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 구매 안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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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늑한 느낌의 클래식 소파
STOCKSUND/스톡순드 의자 시리즈는 유행을 타지 않는 클래식한 스타일로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줍니다. 부드러운 곡선 디자인과 다리의 핸드메이드
디테일도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에요. 또한 크기가 넉넉하고 시트쿠션에
포켓스프링이 들어 있어서 더욱 편안하게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죠. 다양한 크기의
소파와 암체어, 벤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납 공간이 있는 벤치는 현관이나 침대
밑에 놓고 사용해도 좋아요.

내부의 디테일까지 생각한 디자인
STOCKSUND/스톡순드는 내부의 품질까지 모두 느낄 수 있도록 디테일을 살려서
세심하게 디자인했어요. 시트쿠션은 내구성이 뛰어난 포켓스프링을 사용하고, 
시트 각도를 넓혀서 더욱 깊숙하고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했죠. 다리는 원목 
소재에 장식성을 더했어요. 튼튼하고 내구성 높은 패브릭 소재에 멋진 파이핑과 
예쁜 주름을  넣은 커버도 원하는 스타일로 선택할 수 있죠. 게다가 언제든지 
벗겨서 간편하게 물세탁할 수 있어요.

제품구매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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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 스프링 내장

자세한 내용은 품질보증
브로슈어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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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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섬유보다 마찰에 강해요. 프린트 패턴 패브릭보다는 선염 패브릭이 
내구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커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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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안정성) 
검사도 실시하고 있어요.

세탁방법 내마모성 (검사횟수) 햇빛 안정성 (1-8)
LJUNGEN/융엔: 100% 폴리에스테르. 내구성이 뛰어난 폴리에스테르 소재의 맞춤 커버로 부드러운 벨벳 느낌이 나고
파이핑과 주름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세탁기 사용가능 40°C. 45,000 5

NOLHAGA/놀하가: 면 75%, 폴리에스테르 25%. 내구성이 뛰어난 선염 면/폴리에스테르 혼방 소재의 맞춤 커버로 투
톤 효과와 파이핑, 주름 등의 디테일을 느낄 수 있어요.

세탁기 사용가능 30°C. 35,000 5

SEGERSTA/세게르스타: 면 78%, 폴리에스테르 22%. 내구성이 뛰어난 면/폴리에스테르 혼방 소재로 체크무늬 패턴과 
부드러운 느낌이 특징입니다.

세탁기 사용가능 40°C. 50,00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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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수납벤치
전체 규격: W144×D49×D47cm
커버/다리 포함 가격

블랙 목재다리 라이트브라운 목재다리

LJUNGEN/융엔 블루 191.293.43 ￦399,000 091.293.48 ￦399,000
LJUNGEN/융엔 미디엄그레이 493.159.42 ￦399,000 593.159.46 ￦399,000
NOLHAGA/놀하가 다크그린 192.747.35 ￦349,000 292.747.30 ￦349,000
NOLHAGA/놀하가 그레이베이지 090.336.28 ￦349,000 490.336.31 ￦349,000
SEGERSTA/세게르스타 멀티컬러 792.747.75 ￦399,000 892.747.70 ￦399,000

2인용 소파
전체 규격: W154×D97×D84cm
커버/다리 포함 가격

블랙 목재다리 라이트브라운 목재다리

LJUNGEN/융엔 블루 891.297.59 ￦699,000 891.297.64 ￦699,000
LJUNGEN/융엔 미디엄그레이 493.159.18 ￦699,000 693.159.22 ￦699,000
NOLHAGA/놀하가 다크그린 792.747.18 ￦599,000 592.747.24 ￦599,000
NOLHAGA/놀하가 그레이베이지 890.337.28 ￦599,000 890.337.33 ￦599,000
SEGERSTA/세게르스타 멀티컬러 792.747.80 ￦699,000 192.749.38 ￦699,000

3인용 소파
전체 규격: W199×D97×D84cm
커버/다리 포함 가격

블랙 목재다리 라이트브라운 목재다리

LJUNGEN/융엔 블루 491.297.99 ￦799,000 291.298.04 ￦799,000
LJUNGEN/융엔 미디엄그레이 793.159.26 ￦799,000 993.159.30 ￦799,000
NOLHAGA/놀하가 다크그린 092.747.50 ￦699,000 992.747.55 ￦699,000
NOLHAGA/놀하가 그레이베이지 690.338.09 ￦699,000 690.338.14 ￦699,000
SEGERSTA/세게르스타 멀티컬러 992.747.60 ￦799,000 892.747.65 ￦799,000

암체어
전체 규격: W92×D97×D84cm
커버/다리 포함 가격

블랙 목재다리 라이트브라운 목재다리

LJUNGEN/융엔 블루 591.293.03 ￦499,000 491.293.08 ￦499,000
LJUNGEN/융엔 미디엄그레이 193.159.34 ￦499,000 293.159.38 ￦499,000
NOLHAGA/놀하가 다크그린 092.747.45 ￦449,000 192.747.40 ￦449,000
NOLHAGA/놀하가 그레이베이지 390.335.42 ￦449,000 990.335.82 ￦449,000
SEGERSTA/세게르스타 멀티컬러 992.750.19 ￦499,000 192.749.43 ￦4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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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품 & 가격

추가 커버 & 다리
수납벤치 추가 커버

LJUNGEN/융엔 블루 203.197.33 ￦99,000
LJUNGEN/융엔 미디엄그레이 004.709.63 ￦99,000
NOLHAGA/놀하가 다크그린 004.137.98 ￦49,000
NOLHAGA/놀하가 그레이베이지 302.803.01 ￦49,000
SEGERSTA/세게르스타 멀티컬러 704.154.83 ￦99,000

벤치 다리

블랙 목재다리 402.893.20 ￦50,000
라이트브라운 목재다리 302.893.25 ￦50,000

암체어 추가 커버

LJUNGEN/융엔 블루 803.197.30 ￦149,000
LJUNGEN/융엔 미디엄그레이 004.704.30 ￦149,000
NOLHAGA/놀하가 다크그린 404.137.77 ￦99,000
NOLHAGA/놀하가 그레이베이지 302.802.97 ￦99,000
SEGERSTA/세게르스타 멀티컬러 804.137.80 ￦149,000

암체어 다리

블랙 목재다리 802.893.18 ￦50,000
라이트브라운 목재다리 802.893.23 ￦50,000

2인용 소파 추가 커버

LJUNGEN/융엔 블루 303.197.42 ￦249,000
LJUNGEN/융엔 미디엄그레이 904.709.68 ￦249,000
NOLHAGA/놀하가 다크그린 204.154.85 ￦149,000
NOLHAGA/놀하가 그레이베이지 602.803.14 ￦149,000
SEGERSTA/세게르스타 멀티컬러 604.154.88 ￦249,000

3인용 소파 추가 커버
LJUNGEN/융엔 블루 603.197.45 ￦299,000
LJUNGEN/융엔 미디엄그레이 704.709.74 ￦299,000
NOLHAGA/놀하가 다크그린 004.154.91 ￦199,000
NOLHAGA/놀하가 그레이베이지 702.803.18 ￦199,000
SEGERSTA/세게르스타 멀티컬러 104.154.95 ￦299,000

2, 3인용 소파다리
블랙 목재다리 802.893.18 ￦50,000
라이트브라운 목재다리 802.893.23 ￦5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