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 O B A N  S U M M I T  G R A N D  C E N T R A L

마감재 · 유상옵션 리스트
39㎡・49㎡・59㎡・74㎡A, B・84㎡

1. 본 마감사양, 유상옵션표와 관련하여, 예산 반영 및 발주시 관련부서의 담당자는 필히 견본주택 및 사진을 함께 참조하시기바라며,  
상이한 점이나 의문점이 있을시는 당 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 본 견본주택 기준 마감자재와 유상옵션품목의 변경이 있을 경우, 상품개발팀 협의 및 관련부서의 확인을 받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제품명 규  격

문틀, 문선, 문 시트래핑 AK302-G9M LG

PL창호, 걸레받이 시트래핑 AK302-G9M LG

바닥 강마루 OAK 컬러기준
본공사시

업체선정

천장 천장지 R8192-1 LG벽지 국산벽지

가구 바디재 지정 P.P 지정업체

바닥 타일 IRENF.PANGUNI 1 600X600 지정업체 수입타일

디딤판, 걸레받이 엔지니어드스톤 WI764 루나쉐도우 도면참조 현대L&C

신발장 도어 지정 PET / 지정 은경 지정업체

벽 벽지 10397-2 신한벽지 국산벽지

벽 벽지 10397-2 신한벽지 국산벽지

타일 SWD-M뉴카라카타T 300X600 삼현타일 국산타일

벽지 10397-2 신한벽지 국산벽지

주방상판 MMA T-235 테티스 도면참조 현대L&C

상,하부장 도어,걸레받이 지정 PET 지정업체

벽 벽지 4137-1 서울벽지 국산벽지

바닥 타일 HLD-625S8252 300X300 삼현타일

벽 타일 9611 300X600 대동타일

젠다이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RM509 블랙펄 현대L&C

벽 도장 지정 도장 마감

바닥 타일 9648 300X300 태영타일 국산타일

천장 도장 지정 도장 마감

도어 SILL 인조대리석 (BMC) PS-015 헤스티아 지정업체

단꺾임재료분리대 인조대리석 (BMC) PS-044 멤피스 지정업체

양변기 (투피스) CC-768E 대림비엔코

양변기 (비데일체형) DST-660N 대림비엔코 유상 옵션

세면기 CL-760 대림비엔코

세면기수전 DL-L3210 대림비엔코

욕조 아크릴욕조 인터쿠아

욕조수전/슬라이드바 DL-B3213/DL-S4106 대림비엔코

수건선반 GTB-202 지코빌

코너선반 GVS-404 지코빌

수건걸이 R-7701 지코빌

폰트레이 겸용 매립형

휴지걸이 (욕실폰매입)
GP-016T 지코빌

청소솔 GV-404 지코빌

주방수전 DL-K3015 대림비엔코

씽크볼 HS 870 리빙키친

세탁기수전(냉.온세트) DL-G4543S 대림비엔코

청소수전

(스프레이건 포함)
DL-G4541+S4192 대림비엔코

디지털도어락 PASS110-F 아이레보

도어카메라 DRC-40QV 코맥스

거실 홈네트워크(월패드) CDP-1000Y 코맥스

현관

국산타일

재료분리

(공통)

발코니

/실외기

■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 마감재 리스트 (39㎡)

설치위치 적용자재
사       양

업체명 비고

거실

주방

벽

침실

욕실

발코니

현관

공통

욕실

주방

설비(공통)

가전

(공통)



제품명 규  격

■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 마감재 리스트 (39㎡)

설치위치 적용자재
사       양

업체명 비고

렌지후드 DAL-90S 하츠

3구쿡탑 SSHGR-3050CKB 하츠

주방TV폰 CVK-118AX 코스텔

음식물 탈수기 PHD-077S 파세코

전기쿡탑 (3구 인덕션) BEI3GTBI LG전자 유상 옵션

전기쿡탑 (3구 하이브리드) BEY3GTBI LG전자 유상 옵션

전기오븐 (고급형) MZ941CLCAT LG전자 유상 옵션

전기오븐 (일반형) MZ385EBT1 LG전자 유상 옵션

욕실폰 CPN-163E 코스텔

칫솔살균기         KTS-202 ㈜쿠스토

실외기실 바닥열환기장치 본공사시 업체선정 본공사시 업체선정

현관 센서등 LED 15W

거실등 LED 50W

팬트리 센서등 LED 10W

주방 주방등 LED 35W

침실 안방등 LED 50W

욕실 욕실등 LED 35W

발코니 발코니등 LED 9W

실외기실 발코니등 LED 10W

도어록 10000 스카이S/N (안방형)

정첩(일반용) HB 830VN 4035

정첩(욕실용) HD 3KNC SS4035

현대디엘하드웨어 공통

조명

주방

리치룩스

거실

기타

욕실

가전

(공통)



구  분 사양 모델명 제조사 이미지 비고

바닥재
거실

주방/침실
바닥 강마루 OAK 컬러기준

본공사시

업체선정

현관 디딤석/걸레받이 엔지니어드스톤 WI764 루나쉐도우 현대L&C

주방 하부장 상판 MMA T-235 테티스 현대L&C

욕실 젠다이 엔지니어드스톤 RM509 블랙펄 현대L&C

위치

석재

■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 마감재 리스트 (39㎡)



구  분 사양 모델명 제조사 이미지 비고

SHEET 공통
문틀,문선,문,

PL창호,걸레받이
시트래핑 AK302-G9M LG

공통 천장 천장지 R8192-1 LG벽지

현관,

거실,주방
벽 벽지 10397-2 신한벽지

침실 벽 벽지 4137-1 서울벽지

위치

벽  지

■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 마감재 리스트 (39㎡)



구  분 사양 모델명 제조사 이미지 비고

현관 바닥 수입
IRENF.PANGUNI 1

(600x600)
지정업체

주방 벽 국산
SWD-M뉴카라카타T

(300x600)
삼현타일

바닥 국산
HLD-625S8252

(300x300)
삼현타일

벽 메인 국산
9611

(300x600)
대동타일

발코니

/실외기실
바닥 국산

9648

(300x300)
태영타일

위치

욕실

타  일

■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 마감재 리스트 (39㎡)



구  분 위치 품목 모델명 제조사 이미지 비고

양변기

(투피스)
CC-768E 대림비앤코

양변기

(비데일체형)
DST-660N 대림비앤코 유상 옵션

세면기 CL-760 대림비앤코

수건걸이 R-7701 지코빌

욕실 천정재 ABS 판넬 상명엔프라㈜

세면기수전 DL-L3210 대림비앤코

욕조수전

/슬라이드바
DL-B3213/ DL-S4106 대림비앤코

욕조 아크릴욕조 인터쿠아

수건선반 GTB-202 지코빌

코너선반

(알루미늄)
GVS-404 지코빌

폰트레이 겸용

매립형 휴지걸이

(욕실폰매입)

GP-016T 지코빌

■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 마감재 리스트 (39㎡)

설  비 욕실



구  분 위치 품목 모델명 제조사 이미지 비고

■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 마감재 리스트 (39㎡)

청소솔 GV-404 지코빌

주방수전 DL-K3015 대림비앤코

씽크볼 HS 870 리빙키친

세탁기수전

(냉.온세트)
DL-G4543S 대림비앤코

청소수전

(스프레이건포함)
DL-G4541+S4192 대림비앤코

발코니

설  비

주방



■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 마감재 리스트 (39㎡)

구  분 위치 품목 모델명 제조사 이미지 비고

디지털도어락 PASS110-F 아이레보

도어카메라 DRC-40QV 코맥스

거실 홈네트워크(월패드) CDP-1000Y 코맥스

렌지후드 DAL-90S 하츠

3구쿡탑 SSHGR-3050CKB 하츠

주방TV폰 CVK-118AX 코스텔

음식물 탈수기 PHD-077S 파세코

전기쿡탑

(3구 인덕션)
BEI3GTBI LG전자 유상 옵션

전기쿡탑

(3구 하이브리드)
BEY3GTBI LG전자 유상 옵션

전기오븐

(고급형)
MZ941CLCAT LG전자 유상 옵션

전기오븐

(일반형)
MZ385EBT1 LG전자 유상 옵션

현관

주방

가  전



■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 마감재 리스트 (39㎡)

구  분 위치 품목 모델명 제조사 이미지 비고

욕실폰 CPN-163E 코스텔

칫솔살균기

(UV살균 / Width: 200mm)
KTS-202 ㈜쿠스토

기 타 실외기실 바닥열환기장치 본공사시 업체선정

가  전 욕실



■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 마감재 리스트 (39㎡)

구  분 위치 품목 사양 제조사 이미지 비고

현관 현관센서등 LED 15W

거실등 LED 50W

팬트리 센서등 LED 10W

주방 주방등 LED35W

침실 침실등 LED 50W

욕실 욕실등 LED35W

발코니 천장등 LED 9W

실외기실 벽부등 LED 10W

리치룩스조명

거실



제품명 규  격

문틀, 문선, 문 시트래핑 AK302-G9M LG

PL창호, 걸레받이 시트래핑 AK302-G9M LG

바닥 강마루 OAK 컬러기준
본공사시

업체선정

천장 천장지 R8192-1 LG벽지 국산벽지

가구 바디재 지정 P.P 지정업체

바닥 타일 IRENF.PANGUNI 1 600X600 지정업체 수입타일

디딤판, 걸레받이 엔지니어드스톤 WI764 루나쉐도우 도면참조 현대L&C

신발장 도어 지정 PET / 지정 은경 지정업체

벽 벽지 10397-2 신한벽지 국산벽지

벽 벽지 10397-2 신한벽지 국산벽지

아트월 타일 IRENE ZENIHA WH 600X1200 지정업체 수입타일

벽 벽지 10397-2 신한벽지 국산벽지

타일 SWD-M뉴카라카타T 300X600 삼현타일 국산타일

벽지 10397-2 신한벽지 국산벽지

주방상판 MMA T-235 테티스 도면참조 현대L&C

상,하부장 도어,걸레받이 지정 PET 지정업체

벽 벽지 4137-1 서울벽지 국산벽지

벽 벽지 10405-2 신한벽지 국산벽지

바닥 타일 HLD-625S8252 300X300 삼현타일

벽 타일 9611 300X600 대동타일

젠다이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RM509 블랙펄 현대L&C

벽 도장 지정 도장 마감

바닥 타일 9648 300X300 태영타일 국산타일

천장 도장 지정 도장 마감

도어 SILL 인조대리석 (BMC) PS-015 헤스티아 지정업체

단꺾임재료분리대 인조대리석 (BMC) PS-044 멤피스 지정업체

양변기 (투피스) CC-768E 대림비엔코

양변기 (비데일체형) DST-660N 대림비엔코 유상 옵션

비데 BD-AC50E 콜러노비타 확장시 제공

세면기 CL-760 대림비엔코

세면기수전 DL-L3210 대림비엔코

욕조 아크릴욕조 인터쿠아

욕조수전/슬라이드바 DL-B3213/DL-S4106 대림비엔코

수건선반 GTB-202 지코빌

코너선반 GVS-404 지코빌

수건걸이 R-7701 지코빌

폰트레이 겸용 매립형

휴지걸이 (욕실폰매입)
GP-016T 지코빌

청소솔 GV-404 지코빌

주방수전 DL-K3015 대림비엔코

씽크볼 HS 870 리빙키친

발코니 세탁기수전(냉.온세트) DL-G4543S 대림비엔코

욕실

현관

공통

욕실

주방

설비(공통)

국산타일

재료분리

(공통)

발코니

/실외기

복도

침실2

거실

주방

벽

침실1(안방)

■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 마감재 리스트 (49㎡)

설치위치 적용자재
사       양

업체명 비고



제품명 규  격

■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 마감재 리스트 (49㎡)

설치위치 적용자재
사       양

업체명 비고

발코니
청소수전

(스프레이건 포함)
DL-G4541+S4192 대림비엔코

디지털도어락 PASS110-F 아이레보

도어카메라 DRC-40QV 코맥스

거실 홈네트워크(월패드) CDP-1000Y 코맥스

렌지후드 DAL-90S 하츠

3구쿡탑 SSHGR-3050CKB 하츠

주방TV폰 CVK-118AX 코스텔

음식물 탈수기 PHD-077S 파세코

전기쿡탑 (3구 인덕션) BEI3GTBI LG전자 유상 옵션

전기쿡탑 (3구 하이브리드) BEY3GTBI LG전자 유상 옵션

전기오븐 (고급형) MZ941CLCAT LG전자 유상 옵션

전기오븐 (일반형) MZ385EBT1 LG전자 유상 옵션

욕실폰 CPN-163E 코스텔

칫솔살균기         KTS-202 ㈜쿠스토

발코니 전동빨래건조대 ED700 씨넷 확장시 제공

실외기실 바닥열환기장치 본공사시 업체선정 본공사시 업체선정

현관 센서등 LED 15W

거실등 LED50W, LED40W, LED30W

복도등 LED 5W

주방 주방등 LED 35W

침실1 (안방) 안방등 LED 50W

침실2 침실등 LED 50W

욕실 욕실등 LED 35W

도어록 10000 스카이S/N (안방형)

도어록 3100 스카이S/N (일반형)

정첩(일반용) HB 830VN 4035

정첩(욕실용) HD 3KNC SS4035

욕실

가전

(공통)

설비(공통)

현대디엘

현관

하드웨어 공통

거실/복도
리치룩스

리치룩스

조명

주방

기타



구  분 사양 모델명 제조사 이미지 비고

바닥재
복도/거실

주방/침실1,2
바닥 강마루 OAK 컬러기준

본공사시

업체선정

현관 디딤석/걸레받이 엔지니어드스톤 WI764 루나쉐도우 현대L&C

주방 하부장 상판 MMA T-235 테티스 현대L&C

욕실 젠다이 엔지니어드스톤 RM509 블랙펄 현대L&C

위치

석재

■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 마감재 리스트 (49㎡)



구  분 사양 모델명 제조사 이미지 비고

SHEET 공통
문틀,문선,문,

PL창호,걸레받이
시트래핑 AK302-G9M LG

공통 천장 천장지 R8192-1 LG벽지

현관,복도

거실,주방
벽 벽지 10397-2 신한벽지

침실1(안방) 벽 벽지 4137-1 서울벽지

침실2 벽 벽지 10405-2 신한벽지

위치

벽  지

■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 마감재 리스트 (49㎡)



구  분 사양 모델명 제조사 이미지 비고

현관 바닥 수입
IRENF.PANGUNI 1

(600x600)
지정업체

거실 아트월 수입
IRENE ZENIHA WH

(600x1200)
지정업체

주방 벽 국산
SWD-M뉴카라카타T

(300x600)
삼현타일

바닥 국산
HLD-625S8252

(300x300)
삼현타일

벽 메인 국산
9611

(300x600)
대동타일

발코니

/실외기실
바닥 국산

9648

(300x300)
태영타일

위치

욕실

타  일

■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 마감재 리스트 (49㎡)



구  분 위치 품목 모델명 제조사 이미지 비고

양변기

(투피스)
CC-768E 대림비앤코

양변기

(비데일체형)
DST-660N 대림비앤코 유상 옵션

비데 BD-AC50E 콜러노비타 확장시 제공

세면기 CL-760 대림비앤코

수건걸이 R-7701 지코빌

욕실 천정재 ABS 판넬 상명엔프라㈜

세면기수전 DL-L3210 대림비앤코

욕조수전

/슬라이드바
DL-B3213/ DL-S4106 대림비앤코

욕조 아크릴욕조 인터쿠아

수건선반 GTB-202 지코빌

코너선반

(알루미늄)
GVS-404 지코빌

폰트레이 겸용

매립형 휴지걸이

(욕실폰매입)

GP-016T 지코빌

■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 마감재 리스트 (49㎡)

설  비 욕실



구  분 위치 품목 모델명 제조사 이미지 비고

■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 마감재 리스트 (49㎡)

욕실 청소솔 GV-404 지코빌

주방수전 DL-K3015 대림비앤코

씽크볼 HS 870 리빙키친

세탁기수전

(냉.온세트)
DL-G4543S 대림비앤코

청소수전

(스프레이건포함)
DL-G4541+S4192 대림비앤코

발코니

주방

설  비



■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 마감재 리스트 (49㎡)

구  분 위치 품목 모델명 제조사 이미지 비고

디지털도어락 PASS110-F 아이레보

도어카메라 DRC-40QV 코맥스

거실 홈네트워크(월패드) CDP-1000Y 코맥스

렌지후드 DAL-90S 하츠

3구쿡탑 SSHGR-3050CKB 하츠

주방TV폰 CVK-118AX 코스텔

음식물 탈수기 PHD-077S 파세코

전기쿡탑

(3구 인덕션)
BEI3GTBI LG전자 유상 옵션

전기쿡탑

(3구 하이브리드)
BEY3GTBI LG전자 유상 옵션

전기오븐

(고급형)
MZ941CLCAT LG전자 유상 옵션

전기오븐

(일반형)
MZ385EBT1 LG전자 유상 옵션

현관

주방

가  전



■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 마감재 리스트 (49㎡)

구  분 위치 품목 모델명 제조사 이미지 비고

욕실 욕실폰 CPN-163E 코스텔

욕 실  
칫솔살균기

(UV살균 / Width: 200mm)
KTS-202 ㈜쿠스토

발코니 전동빨래건조대 ED700 씨넷 확장시 제공

실외기실 바닥열환기장치 본공사시 업체선정

기 타

가  전



■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 마감재 리스트 (49㎡)

구  분 위치 품목 사양 제조사 이미지 비고

현관 현관센서등 LED 15W

거실등 LED50W,40W,30W

복도등 LED 5W

주방 주방등 LED35W

침실1(안방) 침실1(안방)등 LED 50W

침실2 침실등 LED 50W

욕실 욕실등 LED35W

리치룩스

거실/복도

조명



제품명 규  격

문틀, 문선, 문 시트래핑 AK302-G9M LG

주방PL창호 시트래핑 L12B4-2NP LG

PL창호, 걸레받이 시트래핑 AK302-G9M LG

강마루 (기본) OAK 컬러기준
본공사시

업체선정

타일 (유상 옵션) KH 6548P (샤틴) 600X600 지정업체 수입타일 (유상 옵션)

천장 천장지 R8192-1 LG벽지 국산벽지

가구 바디재 지정 P.P 지정업체

바닥 타일 IRENF.PANGUNI 1 600X600 지정업체 수입타일

디딤판, 걸레받이 엔지니어드스톤 WI764 루나쉐도우 도면참조 현대L&C

신발장 도어 지정 PET / 지정 은경 지정업체

벽 벽지 10397-2 신한벽지 국산벽지

벽 벽지 10397-2 신한벽지 국산벽지

아트월 타일 (기본) IRENE ZENIHA WH 600X1200 지정업체 수입타일

벽 벽지 10397-2 신한벽지 국산벽지

타일 (기본) SWD-M뉴카라카타T 300X600 삼현타일 국산타일

세라믹타일 (유상 옵션) White Calacatta /Polished 1540X3280X6T 지정업체 수입타일 (유상 옵션)

벽지 10397-2 신한벽지 국산벽지

MMA (기본) T-235 테티스 도면참조 현대L&C

세라믹타일 (유상 옵션) White Calacatta /Polished 1540X3280X12T 지정업체 수입타일 (유상 옵션)

상,하부장,

아일랜드장
도어,걸레받이 지정 PET 지정업체

벽 벽지 4137-1 서울벽지 국산벽지

벽 벽지 10405-2 신한벽지 국산벽지

도어 지정 PET 지정업체 유상 옵션

엔지니어드스톤 SU754 Cotton Gray 현대L&C 유상 옵션

벽 벽지 4145-3 서울벽지 국산벽지

바닥 타일 HLD-625S8252 300X300 삼현타일

벽 타일 9611 300X600 대동타일

젠다이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RM509 블랙펄 현대L&C

바닥 타일 NGJ 9634 300X300 동서타일

벽 메인 타일 SWD-엘라고G 300X600 삼현타일

벽 포인트 타일 SWD-F클레덴스BN 300X600 삼현타일

젠다이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RM509 블랙펄 현대L&C

도장 지정 도장 마감

시스템선반 AK302-G9M LG

바닥 타일 9648 300X300 태영타일 국산타일

천장 도장 지정 도장 마감

벽 도장 지정 도장 마감

바닥 타일 9648 300X300 태영타일 국산타일

천장 도장 지정 도장 마감

도어 SILL 인조대리석 (BMC) PS-015 헤스티아 지정업체

■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 마감재 리스트 (59㎡)

설치위치 적용자재
사       양

업체명 비고

욕실1(공용)
국산타일

재료분리

(공통)

발코니1

실외기(대피)

욕실2(부부)

발코니2

벽

침실1(안방)

현관

공통
바닥

국산타일

침실2

침실3

붙박이장

복도

거실

주방/식당

벽

주방상판



제품명 규  격

■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 마감재 리스트 (59㎡)

설치위치 적용자재
사       양

업체명 비고

샤워부스/

단꺾임재료분리대
인조대리석 (BMC) PS-044 멤피스 지정업체

재료분리

(공통)



제품명 규  격

■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 마감재 리스트 (59㎡)

설치위치 적용자재
사       양

업체명 비고

양변기 (투피스) CC-768E 대림비엔코

양변기 (비데일체형) DST-660N 대림비엔코 유상 옵션

세면기 CL-760 대림비엔코

세면기수전 DL-L3210 대림비엔코

욕조 아크릴욕조 인터쿠아

욕조수전/슬라이드바 DL-B3213/DL-S4106 대림비엔코

수건선반 GTB-202 지코빌

코너선반 GVS-404 지코빌

수건걸이 R-7701 지코빌

폰트레이 겸용

매립형 휴지걸이
GP-014T 지코빌

청소솔 GV-404 지코빌

양변기 (투피스) CC-768E 대림비엔코

양변기 (비데일체형) DST-660N 대림비엔코 유상 옵션

세면기 CL-760 대림비엔코

세면기수전 DL-L1810 대림비엔코

샤워수전 DL-B7010 대림비엔코

수건걸이 R-7701 지코빌

폰트레이 겸용 매립형

휴지걸이 (욕실폰매입)
GP-016T 지코빌

욕실용 청소스프레이건

(2구 앵글밸브 포함)
DL-P4014 대림비엔코

비데 BD-AC50E 콜러노비타 확장시 제공

주방수전 DL-K3015 대림비엔코

씽크볼 (기본) HS 870 리빙키친

씽크볼 (유상 옵션) LQ 860 리빙키친 유상 옵션

세탁기수전(냉.온세트) DL-G4543S 대림비엔코

손빨래수전(냉.온세트) DL-G4545S 대림비엔코

발코니1
청소수전

(스프레이건 포함)
DL-G4541+S4192 대림비엔코

디지털도어락 PASS110-F 아이레보

도어카메라 DRC-40QV 코맥스

거실 홈네트워크(월패드) CDP-1000Y 코맥스

렌지후드 DAL-90S 하츠

3구쿡탑 SSHGR-3050CKB 하츠

주방TV폰 CVK-118AX 코스텔

음식물 탈수기 PHD-077S 파세코

전기쿡탑 (3구 인덕션) BEI3GTBI LG전자 유상 옵션

전기쿡탑 (3구 하이브리드) BEY3GTBI LG전자 유상 옵션

전기오븐 (고급형) MZ941CLCAT LG전자 유상 옵션

전기오븐 (일반형) MZ385EBT1 LG전자 유상 옵션

욕실2(부부) 욕실폰 CPN-163E 코스텔

욕실1(공용) 칫솔살균기         KTS-202 ㈜쿠스토

발코니1 전동빨래건조대 ED700 씨넷 확장시 제공

하향식피난구 전열교환 환기장치 본공사시 업체선정 본공사시 업체선정

발코니2

주방

설비(공통)

욕실1(공용)

욕실2(부부)

가전

(공통)

기타

현관

주방/식당



제품명 규  격

■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 마감재 리스트 (59㎡)

설치위치 적용자재
사       양

업체명 비고

현관 센서등 LED 15W

거실등 LED50W, LED40W, LED30W

아트월등 LED 22W 유상 옵션

복도등 LED 5W

식탁등 LED 10W X 2

주방등 LED25W, LED35W

주방팬트리 센서등 LED 10W

침실1(안방) 안방등 LED 50W

침실2 침실등 LED 50W

침실3 침실등 LED 50W

욕실1(공용) 욕실등 LED 35W

욕실등 LED 25W

방습등 LED 12W

발코니1,2 발코니등 LED 9W

실외기실(대피) 발코니등 LED 9W X 2

도어록 10000 스카이S/N (안방형)

도어록 3100 스카이S/N (일반형)

정첩(일반용) HB 830VN 4035

정첩(욕실용) HD 3KNC SS4035

조명

현대디엘하드웨어 공통

거실/복도

욕실2(부부)

주방

리치룩스

리치룩스



구  분 사양 모델명 제조사 이미지 비고

바닥재
복도/거실

주방/침실1,2,3
바닥 강마루 OAK 컬러기준

본공사시

업체선정

현관 디딤석/걸레받이 엔지니어드스톤 WI764 루나쉐도우 현대L&C

주방 하부장 상판 MMA T-235 테티스 현대L&C

욕실1(공용)

욕실2(부부)
젠다이 엔지니어드스톤 RM509 블랙펄 현대L&C

침실2 붙박이장 엔지니어드스톤 SU754 Cotton Gray 현대L&C

위치

석재

■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 마감재 리스트 (59㎡)



구  분 사양 모델명 제조사 이미지 비고

문틀,문선,문,

PL창호,걸레받이
시트래핑 AK302-G9M LG

주방PL창호
시트래핑

(내부)
L12B4-2NP LG  

세탁선반 시트래핑 AK302-G9M LG 확장시 제공

공통 천장 천장지 R8192-1 LG벽지

현관,복도

거실,주방
벽 벽지 10397-2 신한벽지

침실1(안방) 벽 벽지 4137-1 서울벽지

침실2 벽 벽지 10405-2 신한벽지

침실3 벽 벽지 4145-3 서울벽지

위치

공통SHEET

벽  지

■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 마감재 리스트 (59㎡))



구  분 사양 모델명 제조사 이미지 비고

현관 바닥 수입
IRENF.PANGUNI 1

(600x600)
지정업체

바닥 수입
KH 6548P (샤틴)

(600x600)
지정업체 유상 옵션

아트월 수입
IRENE ZENIHA WH

(600x1200)
지정업체

주방 벽 국산
SWD-M뉴카라카타T

(300x600)
삼현타일

주방 벽/상판 수입

White Calacatta

/Polished

(1540X3280X6T)

(1540X3280X12T)

지정업체 유상 옵션

바닥 국산
HLD-625S8252

(300x300)
삼현타일

벽 메인 국산
9611

(300x600)
대동타일

바닥 국산
NGJ 9634

(300x300)
동서타일

벽 메인 국산
SWD-엘라고G

(300x600)
삼현타일

벽 포인트 국산
SWD-F클레덴스BN

(300x600)
삼현타일

발코니1,2

실외기실(대피)
바닥 국산

9648

(300x300)
태영타일

위치

욕실1(공용)

욕실2(부부)

타  일

■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 마감재 리스트 (59㎡)

거실



구  분 사양 제조사 비고

신발장

케이싱 : 지정 PET 마감

도어: 지정 은경 마감+PET

마감

바디: 지정 PP 마감

본공사시 업체선정

현관중문

3연동  슬라이딩도어

알루미늄프레임 + 5T 지정

유리

본공사시 업체선정 M/H 유상옵션 설치

상.하부장

냉장고장+

김치냉장고장

도어:

상부: 지정 PET 마감

하부: 지정 PET 마감

바디: 지정 PP 마감

본공사시 업체선정
확장시 제공

주방팬트리

케이싱 : 지정 PET 마감

도어: 지정 PET 마감

+ 시스템 선반가구

본공사시 업체선정 확장시 제공

침실2 붙박이장

도어: 지정 유리마감+PET 마

감 +지정 상판 마감

바디: 지정 PP 마감

본공사시 업체선정 M/H 유상옵션 설치

위치

■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 마감재 리스트 (59㎡)

주방가구

현관



구  분 사양 제조사 비고위치

■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 마감재 리스트 (59㎡)

욕실1(공용) 욕실장
도어: 은경 마감

바디: 지정 전사 마감
본공사시 업체선정

욕실2(부부) 욕실장
도어: 은경 마감

바디: 지정 전사 마감
본공사시 업체선정

발코니2 세탁선반 지정 시트 마감 본공사시 업체선정 확장시 제공

가구

가구



구  분 위치 품목 모델명 제조사 이미지 비고

양변기

(투피스)
CC-768E 대림비앤코

양변기

(비데일체형)
DST-660N 대림비앤코 유상 옵션

세면기 CL-760 대림비앤코

수건걸이 R-7701 지코빌

욕실 천정재 ABS 판넬 상명엔프라㈜

세면기수전 DL-L3210 대림비앤코

욕조수전

/슬라이드바
DL-B3213/ DL-S4106 대림비앤코

욕조 아크릴욕조 인터쿠아

수건선반 GTB-202 지코빌

코너선반

(알루미늄)
GVS-404 지코빌

폰트레이 겸용

매립형 휴지걸이
GP-014T 지코빌

청소솔 GV-404 지코빌

■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 마감재 리스트 (59㎡)

욕실 공통

설  비

욕실1

(공용)



구  분 위치 품목 모델명 제조사 이미지 비고

■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 마감재 리스트 (59㎡)

세면기수전 DL-L1810 대림비앤코

비데 BD-AC50E 콜러노비타 확장시 제공

샤워수전 DL-B7010 대림비앤코

욕실용

청소스프레이건

(2구앵글밸브포함)

DL-P4014 대림비앤코

폰트레이 겸용

매립형 휴지걸이

(욕실폰매입)

GP-016T 지코빌

주방수전 DL-K3015 대림비앤코

씽크볼 (기본) HS 870 리빙키친

씽크볼 (확장옵션) LQ 860 리빙키친 유상 옵션

세탁기수전

(냉.온세트)
DL-G4543S 대림비앤코

손빨래수전

(냉.온세트)
DL-G4545S 대림비앤코

발코니1
청소수전

(스프레이건포함)
DL-G4541+S4192 대림비앤코

발코니2

주방

욕실2

(부부)

설  비



■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 마감재 리스트 (59㎡)

구  분 위치 품목 모델명 제조사 이미지 비고

디지털도어락 PASS110-F 아이레보

도어카메라 DRC-40QV 코맥스

거실 홈네트워크(월패드) CDP-1000Y 코맥스

렌지후드 DAL-90S 하츠

3구쿡탑 SSHGR-3050CKB 하츠

주방TV폰 CVK-118AX 코스텔

음식물 탈수기 PHD-077S 파세코

전기쿡탑

(3구 인덕션)
BEI3GTBI LG전자 유상 옵션

전기쿡탑

(3구 하이브리드)
BEY3GTBI LG전자 유상 옵션

전기오븐

(고급형)
MZ941CLCAT LG전자 유상 옵션

전기오븐

(일반형)
MZ385EBT1 LG전자 유상 옵션

현관

주방

가  전



■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 마감재 리스트 (59㎡)

구  분 위치 품목 모델명 제조사 이미지 비고

욕실2(부부) 욕실폰 CPN-163E 코스텔

욕 실  
칫솔살균기

(UV살균 / Width: 200mm)
KTS-202 ㈜쿠스토

발코니1 전동빨래건조대 ED700 씨넷 확장시 제공

하향식피난구 전열교환 환기장치 본공사시 업체선정

기 타

가  전



■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 마감재 리스트 (59㎡)

구  분 위치 품목 사양 제조사 이미지 비고

현관 현관센서등 LED 15W

거실등 LED50W,40W,30W

아트월등 LED 22W 유상옵션

복도등 LED 5W

식탁등 LED 10W X 2

주방등 LED25W / LED35W

팬트리등 LED 10W

침실1(안방) 침실1(안방)등 LED 50W

침실2,3 침실등 LED 50W

욕실1(공용) 욕실등 LED35W

욕실등 LED 25W

방습등 LED 12W

발코니2 천장등 LED 9W

하향식피난구 벽부등 LED 9W X 2

리치룩스

거실/복도

주방

욕실2(부부)

조명



제품명 규  격

문틀, 문선, 문 시트래핑 KAES9-G9 LG

주방PL창호 시트래핑 L12B6-4NP LG

PL창호, 걸레받이 시트래핑 KAES9-G9 LG

강마루 (기본) TNM 507 컬러기준
본공사시

업체선정

타일 (유상 옵션) KH MOKA CREAM.P 600X600 지정업체 수입타일 (유상 옵션)

천장 천장지 R8192-1 LG벽지 국산벽지

가구 바디재 지정 P.P 지정업체

바닥 타일 KH-CRU6003 600X600 지정업체 수입타일

디딤판, 걸레받이 엔지니어드스톤 RM504 아잔타 도면참조 현대L&C

도어 / FIX 판넬 지정 PET/ 지정 브론즈경 지정업체

케이싱 지정 PET 지정업체

벽 벽지 97400-2 개나리벽지 국산벽지

벽 벽지 97400-2 개나리벽지 국산벽지

아트월 타일 (기본) PD-PA12608P 600X1200 지정업체 수입타일

벽 벽지 97400-2 개나리벽지 국산벽지

타일 (기본) DW9541 300X600 대동타일 국산타일

세라믹타일 (유상 옵션) PULPIS NET 1540X3280X6T 지정업체 수입타일 (유상 옵션)

벽지 97400-2 개나리벽지 국산벽지

MMA (기본) GAD-020 가이아 도면참조 현대L&C

세라믹타일 (유상 옵션) PULPIS NET 1540X3280X12T 지정업체 수입타일 (유상 옵션)

상,하부장,

아일랜드장
도어,걸레받이 지정 PET 지정업체

벽 벽지 97451-9 개나리벽지 국산벽지

벽 벽지 7043-12 LG벽지 국산벽지

시스템선반 시트래핑 KAES9-G9 LG

화장대 도어 지정 PET 지정업체

화장대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VV254 베로나베르데 롯데

벽 벽지 4097-1 서울벽지 국산벽지

도어 지정 PET 지정업체

엔지니어드스톤 FL103 클라우드 버스트 LG

벽 벽지 4174-2 서울벽지 국산벽지

벽 벽지 4138-3 서울벽지
국산벽지

(74A적용/74B 미적용)

바닥 타일 HLD-625S8252 300X300 삼현타일

벽 타일 DQP1494 300X600 동서타일

젠다이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MO799 모던 롯데

바닥 타일 NGJ 9634 300X300 동서타일

벽 메인 타일 SWD-F아빌라W 300X600 삼현타일

벽 포인트 타일 SWD-F아빌라DG 300X600 삼현타일

젠다이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MO799 모던 롯데

도장 지정 도장 마감

시스템선반 KAES9-G9 LG

신발장

침실1(안방)

■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 마감재 리스트 (74A,74B㎡)

설치위치 적용자재
사       양

업체명 비고

현관

공통
바닥

유상 옵션붙박이장

국산타일

복도

거실

주방/식당

벽

주방상판

국산타일

욕실2(부부)

벽

침실1드레스룸

발코니2

침실3

다목적실

욕실1(공용)

침실2



제품명 규  격

■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 마감재 리스트 (74A,74B㎡)

설치위치 적용자재
사       양

업체명 비고

바닥 타일 9648 300X300 태영타일 국산타일

천장 도장 지정 도장 마감

벽 도장 지정 도장 마감

바닥 타일 9648 300X300 태영타일 국산타일

천장 도장 지정 도장 마감

도어 SILL 인조대리석 (BMC) PS-015 헤스티아 지정업체

샤워부스/

단꺾임재료분리대
인조대리석 (BMC) PS-044 멤피스 지정업체

양변기 (투피스) CC-768E 대림비엔코

양변기 (비데일체형) DST-660N 대림비엔코 유상 옵션

세면기 CL-760 대림비엔코

세면기수전 DL-L3210 대림비엔코

욕조 아크릴욕조 인터쿠아

욕조수전/슬라이드바 DL-B3213/DL-S4106 대림비엔코

수건선반 GTB-202 지코빌

코너선반 GVS-404 지코빌

수건걸이 R-7701 지코빌

폰트레이 겸용

매립형 휴지걸이
GP-014T 지코빌

청소솔 GV-404 지코빌

양변기 (투피스) CC-768E 대림비엔코

양변기 (비데일체형) DST-660N 대림비엔코 유상 옵션

세면기 CL-760 대림비엔코

세면기수전 DL-L1810 대림비엔코

샤워수전 DL-B7010 대림비엔코

수건걸이 R-7701 지코빌

폰트레이 겸용 매립형

휴지걸이 (욕실폰매입)
GP-016T 지코빌

욕실용 청소스프레이건

(2구 앵글밸브 포함)
DL-P4014 대림비엔코

비데 BD-AC50E 콜러노비타 확장시 제공

주방수전 DL-K3015 대림비엔코

씽크볼 (기본) HS 870 리빙키친

씽크볼 (유상 옵션) LQ 860 리빙키친  유상 옵션

세탁기수전(냉.온세트) DL-G4543S 대림비엔코

손빨래수전(냉.온세트) DL-G4545S 대림비엔코

발코니1
청소수전

(스프레이건 포함)
DL-G4541+S4192 대림비엔코

디지털도어락 PASS110-F 아이레보

도어카메라 DRC-40QV 코맥스

거실 홈네트워크(월패드) CDP-1000Y 코맥스

렌지후드 DAL-90S 하츠

3구쿡탑 SSHGR-3050CKB 하츠

주방TV폰 CVK-118AX 코스텔

음식물 탈수기 PHD-077S 파세코

전기쿡탑 (3구 인덕션) BEI3GTBI LG전자 유상 옵션

설비(공통)

욕실1(공용)

욕실2(부부)

발코니2

주방

재료분리

(공통)

발코니1

실외기(대피)

발코니2

현관

주방/식당

가전

(공통)



제품명 규  격

■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 마감재 리스트 (74A,74B㎡)

설치위치 적용자재
사       양

업체명 비고

전기쿡탑 (3구 하이브리드) BEY3GTBI LG전자 유상 옵션

전기오븐 (고급형) MZ941CLCAT LG전자 유상 옵션

전기오븐 (일반형) MZ385EBT1 LG전자 유상 옵션

욕실2(부부) 욕실폰 CPN-163E 코스텔

욕실1(공용) 칫솔살균기         KTS-202 ㈜쿠스토

발코니1 전동빨래건조대 ED700 씨넷

하향식피난구 전열교환 환기장치 본공사시 업체선정 본공사시 업체선정

현관 센서등 LED 15W

거실등 LED50W, LED40W, LED30W

아트월등 LED 22W 유상 옵션

복도등 LED 5W

식탁등 LED 10W X 2

주방등 LED 35W

주방팬트리 센서등 LED 15W

안방등 LED 50W

드레스룸 센서등 LED 15W

침실2 침실등 LED 50W

침실3 침실등 LED 50W

다목적실 침실등 LED 50W (74A적용/74B 미적용)

욕실1(공용) 욕실등 LED 35W

욕실등 LED 25W

방습등 LED 12W

발코니1,2 발코니등 LED 9W

실외기실(대피) 발코니등 LED 9W X 2

도어록 10000 스카이S/N (안방형)

도어록 3100 스카이S/N (일반형)

정첩(일반용) HB 830VN 4035

정첩(욕실용) HD 3KNC SS4035

조명

침실1(안방)

현대디엘하드웨어 공통

거실/복도

욕실2(부부)

주방

리치룩스

기타

주방/식당

가전

(공통)



구  분 사양 모델명 제조사 이미지 비고

바닥재

복도/거실/주방

/침실1,2,3

/다목적실

바닥 강마루 TNM 507 컬러기준
본공사시

업체선정

(다목적실

74A적용

/74B 미적용)

현관 디딤석/걸레받이 엔지니어드스톤 RM504 아잔타 현대L&C

주방 하부장 상판 MMA GAD-020 가이아 현대L&C

욕실1(공용)

욕실2(부부)
젠다이 엔지니어드스톤  MO799 모던 롯데 

침실2 붙박이장 엔지니어드스톤
FL103

클라우드 버스트
LG

위치

석재

■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 마감재 리스트 (74A,74B㎡)



구  분 사양 모델명 제조사 이미지 비고

문틀,문선,문,

PL창호,걸레받이
시트래핑 KAES9-G9 LG

주방PL창호
시트래핑

(내부)
L12B6-4NP LG  

세탁선반 시트래핑 KAES9-G9 LG 확장시 제공

공통 천장 천장지 R8192-1 LG벽지

현관,복도

거실,주방
벽 벽지 97400-2 개나리벽지

침실1(안방) 벽 벽지 97451-9 개나리벽지

침실2 벽 벽지 4097-1 서울벽지

침실3 벽 벽지 4174-2 서울벽지

다목적실 벽 벽지 4138-3 서울벽지
(74A적용

/74B 미적용)

침실1

드레스룸
벽 벽지 7043-12 LG벽지

위치

공통SHEET

벽  지

■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 마감재 리스트 (74A,74B㎡)



구  분 사양 모델명 제조사 이미지 비고

현관 바닥 수입
KH-CRU6003

(600x600)
지정업체

바닥 수입
KH MOKA CREAM.P

(600x600)
지정업체 유상 옵션

아트월 수입
PD-PA12608P

(600x1200)
지정업체

주방 벽 국산
DW9541

(300x600)
대동타일

주방 벽/상판 수입

PULPIS NET

(1600X3200X6T)

(1600X3200X12T)

지정업체 유상 옵션

바닥 국산
HLD-625S8252

(300x300)
삼현타일

벽 메인 국산
DQP1494

(300x600)
동서타일

바닥 국산
NGJ 9634

(300x300)
동서타일

벽 메인 국산
SWD-F아빌라W

(300x600)
삼현타일

벽 포인트 국산
SWD-F아빌라DG

(300x600)
삼현타일

발코니1,2

실외기실(대피)
바닥 국산

9648

(300x300)
태영타일

위치

욕실1(공용)

욕실2(부부)

타  일

■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 마감재 리스트  (74A,74B㎡)

거실



■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 마감재 리스트 (74A,74B㎡)

구  분 위치 품목 모델명 제조사 이미지 비고

디지털도어락 PASS110-F 아이레보

도어카메라 DRC-40QV 코맥스

거실 홈네트워크(월패드) CDP-1000Y 코맥스

렌지후드 DAL-90S 하츠

3구쿡탑 SSHGR-3050CKB 하츠

주방TV폰 CVK-118AX 코스텔

음식물 탈수기 PHD-077S 파세코

전기쿡탑

(3구 인덕션)
BEI3GTBI LG전자 유상 옵션

전기쿡탑

(3구 하이브리드)
BEY3GTBI LG전자 유상 옵션

전기오븐

(고급형)
MZ941CLCAT LG전자 유상 옵션

전기오븐

(일반형)
MZ385EBT1 LG전자 유상 옵션

현관

주방

가  전



■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 마감재 리스트 (74A,74B㎡)

구  분 위치 품목 모델명 제조사 이미지 비고

욕실2(부부) 욕실폰 CPN-163E 코스텔

욕 실  
칫솔살균기

(UV살균 / Width: 200mm)
KTS-202 ㈜쿠스토

발코니1 전동빨래건조대 ED700 씨넷 확장시 제공

하향식피난구 전열교환 환기장치 본공사시 업체선정

기 타

가  전



구  분 위치 품목 모델명 제조사 이미지 비고

양변기

(투피스)
CC-768E 대림비앤코

양변기

(비데일체형)
DST-660N 대림비앤코 유상 옵션

세면기 CL-760 대림비앤코

수건걸이 R-7701 지코빌

욕실 천정재 ABS 판넬 상명엔프라㈜

세면기수전 DL-L3210 대림비앤코

욕조수전

/슬라이드바
DL-B3213/ DL-S4106 대림비앤코

욕조 아크릴욕조 인터쿠아

수건선반 GTB-202 지코빌

코너선반

(알루미늄)
GVS-404 지코빌

폰트레이 겸용

매립형 휴지걸이
GP-014T 지코빌

■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 마감재 리스트  (74A,74B㎡)

욕실 공통

설  비

욕실1

(공용)



구  분 위치 품목 모델명 제조사 이미지 비고

■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 마감재 리스트  (74A,74B㎡)

욕실1

(공용)
청소솔 GV-404 지코빌

세면기수전 DL-L1810 대림비앤코

비데 BD-AC50E 콜러노비타 확장시 제공

샤워수전 DL-B7010 대림비앤코

욕실용

청소스프레이건

(2구앵글밸브포함)

DL-P4014 대림비앤코

폰트레이 겸용

매립형 휴지걸이

(욕실폰매입)

GP-016T 지코빌

주방수전 DL-K3015 대림비앤코

씽크볼 (기본) HS 870 리빙키친

씽크볼 (확장옵션) LQ 860 리빙키친 유상 옵션시 제공

세탁기수전

(냉.온세트)
DL-G4543S 대림비앤코

손빨래수전

(냉.온세트)
DL-G4545S 대림비앤코

발코니2

욕실2

(부부)

주방

설  비



구  분 위치 품목 모델명 제조사 이미지 비고

■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 마감재 리스트  (74A,74B㎡)

설  비 발코니1
청소수전

(스프레이건포함)
DL-G4541+S4192 대림비앤코



■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 마감재 리스트 (74A,74B㎡)

구  분 위치 품목 사양 제조사 이미지 비고

현관 현관센서등 LED 15W

거실등 LED50W,40W,30W

아트월등 LED 22W 유상옵션

복도등 LED 5W

식탁등 LED 10W X 2

주방등 LED35W

드레스룸등 LED 15W

침실1(안방)등 LED 50W

화장대 복도등 LED 5W

침실2,3 침실등 LED 50W

다목적실 침실등 LED 50W
(74A적용

/74B 미적용)

욕실1(공용) 욕실등 LED35W

욕실2(부부) 욕실등 LED 25W

리치룩스

거실/복도

주방

조명

침실1(안방)



■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 마감재 리스트 (74A,74B㎡)

구  분 위치 품목 사양 제조사 이미지 비고

욕실2(부부) 방습등 LED 12W

발코니2 천장등 LED 9W

하향식피난구 벽부등 LED 9W X 2

리치룩스조명



제품명 규  격

문틀, 문선, 문 시트래핑 KAES9-G9 LG

주방PL창호 시트래핑 L12B6-4NP LG

PL창호, 걸레받이 시트래핑 KAES9-G9 LG

강마루 (기본) TNM 507 컬러기준
본공사시

업체선정

타일 (유상 옵션) KH MOKA CREAM.P 600X600 지정업체 수입타일 (유상 옵션)

천장 천장지 R8192-1 LG벽지 국산벽지

가구 바디재 지정 P.P 지정업체

바닥 타일 KH-CRU6003 600X600 지정업체 수입타일

디딤판, 걸레받이 엔지니어드스톤 RM504 아잔타 도면참조 현대L&C

신발장 도어 지정 PET 지정업체

도어 / FIX 판넬 지정 브론즈경 지정업체

케이싱 지정 PET 지정업체

벽지 7043-12 LG벽지 국산벽지

벽 벽지 97400-2 개나리벽지 국산벽지

벽 벽지 97400-2 개나리벽지 국산벽지

아트월 타일 (기본) PD-PA12608P 600X1200 지정업체 수입타일

벽 벽지 97400-2 개나리벽지 국산벽지

타일 (기본) DW9541 300X600 대동타일 국산타일

세라믹타일 (유상 옵션) PULPIS NET 1540X3280X6T 지정업체 수입타일 (유상 옵션)

벽지 97400-2 개나리벽지 국산벽지

MMA (기본) GAD-020 가이아 도면참조 현대L&C

세라믹타일 (유상 옵션) PULPIS NET 1540X3280X12T 지정업체 수입타일 (유상 옵션)

상,하부장,

아일랜드장
도어,걸레받이 지정 PET 지정업체

벽 벽지 97451-9 개나리벽지 국산벽지

벽 벽지 7043-12 LG벽지 국산벽지

시스템선반 시트래핑 KAES9-G9 LG

화장대 도어 지정 PET 지정업체

화장대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VV254 베로나베르데 롯데

벽 벽지 4097-1 서울벽지 국산벽지

도어 지정 PET 지정업체

엔지니어드스톤 FL103 클라우드 버스트 LG

벽 벽지 4174-2 서울벽지 국산벽지

벽 벽지 4138-3 서울벽지 국산벽지

바닥 타일 HLD-625S8252 300X300 삼현타일

벽 타일 DQP1494 300X600 동서타일

젠다이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MO799 모던 롯데

바닥 타일 NGJ 9634 300X300 동서타일

벽 메인 타일 SWD-F아빌라W 300X600 삼현타일

벽 포인트 타일 SWD-F아빌라DG 300X600 삼현타일

젠다이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MO799 모던 롯데

벽 도장 지정 도장 마감

다목적실

(팬트리)

욕실2(부부)

유상 옵션

■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 마감재 리스트 (84㎡)

설치위치 적용자재
사       양

업체명 비고

공통
바닥

침실1(안방)

현관

침실1드레스룸

현관창고

복도

거실

주방/식당

벽

주방상판

침실2

침실3

붙박이장

국산타일

욕실1(공용)
국산타일

발코니2



제품명 규  격

■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 마감재 리스트 (84㎡)

설치위치 적용자재
사       양

업체명 비고

벽 시스템선반 KAES9-G9 LG

바닥 타일 9648 300X300 태영타일 국산타일

천장 도장 지정 도장 마감

벽 도장 지정 도장 마감

바닥 타일 9648 300X300 태영타일 국산타일

천장 도장 지정 도장 마감

도어 SILL 인조대리석 (BMC) PS-015 헤스티아 지정업체

샤워부스/

단꺾임재료분리대
인조대리석 (BMC) PS-044 멤피스 지정업체

양변기 (투피스) CC-768E 대림비엔코

양변기 (비데일체형) DST-660N 대림비엔코 유상 옵션

세면기 CL-760 대림비엔코

세면기수전 DL-L3210 대림비엔코

욕조 아크릴욕조 인터쿠아

욕조수전/슬라이드바 DL-B3213/DL-S4106 대림비엔코

수건선반 GTB-202 지코빌

코너선반 GVS-404 지코빌

수건걸이 R-7701 지코빌

폰트레이 겸용

매립형 휴지걸이
GP-014T 지코빌

청소솔 GV-404 지코빌

양변기 (투피스) CC-768E 대림비엔코

양변기 (비데일체형) DST-660N 대림비엔코 유상 옵션

세면기 CL-760 대림비엔코

세면기수전 DL-L1810 대림비엔코

샤워수전 DL-B7010 대림비엔코

수건걸이 R-7701 지코빌

폰트레이 겸용 매립형

휴지걸이 (욕실폰매입)
GP-016T 지코빌

욕실용 청소스프레이건

(2구 앵글밸브 포함)
DL-P4014 대림비엔코

비데 BD-AC50E 콜러노비타 확장시 제공

주방수전 DL-K3015 대림비엔코

씽크볼 (기본) HS 870 리빙키친

씽크볼 (유상 옵션) LQ 860 리빙키친  유상 옵션

세탁기수전(냉.온세트) DL-G4543S 대림비엔코

손빨래수전(냉.온세트) DL-G4545S 대림비엔코

발코니1
청소수전

(스프레이건 포함)
DL-G4541+S4192 대림비엔코

디지털도어락 PASS110-F 아이레보

도어카메라 DRC-40QV 코맥스

거실 홈네트워크(월패드) CDP-1000Y 코맥스

렌지후드 DAL-90S 하츠

3구쿡탑 SSHGR-3050CKB 하츠

주방TV폰 CVK-118AX 코스텔

현관

주방/식당

발코니1

실외기(대피)

발코니2

주방

설비(공통)

욕실1(공용)

욕실2(부부)

가전

(공통)

발코니2

재료분리

(공통)

발코니2



제품명 규  격

■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 마감재 리스트 (84㎡)

설치위치 적용자재
사       양

업체명 비고

음식물 탈수기 PHD-077S 파세코

주방/식당

가전

(공통)



제품명 규  격

■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 마감재 리스트 (84㎡)

설치위치 적용자재
사       양

업체명 비고

전기쿡탑 (3구 인덕션) BEI3GTBI LG전자 유상 옵션

전기쿡탑 (3구 하이브리드) BEY3GTBI LG전자 유상 옵션

전기오븐 (고급형) MZ941CLCAT LG전자 유상 옵션

전기오븐 (일반형) MZ385EBT1 LG전자 유상 옵션

욕실2(부부) 욕실폰 CPN-163E 코스텔

욕실1(공용) 칫솔살균기         KTS-202 ㈜쿠스토

발코니1 전동빨래건조대 ED700 씨넷

하향식피난구 전열교환 환기장치 본공사시 업체선정 본공사시 업체선정

현관 센서등 LED 15W

현관창고 센서등 LED 15W

거실등 LED50W, LED40W, LED30W

아트월등 LED 22W 유상 옵션

복도등 LED 5W

식탁등 LED 10W X 3

주방등 LED 35W

아일랜드등 LED 5W X 2

주방팬트리 센서등 LED 15W X 2

안방등 LED 50W

드레스룸 센서등 LED 15W

화장대 복도등 LED 5W

침실2 침실등 LED 50W

침실3 침실등 LED 50W

다목적실 침실등 LED 50W

욕실1(공용) 욕실등 LED 35W

욕실등 LED 25W

방습등 LED 12W

발코니1,2 발코니등 LED 9W

실외기실(대피) 발코니등 LED 9W X 2

도어록 10000 스카이S/N (안방형)

도어록 3100 스카이S/N (일반형)

정첩(일반용) HB 830VN 4035

정첩(욕실용) HD 3KNC SS4035

현대디엘하드웨어 공통

거실/복도

욕실2(부부)

리치룩스
침실1(안방)

조명

가전

(공통)

주방/식당

기타

주방



구  분 사양 모델명 제조사 이미지 비고

바닥재

복도/거실/주

방

/침실1,2,3/

다목적실

바닥 강마루 TNM 507 컬러기준
본공사시

업체선정

현관 디딤석/걸레받이 엔지니어드스톤 RM504 아잔타 현대L&C

주방 하부장 상판 MMA GAD-020 가이아 현대L&C

욕실1(공용)

욕실2(부부)
젠다이 엔지니어드스톤  MO799 모던 롯데 

침실2 붙박이장 엔지니어드스톤
FL103

클라우드 버스트
LG

위치

석재

■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 마감재 리스트 (84㎡)



구  분 사양 모델명 제조사 이미지 비고

문틀,문선,문,

PL창호,걸레받이
시트래핑 KAES9-G9 LG

주방PL창호
시트래핑

(내부)
L12B6-4NP LG  

세탁선반 시트래핑 KAES9-G9 LG 확장시 제공

공통 천장 천장지 R8192-1 LG벽지

현관,복도

거실,주방
벽 벽지 97400-2 개나리벽지

침실1(안방) 벽 벽지 97451-9 개나리벽지

침실2 벽 벽지 4097-1 서울벽지

침실3 벽 벽지 4174-2 서울벽지

다목적실

(팬트리)
벽 벽지 4138-3 서울벽지

현관팬트리

침실1드레스룸
벽 벽지 7043-12 LG벽지

위치

공통SHEET

벽  지

■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 마감재 리스트 (84㎡)



구  분 사양 모델명 제조사 이미지 비고

현관 바닥 수입
KH-CRU6003

(600x600)
지정업체

바닥 수입
KH MOKA CREAM.P

(600x600)
지정업체 유상 옵션

아트월 수입
PD-PA12608P

(600x1200)
지정업체

주방 벽 국산
DW9541

(300x600)
대동타일

주방 벽/상판 수입

PULPIS NET

(1600X3200X6T)

(1600X3200X12T)

지정업체 유상 옵션

바닥 국산
HLD-625S8252

(300x300)
삼현타일

벽 메인 국산
DQP1494

(300x600)
동서타일

바닥 국산
NGJ 9634

(300x300)
동서타일

벽 메인 국산
SWD-F아빌라W

(300x600)
삼현타일

벽 포인트 국산
SWD-F아빌라DG

(300x600)
삼현타일

발코니1,2

실외기실(대피)
바닥 국산

9648

(300x300)
태영타일

위치

욕실1(공용)

욕실2(부부)

타  일

■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 마감재 리스트 (84㎡)

거실



구  분 사양 제조사 이미지 비고

신발장
도어: PET 마감

바디: 지정 PP 마감
본공사시 업체선정

현관창고

도어: 지정 브론즈경 마감

케이싱: 지정 PET 마감+

시스템선반가구

(일부벽체포함)

본공사시 업체선정

현관중문

3연동  슬라이딩도어

알루미늄프레임 + 5T 지정유

리

본공사시 업체선정 M/H 유상옵션 설치

주방

상.하부장

냉장고장+

김치냉장고장

아일랜드장

도어: 상.하부 지정 PET 마감도

어: 아일랜드장 지정 PET 마감

바디: 지정 PP 마감

본공사시 업체선정
M/H 유상옵션 설치

침실1 드레스룸
슬라이딩도어

+ 시스템 선반가구
본공사시 업체선정 확장시 제공

위치

■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 마감재 리스트 (84㎡)

현관

가구



구  분 사양 제조사 이미지 비고위치

■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 마감재 리스트 (84㎡)

침실1 화장대
가구+전면은경+상판

바디: 지정 PP 마감
본공사시 업체선정 확장시 제공

침실2 붙박이장

도어: 지정 유리마감+PET 마

감 +지정 상판 마감

바디: 지정 PP 마감

본공사시 업체선정 M/H 유상옵션 설치

욕실1(공용) 욕실장
도어: 은경 마감

바디: 지정 전사 마감
본공사시 업체선정

욕실2(부부) 욕실장
도어: 은경 마감

바디: 지정 전사 마감
본공사시 업체선정

발코니2 세탁선반 지정 시트 마감 본공사시 업체선정 확장시 제공

가구



구  분 위치 품목 모델명 제조사 이미지 비고

양변기

(투피스)
CC-768E 대림비앤코

양변기

(비데일체형)
DST-660N 대림비앤코 유상 옵션

세면기 CL-760 대림비앤코

수건걸이 R-7701 지코빌

욕실 천정재 ABS 판넬 상명엔프라㈜

세면기수전 DL-L3210 대림비앤코

욕조수전

/슬라이드바
DL-B3213/ DL-S4106 대림비앤코

욕조 아크릴욕조 인터쿠아

수건선반 GTB-202 지코빌

코너선반

(알루미늄)
GVS-404 지코빌

폰트레이 겸용

매립형 휴지걸이
GP-014T 지코빌

■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 마감재 리스트 (84㎡)                                          

욕실 공통

설  비

욕실1

(공용)



구  분 위치 품목 모델명 제조사 이미지 비고

■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 마감재 리스트 (84㎡)                                          

욕실1

(공용)
청소솔 GV-404 지코빌

세면기수전 DL-L1810 대림비앤코

비데 BD-AC50E 콜러노비타 확장시 제공

샤워수전 DL-B7010 대림비앤코

욕실용

청소스프레이건

(2구앵글밸브포함)

DL-P4014 대림비앤코

폰트레이 겸용

매립형 휴지걸이

(욕실폰매입)

GP-016T 지코빌

주방수전 DL-K3015 대림비앤코

씽크볼 (기본) HS 870 리빙키친

씽크볼 (확장옵션) LQ 860 리빙키친 유상 옵션시 제공

세탁기수전

(냉.온세트)
DL-G4543S 대림비앤코

손빨래수전

(냉.온세트)
DL-G4545S 대림비앤코

발코니2

욕실2

(부부)

주방

설  비



구  분 위치 품목 모델명 제조사 이미지 비고

■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 마감재 리스트 (84㎡)                                          

설  비 발코니1
청소수전

(스프레이건포함)
DL-G4541+S4192 대림비앤코



■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 마감재 리스트 (84㎡)

구  분 위치 품목 모델명 제조사 이미지 비고

디지털도어락 PASS110-F 아이레보

도어카메라 DRC-40QV 코맥스

거실 홈네트워크(월패드) CDP-1000Y 코맥스

렌지후드 DAL-90S 하츠

3구쿡탑 SSHGR-3050CKB 하츠

주방TV폰 CVK-118AX 코스텔

음식물 탈수기 PHD-077S 파세코

전기쿡탑

(3구 인덕션)
BEI3GTBI LG전자 유상 옵션

전기쿡탑

(3구 하이브리드)
BEY3GTBI LG전자 유상 옵션

전기오븐

(고급형)
MZ941CLCAT LG전자 유상 옵션

전기오븐

(일반형)
MZ385EBT1 LG전자 유상 옵션

현관

주방

가  전



■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 마감재 리스트 (84㎡)

구  분 위치 품목 모델명 제조사 이미지 비고

욕실2(부부) 욕실폰 CPN-163E 코스텔

욕 실  
칫솔살균기

(UV살균 / Width: 200mm)
KTS-202 ㈜쿠스토

발코니1 전동빨래건조대 ED700 씨넷 확장시 제공

하향식피난구 전열교환 환기장치 본공사시 업체선정

기 타

가  전



■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 마감재 리스트 (84㎡)

구  분 위치 품목 사양 제조사 이미지 비고

현관센서등 LED 15W

현관창고등 LED 15W

거실등 LED50W,40W,30W

아트월등 LED 22W 유상옵션

복도등 LED 5W

식탁등 LED 10W X 3

주방등 LED35W

복도등 LED 5W X 2

주방팬트리

침실1(안방)

팬트리등

드레스룸등
LED 15W X 2

침실1(안방)등 LED 50W

화장대 복도등 LED 5W

침실2,3

다목적실
침실등 LED 50W

욕실1(공용) 욕실등 LED35W

조명 리치룩스

거실/복도

현관

주방

침실1(안방)



■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 마감재 리스트 (84㎡)

구  분 위치 품목 사양 제조사 이미지 비고

욕실2(부부) 욕실등 LED 25W

욕실2(부부) 방습등 LED 12W

발코니2 천장등 LED 9W

하향식피난구 벽부등 LED 9W X 2

조명 리치룩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