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태영 신경주 더 퍼스트 데시앙 공동주택 마감재리스트 ( 84㎡B 확장형 )

No. 위치 마감부위 제품사양 모델명 회사명 이미지 비  고

현관도어 방화문 - -

바닥 타일 SV60M (600X600) 혜인

 걸레받이

디딤석
인조강화석 KS-013  샌드그레이 가우테크

벽 실크벽지 9035-4 현대 L&C

창고벽 실크벽지 9010-7 현대 L&C

천장 실크벽지 8190-01 LX벽지

현관창고

시스템선반
LPM KAEK6-20 LX하우시스 확장시 제공

현관 신발장

현관 창고도어

PET

+

패턴경

GY123E2

A#998-1-DM

현대 L&C

커버글로벌
현관 창고도어 확장시 제공

바닥 강마루 오크계열 사후입찰

걸레받이 시트 HC6037 한솔

천장 실크벽지 8190-01 LX벽지

바닥 강마루 오크계열 사후입찰

걸레받이 시트 HC6037 한솔

벽 실크벽지 9010-7 현대 L&C

1 현관

2 복도

3 복도 팬트리



■ 태영 신경주 더 퍼스트 데시앙 공동주택 마감재리스트 ( 84㎡B 확장형 )

No. 위치 마감부위 제품사양 모델명 회사명 이미지 비  고

도어 PET GY123E2 현대 L&C 유상옵션

W.I.C

시스템선반
LPM KAEK6-20 LX하우시스 유상옵션

바닥 강마루 오크계열 사후입찰

걸레받이 시트 HC6037 한솔

벽 실크벽지 9035-4 현대 L&C

아트월 타일 WS-PL.WH (400X800) 우석

천장 실크벽지 8190-01 LX벽지

창호 PVC창호 HC6037 한솔

바닥 강마루 오크계열 사후입찰

걸레받이 시트 HC6037 한솔

실크벽지 9035-4 현대 L&C

엔지니어드스톤 SE155 세콰이어 롯데 유상옵션

타일 SDK284-1 (300X600) 삼영

천장 실크벽지 8190-01 LX벽지

3 복도 팬트리

4 거실

5 주방/식당

벽



■ 태영 신경주 더 퍼스트 데시앙 공동주택 마감재리스트 ( 84㎡B 확장형 )

No. 위치 마감부위 제품사양 모델명 회사명 이미지 비  고

창호 PVC창호 S216 현대 L&C

엔지니어드스톤 SE155 세콰이어 롯데 유상옵션

MMA AE642  아스펜에그쉘 롯데

주방가구

(상부장)
PET시트 KAEL8-SR LX하우시스

주방가구

(아일랜드, 하부장, 키큰장)
PET시트 DK02E13P 그레인스톤 멀티브라운 현대 L&C

바닥 타일 FDE114-3 (300X300) 삼영

다용도실

단차씰
BMC SD1115 샌디드헤런 센텀바스텍

벽 도장 SH S 0300-N 삼화

다용도실 도어 터닝도어시트 HC6037 한솔

접이식

시스템선반
시트 147 HC 4080 한솔

창호 PVC창호 백색 창호자재

바닥 강마루 오크계열 사후입찰

걸레받이 시트 HC6037 한솔

벽 실크벽지 10381-3 신한 

5 주방/식당

주방상판

6 다용도실

7 침실1



■ 태영 신경주 더 퍼스트 데시앙 공동주택 마감재리스트 ( 84㎡B 확장형 )

No. 위치 마감부위 제품사양 모델명 회사명 이미지 비  고

천장 실크벽지 8190-01 LX벽지

창호
PVC창호

(분합창)
HC6037 한솔

바닥 강마루 오크계열 사후입찰

걸레받이 시트 HC6037 한솔

벽 실크벽지 9010-7 현대 L&C

화장대 상판 강화대리석 KS-007 달몬드 가우테크 확장시 제공

화장대 PET시트 GY123E2 현대 L&C 확장시 제공

수납장 1,2 PET시트 GY123E2 현대 L&C 확장시 제공

드레스룸 도어 PET시트 GY123E2 현대 L&C 확장시 제공

드레스룸

시스템선반
LPM KAEK6-20 LX하우시스 확장시 제공

바닥 타일 FDE114-3 (300X300) 삼영

벽 도장 SH S 0300-N 삼화

발코니1 창호 난간대 강화유리난간 창호자재

발코니1 창호 PVC창호 백색 창호자재

7 침실1

8 드레스룸

9 발코니1



■ 태영 신경주 더 퍼스트 데시앙 공동주택 마감재리스트 ( 84㎡B 확장형 )

No. 위치 마감부위 제품사양 모델명 회사명 이미지 비  고

바닥 우레탄 도장 그레이 KCC

벽 도장 SH S 0300-N 삼화

도어 도장 SH S 0300-N 삼화

실외기 그릴창 알루미늄 프레임
DSC-연도형

(차콜그레이)
디에스시스템

바닥 강마루 오크계열 사후입찰

걸레받이 시트 HC6037 한솔

벽 실크벽지 9013-3 신한 

천장 실크벽지 8190-01 LX벽지

창호 PVC창호 HC6037 한솔

바닥 강마루 오크계열 사후입찰

걸레받이 시트 HC6037 한솔

벽 실크벽지 263-1 코스모스 

천장 실크벽지 8190-01 LX벽지

드레스룸 도어 PET시트 GY123E2 현대 L&C 확장시 제공

10
실외기실

하향식피난구

11 침실2

침실312



■ 태영 신경주 더 퍼스트 데시앙 공동주택 마감재리스트 ( 84㎡B 확장형 )

No. 위치 마감부위 제품사양 모델명 회사명 이미지 비  고

드레스룸

시스템선반
LPM KAEK6-20 LX하우시스 확장시 제공

창호 PVC창호 HC6037 한솔

바닥 타일 FDE141-1 (300X300) 삼영

도어씰 BMC SD1017 비치샌드 센텀바스텍

단차씰 BMC SD1051 베네티안샌드 센텀바스텍

벽
타일

(MAIN)
SWD-폴레스타W (300X600) 삼현 

벽
타일

(POINT)
DW9265 (300X600) 대동

벽 코너비드 CSA 1038 회색 참스라인

천장 SMC 천장재 ㅡ 세진

욕실가구

슬라이딩 장

+

5T 은경

은경+지정마감 현장제작

세면상판, 젠다이 강화대리석 KC-021 그레이토파즈 가우테크

위생기기 세면기  CL-605 대림바스

위생기기 양변기  CC-267 대림바스

위생기기 욕조  삼성화이바

공용

욕실
13

침실312



■ 태영 신경주 더 퍼스트 데시앙 공동주택 마감재리스트 ( 84㎡B 확장형 )

No. 위치 마감부위 제품사양 모델명 회사명 이미지 비  고

위생기기 세면기수전 DL-L3010 대림바스

위생기기 욕조수전  DL-B3013 대림바스

위생기기 슬라이드바 DL-S4111 대림바스

위생기기 폰트레이 휴지걸이 KC 803T 국일

위생기기 수건걸이 KI-3701 국일

바닥 타일 FDE151-6 (300X300) 삼영

도어씰 BMC SD1017 비치샌드 센텀바스텍

샤워부스씰 BMC 샌디드토프 센텀바스텍

벽
타일

(MAIN)
SWD-F클레덴스 GN (300X600) 삼현

벽
타일

(POINT)
SDK447-11 (300X600) 삼영

벽 코너비드 CSA 1051 연회색 참스라인

천장 SMC 천장재 ㅡ 세진

샤워부스 강화유리+AL프레임 ㅡ 창의 인터네셔널

욕실가구 슬라이딩장 은경+지정전사마감 현장제작

공용

욕실
13

부부

욕실
14



■ 태영 신경주 더 퍼스트 데시앙 공동주택 마감재리스트 ( 84㎡B 확장형 )

No. 위치 마감부위 제품사양 모델명 회사명 이미지 비  고

세면상판 강화대리석 KS-007 달몬드 가우테크

위생기기 세면기  CL-336D 대림바스

위생기기 양변기  CC-267 대림바스

위생기기 비데  BD-AFC50N 노비타 확장시 제공

위생기기 세면기수전 DL-L3010 대림바스

위생기기 레인샤워수전  레인샤워 대림바스

위생기기
폰트레이

욕실폰겸용 매립휴지걸이
 KC 804T 국일

위생기기 수건걸이 KI-3701 국일

위생기기 청소수전  DL-P4014 대림바스

15 현관 가전 멀티클리너  EMC-350R 하츠 확장시 제공

가전
가스쿡탑

(3구)
GRA-B3601 SK매직

가전
하이브리드쿡탑

(3구)
 ERA-BTH32 SK매직 유상옵션

가전 쉐프컬렉션 RB33R8798SR/L 삼성전자 유상옵션

가전 전기오븐 HSB-N361B 삼성전자 확장시 제공

부부

욕실
14

주방/식당16



■ 태영 신경주 더 퍼스트 데시앙 공동주택 마감재리스트 ( 84㎡B 확장형 )

No. 위치 마감부위 제품사양 모델명 회사명 이미지 비  고

가전 싱크볼 DSR 850 리빙키친 우배수구

수전 싱크수전 DL-K1119 대림바스

가전
음식물

탈수기
 KFD-600 쿠스토 확장시 제공

가전 후드(침니형) DAC-90S 하츠

가전 전동빨래건조대 ED700 씨넷 확장시 제공

설비 발코니수전
 DL-G4241

S4195
대림바스

설비 세탁수전
 DL-G4243 2EA

(냉온수 각각)
대림바스

설비 손빨래 수전
 DL-G4243 2EA

(냉온수 각각)
대림바스

거실등 직부등
W1000 x L300 x H34

(LED 50W * 3)
에스씨엘

침실1(안방)등 직부등
W620 x L620 x H34

(LED 50W)
에스씨엘

침실2,3등 직부등
Ø540 x H34

(LED 40W)
에스씨엘

식탁등 팬던트
Ø500 x H30

(LED 30W)
에스씨엘

현관 센서등 직부등
W250 x L250 x H34

(LED 15W)
에스씨엘

복도등 매입등
Ø110 x H50

(LED 9W)
에스씨엘

17 발코니1

주방/식당16

18 다용도실

등기구19



■ 태영 신경주 더 퍼스트 데시앙 공동주택 마감재리스트 ( 84㎡B 확장형 )

No. 위치 마감부위 제품사양 모델명 회사명 이미지 비  고

주방등 직부등
L1000/700 x W200 x H25

(LED 40W/30W)
에스씨엘

욕실등 매입등
L1000/L700 x W100 x H60

(LED 40W / LED 30W)
에스씨엘

욕실매입등 매입등
Ø175

(LED 9W x 1)
에스씨엘

드레스룸등 직부등
L275 x W275 x H45

(LED 20W + UV 10W)
에스씨엘 유상옵션

드레스룸등 직부등
L250 x W250 x H34

(LED 20W)
에스씨엘 기본

알파룸 (복도팬트리) 직부등
W200 x L200 x H34

(LED 10W)
에스씨엘

현관 팬트리 센서등 직부등
W200 x L200 x H34

(LED 10W)
에스씨엘

다용도실등 직부등
L200 x W200 x H34

(LED 10W)
에스씨엘

실외기실 벽부등
L122 x W196 x H86

(LED 10W)
에스씨엘

KVC-8SP 코콤

KHN-U100TYW 코콤

TRH-300 코콤

KTV-T100TY 코콤 확장시 제공

화장실+일괄소등스위치(전등/가스/LV호

출)

제일전기공업

파나소닉신동아

등기구19

20 전기

카메라폰

홈네트워크

욕실 스피커폰

(부부욕실)

주방 TV폰

일괄소등스위치



■ 태영 신경주 더 퍼스트 데시앙 공동주택 마감재리스트 ( 84㎡B 확장형 )

No. 위치 마감부위 제품사양 모델명 회사명 이미지 비  고

S/W, 콘센트, 통합수구, 방우형 콘센트
제일전기공업

파나소닉신동아

대기2+조명2회로,온도통합
제일전기공업

파나소닉신동아

대기2+조명스위치
제일전기공업

파나소닉신동아

CL54701 DN 월드산업

CBZ4036 월드산업

WI-500 월드산업

WI-331 월드산업

PASS110-F
아이레버

GATEMAN

오토씰

디지털 도어락

20 전기

배선기구

온도조절겸용 스위치

대기전력,조명스위치

21 하드웨어

도어락

이지정첩

도어스토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