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구매안내에 소개된 제품 중 일부 제품은 매장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매장 직원에게 문의하거나 IKEA.kr에서 확인하세요.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가격표나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유닛은 조립이 필요합니다.  

스타일을 선택하세요
POÄNG/포엥 암체어는 내 마음대로 구성할 수 있어요. 단, 편안함은 필수 
구성품이죠! 나만의 스타일로 암체어를 만들어보세요. 먼저 다양한 소재의 나무와 
마감재 중에서 프레임을 선택하고, 쿠션과 패브릭/가죽 커버를 고르면 됩니다. 
분위기를 바꾸고 싶다면 쿠션을 하나 더 구입해보세요. 커버의 색상과 패턴, 소재도 
선택할 수 있죠. 패브릭 커버는 쉽게 벗길 수 있고 대부분의 제품이 물세탁이 
가능합니다.

편안한 즐거움
POÄNG/포엥 암체어는 디자인과 편안함이 완벽한 짝을 이루고 있어요. 나무를 
겹겹이 붙여 만든 프레임은 체형에 따라 목과 허리를 편안하게 받쳐줍니다. 의자가 
가볍고 경쾌하면서도 편안한 탄성이 느껴지는 이유도 바로 프레임의 소재 덕분이죠. 
여기에 POÄNG/포엥 풋스툴을 함께 놓으면 더욱 편하게 앉을 수 있을 거예요. 몸을 
흔들고 싶다면 같은 시리즈의 흔들의자를 사용해보세요.

제품구매안내

디자이너
Noboru Nakamura

모델
암체어
흔들의자 
풋스툴

분리형 커버

커버 선택

커버 물세탁 가능

가죽

알아두면 좋아요
가죽 커버는 ABSORB/압소르브 
가죽관리세트와 함께 사용하면 
오래도록 멋스럽게 유지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품질보증
브로슈어를 참조하세요.

POÄNG/포엥
의자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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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ÄNG/포엥 고르는 법

1. 프레임 선택 
나무의 소재와 마감재를 선택할 수 있어요.

암체어 
프레임은 자작나무, 블랙브라운, 브라운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흔들의자 
프레임은 자작나무, 블랙브라운, 브라운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2. 쿠션 선택
다양한 디자인과 소재, 
색상의 커버가 있습니다. 
나만의 스타일로 조합해보세요. 

쿠션 디자인   
HILLARED/힐라레드, LYSED/뤼세드 
패브릭 커버와 GLOSE/글로세, SMIDIG/
스미디그 가죽커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쿠션 디자인
KNISA/크니사 커버가 있습니다.

쿠션 디자인
VISLANDA/비슬란다 패브릭 커버가 
있습니다.

3. 풋스툴 추가
풋스툴의 소재를 고르고 
가장 잘 어울리는 쿠션을 추가해보세요.

풋스툴 프레임
프레임은 자작나무, 블랙브라운, 브라운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쿠션 디자인
HILLARED/힐라레드, LYSED/뤼세드 
패브릭 커버와 GLOSE/글로세, SMIDIG/
스미디그 가죽커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쿠션 디자인 
KNISA/크니사 커버가 있습니다.

쿠션 디자인
VISLANDA/비슬란다 패브릭 커버가 
있습니다.

 



3

GLOSE/글로세: 두께 1.1 mm의 부드러운 선염 그레인 가죽으로 마모에 강하며 
보호코팅 처리를 하여 강한 햇빛을 받아도 색이 쉽게 바래지 않습니다. 주기적으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고 ABSORB/압소르브 가죽 전용 제품으로 관리해주면 가죽의 
상태를 부드럽고 유연하며 멋스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내구성을 높여요
마찰저항 테스트는 패브릭 커버의 내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내구성은 소재와 구조, 사용법에 
따라서도 달라지죠. 도톰하고 촘촘하게 짜인 평직 패브릭이 마찰에 가장 
강합니다. 또한 천연 및 합성섬유 혼방 패브릭이 100% 천연섬유보다 마찰에 
강해요. 프린트 패턴 패브릭보다는 선염 패브릭이 내구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커버가 더러울수록 마모가 빨라져요. 물론 소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패브릭의 수명이 결정되죠.

패브릭 내구성 테스트
IKEA는 소파와 암체어의 패브릭 커버에 대한 테스트를 통해 내구성을 
검증하고 있어요. 패브릭의 마찰저항은 기계를 이용하여 다른 패브릭과 
마찰을 일으키고 강한 압박을 주며 확인합니다. 매일 쓰는 가구의 패브릭은 
15,000 사이클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30,000 사이클 이상을 견디는 
패브릭은 쉽게 마모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패브릭이 햇빛에 
반응하기 때문에 패브릭의 색상이 쉽게 바래지 않는지도 확인하고 있어요.

세탁방법
내마모성 
(검사 횟수)

내광성 
(0-6)

HILLARED/힐라레드: 면 55%, 폴리에스테르 25%, 비스코스/레이온 12%, 리넨 8%. 40° 물세탁 30,000 5

VISLANDA/비슬란다: 면 100%. 40° 물세탁 25,000 5

KNISA/크니사: 폴리에스테르* 100%. 40° 물세탁 40,000 5-6

LYSED/뤼세드: 폴리에스테르 100%. 40° 물세탁 25,000 5

알아두면 좋아요!

높은 등받이가 목을 편안하게 받쳐줍니다. 더욱 편안하게 앉고 싶다면 
POÄNG/포엥 암체어와 풋스툴을 함께 사용해보세요.

SMIDIG/스미디그: 두께 1 mm의 부드럽고 내구성이 뛰어난 가죽으로 오염 방지를 위해 
얇게 코팅 처리를 했습니다. 주기적으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고ABSORB/압소르브 
가죽 전용 제품으로 관리해주면 가죽의 상태를 부드럽고 유연하며 멋스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 KNISA/크니사 제품에 사용된 폴리에스테르는 재생 PET병에서 추출하여 새로운 원재료를 통해 
생산하는 것보다 환경에 주는 부담이 적습니다.



암체어
자작나무, 브라운, 
블랙브라운

흔들의자
자작나무, 브라운, 
블랙브라운

풋스툴
자작나무, 브라운, 
블랙브라운

암체어/흔들의자 
보조쿠션

풋스툴 
보조쿠션

가로길이(W)×세로길이(D)×높이(H) cm 68×82×100 68×94×95 68×54×39

커버 포함
HILLARED/힐라레드 앤트러사이트 ￦129,000 ￦159,000 ￦54,900 ￦89,000 ￦29,900
HILLARED/힐라레드 베이지 ￦129,000 ￦159,000 ￦54,900 ￦89,000 ￦29,900
HILLARED/힐라레드 다크블루 ￦129,000 ￦159,000 ￦54,900 ￦89,000 ￦29,900
KNISA/크니사 블랙 ￦69,900 ￦99,900 ￦39,900 ￦29,900 ￦14,900 
KNISA/크니사 라이트베이지 ￦69,900 ￦99,900 ￦39,900 ￦29,900 ￦14,900 
KNISA/크니사 레드오렌지 ￦69,900 ￦99,900 ￦39,900 ￦29,900 ￦14,900 
LYSED/뤼세드 브라이트그린 ￦99,900 ￦129,900 ￦49,900 ￦59,900 ￦24,900
LYSED/뤼세드 그레이 ￦99,900 ￦129,900 ￦49,900 ￦59,900 ￦24,900
VISLANDA/비슬란다 블랙/화이트 ￦129,000 ￦159,000 ￦54,900 ￦89,000 ￦29,900 

가죽 커버 포함
GLOSE/글로세 다크브라운 ￦199,000 ￦229,000 ￦99,900 ￦159,000 ￦74,900 
GLOSE/글로세 에그쉘 ￦199,000 ￦229,000 ￦99,900 ￦159,000 ￦74,900 
SMIDIG/스미디그 블랙 ￦199,000 ￦229,000 ￦99,900 ￦159,000 ￦7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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