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ecification

* 위에 표기된 제품의 성능자료는 KOLAS 등록 실험기관을 통해 검증받은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변색률 데이터는 한국나노기술원을 통해 별도 검증)

제품 색상
가시광선
투과율 

변색률 적외선차단율 
총태양에너지 

차단율 
자외선차단율 차폐계수

S5 Black

5% 0.79 72% 65.9%

99.9%

0.49

10% 0.80 50% 59.0% 0.55

15% 0.81 58% 58.1% 0.58

35% 0.82 53% 50.7% 0.68

45% 0.81 55% 45.4% 0.74

S7 Charcoal

5% 0.87 81% 65.1% 0.48

10% 0.88 70% 62.0% 0.51

15% 0.89 70% 60.6% 0.54

35% 0.90 70% 53.5% 0.61

45% 0.89 70% 49.6% 0.67

S9

Charcoal

5% 0.83 92% 69.2% 0.42

10% 0.84 90% 68.0% 0.45

15% 0.87 93% 65.5% 0.47

Bluish 
Charcoal

35% 0.85 92% 57.4% 0.55

45% 0.87 92% 53.6% 0.59

탁월한 내구성

나노 세라믹 코팅으로  

내구성을 강화하였으며,  

스크래치 방지 기술을 적용

하여 높은 내구성을 자랑 

합니다. 

진보된 시인성

업계 최고의 필름 선명도 및 

편안한 시인성을 제공하며 

야간운전 또는 우천시에도 

시야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10년 
품질 보증 서비스

레이노의 우수한 제품 성능을  

오랜 시간 경험할 수 있도록 

10년의 품질보증 기간을  

제공해 드립니다. 

글라스케어 서비스 
1.0 적용

스톤칩 및 외부 충격으로  

인한 전면 유리 교체 시,  

글라스케어 서비스 1.0 

(전면 틴팅 무상 재시공)이 

적용됩니다. 

뛰어난 
열차단 성능

레이노만의 독자적인 나노 

카본 세라믹 테크놀로지로 

최대 93%의 적외선 차단이 

가능하여 향상된 열차단  

성능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특허 기술로 탄생한 최고급 프리미엄 필름

World'S beSt performance WindoW film With 
ultimate nano coating technology

phantom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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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라스케어 서비스 1.0 적용]은  
팬텀 S 시리즈 시공 고객을 대상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무상 가입이  
적용됩니다. 



ⓒ 2022 RAYNO KOREA, ALL RIGHTS RESERVED

phantom SerieS

phantom excluSive Service
서비스 명 서비스 범위 보상조건 보상금액

글라스케어 1.0 틴팅 재시공 무상 유리 파손으로 인한 틴팅 손상 시 해당 전면 시공 필름의 100%

· 보상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 주행거리 20,000km 이내

· 대리점에 따라 자기 부담금(부가세)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price liSt
구분 S5 S7 S9

승용
전면 16만원 21만원 26만원

측후면 27만원 34만원 43만원

SUV
전면 17만원 22만원 27만원

측후면 29만원 36만원 45만원

MPV
전면 18만원 23만원 28만원

측후면 31만원 38만원 47만원

보증기간 10년

부분유리

파노라마 썬루프 전면 유리 시공 가격의 80%(특수 차종 제외)

썬루프 전면 유리 시공 가격의 40%

후면 열선 유리 측후면 유리 시공 가격의 40%

측면 유리 1장 측후면 유리 시공 가격의 15%

· 일부 차종은 시공 난이도에 따라 추가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재시공 시 기존 필름 제거 비용은 5만원이며, 차종 및 필름 상태에 따라 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국내 법규에 벗어나는 시공에 대한 고객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World'S beSt performance WindoW film With 
ultimate nano coating technology

세계 유일의 특허 기술로 탄생한 최고급 프리미엄 필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