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구매안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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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쾌한 샤워 시간

IKEA 샤워용품은 상쾌하고 안전한 샤워를 위해 필요한 모든 요소를 
완벽히 조합한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상 방지를 위한 온도조절

믹서, 다양한 분사 기능이 포함된 헤드/핸드 샤워기, 그리고 다양한 욕실 

액세서리까지 모두 만나볼 수 있어요. 
모든 IKEA 샤워기는 물과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수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물의 흐름을 줄여주는 유량조절기를 통해 최대 30%의 물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상쾌한 샤워를 누릴 시간이 

필요하죠. 매일 매일 샤워를 하면서도 물과 에너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수도세까지 동시에 절약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기분 좋은 일이 있을까요? 
 

제품구매안내

디자인
H Preutz/N Karlsson

제품 관리
물, 중성세제 또는 비눗물에 적신 
부드러운 천으로 닦으세요. 정련제, 
철수세미 또는 칼슘을 녹이거나 
상하게 하거나 알콜 또는 연마제가 
들어있는 세제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물로 헹구고 깨끗한 마른 
천으로 물기를 제거하고 닦아주세요. 
큰 물때 침전물을 제거하려면 물에 
희석한 일반 백식초를 사용한 다음 
물로 헹굽니다.

참고 사항
벽 고정장치는 제품과 함께 
제공됩니다. 설치 방법을 잘 
모르겠다면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설치는 해당 건물 배관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제품 안전
온도조절기는 안전을 위해 
38°C에 온도가 정지되도록 사전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상수도의 작동 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및 설치 지침에 
따라 온도조절기를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품질보증 
브로슈어에서 확인하세요.

욕실샤워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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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샤워기는 그대로 사용하면서 약간의 변화를 주고 싶다면 
샤워헤드 또는 샤워호스를 교체해보세요. IKEA 샤워기 시리즈는 
여러 분사 기능이 포함된 다양한 샤워헤드를 제공합니다. 
필요에 따라 1가지, 3가지, 5가지 분사 기능이 포함된 샤워헤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전체 분사 기능은 물이 넓고 고르게 

분사되므로 편안한 느낌으로 샤워할 수 있습니다. 집중 분사 

기능은 더욱 힘 있는 물줄기를 분사하므로 숱 많은 머리를 헹굴 

때 좋아요. 마사지 분사 기능은 부드러운 물줄기부터 강한 

물줄기까지 다양한 강도를 오가며 분사되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상쾌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개 분사 기능을 

사용하면 물줄기가 가늘게 떨어지므로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3가지 분사 핸드샤워기에서는 전체 분사 또는 집중 
분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거나, 두 가지 분사를 조합하여 
각각의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5가지 분사가 가능한 
핸드샤워기에서는 전체 분사, 안개 분사, 마사지 분사 기능 중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전체/안개 분사, 전체/마사지 분사 등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조합하여 편안하고 기분 좋은 샤워를 즐길 

수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샤워 공간 전체를 새롭게 꾸밀 계획이라면 IKEA 
온도조절 샤워세트 중 하나를 선택해보세요. 이 샤워세트에는 
스트레스를 풀어주면서 편안한 샤워를 즐기는 데 필요한 모든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요. 선택한 샤워기와 동일한 시리즈의 
수도꼭지와 욕실 액세서리로 함께 꾸미면 욕실 전체의 분위기를 

하나의 스타일로 꾸밀 수 있답니다. BROGRUND/브로그룬드와 
VOXNAN/복스난 시리즈의 샤워기, 수도꼭지, 욕실용품을 

사용하여 나만의 특별한 욕실을 만들어보세요. 

1. 완벽한 샤워를 위해 나에게 꼭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몇가지 단계를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구매하기 
전에 우리집 욕실에 어떤 샤워기가 필요한지 생각해보세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샤워기 세트를 아예 새것으로 바꿔야 
하나요? 그렇다면 높이조절레일+핸드샤워기키트 또는 헤드/
핸드샤워기키트+디버터 중에서 골라보세요. 모든 IKEA 
샤워기키트는 다른 제조업체의 샤워믹서와 호환됩니다. 
샤워기는 세가지 시리즈(VALLAMOSSE/발라모세, 
BROGRUND/브로그룬드, VOXNAN/복스난)로 제공되므로 
개인의 취향과 욕실에 가장 맞는 제품을 선택해보세요. 

2. 샤워믹서를 바꿀 계획이라면 욕실의 샤워기 솔루션에 따라 
온도조절 샤워용 믹서와 목욕/샤워용 믹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목욕/샤워용 믹서는 샤워부스뿐 아니라 
욕조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VALLAMOSSE/발라모세, 
BROGRUND/브로그룬드, VOXNAN/복스난 샤워 시리즈 

중에서 요구사항에 알맞은 온도조절믹서를 골라보세요. IKEA
의 모든 온도조절믹서는 선반으로 사용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38°C 에서 온도 상승을 정지시키는 안전 버튼 또한 내장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능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보다도 

모든 온도조절믹서 바에 화상 방지 기술이 적용된 ‘콜드 터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바 표면이 뜨거워지지 않으므로 어린 

아이가 있는 가족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선택해보세요!

+ =

+ =



모든 부품 & 가격

VOXNAN/복스난 샤워세트+온도조절믹서. 헤드샤워기 
지름 200mm, 핸드샤워기 지름 90mm, 온냉수간 설치간격  
150mm, 호스 길이 150cm.

크롬도금 203.426.01 ￦299,000

VOXNAN/복스난 헤드/핸드샤워기키트+디버터. 헤드샤워기 
지름 200mm, 핸드샤워기 지름 90mm, 호스 길이 150cm.

크롬도금 303.425.92 ￦139,000

VOXNAN/복스난 높이조절레일+핸드샤워기키트. 핸드샤워기 
지름 90mm, 높이조절레일 높이 65cm, 호스 길이 150cm.

크롬도금 503.426.14 ￦69,900

VOXNAN/복스난 온도조절 목욕/샤워믹서. 온냉수간 

설치간격 150mm.

크롬도금 503.426.09 ￦150,000

VOXNAN/복스난 온도조절 샤워믹서. 온냉수간 설치간격  
150mm.

크롬도금 303.426.05 ￦130,000

VOXNAN/복스난 싱글분사 핸드샤워기. 핸드샤워기 지름 
90mm.

크롬도금 103.425.88 ￦9,900

VOXNAN/복스난 3단분사 핸드샤워기. 핸드샤워기 지름 
90mm.

크롬도금 003.425.84 ￦12,900

VOXNAN/복스난 5단분사 핸드샤워기. 핸드샤워기 지름 
105mm. 
크롬도금 003.425.79 ￦14,900

VOXNAN/복스난 샤워선반, 25×13×6cm.

크롬도금 503.285.90 ￦12,900

BROGRUND/브로그룬드 샤워세트+온도조절믹서. 
헤드샤워기 지름 200mm, 핸드샤워기 지름 90mm, 온냉수간 

설치간격 150mm, 호스 길이 150cm.

크롬도금 003.425.36 ￦249,000

BROGRUND/브로그룬드 헤드/핸드샤워기키트+디버터. 
헤드샤워기 지름 200mm, 핸드샤워기 지름 90mm, 호스 길이 
150cm.

크롬도금 703.425.47 ￦129,000 

BROGRUND/브로그룬드 높이조절레일+핸드샤워기키트. 
핸드샤워기 지름 90mm, 높이조절레일 높이 65cm, 호스 길이 
150cm.

크롬도금 703.425.52 ￦59,900

BROGRUND/브로그룬드 온도조절 목욕/샤워믹서. 온냉수간 

설치간격 150mm.

크롬도금 503.425.53 ￦140,000

BROGRUND/브로그룬드 온도조절 샤워믹서. 온냉수간 

설치간격 150mm.

크롬도금 303.425.49 ￦120,000

BROGRUND/브로그룬드 싱글분사 핸드샤워기. 핸드샤워기 
지름 90mm.

크롬도금 503.425.48 ￦8,900

BROGRUND/브로그룬드 3단분사 핸드샤워기. 핸드샤워기 
지름 90mm.

크롬도금 103.425.50 ￦12,900

BROGRUND/브로그룬드 5단분사 핸드샤워기. 핸드샤워기 
지름 100mm. 
크롬도금 903.425.51 ￦14,900

BROGRUND/브로그룬드 샤워선반, 25×11×4cm. 

크롬도금 703.285.27 ￦16,900

모든 온도조절샤워믹서는 10년 보증을 제공하며 모든 높이조절레일, 헤드/핸드 샤워기, 호스, 거치 브래킷, 샤워선반은 3년 보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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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온도조절샤워믹서는 10년 보증을 제공하며 모든 높이조절레일, 헤드/핸드 샤워기, 호스, 거치 브래킷, 샤워선반은 3년 보증을 제공합니다.

VALLAMOSSE/발라모세 높이조절레일+핸드샤워기키트. 
핸드샤워기 지름 80mm, 높이조절레일 높이 62cm, 호스 길이 
150cm.

크롬도금 903.496.61 ￦29,900

VALLAMOSSE/발라모세 온도조절샤워믹서. 온냉수간 

설치간격 150mm.

크롬도금 903.496.56 ￦80,000

VALLAMOSSE/발라모세 싱글분사 핸드샤워기. 핸드샤워기 
지름 80mm.

크롬도금 003.496.51 ￦6,900

모든 부품 & 가격

LILLREVET/릴레베트 복스난 싱글분사 핸드샤워기. 
핸드샤워기 지름 80mm.

화이트 103.426.30 ￦3,900

LILLREVET/릴레베트 샤워호스, 길이 150cm.

화이트 503.905.63 ￦5,900

KOLSJÖN/콜셴 샤워호스, 길이 150cm.

크롬도금 203.425.97 ￦1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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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꼭지 & 액세서리

BROGRUND/브로그룬드 욕실수도꼭지(장), 높이 28cm.

크롬도금황동 903.430.94 ￦119,000

BROGRUND/브로그룬드 욕실수도꼭지, 높이 17cm.

크롬도금황동 403.430.82 ￦89,000

BROGRUND/브로그룬드 수건레일, 스테인레스스틸.

47×13cm 203.340.07 ￦9,900

67×13cm 003.285.35 ￦14,900

BROGRUND/브로그룬드 벽선반+수건레일, 스테인레스스틸.

47×27cm 603.340.05 ￦19,900

67×27cm 303.339.84 ￦24,900

BROGRUND/브로그룬드 수건홀더3단, 봉 길이 43-63cm.

스테인리스스틸 404.267.08 ￦19,900

BROGRUND/브로그룬드 문걸이행거, 29×14cm.
스테인리스스틸 903.285.45 ￦9,900

BROGRUND/브로그룬드 옷/수건걸이, 29×7cm.
스테인리스스틸 503.285.33 ￦8,900

BROGRUND/브로그룬드 후크, 2개입.

스테인리스스틸 403.285.43 ￦4,900

VOXNAN/복스난 욕실수도꼭지(장), 높이 30cm. 

크롬도금황동 403.430.58 ￦169,000

VOXNAN/복스난 욕실수도꼭지, 높이 18cm.

크롬도금황동 103.430.88 ￦149,000

VOXNAN/복스난 수건레일, 크롬도금 마감.

43×13cm 503.340.01 ￦7,900

63×13cm 003.286.01 ￦14,900

VOXNAN/복스난 벽선반+수건레일, 크롬도금 마감.

48×28cm 103.339.99 ￦24,900

68×28 cm 903.285.88 ￦29,900
 

VOXNAN/복스난 문걸이행거, 35.8×11.5cm.

크롬도금 403.285.81 ￦12,900

VOXNAN/복스난 수건행거, 높이 16cm.

크롬도금 703.289.85 ￦4,900

VOXNAN/복스난 후크랙/걸이4, 23.3×4.5cm.

크롬도금 3032.85.86 ￦6,900

VOXNAN/복스난 후크, 2개입.

크롬도금 803.285.84 ￦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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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EA 서비스

더욱 쉽게 꿈을 이룰 수 있도록 IKEA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물론 스스로 해결하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은 낮아집니다.
하지만 IKEA에 많이 맡길수록 쇼핑은 더욱 편해지겠죠!

배송 서비스 조립 서비스 마음이 바뀌어도 괜찮아요
구입한 제품을 집이나 사무실까지 

IKEA가 직접 배송해 드려요. 그냥 문 

앞에 내려놓는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집안 

어느 곳이든 원하는 장소까지 가져다 

드린답니다.

집이나 사무실까지 IKEA가 직접 

가서 가구를 조립해 드려요. IKEA에 

조립서비스를 맡기면 시간이 참 많이 

절약돼요. 조립비용은 제품에 따라 

달라지며 배송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포장은 IKEA에서 수거하여 

환경 친화적 방법으로 폐기해요.

구입한 제품은 365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어요. 영수증을 잘 보관하면 반품이 

한결 쉬워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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