.975.94

4 LACK/라크 보조테이블 ￦14,900 포일, 페인트 

  마감. L55×W55×H45cm. 103.700.10

5      BURVIK/부르비크 보조테이블 ￦39,900 파우더

  코팅스틸, 접착 자작나무 무늬목 지름 38cm, 

H45cm. 손잡이 포함 높이 78cm. 403.403.90

6 New PIPSTÄKRA/핍스테크라 이불커버+베개커버 

￦24,900 면 100%. 이불커버 W150×L200cm. 

  베개커버 L50×W80cm. 204.389.53

7 BOSNÄS/보스네스 수납풋스툴 ￦25,000 

  커버: 면 100%. L36×W36, H36cm. 란스타 옐로 

702.666.85

6 PIPSTÄKRA/핍스테크라
이불커버+베개커버

￦24,900

5

1

7

LYCKSELE LÖVÅS/뤽셀레 뢰보스
2인용 소파베드

￦319,000

2

NYHAMN/뉘함
3인용소파베드+폼매트리스

￦299,000
3

여기를 스캔하여 

감각적인 소파베드 제품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LACK/라크

보조테이블

￦14,900

4



1 New BERGPALM/베리팔름 이불커버+베개커버 

￦24,900 면 100%. 이불커버 W150×L200cm. 

 베개커버 L50×W80cm. 604.232.09

2 New VONSBÄK/본스베크 단모러그 ￦99,900 

 폴리프로필렌 100%. W170×L230cm. 504.500.38

3 FJÄLLBO/피엘보 선반유닛 ￦69,900 스테인, 

 투명래커 소나무 원목, 파우더코팅스틸. 

W50×D36×H136cm. 903.421.98

4 ÅRSTID/오르스티드 플로어스탠드 ￦42,900 

 니켈도금스틸, 폴리에스테르 70%, 면 30%. 

H155cm. 102.840.36

5 FJÄLLBO/피엘보 커피테이블 ￦59,900 스테인, 

 투명래커 소나무 원목, 파우더코팅스틸. 

L90×W46×H46cm. 303.403.81

6 HOLMSUND/홀름순드 코너소파베드 ￦849,000 

커버: 폴리에스테르 65%, 면 35%. W230×D90/151, 

H96cm. 침대 크기 140×204cm. 오르스타 라이트

 블루 092.282.06 

196 거실

2

4

5

3 FJÄLLBO/피엘보
선반유닛 ￦89,900

￦69,900

숨겨왔던 능력을         
펼쳐 드리죠

FRIHETEN/프리헤텐
수납코너 소파베드 ￦599,000

￦499,000/개
 FRIHETEN/프리헤텐 수납코너

 소파베드. 폴리에스테르 100% 

D151×H66cm. 침대 크기 

140×204cm. 시프테보 블루 

092.975.58

HOLMSUND/홀름순드

코너소파베드

￦849,000
6

BERGPALM/베리팔름
이불커버+베개커버

￦24,900

1



KALLAX/칼락스의     
끝없는 변신
좋은 물건이라면 멋진 사각 케이스가 필요한 법이죠. KALLAX/칼락스의 간결한 디자인은 

어떤 스타일에나 잘 어울릴 뿐 아니라 옆으로 세울 수도 있고 벽에 붙일 수도 있으며 공간 분리용

으로도 훌륭해요. 어떤 공간이든 KALLAX/칼락스로 원하는 물건을 멋지게 진열해보세요.

1 KALLAX/칼락스 선반유닛 ￦149,000 

 투명래커, 프린트 마감. W147×D39×H147cm. 

103.518.89 바구니와 수납함은 별도 판매.

2 KALLAX/칼락스 도어식인서트 ￦15,000/개 

 포일 마감. W33×D37×H33cm. 603.518.77

3 KALLAX/칼락스 인서트+서랍2 ￦25,000/개 

 포일 마감. W33×D37×H33cm. 203.518.79

4 KALLAX/칼락스 선반유닛 ￦39,900 

 포일, 페인트 마감. W77×D39×H77cm. 703.518.86

5 KALLAX/칼락스 도어 인서트 ￦15,000/개 

 포일 마감. W33×D37×H33cm. 503.518.87

6 KALLAX/칼락스 인서트+서랍2 ￦25,000/개 

 포일 마감. W33×D37×H33cm. 303.518.88

7 KALLAX/칼락스 선반유닛 ￦99,900 

 포일 마감, 플라스틱. W77×D39×H147cm. 

103.469.25 수납함은 별도 판매.

8 New DRÖNA/드뢰나 수납함 ￦4,900/개 

 100% 폴리에스테르, 판지 W33×D38×H33cm. 

604.439.81 

9 KALLAX/칼락스 선반유닛 ￦99,900 

 페인트 마감. W77×D39×H147cm. 504.284.48 

 바구니는 별도 판매.

10 GNABBAS/그나바스  바구니 ￦14,900/개 

 해초, 폴리프로필렌 100%,  W33×D35×H32cm. 

404.003.17

맞춤 구성이 가능한 

KALLAX/칼락스 제품들을 

살펴보려면 여기를 스캔하세요.

거실 199

KALLAX/칼락스
선반유닛

￦99,900
9

KALLAX/칼락스
선반유닛

￦39,900

4

KALLAX/칼락스
선반유닛

￦149,000
1

8 DRÖNA/드뢰나
수납함

￦4,900/개

2 3

9

6

7

5 KALLAX/칼락스
도어식인서트

￦15,000/개

10



1 New PJÄTTERYD/피에테뤼드 그림 ￦49,900 

	 조셉	에타의	작품입니다.	캔버스.	W70×H100cm.	

	 작품명:	Pink	neon	004.482.17

2 EKET/에케트 벽선반유닛 ￦30,000/개	포일	마감,	

	 파티클보드.	W35×D25×H35cm.	다크그레이	

192.858.28

3 EKET/에케트 벽선반유닛 ￦35,000/개	포일	마감,

	 파티클보드.	W35×D35×H35cm.	골드브라운	

492.862.61

4 PUDDA/푸다 바구니 ￦12,900/개	폴리에스테르	

100%.	W28×D28×H23cm. 103.440.78

5 VALLENTUNA/발렌투나 의자모듈+등받이 

￦420,000	커버:	폴리에스테르	65%,	면	35%.	

W113×D93×H84cm.	오르스타	올리브그린	

492.774.31

6 EKET/에케트 수납콤비네이션+발받침 ￦360,000 

포일	마감,	파티클보드.	W280×D35×H72cm. 

592.210.52

7 SÖDERHAMN/쇠데르함 4인용	소파	+긴의자

									￦1,380,000	커버:	폴리에스테르	100%.	

W291×D99/151,	H83cm. 삼스타	라이트핑크		

292.843.76

8 New STOENSE/스토엔세 단모러그 ￦79,900

        	겉면:	폴리프로필렌	100%.	밑면: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W133×L195cm.	다크그레이	904.255.32

200	 거실 거실	 201

2

7

8

PJÄTTERYD/피에테뤼드
그림

￦49,900

1

공간에	가구를	맞춰야죠.	

소파와	러그를	내	공간에	

잘	맞게	구성해보세요.

6 EKET/에케트
수납콤비네이션+발받침

￦360,000

4

EKET/에케트
벽선반유닛

￦35,000/개
3

5 VALLENTUNA/발렌투나

의자모듈+등받이

￦420,000



5

6

8

9

3 4

1 New SVENSHULT/스벤스훌트 벽선반 

 ￦17,900/개 니켈도금스틸, 유리. 

W60×D20×H35cm. 704.305.63

2 New PJÄTTERYD/피에테뤼드 그림 ￦49,900 

 울프 헤르스테드트의 작품입니다. 캔버스. 

W100×H70cm. 작품명 : grey lake. 604.382.15

3 HOVSTA/호브스타 액자 ￦7,900/개

 포일 MDF, 플라스틱. 그림 W21×H30cm. 

603.657.75  포스터는 별도 판매.

4 New LAUTERS/라우테르스 플로어스탠드 

￦79,900 투명래커 물푸레나무 원목, 플라스틱,

 폴리에스테르 H119~151cm. 804.050.54

5 LANDSKRONA/란스크로나 3인용 소파 

￦999,000/4개. 그레인 가죽, 폴리우레탄 커버 

 면/폴리에스테르. W204×D89×H78cm. 

 그란/봄스타드 골든브라운, 목재 692.702.97

6 SILVERHÖJDEN/실베르회이덴 액자 ￦9,900/개 

포일 MDF, 플라스틱. 그림 W30×H40cm. 골드 

003.704.02  포스터는 별도 판매.

7 New EDSBRUK/에스브루크 액자 ￦14,900/개

  포일 MDF, 플라스틱. 그림 W40×H50cm.

  블랙스테인 104.276.29  포스터는 별도 판매.

8 EKTORP/엑토르프 3인용 소파 ￦499,000 커버: 

면 100%. W218×D88×H88cm. 링보 멀티컬러 

892.575.20

9 KRAGSTA/크락스타 네스팅테이블 2종 ￦99,900 

크기: 지름 49cm/H51cm, 지름 35cm, H45cm, 

 각 1개. 페인트 마감. 103.530.58

10 New BJÖRKSTA/비에르크스타 그림+액자 

￦79,900 캐서린 도링턴의 작품입니다. 

 폴리프로필렌 100%, 알루미늄, W140×H56cm. 

 작품명: Pink peony. 292.978.35

거실 203202 거실

7 EDSBRUK/에스브루크
액자

￦14,900/개

2 PJÄTTERYD/피에테뤼드
그림

￦49,900
BJÖRKSTA/비에르크스타
그림+액자

￦79,900
10

1

예술 작품으로 공간에 

개성을 더할 수 있어요. 

여기를 스캔하여 

액자와 그림 제품들을 

더 살펴보세요.



6

4

5

8

9

2 KINNEN/신넨
쿠션커버

￦4,900

KIVIK/쉬비크
3인용 소파 ￦1,299,000

￦999,000
3

BJÖRKSTA/비에르크스타
그림

￦49,900

7

1 LACK/라크 TV장식장 ￦16,000 투명래커, 

 프린트 마감. W90×D26×H45cm. 최대 하중: 30kg. 

303.535.66

2 New KINNEN/신넨 쿠션커버 ￦4,900 면 100%. 

L50×W50cm. 704.438.34

3 KIVIK/쉬비크 3인용 소파 ￦999,000 커버(접촉면): 

인조가죽(선염 그레인) W227×D95×H83cm. 그란/

봄스타드 블랙 801.985.92

4 TOFTERYD/토프테뤼드 커피테이블 ￦349,000 

포일 마감, 크롬도금스틸. L95×W95×H31cm. 

403.530.52

5 SVALLERUP/스발레루프 평직러그, 실내외용 

￦99,900 폴리프로필렌 100%. W200×L200cm. 

704.352.16

6 SKURUP/스쿠루프 상향식 테이블/벽부착등 

￦29,900 파우더코팅스틸. H35cm. 804.129.26

7 New BJÖRKSTA/비에르크스타 그림 ￦49,900 

 카이틀린 레베스코의 작품입니다. BJÖRKSTA/

 비에르크스타 캔버스만으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별도로 판매하는 BJÖRKSTA/비에르크스타 액자와 

 함께 사용하세요. 폴리프로필렌 100%. 

W140×H100cm. 604.482.43

8 KALLAX/칼락스 선반유닛 ￦99,900 포일 마감, 

 플라스틱. W77×D39×H147cm. 903.469.26  

 수납함은 별도 판매.

9 SOFIA/소피아 패브릭 ￦7,900/m 면 100% 

W150cm. 901.600.27

10 BRIMNES/브림네스 TV장식장 ￦149,000

 포일 마감, 파티클보드. W180×D41×H53cm. 

904.098.91

204 거실 거실 205

1 LACK/라크
TV장식장

￦16,000

10 BRIMNES/브림네스 
TV장식장 ￦199,000

￦149,000



1 KLIPPAN/클리판 2인용 소파 ￦199,000 

 커버: 폴리에스테르 100%. W180×D88×H66cm. 

 비슬레 라이트블루 092.846.26

2 SKÄGGÖRT/셰예르트 쿠션커버 ￦4,900/개 

 면 100%. L50×W50cm. 204.155.41

3 GLADOM/글라돔 트레이테이블 ￦14,900 

 파우더코팅스틸. 지름 45cm, H53cm. 004.119.97

4 SJÖPENNA/셰펜나 플로어스탠드 ￦59,900 

 폴리프로필렌 플라스틱, 자작나무 원목. H1m. 

303.237.15

5 New PLATSA/플랏사 멀티미디어 수납콤비네이션

  ￦605,000 포일 마감. W300×D42×H131cm. 

092.913.92

소파 커버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공간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어요.

2

좋아하는 물건은 

좋은 자리에 둬야죠

KALLAX/칼락스
선반유닛

￦39,900/개

 KALLAX/칼락스 선반유닛 포일, 

페인트 마감. W77×D39,H77cm. 

703.518.86206 거실

KLIPPAN/클리판
2인용 소파

￦199,000
1

3

4

PLATSA/플랏사
멀티미디어 수납콤비네이션

￦605,000

5



미래를 생각합니다
모양도 촉감도 양가죽과 같지만, 재활용 플라스틱병으로만 만들었죠. 

수상 경력도 있는 TOFTLUND/토프틀룬드 러그는 천연섬유처럼 

편안하고 따뜻하면서 멋스럽기까지 합니다. 기후 변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똑똑한 제품이죠.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 제품으로 집에서의 

생활이 더욱더 따스하고 아늑해질 거예요.

거실 209

1 TOFTLUND/토프틀룬드 러그 ￦14,900/개 

 폴리에스테르 100%. W55×L85cm. 804.202.43

2 New TÄRNABY/테르나뷔 탁상스탠드 ￦29,900 

스틸, 유리. H25cm. 803.238.88

3 HEMNES/헴네스 TV장식장 ￦249,000

 스테인, 투명래커 소나무 원목.W148×D47×H57cm. 

303.529.01

4 GABBIG/가비그 바구니 ￦9,900 스테인, 투명래커 

라탄. W25×D29×H15cm. 403.220.65

5 HAVSTA/하브스타 수납콤비네이션+미닫이 유리

 도어 ￦790,000 스테인, 투명래커 소나무 원목, 

 강화유리. W283×D37×H134cm. 992.660.67

6 PERSISK HAMADAN/페르시스크 하마단 

단모러그 ￦999,000 양모 100%, 면 100%. 

W140×L200cm. 102.992.31

7 STOCKSUND/스톡순드 3인용소파 ￦699,000 

 면 75%, 폴리에스테르 25%. 틴트, 래커 너도밤나무

원목. W199×D97, H84cm. 놀하가 그레이베이지/

 라이트브라운, 목재 690.338.14

8 HAVSTA/하브스타 커피테이블 ￦149,000 스테인, 

 투명래커 소나무 원목. L75×W60×H48cm. 

104.142.07

208 거실

8

6

4

7

3 HEMNES/헴네스
TV장식장

￦249,000

PERSISK HAMADAN/페르시스크 하마단

단모러그

￦999,000
6

TOFTLUND/토프틀룬드
러그

￦14,900/개

1

TÄRNABY/테르나뷔

탁상스탠드

￦29,900
2

5 HAVSTA/하브스타

수납콤비네이션+미닫이 유리도어

￦790,000



1 VITTSJÖ/빗셰 선반유닛 ￦99,000 

	 파우더코팅스틸,	강화유리,	포일	마감.	

W100×D36×H175cm. 802.133.14

2 KVISTBRO/크비스트브로 수납테이블 ￦29,900 

페인트	마감,	파우더코팅스틸.	지름	44,	H42cm. 

004.333.72

3 KNOPPARP/크노파르프 2인용	소파 ￦99,000 

	 커버:	폴리에스테르	100%.	W119×D76×H69cm.	

	 크니사	브라이트블루	904.246.55

4 HILLEBORG/힐레보리 암막커튼	한쌍 ￦39,900 

	 폴리에스테르	100%.	W145×L250cm. 604.250.29

5 VENCHE/벤셰 쿠션커버 ￦7,900

 폴리에스테르	100%.	L50×W50cm. 203.929.50

6 New FLOTTEBO/플로테보 소파베드+보조테이블 

￦699,000	파티클보드,	원목,	섬유판,	폴리우레탄폼	

	 W200×D120,	H79cm.	침대	크기	120×200cm.	

	 비슬레	퍼플	392.974.39

HILLEBORG/힐레보리
암막커튼 한쌍

￦39,900
4

KVISTBRO/크비스트브로
수납테이블

￦29,900
2

6 FLOTTEBO/플로테보
소파베드+보조테이블

￦699,000

3 KNOPPARP/크노파르프
2인용 소파

￦99,000

1

5

210	 거실



1 FÄRLÖV/펠뢰브 암체어 ￦549,000 

	 커버:	폴리에스테르	62%,	비스코스/레이온	38%	

W93×D101,	H88cm.	유파르프	옐로베이지	

391.923.95

2 FÄRLÖV/펠뢰브 수납풋스툴 ￦299,000 

	 커버:	폴리에스테르	62%,	비스코스/레이온	38%

	 	L64×W84,	H51cm.	유파르프	옐로베이지	

291.926.83

3 LANTLIV/란틀리브 화분스탠드 ￦44,900 

	 페인트	마감,	원목.	L32×W32,	H78cm. 601.971.26

4 LIATORP/리아토르프 책장+유리도어 ￦649,000 

W96×D38×H215cm.	592.287.65 

 조명은	별도	판매.

5 GRÖNLID/그뢴리드 긴의자 ￦610,000 

	 커버:	면	100%.	W117×D164,	H104cm.	

	 인세로스	화이트	192.548.17

6 INGRUN/잉룬 스로우 ￦14,900 

	 아크릴	87%,	면	13%.	W130×L170cm. 004.093.91

7 RICKARUM/리카룸 탁상스탠드 ￦79,900 

	 도자기제,	폴리에스테르	100%	H47cm.	

503.504.73

8 New LINDVED/린드베드 보조테이블 ￦29,900

 파우더코팅스틸.	지름	50cm,	H68cm. 804.338.96 우아하게 물주는 법

VATTENKRASSE/바텡크라세
물뿌리개 ￦14,900

￦9,900

 VATTENKRASSE/바텡크라세 

 물뿌리개	파우더코팅스틸,	아연도금스틸.	

0.9L.	903.9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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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ÄRLÖV/펠뢰브
암체어

￦549,000
1

LIATORP/리아토르프

책장+유리도어

￦649,000
4

LANTLIV/란틀리브
화분스탠드

￦44,900

3

2

6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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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완성하는  
BESTÅ/베스토 시스템
새로운 도어, 서랍, 색상이 추가된 BESTÅ/베스토를 만나보세요. 

IKEA에서 제안하는 BESTÅ/베스토 콤비네이션으로 거실 물건을 멋지게 정리하고, 

원하는 모양과 크기에 맞춰 나만의 솔루션도 만들어보세요. 누구나 꿈꾸는 수납 솔루션이죠?

1 BESTÅ/베스토 수납콤비네이션+도어/서랍 

￦520,000 포일 마감, MDF 및 페이퍼 포일,   

강화유리. W120×D42×H240cm. 화이트 한비켄

 /스투바르프 화이트 투명 유리 293.017.95  

 손잡이와 조명은 별도 판매.

2 New BESTÅ/베스토 수납콤비네이션+도어 

￦395,000 포일 마감, MDF, 재활용 PET 포일. 

W180×D42×H74cm. 블랙-브라운 스토크비켄/

 스투바르프 앤트러싸이트 693.025.71

3 BESTÅ/베스토 TV수납콤비네이션/유리도어 

￦370,000 포일 마감, 파티클보드 및 페이퍼 포일, 

강화유리. W240×D40×H128cm. 화이트 라프비켄

 /라이트그레이 투명유리 692.011.95  

 손잡이와 조명은 별도 판매.

4 BESTÅ/베스토 수납콤비네이션+도어 

￦470,000 포일 마감, 파티클보드, 고압 멜라민. 

W120×D42×H202cm. 화이트 칼비켄/스투바르프 

콘크리트 효과 893.050.69  조명은 별도 판매.

5 New BESTÅ/베스토 수납콤비네이션+도어 

￦520,000 포일 마감, 파티클보드, 페이퍼 포일, 

PET 포일. W120×D42×H192cm. 블랙-브라운 

 릭스비켄/노트비켄 블루 093.039.03  

 조명은 별도 판매.

거실 215

BESTÅ/베스토 제품을 

모두 보려면 여기를 스캔하세요.

2

4

BESTÅ/베스토

수납콤비네이션+도어

￦520,000
5

가구에 손잡이를 더하면 

적은 비용으로 분위기를 

새롭게 바꿀 수 있어요.

BESTÅ/베스토

수납콤비네이션+도어/서랍

￦520,000

1

BESTÅ/베스토
TV수납콤비네이션/유리도어

￦370,000

3



KNIXHULT/크닉스훌트

탁상스탠드

￦39,900

1

KRYDDPEPPAR/크뤼드페파르

화분스탠드, 실내외겸용

￦29,900

7

BESTÅ/베스토

수납콤비네이션+서랍

￦335,000
8

6 LANDSKRONA/란스크로나

3인용 소파

￦649,000

1 New KNIXHULT/크닉스훌트 탁상스탠드 

￦39,900 투명래커 대나무. H37cm. 203.585.31

2 KIVIK/쉬비크 2인용 소파 ￦499,000 면 55%, 

 폴리에스테르 25%, 비스코스/레이온 12%, 리넨 8%. 

 W190×D95×H83cm. 힐라레드 다크블루 

291.937.34

3 SVALSTA/스발스타 네스팅테이블 2종 ￦99,000 

 크기: 55x45x40cm 1개, 73x63x45cm 1개.  

 자작나무 무늬목. 302.806.93

4 KONGSTRUP/콩스트루프 장모러그 ￦99,900 

 폴리프로필렌 100%. W133×L195cm. 904.352.20

5 New LIVSVERK/리브스베르크 꽃병 ￦19,900 

 세라믹, 컬러 글레이즈. H21cm. 604.422.79

6 LANDSKRONA/란스크로나 3인용 소파 

 ￦649,000 커버: 폴리에스테르 100%. 

W204×D89×H78cm. 군나레드 라이트그린/우드 

192.703.27

7 New KRYDDPEPPAR/크뤼드페파르 화분스탠드, 

실내외겸용 ￦29,900 파우더코팅스틸. L33×W33, 

H65cm. 504.219.65

8 New  BESTÅ/베스토 수납콤비네이션+서랍 

￦335,000 포일 마감, 파티클보드, 플라스틱 포일. 

W180×D42×H74cm. 화이트 노트비켄/스투바르프 

그레이-그린 993.026.64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우리는 KNIXHULT/크닉스훌트 핸드메이드 조명을 통해 대나무의 놀라운 가능성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부분마다 다른 대나무의 색을 온전히 활용한다는 점도 큰 의미가 있죠. 

보통 대나무를 수확하면 밝은 부분만 사용해서 최대 82%의 원재료가 버려진다고 해요. 

짙은 부분도 함께 사용하면 버려지는 부분이 크게 줄고 자연스러운 패턴까지 생기니 

더욱 개성있는 제품이 된답니다.

거실 217216 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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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ew GRADVIS/그라드비스 꽃병 ￦14,900/개  

세라믹, 컬러 글레이즈. H24cm. 404.420.39

2 New  SVENSHULT/스벤스훌트 벽선반 

￦12,900/개 파우더코팅스틸. W60×D20×H35cm. 

104.305.61

3 New SVENSHULT/스벤스훌트 벽선반+수납 

￦34,900 스틸, 에폭시/폴리에스테르 파우더코팅 

W41×D20×H41cm. 804.305.29

4 BILLY/빌리 책장+유리도어 ￦249,000 

W80×D30×H202cm. 603.856.17 

 조명은 별도 판매.

5 STOMMA/스톰마 벽시계 ￦2,000 플라스틱. 

 지름 20cm. 403.741.39

6 New BERGSHULT/PERSHULT 베리스훌트/

페르스훌트 벽선반 콤비네이션 ￦17,900/개 

W80×D20cm. 892.907.32

218 거실

공간이 좁으면 

쌓아 올리죠

 GREJIG/그레이그 신발장.  

W58×D27×H17cm. 903.298.75

BILLY/빌리

책장+유리도어

￦249,000

4

5 STOMMA/스톰마

벽시계

￦2,000

2

1

6

￦6,000/개

GREJIG/그레이그

신발장

SVENSHULT

벽선반+수납

￦34,900

3



POÄNG/포엥
암체어

￦199,000
2

GRÖNADAL/그뢰나달
흔들의자

￦199,000

5
EKOLSUND/에콜순드
리클라이너 체어

￦349,000

1

평소 어떤 자세로   
앉으세요?
구부정하게 앉는 편인가요? 몸을 푹 파묻어 앉나요? 흔들의자에 앉는 

걸 좋아하나요? 저마다 즐겨 앉는 자세는 달라도 IKEA에서는 나에게 

딱 맞는 의자를 찾을 수 있어요. 편안함을 누릴 준비만 하세요! 

1 New EKOLSUND/에콜순드 리클라이너

 ￦349,000 커버: 폴리에스테르 100%. 

W85×D94×H97cm. 군나레드 라이트브라운-핑크 

692.971.88

2 POÄNG/포엥 암체어 ￦199,000  

커버: 선염 그레인 가죽. W68×D82×H100cm. 

 자작나무 무늬목, 글로세 다크브라운 698.912.73

3 STOCKHOLM/스톡홀름 쿠션형 스툴 ￦399,000 

커버: 면피가죽, 모피. W60×D51×H41cm. 델리카트 

화이트/블랙 001.820.43

4 KOARP/코아르프 암체어 ￦229,000

 커버: 폴리에스테르 100%. W83×D78, H75cm. 

 군나레드 베이지/블랙 092.217.14

5 GRÖNADAL/그뢰나달 흔들의자 ￦199,000 

투명래커 라탄, 물푸레나무 원목, 스틸. 

W57×D82×H86cm. 703.200.98

6 VEDBO/베드보 하이백 암체어 ￦349,000/개

 콜드폼, 폴리에스테르 충전재. 

W80×D85×H108cm. 군나레드 블루 904.235.85

7 NOLMYRA/놀뮈라 이지체어 ￦32,000 

 스테인, 투명래커 자작나무 무늬목, 폴리에스테르. 

W64×D75×H75cm. 302.336.06

8 HAVSTEN/하브스텐 실내외 이지체어 ￦280,000 

파우더코팅스틸/아연도금스틸, 폴리에스테르. 

W83×D94×H90cm. 192.519.32

9 DIHULT/디훌트 쿠션형 스툴 ￦99,900

 커버: 면 80%, 리넨 20%. L135×W116, H20cm. 

 카토르프 내추럴 803.40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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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거실 거실 221

7 NOLMYRA/놀뮈라
이지체어

￦32,000

새 소파를 들여놓는 

설레는 날, 배송 서비스 

정보를 확인하려면 

QR 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1 New NYMÖ/뉘뫼 전등갓 ￦39,900/개 

 조명본체와 전원코드는 별도 판매. 스틸, 에폭시/

폴리에스테르 파우더코팅 지름 44cm, H33cm. 

104.474.44

2 GURLI/굴리 쿠션커버 ￦3,900/개 면 100%. 

L50×W50cm. 502.811.49

3 GRÖNLID/그뢴리드 3인용 소파 ￦799,000 

 커버: 폴리에스테르 100%. W247×D98, H104cm. 

융엔 다크레드 992.564.69

4 STOCKHOLM/스톡홀름 2017 평직러그 

￦299,000 앞면: 순모 100%. 뒷면: 면 100% 

W170×L240cm. 303.453.50

5 HEMNES/헴네스 8칸서랍장 ￦299,000 스테인,

 투명래커 소나무 원목. W160×D50×H96cm. 

303.556.69

6 New STRANDMON/스트란드몬 윙체어

 ￦249,000 커버: 폴리에스테르 100%. 

W82×D96×H101cm. 노르드발라 레드 604.332.46

7 AINA/아이나 쿠션커버 ￦9,900 리넨 100%. 

L50×W50cm. 204.095.02

8 ANNAKAJSA/안나카이사 반암막 커튼한쌍 

￦69,900 폴리에스테르 100%. W145×L250cm. 

503.952.59

거실 223

NYMÖ/뉘뫼
전등갓

￦39,900/개

1

ANNAKAJSA/안나카이사
반암막커튼 한쌍

￦69,900

8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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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TRANDMON/스트란드몬

윙체어

￦249,000
7



LISTERBY/리스테르뷔

커피테이블

￦199,000
6

LIDHULT/리드훌트

3인용 소파+긴의자

￦1,249,000

2

무드 조명과 작업 조명을 

따로 켤 수 있어요! 

원하는대로 조절해보세요.

1

3

4
5

1 New GURLI/굴리 쿠션커버 ￦3,900/개 면 100%. 

L50×W50cm. 104.334.18

2 LIDHULT/리드훌트 3인용 소파+긴의자 

￦1,249,000 겉감: 면 76%, 폴리에스테르 24%. 

W279×D98/164, H102cm. 가세볼 라이트베이지 

192.571.61 

3 NOT/노트 상향식 플로어스탠드/독서등 ￦24,900 

강화 EVA 플라스틱 H174cm. 403.048.82

4 VINDUM/빈둠 장모러그 ￦239,000 파일: 폴리

 프로필렌 100%. W200×L270cm. 903.449.89

5 New STILREN/스틸렌 미니양초홀더 ￦2,900/개 

세라믹, 컬러 글레이즈. H6cm. 004.447.90

6 LISTERBY/리스테르뷔 커피테이블 ￦199,000 

파티클보드+물푸레무늬목 마감 지름 90cm, 

H45cm. 804.080.62

차가 작아서 큰 물건을 

구입하기 어려우세요? 

QR 코드를 스캔해서 

배송 서비스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마음 가는대로 즐기는 조명

 HÅRTE/호르테 LED작업등 파우더코팅스틸, 알루미늄. H32cm.  

조명기구 안의 전구는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402.839.26224 거실

HÅRTE/호르테
LED작업등 ￦19,900

￦14,900/개



1 SKARSTA/스카르스타 높이조절책상 ￦239,000 

페인트 마감, 파우더코팅스틸. L120×W70, H70–

120cm. 790.849.64

2 NILSERIK/닐세리크 스탠딩 서포트 ￦69,900 커버: 

 폴리에스테르 100%. 시트 지름 35, H51~71cm. 

 화이트/비슬레 그레이 703.097.22

3 NYMÅNE/뉘모네 작업등/벽부착등 ￦69,900 페인트 

스틸, 알루미늄, PC 플라스틱. H62cm. IKEA. Model 

A1701 Nymåne. 본 조명기구는 에너지 등급 A++에서 

D까지의 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903.368.09

4 New TJENA/셰나 사무용품 정리대 ￦6,900 구성: 

수납상자 5종 (크기: 8.2x8.2x5cm, 8.2x8.2x9cm, 

8.2x8.2x13cm, 24.6x8.8x17cm, 25x17.5x2.8cm). 

종이. 504.340.48

5 KNOTTEN/크노텐 스탠딩책상 ￦199,000 틴트, 투명 

 아크릴 래커 자작나무원목. W62×D48×H105cm. 

103.611.38

6 New SLIPSTEN/슬립스텐 벽시계 ￦19,900/개 ABS 

플라스틱. 지름 35cm. 104.408.24

7 MICKE/미케 책상 ￦99,900 페인트 마감, 파우더코팅

스틸. W142×D50×H75cm. 403.542.78

8 HATTEFJÄLL/하테피엘 ￦229,000 스틸, 아세탈 

 플라스틱, 강화 폴리아미드 플라스틱, 에폭시/폴리에스

테르 파우더코팅 시트 W50×D40, H41~52cm. 

 군나레드 베이지 003.202.28

9 New ALEX/알렉스 9칸 서랍유닛 ￦149,000/개 

 페인트마감. W36×D48×H116cm. 제품 구성에 포함된 

고정장치로 가구를 벽에 단단히 고정하세요. 아이가 

 가구에 매달리거나 오르면, 가구가 넘어져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004.462.42

서재
사람과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 궁금하시죠? 

몸을 잘 받쳐주는 의자와 스툴을 만나보세요. 언제든 

모바일 기기를 충전할 수 있고, 수납 솔루션이 마련

되어 있어 필요한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답니다. 

작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똑똑한 가구

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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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YMÅNE/뉘모네
작업등/벽부착등

￦69,900

1

2

4

5

SLIPSTEN/슬립스텐
벽시계

￦19,900

6

MICKE/미케
책상

￦99,900
7

8

9



세련된 스타일 

모던한 기능
사무용 가구라고 해서 반드시 딱딱한 디자인일 필요는 없죠. 사무실에

서만 사용할 필요도 없고요. 전형적인 사무용 가구의 달라진 모습을 

만나보세요. 다양한 기능으로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한 습관을 

들이기에 좋아요. 어디에나 어울리는 스타일까지 겸비했답니다.

스툴 지지대를 축으로 삼아 

시트가 기울기 때문에 하루 

종일 몸의 움직임을 따라 시

트도 움직입니다. 덕분에 서

서 작업을 해도 몸을 편하게 

기댈 수 있어요.

228 서재

1 TROLLBERGET/트롤베리에트 액티브 서포트 

￦119,000 천연가죽(선염 풀그레인 가죽) 시트  

지름 39, H66~80cm. 그란 베이지 803.882.62

2 IDÅSEN/이도센 도어수납장+서랍 ￦349,000 

스틸, 에폭시/폴리에스테르 파우더코팅 

W80×D47×H119cm. 503.207.30

3 New IDÅSEN/이도센 높이조절 책상 ￦799,000  

투명래커 물푸레무늬목, 파우더코팅스틸. 

L160×W80, H63~127cm. 292.809.86

4 HEKTAR/헥타르 작업등+무선충전 ￦89,900  

파우더코팅스틸, 알루미늄. 지름 18cm. IKEA. 

Model A1502 Hektar. 본 조명기구는 에너지   

등급 A++에서 D까지의 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603.234.41

5 ALEFJÄLL/알레피엘 ￦249,000 천연가죽(선염  

풀그레인 가죽) 시트 W51×D42, H45~56cm. 

 그란 베이지 603.202.25

6 IDÅSEN/이도센 이동식 서랍유닛 ￦149,000 

스틸, 에폭시/폴리에스테르 파우더코팅 

W42×D47×H61cm. 303.980.89

7 PLEJA/플레야 손잡이 철망바구니 ￦19,900 파우더

코팅스틸, 코르크. L36×W27, H15cm. 003.480.53

서재 229

책상의 높이조절 버튼과 앱 제어를 통해 

앉거나 서서 작업하기 편한 높이로 

간편하게 바꿀 수 있어요.

바퀴가 달려 있어 원하는 장소로 간편하

게 옮길 수 있고 서랍에는 완충 기능이 

있어서 부드럽게 여닫을 수 있어요.

1

2

IDÅSEN/이도센
높이조절 책상

￦799,000
3 1

4 HEKTAR/헥타르
작업등+무선충전

￦89,900

ALEFJÄLL/알레피엘
회전의자

￦249,000

5

6 IDÅSEN/이도센
이동식 서랍유닛

￦149,000

7

3



1 BRÄDA/브레다 노트북 받침대 ￦4,900 폴리스티렌 

플라스틱. W42×D31×H9cm. 702.612.30

2 New ÖRFJÄLL/외르피엘 ￦79,900/개 유칼립투스 

성형합판 시트 W49×D43, H46~58cm. 화이트/

비슬레 다크옐로 693.030.47  화이트/비슬레 퍼플 

493.030.67

3 New STARTTID/스타르티드 백팩 ￦29,900 

폴리에스테르 100%. 18L. 204.322.39

4 HÅRTE/호르테 LED 작업등 ￦14,900 

파우더코팅스틸, 알루미늄. H32cm. 402.839.26

5 LIXHULT/릭스훌트 수납장 ￦15,000 

파우더코팅스틸. W25×D25×H25cm. 003.996.60

6 HELMER/헬메르 이동식 서랍유닛 ￦29,900 

파우더코팅스틸. W28×D43×H69cm. 003.419.71

7 LINNMON/KRILLE 린몬/크릴레 테이블 

￦90,000 페인트 마감, 파우더코팅스틸. 

L120×W60, H74cm. 992.142.19

8 LILLHULT/릴훌트 USB C타입-USB 케이블 

￦7,900 L1.5m. 폴리에스테르 100%.504.261.66

서재 231230 서재

원하는 스타일에 맞게

 테이블상판과 다리를 

조합해보세요.

1 BRÄDA/브레다
노트북 받침대

￦4,900 2 ÖRFJÄLL/외르피엘
회전의자

￦79,900/개

STARTTID/스타르티드

백팩

￦29,900
3

HÅRTE/호르테

LED 작업등 ￦19,900

￦14,900
4

LIXHULT/릭스훌트

수납장

￦15,000

5

7 LINNMON/KRILLE 

린몬/크릴레

테이블

￦90,000

6

7

8



1 New SÖDERGARN/쇠데르가른 메모판+자석 

￦14,900 스틸, 파우더코팅 L60×W60. 904.338.29

2 SVALNÄS/스발네스 벽수납 콤비네이션 

 ￦430,000 파우더코팅, 스틸, 대나무. W130×D35×

 H176cm. 191.844.38

3 New DRÖNJÖNS/드뢰니엔스 서류함 ￦9,900/

 2개. 파우더코팅스틸. W34×D24×H7cm. 

404.288.25

4 New LANKMOJ/랑크모이 노트커버 ￦2,900 

 폴리에스테르 100%. L22×W15cm. 904.425.17

5 YPPERLIG/위펠리그 LED 탁상스탠드 ￦69,900  

알루미늄, 에폭시/폴리에스테르 파우더코팅, ABS 

 플라스틱 H44cm. IKEA. Model B1612F 

YPPERLIG. 본 조명기구는 에너지 등급 A++에서 

A까지의 일체형 LED 전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503.499.03

6 LÅNGFJÄLL/롱피엘 ￦179,000 시트 W53×D41, 

H43~53cm. 군나레드 라이트 브라운-핑크/화이트 

892.527.87

7 HILVER/힐베르 테이블 ￦200,000 투명래커 

대나무, 파우더코팅스틸 L140×W65, H73cm. 

590.46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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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ÖDERGARN/쇠데르가른
메모판+자석

￦14,900
1

2

DRÖNJÖNS/드뢰니엔스
서류함 2개

￦9,900

3

4

YPPERLIG/위펠리그
LED 탁상스탠드

￦69,900

5

HILVER/힐베르

테이블

￦200,000
7

6



1 TJENA/셰나 파일꽂이 ￦3,900 /2개. 종이. 

W10×D25×H30cm. 703.954.75

2 BEKANT/베칸트 이동식 수납유닛 ￦279,000 

 아크릴 페인트, 파우더코팅,스틸. W41×D45×

 H101cm. 092.825.33

3 New SKURUP/스쿠루프 작업등/벽부착등 

￦49,900 파우더코팅스틸. H94cm. IKEA Model 

A1702 SKURUP. 본 조명기구는 에너지 등급 

A++에서 D까지의 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603.260.29

4 BEKANT/베칸트 회의테이블 ￦299,000 

파티클보드, 물푸레나무 무늬목, 스테인, 투명 아크릴 

래커, 포일, ABS 플라스틱 L140×W40, H73cm. 

892.825.72

5 FJÄLLBERGET/피엘베리에트 회의의자 

￦249,000 폴리프로필렌 플라스틱 ,파우더코팅,

스틸, W42×D40, H43–56cm. 블랙 스테인 

물푸레나무 무늬목/군나레드 다크그레이 

603.96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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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물건에는 

제자리가 필요하죠

 LENNART/렌나르트 서랍유닛 

 파우더코팅스틸, 플라스틱. 

W30×D34, H56cm. 103.261.78

1 TJENA/셰나
파일꽂이 2개

￦3,900

BEKANT/베칸트

이동식 수납유닛

￦279,000
2

SKURUP/스쿠루프

작업등/벽부착등

￦49,900

3

4

5

LENNART/렌나르트
서랍유닛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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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ew UPPLAGA/우플라가 파스타 접시 ￦7,900/개 

도자기제  지름 26cm. 304.247.19

2 New VARDAGEN/바르다겐 고블렛 ￦9,900/4개. 

강화유리 28cl. 704.158.93

3 SMYCKA/스뮈카 조화 ￦900/개 플라스틱, 폴리 

에스테르 100%. H30cm. 피오니 104.098.28

4 GAMMAN/감만 식기도구 24종 ￦39,900   

구성: 포크, 칼, 숟가락, 찻숟가락 각 6개씩 스테인

 리스스틸, 스테인리스스틸 903.849.56

5 New UPPLAGA/우플라가 머그컵 ￦4,900/개  

도자기제  35cl. 604.247.13

6 FANTASTISK/판타스티스크 종이냅킨 

 ￦2,900/50개. 종이 W40×L40cm. 403.684.83

7 VASEN/바센 꽃병 ￦3,000 유리. H20cm. 

002.763.05

8 EMMIE ROS/엠미에 로스 패브릭 ￦7,900/m  

면 100%. W150cm. 502.179.12

9 SMAKSINNE/스막신네 식탁매트 ￦1,900   

플라스틱. 지름 37cm. 604.031.88

10 GARNERA/가르네라 2단 서빙스탠드 ￦19,900  

스틸. 지름 29cm. 902.587.69

11 KAFFEREP/카페레프 라즈베리 비스킷 ￦2,900/개 

176g. 103.749.23

더욱 달콤한 주말 로맨틱한 꽃무늬, 새하얀 도자기, 

반짝이는 유리 식기... 시대를 초월

해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

들은 평범한 일상을 특별한 시간

으로  바꾸어주는 힘이 있어요.

5

FANTASTISK/판타스티스크

종이냅킨 50개

￦2,900
6

EMMIE ROS/엠미에 로스

패브릭

￦7,900/m

8

SMYCKA/스뮈카

조화

￦900/개

3

7 VASEN/바센

꽃병

￦3,000

1

4

10

9

11 KAFFEREP/카페레프

라즈베리 비스킷

￦2,900/개

2 VARDAGEN/바르다겐

고블렛 4개

￦9,900



1 New VARDAGEN/바르다겐 고블렛 ￦9,900/4개.  

강화유리 28cl. 704.158.93

2 New NORDVIKEN/노르드비켄 확장형 테이블 

￦399,000 L152/223×95, H75cm. 603.695.99

3 HEKTAR/헥타르 펜던트등 ￦79,900/개   

스틸, 알루미늄. 지름 38cm. IKEA. Model T1401F. 

 본 조명기구는 에너지 등급 A++에서 D까지의 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703.391.73

4 New NORDVIKEN/노르드비켄 의자 ￦79,900/개 

W44×D56×H97cm. 903.695.50

5 New TRANGET/트랑에트 평직러그 ￦299,000 

앞면: 양모 100%. 뒷면: 면 100% W170×L240cm. 

304.385.37

6 INGATORP/잉아토르프 드롭리프 테이블 ￦199,000 

스테인, 투명래커 소나무 원목. L65/123×W78, H73cm. 

603.655.20

7 TILLBRINGARE/틸브링아레 물병 ￦3,900 유리. 1.7L. 

103.624.06

8 New NORDVIKEN/노르드비켄 의자 ￦79,900 

W44×D56×H97cm. 703.695.46

다이닝
평범한 테이블 위에서 일상 속 많은 일이 일어나죠.  

여럿이 모여 맛있는 음식도 함께 나누고, 조용히  

혼자서 숙제와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원하는 스타일

과 예산에 맞는 제품을 찾을 수 있도록 가구, 패브릭,  

식기류 등 다양한 다이닝 제품을 준비했어요.

VARDAGEN/바르다겐

고블렛 4개

￦9,9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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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DVIKEN/노르드비켄

확장형 테이블

￦399,000

2

3

4

5

6

7

NORDVIKEN/노르드비켄

의자

￦79,900
8



1 New NÄTVERK/네트베르크 냅킨꽂이 ￦2,900 

 스틸, 에폭시/폴리에스테르 파우더코팅 

W6.5×L11cm. 304.089.17

2 New LANEBERG/라네베리 확장형 테이블 

￦249,000 L130/190×W80×H75cm. 804.161.37

3 ADDE/아데 의자 ￦15,000/개 

 파우더코팅스틸, 폴리프로필렌 플라스틱. 

W39×D47×H77cm. 702.142.86

4 New KARLJAN/칼리안 의자 ￦49,900/개 

파우더코팅스틸, 폴리에스테르 100%. 

W49×D55×H81cm. 다크그레이/카부사   

다크그레이 303.410.26

5 GODIS/고디스 유리컵 ￦7,900/6개. 유리. 40cl. 

201.378.46

6 MOPPA/모파 물병+뚜껑 ￦4,900 플라스틱. 1.7L. 

303.429.12

7 OFTAST/오프타스트 파스타 접시 ￦1,000/개  

유리, 강화유리. 지름 20cm. 203.189.41

8 New OFTAST/오프타스트 서빙볼 ￦2,500   

유리, 강화유리. 지름 23cm. 004.393.93

9 OFTAST/오프타스트 접시 ￦1,000/개  

 유리, 강화유리. 지름 25cm. 102.589.14

10 MOPSIG/몹시그 식기도구 16종 ￦7,900   

스테인리스스틸. 803.430.04

11 STOMMA/스톰마 벽시계 ￦2,000 플라스틱.  

 지름 20cm. 403.741.39

12 New YNGVAR/윙바르 의자 ￦129,000/개 

W40×D40, H46cm. 604.176.37

GODIS/고디스
유리컵 6개

￦7,900

5

11

9 OFTAST/오프타스트
접시

￦1,000/개

10 MOPSIG/몹시그
식기도구 16종

￦7,900

7

YNGVAR/윙바르
의자

￦129,000/개
12

4

LANEBERG/라네베리
확장형 테이블

￦249,000

2

3

NÄTVERK/네트베르크
냅킨꽂이

￦2,900

1

튼튼하고 변함없는 의자.   

겹쳐서 쌓거나 걸어둘 수 있어요.   

공공장소에서 사용해도   

좋을 정도로 내구성이 뛰어나죠.

MOPPA/모파
물병+뚜껑

￦4,900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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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고민이    

사라져요!
혼자만의 아침 식사도 여러 사람이 모인 파티도 걱정 없어요. 물론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는 만능 제품은 없지만 확장형 테이블, 알맞은 

크기의 의자 등 스마트한 제품 몇 가지만 추가하면 어떤 손님맞이라도 

간단히 준비할 수 있죠. 이제 식탁이나 의자가 아니라 손님맞이 음식  

준비에만 집중하세요! 

EKEDALEN/에케달렌 

테이블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혼자 확장할 수 

있어요.

1 HENRIKSDAL/헨릭스달 의자 ￦89,000 

W51×D58×H97cm. 다크브라운/그레스보 화이트 

992.207.53

2 IKEA 365+ 접시 ￦3,900/개 도자기제  지름 27cm. 

902.589.48

3 BERTIL/베르틸 의자패드 ￦3,900/개 겉면: 아크릴 

/폴리에스테르. 충전재: 폴리우레탄 폼 지름 33cm. 

701.722.86

4 EKEDALEN/에케달렌 확장형테이블 ￦249,000

 스테인, 투명래커 물푸레나무 무늬목. 

L120/180×W80, H75cm. 903.408.06

5 EKEDALEN/에케달렌 의자 ￦59,900/개 스테인 

투명래커 너도밤나무, 폴리에스테르 65% 면 35%. 

W43×D51×H95cm. 다크브라운/오르스타 라이트

그레이 203.410.17

6 EKEDALEN/에케달렌 벤치 ￦100,000 스테인,  

투명래커 물푸레나무 무늬목. L105×W36×H45cm. 

303.410.31

7 GUNDE/군데 접이식 의자 ￦10,000/개   

아연도금스틸, 플라스틱. W41×D45×H78cm. 

802.177.98

8 New ODGER/오드게르 의자 ￦79,900/개  

 합성목재. W45×D51×H81cm. 304.573.14

9 URBAN/우르반 어린이의자 ￦49,900 강화 폴리프

로필렌 플라스틱. W45×D48×H79cm. 301.652.16

어린이 의자에 앉으면 자그마한 

아이도 테이블에서 어른들과 함께 

파티를 즐길 수 있어요!

1 HENRIKSDAL/헨릭스달

의자

￦89,000

2

1

ODGER/오드게르

의자

￦79,900

8

9

5 EKEDALEN/에케달렌

의자

￦59,900/개

6

3

4

같은 시리즈의 벤치와 의자를 함께 

사용하면 공간 효율성을 높이면서 

세련된 감각도 표현할 수 있답니다.

7 GUNDE/군데

접이식 의자

￦10,000/개

다이닝 243242 다이닝



1 INGOLF/잉올프 의자 ￦79,900/개 스테인,  

 투명래커 소나무 원목. W43×D52, H91cm. 

003.633.31

2 INGATORP/잉아토르프 확장형 테이블 

￦399,000 스테인, 투명래커 물푸레나무 무늬목. 

L155/215×W87, H74cm. 803.655.24

3 SAKARIAS/사카리아스 팔걸이 의자 ￦199,000 

W60×D67×H96cm. 블랙/스포르다 다크그레이 

292.807.88

4 New UPPLAGA/우플라가 머그컵 ￦4,900   

도자기제  35cl. 604.247.13

5 New UPPLAGA/우플라가 접시 ￦7,900 도자기제  

지름 28cm. 904.246.98

6 SANELA/사넬라 반암막 커튼, 한쌍 ￦79,900 면  

벨벳 100%. W140×L250cm. 404.189.06

7 New UPPVAKTA/우프박타 꽃병 ￦19,900 세라믹, 

컬러 글레이즈. H20cm. 504.422.51

8 INGATORP/잉아토르프 확장형 테이블 ￦499,000 

페인트 마감. 지름 110/L155, H74cm. 003.655.23

9 INGATORP/잉아토르프 팔걸이 의자 ￦149,000 

페인트 자작나무 원목, 폴리에스테르 100%. 

W57×D63×H99cm. 화이트/노르드발라 베이지 

702.462.92

10 EGENTLIG/에겐틀리그 커피/티 메이커 ￦24,900 

내열 유리, 폴리프로필렌 플라스틱, 스테인리스스틸 

0.9L. 503.589.78

UPPLAGA/우플라가

접시, 지름 28cm

￦7,900

5

SAKARIAS/사카리아스

팔걸이 의자

￦199,000

3

EGENTLIG/에겐틀리그

커피/티 메이커

￦24,900

10

9

4

등받이가 높은 의자는 편히 

앉을 수 있는 최고의 의자죠. 

클래식 디자인으로 세련된 

느낌까지 담았어요.

INGATORP/잉아토르프

확장형 테이블

￦499,000
8

다른 제품도 궁금하다면? 

여기를 스캔해서 모든 다이닝  

제품을 확인해보세요.

6 SANELA/사넬라

반암막 커튼, 한쌍

￦79,900

2

다이닝 245244 다이닝

UPPVAKTA/우프박타

꽃병, H20cm

￦19,900

7

1



1 MELODI/멜로디 펜던트등 ￦10,000 폴리스티렌 

  플라스틱. 지름 28cm. IKEA. Model T1632 

Melodi. 본 조명기구는 에너지 등급 A++에서   

D까지의 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803.865.31

2 MELLTORP/멜토르프 테이블 ￦59,900  

 멜라민포일 마감, 스틸. L75×W75×H74cm. 

792.463.77

3 TEODORES/테오도레스 의자 ￦25,000/개   

플라스틱, 파우더코팅스틸. W46×D54×H80cm. 

703.509.38

4 IKEA 365+ 도시락 가방 ￦3,900 플라스틱. 

L22×W17, H30cm. 504.097.13

5 STORHET/스토르헤트 샴페인잔 ￦3,900 유리. 

30cl. 603.428.83

6 DRYCK FLÄDER/드뤼크 플레데르 엘더플라워 시럽 

￦5,900 500ml. 402.960.14

목마른 순간에도        

지구를 지켜요!

IKEA 365+ 

물병

￦3,900/개

 IKEA 365+ 물병. 플라스틱. 0.5L. 

504.123.86

IKEA 365+

도시락 가방

￦3,900

4

6

5 STORHET/스토르헤트

샴페인잔

￦3,900

2

3

1 MELODI/멜로디
펜던트등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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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동그란 모양을 육각형으로 바꾸면 쓰레기는 

줄고, 가격은 낮아지겠죠? 그 소재가 재활용 

페트라면 또 어떨까요? 때가 덜 타도록   

색상도 흰색에서 회색으로 바꾼다면? 

이렇듯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FIXA/픽사 

바닥보호 스티커가 새롭게 태어났어요! 

똑똑한 제품이 더욱 똑똑해졌답니다. 

1	 LOHALS/로할스	평직러그	￦149,000 황마 100%. 

W200×L300cm.	802.773.96

2	 New	SKYMNINGEN/쉼닝엔	펜던트등	

￦99,900/개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 지름 42cm. IKEA. Model T1630-1 

SKYMNINGEN. 본 조명기구는 에너지 등급 A++

 에서 D까지의 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4.309.76

3	 ODGER/오드게르	의자	￦79,900/개 합성목재. 

W45×D51×H81cm.	403.599.97

4	 MÖRBYLÅNGA/뫼르뷜롱아	테이블	￦599,000 

L140×W85×H74cm. 703.862.49

5	 New	FIXA/픽사	바닥보호 스티커 20입	￦700  

크기: 지름 2/4cm. 폴리에스테르 100%.804.311.52

6	 JANINGE/야닝에	의자	￦49,900/개 강화 폴리프로

필렌 플라스틱. W50×D46×H76cm.	802.460.79

7	 IKEA	PS	2012	드롭리프 테이블	￦249,000  

대나무, 알루미늄. L74/106/138×W80, H74cm.	

002.068.07

8	 New	LIVSVERK/리브스베르크	꽃병	￦19,900  

세라믹, 컬러 글레이즈. H23cm.	004.422.44

9	 FABRIKÖR/파브리셰르	유리도어 수납장	

	 ￦199,000 파우더코팅스틸, 강화유리. 

W57×D47×H150cm.	402.422.95	
	

10	 SNIDAD/스니다드	바구니	￦39,900 라탄.   

높이 39×지름 54cm.	003.949.45

FABRIKÖR/파브리셰르
유리도어	수납장		

￦199,000

9

JANINGE/야닝에
의자

￦49,900/개

6

7

8

IKEA 무늬목 테이블은 원목

만큼 튼튼하지만 나무 사용

량은 적죠. 그래서 환경에도 

좋답니다.

ODGER/오드게르
의자

￦79,900/개
3

FIXA/픽사
바닥보호	스티커	20종

￦700

5

다이닝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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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ARDAGEN/바르다겐 머핀틀 ￦14,900 양극산화 

알루미늄. L38×W29cm. 502.569.94

2 TIMVISARE/팀비사레 행주 ￦7,900/2개. 

 면 100%. W50×L70cm. 603.717.95

3 AGAM/아감 어린이 의자 ￦59,900/개 페인트 마감. 

W41×D43×H79cm. 502.535.37

4 SYLT BLÅBÄR/쉴트 블로베르 블루베리잼 ￦6,900 

425g. 703.086.28

5 VARDAGEN/바르다겐 그릇 ￦4,900 유리.   

지름 26cm. 502.892.49

6 RÖRT/뢰르트 스푼 ￦2,000 오일 마감, 너도밤나무 

원목. L31.5cm. 602.784.67

7 TOPPKLOCKA/톱클로카 어린이 앞치마+요리사 

 모자 ￦7,900 폴리에스테르 100%. L57cm. 

803.008.15

달콤한 간식 만들기가 쉽고 

즐거워져요. 여기를 스캔하여 

제빵기기 제품을 모두 

확인하세요.

VARDAGEN/바르다겐
머핀틀

￦14,900

1
AGAM/아감
어린이 의자

￦59,900/개

3

2

VANGSTA/방스타
확장형 테이블

￦99,900

테이블이 좁다면?      
쭉 넓히세요. 

 

 VANGSTA/방스타 확장형 테이블. 

파우더코팅스틸, 파티클보드, 포일 

L80/120×W70, H73cm. 

 403.751.29250 다이닝

4

7

VARDAGEN/바르다겐

그릇

￦4,900
5

6



1 IKEA 365+ 그릇, 각진 모서리 ￦7,900 

 도자기제 지름 28cm. 702.797.01

2 IRIS/이리스 행주 ￦5,900 /2개. 면 100%. 

W50×L70cm. 602.198.21

3 ÖRTFYLLD/외르트퓔드 오일/식초용기 3종 ￦9,900 

구성: 오일과 식초를 넣을 수 있는 병 2개 (지름 5cm, 

높이 20cm, 용량 22cl). 유리, 스테인리스스틸. 

203.913.52

4 IKEA 365+ 냄비+뚜껑 ￦29,900 스테인리스스틸, 

 알루미늄, 내열성 유리. 3L. 902.567.51

5 TORNVIKEN/토른비켄 선반장 ￦60,000/개 아크릴 

페인트. W20.0×D36.6×H40.0cm. 203.590.07

6 METOD/ASKERSUND 메토드/아스케르순드 하부장 

콤비네이션. ￦1,850,000 METOD/메토드 수납장

 프레임, 화이트 멜라민포일. ASKERSUND/아스케르순

드 라이트 물푸레나무 무늬 서랍앞판, 멜라민포일 마감. 

MAXIMERA/막시메라 서랍, 파우더코팅스틸, 멜라민

 포일. 파우더코팅 알루미늄 소재의 화이트 BILLSBRO/

빌스브로 손잡이 및 EKBACKEN/에크바켄 물푸레나무  

무늬 라미네이트 조리대와 함께 연출되었습니다.

주방
요리 솜씨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IKEA는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모듈식 수납제품, 효율적인 가전

제품, 뛰어난 품질의 조리용품 등, 초보자부터 전문가

까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마련해두었

거든요. 요리에 대한 열정만 더하면 돼요!

252 주방

IKEA 365+
냄비+뚜껑

￦29,900

4
3

METOD/ASKERSUND 

메토드/아스케르순드
하부장 콤비네이션

￦1,850,000

6

TORNVIKEN/토른비켄
선반장, W20×D36.6, H40cm

￦60,000/개

5IKEA 365+

그릇, 각진 모서리

￦7,900
1

2



주방 255

1 METOD/BODBYN 메토드/보드뷘 유리도어 

 콤비네이션 ￦2,045,000 METOD/메토드 수납장

 프레임, 화이트 멜라민포일. BODBYN/보드뷘

 서랍앞판, 그레이 페인트 마감, 강화유리도어. 

MAXIMERA/막시메라 서랍, 파우더코팅스틸, 

멜라민포일. 블랙 파우더코팅 알루미늄 소재의 

ENERYDA/에네뤼다 손잡이와 함께 

 연출되었습니다. 조명은 별도 판매.

2 METOD/ BODBYN 메토드/보드뷘 수납 콤비네이

션 ￦1,700,000 METOD/메토드 수납장프레임,  

화이트 멜라민포일. BODBYN/보드뷘 서랍앞판,  

그레이 페인트 마감. MAXIMERA/막시메라 서랍,  

파우더코팅스틸, 멜라민포일. 블랙 파우더코팅  

알루미늄 소재의 ENERYDA/에네뤼다 컵모양 손잡이 

및 SÄLJAN/셀리안 블랙 미네랄 효과 라미네이트 

 조리대와 함께 연출되었습니다.

3 TROVÄRDIG/트로베르디그 프라이팬 ￦29,900/개 

불소수지코팅(Teflon® Professional) 알루미늄/

 스테인리스스틸. 지름 24cm. 402.701.70

4 SENIOR/세니오르 프라이팬 ￦39,900 에나멜 코팅 

주철.  지름 28cm. 702.648.46

5 SENIOR/세니오르 캐서롤+뚜껑 ￦79,900 에나멜 

코팅 주철.  5L. 302.328.43

6 VARIERA/바리에라 식기도구 트레이 ￦45,000/개 

섬유판, 대나무 무늬목, 투명 폴리우레탄/아크릴래커 

W52xD50xH5.4 cm 302.711.32

6 VARIERA/바리에라
식기도구 트레이

￦45,000/개

3

4

5 SENIOR/세니오르
캐서롤+뚜껑

￦79,900/개

주물 냄비는 내구성과 열 

지속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조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음식을 만들 때 특히 좋아요!

1

내 컴퓨터에서   

편하게 구성해볼 수 있어요. 

여기를 스캔하여 

온라인 주방 플래너를 

시작해보세요.

METOD/BODBYN 메토드/보드뷘
수납 콤비네이션

￦1,700,000
2

METOD/메토드 주방 
SENIOR/세니오르

25년 품질보증



1 BLOMNING/블롬닝 커피/차 틴케이스 ￦2,900 

스틸. L11×W7, H20cm. 403.732.05

2 BLOMNING/블롬닝 커피/차 틴케이스 ￦1,900 

스틸. L10×W10, H10cm. 103.732.02

3 VARIERA/바리에라 선반 인서트 ￦3,900/개 스틸. 

높이 16cm 701.777.26

4 VARIERA/바리에라 선반 인서트 ￦5,900/개 스틸. 

높이 16cm 501.777.27

5 IKEA 365+ 음식보관용기+뚜껑, 직사각형 

￦7,700/개 내열 유리. L21×W15, H7cm. 1.0L.  

892.690.66

6 RÅSKOG/로스코그 카트 ￦29,900   

파우더코팅스틸. L35×W45, H78cm. 703.339.77

256 주방

2

BLOMNING/블롬닝

커피/차 틴케이스

￦2,900

1

4 VARIERA/바리에라

선반 인서트

￦5,900/개

3

6 RÅSKOG/로스코그

카트

￦29,900

...꼭 그럴 필요는 없죠!
주방을 새로 바꾸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특히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주방을   

고치는 경우에는  더욱 그래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주방 구성부터 제품 배송과 설치,  

결제까지 언제든지 IKEA가 도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탈로그 274 페이지 

또는 IKEA.kr/service를 참조하세요. 

혼자서 플래닝할 수도 

있지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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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NNERSTA/순네르스타 카트 ￦34,900 

 파우더코팅스틸, 폴리프로필렌 플라스틱. 

L56×W33, H97cm. 503.037.21

2 MATÄLSKARE/마텔스카레 벽고정 레인지후드 

￦189,000 배기모드 시 배기율: 538m³/h.  

 소음 레벨: 48 dB (A). 출력 전원: 90W. 

W59.8×D45, H7.7cm. 704.201.92

3 TILLREDA/틸레다 휴대용 인덕션레인지 

￦50,000/개 2000W 인덕션 발열구 1개. 

W30×D38.5cm. 303.437.80

4 KNOXHULT/크녹스훌트 주방 ￦445,000 선반, 

 싱크볼과 함께 주방을 완성하세요. 손잡이는 별도

 판매. 멜라민포일. W204×D61, H220cm. 

593.044.86

5 PROPPMÄTT/프로프메트 도마 ￦9,900 오일 마감 

너도밤나무 원목. L45×W28cm. 603.003.50

6 IKEA 365+ 채소칼 ￦14,900 스테인리스 몰리브덴 

바나듐스틸. 칼몸 길이: 16 cm. 902.879.36

7 OUMBÄRLIG/우움벨리그 조리용품 7종 ￦59,900 

구성: 냄비+뚜껑 5L, 냄비+뚜껑 3L, 소스팬+뚜껑 2L, 

프라이팬 지름 28cm 스테인리스스틸. 프라이팬:  

불소수지코팅(Teflon® Platinum+). 102.864.17

8 IKEA 365+ 음식보관용기+뚜껑, 직사각형 ￦7,700 

내열 유리. L21×W15, H7cm. 1L.  892.690.66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주방이에요. 원하는 

가전제품만 더하세요.

1 SUNNERSTA/순네르스타
카트

￦3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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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XHULT/크녹스훌트
주방

￦445,000
4

2

3

PROPPMÄTT/프로프메트
도마

￦9,900
5

IKEA 365+
채소칼

￦14,900

6

OUMBÄRLIG/우움벨리그
조리용품 7종

￦59,900

7

IKEA 365+
음식보관용기+뚜껑, 직사각형

￦7,700

8

모듈식 KNOXHULT/크녹스

훌트 유닛을 이용하면   

주방 플래닝이 간편해져요. 

여기를 스캔하여 

관련 제품을 살펴보세요.



구석구석
지속가능한 주방
IKEA는 항상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방법을 연구합니다. 크게 눈에 

띄지 않는 부분까지 꼼꼼히 살피죠. 여러 가지 새로운 소재를 시도하고 

물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기능이 추가된 IKEA 주방을 선택해보세요. 

주방의 편리함을 놓치지 않으면서 환경 보호도 손쉽게 할 수 있어요.

재활용 목재와 

페트 플라스틱으로 

만든 수납장 앞판이에요. 

모던한 스타일의 주방에 

특히 잘 어울리죠.

IKEA 수도꼭지는 모두 

물 절약 기능을 갖추고 

있어요. 지구 환경도 보호

하고, 비용도 아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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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INNIG/린니그 양면 식기건조대 ￦4,900 

 플라스틱. L40×W31×H3cm. 003.872.66

2 New BOSJÖN/보셴 주방수도꼭지 ￦250,000 

 메탈 황동. H32cm. 204.574.04

3 ODGER/오드게르 의자 ￦79,900 합성목재. 

W45×D51×H81cm. 203.600.01

4 YTTERBYN/위테르뷘 도어 ￦50,000/개  

 포일 마감. W40×H60cm. 804.087.26

5 KUNGSBACKA/쿵스바카 도어 ￦50,000/개 

 재활용 포일 마감 W59.7×H79.7cm. 103.972.84

6 New TALRIKA/탈리카 파스타 접시 ￦14,900 /

 4개. 폴리랙틱 플라스틱. 지름 20cm. 504.211.21

7 LACKTICKA/락티카 행주 ￦7,900/2개. 면 100%. 

W50×L70cm. 풍경/패턴 003.429.80

8 IKEA 365+ 음식보관용기+뚜껑, 원형 ￦2,900/개 

내열 유리. 지름 14, H9cm. 600ml. 792.69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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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이 연상되는 색에 자연을 아끼는 

마음이 담긴 소재를 사용했어요. 

재생 가능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튼튼한 접시를 만나보세요.

2

1

KUNGSBACKA/쿵스바카

도어

￦50,000/개

5

TALRIKA/탈리카

파스타 접시 4개 

￦14,900
6

IKEA 365+
음식보관용기+뚜껑, 원형

￦2,900/개

8

키친타월 대신 행주를 사용하는 건 

어떨까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공급된 면으로 만들어 더욱 좋아요. 

4

LACKTICKA/락티카

행주 2개

￦7,900

7

3

작은 부분에 변화를 주는 것만

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죠. 

여기를 스캔하여 집안 곳곳 

지속가능한 생활을 실천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1 New TÄMNAREN/템나렌 주방수도꼭지+센서 

￦450,000 메탈 황동. H31cm. 703.594.96

2 New BREDSJÖN/브레셴 전면 노출형 싱크볼2

 ￦605,000 스테인리스스틸. L80×W64cm. 

792.895.69

3 FORMIDABEL/포르미다벨 접시 ￦7,900/개  

도자기제, 유색 유약 지름 28cm. 203.924.17

4 SENSUELL/센수엘 냄비+뚜껑 ￦69,900 알루미늄 

코어 스테인리스스틸. 5.5L. 003.245.56

5 MATÄLSKARE/마텔스카레 IKRCM S060 

 벽고정 레인지후드 ￦189,000 배기모드 시 배기율:  

538m³/h. 소음 레벨: 48 dB (A). 출력 전원: 90W. 

W59.8×D45, H7.7cm. 704.201.92

6 METOD/RINGHULT 메토드/링훌트 키큰장+선반/

철망바구니 ￦300,000 손잡이와 함께 사용하세요. 

멜라민포일, 파우더코팅스틸, 하이글로스 포일 마감.  

W60×D61.8, H208cm. 590.790.96

7 New VÄRMTID/베름티드 IKEH-H300B

 인덕션/하이라이트 레인지 ￦999,000

 인덕션 조리구 1개+래디언트 조리구 2개:    

145/220mm(2000W) 1개, 178mm(1800W) 1개,

 145mm(1100W) 1개. W59×D52cm.  

 204.6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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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ÄLSKARE/마텔스카레 IKRCM S060
벽고정 레인지후드

￦189,000
5

SENSUELL/센수엘
냄비+뚜껑

￦69,900

4

3

6

7

생선을 만지다가 

물을 써야 한다면? 

손을 흔들어보세요. 

물이 나와요! 

자동으로 멈춰서 물을 

낭비할 일도 없답니다.

1

BREDSJÖN/브레셴
전면 노출형 싱크볼2

￦605,000

2

줄자는 잠시 넣어두고 

여기를 스캔해보세요. 

주방 플래닝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1 KUNGSFORS/쿵스포르스 보관용기 ￦10,000 

	 스테인리스스틸.	H26.5cm. 303.349.26

2 KUNGSFORS/쿵스포르스 후크 ￦2,000/3개.	

	 스테인리스스틸.	D10×H8cm.	503.796.93

3 GNARP/그나르프 조리도구	3종 ￦1,500	

	 구성:	집게	29cm,	스푼	28cm,	뒤집개	31cm	

	 플라스틱. 103.358.42

4 KUNGSFORS/쿵스포르스 벽격자 ￦20,000 

	 스테인리스스틸.	W56×H26.5cm. 503.349.30

5 KUNGSFORS/쿵스포르스 서스펜션레일/선반/

	 식기건조대/벽격자￦180,000	스테인,	래커	물푸레

	 무늬목,	스테인리스스틸.	W124×D32×H102cm. 

292.543.36

6 KUNGSFORS/쿵스포르스 시리즈	서스펜션레일	

 ￦10,000/개	스테인리스스틸.	L80cm.503.348.69 

선반	￦20,000	스테인,	투명래커	물푸레나무	

	 무늬목.	W60×D30cm.	703.712.24  선반	

￦25,000/개	스테인리스스틸.	W60×D30cm.					

403.349.35  벽격자	￦20,000/개	스테인리스스틸.				

	W56×H26.5cm.	503.3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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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NGSFORS/쿵스포르스

서스펜션레일/선반/식기건조대/벽격자

￦180,000
5

KUNGSFORS/쿵스포르스

벽격자

￦20,000

4

6

1

2

잘 보이니까, 쓰레기도 줄어요

RISATORP/리사토르프
바구니

￦9,900/개

 RISATORP/리사토르프	바구니.	파우더코팅스틸,	접착	자작나무	

무늬목	L25×W26,	H18cm.	레드	004.108.13		블루	503.504.87	

화이트	702.816.19

3 GNARP/그나르프

조리도구 3종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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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KURUP/스쿠루프 상향식 테이블/벽부착등 

￦29,900 파우더코팅스틸. H35cm. 804.129.26

2 New TORNVIKEN/토른비켄 키친 아일랜드 

￦499,000 L126×W77, H90cm. 304.022.46

3 New NISSAFORS/니사포르스 카트 ￦39,900 

  파우더코팅스틸. L50.5×W30, H83cm. 

604.073.65

4 VARIERA/바리에라 수납함 ￦3,900 플라스틱, 

303.320.17

5 VADHOLMA/바드홀마 키친 아일랜드 

￦399,000 작업대: 파티클보드+참나무 마감 

W79×D62.5×H90cm. 203.661.16

6 KARTOTEK/카르토테크 5단 후크랙 ￦17,900 

투명래커 소나무 원목, 파우더코팅스틸. 

W60×D7×H18cm. 203.622.60

7 TORNVIKEN/토른비켄 접시선반 ￦129,000 

W80×D20×H100cm. 504.022.50

8 RÅSKOG/로스코그 카트 ￦29,900 파우더코팅

  스틸. L35×W45, H78cm. 703.33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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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ÅSKOG/로스코그
카트

￦29,900

8

주방 업그레이드,  
어렵지 않아요
편리한 제품으로 작업공간을 늘리고 조명이나 수납공간을 추가하는 등

주방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반드시 어려운 일만은 아니에요. 

기본적인 몇 가지만 바꿔도 매력적인 분위기의 효율적인 공간에서 

식사 준비를 할 수 있어요. 

벽에 고정하거나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조명이에요. 

여러 개 구입해도 

큰 비용이 들지 않죠.

접시를 진열하여 개성을 

더하고 소중한 수납공간도 

여유롭게 사용하세요.

1 SKURUP/스쿠루프
상향식 테이블/벽부착등

￦29,900

위쪽 공간도 활용해보세요! 

후크를 이용하면 조리도구나 앞치마, 

무엇이든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TORNVIKEN/토른비켄
접시선반

￦129,000

7

TORNVIKEN/토른비켄
키친 아일랜드

￦499,000
2

4

3 NISSAFORS/니사포르스
카트

￦39,900

5 VADHOLMA/바드홀마
키친 아일랜드

￦399,000

KARTOTEK/카르토테크
5단 후크랙 

￦17,900

6



1 BROR/브로르 섹션1/선반 ￦135,000 파우더코팅

 /아연도금 스틸. W85×D40×H190cm. 892.687.69

2 SUNNERSTA/순네르스타 미니주방 

￦100,000 스테인리스스틸, 파우더코팅스틸. 

W112×D56×H139cm. 903.032.91  

 수도꼭지는 별도 판매.

3 TILLREDA/틸레다 냉장고 A+ ￦130,000 

W47.2×D45, H49.2cm. 503.432.27

4 SOCKERBIT/소케르비트 수납함+뚜껑 ￦2,500/개 

폴리프로필렌 플라스틱(재활용 소재 20%이상). 

W19×D26×H15cm. 703.160.63

5 SOCKERBIT/소케르비트 수납함+뚜껑 ￦4,500/개 

폴리프로필렌 플라스틱. W38×D25×H15cm. 

503.160.64

6 HYLLIS/휠리스 선반유닛, 실내외용 ￦12,000 

 아연도금스틸. W60×D27×H74cm. 104.283.27

7 OMAR/오마르 선반유닛 ￦39,900 아연도금스틸, 

플라스틱. W92×D36×H94cm. 001.6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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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ROR/브로르

선반유닛

￦135,000

6 HYLLIS/휠리스
선반유닛, 실내외용

￦12,000

3

4

5

7

2 SUNNERSTA/순네르스타
미니주방

￦100,000

진한 초콜릿케이크

￦1,900  

쇼핑 중에도         
달콤한 재충전

여기를 스캔하여 IKEA 매장 내 

고객레스토랑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메뉴를 즐겨보세요!

조립과 분해가 간편한 

미니주방이에요. 

옮기기도 쉽죠!



1 MUNSBIT/문스비트 천연 너트/베리/건포도 

￦2,500 60g. 903.405.47

2 ISTAD/이스타드 위생봉투 ￦2,900/60개. 

 지퍼백으로 되어 있어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903.392.85

3 BEVARA/베바라 밀봉클립 30입 ￦1,900 

 규격: L6cm 20개, L11cm 10개 플라스틱. 

903.391.72

4 IKEA 365+ 물병 ￦3,900 플라스틱. H24cm. 0.5L. 

504.12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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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VARA/베바라
밀봉클립 30입

￦1,900

3

4

IKEA 레스토랑에서 
만나요!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 나누며,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즐겨보세요. 

향기로운 커피와 시나몬 번, 신선한 샐러드와 먹음직스러운 미트볼을 

더하면 더 즐거워지겠죠? 언제든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IKEA 레스토랑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기 좋은 장소랍니다.

5 HOT COFFEE 따뜻한 커피 ￦1,500 

 IKEA FAMILY 멤버에게는 평일 무료 제공.

6 VEGGIE BALL 베지볼 ￦2,900

 신선한 채소로 만들었어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인 베지볼을 즐겨보세요.
5 HOT COFFE

따뜻한 커피

￦1,500

2 ISTAD/이스타드

위생봉투 60입

￦2,900

1

6 VEGGIE BALL

베지볼

￦2,900



온라인에서 구입하기

IKEA.kr 온라인 쇼핑은 정말 쉬워요. 놀랄 만큼 다양한 제품을 둘러볼 수 있고 유용한 

홈퍼니싱 팁과 아이디어도 곳곳에 있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주문해도 되고, 

소파에 앉아서 쇼핑에만 집중해도 좋아요. 어디서 쇼핑하든 온라인에서 주문한 제품은 

며칠 안에 집으로 배송해드립니다.

IKEA Place 앱

마음에 드는 소파를 구입하기 전에 거실에 어울리는지 확인부터 하고 싶다면? 증강현실 

앱을 이용해보세요. 가구를 선택한 다음, 가구를 놓을 실내 공간을 앱 화면에 비추면 

가상으로 배치해볼 수 있어요.

매장에서 구입하기

앉아보고 누워보고 서랍도 하나하나 열어보세요. 다양한 IKEA 제품과 노하우가 

담긴 최고의 홈퍼니싱 솔루션을 직접 만나볼 수 있어요. 궁금한 점은 풍부한 지식을 갖춘 

직원들이 모두 해결해드릴게요. IKEA 제품은 대부분 플랫팩으로 제공되므로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당일날 집으로 바로 가져가기에도 편하답니다!

다양한 결제 방법

IKEA는 누구나 마음에 쏙 드는 집을 꾸밀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제 

방법을 다양하게 마련했어요. IKEA 매장에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결제가 모두 가

능합니다. 삼성페이와 LG페이도 이용할 수 있어요. IKEA 카드(IKEA 기프트카드, 환불카드, 

감사카드)는 IKEA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어도 괜찮아요

구매한 제품이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가요? 그럴 수 있죠! 제품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마음이 바뀐 경우에는 365일 이내에 제품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 구매 증빙 자료와 상품

(가능한 경우 원래의 포장 상태 유지)을 함께 반환하시면 해당 상품의 가격을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제품 구매 시 결제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해 드립니다.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판매가 가능한 상태인 경우, 이미 조립을 마쳤더라도 모든 제품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부 환불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제품 

교환 또는 IKEA 환불카드를 수령하는 것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문의하기

IKEA 매장에서 직원들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채팅 문의

IKEA.kr 에서 1:1 채팅 상담을 통해 문의할 수 있어요.

이메일 문의

IKEA.kr/contactus의 온라인 양식을 통해 문의 내용을 보내주세요. 

전화 문의

1670 - 4532 

매일 10AM - 10PM (설날과 추석 당일은 휴점)

직원 상담

IKEA 매장에서 직원들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FAQ

IKEA.kr 의 자주 묻는 질문에서 궁금한 질문을 쉽고 빠르게 찾아보세요.

다양한 쇼핑 방법
주방 전체를 새롭게 꾸미려 하나요? 조그만 장식품을 찾는다고요? 

그럼 먼저 마음에 쏙 드는 디자인 아이디어부터 찾아보세요. 온라인과 앱, 

실제 매장을 방문하면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 망설

이지 말고 오세요.

IKEA 쇼핑 273272 IKEA 쇼핑



품질보증  275274  서비스

품질보증의 적용범위 

품질보증의 적용범위는 제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 

품질보증기간은 구매일로부터 제품에 명시된 기간까지입니

다.

품질보증의 내용 • 방법 

IKEA는 제품을 검사하여 품질보증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를 판단합니다. 품질보증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IKEA는 

제품을 수리하거나 동일 제품 또는 동종의 유사물품으로 교환

해주며, 이러한 결정권한은 IKEA에게 있습니다. 품질보증 서

비스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리비, 부품비, 출장기사의 

인건비와 교통비는 IKEA가 부담합니다. 다만, 제품 소재지에

서 품질보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휴대가 불편

하고 운반이 어려운 물품에 한하며, 기타 물품은 IKEA 매장에

서 품질보증 서비스를 이행합니다. 품질보증은 IKEA에서 승

인하지 않는 곳에서 수리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

습니다. 수리과정에서 수거한 결함 부품 또는 교환 시 교환된 

물품은 IKEA의 자산으로 귀속됩니다. 제품 또는 부품이 단종

된 경우, IKEA는 적절한 대체품을 제공하되 무엇을 대체품으

로 제공할지는 IKEA가 결정합니다.

품질보증의 적용조건 

품질보증은 IKEA 코리아 유한회사(이하 “IKEA”)에서 제품을 

구매한 날 또는 제품 배송일(구매시점보다 이후인 경우)부터 

유효합니다. 구매증빙 자료로 영수증 원본이 필요합니다.

품질보증의 적용 예외 

IKEA의 제조상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본 품질보증

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립 실수, IKEA 설명서를 따르지 않은 

잘못된 조립, 잘못된 보관, 부적절한 사용, 오 • 남용, 개조, 잘

못된 세척방법, 부적합한 세제사용으로 문제가 발생한 제품에 

대해서는 본 품질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정상적인 마모

와 기타 충격이나 사고에 의한 손상에는 본 품질보증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 제품을 옥외 또는 습한 곳에 둔 경우나 가정

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품에 달리 표시 되지 않은 

한) 본 품질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손상이나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상에는 품질보증이 적

용되지 않습니다. • IKEA에서 운영하는 매장 및 쇼핑몰(IKEA.

kr) 이외의 유통경로를 통하여 구입한 제품은 제외됩니다.  

• 부당한 목적으로 IKEA 제품을 수집하여 품질보증을 요구하

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가전제품 

5년 보증

품질보증의 내용  

본 품질보증은 가정용 제품에만 적용되며, 가전제품의 소재 

및 기술 결함에 대해 적용됩니다.   예외 사항은 '품질보증이 

적용되지 않는 제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품질보증 서비스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리비, 부품비, 출장기사의 인건비

와 교통비는 IKEA에서 부담합니다. 다만, 제품 소재지에서 품

질보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휴대가 불편하고 

운반이 어려운 물품에 한합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EU 가이드

라인(Nr. 99/44/EG) 및 대한민국의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수리 과정에서 수거한 결함 부품 또는 교환 시 교환된 물품은 

IKEA의 자산으로 귀속됩니다.

품질보증이 적용되는 제품 

모든 IKEA 가전제품에 5년 보증이 적용됩니다. 단, 

TILLREDA/틸레다 가전제품의 경우 2년 보증이 적용됩니다.

서비스 제공 

IKEA 서비스 업체가 자체 수리 기사 또는 공인된 서비스 파트

너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품질보증이 적용되지 않는 제품 

정상적인 마모 • 의도적인 손상이나 부주의로 인한 손상, 작

업 지침 미준수, 잘못된 설치 또는 전압 연결 오류로 인한 손상, 

화학/전기 화학적 반응으로 인한 손상, 녹/부식/물이나 물에 

포함된 불순물로 인한 손상, 비정상적인 환경 조건으로 인한 

손상 • 건전지 및 조명과 같은 소모품 • 흠집이나 색상 차이를 

포함하여 가전제품의 일상적 사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비기능

적 부품이나 장식 부품 • 필터/배수 장치/세제 투입구의 세척 

또는 막힘 제거나 이물질로 인해 발생한 부수적 손상 • 세라믹 

유리, 소품, 자기류, 수저통, 급수관/배수관, 패킹, 전등, 전등

갓, 스크린, 손잡이, 케이스 및 케이스 부품. 단, 이러한 손상 원

인이 제조상 결함인 경우에는 품질보증이 적용됩니다. •수리 

기사가 고장이나 결함을 찾을 수 없는 경우 • 담당 서비스 제공

업체 및/또는 공인된 서비스 계약 파트너가 수리하지 않았거

나 정품이 아닌 부품을 사용한 경우 • 설치가 잘못되었거나 사

양을 따르지 않은 경우 • 가정용 사용이 아닌 경우 • 고객이 운

반하면서 발생한 손상. 고객이 제품을 집이나 기타 다른 장소

로 운송하는 경우 IKEA는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손

상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품관리요령 

본 품질보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품에 명시된 제품관리 요

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품관리요령은 IKEA 매장과 홈페이

지 IKEA.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법적 권리 

고객은 본 품질보증에 의한 개별적인 법적권리를 보유하며, 이

는 법률상 보장된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IKEA의 

무료 보증에서 제외되는 품목이라도 여전히 법률상 보장된 고

객의 권리가 적용됩니다. 고객의 법적 권리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거래표준 사무소 또는 무료법률상담소에 문의하세요.

서비스 문의처 

가까운 IKEA 매장을 방문하세요. 주소와 전화번호는 

IKEA 카탈로그 또는 IKEA.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을 적용받으려면 구매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영수증을 보관해두세요. 자세한 내용은 매장에 비치된 

품질보증안내서를 확인하세요. 

제품 품질보증 

METOD/메토드 주방 시스템 

25년 보증

품질보증이 적용되는 제품 

본 보증은 가정용 주방에만 적용되며 METOD/메토드 주방

시스템의 다음 제품을 포함합니다. • 수납장프레임 • 앞판 • 

UTRUSTA/우트루스타 경첩• MAXIMERA/막시메라 완전인

출식서랍 • UTRUSTA/우트루스타 강화유리 및 멜라민 선반 • 

걸레받이 • 다리 • 도어완충장치 • 커버패널 • 장식 몰딩 • 조리

대 • 벽패널 • FYNDIG/퓐디그를 제외한 싱크

• FÖRVARA/푀르바라 서랍, UTRUSTA/우트루스타 철망 바

구니, TUTEMO/투테모, HÖRDA/회르다, TORNVIKEN/

토른비켄, VADHOLMA/바드홀마 오픈수납장은 10년 보증

이 적용됩니다.

• KNOXHULT/크녹스훌트, SUNNERSTA/순네르스타 주방

은 2년 보증이 적용됩니다.

품질보증이 적용되지 않는 제품 

• 손잡이

직접 해도 좋고,  
도움을 받아도 좋아요.
제품 구매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면 IKEA가 기꺼이 도와드립니다!

IKEA 쇼핑이 더욱 간편해지는 다양한 서비스를 소개해드릴게요.

품질보증
일반

배송 서비스

무거운 물건을 집까지 들고 가기 힘드시죠? 

IKEA에 맡겨주세요. 온라인 주문이든 매장 주문이든 

원하는 주소지로 배송해드립니다. 

플래닝 및 상담

규모가 큰 일일수록 작은 것부터 철저히 챙겨야 하죠. 

어떤 아이디어든 IKEA 디자인 전문가 팀과 의논해보세요. 

세부적인 부분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주방 플

래닝은 매장에서 진행할 수도 있고 IKEA 전문가가 직접 집

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주방/욕실 설치 서비스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꼭 모든걸 직접 할 필요는 없겠죠?

IKEA에 문의해보세요. 직접 찾아가서 설치해 드려요!

조립 서비스

모든 IKEA 제품은 고객이 직접 조립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지만, 도움이 필요한 경우 IKEA가 조립을 도와드립니다.

환불정책

마음이 바뀌어도 괜찮아요. 조립을 했더라도 사용하지 않은 

새 제품이면 365일 이내에 반품하고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 옵션

카드, 현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어요. 일시불 뿐 

아니라 할부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IKEA 서비스에 대한 가격 및 자세한 

내용은 IKEA.kr/service 또는 가까운 

매장에서 확인하세요.



MARKUS/마르쿠스, LÅNGFJÄLL/롱피엘, 

HATTEFJÄLL/하테피엘, ALEFJÄLL/알레피엘, 

TROLLBERGET/트롤베리에트, JÄRVFJÄLLET/예르브

피엘레트, FLINTAN/플린탄, FJÄLLBERGET/피엘베리

에트 의자  

10년 보증

품질보증이 적용되는 제품:  

본 보증은 다음과 같은 사무용 의자 부품의 소재 및 기술 결

함에 대해 적용됩니다. • 기본 프레임 • 움직이는 부분 움직

이는 부분은 움직이는 기능 또는 조절 기능을 담당하는 부

품을 말합니다. 본 보증은 바퀴, 가스실린더, 메커니즘, 팔걸

이 및 등받이 조절 메커니즘 관련 부품에서 의도한 기능에 

대해 적용됩니다.

SENIOR/세니오르 냄비 및 팬 

25년 보증 

SENIOR/세니오르 시리즈의 모든 냄비 및 팬.

품질보증이 적용되는 제품:  

본 보증은 가정용 제품에만 적용되며 상기 모든 SENIOR/

세니오르 조리용품의 소재 및 제작 결함에 동일하게 적용됩

니다. 본 보증은 조리용품의 본체에 적용되며, 본체가 원래

의 모양을 유지하여 열전도 품질을 유지한다는 것을 보증

합니다. 본 보증은 조리용품을 손으로 세척하는 경우에 유

효합니다. 

품질보증이 적용되지 않는 제품  

본 보증은 기능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조리용품 외관 변화

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IKEA 365+ 냄비 및 팬 

15년 보증 

논스틱 코팅 처리가 되어있지 않은 모든 냄비 및 팬. 

5년 보증 

논스틱 코팅 처리가 되어 있는 냄비와 프라이팬 전 제품.

품질보증이 적용되는 제품:  

본 보증은 위에 명시한 시리즈에 속한 모든 조리용품의 기

능, 소재, 제작 상태에 적용되며 보증 적용 대상은 아래와 같

습니다. • 본체의 안정성 • 가정용 식기세척기를 사용한 세

척(단, 당사가 손으로 세척해야 한다고 권장하는 논스틱 코

팅 제품은 예외) • 논스틱 “팬” 제품의 논스틱 특성

품질보증이 적용되지 않는 제품:  

본 보증은 기능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조리용품 외관 변화

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VARDAGEN/바르다겐 스테인리스스틸 소재 냄비 

15년 보증

품질보증이 적용되는 제품:  

본 보증은 위에 명시한 시리즈에 속한 모든 조리용품의 기

능, 소재, 제작 상태에 적용되며 보증 적용 대상은 아래와 같

습니다. • 본체의 안정성. 가정용 식기세척기를 사용한 세척 

품질보증이 적용되지 않는 제품:  

본 보증은 기능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조리용품 외관 변화

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TROVÄRDIG/트로베르디그 프라이팬 

5년 보증

품질보증이 적용되는 제품:  

본 보증은 위에 명시한 시리즈에 속한 모든 조리용품의 기

능, 소재, 제작 상태에 적용되며 보증 적용 대상은 아래와 같

습니다. • 본체의 안정성 • 논스틱 특성 

품질보증이 적용되지 않는 제품:  

본 보증은 기능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조리용품 외관 변화

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IKEA 365+ 칼 

15년 보증 

IKEA 365+ 시리즈의 모든 칼 제품.

품질보증이 적용되는 제품  

본 보증은 IKEA 365+ 칼 시리즈 전 제품의 기능, 소재, 제작 

상태에 적용됩니다. 이는 당사의 사용 설명서에 따라 일반 

가정용으로 사용 시 15년 후에도 신제품과 동일한 기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사용이란 칼을 

음식을 자르는 용도로 사용하며 손으로 세척하며 주기적으

로 갈아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칼날의 날카로움 

칼은 날카로운 상태로 판매되며 사용자는 이 상태를 유지해 

매일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칼날은 경

화 스틸로 제작되어 있어 날카롭게 연마하면 보증 기간 동안 

언제든지 본래의 날카로움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 손잡이 

내구성 칼의 손잡이는 갈라지거나, 깨지거나, 칼날 접합 부

위가 헐거워져 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 칼날은 부식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품질보증이 적용되지 않는 제품  

본 보증은 기능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칼 외관 변화에 대해

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방 가격 구성 

본문에 연출된 주방 이미지의 구성 가격은 평면도 구성 가

격과 동일합니다. 전체 주방 가격에는 수납장과 서랍앞판, 

조리대, 경첩, 싱크, 수도꼭지, 커버패널, 데코스트립/몰딩, 

다리, 하부몰딩, 손잡이가 포함됩니다. 조명과 내부 정리용

품은 별도 판매합니다. KNOXHULT/크녹스훌트 주방을 제

외한 모든 주방은 도어 완충장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IKEA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배송 도중 발생

한 손상은 IKEA 품질보증이 적용됩니다. 단, 본 품질보증

에 따른 것은 아닙니다. 배송 서비스 이용 도중 발생한 문제

는 IKEA 고객지원센터(IKEA.kr)에 문의하세요. • IKEA 가

전제품 최초 설치 비용. 기타 EU 국가의 기술 안전 사양에 

따라 가전제품을 조정하기 위해 공인된 전문가가 IKEA 정

품 부품을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한 경우 위 제한이 적용되

지 않습니다.

주방 수도꼭지 

10년 보증

품질보증이 적용되는 제품:  

IKEA 주방 수도꼭지 전제품에 대해 10년 품질보증이 적용

됩니다. 본 보증은 가정용 제품에만 적용됩니다. 모든 수도

꼭지 제품의 소재 및 제작 결함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품질보증이 적용되지 않는 제품: 

본 보증은 부식이 쉬운 환경에서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파 및 암체어 

10년 보증

품질보증이 적용되는 제품:  

본 보증은 가정용 소파에만 적용되며 다음 제품의 • 프레임 

• 시트 및 등쿠션 소재 및 제작 결함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EKEBOL/에케볼 3인용소파  • EKTORP/엑토르프 의자 

시리즈 • FÄRLÖV/펠뢰브 의자 시리즈 • GRÖNLID/그뢴

리드 의자 시리즈 • KARLSTAD/칼스타드 소파 • KIVIK/시

비크 의자 시리즈 • KLIPPAN/클리판 소파 • KNOPPARP/

크노파르프 소파 • KUNGSHAMN/쿵스함 의자 시리즈 •  

LANDSKRONA/란스크로나 의자 시리즈 • NOCKEBY/노

케뷔 의자 시리즈 • NORSBORG/노르스보리 의자 시리즈 

• STOCKSUND/스톡순드 의자 시리즈 • SÖDERHAMN/

쇠데르함 의자 시리즈 • LIDHULT/리드훌트 의자 시리

즈 • VALLENTUNA/발렌투나 의자 시리즈 • VIMLE/빔

레 의자 시리즈 • EKENÄS/에케네스 암체어 및 풋스툴 • 

POÄNG/포엥 암체어 및 풋스툴 • EKERÖ/에케뢰 암체어 

• GRÖNADAL/그뢰나달 흔들의자 • KOARP/코아르프 암

체어 • RÅDVIKEN/로드비켄 암체어 • STRANDMON/스

트란드몬 암체어 및 풋스툴 • VEDBO/베드보 암체어.  

다음 부품에는 품질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코팅 패브

릭 커버 • 패브릭 커버 • 가죽 커버

품질보증이 적용되지 않는 제품:  

• TULLSTA/툴스타 • MUREN/무렌 암체어 • POÄNG/포

엥 쿠션 • POÄNG/포엥 어린이 암체어 

STOCKHOLM/스톡홀름 및 STOCKHOLM/스톡홀름 

2017 3인용소파 

25년 보증

품질보증이 적용되는 제품:  

본 보증은 가정용 소파에만 적용되며 • 프레임 • 시트 및 등

쿠션 소재 및 제작 결함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음 부품

에는 품질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코팅된 패브릭커버 • 

패브릭커버 • 가죽커버

PAX/KOMPLEMENT 팍스/콤플레멘트 

10년 보증

품질보증이 적용되는 제품:  

본 보증은 가정용 옷장 및 신발장에만 적용되며 다음과 같

은 PAX/KOMPLEMENT 팍스/콤플레멘트 옷장 및 내부

구성품의 소재 및 제작 결함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프레

임 • 여닫이도어 및 경첩 • 프레임칸막이, 선반인서트 • 미

닫이도어 및 관련 부품 • KOMPLEMENT/콤플레멘트 내

부정리용품 

품질보증이 적용되지 않는 제품  

KOMPLEMENT/콤플레멘트 장신구인서트, 

KOMPLEMENT/콤플레멘트 4칸인서트, KOMPLEMENT/

콤플레멘트 칸막이인서트, KOMPLEMENT/콤플레멘트 인

출식트레이 칸막이, KOMPLEMENT/콤플레멘트 수납함, 

KOMPLEMENT/콤플레멘트 서랍매트, KOMPLEMENT/

콤플레멘트 인출식 거울+후크

GODMORGON/고드모르곤 

10년 보증

품질보증이 적용되는 제품:  

본 보증은 가정용 제품에만 적용되며 다음 제품의 소재 

및 제작 결함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GODMORGON/

고드모르곤 가구, GODMORGON/고드모르곤 다리, 

GODMORGON/고드모르곤 칸막이수납함, 뚜껑수납함

5종 

품질보증이 적용되지 않는 제품: 

본 보증은 TOLKEN/톨켄 상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

습니다.

욕실 샤워믹서 

10년 보증

품질보증이 적용되는 제품:  

본 보증은 가정용 제품에만 적용되며 모든 욕실 샤워믹서 및 

욕조믹서의 소재 및 제작 결함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IKEA 

욕실 제품은 국제관련기준에 따라 검사를 거쳤으며 10년 보

증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최고 파트너 업체의 제품만을 사

용합니다.

욕실 샤워용품 

3년 보증

품질보증이 적용되는 제품:  

본 보증은 BROGRUND/브로그룬드 및 VOXNAN/복스난 

샤워헤드, 핸드샤워기, 높이조절레일, 샤워선반을 비롯하

여 VALLAMOSSE/발라모세 핸드샤워기 및 높이조절레일, 

KOLSJÖN/콜셴 샤워호스에 적용됩니다. 품질보증은 제품

을 구매한 날부터 유효합니다. 구매증빙 자료로 영수증 원

본이 필요합니다.

품질보증이 적용되지 않는 제품:  

정상적인 마모와 손상, 흠집, 또는 충격이나 사고, 물에 포함

된 불순물에 의한 손상에는 본 품질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

다. 조립 설명서와 설치 설명서, 관리 설명서를 따라주세요. 

본 보증은 잘못된 보관과 조립, 부적절한 사용, 오•남용, 개

조, 잘못된 세척방법, 부적합한 세제 사용으로 문제가 발생

한 제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야외나 부식이 쉬운 

환경에서 사용한 제품 및 사고로 인해 손상된 제품 역시 적

용되지 않습니다. 미국내 소비자에만 해당: 일부 주에서는 

사고나 그에 따른 손상의 경우를 제한/제외시키지 않으므

로, 상기 제한/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욕실 세면기 및 수도꼭지 

10년 보증

품질보증이 적용되는 제품:  

본 보증은 가정용 제품에만 적용되며 워터트랩을 포함한 모

든 IKEA 욕실 세면기 및 욕실 수도꼭지의 소재 및 제작 결함

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품질보증이 적용되지 않는 제품:  

본 보증은 잘못된 보관과 조립, 부적절한 사용, 오•남용, 개

조, 잘못된 세척방법, 부적합한 세제 사용으로 문제가 발생 

하였거나, 충격, 사고 또는 물에 포함된 불순물에 의해 손상

된 제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필터 및 에어레이터

와 같이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소모품에 대해서는 본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트리스 

25년 보증

품질보증이 적용되는 제품:  

본 보증은 매트리스 및 혹은 침대베이스의 다음 부분에서 

소재 및 제작 결함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나무프레임 및 

우드베이스 스프링매트리스의 스프링 • 스프링매트리스의 

스프링 • 폼매트리스의 폼코어 • 라텍스매트리스의 라텍스 

• 침대갈빗살의 나무프레임 및 갈빗살. 본 보증은 가정용 제

품에만 적용됩니다.

품질보증이 적용되지 않는 제품: 

매트리스패드 전 제품. 어린이매트리스, 소파베드 매트리스.

BEKANT/베칸트, GALANT/갈란트, IDÅSEN/이도센, 

THYGE/튀게 책상 및 수납제품  

10년 보증 

품질보증이 적용되는 제품: 

본 보증은 BEKANT/베칸트 시리즈, IDÅSEN/이도센 시

리즈, GALANT/갈란트 수납 시스템, THYGE/튀게 책상, 

HÄLLAN/헬란 수납장 모든 주요 부분의 소재, 기술, 기능 

결함에 대해 IKEA 구매일로부터 적용됩니다. 

품질보증이 적용되지 않는 제품  

다음 제품은 품질보증에서 제외됩니다. • BEKANT/베칸

트 스크린

IKEA의 10년 보증은 개별 품목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올

바르게 조립된 동일한 제품군 내의 완전한 콤비네이션에 적

용됩니다. 예를 들어 BEKANT/베칸트 하부프레임/프레임

이 보증 적용을 받으려면 BEKANT/베칸트 테이블 상판 등

의 제품과 콤비네이션을 구성해야 합니다.

품질보증 277276 품질보증

IKEA 카탈로그는 더욱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된 FSC™  

인증용지를 사용합니다.



IKEA Family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실제로 만나보세요
IKEA Family 여러분은 영감의 원천이에요. 

여러분이 있기에 우리가 사람들의 취향과 아이디어, 계획을 알게 되고      

가장 기분 좋은 IKEA 경험을 모아 좋은  아이디어를 실제로 적용한 인테리어를 소개할 수 있죠.  

이처럼 소중한 IKEA Family 멤버에게는 제품 할인, 워크숍, 무료 커피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별 할인 혜택

50여 가지 상품을 365일 IKEA Family 특별가로

만나볼 수 있으며, IKEA Family 멤버만을 위한 

다양하고 특별한 제품 할인 행사도 일 년 내내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초대 

IKEA만의 다양하고 흥미로운 홈퍼니싱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맛있는 혜택

레스토랑에서 평일 제공되는 무료 커피와 

IKEA Family 멤버를 위한 할인 혜택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 컨설팅 서비스

전문가와 함께하는 홈퍼니싱 컨설팅 서비스는 

IKEA Family 멤버에게 첫 1시간 무료 제공됩니다. 

14일 이내 교환 환불 서비스

운반 및 조립 중 구입 상품 파손 시 

구매일 기준으로 14일 이내 무료 교환 환불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선물

생일자에게는 무료 IKEA 케이크 (Princess Cake) 

쿠폰이 제공됩니다. 

IKEA Family 웹사이트(IKEAFamily.kr)를 통해 지금 바로 무료 회원 가입 후 IKEA Family 멤버 특별 혜택을 누리세요.



IKEA for business 281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도 

IKEA와 함께하세요

IKEA for Business
IKEA for Business 는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IKEA만의 특별한 서비스와 구매과정입니다. 

소규모 사업자 중점

작은 레스토랑, 소규모 사무실, 개인 상점 등 

개인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의 인테리어 고민을 

상담해 드리고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비즈니스 거래 

IKEA가 제안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사업자 주문의

경우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계좌를 통한 이체 등 

B2B 거래 방식이 가능합니다.  

열려있는 비즈니스 

IKEA for Business는 그 외의 모든 

새로운 사업과의 연동에도 열려있습니다. 

매장의 B2B 담당 직원을 찾아주세요. 



재생 가능 에너지로  

만드는 밝은 미래
전 세계적으로 10억이 넘는 인구가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가격 부담도 

적은 에너지원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할 수 없이 등유,  

석탄, 장작 등 오염이 심한 연료에 의존하여 음식을 만들고 집안을  

밝히는 등의 기본적인 활동을 합니다.

라제쉬와리라는 12살 어린이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이 아이는 인도 

남부의 도시 말레 마하데쉬와라베타 주변 숲에 자리한 작은 마을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인도 대부분의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 마을 

역시 전기 수급이 안정적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IKEA 재단이 후원하는 SELCO 재단의 활동 덕분에 지금 이곳에

는 재생 가능 에너지 기업이 설립되어 전기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인도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16만 명과 어린이 40만 명도 곧 재생 가능 

에너지를 통해 더욱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더 나은 의료와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IKEA 재단은 인도를 비롯한 전 세계 여러 지역사회가 재생 가능 에너지

를 이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태양광 제분소는 이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시설이자 수입원입니다. 

라제쉬와리의 어머니는 이곳에서 일하면서 

가족들 생계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펌프로 물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되어 

라제쉬와리를 비롯한 

이곳 주민들이 힘겹게 

물을 긷지 않아도 됩니다.

282 IKEA 재단

태양광 이동 진료소 덕분에 

할머니도 집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QR 코드를 스캔하여 재단 

활동과 라제쉬와리가 사는 

마을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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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EKOLN/에콜른 물비누통. 도자기제. 

300ml. 304.453.59

EKOLN/에콜른

물비누통

￦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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