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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리모델링, 대형 매장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하세요!”

‘Builder’s Supply Wholesale’ 업체, 애너하임 <초이스 캐비넷·마루>

와 같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주택 리모델링을 생각하고 있는 주

택 소유주들은 모두 같은 고민을 한

다. 어떤 자재로 할까? 신뢰할 수 있

는 업체는 어디일까?

애너하임에 있는 <초이스 캐비

넷ㆍ마루>는 한인 업체로는 보기 드

물게 13,000sqft의 대형 쇼룸을 갖추

고 있다. 매장에는 주택 리몰델링에 

필요한 각종 자재가 다양하게 전시

돼 있다. 매장을 방문하면 견적에서

부터 시공까지 원스톱으로 주택 리

모델링 관련해 궁금한 것들을 속 시

원하게 해결할 수 있다. 또 <초이스 

캐비넷ㆍ마루>를 통해 주택 리모델

링을 한 후 만에 하나 하자가 발생할 

경우 완벽한 보수까지 책임진다. 이는 <초이스 캐비

넷ㆍ마루>가 신뢰할 수 있는 업체라는 방증이다.

하지만 가격이 맞지 않는

다면 아무리 좋고 마음에 드

는 자재가 있다하더라도 그

림의 떡이다. <초이스 캐비

넷ㆍ마루>는‘Builder
,
s Supply 

Wholesale’ 업체이다. 홀세일

(도매) 업체이면서 직접 시공까

지 하고 있으니 시공 만족도뿐

만 아니라 가격 만족도도 상상 

그 이상이다.

이 업체의 Park 대표는 컨트랙터 경험만 20여 년이 

넘는다. 그만큼 고객들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꼼꼼

하게 챙긴다.

박 대표는“최고 품질의 자재와 기술로 주택의 가

치를 높여드리겠습니다. 또 고객의 일정에 정확하게 

맞추어 시공합니다.”라며 부엌, 화장실, 마루 등 주

택 리모델링을 고려하고 있다면 <초이스 캐비넷ㆍ마

루>에 한 번 들러줄 것을 당부했다.

▶ 문의: (714) 774-8888-9

▶ 주소: 1201 E. Ball Rd. #P

               Anaheim, CA 92805  

만약 똑 같은 형태의 주택이 있다면 그 가치는 부엌, 

화장실이 결정한다. 달리 말하면 주택의 가치를 높

이기 위해서는 부엌과 화장실 리모델링에 관심을 가

져야 한다는 것이다. 리모델링된 주택은 매매 시 가

격도 더 높게 책정될 뿐만 아니라 주택 구매자들에

게 더 좋은 인상을 주어 매매 시기도 빨라진다. 주방

이나 바닥을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가격은 수만 불씩 

차이가 나기도 한다는 것이 주택 전문가들의 말이다.

부엌은 비단 주부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를 위한 공

간이며 다양한 첨단 설비가 자리한 주택 내 중요 공

간이다. 특히 주방은 물과 불, 전기까지 사용하는 곳

이다. 조리대, 식탁, 냉장고 위치까지 꼼꼼하게 생각

하고 기획해야 나중에 후회가 없다. 음식을 만들거나 

설거지를 할 때도 동선이 짧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배치해야 한다.

화장실은 아침에 눈을 떠서 집을 나설 때까지, 그리

고 집에 들어와서도 어김없이 들르는 곳이다. 화장실

은 더 이상 볼일만 보고 얼른 나오는 공간이 아니다. 

오늘날 화장실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아늑한 휴식처

▲ <초이스 캐비넷ㆍ마루>의 13,000sqft 대형 쇼룸을 갖추고 있는 매장에는 주택 

리몰델링에 필요한 각종 자재가 다양하게 전시돼 있다. 사진=초이스 캐비넷ㆍ마루

▲ <초이스 캐비넷ㆍ마루> 매장 전경. 사진=초이스 캐비넷ㆍ마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