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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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구매안내

모델
소파베드

분리형 커버

커버 선택

커버 물세탁 가능

드라이클리닝

포켓스프링

NYHAMN/뉘함
소파베드 시리즈

딸깍 끼우기만 하면 침대로 변신하는 소파
딸깍 끼워 고정하는 간편한 방식으로 NYHAMN/뉘함 소파를 널찍한 침대로, 침대를 
소파로 순식간에 바꿀 수 있어요. 커버를 벗길 필요도 없이 하부프레임을 위쪽으로 당기고 
등받이를 아래로 접기만 하면 되죠. 소파베드 아래에는 수납상자를 넣을 공간이 있어 침구, 
베개, 이불을 보관할 수 있어요. 학생이 사는 원룸, 작은 집 등 좁은 공간에도 안성맞춤이고 
하룻밤 묵어갈 손님용 침대가 필요할 때도 정말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편안함과 스타일도 선택하세요
NYHAMN/뉘함 소파베드의 매트리스는 포켓스프링과 폼, 2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두 매트리스 모두 필요한 위치에서 몸을 받쳐줘서 편안하게 쉴 수 있기 때문에 낮에 앉아 
있거나 밤에 잘 때 언제나 최고의 안락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커버 종류도 다양해서 
원하는 스타일을 고를 수 있어요. 커버를 교체하려면 아마 여러 개가 필요하겠죠? 커버는 
분리해서 세탁기로 세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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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파를 침대로 바꾸는 방법

커버를 벗길 필요도 없어요. 그저 시트를 들어올려 뒤로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미세요. 그런 다음, 시트를 아래로 내려 잠 잘 곳을 평평하게 
만드세요. 

NYHAMN/뉘함 소파를 140×200cm 크기의 침대로 만드는 게 이렇게 
쉽답니다. 소파로 되돌리려면 먼저 시트를 들어올린 다음, 다시 아래로 
당기세요. 그러면 순식간에 끝나요!

CLICK!

편안한 매트리스

NYHAMN/뉘함 폼매트리스
10cm 두께의 탄력적인 폴리우레탄 폼 매트리스가 
몸을 고르게 받쳐주고 편안한 잠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커버는 분리해서 물세탁이 가능합니다.

NYHAMN/뉘함 포켓스프링매트리스
개별 포장된 포켓스프링이 자세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동시에 어깨와 엉덩이에 실리는 하중을 
덜어줍니다. 근육이 풀리면서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을 거예요. 두께는 11cm이고 커버는 분리해서 
물세탁이 가능합니다.



구성품 및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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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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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0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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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방법
내마모성
(검사 횟수)

내광성
(1-8)

KNISA/크니사 40°C 물세탁. 40,000 5-6

HYLLIE/휠리에 40°C 물세탁. 30,000 5

SKIFTEBO/시프테보 40°C 물세탁. 35,000 5

가로 × 세로 × 높이(cm)

침대 규격(cm)

소파베드
200×97×90cm
+포켓스프링매트리스

140×200cm

소파베드
200×97×90cm
+폼매트리스

140×200cm

소파베드
200×97×90cm
+포켓스프링매트리스
+3중쿠션
140×200cm

소파베드
200×97×90cm
+폼매트리스
+3중쿠션
140×200cm

추가 
소파베드 커버

매트리스와 커버 포함 구성

KNISA/크니사 그레이/베이지 ￦299,000 ￦249,000 ￦348,000 ￦298,000 ￦39,000

SKIFTEBO/시프테보 앤트러싸이트 ￦349,000 ￦299,000 ￦398,000 ￦348,000 ￦89,000

SKIFTEBO/시프테보 옐로 ￦349,000 ￦299,000 ￦398,000 ￦348,000 ￦89,000

HYLLIE/휠리에 베이지 ￦399,000 ￦349,000 ￦448,000 ￦398,000 ￦139,000

매트리스

NYHAMN/뉘함 포켓스프링매트리스 ￦150,000

NYHAMN/뉘함 폼매트리스 ￦100,000

NYHAMN/뉘함 3중쿠션.

200×40 cm 903.437.96 ￦49,000

SAMLA/삼라 수납상자. NYHAMN/뉘함 소파베드에는 뚜껑이 
있는 SAMLA/삼라 수납상자를 사용할 수 있어요. 소파베드 아래에 
수납상자 2개가 들어가요. 
78×56×18 cm 301.809.43 ￦9,900
78×56 cm 401.809.47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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