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위세대마감재리스트
49A

※ 마감자재리스트상의업체명은M/H건립을위한리스트이며, 글씨(NO.포함)에오타나오기가있을수있음
※ 본공사시업체의도산, 자재의품절및생산중단등의사유로타사동등사양으로교체시공될수있음
※ 기본품목/ 옵션품목/전시품/ 평면별적용여부견본주택전시기준
※ 견본주택은49A/59A/84A/84B  확장형세대기준으로설치
※ ‘컬러기준’으로명기된마감재는본공사시해당제품의표면컬러를기준으로하여최종마감재선정및시공예정



적용위치 제조사명 모 델 명 이미지 비고

바닥재 국산지정마루 거실/침실 LG 화이트오크

국산벽지 현관/거실 서울벽지 376-1

국산벽지 거실포인트벽 서울벽지 376-3

국산벽지 침실1 대우벽지 45068-1

국산벽지
침실1

드레스룸
대우벽지 3018-9

국산벽지 침실2 DID벽지 C5817-3

국산벽지 천장 신한벽지 910-1

현관디딤석 현관 한석시스템 H002 아부루조

주방상판 주방 미존테크 MCQ-903 미존멜리카 확장시제공

주방벽 주방 미존테크 MCQ-903 미존멜리카 유상옵션

욕실
젠다이

욕실 한석시스템 H002 아부루조

도배지

구  분

인조석재

마감자재 리스트_건축49A



적용위치 제조사명 모 델 명 이미지 비고구  분

마감자재 리스트_건축49A

욕실
도어씰

욕실 현장제작 MCM-108 미존레이니 컬러기준

발코니2
단차씰

발코니2 현장제작 MCM-108 미존레이니 컬러기준

포세린타일 현관바닥 매트프라자
LM01M

(600*600)

포세린타일 거실아트월 매트프라자
LM40801M
(800*400)

도기질타일 주방 벽 매트프라자
동서/DQI1274

(600*300)

자기질타일 욕실 바닥 매트프라자
동서/NGJ8474

(300*300)

도기질타일
욕실 벽
(메인)

매트프라자
동서/DQK1411

(600*300)

도기질타일
욕실 벽

(포인트)
매트프라자

동서/DQK8411
(600*300)

자기질타일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

매트프라자
삼현/HOD-580F3231

(400*200)

천정 전실 현장제작
지정몰딩
(35*15)

-

걸레받이 전실 현장제작
한솔홈데코/HC8002

Sheet wrapping 마감
(120*9)

타일

인조석재

몰딩류



적용위치 제조사명 모 델 명 이미지 비고구  분

마감자재 리스트_건축49A

몰딩류 픽쳐레일
복도/

소파뒷벽
현장제작

지정몰딩
(20*11.5)

- 확장시제공

PL 창호 전실 LG

내부
한솔홈데코/HC8002

Sheet wrapping 마감
(일부창호 제외)

목창호 침실 현장제작
한솔홈데코/HC8002

Sheet wrapping 마감

현관방화문 방화문 현장제작 방화도어

중문 현관 유니퍼 제작품 - 유상옵션

주방 상부장 주방 - 한솔/HT7913M

주방 하부장/
키큰장

주방 - 한솔홈데코/HT8908M

신발장 현관 - 매트프라자/TD30AAE

은경판넬 현관 - 매트프라자/TS10AEM 확장시제공

드레스룸도어 침실1 - 매트프라자/TS10AEM 확장시제공

붙박이장 침실2 - 매트프라자/TS10AEM 확장시제공

가구

창호류



적용위치 제조사명 모 델 명 이미지 비고구  분

마감자재 리스트_건축49A

욕실장 욕실 현장제작 PS+거울

욕실천장 욕실 현장제작 지정 SMC 판넬 -

가스쿡탑 하츠 SSGC-3605SABH

하이브리드쿡탑 쿠첸 CIR-F3112FLBE 유상옵션

광파오븐 SK매직 EON-B450M

후드 파세코 PHD-FR902MD

BI냉장고 LG S711SI24B 유상옵션

BI김치냉장고 LG K221PR14BR1 유상옵션

절수페달 티에스자바 TF751A

음식물탈수기 주방 파세코 PHD-075

빨래건조대 발코니1 파세코 PCD-100 확장시제공

가전기기 천장형에어컨 전실 LG
거실:R-W0520C2SP

침실1:R-W0200C2SP
침실2:R-W0120K2SP

유상옵션

기타

주방

가전기기



적용위치 제조사명 모 델 명 이미지 비고

거실등 거실 소룩스 LED 40W

침실1등 침실1 소룩스 LED 50W

식탁등 주방 소룩스 LED 25W

침실2등 침실2 소룩스 LED 40W

현관 센서등 현관 소룩스 LED 12W

복도등 복도 소룩스 LED 5W

주방등 주방 소룩스 LED 25W

드레스룸 센서등
침실1

드레스룸
소룩스 LED 10W

화장대등 파우더룸 소룩스 LED 25W

욕실등 욕실 소룩스 LED 25W

발코니2등 발코니2 소룩스 LED 8W

조명기구

구  분

마감자재 리스트_전기49A



적용위치 제조사명 모 델 명 이미지 비고구  분

마감자재 리스트_전기49A

조명기구 대피공간등 대피공간 소룩스 LED 8W

스위치 각실 제일전기 디노

콘센트 각실 제일전기 디노

일괄소등
스위치

현관 다산지앤지 현관:HBBOM240

ai 홈브레인
스위치

각실 다산지앤지
거실:AISPF242

침실1:AISPT222
침실2:AISPT212

확장시제공

현관문 도어록 현관
HDC

아이콘트롤스
H-7000S

도어카메라 현관
HDC

아이콘트롤스
IDC-810

월패드 거실
HDC

아이콘트롤스
 IHN-1010

주방TV 주방
HDC

아이콘트롤스
STV-1050N

욕실폰 욕실
HDC

아이콘트롤스
DJB-10NW

H/W

배선기구



적용위치 제조사명 모 델 명 이미지 비고

세면기 욕실1, 2 대림비앤코 CL-336S

양변기 욕실1, 2 대림비앤코 CC-201

비데 - 욕실2 콜러노비타 BD-AC50N 확장시제공

욕조 - 욕실1 디엠테크 NA-4 라크

세면기수전 욕실1, 2 대신건기산업 DSL-6013

욕조수전 욕실1 대신건기산업 DSB-6030

슬라이드바 욕실1 대신건기산업 DS-65900

샤워수전 욕실2 대신건기산업 FB-29

청소수전 욕실2 대신건기산업 DL-105&DS-SG-06M

싱크수전 주방 대신건기산업 DSS-6022

발코니수전 발코니1 대신건기산업 DS-2040&DS-SG-06W

구  분

위생도기

수전류

마감자재 리스트_설비 전타입



적용위치 제조사명 모 델 명 이미지 비고구  분

마감자재 리스트_설비 전타입

손빨래수전 발코니2 대신건기산업 DS-2005

세탁수전 발코니2 대신건기산업 DS-2005

수건걸이 욕실1, 2 동양그린 BA 6201-1

수건선반 욕실1 동양그린 BA-016

휴지걸이 욕실1, 2 동양그린
DY 01 T/

DY 01 STM-B

현관
청정

시스템
- 현관 그렉스

에어샤워청정기
/브러쉬청소기

유상옵션

공기
청정형
전열

교환기

- - 정민 
49/59A/59B:150CMH

69A/84A/84B:200CMH
유상옵션

욕실
액세서리

수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