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운정 3 지구 (A7 블럭 ) 제일풍경채

마감재 리스트



 

건립 84㎡A형
미건립 [84㎡B,C형]

파주운정 3 지구 (A7 블럭 ) 제일풍경채

마감재 리스트



구    분 적 용 위 치 모 델 명 제 조 사

공통

메인시트
CP-20D024

한솔
CP-20D023

현장주문제작

침실 목도어 현장주문제작

욕실 현장주문제작

바닥 강마루 모카 소프트 한솔마루

천장
전체 BASE 천정지 3001-1

서울벽지
우물천정 POINT 천정지 3001-1

벽

BASE 실크벽지 4216-3 서울벽지

BASE 실크벽지 4216-4 서울벽지
안방 드레스룸

BASE 실크벽지 4212-2 서울벽지

BASE 실크벽지 신한벽지

BASE 실크벽지 신한벽지

알파룸 BASE 실크벽지 신한벽지

BASE 실크벽지 4216-4 서울벽지

전체
천정몰딩 35x15

현장주문제작

걸레받이

우물천정몰딩

천정 ABS

천정 ABS

현관
E-STONE 롯데

바닥 BASE 폴리싱타일 600*600 지정 타일 수입

폴리싱타일 600*600 지정 타일 수입

거실 BASE 폴리싱타일 1200*600 지정 타일 수입

주방

국산타일 600*300 삼현타일

MMA 롯데

E-STONE 롯데

드레스룸 화장대 상판 E-STONE 롯데

벽
BASE 국산타일 600*300 SDK 411-1 삼영타일

POINT 국산타일 600*300 동서타일

바닥 국산타일 300*300 FDE 176-1  삼영타일

상판 MMA 롯데

B.M.C 현장주문제작

벽
BASE 국산타일 600*300 DQP 1281 동서타일

POINT 국산타일 600*300 DQP 8281       동서타일

바닥 국산타일 300*300 GGP 8284   동서타일

상판 MMA 롯데

B.M.C 현장주문제작

B.M.C 현장주문제작

발코니               
바닥 국산타일 300*300 SFE 8125    삼영타일

B.M.C 현장주문제작

옵션
KCC / F3133

현장주문제작
G&F / GF DJA 5153

■ 파주운정3지구(A7블럭) 제일풍경채 마감재리스트 (84㎡A,B,C형)

품  명  /  규  격

1.              

       수장

공사

비닐시트: 목창호

비닐시트: PVC창호, 걸레받이

거실, 주방, 침실, 발코니 PVC창호

ABS도어

현관/거실/주방

현관창고,팬트리

침실1(안방)

침실2 Z10403-1(흡착)

침실3 Z10403-1(흡착)

Z10403-1(흡착)

알파룸+드레스룸 확장시

2.              

 몰딩

PVC몰딩 + 백색비닐시트래핑

PVC+메인 SHEET 래핑 / H=60 CP-20D023/한솔

거실/주방 백색비닐시트래핑 / W12*H100 CSP402X/삼영크란츠

욕실1(공용)

욕실2(부부)

3

타일

및

석재

공사

걸레받이/디딤판 CO925 케레스

복도/거실/주방 바닥 (옵션)

벽(확장)

벽(기본형) SWD베네티노W

상판(기본형) AE642 아스펜에그쉘

벽,상판 (옵션) NW124 나터켓 웨일

IG910 임페리얼 그레이

욕실1(공용)

DQP 8284 (하프컷팅)  

AM081 아스펜미스토

도어SILL AL645 아스펜릴리

욕실2(부부)
AM081 아스펜미스토

도어SILL AL645 아스펜릴리

샤워부스SILL SG428 샌디드구스

단꺽임 SILL PT845 페블티로즈

4.              

 AL 도어

AL 도어                   

  (유상옵션)

현관중문                      

        (양개 스윙도어)

84A

AL.FRAME 위 지정 도장

5T 강화 패턴유리(안전필름부착)



구    분 적 용 위 치 모 델 명 제 조 사

■ 파주운정3지구(A7블럭) 제일풍경채 마감재리스트 (84㎡A,B,C형)

품  명  /  규  격

옵션
KCC / F3133

현장주문제작
G&F / GF DJA 5153

옵션
KCC / F3133

현장주문제작
G&F / GF DJA 5153

옵션
KCC / F3133

현장주문제작
G&F / GF DJA 5153

옵션
KCC / F3323

현장주문제작

옵션
KCC / F3323

현장주문제작

휠라

현장주문제작

도어

몸통

현장주문제작

몸통

현장주문제작

몸통

안방 화장대 현장주문제작

측면도어

상부도어

하부서랍 도어

몸통

현장주문제작손잡이

몸통

FIX 현장주문제작

현장주문제작

서랍도아

오픈장

몸통

상부장

도어

현장주문제작

몸통

하부장

도어

현장주문제작손잡이

몸통

아일랜드장 현장주문제작손잡이

몸통

4.              

 AL 도어

AL 도어                   

  (유상옵션)

현관중문                      

        (3연동 

슬라이딩도어) 84B,84C

AL.FRAME 위 지정 도장

5T 강화 패턴유리(안전필름부착)

침실3                          

       (3연동 슬라이딩)     

                   

AL.FRAME 위 지정 도장

5T 강화 패턴유리(안전필름부착)

알파룸                         

    (양개 스윙도어)

AL.FRAME 위 지정 도장

5T 강화 패턴유리(안전필름부착)
안방 드레스룸               

             (3연동 

슬라이딩)                     

                           

84A,84B

AL.FRAME 위 지정 도장

5T 강화 패턴유리(안전필름부착) P&L / 나린150-06

안방 드레스룸               

             (1도아 

슬라이딩)                     

              84C

AL.FRAME 위 지정 도장

5T 강화 패턴유리(안전필름부착) P&L / 나린150-06

5.              

가구류

일

반

가

구

현관                           

          신발장A

지정 PET

지정 3T 칼라유리+지정 AL.에지

손잡이           

 
지정 AL.손잡이

지정 PP

현관                           

          신발장B

도어,측면,

휠라
지정 PET

손잡이           

 
지정 AL.손잡이

지정 PP

현관                           

    창고장

FIX,

휠라,도어
지정 PET

손잡이           

 
지정 AL.손잡이

지정 PP

휠라,FIX 지정 PET

지정 PET

지정 3T 은경+지정 AL.에지

지정 LPM

지정 PP

침실2                          

                   붙박이장

도어,측면,

휠라
지정 PET

지정 AL.손잡이

지정 PP

복도 아트월                  

                           (

확장선택형)

지정 PET

84B(미건립)                

현관장식장                   

           (유상옵션)

FIX,

케이싱
지정 PET

지정 PET

지정 PET

지정 PP

주

방

가

구

4면AL엣지+5T 블랙미러

지정 PET

지정 PP

지정 2T 스노우 글라스+지정 AL.에지

지정 PET

지정 PP

FIX,도어 지정 PET

지정 PET

지정 PP



구    분 적 용 위 치 모 델 명 제 조 사

■ 파주운정3지구(A7블럭) 제일풍경채 마감재리스트 (84㎡A,B,C형)

품  명  /  규  격

현장주문제작손잡이

몸통

현장주문제작손잡이

몸통

상부장 도아

현장주문제작

몸통

목찬넬

몸통

도아

현장주문제작

몸통

현관장

현장주문제작

세탁실

도어

현장주문제작
몸통

도어

몸통

욕조 ㈜인터쿠아

양변기
대림통상

세면기

세면기수전 HFL 0513

대신건기산업

HFB 0530

슬라이드바 DS 65900

수건걸이 HAS 1072

코너선반 DSG 03-2

수건선반 DS-04S

청소솔 DW 08

DP-23PM

양변기
대림통상

세면기

세면기수전 HFL 0513

대신건기산업FB-36G

청소용 스프레이건 DL 105S

5.              

가구류

주

방

가

구

냉장고/                     

김치냉장고장               

휠라,             

                   

     도어

지정 PET

지정 AL 손잡이

지정 PP

팬트리

(확장기본형)

FIX,

휠라,도어
지정 PET

지정 AL.손잡이

지정 PP

84B(미건립)                

주방장식장                   

           (유상옵션)

4면AL엣지+5T 블랙미러

지정 PP

휠라,             

        

하부서랍 도아

지정 PET

지정 PET

OPEN장 지정 PET

BACK판 3T 흑경

지정 PP

84C(미건립)                

주방장식장                   

           (유상옵션)

4면AL엣지+5T 블랙미러

휠라,             

         

서랍마이다

지정 PET

지정 LPM

시

스

템

가

구

15T PB / 지정 쉬트 (한솔 : CP-20D024)

주방 펜트리 (확장기본형) 15T PB / 지정 쉬트 (한솔 : CP-20D024)

주방 펜트리 (확장선택형)                  

/(고급형:옵션)

15T PB / 지정 쉬트 (삼영크란츠 : SKV9315)-벽판넬

15T PB / 지정 쉬트 (삼영크란츠 : SKV7008)-선반

안방 드레스룸 (확장기본형) 15T PB / 지정 쉬트 (한솔 : CP-20D024)

알파룸 확장형 드레스룸 선택시             

            /(고급형:유상옵션)_[84C제외]

15T PB / 지정 쉬트 (삼영크란츠 : SKV9315)-벽판넬

15T PB / 지정 쉬트 (삼영크란츠 : SKV7008)-선반

15T PB / 지정 쉬트 (한솔 : CP-20D024)

욕

실

장

욕실1

(공용)

슬라이드장+은경

15T PS, 전사(우드)

욕실2

(부부)

여닫이장+은경

15T PS, 전사(우드)

6.              

     설비

욕실1

(공용)

아크릴 : 토스카나W

DC-422 (투피스)

DL-303S-DL-204U (치마분리형)

욕조수전(메탈호수2M/샤워헤드 포함)

폰트레이 겸용&잡지꽂이&매립형 휴지걸이 

욕실2

(부부)

DC-422 (투피스)

DL-403 (치마분리형)

샤워수전 (레인샤워)



구    분 적 용 위 치 모 델 명 제 조 사

■ 파주운정3지구(A7블럭) 제일풍경채 마감재리스트 (84㎡A,B,C형)

품  명  /  규  격

수건걸이 HAS 1072

대신건기산업청소솔 DW 08

DP-23PS

주방 싱크 수전 HFS 0522

대신건기산업
발코니

세탁기 수전 DM 3004C

손빨래 수전 DM 3004C

현관 현관등 현장주문제작

거실
복도매입등 현장주문제작

거실등 현장주문제작

주방

주방등 현장주문제작

식탁등 현장주문제작

팬트리등 현장주문제작

아일랜드등 현장주문제작

안방등 현장주문제작

안방 드레스룸

드레스룸등 현장주문제작

복도매입등 현장주문제작

침실등 현장주문제작

알파룸
현장주문제작

현장주문제작

욕실등 현장주문제작

욕실등 현장주문제작

 샤워부스 매입등 현장주문제작

발코니 발코니등 현장주문제작

실외기실등 현장주문제작

현관
디지털도어락 SHS-P710

카메라 CDC-200

거실 CSH-5100-WA

 주방

HCR-905e 한일전기

IDS-30S 하츠

GRA-B302

RBE-IRM300AB 린나이

HSB-N361B 삼성

DM-D5102GU

S711SI24B

K221PR14BL/R

IST-N42E 이누스㈜

욕실폰 DM-709B

6.              

     설비

욕실2

(부부)

폰트레이 겸용 매립형 휴지걸이 (욕실폰매입)

7.              

          

조명

LED 센서등

LED D/L등

LED 직부등

LED 매입등

LED 식탁팬던트등

LED 센서등

LED D/L등

침실1(안방) LED 직부등

LED 직부등

LED D/L등

침실2,3                LED 직부등

침실등(확장기본형) LED 직부등

드레스룸등(확장선택형) LED 매입등

욕실1 LED 매입등

욕실2
LED 매입등

LED D/L등

LED 직부등
실외기실                 

           /

하향식대피공간
LED 벽부등

8.              

         가전

삼성SDS

삼성 CVnet

홈네트워크 월패드 (10.2") 삼성 CVnet

렌지후드(비확장형)

렌지후드(확장기본형)

3구 가스쿡탑(비확장형) SK매직

하이브리드인덕션(확장기본형)

전기오븐(확장기본형)

주방TV폰(10")/(확장기본형) 삼성 Cvnet

4도어 상냉장 하냉동(확장선택형) 오브제 BC4S1AA1(색상미정)

LG전자

3도어 김치냉장고(확장선택형) 오브제 BC3K1AA1(색상미정)

식기세척기(확장선택형) 오브제 DUBJ2VA

TBI냉장고(확장선택형)
S691SI34BS2 (디스펜서형)

BI김치냉장고(확장선택형)

욕실2(부부)
비데(확장기본형)

삼성 Cvnet



구  분

SHEET

공통

목창호            국산 CP-20D024 한솔

국산 CP-20D023 한솔

 시스템 선반 국산 CP-20D024 한솔

벽판넬 국산 SKV9315 삼영크란츠

선반 국산 SKV7008 삼영크란츠

강마루 공통 전체 바닥 국산 모카 소프트 한솔마루

벽  지 전체 천정 3001-1 서울벽지

■ 파주운정3지구(A7블럭) 제일풍경채 마감재리스트 (84㎡A,B,C형)

위  치 사  양 모 델 명 이 미 지 제 조 사

PVC창호,              

 걸레받이

                           

       시스템           

                (옵션형

) 

국산                 

        



구  분

■ 파주운정3지구(A7블럭) 제일풍경채 마감재리스트 (84㎡A,B,C형)

위  치 사  양 모 델 명 이 미 지 제 조 사

벽 국산 4216-3 서울벽지

벽 국산 4216-4 서울벽지

벽  지

벽 국산 4212-2 서울벽지

벽 국산 신한 벽지

벽 국산 4216-4 서울벽지

몰딩재

천장 기본 몰딩 지정 백색 시트 현장주문제작

단천장 몰딩 지정 백색 시트 현장주문제작

현관

/거실

/주방

현관창고/팬트리      

           /안방 

드레스룸

침실1(안방)

침실2 ,3,알파룸   Z10403-1(흡착)

알파룸                  

          (확장형 

드레스룸              

선택시)  

PVC몰딩  

PVC몰딩  

1

1



구  분

■ 파주운정3지구(A7블럭) 제일풍경채 마감재리스트 (84㎡A,B,C형)

위  치 사  양 모 델 명 이 미 지 제 조 사

몰딩재 걸레받이 현장주문제작

타  일

현관 바닥 폴리싱타일 지정타일 수입

폴리싱타일 지정타일 수입

아트월 폴리싱타일 지정타일 수입

주방      도기질타일 삼현타일

공용욕실

도기질타일 SDK 411-1  삼영타일

도기질타일 동서타일

PVC                 

+메인시트          

   래핑

CP-20D023                

(한솔)

거실/주방
바닥

(옵션안)

거실

(확장시)

벽

(기본형)
SWD베네티노W

벽(MAIN)

벽(POINT) DQP 8284 (하프컷팅)



구  분

■ 파주운정3지구(A7블럭) 제일풍경채 마감재리스트 (84㎡A,B,C형)

위  치 사  양 모 델 명 이 미 지 제 조 사

타  일

공용욕실 바닥 자기질타일 FDE 176-1 삼영타일

부부욕실

도기질타일 DQP 1281   동서타일

도기질타일 DQP 8281    동서타일

바닥 자기질타일 GGP 8284  동서타일

발코니 바닥 자기질타일 SFE 8125     삼영타일

석 재

현관 E-STONE 롯데

주방                MMA 롯데

벽(MAIN)

벽(POINT)

디딤석                 

        /걸레받이

CO925                        

                                

                 케레스

 상판 

(기본형)                

    

AE642                        

                 

아스펜에그쉘



구  분

■ 파주운정3지구(A7블럭) 제일풍경채 마감재리스트 (84㎡A,B,C형)

위  치 사  양 모 델 명 이 미 지 제 조 사

석 재

주방 E-STONE LG

안방 화장대 상판 E-STONE 롯데

상판 MMA 롯데

상판 MMA 롯데

도어씰 현장주문제작

도어씰 현장주문제작

현장주문제작

벽,상판

(옵션형)

NW124                       

                                

나터켓 웨일

IG910                         

               임페리얼 

그레이

욕실1

AM081                       

               

아스펜미스토

욕실2
AM081                       

        아스펜미스토

욕실1 B.M.C
AL645

아스펜릴리

욕실2

B.M.C
AL645

아스펜릴리

샤워부스씰            

        
B.M.C

SG428                        

          샌디드구스



구  분

■ 파주운정3지구(A7블럭) 제일풍경채 마감재리스트 (84㎡A,B,C형)

위  치 사  양 모 델 명 이 미 지 제 조 사

석 재 단꺽임 씰 현장주문제작발코니2 B.M.C
PT845                        

        페블티로즈



구  분

설  비

 욕조 ㈜인터쿠아

양변기 대림통상

세면기 DL-303S-DL-204U 대림통상

세면기수전 HFL 0513 대신건기산업

HFB 0530 대신건기산업

슬라이드바 DS 65900 대신건기산업

수건걸이 HAS 1072 대신건기산업

 코너선반 DSG 03-2 대신건기산업

수건선반 DS-04S 대신건기산업

청소솔 DW 08 대신건기산업

■ 파주운정3지구(A7블럭) 제일풍경채 마감재리스트 (84㎡A,B,C형)

위  치 품  목 모 델 명 이 미 지 제 조 사

욕실1(공용)

아크릴 : 토스카나W                    

      (수납형,AP-800)

DC-422 (투피스)                      

(씨트/앵글밸브 포함)

욕조수전
(메탈호수2M/샤워헤드 포함)



구  분

■ 파주운정3지구(A7블럭) 제일풍경채 마감재리스트 (84㎡A,B,C형)

위  치 품  목 모 델 명 이 미 지 제 조 사

설 비

DP-23PM 대신건기산업

양변기 대림통상

세면기 DL-403 대림통상

세면기수전 HFL 0513 대신건기산업

샤워수전 FB-36G 대신건기산업

청소용스프레이건         DL 105S 대신건기산업

수건걸이 HAS 1072 대신건기산업

청소솔 DW 08 대신건기산업

욕실1(공용)

폰트레이 겸용&잡지꽂이

매립형 휴지걸이               

                          

욕실2(부부)

DC-422 (투피스)                        

   (씨트/앵글밸브 제외)



구  분

■ 파주운정3지구(A7블럭) 제일풍경채 마감재리스트 (84㎡A,B,C형)

위  치 품  목 모 델 명 이 미 지 제 조 사

설 비

DP-23PS 대신건기산업

주방 씽크수전 HFS 0522 대신건기산업

발코니

DM 3004C 대신건기산업

손빨래수전 DM 3004C 대신건기산업

욕실2(부부)

폰트레이 겸용

매립형 휴지걸이               

                          

세탁기수전(냉,온수)



구  분 위치 품목 모델명 이미지 제조사

조명

현관 센서등 LED

현장주문제작

복도 D/L LED

거실 직부등 LED

주방

직부등 LED

LED

식당 식탁펜던트 LED

매입등 LED

■ 파주운정3지구(A7블럭) 제일풍경채 마감재리스트 (84㎡A,B,C형)

아일랜드 D/L

팬트리                    

             



구  분 위치 품목 모델명 이미지 제조사

■ 파주운정3지구(A7블럭) 제일풍경채 마감재리스트 (84㎡A,B,C형)

조명

직부등 LED

현장주문제작

안방 드레스룸

매입등 LED

D/L LED

직부등 LED

매입등 LED

D/L LED

발코니 직부등 LED

침실1(안방)

침실2,3,                  

            알파룸        

               

욕실1,2

욕실 2                    

             샤워부스



구  분 위치 품목 모델명 이미지 제조사

■ 파주운정3지구(A7블럭) 제일풍경채 마감재리스트 (84㎡A,B,C형)

조명 실외기실 벽부등 LED 현장주문제작



구  분 위치 품목 모델명 이미지 제조사

가  전

현관

디지털도어락 SHS-P710

카메라 CDC-200

거실 CSH-5100-WA

주방

HCR-905e 한일전기

IDS-30S 하츠

GRA-B302

RBE-IRM300AB 린나이

■ 파주운정3지구(A7블럭) 제일풍경채 마감재리스트 (84㎡A,B,C형)

삼성 SDS

삼성 CVnet

홈네트워크                

월패드 (10")
삼성 CVnet

렌지후드

(비확장형)

렌지후드

(확장기본형)

3구 가스쿡탑
(비확장형)

SK매직

하이브리드인덕션

(확장기본형)



구  분 위치 품목 모델명 이미지 제조사

■ 파주운정3지구(A7블럭) 제일풍경채 마감재리스트 (84㎡A,B,C형)

가  전 주방

HSB-N361B 삼성전자

DM-D5102GU

+

S711SI24B

S691SI34BS2

K221PR14BL/R

전기오븐
(확장기본형)

주방TV폰
(확장기본형)

삼성 Cvnet

Objet
냉장,냉동+김치 본체 

(실버색상)

(확장선택형)

BC4S1AA1                

(4도어 상냉장 하냉동)

 +BC3K1AA1              

          (3도어 김치) 

LG전자

TBI냉장고

(일반형)

(확장선택형)

LG전자

TBI냉장고

(디스펜서형)

(확장선택형)

LG전자

BI김치냉장고

(확장선택형)
LG전자

식기세척기                

         (확장선택형)

DUBJ2VA                   

        솔리드실버 
LG전자



구  분 위치 품목 모델명 이미지 제조사

■ 파주운정3지구(A7블럭) 제일풍경채 마감재리스트 (84㎡A,B,C형)

가전

IST-N42E 이누스㈜

욕실폰 DM-709B

욕실2(부부)

비데

(확장기본형)

삼성 Cvnet



구  분 위치 품목 사양 제조사 이미지

일반가구

현관

현장주문제작

현장주문제작

복도

복도장 현장주문제작

복도 아트월 현장주문제작

안방 화장대 현장주문제작

■ 파주운정3지구(A7블럭) 제일풍경채 마감재리스트 (84㎡A,B,C형)

신발장A

휠라 : 지정 PET                                 

    도어 : 지정 칼라유리                      

        +지정 AL.에지                          

  

신발장B
휠라,도어 : 지정 PET                          

                                                    

               

휠라,FIX : 지정 PET                            

         도어 : 지정 PET                        

                                             

FIX: 지정 PET

휠라,FIX,측면도어: 지정 PET                 

                                                    

                         상부도어:지정 3T 

은경+지정 AL.에지                            

                하부서랍도어 : 지정 LPM



구  분 위치 품목 사양 제조사 이미지

■ 파주운정3지구(A7블럭) 제일풍경채 마감재리스트 (84㎡A,B,C형)

일반가구 붙박이장 현장주문제작

주방가구 주방

상부장 현장주문제작

하부장 현장주문제작

아일랜드장 현장주문제작

현장주문제작

현장주문제작

침실2

휠라,FIX : 지정 PET  

도어 : 지정 PET                                 

                                                    

                      

도어 : 지정 블랙미러 유리                   

   +4면AL엣지

도어: 지정 2T 스노우 글라스                

                    

도어: 지정 2T 스노우 글라스                

   +지정 PET        

냉장고                  

          

김치냉장고장

(MH 유상옵션설치)

도어, FIX : 지정 PET

팬트리                  

        (확장기본형)

휠라,FIX : 지정 PET                            

     도어 : 지정 PET 
M/H 미설치



구  분 위치 품목 사양 제조사 이미지

■ 파주운정3지구(A7블럭) 제일풍경채 마감재리스트 (84㎡A,B,C형)

시스템가구

지정 시트 현장주문제작

지정 시트 현장주문제작

주방 팬트리 지정 시트 현장주문제작

발코니 세탁선반 지정 시트 현장주문제작

욕실가구

욕실가구 현장주문제작

욕실가구 현장주문제작

안방                       

                   

드레스룸

드레스룸               

                          

시스템가구

(확장기본형)

M/H 미설치

알파룸

(대형드레스룸)

드레스룸               

                          

시스템가구

(MH 유상옵션설치)

팬트리                  

           시스템가구 

                (MH 

유상옵션설치)

욕실-1 슬라이드장+은경

욕실-2 여닫이장+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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