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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모델명 규격 제조사

시트 Z1005-K5 LG

우드플로링 화이트 에쉬 윈앤윈우드

인조대리석 G048 비치샌드 LG

바닥 타일 YG 600937 600*600 동팽

디딤판 천연석 비작그레이 20T

실1 아트월 타일 YG802012 400*800 동팽

벽 타일 SDK151-3 300*600 삼영

주방가구 상판 &

아일랜드 상판
인조대리석 G101 크리스탈 베이지 LG

벽체 MAIN 타일 SW 루미노소 300*600 삼현

벽체 POINT 1 타일 SWD 빈센트 GP 300*600 삼현

벽체 POINT 2 타일 SW 루미노소 SB 300*600 삼현

바닥 타일 HL-454S7089 300*300 삼현

뒷선반 천연석 비작그레이 20T

코너비드 코너비드 백색 현장시공

벽체 MAIN 타일 DW 8615 150*300 대동

바닥 타일 DF 4354 300*300 대동

실2 발코니 바닥 타일 HO-260S3207 200*400 삼현

 실외기실,

다용도실
바닥 타일 HS-154S960 200*200 삼현

천정지 천정 MAIN 천정지 FBM1602-A-1 DID

벽지 MAIN 벽지 FCX 1672-1 DID

벽지 POINT 벽지 FCX 1672-5 DID

실2 벽지 MAIN 벽지 F10172-3 신한

벽지 MAIN 벽지 F88094-1 LG

벽지 POINT 벽지 F7030-9 LG

타

일

및

석

재

현관

주방/식당

욕실1(공용)

욕실2(부부)

벽

지

현관,실1,주방

실3

공

통

메인 시트

온돌마루

바닥 재료분리대

주거전용면적 59㎡OA - 건립

 위  치
품목

비 고



구분 모델명 규격 제조사

주거전용면적 59㎡OA - 건립

 위  치
품목

비 고

신발장 H/G 도장  H/G 도장 주문제작

은경 판넬 SHEET + 은경 SHEET + 은경 주문제작

주방 상부장, 키큰장 H/G 도장 H/G 도장 주문제작

주방 하부장 H/G 도장 H/G 도장 주문제작

아일랜드(식탁) 식탁 H/G 도장 H/G 도장 주문제작

실2 붙박이장 H/G 도장 H/G 도장 주문제작

다용도실 시스템 선반 SHEET SHEET 자마트

욕실1(공용) 욕실장 PS 슬라이드장 지코

욕실2(부부) 욕실장 PS 여닫이장 지코

렌지후드 HIAL 091 ㈜엔텍

음식물탈수기 HFD-160SN/HFD-160ST 하츠

3구 쿡탑 GRAB 320 ㈜동양매직

전기오븐 HSD-N361B 삼성

세제디스펜서 DA22D 대신건기

절수페달 KE-601 비젼테크

기타 발코니 기타 전동형 빨래건조대 N400 웰테크

현관 센서 매입 DS-1057 LED 15W 동도조명㈜

실1 메인 직부 DR-1184 FPL 36W X 4 동도조명㈜

메인 매입 NK-001AN-1 LED 36W 네오스

식탁등 팬던트 DP-1123 LED 24W 동도조명㈜

실2 메인 직부 DR-1185 FPL 36W X 3 동도조명㈜

실3 메인 직부 FPL 36Wx3 FPL 36W X 3 동도조명㈜

다용도실등 메인 직부 SCL-130 EL 20W X 2 ㈜소룩스

실2 발코니 메인 벽등 DB-1017 LED 10W 동도조명㈜

실외기실 메인 벽등 DB-1016 EL 15W X 1 동도조명㈜

메인 매입 NLED-021N LED 36W 네오스

샤워 부스 매입 SDL-062 LED 12W ㈜소룩스

전

기

및

조

명

주방/식당

욕실

가

구

현관

주방/식당

주

방

가

전

주방/식당 주방 가전/기기



구분 모델명 규격 제조사

주거전용면적 59㎡OA - 건립

 위  치
품목

비 고

주방/식당 싱크 수전 데크형 FS-3205C 대림통상

천정 ABS 현장시공

양변기 투피스 C401 675*390*755 (6.0L) 계림요업

세면대 도기 L1107D 600*510*210 (7.0L) 계림요업

세면대 수전 원홀수전 FL3902C 대림통상

샤워 수전 벽붙이 FB3910NRC 대림통상

슬라이딩 바 슬라이딩바 DD-8102AC 다다

휴지걸이 반매립형 MI350 엠아이리빙

변기솔 변기솔 MI560 엠아이리빙

수건걸이 이단수건걸이 MS1065 엠아이리빙

코너선반 코너선반 MI939D 엠아이리빙

청소용수전 청소용수전 DD8102AC 다다

천정 ABS 현장시공

양변기 원피스 C981 695*410*690 (6.0L) 계림요업

세면대 도기 L1107D 490*380*170 (3.0L) 계림요업

비데 전자식비데 DB5001A 도비도스

세면대 수전 샤워겸용수전  FB0307C 대림통상

휴지걸이 반매립형 MI350 엠아이리빙

변기솔 변기솔 MI560 엠아이리빙

수건걸이 일단수건걸이 BN3060 엠아이리빙

세탁기 수전 벽붙이 DM30636 & DM3004W 대신건기

발코니수전&스프레이건 청소수전 DM3004W & DSSG06W 대신건기

설

비

욕실1(공용)

욕실2(부부)

발코니



구분 모델명 규격 제조사

시트 Z1005-K5 LG

우드플로링 화이트 에쉬 윈앤윈우드

인조대리석 G048 비치샌드 LG

바닥 타일 YG 600937 600*600 동팽

디딤판 천연석 비작그레이 20T

실1 아트월 타일 YG802012 400*800 동팽

벽 타일 SDK151-3 300*600 삼영

주방가구 상판 &

아일랜드 상판
인조대리석 G101 크리스탈 베이지 LG

벽체 MAIN 타일 SW 루미노소 300*600 삼현

벽체 POINT 1 타일 SWD 빈센트 GP 300*600 삼현

벽체 POINT 2 타일 SW 루미노소 SB 300*600 삼현

바닥 타일 HL-454S7089 300*300 삼현

뒷선반 천연석 비작그레이 20T

코너비드 코너비드 백색 현장시공

벽체 MAIN 타일 DW 8615 150*300 대동

바닥 타일 DF 4354 300*300 대동

실2 발코니 바닥 타일 HO-260S3207 200*400 삼현

 실외기실,

다용도실
바닥 타일 HS-154S960 200*200 삼현

천정지 천정 MAIN 천정지 FBM1602-A-1 DID

벽지 MAIN 벽지 FCX 1672-1 DID

벽지 POINT 벽지 FCX 1672-5 DID

실2 벽지 MAIN 벽지 F10172-3 신한

벽지 MAIN 벽지 F88094-1 LG

벽지 POINT 벽지 F7030-9 LG

주거전용면적 59㎡OB

 위  치
품목

비 고

실3

현관,실1,주방

주방/식당

욕실1(공용)

욕실2(부부)

공

통

메인 시트

온돌마루

바닥 재료분리대

타

일

및

석

재

현관

벽

지



구분 모델명 규격 제조사

주거전용면적 59㎡OB

 위  치
품목

비 고

신발장 H/G 도장  H/G 도장 주문제작

은경 판넬 SHEET + 은경 SHEET + 은경 주문제작

주방 상부장, 키큰장 H/G 도장 H/G 도장 주문제작

주방 하부장 H/G 도장 H/G 도장 주문제작

아일랜드(식탁) 식탁 H/G 도장 H/G 도장 주문제작

실2 붙박이장 H/G 도장 H/G 도장 주문제작

다용도실 시스템 선반 SHEET SHEET 자마트

욕실1(공용) 욕실장 PS 슬라이드장 지코

욕실2(부부) 욕실장 PS 여닫이장 지코

렌지후드 HIAL 091 ㈜엔텍

음식물탈수기 HFD-160SN/HFD-160ST 하츠

3구 쿡탑 GRAB 320 ㈜동양매직

전기오븐 HSD-N361B 삼성

세제디스펜서 DA22D 대신건기

절수페달 KE-601 비젼테크

기타 발코니 기타 전동형 빨래건조대 N400 웰테크

현관 센서 매입 DS-1057 LED 15W 동도조명㈜

실1 메인 직부 DR-1184 FPL 36W X 4 동도조명㈜

메인 매입 NK-001AN-1 LED 36W 네오스

식탁등 팬던트 DP-1123 LED 24W 동도조명㈜

실2 메인 직부 DR-1185 FPL 36W X 3 동도조명㈜

실3 메인 직부 FPL 36Wx3 FPL 36W X 3 동도조명㈜

다용도실등 메인 직부 SCL-130 EL 20W X 2 ㈜소룩스

안방 발코니 메인 벽등 DB-1017 LED 10W 동도조명㈜

실외기실 메인 벽등 DB-1016 EL 15W X 1 동도조명㈜

메인 매입 NLED-021N LED 36W 네오스

샤워 부스 매입 SDL-062 LED 12W ㈜소룩스

주

방

가

전

주방/식당 주방 가전/기기

현관

가

구

주방/식당

전

기

및

조

명

욕실

주방/식당



구분 모델명 규격 제조사

주거전용면적 59㎡OB

 위  치
품목

비 고

주방/식당 싱크 수전 데크형 FS-3205C 대림통상

천정 ABS 현장시공

양변기 투피스 C401 675*390*755 (6.0L) 계림요업

세면대 도기 L1107D 600*510*210 (7.0L) 계림요업

세면대 수전 원홀수전 FL3902C 대림통상

샤워 수전 벽붙이 FB3910NRC 대림통상

슬라이딩 바 슬라이딩바 DD-8102AC 다다

휴지걸이 반매립형 MI350 엠아이리빙

변기솔 변기솔 MI560 엠아이리빙

수건걸이 이단수건걸이 MS1065 엠아이리빙

코너선반 코너선반 MI939D 엠아이리빙

청소용수전 청소용수전 DD8102AC 다다

천정 ABS 현장시공

양변기 원피스 C981 695*410*690 (6.0L) 계림요업

세면대 도기 L1107D 490*380*170 (3.0L) 계림요업

비데 전자식비데 DB5001A 도비도스

세면대 수전 샤워겸용수전  FB0307C 대림통상

휴지걸이 반매립형 MI350 엠아이리빙

변기솔 변기솔 MI560 엠아이리빙

수건걸이 일단수건걸이 BN3060 엠아이리빙

세탁기 수전 벽붙이 DM30636 & DM3004W 대신건기

발코니수전&스프레이건 청소수전 DM3004W & DSSG06W 대신건기

설

비

욕실1(공용)

욕실2(부부)

발코니



구분 모델명 규격 제조사

시트 Z1005-K5 LG

우드플로링 화이트 에쉬 윈앤윈우드

인조대리석 G048 비치샌드 LG

바닥 타일 YG 600937 600*600 동팽

디딤판 천연석 비작그레이 20T

실1 아트월 타일 YG802012 400*800 동팽

벽 타일 SDK151-3 300*600 삼영

주방가구 상판 &

아일랜드 상판
인조대리석 G101 크리스탈 베이지 LG

벽체 MAIN 타일 SW 루미노소 300*600 삼현

벽체 POINT 1 타일 SWD 빈센트 GP 300*600 삼현

벽체 POINT 2 타일 SW 루미노소 SB 300*600 삼현

바닥 타일 HL-454S7089 300*300 삼현

뒷선반 천연석 비작그레이 20T

코너비드 코너비드 백색 현장시공

벽체 MAIN 타일 DW 8615 150*300 대동

바닥 타일 DF 4354 300*300 대동

실2 발코니 바닥 타일 HO-260S3207 200*400 삼현

 실외기실,

다용도실
바닥 타일 HS-154S960 200*200 삼현

천정지 천정 MAIN 천정지 FBM1602-A-1 DID

벽지 MAIN 벽지 FCX 1672-1 DID

벽지 POINT 벽지 FCX 1672-5 DID

실2 벽지 MAIN 벽지 F10172-3 신한

벽지 MAIN 벽지 F88094-1 LG

벽지 POINT 벽지 F7030-9 LG

타

일

및

석

재

현관

주방/식당

욕실1(공용)

욕실2(부부)

벽

지

현관,실1,주방

실3

공

통

메인 시트

온돌마루

바닥 재료분리대

주거전용면적 59㎡OC

 위  치
품목

비 고



구분 모델명 규격 제조사

주거전용면적 59㎡OC

 위  치
품목

비 고

신발장 H/G 도장  H/G 도장 주문제작

은경 판넬 SHEET + 은경 SHEET + 은경 주문제작

주방 상부장, 키큰장 H/G 도장 H/G 도장 주문제작

주방 하부장 H/G 도장 H/G 도장 주문제작

아일랜드(식탁) 식탁 H/G 도장 H/G 도장 주문제작

실2 붙박이장 H/G 도장 H/G 도장 주문제작

다용도실 시스템 선반 SHEET SHEET 자마트

욕실1(공용) 욕실장 PS 슬라이드장 지코

욕실2(부부) 욕실장 PS 여닫이장 지코

렌지후드 HIAL 091 ㈜엔텍

음식물탈수기 HFD-160SN/HFD-160ST 하츠

3구 쿡탑 GRAB 320 ㈜동양매직

전기오븐 HSD-N361B 삼성

세제디스펜서 DA22D 대신건기

절수페달 KE-601 비젼테크

기타 발코니 기타 전동형 빨래건조대 N400 웰테크

현관 센서 매입 DS-1057 LED 15W 동도조명㈜

거실 메인 직부 DR-1184 FPL 36W X 4 동도조명㈜

메인 매입 NK-001AN-1 LED 36W 네오스

식탁등 팬던트 DP-1123 LED 24W 동도조명㈜

침실1 메인 직부 DR-1185 FPL 36W X 3 동도조명㈜

침실2 메인 직부 FPL 36Wx3 FPL 36W X 3 동도조명㈜

다용도실등 메인 직부 SCL-130 EL 20W X 2 ㈜소룩스

안방 발코니 메인 벽등 DB-1017 LED 10W 동도조명㈜

실외기실 메인 벽등 DB-1016 EL 15W X 1 동도조명㈜

메인 매입 NLED-021N LED 36W 네오스

샤워 부스 매입 SDL-062 LED 12W ㈜소룩스

전

기

및

조

명

욕실

주방/식당

가

구

현관

주방/식당

주

방

가

전

주방/식당 주방 가전/기기



구분 모델명 규격 제조사

주거전용면적 59㎡OC

 위  치
품목

비 고

주방/식당 싱크 수전 데크형 FS-3205C 대림통상

천정 ABS 현장시공

양변기 투피스 C401 675*390*755 (6.0L) 계림요업

세면대 도기 L1107D 600*510*210 (7.0L) 계림요업

세면대 수전 원홀수전 FL3902C 대림통상

샤워 수전 벽붙이 FB3910NRC 대림통상

슬라이딩 바 슬라이딩바 DD-8102AC 다다

휴지걸이 반매립형 MI350 엠아이리빙

변기솔 변기솔 MI560 엠아이리빙

수건걸이 이단수건걸이 MS1065 엠아이리빙

코너선반 코너선반 MI939D 엠아이리빙

청소용수전 청소용수전 DD8102AC 다다

천정 ABS 현장시공

양변기 원피스 C981 695*410*690 (6.0L) 계림요업

세면대 도기 L1107D 490*380*170 (3.0L) 계림요업

비데 전자식비데 DB5001A 도비도스

세면대 수전 샤워겸용수전  FB0307C 대림통상

휴지걸이 반매립형 MI350 엠아이리빙

변기솔 변기솔 MI560 엠아이리빙

수건걸이 일단수건걸이 BN3060 엠아이리빙

세탁기 수전 벽붙이 DM30636 & DM3004W 대신건기

발코니수전&스프레이건 청소수전 DM3004W & DSSG06W 대신건기

설

비

욕실1(공용)

욕실2(부부)

발코니



구분 모델명 규격 제조사

시트 Z1005-K5 LG

우드플로링 화이트 에쉬 윈앤윈우드

인조대리석 G048 비치샌드 LG

바닥 타일 YG 600937 600*600 동팽

디딤판 천연석 비작그레이 20T

실1 아트월 타일 YG802012 400*800 동팽

벽 타일 SDK151-3 300*600 삼영

주방가구 상판 &

아일랜드 상판
인조대리석 G101 크리스탈 베이지 LG

벽체 MAIN 타일 SW 루미노소 300*600 삼현

벽체 POINT 1 타일 SWD 빈센트 GP 300*600 삼현

벽체 POINT 2 타일 SW 루미노소 SB 300*600 삼현

바닥 타일 HL-454S7089 300*300 삼현

뒷선반 천연석 비작그레이 20T

코너비드 코너비드 백색 현장시공

벽체 MAIN 타일 DW 8615 150*300 대동

바닥 타일 DF 4354 300*300 대동

실2 발코니 바닥 타일 HO-260S3207 200*400 삼현

 실외기실,

다용도실
바닥 타일 HS-154S960 200*200 삼현

천정지 천정 MAIN 천정지 FBM1602-A-1 DID

벽지 MAIN 벽지 FCX 1672-1 DID

벽지 POINT 벽지 FCX 1672-5 DID

실2 벽지 MAIN 벽지 F10172-3 신한

벽지 MAIN 벽지 F88094-1 LG

벽지 POINT 벽지 F7030-9 LG

타

일

및

석

재

현관

주방/식당

욕실1(공용)

욕실2(부부)

벽

지

현관,실1,주방

실3

공

통

메인 시트

온돌마루

바닥 재료분리대

주거전용면적 59㎡OD

 위  치
품목

비 고



구분 모델명 규격 제조사

주거전용면적 59㎡OD

 위  치
품목

비 고

신발장 H/G 도장  H/G 도장 주문제작

은경 판넬 SHEET + 은경 SHEET + 은경 주문제작

주방 상부장, 키큰장 H/G 도장 H/G 도장 주문제작

주방 하부장 H/G 도장 H/G 도장 주문제작

아일랜드(식탁) 식탁 H/G 도장 H/G 도장 주문제작

실2 붙박이장 H/G 도장 H/G 도장 주문제작

다용도실 시스템 선반 SHEET SHEET 자마트

욕실1(공용) 욕실장 PS 슬라이드장 지코

욕실2(부부) 욕실장 PS 여닫이장 지코

렌지후드 HIAL 091 ㈜엔텍

음식물탈수기 HFD-160SN/HFD-160ST 하츠

3구 쿡탑 GRAB 320 ㈜동양매직

전기오븐 HSD-N361B 삼성

세제디스펜서 DA22D 대신건기

절수페달 KE-601 비젼테크

기타 발코니 기타 전동형 빨래건조대 N400 웰테크

현관 센서 매입 DS-1057 LED 15W 동도조명㈜

실1 메인 직부 DR-1184 FPL 36W X 4 동도조명㈜

메인 매입 NK-001AN-1 LED 36W 네오스

식탁등 팬던트 DP-1123 LED 24W 동도조명㈜

실2 메인 직부 DR-1185 FPL 36W X 3 동도조명㈜

실3 메인 직부 FPL 36Wx3 FPL 36W X 3 동도조명㈜

다용도실등 메인 직부 SCL-130 EL 20W X 2 ㈜소룩스

실2 발코니 메인 벽등 DB-1017 LED 10W 동도조명㈜

실외기실 메인 벽등 DB-1016 EL 15W X 1 동도조명㈜

메인 매입 NLED-021N LED 36W 네오스

샤워 부스 매입 SDL-062 LED 12W ㈜소룩스

전

기

및

조

명

욕실

주방/식당

가

구

현관

주방/식당

주

방

가

전

주방/식당 주방 가전/기기



구분 모델명 규격 제조사

주거전용면적 59㎡OD

 위  치
품목

비 고

주방/식당 싱크 수전 데크형 FS-3205C 대림통상

천정 ABS 현장시공

양변기 투피스 C401 675*390*755 (6.0L) 계림요업

세면대 도기 L1107D 600*510*210 (7.0L) 계림요업

세면대 수전 원홀수전 FL3902C 대림통상

샤워 수전 벽붙이 FB3910NRC 대림통상

슬라이딩 바 슬라이딩바 DD-8102AC 다다

휴지걸이 반매립형 MI350 엠아이리빙

변기솔 변기솔 MI560 엠아이리빙

수건걸이 이단수건걸이 MS1065 엠아이리빙

코너선반 코너선반 MI939D 엠아이리빙

청소용수전 청소용수전 DD8102AC 다다

천정 ABS 현장시공

양변기 원피스 C981 695*410*690 (6.0L) 계림요업

세면대 도기 L1107D 490*380*170 (3.0L) 계림요업

비데 전자식비데 DB5001A 도비도스

세면대 수전 샤워겸용수전  FB0307C 대림통상

휴지걸이 반매립형 MI350 엠아이리빙

변기솔 변기솔 MI560 엠아이리빙

수건걸이 일단수건걸이 BN3060 엠아이리빙

세탁기 수전 벽붙이 DM30636 & DM3004W 대신건기

발코니수전&스프레이건 청소수전 DM3004W & DSSG06W 대신건기

설

비

욕실1(공용)

욕실2(부부)

발코니



구분 모델명 규격 제조사

시트 U6923-G1 LG

우드후로링 내츄럴 에쉬 윈앤윈우드

인조대리석 PS 854 페블스피넬 삼성

바닥 타일 YG 600937 600*600 동팽

창고 바닥 타일 HL474S7097 300*300 삼현

디딤판 천연석 C-칼레도니아 20T

거실 아트월 타일 YG 800940 400*800 동팽

벽 타일 KQU 6N31-1 300*600 동서

주방가구 상판 &

아일랜드 상판
엔지니어스톤 SC235 살토르 클리프 삼성

드레스룸 파우더 상판 강화석 S-101 PELATO APPIA 꾸아렐라

벽체 MAIN 타일 STB 6521 300*600 삼영

벽체 POINT 타일 SPJ-PS130 300*600 삼영

바닥 타일 SFE 3012 300*300 삼영

뒷선반 천연석 C-칼레도니아 20T

코너비드 코너비드 페르가몬 현장시공

벽체 MAIN 타일 DQG 1564 300*600 동서

벽체 POINT 1 타일 DQG 1567 OB 300*600 동서

벽체 POINT 2 타일 DQG 8564 300*600 동서

바닥 타일 MGR8J36-1 300*300 동서

뒷선반 천연석 C-칼레도니아 20T

코너비드 코너비드 진페르가몬 현장시공

바닥 타일 HS-154S960 200*200 삼현

다용도실 상판 인조대리석 AG636 아스펜 글로우 삼성

안방 발코니 바닥 타일 HO-352F479 200*400 삼현

실외기실,

대피공간
바닥 타일 HS-154S960 200*200 삼현

다용도실

공

통

메인 시트

온돌마루

바닥 재료분리대

타

일

및

석

재

현관

주방/식당

욕실1(공용)

욕실2(부부)

주거전용면적 72㎡A

 위  치
품목

비 고



구분 모델명 규격 제조사

주거전용면적 72㎡A

 위  치
품목

비 고

천정지 천정 MIAN 천정지 2071-1 서울

현관,거실,복도,

주방
벽지 MIAN 벽지 7018-5 LG

벽지 MIAN 벽지 RCX2961-2 DID

벽지 POINT 벽지 65326-4 DID

드레스룸 벽지 MIAN 벽지 65326-2 DID

침실1 벽지 MAIN 벽지 T1002-4 LG

침실2 벽지 MIAN 벽지 10176-1 신한

신발장 H/G 도장 H/G 도장 주문제작

현관창고 도어 H/G도장 + 패턴경 H/G 도장 + 패턴경 주문제작

주방 상부장, 키큰장 H/G 도장 H/G 도장 주문제작

주방 하부장 H/G 도장 H/G 도장 주문제작

아일랜드 하부장 H/G 도장 H/G 도장 주문제작

다용도실 다용도실 하부장 SHEET SHEET 주문제작

붙박이장 메인 H/G 도장 H/G 도장 주문제작

붙박이장 포인트 LPM LPM 주문제작

화장대 도어 H/G 도장+SHEET H/G 도장+SHEET 주문제작

붙박이장 도어 SHEET SHEET 주문제작

붙박이장 도어 포인트 H/G 도장 H/G 도장 주문제작

욕실1(공용) 욕실장 PS 슬라이드장 지코

욕실2(부부) 욕실장 PS 슬라이드장 지코

드레스룸

벽

지

안방

가

구

현관

주방/식당

침실1



구분 모델명 규격 제조사

주거전용면적 72㎡A

 위  치
품목

비 고

렌지후드 HIAL 091 ㈜엔텍

음식물탈수기 HFD-160SN/HFD-160ST 하츠

3구 가스쿡탑(기본) GRAB 320 ㈜동양매직

전기오븐 HSD-N361B ㈜동양매직

세제디스펜서 DA22D 대신건기

절수페달 KE-601 비젼테크

하이브리드 쿡탑

(플러스옵션)
GRA-BH300H ㈜동양매직

RS674CHQFSR 삼성

R-L712JCS LG

기타 발코니 기타 전동형 빨래건조대 N400 웰테크

현관 센서 매입 DS-1057 LED 15W 동도조명㈜

메인 직부 DL-1160 FPL 55W X 3 / 2 동도조명㈜

복도 매입 SDL-052 LED 8W ㈜소룩스

메인 매입 NK-001AN-1 LED 36W 네오스

아일랜드 매입 DW-1028 LED 8W 동도조명㈜

식탁등 팬던트 DP-1124 LED25W 동도조명㈜

안방 메인 직부 DR-1184 FPL 36W X 4 동도조명㈜

침실1 메인 직부 DR-1185 FPL 36W X 3 동도조명㈜

침실2 메인 직부 DR-1185 FPL 36W X 3 동도조명㈜

팬트리등 메인 매입 NK-001AN LED 12W 동도조명㈜

드레스룸등 메인 매입 SDL-YJ-25 LED 15W ㈜소룩스

파우더등 메인 매입 DK-1038 FPL 55W X 1 동도조명㈜

다용도실등 메인 직부 SCL-130 EL 20W X 2 ㈜소룩스

안방 발코니 메인 벽등 DB-1017 LED 10W 동도조명㈜

대피공간 메인 직부 SCL-111 EL 20W X 1 ㈜소룩스

실외기실 메인 벽등 DB-1016 EL 15W X 1 동도조명㈜

메인 매입 NLED-021N LED 36W 네오스

욕조,샤워 매입 SDL-062 LED 12W ㈜소룩스

주

방

가

전

주방/식당

전

기

및

조

명

거실

주방/식당

욕실

주방 가전/기기

플러스옵션
TBI 냉장고

(플러스옵션)

(LG또는 삼성 택1)



구분 모델명 규격 제조사

주거전용면적 72㎡A

 위  치
품목

비 고

주방/식당 싱크 수전 데크형 FS-3207C 대림통상

천정 ABS 현장시공

양변기 투피스 C401 675*390*755 (6.0L) 계림요업

세면대 도기 L1107D 600*510*210 (7.0L) 계림요업

욕조 세라믹 DSB-24753 1500*750 현장시공

세면대 수전 원홀수전 FL3902C 대림통상

욕조 수전 벽붙이 FB3900C 대림통상

휴지걸이 반매립형 MI350 엠아이리빙

변기솔 변기솔 MI560 엠아이리빙

수건걸이 이단수건걸이 MS1065 엠아이리빙

코너선반 코너선반 MI939D 엠아이리빙

천정 ABS 현장시공

양변기 원피스 C940 725*400*650 (6.0L) 계림요업

세면대 도기 L1107D 600*510*210 (7.0L) 계림요업

비데 전자식비데 DB5001A 도비도스

세면대 수전 원홀수전 FL3902C 대림통상

샤워 수전 벽붙이 FB3910NRC 대림통상

슬라이딩 바 슬라이딩바 DD-8102AC 다다

휴지걸이 반매립형 MI350 엠아이리빙

변기솔 변기솔 MI560 엠아이리빙

수건걸이 이단수건걸이 MS1065 엠아이리빙

코너선반 코너선반 MI939D 엠아이리빙

청소용수전 청소용수전 DD8102AC 다다

세탁기 수전 벽붙이 DM30636 & DM3004W 대신건기

세탁볼 수전 데크형 FS-3205C 대림통상

발코니수전&스프레이건 청소수전 DM3004W & DSSG06W 대신건기

설

비

욕실1(공용)

욕실2(부부)

발코니



구분 모델명 규격 제조사

시트 U6923-G1 LG

우드후로링 내츄럴 에쉬 윈앤윈우드

인조대리석 PS 854 페블스피넬 삼성

바닥 타일 YG 600937 600*600 동팽

창고 바닥 타일 HL474S7097 300*300 삼현

디딤판 천연석 C-칼레도니아 20T

거실 아트월 타일 YG 800940 400*800 동팽

벽 타일 KQU 6N31-1 300*600 동서

주방가구 상판 &

아일랜드 상판
엔지니어스톤 SC235 살토르 클리프 삼성

드레스룸 파우더 상판 강화석 S-101 PELATO APPIA 꾸아렐라

벽체 MAIN 타일 STB 6521 300*600 삼영

벽체 POINT 타일 SPJ-PS130 300*600 삼영

바닥 타일 SFE 3012 300*300 삼영

뒷선반 천연석 C-칼레도니아 20T

코너비드 코너비드 페르가몬 현장시공

벽체 MAIN 타일 DQG 1564 300*600 동서

벽체 POINT 1 타일 DQG 1567 OB 300*600 동서

벽체 POINT 2 타일 DQG 8564 300*600 동서

바닥 타일 MGR8J36-1 300*300 동서

뒷선반 천연석 C-칼레도니아 20T

코너비드 코너비드 진페르가몬 현장시공

바닥 타일 HS-154S960 200*200 삼현

다용도실 상판 인조대리석 AG636 아스펜 글로우 삼성

안방 발코니 바닥 타일 HO-352F479 200*400 삼현

실외기실,

대피공간
바닥 타일 HS-154S960 200*200 삼현

다용도실

공

통

메인 시트

온돌마루

바닥 재료분리대

타

일

및

석

재

현관

주방/식당

욕실1(공용)

욕실2(부부)

주거전용면적 72㎡B

 위  치
품목

비 고



구분 모델명 규격 제조사

주거전용면적 72㎡B

 위  치
품목

비 고

천정지 천정 MIAN 천정지 2071-1 서울

현관,거실,복도,

주방
벽지 MIAN 벽지 7018-5 LG

벽지 MIAN 벽지 RCX2961-2 DID

벽지 POINT 벽지 65326-4 DID

드레스룸 벽지 MIAN 벽지 65326-2 DID

침실1 벽지 MAIN 벽지 T1002-4 LG

침실2 벽지 MIAN 벽지 10176-1 신한

신발장 H/G 도장 H/G 도장 주문제작

현관창고 도어 H/G도장 + 패턴경 H/G 도장 + 패턴경 주문제작

주방 상부장, 키큰장 H/G 도장 H/G 도장 주문제작

주방 하부장 H/G 도장 H/G 도장 주문제작

아일랜드 하부장 H/G 도장 H/G 도장 주문제작

다용도실 다용도실 하부장 SHEET SHEET 주문제작

붙박이장 메인 H/G 도장 H/G 도장 주문제작

붙박이장 포인트 LPM LPM 주문제작

화장대 도어 H/G 도장+SHEET H/G 도장+SHEET 주문제작

붙박이장 도어 SHEET SHEET 주문제작

붙박이장 도어 포인트 H/G 도장 H/G 도장 주문제작

욕실1(공용) 욕실장 PS 슬라이드장 지코

욕실2(부부) 욕실장 PS 슬라이드장 지코

드레스룸

벽

지

안방

가

구

현관

주방/식당

침실1



구분 모델명 규격 제조사

주거전용면적 72㎡B

 위  치
품목

비 고

렌지후드 HIAL 091 ㈜엔텍

음식물탈수기 HFD-160SN/HFD-160ST 하츠

3구 가스쿡탑(기본) GRAB 320 ㈜동양매직

전기오븐 HSD-N361B ㈜동양매직

세제디스펜서 DA22D 대신건기

절수페달 KE-601 비젼테크

하이브리드 쿡탑

(플러스옵션)
GRA-BH300H ㈜동양매직

RS674CHQFSR 삼성

R-L712JCS LG

기타 발코니 기타 전동형 빨래건조대 N400 웰테크

현관 센서 매입 DS-1057 LED 15W 동도조명㈜

메인 직부 DL-1160 FPL 55W X 3 / 2 동도조명㈜

복도 매입 SDL-052 LED 8W ㈜소룩스

메인 매입 NK-001AN-1 LED 36W 네오스

아일랜드 매입 DW-1028 LED 8W 동도조명㈜

식탁등 팬던트 DP-1124 LED25W 동도조명㈜

안방 메인 직부 DR-1184 FPL 36W X 4 동도조명㈜

침실1 메인 직부 DR-1185 FPL 36W X 3 동도조명㈜

침실2 메인 직부 DR-1185 FPL 36W X 3 동도조명㈜

팬트리등 메인 매입 NK-001AN LED 12W 동도조명㈜

드레스룸등 메인 매입 SDL-YJ-25 LED 15W ㈜소룩스

파우더등 메인 매입 DK-1038 FPL 55W X 1 동도조명㈜

다용도실등 메인 직부 SCL-130 EL 20W X 2 ㈜소룩스

안방 발코니 메인 벽등 DB-1017 LED 10W 동도조명㈜

대피공간 메인 직부 SCL-111 EL 20W X 1 ㈜소룩스

실외기실 메인 벽등 DB-1016 EL 15W X 1 동도조명㈜

주

방

가

전

주방/식당

전

기

및

조

명

거실

주방/식당

주방 가전/기기

플러스옵션
TBI 냉장고

(플러스옵션)

(LG또는 삼성 택1)



구분 모델명 규격 제조사

주거전용면적 72㎡B

 위  치
품목

비 고

메인 매입 NLED-021N LED 36W 네오스

욕조,샤워 매입 SDL-062 LED 12W ㈜소룩스

전

기

및

조

명

욕실



구분 모델명 규격 제조사

주거전용면적 72㎡B

 위  치
품목

비 고

주방/식당 싱크 수전 데크형 FS-3207C 대림통상

천정 ABS 현장시공

양변기 투피스 C401 675*390*755 (6.0L) 계림요업

세면대 도기 L1107D 600*510*210 (7.0L) 계림요업

욕조 세라믹 DSB-24753 1500*750 현장시공

세면대 수전 원홀수전 FL3902C 대림통상

욕조 수전 벽붙이 FB3900C 대림통상

휴지걸이 반매립형 MI350 엠아이리빙

변기솔 변기솔 MI560 엠아이리빙

수건걸이 이단수건걸이 MS1065 엠아이리빙

코너선반 코너선반 MI939D 엠아이리빙

천정 ABS 현장시공

양변기 원피스 C940 725*400*650 (6.0L) 계림요업

세면대 도기 L1107D 600*510*210 (7.0L) 계림요업

비데 전자식비데 DB5001A 도비도스

세면대 수전 원홀수전 FL3902C 대림통상

샤워 수전 벽붙이 FB3910NRC 대림통상

슬라이딩 바 슬라이딩바 DD-8102AC 다다

휴지걸이 반매립형 MI350 엠아이리빙

변기솔 변기솔 MI560 엠아이리빙

수건걸이 이단수건걸이 MS1065 엠아이리빙

코너선반 코너선반 MI939D 엠아이리빙

청소용수전 청소용수전 DD8102AC 다다

세탁기 수전 벽붙이 DM30636 & DM3004W 대신건기

세탁볼 수전 데크형 FS-3205C 대림통상

발코니수전&스프레이건 청소수전 DM3004W & DSSG06W 대신건기

설

비

욕실1(공용)

욕실2(부부)

발코니



구분 모델명 규격 제조사

시트 U6923-G1 LG

우드후로링 내츄럴 에쉬 윈앤윈우드

인조대리석 PS 854 페블스피넬 삼성

바닥 타일 YG 600937 600*600 동팽

창고 바닥 타일 HL474S7097 300*300 삼현

디딤판 천연석 C-칼레도니아 20T

거실 아트월 타일 YG 800940 400*800 동팽

벽 타일 KQU 6N31-1 300*600 동서

주방가구 상판 &

아일랜드 상판
엔지니어스톤 SC235 살토르 클리프 삼성

드레스룸 파우더 상판 강화석 S-101 PELATO APPIA 꾸아렐라

벽체 MAIN 타일 STB 6521 300*600 삼영

벽체 POINT 타일 SPJ-PS130 300*600 삼영

바닥 타일 SFE 3012 300*300 삼영

뒷선반 천연석 C-칼레도니아 20T

코너비드 코너비드 페르가몬 현장시공

벽체 MAIN 타일 DQG 1564 300*600 동서

벽체 POINT 1 타일 DQG 1567 OB 300*600 동서

벽체 POINT 2 타일 DQG 8564 300*600 동서

바닥 타일 MGR8J36-1 300*300 동서

뒷선반 천연석 C-칼레도니아 20T

코너비드 코너비드 진페르가몬 현장시공

바닥 타일 HS-154S960 200*200 삼현

다용도실 상판 인조대리석 AG636 아스펜 글로우 삼성

안방 발코니 바닥 타일 HO-352F479 200*400 삼현

실외기실,

대피공간
바닥 타일 HS-154S960 200*200 삼현

다용도실

공

통

메인 시트

온돌마루

바닥 재료분리대

타

일

및

석

재

현관

주방/식당

욕실1(공용)

욕실2(부부)

주거전용면적 72㎡C

 위  치
품목

비 고



구분 모델명 규격 제조사

주거전용면적 72㎡C

 위  치
품목

비 고

천정지 천정 MIAN 천정지 2071-1 서울

현관,거실,복도,

주방
벽지 MIAN 벽지 7018-5 LG

벽지 MIAN 벽지 RCX2961-2 DID

벽지 POINT 벽지 65326-4 DID

드레스룸 벽지 MIAN 벽지 65326-2 DID

침실1 벽지 MAIN 벽지 T1002-4 LG

침실2 벽지 MIAN 벽지 10176-1 신한

신발장 H/G 도장 H/G 도장 주문제작

현관창고 도어 H/G도장 + 패턴경 H/G 도장 + 패턴경 주문제작

주방 상부장, 키큰장 H/G 도장 H/G 도장 주문제작

주방 하부장 H/G 도장 H/G 도장 주문제작

아일랜드 하부장 H/G 도장 H/G 도장 주문제작

다용도실 다용도실 하부장 SHEET SHEET 주문제작

붙박이장 메인 H/G 도장 H/G 도장 주문제작

붙박이장 포인트 LPM LPM 주문제작

화장대 도어 H/G 도장+SHEET H/G 도장+SHEET 주문제작

붙박이장 도어 SHEET SHEET 주문제작

붙박이장 도어 포인트 H/G 도장 H/G 도장 주문제작

욕실1(공용) 욕실장 PS 슬라이드장 지코

욕실2(부부) 욕실장 PS 슬라이드장 지코

드레스룸

벽

지

안방

가

구

현관

주방/식당

침실1



구분 모델명 규격 제조사

주거전용면적 72㎡C

 위  치
품목

비 고

렌지후드 HIAL 091 ㈜엔텍

음식물탈수기 HFD-160SN/HFD-160ST 하츠

3구 가스쿡탑(기본) GRAB 320 ㈜동양매직

전기오븐 HSD-N361B ㈜동양매직

세제디스펜서 DA22D 대신건기

절수페달 KE-601 비젼테크

하이브리드 쿡탑

(플러스옵션)
GRA-BH300H ㈜동양매직

RS674CHQFSR 삼성

R-L712JCS LG

기타 발코니 기타 전동형 빨래건조대 N400 웰테크

현관 센서 매입 DS-1057 LED 15W 동도조명㈜

메인 직부 DL-1160 FPL 55W X 3 / 2 동도조명㈜

복도 매입 SDL-052 LED 8W ㈜소룩스

메인 매입 NK-001AN-1 LED 36W 네오스

아일랜드 매입 DW-1028 LED 8W 동도조명㈜

식탁등 팬던트 DP-1124 LED25W 동도조명㈜

안방 메인 직부 DR-1184 FPL 36W X 4 동도조명㈜

침실1 메인 직부 DR-1185 FPL 36W X 3 동도조명㈜

침실2 메인 직부 DR-1185 FPL 36W X 3 동도조명㈜

팬트리등 메인 매입 NK-001AN LED 12W 동도조명㈜

드레스룸등 메인 매입 SDL-YJ-25 LED 15W ㈜소룩스

파우더등 메인 매입 DK-1038 FPL 55W X 1 동도조명㈜

다용도실등 메인 직부 SCL-130 EL 20W X 2 ㈜소룩스

안방 발코니 메인 벽등 DB-1017 LED 10W 동도조명㈜

대피공간 메인 직부 SCL-111 EL 20W X 1 ㈜소룩스

실외기실 메인 벽등 DB-1016 EL 15W X 1 동도조명㈜

주

방

가

전

주방/식당

전

기

및

조

명

거실

주방/식당

주방 가전/기기

플러스옵션
TBI 냉장고

(플러스옵션)

(LG또는 삼성 택1)



구분 모델명 규격 제조사

주거전용면적 72㎡C

 위  치
품목

비 고

메인 매입 NLED-021N LED 36W 네오스

욕조,샤워 매입 SDL-062 LED 12W ㈜소룩스

전

기

및

조

명

욕실



구분 모델명 규격 제조사

주거전용면적 72㎡C

 위  치
품목

비 고

주방/식당 싱크 수전 데크형 FS-3207C 대림통상

천정 ABS 현장시공

양변기 투피스 C401 675*390*755 (6.0L) 계림요업

세면대 도기 L1107D 600*510*210 (7.0L) 계림요업

욕조 세라믹 DSB-24753 1500*750 현장시공

세면대 수전 원홀수전 FL3902C 대림통상

욕조 수전 벽붙이 FB3900C 대림통상

휴지걸이 반매립형 MI350 엠아이리빙

변기솔 변기솔 MI560 엠아이리빙

수건걸이 이단수건걸이 MS1065 엠아이리빙

코너선반 코너선반 MI939D 엠아이리빙

천정 ABS 현장시공

양변기 원피스 C940 725*400*650 (6.0L) 계림요업

세면대 도기 L1107D 600*510*210 (7.0L) 계림요업

비데 전자식비데 DB5001A 도비도스

세면대 수전 원홀수전 FL3902C 대림통상

샤워 수전 벽붙이 FB3910NRC 대림통상

슬라이딩 바 슬라이딩바 DD-8102AC 다다

휴지걸이 반매립형 MI350 엠아이리빙

변기솔 변기솔 MI560 엠아이리빙

수건걸이 이단수건걸이 MS1065 엠아이리빙

코너선반 코너선반 MI939D 엠아이리빙

청소용수전 청소용수전 DD8102AC 다다

세탁기 수전 벽붙이 DM30636 & DM3004W 대신건기

세탁볼 수전 데크형 FS-3205C 대림통상

발코니수전&스프레이건 청소수전 DM3004W & DSSG06W 대신건기

설

비

욕실1(공용)

욕실2(부부)

발코니



구분 모델명 규격 제조사

시트 U6923-G1 LG

우드후로링 내츄럴 에쉬 윈앤윈우드

인조대리석 PS 854 페블스피넬 삼성

바닥 타일 YG 600937 600*600 동팽

창고 바닥 타일 HL474S7097 300*300 삼현

디딤판 천연석 C-칼레도니아 20T

거실 아트월 타일 YG 800940 400*800 동팽

벽 타일 KQU 6N31-1 300*600 동서

주방가구 상판 &

아일랜드 상판
엔지니어스톤 SC235 살토르 클리프 삼성

드레스룸 파우더 상판 강화석 S-101 PELATO APPIA 꾸아렐라

벽체 MAIN 타일 STB 6521 300*600 삼영

벽체 POINT 타일 SPJ-PS130 300*600 삼영

바닥 타일 SFE 3012 300*300 삼영

뒷선반 천연석 C-칼레도니아 20T

코너비드 코너비드 페르가몬 현장시공

벽체 MAIN 타일 DQG 1564 300*600 동서

벽체 POINT 1 타일 DQG 1567 OB 300*600 동서

벽체 POINT 2 타일 DQG 8564 300*600 동서

바닥 타일 MGR8J36-1 300*300 동서

뒷선반 천연석 C-칼레도니아 20T

코너비드 코너비드 진페르가몬 현장시공

바닥 타일 HS-154S960 200*200 삼현

다용도실 상판 인조대리석 AG636 아스펜 글로우 삼성

안방 발코니 바닥 타일 HO-352F479 200*400 삼현

실외기실,

대피공간
바닥 타일 HS-154S960 200*200 삼현

다용도실

공

통

메인 시트

온돌마루

바닥 재료분리대

타

일

및

석

재

현관

주방/식당

욕실1(공용)

욕실2(부부)

주거전용면적 84㎡A - 건립

 위  치
품목

비 고



구분 모델명 규격 제조사

주거전용면적 84㎡A - 건립

 위  치
품목

비 고

천정지 천정 MIAN 천정지 2071-1 서울

현관,거실,복도,

주방,팬트리(선택시)
벽지 MIAN 벽지 7018-5 LG

벽지 MIAN 벽지 RCX2961-2 DID

벽지 POINT 벽지 65326-4 DID

드레스룸 벽지 MIAN 벽지 65326-2 DID

침실1 벽지 MAIN 벽지 T1002-4 LG

침실2 벽지 MIAN 벽지 10176-1 신한

신발장 H/G 도장 H/G 도장 주문제작

현관창고 도어 H/G도장 + 패턴경 H/G 도장 + 패턴경 주문제작

주방 상부장, 키큰장 H/G 도장 H/G 도장 주문제작

주방 하부장 H/G 도장 H/G 도장 주문제작

아일랜드 하부장 H/G 도장 H/G 도장 주문제작

다용도실 상부장 SHEET SHEET 주문제작

다용도실 하부장 SHEET SHEET 주문제작

붙박이장 메인 H/G 도장 H/G 도장 주문제작

붙박이장 포인트 LPM LPM 주문제작

화장대 도어 H/G 도장+SHEET H/G 도장+SHEET 주문제작

붙박이장 도어 SHEET SHEET 주문제작

붙박이장 도어 포인트 H/G 도장 H/G 도장 주문제작

욕실1(공용) 욕실장 PS 슬라이드장 지코

욕실2(부부) 욕실장 PS 슬라이드장 지코

드레스룸

벽

지

안방

가

구

현관

주방/식당

다용도실

침실1



구분 모델명 규격 제조사

주거전용면적 84㎡A - 건립

 위  치
품목

비 고

렌지후드 HIAL 091 ㈜엔텍

음식물탈수기 HFD-160SN/HFD-160ST 하츠

3구 가스쿡탑(기본) GRAB 320 ㈜동양매직

전기오븐 HSD-N361B ㈜동양매직

세제디스펜서 DA22D 대신건기

절수페달 KE-601 비젼테크

하이브리드 쿡탑

(플러스옵션)
GRA-BH300H ㈜동양매직

RS674CHQFSR 삼성

R-L712JCS LG

기타 발코니 기타 전동형 빨래건조대 N400 웰테크

현관 센서 매입 DS-1057 LED 15W 동도조명㈜

메인 직부 DL-1160 FPL 55W X 3 / 2 동도조명㈜

복도 매입 SDL-052 LED 8W ㈜소룩스

메인 매입 NK-001AN-1 LED 36W 네오스

아일랜드 매입 DW-1028 LED 8W 동도조명㈜

식탁등 팬던트 DP-1124 LED25W 동도조명㈜

안방 메인 직부 DR-1184 FPL 36W X 4 동도조명㈜

침실1 메인 직부 DR-1185 FPL 36W X 3 동도조명㈜

침실2 메인 직부 DR-1185 FPL 36W X 3 동도조명㈜

팬트리등 메인 매입 NK-001AN LED 12W 동도조명㈜

드레스룸등 메인 매입 SDL-YJ-25 LED 15W ㈜소룩스

파우더등 메인 매입 DK-1038 FPL 55W X 1 동도조명㈜

다용도실등 메인 직부 SCL-130 EL 20W X 2 ㈜소룩스

안방 발코니 메인 벽등 DB-1017 LED 10W 동도조명㈜

대피공간 메인 직부 SCL-111 EL 20W X 1 ㈜소룩스

실외기실 메인 벽등 DB-1016 EL 15W X 1 동도조명㈜

메인 매입 NLED-021N LED 36W 네오스

욕조,샤워 매입 SDL-062 LED 12W ㈜소룩스

전

기

및

조

명

거실

주방/식당

욕실

주

방

가

전

주방/식당

주방 가전/기기

플러스옵션
TBI 냉장고

(플러스옵션)

(LG또는 삼성 택1)



구분 모델명 규격 제조사

주거전용면적 84㎡A - 건립

 위  치
품목

비 고

주방/식당 싱크 수전 데크형 FS-3207C 대림통상

천정 ABS 현장시공

양변기 투피스 C401 675*390*755 (6.0L) 계림요업

세면대 도기 L1107D 600*510*210 (7.0L) 계림요업

욕조 세라믹 DSB-24753 1500*750 현장시공

세면대 수전 원홀수전 FL3902C 대림통상

욕조 수전 벽붙이 FB3900C 대림통상

휴지걸이 반매립형 MI350 엠아이리빙

변기솔 변기솔 MI560 엠아이리빙

수건걸이 이단수건걸이 MS1065 엠아이리빙

코너선반 코너선반 MI939D 엠아이리빙

천정 ABS 현장시공

양변기 원피스 C940 725*400*650 (6.0L) 계림요업

세면대 도기 L1107D 600*510*210 (7.0L) 계림요업

비데 전자식비데 DB5001A 도비도스

세면대 수전 원홀수전 FL3902C 대림통상

샤워 수전 벽붙이 FB3910NRC 대림통상

슬라이딩 바 슬라이딩바 DD-8102AC 다다

휴지걸이 반매립형 MI350 엠아이리빙

변기솔 변기솔 MI560 엠아이리빙

수건걸이 이단수건걸이 MS1065 엠아이리빙

코너선반 코너선반 MI939D 엠아이리빙

청소용수전 청소용수전 DD8102AC 다다

세탁기 수전 벽붙이 DM30636 & DM3004W 대신건기

세탁볼 수전 데크형 FS-3205C 대림통상

발코니수전&스프레이건 청소수전 DM3004W & DSSG06W 대신건기

설

비

욕실1(공용)

욕실2(부부)

발코니



구분 모델명 규격 제조사

시트 U6923-G1 LG

우드후로링 내츄럴 에쉬 윈앤윈우드

인조대리석 PS 854 페블스피넬 삼성

바닥 타일 YG 600937 600*600 동팽

창고 바닥 타일 HL474S7097 300*300 삼현

디딤판 천연석 C-칼레도니아 20T

거실 아트월 타일 YG 800940 400*800 동팽

벽 타일 KQU 6N31-1 300*600 동서

주방가구 상판 &

아일랜드 상판
엔지니어스톤 SC235 살토르 클리프 삼성

드레스룸 파우더 상판 강화석 S-101 PELATO APPIA 꾸아렐라

벽체 MAIN 타일 STB 6521 300*600 삼영

벽체 POINT 타일 SPJ-PS130 300*600 삼영

바닥 타일 SFE 3012 300*300 삼영

뒷선반 천연석 C-칼레도니아 20T

코너비드 코너비드 페르가몬 현장시공

벽체 MAIN 타일 DQG 1564 300*600 동서

벽체 POINT 1 타일 DQG 1567 OB 300*600 동서

벽체 POINT 2 타일 DQG 8564 300*600 동서

바닥 타일 MGR8J36-1 300*300 동서

뒷선반 천연석 C-칼레도니아 20T

코너비드 코너비드 진페르가몬 현장시공

바닥 타일 HS-154S960 200*200 삼현

다용도실 상판 인조대리석 AG636 아스펜 글로우 삼성

안방 발코니 바닥 타일 HO-352F479 200*400 삼현

실외기실,

대피공간
바닥 타일 HS-154S960 200*200 삼현

다용도실

공

통

메인 시트

온돌마루

바닥 재료분리대

현관

타

일

및

석

재

주거전용면적 84㎡B

 위  치
품목

비 고

주방/식당

욕실1(공용)

욕실2(부부)



구분 모델명 규격 제조사

주거전용면적 84㎡B

 위  치
품목

비 고

천정지 천정 MIAN 천정지 2071-1 서울

현관,거실,복도,

주방,팬트리(선택시)
벽지 MIAN 벽지 7018-5 LG

벽지 MIAN 벽지 RCX2961-2 DID

벽지 POINT 벽지 65326-4 DID

드레스룸 벽지 MIAN 벽지 65326-2 DID

침실1 벽지 MAIN 벽지 T1002-4 LG

침실2 벽지 MIAN 벽지 10176-1 신한

신발장 H/G 도장 H/G 도장 주문제작

현관창고 도어 H/G도장 + 패턴경 H/G 도장 + 패턴경 주문제작

주방 상부장, 키큰장 H/G 도장 H/G 도장 주문제작

주방 하부장 H/G 도장 H/G 도장 주문제작

아일랜드 하부장 H/G 도장 H/G 도장 주문제작

다용도실 상부장 SHEET SHEET 주문제작

다용도실 하부장 SHEET SHEET 주문제작

붙박이장 메인 H/G 도장 H/G 도장 주문제작

붙박이장 포인트 LPM LPM 주문제작

화장대 도어 H/G 도장+SHEET H/G 도장+SHEET 주문제작

붙박이장 도어 SHEET SHEET 주문제작

붙박이장 도어 포인트 H/G 도장 H/G 도장 주문제작

욕실1(공용) 욕실장 PS 슬라이드장 지코

욕실2(부부) 욕실장 PS 슬라이드장 지코

드레스룸

벽

지

안방

가

구

현관

주방/식당

다용도실

침실2



구분 모델명 규격 제조사

주거전용면적 84㎡B

 위  치
품목

비 고

렌지후드 HIAL 091 ㈜엔텍

음식물탈수기 HFD-160SN/HFD-160ST 하츠

3구 가스쿡탑(기본) GRAB 320 ㈜동양매직

전기오븐 HSD-N361B ㈜동양매직

세제디스펜서 DA22D 대신건기

절수페달 KE-601 비젼테크

하이브리드 쿡탑

(플러스옵션)
GRA-BH300H ㈜동양매직

RS674CHQFSR 삼성

R-L712JCS LG

기타 발코니 기타 전동형 빨래건조대 N400 웰테크

현관 센서 매입 DS-1057 LED 15W 동도조명㈜

메인 직부 DL-1160 FPL 55W X 3 / 2 동도조명㈜

복도 매입 SDL-052 LED 8W ㈜소룩스

메인 매입 NK-001AN-1 LED 36W 네오스

아일랜드 매입 DW-1028 LED 8W 동도조명㈜

식탁등 팬던트 DP-1124 LED25W 동도조명㈜

안방 메인 직부 DR-1184 FPL 36W X 4 동도조명㈜

침실1 메인 직부 DR-1185 FPL 36W X 3 동도조명㈜

침실2 메인 직부 DR-1185 FPL 36W X 3 동도조명㈜

팬트리등 메인 매입 NK-001AN LED 12W 동도조명㈜

드레스룸등 메인 매입 SDL-YJ-25 LED 15W ㈜소룩스

파우더등 메인 매입 DK-1038 FPL 55W X 1 동도조명㈜

다용도실등 메인 직부 SCL-130 EL 20W X 2 ㈜소룩스

안방 발코니 메인 벽등 DB-1017 LED 10W 동도조명㈜

대피공간 메인 직부 SCL-111 EL 20W X 1 ㈜소룩스

실외기실 메인 벽등 DB-1016 EL 15W X 1 동도조명㈜

메인 매입 NLED-021N LED 36W 네오스

욕조,샤워 매입 SDL-062 LED 12W ㈜소룩스

주방/식당

TBI 냉장고

(플러스옵션)

(LG또는 삼성 택1)

전

기

및

조

명

거실

주방/식당

욕실

주방 가전/기기

플러스옵션

주

방

가

전



구분 모델명 규격 제조사

주거전용면적 84㎡B

 위  치
품목

비 고

주방/식당 싱크 수전 데크형 FS-3207C 대림통상

천정 ABS 현장시공

양변기 투피스 C401 675*390*755 (6.0L) 계림요업

세면대 도기 L1107D 600*510*210 (7.0L) 계림요업

욕조 세라믹 DSB-24753 1500*750 현장시공

세면대 수전 원홀수전 FL3902C 대림통상

욕조 수전 벽붙이 FB3900C 대림통상

휴지걸이 반매립형 MI350 엠아이리빙

변기솔 변기솔 MI560 엠아이리빙

수건걸이 이단수건걸이 MS1065 엠아이리빙

코너선반 코너선반 MI939D 엠아이리빙

천정 ABS 현장시공

양변기 원피스 C940 725*400*650 (6.0L) 계림요업

세면대 도기 L1107D 600*510*210 (7.0L) 계림요업

비데 전자식비데 DB5001A 도비도스

세면대 수전 원홀수전 FL3902C 대림통상

샤워 수전 벽붙이 FB3910NRC 대림통상

슬라이딩 바 슬라이딩바 DD-8102AC 다다

휴지걸이 반매립형 MI350 엠아이리빙

변기솔 변기솔 MI560 엠아이리빙

수건걸이 이단수건걸이 MS1065 엠아이리빙

코너선반 코너선반 MI939D 엠아이리빙

청소용수전 청소용수전 DD8102AC 다다

세탁기 수전 벽붙이 DM30636 & DM3004W 대신건기

세탁볼 수전 데크형 FS-3205C 대림통상

발코니수전&스프레이건 청소수전 DM3004W & DSSG06W 대신건기

설

비

욕실1(공용)

욕실2(부부)

발코니 &

대피공간



구분 모델명 규격 제조사

시트 YD8608-G3 KCC

우드후로링 브라운 오크 윈앤윈우드

인조대리석 PS 854 페블스피넬 삼성

바닥 타일 OX 01060P 600*600 오세아노

창고바닥 타일 HL474S7097 300*300 삼현

디딤판 천연석 임페리얼 브라운 20T

거실 아트월 타일 YG803902 400*800 보데

벽 타일 KQU 87910A 300*600 동서

주방가구 상판 &

아일랜드 상판
엔지니어스톤 IG910 임페리얼 그레이 삼성

드레스룸 파우더 상판 강화석 S-101 PELATO APPIA 꾸아렐라

벽체 MAIN 타일 DW 6938 300*600 대동

벽체 POINT 1 타일 LA 130 300*600 대동

벽체 POINT 2 타일  DW 6904 300*600 대동

바닥 타일 DF 4354 300*300 대동

뒷선반 천연석 C-칼레도니아 20T

코너비드 코너비드 진페르가몬 현장시공

벽체 MAIN 타일 SJA 3087 300*600 대동

벽체 POINT 타일 SJA 3087 H1_하프컷팅 300*600 대동

바닥 타일 DF 4327 300*300 대동

뒷선반 천연석 C-칼레도니아 20T

코너비드 코너비드 진페르가몬 현장시공

바닥 타일 HS-154S960 200*200 삼현

다용도실 상판 인조대리석 AG636 아스펜 글로우 삼성

안방 발코니 바닥 타일 HO-371F3110 200*400 삼현

실외기실,

대피공간
바닥 타일 HS-154S960 200*200 삼현

욕실1(공용)

주거전용면적 94㎡ - 건립

 위  치
품목

비 고

욕실2(부부)

다용도실

타

일

및

석

재

공

통

메인 시트

온돌마루

바닥 재료분리대

현관

주방/식당



구분 모델명 규격 제조사

주거전용면적 94㎡ - 건립

 위  치
품목

비 고

천정지 천정 MIAN 천정지 BM1602-A-1 DID

현관,거실,주방 벽지 MIAN 벽지 308-5 서울

거실 POINT 벽지 POINT 벽지 3196-4 서울

안방 벽지 MIAN 벽지 3303-8 서울

드레스룸, 서재 벽지 MIAN 벽지 3303-7 서울

침실1 벽지 MAIN 벽지 RC3303-1 DID

침실2 벽지 MIAN 벽지 318-10 서울

침실2 (알파룸) 벽지 MIAN 벽지 318-11 서울

신발장 H/G 도장 H/G 도장 주문제작

현관창고 도어 H/G 도장 + 패턴경 H/G 도장 + 패턴경 주문제작

주방/식당 주방 상하부장, 키큰장 H/G 도장 H/G 도장 주문제작

아일랜드 하부장 H/G 도장 H/G 도장 주문제작

장식장 H/G 도장 + 브론즈유리 H/G 도장 + 브론즈유리 주문제작

다용도실 상부장 SHEET  SHEET 주문제작

다용도실 하부장  SHEET  SHEET 주문제작

붙박이장 메인 H/G 도장 H/G 도장 주문제작

붙박이장 포인트 LPM+은경+ H/G 도장 LPM +은경+ H/G 도장 주문제작

화장대 도어 H/G 도장 H/G 도장 주문제작

붙박이장 도어 H/G 도장 H/G 도장 주문제작

붙박이장 도어 포인트 H/G 도장 + 패턴경 H/G 도장 + 패턴경 주문제작

욕실1(공용) 욕실장 PS 슬라이드장 지코

욕실2(부부) 욕실장 PS 슬라이드장 지코

침실2

드레스룸

현관

가

구

벽

지

다용도실

아일랜드



구분 모델명 규격 제조사

주거전용면적 94㎡ - 건립

 위  치
품목

비 고

렌지후드 HIJP091 ㈜엔텍

음식물탈수기 HFD-160SN/HFD-160ST 하츠

3구 가스쿡탑(기본) GRAB 320 ㈜동양매직

전기오븐 HSD-N361B ㈜동양매직

세제디스펜서 DA22D 대신건기

절수페달 KE-601 비젼테크

하이브리드 쿡탑

(플러스옵션)
GRA-BH300H ㈜동양매직

RS674CHQFSR 삼성

R-L712JCS LG

기타 발코니 기타 전동형 빨래건조대 N400 웰테크

현관 센서 매입 DS-1057 LED 15W 동도조명㈜

메인 직부 DL-1160 FPL 55W X 3 / 2 동도조명㈜

복도 매입 SDL-052 LED 8W ㈜소룩스

메인 매입 NK-001AN-1 LED 36W 네오스

아일랜드 매입 DW-1028 LED 8W 동도조명㈜

식탁등 팬던트 ND-018BN LED30W 네오스

안방 메인 직부 DR-1184 FPL 36W X 4 동도조명㈜

안방 서재 메인 직부 DR-1186 FPL 24W X 2 동도조명㈜

침실1 메인 직부 DR-1185 FPL 36W X 3 동도조명㈜

침실2 메인 직부 DR-1185 FPL 36W X 3 동도조명㈜

침실2 알파룸등 메인 매입 SDL-YJ-25 LED 15W ㈜소룩스

팬트리등 메인 매입 NK-001AN LED 12W 동도조명㈜

드레스룸등 메인 매입 SDL-YJ-25 LED 15W ㈜소룩스

파우더등 메인 매입 DK-1038 FPL 55W X 1 동도조명㈜

다용도실등 메인 직부 SCL-130 EL 20W X 2 ㈜소룩스

안방 발코니 메인 벽등 DB-1017 LED 10W 동도조명㈜

대피공간 메인 직부 SCL-111 EL 20W X 1 ㈜소룩스

실외기실 메인 벽등 DB-1016 EL 15W X 1 동도조명㈜

메인 매입 NLED-021N LED 36W 네오스

욕조,샤워 매입 SDL-062 LED 12W ㈜소룩스

플러스옵션

주방 가전/기기

전

기

및

조

명

거실

주방/식당

욕실

주

방

가

전

주방/식당

TBI 냉장고

(플러스옵션)

(LG또는 삼성 택1)



구분 모델명 규격 제조사

주거전용면적 94㎡ - 건립

 위  치
품목

비 고

주방/식당 싱크 수전 데크형 FS-3207C 대림통상

천정 ABS 현장시공

양변기 투피스 C401 675*390*755 (6.0L) 계림요업

세면대 도기 L1107D 600*510*210 (7.0L) 계림요업

욕조 세라믹 DSB-24753 1500*750 현장시공

세면대 수전 원홀수전 FL3902C 대림통상

욕조 수전 벽붙이 FB3900C 대림통상

휴지걸이 반매립형 MI350 엠아이리빙

변기솔 변기솔 MI560 엠아이리빙

수건걸이 이단수건걸이 MS1065 엠아이리빙

코너선반 코너선반 MI939D 엠아이리빙

천정 ABS 현장시공

양변기 원피스 C940 725*400*650 (6.0L) 계림요업

세면대 도기 L1107D 600*510*210 (7.0L) 계림요업

비데 전자식비데 DB5001A 도비도스

세면대 수전 원홀수전 FL3902C 대림통상

샤워 수전 벽붙이 FB3910NRC 대림통상

슬라이딩 바 슬라이딩바 DD-8102AC 다다

휴지걸이 반매립형 MI350 엠아이리빙

변기솔 변기솔 MI560 엠아이리빙

수건걸이 이단수건걸이 MS1065 엠아이리빙

코너선반 코너선반 MI939D 엠아이리빙

청소용수전 청소용수전 DD8102AC 다다

세탁기 수전 벽붙이 DM30636 & DM3004W 대신건기

세탁볼 수전 데크형 FS-3205C 대림통상

발코니수전&스프레이건 청소수전 DM3004W & DSSG06W 대신건기

발코니 &

대피공간

욕실2(부부)

욕실1(공용)

설

비



구분 모델명 규격 제조사

시트 YD8608-G3 KCC

우드후로링 브라운 오크 윈앤윈우드

인조대리석 PS 854 페블스피넬 삼성

바닥 타일 OX 01060P 600*600 오세아노

창고바닥 타일 HL 454S7089 300*300 삼현

디딤판 천연석 임페리얼 브라운 20T

거실 아트월 타일 YG803902 400*800 보데

벽 타일 KQU 87910A 300*600 동서

주방가구 상판 &

아일랜드 상판
엔지니어스톤 IG910 임페리얼 그레이 삼성

드레스룸 파우더 상판 강화석 S-101 PELATO APPIA 꾸아렐라

벽체 MAIN 타일 DW 6938 300*600 대동

벽체 POINT 1 타일 LA 130 300*600 대동

벽체 POINT 2 타일  DW 6904 300*600 대동

바닥 타일 DF 4354 300*300 대동

뒷선반 천연석 C-칼레도니아 20T

코너비드 코너비드 진페르가몬 현장시공

벽체 MAIN 타일 DW 6938 300*600 대동

바닥 타일 DF 4354 300*300 대동

상판 천연석 C-칼레도니아 20T

벽체 MAIN 타일 SJA 3087 300*600 대동

벽체 POINT 타일 SJA 3087 H1_하프컷팅 300*600 대동

바닥 타일 DF 4327 300*300 대동

상판 천연석 C-칼레도니아 20T

코너비드 코너비드 진페르가몬 현장시공

바닥 타일 HS-154S960 200*200 삼현

다용도실 상판 인조대리석 AG636 아스펜 글로우 삼성

안방 발코니 바닥 타일 HO-371F3110 200*400 삼현

실외기실,

대피공간
바닥 타일 HS-154S960 200*200 삼현

욕실2

다용도실

공

통

메인 시트

온돌마루

바닥 재료분리대

타

일

및

석

재

현관

주방/식당

욕실1

욕실3

주거전용면적 172㎡

 위  치
품목

비 고



구분 모델명 규격 제조사

주거전용면적 172㎡

 위  치
품목

비 고

천정지 천정 MIAN 천정지 BM1602-A-1 DID

현관,거실,주방 벽지 MIAN 벽지 308-5 서울

안방 벽지 MIAN 벽지 3303-8 서울

드레스룸, 서재 벽지 MIAN 벽지 3303-7 서울

침실1 벽지 MAIN 벽지 3303-8 서울

침실2 벽지 MIAN 벽지 RC3303-1 DID

침실3 벽지 MIAN 벽지 318-10 서울

침실4 벽지 MIAN 벽지 318-10 서울

신발장 H/G 도장 H/G 도장 주문제작

현관창고 도어 H/G 도장 + 패턴경 H/G 도장 + 패턴경 주문제작

주방/식당 주방 상하부장, 키큰장 H/G 도장 H/G 도장 주문제작

아일랜드 하부장 H/G 도장 H/G 도장 주문제작

장식장 H/G 도장 + 브론즈유리 H/G 도장 + 브론즈유리 주문제작

다용도실 상부장 SHEET  SHEET 주문제작

다용도실 하부장  SHEET  SHEET 주문제작

붙박이장 메인 H/G 도장 H/G 도장 주문제작

붙박이장 포인트 LPM+은경+ H/G 도장 LPM +은경+ H/G 도장 주문제작

화장대 도어 H/G 도장 H/G 도장 주문제작

붙박이장 도어 H/G 도장 H/G 도장+패턴경 주문제작

욕실1 욕실장 PS 슬라이드장 지코

욕실2 욕실장 PS 슬라이드장 지코

욕실3 욕실장 PS 슬라이드장 지코

안방,침실1

드레스룸

벽

지

가

구

현관

아일랜드

다용도실

침실2



구분 모델명 규격 제조사

주거전용면적 172㎡

 위  치
품목

비 고

렌지후드 HIJP091 ㈜엔텍

음식물탈수기 HFD-160SN/HFD-160ST 하츠

3구 가스쿡탑(기본) GRAB 320 ㈜동양매직

전기오븐 HSD-N361B ㈜동양매직

세제디스펜서 DA22D 대신건기

절수페달 KE-601 비젼테크

하이브리드 쿡탑

(플러스옵션)
GRA-BH300H ㈜동양매직

RS674CHQFSR 삼성

R-L712JCS LG

기타 발코니 기타 전동형 빨래건조대 N400 웰테크

현관 센서 매입 DS-1057 LED 15W 동도조명㈜

메인 직부 DL-1160 FPL 55W X 3 / 2 동도조명㈜

복도 매입 SDL-052 LED 8W ㈜소룩스

메인 매입 NK-001AN-1 LED 36W 네오스

아일랜드 매입 DW-1028 LED 8W 동도조명㈜

식탁등 팬던트 ND-018BN LED30W 네오스

안방 메인 직부 DR-1184 FPL 36W X 4 동도조명㈜

안방 서재 메인 직부 DR-1186 FPL 24W X 2 동도조명㈜

침실1 메인 직부 DR-1185 FPL 36W X 3 동도조명㈜

침실2 메인 직부 DR-1185 FPL 36W X 3 동도조명㈜

침실2 알파룸등 메인 매입 SDL-YJ-25 LED 15W ㈜소룩스

팬트리등 메인 매입 NK-001AN LED 12W 동도조명㈜

드레스룸등 메인 매입 SDL-YJ-25 LED 15W ㈜소룩스

파우더등 메인 매입 DK-1038 FPL 55W X 1 동도조명㈜

다용도실등 메인 직부 SCL-130 EL 20W X 2 ㈜소룩스

안방 발코니 메인 벽등 DB-1017 LED 10W 동도조명㈜

대피공간 메인 직부 SCL-111 EL 20W X 1 ㈜소룩스

실외기실 메인 벽등 DB-1016 EL 15W X 1 동도조명㈜

메인 매입 NLED-021N LED 36W 네오스

욕조,샤워 매입 SDL-062 LED 12W ㈜소룩스

TBI 냉장고

(플러스옵션)

(LG또는 삼성 택1)

전

기

및

조

명

거실

주방/식당

욕실

플러스옵션

주

방

가

전

주방/식당

주방 가전/기기



구분 모델명 규격 제조사

주거전용면적 172㎡

 위  치
품목

비 고

주방/식당 싱크 수전 데크형 FS-3207C 대림통상

천정 ABS 현장시공

양변기 투피스 C401 675*390*755 (6.0L) 계림요업

세면대 도기 L1107D 600*510*210 (7.0L) 계림요업

욕조 세라믹 DSB-24753 1500*750 현장시공

세면대 수전 원홀수전 FL3902C 대림통상

욕조 수전 벽붙이 FB3900C 대림통상

휴지걸이 반매립형 MI350 엠아이리빙

변기솔 변기솔 MI560 엠아이리빙

수건걸이 이단수건걸이 MS1065 엠아이리빙

코너선반 코너선반 MI939D 엠아이리빙

천정 ABS 현장시공

양변기 원피스 C940 725*400*650 (6.0L) 계림요업

세면대 도기 L1107D 600*510*210 (7.0L) 계림요업

비데 전자식비데 DB5001A 도비도스

세면대 수전 원홀수전 FL3902C 대림통상

샤워 수전 벽붙이 FB3910NRC 대림통상

슬라이딩 바 슬라이딩바 DD-8102AC 다다

휴지걸이 반매립형 MI350 엠아이리빙

변기솔 변기솔 MI560 엠아이리빙

수건걸이 이단수건걸이 MS1065 엠아이리빙

코너선반 코너선반 MI939D 엠아이리빙

청소용수전 청소용수전 DD8102AC 다다

세탁기 수전 벽붙이 DM30636 & DM3004W 대신건기

세탁볼 수전 데크형 FS-3205C 대림통상

발코니수전&스프레이건 청소수전 DM3004W & DSSG06W 대신건기

설

비

욕실1(공용)

욕실2(부부)

발코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