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구매안내에 소개된 제품 중 일부는 매장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매장 직원에게 문의하거나 IKEA.kr에서 확인하세요.
자세한 제품 정보는 가격표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제품은 조립이 필요합니다.

디자이너 Tom Dixon과 IKEA가 협력하여 다양한 제작 방식과 항공기 소재를 
탐색하던 과정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DELAKTIG/델락티그 시리즈는 가구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벗어버린 제품입니다. 소파의 알루미늄 프레임은 
목재보다 안정성이 우수하고 가볍지만 50% 이상 재생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진 
신소재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출발점은 집에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의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시도였지만 생활 환경에 변화가 
생기거나 물건을 버리게 되는 경우도 신중하게 고려했습니다. DELAKTIG/
델락티그 시리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어요. 디자이너의 말에 
따르면 “새 소파를 구입해도 DELAKTIG/델락티그 시리즈는 버리지 마세요. 
무언가 다른 것, 새로운 것으로 변형하면 되니까요. 그냥 남겨두었다가 아이들이 
독립할 때 가지고 나갈 수도 있고요.”라고 합니다.

제품구매 안내

디자이너
Tom Dixon 

구성
암체어 플랫폼
2인용플랫폼
3인용플랫폼
등받이+쿠션
팔걸이+쿠션
보조테이블
플로어스탠드 

커버 분리 가능

커버 선택 가능

커버 물세탁

자세한 내용은 품질보증
브로슈어를 참고하세요.

DELAKTIG/델락티그
의자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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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암체어, 2인용 소파, 3인용 소파 중에서 플랫폼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등받이/팔걸이, 보조테이블, 조명을 함께 사용하면 편의성이 
우수하고 공간에 매우 잘 어울리는 소파가 됩니다. 개성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내고 싶다면 각 부분을 
다른 커버로 구성해보세요.

구성 방법

2인용플랫폼 1개 팔걸이+쿠션 1개 등받이+쿠션 2개  보조테이블 1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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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비네이션

DELAKTIG/델락티그 암체어 
가격(커버 포함)
HILLARED 앤트러싸이트 192.537.33 ￦810,000
HILLARED 다크블루     692.537.35 ￦810,000
TALLMYRA 화이트/블랙  692.537.40 ￦810,000
GUNNARED 베이지 492.890.09 ￦770,000
GUNNARED 라이트 브라운핑크 992.893.04 ￦770,000
GUNNARED 미디엄그레이 292.894.49 ￦770,000

이 콤비네이션에 포함된 품목
DELAKTIG/델락티그 암체어 플랫폼 1개
DELAKTIG/델락티그 등받이+쿠션 1개
DELAKTIG/델락티그 팔걸이+쿠션 2개

DELAKTIG/델락티그 암체어+보조테이블+조명
가격(커버 포함)
HILLARED 앤트러싸이트  592.537.50 ￦829,000
HILLARED 다크블루   892.537.58 ￦829,000
TALLMYRA 화이트/블랙 992.537.67 ￦829,000
GUNNARED 베이지 392.890.19 ￦809,000
GUNNARED 라이트 브라운핑크 892.893.14 ￦809,000
GUNNARED 미디엄그레이 192.894.59 ￦809,000

이 콤비네이션에 포함된 품목
DELAKTIG/델락티그 암체어 플랫폼 1개
DELAKTIG/델락티그 등받이+쿠션 1개
DELAKTIG/델락티그 보조테이블 1개
DELAKTIG/델락티그 플로어스탠드 1개

DELAKTIG/델락티그 2인용 소파 
가격(커버 포함)
HILLARED 앤트러싸이트 992.537.72 ￦999,000
HILLARED 다크블루   692.537.78 ￦999,000
TALLMYRA 화이트/블랙 692.577.43 ￦999,000
GUNNARED 베이지 292.890.53 ￦939,000
GUNNARED 라이트 브라운핑크 892.893.47 ￦939,000
GUNNARED 미디엄그레이 092.894.93 ￦939,000

이 콤비네이션에 포함된 품목
DELAKTIG/델락티그 2인용플랫폼 1개
DELAKTIG/델락티그 등받이+쿠션 2개
DELAKTIG/델락티그 팔걸이+쿠션 2개

의자의 개념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이 모던한 버전의 암체어는 
보조테이블을 암체어 양 옆 중 편한 쪽에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조명은 
프레임에 고정할 수도 있고 제품구성에 포함된 조명본체에 고정할 수도 
있습니다.  규격: 114×84×79 cm

규격: 94×84×79 cm

모던한 분위기에 유연성이 필요한 집이라고 해서 클래식한 형태의 소파 
콤비네이션이 어울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색상은 3가지이며 등받이를 
원하는 대로 고정할 수 있어 양쪽 방향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규격: 149×84×79 cm

아래의 콤비네이션은 가능한 조합의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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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AKTIG/델락티그 2인용소파+보조테이블 
가격(커버 포함)
HILLARED 앤트러싸이트 592.596.72 ￦989,000
HILLARED 다크블루 492.596.77 ￦989,000
TALLMYRA 화이트/블랙 492.596.82 ￦989,000
GUNNARED 베이지 392.890.62 ￦939,000
GUNNARED 라이트 브라운핑크 892.893.52 ￦939,000
GUNNARED 미디엄그레이 992.894.98 ￦939,000

이 콤비네이션에 포함된 품목
DELAKTIG/델락티그 2인용플랫폼 1개
DELAKTIG/델락티그 등받이+쿠션 2개
DELAKTIG/델락티그 팔걸이+쿠션 1개
DELAKTIG/델락티그 보조테이블 1개

DELAKTIG/델락티그 3인용소파 
가격(커버 포함)
HILLARED 앤트러싸이트 392.596.87 ￦1,299,000
HILLARED 다크블루 392.596.92 ￦1,299,000
TALLMYRA 화이트/블랙 292.596.97 ￦1,299,000
GUNNARED 베이지 692.890.70 ￦1,239,000
GUNNARED 라이트 브라운핑크 792.893.57 ￦1,239,000
GUNNARED 미디엄그레이 692.895.03 ￦1,239,000

이 콤비네이션에 포함된 품목
DELAKTIG/델락티그 3인용플랫폼 1개
DELAKTIG/델락티그 등받이+쿠션 3개
DELAKTIG/델락티그 팔걸이+쿠션 2개

DELAKTIG/델락티그 3인용소파+보조테이블+조명
가격(커버 포함)
HILLARED 앤트러싸이트 092.597.64 ￦1,418,000
HILLARED 다크블루 192.597.73 ￦1,418,000
TALLMYRA 화이트/블랙 292.597.82 ￦1,418,000
GUNNARED 베이지 692.890.89 ￦1,368,000
GUNNARED 라이트 브라운핑크 692.893.67 ￦1,368,000
GUNNARED 미디엄그레이 592.895.13 ￦1,368,000

이 콤비네이션에 포함된 품목
DELAKTIG/델락티그 3인용플랫폼 1개
DELAKTIG/델락티그 등받이+쿠션 3개
DELAKTIG/델락티그 팔걸이+쿠션 1개
DELAKTIG/델락티그 보조테이블 1개
DELAKTIG/델락티그 플로어스탠드 1개

규격: 204×84×79 cm

편안하면서도 공간을 적게 차지하는 2인용소파에 찻잔, 안경, 책 등을 
올려둘 수 있는 보조테이블로 구성된 콤비네이션입니다. 
좁은 공간에 적합하면서도 필요한 요소는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규격: 169×84×79 cm

집에서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쾌적하게 만들어 줄 소파입니다. 프레임에 
등받이를 원하는 쪽으로 고정할 수 있어 양쪽 방향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보조테이블과 팔걸이 위치를 서로 바꿀 수도 있고 
제품 구성에 포함된 조명본체에서 조명을 떼어내 소파 프레임에 고정할 
수도 있습니다.
규격: 224×84×79 cm

콤비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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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AKTIG/델락티그 긴의자+팔걸이 
가격(커버 포함)
HILLARED 앤트러싸이트  692.599.16 ￦789,000
HILLARED 다크블루 092.599.24 ￦789,000
TALLMYRA 화이트/블랙 592.599.31 ￦789,000
GUNNARED 베이지 492.890.33 ￦749,000
GUNNARED 라이트 브라운핑크 892.893.28 ￦749,000
GUNNARED 미디엄그레이 292.894.73 ￦749,000

이 콤비네이션에 포함된 품목
DELAKTIG/델락티그 2인용플랫폼 1개
DELAKTIG/델락티그 등받이+쿠션 1개
DELAKTIG/델락티그 팔걸이+쿠션 1개

DELAKTIG/델락티그 긴의자+보조테이블+조명  
가격(커버 포함)
HILLARED 앤트러싸이트 992.598.73 ￦908,000
HILLARED 다크블루 892.598.97 ￦908,000
TALLMYRA 화이트/블랙 792.599.06 ￦908,000
GUNNARED 베이지 192.890.44 ￦878,000
GUNNARED 라이트 브라운핑크 792.893.38 ￦878,000
GUNNARED 미디엄그레이 992.894.84 ￦878,000

이 콤비네이션에 포함된 품목
DELAKTIG/델락티그 2인용플랫폼 1개
DELAKTIG/델락티그 등받이+쿠션 1개
DELAKTIG/델락티그 보조테이블 1개
DELAKTIG/델락티그 플로어스탠드 1개

보조테이블은 프레임 양쪽으로 고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명을 원하는 
위치로 조정하여 원하는 부분을 비출 수 있습니다. 프레임에 고정할 수도 
있고 제품구성에 포함된 조명본체에 고정할 수도 있습니다. 누워 편하게 
휴식을 가지세요. 
규격: 149×104×79 cm

달콤한 낮잠에 빠지거나 편안한 자세로 한밤의 영화 한 편을 즐기기 좋은 
긴의자입니다. 팔걸이는 원하는 방향으로 고정할 수 있습니다. 규격: 
149×84×79 cm

콤비네이션



구성품 & 가격

플랫폼
DELAKTIG/델락티그 암체어 플랫폼 

HILLARED 앤트러싸이트 092.654.25 ￦500,000
HILLARED 다크블루 892.654.26 ￦500,000
TALLMYRA 화이트/블랙 692.654.27 ￦500,000
GUNNARED 베이지 292.890.48 ￦490,000
GUNNARED 라이트 브라운핑크 992.893.42 ￦490,000
GUNNARED 미디엄그레이 092.894.88 ￦490,000

DELAKTIG/델락티그 2인용플랫폼  

HILLARED 앤트러싸이트 792.654.41 ￦579,000
HILLARED 다크블루 592.654.42 ￦579,000
TALLMYRA 화이트/블랙 392.654.43 ￦579,000
GUNNARED 베이지 792.889.99 ￦559,000
GUNNARED 라이트 브라운핑크 892.893.71 ￦559,000
GUNNARED 미디엄그레이 392.894.39 ￦559,000

DELAKTIG/델락티그 3인용플랫폼  

HILLARED 앤트러싸이트 292.662.02 ￦769,000
HILLARED 다크블루 392.662.06 ￦769,000
TALLMYRA 화이트/블랙 592.662.10 ￦769,000
GUNNARED 베이지 592.890.04 ￦759,000
GUNNARED 라이트 브라운핑크 792.893.76 ￦759,000
GUNNARED 미디엄그레이 392.894.44 ￦759,000

팔걸이/등받이+쿠션
DELAKTIG/델락티그 팔걸이+쿠션 

HILLARED 앤트러싸이트 292.599.61 ￦100,000
HILLARED 다크블루 092.599.57 ￦100,000
TALLMYRA 화이트/블랙 992.599.53 ￦100,000
GUNNARED 베이지 592.890.23 ￦90,000
GUNNARED 라이트 브라운핑크 992.893.18 ￦90,000
GUNNARED 미디엄그레이 392.894.63 ￦90,000

DELAKTIG/델락티그 등받이+쿠션 

HILLARED 앤트러싸이트 692.599.40 ￦110,000
HILLARED 다크블루 892.599.44 ￦110,000
TALLMYRA 화이트/블랙 992.599.48 ￦110,000
GUNNARED 베이지 492.890.28 ￦100,000
GUNNARED 라이트 브라운핑크 992.893.23 ￦100,000
GUNNARED 미디엄그레이 292.894.68 ￦100,000

추가 제품
DELAKTIG/델락티그 보조테이블 프레임 47×22 cm

블랙 803.860.98 ￦90,000

DELAKTIG/델락티그 LED플로어스탠드  

블랙 603.965.88 ￦129,000

커버
DELAKTIG/델락티그 암체어 시트쿠션커버

HILLARED 앤트러싸이트 603.859.00 ￦40,000
HILLARED 다크블루 303.948.21 ￦40,000
TALLMYRA 화이트/블랙 203.948.26 ￦40,000
GUNNARED 베이지 904.300.34 ￦30,000
GUNNARED 라이트 브라운핑크 304.265.01 ￦30,000
GUNNARED 미디엄그레이 004.264.99 ￦30,000

DELAKTIG/델락티그 2인용소파 시트쿠션커버

HILLARED 앤트러싸이트 403.858.97 ￦60,000
HILLARED 다크블루 303.947.98 ￦60,000
TALLMYRA 화이트/블랙 403.948.06 ￦60,000
GUNNARED 베이지 004.300.38 ￦40,000
GUNNARED 라이트 브라운핑크 704.265.18 ￦40,000
GUNNARED 미디엄그레이 904.265.17 ￦40,000

DELAKTIG/델락티그 3인용소파 시트쿠션커버

HILLARED 앤트러싸이트 203.858.98 ￦60,000
HILLARED 다크블루 203.948.12 ￦60,000
TALLMYRA 화이트/블랙 303.948.16 ￦60,000
GUNNARED 베이지 204.300.42 ￦50,000
GUNNARED 라이트 브라운핑크 004.265.12 ￦50,000
GUNNARED 미디엄그레이 204.265.11 ￦50,000

DELAKTIG/델락티그 팔걸이/쿠션 커버

HILLARED 앤트러싸이트 603.896.20 ￦30,000
HILLARED 다크블루 303.948.35 ￦30,000
TALLMYRA 화이트/블랙 203.948.31 ￦30,000
GUNNARED 베이지 504.300.26 ￦20,000
GUNNARED 라이트 브라운핑크 204.264.84 ￦20,000
GUNNARED 미디엄그레이 404.264.83 ￦20,000

DELAKTIG/델락티그 등받이/쿠션 커버

HILLARED 앤트러싸이트 503.896.25 ￦30,000
HILLARED 다크블루 503.948.44 ￦30,000
TALLMYRA 화이트/블랙 203.948.45 ￦30,000
GUNNARED 베이지 704.300.30 ￦20,000
GUNNARED 라이트 브라운핑크 704.264.91 ￦20,000
GUNNARED 미디엄그레이 504.264.92 ￦20,000

규격: 가로 × 세로 × 높이(다리 포함) 다리 높이 20cm. 시트 높이 42cm.

6

이 제품은 공공장소 사용에 대해 EN 16139의 강도, 내구성, 안전성 기준에 
부합하며 EN1021-1 가연성 평가 기준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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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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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세탁 방법
내마모성
(검사 횟수)

내광성
(1-8)

HILLARED: 다양한 섬유의 혼방 조직이며 유사 배색 선염 조직입니다. 40°C에서 세탁 가능. 30,000 5

TALLMYRA: 투톤 효과가 돋보이는 광택이 은은하고 따스한 촉감의 부드러운 셔닐 소재입니다. 40°C에서 세탁 가능. 30,000 5

GUNNARED: 유사 색조를 활용한 평직 제품입니다. 폴리에스테르 100%. 40°C에서 세탁 가능. 50,000 5-6

다양한 방식으로 내구성을 높여요
엄격한 테스트는 패브릭 커버의 내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지만 내구성은 소재와 구조, 사용법에 따라서도 달라지죠. 
도톰하고 촘촘하게 짜인 평직 패브릭이 마찰에 가장 강합니다. 또한 천연 
및 합성섬유 혼방 패브릭이 100% 천연섬유보다 마찰에 강해요. 프린트 
패턴 패브릭보다는 선염 패브릭이 내구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커버가 
더러울수록 마모가 빨라져요. 물론 소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패브릭의 수명이 결정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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