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ru Vue® 제품 취급 방법

당신의 아름다운 유리가 아름답게 보이
도록 유지하는 방법.

당신의 트루뷰 유리와 아크릴 제품을 최상의 상태로 보이게끔 관리하고 취급하는 요령. 최신 유리/아크릴 

솔루션에 있어서 세계적인 선도업체로서, Tru Vue 는 당신의 일상적인 액자 작업뿐만 아니라 가장 까다롭

고 부담스러운 작업까지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 모든 종류의 고성능 유리/아크릴 제품을 공급합니다.  코팅

과 물리적 성질이 각각 다른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제공하기 때문에, 각 제품을 어떻게 취급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귀하의 유리/아크릴을 아름답고 최상의 상태로 보이게끔 유지하는 몇 

가지 간단한 팁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저희의 보관, 취급 팁들과 설명이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

면 tru-vue.com/care을 방문하세요.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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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방법

Contact us: 
800.282.8788

framers@tru-vue.com

취급 방법

두께 3.0mm와 4.5mm 아크릴 제품 재단법

•  깨끗하고 먼지 없는 작업대에 아크릴을 올리세요.
•  작업 테이블을 부드럽고, 깨끗하고, 보푸라기 없

는 펠트 천으로 덮습니다.
•  아크릴 커터를 사용해 “홈을 긋고 부러뜨리기” 방

법으로 재단합니다.
6.0mm Optium Museum Acrylic® 재단법®

•  아크릴 재단 전용 톱날이 장착된 재단 기계를 사용하
여 재단합니다.

청소법

•  아크릴을 이물질과 보푸라기가 없는 곳에 놓습니다.
•  마른 보푸라기 없는 천이나 극세사천을 사용하여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부분적으로 닦아줍니다.
•  Optium® Acrylic의 경우: 세척이 필요한 경우, 암모니아 성

분이 없는 유리 세정제를 사용하거나, 물과 이소프로필 알코
올을 1:1 비율로 섞어 세정제를 만드세요. 천에 세정제를 뿌려
서 닦아줍니다. 코팅에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아크
릴 제품에는 아크릴 세정제나 연마제는 사용하지 마세요.

•  다른 모든 아크릴 제품들은 순한 비누와 증류수를 사용하여 
닦아줍니다. 가벼운 힘을 줘서 천으로 문질러 닦아주세요. 깨
끗한 물로 헹궈주고, 부드럽고 보푸라기 없는 다른 천으로 말
려줍니다. 유리 세정제나 암모니아, 알코올, 아세톤을 함유한 
세정제는 사용하지 마세요. Conservation Reflection 
Control® 아크릴에는 아크릴 세정제나 연마제를 사용하지 마
세요.  Conservation Clear® Acrylic아크릴에는 세정제나 연
마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유리아크릴

톱날 추천에 대한 문의는 저희에게 직접 연락 주시거나 
www.tru-vue.com을 방문해주세요.

Tru Vue® 제품 취급 방법

•  유리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부상을 줄이기 위해 장갑
을 필히 착용하세요.
•  박스에서 유리를 빼낼 때, 서로 끌리지 않게 하세요.

•  유리를 작업대 바닥에서 끌지 말고, 항상 들어서 놓고 다시 

들어서 움직여주세요.

재단방법

•  스크래치 방지를 위해 유리와 재단 테이블 사이에 미끄럼 방
지용 간지 (스웨이드 천 또는 크라프트 종이 등)를 넣어주세요.

• Tru Vue® 보존 등급 유리 제품의 경우, UV 코팅된 면이 간지 
(재단 테이블) 쪽으로 향하게 놓습니다. UV 코팅된 면을 자르
지 마세요.  “This side faces artwork” (그림을 마주보는 면)
이라고 인쇄된 쪽이 UV 코팅된 면입니다.  보존등급이 아닌 
TruVue의 다른 유리 제품은 모두 양면 어느 쪽이든 자르면 됩
니다.

• 유리 파편이 유리 칼에 붙어 있지 않도록 말총 털 솔로 자주 털
어 주세요.

청소법

• 깨끗하고 거칠지 않은 곳에 유리를 놓아주세요.
• 깨끗하고, 부드럽고, 보푸라기 없는 천을 사용하세요. 

TruVue는 극세사천 사용을 권장합니다.
• 가벼운 지문은 유리에 입김을 불어 원을 그리면서 천으로 닦

아주세요.
• 천에 소량의 암모니아 없는 세정제 (또는 증류수와 이소프로

필 알코올을 1:1로 섞어 만든 세정제)를 뿌려주세요.  천에 뿌
리면 과도한 분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자국이나 반점이 남지 않게 천을 유리에 살짝 눌러주면서, 원
을 그리며 둥글게 닦아주세요.

Tru Vue 유리 제품은 깨끗하여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부
분적으로 닦아줄 필요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하세요.

• 지문이나 이물질이 묻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꼭 장갑을 껴
주세요.
• Tru Vue 아크릴 제품은 양면이 보호 필름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필름은 스크래치를 방지하므로, 취급 및 재단 시 가능한 오래 
시트에 붙어있는 상태로 둬야합니다. 
• 필름을 벗길 때는, 한 쪽 모서리에서 시작해서 반대쪽으로 멈추
지 않고 일정한 힘으로 서서히 잡아당깁니다.
• 보호 필름을 강한 햇빛이나 실외에 장기간 노출시키지 마세요.
• 40” X 60” 나 더 큰 사이즈의 경우: 휘고, 뒤틀리거나, 배부름 현
상을 방지하기 위해, 액자를 제작하는 동안 아크릴 보강 지지대
를 사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