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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자연이 주는 선물 핀란디아
핀란디아는 [The original echo friendly]이라는 일관 된 브랜드 컨셉으로
다양한 친환경 원목가구를 생산, 유통하는 전문 브랜드입니다.

핀란디아 컨셉

The Original Echo Friendly
사람
가구를 만들기 전 사람을 생각한다면 모두가 말하는 친환경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요?
핀란디아홈앤리빙 모든 제품은 사람을 위해, 더 작게는 내 가족이 사용하는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디자인
핀란디아의 모든 제품은 좋은 목재의
자연스러운 멋이 가미 된 간결한 디자인을 추구합니다.

차별화
비슷한 가구는 너무나 많습니다. 비슷한 디자인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재질, 마감등 모든 것을 흉내 낼 수 는 없습니다. 가구는 오래 사용 되어야 합니다.
좋은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는 시간이 흐를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CONTENT
1 harmony 하모니 시리즈
우리 기술로 만든
실용적인 북유럽스타일 원목가구!

2 harmony 하모니시스템 시리즈
한층더 편리한 생활을 위해 시스템기능까지 겸비한 원목가구.

3 elite 엘리트 시리즈
100% 국내제작, 100% 원목을 사용한 명품
핸드메이드 가구

4 friend 프렌드 시리즈
고무나무 원목을 사용한 깔끔한 디자인 프렌드

핀란디아 수종

●고무나무
고무나무는 일반 미송에 비해 강도가 우수하며 밝은 색상을 가졌습니다.
강도가 좋고 무늬가 아름다워 가구제작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작나무
자작나무는 목질이 단단하며 적갈색 무늬를 띄고 있으며 내구성이 뛰어난
유아용 책상및 의자 교구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표면은 검(나무결의 잡티)이 다소있습니다.
품질관리와 제품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환경보호관련 필수 요건에 충족하는
최고급 원목으로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됩니다.

●레드파인
레드파인(Red Pine)은 나이테가선명하며 주로 핀란드등의 추운지방에서 자라고,
목질이 단단하고 결이 아름다워 소나무과에서는 최고의 목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일반 소나무에 비해 건조 후 수축 변형이 적어 고급 가구의 소재로 많이 사용됩니다

5 sonnet 소네트 시리즈
화사하고 깔끔한 순백의
사랑스러운 공간

6 smart 스마트 시리즈
자작나무 원목으로 만든 순수 원목가구 스마트

7 nobly 노블리 시리즈
원목이 주는 부드러움 그대로!
자연의 선물 노블리

8 mattress 매트리스 시리즈
다양한 매트리스로
수면건강을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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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mony
하모니 시리즈
우리 기술로 만든
실용적인 북유럽스타일 원목가구!

장농내부도

장농내부도

POINT
여자들의 자존심 침실!
침실은 아늑한 공간이여야 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물건을 보
관하기 편리하게 꾸며져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러기에 수납장이 많으며 언제라도 쉬기에 적합하게 가구
를 구성해야 합니다. 짐이 많아도 편리하게 보기좋게 정리가
되는 가구들로 구성된 침실을 소개합니다.

·장롱_W3116×D635×H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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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불장

옷장

정리장

·장롱_W3608×D635×H2270

이불장

옷장

쪽장

정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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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mony
하모니 시리즈
우리 기술로 만든
실용적인 북유럽스타일 원목가구!

T

POIN

POINT

원터치 조명침대 & 매트리스 보호대

실용적인 북유럽스타일로 만든 신혼가구!

실용적인 헤드수납&원터치 조명
하모니 퀸침대는 간편한 수납이 가능한 헤드에 조명을 장착해
편안하면서도 분위기 있는 침실을 만들어 드립니다.

·Q침대-조명_W1620×D2170×H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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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모니는 실용적인 북유럽 디자인으로 어느 누가 사용하여
도 편리하게 사용가능하며, 튼튼한 원목으로 제작되었지만
무겁지 않은 심플한 디자인으로, 사용하는 이들로 하여금
북유럽 감성을 느끼실 수 있게 디자인 하였습니다.

·장롱_W900×D595×H2000

·경_W800×D618×H75
·와이드_W1200×D520×H720

·콘솔_W900×D395×H760

·스툴_W390×D290×H450

HARMONY series

| 7

harmony
하모니 시리즈
우리 기술로 만든
실용적인 북유럽스타일 원목가구!

T

POIN
심플&경쾌한 편수책상세트

기존 편수책상세트와는 다르게 심플한 디자인의
책꽂이로 보다 넓은 스터디 공간을 만들어 드립니다.

·5단서랍장_W800×D520×H1106

·편수책상_W1200×D600×H770 ￦ 480,000
·편수책꽂이_W1180×D290×H740 ￦ 200,000

T

POIN

편리하게 디자인된 서랍형 침대
살아가면서 많이 쌓이는 짐들!
수납형 침대는 자주쓰는 물건과 그렇지 않은 물건들을
구분해 수납할 수 있게 실용적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POINT
주니어룸은 이제 주니어들만의 전용이 아닙니다.
핀란디아의 가구는 아동뿐만아니라
성인이 사용하기에도 적합하게 디자인 되었습니다.
주니어 부터 시니어까지,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무난하고
튼튼한 가구입니다.

·SS침대-서랍형_W1220×D2145×H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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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침대-협_W1220×D2170×H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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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POIN

다양한 공간에 어울리게 구성된 거실장세트
하모니시리즈의 거실장세트는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넓은공간에는 같이 붙여서 좁은공간에는 따로써도
아름다움이 상하지 않게 심플한 라인이 돋보이는 디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거실장식장_W627×D395×H1127
·거실-드레스_W1800×D395×H491
·협탁_W550×D395×H491

harmony
하모니 시리즈
우리 기술로 만든
실용적인 북유럽스타일 원목가구!
POINT
Living Room & Dining Room
하모니의 리빙룸과 다이닝룸은 다릅니다.
심플한 디자인 라인과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색상은 하모
니 시리즈의 자랑이며 다양하게 활용한 가능한 구성으로 디
자인되어있어서 어느인테리어 공간에도 어울리게 제작되었
습니다.

·의자_W520×D520×H850
·식탁_W1400×D800×H750
·벤치_W1050×D380×H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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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mony
하모니시스템 시리즈
한층더 편리한 생활을 위해
시스템기능까지 겸비한 원목가구.

POINT
핀란디아의 기술력의 집대성-하모니 시스템 가구!
가구의 변신은 무죄!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가구가 아닌 실용성과 첨단 기술력을
접목하여서 만든 하모니 시스템가구는 감성과 과학이 만나
새로운 가구의 장을 연 최첨단 시스템 가구입니다.

·5단 서랍장_W000×D520×H1205

T
POIN
각도 조절이 가능한 독서대~

·SS침대-서랍형_W1200×D2235×H1145

·800책장_W800×D295×H2000
·이동형 각도조절책상_W1200×D550×H750

·적측장_W1216×D290×H700
·수동높낮이 책상_W1216×D755×H830
·회전테이블_W1000×D435×H645
·이동서랍장_W435×D500×H580

하모니 시스템가구의 장점은 곳곳에 우리가 생각하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아이템들이 숨어 있습니다.
책상에서 각도조절이 가능한 독서대가 올라오는가 하면
조금더 넓은 작업대가 필요할때 쓰는 회전테이블등등
곳곳에 숨은 아이템을 찾아보는 즐거움이 가득한
하모니 시스템 가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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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하모니 시스템의 하이라이트 전동 책상과 침대!
책상은 앉아서만 공부하는 것이아니라 일어나서도 해야
합니다. 유럽의 국가에서는 아이들이 서서 공부하는 것
을 권장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럴때 학습효
과가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핀란디아는 아이들의 건강과 학습효과를 위해서 하모니
시스템 전동 책상과 침대를 만들었습니다.

·전동 높낮이 책상_W1410×D768×H645~1295
·전동 침대SS_W1200×D2235×H1145

harmony
하모니시스템 시리즈
한층더 편리한 생활을 위해
시스템기능까지 겸비한 원목가구.

T

POIN
트랜스포머의 탄생!

여러개의 가구를 들여놓을 수 없는 구조의 방이나
지금은 필요없어도 손님이 찾아왔을때 필요한
간이 침대가 필요할때
우리는 가구들의 변화를 요구하게 됩니다.
트랜스포머는 그러한 니즈에 의해서 탄생하였습니다.

트랜스포머 침대
·침대 사용시_W2170×D1185×H1600
·책상 사용시_W2170×D1080×H1600

14 | FINLANDIA 2017

HARMONY SYSTEM series

| 15

POINT
핀란디아가 제안하는 프리미엄 학생 가구 엘리트

elite

소비의 시대, 가격파괴의 시대, 다 얇고 더 싼 가구는 많습니
다. 핀란디아는 그들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사용하는 동안 브랜드의 가치 경험할 수 있는 제품만
을 고집합니다.

엘리트 시리즈

100% 원목 친환경 명품 핸드메이드 가구
핀란디아 엘리트 시리즈는
핀란드산 최고급 레드파인 원목을 사용하며,
100% 국내제작, 100% 원목을 사용한
명품 핸드메이드 가구 입니다.

가치를 아는
선택 된 사람을 위한 가구

Bed

01
T

POIN
h형 책상 세트

아이가 어려도 아이가 성인이 되어도 가장 쓰기
편하게 되어있는 h형 책상은 수납공간과 작업공간이
가장 많이 확보된 구성으로 누가써도
후회하지 않는 제품입니다.

·900책장_W900×D300×H2000
·일반서랍_W450×D580×H730
·상판_W1600×D700×H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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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elite

처음 시작하는 아이만의 공간에는 건강한 가구를!
보통 아이들은 유아기에는 엄마와 같이 자고 엄마와 같이 공
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아이가 자라서 처음으로 자기만의
공간과 공부를 해야 하는 시기가 왔을때 어울리는 건강한 가
구! 엘리트 시리즈는 처음부터 끝까지 쓸 수 있는 건강함을
드리는 가구입니다.

엘리트 시리즈
가치를 아는
선택 된 사람을 위한 가구

T

POIN
편수 책상 세트
·SS침대_W2110×D1260×H950
·의 자_W450×D450×H800
·편수책상_W1200×D700×H750
·편수책꽂이_W1200×D240×H791

책꽂이와 책상이 분리되어 있는 편수책상 세트는
때론 같이 때론 따로써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으며 나무의 결을 최대로 살린
자연적인 색상과 친환경 소재는 우리아이들에게
건강함을 선물하기에 충분합니다.

SS침대 : 통마루 깔판의 엘리트 SS침대

POINT
서재에도 거실에도 어울리는 가구
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공간인 거실에 아이들과 같이 보는
책들로 거실을 실용공간으로 만들고 싶을때 어두운 색상의
가구는 안 어울리고 아동가구 색상인 알록달록한 색상으로
도 힘들때 자연에서 온 엘리트 색상은 한번에 해결해 줄수
있습니다.
·700책장_W700×D300×H2000
·낮은책장_W900×D300×H1100
·900책장_W900×D300×H2000
·장롱_W942×D620×H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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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te
엘리트 시리즈

POINT
침실과 공부방을 하나로~
아이들의 방은 어른들의 방과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잠도 자야하고 공부도 해야하고 친구가 오면 그들만의 아지
트도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아이들의 특징에 맞게 아이의 방을 자유롭게 만들수
있는 엘리트로 아이들의 방을 필요에 따라 꾸며주세요!

가치를 아는
선택 된 사람을 위한 가구

Bed

02
Bed

03

·벙커침대_W2096×D1194×H1375 ·낮은책장_W900×D300×H1100 ·일반서랍_W450×D580×H730
·상판_W1600×D700×H24 ·의 자_W450×D450×H800 ·5단서랍_W902×D520×H1205 (위)
·테이블_W990×D600×H330 ·벙커침대_W2096×D1194×H1375 ·낮은책장_W900×D300×H1100
·5단서랍_W902×D520×H1205 ·5단서랍-문짝_W902×D520×H1205 (아래)

Bed

04

·2층침대_W2096×D1194×H1620

Bed

05
T

POIN
2층 침대 분리형

2층 침대를 분리하면 SS침대가 두개가 되어
따로 쓸수 있게 구성이 되며
독립된 침대가 필요할 때와 좁은 공간에 침대가
필요할 때에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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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te

Bed

06

엘리트 시리즈
가치를 아는
선택 된 사람을 위한 가구

POINT
아지트를 담은 벙커침대와 실용적인 로프트침대
누구나 한번은 어릴때 숨박꼭질을 해본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빠가 오시기전에 숨을 곳이 필요했고 그곳에 가면 아무도
모를만한 오직 나만의 공간이 필요한 나이대에 어울리는 벙
커침대는 때로는 아지트로 때론 책장으로 사용하기 편리하
게 실용적인 구성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Bed

07

·낮은책장_W900×D300×H1100 ·벙커침대_W2096×D1194×H1375

·로프트침대_W2096×D1194×H1020 ·공간박스_W660×D420×H375

T

POIN
다용도 테이블

아이들 방에 꼭 필용한 다용도 테이블은
좀 특별해야 합니다.
책상에서는 혼자서 공부를 한다면 엄마와
혹은 선생님과 같이 공부할때 필요한 다용도 테이블은
스터디 테이블이 되기때문에 간단한 메모와 필기구를 담는
서랍이 필요합니다.
핀란디아의 테이블은 그 모든것을 담고 있습니다.

·5단서랍_W902×D520×H1205
·5단서랍-문짝_W902×D520×H1205
·600-미니5단_W600×D520×H1205
·테이블_W990×D600×H330

·테이블_W990×D600×H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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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농내부도

friend

T

POIN

많은 양의 짐을 편리하게 아름답게 정리된 장농!

프렌드 시리즈

장농에는 철지난 이불을 넣어두어야 하고 긴 코트를 꺼내기 쉽게
정리할 수 있어야하고 버리지 못하는 물건들을 깊숙히 정리해
두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프렌드의 성인장에는 이러한 기능을 아름답게 정리하였습니다.

고무나무 원목을 사용한
깔끔한 디자인 프렌드

·Q서랍 침대_W1624×D2102×H1100

·프렌드붙박이장 12자_W3605×D635×H2270 / 10.5자_W3110×D635×H2270

POINT
여자들의 자존심 침실!
침실은 아늑한 공간이여야 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물건을 보
관하기 편리하게 꾸며져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러기에 수납장이 많으며 언제라도 쉬기에 적합하게 가구
를 구성해야 합니다. 짐이 많아도 편리하게 보기좋게 정리가
되는 가구들로 구성된 침실을 소개합니다.

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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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

friend
프렌드 시리즈
고무나무 원목을 사용한
깔끔한 디자인 프렌드

·평상형 원목 깔판

·Q침대_W1624×D2102×H1100 (매직폼 매트리스.1500×2000×150)
·협탁_W453×D425×H450

Bed

02

·5단서랍-문짝_W924×D520×H1310
·5단서랍_W924×D520×H1310
·와이드체스트_W1200×D520×H864
·거울_W900×D40×H720
·1인벤치_W430×D290×H450
·장롱_W924×D600×H2000

POINT
다양한 서랍장으로 구성된 프렌드 시리즈
프렌드 시리즈의 서랍장들은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게 제작
이 되어서 집안 인테리어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가지 스타일
을 낼수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600-5단스_W600×D520×H1320
·보조서랍장_W600×D490×H475
·드레스_W1800×D490×H475
·장식장_W600×D490×H840
·보조서랍장_W600×D490×H475

26 | FINLANDIA 2017

FRIEND series

| 27

POINT
고무나무로 만든 단단한 가구 프렌드!
고무나무원목으로 만든 프렌드는 강도가 좋고 무늬가
아름다워 생활공간 연출에 특별한 아름다움을 드립니다.
간결한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브라운톤 제품으로 주니어
와 비지니스맨 및 일반 성인도 무난히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컨셉으로 경제적인 제품입니다.

·1400테이블(좌식)_W1400×D800×H345
·1200테이블(좌식)_W1200×D600×H345
·소파 1인_W905×D890×H800
·소파 3인_W2105×D890×H800
·소파 2+2_W2720×D890×H800

friend

※컬러는 블루와 그린 2가지 색상

프렌드 시리즈
고무나무 원목을 사용한
깔끔한 디자인 프렌드

T

POIN
다양한 구성의 식탁세트

프렌드의 식탁세트는 다양한 사이즈의 테이블과
의자로 구성이 되었으며 시탁에
작은 서랍을 마련하여서 식탁에서는 수저통으로
스터디룸에서는 필통으로도 좋습니다.

·1400테이블(입식)_1400×800×755
·1200테이블(입식)_1200×600×755
·2인 벤치_W1100×D290×H450
·2인의자_W1100×D455×H810
·1인의자_W450×D455×H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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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싱글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가구!
프렌드 SS침대세트는 싱글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혼자써도 좋
은 구성으로 되어있으며 아이가 자라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어도 쓰기 편한 가구들로 만들었으며 수납을 많이 할수 있
는 h형 책상이 스터디 테이블이나 컴퓨터전용 책상으로 바뀌
어도 어색하지 않게 인테리어 할 수 있게 구성되었습니다.

friend

Bed

03

Bed

T

POIN

04

책꽂이에 모니터를!
책상에 모니터를 같이 놓아야 될때
핀란디아의 편수책상은 높이를 조절하여서
모니터와 키보드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게
만들어져서 필요에 따라서 책선반과 모니터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할 수 있게 제작 되었습니다.

프렌드 시리즈
고무나무 원목을 사용한
깔끔한 디자인 프렌드

·SS침대 서랍_W1210×D2068×H950

·SS침대 일반_W1210×D2068×H950

·편수책상_W1200×D700×H770

·편수책꽂이_W1170×D220×H723

·양수책상_W1400×D800×H770

·1200테이블(입식)_1200×600×755
·1인의자_W450×D455×H810
·컴퓨터테이블_W800×D450×H750

·700책장_W760×D300×H2000
·900책장_W924×D300×H2000
·900-목문_W924×D300×H2000
·1100책장_W1124×D300×H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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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POIN

다양한 사이즈로 변화는 프렌드의 책상!
공간은 덜 차지하면서 무겁지 않게
필요한 것만 놓을수 없을까?
프렌드 미니테이블은 이런 니즈에 맞게 제작하여서
무겁지 않고 필요한것만 때론 좁은 공간에
때론 긴 공간에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제작하였습니다.

friend
프렌드 시리즈
고무나무 원목을 사용한
깔끔한 디자인 프렌드

Bed

05
Bed

06

m
o
o
r
y
d
u
friend for st
프렌드 미니테이블

·미니테이블-상판
W1100×D600×H760
·미니테이블-다리
·미니책꽂이_W1080×D210×H356

Detail

·2층침대_W1194×D2140×H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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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프트 침대_W1194×D2140×H950
·공간박스_W660×D500×H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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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nd
프렌드 시리즈
고무나무 원목을 사용한
깔끔한 디자인 프렌드

Bed

07

Bed

·2층침대_W1194×D2140×H1600

08

·2층침대_W1194×D2140×H1600

T

POIN

한가지 침대로 여러가지 모양의
침대로 쓸수 있는 2층침대
핀란디아의 2층침대 기본형은 분리하면 SS침대가 2개가
나오게 제작되어서 필요에 따라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구성되었습니다.

POINT
고무나무로 만든 단단한 가구 프렌드!
고무나무원목으로 만든 프렌드는 강도가 좋고 무늬가
아름다워 생활공간 연출에 특별한 아름다움을 드립니다.
간결한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브라운톤 제품으로 주니어
와 비지니스맨 및 일반 성인도 무난히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컨셉으로 경제적인 제품입니다.
·2층침대_W1194×D2140×H1600

34 | FINLANDIA 2017

2층침대 분리형침대

2층침대를 SS침대 2개로 변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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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여자들의 로망 소네트 화이트 시리즈
공주풍의 화이트 가구는 여자라면 한번은 꿈꾸는 가구입니
다. 소네트 시리즈는 이러한 여자들의 로망을 신혼가구에도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되어서 신혼의 달콤한 꿈과 여자만의 로
망을 같이 이룰 수 있게 제작하였습니다.

·책장(940)_W940×D320×H2130
·일반서랍_W410×D550×H730
·책상상판_W1600×D845×H25

Point 01
핀란디아는 다양한 종류의
아이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준비된 서랍

·퀸침대 협_W1620×D2175×H1520 ·협탁_W500×D400×H500 ·장농_W940×D605×H2130

sonnet
소네트 시리즈
화사하고 깔끔한 순백의
사랑스러운 공간

·퀸침대 서랍_W1620×D2175×H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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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드체스트_W1210×D520×H912
·거울_W710×D65×H920

·3단서랍_W940×D525×H912
·거울_W710×D65×H920

·콘솔_W900×D400×H730
·거울_W710×D65×H920
·스툴_W500×D340×H430

·5단서랍_W940×D525×H1318

·미니 5단스_W600×D527×H1318

SONNET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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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net
소네트 시리즈
화사하고 깔끔한 순백의
사랑스러운 공간

POINT
회사하고 깔끔한 순백의 사랑스러운 공간
화사하고 깔끔한 순백의 소네트 시리즈로 사랑스러운 공간
을 표현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올리브 잎의 모양을 본딴
조각으로 멋스러움을 더 했으며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만
들어진 침대는 헤드와 프레임을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선택
할 수 있게 제작하였습니다.

·편수책상_W1200×D700×H750
·편수책꽂이_W1180×D275×H600

Bed Choice 소네트 시리즈

·의자_W420×D530×H920

선택

01

A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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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 헤드의 타입이 일반형과 가죽형
두종류로 준비하였습니다.

가죽형

B type

선택
일반형

02

프레임부분을 일반형과 수납형으로
선택가능하며 일반형에는 수납장이 올수 있습니다.

Detail

Detail

•일반형 침대 프레임+일반형 헤드

•수납형 침대 프레임+가죽 헤드

·소네트 내부도 : 정리장

·소네트 내부도 : 이불장

·빈틈없이 수납할 수 있는
수납형 침대

•수납형 침대 프레임+일반 헤드

·침대서랍 (별도판매)

·SS침대_W1193×D2120×H1214 (매트리스 별매)
·SS침대서랍(별도판매)

·원목마루로 된 깔판

·수납침대-가죽_W1128×D2120×H1214

·수납침대-일반_W1128×D2120×H1214

SONNET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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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POINT
집안에 나무 한그루!
원목가구는 무겁다는 생각, 원목은 현대적인 디자인이
나올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기에 충분한 스마트 시리즈는
심플한 디자인과 밝은 색상이 이러한 고정관념을 버리게
만들어 주며 집안에 건강한 나무 한그루를 놓는다는 생각으로
구성하여도 충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스마트 시리즈
자작나무 원목으로 만든
순수 원목가구 스마트

Bed

A

Detail
·경_W990×D40×H786
·와이드체스트_W1200×D530×H838
·장롱_W940×D600×H2024

·Q침대_W1614×D2120×H1000
·협탁_W440×D400×H439

T

POIN
자작나무의 고급스러움을
살린 헤드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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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형원목깔판 형식

수납하기 편리하게 되어있는 장농 내부
스마트 장농은 가운데 칸막이가 있어서
롱코트같은 긴옷들을 수납할때는 칸막이를 떼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불장으로 필요할 때는
칸막이를 넣어서 구분해서 정리해서 놓을수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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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스마트 시리즈
자작나무 원목으로 만든
순수 원목가구 스마트
POINT
자연스러운 공간! 삶이 묻어나는 공간!
부부가 신혼생활을 지나고 아이가 자라고 그 아이가 내가 쓰
던 가구를 쓰면서 공부를 한다면 자작나무 원목으로 만든 스
마트를 추천해 드립니다. 해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나무의
결과 숨결이 느껴지는 스마트로 여러분의 공간을 아이들과
만들어 보셔도 좋습니다.

Point 01
어느 방향으로도 어울리게
변화는 핀란디아의 책상

·일반서랍_W500×D610×H730
·책상판_W1600×D700×H24
·940책장_W940×D340×H2024
·의자_W420×D458×H790

다양하게
인테리어 연출

Bed

Detail

B-1

Bed

B-2

T

POIN

빈틈없이 수납이 가능한 수납형 침대
통깔판 밑에 수납공간을 마련하여서
많은 양의 짐들을 수납하기에 적합하게 만들었습니다.
계절이 지난것은 깊은곳에 자주쓰는 물건은
앞서랍에 넣어서 보관하게 편리하게 제작하였습니다.

자작나무의 고급스러움을
살린 헤드 디자인
·SS침대(서랍형)_W1214×D2120×H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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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침대(평상형)_W1214×D2120×H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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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작나무를 사용하여서 만든 스마트!
자연이 집안가득히 들어온듯한 자작나무는 백화피라
하여 옛부터 황달, 기침, 호흡기질환, 아토피 등에 특
효를 지니고 있어 민간약으로 널리 쓰여 왔습니다. 또
자작나무에는 부패를 막아주는 성분이 들어있어 천마
총 그림이나 팔만 대장경은 자작나무로 만든 대표적
인 작품입니다.

T

POIN

다양하게 활용가능한 멀티 테이블과 벤치

smart

스마트의 테이블은 서랍이 달려 있어서
연필을 놓으면 서재로 수저를 놓으면 식탁으로도
활용 만점인 멀티형 테이블입니다.
복도가 긴 집에 놓으면 간이 콘솔의 역할도 해내는
멀티형 테이블이 집안의 인테리어를 조금더
업그레이드 시켜드립니다.

스마트 시리즈

·5단서랍장_W940×D530×H1310
·미니 5단스_W600×D530×H1310
·800책장_W800×D340×H2024
·940책장_W940×D340×H2024

자작나무 원목으로 만든
순수 원목가구 스마트

·벤치_W1100×D320×H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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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_W1300×D700×H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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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d

C

smart
스마트 시리즈
자작나무 원목으로 만든
순수 원목가구 스마트

Bed

D-1

·2층침대-서랍_W1200×D2120×H1610

Bed

D-2

Bed

D-3
·2층침대_W1194×D2120×H1610

T

POIN

두개의 싱글침대로 분리되는 2층 침대

POINT

핀란디아의 모든 2층침대는 필요에 따라서는 2개의
침대로 사용이 가능하게 제작되어서
공간과 인테리어에 맞게 변형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하게 선택가능한 침대!
스마트 침대에는 A부터 F까지 다양한 침대가 있으며 그 침
대들 중에서도 또 변형이 가능하게 제작되어서 우리집 구조
와 내가 생각하는 인테리어에 맞는 침대를 찾기에 폭이 넓게
준비하였습니다.

·2층침대_W1194×D2120×H1610
[침대서랍 별매] [텐트 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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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d

D-4

·편수책상_1300×710×754
·편수책꽂이_1290×2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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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d

smart

E-1

Bed

벙커침대기본

E-2

·낮은침대+서랍 조합형

벙커침대 기본형 침대
다리를 분리하면 일반 SS침대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시리즈
자작나무 원목으로 만든
순수 원목가구 스마트

(SS서랍 별도판매)

Bed

F

Bed

E-3

Bed

E-5

벙커침대 기본형+미끄럼틀

벙커침대+낮은책장 조합형

Bed

E-4

Bed

벙커침대+미끄럼틀+텐트조합형

E-5

벙커침대+낮은책장+책상 조합형

T

POIN

나만의 특별한 아지트를 만들어주는 텐트
누구도 모르는 나만의 공간!
그것은 어릴때나 어른이나 필요한 공간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그곳에 가면 나만의 비밀공간에서
새로운 꿈과 미래를 키워나갑니다.
핀란디아의 텐트는 이런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는
공간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린 캠프세트

·핑크 캠프세트

·낮은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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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bly
노블리 시리즈
원목이 주는 부드러움 그대로!
자연의 선물 노블리
POINT
100% 원목 친환경 명품 핸드메이드 가구
핀란디아 노블리 시리즈는 핀란드산 최고급 레드파인 원목
을 사용하며, 100% 국내제작, 100% 원목을 사용한 명품 핸
드메이드 가구 입니다.
부자재 또한 세계가 인정하는 헤펠레와 천연도료로 유명한
오스모만을 사용하여서 만들어서 믿을수 있습니다.

·마루형 침대 (Q)_W1660×D2203×H1050
·협탁_W600×D490×H470
·스툴_W430×D300×H430
·거울_W1000×D50×H825
·화장대_W1000×D620×H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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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3단 서랍장_W1200×D510×H756
·1050정리장/옷장_W1050×D620×H2041
·940/옷장_W940×D620×H2041

·1050/940옷장 내부도

·1050정리장 내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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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bly
노블리 시리즈
원목이 주는 부드러움 그대로!
자연의 선물 노블리

POINT
햇살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공간!
노블리의 가구들은 따뜻한 햇살에도 아름다움이 변하지 않
으며 서재로도 거실장으로도 잘 어울리게 만들었습니다.
어른들이 쓰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으며 아이에게도 좋은 천
연원목과 천연소재로만 만들어서 그 가치를 더하는 가구입
니다.

·양수책상_W1600×D700×H750

T

POIN

다양하게 인테리어를 바꿀수 있는 서랍장과 책장
노블리의 서재시리즈는 항상 변화를 주고싶은 인테리어
매니아층이 좋아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상부장과 하부장 그리고책장과 장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노블리의 서랍장과 책장으로 나만의 공간을 쉽게 만들어 보세요.

·1200-상부장_W1200×D300×H450
·1200-하부장_W1200×D300×H481
·860책장(오픈형)_W860×D300×H2041
·860책장(서랍형)_W860×D300×H2041
·860책장(문짝형)_W860×D300×H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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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집안의 공간은 내가 원하는 대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생활의 전부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장이 아닌 리빙/거실에
서 생활은 삶에 질을 결정지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블리의 거실은 나에게 맞게 내가 원하는 대로 설계
할 수 있게 다양한 가구들로 구성하여서 내게 필요한 공간을
구성하기에 편리하게 디자인되었습니다.

※ 노블리 2+2소파는 여름에는 가죽쿠션을 치워서 시원하게 사용할수 있게
실용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쇼파탁자_W1350×603×H340
·벤치_W1100×D362×H447
·식 탁_W1450×D800×H760

nobly
노블리 시리즈
원목이 주는 부드러움 그대로!
자연의 선물 노블리

·2인의자_1100×455×810

·거실장식장_W840×D490×H1200 ·거실장-드레스_W2000×D490×H470 ·보조서랍장_W600×D490×H470

T

POIN

노블리시리즈의 다용도 테이블은
때론 수납공간 때론 식탁 혹은
아이들의 공부방 테이블로 변신하여서 집안의 효율성과
인테리어를 잘 설계할수 있게 제작하였습니다.

·식 탁_W1450×D800×H760 ·1인의자_W450×D455×H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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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그식탁_W1400×D800×H760 ·1인의자_W450×D455×H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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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침대.W1194×D2096×H1620

POINT
100%원목 친환경 명품 핸드메이드가구

T

핀란디아 노블리 시리즈는 핀란드산 최고급 레드파인 원목
을 사용, 독일 오스모社의 친환경 오일사용, 헤펠레社의 하
드웨어 사용, 100%국내제작, 100%원목을 사용한 고급 수제
가구입니다.

POIN
아이들의 로망 2층 침대

어릴적 2층침대는 무한한 상상을 하게 합니다.
그 위에 집도 지어보고 아래에 우리들만의 군대본부도 만들어 보구
핀란디아의 2층 침대는 이러한 상상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게
다양한 텐트와 소품들을 구성하였습니다.

※ 노블리 2층침대 분리형

·노블리로프트침대 (매트리스, 공간박스, 가죽헤드 별매)_W1194×D2096×H1200

nobly

·1인의자_W450×D455×H810
·편수책상_W1300×D700×H750
·편수책꽂이_W1240×D300×H920

·그린 캠프세트
※ 노블리 2층침대에 텐트를 씌운 모습

노블리 시리즈
원목이 주는 부드러움 그대로!
자연의 선물 노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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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 캠프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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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tress
매트리스 시리즈
다양한 매트리스로
수면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재생매트리스 A/S도 되지 않는 매트리스 때문에 고민 하셨나요?
핀란디아 매트리스는 정직한 자재사용과 확실한 A/S를 보장합니다.

균열을 방지하는 견면 화이바폼
견면매트리스(SS) ·매트리스
·감촉이 부드러운 초극세사 번아웃 원단

볼라텍스(SS)

·2.0ø KS 인증된 파워스프링으로 가공된 독립 쿠션스프링
·36마개 에어셀로 형성된 볼라텍스
·매트리스 균열을 방지하는 이중견면 화이바폼
·땀의 흡수 및 방출이 용이한 면삼중지 원단

꼬마포켓형(SS)

볼라텍스(Q)

·2.0ø KS 인증된 파워스프링으로 가공된 독립 쿠션스프링
·36마개 에어셀로 형성된 볼라텍스
·매트리스 균열을 방지하는 이중견면 화이바폼
·땀의 흡수 및 방출이 용이한 면삼중지 원단

·2.0ø KS 인증된 파워스프링으로 가공된 압축 독립쿠션 스프링
·우주항곳사 NASA에서 개발하여 사용화된 프로파일 녹차메모리폼
·포근함과 안락함으로 복원력이 뛰어난 캐시론패딩
·초극세사 벨로아 원단

원목가구의 특성
원목가구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천연재료입니다.
천연재료만이 갖는 특성이 있습니다.
1.다수의 옹이를 포함하고 있으며 옹이가 떨어지거나 크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실내 온도, 습도에 따라 수축 팽창을 반복하며 크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원목 집성과정에 서로 색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4.소나무 계열의 원목은 송진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수 개월 후 사라지게 됩니다.

원목가구 관리법-제대로 알고 사용하면
오래~ 동안 새것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형(SS)

·항 2.4ø KS 인증된 경강선 파워 본넬 스프링
·중앙처짐 방지 척추보호대 내장
·벨로아 기법으로 가공한 초극세사 원사 사용
·세탁이 용이한 3면 지퍼 매트리스커버

매직폼매트리스(SS)

·Dream Ball:신소재로 제조한 신개념, 신기술의 독립형 탄성체
·3Zone 구성으로 허리부분은 단단하고 양쪽부분은 부드럽게
Dream Ball을 배치하여 수면 시 신체의 굴곡에 따라서 직선을 유지
·OREO 매트리스는 탄성체 Dream Ball을 사용한 독립구조이며,
Form이므로 100% 무소음, 무진동의 편안한 수면환경을 제공

포켓형(SS)

·2.0ø KS 인증된 파워스프링으로 가공된 독립 쿠션스프링
·우주항공사 NASA에서 개발하여 사용화된 프로파일 녹차 메모리폼
·포근함과 안락함으로 복원력이 뛰어난 캐시론패딩
·땀의 흡수 및 방출이 용이한 면삼중지 원단

매직폼매트리스(Q)

·Dream Ball:신소재로 제조한 신개념, 신기술의 독립형 탄성체
·3Zone 구성으로 허리부분은 단단하고 양쪽부분은 부드럽게
Dream Ball을 배치하여 수면 시 신체의 굴곡에 따라서 직선을 유지
·OREO 매트리스는 탄성체 Dream Ball을 사용한 독립구조이며,
Form이므로 100% 무소음, 무진동의 편안한 수면환경을 제공

Health

Eco friendly

Emotion

원목은 아토피나 건강에 나쁜
현대환경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원목가구는 환경을 생각합니다.
친환경적인 원목으로 지구를 지켜주세요!

집안에 원목가구는 우리로 하여금
자연에 있는듯한 아늑함과 평안함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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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소시 물기를 꽉 짠 천으로 나무결 방향으로 문질러 주세요.
2.물이나 음식물이 닿으면 최대한 빨리 닦아내야합니다.
3.자외석 직사광선은 피해주세요. 변색이 올 수 있습니다.
4.가구의 수평을 맞춰 주세요. 변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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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1. 15
본 카다로그에 기재된 모든 내용의 저작권은 핀란디아에 있습니다.
본 카다로그에 수록된 제품은 품질 개선과 성능 향상을 위해 일부 사양, 디자인, 색상 및 가격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일부 품목은 조기품절 될 수 있습니다.
핀란디아의 품질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이며 교환, 환불, 피해보상은 재정경제원 고시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따릅니다.

www.finlandia.kr

A/S 접수센터 : 1577-8708

안전에 우수한 ISO 시스템 인증을 이미 획득한바 있으며 철저한 품질관리로 소비자의 건강가지 생각한 친환경 전문기업입니다.

1억원 생산물배상 (PL)보험가입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ISO 14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본사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매봉재길 23(오산리 107번지) l 대표전화 : 1577-8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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