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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씨씨 인테리어 프로세스

홈씨씨 인테리어는 국내외 최신 인테리어 트렌드를 반영된 디자인을 스타일별로 제안해드리며, 

디자이너가 제안하는 공간별 상품 패키지를 통해 한 차원 높은 품질과 디자인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담당 인테리어 파트너와 시공품질담당자를 통해 홈씨씨파트너와 믿고 계약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상담 요청

표준 계약을 통한

안심계약
계약번호 / 표준 견적

STEP

01

STEP

05

인테리어 파트너 

상담

표준 시공
KCC글라스 본사 시공품질관리

STEP

02

STEP

06

디자인 스타일 

선정

품질보증
공사 완료 확인서 작성

1년 무상 A/S (1588-9894)

STEP

03

STEP

07

견적 / 현장 실측

서비스 제공

해피콜
고객 만족도 체크

STEP

04

STEP

08

이용 가이드

03

토털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 홈씨씨 인테리어

홈씨씨 인테리어 전문 디자이너의 체계적인 트렌드 분석을 통해

제안되는 인테리어 스타일을 고객이 쇼핑하듯 손쉽게 선택하고,

홈씨씨 인테리어 매장을 통해 인테리어 스타일을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인테리어 전문브랜드 입니다.

인테리어 전문가의 라이프 스타일 연구 결과를 반영한 

홈씨씨 인테리어 스타일은 이상적인 삶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홈씨씨 인테리어 스타일

디자인 스타일

  모델하우스 조사를 통한 트렌디한 자재 반영

  라이프스타일 분석을 통한 인테리어 스타일링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 스타일 개발

공간디자인 패키지를 통한 스타일 제안 

인테리어 파트너

  KCC글라스가 검증하고 판매하는 정품 자재 시공 

  정기적인 교육 및 세미나를 통한 관리시스템 

  표준 계약서와 안심계약을 통한 시공 서비스

KCC글라스가 검증, 관리하는 인테리어 파트너 연결 

시공품질담당자

  표준 계약서와 안심계약을 통한 시공 서비스

  A/S 관리 (무상 1년 보증)

   공사 완료 확인서 접수 

   (공사 완료 확인 후 해피콜 서비스 실시) 

패키지 자재와 시공을 포함한 품질관리

TRENDY
저채도 컬러를 기본으로 하고 블루&블랙을 포인트로 

적용하여 보다 편안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기본 인테리어 마감재는 모노톤의 무광 자재를 적용하여 

감각적이고 세련된 공간으로 표현 할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감각적이고 세련된 집
SOFT
화이트 컬러를 기본으로 화사한 컬러 포인트를 더하여 

러블리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모던한 공간에 포인트 

컬러와 장식적인 요소를 더하는 콘셉트로 아기자기 

하면서도 세련되고 우아한 공간으로 표현될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부드럽고 우아한 집
ORGANIC
뉴트럴 컬러와 우드 패턴의 조화로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저채도의 그린 컬러와 자연의 결이 

살아 있는 우드 패턴을 포인트로 하여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멋이 특징인 콘셉트로 고급스럽고 

차분한 스타일입니다.

여유를 벗 삼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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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04         ORGANIC

ENTRANCE  현관 BATHROOM  공용욕실

LIVING ROOM  거실 KITCHEN  주방

BATHROOM  부부욕실

뉴트럴 컬러와 우드 패턴의 조화로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저채도의 그린 컬러와 자연의 결이 살아 있는 우드 패턴을 

포인트로 하여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멋이 

특징인 콘셉트로 고급스럽고 차분한 스타일입니다.

여유를 벗 삼은 집
ORGANIC

여유를 벗 삼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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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ORGANIC

※책자 내 샘플 색상은 실제 색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NTRANCE  현관 07

LIVING ROOM  거실 08

KITCHEN  주방 10

BATHROOM  공용욕실 12

BATHROOM  부부욕실 13

여유를 벗 삼은 집

기능성과 디자인성을 함께 갖춘 3연동 슬림 도어를 적용하여 현관을 더욱 심플하면서도 넓어 보이도록 연출하였습니다. 

베이지 컬러의 현관장과 화이트 컬러의 중문은 편안하면서도 깨끗한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ENTRANCE 현관  

조명
현관등 엣지 센서 (사각)

조명
할로겐5W 크롬

도어
AL 3연동도어

타일
PIASE_PIANO SEGA 
ARGENTO NAT

현관장
HW3 옵틱 매트베이지

타일 도어 조명가구

현관장
데코 현관장 화이트

PIASE_PIANO SEGA 
ARGENTO NAT

포쉐린 / 무광 / 컷팅

900 X 900mm

66017

포쉐린 / 무광 / 컷팅

600 X 600mm 

데코 현관장

화이트

HW3 옵틱

매트베이지

AL 3연동도어

화이트 / 투명 유리

현관등 엣지 센서 (사각)

LED 색온도 6500K 

소비전력:20W 

222 X 222 X 18mm

할로겐5W 크롬

LED 색온도 6500K 

소비전력:5W

83Ø X 34mm

옵션

※책자 내 샘플 색상은 실제 색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0601 @1 종합카다로그-계약용 내지(220-280).indd   6-7 2020-06-02   오후 5:51:29



O
R

G
A

N
IC

0908         ORGANIC

베이지 컬러와 우드의 조합으로 따뜻하고 편안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콘셉트입니다.

내추럴한 패턴과 소재는 따뜻한 컬러톤을 만들어 내며 휴식을 위한 공간연출에 도움을 줍니다.

타일
EVO-Q SAND NAT

LIVING ROOM 거실  

조명바닥재

조명
거실등 리오 6등

타일

조명
슬림직부 1등 화이트

EVO-Q SAND NAT

포쉐린 / 무광 / 컷팅

600 X 1,200mm

브라운 오크 J1109

95 X 800 X 7.5mm

거실등 리오 6등

LED 색온도 6500K

소비전력:150W

1,120 X 700 X 85mm

할로겐5W 화이트

LED 색온도 6500K

소비전력:5W

83Ø X 34mm

멀티2구 화이트

LED 색온도 4000K

소비전력:60W

370 X 185 X 160mm

조명
할로겐5W 화이트

바닥재
브라운 오크 J1109

슬림직부 1등 화이트

LED 색온도 6500K 

78Ø X150mm

※책자 내 샘플 색상은 실제 색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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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컬러인 베이지 컬러에 머드 브라운 컬러를 포인트로 하여 고요하고 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우드 소재의 주방 소품과 식물을 매치하여 고급스러우면서도 따스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KITCHEN 주방  

타일

벤토스 화이트 (무광)

LED 색온도 6500K 

330Ø X 250mm

주방등 리오 2등

LED 색온도 6500K

소비전력:50W

1,183 X 172 X 80mm

조명바닥재

브라운 오크 J1109

95 X 800 X 7.5mm

AJ 26-08 (연회색 무광)

도기질 / 무광 / 몰드

200 X 600mm

슬림직부 1등 화이트

LED 색온도 6500K 

78Ø X 150mm

할로겐5W 화이트

LED 색온도 6500K

소비전력:5W

83Ø X 34mm

조명
슬림직부 1등 화이트

타일
AJ 26-08 (연회색 무광)

조명
주방등 리오 2등

조명
벤토스 화이트 (무광)

바닥재
브라운 오크 J1109

가구
HK7 뉴모닝 머드브라운 (무광)

조명
할로겐5W 화이트

가구

HK7 뉴모닝

베이지 (무광)

HK7 뉴모닝

머드브라운 (무광)

※책자 내 샘플 색상은 실제 색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구
HK7 뉴모닝 베이지 (무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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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지 톤의 타일을 메인으로 브라운 톤의 타일을 하부에 매치하여 정리되어 보이는 효과를 주어 편안함을 주는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베이지 톤의 무광 타일과 브릭 타일을 매치하면 오랜 시간이 지나도 늘 변함없는 온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BATHROOM 부부욕실  BATHROOM 공용욕실  

타일

일랍스 뉴트럴

포쉐린 / 무광 / 컷팅

300 X 600mm 

EOM 1655

도기질 / 무광 / 몰드

300 X 600mm 

EOM 2031

도기질 / 무광 / 몰드

300 X 600mm 

EOM 1651

도기질 / 무광 / 몰드

300 X 600mm 

AJF 3032

자기질 / 무광 / 몰드

300 X 300mm 

TOTAL LOOK 
MAJOLICA 
BIANCO LUX

포쉐린 / 유광 / 컷팅

60 X 240mm 

JF 3019

자기질 / 무광 / 몰드

300 X 300mm 

타일

타일
일랍스 뉴트럴

타일
EOM 1651

타일
TOTAL LOOK MAJOLICA 
BIANCO LUX

타일
EOM 2031

타일
JF 3019

타일
AJF 3032

타일
EOM 1655

위생도기
HI-C10

위생도기
HI-C100

세면기
HI-L51

수전
HF-B5031-2 수전

KC-L2001

수전
HF-L600

※책자 내 샘플 색상은 실제 색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책자 내 샘플 색상은 실제 색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면기
HI-L151

액세서리

BA 2407-1B

유리 코너 선반 

(브론즈)

다용도 상판

1,600 X 115 X 12mm

샌디드크림

욕조

JB-02 (평면형)

SMC 매립형 욕조

1,600 X 720 X 435mm

천장재

SMC천장재 
(평면형)

1,250 X 1,850mm

환풍기

C2-100

타공:165 X 165mm

조명

욕실 LED 매립등 
(원형)

150Ø / 소비전력:20W

조명

욕실 LED 매립등 
(원형)

150Ø / 소비전력:20W

액세서리세트

BA-6000

4품 액세서리 세트

거울

액세서리

BA-2407-1B

유리코너 선반 

(브론즈)

다용도 선반 
(브라켓 포함)

600 X 150 X 50mm 

샌디드크림

파티션

접합샤워파티션 
(투명)

700 X 1,900mm

천장재

SMC천장재 
(평면형)

1,250 X 1,850mm

환풍기

JV201S

타공:160 X 160mm

액세서리세트

HA-1500

4품 액세서리 세트

거울

PS 선반형 거울

600 X 800 X 100(D)mm

위생도기 위생도기 비데

HI-C100

원피스 양변기 

410 X 730 X 690mm

욕실장

1도어 650장 

(브론즈경/오크바디)

650 X 800mm

HI-L51

반다리형 세면기 

610 X 470 X 800mm

수전금구

KC-L2001

1홀 세면수전

원형거울 (화이트) 

600 X 600mm

수전금구

HF-L600

1홀 세면수전

욕실장

2도어 600장 (패턴)

600 X 800mm

슬라이드바

HA-S200 (CR)

크롬

HI-C10 

비데일체형 양변기 

리모컨 타입

400 X 750 X 575mm

HI-L151

일체형 세면기 

520 X 460 X 360mm

BD-3000N

543 X 489 X 158mm

HF-B5031-2

선반형 샤워욕조수전

KC-R8800

레인샤워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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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ANCE  현관 BATHROOM  공용욕실

LIVING ROOM  거실 KITCHEN  주방

BATHROOM  부부욕실

화이트 컬러를 기본으로 화사한 컬러 포인트를 

더하여 러블리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모던한 공간에 포인트 컬러와 장식적인 요소를 

더하는 콘셉트로 아기자기하면서도 세련되고 

우아한 공간으로 표현 될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부드럽고 우아한 집
SOFT

부드럽고 우아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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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 컬러의 마감재와 화이트 컬러의 현관장을 함께 매치하여 심플하지만 세련됨을 보여주고 

골드 컬러로 포인트를 주어 특별한 현관으로 연출하였습니다.

ENTRANCE 현관  

ENTRANCE  현관 17

LIVING ROOM  거실 18

KITCHEN  주방 20

BATHROOM  공용욕실 22

BATHROOM  부부욕실 23

※책자 내 샘플 색상은 실제 색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명
슬림직부 1등 골드조명

멀티1구 화이트조명
T5간접등

도어
양개형 중문도어

타일
TOTALOOK_EHCN BIANCO

현관장
HW5 케렌시아 화이트

타일

TOTALOOK_ 
EHCN BIANCO

포쉐린 / 무광 / 컷팅

600 X 600mm

조명도어

양개형 중문도어

블랙 / 미스트 유리

가구

HW5 케렌시아

화이트

T5간접등

LED 색온도 3000K

멀티1구 화이트

LED 색온도 4000K

소비전력:30W

185 X 185 X 160mm

 

슬림직부 1등 골드

LED 색온도 6500K 

78Ø X 150mm

부드럽고 우아한 집

※책자 내 샘플 색상은 실제 색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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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거실등 시스템S 6등

조명
할로겐5W 화이트

바닥재
헤링본 모던 화이트 J1201

타일
AV 61

아이보리 톤의 패턴 타일과 헤링본 강마루를 적용하여 깨끗하면서도 화사한 느낌을 줍니다. 

심플한 조명과 우물천장으로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하고 웨인스코팅 몰딩과 컬러감이 있는 가구들로 감각 있는 거실을 만들어 줍니다.LIVING ROOM 거실  

조명바닥재타일

AV 61

포쉐린 / 무광 / 컷팅

400 X 800mm

헤링본 모던 화이트 
J1201

95 X 597 X 7.5mm

거실등 시스템S 6등

LED 색온도 6500K

소비전력:150W 

1,115 X 655 X 62mm

할로겐5W 화이트

LED 색온도 6500K

소비전력:5W  

83Ø X 34mm

※책자 내 샘플 색상은 실제 색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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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핑크를 매치한 인테리어 키친을 적용하여 모던한 클래식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세련된 감각의 골드 컬러의 조명과 그린 컬러톤의 리빙가구를 더해 세련되고 우아한 주방으로 완성시켜줍니다.KITCHEN 주방  

타일 가구 조명바닥재

조명
할로겐5W 화이트

조명
주방등 시스템S 2등

조명
슬림직부 1등 골드

조명
밴드1등 골드

가구
HK7 프렌치 퓨어화이트 (무광)

가구
HK7 프렌치 베이비핑크 (무광)

타일
AV 36223

밴드 1등 골드

LED 색온도 3000K 

400 X 400 X 200mm

슬림직부 1등 골드

LED 색온도 6500K

78Ø X 150mm

AV 36223

도기질 / 유광 / 몰드

300 X 600mm 

HK7 프렌치

베이비핑크 (무광)

HK7 프렌치

퓨어화이트 (무광)

주방등 시스템S 2등

LED 색온도 6500K

소비전력:50W

1,190 X 165 X 62mm

할로겐5W 화이트

LED 색온도 6500K

소비전력:5W  

83Ø X 34mm

바닥재
헤링본 모던 화이트 J1201

※책자 내 샘플 색상은 실제 색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헤링본 모던 화이트 
J1201

95 X 597 X 7.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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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바

FH-200HI-C510

원피스 양변기

390 X 700 X 735mm

HI-L163

일체형 세면기

495 X 480 X 375mm

매력적인 테라조 타일과 패턴 타일을 매칭하고 슬림한 상부형 욕실장으로 한층 더 넓어 보이는 욕실을 선사합니다. 

트렌드한 포인트 패턴 타일을 바닥에 매칭하여 나만의 개성 있는 욕실을 연출해 보세요.

화이트 컬러의 메인 벽타일과 포인트 타일을 매칭하여 아기자기하면서도 우아한 욕실을 선사합니다. 

글로시한 핑크 톤의 포인트 타일로 핑크빛 무드로 가득한 욕실을 연출해 보세요.

BATHROOM 부부욕실  BATHROOM 공용욕실  

액세서리 욕조 천장재

SMC천장재  
(평면형)

1,250 X 1,850mm

환풍기

C2-100

타공:165 X 165mm

조명

욕실 LED 매립등  
(원형)

150Ø / 소비전력:20W

조명

욕실 LED 매립등  
(원형)

150Ø / 소비전력:20W

액세서리세트

거울

파티션 천장재 환풍기

JV201S

타공:160 X 160mm

액세서리세트

위생도기 비데 위생도기 욕실장수전금구수전금구 욕실장

타일

TWHD001M

도기질 / 무광 / 몰드

300 X 600mm

TWHD1023M
도기질 / 무광 / 몰드

300 X 600mm

TWHD2255M

도기질 / 무광 / 몰드

300 X 600mm

REP-21
포쉐린 / 무광 / 몰드

200 X 200mm

JF3018

자기질 / 무광 / 몰드

300 X 300mm

타일

2도어 오픈장
(은경/오크바디)

600 X 800mm

HF-B6230

샤워욕조수전

타원형 거울 
(일반형)

530 X 830mm

HF-L6210

1홀 세면수전

BD-AC50E

526 X 460 X 150mm

JB-03 (사각형)

SMC 매립형 욕조

1,700 X 750 X 435mm

HA-2407-11

유리코너 선반 (투명)

다용도상판

1,550 X 120 X 12mm

글래링슬리트

HA-9500 (CR)

4품 액세서리 세트

HI-C5100

투피스 양변기 / 치마형 

400 X 700 X 740mm

선반형 슬라이딩장 
(은경/오크바디)

1,200 X 800mm

HI-L30

반다리형 세면기 

570 X 495 X 800mm

KC-L1001

1홀 세면수전

접합샤워파티션  
(에칭)

700 X 1,900mm

BA-2050

4품 액세서리 세트

액세서리

BA 2407-1

유리코너선반

SMC천장재 
(돔형)

1,250 X 1,850mm

타일
TWHD001M

타일
TWHD1023M

타일
REP-21

타일
JF3018

타일
TWHD2255M

수전
HF-B6230

수전
HF-L6210

수전
KC-L1001

위생도기
HI-C510

위생도기
HI-C5100

세면기
HI-L163

세면기
HI-L30

※책자 내 샘플 색상은 실제 색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책자 내 샘플 색상은 실제 색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KC-R9000

선반형 레인샤워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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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ANCE  현관 BATHROOM  공용욕실

LIVING ROOM  거실 KITCHEN  주방

BATHROOM  부부욕실

저채도 컬러를 기본으로 하고 블루&블랙을 포인트로 

적용하여 보다 편안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기본 인테리어 마감재는 모노톤의 무광 자재를  

적용하여 감각적이고 세련된 공간으로 

표현 할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감각적이고 세련된 집
TRENDY

감각적이고 세련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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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코 현관장

라이트그레이 (무광)

화이트 무광의 하프 타입 손잡이가 어우러진 현관장은 그레이 컬러의 내추럴 패턴 타일과 함께

트렌드를 늘 앞서가는 당신의 감각을 충족시키는 공간입니다.

ENTRANCE 현관  

타일 조명도어가구

T5간접등

LED 색온도 3000K

조명
현관등 심플

조명
T5간접등

도어
원슬라이딩 도어 

현관장
HW3 옵틱 
라이트그레이 (무광)

현관장
데코 현관장 
라이트그레이 (무광)

타일
PIASE_PIANO 
SEGA SABBIA NAT

ENTRANCE  현관 27

LIVING ROOM  거실 28

KITCHEN  주방 30

BATHROOM  공용욕실 32

BATHROOM  부부욕실 33

※책자 내 샘플 색상은 실제 색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각적이고 세련된 집

PIASE_PIANO 
SEGA SABBIA NAT

포쉐린 / 무광 / 컷팅

900 X 900mm

AV 6R402

포쉐린 / 무광 / 컷팅

600 X 600mm

원슬라이딩 도어 

유리디바이딩 D / 블랙

브론즈 유리

현관등 심플

LED 색온도 6500K

소비전력:15W

230 X 230 X 60mm

※책자 내 샘플 색상은 실제 색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HW3 옵틱

라이트그레이 (무광)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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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 컬러의 아트월과 바닥에 아이보리 톤의 타일을 적용하여 편안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네이비 톤의 가구와 포인트 거실 조명을 매치하여 감각적이고 세련된 거실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LIVING ROOM 거실  

조명타일

조명
거실등 UFO 3등 (블랙)

조명
할로겐5W 크롬

타일
EVO-Q WHITE NAT

타일
PIASE_PIANO SEGA GRIGIO NAT

할로겐5W 크롬

LED 색온도 6500K

소비전력:5W 

83Ø X 34mm

거실등 UFO 3등 (블랙)

LED 색온도 6500K

소비전력:150W 

400Ø X 500Ø X 600Ø X 80mm

EVO-Q WHITE NAT

포쉐린 / 무광 / 컷팅

600 X 1200mm

REG-01

폴리싱 / 유광 / 컷팅

600 X 1200mm

PIASE_PIANO SEGA GRIGIO NAT  

포쉐린 / 무광 / 컷팅

600 X 1200mm

※책자 내 샘플 색상은 실제 색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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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 라이트 그레이 컬러의 주방가구를 적용하여 깔끔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화이트 톤의 타일과 블랙의 심플한 조명을 매치한 주방은 세련되고 시크한 취향의 당신에게 더 매력적인 공간입니다.KITCHEN 주방  

타일 조명

가구
HK7뉴모닝
퓨어화이트 (무광)

가구
HK7뉴모닝
라이트그레이 (무광)

타일
PIASE_SPAZZOLATA 
E3ZP 94MH2R

조명
주방등 심플라인 2등

조명
T5간접등

조명
플랫 (블랙)

조명
다운라이트 3인치

타일
EVO-Q WHITE NAT

타일
EVO-Q WHITE NAT

주방등 심플라인 2등

LED 색온도 6500K

소비전력:50W  

1,190 X 160 X 75mm

플랫 (블랙)

LED 색온도 4000K  

1,205 X 15 X 65mm

다운라이트 3인치

LED 색온도 6000K

소비전력:7W 

108Ø X 60mm

T5간접등

LED 색온도 3000K

PIASE_SPAZZOLATA E3ZP 
94MH2R

포쉐린 / 무광 / 컷팅

450 X 900mm

EVO-Q WHITE NAT

포쉐린 / 무광 / 컷팅

600 X 1,200mm

가구

HK7뉴모닝

퓨어화이트 (무광)

HK7뉴모닝

라이트그레이 (무광)

REG-01

폴리싱 / 유광 / 컷팅

600 X 1200mm

※책자 내 샘플 색상은 실제 색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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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C200

원피스 양변기 

440 X 730 X 730mm

1도어 650장
(흑경 / 흑색바디)

650 X 800mm

원형거울 (블랙)

600 X 600mm

HI-L272S

일체형 세면기

495 X 440 X 390mm

GL-9013 (BK)

1홀 세면수전

GRS-500 (BK)

레인샤워수전

화이트 타일에 네이비 포인트 타일을 매치하여 공간의 대비를 주는 스타일입니다. 

바닥에 그레이 타일을 메인으로 샤워 공간은 패턴 타일을 포인트로 적용하여 트렌디하고 세련된 욕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밝은 그레이 컬러의 메인 타일과 브릭 타일을 적용하고 바닥에 짙은 그레이 컬러를 매치하여 묵직한 고급스러움을 담은 스타일입니다. 

욕실 수전과 욕실장 등을 블랙 컬러로 적용하여 세련된 욕실을 연출합니다.

BATHROOM 부부욕실  BATHROOM 공용욕실  

액세서리

다용도상판

1,550 X 120 X 12mm 

페블에버니

파티션 천장재

SMC천장재 
(평면형)

1,250 X 1,850mm

환풍기 조명

욕실 LED 매립등 
(원형)

150Φ / 소비전력:20W

조명

욕실 LED 매립등 
(원형)

150Φ / 소비전력:20W

액세서리세트

거울

액세서리 파티션 천장재

SMC천장재 
(평면형)

1,250 X 1,850mm

환풍기

JV201S

타공:160 X 160mm

액세서리세트

욕실장위생도기 비데 위생도기 수전금구수전금구 욕실장

타일

TOTALOOK  
GRIGIO NAT

포쉐린 / 무광 / 컷팅

600 X 600mm

TOTALOOK  
MAJOLICA  
GRIGIO NAT

포쉐린 / 무광 / 컷팅

60 X 240mm

TOTALOOK  
ANTRACITE NAT

포쉐린 / 무광 / 컷팅

600 X 600mm

JF3316

자기질 / 무광 / 몰딩

300 X 300mm

타일

DW9489

도기질 / 무광 / 몰드

300 X 600mm

DF4037

자기질 / 무광 / 몰드

300 X 300mm

REP-16

포쉐린 / 무광 / 몰드

200 X 200mm

ICM75335

도기질 / 무광 / 몰드

75 X 300mm

C2-100

타공:165 X 165mm

DS-1200 (BK)

4품 액세서리 세트

HA-2407-15 (BK)

유리코너선반 (블랙)

접합샤워파티션 
(블랙)

700 X 1,900mm

1도어 500장 
(은경/오크바디)

500 X 800mm

폴딩슬라이딩장

800 X 800mm

HI-C9000

투피스 양변기 / 치마형 

400 X 700 X 740mm

HI-L241S

반다리형 세면기 

560 X 450 X 800mm

HF-L100-U

1홀 세면수전

HF-R5000-W3

옵션 : 언더커버

선반형 레인샤워수전

HA-2407-15 (BK)

유리코너선반 (블랙)

다용도상판

1,600 X 115 X 12mm 

샌디드크림

접합샤워파티션 
(거울)

700 X 1,900mm

BA-6400 (흑진주)

4품 액세서리 세트

타일
TOTALOOK 
GRIGIO NAT

타일
REP-16

타일
DW9489

타일
DF4037

타일
TOTALOOK
ANTRACITE NAT

타일
TOTALOOK 
MAJOLICA 
GRIGIO NAT

타일
ICM75335

위생도기
HI-C200

위생도기
HI-C9000

세면기
HI-L272S

세면기
HI-L241S

수전
GL-9013(BK)

수전
HF-L100-U

※책자 내 샘플 색상은 실제 색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책자 내 샘플 색상은 실제 색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BD-3000N

543 X 489 X 158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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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WINDOW

홈씨씨스마트 128

특징   최대 26mm의 광폭 복층유리 적용이 가능한 에너지 세이빙 창호

          다중 모헤어 적용을 통해 획기적인 기밀성 향상

용도  비확장부 발코니 창호

※ 26mm 사용시 추가 비용 발생

고급형 프레임

128mm

리모델링에 최적화된 128mm (기존 제품 대비 프레임폭 확대)

수밀성능 강화

32
.5mm

레일 높이 상향 (28mm  → 32.5mm)

최대 26mm 복층유리

26mm

최대 26mm 복층유리 적용 가능 (단열 성능 향상)

업계최장 13년 품질보증
본사 시공을 통해 업계 최장 품질보증을 제공해드리는 고품격 서비스입니다.

홈씨씨 인테리어

13년 품질보증 이란?

13년 품질보증

적용 조건

건축자재 및 인테리어 자재에 대한 기술력과 고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더 좋은 

주거 환경을 제공해드리는 토털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 홈씨씨를 통해 

구입하시는 창호에 대해 품질을 최장 13년까지 보증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1) 홈씨씨 인테리어를 통해 시공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창호 13년 보증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주거용 세대 창호 교체 시에 한해 보증해 드립니다.

KCC창호 교체로 최상의 품질과 서비스를 경험하세요

HomeCC INTERIOR
ITEM LINE UP
홈씨씨 인테리어 아이템 라인업

GENERAL
FURNITURE
붙박이장 / 현관장

48KITCHEN 
FURNITURE
주방가구

36

WINDOW 창호

외창 종류 및 사양

HCC WINDOW

창틀폭 (mm)

128
단창

이중창

홈씨씨스마트 128

홈씨씨프리미엄 140

홈씨씨프리미엄 242

22 ~ 26

유리두께 (mm)

자동

손잡이

140

242

22 ~ 24

22 ~ 24

자동

자동

구분

LIGHTING
조명60FLOORING

바닥재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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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KITCHEN FURNITURE   

우아하고 클래식한 유럽의 멋스러움이 느껴지는 고품격 주방

디테일하고 정교한 3차원 가공 공법으로 만들어진 도어와 통일감 있는 손잡이가 채워주는 주방공간은 유럽풍의 우아한 감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화이트 & 인디고의 컬러 코디로 웨인스코팅 특유의 멋스러운 주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우아하고 클래식한 감각에 세련미를 더한 주방

세련된 감각의 스타일리시한 카키 컬러의 도어에 골드 컬러의 손잡이가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모던 클래식을 연출합니다. 

이음매가 없이 3차원 가공 공법으로 만들어진 도어는 견고하고 디테일한 입체감을 완성합니다.

HK7 Classy 클래시  

퓨어화이트 (무광) & 인디고 (무광)

[손잡이 : 히든화이트 / 히든인디고]

퓨어화이트 (무광) & 카키 (무광)

[손잡이 : 골드라인]

TWOHOLE TYPE

칼럼 로즈골드 칼럼 흑니켈 골드라인 크롬라인 모던엣지 엔틱화이트 엔틱실버 로즈골드 쥬얼리

HIDDEN TYPE 

히든화이트 히든인디고 히든카키 서클 골드

ONEHOLE TYPE 

서클 로즈골드서클 흑니켈 쉘화이트쉘블랙

무광 8 color

퓨어화이트 크림화이트 라이트그레이 다크그레이 인디고 카키 딥그린 베이비핑크

0601 @1 종합카다로그-계약용 내지(220-280).indd   36-37 2020-06-02   오후 5:52:20



38 KITCHEN FURNITURE   39

K
IT

C
H

E
N

 F
U

R
N

IT
U

R
E

HK7 French 프렌치  

무광 10 color

퓨어화이트 크림화이트 그레이 다크그레이 인디고 카키 딥그린 베이비핑크

베이지 머드브라운

유광 5 color

화이트 스완화이트 그레이 베이지 머드브라운

로맨틱한 클래식에 깔끔한 모던을 더한 모던 클래식 주방

섬세한 조색 과정을 거친 베이비핑크와 라이트그레이 컬러 코디는 모던하면서도 클래식한 주방에 로맨틱한 분위기를 더합니다.

고품격 클래식과 현대적인 모던을 함께 아우르는 세련된 네오 클래식 주방

공장에서 디테일하고 까다로운 컬러 조색과 공정을 거친 매트한 질감의 그레이 컬러는 

따라올 수 없는 고급스러운 감각으로 개발되어 모던한 럭셔리 하우스 인테리어를 실현하게 합니다.

베이비핑크 (무광) & 라이트그레이 (무광)

[손잡이 : 서클골드 원홀] 라이트그레이 (무광)

TWOHOLE TYPE

칼럼 로즈골드 칼럼 흑니켈 골드라인 크롬라인 모던엣지 엔틱화이트 엔틱실버 로즈골드 쥬얼리

HIDDEN TYPE 

히든화이트 히든인디고 히든카키 서클 골드

ONEHOLE TYPE 

서클 로즈골드서클 흑니켈 쉘화이트쉘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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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 다크그레이 컬러의 모던 럭셔리 주방

다크그레이의 감각적인 무광 텍스처와 화이트 컬러의 세련된 코디는 절제된 단순함을 내세운 담백한 모던 스타일을 연출합니다.

요리 동선은 최소화시키고 수납공간은 최대화시켜 실용성과 디자인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모던한 도시 감성을 품은 주방

섬세하고 오랜 절차를 거친 도장 공정 속에 탄생한 화이트의 우아한 색감은 차별화된 정통 하이그로시 광택의 아름다움을 전합니다.

간결한 핸들리스 스타일로 모던한 도시 감성을 완벽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다크그레이 (무광) & 화이트 (유광) 화이트 (유광)

HK7 NEW MORNING 뉴모닝  

무광 10 color 유광 5 color

크림화이트퓨어화이트 라이트그레이 다크그레이 인디고 카키 딥그린 베이지 머드브라운베이비핑크 화이트 스완화이트 그레이 베이지 머드브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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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5 Querencia 케렌시아  

색상 5 color

화이트 그레이 내추럴 오크 빈티지 월넛 다크브라운

클래식과 모던을 아우르는 품격 있는 주방

손잡이가 숨겨진 프레임 타입 도어는 클래식하면서도 모던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짙은 브라운 컬러와 따뜻한 계열의 그레이 컬러 코디는 다이닝을 한층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만들어줍니다.

클래식과 모던함을 오가는 품격 있는 뉴트로 빈티지 스타일

톤 다운된 리얼한 우드 컬러와 텍스처로 숲을 집안에 품은 듯 편안한 무게감을 형성하는 제품입니다.

클래식과 모던을 오가는 깔끔한 프레임 디자인과 흑니켈 컬러 손잡이는 현대적인 클래식함으로 품격 있는 공간을 완성합니다.

리얼 우드 질감의 섬세한 감성 스타일

뉴트럴 한 컬러감과 리얼한 우드 질감으로 섬세하고 따뜻한 감성이 돋보이는 제품입니다. 

차별화된 핸들리스 프레임 디자인과 함께 편안하면서도 감각적인 미니멀 인테리어를 완성합니다.

다크브라운 & 빈티지월넛

다크브라운 & 그레이 내추럴오크

손잡이와 찬넬을 없앤 히든 손잡이 디자인으로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 완성도와 실용성을 제공합니다.

HIDDEN HANDLE

REVERSIBLE 디자인 (양면형 도어) 하나의 도어로 5가지 느낌을 낼 수 있는 제품입니다.

히든 손잡이 Type 후면 손잡이 Type전면 손잡이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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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5 New Bien 뉴비엔  
Simple & Minimal 한 단색 무광의 깔끔한 코디

매트한 그레이와 화이트 콤비네이션이 은은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하며, 어떠한 인테리어 콘셉트와도 조화를 이룹니다.

매트 그레이 & 매트 화이트

뉴비엔 매트 베이지 

실키한 부드러움이 전해주는 따뜻한 감성의 주방

세련된 느낌의 매트한 베이지는 특유의 실키한 표면으로 부드러운 감성 공간을 연출합니다.

분위기에 따라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느낌부터 모던하고 세련된 스타일까지 손쉽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무광 4 color

화이트 그레이 다크그레이 베이지

유광 2 color

화이트 그레이

WORKTOP 상판  

그레이칼리조

아이스퀸

블랙홀글리머 노블케인

호라이존

스타퀸 스피카

인조대리석 (MMA) 고급형

블랙샌드

캐모마일

모카스톤 밀키웨이

클레이

다즐링하이랜드

그레이오닉스

얼그레이

크리스탈 베이지윈터그레이

인조대리석 (MMA) 일반형

스노우밀크 크런치 그레이톤 페티로즈샌드화이트

스마트 스톤 (UP)

라네스 아티스살루스 스킬라벨로나 미노스

ㅡ, 일자형 주방만 가능

B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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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T-IN APPLIANCE 빌트인 가전  
홈씨씨 인테리어가 추천하는 기기 패키지를 통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주방을 완성하세요.

KITCHEN FURNITURE ITEM LIST 주방가구 기기 패키지 

BEST

BEST

가스쿡탑(3구) NA63J5141NS

제품크기  590 X 505 X 101mm

설치공간  560 X 480mm

화구수  3구 (대 / 중 / 소)

색상 / 재질  스테인레스

특징   과열방지장치 (2구) /  

자동불꽃조절 (1구) / 가스자동차단

가스쿡탑(3구) NA63J7141NP

제품크기  590 X 505 X 101mm

설치공간  560 X 480mm

화구수  3구 (대 / 중 / 소)

색상 / 재질  법랑

특징   과열방지장치 (2구) /  

자동불꽃조절 (1구) / 가스자동차단

삼성전자

전기오븐 NQ50H5533KS/50L

용량  50리터     색상  스테인리스 스틸

열원  4가지        자동요리  40개 종류

온조조절   5ºC 단위조절 /  

40~230ºC (그릴 230ºC)

특징   Ice Blue LED 디스플레이 /  

항균 세라믹 코팅 / 잠금기능 / 알람기능

제품크기  595 X 454 X 549mm

설치공간  570 X 450 X 570mm

가스쿡탑(4구) NA63K7140NS

제품크기  590 X 94 X 505mm

점화방식  연속방전, 직접 점화

화구수   4구 (대 / 대 / 소 / 소)

색상 / 재질  상판 SUS304 스테인리스 스틸

                     그레이트 법랑 무광

특징    소화안전장치 (HI-CUT 4구), 

         과열 방지장치

하이브리드 전기쿡탑 NZ63R3300CK

제품크기  580 X 500mm

설치공간  560 X 480mm (빌트인 타입)

화구수  3구 (인덕션 1구, 라디언트 2구)

색상 / 재질  블랙 / Schott Ceran 세라믹 상판

조작방법  Magnetic Knob, 터치

특징   안전 전원차단, 9단계온도조절+부스터

전기오븐 HSB-N361B/36L

용량  36리터     색상  블랙     

열원  3가지        자동요리  40개 종류

온조조절    5ºC 단위조절 /  

40~230ºC (그릴 230ºC)

특징   LED 디스플레이 / 항균 세라믹 코팅 /  

잠금기능 / 알람기능

제품크기  595 X 460 X 472mm

설치공간  570 X 450 X 570mm

SK매직

제품크기  750 X 520 X 102mm

설치공간  728 X 495 X 40mm

화구수  4구 (대 / 대 / 소 / 소)

색상 / 재질  실버, 블랙 / 펄 범랑

특징   전 화구 안심버너 적용

가스쿡탑(4구) GRA-B430 가스쿡탑(4구) GRA-B420

제품크기  588 X 510 X 83mm

설치공간  560 X 480 X 40mm

화구수  4구 (대 / 대 / 소 / 소)

색상 / 재질  스테인레스

특징   전 화구 안심버너 적용

전기쿡탑(3구) ERA-B373

제품크기  594 X 510mm

설치공간  560 X 480mm

화구수  3구

색상 / 재질  블랙 / 니켈-크롬 합금

조작방법  전자식 터치

특징   대형 트리플 버너 / 자동 전력제어 기능

스팀 오븐 레인지 EON-B420M

용량  40리터      색상  블랙     

열원  3가지        자동요리  40개 종류

온조조절    40ºC~250ºC

특징   터치 컨트롤 / 전면재질 강화유리

제품크기  594 X 465 X 541mm

850 일립스 크린볼

모델코드  EL85MF 

규격  W848 X D515 X H230mm

비고  서랍 물통장 사용 불가

하이테크 입수전

모델코드  SFH-2608

규격  W224 X H238mm

풀아웃 및 직수 & 샤워 가능

린나이 가스쿡탑 

모델코드  RBR-S3000 N/P

화구  3구 가스

규격  W590 X D505

타공  W560 X D480

매입깊이  30mm

슬라이드 600 후드

모델코드  HBX-A60

규격  W598 X D275~440 X H160mm

필터  알루미늄 필터

풍량  275/225 CMH

공급처  하츠

플레인 600 후드

모델코드  HBX-T309B / T309S 

                 (블랙 / 실버)

규격  W598 X D310 X H700mm

필터  알루미늄 필터

풍량  540/420/320 CMH

※전면부 블랙 (글라스), 실버 (스텐)

SMART

스마트 액세서리SET

모델코드  SMH-ACC

비고  2단선반,수저통, 행주걸이

칼꽂이

모델코드  NKB-ACC

식기건조대

모델코드  CDW-80AC

규격  800mm

ACCESSORY

950 대형 코팅볼

모델코드  SC9552

규격  W950 X D515 X H210mm

비고   세라믹코팅 물통장  

1,000이상 적용

다다 모던 입수전

모델코드  DD-2750AC

규격 W240×H360mm

비고 풀아웃 및 직수 & 샤워 가능

공급처  다다

SK매직 가스쿡탑

모델코드   GRA-B302 N/P

화구  3구 가스

규격  W582 X D466

타공  W560 X D480

매입깊이  62mm

모던 후드

모델코드  LCM-900E / LCM-600E

규격   W900 X D400 X H750mm 

W600 X D400 X H750mm

필터  알루미늄 필터

풍량  590/530/410 CHM

공급처  리베첸

마즈 900 후드

모델코드  HCN-T102

규격  W898 X D450 X H620~900mm

필터  알루미늄 필터

풍량  540/420/320 CMH

공급처  트라이애드

PLUS

라운딩 사각 볼

모델코드  RS8446F 

규격  W840 X D460 X H202mm

비고  서랍 물통장 설치 불가

터치 센서 입수전

모델코드  DL-K3115

규격  W243 X H268mm

풀아웃 및 직수 & 샤워 가능

정전압방식 터치 센서

린나이 하이브리드

모델코드  RBE-IR3001A

화구  2구 인덕션/1구 하이라이트

규격  W591 X D506

타공  W560 X D480

매입깊이  75mm

스퀘어 아일랜드 후드

모델코드  T504 (아일랜드 타입)

규격  W350 X D350 X H500~800mm

필터  알루미늄 필터

풍량  590/510/390 CHM

공급처  트라이애드

PREMIUM

로빈 후드

모델코드  RNH-90C

규격  W900 X D480 X H944mm

필터  알루미늄 필터

풍량  580/420/330 CHM

공급처  하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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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5 Napoli 나폴리  
좌우 라운드 프레임의 볼륨감과 고급스러운 터치감을 더한 세미클래식 붙박이 디자인입니다. 우드그레인 엠보 질감의 표면재가 

아이보리 워시의 느낌을 한층 부드럽게 강조해 주며, 앤틱 손잡이는 포인트가 되어 클래식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HW5 Venezia 베네치아  
따스함이 스며든 웜 화이트 워시 컬러는 모던한 프레임 디자인과 함께 어우러져 로맨틱한 이태리 감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안정감을 주는 황금비율의 스퀘어 도어 디자인과 빈티지 스타일의 스퀘어 손잡이가 매치되어 고급스러운 공간을 연출합니다.

프레임  22T MDF +

             지정 시트 래핑

알판  6T PB + 지정 시트 

          오버레이

Made in Italy

앤틱 손잡이

프레임  22T MDF +

             지정 PP 래핑

알판  6T PB + 지정 시트 

          오버레이

Made in Italy

앤틱 손잡이

HW5 Modern Gallery 모던갤러리  
넓은 루버 간격과 히든 손잡이를 적용한 모던 갤러리는 모던하면서도 

우아한 유럽풍 디자인이 느껴지는 룩으로 편안한 침실 분위기를 완성 시켜줍니다.

자연의 색감이 어우러진 편안한 디자인의 내추럴 컬러와 함께 소프트한 침실 인테리어를 완성하세요

워시

내추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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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5 Querencia 케렌시아  
은은한 그레이 컬러의 우드 질감은 케렌시아의 고급스러운 형태와 함께 세련된 세미클래식 분위기를 완성합니다. 다크브라운 도어는 톤 다운된 중후한 컬러감으로 차별화된 럭셔리 룩을 선사합니다.

공간을 한층 밝고 넓어 보이게 하는 화이트 컬러는 케렌시아 도어의 히든 손잡이와 함께 특유의 입체감으로 공간에 격이 다른 정제된 미니멀리즘을 선사합니다.

화이트

히든 손잡이

정갈하게 자리 잡은 프레임과 심플한 룩을 완성하는 히든 손잡이로 

클래식과 모던 스타일 모두 유연하게 연출 가능한 차별화된 디자인 제품입니다. 

세계적인 기술력으로 주목받는 환경친화적이고 내구성이 우수한 

독일 레놀릿社의 소재를 사용해 프리미엄 라인을 완성합니다.

색상 5 color

화이트 그레이 다크브라운 내추럴오크 빈티지월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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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3 Optic 옵틱  
간결한 무채색의 온화함이 전해지는 세련된 공간

무광 트렌드를 반영한 옵틱 라이트그레이는 깔끔한 모던함으로 공간을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연출합니다. 

스크래치와 변색에 강한 Pet 무광 마감으로 유지관리가 편한 도어입니다.

화이트의 깨끗함이 돋보이는 모던 & 심플 스타일

과장된 장식에서 벗어나 절제된 심플함을 내세운 무광 매트 화이트만의

담백한 모던 스타일을 연출합니다.

부드러운 감성으로 완성된 세련된 베이지 도어와 은은한 브론즈 경 도어가 코디되어 세련된 멋을 선사합니다. 

특유의 실키한 도어 표면과 감춰진듯하지만 포인트가 되는 빗각 샴페인 골드 손잡이로 부드러운 감성 공간을 연출합니다.

옵틱 시리즈는 심플한 디자인으로 정갈하고 모던한 룩을 구현하며, 7가지 도어 컬러, 5가지 손잡이를 선택 적용 가능한 커스터마이징 스타일의 제품입니다.

옵틱 화이트는 미니멀한 디자인과 투명한 표면으로 화사하고 넓어 보이는 분위기를 형성하며, 라인 손잡이와 함께 슬림한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라이트그레이 (무광)

[손잡이 : 하프흑니켈 손잡이]

화이트 (유광)

[손잡이 : 라인 손잡이]

매트베이지 (무광)

[손잡이 : 베이직 샴페인 손잡이]

※해당 이미지의 브론즈 경은 옵션 상품 이며 추가시 금액은 변동됩니다.

라인 손잡이 하프 골드 하프 흑니켈 베이직 샴페인 베이직 화이트

화이트

(유광)

매트 화이트

(무광)

매트 베이지

(무광)

라이트그레이

(무광)

다크그레이

(무광)

그레이우드 다크브라운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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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4 GENERAL FURNITURE

HWS GREYISH 그레이시  
클래식한 기품과 현대적 모던함의 세련됨을 아우르는 네오클래식 공간 연출

트렌디한 민트그레이 컬러와 우드그레인 질감으로 보다 품격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며 

스퀘어 타입의 도어 디자인에 클래식한 느낌의 정밀한 가공이 더해져높은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HWS GALLERY WASH 갤러리 워시  
로맨틱한 감성을 주는 유럽풍의 디자인

여성스러운 로맨틱 모던 스타일의 슬라이딩 제품입니다.

밝고 화사한 화이트 워시 컬러와 유럽풍의 빗살 무늬 루버 타입은 이국적이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HWS WHITE LINE 화이트라인  
엣지있는 균형감이 주는 휴식공간

엣지 있는 가로 라인이 포인트인 미니멀리즘의 심플 & 모던 스타일, 

황금비율의 3등분으로 나누어진 가로 라인은 균형감과 안정감을 주며 리빙 공간에서의 즐거운 휴식시간을 제공합니다.

HWS 
SLIDING 
SERIES 
슬라이딩 시리즈 
공간활용의 여유와 시원한 비례미

우아하고 심플한 패턴으로 

한층 넓어 보이는 슬라이딩 도어는

깔끔하고 편안한 공간을 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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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DROBE OPTION 붙박이장 옵션 구성 

① ② ③ ④ ⑤ ⑥

옵션 구성  ① 기본장   ② 옷장   ③ 이불장   ④ 바지걸이 & 액세서리장   ⑤ 1단서랍 이불장   ⑥ 2단서랍 이불장

붙박이장 6종 구성 

① ② ③ ④ ⑤ ⑥

옵션 구성  ① 멀티장   ② 멀티망장   ③ 멀티 3단 서랍장   ④ 키큰 멀티장   ⑤ 키큰 멀티망장   ⑥ 키큰 멀티 3단서랍장

붙박이장 멀티장 구성 

SHOES CABINET 현관장   

데코 현관장 전용 액세서리

현관장 기본 구성데코 현관장 

넓이  400 / 450 / 500 / 800 / 900 / 1,000 

높이   일반 현관장 – 2,196mm (좌대 96mm) 

데코 현관장 – 2,196mm (좌대 300mm)

사이즈

색상  노체 나르시스

도어 색상

다크그레이(무광)라이트그레이(무광)화이트(유광)

색상액세서리

1단 서랍 2단서랍 다용도 3단서랍 보조 옷걸이 도어부착형 거울 도어부착형 

넥타이걸이

공기환풍망바지걸이 &

액세서리

색상 다크그레이

재질 워터본
하부 데코 조명 (옵션) 일체형 바

액세서리

1단서랍

슬리퍼걸이 다용도걸이 다용도 수납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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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바닥재

주거용 바닥재는 친환경 제품으로 우리 가족이 생활하는 공간에 가장 적합한 

바닥재입니다. 바닥 난방에 따른 제품 변형이 거의 없으며 HB마크, 환경마크 등 

각종 친환경 인증을 취득하여 환경성능을 검증받았습니다.

마루

자연의 색상과 느낌을 살린 내추럴한 컬러와 모던한 디자인으로 

어떤 인테리어와도 어울리며, 나무 무늬결 그대로의 공간을 연출한 

마루 바닥재입니다.내구성과 내마모성이 우수하여 오랜 시간 편안하며 

아늑한 실내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시트

피톤치드 편백오일을 첨가하여 항균&탈취 효과가 우수한 친환경 바닥재입니다. 

업계최초 아토피 안심 마크를 취득하여 아토피 환우가 있는 가정에도 걱정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논슬립 표면층 적용으로 미끄러움을 방지한 바닥재입니다.

용도 주택, 아파트, 기숙사, 요식 및 숙박업소, 내실용 바닥재 등

주요제품 숲 그린편백 1.8 / 숲 블루 2.0 / 숲 옥 2.2 / 숲 청아람 2.5 / 

 숲 소리향 3.0 / 숲 소리순 4.5 / 숲 소리휴 6.0

용도 주거시설, 숙박시설, 소규모 사무실, 음식점 등 주거 및 준 상업용 시설

주요제품 숲 강마루 정/윤

FLOORING 바닥재  

MN22-4801 뉴트로 오크

MN22-4841 믹스 콘크리트

MN22-4821 이노센트 화이트MN22-4811 스피어민트 오크

MN22-4851 델리카토 마블

MN22-4813 에센스 오크

MN22-4861 문그레이 스톤

MN22-4823 그레이 오크 MN22-4831 피에트라 화이트

옥 2.2T

NC45-4367 실버 오크

NC45-4373 헤이즈 오크

NT60-4373 헤이즈 오크

NC45-4761 크리미 오크

NT60-4761 크리미 오크

NC45-4771 코스모 헤링본NC45-4413 라비아 워시오크NC45-4751 화이트 펄

NT60-4751 화이트 펄

NC45-4553 모카 오크NC45-4763 톨레도 오크NC45-4781 솔라즈 타일

NC45-4232 오가닉 오크

소리순 4.5T

규격(mm) 두께(mm) 포장단위(pcs/Box) 면적(㎡/Box) 

일반 95×800 7.5 42 3.19 

헤링본 95×597 7.5 27 1.53 

강마루 정 제품규격

규격(mm) 두께(mm) 포장단위(pcs/Box) 면적(㎡/Box) 

일반 95×800 5.8 42 3.192

강마루 윤 제품규격

두께(T) 폭(W) 권취(L)

4.5mm 1830mm 18m

소리순 4.5 제품규격

두께(T) 폭(W) 권취(L)

2.2mm 1830mm 30m

옥 2.2 제품규격

J1107 베이지 오크

J1103 화이트오크 

J1110 로얄 티크

J1101 모던 화이트

H1201 헤링본 모던 화이트

J1108 리얼 오크

J1102 아이보리 오크

J1109 브라운 오크

J1104 뉴 스모키 오크 J1105 소프트 워시오크 J1106 마일드 오크

H1206 헤링본 마일드 오크

J1111 톨레도 월넛 J1112 브러쉬 블랙

H1212 헤링본 브러쉬 블랙

강마루 정 7.5T

CJ1061 로맨틱 화이트

CJ1067 시나몬 티크

CJ1064 베이지 애쉬CJ1062 화이트 워시 오크

CJ1068 빈티지 브라운

CJ1063 스타일 오크 CJ1065 프렌치 워시 오크 CJ1066 내추럴 애쉬

강마루 윤 5.8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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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ING 조명(거실 / 방 / 주방) 

거실등 UFO 3등 (화이트)

LED 색온도  6500K

소비전력  150W

사이즈 400Ø X 500Ø X 600Ø X 80mm

특이사항  거실등 연결대 포함

거실등 UFO 3등 (블랙)

LED 색온도  6500K

소비전력  150W

사이즈 400Ø X 500Ø X 600Ø X 80mm

특이사항  거실등 연결대 포함

LIGHTING 조명(거실 / 방 / 주방) 

UFO 시리즈심플라인 시리즈

리오 시리즈

거실등 심플라인 4등

LED 색온도  6500K

소비전력  100W

사이즈 735 X 700 X 90mm

특이사항  거실등 연결대 포함

거실등 심플라인 6등

LED 색온도  6500K

소비전력  150W

사이즈 1130 X 700 X 90mm

특이사항  거실등 연결대 포함

방등 심플라인

LED 색온도  6500K

소비전력  50W

사이즈 500 X 500 X 75mm

주방등 심플라인 1등

LED 색온도  6500K

소비전력  25W

사이즈 640 X 160 X 75mm

주방등 심플라인 2등

LED 색온도  6500K

소비전력  50W

사이즈 1,190 X 160 X 75

거실등 리오 4등

LED 색온도  6500K

소비전력  100W

사이즈 735 X 700 X 85mm

특이사항  거실등 연결대 포함

거실등 리오 6등

LED 색온도  6500K

소비전력  150W

사이즈 1,120 X 700 X 85mm

특이사항  거실등 연결대 포함

방등 리오

LED 색온도  6500K

소비전력  50W

사이즈 492 X 492 X 80mm

주방등 리오 2등

LED 색온도  6500K

소비전력  50W

사이즈 1,183 X 172 X 80mm

리오스 시리즈

거실등 리오스 4등

LED 색온도  6500K

소비전력  100W

사이즈 750 X 650 X 70mm

특이사항  거실등 연결대 포함

거실등 리오스 6등

LED 색온도  6500K

소비전력  150W

사이즈 1,110 X 650 X 70mm

특이사항  거실등 연결대 포함

방등 리오스

LED 색온도  6500K

소비전력  50W

사이즈 450ØX60

주방등 리오스 1등

LED 색온도  6500K

소비전력  25W

사이즈 645 X 200 X 60mm

주방등 리오스 2등

LED 색온도  6500K

소비전력  50W

사이즈 1,150 X 200 X 60mm

시스템S 시리즈

거실등 시스템S 4등

LED 색온도  6500K

소비전력  100W

사이즈 735 X 655 X 62mm

특이사항  거실등 연결대 포함

거실등 시스템S 6등

LED 색온도  6500K

소비전력  150W

사이즈 1,115 X 655 X 62mm

특이사항  거실등 연결대 포함

방등 시스템S

LED 색온도  6500K

소비전력  50W

사이즈 510 X 510 X 62mm

주방등 시스템S 1등

LED 색온도  6500K

소비전력  25W

사이즈 500  X 165 X 62mm

주방등 시스템S 2등

LED 색온도  6500K

소비전력  50W

사이즈 1,190 X 165 X 62mm

엣지 면조명

엣지 면조명  640 × 640 × 25

LED 색온도  5700K 

소비전력  50W   

사이즈  640 X 640 X 25mm

엣지 면조명  540 × 540 × 25

LED 색온도  5700K 

소비전력  50W   

사이즈  540 X 540 X 25mm

엣지 면조명  1285 × 320 × 25

LED 색온도  5700K 

소비전력  50W   

사이즈  1,285 X 320 X 25mm

엣지 면조명  1285 × 180 × 25

LED 색온도  5700K 

소비전력  50W   

사이즈  1,285 X 180 X 25mm

엣지 면조명  640 × 320 × 25

LED 색온도  5700K 

소비전력  25W 

사이즈  640 X 320 X 25mm

엣지 면조명  640 × 180 × 25

LED 색온도  5700K 

소비전력  25W 

사이즈  640 X 180 X 25mm

일체형 트윈등

LED 색온도  6500K

소비전력  30W

사이즈 620 X 59 X 40mm

일체형 십자등

LED 색온도  6500K

소비전력  60W

사이즈 619 X 619 X 40mm

일체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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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ING 조명(식탁)  LIGHTING 조명(현관 / 기타) 

현관등

기타등

현관등 심플

LED 색온도  6500K

소비전력  15W

사이즈 230 X 230 X 60mm

발코니직부등 (사각)

LED 색온도  6500K

소비전력  20W

사이즈 222 X 222 X 18mm

멀티1구 화이트 / 블랙

LED 색온도  4000K

소비전력  30W

사이즈 185 X 185 X 160mm

특이사항  타공사이즈 160 X 160mm

멀티2구 화이트 / 블랙

LED 색온도  4000K

소비전력  60W

사이즈 370 X 185 X 160mm

특이사항  타공사이즈 350 X 160mm

T5-07 LED6W

T5-08 LED10W

T5-09 LED15W

T5-10 LED20W

발코니직부등 (원형)

LED 색온도  6500K

소비전력  20W

사이즈 220Ø X 18mm

다운라이트 3인치

LED 색온도  6500K

소비전력  7W

사이즈 108Ø X 30mm

다운라이트 4인치

LED 색온도  6500K

소비전력  10W

사이즈 115Ø X 30mm

할로겐5W 화이트

LED 색온도  3000K, 6500K

소비전력  5W

사이즈 83Ø X 34mm

특이사항  타공사이즈 Ø75

할로겐5W 크롬

LED 색온도  3000K, 6500K

소비전력  5W

사이즈 83Ø X 34mm

특이사항  타공사이즈 Ø75

현관등 엣지 센서 (사각)

LED 색온도  6500K

소비전력  20W

사이즈 222 X 222 X 18mm

현관등 엣지 센서 (원형)

LED 색온도  6500K

소비전력  20W

사이즈 220Ø X 18mm

식탁등

스퀘어

LED 색온도  6500K

소비전력  20W

사이즈 150 X 150 X 150mm

특이사항  램프체결형

플랫 (블랙)

LED 색온도  4000K

사이즈 1,205Ø X 15 X 65mm

특이사항  램프체결형

슬림직부 1등 화이트 / 블랙 / 골드

LED 색온도  6500K

사이즈 78Ø X 150mm

특이사항  전구포함(LED G45)

로미오 화이트 / 블랙

LED 색온도  6500K

사이즈 250Ø X H260mm

특이사항  전구포함(LED원형볼구)

벤토스 화이트 / 블랙 (무광)

LED 색온도  6500K

사이즈 330Ø X 250mm

특이사항  전구포함(LED원형볼구)

링 골드

LED 색온도  6500K

사이즈 300 X 200 X 300mm

특이사항  전구포함(LED A60)

밴드 1등 골드

LED 색온도  3000K

사이즈 400 X 400 X 200mm

특이사항  전구포함(LED롱넥볼구)

가지6등 로즈골드 / 신주골드

LED 색온도  2700K

사이즈 650Ø X 500mm

특이사항  전구포함(LED COB G95)

하이골드 A / B

LED 색온도  3000K

사이즈 (A) 200Ø X 240mm

 (B) 100Ø X 400mm

특이사항  전구포함(LED에디슨전구)

T5-07 LED

LED 색온도  3000K, 6500K

소비전력  6W

사이즈 310 X 22 X 34mm

특이사항  T5조명 부속품목 / 별도구매 (공통)

T5-08 LED

LED 색온도  3000K, 6500K

소비전력  10W

사이즈 570 X 22 X 34mm

T5-09 LED

LED 색온도  3000K, 6500K

소비전력  15W

사이즈 870 X 22 X 34mm

T5-10 LED

LED 색온도  3000K, 6500K

소비전력  20W

사이즈 1,170 X 22 X 34mm

루퍼스 A / B / C / D

LED 색온도  3000K

사이즈 (A) 200Ø X 290mm  (B) 285Ø X 320mm

 (C) 280Ø X 150mm  (D) 120Ø X 230mm

특이사항  전구포함(LED에디슨전구)

노만 A / B / C

LED 색온도  6500K

사이즈 (A) ø360 X 170mm  (B) ø180 X 380mm

 (C) ø240 X 330mm

특이사항  전구포함(LED원형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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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HomeCC INTERIOR

HomeCC
INTERIOR
전국 매장 위치

인천점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393번길 26 (원창동 379-1)  032-570-7000

울산점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로 28-17 (진장동 285-1)  052-289-1700

대형 매장

전시판매장 

서초본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344 KCC빌딩 1F (서초동 1301-4)  02-3480-8777

분당판교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210 (금곡동 92-7)  031-728-6840

고양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2014 (동산동 50-28)  02-383-2650

광주광산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70 (우산동 1596-2)  062-942-7411

부산금정점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628 (부곡동 269-1)  051-580-5288

창원시티세븐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20 더시티세븐 1F (대원동 121)  055-600-5440

대구중구점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111 (태평로3가 214-25)  053-431-2425 

포항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695 (상도동 669-6)  054-275-7602 

www.homecc.co.kr

인테리어상담 1588-9894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토/공휴일 10:00~19:00(일요일 휴무)

본 카타로그의 사양은 품질 개선 및 

성능 향상을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쇄색상과 실제색상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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