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감재리스트



시트 메인시트 AH701-9HM AH703-9HM G4719-C2 ㈜LX하우시스

바닥 강마루 TMN329 TMN329 리치그레이 윈앤윈우드

천장 천장지 9920-1 / 현대 9028-1 / 신한 S4546-1 / DID

현관/거실/주방 C5183-2 / DID BC6092-1 /DID C5842-3 / DID

현관 팬트리 - 5051-8 / 현대 10350-8 / 신한

복도 팬트리 - 5051-8 / 현대 10350-8 / 신한

안방 10362-4 / 신한 BC6095-4 / DID 9006-4 / 현대

안방 드레스룸 - 5051-8 / 현대 10350-8 / 신한

침실1 10406-3 / 신한 9013-1 / 현대 10329-1 / 신한

침실2 9037-7 / 현대 10367-4 / 신한 10348-9 / 신한

욕실천장 욕실1, 2 ABS ABS 플랫 (등기구 별도) ABS 플랫 (등기구 별도) ABS 플랫 (등기구 별도) 비앤아이유니티

발코니1,대피공간,
발코니2,실외기실

천장/벽 도장 YA830/KCC YA830/KCC YA830/KCC 현장마감

천정몰딩 HW-325(35*15) 백색 HW-325(35*15) 백색 HW-325(35*15) 백색

우물천장몰딩 HW-P100*15 백색시트래핑 HW-P100*15 백색시트래핑 HW-P100*15 백색시트래핑

걸레받이 PVC 제작 (50*9도면참조) 제작 (50*9도면참조) 제작 (50*9도면참조)

욕실1(공용) 젠다이 재료분리대 CSA 1050-1 (진페르가몬) CSA 1050 (페르가몬) CSA 1039 (진회색)

젠다이 재료분리대 CSA 1050-1 (진페르가몬) CSA 1050-1 (진페르가몬)

샤워부스 재료분리대 CSA 1038 (회색) CSA 1038 (회색)

발코니2 바닥 재료분리대 CRP 7038 CRP 7038 CRP 7038

현관 디딤판 UG950 우랄그레이 / 롯데 UG950 우랄그레이 / 롯데 UG950 우랄그레이 / 롯데

현관 팬트리 걸레받이 - UG950 우랄그레이 / 롯데 UG950 우랄그레이 / 롯데

벽(옵션) AB144 에디론댁 버취 / 롯데 AW130 얼루션 화이트 / 롯데 UG950 우랄그레이 / 롯데 유상옵션

상판 AB144 에디론댁 버취 / 롯데 AW130 얼루션 화이트 / 롯데 UG950 우랄그레이 / 롯데

안방 화장대상판 - SB744 시에라 베드락 / 롯데 LT511 래러미 토프 / 롯데

욕실1,2 젠다이 UG950 우랄그레이 / 롯데 UG950 우랄그레이 / 롯데 UG950 우랄그레이 / 롯데

욕실1,2 도어 SILL AL645 아스펜릴리 / 롯데 AL645 아스펜릴리 / 롯데 PC829 콜리나차이 / 롯데

욕실2(부부) 샤워부스 SILL AM681 아스펜미스토 / 롯데 AM681 아스펜미스토 / 롯데 AM681 아스펜미스토 / 롯데

현관 바닥 EM CR6001 (600x600) EM WRC-AS02 (600x600) EM ST6006M (600x600)

아트월 EM NOA W120 (600x1200)  EM SA126611 (600x1200) EM LGM12601 (600x1200)

바닥(옵션) EM 6619 (600x600) EM 6619 (600x600) EM LM6620 (600x600) 유상옵션

주방/식당 벽 DQJ 1704 (300x600) / IS동서 SWD-F알파인W (300x600) / 삼현 SWD-그리트K (300x600) / 삼현

벽 메인  DQP 1484 (300x600) / IS동서 DQL 1664 (300x600) / IS동서 DQO 1534 (300x600) / IS동서

벽 포인트  DQM 2734 (300x600) / IS동서 - DQO 9534 (300x600) / IS동서

바닥 NGJ 8634 (300x300) / IS동서 NGJ 8634 (300x600) / IS동서 NGJ 9634 (300x300) / IS동서

벽 메인 DQO 1224 (300x600) / IS동서 SWD-F유레카G (300x600) / 삼현 SWD-그리트G (300x600) / 삼현

벽 포인트 DQO 9224 (300x600) / IS동서 SWD-F유레카K (300x600) / 삼현 -

바닥 NGJ 9634 (300x300) / IS동서 HLD-566F7139 (300x300) / 삼현 HLD-154S961-1 (300X600) / 삼현

발코니1,대피공간,
발코니2,실외기실

바닥 HLD-564S7136 (300*300) / 삼현 HLD-564S7136 (300*300) / 삼현 HLD-564S7136 (300*300)/ 삼현

지정 LPM 마감 지정 LPM 마감 지정 LPM 마감

지정 LPM 마감 지정 LPM 마감 지정 LPM 마감

- 지정 LPM 마감 지정 LPM 마감

지정 LPM 마감 지정 LPM 마감 지정 LPM 마감

지정 LPM 마감 지정 LPM 마감 지정 LPM 마감

PGC-A364RH PGC-A364RH PGC-A364RH ㈜파세코

BEY3GT1 BEY3GT1 BEY3GT1 유상옵션

MZ385EBT MZ385EBT MZ385EBT 유상옵션

렌지후드 침니형 DAC-90S DAC-90S DAC-90S

HFD-160SN HFD-160SN HFD-160SN

ED700 ED700 ED700 씨넷

4도어 상냉장(옵션)
BC4S1AA1

(상부 1도어: 미스트-클레이브라운
+하부2도어: 미스트-베이지)

BC4S1AA1
(상부 1도어: 솔리드-맨해튼 미드나잇

+하부2도어: 솔리드-실버)

BC4S1AA1
(상부 1도어: 솔리드-그린+하부2도어: 솔리드-실버)

3도어 김치냉장고(옵션)
BC3K1AA1

(상부 1도어: 미스트-클레이브라운
+하부2도어: 미스트-베이지)

BC3K1AA1
(상부 1도어: 솔리드-맨해튼 미드나잇

+하부2도어: 솔리드-실버)

BC3K1AA1
(상부 1도어: 솔리드-그린+하부2도어: 솔리드-실버)

벽 벽지

몰딩류

전체

PVC 몰딩

현장마감

비고

수장공사

전체

현대벽지

신한벽지

DID벽지

구             분 59 TYPE 76 TYPE 84 TYPE 업체명

주방

인조대리석 (MMA)

거실

욕실2(부부) CSA 1038 (회색)

인조석공사

엔지니어드스톤

한샘 넥서스

PVC꼼꼬미 참스라인

욕실1(공용)

욕실2(부부)

주방가구

상부장

한샘 넥서스

3구 가스쿡탑

3구 하이브리드쿡탑

에스에이플러스㈜

IS동서

삼현타일

가구공사

에스에이플러스㈜

가전기기

음식물탈수기

전동빨래건조대

LG오브제 컬렉션

광파오븐

하츠

하부장

아일랜드

FIX 판넬

키큰장/냉장고장
(옵션)

타일공사 타일

은문

유상옵션

 ■ 브라운스톤 리버뷰 단위세대 마감자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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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운스톤 리버뷰 단위세대 마감자재리스트

가전기기 -
S3MFB

색상: 블랙틴트미러(화이트캐비넷)
S3MFB

색상: 블랙틴트미러(화이트캐비넷)
에스에이플러스㈜ 유상옵션

지정 LPM 마감 지정 LPM 마감 지정 PET 마감

지정 LPM 마감 - -

- 지정 PET 마감 + 지정 5T 패턴유리마감 지정 PET 마감 + 지정 5T 패턴유리마감

- 지정 PET 마감 + 지정 5T 패턴유리마감 지정 PET 마감 + 지정 5T 패턴유리마감

- 지정 PET 마감 지정 PET 마감

- 지정 PET 마감 + 지정 5T 패턴유리마감 지정 PET 마감 + 지정 5T 패턴유리마감

지정 PET 마감 + 지정 5T 백패인트유리마감 지정 PET 마감 + 지정 5T 백패인트유리마감 지정 PET 마감 + 지정 5T 백패인트유리마감 유상옵션

지정 PET 마감 지정 PET 마감 지정 PET 마감

DV012 / 데코밸리 DV012 / 데코밸리 DV012 / 데코밸리

AH701-9HM / ㈜LX하우시스

욕실1(공용) 상부장 AL+3T은경+PS (SWP06-J3/KCC) AL+3T은경+PS (SWP06-J3/KCC) AL+3T은경+PS (SWP06-J3/KCC)

욕실2(부부) 상부장 AL+3T은경+PS (SWP06-J3/KCC) AL+3T은경+PS (SWP06-J3/KCC) AL+3T은경+PS (SWP06-J3/KCC)

현관방화문 프레임 도장마감 HC0110 / KCC HC0110 / KCC HC0110 / KCC

현관방화문 칼라강판+STS HC0110 / KCC HC0110 / KCC HC0110 / KCC

대피공간 철제문 YA830 / KCC YA830 / KCC

실외기실 철제문 JC0014 / KCC JC0014 / KCC

침실 목도어,시트랩핑 AH701-9HM / ㈜LX하우시스 AH703-9HM / ㈜LX하우시스 G4719-C2 / ㈜LX하우시스

욕실 ABS도어,시트랩핑 AH701-9HM / ㈜LX하우시스 AH703-9HM / ㈜LX하우시스 G4719-C2 / ㈜LX하우시스

터닝도어 프레임 시트랩핑 MDF 위 지정 쉬트 마감 (RS57 / ㈜LX하우시스) MDF 위 지정 쉬트 마감 (RS57 / ㈜LX하우시스) MDF 위 지정 쉬트 마감 (RS135 / ㈜LX하우시스)

각 실 이중창 내측시트랩핑 AH701-9HM / ㈜LX하우시스 AH703-9HM / ㈜LX하우시스 G4719-C2 / ㈜LX하우시스

분합문 내측시트랩핑 AH701-9HM / ㈜LX하우시스 AH703-9HM / ㈜LX하우시스 G4719-C2 / ㈜LX하우시스

터닝도어 내측시트랩핑 지정 쉬트 마감 (RS57 /  ㈜LX하우시스) 지정 쉬트 마감 (RS57 / ㈜LX하우시스) 지정 쉬트 마감 (RS135 / ㈜LX하우시스)

주방창 내측시트랩핑 - 지정 쉬트 마감 (RS57 / ㈜LX하우시스) 지정 쉬트 마감 (RS135 / ㈜LX하우시스)

백색 백색 백색

착색(도장컬러: VD0032) 착색(도장컬러: VD0032) 착색(도장컬러: VD0032)

현관 디지털도어락 PASS110-F PASS110-F PASS110-F 아사아블로이코리아㈜

안방 모티스락
02K-618-SN
색상: NICKEL

02K-618-SN
색상: NICKEL

02K-618-SN
색상: NICKEL

침실,욕실 튜블러락
R8M618-SN
색상: NICKEL

R8M618-SN
색상: NICKEL

R8M618-SN
색상: NICKEL

대피공간,실외기실 튜블러락
R8F618-SN

색상: NICKEL
R8F618-SN

색상: NICKEL
R8F618-SN

색상: NICKEL

침실
ALEZ-4035-PN
색상: NICKEL

ALEZ-4035-PN
색상: NICKEL

ALEZ-4035-PN
색상: NICKEL

욕실
ALEZ-4035-SS
색상: NICKEL

ALEZ-4035-SS
색상: NICKEL

ALEZ-4035-SS
색상: NICKEL

도어 스토퍼 침실,욕실,터닝도어 바타입
AS-2010

색상: SILVER
AS-2010

색상: SILVER
AS-2010

색상: SILVER

샤워부스 A/L + 8T 접합유리 A/L + 8T 접합유리 A/L + 8T 접합유리 창의인터네셔날

난간대 착색 착색 착색 이노스코

슬라이딩도어 현관 중문(옵션)
프레임 컬러: KCC KOFLUX F3373(Metro Bronze)
도어: 지정 브론즈사틴 글라스 5T + 비산방지필름

프레임 컬러: KCC KOFLUX F3373(Metro Bronze)
도어: 지정 브론즈사틴 글라스 5T + 비산방지필름

프레임 컬러: KCC KOFLUX F3373(Metro Bronze)
도어: 지정 브론즈사틴 글라스 5T + 비산방지필름

㈜LX하우시스 유상옵션

양변기 투피스  IC710RP  IC710RP  IC710RP 엔와이산업㈜

 L953NB  L953NB  L953NB 엔와이산업㈜

 MB-126  MB-126  MB-126 명성기업

 DD-330P  DD-330P  DD-330P

욕조수전 수납형  DD-653NS  DD-653NS  DD-653NS

휴지걸이 휴대폰거치대 겸용  N-1202  N-1202  N-1202

 KH-525S-1  KH-525S-1  KH-525S-1

 N-1301  N-1301  N-1301

양변기 원피스  IC858RP  IC858RP  IC858RP

 IL672NB  IL672NB  IL672NB

 DD-330P  DD-330P  DD-330P

 DD-1521 + B09330  DD-1521 + B09330  DD-1521 + B09330

샤워수전 하부수납형  DD-653N  DD-653N  DD-653N

휴지걸이 휴대폰거치대 겸용  N-2202-2  N-2202-2  N-2202-2 범한공업

의류관리기(옵션)

일반가구

신발장A
(76/84A 일상화)

한샘 넥서스

신발장B
(59A 일상화)

현관 팬트리

복도 팬트리 선반

안방 드레스룸 선반

현관 팬트리 선반

-

시스템선반 AH703-9HM / ㈜LX하우시스 G4719-C2 / ㈜LX하우시스 이지에프시스템

비앤아이유니티

철제문 도장마감 YA830 / KCC

목창호 동화케이팀

창호공사

방화문

금강이엠씨

PL창호

가구공사

복도 팬트리

안방 화장대

안방 드레스룸 도어

안방 수납형 붙박이장(옵션)

침실1 붙박이장

바디재

세탁실 선반

욕실장

(주)아린엠에이치씨

도어 경첩 이지경첩

(주)아린엠에이치씨

㈜LX하우시스

발코니창

실외기실 루버

하드웨어

도어록

수건걸이

변기솔

엔와이산업㈜

다다

범한공업

기타

욕실2(부부)

주방

세면기

욕조

세면기수전

기계공사

욕실1(공용)

욕실2(부부)

세면기

세면기수전

다다청소용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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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525S-1  KH-525S-1  KH-525S-1

 N-1301  N-1301  N-1301

 EH515  EH515  EH515 에코빌휴

주방  DD-2750MT  DD-2750MT  DD-2750MT 다다

발코니수전  FE201C + PF011  FE201C + PF011  FE201C + PF011

세탁수전 냉/온수 각 1개씩  FE201C  FE201C  FE201C

손빨래수전 냉/온수 각 1개씩  FE201C  FE201C  FE201C

기본형 GN-90 LED / ㈜그렉스 GN-90 LED / ㈜그렉스 GN-90 LED / ㈜그렉스 엔와이산업㈜

옵션형
(스마트 복합 환풍기)

FHD-P150S1 FHD-P150S1 FHD-P150S1 ㈜힘펠

각실제어 시스템 환기연동  DT400-MH / DT450-SH  DT400-MH / DT450-SH  DT400-MH / DT450-SH
㈜영광건업

(한국하니웰)
거실 / 각실

개별식 가스보일러  거꾸로 ECO콘덴싱-27H ㈜귀뚜라미

1안
(거실/주방(84A)/안방)

 R-W0200C2SP
R-W0600C2SP

 R-W0320C2SP
R-W0600C2SP

 R-W0200C2SP
R-W0320C2SP
R-W0600C2SP

2,3안
(거실/주방(84A)/안방

침실1or침실2)

 R-W0160K2SP
R-W0200C2SP
R-W0600C2SP

 R-W0160K2SP
R-W0320C2SP
R-W0600C2SP

 R-W0200C2SP
R-W0200C2SP
R-W0320C2SP
R-W0600C2SP

4안
(거실/주방(84A)/안방

침실1/침실2)

 R-W0160K2SP
R-W0160K2SP
R-W0200C2SP
R-W0600C2SP

 R-W0160K2SP
R-W0160K2SP
R-W0320C2SP
R-W0600C2SP

 R-W0200C2SP
R-W0200C2SP
R-W0200C2SP
R-W0320C2SP
R-W0600C2SP

전열교환기 공기청정형 SW-100C + SW-RB1 SW-100C + SW-RB1 SW-150C + SW-RB1 신우시스템㈜

50W 50W 50W

12W 12W 12W

- 10W 10W

- 10W 10W

5W 5W 5W

- 5W 5W

25W 25W 25W

8W 8W 8W

25W 30W 30W

50W 50W 50W

- 10W 10W

40W 40W 40W

40W 40W 40W

25W 25W 25W

10W 10W 10W
유상옵션
선택시

10W 10W 10W

10W 10W 10W

10W 10W 10W

㈜르그랑코리아

HDC랩스㈜

*세대 별 확장 및 비확장, 옵션 선택 및 시공 여건에 따라 수량 및 조명기구 타입 등이 변경됩니다.

전기

욕실2(부부)

범한공업

기계공사

공용

에어컨
주방84A만해당

유상옵션

수건걸이

변기솔

비데

거실등

㈜태주공업

싱크수전

대림통상

욕실환기휀

하이테크공조
(LG)

조명기구

욕실방습등

현관센서등

현관 팬트리 센서등

복도 팬트리 센서등

복도등

파우더룸등

주방등

아일랜드 식탁등

식탁등

 거꾸로 ECO콘덴싱-22H

거실, 주방, 침실 네트워크스위치 AL-SP212 / AL-SP232

다기능 일괄소등스위치 AL-SIDT

㈜알트온

주방TV DM-D5102QM(본체: 화이트)

동영엠텍㈜

욕실폰(부부) DM-706B

발코니 천장등

발코니 벽등

실외기실등

배선기구,스위치 타비앙데코(스위치) + 이프렌(콘센트)

홈네트워크시스템(월패드) IHN-TI010

안방등

안방 드레스룸 센서등

침실1등

침실2등

욕실등



시트 메인시트

AH701-9HM/LX하우시스 AH703-9HM/LX하우시스 G4719-C2/LX하우시스 

바닥 강마루

TMN329/윈앤원우드 TMN329/윈앤원우드 리치그레이 / 윈앤원우드 

천장 천장지

9920-1/ 현대 9028-1/ 신한 S4546-1 / DID

현관/거실/주방 벽 벽지

C5183-2 / DID BC6092-1 /DID C5842-3 / DID

현관 팬트리 벽 벽지 

- 5051-8 / 현대 10350-8 / 신한

복도 팬트리 벽 벽지 

- 5051-8 / 현대 10350-8 / 신한

 ■ 브라운스톤 리버뷰 단위세대 스펙북

구             분 비고

전체

수장공사

59 type 76 type 84 type



 ■ 브라운스톤 리버뷰 단위세대 스펙북

구             분 비고59 type 76 type 84 type

안방 벽 벽지

10362-4 / 신한 BC6095-4 / DID 9006-4 / 현대

안방 드레스룸 벽 벽지

- 5051-8 / 현대 10350-8 / 신한

침실1 벽 벽지

10406-3 / 신한 9013-1 / 현대 10329-1 / 신한

침실2 벽 벽지

9037-7 / 현대 10367-4 / 신한 10348-9/신한

욕실천장 욕실1,2 ABS

ABC 플랫 (등기구 별도) ABC 플랫 (등기구 별도) ABC 플랫 (등기구 별도)

발코니1, 발코니2
대피공간,실외기

실
천장/벽 도장

YA830/KCC YA830/KCC YA830/KCC

수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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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비고59 type 76 type 84 type

현관 디딤판
엔지니어드

스톤

UG950 우랄그레이 / 롯데 UG950 우랄그레이 / 롯데 UG950 우랄그레이 / 롯데

현관 팬트리 걸레받이
엔지니어드

스톤

- UG950 우랄그레이 / 롯데 UG950 우랄그레이 / 롯데

벽
(옵션)

엔지니어드
스톤

AB144 에디론댁 버취 / 롯데 AW130 얼루션 화이트 / 롯데 UG950 우랄그레이 / 롯데

유상옵션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AB144 에디론댁 버취 / 롯데 AW130 얼루션 화이트 / 롯데 UG950 우랄그레이 / 롯데

안방 화장대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 SB744 시에라 베드락 / 롯데 LT511 래러미 토프 / 롯데

욕실1,2 젠다이
엔지니어드

스톤

UG950 우랄그레이 / 롯데 UG950 우랄그레이 / 롯데 UG950 우랄그레이 / 롯데

주방 타일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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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비고59 type 76 type 84 type

욕실1,2
SILL
(도어)

인조대리석
(MMA)

AL645 아스펜릴리 / 롯데 AL645 아스펜릴리 / 롯데 PC829 콜리나차이 / 롯데

욕실2(부부)
SILL

(샤워부스)
인조대리석

(MMA)

AM681 아스펜미스토 / 롯데 AM681 아스펜미스토 / 롯데 AM681 아스펜미스토 / 롯데

현관

EM CR6001 (600x600) EM WRC-AS02 (600x600) EM ST6006M (600x600)

EM NOA W120 (600x1200)  EM SA126611 (600x1200) EM LGM12601 (600x1200)

EM 6619 (600x600) EM 6619 (600x600) EM LM6620 (600x600)

유상옵션

주방/식당

DQJ 1704 (300x600) / IS동서 SWD-F알파인W (300x600) / 삼현 SWD-그리트K (300x600) / 삼현

타일공사

바닥

거실

벽

바닥(옵션) 

아트월



 ■ 브라운스톤 리버뷰 단위세대 스펙북

구             분 비고59 type 76 type 84 type

 DQP 1484 (300x600) / IS동서 DQL 1664 (300x600) / IS동서 DQO 1534 (300x600) / IS동서

 DQM 2734 (300x600) / IS동서 - DQO 9534 (300x600) / IS동서

NGJ 8634 (300x300) / IS동서 NGJ 8634 (300x300) / IS동서 NGJ 9634 (300x300) / IS동서

 DQO 1224 (300x600)/ IS동서 SWD-F유레카G (300x600) / 삼현 SWD-그리트G (300x600) / 삼현

DQO 9224 (300x600)/ IS동서 SWD-F유레카K (300x600) / 삼현 -

 NGJ 9634 (300x300)/ IS동서 HLD-566F7139 (300x300) / 삼현 HLD-154S961-1 (300X600) / 삼현

타일공사

욕실2(부부)

벽 메인

벽 포인트

바닥

욕실1(공용)

벽 메인

벽 포인트

바닥



 ■ 브라운스톤 리버뷰 단위세대 스펙북

구             분 비고59 type 76 type 84 type

타일공사
발코니1, 발코니
2, 대피공간, 실

외기실

HLD-564S7136 (300x300)/ 삼현 HLD-564S7136 (300x300)/ 삼현 HLD-564S7136 (300x300)/ 삼현

상부장

지정 LPM 마감 지정 LPM 마감 지정 LPM 마감

하부장

지정 LPM 마감 지정 LPM 마감 지정 LPM 마감

- 지정 LPM 마감 지정 LPM 마감 

지정 LPM 마감 지정 LPM 마감 지정 LPM 마감 

지정 LPM 마감 지정 LPM 마감 지정 LPM 마감 

키큰장/냉장고장(옵션)

주방가구가구공사

바닥

가전소품장

FIX 판넬

아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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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비고59 type 76 type 84 type

유상옵션

MZ385EBT

유상옵션

렌지후드 침니형

3구 인덕션

가전기기가구공사 

ED700

전동빨래 건조대

PGC-A364RH

광파오븐 

3구 가스쿡탑

HFD-160SN

BEY3GT1

DAC-90S

음식물탈수기



 ■ 브라운스톤 리버뷰 단위세대 스펙북

구             분 비고59 type 76 type 84 type

4도어 상냉장
(옵션)

BC4S1AA1 (상부 1도어: 미스트-클레
이브라운+하부2도어: 미스트-베이지)

BC4S1AA1 (상부 1도어: 솔리드-맨해
튼 미드나잇+하부2도어: 솔리드-실버)

BC4S1AA1 (상부 1도어: 솔리드-그린
+하부2도어: 솔리드-실버)

유상옵션

3도어
김치냉장고

(옵션)

BC3K1AA1
(상부 1도어: 미스트-클레이브라운
+하부2도어: 미스트-베이지)

BC3K1AA1
(상부 1도어: 솔리드-맨해튼 미드나잇
+하부2도어: 솔리드-실버)

BC3K1AA1
(상부 1도어: 솔리드-그린+하부2도어:
솔리드-실버)

유상옵션

-

유상옵션

지정 LPM 마감 + 브론즈경 지정 LPM 마감 지정 PET 마감

지정 LPM 마감 - -

- 지정 LPM 마감 + 그레이경 지정 LPM 마감 + 브론즈경 

가전기기 

일반가구

가구공사

의류관리기
(옵션)

신발장 B 

신발장 A 

현관 팬트리

S3MFB

LG오브제
컬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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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비고59 type 76 type 84 type

- 지정 LPM 마감 + 패턴유리 지정 LPM 마감 + 브론즈 패턴유리 

- 지정 PET 마감 지정 PET 마감 

- 지정 PET 마감 + 그레이 패턴유리 지정 PET 마감 + 브론즈 패턴유리 

- 지정 PET 마감 + 백페인트 유리 지정 PET 마감 + 백페인트 유리 

유상옵션

지정 PET 마감 + 지정 포인트 PET 마감 지정 PET 마감 + 지정 포인트 LPM 마감 지정 PET 마감 + 지정 포인트 LPM 마감

시스템선반

- AH703-9HM / LX하우시스 G4719-C2 / LX하우시스

일반가구 

가구공사 

현관 팬트리 선반

침실1 붙박이장

안방 드레스룸 도어

안방 화장대

복도 팬트리

안방 수납형 붙박이장(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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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비고59 type 76 type 84 type

- AH703-9HM / LX하우시스 G4719-C2 / LX하우시스

- AH703-9HM / LX하우시스 G4719-C2 / LX하우시스

AH701-9HM / LX하우시스 AH703-9HM / LX하우시스 G4719-C2 / LX하우시스

욕실1
(공용)

상부장

A/L+3T은경(은장무광)+PS A/L+3T은경(은장무광)+PS A/L+3T은경(은장무광)+PS

욕실2
(부부)

상부장

A/L+3T은경(은장무광)+PS A/L+3T은경(은장무광)+PS A/L+3T은경(은장무광)+PS

창호공사 철제문 대피공간 도장마감

YA830 / KCC YA830 / KCC YA830 / KCC

복도 팬트리 선반

욕실

가구공사

안방 드레스룸 선반

세탁실 선반

시스템선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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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비고59 type 76 type 84 type

철제문 실외기실 도장마감

YA830 / KCC JC0014 / KCC JC0014 / KCC

안방
목도어

AH701-9HM / LX하우시스 AH703-9HM / LX하우시스 G4719-C2 / LX하우시스

침실1,2
목도어

AH701-9HM / LX하우시스 AH703-9HM / LX하우시스 G4719-C2 / LX하우시스

욕실
ABS도어,
시트랩핑

AH701-9HM / LX하우시스 AH703-9HM / LX하우시스 G4719-C2 / LX하우시스

터닝도어
프레임

시트랩핑

MDF 위 지정 쉬트 마감 (RS57 /
LX하우시스

MDF 위 지정 쉬트 마감 (RS57 /
LX하우시스

MDF 위 지정 쉬트 마감 (RS135 /
LX하우시스

PL창호 각 실 이중창 내측시트랩핑

AH701-9HM / LX하우시스 AH703-9HM / LX하우시스 G4719-C2 / LX하우시스

창호공사

침실

목창호



 ■ 브라운스톤 리버뷰 단위세대 스펙북

구             분 비고59 type 76 type 84 type

분합문 내측시트랩핑

AH701-9HM / LX하우시스 AH703-9HM / LX하우시스 G4719-C2 / LX하우시스

터닝도어 내측시트랩핑

지정 쉬트 마감 (RS57 / LX하우시스) 지정 쉬트 마감 (RS57 / LX하우시스) 지정 쉬트 마감 (RS135 / LX하우시스)

주방창 내측시트랩핑

- 지정 쉬트 마감 (RS57 / LX하우시스) 지정 쉬트 마감 (RS135 / LX하우시스)

백색 백색 백색

실외기실 루버

VD0032 / LX하우시스 VD0032 / LX하우시스 VD0032 / LX하우시스

하드웨어 도어록 현관 디지털도어락 

창호공사

도장마감

PASS110-F

발코니창

PL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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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비고59 type 76 type 84 type

안방 모티스락

침실,욕실 튜블러락

실외기실,
대피공간

튜블러락

침실 이지경첩

욕실 이지경첩

도어 스토퍼
침실,욕실
/터닝도어 바타입

도어 경첩

02K-618-SN

R8M618-SN

R8F618-SN

하드웨어

도어록

AS-2010

ALEZ-4035-PN

ALEZ-4035-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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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비고59 type 76 type 84 type

샤워부스

A/L + 8T 접합유리 A/L + 8T 접합유리 A/L + 8T 접합유리

유리 난간대

착색 착색 착색

슬라이딩도어 현관 중문(옵션) 

지정 도장 마감 + 지정 유리 마감 지정 도장 마감 + 지정 유리 마감 지정 도장 마감 + 지정 유리 마감

유상옵션

기계공사 욕실1(공용)

양변기(투피스)

욕조 

 MB-126

세면기

 L953NB

욕실2(부부)

발코니 

 IC710RP

기타



 ■ 브라운스톤 리버뷰 단위세대 스펙북

구             분 비고59 type 76 type 84 type

욕조수전 수납형 

휴지걸이 휴대폰거치대
겸용

욕실2(부부)

욕실1(공용)

기계공사
 KH-525S-1

양변기(원피스)

수건걸이

세면기수전

 DD-330P

 N-1301

 IC858RP

변기솔

DD-653NS

 N-1202



 ■ 브라운스톤 리버뷰 단위세대 스펙북

구             분 비고59 type 76 type 84 type

샤워수전 하부수납형 

휴지걸이
휴대폰거치대

겸용

기계공사 욕실2(부부)

 KH-525S-1

 DD-1521 + B09330

 IL672NB

 DD-653N

 N-2202-2

수건걸이

세면기

청소용수전

세면기수전

 DD-330P



 ■ 브라운스톤 리버뷰 단위세대 스펙북

구             분 비고59 type 76 type 84 type

주방

공용

기계공사

 
N-1301

손빨래수전

발코니수전

 EH515

변기솔

비데 

세탁수전

 DD-2750MT

 FE201C(수전) + PF011(스프레이건)

싱크수전

 FE201C

 FE201C

욕실2(부부)



 ■ 브라운스톤 리버뷰 단위세대 스펙북

구             분 비고59 type 76 type 84 type

기본형

옵션형

각실제어
시스템

환기연동 거실 / 각실

 거꾸로 ECO콘덴싱-27H

1안(거실/주방
(84A)/안방)

 R-W0200C2SP / R-W0600C2SP  R-W0320C2SP / R-W0600C2SP  R-W0200C2SP / R-W0320C2SP
R-W0600C2SP

주방84A만해당
유상옵션

2,3안(거실/주
방(84A)/안방
침실1or침실2)

 R-W0160K2SP / R-W0200C2SP
/ R-W0600C2SP

 R-W0160K2SP / R-W0320C2SP
/ R-W0600C2SP

 R-W0200C2SP / R-W0200C2SP
R-W0320C2SP / R-W0600C2SP

주방84A만해당
유상옵션

기계공사 공용

GN-90 LED

개별식 가스보일러

 FHD-P150S1

 DT400-MH / DT450-SH

 거꾸로 ECO콘덴싱-22H

욕실환기휀

에어컨
(옵션)



 ■ 브라운스톤 리버뷰 단위세대 스펙북

구             분 비고59 type 76 type 84 type

에어컨
(옵션)

4안(거실/주방
(84A)/안방

침실1/침실2)

 R-W0160K2SP / R-W0160K2SP
/ R-W0200C2SP / R-W0600C2SP

 R-W0160K2SP / R-W0160K2SP
/ R-W0320C2SP / R-W0600C2SP

 R-W0200C2SP / R-W0200C2SP
R-W0200C2SP / R-W0320C2SP
R-W0600C2SP

주방84A만해당
유상옵션

전열교환기 공기청정형

 SW-150C + SW-RB1

 LED 50W  LED 50W  LED 50W

 LED 50W  LED 50W  LED 50W

 LED 40W  LED 40W  LED 40W

 LED 40W  LED 40W  LED 40W

공용기계공사

거실등

안방등

전기 조명기구

침실2등

침실1등

 SW-100C + SW-RB1



 ■ 브라운스톤 리버뷰 단위세대 스펙북

구             분 비고59 type 76 type 84 type

 LED 25W  LED 25W  LED 25W

 LED 25W  LED 30W  LED 30W

 LED 8W  LED 8W  LED 8W

 LED 12W  LED 12W  LED 12W

 -  LED 10W  LED 10W

 -  LED 10W  LED 10W

조명기구 전기 

주방등

식탁등

현관센서등

아일랜드 식탁등

현관 팬트리 센서등

복도 팬트리 센서등



 ■ 브라운스톤 리버뷰 단위세대 스펙북

구             분 비고59 type 76 type 84 type

 -  LED 10W  LED 10W

 LED 5W  LED 5W  LED 5W

 -  LED 5W  LED 5W

 LED 25W  LED 25W  LED 25W

 LED 10W  LED 10W  LED 10W

유상옵션
선택시

 LED 10W  LED 10W  LED 10W

전기 조명기구

욕실방습등

파우더룸등

욕실등

발코니 천장등

안방 드레스룸 센서등

복도등



 ■ 브라운스톤 리버뷰 단위세대 스펙북

구             분 비고59 type 76 type 84 type

 LED 10W  LED 10W  LED 10W

 LED 10W  LED 10W  LED 10W
조명기구 

전기 

홈네트워크시스템(월패드)

욕실폰(부부)

 DM-706B

발코니 벽등

주방TV

 DM-D5102QM

실외기실등

 IHN-T1010

배선기구,스위치

 타비앙데코(스위치) + 이프렌(콘센트)



 ■ 브라운스톤 리버뷰 단위세대 스펙북

구             분 비고59 type 76 type 84 type

전기 

*세대 별 확장 및 비확장, 옵션 선택 및 시공 여건에 따라 수량 및 조명기구 타입 등이 변경됩니다.

 AL-SP212 / AL-SP232

다기능 일괄소등스위치

 AL-SIDT

거실, 주방, 침실 네트워크스위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