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양 제조/납품사 모델명 이미지 비고

시트 지정 시트 마감 LG L12A3-9HP

거실,주방,침실 천장 실크벽지 신한 9028-15

거실메인,

팬트리
벽 실크벽지 신한 10349-3

거실포인트 벽 실크벽지 신한 10274-9

침실1(안방),

침실2
벽 실크벽지 신한 10345-3

마루 거실/주방/침실 바닥 강마루 풍산마루 화이트 골드

현관 디딤판 인조강화석 LG 앙카라 M019

욕실 젠다이 인조강화석 LG 앙카라 M019

침실1(안방)

화장대
상판 인조강화석 LG 문스톤씨쉘 FL102

상판 인조대리석 LG 스피카 T024 기본형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LG 헬렌 MA300

벽 엔지니어드스톤 LG 헬렌 MA300

인조석

메인시트

벽지

주방

분 양 승 인 마 감 재 리 스 트

판암역 르네블루 A TYPE / B TYPE / C TYPE[건립]

구   분

1. 건축마감

유상옵션



사양 제조/납품사 모델명 이미지 비고

판암역 르네블루 A TYPE / B TYPE / C TYPE[건립]

구   분

현관 바닥 타일(600*600) 신양상사 LECCE 01

주방 벽 타일(300*600) 신양상사 2281 기본형

바닥 타일(600*600) 신양상사 NEBULA WHITE 유상옵션

아트월 타일(600*1200) 신양상사 VG BZ-KNODO

벽 메인 타일(300*600) 신양상사 3203M

벽 포인트 타일(300*600) 신양상사 2286TM

바닥 타일(300*300) 신양상사 8748

다용도실 바닥 타일(300*300) 신양상사 8748

도장 다용도실 벽,천정 도장 주문제작 지정 도장 마감 -

디지털도어락 현관 푸시&풀 경동나비엔 NDL–PP11

목창호

하드웨어

도어록

(침실/욕실)
- - - -

슬라이딩

도어

알미늄불소도장프레임

+5T 그레이 강화유리
미림도어 - 유상옵션

창호

현관 중문

거실

타일

욕실



사양 제조/납품사 모델명 이미지 비고

판암역 르네블루 A TYPE / B TYPE / C TYPE[건립]

구   분

가구 P.P 주문제작 지정 P.P 마감

PET 주문제작 지정 PET 마감

브론즈경 주문제작 지정 그레이경 마감

PET 주문제작 지정 무광 PET 마감

PET 주문제작 지정 무광 PET 마감

PET 주문제작 지정 무광 포인트 PET 마감 화장대 뒷판

은경 주문제작 은경

PET 주문제작 지정 무광 PET 마감

PET 주문제작 지정 무광 포인트 PET 마감

은경 주문제작 은경

PET 주문제작 지정 포인트 PET 마감

유리 주문제작 그레이 하프 미러

PET 주문제작 지정 무광 PET 마감

상,하부장,아일랜드장

일반

가구

주방

가구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아일랜드 상부 도어

바디

현관신발장

침실1(안방)

파우더장

침실2 붙박이장

팬트리 도어



사양 제조/납품사 모델명 이미지 비고

판암역 르네블루 A TYPE / B TYPE / C TYPE[건립]

구   분

지정 시트 마감 주문제작 LG : L12A3-9HP

지정 시트 마감 주문제작 LG : L12A3-9HP

도어 은경 주문제작 -

바디 PS위 전사 주문제작 -

샤워부스 봉타입/접합유리 주문제작 -

욕실천정재 SMC 평판, WHITE 주문제작 -

인덕션

하이브리드쿡탑

B/I,

가스1구+하이라이트2구
SK (피노) ERA-BHI30 기본제공

후드 터치형 SK (피노) RHD-139MP 기본제공

음식물탈수기 싱크일체형 피노 GOD-340 기본제공

오븐 복합오븐 SK (피노) EON-B450M 기본제공

절수페달 발판형 피노 FNG-3060 기본제공

빌트인 냉장고 B/I, 컨버터블패키지 LG BOC1L 유상옵션

빌트인 냉동고 B/I, 컨버터블패키지 LG BOC1F 유상옵션

빌트인

김치냉장고
B/I, 컨버터블패키지 LG BOC1K 유상옵션

식기세척기 - LG DUB22SB 유상옵션

가전기기

욕실

욕실

다용도실 세탁선반

욕실

주방

시스템

가구

팬트리

욕실장



사양 제조/납품사 모델명 이미지 비고

판암역 르네블루 A TYPE / B TYPE / C TYPE[건립]

구   분

원피스 신양상사 C-951

ABS/비누대

/사이드폽업
신양상사 L-260FD

원홀 신양상사 KLO 730

레인샤워 신한세라믹 LG30109

고급형 신양상사 BN-3360

인터폰+휴대폰 거치형 신양상사 MS-2990TS

- SK BID-B17N 기본제공

- 제니스 JT-A200C

1구(냉,온) 신양상사 B6000

1구(냉,온) 신양상사 B6002

콘덴싱 경동보일러 NCB313

- 에스엠시스테크원 KRC-620 거실

- 에스엠시스테크원 KRC-MI 각실

- 경동나비엔 ENV-150BS 유상옵션

- LG
거실 : R-W0600C2S

침실 : R-W0200C2S

거실기본제공

침실유상옵션

욕실 선반형 샤워수전

세면기

세면기수전

수건걸이

양변기

보일러

세탁수전

손빨래수전

기타

전열교환기

온도조절기

주방수전

비데

매립형휴지걸이

2. 기계설비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온도조절기



사양 제조/납품사 모델명 이미지 비고

판암역 르네블루 A TYPE / B TYPE / C TYPE[건립]

구   분

매입 센서등 TGL LED15W

매입등 TGL LED15W

직부등 TGL LED50W

직부등 TGL LED50W

매입등 TGL LED40W

매입등 TGL LED25W

직부등 TGL LED50W

매입등 TGL LED10W

벽부등 TGL LED Bulb 9.8W

팬트리등

등기구

침실1,2등

식탁등

주방등/욕실등

3. 전기

샤워부스등

주방등

거실등

다용도실등

현관센서등



사양 제조/납품사 모델명 이미지 비고

판암역 르네블루 A TYPE / B TYPE / C TYPE[건립]

구   분

- 신성전기조명 다온

일괄조명,전기레인지

엘리베이터 호출
신성전기조명 다온

대기전력스위치 신성전기조명 다온

대기전력스위치 신성전기조명 다온

- 신성전기조명 다온

- 신성전기조명 다온

세대 월패드에 영상송출,

음성 통화 기능,
경동나비엔 NHN-DP81

10" color touch LCD

monitor
경동나비엔 NHN-1031

세대 월패드 연동,

국선 수신기능,

 시계기능,  생활방수

경동나비엔 DJB-10NW욕실폰

배선기구

홈네트워크 홈네트워크 월패드

도어카메라

다용도실,욕실 스위치

거실,주방 대기전력스위치

각실 대기전력스위치

전실 콘센트

거실,침실 통합수구콘센트

현관 일괄소등스위치



사양 제조/납품사 모델명 이미지 비고

시트 지정 시트 마감 LG GB110-Q5

거실,주방,침실 천장 실크벽지 신한 9028-15

거실,팬트리,

침실1(안방)

드레스룸

벽 실크벽지 신한 10348-6

거실포인트 벽 실크벽지 신한 10349-6

침실1(안방) 벽 실크벽지 신한 10350-4

침실2,3 벽 실크벽지 신한 10351-6

마루 거실/주방/침실 바닥 강마루 풍산마루 블럼버그 에쉬

현관 디딤판 인조강화석 LG 앙카라 M019

욕실 젠다이 인조강화석 LG 앙카라 M019

침실1(안방)

화장대
상판 인조강화석 LG 말라가 M008

상판 인조대리석 LG  카모마일 G135 기본형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LG 헤이즈스완 FL849

벽 엔지니어드스톤 LG 헤이즈스완 FL849

메인시트

분 양 승 인 마 감 재 리 스 트

판암역 르네블루 D TYPE / E TYPE / F TYPE[건립] / G TYPE

구   분

1. 건축마감

인조석

주방

유상옵션

벽지



사양 제조/납품사 모델명 이미지 비고

판암역 르네블루 D TYPE / E TYPE / F TYPE[건립] / G TYPE

구   분

현관 바닥 타일(600*600) 신양상사 BL6001

주방 벽 타일(300*600) 신양상사 4193M 기본형

바닥 타일(600*600) 신양상사 DOT 01 유상옵션

아트월 타일(600*1200) 신양상사 MH01

벽 메인 타일(300*600) 신양상사 EM2711

벽 포인트 타일(300*600) 신양상사 Y9016

바닥 타일(300*300) 신양상사 8748

벽 타일(300*600) 신양상사 2301TM

바닥 타일(300*300) 신양상사 8748

다용도실 바닥 타일(300*300) 신양상사 8748

도장 다용도실 벽,천정 도장 주문제작 지정 도장 마감 -

디지털도어락 현관 푸시&풀 경동나비엔 NDL–PP11

목창호

하드웨어

도어록

(침실/욕실)
- - - -

슬라이딩

도어

알미늄불소도장프레임

+5T 브론즈 강화유리
미림도어 - 유상옵션

타일

거실

공용욕실

창호

현관 중문

부부욕실



사양 제조/납품사 모델명 이미지 비고

판암역 르네블루 D TYPE / E TYPE / F TYPE[건립] / G TYPE

구   분

가구 P.P 주문제작 지정 P.P 마감

PET 주문제작 지정 PET 마감

브론즈경 주문제작 지정 브론즈경 마감

PET 주문제작 지정 무광 PET 마감

PET 주문제작 지정 무광 PET 마감

PET 주문제작 지정 무광 포인트 PET 마감 뒷판

은경 주문제작 은경

PET 주문제작 지정 무광 PET 마감

PET 주문제작 지정 무광 PET 마감

PET 주문제작 지정 무광 포인트 PET 마감

은경 주문제작 은경

PET 주문제작 지정 무광 PET 마감

유리 주문제작 브론즈 하프 미러

PET 주문제작 지정 포인트 PET 마감

침실2 붙박이장

하부장,아일랜드장

바디

일반

가구

현관신발장

팬트리 도어

침실1(안방)

화장대

침실1(안방) 드레스룸 도어

상부장,장식장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주방

가구
장식장 도어



사양 제조/납품사 모델명 이미지 비고

판암역 르네블루 D TYPE / E TYPE / F TYPE[건립] / G TYPE

구   분

지정 시트 마감 주문제작 LG : GB110-Q5

지정 시트 마감 주문제작 LG : GB110-Q5

지정 시트 마감 주문제작 LG : GB110-Q5

도어 은경 주문제작 -

바디 PS위 전사 주문제작 -

샤워부스 봉타입/접합유리 주문제작 -

욕실천정재 SMC 평판, WHITE 주문제작 -

인덕션

하이브리드쿡탑

B/I,

가스1구+하이라이트2구
SK ERA-BHI30 기본제공

후드 터치형 SK RHD-139MP 기본제공

음식물탈수기 싱크일체형 SK GOD-340 기본제공

오븐 복합오븐 SK EON-B450M 기본제공

절수페달 발판형 피노 FNG-3060 기본제공

빌트인 냉장고 B/I, 컨버터블패키지 LG BOC1L 유상옵션

빌트인 냉동고 B/I, 컨버터블패키지 LG BOC1F 유상옵션

빌트인

김치냉장고
B/I, 컨버터블패키지 LG BOC1K 유상옵션

식기세척기 - LG DUB22SB 유상옵션

부부욕실

드레스룸
시스템

가구

팬트리

다용도실 세탁선반

욕실장
공용욕실,

부부욕실

가전기기 주방

공용욕실,부부욕실



사양 제조/납품사 모델명 이미지 비고

판암역 르네블루 D TYPE / E TYPE / F TYPE[건립] / G TYPE

구   분

원피스 신양상사 C-951

ABS/비누대

/사이드폽업
신양상사 L-260FD

원홀 신양상사 KLO 730

수전 신한세라믹 KB 730

슬라이드바 신한세라믹 KC-604

고급형 신양상사 BN-3360

- 신양상사 KC-303

- 신양상사 KS-01

휴대폰 거치형 신양상사 KC-903T

원피스 신양상사 C-951

ABS/비누대

/사이드폽업
신양상사 L-260FD

원홀 신양상사 KLO 730

레인샤워 신한세라믹 LG30109

고급형 신양상사 BN-3360

2. 기계설비

공용

욕실

양변기

세면기

세면기수전

욕조수전

수건걸이

욕조수전

코너선반

수건선반

매립형휴지걸이

부부

욕실

양변기

세면기

세면기수전

선반형 샤워수전

수건걸이



사양 제조/납품사 모델명 이미지 비고

판암역 르네블루 D TYPE / E TYPE / F TYPE[건립] / G TYPE

구   분

인터폰+휴대폰 거치형 신양상사 MS-2990TS

- SK BID-B17N 기본제공

- 제니스 JT-A200C

1구(냉,온) 신양상사 B6000

1구(냉,온) 신양상사 B6002

콘덴싱 경동보일러 NCB313

- 에스엠시스테크원 KRC-620 거실

- 에스엠시스테크원 KRC-MI 각실

- 경동나비엔 ENV-150BS 유상옵션

- LG
거실 : R-W0600C2S

침실 : R-W0200C2S

거실기본제공

침실유상옵션

보일러

온도조절기

온도조절기

전열교환기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기타

주방수전

세탁수전

손빨래수전

부부

욕실

매립형휴지걸이

비데



사양 제조/납품사 모델명 이미지 비고

판암역 르네블루 D TYPE / E TYPE / F TYPE[건립] / G TYPE

구   분

매입 센서등 TGL LED15W

매입등 TGL LED15W

직부등 TGL LED50W

직부등 TGL LED50W

매입등 TGL LED25W

매입등 TGL LED MR16 5W

매입등 TGL LED10W

벽부등 TGL LED Bulb 9.8W

3. 전기

등기구

현관센서등

팬트리,드레스룸등

거실,식탁등

침실1(안방),

침실2,3등

주방,공용욕실,부부욕실등

아일랜드 식탁등

샤워부스등

다용도실등



사양 제조/납품사 모델명 이미지 비고

판암역 르네블루 D TYPE / E TYPE / F TYPE[건립] / G TYPE

구   분

- 신성전기조명 다온

일괄조명,전기레인지

엘리베이터 호출
신성전기조명 다온

대기전력스위치 신성전기조명 다온

대기전력스위치 신성전기조명 다온

- 신성전기조명 다온

- 신성전기조명 다온

세대 월패드에 영상송출,

음성 통화 기능,
경동나비엔 NHN-DP81

10" color touch LCD

monitor
경동나비엔 NHN-1031

세대 월패드 연동,

국선 수신기능,

 시계기능,  생활방수

경동나비엔 DJB-10NW

각실 대기전력스위치

전실 콘센트

거실,침실 통합수구콘센트

홈네트워크

도어카메라

홈네트워크 월패드

욕실폰

배선기구

다용도실,

공용,부부욕실스위치

현관 일괄소등스위치

거실,주방 대기전력스위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