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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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모두가 함께 쉴 수 있는 소파
NORSBORG/노르스보리 소파는 완벽한 가족용 소파로 편안하고 실용적이며 
다양한 디자인과 스타일, 크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드럽고 포근해서 누구나 
편안하게 쉴 수 있고, 팔걸이가 일반 소파보다 높아서 더욱 안정적으로 기댈 수 있죠. 
커버도 내구성이 뛰어나고 쉽게 벗겨서 물세탁할 수 있어요. 분명 가족들이 소파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 거예요.

마음에 드는 소파를 골라보세요
어떤 크기의 소파가 필요하세요? 원색 소파와 무채색 소파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으세요?  NORSBORG/노르스보리 소파는 다양한 디자인과 스타일, 크기 중에서 
나와 우리 가족에게 꼭 맞는 소파를 선택할 수 있어요. 커버도 내구성이 뛰어나고 
쉽게 벗겨서 물세탁할 수 있죠. 원목소재의 다리 덕분에 소파 밑에도 진공청소기를 
넣을 수 있어요. 팔걸이 옆쪽 수납주머니에는 리모컨이나 자잘한 물건을 넣어두고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제품구매안내

기능/구성
2인용섹션
3인용섹션
긴의자섹션
팔걸이
다리

분리형 커버

커버 선택

커버 물세탁 가능

다리 선택 가능

자세한 내용은 품질보증 
브로슈어를 참조하세요.

NORSBORG/노르스보리
소파 시리즈



콤비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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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다리 포함 가격: 
EDUM/에둠 베이지 자작나무 다리 992.398.18 ￦549,000

메탈 다리 392.400.99 ￦549,000
EDUM/에둠 브라이트그린 자작나무 다리 992.398.23 ￦549,000

메탈 다리 192.401.04 ￦549,000
FINNSTA/핀스타 다크그레이 자작나무 다리 091.248.45 ￦599,000

메탈 다리 092.422.26 ￦599,000
FINNSTA/핀스타 화이트 자작나무 다리 891.248.65 ￦599,000

메탈 다리 192.421.41 ￦599,000

교체용 커버
EDUM/에둠 베이지 792.396.21 ￦120,000
EDUM/에둠 브라이트그린 692.396.26 ￦120,000
FINNSTA/핀스타 다크그레이 491.032.66 ￦170,000
FINNSTA/핀스타 화이트 291.032.86 ￦170,000

커버/다리 포함 가격: 
EDUM/에둠 베이지 자작나무 다리 592.397.97 ￦489,000

메탈 다리 592.400.79 ￦489,000
EDUM/에둠 브라이트그린 자작나무 다리 192.398.03 ￦489,000

메탈 다리 792.400.83 ￦489,000
FINNSTA/핀스타 다크그레이 자작나무 다리 091.254.11 ￦559,000

메탈 다리 192.422.16 ￦559,000
FINNSTA/핀스타 화이트 자작나무 다리 891.254.31 ￦559,000

메탈 다리 292.421.31 ￦559,000

교체용 커버
EDUM/에둠 베이지 292.395.86 ￦110,000
EDUM/에둠 브라이트그린 292.395.91 ￦110,000
FINNSTA/핀스타 다크그레이 891.176.76 ￦180,000
FINNSTA/핀스타 화이트 691.176.96 ￦180,000

커버/다리 포함 가격: 
EDUM/에둠 베이지 자작나무 다리 292.401.94 ￦649,000

메탈 다리 692.402.05 ￦649,000
EDUM/에둠 브라이트그린 자작나무 다리 192.401.99 ￦649,000

메탈 다리 892.402.09 ￦649,000
FINNSTA/핀스타 다크그레이 자작나무 다리 391.249.24 ￦699,000

메탈 다리 992.422.41 ￦699,000
FINNSTA/핀스타 화이트 자작나무 다리 191.249.44 ￦699,000

메탈 다리 992.421.56 ￦699,000

교체용 커버
EDUM/에둠 베이지 692.396.31 ￦120,000
EDUM/에둠 브라이트그린 592.396.36 ￦120,000
FINNSTA/핀스타 다크그레이 091.035.60 ￦170,000
FINNSTA/핀스타 화이트 891.035.80 ￦170,000

NORSBORG/노르스보리 2인용 소파  
규격: W153×D88×H85cm  

NORSBORG/노르스보리 3인용 소파  
규격: W213×D88×H85cm

NORSBORG/노르스보리 긴의자  
규격: W110×D157×H8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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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비네이션

커버/다리 포함 가격: 
EDUM/에둠 베이지 자작나무 다리 992.399.98 ￦1,249,000

메탈 다리 892.401.10 ￦1,249,000
EDUM/에둠 브라이트그린 자작나무 다리 592.400.03 ￦1,249,000

메탈 다리 292.401.13 ￦1,249,000
FINNSTA/핀스타 다크그레이 자작나무 다리 491.250.32 ￦1,399,000

메탈 다리 092.422.31 ￦1,399,000
FINNSTA/핀스타 화이트 자작나무 다리 291.250.47 ￦1,399,000

메탈 다리 092.421.46 ￦1,399,000

교체용 커버
EDUM/에둠 베이지 092.315.53 ￦260,000
EDUM/에둠 브라이트그린 992.315.58 ￦260,000
FINNSTA/핀스타 다크그레이 091.057.00 ￦410,000
FINNSTA/핀스타 화이트 891.057.15 ￦410,000

커버/다리 포함 가격: 
EDUM/에둠 베이지 자작나무 다리 292.400.09 ￦899,000

메탈 다리 792.401.20 ￦899,000
EDUM/에둠 브라이트그린 자작나무 다리 292.400.14 ￦899,000

메탈 다리 192.401.23 ￦899,000
FINNSTA/핀스타 다크그레이 자작나무 다리 591.249.80 ￦999,000

메탈 다리 992.422.36 ￦999,000
FINNSTA/핀스타 화이트 자작나무 다리 991.249.97 ￦999,000

메탈 다리 092.421.51 ￦999,000

교체용 커버
EDUM/에둠 베이지 892.396.11 ￦190,000
EDUM/에둠 브라이트그린 792.396.16 ￦190,000
FINNSTA/핀스타 다크그레이 491.036.24 ￦290,000
FINNSTA/핀스타 화이트 891.036.41 ￦290,000

NORSBORG/노르스보리 4인용 소파+긴의자
규격: W293×D88/157×H85 cm

NORSBORG/노르스보리 4인용 소파+긴의자2
규격: W309×D88/157×H85cm

NORSBORG/노르스보리 3인용 소파+긴의자
규격: W231×D88/157×H85cm 

커버/다리 포함 가격: 
EDUM/에둠 베이지 자작나무 다리 892.400.30 ￦999,000

메탈 다리 692.401.30 ￦999,000
EDUM/에둠 브라이트그린 자작나무 다리 492.400.32 ￦999,000

메탈 다리 892.401.34 ￦999,000
FINNSTA/핀스타 다크그레이 자작나무 다리 191.390.35 ￦1,099,000

메탈 다리 292.422.49 ￦1,099,000
FINNSTA/핀스타 화이트 자작나무 다리 991.390.55 ￦1,099,000

메탈 다리 992.421.61 ￦1,099,000

교체용 커버
EDUM/에둠 베이지 592.396.41 ￦190,000
EDUM/에둠 브라이트그린 492.396.46 ￦190,000
FINNSTA/핀스타 다크그레이 991.400.06 ￦290,000
FINNSTA/핀스타 화이트 591.400.13 ￦2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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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아요!

3. 양면 등쿠션은 폴리에스테르 섬유 충전재를 사용하여 편안하게  
몸을 받쳐주며 양면을 번갈아 사용할 수 있어요.

4. NORSBORG/노르스보리 콤비네이션 양쪽 끝에는 팔걸이를  
설치해주세요.

1. 팔걸이 옆쪽의 주머니에 리모컨이나 자잘한 물건을 넣어둘 수  
있어서 실용적이에요.

2. 시트쿠션은 고탄성폼을 사용하여 부드럽고 편안하며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일어서면 충전재의 형태가 빠르게 복원됩니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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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용섹션 커버 

EDUM/에둠 베이지 603.825.91 ￦80,000
EDUM/에둠 브라이트그린 403.825.73 ￦80,000
FINNSTA/핀스타 다크그레이 303.040.76 ￦110,000
FINNSTA/핀스타 화이트 703.040.79 ￦110,000

3인용섹션 커버 

EDUM/에둠 베이지 303.826.01 ￦80,000
EDUM/에둠 브라이트그린 703.825.95 ￦80,000
FINNSTA/핀스타 다크그레이 903.041.01 ￦110,000
FINNSTA/핀스타 화이트 003.041.05 ￦110,000

긴의자섹션 커버

EDUM/에둠 베이지 003.826.26 ￦70,000
EDUM/에둠 브라이트그린 103.826.21 ￦70,000
FINNSTA/핀스타 다크그레이 503.042.02 ￦120,000
FINNSTA/핀스타 화이트 603.042.06 ￦120,000

팔걸이 커버

EDUM/에둠 베이지 603.826.09 ￦40,000
EDUM/에둠 브라이트그린 403.826.05 ￦40,000
FINNSTA/핀스타 다크그레이 103.041.81 ￦60,000
FINNSTA/핀스타 화이트 203.041.85 ￦60,000

NORSBORG/노르스보리 2인용섹션 프레임. 
121×88×52cm. 

803.192.97 ￦300,000

NORSBORG/노르스보리 3인용섹션 프레임. 
181×88×52cm.

803.193.01 ￦400,000

NORSBORG/노르스보리 긴의자섹션 프레임. 
80×157×52cm. 

903.193.05 ￦250,000

NORSBORG/노르스보리 팔걸이 프레임, 2입. 
16×88×52cm (1개 규격). 

503.042.21 ￦99,000

다리. H18cm. 

자작나무 003.037.52 ￦30,000

다리. H18cm.
메탈 403.826.29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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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브릭 내구성 테스트
IKEA는 소파와 암체어의 패브릭 커버에 대해 엄격한 내구성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패브릭의 내마모성은 두 패브릭을 기계로 강하게 압박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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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방법
내마모성 
(검사 횟수)

내광성
(1-8)

FINNSTA/핀스타: 도톰한 면/폴리에스테르 혼방 소재로 질감이 좋아요. 선염사를 사용한 은은한 투톤효과. 40°C 물세탁 25,000 5

EDUM/에둠 : 폴리에스테르/면 혼방 패브릭. 직조방식으로 가는 스트라이프 효과를 냈어요. 40°C 물세탁 20,000 5

알아두면 좋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