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6㎡A, 84㎡A/AT/B/BT/C TYPE

■ 인테리어

구분 사양 모델명 이미지 비고

천장 천장지 97417-2

메인시트 시트  PAT09

바닥 강마루 PWH-NE6362 HPL

현관

신발장1 도어 
(일상화수납)

PET+유리
KAFG5-SC+그레이경
(루브/RS01GM-UR)

신발장2 도어 PET YEQ39-SS
84A/AT/B/BT

TYPE

현관
팬트리

메인 국산벽지 57174-4
84A/B TYPE

현관 + 주방
유상옵션 선택시

현관
창고

도어 PET YEQ39-SS 유상옵션

걸레받이 인조강화석 KSM-106 코모도 샘플기준 사후 입찰

벽 국산벽지 88252-3

바닥

메인 타일 IRENE DTN GREY

디딤판 인조강화석 KSM-106 코모도 샘플기준 사후 입찰

중문 유리
그레이 투명 유리+비산

방지필름 
(루브/RNG5-UR)

유상옵션,
샘플기준 사후 입찰

거실/ 
복도

벽체

메인 국산벽지 88252-3

84A/AT/B/BT 
TYPE

거실 하이브리드월
선택시 동일

거실 
아트월

타일 SA-126598 유상옵션

복도
팬트리
벽체

메인 국산벽지 57174-4

복도
팬트리

도어 PET YEQ39-SS
76Ａ, 84C TYPE

유상옵션

주방

주방 상·하부장 PET KAGB6-SC

아일랜드장 PET KAGB6-SC

냉장고장·
김치냉장고장 
·수납장

PET KAGB6-SC 유상옵션

장식장 도어 PET+유리
KAGB6-SC +

그레이투명 유리
(루브/RNG5-UR)

84A/B TYPE
유상옵션

주방
팬트리
벽체

메인 국산벽지 57174-4
84A/B TYPE

현관 + 주방
유상옵션 선택시

주방
팬트리

도어 PET KAGB6-SC
84A/B TYPE

유상옵션

주방벽 타일 DQM 8914

주방상판 MMA PG886 페블지니스 샘플기준 사후 입찰

벽 &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GG950 골드캐년

그레이
유상옵션,

샘플기준 사후 입찰

팬트리 벽체 메인 국산벽지 4033-1
84A/B TYPE 기본
84AT/BT TYPE

안방

벽체 메인 국산벽지 88185-1

드레스룸 
벽체

메인 국산벽지 57174-4

드레스룸 
도어

도어 PET YEK61-SS 유상옵션

파우더장

도어

PET YEK61-SS

유상옵션

은경장 은경

상판 인조강화석 KSM-106 코모도 샘플기준 사후 입찰

붙박이장 도어

PET YEK61-SS

유상옵션

은경장 은경

침실1

벽체 메인 국산벽지 4033-1

드레스룸 
벽체

메인 국산벽지 57174-4 76A TYPE

드레스룸 
도어

도어 PET YEK61-SS
76A TYPE

유상옵션

대형
드레스룸

도어 유리
그레이 투명 유리 +

비산방지필름 
(루브/RNG5-UR)

76A TYPE
유상옵션

샘플기준 사후 입찰

붙박이장

도어 PET KAEL8-SS

데일리
코디 
후면

PET KAEQ8-SS

오픈장 은경장 은경

침실2

벽체 메인 국산벽지 4033-1

붙박이장

도어 PET KAEL8-SS

유상옵션

데일리
코디 
후면

PET KAEQ8-SS

오픈장 은경장 은경

공용 
욕실

천장 ABS ABS 천정판넬 샘플기준 사후 입찰

벽체 메인 타일 DQK 1464

바닥 타일 NGK 9894

젠다이 인조강화석 KSM-106 코모도 샘플기준 사후 입찰

도어SILL MMA T-210 레베카 샘플기준 사후 입찰

부부 
욕실

천장 ABS ABS 천정판넬 샘플기준 사후 입찰

벽체 메인 타일 DQL 8664

바닥 타일 NGK 9894

젠다이 인조강화석 KSM-106 코모도 샘플기준 사후 입찰

도어SILL MMA T-210 레베카 샘플기준 사후 입찰

샤워SILL MMA T-235 테티스 샘플기준 사후 입찰

시스템
선반

현관 창고 LPM LT-SGY175 유상옵션

복도 팬트리 LPM LT-SGY175
76A,84C

TYPE
유상옵션

대형
복도 팬트리

LPM LT-SGY175
76A TYPE

유상옵션

안방 드레스룸/ 
대형 드레스룸

LPM LT-SGY175 유상옵션

주방 팬트리 LPM LT-SGY175
84A/B TYPE

유상옵션

발코니2 LPM LT-SGY177

침실1 드레스룸/
대형드레스룸

LPM LT-SGY175
76A TYPE

유상옵션

거실 칸칸 
하이브리드월

선반LPM EPL-TNR403

84A/AT/B/BT
TYPE

유상옵션

서랍장LPM LPM-337

침실 칸칸 
하이브리드월

백판LPM FBI-TRL023

유상옵션

선반, 서랍장LPM LPM-322

발코니1 바닥 타일 TFF 8349

대피공간/
실외기실

바닥 타일 TFF 8349

발코니2

천장 ABS ABS 천정판넬 샘플기준 사후 입찰

바닥SILL MMA T-235 테티스 샘플기준 사후 입찰

바닥 타일 TFF 8349



■ 전기

구분 사양 모델명 이미지 비고

조명

현관 현관센서등 W285 x D285 x H60 LED 15W

팬트리

팬트리등
(알파룸형)

Ø610 x H80 LED 40W
84A/B TYPE

기본

팬트리
센서등

W250 x D250 x H70 LED 10W
84A/B TYPE

현관+주방
유상옵션 선택시

거실

거실등

W720 x D420 x H56 LED 50W/3

W780 x D780 x H50 LED 80W/2 유상옵션

간접등
W VAR x D32.3 x 

H35.5
LED 10~20W 유상옵션

복도 복도등 Ø110 x H60 LED 8W

주방

주방등1 W1000 x D200 x H30 LED 30W
84A/AT/B/BT

TYPE

주방등2 W700 x D200 x H30 LED 25W

식탁등

Ø98 x H120 LED 8W/3
84A/AT/B/BT

기본

Ø100 x H117

LED 8W/2 76A

LED 8W/3
84A/AT/B/BT

유상옵션,
84C

간접등
W VAR x D32.3 x 

H35.5
LED 10~20W 유상옵션

안방 안방등 W620 x D620 x H56 LED 50W

드레스룸

파우더룸등 Ø110 x H60 LED 8W

드레스룸등 W250 x D250 x H70 LED 15W

침실 침실1,2등 Ø610 x H80 LED 40W

욕실

공용욕실,
부부욕실 등

W707 x D207 x H60 LED 25W

샤워부스 
방습등

Ø175 x H78 LED 10W

발코니2 발코니2등 Ø170 x H78 LED 15W

실외기실 벽부등 W121 x D203 x H70 LED 10W

기기 
(기타)

주방

기본제공

3구 가스쿡탑 SSGC-3605SABH

렌지후드 PHD-FR902TD

오븐

광파오븐 MZ385EBT 유상옵션A

스팀오븐 EON-B401SA 유상옵션B

쿡탑

3구 하이브리드 ERA-BTH32 유상옵션A

3구 인덕션 NZ63T5701AK 유상옵션B

냉장고 BI냉장고

BRS685050SR 유상옵션A

S711SI24B 유상옵션B

김치냉장고 BI김치냉장고

RQ22K5L/R01EC 유상옵션A

K221PR14BL1/R1 유상옵션B

식기세척기 식기세척기

DW60T7065SS
(가구판넬 부착형)

유상옵션A

DUB22SB 유상옵션B

현관문 스마트 도어락 P6000-BFR

현관

일괄 소등 스위치

현관도어카메라 CDC-200

거실 월패드 CSH-5100

주방

주방 통합스위치

주방 액정TV CVK-118AX

각실 스마트스위치

공용욕실, 부부욕실

욕실휀 FZA2-C90_MD

욕실 스마트 환기휀 FHD-P150S1 유상옵션

부부욕실 스피커폰 CPN-163E

발코니1 전동빨래건조대 AL4000FS

76㎡A, 84㎡A/AT/B/BT/C TYPE



■ 설비

구분 사양 모델명 이미지 비고

설비

주방 주방수전 1EA DD-2720ES

주방

음식물 탈수기 1EA PHD-077

절수페달 1EA JATA-2200

공용 
욕실

양변기 1EA C947

세면기 1EA L354SD/A800G

세면기수전 1EA DD-330ES

욕조수전 1EA DD-101ES

슬라이드바 1EA DD-8133AC

양변기 청소용 수전 1EA
DD-1560,스프레이건, 

 호스(1.5m)

휴지걸이 1EA N-1205-2T

수건걸이 1EA KH-525S-1

코너선반 1EA NU-607-7

욕조 1EA BT16-004

부부 
욕실

양변기 1EA C947

세면기 1EA L206SD/A203G

세면기수전 1EA DD-330ES

샤워수전(선반형) 1EA DD-652NS

양변기 청소용 수전 1EA
DD-1560,스프레이건, 

 호스(1.5m)

휴지걸이 1EA N-2205-2T

수건걸이 1EA KH-525S-1

비데 1EA BD-AC50N

발코니

세탁수전(냉,온) 1EA DD-4402

손빨래수전(냉,온) 1EA  DD-4400 

발코니 청소용 수전 1EA
DD-1548C+스프레이건, 

호스(2m)

76㎡A, 84㎡A/AT/B/BT/C TYP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