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널 객체마다 각각 다른 

디자인, 다양한 색상표현 

우수한 표면 질감표현과

고급스러운 외관 디자인

리얼 루버제품들에 비해 

보다 우수한 가격경쟁력

평판패널 ㅣ 건축용 지붕재루바패널 ㅣ 건축 내외장재

01. WOOD LOUVER

부드러운 마디가 있는 다양한 목무늬 패턴들을 디자인에 적용하였습니다. 이 패턴들은 

루바 형태로 절곡, 시공했을 때 더욱 아름답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전체 건물의 외관과

부분적으로 내외장재 디자인 포인트로도 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WOOD LOUVER 패턴

들을 소개합니다.

WOOD LOUVER PATTERN

BAMBOO WOOD ESPRESSO ROYAL WOOD

 l  INSPIRATON IMAGE ㅣ

APPLICATION IMAGE

BAMBOO WOOD ESPRESSO ROYAL WOOD

02. STONE LOUVER

멀티 마블 패턴과 멀티 현무암 패턴은 다양한 형태의 무늬를 가진 마블턴과 현무암 패턴

들을 조합하여 자연스럽게 연결한 제품입니다. LOUVER 형태로 판넬을 절곡하였을 때 , 

접히는 부분마다 다른 느낌의 마블 패턴의 고급스러움이 자연스럽게 표현되도록 디자인 

되었습니다.테라조 스톤 패턴은 다양한 색상과 형태의 결정을 지닌 특성을 조화롭게 활

용하였습니다. 색감의 풍부함과 산뜻한 무드를 낼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습니다.

STONE LOUVER PATTERN

MULTI MARBLE MULTI BASALT TERAZZO

 l  INSPIRATON IMAGE ㅣ

APPLICATION IMAGE

MULTI MARBLE MULTI BASALT TERAZZ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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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TWO-TONE LOUVER

무광 투톤 컬러들을 조화롭게 활용하여 건축물 내 외장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채

도의 색상들을 선 제안합니다. 건축 내, 외장재로서 벽체, 천장재, 바닥재에 이르기까지

어디에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습니다. 

TWO-TONE LOUVER PATTERN

 l  INSPIRATON IMAGE ㅣ

APPLICATION IMAGE

GREY-NAVY NAVY-GREY NAVY-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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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동신은 트렌드를 반영하여 나무, 돌 등 자연에서 나는 재료를 이용한 패턴과

차분한 뉴트럴 색상을 사용한 투톤 컬러 루바 디자인을 제안합니다. 

코로나19(COVID-19)의 장기화로 인해 특정한 공간과 장소에서 회복과 안락함을 찾기를 원하는 

트렌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소박한 색상 팔레트, 천연 소재 패턴 및 단순한 디자인은 쉼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소망이 반영된 결과이며, 이러한 요소가 들어간 건축물과 인테리어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OUVER PATTERN

ABOUT TREND

또한 최근 인테리어 및 외장재로 루바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루바는 인테리어 품격을 

한층 높여주고 고급스러운 분위기 연출이 가능하며 내외장재 주요 트렌드로 각광받게 

될 전망입니다. 

DKDONGSHIN PRODUCT 

DKDONGSHIN’S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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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 제작이 필요한 디자인을 찾고 계시다면 

이메일 상담, 대표전화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케이동신은 서로가 상생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더 편리하고 우수한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루바 제품은 시장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 

본 메일을 통해 공유드리는 당사의 루바 제품 디자인을 통해, 

트렌드가 반영된 인테리어 및 건축 외장재를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