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탈로그에 수록된 이미지는 연출 촬영컷으로 실제 제품과 색상과 규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Product colors & the size might be different from the original products.

원목의 천연 질감을 그대로 살린 표면 브러쉬 공법과 고급스러운 색감의 착색 기법으로
주거 및 상업 공간에 감각적인 스타일을 더하는 프리미엄 원목 마루입니다.

광폭 사이즈로 시원한 안정감을 주고 고경도 표면 처리 공법으로 내구성이 우수하며,
수종의 특징이 잘 담긴 세련된 컬러로 고급스러운 공간을 완성합니다.

선별된 최고급 친환경 원자재로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WARNING

	 PRODUCT LIST

	 RB001					월넛
	 RB002					노만	오크

	 RB003					오크

	 RB004					러스틱	그레이

	 RB005					슬릭	오크

	 RB006					그랜드	차콜

	 RB007					멜로우	크림

	 RB008					티크



수축 및 뒤틀림 방지 

Sawing 공법으로 안정성을 높이고 V-Cutting 재단으로

오래 사용하여도 수축 및 뒤틀림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브러쉬 공법 

Brushed Real Texture Wood 공법으로 천연 원목의 아름다운 무늬결과 

부드러운 나무 질감을 담은 프리미엄 원목 브러쉬 제품입니다.

고경도 코팅 

고경도 도장 기법 8회 이상 마감으로

고급스러운 표면 감촉과 보행감이 우수합니다.

친환경

선별된 친환경 최우수 등급의 자재만을 사용하여

새집증후군에 대해 안전하며, 엄격하게 친환경 기준을 준수합니다.

표면 강도 강화

고강도 Crack 방지 도료를 사용하여 내구성이 우수하며

표면 강도를 높여 생활 찍힘에 강합니다.

내수성 강화

Birch (자작나무) 내수 혼합 합판으로 

내수성이 강합니다.

광폭 사이즈 

910mm X 125mm의 광폭 사이즈로 공간에 시원함과

세련된 안정감을 줍니다.

감각적인 컬러 구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르플로만의 트렌디한 컬러 구성으로

주거 및 상공간에 다양한 스타일링을 제안합니다.

125mm

910mm

   910(L) x 125(W) x 10(T)/2mm

특장점

GUARANTEE CARD

단면도 사이즈

르플로 제품을 시공하시면 품질 보증서와 골드 네임택을 드립니다. 
시공 담당자에게 요청해 주세요. 네임택은 원하시는 곳에 부착하실 수 있습니다.



월넛 RB001
Walnut

노만 오크 RB002
Norman Oak



오크 RB003
Oak

러스틱 그레이 RB004
Rustic Gray

테이블 : 르마블by토탈석재_ 오닉스 drawer



의자 : 8COLORS

슬릭 오크 RB005
Sleek Oak

그랜드 차콜 RB006
Grand Charcoal

램프 : 8COLORS_ Table Lamp Grasshopper  /  트레이 : 르마블by토탈석재_ 천연 대리석 트레이



멜로우 크림 RB007
Mellow Cream

의자 : 8COLORS

티크 RB008
Teak

액자 : 8COLORS_ The Island No 9 



Rich and inviting, Leflo’s parquet flooring makes a distinctive statement. 

Because of a great range of natural variations- from boards 

with extreme character, graining, and color variation to those that are evenly colored 

and consistent - lustrous Leflo flooring can create a uniquely beautiful floor.

Your kind of floor. 

Warm, 

stylish, 

and reliable.

노만 오크 RB OO2



Walnut RB OO1 월넛 RB OO1



노만 오크 RB OO2Norman Oak RB OO2



Oak RB OO3 오크 RB OO3



Rustic Gray RB OO4 러스틱 그레이 RB OO4



Sleek Oak RB OO5 슬릭 오크 RB OO5



Grand Charcoal RB OO6 그랜드 차콜 RB OO6



Mellow Cream RB OO7 멜로우 크림 RB OO7



Teak RB OO8 티크 RB OO8



풍산마루의 품질과 신뢰를 바탕으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감각적인 디자인의 마루 브랜드입니다.

르플로만의 감성을 담아 믿을 수 있는 제품으로 편안하고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아름다운,
공간의 완성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PRODUCT RANGES

	 RB001					월넛

	 RB002					노만 오크

	 RB003					오크

	 RB004					러스틱 그레이

	 RB005					슬릭 오크

	 RB006					그랜드 차콜

	 RB007					멜로우 크림

	 RB008					티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