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 구매 안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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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력적인 가격의 편안한 소파
KIVIK/쉬비크 소파 시리즈로 편안한 소파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의자 
안팎의 디테일이 한층 더한 편안함을 제공할 거예요. 또한 나와 우리집에 꼭 맞는 
다양한 구성품을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한 가장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보세요.

체형에 따라 편안하게 받쳐줘요
KIVIK/쉬비크 의자 시리즈의 시트쿠션은 메모리폼이 들어있어서 체형을 따라 
더욱 안정적으로 몸을 받쳐줍니다. 넓은 팔걸이는 두툼하게 충전재를 넣어서 
베개처럼 이용할 수도 있고 걸터앉을 수도 있어요. 또한 긴의자와 풋스툴을 
더하면 다리를 쭉 펴고 눕거나 앉을 수 있죠. 최고의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나만의 콤비네이션을 만들어보세요
KIVIK/쉬비크 의자 시리즈는 우리집에 꼭 맞게 다양한 용도로 구성할 수 있어요. 
소파와 긴의자를 조합하면 넓은 공간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앉을 수 있죠. 나만의 솔루션을 자유롭게 만들어보세요!

제품구매안내

KIVIK 쉬비크
의자 시리즈

모델
2인용 섹션
3인용 섹션
긴의자
수납풋스툴

커버 선택

가죽/코팅패브릭

분리형, 세탁가능 커버

고정형 커버

풋스툴 내부 수납공간

자세한 내용은 품질보증
브로슈어를 참조하세요.



콤비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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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VIK/쉬비크 3인용소파 + 긴의자 
전체크기: W280×D163×H83cm
커버포함 가격
Orrsta/오르스타 라이트그레이 590.114.12  ￦699,000 
Orrsta/오르스타 레드 192.529.60  ￦699,000 
Skiftebo/시프테보 다크그레이                              393.055.71  ￦769,000 
Hillared/힐라레드 앤트러싸이트 391.936.63  ￦849,000 
Hillared/힐라레드 베이지 891.943.92  ￦849,000 
Hillared/힐라레드 다크블루 291.937.29  ￦849,000 
Grann/Bomstad 그란/봄스타드 블랙 998.943.74  ￦1,599,000 
Grann/Bomstad 그란/봄스타드 다크브라운 799.046.99  ￦1,599,000 

KIVIK/쉬비크 4인용소파 + 긴의자
전체크기: W318×D163×H83cm
커버포함 가격
Orrsta/오르스타 라이트그레이 090.114.24  ￦799,000 
Orrsta/오르스타 레드 092.529.70  ￦799,000 
Skiftebo/시프테보 다크그레이                              393.055.66  ￦869,000 
Hillared/힐라레드 앤트러싸이트 291.936.73  ￦949,000 
Hillared/힐라레드 베이지 391.944.03  ￦949,000 
Hillared/힐라레드 다크블루 891.937.45  ￦949,000 
Grann/Bomstad 그란/봄스타드 블랙 699.047.08  ￦1,699,000 
Grann/Bomstad 그란/봄스타드 다크브라운 299.047.10  ￦1,699,000 

KIVIK/쉬비크 3인용소파
전체크기: W228×D95×H83cm
커버포함 가격
Orrsta/오르스타 라이트그레이 790.114.30 ￦499,000
Orrsta/오르스타 레드 992.529.75 ￦499,000
Skiftebo/시프테보 다크그레이                              093.055.82 ￦549,000
Hillared/힐라레드 앤트러싸이트 191.936.78 ￦599,000
Hillared/힐라레드 베이지 291.944.08 ￦599,000
Hillared/힐라레드 다크블루 791.937.55 ￦599,000
Grann/Bomstad 그란/봄스타드 블랙 801.985.92 ￦999,000
Grann/Bomstad 그란/봄스타드 다크브라운 602.048.53 ￦999,000

KIVIK/쉬비크 2인용소파
전체크기: W190×D95×H83cm
커버포함 가격
Orrsta/오르스타 라이트그레이 290.114.18 ￦399,000
Orrsta/오르스타 레드 092.529.65 ￦399,000
Skiftebo/시프테보 다크그레이                              093.055.77 ￦449,000
Hillared/힐라레드 앤트러싸이트 291.936.68 ￦499,000
Hillared/힐라레드 베이지 591.943.98 ￦499,000
Hillared/힐라레드 다크블루 291.937.34 ￦499,000
Grann/Bomstad 그란/봄스타드 블랙 401.985.89 ￦899,000
Grann/Bomstad 그란/봄스타드 다크브라운 902.048.42 ￦8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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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브릭 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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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0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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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죽소파

알아두면 좋아요

세탁방법
내모마성
(검사 횟수) 햇빛 안정성(1-8)

Orrsta/오르스타: 폴리에스테르 65%, 면 35%. 세탁기 사용가능 최대 40°C. 20,000 5

Hillared/힐라레드: 면 55%, 폴리에스테르 25%, 비스코스/레이온 12%, 린넨 8%. 세탁기 사용가능 최대 40°C. 30,000 5

Skiftebo/시프테보: 폴리에스테르 100%. 세탁기 사용가능 최대 40°C. 35.000 5

1 2

가죽, 그리고 코팅패브릭
KIVIK/쉬비크 가죽소파는 두께 1.2mm의 부드럽고 내구성좋은 
GRANN/그란가죽과 BOMSTAD/붐스타드 코팅패브릭을 사용합니다. 
코팅패브릭은 더 낮은 가격으로 가죽과 같은 질감을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케아는 두 가지 소재를 함께 이용하고는 하는데, 이때는 앉는 
부분과 팔걸이(1)처럼 직접 몸에 닿는 부분은 가죽을, 그 외의 부분(2)에는 
코팅패브릭을 사용해요.

그레인가죽 
표면 보호를 위해 얇게 코팅처리만을 했기 때문에 가죽의 자연스러운 
패턴까지 잘 보여요. 가죽은 시간이 흐를수록 멋스러워져요.  
진공청소기에 부드러운 솔을 끼워 청소해준다면 관리하기도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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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품 & 가격

수납풋스툴 긴의자 2인용소파 3인용소파

가로(W)×세로(D)×높이(H) cm 90×70×43 90×163×83 190×95×83 228×95×83

커버 포함
Orrsta/오르스타 라이트그레이 ￦179,000 ￦300,000 ￦399,000 ￦499,000

Orrsta/오르스타 레드 ￦179,000 ￦300,000 ￦399,000 ￦499,000

Skiftebo/시프테보 다크그레이                              ￦189,000 ￦320,000 ￦449,000 ￦549,000

Hillared/힐라레드 앤트러싸이트 ￦199,000 ￦350,000 ￦499,000 ￦599,000

Hillared/힐라레드 베이지 ￦199,000 ￦350,000 ￦499,000 ￦599,000

Hillared/힐라레드 다크블루 ￦199,000 ￦350,000 ￦499,000 ￦599,000

교체용 커버
Orrsta/오르스타 라이트그레이 ￦39,000 ￦80,000 ￦99,000 ￦129,000

Orrsta/오르스타 레드 ￦39,000 ￦80,000 ￦99,000 ￦129,000

Skiftebo/시프테보 다크그레이                              ￦49,000 ￦100,000 ￦149,000 ￦179,000

Hillared/힐라레드 앤트러싸이트 ￦59,000 ￦130,000 ￦199,000 ￦229,000

Hillared/힐라레드 베이지 ￦59,000 ￦130,000 ￦199,000 ￦229,000

Hillared/힐라레드 다크블루 ￦59,000 ￦130,000 ￦199,000 ￦229,000

가죽 고정커버 포함
Grann/Bomstad 그란/봄스타드 블랙 ￦399,000  ￦700,000  ￦899,000  ￦999,000

Grann/Bomstad 그란/봄스타드 다크브라운 ￦399,000  ￦700,000  ￦899,000  ￦9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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