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텍스쳐, 한쪽 면 무광택, 반투명, 비강화, 강화가능, 외장 사용가능)

Interior Applications

Textured Acid-etched glass 는 유리 표면을 다양한 디자인으로 Etched해서 질감을 만드는 동시에 투과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표면 가공을 통해서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는 동시에 모던하고 세련된 터치감을 느낄 수 있게 제작 하였습니다.  또한 Etched 

처리된 표면은 반사를 줄여 주어서 더욱 안정감 있는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Exterior Applications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반대로 산처리 유리는 인테리어에 사용해도 좋은 소재이지만 익스테리어에 사용해도 상당히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다용도의 반투명 재질은 이상적으로 눈부심 현상을 줄여주고 빛을 확산하며 주간 조명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프라이버시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복층 유리를 만들 때 low-e유리와 같이 사용을 하면 놀랄만한 에너지 효율이 있는 글레이징 

대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산처리된 표면은 복층 유리의 사분면 중에 어느 부분에도 위치할 수 있고 각 부분마다 독특한 시각적 효과를 연출할 것입니다. 

산처리는 코팅이나 인쇄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대한 저항력이 근본적으로 산처리를 하지 않은 유리와 거의 동일합니다.

저희 회사의 Textura Textured Acid-etched glass의 매끄럽게 표면 가공된 톡특한 밀폐 구조의 표면은 오염에 대한 저항성이 

높고 청소하기가 쉽습니다. 단, 특수한 효과를 위해서 표면을 거칠게 하는 동시에 무광택으로 만든 표면의 제품은 좀 더 철저한 표면 

청소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제조: 수입

규격: 텍스쳐 질감 패턴 제품 5T 1830mm x 2400mm, 민 무늬 5T 1200x2400 (2440X3660)

특징: 반투명, 프라이버시 확보, 조명확산, 강화 가능,

제품군: 가격표 참조

용도: interior, exterior 외

적용사례: 인스타그램 glasco_coverglobal_official / 홈페이지 스타일가이드 참고

가격: 가격표 참조

● 특이사항

* 애칭 방식이어서 테두리 20mm 사방으로는 여백이 있어서 잘라내고 사용해야 합니다.

* 요철이 있는 제품은 외부 사용시 요철 면이 내부로 향하게 설치해야 유지 보수가 쉽습니다.

* 수입 제품이어서 디자인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 비 규격 제품인 두꺼운 제품과 빅 사이즈의 경우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최소 주문량 단위로 주문하는 주문자 방식입니다.

비 규격 최소 주문량: 40PCS 1 BOX

*판매단위: 원판(장) 단위.

*재고표에 있는 제품은 1장 단위로도 판매 가능/재단 면치 가능(가공비별도)

재고표에 없는 제품은 40장 단위로 주문을 받아 수입하고 있습니다. 꼭 플러스 친구로 사전에 재고

보유 품목인지 확인해 주세요.

● 견적문의: 메일로 견적요청서 남겨주세요.

* 제품번호| 사용량(m2) | 현장명| 업체명|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메일: coverglobal@nat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