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4㎡ A 마감자재리스트

순번 실명 부위 품목 제조사 제품명 옵션여부 비고

1 바닥 타일 윈세라믹스 WSQ-9601

디딤판 인조대리석 롯데 엔지니어드스톤

벽체 도배지 현대벽지 7008-1

천정(공통) 천정지 서울벽지 2134-1

조명 현관센서등 코룩스 LED LAMP / 15W

현관창고등 코룩스 LED LAMP / 10W

가구 신발장 현장제작 PET마감 

현관창고 스페이스맥스 LPM마감

중문 중문 한라엔컴 현장제작 유상옵션

기타 도어카메라 CV-NET CDC-3000

일괄소등스위치 다산지엔지 HYBOM240

디지털 도어록 동영미디어 MAZI 7400

2 복도펜트리 벽체 도배지 개나리벽지 87426-4 발코니확장시

가구 펜트리도어 현장제작 PET마감 발코니확장시

시스템선반 스페이스맥스 LPM마감 발코니확장시

조명 펜트리등 코룩스 LED LAMP / 10W 발코니확장시

3 거실 바닥(공통) 강마루(거실,주방,침실) JS C&I P-OAK008WM

벽체 도배지(MAIN) 현대벽지 7008-1

도배지(POINT) 현대벽지 7029-3

벽체(아트월) 타일 한라엔컴 HL STONE WHITE(400X800)

창호(공통) PL창호(거실,주방,침실) KCC PVC시트마감

목창호(거실,주방,침실) 현장제작 PVC시트마감

목창호(욕실1,2) 현장제작 ABS

조명 거실등 알토
LED/40W(직접)+10W(간접)

/70W(직접)+15W(간접)

복도등 코룩스 LED LAMP  / 5W

기타 도어락 엔젤엠엘 ACL-1305GR

경첩 엔젤엠엘 AH-3435 SS

Wallpad CV-NET CNW-4100

무선 AP 다람 DRAP-11ac

대기전력차단스위치 다산지엔지 HYSPB342

배선기구 르그랑코리아 타비앙

전열교환기 R/C 경동나비엔 NVR-10V

경동나비엔 NTR-10(공기청정 내장형) 유상옵션

온도조절기 코텍 KRC-900M

에어컨 삼성전자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4 주방/식당 벽체 도배지 현대벽지 7008-1

타일 윈세라믹스 WSQ-3602 (300X600) 기본형

상판 인조대리석 롯데 MMA 기본형

벽체/상판 인조대리석 롯데 엔지니어드스톤 유상옵션

조명 주방등 코룩스 LED LAMP / 40W

아일랜드등 코룩스 LED LAMP / 5W

식탁등 코룩스 LED LAMP / 30W 발코니확장시

가구 주방가구 현장제작 LPM마감

수전 씽크수전 대신건기산업 DSS 6022

가전기기 렌지후드 한일전기 HCR-950e

3구 가스쿡탑 하츠 SSGC-3605SABH 기본형

 현관/

현관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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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방/식당 가전기기 전기오븐 삼성전자 HSB-N361B 유상옵션

 하이브리드쿡탑 삼성전자 NZ63R5301CK 유상옵션 선택1

삼성전자 NZ63T8708X(W,G,P) 유상옵션 선택2

냉장고 삼성전자 RF61T91C3AP 유상옵션

김치냉장고 삼성전자 RQ33T7422AP 유상옵션

식기세척기 삼성전자 DW60T7065SS 유상옵션

대기전력차단스위치 다산지엔지 HYSPB232

배선기구 르그랑코리아 타비앙

5 침실1 벽체 도배지 개나리벽지 87429-1

조명 안방등 알토 LED LAMP / 40W

가구 화장대 현장제작 PET마감

화장대상판 롯데 엔지니어드스톤

기타 대기전력차단스위치 다산지엔지 HYSPB212

배선기구 르그랑코리아 타비앙

온도조절기 코텍 KRC-900S

에어컨 삼성전자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6 드레스룸 벽체 도배지 개나리벽지 87426-4

조명 드레스룸 센서등 코룩스 LED LAMP / 15W

가구 드레스룸 도어 현장제작 PET마감

시스템선반 스페이스맥스 LPM마감

시스템선반 벽 판넬 스페이스맥스 LPM마감 유상옵션

가전기기 의류관리기 삼성전자 DF60T8300WR 유상옵션

7 침실2 벽체 도배지 현대벽지 7009-6

조명 침실등 알토 LED LAMP / 40W

기타 대기전력차단스위치 다산지엔지 HYSPB212

배선기구 르그랑코리아 타비앙

온도조절기 코텍 KRC-900S

에어컨 삼성전자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8 침실3 벽체 도배지 코스모스 298-1

조명 침실등 알토 LED LAMP / 40W

가구 붙박이가구 현장제작 PET마감 발코니확장시

붙박이가구 (책상형) 현장제작 PET마감 유상옵션

기타 대기전력차단스위치 다산지엔지 HYSPB212

배선기구 르그랑코리아 타비앙

온도조절기 코텍 KRC-900S

에어컨 삼성전자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9 욕실1 바닥 바닥타일 한라엔컴 HLD-566F8244H (300X300)

(공용욕실) 벽체 벽타일(MAIN) 윈세라믹스 WSQ-36615 (300X600) 

벽타일(POINT) 윈세라믹스 WSQ-36616 (300X600) 

천정 천정재 대평건업 ABS 천정재

젠다이 인조대리석 롯데 MMA

조명 욕실사각매입등 코룩스 LED LAMP / 25W

가구 욕실장 대평건업 거울 + 슬라이딩장

욕조 수납형욕조 명성기업 D750×1500~1600

수전 대신건기산업 DSB 6030

슬라이딩바 대신건기산업 DS 6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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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욕실1 세면기 세면기 계림 L-306SF/A800G

(공용욕실) 수전 대신건기산업 DSL 6013

양변기 양변기(투피스) 계림 C-404F

액세서리 폰트레이 겸용 휴지걸이 범한공업 N-1205-2T

수건걸이 범한공업 KH-204S-1

유리코너선반 범한공업 NU-608HL

10  욕실2 바닥 바닥타일 한라엔컴 HLD-510S3201H (300X300)

(부부욕실) 벽체 벽타일 윈세라믹스 WSQ-3604 (300X600) 

천정 천정재 대평건업 ABS 천정재

젠다이 인조대리석 롯데 MMA

조명 욕실사각매입등 코룩스 LED LAMP / 25W

 욕실원형방습등 코룩스 LED LAMP/ 12W

가구 욕실장 대평건업 거울 + 슬라이딩장

세면기 세면기 계림 L-306SF/A800G

수전 대신건기산업 DSL 6013

양변기 양변기(투피스) 계림 C-404F

비데 IS동서 IST-N53E

액세서리  폰트레이 겸용 휴지걸이 범한공업 N-1205-2T

수건걸이 범한공업 KH-204S-1

유리코너선반 범한공업 NU-608HL

기타 샤워부스 더지코 H:2000

레인샤워수전 대신건기산업 FFB 105

11  발코니1 바닥 타일 한라엔컴 HOD-580F3233H (200X400)

벽체/천장 도장 현장제작 백색도장

기타
 발코니수전

(수전+스프레이건)
대신건기산업 DS 2040-06W

전동식빨래건조대 파세코 PCD-100 발코니확장시

12 실외기실 바닥 타일 한라엔컴 HOD-580F3233H (200X400)

벽체/천장 도장 현장제작 백색도장

도어 SD 현장제작 도장마감

조명 벽부등 코룩스 LED LAMP / 9Wx1 / 1EA

기타 전열교환기 경동나비엔 ENV-150BS

경동나비엔 TAC510-20S(공기청정 기능 내장) 유상옵션

13 발코니2 바닥 타일 한라엔컴 HOD-580F3233H (200X400)

벽/천장 도장 현장제작 백색도장

도어 시트래핑 KCC PVC터닝도어

조명 직부등 코룩스 LED LAMP / 9Wx1 / 1EA

가구 시스템선반 스페이스맥스 LPM마감 발코니확장시

기타 세탁기수전 대신건기산업 DS 2040-06W(급수)/DS 2063H(급탕)

보일러 경동나비엔 22,000Kcal

14 대피공간 바닥 타일 한라엔컴 HOD-580F3233H (200*400)

벽/천장 도장 현장제작 백색

도어 FSD 현장제작 도장마감

조명 직부등 코룩스 LED LAMP / 9Wx2 / 1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