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미 해모로 리버시티]  마감리스트 - 41㎡B
    (발코니확장기준)

사양 품 명 이미지 비고

시트래핑 PVC창호  -

시트래핑 PVC창호  -

시트래핑  -

거실/침실 천장 지정 벽지 실크벽지

거실 벽 (MAIN) 지정 벽지 실크벽지

침실 벽 (MAIN) 지정 벽지 실크벽지

마루 거실/주방/침실 바닥 강마루 -

바닥 타일 타일

디딤판 엔지니어드 스톤 엔지니어드 스톤

주방 벽 타일 타일

주방 상판 인조대리석 인조대리석

벽+주방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엔지니어드 스톤 유상옵션

벽 (MAIN) 타일 타일

바닥 타일 타일

벽지

현관

주방

공 종

엔지니어드 스톤
타일

인조대리석

욕실

41㎡B

창호

PVC 창호 (주방)

PVC 창호 (메인)

목창호



    ■ [구미 해모로 리버시티]  마감리스트 - 41㎡B
    (발코니확장기준)

사양 품 명 이미지 비고

공 종

41㎡B

젠다이 상판+뒷벽 인조대리석 엔지니어드 스톤

도어 SILL 인조대리석 인조대리석

바닥 타일 타일

재료분리대 인조대리석 인조대리석

현관 신발장 도어+훼샤 PET PET

현관 팬트리도어 훼샤 PET PET

침실1 붙박이장 도어+훼샤 PET PET

상부장 도어+EP PET PET

하부장 도어+EP PET PET

시스템 가구 현관 팬트리 시스템 선반 시트  - 확장시 제공

욕실장 욕실 상부장 AL+은경   2도어 슬라이딩장 (은경)

주방가구

발코니1

/실외기실

일반가구

엔지니어드 스톤
타일

인조대리석

욕실

http://www.lghausys.co.kr/rn/productcategory/category3/view.jsp?sup_category=B05&mid_category=B0502&fin_category=B050214&prd_id=12208�
http://www.lghausys.co.kr/rn/productcategory/category3/view.jsp?sup_category=B05&mid_category=B0501&fin_category=B050106&prd_id=10708�


    ■ [구미 해모로 리버시티]  마감리스트 - 41㎡B
    (발코니확장기준)

공종 실명 부위 사양 품 명 이미지 비고

후드 렌지후드 (침니형)

주방 TV폰 -

가스 쿡탑

인덕션 쿡탑 유상옵션

오븐 빌트인 광파오븐

음식물처리기 음식물처리기  

거실/침실 천정 에어컨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거실 아트월 월패드 월패드

욕실2

(공용욕실)
천정 복합환풍기 스마트 복합환풍기

발코니1 천정 빨래건조대 전동 빨래건조대

실외기실 천정 전열교환기 -

세면기 도기일체형

양변기 원피스형

욕조 수납형 세라믹욕조

구 분 41㎡B

가전

주방

상부장

하부장

쿡탑

위생기기 욕실



    ■ [구미 해모로 리버시티]  마감리스트 - 41㎡B
    (발코니확장기준)

공종 실명 부위 사양 품 명 이미지 비고

구 분 41㎡B

세면기 수전 -

샤워수전 -

수건걸이 -

휴지걸이 매립휴지걸이/폰트레이

청소솔 -

싱크수전 -

세탁수전 -

발코니수전+스프레이건 -

현관 천정 센서직부등 W260*D260*H70

거실 천정 직부등
W625*D625*H35

W625*D420*H35

주방 천정 매입등 W1200*D200*H60

침실 천정 직부등 Ø600 X H50

천정 매입등 Ø113

욕실미등 매입등 Ø85

욕실

발코니

수전
액세서리

욕실

주방

조명

조명



    ■ [구미 해모로 리버시티]  마감리스트 - 41㎡B
    (발코니확장기준)

공종 실명 부위 사양 품 명 이미지 비고

구 분 41㎡B

발코니 천정 직부등 Ø220

실외기실 벽면 벽부등 W218*D135*H55

현관 벽면 스위치 일괄소등 스위치

거실/주방/침실 벽면 스위치 대기전력 차단 스위치

주방 벽면 스위치 전열교환기 조절기

스위치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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