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의 특징
특수한 섬유구조가 직사광선을 산란시켜 확산 반사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기를 골라 
사용할 수 있도록 알루미늄 증착면과 백색 안료 코팅면으로 구성된 양면 반사 필름입니다.

제품의 기능
산란광 | 태양의 직사광선을 산란시켜 확산 반사하여  균일한 착색에 도움

백색 | 조생종 사용에 적합

알루미늄 증착 | 만생종에 적합

공통적 | 해충, 조류기피

작물 | 사과, 단감, 복숭아, 자두, 무화과, 대추, 딸기, 토마토

산란광 / 광확산 시트

때깔매트	

광학산효과

화상방지

착색향상

TEKKAL MAT

때깔매트(산란광 / 광확산 시트) 설치태양광을 농작물에 고스란히 전달

태양광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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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깔매트	

때깔매트의 규격
폭 1m x 길이 100M 
폭 1.5m x 길이 100M
폭 1.8m x 길이 100M 
폭 2m x 길이 100M

반사율 그래프

Data Sheet
순번 항목 규격 방향 강도

1 중량
“ASTM D 3776/2009,”

OPTION A : g/㎡ 115.0

2 인장강도
“ASTM D 5035/2011,”

C.R.E. 스트립법: N/50mm
경사 488.4
위사 423.9

3 인장신도
“ASTM D 5035/2011,”

C.R.E. 스트립법: %
경사 18.0
위사 17.3

4 인열강도
“ASTM D 2261/2013,”

C.R.E. 텅법: N
경사 124.1
위사 124.7

5 파열강도
“ASTM D 6797/2015,”
C.R.E. 볼버스팅법: N 398.0

6 광반사율
“ASTM E 424-71.:2007, A법:6.5.2,”
“,SELECTED ORDINATES 법 : %”

백색 76.2
증착 82.8

7 UV 1000hr 경과
ASTM D5035/2011

“C.R.E, STRIP METHOD: 보유율 %”

경사 94.0
위사 94.0

   * 상기 DATA는 품질관리용으로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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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증착필름            백색안료첨가시트

* 주의사항 *

– 본 제품에 사용된 알루미늄 증착 필름은 물이나 습기에 장시간 노출이 되면 
변형될 수 있음.

– 화재위험 및 고온에 변형 가능하므로 화기주의.
– 고온에서 양쪽 끝이 말릴 수 있음.
– 기상조건 및 과원 위치에 따라 반사 정도가 차이가 있으므로 햇빛이 강할때는  
일소현상 주의.

– 제품을 사용 후 오물(흙, 나뭇잎, 농약 등)이 묻어 있지 않도록 제거한 뒤, 
   깨끗이 보관하여야 반복 사용을 해도 반사율을 보존할 수 있음.
– 품종 및 수과에 따라 사용하는 시기나 착색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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