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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든 쉽고 편안하고 편리하게
HOLMSUND/홀름순드 시리즈의 소파베드가 있으면 어떤 활동을 하든 생활이 
더욱 편리해져요. 하부프레임을 잡아당기거나 밀어 넣기만 하면 침대로, 소파로 
금세 바뀌니까요. 커버는 내구성이 좋고 물세탁 할 수 있어서 더러워져도 걱정 없고, 
시트 밑 공간에는 침구나 어질러지기 쉬운 물건들을 보관할 수 있죠. 이 소파베드를 
들여놓으면 낮에는 세련되고 내구성 있는 소파, 밤에는 편안하고 널찍한 침대가 
생기는 거예요.

제품구매안내

모델
3인용 소파베드
코너소파베드

분리형 커버

커버 선택

커버 물세탁 가능

HOLMSUND/홀름순드
소파베드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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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파를 침대로 바꾸는 방법

HOLMSUND/홀름순드 소파베드는 누구나 쉽게 침대로 바꿀 수 있어요. 
먼저 등쿠션을 빼고 시트와 하부프레임을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시트 밑 수납공간을 연 다음, 등받이 프레임을 접어서 수납섹션을 덮으면 
침대가 완성됩니다.

HOLMSUND/홀름순드 코너소파베드는 누구나 쉽게 침대로 바꿀 수 
있어요. 하부프레임을 몸쪽으로 당기고 매트리스 섹션을 들어 올려주세요. 

침구나 등쿠션은 긴의자 안에 수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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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브릭 내구성 테스트  
IKEA는 소파와 암체어의 패브릭 커버에 대해 엄격한 내구성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패브릭의 내마모성은 두 패브릭을 기계로 강하게 압박 하며 마찰을 
일으켜 확인합니다. 일상 생활용 가구의 패브릭은 이런 마모성 검사를 
15,000회까지 견딜 수 있어야 하며, 30,000회 이상을 견디는 패브릭은 
내마모성이 매우 뛰어난 제품으로 인정 받습니다. 모든 패브릭 제품은 
직사광선에 민감하기 때문에 색바램에 대한 내광성 검사도 실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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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방법
내마모성
(검사 횟수)

내광성 
(1-8)

NORDVALLA/노르드발라: 내구성이 매우 뛰어난 폴리에스터 트윌 커버. 40˚C 물세탁 50,000 5

ORRSTA/오르스타: 은은한 투톤 직물. 폴리에스테르 65% 면35%. 40˚C 물세탁 20,000 5

구성품 및 가격

3인용 소파베드 코너소파베드

가로길이(W)×세로길이(D)×높이(H) cm  230×99×96 230×90/151×96

침대 규격(cm) 140×200 140×200

매트리스 및 커버 포함
NORDVALLA/노르드발라 베이지 ￦699,000 ￦899,000
NORDVALLA/노르드발라 미디엄그레이 ￦699,000 ￦899,000
ORRSTA/오르스타 라이트블루 ￦649,000 ￦849,000
ORRSTA/오르스타 라이트화이트그레이 ￦649,000 ￦849,000

커버 단독
NORDVALLA/노르드발라 베이지 ￦199,000 ￦249,000
NORDVALLA/노르드발라 미디엄그레이 ￦199,000 ￦249,000
ORRSTA/오르스타 라이트블루 ￦149,000 ￦199,000
ORRSTA/오르스타 라이트화이트그레이 ￦149,000 ￦199,000

* 시트 깊이와 전체 높이는 등쿠션 각도를 어떻게 놓는지에 따
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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