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능역 하우스토리 리버블리스

[ 분양승인용 마감재 리스트 ]

세대

54A(VR),54B,59A(VR),59B / 67,74A,74B(VR),74C



 부    위    명 품   명 업  체  명 이 미 지 비      고

SHEET 메인시트

케이싱 공통

걸레받이 공통

욕실도어 SILL [하이막스] 베이지아일랜드 G109

발코니 SILL [하이막스] 쿠키 G116

샤워부스 SILL (부부) (59A,59B) [하이막스] 스틸콘크리트 G555

욕실 코너비드 (공용)

욕실 코너비드 (부부)

현관/거실/주방 BC6091-1

침실1 C5451-3

드레스룸 (59A,59B) BC6110-5 유상옵션

침실2/침실3 10424-1 신한벽지

천장 54013-1 개나리벽지

세탁실/발코니/실외기실 벽,천장 [KCC] NA 155  본공사

실외기실 바닥 우레탄 도장  본공사

공용/부부 욕실 ABS (평판)  제작품

공통 지정 패턴 마루  제작품

LX하우시스

도장

 4.강마루

3.욕실천장재

2.수장

54㎡A, 59㎡A MATERIAL LIST (54B,59B)

구         분

 1.몰딩류

/SHEET

재료 분리대

HC 4304 한솔

참스라인CSA 1050 (페르가몬)

도배

DID벽지

(주)남광토건



 부    위    명 품   명 업  체  명 이 미 지 비      고

54㎡A, 59㎡A MATERIAL LIST (54B,59B)

구         분

현관 디딤판/걸레받이 [비아테라] 앙카라 M019

욕실 젠다이 (공용/부부) [비아테라] 앙카라 M019

주방 상판 [하이막스] 윈터그레이 G137 기본

주방 상판,벽 [비아테라] 올멕 MA103 유상옵션

주방 장식장 상판,벽

(54A,54B,59B)
[비아테라] 올멕 MA103 유상옵션

주방 아일랜드 상판 (59A) [비아테라] 올멕 MA103 유상옵션

화장대 상판 (59A,B) [비아테라] 말라가 M008 유상옵션

현관 메인 TP-T STONE LG  외산타일 600*600

공용욕실 SFE 8259  삼영타일 300*300

부부욕실 NGJ 8634  동서타일 300*300

세탁실/발코니 FIR 6H71-1  동서타일 200*400

아트월 TP-CT 101  외산타일 400*800

주방 DQI 1942  동서타일
 기본

300*600

공용욕실 메인 SDK 495-1  삼영타일 300*600

공용욕실 포인트 SDK 495-3  삼영타일 300*600

부부욕실 메인 DQK 1404  동서타일 300*600

부부욕실 포인트 (59A,B) DQO 8534  동서타일 300*600

6.타일

바닥

5.대리석/인조대리석  LX하우시스

벽

(주)남광토건



 부    위    명 품   명 업  체  명 이 미 지 비      고

54㎡A, 59㎡A MATERIAL LIST (54B,59B)

구         분

현관 신발장 메인 [LX하우시스] YEN70-SR

현관 신발장 은경  은경

현관 신발장 도어 손잡이 [일광산업] IK-A38 컬러기준

자녀방 붙박이장 메인

(타입별 위치 확인)
[LX하우시스] YEN70-SR  1개소

자녀방 붙박이장 도어 손잡이

(타입별 위치 확인)
[일광산업] IK-A38 컬러기준  1개소

화장대 / 드레스룸 메인

(59A,B)
[LX하우시스] YEN70-SR  유상옵션

드레스룸 도어 손잡이 (59A,B) [일광산업] IK-A38 컬러기준  유상옵션

바디
[동신포리마] PIS400-H281

(컬러기준)

주방 가구장 (상부장) [한솔] HM 8003

주방 가구장 (하부장) [LX하우시스] YEN70-SR

키큰장 메인 [LX하우시스] YEN70-SR  기본,유상옵션

키큰장 도어 손잡이 도어 유사 컬러  기본,유상옵션

주방 장식장 메인 (상부장)

(54A,54B,59B)
[한솔] HM 8003  유상옵션

주방 장식장 유리도어 (상부장)

(54A,54B,59B)
그레이 하프 미러  유상옵션

주방 장식장 (하부장)

(54A,54B,59B)
[LX하우시스] YEN70-SR  유상옵션

주방 아일랜드 (59A) [LX하우시스] YEN70-SR  유상옵션

 일반가구

 

7.가구
 제작품

 주방가구

(주)남광토건



 부    위    명 품   명 업  체  명 이 미 지 비      고

54㎡A, 59㎡A MATERIAL LIST (54B,59B)

구         분

 주방가구 바디
[동신포리마] PIS400-H281

(컬러기준)

 시스템가구 드레스룸 (59A,59B) [한솔] HC 4304  기본,유상옵션

렌지후드 (침니형) DAC-90S

가스쿡탑 (3구) SSGC-3605SABH

하이브리드쿡탑 (2I+1H) IH-362DTL 유상옵션

전기오븐 EON-B450M SK매직 확장시 제공

빌트인 식기세척기 DW60B8155UG 유상옵션

(냉장) RR39A7695AP 유상옵션

(냉동) RZ32A7665AP 유상옵션

(냉동) RQ32A7645AP 유상옵션

음식물탈수기 TFD-600 가온케이티

전동빨래건조대 AL4000FS 웰테크 확장시 제공

주방TV (10인치) STV-1010V ㈜코콤

욕실장 (공용) PS 슬라이딩장  제작품

욕실장 (부부) PS 슬라이딩장  제작품

샤워부스 (부부) (59A,B) - 제작품

 

7.가구

삼성전자

 제작품

9.욕실가구/ 샤워부스

 8.가전

하츠

빌트인냉장고

(주)남광토건



 부    위    명 품   명 업  체  명 이 미 지 비      고

54㎡A, 59㎡A MATERIAL LIST (54B,59B)

구         분

현관 중문 (유리) 그레이 사틴 유리  유상옵션

현관 중문 (프레임) [일광산업] IK-A38 컬러기준  유상옵션

각 실 목도어

욕실 ABS 도어

각 실 PVC창호 (실내면)

양변기 (공용) C-404F  투피스

양변기 (부부) C-993F 원피스

세면기 (공용/부부) L-206FD

세라믹 욕조 (공용) IBT-1616  인터쿠아

씽크수전 (주방) KSJ-060C

세면기수전 (공용/부부) KLJ-060C

욕조샤워수전 (공용) KBJ-060C

슬라이드바 (공용) KS-150

레인샤워기 (부부) (59A,B) KRS-4300

청소수전(부부) G330O

 계림요업

11.위생도기류

계림요업12.수전류

지정시트 마감 [한솔 : HC 4304]

 10.도어

 제작품

제작품

(주)남광토건



 부    위    명 품   명 업  체  명 이 미 지 비      고

54㎡A, 59㎡A MATERIAL LIST (54B,59B)

구         분

손빨래수전 (세탁실) KF-10

세탁수전 (세탁실) KF-20

발코니수전 (발코니) KF-30+95010MS

수건걸이 (공용/부부) KC 4101

청소솔 (공용/부부) KI-S14-3

코너선반 (공용) KC 305-1

트레이 겸용 매립휴지걸이 (공용) KC 903T

트레이 겸용 매립휴지걸이 (부부) KC 904T

비데 (부부) KCB-4550 계림요업

현관센서등 LED 15W

주방등 LED 25W

식탁직부등 LED 10W

복도등 LED 5W

거실등 LED 50W 

안방등 LED 50W 

침실등 LED 40W

국일금속산업

 제작품14.조명기구

13.액세서리

12.수전류 계림요업

(주)남광토건



 부    위    명 품   명 업  체  명 이 미 지 비      고

54㎡A, 59㎡A MATERIAL LIST (54B,59B)

구         분

드레스룸등 (59A,B) LED 15W

공용/부부욕실 욕실등 LED 25W

샤워부스등 (59A,B) LED 10W

발코니등 LED 10W

실외기실벽등 LED 10W

시스템 에어컨 천장형 본공사 입찰품목 유상옵션

욕실 스피커폰 (부부) KBP-T30M9

디지털 도어락 KDL-2200S

월패드 KHN-T100M9

도어카메라 KC-T80M9

네트워크 스위치 (3회로) KWN2-S3-P2-A1

일괄소등 스위치 KWN1-A1-G1

15.기타

㈜코콤

14.조명기구  제작품

(주)남광토건



 부    위    명 품   명 업  체  명 이 미 지 비      고

SHEET 메인시트

케이싱 공통

걸레받이 공통

욕실도어 SILL [하이막스] 베이지아일랜드 G109

발코니 SILL [하이막스] 쿠키 G116

샤워부스 SILL [하이막스] 스틸콘크리트 G555

욕실 코너비드(공용)

욕실 코너비드(부부)

현관/거실/주방 BC6093-1

침실1 BC6093-2

현관 팬트리/드레스룸 BC6110-5 유상옵션

침실2

침실3

침실4

천장 54013-1 개나리벽지

세탁실/발코니/실외기실 벽,천장  [KCC] NA 155  본공사

실외기실 바닥  우레탄 도장  본공사

2.수장

도배

10424-1

도장

신한벽지

DID벽지

74㎡B MATERIAL LIST (67,74A,74C)

구         분

 1.몰딩류

/SHEET

G4712-C2

재료 분리대

LX하우시스

참스라인CSA 1050 (페르가몬)

LX하우시스

(주)남광토건



 부    위    명 품   명 업  체  명 이 미 지 비      고

74㎡B MATERIAL LIST (67,74A,74C)

구         분

공용/부부욕실 ABS (평판)  제작품

전체 지정 패턴 마루  제작품

현관 디딤판/걸레받이 [비아테라] 앙카라 M019

욕실 젠다이 (공용/부부) [비아테라] 앙카라 M019

주방 상판 [하이막스] 윈터그레이 G137 기본

주방 상판,벽 [비아테라] 히말라야 MU262 유상옵션

화장대 상판 [비아테라] 말라가 M008 유상옵션

현관 메인 TP-T STONE LG  외산타일 600*600

공용욕실 SFE 8259  삼영타일 300*300

부부욕실 NGJ 8634  동서타일 300*300

세탁실/발코니 FIR 6H71-1  동서타일 200*400

아트월 TP-MNT W  외산타일 400*800

주방 DQI 1942  동서타일
 기본

300*600

공용욕실 메인 SDK 495-1  삼영타일 300*600

공용욕실 포인트 SDK 495-3  삼영타일 300*600

부부욕실 메인 DQK 1404  동서타일 300*600

부부욕실 포인트 DQO 8534  동서타일 300*600

3.욕실천장재

 4.강마루

5.대리석/인조대리석  LX하우시스

바닥

6.타일

벽

(주)남광토건



 부    위    명 품   명 업  체  명 이 미 지 비      고

74㎡B MATERIAL LIST (67,74A,74C)

구         분

현관 신발장 메인 [LX하우시스] YEN70-SR

현관 신발장 도어 손잡이 [일광산업] IK-A49 컬러기준

현관 팬트리 도어 메인 [LX하우시스] YEN70-SR

현관 팬트리 브론즈경 브론즈경

자녀방 붙박이장 메인

(타입별 위치 확인)
[LX하우시스] YEN70-SR  1개소

자녀방 붙박이장 도어 손잡이

(타입별 위치 확인)
[일광산업] IK-A49 컬러기준  1개소

화장대 / 드레스룸 메인 [LX하우시스] YEN70-SR  유상옵션

드레스룸 도어 (유리) 브론즈 사틴 유리  유상옵션

바디 [동신포리마] PIS400-H281 (컬러기준)

주방가구장 (상부장) [LX하우시스] YEN70-SR

주방가구장 (하부장) [LX하우시스] S5117-5JD

키큰장 메인 [LX하우시스] YEN70-SR  기본,유상옵션

키큰장 도어 손잡이 도어 유사 칼라  기본,유상옵션

바디 [동신포리마] PIS400-H281 (컬러기준)

현관 팬트리 시스템 [LX하우시스] G4712-C2

드레스룸 시스템 [LX하우시스] G4712-C2  기본,유상옵션

 주방가구

 일반가구

 

7.가구

 시스템가구  제작품

 제작품

(주)남광토건



 부    위    명 품   명 업  체  명 이 미 지 비      고

74㎡B MATERIAL LIST (67,74A,74C)

구         분

렌지후드 (침니형) DAC-90S

가스쿡탑 (3구) SSGC-3605SABH

하이브리드쿡탑 (2I+1H) IH-362DTL 유상옵션

전기오븐 EON-B450M SK매직 확장시 제공

빌트인 식기세척기 DW60B8155UG 유상옵션

(냉장) RR39A7695AP 유상옵션

(냉동) RZ32A7665AP 유상옵션

(냉동) RQ32A7645AP 유상옵션

음식물탈수기 TFD-600 가온케이티

전동빨래건조대 AL4000FS 웰테크 확장시 제공

주방TV (10인치) STV-1010V ㈜코콤

욕실장 (공용) PS 슬라이딩장  제작품

욕실장 (부부) PS 슬라이딩장  제작품

샤워부스 (부부) - 제작품

 8.가전

하츠

삼성전자

빌트인냉장고

9.욕실가구/ 샤워부스

(주)남광토건



 부    위    명 품   명 업  체  명 이 미 지 비      고

74㎡B MATERIAL LIST (67,74A,74C)

구         분

현관 중문 (유리) 브론즈 사틴 유리  유상옵션

현관 중문 (프레임) [일광산업] IK-A49 컬러기준  유상옵션

각 실 목도어

욕실 ABS 도어

각 실 PVC창호 (실내면)

양변기 (공용) C-404F  투피스

양변기 (부부) C-993F 원피스

세면기 (공용/부부) L-206FD

세라믹 욕조 (공용) IBT-1616  인터쿠아

씽크수전 (주방) KSJ-060C

세면기수전 (공용/부부) KLJ-060C

욕조샤워수전 (공용) KBJ-060C

슬라이드바 (공용) KS-150

 10.도어

11.위생도기류

제작품

지정시트 마감

[LG하우시스 : YEN70-SR]
 제작품

12.수전류 계림요업

 계림요업

(주)남광토건



 부    위    명 품   명 업  체  명 이 미 지 비      고

74㎡B MATERIAL LIST (67,74A,74C)

구         분

레인샤워기 (부부) KRS-4300

청소수전(부부) G330O

손빨래수전 (세탁실) KF-10

세탁수전 (세탁실) KF-20

발코니수전 (발코니) KF-30+95010MS

수건걸이 (공용/부부) KC 4101

청소솔 (공용/부부) KI-S14-3

코너선반 (공용) KC 305-1

트레이 겸용 매립휴지걸이 (공용) KC 903T

트레이 겸용 매립휴지걸이 (부부) KC 904T

비데 (부부) KCB-4550 계림요업

현관센서등 LED 15W

주방등 LED 25W

식탁직부등 LED 10W

복도등 LED 5W

거실등 LED 50W 

13.액세서리

계림요업

 제작품

국일금속산업

14.조명기구

12.수전류

(주)남광토건



 부    위    명 품   명 업  체  명 이 미 지 비      고

74㎡B MATERIAL LIST (67,74A,74C)

구         분

안방등 LED 50W 

침실등 LED 40W

현관 팬트리등 LED 15W

드레스룸등 LED 15W

공용/부부욕실 욕실등 LED 25W

샤워부스등 LED 10W

발코니등 LED 10W

실외기실벽등 LED 10W

시스템 에어컨 천장형 본공사 입찰품목 유상옵션

욕실 스피커폰 (부부) KBP-T30M9

디지털 도어락 KDL-2200S

월패드  KHN-T100M9

도어카메라  KC-T80M9

네트워크 스위치 (3회로)  KWN2-S3-P2-A1

일괄소등 스위치  KWN1-A1-G1

 제작품

15.기타

㈜코콤

14.조명기구

(주)남광토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