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일상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소파베드
FLOTTEBO/플로테보 소파베드는 편안하면서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등받이쿠션을 분리할 수 있어 쉬기에도 자기에도 딱 좋죠. 시트 
아래의 수납공간은 원하는 물건을 모두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고 꺼내기도 
편리해요. 소파에 느긋하게 기대어 앉아 영화를 감상하거나 친한 친구와 수다도 
떨고, 그 위에 누워 문자를 보내거나 낮잠도 청해 보세요. FLOTTEBO/플로테보 
소파베드에서 모든 일상 생활을 즐길 수 있어요.

언제나 편안하게
FLOTTEBO/플로테보 소파베드에서는 앉든, 기대든, 눕든 항상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개별 포장된 포켓스프링이 독립적으로 몸을 따라 움직이며 몸 전체를 
편안히 받쳐주기 때문이죠. 푹신한 등받이쿠션은 시트 높이와 등을 받쳐주는 
위치를 쉽게 조절할 수 있어서 더욱 편리해요. 쿠션을 분리하기만 하면 소파를 
널찍한 침대로 만들 수도 있죠. 정말 빠르고 쉽고 편안하죠!

제품구매안내

모델
소파베드(120×200cm) 
보조테이블

 

분리형 커버

커버 선택

커버 물세탁 가능 

스프링코어

FLOTTEBO/플로테보
소파베드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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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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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TTEBO/플로테보 소파베드는 널찍하고 편안한 침대로 아주 쉽게 바꿀 
수 있어요. 그냥 손잡이를 잡고 시트를 들어올리세요. 시트 아래에 침구를 
모두 넣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열릴 거예요. 그런 다음, 등받이쿠션을 
분리해서 침대를 만들고 푹 자기만 하면 돼요.

소파를 침대로 바꾸는 방법



콤비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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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크기: 가로길이(W) x 세로길이(D) x 높이(H).

FLOTTEBO/플로테보 소파베드
규격: W120×D200×H79cm.
침대 규격: W120×D200cm.

가격(커버 포함)
GUNNARED/군나레드 미디엄그레이 192.974.59 ￦699,000
VISSLE/비슬레 다크그레이 892.974.65 ￦649,000
VISSLE/비슬레 퍼플 492.974.72 ￦649,000

FLOTTEBO/플로테보 소파베드+테이블
규격: W120×D200×H79cm.
침대 규격: W120×D200cm.

가격(커버 포함)
GUNNARED/군나레드 미디엄그레이 592.974.24 ￦749,000
VISSLE/비슬레 다크그레이 092.974.31 ￦699,000
VISSLE/비슬레 퍼플 392.974.39 ￦699,000

보조 상품

보조테이블
FLOTTEBO/플로테보 보조테이블 

32×27 cm 503.425.34 ￦50,000

추가 커버
FLOTTEBO/플로테보 소파베드커버, W120×D200cm

GUNNARED/군나레드 미디엄그레이 204.423.23 ￦209,000
VISSLE/비슬레 다크그레이 804.417.35 ￦159,000
VISSLE/비슬레 퍼플 204.417.24 ￦15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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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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방법
내마모성
(검사 횟수)

내광성
(1-8)

GUNNARED/군나레드 미디엄그레이: 폴리에스테르 100%. 40°C 물세탁. 50,000 5

VISSLE/비슬레 다크그레이: 폴리에스테르 100%. 40°C 물세탁. 50,000 5

VISSLE/비슬레 퍼플: 폴리에스테르 100%. 40°C 물세탁. 50,00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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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