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학 둥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59

분양승인 마감리스트



실  명 사  양 모 델 명 제 조 사 비  고

SHEET PNT21T 현대 L&C

강마루  크림오크 서해OEM 기본제공

타일 오닉스화이트 서해OEM 유상옵션

실크벽지  8105-1 신한벽지

실크벽지 4189-1 서울벽지

인조대리석 HSE-021 아몬드크림 서해OEM

인조대리석 HSB-004 서해OEM

타일 GGN9614 서해OEM

타일 GA 6024 서해OEM

인조강화석 HSQ-SKGM2005 서해OEM

유리 5T 브론즈사틴 강화유리

AL 흑니켈

거 실 타일 GA2448 서해OEM

인조대리석(MMA) 베이지 아일랜드 G109 LX하우시스 기본제공

강화석(엔지니어드 스톤) 골드러쉬 FL106 LX하우시스 유상옵션

타일 3598G 서해OEM 기본제공

강화석(엔지니어드 스톤) 골드러쉬 FL106 LX하우시스 유상옵션

침  실1 실크벽지 10329-2 신한벽지

침  실2 실크벽지 4147-1 서울벽지

침  실3 실크벽지 4147-1 서울벽지

드레스룸 실크벽지 10329-4 신한벽지

타일 SWD-루가노G 서해OEM

인조강화석 HSQ-SMGM2005 서해OEM

타일 NGJ8474 서해OEM

타일 SWD-루가노G 서해OEM

인조강화석 HSQ-SMGM2005 서해OEM

타일 NGR8J72 서해OEM

휠라/FIX판넬 PET 지정 PET마감 서해OEM

거울 은경 3T브론즈경 서해OEM

휠라, 도어 PET 지정 PET마감 서해OEM

손잡이,엣지 AL HNF-A30 서해OEM

휠라, 도어 PET 지정 PET마감

하부장, 서랍 PET 지정 PET마감

하부장, 서랍 POINT PET 지정 PET마감

상판 인조강화석 HSQ-CBM2005 서해OEM

유상옵션서해OEM

서해OEM

일반가구

2) 현관

신발장

(일상화수납)

3) 화장대

1) 현관

거울 FIX판넬

디딤판, 걸레받이

현관중문(누드 3연동 도어)

욕실2

(부부욕실)

벽(MAIN)

젠다이

 바닥

벽

아트월

벽

벽

젠다이

벽

욕실1

(공용욕실)

 바닥

벽

주 방

송학둥지 서해그랑블 59 TYPE 마감재리스트

부  위

공  통

창호, 목창호, 문틀,

문선, 걸레받이

침실/거실/주방 바닥

현관/거실/주방 벽

발코니1, 발코니2(다용도실),

실외기실, 대피공간 바닥

발코니2, 실외기실 씰

현관/거실/주방/침실 천정

욕실1,2, 도어씰, 욕실2샤워부스

거실/주방 바닥

현  관

바닥

상판

벽 (MAIN)



실  명 사  양 모 델 명 제 조 사 비  고부  위

휠라, 도어 SHEET 지정 PET마감 서해 OEM

손잡이,엣지 AL HNF-A30 서해 OEM

시스템선반 PB+시트 지정시트 서해 OEM

휠라, 도어 PET 지정 PET마감 서해 OEM

측면 거울 거울 3T은경

손잡이 AL HNF-A30

상부장 PET 지정 PET마감

하부장 PET 지정 PET마감

키큰장

(냉장고상부장/수납장)
PET 지정 PET마감

냉장고장 손잡이 AL HNF-A30 서해 OEM

상부장 PET 지정 PET마감

하부장 PET 지정 PET마감

욕실장 욕실 상부장 슬라이딩장 3T 은경 + PS + 전사시트 서해 OEM

욕실 천장 천장재 판넬 ABS 서해 OEM

외부창호 각실 창호/ 손잡이 PL
창호: 프레임 위 지정SHEET마감

손잡이: 지정손잡이
서해 OEM

현관 센서등 ACRYL, STEEL LED 12W 서해 OEM

직부등 ACRYL, STEEL LED 50W*2 서해 OEM

복도매입등 AL-DIE, CASTING LED 5W 서해 OEM

직부등 ACRYL, STEEL LED 50W 서해 OEM

화장대입구 AL-DIE, CASTING LED 5W 서해 OEM

침실2,3 직부등 ACRYL, STEEL, AL LED 40W 서해 OEM

식탁등 ACRYL, STEEL LED 20W 서해 OEM

매입등 ACRYL, STEEL, AL LED 50W 서해 OEM

욕실1,2 원형매입등 ACRYL, STEEL LED 15W 서해 OEM

화장대상부 매입등 ACRYL, STEEL, AL LED 25W 서해 OEM

드레스룸 매입등 ACRYL, STEEL, AL LED 12W 서해 OEM

대피공간, 다용도실

실외기실
직부등 ACRYL, STEEL LED 8W 서해 OEM

양변기 투피스 CC-201 대림비엔코

세면기 ABS반다리 CL-347 대림비엔코

세면기수전 - D4-340C 다로스

욕조수전 - D4-600C 다로스

슬라이드바 - DA-107C 다로스

매립형 휴지걸이 - N-1202-2 범한공업

수건걸이 - NU-015L-1 범한공업

코너선반 - NU-608 범한공업

서해 OEM

서해OEM

서해 OEM

침실1

5) 침실3

붙박이장

4) 드레스룸

일반가구

주방가구

본주방

아일랜드장

거실

공용욕실

욕  실

조명기구

위생기기/

수전

주방



실  명 사  양 모 델 명 제 조 사 비  고부  위

양변기 투피스 CC-201 대림비엔코

비데 - CBT-G2031W 쿠쿠전자

세면기 ABS반다리 CL-347 대림비엔코

세면기수전 - D4-340C 다로스

수납형 레인샤워수전 - V-3001, 화이트 다로스

매립형 휴지/휴대폰거치대 - N-2202-2 범한공업

수건걸이 - NU-015L-1 범한공업

주방 씽크수전 - DA-8100NB 다로스

발코니  청소용스프레이건 - SF33 다로스

손빨래수전(온,냉) - SF-02A 다로스

세탁기수전(온,냉) - SF-02B 다로스

거실 통합형월패드 - - -

가스쿡탑(3구) - GRA-B320PA SK매직 기본제공

오븐 - EON-B450M SK매직 기본제공

하이브리드 쿡탑 (인덕션2구+하이라이트1구) CIHR-D303FB 쿠쿠전자 유상옵션1

인덕션 인덕션3구 CIRS-CL301FB 쿠쿠전자 유상옵션2

하이브리드 쿡탑 (인덕션2구+하이라이트1구) CBYD2415G LG전자 유상옵션3

인덕션 인덕션3구 BEI3GTBI LG전자 유상옵션4

빌트인 냉장고+냉동고

+김치냉장고
- - LG전자 유상옵션

음식물탈수기 - HFD-160SN 하츠

주방TV 10인치 STV-1050N 새로닉스

후드 침니형 RHD-1361T SK매직

부부욕실 욕실폰 - DJB-10NW 새로닉스

발코니 전동빨래건조대 램프/휀기능/리모콘식 ED700 씨넷
확장선택시

기본제공

일괄소등 스위치 - 서해 OEM

스마트 스위치 - 서해 OEM

스마트 스위치 - 서해 OEM

대기전력 콘센트 - 서해 OEM

일반 스위치,콘센트 - 서해 OEM

일반 스위치,콘센트 - 서해 OEM

일반 스위치,콘센트 - 서해 OEM

- - 서해 OEM

- - 서해 OEM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LG전자 유상옵션1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LG전자 유상옵션2

보일러 - 가스보일러 서해 OEM

천정형

에어컨

다용도실 개별보일러

거실

침실2,3

다용도실

주방

공용욕실/부부욕실

배선기구

거실

침실

거실,침실1

침실1(안방)

거실,침실1,침실2,침실3

온도조절기

가전

배선기구

부부욕실

위생기기/

수전



실 명 부 위 사양 재질 규  격 모델명 제조사 이미지 비 고

걸레받이/

창호/

목창호

SHEET PVC PNT21T 현대 L&C

천정몰딩 SHEET PVC

거실/주방/침실1/

침실2,3 천정재
천정지 실크벽지  8105-1 신한벽지

거실/주방/침실1/

침실2,3 바닥재
마루 강마루  크림오크 서해OEM 기본제공

거실/주방/복도

바닥재
타일 폴리싱타일 600*600 오닉스화이트 서해OEM

유상옵션

(M/H 시공)

바닥 타일 폴리싱타일 600*600 GA 6024 서해OEM

벽 벽지 실크벽지 4189-1 서울벽지

디딤판,걸레받이 인조강화석 인조강화석 HSQ-SKGM2005 서해OEM -

벽 벽지 실크벽지 4189-1 서울벽지

아트월 타일 포세린타일 600*1200 GA2448 서해OEM

MMA
베이지 아일랜드

G109
LX하우시스 기본형

엔지니어스톤 골드러쉬 FL106 LX하우시스
유상옵션

(M/H 시공)

타일 도기질타일 300*600 3598G 서해OEM - 기본형

인조대리석 엔지니어스톤 골드러쉬 FL106 LX하우시스
유상옵션

(M/H 시공)

침실1 벽 벽지 실크벽지 10329-2 신한벽지

송학둥지 서해그랑블 59 TYPE 마감재리스트
(확장형 모델촬영이며, 비확장시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되며, 본 사진에 전시용품이 촬영된것은 분양가 제외임)

현  관

거실

인조대리석주방상판

주 방

주방 벽

공 통



드레스룸 벽 벽지 실크벽지 10329-4 신한벽지

침실2 벽 벽지 실크벽지 4147-1 서울벽지 -

침실3 벽 벽지 실크벽지 4147-1 서울벽지 -

다용도실/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

바닥 타일 자기질타일 300*300 GGN9614 서해OEM

바닥 타일 자기질타일 300*300 NGJ8474 서해OEM

벽 타일 도기질타일 300*600 SWD-루가노G 서해OEM

젠다이 인조강화석 인조강화석 HSQ-SMGM2005 서해OEM -

바닥 타일 자기질타일 300*300 NGR8J72 서해OEM

벽 타일 도기질타일 300*600 SWD-루가노G 서해OEM

젠다이 인조강화석 인조강화석 폭 120 HSQ-SMGM2005 서해OEM -

공용욕실

신발장

부부욕실

현관

일반가구

유상옵션

(M/H 시공)

중문

( 3연동 도어)

PET+은경 서해OEM

현관
5T 브론즈사틴

강화유리
-서해OEM



인조강화석 -

상부장 PET 서해OEM

하부장 PET 서해OEM

냉장고장 PET 서해OEM
유상옵션

(M/H 시공)

아일랜드 PET 서해OEM

다용도실 세탁선반 지정시트 유사 PB 서해OEM -

드레스룸 시스템선반 지정시트 유사 PB 서해OEM -

공용욕실

부부욕실

붙박이장

일반가구

침실3

드레스룸

욕실장 은경+합성수지

-

시스템

가구

본주방

슬라이딩장

화장대

드레스룸 도어

주방가구

5T 브론즈

강화유리
서해OEM

PET

PET+은경 +

인조강화석 상판

서해OEM

서해OEM

서해OEM

PET+은경



외부샤시 각실 PL창호 지정시트마감 PNT21T 현대 L&C -

현관 센서등 매입등
LED 12W

(ACRYL, STEEL)
서해OEM

거실 거실등 직부등
LED 50W*2

 (ACRYL, STEEL)
서해OEM

복도 복도등 매입등
LED 5W

(AL-DIE, CASTING)
서해OEM

침실1 침실1등 직부등
LED 50W

(ACRYL, STEEL)
서해OEM

파우더룸 화장대등 매입등
LED 25W

(ACRYL, STEEL, AL)
서해OEM

드레스룸 드레스룸등 매입등
LED 12W

(ACRYL, STEEL)
`

침실2,3 침실2,3등 직부등
LED 40W

(ACRYL, STEEL, AL)
서해OEM

주방 식탁등 팬던트
LED 20W

(ACRYL, STEEL)
서해OEM

주방 주방등 매입등
LED 50W

(ACRYL, STEEL, AL)
서해OEM

공용욕실

/ 부부욕실
욕실등, 샤워부스 매입등

LED 15W

(ACRYL, STEEL)
서해OEM

조명기구



조명기구
대피공간, 다용도실

실외기실

대피공간,

 다용도실

실외기실등

직부등
LED 8W

(ACRYL, STEEL)
서해OEM

양변기 투피스 CC-201 대림비엔코

세면기 반다리 CL-347 대림비엔코

세면기수전 원홀 D4-340C 다로스

휴지걸이/

휴대폰 거치대
매입형 N-1202-2 범한공업

슬라이드바 슬라이드바 DA-107C 다로스

코너선반 1단 NU-608 범한공업

욕조수전 벽부형 D4-600C 다로스

양변기 투피스 CC-201 대림비엔코

비데 바타입 CBT-G2031W 쿠쿠전자

세면기 반다리 CL-347 대림비엔코

위생

기기

부부욕실

공용욕실



세면기수전 원홀 D4-340C 다로스

샤워수전 수납형 V-3001, 화이트 다로스

휴지걸이/

인터폰 겸용
매입형 N-2202-2 범한공업

공용/부부욕실 수건걸이 1단 NU-015L-1 범한공업

세탁기수전 벽부형 SF-02B 다로스

손빨래수전 벽부형 SF-02A 다로스

발코니 청소 스프레이건 벽부형 SF33 다로스

싱크 수전 원홀 DA-8100NB 다로스

싱크볼 사각볼 서해OEM

일괄소등 스위치 서해 OEM

대기전력차단

스위치
서해 OEM

부부욕실

배선기구

주방

위생기기

다용도실



가전 월패드 서해 OEM

가스쿡탑 3구 GRA-B320PA SK매직

오븐 EON-B450M SK매직

하이브리드 쿡탑
인덕션2구+하이라

이트1구
CIHR-D303FB 쿠쿠전자 유상옵션1

인덕션 인덕션 3구 CIRS-CL301FB 쿠쿠전자
유상옵션2

 (M/H시공)

하이브리드 쿡탑
인덕션2구+하이라

이트1구
CBYD2415G LG전자 유상옵션3

인덕션 인덕션 3구 BEI3GTBI LG전자 유상옵션4

빌트인 기기
냉장고+냉동고+

김치냉장고
LG전자 유상옵션

음식물탈수기 HFD-160SN 하츠

주방TV 10인치 STV-1050N 새로닉스

후드 침니형 RHD-1361T SK매직

욕실폰 DJB-10NW 새로닉스

발코니 전동빨래건조대
램프/휀기능/

리모콘식
ED700 씨넷

확장옵션

선택 시 제공

주방

가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