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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ODM & DOO Collection

ODM series
Nest ·  Mono ·  R1B1KL 

DOO series
Atelier ·  Cafe ·  Storage ·  Observatory

        간삼생활디자인은 건축공간상품을 매개로 이를 연결된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고,    
           생활 솔루션도 함께 제안합니다. 아름답고 편리하고 완성도 높은 생활문화 디자인플랫폼을 구축하여 

(현대인/개인,기업)의 라이프스타일 수준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ODM은 OFF-SITE DOMICILE MODULE의 약자로서, 20㎡ 내외의 공간을 100% 공장에서 
제작하여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운반되는 이동식 목조주택입니다. 컨텐츠가 결합된 건축공간상품으로, 

머물고 싶은 어디든 이동 가능한 타이니 하우스(Tiny House)입니다. 



Nest
거실과 평상, 화장실과 주방, 외부 발코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장실과 주방 가구, 냉 ·난방 설비가 모두 포함된 '세컨드 하우스형' 제품입니다. 

확장형    좌측형

평상발코니 거실 붙박이장

화장실

주방

① 9,000

3,100

기본형    좌측형

3,000발코니 거실

화장실

주방

② 7,500

평상

특징  ㅣ  건물 배치에 따라 좌측형 ·우측형 ·평상 선택 가능

면적  ㅣ  ① 확장형 : 25.6㎡(발코니 포함 시, 27.9㎡)
              ② 기본형 : 19.8㎡(발코니 포함 시, 22.1㎡)

크기  ㅣ  ① 확장형 : 9.0m(길이)x3.1m(너비)x4.1m(최고높이)
              ② 기본형 : 7.5m(길이)x3.1m(너비)x3.9m(최고높이)

구성  ㅣ  평상  / 거실 / 주방 / 화장실 / 발코니

 분류 항목 세부사항

기본상품 골조 경량목구조

단열 고기밀성 단열재

외장재
9.5mm 호주산 유칼립투스 집성 외장용 보드, 우레탄 도장

열처리 원목 데크재

창호 독일식 창호(삼중창)

내장재
자작나무 합판 / 친환경 수성 바니쉬 마감

원목마루

화장실 마감 벽 - 도기질타일 / 바닥 - 자기질타일 / 천장 - SMC

화장실 가구
세면대 / 세면대 수전 / 세면대 거울

양변기 / 샤워기 / 샤워파티션 

주방 가구

빌트인 주방가구(LPM마감) / 인조대리석 상판

전기레인지 / 인출식 후드 

씽크볼 / 주방수전

조명설비 LED 매립등, LED 노출등

온수공급설비 전기온수기

스위치 / 콘센트 스위치 / 콘센트

냉방 벽걸이 에어컨

냉장고(수납형) LG냉장고

바닥난방 온수패널 + 전기보일러

플러스 옵션
붙박이장 [확장형 전용] WxLxH(cm) = 60x135x190 / LPM 마감

냉·난방 붙박이장 선택시, 벽걸이 에어컨 히터 겸용

마이너스 옵션 평상가구 평상 / 서랍장 3개소

SIMPLE ENOUGH ODM



 ODM Nest(확장형) 우측형



분류 항목 세부사항

기본상품 골조 경량목구조

단열 고기밀성 단열재

외장재
9.5mm 호주산 유칼립투스 집성 외장용 보드, 우레탄 도장

열처리 원목 데크재

창호 독일식 창호(삼중창)

천창 - 미국식 창호(이중창)

내장재
자작나무 합판 / 친환경 수성 바니쉬 마감

원목마루

화장실 마감 벽 - 도기질타일 / 바닥 - 자기질타일 / 천장 - 석고보드 위  페인트

화장실 가구
세면대 / 세면대 수전 / 세면대 거울

양변기 / 샤워기 / 샤워파티션 

주방 마감 도기질타일

주방 가구

빌트인 주방가구(LPM마감) / 인조대리석 상판

전기레인지 / 인출식 후드 

씽크볼 / 주방수전

조명설비 LED 매립등, LED 노출등

온수공급설비 전기온수기

스위치 / 콘센트 스위치 / 콘센트

냉·난방 벽걸이 에어컨 / 히터 겸용

바닥난방 온수패널 + 전기보일러

사다리 이동식 사다리(계단 옵션 변경가능)

플러스 옵션
방범셔터 - 발코니 외부차양 롤러셔터(전동) - WxH = 240x210(cm)

방범셔터 - 거실창 외부차양 롤러셔터(전동) - WxH = 250x210(cm)

SIMPLE ENOUGH ODM

Mono_M
거실, 주방, 화장실, 외부 발코니 그리고 다락으로 구성된 '정주형' 제품입니다. 
다락층은 효율적인 공간과 더불어 아늑한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1층   좌측형

다락층   좌측형

실외기실

거실 상부 침실

욕실 상부
수납공간

면적  ㅣ  31.4㎡ (발코니 포함 시, 34.5㎡) 크기  ㅣ  9.0m(길이)x3.1m(너비)x4.1m(최고높이)

구성  ㅣ  거실 / 주방 / 화장실 / 발코니 / 다락 특징  ㅣ  건물 배치에 따라 좌측형 ·우측형 선택 가능

발코니

출입구

거실

파우더룸

주방 욕실

9,000

3,100
3,100

9,000

침실(계단형)



분류 항목 세부사항

기본상품 골조 경량목구조

단열 고기밀성 단열재

외장재
9.5mm 호주산 유칼립투스 집성 외장용 보드, 우레탄 도장

열처리 원목 데크재

창호 독일식 창호(삼중창)

천창 - 미국식 창호(이중창)

내장재
자작나무 합판 / 친환경 수성 바니쉬 마감

원목마루

화장실 마감 벽 - 도기질타일 / 바닥 - 자기질타일 / 천장 - 석고보드 위  페인트

화장실 가구
세면대 / 세면대 수전 / 세면대 거울

양변기 / 샤워기 / 샤워파티션 

주방 마감 도기질타일

주방 가구

빌트인 주방가구(LPM마감) / 인조대리석 상판

전기레인지 / 인출식 후드 

씽크볼 / 주방수전

조명설비 LED 매립등, LED 노출등

온수공급설비 전기온수기

스위치 / 콘센트 스위치 / 콘센트

냉·난방 벽걸이 에어컨 / 히터 겸용

바닥난방 온수패널 + 전기보일러

사다리 이동식 사다리(계단 옵션 변경가능)

플러스 옵션
방범셔터 - 발코니 외부차양 롤러셔터(전동) - WxH = 240x210(cm)

방범셔터 - 거실창 외부차양 롤러셔터(전동) - WxH = 250x210(cm)

SIMPLE ENOUGH ODM

Mono_L 
거실, 주방, 화장실, 외부 발코니 그리고 다락으로 구성된 '정주형' 제품입니다. 
기본형 Mono 타입에 더 넓은 욕실과 넉넉한 수납공간을 더했습니다.

1층   좌측형

다락층   좌측형

실외기실

거실 상부 침실

욕실 상부
수납공간

면적  ㅣ  36.05㎡ (발코니 포함 시, 39.15㎡) 크기  ㅣ  10.5m(길이)x3.1m(너비)x4.1m(최고높이)

구성  ㅣ  거실 / 주방 / 화장실 / 발코니 / 다락 특징  ㅣ  건물 배치에 따라 좌측형 ·우측형 선택 가능

발코니

출입구

거실

붙박이장

주방 욕실

10,500

3,100
3,100

10,500

침실(계단형)



 ODM Mono 우측형



분류 항목 세부사항

기본상품 골조 경량목구조

단열 고기밀성 단열재

외장재
9.5mm 호주산 유칼립투스 집성 외장용 보드, 우레탄 도장

열처리 원목 데크재

창호 독일식 창호(삼중창)

천창 - 미국식 창호(이중창)

내장재
자작나무 합판 / 친환경 수성 바니쉬 마감

원목마루

화장실 마감 벽 - 도기질타일 / 바닥 - 자기질타일 / 천장 - 석고보드 위  페인트

화장실 가구
세면대 / 세면대 수전 / 세면대 거울

양변기 / 샤워기 / 샤워파티션 

주방 마감 도기질타일

주방 가구

빌트인 주방가구(LPM마감) / 인조대리석 상판

전기레인지 / 인출식 후드 

씽크볼 / 주방수전

조명설비 LED 매립등, LED 노출등

온수공급설비 전기온수기

스위치 / 콘센트 스위치 / 콘센트

냉·난방 벽걸이 에어컨 / 히터 겸용

냉장고(수납형) LG냉장고

바닥난방 온수패널 + 전기보일러

SIMPLE ENOUGH ODM

R1B1KL
거실과 주방, 화장실과 드레스룸 그리고 독립된 침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별개의 거실과 침실 공간으로 구성된 '라이프스타일형' 제품입니다.

평면도   좌측형

면적  ㅣ  32.55㎡ (출입구 포함) 크기  ㅣ  10.5m(길이)x3.1m(너비)x4.1m(최고높이)

구성  ㅣ  거실 / 주방 / 화장실 / 드레스룸 / 침실 특징  ㅣ  건물 배치에 따라 좌측형 ·우측형 선택 가능

거실

드레스룸

출입구

욕실

10,500

3,100침실주방



 ODM R1B1KL 우측형



DOO는 Design your Own ODM의 약자로, 카페, 관측소, 개인 작업실 등 
       사용 목적에 따라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상업 특화형 ODM 상품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당신만의 라이프스타일을 DOO를 통해 실현하세요.



Cafe7 평면도   좌측형

3,000

7,000

출입구

화장실

주방

커피바 테이블

Atelier(7) & Cafe(7)
다용도 공간(작업실 및 커피바)과 주방, 출입구와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냉 ·난방 설비가 모두 포함된 제품으로 '개인 작업실', '1인 상점'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레이아웃은 참고용이며, 길이 방향으로 1m 모듈 단위의 확장 및 축소 변경이 가능합니다.

3,000

7,000

출입구

화장실

다용도실

작업실

Atelier7 평면도   좌측형

분류 항목 세부사항

기본상품 골조 경량철골구조

단열 고기밀성 단열재

외장재 T1.0 내후성 칼라강판

창호 알루미늄 창호, 스틸 도어

내장재
벽 - 자작나무 합판 / UV 코팅

바닥 - T9.0 포쉐린 타일

화장실 마감
벽 - 도기질타일, 방수석고보드 위 수성페인트

바닥 - 자기질타일 / 천장 - SMC

화장실 가구 양변기

주방 가구 상판 - 자작나무 합판 / 씽크볼 / 씽크수전 / 거울

조명설비 LED 매립등, LED 노출등

온수공급설비 전기온수기

냉·난방 천장형 냉난방기

환기설비 환풍기 

스위치 / 콘센트 스위치 / 콘센트

BUILT CUSTOM DOO

면적  ㅣ  21.0㎡ (출입구 포함) 크기  ㅣ  7.0m(길이)x3.0m(너비)x3.9m(최고높이)

구성  ㅣ  작업실 또는 커피바 / 주방 / 화장실 / 출입구 특징  ㅣ  건물 배치에 따라 좌측형 ·우측형 선택 가능



 DOO cafe7 우측형



Storage(6)
다용도로 사용 가능한 유니버셜 공간과 냉 ·난방 설비가 모두 포함된 '개인 창고형' 제품입니다.

3,000

6,000

창고

평면도   좌측형

분류 항목 세부사항

기본상품 골조 경량철골구조

단열 고기밀성 단열재

외장재 T1.0 내후성 칼라강판

창호 알루미늄 창호, 스틸 도어

내장재
벽 - 석고보드, 수성페인트 마감

바닥 - T3.0 데코 타일

조명설비 LED 매립등

냉·난방 벽걸이 냉난방기

스위치 / 콘센트 스위치 / 콘센트

플러스옵션 방범셔터 외부차양 롤러셔터(전동) - WxH = 270x220(cm)

BUILT CUSTOM DOO BUILT CUSTOM DOO

면적  ㅣ  18.0㎡ 크기  ㅣ  6.0m(길이)x3.0m(너비)x3.9m(최고높이)

구성  ㅣ  창고 특징  ㅣ  건물 배치에 따라 좌측형 ·우측형 선택 가능

Observatory
망원경 피어 설비 및 슬라이드 루프가 포함되어 완전 개방이 가능한 '개인 천문대' 제품입니다.

3,000

6,500

관측소 연구실

평면도   좌측형

면적  ㅣ  19.5㎡ (지붕 개폐 시, 29.5㎡ ) 크기  ㅣ  6.5m(길이)x3.0m(너비)x3.9m(최고높이)

구성  ㅣ  관측소 / 연구실 특징  ㅣ  건물 배치에 따라 좌측형 ·우측형 선택 가능

분류 항목 세부사항

기본상품 골조 경량철골구조

단열 난연 단열재

외장재 T1.0 내후성 칼라강판

창호 PVC 창호, 스틸 도어

내장재
벽 - 석고보드, 수성페인트 마감

바닥 - 데코 타일

지붕설비 지붕개폐장치

조명설비 LED 매립등, LED 팬던트, 외부벽등

환기설비 환풍기 

스위치 / 콘센트 스위치 / 콘센트



 DOO Observ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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