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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리 산업의 역사를 

대표하는 한글라스, 세계를 대표하는 

유리기업으로 발돋움 하겠습니다.

내일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한글라스 

기술을 넘어 예술이 되는 아름다운 유리는 도시에 생명을 불어 넣습니다.

유리는 건축물의 아름다운 자기표현이자 첨단기술을 비춰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사람과 자연을 함께 생각하는 미래의 첨단기술 한글라스가 만들어가는 미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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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LITE® XT

EVERLITE® SK

EVERLITE® K

EVERLITE® SILVER Series

EVERLITE® GREY Series

ESLITE®

SAGE GLASS®

SPG® SYSTEM

CONTRAFLAM®

PYROSWISS PLUS®스

시공 및 사용 시 유의사항 

복층 유리 성능표

한글라스 소개 및 한글라스 클럽 제도

I 에버라이트 XT

I 에버라이트 SK

I 에버라이트  K

I 에버라이트 SILVER

I 에버라이트 GREY

I 에스라이트

I 세이지 글라스 

I SPG 시스템

I 콘트라플램 

I 파이로스위스 플러스



에버라이트 XT

트리플 로이 유리 
판유리의 한쪽 면에 3겹의 은(Silver) 막을 코팅한 트리플 로이(Triple Low-E)로서 

뛰어난 셀렉티비티(Selectivity)를 자랑하며 최고의 에너지 절감 성능으로 

추운 겨울에는 높은 단열 성능으로 난방부하를 줄여주고 더운 여름에는 

뜨거운 태양열을 차단, 냉방부하를 효과적으로 줄여주어 에너지 절약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상업용 건물에 최적인 유리입니다. 

에버라이트 XT

※ 셀렉티비티(Selectivity)란?

태양광선이 유리를 통하여 실내로 들어올 때 전달되는 태양열 에너지에 비해

유입되는 가시광선의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로 일반적으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쾌적한 실내가 유지됩니다.

XT60-28II

XT70-33II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남 진주

오라카이 대학로호텔 ●   서울 종로구 대학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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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T60-28II XT70-33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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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단열 성능
3겹의 은(Silver) 코팅막이 최고 수준의 단열 성능을 구현합니다.

밝은 실내와 아름다운 외관
높은 가시광선 투과율은 뛰어난 채광과 밝고 투명한 시야를 확보해줍니다. 



 

에버라이트 SK

SKN363II ●   서울숲 트리마제

SKS343II

SKS143II

더블 로이 유리 
2겹의 은(Silver) 코팅막으로 높은 단열 성능과 뛰어난 태양열 차폐 효과를 

동시에 갖춘 고기능성 더블 로이(Double Low-E)로서, 실내로 유입되는 

가시광선을 일부 차단하는 기존 반사 유리의 단점을 보완하여 

가시광선의 유입량을 최대화함으로써 밝고 화사한 실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새문안교회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지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SKN154II

인천 제2국제여객터미널 ●   인천시 중구 공항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 허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용인 테크노밸리 지식산업센터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W 아이에스동서 ●   부산시 용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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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G153II SKS143II SKN154II SKN176II SKS343II SKN376II

에너지 절약에 탁월
단열 성능과 태양열 차폐 효과, 결로방지 기능이 매우 우수합니다. 

깨끗하고 미려한 외관 연출
아름다운 컬러와 적절한 반사 효과로 아름다운 건물 입면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밝고 화사한 실내 분위기 연출
외부로 유입되는 태양열은 차단하면서 가시광선 유입량은 최대화하여
충분한 채광과 차폐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환경친화적인 제품
사계절 적정 실내온도가 유지돼 냉·난방비 절감 및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에버라이트 SK



한전KDN 사옥 ●   전남 나주시 

서울가정법원 ●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만도 중앙연구소 ●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판교 테크노밸리 공공지원 청사 ●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현대해상 부산사옥 ●   부산시 중앙동 

SKN154II SKN174II

상암 JTBC 멀티콘텐츠 센터 ●   서울 마포구 상암동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   인천시 계양구  

동대문 JW 메리어트 호텔 ●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신촌 세브란스 우리라운지 ●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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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라이트 K

복합기능 반사 로이 유리  
소프트 로이 코팅과 반사 코팅이 함께 적용되어 우수한 단열, 

차폐 효과를 모두 갖춘 고기능성 제품으로 에너지 절감 효과가 

뛰어날 뿐 아니라 저반사 유리 특유의 은은한 반사 효과로 건축물의 

아름다운 외관 연출에도 효과적입니다.

KS145II

KS145II

KS145II ●   GS 홈쇼핑 제2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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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하고 안락한 실내환경 조성 
단열 효과와 태양열 차폐 효과가 높아 사계절 포근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며   
반사 유리의 특성상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아 프라이버시 보호에 좋습니다.

건축물의 아름다운 외관 연출
유리 표면이 은은하게 반사되어 빛의 각도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건물의 외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환경친화적인 제품
로이 유리의 기능적 특징으로 인해 냉·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어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구로 G-Valley ●   서울 구로구 구로동 

녹십자 R&D 센터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써밋타워 ●   서울 중구 을지로 

IBK 파이낸스 타워 (기업은행) ●   서울 중구 을지로 

KS145II KGrey147II KS345IIReal Grey

에버라이트 K



KS145II

KS345II

KDB 산업은행 IT센터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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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er 8 ●   서울 종로구 청진동 광화문 Centre point ●   서울 종로구 도렴동 

DMC 디지털큐브 ●   서울 마포구 상암동 

광화문D타워 ●   서울 종로구 청진동 

대신증권 빌딩 ●   서울 중구 명동 

에
버

라
이

트
 K



S
ILV

E
R

 | G
R

E
Y

14

15

H
A

N
G

LA
S

 P
o

w
er C

atalo
g

u
e

에버라이트 실버 에버라이트 그레이 

실버 컬러 로이 유리 
에버라이트 실버 시리즈는 로이 코팅과 반사 코팅이 함께 적용된 고기능성 로이 유리로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태양열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미려한 실버 색상의 은은한 반사효과로 

건축물의 외관을 더욱 세련되고 아름답게 연출합니다.

그레이 컬러 로이 유리 
에버라이트 그레이 시리즈는 기존의 높은 단열 성능 및 우수한 태양열 차폐 효과와 더불어 

낮은 반사율을 갖춘 고기능성 로이유리로, 그레이 컬러 특유의 고급스러운 입면 색상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제품 성능 

제품명
가시광선

투과율(%)
가시광선

반사율(%)
열관류율
(W/m2K)

태양열
취득률

코팅
종류

KS145II 40 33 1.06 0.26 Single

SKS143II 37 31 1.00 0.19 Double

※ 28T 6/16Ar/6 (#2) KS L 2525 기준

KS145II SKS143II

AIA 타워 ●   서울 중구 순화동 

대신증권빌딩 ●   서울 중구 명동 

Tower 8 ●   서울 종로구 청진동 

제품명
가시광선

투과율(%)
가시광선

반사율(%)
열관류율
(W/m2K)

태양열
취득률

코팅
종류

Real grey 50 13 1.03 0.33 Single

KGrey147II 41 25 1.10 0.27 Single

KS345II 28 19 1.06 0.21 Single

SKG153II 49 16 1.00 0.26 Double

SKS343II 26 18 1.00 0.16 Double

SKN376II 48 8 1.00 0.27 Double

※ 28T 6/16Ar/6 (#2) KS L 2525 기준

제품 성능 

더넥센 유니버시티 ●   서울 강서구 마곡동 가산 SK V1 CENTER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강남 ACE타워 G9
서울 강남구 자곡동 

단암빌딩 ●  서울 중구 소월로

라이브플렉스타워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성수동 BMW 
서울 성동구

에버라이트 실버 에버라이트 그레이  

KGrey147II KS345II SKN376IIReal Grey SKG153II SKS343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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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라이트

고성능 투명 로이 유리     
단열과 결로 저감에 탁월한 고기능성 싱글 로이 유리로서,

사계절 적정 실내온도 유지가 가능해 냉난방비 절감에 효과적이며 

실내외의 온도 차이를 줄여 결로 현상을 억제함으로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동탄 금강펜테리움 IT Tower 
경기도 화성시

세종어반아트리움 P3 마크원애비뉴 ●   세종시 나성동

송파 테라타워2 ●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수원역 환승센터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구 

코오롱 ONE & ONLY TOWER ●  서울 강서구 마곡동 용산 아모레퍼시픽 사옥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에너지 절약에 탁월  
유리 표면에 은(Silver) 막을 코팅해 일반 복층유리보다 단열성능이 
약 43%가 향상된 에너지 절약형 유리입니다.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결로현상을 현저하게 억제하여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환경친화적인 제품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주어 이산화탄소(CO2)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UN ● ONE ● DURA MAX

에스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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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윈트리 ●   서울 종로구 율곡로

판교 차병원그룹 종합연구소 ●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아모레퍼시픽 부산  ●   부산시 동구 초량동     

국립생태원 생태체험관 ●   충남시 서천군      

삼성엔지니어링 ●   서울 강동구 상일동

아모레퍼시픽 대전 ●   대전시 서구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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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 합정 사옥 ●   서울 마포구 합정동      

부띠크 모나코 ●   서울 서초구 서초동      

DURA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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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지 글라스 

스마트 유리  
세이지 글라스는 시간, 계절별 태양고도에 따른 태양빛의 실내 유입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실내의 조도 및 태양열 취득량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글라스입니다.

▶ 가시광선 투과율을 2~62%까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운영비 및 에너지 절감   
●   난방 및 공조기 크기를 최대 25% 절감
●   상업시설 냉방부하 최대 20% 절감
●   조명 비용 최대 60% 절감

쾌적한 실내환경  
●   거주자의 전망을 확보
●   자연광 유입으로 업무효율 및 학습능력 향상, 심신 안정감에 효과 
●   자외선 차단에 따른 실내 변색 방지

건물의 가치 증가 
●   LEED Point 획득, 등급에 따른 건물 가치  증가

SK ECO HUB ●   판교    

천창 부위

CS University ●   미국    

Siemens Wind Turbine Facility ●   미국    

Brickel TDBank ●   미국    

해외시공 사례 

Sage Glass IGU shown in a frame

SAGE Glass의 구성    

6mm matching lite
(heat strengthened)

2.2mm coated lite(annealed)

black obscuratio band

4mm support lite(heat strengthened)

Laminate

Sealed
air space

60%

33%

S
ur

fa
ce

 6

S
ur

fa
ce

 5

S
ur

fa
ce

 4

Surface 3 Surface 2 

S
ur

fa
ce

 1

SAGE  Glass Coating

SUNLIGHT

SOLAR HEAT

세
이

지
 글

라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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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G 시스템 

첨단 건축공법의 시스템 유리  
SPG  시스템은 유리에 특수 홀 가공을 한 후 볼트로 판유리와 판유리를 고정해주는

No Frame 시스템으로 탁월한 안전성과 건축물의 세련미와 자연미를 극대화하여 

창의성을 살린 디자인으로 어떤 크기로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수직, 수평 등 어떤 경사각도로도 시공이 가능하며, 강렬한 태양광에도 변형이 없도록 

설계된 첨단 건축공법으로 프레임이나 구조용 실리콘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건축물의 자연미를 극대화하고 개방감과 채광성을 최대한 보장합니다.

타임스퀘어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SPG 시스템 종류 

제품 성능 [유리 기준]

※ 적용하는 코팅 유리 사양에 따라 성능 값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품 명 적용 유리 두 께 적용사양 U-Value(W/m2K)

SPG  MONO 단판 유리 12t 12CL TP 5.38

SPG  LAMI 접합 유리 17.52t 10CL TP + 1.52PVB + 6CL TP 5.02

SPG  DUO 복층 유리 34t 12CL TP + 16A + 6CL TP 2.63

SPG  DUO-SK** 더블 로이 복층 유리 41.52t 6SKN + 16Ar + 19.52 Lami 1.02

SPG  3PLUS 더블 로이 삼복층 유리 56t 6SKN  + 16Ar + 6CL + 16A + 12CL 0.86

인천 제2국제여객터미널 ●   인천시 중구 공항로  

대한지적공사 ●   전북 전주시 완산구   

갤러리아 포레 ●   서울 성동구    

특수 가공의 최신공법 

특수 가공한 볼트를 접시 머리 모양으로 가공된 홈에 결합하여 

유리표면이 평탄하며, 내부에서 유리(Rib Glass), 로드 트러스(Rod Truss), 와이어(Wire) 및 

스테인레스 파이프(Stainless Pipe) 등으로 커튼 월을 지지하는 최신공법입니다.

탁월한 안전정과 내구성  

12mm 강화 유리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자파 방지 처리를 위해 

열간 유지 시험(Heat-Soak Test )을 거친 강화 유리만을 사용하므로 안전성이 탁월하며, 

풍압 및 모든 구조적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인천주택공사 사옥 ●   인천시 남동구 논현로  

: 단판 SPG 시스템

: 접합 SPG 시스템으로 강화 접합 유리를 이용하여 시공되며 
유리 파손 시 파편의 비산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캐노피 및 천장 등에 주로 적용됩니다.

: 단열 효과를 부가한 복층 SPG 시스템으로, 로이 복층 유리를 적용 시 
결로 및 에너지 절감 효과 극대화가 가능합니다.

※ SPG DUO-SK / UN / ONE / XT 
외부에 코팅 유리를 적용하여 열관류율을 극대화한 고효율 제품입니다.

: SPG 시스템에 BIPV 시스템을 접목한 제품으로 내판 유리 홀 타공 공법으로
에너지 발전량을 극대화했습니다. 

: 케이블 적용을 통해 최상의 파노라마 뷰를 선사하는 파사드 전용 커튼 월 시스템으로
탁 트인 개방감과 자유로운 실내공간 활용, 깨끗한 외관 연출이 가능합니다.

SPG
 시

스
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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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트라플램  파이로스위스 플러스   

차열 방화 유리 
화염, 연기뿐만 아니라, 열의 전달까지 막아 주는 

강력한 성능을 보유한 차열 방화유리로 화재 발생 시  

60분~120분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강화유리를 다중 접합시킨 구조로, 우수한 기계적 강도와 

열 충격에 대한 파손에 강력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비차열 방화 유리   
최고 945℃에서 1시간 동안 견딜 수 있는 우수한 방화 성능이 

입증된 비차열 방화 유리로 방화구획상에서 갑종 방화문에 해당하는 

부위에 적용할 수 있으며, 제품 적용 시 기존의 스틸(철제)로만 

이루어진 방화문에 비해 화재 시 장시간 시야 확보가 가능하며,  

방화셔터처럼 구동 및 유지관리에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피 또는 화재 진압 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Opera House Copenhagen ●   덴마크 건물의 출입구 

Charles de Gaulle Airport Paris ●   프랑스

Acropolis Museum ●   그리스 

콘트라플램의 차열 성능     

화염, 연기뿐만 아니라, 열의 전달까지 막아주는 강력한 성능을  

보유한 차열 방화유리로 60분~120분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60분 : 약 945℃ / 90분 : 약 1,005℃ / 120분 : 약 1,050℃)

우수한 내구성  

기계적 강도가 우수하고, 외부 습기 및 장시간 자외선 노출에도  

변형이 없어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 및 화재 확산 방지 

화재 발생 시 화염, 연기뿐만 아니라, 열의 전달을 차단하여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화재가 인접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투명 방화 유리     

유리 내부에 철망이 없는 단일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수한 내충격 강도    

와이어가 없는 경제적인 방화유리로 두께가 8mm이며, 

내충격 강도가 뛰어나고, 만약 한계 이상의 충격으로 

파손되더라도 작은 입자로 부서져 안전합니다.

다양한 부위에 적용 가능  

방화구획 상의 갑종방화문 적용 외에도 아트리움, 층간 구획, 

에스컬레이터 주변 아케이드 등 다양한 부위에 안전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 분 

분 류 
Integrity 
(Class E)

Integrity + Insulation 
(Class EI)

화재 발생 시
화염, 연기, 가스를 

차단 

화재 발생 시
화염, 연기, 가스 및 

열까지 차단 
내 용 

비 고 

비차열 유리 차열 유리

비차열 유리

화재 발생 후

복사열과 유리 표면의 

온도 상승으로 

반대편에 화재가 

전달됩니다. 

차열 유리

화재 발생 후 열을 차단하여 

반대편에 있는 대피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화재 확산을 방지합니다.
 

차열 유리와 비차열 유리,
이렇게 다릅니다!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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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는 파손되기 쉬우므로 취급 및 시공 시 뿐만 아니라, 사용 시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열파손 및 충격으로 인한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의 주의사항을 숙지하시어 사고를 미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시공 및 사용 시 유의사항

●  유리는 파손의 위험이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한다.

●  유리와 금속 물질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  유리에 금(crack)이 발생하거나, 파손되었을 경우 즉시 이를 교체하도록 한다.

●   강화유리의 경우 충격에 대한 강도는 강하나, 뾰족한 물건으로 충격을 가하면 쉽게 파손되는 

성질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유리의 열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냉·난방 장치의 바람이 유리에 직접 닿는 것을 피해야  

하며, 커튼 또는 가구와 유리 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두어야 한다.

●   유리창의 한쪽 면에 안전, 단열 성능 또는 디자인 효과를 위하여 필름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열집적으로 인한 파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일반적인 파손 주의
●   절단이나 복층 라인 투입 등 취급 시에는 안전 장갑을 사용한다.

●   절단할 때는 코팅면이 위쪽을 향하게 하여 자르며 유리 절단 가루가 표면에 남지 않도록 

한다.

●   코팅면에 분필이나 마킹 펜으로 표시를 해서는 안되며, 기름기가 묻지 않도록 한다.   

●   절단 및 가공 시 가능한 한 유리 표면에 손대지 않도록 하고 침이나 물기가 코팅면에 

튀거나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   로이 유리는 절단한 유리가 당일 복층 유리 생산에 사용되지 않을 때는 흡습제 팩을 넣고 

비닐로 밀봉하여 수분이 침투하지 않도록 보관한다.

●   로이 유리 세척 시 소프트 브러시를 사용한다.

●   로이 유리로 복층 제작 시, 유리와 실란트 사이의 접착을 좋게 하고 로이 코팅막이 외부 

공기와 접촉하지 않도록 엣지 스트리핑(Edge Stripping) 작업해야 한다. 또한, 스페 

이서를 부착하는 부틸은 수분 침투 방지를 위해 로이 코팅면과 유리면을 동시에 덮어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한다. 

●   로이 유리로 복층 제작 시, 코팅면이 3면에 오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에버라이트 SK, 

에버라이트 K와 같이 열선 반사 기능이 있는 로이 유리는 코팅면이 2면에 오도록 한다. 

●   로이 유리를 접합 가공 시에는 코팅면에 손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에스라이트 제품 중 DURA Plus, DURA Max 제품은 엣지 스트리핑 가공을 생략하고 사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가공 시 유의사항 

엣지 스트리핑 생략 시 사용 가능 제품 

▶ 취급 시 주의사항  
●   4면이 노출되는 커튼 월 적용 또는 접합 가공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엣지 스트리핑을  

한 후 적용해야 합니다.

▶ 보관 시 주의사항  
●   눈과 비가 들지 않으며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는 실내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유리에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온도와 습도 변화가 낮은 실내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포장 해체 후 보호유리로 코팅면이 외부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샤워부스, 계단, 발코니 등에 사용되는 유리는 인체와 접촉이 잦은 부위이므로 유리 파손 시 

상해를 입기 쉬우므로 파손 시에도 파편이 튀지 않는 안전한 접합유리를 사용해야 한다.

●   유리 선반이나, 유리 테이블은 적정 하중을 견딜 수 있게 설계된 것으로, 사람이 걸터앉거나 

올라서는 경우 파손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안전유리(강화유리, 접합유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   해안가에 위치한 건물 외창이 태풍이나 해일과 같은 기상변화에 의한 충격으로 파손되어  

파편이 비산 될 경우 상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문 또는 파티션으로 유리가 사용될 경우, 그 투명성으로 인하여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 

하여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학교 및 스포츠가 행해지는 장소와 같이 유리의 파손 빈도가 높은 곳에서는 특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하며, 충격에 강한 안전유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유리 파손 시 파편에 의해 심각한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유리(강화 유리, 접합 

유리)가 시공되지 않은 부위에서는 사람의 접촉 특히 유아의 접촉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일반적인 적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유리 사용 부위에 따른 주의

●    상품의 성능표에서 가시광선(투과율, 반사율) 및 태양열선(투과율, 반사율) 특성은 NFRC  

규격에 따라 LBNL Window 프로그램으로 계산되었습니다.

●   차폐 계수, 취득 총열량, 태양열 취득률은 NFRC여름 조건 기준이며, 열관류율은 겨울 조건 

기준입니다.

●   KS에 의한 열관류율은 KS L 2003, KS L 2525 조건으로 계산되었습니다.

●    성능표 상의 모든 값은 유리의 성능으로 창의 성능이 아닙니다.

계산기준 

■   유리의 가공, 시공 및 모든 작업 시에는 반드시 주변인을 확인하여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품 품질에 이상이 있는 경우, 한글라스 고객센터에 연락을 주시거나, www.hanglas.co.kr에 접속 후, 절차에 따라 내용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유리 폐기 시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반드시 전문 수거업체를 통해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 
●   항상 4℃(40℉)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해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란트 시공 시 피 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천으로 닦아내고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 시에도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   유리와 금속물질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며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하고, 유리와 근처에 쌓아 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이 축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시공 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수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을 

발생시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시공 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제품 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며,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해야 한다.
●   작업 시작 전, 유리가 삽입될 프레임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   시공 시 균등한 하중을 받을 수 있도록 바닥에 면하는 유리의 어긋남이 없도록 한다.

●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mm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 유리, 접합 유리, 망판 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   유리 시공 후 건물의 타공정 작업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유리의 손상을 막기 위해 가능하면 

유리면에 보양지를 부착하고 낙하물에 의한 유리의 파손이나 용접 불꽃 등의 물질로 

인해 유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유리 및 프레임에 부착된 오염물은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낸다.

●   실리콘 양생은 48시간 이상 해야 하며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   타 공정의 작업자들이 유리를 보호하도록 유리 주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시공된 부분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염산, 타일 세척제, 벤젠 등 산성 또는 알칼리성 

물질은 절대 사용하지 말고 중성세제로 닦는 것이 좋다. 또한 부드러운 면소재나 스펀지 

등을 이용하여 청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공 시 유의사항  

▶ 코팅 유리  
●   반사 코팅에 사용되는 원판이 색유리일 때는 열파손이 우려되므로 내열 응력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강화나 배강도 가공을 해야 한다.

●   공사 중에는 코팅면에 용접 파편이 튀지 않도록 보호판을 설치해야 한다.

●   시멘트, 모르타르, 산(Acid)이나 알칼리성 물질(예 : 염산, 암모니아수) 및 솔벤트류는 

코팅면에 유해하므로 절대 묻히지 않도록 한다.

 

●   코팅면의 이물질을 제거할 때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작업한다.

- 부드럽고 깨끗한 마른 천으로 닦는다.

- 깨끗한 물이나 중성세제를 적신 부드러운 수건으로 몇 차례 닦는다.

- 부드러운 마른 천으로 물기를 없앤다.

▶ 방사율(Emissivity)

유리가 장파장(2,500~50,000nm)의 적외선 에너지를 흡수하였다가 다시 재 방출하는 

정도를 의미. 일반적으로 판유리는 0.84이고, 로이 유리는 0.12~0.01 정도의 값을 

나타낸다. 방사율이 낮으면 적외선 에너지를 반사시키는 양이 많기 때문에 열의 이동이 

적으며 열관류율 값이 낮아 단열 효과가 크게 된다.

▶ 열관류율(U-value)

열관류율은 열에너지가 물체에 의해 전달되는 정도를 수치화한 것이며, 단열 성능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로 사용된다. 열관류율이 낮은 창호가 더 고성능 단열 효과를 

나타내는 창호이다. 예를 들어 열관류율이 1.8인 창문은 2.4인 창문보다 열전달에 대한 

단열 효과가 더 우수하다.

▶ 차폐 계수(Shading Coefficient : SC)

차폐 계수는 유리에 직접 투과된 태양열과 유리 내부로 흡수한 태양열이 실내로 방사되어 

전달되는 정도를 나타낸다. 

차폐계수가 낮을수록 실내로 들어오는 태양 열량이 줄게 되고 이에 따라 냉방 부하도 

감소하게 된다. 유리의 차폐 계수는 3mm 맑은 유리의 태양열 취득률에 대한 해당 유리의 

비율이며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따라서 일반 5mm 판유리의 차폐 계수는 0.97이고, 

일반 복층유리의 경우 0.84 정도의 값을 나타낸다.

▶ 취득 총열량(Relative Heat Gain : RHG)

유리의 취득 총열량은 유리를 직접 투과하는 태양복사열과 유리가 태양복사열을 흡수한 

후 실내 쪽으로 재방사하는 에너지를 합한 것이다. 즉 취득 총열량이 작다는 것은 여름철 

실외에서 실내로 유입되는 열량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 5mm 판유리의 취득 

총열량은 약 658W/m2 정도이다.

▶ 태양열 취득률(Solar Heat Gain Coefficient)

입사된 태양에너지 중, 창을 통해 실내로 유입되는 태양에너지의 비율이다.

용어설명  

●  코팅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기호 설명 참조
기호설명 

▶ 복층 유리 

➌ 중간층의 두께 ➋ 유리의 종류 

맑은 유리 : CL
그린 : GN
블루 : BL
브론즈 : BZ
저철분 : CW

➊ 유리 두께 ➍ 중간층의 종류  

건조 공기 : A
아르곤 가스 : Ar

➎ 코팅 유리의 종류   
6 C L + 12 A + 6

➊

외판

➋ ➌ ➍ ➊ ➎

ONE

중간층 내판

▶ 코팅 유리 

코팅막의 종류

에버라이트 XT : XT
에버라이트 SK : SKN, SKS, SKG
에버라이트 K : KS, KGrey 
에스라이트 : 별도 코드 이용 
(ONE 등)
  

원판종류

저철분  : 0
맑은유리 : 1
브론즈 : 2
그레이 : 3
그린 : 4
블루 : 5

강화 가능 

II  : To be tempered
(반드시 강화하여 사용하는 제품)
 

가시광선 
투과율

SKN 1 54 II

➊ ➋ ➌ ➍

➊ ➋ ➍➌

26

27

H
A

N
G

LA
S

 P
o

w
er C

atalo
g

u
e

제조사 제품  종류 제조사 제품 종류 

다우코닝 DC939, DC982 2액형 실리콘  
동양실리콘

IGS707 페어씰 1액형 실리콘

신에츠 FC312, FC322 2액형 실리콘 에코씰 300, 에코씰 3000 2액형 실리콘

씨카 IG-16K, IG-25A 2액형 실리콘 신우화학 PLUS998 1액형 실리콘

GE IGS3110, IGS3723 2액형 실리콘 TOPLA TOPSEAL(IGS606) 1액형 실리콘

FENZI Thiover 2액형 치오콜 WACKER LC999 1액형 실리콘

다우
실란트

Pair-Seal 1액형 실리콘 모아실리콘 MR-808 페어-씰 1액형 실리콘

DGS3110 2액형 실리콘 트렘코일브럭 JS562 2액형 실리콘

에이치에스㈜ HM-PS-1000R 2액형 치오콜



복층 유리 성능표

트리플 로이 유리

품종 / 구성
가시광선(%) 태양열선(%) 차 폐

계 수

태양열

취득률

열관류율(W/m2K) 취득총열량

(W/m2)투과율 반사율 투과율 반사율 NFRC KS

6XT60-28II 67 11 25 47 0.34 0.29 3.19 2.88 230

6XT60-28II + 12A + 6CL 60 14 22 48 0.30 0.26 1.64 1.55 198

6XT60-28II + 12Ar + 6CL 60 14 22 48 0.29 0.25 1.33 1.18 192

6XT60-28II + 16A + 6CL 60 14 22 48 0.29 0.25 1.68 1.30 194

6XT60-28II + 16Ar + 6CL 60 14 22 48 0.29 0.25 1.39 1.02 189

6XT70-33II 77 6 30 40 0.39 0.34 3.16 2.85 265

6XT70-33II + 12A + 6CL 69 11 26 41 0.34 0.30 1.62 1.54 228

6XT70-33II + 12Ar + 6CL 69 11 26 41 0.34 0.29 1.31 1.16 221

6XT70-33II + 16A + 6CL 69 11 26 41 0.34 0.29 1.67 1.28 223

6XT70-33II + 16Ar + 6CL 69 11 26 41 0.33 0.29 1.37 1.00 218

에버라이트 XT 에버라이트 K
복합기능 반사 로이 유리 

●   광학 및 열적 특성은 NFRC 기준으로 계산하며, KS에 의한 열관류율은 KS L 2003, KS L 2525의 조건으로 계산되었습니다.
●   허용 공차 기준

- 투과율 및 반사율: ± 3% (EN1096-4 기준)

- 차폐계수, 태양열 취득률 : ± 0.03 (EN1096-4 기준 참조)

- 열관류율 : ± 0.03W/m2K 또는 방사율 ± 1%
●   복층유리에서의 코팅면 위치는 EVERLITE® 계열은 #2면이며, ESLITE® 계열은 #3면입니다. 
●   상기 수치는 배강도(반강화) 이후의 특성입니다.
●   상기 수치는 스펙트럼에 의한 계산 값으로 실제 값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성능의 개성을 위하여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복층 유리 #2 로이 코팅  

품종 / 구성
가시광선(%) 태양열선(%) 차 폐

계 수

태양열

취득률

열관류율(W/m2K) 취득총열량

(W/m2)투과율 반사율 투과율 반사율 NFRC KS

6Real grey 55 11 32 18 0.45 0.40 3.17 2.88 303

6Real grey + 12A + 6CL 50 13 27 20 0.39 0.34 1.63 1.56 256

6Real grey + 12Ar + 6CL 50 13 27 20 0.38 0.33 1.32 1.18 247

6Real grey + 16A + 6CL 50 13 27 20 0.38 0.33 1.67 1.31 251

6Real grey + 16Ar + 6CL 50 13 27 20 0.37 0.33 1.38 1.03 243

6KGrey147II 46 23 26 29 0.38 0.33 3.25 2.97 260

6KGrey147II + 12A + 6CL 41 25 22 30 0.32 0.28 1.67 1.62 217

6KGrey147II + 12Ar + 6CL 41 25 22 30 0.32 0.28 1.37 1.25 209

6KGrey147II + 16A + 6CL 41 25 22 30 0.32 0.28 1.72 1.37 212

6KGrey147II + 16Ar + 6CL 41 25 22 30 0.31 0.27 1.43 1.10 206

6KS145II 44 31 25 36 0.36 0.31 3.21 2.92 243

6KS145II + 12A + 6CL 40 33 21 37 0.31 0.27 1.65 1.59 206

6KS145II + 12Ar + 6CL 40 33 21 37 0.30 0.26 1.34 1.21 199

6KS145II + 16A + 6CL 40 33 21 37 0.30 0.26 1.69 1.34 201

6KS145II + 16Ar + 6CL 40 33 21 37 0.30 0.26 1.40 1.06 196

6KS345II 31 18 18 21 0.32 0.28 3.21 2.92 219

6KS345II + 12A + 6CL 28 19 15 21 0.25 0.22 1.65 1.59 172

6KS345II + 12Ar + 6CL 28 19 15 21 0.24 0.21 1.34 1.21 161

6KS345II + 16A + 6CL 28 19 15 21 0.25 0.22 1.69 1.34 166

6KS345II + 16Ar + 6CL 28 19 15 21 0.24 0.21 1.40 1.06 158

더블 로이 유리

●   광학 및 열적 특성은 NFRC 기준으로 계산하며, KS에 의한 열관류율은 KS L 2003, KS L 2525의 조건으로 계산되었습니다.
●   허용 공차 기준

- 투과율 및 반사율: ± 3% (EN1096-4 기준)

- 차폐계수, 태양열 취득률 : ± 0.03 (EN1096-4 기준 참조)

- 열관류율 : ± 0.03W/m2K 또는 방사율 ± 1%
●   복층유리에서의 코팅면 위치는 EVERLITE® 계열은 #2면이며, ESLITE® 계열은 #3면입니다. 
●   상기 수치는 배강도(반강화) 이후의 특성입니다.
●   상기 수치는 스펙트럼에 의한 계산 값으로 실제 값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성능의 개성을 위하여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복층 유리 #2 로이 코팅  

품종 / 구성
가시광선(%) 태양열선(%) 차 폐

계 수

태양열

취득률

열관류율(W/m2K) 취득총열량

(W/m2)투과율 반사율 투과율 반사율 NFRC KS

6SKN154 57 15 25 36 0.36 0.31 3.15 2.85 242

6SKN154 + 12A + 6CL 52 18 22 37 0.31 0.27 1.61 1.54 206

6SKN154 + 12Ar + 6CL 52 18 22 37 0.30 0.26 1.30 1.16 198

6SKN154 + 16A + 6CL 52 18 22 37 0.30 0.26 1.66 1.28 201

6SKN154 + 16Ar + 6CL 52 18 22 37 0.30 0.26 1.36 1.00 194

6SKN154II 56 15 24 29 0.36 0.31 3.14 2.85 243 

6SKN154II + 12A + 6CL 51 18 21 30 0.30 0.26 1.61 1.54 202 

6SKN154II + 12Ar + 6CL 51 18 21 30 0.29 0.25 1.29 1.16 193 

6SKN154II + 16A + 6CL 51 18 21 30 0.30 0.26 1.66 1.28 197 

6SKN154II + 16Ar + 6CL 51 18 21 30 0.29 0.25 1.35 1.00 189 

6SKN176II 75 8 35 31 0.46 0.40 3.15 2.85 309

6SKN176II + 12A + 6CL 67 13 31 33 0.41 0.35 1.61 1.54 268

6SKN176II + 12Ar+ 6CL 67 13 31 33 0.40 0.35 1.30 1.16 263

6SKN176II + 16A + 6CL 67 13 31 33 0.40 0.35 1.66 1.28 261

6SKN176II + 16Ar + 6CL 67 13 31 33 0.40 0.35 1.36 1.00 258

6SKN376II 53 6 25 18 0.39 0.34 3.15 2.85 265

6SKN376II + 12A + 6CL 48 8 22 19 0.33 0.28 1.61 1.54 217

6SKN376II + 12Ar + 6CL 48 8 22 19 0.31 0.27 1.30 1.16 207

6SKN376II + 16A + 6CL 48 8 22 19 0.32 0.28 1.66 1.28 211

6SKN376II + 16Ar + 6CL 48 8 22 19 0.31 0.27 1.36 1.00 203

6SKS143II 41 30 18 42 0.28 0.24 3.15 2.85 193

6SKS143II + 12A + 6CL 37 31 16 43 0.23 0.20 1.61 1.54 159

6SKS143II + 12Ar + 6CL 37 31 16 43 0.22 0.20 1.30 1.16 150

6SKS143II + 16A + 6CL 37 31 16 43 0.23 0.20 1.66 1.29 153

6SKS143II + 16Ar + 6CL 37 31 16 43 0.22 0.19 1.36 1.00 147

6SKS343II 29 17 13 23 0.27 0.23 3.15 2.85 185

6SKS343II + 12A + 6CL 26 18 11 23 0.20 0.18 1.61 1.54 139

6SKS343II + 12Ar + 6CL 26 18 11 23 0.19 0.16 1.30 1.16 127

6SKS343II + 16A + 6CL 26 18 11 23 0.20 0.17 1.66 1.29 133

6SKS343II + 16Ar + 6CL 26 18 11 23 0.19 0.16 1.36 1.00 124

6SKG153II 55 14 25 36 0.36 0.31 3.15 2.85 242

6SKG153II + 12A + 6CL 49 16 22 37 0.30 0.26 1.61 1.54 204

6SKG153II + 12Ar + 6CL 49 16 22 37 0.30 0.26 1.30 1.16 196

6SKG153II + 16A + 6CL 49 16 22 37 0.30 0.26 1.66 1.29 198

6SKG153II + 16Ar + 6CL 49 16 22 37 0.29 0.26 1.36 1.00 192

에버라이트 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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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라스 소개 / 클럽 제도

●   주요제품 : 코팅 유리, 판유리, 맑은 유리, 색유리, SPG  System

●   본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34 글라스 타워 빌딩 5층  

Fax (02)550-7099

●   공장

군산공장 :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1길 296 

Tel (063)460-4114   Fax (063)462-2151

●   기술연구소 :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1길 296

Tel (063)460-1300   Fax (063)467-2981

●    사무소

부산사무소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526 비건엘이디움 빌딩 2층  

Tel (051)637-6223~4   Fax (051)637-6244

대구사무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57 대구상공회의소 B/D 904호 

Tel (053)754-5144

대전사무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822번길 36-20 월드빌딩 3층 

Tel (042)621-4538   Fax (042)621-1801

충북사무소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 522번지

Tel 010–6487-7508

광주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51번길 10 연희빌딩 301호

Tel (062)372-5802   Fax (062)372-5801

한국유리공업주식회사 

한글라스 듀오라이트 클럽은 국내 최초 및 최대의 복층 유리 가공자 

네트워크로서,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서비스를 통해 복층 유리 시장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한글라스만의 제도입니다.

복층유리의 대표 브랜드 - 듀오라이트클럽

 한글라스 세큐라이트 파트너는 국내 최초의 강화 유리 가공업체 

네트워크로서,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기능성 강화 유리 시장의 확대에 

발맞추어 국내 안전 유리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출범하였습니다.

강화 유리의 대표 브랜드 - 세큐라이트 파트너 

한글라스 SPG 클럽은 그동안 축적된 SPG  System 기술력으로 

국내 건축시장에서의 새로운 영역의 확대, 고부가가치 사업의 발전, 

시스템 유리의 국제표준 적용, 품질향상 등을 목표로 하는 

SPG  System 네트워크입니다.

SPG 시스템의 공동 브랜드 - SPG 클럽 

복층 유리 성능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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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로이 유리 

고성능 투명 로이 유리 

●   광학 및 열적 특성은 NFRC 기준으로 계산하며, KS에 의한 열관류율은 KS L 2003, KS L 2525의 조건으로 계산되었습니다.
●   허용 공차 기준

- 투과율 및 반사율: ± 3% (EN1096-4 기준)

- 차폐계수, 태양열 취득률 : ± 0.03 (EN1096-4 기준 참조)

- 열관류율 : ± 0.03W/m2K 또는 방사율 ± 1%
●   복층유리에서의 코팅면 위치는 EVERLITE® 계열은 #2면이며, ESLITE® 계열은 #3면입니다. 
●   상기 수치는 배강도(반강화) 이후의 특성입니다.
●   상기 수치는 스펙트럼에 의한 계산 값으로 실제 값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성능의 개성을 위하여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품종 / 구성
가시광선(%) 태양열선(%) 차 폐

계 수

태양열

취득률

열관류율(W/m2K) 취득총열량

(W/m2)투과율 반사율 투과율 반사율 NFRC KS

5 DURA+ 77 7 55 17 0.68 0.59 3.47 3.21 449 

5CL + 12A + 5 DURA+ 69 11 47 21 0.72 0.63 1.79 1.76 469 

5CL + 12Ar + 5 DURA+ 69 11 47 21 0.73 0.63 1.50 1.42 471 

6 DURA+ 77 7 54 16 0.68 0.59 3.46 3.20 449 

6CL + 12A + 6 DURA+ 69 11 45 20 0.70 0.61 1.79 1.75 457 

6CL + 12Ar + 6 DURA+ 69 11 45 20 0.71 0.62 1.50 1.41 458 

5 DURA+(HS) 82 6 57 17 0.70 0.61 3.43 3.16 460 

5CL + 12A + 5 DURA+(HS) 74 11 48 22 0.72 0.62 1.77 1.73 466 

5CL + 12Ar + 5 DURA+(HS) 74 11 48 22 0.72 0.63 1.48 1.39 467 

6 DURA+(HS) 82 6 56 16 0.70 0.61 3.42 3.15 461 

6CL + 12A + 6 DURA+(HS) 73 11 47 21 0.70 0.61 1.76 1.73 455 

6CL + 12Ar + 6 DURA+(HS) 73 11 47 21 0.70 0.61 1.47 1.38 455 

품종 / 구성
가시광선(%) 태양열선(%) 차 폐

계 수

태양열

취득률

열관류율(W/m2K) 취득총열량

(W/m2)투과율 반사율 투과율 반사율 NFRC KS L

6 UNII 87 6 57 24 0.69 0.60 3.26 2.98 454 

6CL + 12A + 6 UNII 78 12 48 26 0.65 0.57 1.68 1.62 425 

6CL + 12Ar + 6 UNII 78 12 48 26 0.65 0.57 1.37 1.26 423 

6CL + 16A + 6 UNII 78 12 48 26 0.65 0.57 1.72 1.38 423 

6CL + 16Ar + 6 UNII 78 12 48 26 0.66 0.57 1.43 1.11 422 

6 ONEII 77 18 48 36 0.57 0.50 3.17 2.88 379 

6CL + 12A + 6 ONEII 70 22 41 35 0.54 0.47 1.63 1.56 353 

6CL + 12Ar + 6 ONEII 70 22 41 35 0.54 0.47 1.32 1.18 350 

6CL + 16A + 6 ONEII 70 22 41 35 0.54 0.47 1.67 1.31 351 

6CL + 16Ar + 6 ONEII 70 22 41 35 0.54 0.47 1.38 1.03 348 

5 DURA Max 75 11 47 27 0.59 0.51 3.27 2.98 387 

5CL + 12A + 5 DURA Max 68 13 40 30 0.62 0.54 1.68 1.62 403 

5CL + 12Ar + 5 DURA Max 68 13 40 30 0.62 0.54 1.37 1.25 403 

5CL + 16Ar + 5 DURA Max 68 13 40 30 0.63 0.55 1.43 1.10 403 

6 DURA Max 75 11 46 25 0.58 0.51 3.25 2.97 384 

6CL + 12A + 6 DURA Max 67 13 39 28 0.61 0.53 1.67 1.61 397 

6CL + 12Ar + 6 DURA Max 67 13 39 28 0.61 0.53 1.37 1.25 397 

6CL + 16Ar + 6 DURA Max 67 13 39 28 0.62 0.54 1.43 1.10 397 

5 DURA Max (HS) 77 11 48 28 0.59 0.52 3.24 2.95 393 

5CL + 12A + 5 DURA Max (HS) 69 15 41 30 0.61 0.53 1.67 1.60 399 

5CL + 12Ar + 5 DURA Max (HS) 69 15 41 30 0.62 0.54 1.36 1.23 399 

5CL + 16Ar + 5 DURA Max (HS) 69 15 41 30 0.62 0.54 1.42 1.08 399 

6 DURA Max (HS) 77 11 47 26 0.59 0.51 3.23 2.95 389 

6CL + 12A + 6 DURA Max (HS) 69 14 40 29 0.60 0.53 1.66 1.60 393 

6CL + 12Ar + 6 DURA Max (HS) 69 14 40 29 0.61 0.53 1.35 1.23 393 

6CL + 16Ar + 6 DURA Max (HS) 69 14 40 29 0.61 0.53 1.41 1.08 392 

복층 유리 #3 로이 코팅  

에스라이트

에스라이트 ULTIM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