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양 규격 회사명 이미지

비닐시트지 우드시트랩핑 제작사이즈 제작품

- - 제작품 -

우드시트랩핑 - 제작품

거실, 침실1, 2 외측 : 22mm 로이복층유리 - - -

안방 분합창 22mm 1면 로이소프트
복층유리

- - -

발코니1 22mm 로이복층유리 - - -

드레스룸, 주방식당, 발코니2 외측 : 22mm 로이복층유리 - - -

우드시트랩핑 - 제작품

유리 유리 -

프레임 AL -

- - 제작품

PVC몰딩 제작사이즈 제작품

PVC몰딩 제작사이즈 제작품

PVC몰딩 제작사이즈 제작품

PVC몰딩 제작사이즈 제작품

실크벽지 - 서울벽지

실크벽지 - 서울벽지

실크벽지 - 서울벽지

실크벽지 - 서울벽지

천장지 - LX벽지

바닥 포세린타일(중국산) 600X600 동일도기

디딤판, 걸레받이 엔지니어드스톤 - 롯데

강마루 7.5 X 115 X 800 LX하우시스

아트월 (기본품목) 포세린타일(중국산) 400X800 동일도기

아트월 (유상옵션) 포세린타일(유럽산) 600X1200 상아타일

코너비드 - 참스라인

바닥 포세린타일(중국산) 600X600 동일도기

벽 포세린타일(중국산) 600X600 동일도기

벽 재료분리대 코너비드 - 참스라인

R-YMRS 6671

제작품

천장 R82151-11

ML750 밀라스

거실, 주방, 침실 클라우드-LK

CSAE 90 (은색)마루-석재 재료분리대

TRAVERTINE

TRAVERTINE

CSA 1051 (연회색)

YMIXSTONE LG

라온건설 아산 배방 프라이빗 84㎡ TYPE (건립_84A/B/C, 미건립_84D,84E/F)

구         분 모델명

창호 및 문틀, 문선, 걸레받이 등 SWP09-M4 (KCC)

BLUE SAVOY-MOON

거실

현관

F3372 METALLIC CHARCOAL (KCC)

실외기실 도어 -

창 호

세대 방화문 (MH 시공X) -

창호 SWP09-M4 (KCC)

유리

2293-2

현관창고, 팬트리, 드레스룸

바닥재

[타일,석재 재료분

리대, 합판마루]

욕실1

몰딩

천장 WAL 57-89(LG)

등박스

4137-4

침실1,2 2293-2

-

우물천장 간접 등박스 (유상옵션) WAL 57-89(LG)

WAL 57-89(LG)

걸레받이 SWP09-M4 (KCC)

-

-

-

침실 목창호 SWP09-M4 (KCC)

드레스룸

3연동도어

(유상옵션)

그레이 사틴 유리

도배지

거실 2293-2

안방

22.06



사양 규격 회사명 이미지

라온건설 아산 배방 프라이빗 84㎡ TYPE (건립_84A/B/C, 미건립_84D,84E/F)

구         분 모델명

22.06

젠다이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 KCC

DOOR SILL 인조대리석(MMA) - 롯데

바닥 포세린타일(중국산) 600X600 동일도기

벽 포세린타일(중국산) 600X600 동일도기

벽 재료분리대 코너비드 - 참스라인

젠다이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 KCC

DOOR SILL 인조대리석(MMA) - 롯데

샤워부스 SILL 인조대리석(MMA) - 롯데

벽 (기본품목) 도기질 타일(국산) 300X600 동일도기

상판 (기본품목) 엔지니어드스톤 - 롯데

벽 (유상옵션) 세라믹타일 (중국산) 6T 상아타일

상판 (유상옵션) 세라믹타일 (중국산) 12T 상아타일

바닥 자기질 타일 300X300 동일도기

세탁단 SILL 인조대리석(MMA) - 롯데

인조강화석 - 가우테크

세면수전 CHROME -

욕조수전 CHROME -

슬라이딩바 CHROME -

세면수전 CHROME -

샤워수전

(심플 선반형 레인샤워)
CHROME -

청소용수전 CHROME -

주방 씽크수전 CHROME -

발코니밸브 CHROME -

스프레이건 CHROME -

세탁기 수전 CHROME -

손빨래 수전 CHROME -

욕실1,2 양변기 투피스 양변기 -

욕실1 세면기 반다리 세면기 -

욕실2 세면기 반다리 일체형 세면기 -

FI4209

욕실1

바닥재

[타일,석재 재료분

리대, 합판마루]

욕실1

FA1611

FB2811

FH6115 / M1BJ26

PT857 페블티로즈

FI4300ZI (온/냉 2종)

C322500A / C421500T

C151500L

CCASF516

위생도기

수전

KSV-810 어반스모크

PT857 페블티로즈

아메리칸스탠다드

FD1864 (2기능)

CSA 1051 (연회색)

KSV-810 어반스모크

욕실2

YLECCE01

YLECCE01

SG428 샌디드구스

NGF 8874

SG428 샌디드구스

SA-DST32320

발코니2

M1BJ92

FI4300AI (냉/온 2종)

FC5788

파우더 상판 (유상옵션) KS-007 달몬드

FA1611

FJ7065

욕실2

발코니1

발코니2

주방

CH949 차콜

SA-DSS26320

3948M



사양 규격 회사명 이미지

라온건설 아산 배방 프라이빗 84㎡ TYPE (건립_84A/B/C, 미건립_84D,84E/F)

구         분 모델명

22.06

위생도기 욕실2 비데 비데 - 아메리칸스탠다드

욕실1 민자에이프런 - 새한산업

수건걸이 욕실1,2 수건걸이 -

수건선반 욕실1 수건선반 -

욕실1 트레이 겸용 매립휴지걸이 -

욕실2 트레이 겸용 매립휴지걸이 -

욕실2 - - 삼성티지엘

욕실1 PS몸체+AL도어 슬라이딩 제작사이즈

욕실2 PS몸체+AL도어 슬라이딩 제작사이즈

욕실1 ABS  판넬 제작사이즈

욕실2 ABS  판넬 제작사이즈

현관장 서라운드 PET

현관장 도어 PET

현관장 손잡이 AL

현관창고 서라운드 PET

현관창고 도어 유리

현관창고 손잡이 AL

복도팬트리 서라운드 PET

복도팬트리 도어 PET

복도팬트리 손잡이 AL

드레스룸 서라운드 PET

드레스룸 도어 유리

드레스룸 손잡이 AL

파우더장 PET

파우더장 손잡이 PET

붙박이장 MAIN PET

붙박이장 POINT PET

붙박이장 손잡이 AL

주방가구 PET 제작사이즈 제작품

BS-01

휴지걸이

안방

(유상옵션)

MNK80M0 (KCC)

NU-007L-1

욕조 HBT-W001 (하이그로시욕조)

샤워부스 제작품

욕실장

제작품

제작품

욕실천장재

제작품

일반가구

침실1

(유상옵션)

MNK80M0 (KCC)

MNK80M0 (KCC)

IK-A52 (일광)

상부장, 하부장 MNK80M0 (KCC)

욕실 액세서리

제작사이즈 제작품

범한공업

삼성티지엘

새한산업

MNK80M0 (KCC)

MNK80M0 (KCC)

IK-A52 (일광)

그레이경

IK-A52 (일광)

제작품

MNK80M0 (KCC)

MN012MO (KCC)

IK-A52 (일광)

MN012MO (KCC)

MNK80M0 (KCC)

C832700E

현관

복도

N-1202-2

N-2202-2

안방

MNK80M0 (KCC)

그레이 사틴 유리

IK-A52 (일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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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건설 아산 배방 프라이빗 84㎡ TYPE (건립_84A/B/C, 미건립_84D,84E/F)

구         분 모델명

22.06

PET

PET

AL

우드시트랩핑

우드시트랩핑

우드시트랩핑

우드시트랩핑

도어락 번호,지문,카드 85X387X65.5 삼성

니켈 헤어라인 (재질:AL)
-

실버 (STEEL 재질 황동고리) -

  실버 -

3구 가스쿡탑 - 590 x 101 x 505

비스포크 인덕션 빌트인 (유상옵션) -
600 x 520 x 56

(타공:560x480x65)

빌트인 전기오븐 - 596 x 460 x 472

비스포크 키친핏 냉장고 (유상옵션) -
595 x 1,853 x 688 /
912 x 1,853 x 697

침니형 후드 스텐 sk매직

도어카메라 - 110X130X14

통합형월패드 - 320X234X10

욕실폰(부부) - 163X92X4 코스텔

거실 에어컨 (유상옵션) 시스템에어컨 1,200 x 138 x 450

안방 에어컨 (유상옵션) 시스템에어컨 970 x 135 x 410

침실1,2 에어컨 (유상옵션) 시스템에어컨 970 x 135 x 410

- 파세코

- 하츠

AL, ACRYL Ø80 X H45 유투코리아

ABS, PC Ø109 X H42.5 유투코리아

거실등 AL, ACRYLIC, STEEL L900 X W900 X H65 알텍

우물천장,커튼박스 간접등 (유상옵션) ABS, PC
L1200 (8EA)
/ 900 (2EA)
/ 300 (2EA)

PC Ø110 X H38

제작사이즈 제작품

전등류

유투코리아

도어

하드웨어

현관센서등 LED 10W

LED 15W

복도등 LED 6W

거실

시스템가구

삼성

RHD-139TP

홈넷

CPN-163E

CHS-1400MB

코맥스

삼성

아일랜드 도어 MNK80M0 (KCC)

현관 디지털 도어락 SHP-P71

냉장고장, 키큰장 MNK80M0 (KCC)

주방가구

현대정밀

제작사이즈 제작품

RQ34A7945AP(우힌지) / RF60A91R1AP

드레스룸 선반 (유상옵션) SWP09-M4 (KCC)

현관창고센서등 LED 5W

SWP09-M4 (KCC)

복도팬트리 선반 SWP09-M4 (KCC)

현관 창고 선반 SWP09-M4 (KCC)

침실, 욕실 도어락

침실, 욕실 정첩

침실, 욕실 도어스토퍼

5000 별마루 SN

HHH802VNC-4035-1

HD - 500

기기

전열교환기 PHES-200H-H20

DRC-40QHM

주방

NA63K5141NS

에어컨

AJ072MB1PBC1

AJ023MB1PBC1

AJ020MB1PBC1

전동빨래건조대 PCD-100

NZ63T7757SR

NQ36A6555CK

LED 150W

손잡이 IK-A52 (일광)

드레스룸 선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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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등 AL, ACRYIC L2900 X D50 X H50

식탁등 STEEL Ø100 X H105

아일랜드등 AL L220 X W68 X H50

STEEL, AL L600 X W600 X H45

AL, ACRYIC L1500 X D50 X H50

AL, PC Ø68 X H95

STEEL, AL L600 X W600 X H45

PC Ø110 X H38

AL, ACRYIC L1200 X D50 X H50

PC Ø110 X H38

STEEL, PC Ø270 X H80

ABS, 확산PC W200 X D120 X H65

일괄소등+가스제어+E/V+

복도등+정보
- -

대기2회로 + 조명 1~3회로

(안방)
- -

대기2회로 + 조명 1~3회로

(주방)
- -

대기2회로 + 조명 1~3회로

(침실1,2)
- -

디노 스위치 1구 - 75X123

디노 스위치 2구 - 75X123

디노 스위치 2구 하휀 - 75X123

디노 스위치 3구 - 75X123

디노 스위치 3구 하휀 - 121.4X123

디노 스위치 4구 - 121.4X123

디노 스위치 5구 우하휀 - 121.4X123

디노 스위치 6구 - 121.4X123

디노 콘센트 1구 - 75X123

디노 콘센트 2구 - 75X123

디노 콘센트 2구 가로형 - 123X75

방우형콘센트 2구 - 74.4X132.6

방우형콘센트 2구 가로형 - 122.6X73.6

배선기구

콘센트

제일전기

-

-

-

-

-

-

팬트리 매입등

안방 드레스룸등 LED 60W

LED 6W

안방 파우더등 (유상옵션) LED 12W

다산지앤지

전등류 유투코리아

안방등 LED 50W + 15W

침실등

주방

욕실1 욕조등, 욕실2 샤워부스등 LED 6W

LED 90W

LED COB 10W

LED 20W

발코니2등 LED 10W

LED 10W

-

-

-

-

스위치

-

-

-

HYSPT2

HBBOM243

HYSPT2

HYSP2

실외기실 벽등

욕실 매입등 (욕실1,2)

LED 50W + 15W

LED 2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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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기구 콘센트 아일랜드 매립형 콘센트 (유상옵션) - 262 x 88 르그랑 코리아

도장 도장 - 제작품NA 155 (KCC)발코니1,2, 실외기실

빌트인 콘센트2구+USB2포트+무선 충전


	84㎡ 마감재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