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떤 유리도 Museum Glass® 와 비교될 수 없습니다.  이 최고 등급 유리는 자외선 차단 율이 99% 

수준으로 탈색을 방지하고, 육안으로는 거의 식별이 안 되는 코팅 막이 입혀있어, 놀라운 투명도를 

자랑합니다.  TruVue 제품은 특허기술인 다중코팅 방식으로 제작되어, 모든 작품에 있어서 탁월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매끈하고 잔물결무늬가 없는 유리표면에 특수 코팅처리가 되어서 내구성이 높을 뿐 아니라 

훨씬 선명하게 보이고 청소하기가 수월합니다.

뮤지엄 등급 유리
보존등급 보장

Museum Glass®

UV UV 차단 보존 등급

반사 방지기능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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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사이즈 박스당 수량

공급 사이즈

915mm x 1220mm/36” x 48” (2.5mm) 

1015mm x 1525mm/40” x 60” (2.5mm)

1220mm x 1725mm/48” x 68” (2.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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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빛 반사를 거의 제거하여 놀라운 수준의 투명도를 

나타냅니다
• UV 99% 차단
•  최적의 빛 투과로 원색상과 원색대비 구현 
• 안정성과 내구성을 인정 받은 특허 코팅기술 적용
• 표면처리 보강으로 내구성 증대 및 청소 용이
•  매끄러운 표면, 상의 뒤틀림 및 주름 없음
• 2.5mm 두께의 프리미엄 유리를 사용하여 우수한 

강도와 견고함을 보임

Museum Glass®

빛 투과율 97% 이상

빛 반사율 1% 미만

광학 코팅

두께 2.5mm 유리

보존등급 99% UV 코팅

광학 코팅

박스단위 또는 사이즈 재단 주문가능.
가격 및 재고 여부는 TruVue 공식대리점에 문의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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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액자, 판화, 오리지널 그림, 포스터, 역사적 문서 및 
기타 귀중품

•  예술품, 유물, 가보 또는 기념품 등 소중한 물품 전시용 
쉐도우 박스

•  근접 감상을 필요로 하는 정교하고 컬러풀한 예술품

•  빛에 민감한 물품에 대한 자외선 차단 (300-380nm)

•  통제되지 않은 환경에 민감한 물품 

사용법 및 스펙
•  재단: AR쪽 면 (UV코팅이 안 된 면)을 재단하세요
• 액자 조립: AR쪽 면 (UV코팅이 안 된 면)이 바깥으로  

향하게 넣으세요
• 무게: 6.25kg/m² (1.28lbs/ft²)
• 코팅공정: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  마모저항: MIL-C-14806A para 4.4.7,            

MIL-M- 13508C para 4.4.5
• 내식성 (염수분무): ASTM B17 & B-368-03 & B-368-

97
• 용해성: MIL-C-48497A
• PAT: ISO 18916 & ISO 18902+
•  무기질 실리카 기반 UV 차단: ISO18902 충족.  

최소한 97% UV차단으로 ISO18916 통과 
• RoHS (유해물질 제한지침) 준수: 2002/95/EC 

제한규정
• AS/NZS 4667:2000: 규격 및 화장품 요구조건 준수
• 가속수명: 10만룩스 빛에 2000시간 (약 100년 추정) 

집중 노출하는 Q-sun Xenon 아크 테스트 후에도 
반사방지 기능, UV차단 기능 및 빛 투과율 변동 없음.

• 안정성 테스트: 통과 - 영구적 사용 적합

견본 요청 또는 추가 자료 필요하면, TRU-VUE.COM을 방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