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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_W900×D595×H2000    

   ￦1,060,000
·스툴_W420×D350×H440       

   ￦200,000

·5단서랍장_W900×D500×H1330     

   ￦ 900,000

·와이드체스트_W1200×D500×H815   

   ￦900,000

·Q서랍침대(도어형)_W1600×D2190×H1210  ￦ 1,400,000 ·SS서랍침대(도어형)_W11170×D2190×H1210  ￦ 1,120,000

·거울_W800×D75×H620  ￦ 160,000 
·화장대_W1200×D395×H745  ￦ 700,000

AURORA
오로라 월넛

“Deep wood grain & color”로 깊이 있는 나뭇결과 
고급스러운컬러가 선사하는 공간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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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 적용
-USB 모바일 충전기
-LED 무드등 스위치

           이불장          옷장       반장     정리장

·붙박이장10.5_W3120×D635×H2270  ￦3,400,000 
·12자 장롱_W3610×D635×H2270 ·붙박이 반장  ￦4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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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거실장 세트_W3000xD395xH980  ￦ 1,500,000
·거실장식장+1800거실장+보조거실장

AURORA
오로라 월넛

“Deep wood grain & color”로 깊이 있는 나뭇결과 
고급스러운컬러가 선사하는 공간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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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거실장_W1200×D395×H440 

  ￦ 600,000

·1200 높은거실장_W1200×D395×H650  

   ￦ 700,000
·1800 높은거실장_W1800×D395×H650  

   ￦ 850,000

·보조거실장_W600×D395×H440  

  ￦ 300,000
·1800 거실장_W1800×D395×H440  
  ￦ 700,000

·거실장식장_W600xD395xH980  

  ￦ 500,000

·700책장_W700×D295×H2000  

  ￦ 550,000
·900책장_W900×D295×H2000  

  ￦ 650,000
·900책장-도어형_W900×D295×H2000   

  ￦ 750,000

·일반서랍장(소)_W400×D500×H718 ￦ 400,000
·상판(대)_W1580×D700×H24 ￦ 200,000

조합형 900책상세트 : ￦ 1,250,000

·1500책상_W1500×D600×H770  

  ￦ 450,000
·책꽂이_W1180×D290×H740 ￦ 300,000·1200책상_W1200×D600×H770 

  ￦ 400,000

·4인식탁세트(의자2+벤치)  ￦ 940,000 
·6인식탁세트(의자3+벤치)  ￦ 1,180,000

우리집에 맞는 식탁을 찾다
예전에 식탁은 밥만 먹는 공간이였습니다

그러나 요즘 식탁은 아이들의 공부방과 놀이터가 됩니다 

또한 엄마들의 마음을 쉬는 공간이기도한 식탁을 

나에게 우리가족에게 맞는 식탁을 오로라에서 찾아보세요!

Dining room

·1800테이블_W1800×D850×H740 ￦ 540,000
·1400테이블_W1400×D800×H740 ￦ 460,000
·1400벤치_W1400×D380×H450 ￦ 220,000
·1100벤치_W1100×D380×H450 ￦ 200,000
·의자_W500×D490×H800 ￦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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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ORA
오로라 원목

현대생활에 맞게 재해석한 레트로 가구
순백의 색을 담은 핀란드산 자작나무

·장롱_W900×D595×H2000    

   ￦1,000,000
·5단서랍장_W900×D500×H1330     

   ￦ 900,000

·SS침대(서랍형)_W1175×D2200×H1210  

   ￦ 1,240,000

오로라 시리즈는 독일 아우
로社, 천연오일 마감재 사용
독일 아우로社의 오일은 자연에서 추출
한 오렌지·카나우바·밀랍 등의 식물성
원료로 제조하여 목재의 나뭇결을 그대
로 살려줍니다.

POINT  

·편수책꽂이_W1180×D290×H740  ￦ 300,000  
·편수책상_W1200×D600×H755  ￦ 600,000 

편수책상세트 :￦ 900,000

침대 적용
-USB 모바일 충전기
-LED 무드등 스위치

·거울_W800×D75×H620  ￦ 180,000  
·와이드체스트_W1200×D500×H815   ￦ 900,000

for Jun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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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수 있는 원목가구 핀란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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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ORA
오로라 원목

현대생활에 맞게 재해석한 레트로 가구
순백의 색을 담은 핀란드산 자작나무

·2층침대(일반형)_W2120×D1194×H1600 ￦ 2,000,000 ·2층침대(서랍형)_W2120×D1194×H1600 ￦ 2,300,000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침대를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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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판(대)_W1580×D700×H24  ￦ 200,000  
·상판(소)_W1580×D505×H24  ￦ 150,000 
·모니터 받침대_W1016×D180×H98  ￦ 90,000

·900 책장 + 900책장(도어형) + 700책장

2500책장세트 1,950,000원

순백의 색을 담은 핀란드산 자작나무
오로라 시리즈는 핀란드산 프리미엄 자작 원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추운 북유럽에서 자란 자작나무로 밀도가 높고 단단하여 
쉽게 뒤틀리지 않고 오랜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Retro style

·700책장_W700×D295×H2000  ￦ 550,000 900책장_W900×D295×H2000  ￦ 650,000 ·900책장-도어형_W900×D295×H2000   ￦ 750,000

·일반서랍장(소)_W400×D500×H718 ￦ 400,000
·상판(소)_W1580×D505×H24 ￦ 150,000

조합형 700책장세트 : ￦ 1,100,000
·일반서랍장(소)_W400×D500×H718 ￦ 400,000
·상판(대)_W1580×D700×H24 ￦ 200,000

조합형 900책장세트 : ￦ 1,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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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ND
프렌드 시리즈

Simple Style 견고함이 주는 신뢰성, 고무나무 원목을 사용한 깔끔한 디자인 프렌드

침대 적용
-USB 모바일 충전기
-LED 무드등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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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드체스트_W1200×D520×H864  ￦ 800,000
·거울_W900×D40×H720  ￦ 240,000

·1인벤치_W430×D290×H450

   ￦ 160,000

·협탁_W453×D425×H450

   ￦ 260,000
·Q서랍 침대_W1600×D2215×H1140  ￦ 1,340,000 ·Q침대 평상_W1600×D2215×H1140  ￦ 1,280,000 

·5단서랍-문짝_W924×D520×H1310

   ￦ 800,000
·5단서랍_W924×D520×H1310

   ￦ 800,000

모던 감성과아늑한컬러감이공간에군더더기없는간결함을더했다

평생을 함께 할 부부처럼 오랫동안 함께 두어도 질리지 않는 스타일의 모던 감성. 
아늑한 컬러감이 공간에 군더더기 없는 간결함을 더했다. 세월이 쌓인 나이테의 흔적, 

상처를 간직한 옹이 자국과 나무고유의 물성에 집중해 완성한 공간은 깊은 무게감과 따뜻한 감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Design
Story
감성을 일깨우는 가구

공간에 스며들다

·붙박이장 12자_W3610×D635×H2270 ￦ 3,640,000 / 10.5자_W3120×D635×H2270 ￦ 3,200,000 

       이불장          옷장      반장      정리장

장농내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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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파 1인_W905×D890×H800  ￦ 1,180,000  
·소파 3인_W2105×D890×H800  ￦ 2,360,000

※컬러는 블루와 그린 2가지 색상 가능

·소파 2+2_W2720×D890×H800  ￦ 3,160,000

·20 거실장식장_W600×D395×H1140  

   ￦ 340,000
·20 보조거실장_W600×D395×H475  

   ￦ 240,000
·20 거실장_W2000×D395×H475  

   ￦ 580,000
·20 높은 거실장_W2000×D395×H650 

   ￦ 700,000

LEATHER & 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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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책장.W1124×D300×H2000

  ￦ 620,000
·900-목문.W924×D300×H2000

  ￦ 580,000
·900책장.W924×D300×H2000  

  ￦ 520,000
·700책장.W760×D300×H2000

  ￦ 460,000
·장롱.W924×D600×H2000

  ￦ 960,000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높낮이를    
  조절 할 수 있는 편수책상

·편수책상_W1200×D700×H770  ￦ 600,000
·편수책꽂이_W1170×D220×H773  ￦ 320,000

편수책상세트 :￦ 920,000
·900책장.W924×D300×H2000  ￦ 520,000   
·일반서랍.W485×D580×H730  ￦ 320,000
·상판.W1600×D700×H24  ￦ 150,000

900책상세트 :￦ 990,000

·컴퓨터테이블_W800×D450×H750

  ￦ 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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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ing room
우리집에 맞는 식탁을 찾다
예전에 식탁은 밥만 먹는 공간이였습니다

그러나 요즘 식탁은 아이들의 공부방과 놀이터가 됩니다 

또한 엄마들의 마음을 쉬는 공간이기도한 식탁을 

나에게 우리가족에게 맞는 식탁을 찾아보세요!·20-4인식탁세트(의자2+벤치)  ￦ 800,000 
·20-6인식탁세트(의자3+벤치)  ￦ 1,040,000

FRIEND
프렌드 시리즈

Simple Style 견고함이 주는 신뢰성, 고무나무 원목을 사용한 깔끔한 디자인 프렌드

·의자_W460×D530×H900

   ￦ 130,000
·1100벤치_W1100×D380×H450  ￦ 160,000
·1400벤치_W1400×D380×H450  ￦ 180,000

·1400테이블_W1400×D800×H750  ￦  380,000
·1800테이블_W1800×D850×H750  ￦ 4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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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서랍 침대_W1160×D2215×H1140  ￦ 1,040,000

·2층침대_W1205×D2140×H1600  ￦ 1,960,000 ·2층침대계단형_W1205×D2140×H1600, 계단:W420×D595×H1200  ￦ 2,180,000

>>> 2층침대를 SS침대 2개로 변형 가능합니다.

·2층침대-서랍_W1205×D2140×H1600  ￦ 2,200,000 

·SS침대 평상_W1160×D2215×H1140   ￦ 980,000

friend 
bed
 프렌드 베드

침대 적용
-USB 모바일 충전기
-LED 무드등 스위치

Design
Story
감성을 일깨우는 가구

공간에 스며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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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스마트 시리즈

Nordic Life Style 자작나무 원목으로 만든순수 원목가구

for Wedding

·Q침대 평상형_W1614×D2120×H1000   ￦ 1,340,000 ·협탁_W440×D400×H440   ￦ 260,000

for study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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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책장_W800×D340×H2024

  ￦ 620,000 

·940책장_W940×D340×H2024

  ￦ 720,000
·일반서랍_W500×D610×H730  ￦ 340,000 
·책상판_W1600×D700×H24  ￦ 180,000 

940책상세트 :￦ 1,240,000

·편수책상_1300×710×754  ￦ 600,000
·편수책꽂이_1290×260×700  ￦ 340,000   

편수책상세트 :￦ 940,000

·장롱_940×600×2024  

  ￦ 1,180,000
·5단서랍장_W940×D530×H1310  
  ￦ 900,000 

·와이드체스트_W1200×D530×H838  ￦ 980,000
·경_W990×D40×H786  ￦ 240,000

·SS침대(평상형)_W1214×D2120×H1000  

   ￦ 1,020,000

※매트리스 별매

·SS침대(서랍형)_W1210×D2070×H950  ￦ 1,020,000 ·2층침대-서랍_W1195×D2120×H1600  ￦ 2,200,000

※다양한 스마트의 침대시리즈!
핀란디아의 전제품은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며 
아이템이 다양하여서 성장하는 아이들의 
개성에 맞게 구성할수 있습니다.

·2층침대_W1195×D2120×H1600  ￦  1,960,000

•2층침대 기본형

·2층침대_W1195×D2120×H1600  ￦2,200,000

•스마트2층침대 서랍형

·2층침대 계단형_￦ 2,240,000

•2층침대 계단형_ W1195×D2120×H1600

                              계단:W420×D595×H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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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침대 서랍형_W1620×D2145×H1160  ￦  1,340,000 

침대 적용
-USB 모바일 충전기
-LED 무드등 스위치

HARMONY
하모니 시리즈

우리 기술로 만든 실용적인
북유럽스타일 스칸디나비안스타일

for Bed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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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솔_W900×D395×H765  

  ￦ 400,000
·스툴_W390×D290×H450  

  ￦ 140,000 

·장롱_W900×D595×H2000

  ￦  1,060,000  

·5단서랍장_W800×D520×H1255  

  ￦ 800,000

·경_W800×D620×H75   ￦ 160,000 
·와이드_W1200×D520×H720  ￦ 800,000    

나에게 맞는 침대의 선택! 하모니 침대 시리즈!
하모니의 침대시리즈는 여러가지 사이즈와 기능으로 제작하여서 필요에 

따라서 고를수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BED
하모니 

침대시리즈

·Q침대-협_W1620×D2170×H1160 ￦ 980,000   ·SS침대-협_W1220×D2170×H1160 ￦ 860,000  

·퀸침대 서랍형_W1620×D2145×H1160 ￦ 1,340,000 ·SS침대-서랍_W1220×D2145×H1160 ￦ 1,040,000

·3단서랍장_W800×D520×H850  

  ￦ 620,000

·10자반 장롱_W3120×D635×H2270   ￦ 3,400,000 
·12자 장롱_W3610×D635×H2270   ￦ 3,880,000  

장농내부도

         이불장              옷장          반장          정리장

·800책장_W800×D295×H2000

  ￦ 460,000

편수책상세트. ￦ 800,000 

·편수책상_W1200×D600×H770  ￦ 560,000   
·편수책꽂이_W1180×D290×H740  ￦ 240,000

화장대세트. ￦ 960,000 

·다용도타공철판(옵션)

  ￦ 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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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렵스타일의 감각있는 거실장~

가득 채우기보다는 실용적이고 심플한 가구!
핀란디아의 하모니시리즈는 북유럽스타일로 만들어서 실용적이면서도 
작은곳의 섬세함을 잃지않은 나만의 개성이 담긴 가구를 느끼실수 있습니다.

POINT  

·하모니 3인소파_1920×800×810 ￦ 2,200,000 ·하모니 4인소파_2520×800×810 ￦ 2,760,000

for studyroom

for Living

·거실 장식장_W630×D395×H1130 ￦ 360,000
·1200거실장_W1200×D395×H490 ￦ 520,000   

·거실 드레스_W1800×D395×H490 ￦ 620,000   
·협탁_W550×D395×H490 ￦ 260,000

·하모니 높은거실장 1800×395×650    

  ￦ 7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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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수책상세트. ￦ 800,000 

·편수책상_W1200×D600×H770  ￦ 560,000   
·편수책꽂이_W1180×D290×H740  ￦ 240,000

·800책장_W800×D295×H2000

  ￦ 460,000

엘리트 시리즈는 주문제작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ELITE
엘리트 시리즈

100% Made in Korea, 100% wood handmade luxury furniture using wood.
100% 국내제작, 100% 원목을 사용한 명품 핸드메이드 가구 입니다.

furniture
formaldehyde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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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04

03

0605

01·2층침대_W2096×D1194×H1620  ￦ 1,920,000 02·벙커침대_W2096×D1194×H1375  ￦ 1,140,000  03·로프트침대_W2096×D1194×H1020  

           ￦ 1,010,000 (공간박스 별매)  공간박스 ￦ 110,000
04·2층침대+낮은책장  ￦ 2,530,000 05·2층침대+낮은책장+책상  ￦ 3,010,000 06·2층침대분리형    ￦ 780,000

furniture
formaldehyde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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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서랍_W902×D520×H1205   
  ￦ 940,000 

·낮은책장_W900×D300×H1100   ￦ 440,000
·700책장_W700×D300×H2000   ￦ 500,000  

·장롱_W942×D620×H2000   
  ￦ 1,260,000 

·편수책상_W1200×D700×H750   ￦ 560,000 
·편수책꽂이_W1190×D240×H791   ￦ 300,000 

·SS침대_W1260×D2110×H950   ￦ 1,000,000 ·5단서랍장(문짝형)_W902×D520×H1205   
  ￦ 940,000 

·900책장_W900×D300×H2000   
  ￦ 640,000 
·일반서랍_W450×D580×H730   
  ￦ 320,000 
·상판_W1600×D700×H24   
  ￦ 160,000

100% 원목 친환경 명품 핸드메이드 가구

핀란디아 엘리트 시리즈는 핀란드산 최고급 레드파인 원목을 사용하며, 
100% 국내제작, 100% 원목을 사용한 명품 핸드메이드 가구 입니다.
천연도료로 유명한 오스모만을 사용하여서 만들어서 믿을수 있습니다.

furniture
formaldehyde FREE

친환경 마감재 독일 오스모社의 천연오일만을 사용합니다!

오스모 칼라는 목재의 습도 조절 성질을 방해하지 않고 아름다운 나무
결의 따뜻함을 그대로 살리기 위하여 독일의 목재전문가에 의하여 개발
된 이상적인 목재 보호 도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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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ET
뉴소네트 시리즈

Romantic White Classic 허니문을 위한 로맨틱한 공간
화사하고 깔끔한 순백의 사랑스러운 공간

·SS침대_W1150×D2120×H1047  ￦ 8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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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대_W1050×D395×H750 ￦ 520,000
·스툴_W500×D350×H470 ￦ 160,000
·거울_W800×D21×H800 ￦ 160,000

·책장(940)_W940×D320×H2005  ￦ 500,000
·일반서랍_W500×D550×H738  ￦ 300,000
·책상상판_W1600×D845×H25  ￦ 130,000

·책장(700)_W940×D320×H2005  

   ￦ 460,000

·3단서랍_W940×D525×H890 
   ￦ 680,000   

·와이드체스트_W1200×D525×H868 

   ￦ 780,000
·장롱(940)_W940×D595×H2005 

   ￦ 920,000
·5단서랍_W940×D525×H1355 
   ￦ 760,000   

·편수책상_W1200×D600×H750   ￦  520,000
·편수책꽂이_W1180×D290×H738  ￦ 200,000

·다용도타공철판(옵션)

  ￦ 90,000

940책상세트 :￦ 930,000

화장대세트 :￦ 6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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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튼 매트리스
성장기 아이에게 딱! / 2층침대, 벙커침대에 알맞은 

높이로 제작된 매트로, 캐시미론 솜을 압축하여, 가벼우면서도 

탄탄하게 몸을 바쳐줍니다.

     1100×2000×100
     \200,000

플레이 포켓 매트리스
소중한 내 아이를 위한 플레이 매트리스/ 2층침대, 벙커침대에 

알맞은 높이로 제작된 매트로,

오가닉 코튼으로 마감해 피부에 자극이 없으며, 

독립스프링으로 소음과 흔들림이 적습니다.

★100% 유기농 코튼 사용! ORGANIC COTTON
   잔류 농약, 화학 비료 등 인체에 유해한 모든 성분을 배제하여 재배한 

   목화만 엄선한 유기농 코튼으로 커버를 만들어 피부에 자극이 없고 
    촉감도 좋습니다.

     1100×2000×110
   \630,000

클라우드 28 매트리스
Like a cloud.. / 인체 굴곡을 고려한 7zone 독립 스프링에 

메모리폼과 견면으로 보강한 품격있는 매트리스입니다.

매트 위에는 천연 텐셀원단과 에어론솜으로 만들어진 

토퍼를 부착하여, 구름 위인 듯 편안한 숙면을 제공합니다.

 1600×2000×280    1500×2000×280     1100×2000×280
 \1,470,000 \1,330,000 \980,000

클라우드 24 매트리스

   1500×2000×240     1100×2000×240
   \840,000  \630,000

Have a good dream / 인체 굴곡을 고려한 

Mix zone 독립 스프링에 메모리폼과 에어론 솜을 탑재하여

포근하면서도 탄탄한 매트리스로, 아늑한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클라우드 31 매트리스
Like a cloud.. / 인체 굴곡을 고려한 7zone 독립 스프링에 

메모리폼과 견면으로 보강한 품격있는 매트리스입니다.

매트 위에는 천연 텐셀원단과 에어론솜으로 만들어진 

토퍼를 부착하여, 구름 위인 듯 

편안한 숙면을 제공합니다.

 1600×2000×310    1500×2000×310     1100×2000×310
 \1,890,000 \1,750,000 \1,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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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하스 20 매트리스 
빈틈 없는 편안함/ 나사(NASA)가 개발한 신소재 메모리폼에 

소프트폼을 더해 인체에 꼭 맞게 몰딩되고,

프로파일링 가공된 고탄성 폼을 더해 탄탄하게 지지해줍니다.

   2000×2000×200      1100×2000×200
   \1,200,000 \900,000

솔리드 폼 매트리스
메모리폼의 주 원료인 폴리우레탄을 고밀도 발포하여 제작한 하드

타입의 매트리스 입니다.

성장기 자녀 또는 단단한 지지를 원하시는 노년층을 위한 매트리스

의료용 매트 처럼 단단하지만 한층 더 좋은 소재로 가볍고 오랫동안 

단단히 몸을 지지해 줍니다.

     1100×2000×100
     \300,000

오가닉 폼 매트리스
민감한 당신을 위한 오가닉 매트리스/ 고밀도 메모리폼을 

오가닉 코튼으로 마감하여, 잠자리에 민감한 분들도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100% 유기농 코튼 사용! ORGANIC COTTON
   잔류 농약, 화학 비료 등 인체에 유해한 모든 성분을 배제하여 재배한 목화만 엄선한 

   유기농 코튼으로 커버를 만들어 피부에 자극이 없고 촉감도 좋습니다

     1100×2000×110
   \700,000

로하스 25 매트리스
빈틈 없는 편안함/ 나사(NASA)가 개발한 신소재 메모리폼에 

소프트폼을 더해 인체에 꼭 맞게 몰딩되고,

프로파일링 가공된 고탄성 폼을 더해 탄탄하게 지지해줍니다.

 1600×2000×250    1500×2000×250     1100×2000×250
 \1,890,000 \1,750,000 \1,400,000

포레스트 매트리스 프로텍터 침대 집먼지진득기로부터 보호되는 매트리스 방수커버

FINLANDIA FOREST
Waterproof Mattress Protector
인체에서는 매일 피부와 입으로부터 체액과 수백만개의 죽은 피부세포가 배출됩니다.
일반 매트리스는 박테리아와 집먼지 진드기가 서식하기에 알맞은 환경을 조성합니다. 
핀란디아의 매트리스 커버로 당신의 매트리스를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보호하십시요.

   1500×2000×380 

 \112,000 
    1100×2000×380

 \91,000 



구름위에 누운 것 처럼 편안하고 푹신한 클라우드

Like a Cloud
당신의 몸이 선택한, 휴식을 위한 매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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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란디아 매트리스
안심하시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라돈 검출 테스트 결과 환경부 권고 기준인
1488q/m3(베크렐)이하의 결과수치를 취득했습니다.
 드림온21 : 8Bq/m3, 클라우드24 : 3q/m3, 클라우드 28,31 :14q/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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