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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OF NEW-TRO

SOFT MATT

DKDONGSHIN’S STRENGTH 

©TM Headquarters / Jun Mur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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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 매트(SOFT MATT)는 다양한 파스텔 계열의 소프트한 컬러들과 촉감을 통해 

삶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작가의 붓터치처럼  자연스러운 외관 질감과 소프트한 촉감이 특징이며 깊이 있는 낮은 

광택감으로 고급스러운 건축자재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소프트 매트(SOFT MATT)의 제품 컨셉과 잘 어울리는 22년 트랜드 컬러인 베리페리

컬러, 기본이지만 따뜻한 점토와 햇빛을 닮은 베이지 컬러, 저채도의 핑크색상인 로즈

쿼츠 컬러를 제안합니다. 자신만의 개성 표현의 하나로써 내외장재, 천정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며 새로운 분위기로의 전환이 주 포인트입니다.  

선호도, 대중성이 가장 높은 모노크롬, 무채색 계열의 메탈릭 색상들과 우아하고 깊이

있는 Graceful Green 컬러를 Key Color로 선정하여 다양한 방면에 활용도가 우수

할 것입니다. 매트하고 소프트한 질감과 반짝이는 메탈릭의 입자감이 어우러져 고급

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제격인 컬러 제품입니다. 

새로움(New)과 복고(Retro)를 합친 신조어로, 복고(Retro)를 새롭게(New) 즐기는

경향이며 '유행은 돌고 돈다'는 말처럼 실제로 과거에 유행했던 디자인이 수십 년

뒤에 재유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트렌드로 80년대 트랜드인 파스텔톤의

색상들이 패션, 인테리어, 익스테리어에 이르기까지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추어 디케이동신은 새로운 색상의 제품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부드러운 톤을 지니고 있는 새로운 색상들은 우리의 공간과 생활을 한결 평온하고

여유있는 분위기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다양한 공간, 다채로운 배색 조합을 통해

색다른 공간의 연출을 할 수 있는 소프트 매트 제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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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il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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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디자인, 맞춤 제작이 필요한 디자인을 찾고 계시다면

이메일 상담, 대표전화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케이동신은 서로가 상생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경쟁력이 있는 우수한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디자인, 맞춤 제작이 필요한 디자인을 찾고 계시다면

이메일 상담, 대표전화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Beige Rose Quar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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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an Silver Graceful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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