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드럽게 떨어지는 느낌의 넉넉한 소파
SANDBACKEN/산드바켄 소파는 솔기 장식이 멋스러운 넓고 폭신한 등받이쿠션과 
부드럽게 떨어지는 느낌의 커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깔끔해보이면서도 
널찍하고 여유있는 느낌이죠. 메탈 프레임을 사용하여 안정감 있고 튼튼하면서도 
집을 리모델링하거나 새 집으로 이사할 때 쉽게 들고 옮길 수 있어요. 소파를 두 
배 크기로 만들어 침대로 사용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소파베드를 선택하세요. 
빠르고 간편하게 편안한 침대로 바꿀 수 있답니다. 스프링 시트와 탄력적인 폼 
덕분에 앉을 때나 잘 때도 편안할 거에요.

모든 면에서 친환경적
SANDBACKEN/산드바켄 소파는 가벼우면서 견고하고 내구성 강한 소재로 
제작되었어요. 플랫팩으로 판매되니까 직접 들고 집으로 운반하기도 쉽습니다. 
IKEA에서 운송할 때도 더 효율적으로 운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가격을 모두 낮출 수 있어요. 또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는 소재를 간편하게 
분리해서 재활용할 수 있게 설계되었어요. 모든 면에서 친환경적이죠!

제품구매안내

모델
3인용 소파 
코너소파 
코너소파베드

분리형 커버

커버 선택

커버 물세탁 가능

수납 풋스툴

SANDBACKEN/산드바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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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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BACKEN/산드바켄 소파베드는 널찍하고 편안한 침대로 쉽게 
바꿀 수 있어요. 먼저 하부프레임을 꺼내세요. 그런 다음 다리를 펴서 
하부프레임을 배치하고 소파에 붙이세요. 그러면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침대가 완성됩니다.

소파를 침대로 바꾸는 방법



3

콤비네이션

가격(커버 포함)
SANDBACKEN/산드바켄 프릴레스타드 라이트그레이 692.178.32 ￦549,000
SANDBACKEN/산드바켄 로팔레트 베이지 392.178.43 ￦449,000

이 콤비네이션에 포함된 품목
BOMSUND/봄순드 컴포트커버 1 개
BOMSUND/봄순드 코너소파프레임 1 개
BOMSUND/봄순드 매트리스 71×201cm 1 개
BOMSUND/봄순드 매트리스 71×71cm 1 개
SANDBACKEN/산드바켄 쿠션세트 1 개
SANDBACKEN/산드바켄 코너소파커버 1 개

가격(커버 포함)
SANDBACKEN/산드바켄 프릴레스타드 라이트그레이 992.178.97 ￦619,000
SANDBACKEN/산드바켄 로팔레트 베이지 092.179.05 ￦519,000

이 콤비네이션에 포함된 품목
BOMSUND/봄순드 컴포트커버 1 개
BOMSUND/봄순드 코너소파베드프레임 1 개
BOMSUND/봄순드 매트리스 71×131cm 1 개
BOMSUND/봄순드 매트리스 71×201cm 1 개
BOMSUND/봄순드 매트리스 71×71cm 1 개
SANDBACKEN/산드바켄 쿠션세트 1 개
SANDBACKEN/산드바켄 코너소파커버 1 개

가격(커버 포함)
SANDBACKEN/산드바켄 프릴레스타드 라이트그레이 892.177.94 ￦449,000
SANDBACKEN/산드바켄 로팔레트 베이지 192.178.01 ￦399,000

이 콤비네이션에 포함된 품목
BOMSUND/봄순드 컴포트커버 1 개 
BOMSUND/봄순드 매트리스 71×201cm 1 개
BOMSUND/봄순드 3인용소파프레임 1 개
SANDBACKEN/산드바켄 쿠션세트 1 개
SANDBACKEN/산드바켄 3인용소파커버 1 개SANDBACKEN/산드바켄 3인용소파

규격: W212×D78×H69cm

SANDBACKEN/산드바켄 코너소파
규격: W212×D78/149×H69cm

SANDBACKEN/산드바켄 소파베드
규격: W212×D78/149×H69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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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커버
SANDBACKEN/산드바켄 3인용소파커버

프릴레스타드 라이트그레이 003.362.53 ￦169,000
로팔레트 베이지 003.361.87 ￦119,000

SANDBACKEN/산드바켄 코너소파커버+코너소파베드

프릴레스타드 라이트그레이 003.362.48 ￦209,000
로팔레트 베이지 303.361.95 ￦109,000

추가 매트리스
BOMSUND/봄순드 매트리스 71×201cm. SANDBACKEN/산드바켄 
3인용소파, 코너소파, 코너소파베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3.361.63 ￦50,000

BOMSUND/봄순드 매트리스 71×131cm. SANDBACKEN/산드바
켄 코너소파베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903.361.59 ￦60,000

BOMSUND/봄순드 매트리스 71×71cm. SANDBACKEN/
산드바켄 코너소파와 코너소파베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3.361.67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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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방법
내마모성
(검사 횟수)

내광성
(1-8)

FRILLESTAD/프릴레스타드 라이트그레이: 폴리에스테르 60%, 면 40% 40°C 물세탁. 25,000 5

LOFALLET/로팔레트 베이지: 면 55%, 폴리에스테르 45% 40°C 물세탁. 25,000 5

알아두세요!

다양한 방식으로 내구성을 높여요
엄격한 테스트는 패브릭 커버의 내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지만 내구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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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