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광주 탄벌 서희스타힐스 2단지 아파트 신축공사/기준층/확장형

업체명 모델명 사양/규격

건축마감재

현대L&C S211 국산 PVC비닐시트

현대L&C PAVA1T 국산 PVC비닐시트

벽지 현관 천장 신한벽지 910-11 실크벽지

벽 벽 DID벽지 BC6093-1 실크벽지

지 거실/주방/식당 천장 신한벽지 910-11 실크벽지  

우물천장 신한벽지 910-11 실크벽지

벽 DID벽지 BC6093-1 실크벽지

팬트리 천장 신한벽지 910-11 실크벽지

벽 DID벽지 BC6095-5 실크벽지

알파룸 천장 신한벽지 910-11 실크벽지

벽 DID벽지 BC6095-5 실크벽지

침실1(안방) 천장 신한벽지 910-11 실크벽지  

 벽 DID벽지 BCX6210-2 실크벽지

드레스룸 천장 신한벽지 910-11 실크벽지

벽 DID벽지 BC6095-5 실크벽지

침실2 천장 신한벽지 910-11 실크벽지  

벽 신한벽지 10372-2 실크벽지

 침실3(붙박이장) 천장 신한벽지 910-11 실크벽지

벽 신한벽지 10351-2 실크벽지

바닥재 거실/주방/식당  바닥  제작마루  밀키화이트(유사색상) 강마루,7.5*95*800

바 팬트리  바닥  제작마루  밀키화이트(유사색상) 강마루,7.5*95*800 59A

닥 알파룸  바닥  제작마루  밀키화이트(유사색상) 강마루,7.5*95*800 59C

재 침실1(안방)  바닥  제작마루  밀키화이트(유사색상) 강마루,7.5*95*800

드레스룸  바닥  제작마루  밀키화이트(유사색상) 강마루,7.5*95*800 59A

침실2,3  바닥  밀키화이트(유사색상) 강마루,7.5*95*800

타일 현관 바닥 수입타일 SH HL-66172 포세린타일,600*600

타 거실 벽(아트월) 수입타일  SH UHG GL6001 포세린타일,600*600

일 주방/식당 벽  대동타일 DW9264 도기질타일,600*300

/ 욕실1(공용) 벽(메인)  대동타일 DW9539 도기질타일,600*300

석 벽(포인트)  대동타일 DW9355 도기질타일,600*300

재  바닥  대동타일 DF4534 자기질타일,300*300

욕실2(부부) 벽  태영세라믹 TWHD 2368M 도기질타일,600*300

 바닥  태영세라믹  TFF 3205 자기질타일,300*300

발코니1 바닥  태영세라믹  TFD 8203 자기질타일,200*400

발코니2(세탁실) 바닥  태영세라믹  TFD 8203 자기질타일,200*400

대피공간 바닥  태영세라믹  TFD 8203 자기질타일,200*400

실외기실 바닥  태영세라믹  TFD 8203 자기질타일,200*400

인조석 욕실1(공용) 도어하부SILL 아티마 카라멜 BMC,750*50*60

비누턱상판 롯데케미칼  PB852 페블볼더 MMA,도면기준

욕실2(부부) 도어하부SILL 아티마 카라멜 BMC,750*50*60

 비누턱상판 롯데케미칼 PC855 페블초콜렛 MMA,도면기준

재료분리대(샤워부스) 아티마 베네티안샌드 BMC,도면기준

발코니2(세탁실) 재료분리대 아티마 카라멜 BMC,도면기준

주방/식당 상판 롯데케미칼  PC821 페블케이퍼 MMA,도면기준

상판/벽 롯데케미칼 ML750 밀라스 엔지니어드스톤,20T,도면기준 *유상옵션

천연석 현관 디딤판/첼판 천연석 델리카토크림(유사색상) 대리석,도면기준

마감재 리스트

품                 목 비    고

MAIN SHEET
PVC창호

WD,ABSD,주방창,터닝도어,걸레받이,시스템가구

견본주택 건립 - 59㎡A

미건립 59㎡C,E 동일 마감재 적용

59C

59A

59A

2 (주)서희건설



■ 광주 탄벌 서희스타힐스 2단지 아파트 신축공사/기준층/확장형

업체명 모델명 사양/규격

품                 목 비    고

견본주택 건립 - 59㎡A

미건립 59㎡C,E 동일 마감재 적용

드레스룸 화장대상판 천연석 델리카토크림(유사색상) 대리석,도면기준

도아록 침실1(안방)  목문도어록  업체 미정 일반레버형 MH미설치

창 침실2,3  목문도어록  업체 미정 일반레버형 MH미설치

호 욕실1,2  목문도어록  업체 미정 일반레버형 MH미설치

 금속문 현관  FSD 제작창호 지정분체도장 1000*2200 MH미설치

대피공간  FSD 제작창호 지정도장(KCC HB0178 유사색상) 750*2100 MH미설치

실외기실  SD 제작창호 지정도장(KCC HB0178 유사색상) 750*2100 59E

목창호 침실1(안방)  목문틀+도어 제작창호 지정PVC시트래핑 1000*2100,문선양면

 침실2  목문틀+도어 제작창호 지정PVC시트래핑 900*2100,문선일면

침실3  목문틀+도어 제작창호 지정PVC시트래핑 900*2100,문선일면

 욕실1(공용)  ABS문틀+도어 제작창호 지정PVC시트래핑 750*2100,문선일면

 욕실2(부부)  ABS문틀+도어 제작창호 지정PVC시트래핑 750*2100,문선일면

 PL창호 거실 PW 제작창호 발코니전용 이중창  지정PVC시트래핑

  침실1(안방) PD 제작창호 공틀분합 단창  지정PVC시트래핑

 드레스룸 PW 제작창호 발코니전용 이중창  지정PVC시트래핑 59A

 침실2 PW 제작창호 발코니전용 이중창  지정PVC시트래핑

침실3 PW 제작창호 발코니전용 이중창  지정PVC시트래핑

알파룸 PW 제작창호 발코니전용 이중창  지정PVC시트래핑 59C

주방/식당 PW 제작창호 발코니전용 이중창  지정PVC시트래핑

발코니1(안방) PW 제작창호 발코니전용 단창  지정PVC시트래핑

발코니2(세탁실) PD 제작창호 터닝도어/문선일면  지정PVC시트래핑

PW 제작창호 발코니전용 단창  백색

실외기실 PW 제작창호 발코니전용 단창  백색 59A,C

대피공간 PW 제작창호 편개내여닫이창  백색

AL창호 실외기실 AG 제작창호 그릴창  백색

현관 중문 우와도어 3연동 슬라이딩도어  5T 브론즈샤틴유리 *유상옵션

 몰딩/ 거실/주방몰딩 제작품 PVC몰딩 지정백색시트래핑,35*15

내 걸레받이 침실몰딩 제작품 PVC몰딩 지정백색시트래핑,35*15

장 걸레받이 제작품 PVC걸레받이 지정PVC시트래핑,80*9T

재 욕실천장 욕실1(공용) 욕실천장재  바스텍  ABS판넬 평판/점검구포함

욕실2(부부) 욕실천장재  바스텍  ABS판넬 평판/점검구포함

 일반가구 현관  신발장1 제작가구 지정무광도장+3T그레이경 도면기준

가  신발장2 제작가구 지정무광도장 도면기준

구 팬트리 가구도어 제작가구  지정무광도장 도면기준 59A

침실2 가구도어 제작가구  지정무광도장 도면기준 59E

알파룸 가구도어 제작가구  지정무광도장 도면기준 59C

거실복도 복도수납장 제작가구  지정무광도장 도면기준 59C

드레스룸 화장대장 제작가구  지정무광도장+3T은경 도면기준

가구도어 제작가구  지정무광도장 도면기준

침실1(안방) 화장대장 제작가구  지정무광도장+3T은경 도면기준 59C,E

붙박이장 제작가구  지정무광도장 도면기준 59E

 침실3 붙박이장 제작가구  지정무광도장+3T은경 도면기준

시스템가구 팬트리 시스템선반 제작가구 지정PVC시트래핑 도면기준 59A

침실2 시스템선반 제작가구 지정PVC시트래핑 도면기준 59E

알파룸 시스템선반 제작가구 지정PVC시트래핑 도면기준 59C

드레스룸 시스템선반 제작가구 지정PVC시트래핑 도면기준 59A

발코니2(세탁실) 시스템선반 제작가구 지정PVC시트래핑 도면기준,2단

욕실가구 욕실1(공용) 욕실장  대림통상 2도어SD장/가이드바(전체) PS위지정시트,H900*D190

 욕실2(부부) 욕실장  대림통상 2도어SD장/가이드바(전체) PS위지정시트,H900*D190

59A

3 (주)서희건설



■ 광주 탄벌 서희스타힐스 2단지 아파트 신축공사/기준층/확장형

업체명 모델명 사양/규격

품                 목 비    고

견본주택 건립 - 59㎡A

미건립 59㎡C,E 동일 마감재 적용

 주방가구 주방/식당  상부장 제작가구  지정LPM마감 도면기준

 하부장 제작가구  지정무광도장 도면기준

 아일랜드장 제작가구  지정무광도장 도면기준 59C,E

 냉장고장(일반) 제작가구  지정무광도장 도면기준,상부장만 설치 59A,C

 냉장고장(일반+김치) 제작가구  지정무광도장 도면기준,상부장만 설치 59E

 측면오픈장 제작가구  지정무광도장 도면기준 59A,C

오브제냉장고장 제작가구 지정무광도장 도면기준,상부장만 설치 *유상옵션

측면오픈장 제작가구 지정무광도장 도면기준 *유상옵션(59E)

 ACC 제작가구 씽크볼/조명/기타 도면기준

 주방가전 주방/식당  렌지후드  파세코  PHD-FR901M 침니형

가  전기오븐렌지  LG전자 MZ385EBT 전자렌지겸용

전  가스쿡탑 3구  하츠  SSGC-3605SABH SST,가스과열방지기포함

 하이브리드 3구  웰치  KR-SH4600 인덕션2구+하이라이트1구 *유상옵션

 인덕션 3구  웰치  KR-S4800 *유상옵션

 음식물탈수기  파세코  PHD-077

 절수풋밸브  한서정밀계기  CS320A 전기식,실버

오브제냉장고 LG전자 BC1L1AA1,전면패널 MIST BEIGE 384ℓ *유상옵션

오브제냉동고 LG전자 BC1F1AA,전면패널 MIST BEIGE 321ℓ *유상옵션

오브제김치냉장고 LG전자 BL1KAA1,전면패널 MIST BEIGE 324ℓ *유상옵션(59E)

기타가전 욕실2(부부)  비데  이누스  IS-N11 전자식

발코니1(안방)  전동식빨래건조대  컴패스  CPR-08-FL 램프/휀기능,리모컨식  

기타 난간대 발코니  발코니난간 업체 미정 일자표준형 함마톤도장

기계설비마감재

 액세서리 욕실1(공용)  수건걸이  바스텍  EL400-1 일자형

기 휴지/잡지꽂이일체형  바스텍  BAT-097 매립형

계 욕실2(부부)  수건걸이  바스텍  EL400-1 일자형

설 휴지/폰거치대일체형  바스텍  BW1600F 매립형

비  코너선반  바스텍  RS-164 강화유리

마  수전류 주방/식당  씽크수전  한라엔컴  HL-5513

감 욕실1(공용)  세면기수전  한라엔컴  HL-1313 원홀

재  욕조수전  한라엔컴  HL-113

 슬라이딩바  한라엔컴  HL-08

 욕실2(부부)  세면기수전  한라엔컴  HL-1313 원홀

 샤워수전  삼원코브라  GFB-463 레인샤워수전

발코니1(안방)  청소용수전  삼원코브라  WTC-336S 스프레이건포함

발코니2(세탁실)  손빨래수전  삼원코브라  WTC-316 냉+온

 세탁기수전  삼원코브라  WTC-326 냉+온

 위생기구 욕실1(공용)  양변기  로얄토토  RWC-217 투피스

 세면기  로얄토토  RWL-024H 독립형반다리,원형

 욕조  디엠테크  에픽 아크릴,W700

 욕조에이프런  디엠테크  NA 1 아크릴,평판

욕실2(부부)  양변기  로얄토토  RWC-601 투피스

 세면기  로얄토토  RWL-710 독립형반다리,각형

샤워부스 욕실2(부부)  샤워부스  SM인더스트리 올글라스/힌지/하부클립형 H1900,도면기준

 온도조절기 거실/침실 각방온도조절기 업체 미정 스위치일체형(침실)

 환기시스템 자연환기시스템 업체 미정 도면기준 MH미설치

 시스템에어컨 거실,침실1,2,3  LG전자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도면기준 *유상옵션

전기설비마감재

 조명기구 현관 현관센서매입등 에이엘조명산업  제작조명 LED 1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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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탄벌 서희스타힐스 2단지 아파트 신축공사/기준층/확장형

업체명 모델명 사양/규격

품                 목 비    고

견본주택 건립 - 59㎡A

미건립 59㎡C,E 동일 마감재 적용

전  거실 거실직부등 에이엘조명산업  제작조명 FPL 55W*2(2EA)

기 침실1(안방) 안방직부등 에이엘조명산업  제작조명 FPL 36W*3

설 화장대장상부매입등 에이엘조명산업  제작조명 FPL 36W*1 59C,E

비 드레스룸 화장대장상부매입등 에이엘조명산업  제작조명 FPL 36W*1

마  드레스룸매입등 에이엘조명산업  제작조명 EL 20W*1

감 침실2 침실직부등 에이엘조명산업  제작조명 FPL 36W*3

재 침실3 침실직부등 에이엘조명산업  제작조명 FPL 36W*3

주방/식당 주방매입등 에이엘조명산업  제작조명 FPL 55W*1(2EA)

 식탁펜던트 에이엘조명산업  제작조명 LED 8W*2

팬트리 팬트리매입등 에이엘조명산업  제작조명 EL 20W*1 59A

알파룸 알파룸매입등 에이엘조명산업  제작조명 EL 20W*1 59C

욕실1(공용) 욕실매입등 에이엘조명산업  제작조명 FPL 36W*1

욕실2(부부) 욕실매입등 에이엘조명산업  제작조명 FPL 36W*1

욕실매입등(샤워부스) 에이엘조명산업  제작조명 EL 20W*1,방습등

거실복도 거실복도매입등 에이엘조명산업  제작조명 LED 5W(2EA) 59E:3EA

발코니2(세탁실) 발코니직부등 에이엘조명산업  제작조명 EL 15W*1

대피공간 발코니직부등 에이엘조명산업  제작조명 EL 15W*1

실외기실 발코니직부등 에이엘조명산업  제작조명 EL 15W*1 59E

배선기구 침실1(안방) 리모컨스위치 업체 미정 PC WHITE 온도조절기통합형

침실2,3 스위치 업체 미정 PC WHITE 온도조절기통합형

 거실/주방/침실 스위치/전열용콘센트 업체 미정 PC WHITE

전화 및 TV수구 등 업체 미정 PC WHITE

 홈네트워크 현관 디지털도어록 코맥스 CDL-300L  MH미설치

 도어카메라폰 코맥스 DRC-4M

 일괄소등스위치 코맥스 NV-3043 조명+가스

 거실 월패드 코맥스 CDP-1000Y 10"LCD,화이트

조명네트워크스위치 코맥스 NV-5013 3회로

주방/식당 주방액정TV(10") 코스텔 CVK-116AX 10"LCD,화이트

욕실2(부부) 스피커폰 코맥스  CPB-200 화이트

59A

※ 이형세대는 평면 구조에 따라 가구,조명 등 마감재의 형태, 수량, 설치유무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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