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이노의 시그니처 레이블,  

진정한 프리미엄 솔루션

POWERED BY RAYNO

The Ultimate in Comfort & Security

TRINITY SERIES

01

05

03

07 08

02

06

04

Crime Prevention           
방범효과

Fading resistance    
변색 저항    

Lifetime warranty
      평생 보증     

Privacy
사생활 보호            

UV Protection      
자외선 차단          

Shatterproof
유리 비산 방지

PRODUCTS Color(색상) dE(변색률)
VLT

(가시광선 투과율)
VLR

(가시광선 반사율)
UV-R

(자외선차단율)
SHGC

(태양열취득률)

TSER(총태양에너지 차단율) 비산방지성능시험

KS 평가기준 ISO 평가기준 KS 평가기준

Trinity

G50 Natural Green < 0.9 46% 18% 99% 0.39 61% 64% ●

G35 Natural Green < 0.6 35% 25% 99% 0.32 68% 70% ●

G20 Natural Green < 0.3 19% 25% 99% 0.28 72% 75% ●

여름철 뜨거운 태양열 차단

트리니티 시리즈는 레이노만의 다층 스퍼터링 핫 리젝션

(Multilayer Sputtering Heat Rejection) 기술을 적용하여  

필름의 열흡수율은 저감시키고 외부로부터의 강력한 열반사

를 통해 업계 최고의 냉방비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빗한 실내 공간

트리니티 시리즈는 다층 스퍼터링 기술로 외부에서 실내가  

잘 보이지 않도록 한층 더 강력한 주간 사생활보호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겨울철 따뜻한 열에너지 보호

다층 스퍼터링 힛 리젝션(Multilayer Sputtering Heat 

Rejection) 기술은 겨울철 유리창을 통해 손실되는 따뜻한  

난방열을 내부로 열반사 시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여  

난방비 절감에도 효과적입니다. 

유해 자외선 99% 차단

유해한 자외선을 99% 차단하여 피부노화 뿐만 아니라 시력을 

보호해주며 가구와 커튼 장판 등 집기류의 탈·변색을 방지 

(최소화) 합니다. 
* 미국 피부암협회 및 호주 자외선차단협회 인증

변색저항 설계

기존 자외선과 습기에 취약한 일반필름의 내구성을 레이

노만의 3중 복합 코팅 기술(Triple-layered Nano Carbon 

Composte Coating )을 통해 강력한 반영구적인 내구성을 완

성하였습니다.
* 일반주택은 평생, 일반건물은 최대 20년 품질보증 제공

선명한 조망과 쾌적함

실내 눈부심이 사라지고 창을 통한 조망이 또렷해 지며 색감이 

살아납니다. 트리니티는 Natural green(자연광 계열) 색상으

로 같은 공간에서도 시공 전후 감성적 인테리어 효과를 체감하

실 수 있습니다.

인체 무해한 친환경 제품

체계화된 ECO-TECHNOLOGY 기준 적용을 통해 중금속 및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친환경 제품입니다. 

안전-방범 기능

자사 안전필름(RESCUE)의 DNA를 결합하여 태풍, 지진 또는  

유리 파손사고 발생 시 파편을 완벽히 막아 안심할 수 있으며,  

창호를 깨고 침입을 시도하는 시간을 지연, 범죄욕구심리를  

약화시켜 경찰, 보안업체 출동까지 대응에 효과적입니다.

FEaTURE

ComPaRISoN

SPECIFICaTIoN

RaYNo ToTaL CaRE SERVICE

* 본 물성 평가기준 3mm clear glass 부착 KS L : 2016:2014 시험 평가값(오차 ±2%), 총태양에너지차단율(TSER)은 ISO 국제 표준 병행 표기

* 비산방지성능시험 평가 결과 실내측 파편 "0" 무결점일 경우 ●표기

* 한국 에너지 공단 내후성 가속테스트 변색률(dE) 인증기준 3이하

Energy Efficiency      
에너지 절감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1:1 상담 개별 공간에 따른 큐레이션 서비스 믿을 수 있는 평생 품질보증
*12개월 시공하자보증 포함

선명도(Haze)

사생활보호

에너지비용  
절감

비산방지  
성능

변색  
내후성

자외선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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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동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