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공간
NOCKEBY/노케뷔 소파는 두툼한 방석과 넉넉한 공간 디자인이 특징이며 
여러 사람이 함께 앉을 수 있고 오래 앉아있어도 편안합니다. 함께 모여 영화를 
보거나 밤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모던한 디자인의 제품으로 다리는 크롬도금과 
목재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커버는 벗겨서 물세탁할 수 있죠. 분명 우리 집의 
중심이 될 거예요. 

편안하고 안정적이에요
NOCKEBY/노케뷔 소파는 한층 더한 편안함과 안정감을 선사하며 특히 사람들과 
어울릴 때 더욱 좋습니다. 앉거나 누워서 영화도 보고 책도 읽어보세요. 두툼한 
방석은 포켓스프링과 고탄성폼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오래도록 형태가 변하지 않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죠. 커버는 모던한 디자인을 강조해주며,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커버 4가지 중에서 원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간편하게 벗겨서 
물세탁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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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구매안내

디자이너 
Ola Wihlborg

모델
3인용 소파
3인용 소파+긴의자L
3인용 소파+긴의자R

분리형 커버

커버 선택

커버 물세탁 가능

자세한 내용은 품질보증 
브로슈어를 참조하세요.

NOCKEBY/노케뷔
소파 시리즈



알아두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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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브릭 내구성 테스트
IKEA는 소파와 암체어의 패브릭 커버에 대해 엄격한 내구성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패브릭의 내마모성은 두 패브릭을 기계로 강하게 압박하며 마찰을 
일으켜 확인합니다. 일상 생활용 가구의 패브릭은 이런 마모성 검사를 15,000
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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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방법
내마모성 
(검사 횟수)

내광성 
(1-8)

TALLMYRA/탈뮈라: 면 78%, 폴리에스테르 22% 40°C 물세탁 30,000 5

LEJDE/레이데: 면 71%, 폴리에스테르 21%, 비스코스/레이온 8%. 40°C 물세탁 30,00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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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품 & 가격
규격: 가로길이(W)×세로길이(D)×높이(H)

3인용 소파
W251×D97×H82 cm

커버/다리 포함 크롬도금 다리 목재 다리 교체용 커버

TALLMYRA/탈뮈라 러스트 791.505.05 ￦849,000 591.505.11 ￦849,000 ￦199,000

TALLMYRA/탈뮈라 화이트/블랙 991.292.83 ￦849,000 891.292.88 ￦849,000 ￦199,000

LEJDE/레이데 다크베이지 092.530.26 ￦949,000 492.530.29 ￦949,000 ￦299,000

LEJDE/레이데 다크그레이 792.529.00 ￦949,000 192.529.03 ￦949,000 ￦299,000

3인용 소파 +긴의자L 
W277×D175/97×H82 cm

커버/다리 포함 크롬도금 다리 목재 다리 교체용 커버

TALLMYRA/탈뮈라 러스트 891.504.25 ￦1,099,000 891.504.30 ￦1,099,000 ￦249,000

TALLMYRA/탈뮈라 화이트/블랙 491.292.52 ￦1,099,000 191.292.58 ￦1,099,000 ￦249,000

LEJDE/레이데 다크베이지 192.530.16 ￦1,199,000 692.530.14 ￦1,199,000 ￦349,000

LEJDE/레이데 다크그레이 292.529.07 ￦1,199,000 892.529.09 ￦1,199,000 ￦349,000

3인용 소파+긴의자R 
W277×D97/175×H82 cm

커버/다리 포함 크롬도금 다리 목재 다리 교체용 커버

TALLMYRA/탈뮈라 러스트 691.504.45 ￦1,099,000 091.504.53 ￦1,099,000 ￦249,000

TALLMYRA/탈뮈라 화이트/블랙 391.292.62 ￦1,099,000 291.292.67 ￦1,099,000 ￦249,000

LEJDE/레이데 다크베이지 992.530.22 ￦1,199,000 392.530.20 ￦1,199,000 ￦349,000

LEJDE/레이데 다크그레이 592.529.82 ￦1,199,000 292.529.88 ￦1,199,000 ￦3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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