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ECIFICATION

THE ULTIMATE PINNACLE OF PREMIUM

GLASS CARE SERVICE

ULTINUM CARBON PACKAGE

세계 최초 
변색 저항 설계

세계 최초 레이노만의 카본 세라믹 3중 

다층 복합 코팅 기술(Triple-layered 

Composite Coating)을 통해 강력한 

열차단 성능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의 변색 저항성을 구현하였습니다.

 Carbon RW 후면용 : 후면 유리의 열선이 보이지 않아 심미적으로 압도적인 리어 디자인을 완성시킬 수 있는 세계 최초 후면 외부용 틴팅 필름

 Carbon RS 측면 2열용 : 2열 탑승자의 완벽한 프라이버시 보호와 스타일리시한 사이드뷰를 위해 설계된 업계 최초 0% VLT 윈도우 필름

 Carbon RW : 가시광선 투과율 5% 기준

* Test Method: ISO 4892-2 Plastics-Methods of Exposure to Laboratory Light Sources-Xenon-Arc Lamps / 1,000h 기준

* 변색률 수치: 빛, 온도, 습도 등의 외부 환경에 의한 필름의 변색 정도, 수치가 낮을수록 탈·변색에 대한 내구성이 강함 

PRODUCTS 색상 가시광선투과율 (%) 변색률 적외선차단율 (%)
총태양에너지 
차단율 (%)

자외선차단율 (%) 차폐계수

ULTINUM XP Natural Black

5 0.51 97 72 99 0.41

15 0.58 97 68 99 0.45

30 0.65 97 63 99 0.5

ULTINUM X Natural Black

5 0.52 85 67 99 0.46

15 0.62 85 64 99 0.5

30 0.69 85 58 99 0.56

구분 전면 유리 교체 서비스 U LTINUM 틴팅 재시공 서비스 유리 복원 서비스

보상 범위 차량 유리 차량 유리 차량 유리

보상 조건 유리 복원이 불가능한 10cm 이상의 균열 또는 손상 틴팅 손상 유리 복원이 가능한 균열 또는 손상

보상 기간 가입일로부터 1년 (주행거리 20,000 km 이내) 가입일로부터 1년 (주행거리 20,000 km 이내) 가입일로부터 1년 (주행거리 20,000 km 이내)

보장 내용 사고로 인한 유리교환 1회 무상 유리 파손으로 인한 틴팅 재시공 1회 무상 스톤칩으로 인한 유리복원 1회 무상

고객 부담금 10% (부가세) 10% (부가세) 없음

시공 장소 레이노 전문점 레이노 전문점 레이노 전문점

보상 금액 최대 200만원 최대 52만원 최대 12만원

PRODUCTS 시공 색상
가시광선

투과율(%)
변색률 적외선차단율 (%)

총태양에너지
차단율 (%)

자외선차단율(%) 차폐계수

Carbon RW 후면용 Natural Black 5, 15, 25 0.52 91.7 62.5 99 0.43

Carbon RS 측면 2열용 Natural Black 0 0.50 88 70 99 0.43

다중 열차단 구조 설계

3중 카본 레이어로 한 단계 더 진화한 

레이노만의 나노 카본 세라믹 테크놀러

지는 진보된 재료와 하이테크 기술의 끊

임없는 결합으로 세계 최고의 열체감 성

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품질을 
위한 글로벌 환경 테스트

어떠한 환경에서도 최고의 성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기후 차이가 명확한 글로벌 

5개 지역의 극한 환경에서 정밀한 연구

와 테스트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습니다. 

평생 품질 보증 서비스

프리미엄 윈도우 필름의 진정한 가치를 

누리실 수 있도록 라이프타임 워런티를 

제공해 드립니다.

글라스 케어 서비스

업계 최초 금융 상품 연동 서비스로  

차량 유리 손상 시, 고객의 보험료  

할증 없이 유리 교체·틴팅 재시공이  

가능한 레이노만의 차별화된 무상수리 

서비스 입니다.

ⓒ 2021 RAYNO KOREA, ALL RIGHTS RESERVED.

세계 최초·최고의 카본 3중구조 윈도우 필름 

45,000시간의 장인정신 끝에 탄생한 레이노만의 프리미엄 레이블, 얼티넘



ⓒ 2021 RAYNO KOREA, ALL RIGHTS RESERVED.

전면 유리 (단위: 원)

제품명  ULTINUM XP  ULTINUM X 
보증기간 평생 평생

가시광선투과율(%)  5, 15, 30  5, 15, 30

 국내 차량 

승용 460,000 340,000
SUV/RV 470,000 350,000

 대형 SUV/RV 480,000 360,000

 수입 차량 

승용 500,000 380,000
SUV/RV 510,000 390,000

 대형 SUV/RV 520,000 400,000

측후면 유리 (단위: 원)

제품명  ULTINUM XP  ULTINUM X 
보증기간 평생 평생

가시광선투과율(%)  5, 15, 30  5, 15, 30

 국내 차량 

승용 640,000 460,000
SUV/RV 660,000 480,000

 대형 SUV/RV 680,000 500,000

 수입 차량 

승용 680,000 500,000
SUV/RV 700,000 520,000

 대형 SUV/RV 720,000 540,000

ULTINUM CARBON PACKAGE (단위: 원)

제품명  CARBON RS  CARBON RW 
시공부위  측면 2열용 (좌/우) 후면용 

보증기간  10년  2년 

가시광선투과율(%) 0  5, 15, 25 

 국내 차량 

승용 200,000
390,000SUV/RV 220,000

 대형 SUV/RV 240,000

 수입 차량 

승용 240,000
440,000SUV/RV 260,000

 대형 SUV/RV 280,000

부분 유리 (단위: 원)

제품명  ULTINUM XP  ULTINUM X 
보증기간 평생 평생

가시광선투과율(%)  5, 15, 30  5, 15, 30

 국내 차량 

썬루프 190,000 140,000
파노라마 썬루프 460,000 340,000

옆유리 1장 160,000 120,000
후면 열선 유리 320,000 230,000

 수입 차량 

썬루프 200,000 150,000
파노라마 썬루프 500,000 380,000

옆유리 1장 170,000 130,000
후면 열선 유리 340,000 250,000

필름 제거 비용 (단위: 원)

구분 전면 측후면 일반 썬루프 파노라마 썬루프

 국내 차량 30,000 40,000 10,000 30,000
 수입 차량 40,000 50,000 20,000 40,000

PRICE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