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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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LENTUNA/발렌투나 소파 시리즈는 필요한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고 나에게 꼭 
맞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모듈만을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개를 조합하여 간단하게 
편안한 소파를 만들 수도 있죠. 구조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파티를 위한 새로운 
콤비네이션과 손님을 위한 침대도 만들 수 있고 조금씩만 변화를 줄 수도 있어요. 등받이 
높이도 선택할 수 있고, 팔걸이 없이도 사용할 수 있죠. 같은 모듈이라도 색상이나 
스타일을 다르게 구성할 수 있어요. 마음껏 감각을 발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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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품
의자모듈
수납의자모듈
의자모듈+침대
등받이 80×80
등받이 100×80
팔걸이
등받이 쿠션

소파베드

수납 공간이 있는
의자 모듈

다양한
구성 가능

포켓스프링 

분리형 커버,
세탁 가능

커버 선택 가능

코팅 패브릭

자세한 내용은 품질보증 
브로슈어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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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는 방법

언제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소파

VALLENTUNA/발렌투나 소파 시리즈는 독립형 모듈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떤 모양이나 크기로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와 공간, 
라이프스타일에 꼭 맞는 소파를 만들 수 있고, 언제든지 구성을 바꿀 수 
있어요. 수납공간과 침대 등의 기능도 더할 수 있고 원하는 스타일의 커버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개성을 담은 독창적인 콤비네이션을 만들어보세요.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IKEA의 유용한 플래너를 사용하면 가능한 모든 구성과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플래너는 매장과 IKEA.kr에서 확인해보세요. 

=

소파베드 모듈

+

+

+

+

=

등받이 80×80

등받이 80×80

등받이 100×80

등받이 100×80

등받이쿠션 ×2

등받이쿠션 ×2

의자모듈

+

+

소파베드 모듈 사용 방법

VALLENTUNA/발렌투나 소파베드모듈을 쉽게 침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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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비네이션 

아래의 콤비네이션은 가능한 솔루션의 예로, 더욱 다양한 색상이나 크기, 
콤비네이션을 원하면 7페이지에서 모든 구성품을 확인하세요.

의자모듈+등받이.
커버 포함 총 가격
ORRSTA/오르스타 라이트그레이 492.774.45 ￦420,000
ORRSTA/오르스타 올리브그린 492.774.31 ￦420,000
HILLARED/힐라레드 다크그레이 892.769.72 ￦470,000
HILLARED/힐라레드 라이트블루 392.774.17 ￦470,000
MURUM/무룸 블랙* 192.774.75 ￦570,000
MURUM/무룸 화이트* 992.774.81 ￦570,000

2인용모듈소파+수납.
커버 포함 가격
ORRSTA/오르스타 라이트그레이 092.770.27 ￦695,000
ORRSTA/오르스타 올리브그린 192.775.31 ￦695,000
HILLARED/힐라레드 다크그레이 692.775.19 ￦780,000
HILLARED/힐라레드 라이트블루 392.775.25 ￦780,000
MURUM/무룸 블랙* 892.775.37 ￦960,000
MURUM/무룸 화이트* 292.775.83 ￦960,000

소파베드모듈+등받이.
커버 포함 가격
ORRSTA/오르스타 라이트그레이 192.774.99 ￦600,000
ORRSTA/오르스타 올리브그린 492.774.93 ￦600,000
HILLARED/힐라레드 다크그레이 292.770.74 ￦670,000
HILLARED/힐라레드 라이트블루 692.774.87 ￦670,000
MURUM/무룸 블랙* 392.775.06 ￦770,000
MURUM/무룸 화이트* 192.775.12 ￦770,000

2인용모듈소파+소파베드/수납.
커버 포함 가격
ORRSTA/오르스타 라이트그레이 092.770.32 ￦875,000
ORRSTA/오르스타 올리브그린 592.776.47 ￦875,000
HILLARED/힐라레드 다크그레이 292.780.16 ￦980,000
HILLARED/힐라레드 라이트블루 392.776.53 ￦980,000
MURUM/무룸 블랙* 092.776.59 ￦1,160,000
MURUM/무룸 화이트* 792.776.65 ￦1,160,000

* 코팅 패브릭 고정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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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비네이션 

2인용모듈소파.
커버 포함 가격
ORRSTA/오르스타 라이트그레이 092.776.83 ￦840,000
ORRSTA/오르스타 올리브그린 292.776.77 ￦840,000
HILLARED/힐라레드 다크그레이 292.770.50 ￦940,000
HILLARED/힐라레드 라이트블루 592.776.71 ￦940,000
MURUM/무룸 블랙* 792.776.89 ￦1,140,000
MURUM/무룸 화이트* 492.776.95 ￦1,140,000

3인용모듈소파+수납.
커버 포함 가격
ORRSTA/오르스타 라이트그레이/MURUM/무룸 화이트* 292.777.43 ￦1,200,000
ORRSTA/오르스타 올리브그린/MURUM/무룸 블랙* 192.777.34 ￦1,200,000
HILLARED/힐라레드 다크그레이/MURUM/무룸 블랙* 192.770.98 ￦1,280,000
HILLARED/힐라레드 라이트블루/MURUM/무룸 화이트* 192.777.48 ￦1,280,000
MURUM/무룸 블랙*/ORRSTA/오르스타 올리브그린 692.777.55 ￦1,300,000
MURUM/무룸 화이트*/ORRSTA/오르스타 라이트그레이 492.777.61 ￦1,300,000

2인용모듈소파+소파베드2.
커버 포함 가격
ORRSTA/오르스타 라이트그레이 592.777.13 ￦1,200,000
ORRSTA/오르스타 올리브그린 792.777.07 ￦1,200,000
HILLARED/힐라레드 다크그레이 992.770.80 ￦1,340,000
HILLARED/힐라레드 라이트블루 092.777.01 ￦1,340,000
MURUM/무룸 블랙* 292.777.19 ￦1,540,000
MURUM/무룸 화이트* 992.777.25 ￦1,540,000

3인용모듈소파+소파베드/수납.
커버 포함 가격
ORRSTA/오르스타 라이트그레이/MURUM/무룸 화이트* 292.778.61 ￦1,400,000
ORRSTA/오르스타 올리브그린/MURUM/무룸 블랙* 392.778.46 ￦1,400,000
HILLARED/힐라레드 다크그레이/MURUM/무룸 블랙* 292.771.06 ￦1,480,000
HILLARED/힐라레드 라이트블루/MURUM/무룸 화이트* 292.777.76 ￦1,480,000
MURUM/무룸 블랙*/ORRSTA/오르스타 올리브그린 092.778.76 ￦1,480,000
MURUM/무룸 화이트*/ORRSTA/오르스타 라이트그레이 892.778.82 ￦1,480,000

* 코팅 패브릭 고정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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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비네이션

3인용모듈소파+수납/오픈엔드.
커버 포함 가격
ORRSTA/오르스타 라이트그레이 692.779.01 ￦990,000
ORRSTA/오르스타 올리브그린 092.778.95 ￦990,000
HILLARED/힐라레드 다크그레이 592.769.21 ￦1,110,000
HILLARED/힐라레드 라이트블루 392.778.89 ￦1,110,000
MURUM/무룸 블랙* 392.779.07 ￦1,370,000
MURUM/무룸 화이트* 192.779.13 ￦1,370,000

3인용코너소파모듈+수납.
커버 포함 가격
ORRSTA/오르스타 라이트그레이 092.779.61 ￦1,345,000
ORRSTA/오르스타 올리브그린 292.779.55 ￦1,345,000
HILLARED/힐라레드 다크그레이 592.770.63 ￦1,510,000
HILLARED/힐라레드 라이트블루 592.779.49 ￦1,510,000
MURUM/무룸 블랙* 792.779.67 ￦1,860,000
MURUM/무룸 화이트* 592.779.73 ￦1,860,000

3인용모듈소파+소파베드/오픈엔드.
커버 포함 가격
ORRSTA/오르스타 라이트그레이 392.779.31 ￦1,170,000
ORRSTA/오르스타 올리브그린 592.779.25 ￦1,170,000
HILLARED/힐라레드 다크그레이 092.769.66 ￦1,310,000
HILLARED/힐라레드 라이트블루 892.779.19 ￦1,310,000
MURUM/무룸 블랙* 092.779.37 ￦1,570,000
MURUM/무룸 화이트* 892.779.43 ￦1,570,000

3인용코너소파모듈+소파베드/수납.
커버 포함 가격
ORRSTA/오르스타 라이트그레이 592.779.92 ￦1,525,000
ORRSTA/오르스타 올리브그린 792.779.86 ￦1,525,000
HILLARED/힐라레드 다크그레이 492.770.92 ￦1,710,000
HILLARED/힐라레드 라이트블루 292.779.79 ￦1,710,000
MURUM/무룸 블랙* 292.779.98 ￦2,060,000
MURUM/무룸 화이트* 892.780.04 ￦2,060,000

* 코팅 패브릭 고정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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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비네이션

4인용코너소파모듈+소파베드3/수납.
커버 포함 가격
ORRSTA/오르스타 라이트그레이/MURUM/무룸 화이트* 292.780.64 ￦2,210,000
ORRSTA/오르스타 올리브그린/MURUM/무룸 블랙* 492.780.58 ￦2,210,000
HILLARED/힐라레드 다크그레이/MURUM/무룸 블랙* 592.768.84 ￦2,440,000
HILLARED/힐라레드 라이트블루/MURUM/무룸 화이트* 992.780.51 ￦2,440,000
MURUM/무룸 블랙*/ORRSTA/오르스타 올리브그린 792.780.71 ￦2,720,000
MURUM/무룸 화이트*/ORRSTA/오르스타 라이트그레이 692.780.76 ￦2,720,000

* 코팅 패브릭 고정 커버

4인용코너소파모듈+수납.
커버 포함 가격
ORRSTA/오르스타 라이트그레이/MURUM/무룸 화이트* 792.780.28 ￦1,670,000
ORRSTA/오르스타 올리브그린/MURUM/무룸 블랙* 092.780.22 ￦1,670,000
HILLARED/힐라레드 다크그레이/MURUM/무룸 블랙* 792.768.78 ￦1,840,000
HILLARED/힐라레드 라이트블루/MURUM/무룸 화이트* 792.780.33 ￦1,840,000
MURUM/무룸 블랙*/ORRSTA/오르스타 올리브그린 292.780.40 ￦2,120,000
MURUM/무룸 화이트*/ORRSTA/오르스타 라이트그레이 992.780.46 ￦2,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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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품 & 가격
규격: 가로(W) × 세로(D) × 높이(H). 다리 길이 4cm 포함.

* 코팅 패브릭 고정 커버

의자모듈 100×80. 커버 포함. 100×80×46 cm.

ORRSTA/오르스타 라이트그레이 591.495.94 ￦180,000
ORRSTA/오르스타 올리브그린 492.794.25 ￦180,000
HILLARED/힐라레드 다크그레이 691.498.76 ￦200,000
HILLARED/힐라레드 라이트블루 592.794.20 ￦200,000
MURUM/무룸 블랙* 003.294.84 ￦260,000
MURUM/무룸 화이트* 804.177.02 ￦260,000

추가 커버.

ORRSTA/오르스타 라이트그레이 203.295.53 ￦50,000
ORRSTA/오르스타 올리브그린 104.178.66 ￦50,000
HILLARED/힐라레드 다크그레이 103.295.01 ￦70,000
HILLARED/힐라레드 라이트블루 604.181.18 ￦70,000

수납의자모듈 80×80. 커버 포함. 80×80×45 cm.

ORRSTA/오르스타 라이트그레이 891.496.01 ￦170,000
ORRSTA/오르스타 올리브그린 292.794.45 ￦170,000
HILLARED/힐라레드 다크그레이 291.498.83 ￦190,000
HILLARED/힐라레드 라이트블루 392.794.40 ￦190,000
MURUM/무룸 블랙* 303.294.92 ￦250,000
MURUM/무룸 화이트* 904.178.48 ￦250,000

추가 커버.

ORRSTA/오르스타 라이트그레이 503.295.61 ￦40,000
ORRSTA/오르스타 올리브그린 104.178.71 ￦40,000
HILLARED/힐라레드 다크그레이 403.295.09 ￦60,000
HILLARED/힐라레드 라이트블루 604.181.23 ￦60,000

소파베드모듈 100×80. 커버 포함. 100×80×45 cm. 
침대 규격 80×200 cm.
ORRSTA/오르스타 라이트그레이 691.495.98 ￦360,000
ORRSTA/오르스타 올리브그린 392.794.35 ￦360,000
HILLARED/힐라레드 다크그레이 891.498.80 ￦400,000
HILLARED/힐라레드 라이트블루 492.794.30 ￦400,000
MURUM/무룸 블랙* 103.294.88 ￦460,000
MURUM/무룸 화이트* 004.178.43 ￦460,000

추가 커버.

ORRSTA/오르스타 라이트그레이 303.295.57 ￦80,000
ORRSTA/오르스타 올리브그린 904.180.27 ￦80,000
HILLARED/힐라레드 다크그레이 203.295.05 ￦120,000
HILLARED/힐라레드 라이트블루 804.180.37 ￦120,000

팔걸이. 커버 포함. 80×13×64 cm.

ORRSTA/오르스타 라이트그레이 591.495.70 ￦70,000
ORRSTA/오르스타 올리브그린 792.793.77 ￦70,000
HILLARED/힐라레드 다크그레이 891.498.04 ￦80,000
HILLARED/힐라레드 라이트블루 892.793.72 ￦80,000
MURUM/무룸 블랙* 203.294.64 ￦90,000
MURUM/무룸 화이트* 404.174.69 ￦90,000

추가 커버.

ORRSTA/오르스타 라이트그레이 603.295.65 ￦20,000
ORRSTA/오르스타 올리브그린 704.179.72 ￦20,000
HILLARED/힐라레드 다크그레이 403.294.96 ￦30,000
HILLARED/힐라레드 라이트블루 404.180.44 ￦30,000

등받이 80×80. 커버 포함. 80×13×84 cm. 
등받이마다 쿠션을 놓아두면 더욱 편안합니다.
ORRSTA/오르스타 라이트그레이 391.495.90 ￦80,000
ORRSTA/오르스타 올리브그린 892.794.14 ￦80,000
HILLARED/힐라레드 다크그레이 491.498.20 ￦90,000
HILLARED/힐라레드 라이트블루 092.794.08 ￦90,000
MURUM/무룸 블랙* 803.294.80 ￦100,000
MURUM/무룸 화이트* 204.176.96 ￦100,000

추가 커버.

ORRSTA/오르스타 라이트그레이 003.295.49 ￦30,000
ORRSTA/오르스타 올리브그린 704.216.86 ￦30,000
HILLARED/힐라레드 다크그레이 603.295.13 ￦40,000
HILLARED/힐라레드 라이트블루 804.180.61 ￦40,000

등받이 100×80. 커버 포함. 100×13×84 cm. 
등받이마다 쿠션을 놓아두면 더욱 편안합니다.
ORRSTA/오르스타 라이트그레이 091.495.82 ￦90,000
ORRSTA/오르스타 올리브그린 392.794.02 ￦90,000
HILLARED/힐라레드 다크그레이 191.498.12 ￦100,000
HILLARED/힐라레드 라이트블루 592.793.97 ￦100,000
MURUM/무룸 블랙* 503.294.72 ￦110,000
MURUM/무룸 화이트* 204.176.82 ￦110,000

추가 커버.

ORRSTA/오르스타 라이트그레이 603.297.25 ￦30,000
ORRSTA/오르스타 올리브그린 604.179.77 ￦30,000
HILLARED/힐라레드 다크그레이 003.297.14 ￦40,000
HILLARED/힐라레드 라이트블루 304.180.49 ￦40,000

등받이쿠션. 커버 포함. 75×40 cm.

ORRSTA/오르스타 라이트그레이 591.496.07 ￦35,000
ORRSTA/오르스타 올리브그린 692.793.92 ￦35,000
HILLARED/힐라레드 다크그레이 991.498.08 ￦40,000
HILLARED/힐라레드 라이트블루 792.793.82 ￦40,000
MURUM/무룸 블랙* 303.294.68 ￦50,000
MURUM/무룸 화이트* 904.176.69 ￦50,000

추가 커버.

ORRSTA/오르스타 라이트그레이 803.295.45 ￦15,000
ORRSTA/오르스타 올리브그린 904.178.53 ￦15,000
HILLARED/힐라레드 다크그레이 703.295.17 ￦20,000
HILLARED/힐라레드 라이트블루 804.180.80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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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브릭 내구성 테스트
IKEA는 소파와 암체어의 패브릭 커버에 대해 엄격한 내구성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패브릭의 내마모성은 두 패브릭을 기계로 강하게 압박하며 마찰을 
일으켜 확인합니다. 일상 생활용 가구의 패브릭은 이런 마모성 검사를 15,000
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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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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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가죽 및 코팅패브릭은 보호 코팅 처리를 하여 관리가 쉽고 
간편합니다. 모든 소재에 대해 마모성 및 유연성, 내광성 테스트와 승인을 
거친 제품으로 오래도록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어요.

세탁 방법
내마모성
(검사 횟수)

내광성
(1-8)

ORRSTA/오르스타: 65% 폴리에스테르, 35% 면. 가벼운 짜임으로 부드럽고 편안합니다. 조금씩 다른 색조
가 느껴지는 선염 패브릭으로 깔끔하고 차분한 느낌을 줍니다.

40°C에서 기계 세탁 가능. 20,000 5

HILLARED/힐라레드: 55% 면, 25% 폴리에스테르, 12% 비스코스/레이온, 8% 리넨. 내구성이 뛰어난 커버
는 짜임이 뚜렷하면서도 부드럽고 편안합니다.

40°C에서 기계 세탁 가능. 30,000 5

관리 방법
내마모성
(검사 횟수)

내광성
(1-8)

MURUM/무룸: 100% 폴리에스테르 베이스, 100% 폴리우레탄 코팅 표면. 푹신하면도 탄탄한 고정식 코팅 
패브릭 커버.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세요. 
가벼운 얼룩은 물 또는 중성세제에 
적신 스펀지로도 지워질 수 
있습니다.  

50,000 5

코팅 패브릭
코팅패브릭은 가죽의 느낌이 나도록 코팅 처리한 패브릭으로 튼튼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관리도 편하죠. 진공청소기에 부드러운 솔을 끼워 
청소해주고 젖은 천으로 닦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