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preservation of historical sources and relics of the past are of great 

importance. As one can hardly foresee today without yesterday, history is 

the mirror of yesterday with witness, today with reality and tomorrow with 

profound lesson.

Since 2001, SIGONGtech, realizing the significance of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assets including ancient paintings and historical relics, has made 

desperate efforts with considerable amount of investment to develop 

relevant preservation systems.

SIGONtech has launched a series of environment-friendly products i.e. 

Exhibit Cases, Specialized Storages, Environment-friendly Humidity Control 

Substances, Inorganic Humidity Control Panels, Door for Specialized Storages, 

Dampproofing & Fireproofing Showcases, Humidistats: proudly holding 243 

patents at home and abroad.

Establishing Moonpark SIGONG in China in 2003, we are manufacturing 

and supplying distinctive products of various kinds to Chinese customers 

as well. 

History is in silence! We are, however, exchanging ceaseless dialogue with 

it through its historical relics. SIGONGtech is forging towards brighter 

future in harness to make constant efforts to develop the state-of-the-art 

global technology for utmost preservation of our valuable cultural assets 

of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as well.

Thank you very much!

Greetings from CEO

인류 역사의 사료나 유물보존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 없는 현재는 존재할 수 없고 역사는 수많은 것을 가르치

는 현재와 미래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시공테크는 2001년 자

회사인 시공문화를 설립하여 그림 등 중요한 소장품은 물론 문

화재나 인류의 역사 유물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의 보

존환경과 시스템 개발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진열장, 수장고, 친환경조습마감재, 수장고 출입문, 항습내화수

납장, 조습제 등 많은 제품을 개발하

고 이와 관련한 243건의 특허를 보

유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중국

에 합자회사인 문박시공과기를 설립

하여 현지공장에서도 제품을 생산하

여 차별화된 제품들을 중국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말이 없

지만 우리는 역사 유물들을 통해 끝

없이 역사와 대화하고 있습니다. 앞

으로 대화와 배움을 주는 역사 유물 

및 각종 소장품 보존을 위한 세계적

인 기술과 제품 개발에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물관·과학관 ·역사관 ·테마파크 
등의 종합기획 및 설계 기업으로 동종
분야 No.1의 전문기업

SIGONGtech is the outright leader of 
specialized exhibition and cultural 
industry in Korea covering museums, 
science museums, historical 
exhibitions, theme parks: also very 
much actively providing the state-
of-the-art technology for various 
international events and Expos etc.

2012 여수엑스포
2012 Yeosu Expo

2010 상하이엑스포
2010 Shanghai Expo

동영상, 사진, CG, 3D애니메이션, 플래시 
등 세계적 디지털멀티미디어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유·초등을 위한 플랫폼 E-
Multimedia Publishing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 교육전문기업

SIGONGmedia is a specialized 
educational enterprise in pursuit 
of establishing the state-of-the-
art digital multimedia archives with 
videos, images, CG, 3D animations 
and flashes: providing platforms 
for preschoolers and elementary 
school students with publication of 
e-Multimedia.

아이스크림
www.i-scream.co.kr

홈런
www.Home-Learn.com

역사적인 유물의 보존을 위한 박물관 ·
미술관 관련 수장고시스템 및 전시보존
쇼케이스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100여
건의 기술인증 보유, 150여건의 수장고 
설계 및 시공실적보유

SIGONGmunhwa supplies storage 
systems and showcases to preserve 
exhibits and historical relics in 
museums and art galleries. Holding 
more than 100 technical certificates 
(other than patents), SIGONGmunhwa 
have performed over 150 storage 
designing and projects so far. 

국립중앙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삼성미술관 리움
Leeum Samsung Museum of Art

Well organized system and various professionals 
with experience are the pride of SIGONG group.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는 조직과 다수의 우수한 인력은 시공그룹의 자랑입니다.

SIGONG GROUP SIGONG GROUP-China Branch
Moonpark SIGONG GWAGI LLC. 

(Wenbo Time Space Technology Beijing Co., Ltd.)

중국 문박시공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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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주) 시공테크 설립

08. (주) 시공테크 KOSDAQ 상장

08. 주식회사 타임앤스페이스시스템 (現 ㈜시공문화) 설립

03. “문화재 수장고용 조습패널 및 그 제조방법” 중국특허 등록
09. “문화재 수장고용 조습패널 및 그 제조방법” 미국특허 등록

11. 중국합자회사 문박시공과기 (중국지사) 설립

08. 뮤빅진열장 GD 인증
10. 뮤빅소브 (조습제) 출시

09. 뮤빅코트 (친환경조습마감재) 출시

11. 풀글라스타입 진열장 출시 및 특허등록

06. 디자인전문회사 등록

02. 진열장용 조습패브릭 특허 등록

09. 진열장환경조절기능을 포함하는 전시용 진열장 특허등록
10. 전시장을 포함하는 전시패널 특허등록 (뮤빅월)

05. 중국 정주 테마파크 설계 계약

03.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

08. 이물질 유입 차단을 위한 진열장 특허등록

p r o f i l e

Feb. Establishes SIGONGtech Co., Ltd.

Aug. Listed on KOSDAQ.

Aug. Establishes TSS Co., Ltd. (now SIGONGmunhwa) as Subsidiary.

Mar. Registers Patent for Dehumidifying Panel and Its Production in China.
Sep. Registers Patent for Dehumidifying Panel and its Production in USA.

Nov. Establishes 'JVC Moonpark SIGONG GWAGI LLC' in China                  
         (Wenbo Time Space Technology Beijing Co., Ltd.).

Aug. Acquires Good Design (GD) Certificate for the Showcase (MUBIC).
Oct. Launches Dehumidifier (MUBIC sorb).

Sep. Launches Eco-friendly Humidity Controlling Finishing Paint (MUBIC coat).

Nov. Launches Full Glass Showcase and Registers the Patent.

Jun. Registers as Specialized Company in Design.

Feb. Registers Patent for Dehumidifying Fabric for Showcase.

Sep. Registers Patent for the Showcase with Feature of Display Environment Control.
Oct. Registers Patent for Exhibition Panels (MUBIC wall).

May. Signs Designing Contract for Theme Park Project in Zhengzhou, China.

March. Registers as Facility maintenance business.

Aug. Registers Patent for the Showcase Preventing foreign matter from en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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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페르시아'

2.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잉카'

3.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이집트'

1. Temporary Exhibition, Persian at National Museum of Korea

2. Temporary Exhibition, Inca at National Museum of Korea

3. Temporary Exhibition, Egypt at National Museum of Korea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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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천공항대한민국명품유물전시

2.백제역사문화관

3.서울역사박물관

1. Arrival Hall Culture Street of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2. Baekje Historical Museum

3. Seoul Museum of History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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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3. 전북대학교역사관

2. 경남대학교박물관

1. Sookmyung Women's University Museum

3. Chonbuk National University Museum

2. Kyungnam University Museum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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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산박물관

3. 수원박물관

2. 부산박물관

1. Ulsan Museum

3. Suwon Museum

2. Busan Museum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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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북대학교역사관

1. 국립중앙박물관 '아시아관’

3. 고려대학교박물관

1. National Museum of Korea

3. Korea University Museum

2. Chonbuk University History Museum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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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왕부박물관(중국)

3. 고궁박물관 '도자전' (중국)

2. 고궁박물관 '문화전' (중국)

1. Prince Gong’s Palace Museum

3.The Palace Musuem Ceramics  Exhibition

2. The Palace Museum Culture Exhibition

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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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박물관(중국)

3. 광동 남월왕박물관(중국)

2. 재일한인역사자료관(일본)

1. National Museum of China 

3. Nanyue King Museum of Guangdong 

2. The History Museum of J-Koreans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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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중앙박물관'금관장' 1. National Museum of KoreaShowcase • Galler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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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원박물관

6. 한국은행화폐금융박물관

5. 쥬얼리진열장

1. 서울역사박물관

3. 국립중앙박물관

2. 우리은행은행사박물관

4. Suwon Museum

6. Bank of Korea Museum

5. Jewelry Showcase

1. Seoul Museum of History

3. National Museum of Korea

2. Woori Bank Museum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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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문화재의 대부분은 진열되어 전시되기 

때문에 진열장의 보존환경은 문화재 보호에 있

어 매우 중요합니다. 뮤빅진열장은 문화재 보

호와 보다 효율적인 전시를 위해 내부 습도 변

화가 작은 밀폐형진열장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뮤빅진열장의 주요 기술인증  Certifications of MUBIC Showcase

Patent No. 426622
문화재전시용진열장의조명장치

Lighting Equipment of Showcase
for Cultural Assets

Patent No. 478954
4면 힌지형 문화재 전시용

밀폐진열장

4-sides Independent Showcase
for Cultural Assets

Patent No. 987128(1689)
문화재전시용진열장의잠금장치

Locking Equipment of Showcase for 
Cultural Assets

Patent No. 1148781
진열장의 전동슬라이딩

개폐장치

Open and Shut Device for Electrically 
Sliding Front Panel of Showcase

Patent No. 1068021
진열환경 조절기능을 포함하는

전시용진열장

Display Case Including the
Function of Air-Conditioning

뮤빅은 세계적 수준의 기술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수한 밀폐기능을 갖춘 전시용

밀폐진열장으로서 외부 유해물질의 유입을 방지하고, 내부의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소중한 전시유물을 안전하게 보존함과 동시에 특수잠금장치를 채택

하여 완벽한 보안 기능을 갖춘 고품격 시스템진열장입니다.

MUBIC showcase is the airtight showcase equipped with an excellent 
hermetic function developed through our world-class technology. It prevents 
the invasion of harmful substances and maintains constant humidity level, 
so that the exhibited relics can be well protected. At the same time, it has a 
special locking device for security.

General Assembly of the Korean Museum Association, 2009 

Showcase • Overview

뮤빅 진열장
MUBIC Showcase

As most of the cultural heritage in the mu-
seum is exhibited in the showcase, its pres-
ervation environment is essential to protect 
them. MUBIC Showcase has been developed 
as an airtight-type showcase to protect the 
cultural heritage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ex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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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물의 훼손요인
Factors Causing Damage to the Artifacts

1. 급격한 온·습도 변화

2. 박물관 전시공간에 부유하는 각종 오염인자(분진,유해화학가스)

3. 진열장 내부 마감재의 유해물질 방출(포름알데히드)

4. 전시조명에서 방출되는 유해광선(자외선 및 열선)

5. 인위적인 도난

보존대책 (공기유동량 제어, 접합유리)
Prevention Measures
(Control of air flow rate, laminated glass)

1. 최적의 습도환경유지:조습제

2. 진열장 외부공기와의 차단 : 실리콘 가스켓, 브러쉬 가스켓, 특수접합제 사용

3. 포름알데히드 차단 : MDF E0,E1 등급의 판넬사용 / 합판 E0,E1등급의 판넬사용

4. 유해광선 차단 : LED조명

5. 도난방지: 잠금장치, 마스터키관리시스템,보안시스템

1. Rapid changes of temperature and humidity
2. Pollutants floating in the museum (dust particles & toxic chemical gases)
3. Emission of harmful materials from the finishing paint in the showcase (formaldehyde)
4. Harmful rays emitted from lightings (ultraviolet rays & heat rays)
5. Theft

1. Maintaining the optimum humidity : Humidity control agent
2. Isolation of outside air inflow : Silicon gasket, brush gasket, and special adhesives
3. Isolation of formaldehyde : MDF_E0 & E1-grade panels/ Plywood_E0 & E1-grade panels
4. Isolation of harmful rays : LED lighting
5. Antitheft device : Locking device, master key management system, security system

전시물 훼손방지

(밀폐구조, 온·습도 환경제어, 

유해광선 차단)

- 개폐용이(전동시스템)

- 통합관리가능 

(마스터키 관리시스템)

-  Easy to open and close 
(Motor system)

- Integrated management 
(Master key management 

system)

Standardization

Security 
보안성

Preservation
보존성

Maintenance 
관리성

Design
디자인

Time and cost saving by standardizing
materials and works

표준환경

Standard Environment

유지보수

Maintenance

도난방지와 전시물 파손방지

Antitheft device and pre-
vention of damage
(Security system, lami-
nated glass)

다양한 디자인 적용 가능

Variability of designs

보안

Security

디자인

Design
표준화

Prevention from damage of 
the exhibited assets

(Airtight structure, control 
of the temperature-humid-

ity condition, blocking 
harmful rays)

재료 및 작업 표준화로써

시간과 비용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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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case • Overview

전시부도어
(전면인출 후 좌우 슬라이딩 개폐방식

또는 힌지방식의 스윙 개폐방식)

Display Unit
Door (Sliding or Hinge)

전시대 및 보조전시대

Display Mount

잠금장치
특수잠금장치, 마스터키 관리시스템

Locking

기본형 모델로 상부 조명장치부, 진열부, 하부 점검부의 3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조립과 해체가 자유로운 조립식 진열장으로서 프레임이 없습니다.

General and standard models consist of upper lighting unit, display unit, and 
lower vaults. As an assembling type showcase, it has no frames.

뮤빅 진열장은 프레임이 없는 다양한 진열장 모델을 갖추고 있어 전시물의 

크기와 형상, 전시 연출안을 고려하여 최적의 진열장 모델을 선택할 수 있습니

다.

MUBIC Showcase offers frameless models for free, optimal selection of 
showcase depending on the volume, shape and presentation plans of 
exhibits.

조습제(뮤빅소브)

Humidity Control

1.LED 전반조명
2.루버 및 후로스트 접합유리
3.LED spot 조명

1. LED general lighting
2. Louver lighting
3. LED spot lighting

가스켓

Gasket

뮤빅 진열장의 주요 기능
Main Functions of MUBIC Showcase



Showcase | 진열장_29

Full glass-type is an innovative showcase built with glass on all four sides 
and card key locking system while lighting and other devices are equipped 
inside the glass.

전시부도어
(좌우 슬라이딩 개폐방식 또는 힌지방식의 스윙 개폐방식)

Display Unit
Door (Sliding or Hinge)

잠금장치
전자식잠금장치

Locking
Electronic Locking System

• LED 전반조명
- 무선리모콘 조도조절기능

• LED spot 조명
- Zoom in & Zoom out
- 무선리모컨 조도조절기능

뮤빅 풀글래스타입 진열장은 4면이 유리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조명 및 각종 

메커니즘은 유리면 안쪽에 구성되고, 감춤형 카드키 잠금장치 기술을 적용하여 

전시물을 보다 돋보일 수 있도록  심플하게 디자인된 신개념 진열장입니다.

풀글래스타입 진열장

- 유리만으로 전체면이 구성된
우수한 디자인

- 상,하부의 조명 및 잠금장치가
유리 내측면에 불투명 인쇄처리

전자식 잠금장치

- 전자석에 의한 전자석 잠금장치
- 타이머에 의한 자동잠금장치 내장
- 카드키 및 무선 리모콘
- 편리한 원터치 개폐
- 이중 안전 장치

Full Glass-type Showcase

- Full Glass-type showcase   
- Full Glass-type design
- Ceramic coating on the inner side 
of the glass of upper & lower
lightings and units

Electronic Locking System

- Electronic Locking System
- Electromagnet-based Electronic 
Locking System

- Timer-based Auto-locking System
- Card Key System
- Convenient one-touch Open/Close
- Double-locking Device

Independent Five-Face Showcase at the New National 
Central Museum  (Hinged window) (2003.8.7~2003.8.8)

전시대 및 보조전시대

Display Mount

가스켓

Gasket

상단부
열강화유리
후면착색
Body
Heat Strengthened Glass
Rear Coloring

• LED general lighting
- Remote control for illumination odjustment • LED spot lighting

- Zoom in & Zoom out
- Remote control for illumination adjustment

CASE IN
CASE OUT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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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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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비젼은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투명 LCD를 적용한 신개념 진열장으로 

전시물을 보호함과 동시에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하이브리드 비전
Hybrid Vision

Showcase • Types

하이브리드 비전   Certifications of Hybrid Vision

Patent No. 10-1172291
투명디스플레이 패널에 실제 사물의 위치를
고려한 가상 이미지를 투영하는 시스템 및 

그 방법

System and method for projecting of
virtual image in consideration of location

of real objection on display panel        

Patent No. 10-1090081
증강현실 제공 시스템 및 그 제공 방법

System for providing of augmented
reality and method thereof

Patent No. 10-1190554
쇼케이스

Showcase

Patent No. 30-0638566
전시용 진열대

Display stand for exhibition 

적외선 멀티 터치 센서
직관적인 유저 인터페이스

IR multi-touch sensor 
Intuitive user interface

대칭형 디자인
공간 효율성 극대화

후면 특수제작 LFD (46”)
고광도 (1500cd) 디스플레이

고휘도 LED 내부 조명
전시물 조명과 LCD 백라이트 기능

Symmetrical design
Maximization of space efficiency전면 투명 LCD (46”)

차세대 디스플레이 테크놀로지

높이 조절 받침대
설치장소 및 사용자 최적화 

Front transparent LCD (46”)
Next-generation display technology

Specially-designed rear LFD (46”)
High-brightness (1500cd) display

Height adjustable pedestal
Optimization for space & user

High-luminance LED internal lighting
Lighting for the exhibits & LCD backlight 

Hybrid Vision is an innovative showcase applied with transparent 
LCD - a next-generation display, which protects the exhibits and offer 
interactive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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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비전의 특징
Key Feature

22 Inch Transparent LCD Panel 46 Inch Transparent LCD

16:10 Aspect Ratio 16:9

1680 x 1050 Max. Resolution 1366 x 768

473.76(h) x 296.1(v) Active Display Area(mm) 1018(h) x 572(v)

0.7455(h) x 0.7455(v) Pixel Pitch 0.282(h) x 0.282(v)

±160° Viewing Angle ±178°

606(w) x 280(d) x 424(h) Size (mm) 1320(w) x 1423(d) x 1490(h)

Aluminium Material Steel

AC110-240V 50/60Hz Power Supply AC110-240V 50/60Hz

Stereo Speaker Unit Multi Channel

2-Point Multitouch Interface 6-Point Multitouch 

Intel i5 2500 CPU Intel i7 2600

DDR3 4G Memory DDR3 8G

NVIDIA GeForce GTS 450 GPU NVIDIA GeForce GTX 560

Windows 7 OS Windows 7

22" Hybrid Vision 46" Hybrid Vision

Functional

정보제공
INFORMATION

자동차신모델홍보
박물관유물전시

Auto show
Relics exhibition museum

스마트폰UI체험
건축공간의가상체험

Smartphone UI experience
Virtual experience of  architectural space

명품브랜드이미지광고
스포츠웨어광고

Image ad for luxury brands
Ad for sports ware

선행경험제공
EXPERIENCE

심미적효과
AESTHETIC

Emo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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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면독립장   Model No. SGM-S010 

벽부장   Model No. SGM-S012

4면독립장   Model No. SGM-S011 

벽부장   Model No. SGM-S013 

본체 재질 : 반강화유리(착색 ⓣ12)

조명 : LED 전반, LED spot

개폐방식 : 스윙

잠금방식 : 전자식잠금장치(무선리모컨, 카드키) 

표준규격 : 900*900*2200

본체 재질 : 반강화유리(착색 ⓣ12)

개폐방식 : 전동인출, 수동 슬라이딩

조명 : LED 전반, LED spot

잠금방식 : 전자식잠금장치(무선리모컨)

표준규격 : 3000*900*3000

본체 재질 : 철판 위 분체도장

조명 : LED 전반, LED spot

개폐방식 : 스윙

잠금방식 : 수동 Cam key

표준규격 : 900*900*2200

본체 재질 : 철판 위 분체도장

개폐방식 : 전동인출,수동 슬라이딩

조명 : LED 전반, LED spot

잠금방식 : 전자식잠금장치(무선리모콘)

표준규격 : 3000*900*3000

Body : Glass
Door : Swing
Light : LED
Lock : Electronic
Standard size : 900 x 900 x 2200

Body : Glass
Door : Sliding
Light : LED
Lock : Electronic
Standard size : 3000 x 900 x 3000

Body : Steel
Door : Swing
Light : LED
Lock : Hand Cam key
Standard size: 900 x 900 x 2200

Body : Steel
Door : Sliding + Fix
Light : LED 
Lock : Electronic
Standard size : 3000 x 900 x 3000

Showcase • Types

뮤빅 진열장 종류
MUBIC Showcase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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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감장   Model No. SGM-S014 

5면독립장   Model No. SGM-S016 

전동식조감장   Model No. SGM-S015 

주문제작형 진열장   Customized Showcases 

본체 재질 : 강화유리개폐

방식 : 쇼바타입 

잠금방식 : 마스터키

표준규격 : 1200*700*1000

본체 재질 : 철판 위 분체도장

개폐방식 : 스윙

조명 : Post LED 조명

잠금방식 : 수동 Cam key

표준규격 : 900*900*1800

본체 재질 : 철판 위 분체도장

개폐방식 : 상하 리프트

잠금방식 : 전자식잠금장치(무선리모컨)

표준규격 : 1200*700*1000

Body : Steel
Door : Top-down swing
Light : Optical fiber / Fluorescent / LED
Lock : Key
Standard size : 1200 x 700 x 1000

Body : Steel
Door : Swing
Light : Post LED
Lock : Hand Cam key
Standard size : 900 x 900 x 1800

Body : Steel
Door : Electronic Lifting
Light : Optical fiber / External Light
Lock : Electronic
Standard size : 1200 x 700 x 1000

수원박물관

Suwon Museum

국립중앙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한국은행화폐금융박물관 

Bank of Korea Money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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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Accomplishments

• 영주소수박물관     
•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 우리은행역사관     
• 숭실대학교한국기독교박물관
• 합천옥전유물전시관     
• 기림사유물전시관

• Sosu-Seowon Cultrual Heritage Museum 
• Sookmyung Women's University Museum 
• Woori Bank Museum 
• The Korean Christian Museum at Soongsil 
    University 
• Okjeon Relics Exhibition 
• Girimsa Museum 

2005 • 2006

2004

2002

2003

• 국립중앙박물관     
• 고령대가야역사관     
• 고려대학교박물관   
• 덕성여대박물관     
• 안동유교박물관

• National Museum of Korea 
• Daegaya History Theme Park 
• Korea University Museum 
• Duksung Women's University Museum 
• Confucian Culture Museum

• 독립기념관     
• 제주4.3사료관    
•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페르시아전"    
• 경남대학교박물관   
• 수원역사박물관   
• 국립과천과학관   
• 경북산림과학박물관   
• 울산암각화전시관   
• 지도박물관

•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 Jeju April 3rd Peace Memorial Hall 
• Temporary Exhibition, "Persian" at

National Museum of Korea 
• Kyungnam University Museum 
• Suwon Museum 
• Gwacheon National Science Museum 
• Gyeongbuk Forest Sceince Museum 
• Ulsan Petroglyph Museum 
• National Map Museum 

2007 • 2008

2009

• 수원시청로비   
• 부산박물관   
• 동강사진박물관   
• 경산시립박물관   
• 마사박물관   
• 용인문화유적전시관   
• 외고산옹기마을문화관    
• 한국교원대학교   
• 만화박물관

• Lobby at Suwon City Hall 
• Busan Museum 
• Dong Gang Museum of Photography 
• Gyeongsan Museum 
• Equine Museum 
• Yongin Culture Heritage Museum 
• Onggi Exhibition Hall 
•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Korea Manhwa Museum 

• 서울역사박물관    
• 전남대박물관     
• 성호이익선생기념관    
• 국립춘천박물관     
• 동국대박물관    
• 국립중앙박물관    
• 조세박물관

• Seoul Museum of History 
• Jeonnam University Museum  
• Seong Ho Memorial Hall 
• Chuncheon National Museum 
• Dongguk University Museu 
• National Museum of Korea 
• Tax Museum

• 국립전주박물관
• 동국대학교박물관

• Jeonju National Museum 
• Dongguk University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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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유교문화박물관   
• 서울대박물관   
• 농촌진흥청도서관   
•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 불국사성보박물관    
• 제주국립박물관   
• 백석대학교   
• 장생포 고래박물관   
• 백제재현단지

• Confucian Culture Museum 
•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 Agriculture Science Library 
• TAEBAEK Paleozoic Museum 
• Bulguksa Museum 
• Jeju National Museum 
• Baekseok University 
• Jangsaengpo Whale Museum 
• Baekje Cultural Land 

2010

• 국립해양박물관   
• 광주시청 
• 옥장 장주원선생 옥공예전시장   
• 인천공항 대한민국 명품유물 전시관   
• 서울특별시청 유구전시실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KRX 금융교육홍보관   
• 양산유물전시관

• National Maritime Museum 
• Jang Juwon Jade Crafts Museum 
• Arrival Hall Culture Street of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 City Gallery 
• National Museum of Modern

Contemporary History 
• Korea Exchange Promotion Hall 
• Yangsan Museum 

2012

2011

• 청양 장곡사    
• 울산박물관   
• 전북대박물관

• Janggoksa 
• Ulsan Museum 
• Chonbuk National University Museum 

• 추사박물관  
• 국립진주박물관
• 국립경주박물관
• 한국은행 화폐전시실(경남본부)
• 태백산맥문화관
• 수원광교박물관
• 김수영문학관
• 중소기업역사관

• Chusa Museum
• Jinju National Museum 
• Gyeongju National Museum
• Bank of Korea Money Museum,
    Gyeongnam Branch
• Taebaeksanmaek Literary Hall
• Suwon GwangGyo Museum
• Kim Su-young Museum
• Korean SME History Museum

2013

• 최북미술관
• 국립전주박물관
• 국립경주박물관
•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 DTC섬유박물관
• 청와대사랑채 
• 인천공항 문화전시공간
• 국립고궁박물관
• 국립중앙박물관
• 국립산악박물관

• Choi Buk Art Museum
• Jeonju National Museum
• Gyeongju National Museum
• Intangible Cultural Assets Training Center
• Gyeongju National Museum
• DTC Textile Museum
• Cheongwadae Sarangchae
• Culture Exhibition Space of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 National Museum of Korea
• National Mountaion Museum

• 국립경주박물관
• 최북미술관
• 국립태권도박물관
• 국립부여박물관
• 국립고궁박물관
• 신선설농탕 갤러리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 부안김씨종중고문서 유물관

• Gyeongju National Museum
• Choi Buk Art Museum
• National Taekwondo Museum
• Buyeo National Museum
•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 Space Shinseon
• Bank of Korea Money Museum,
    Daegu & Gyeongbuk Branch
• Buan Kims' Archives Museum

2014

2015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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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age • 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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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현대미술관 2차

3. 국립현대미술관 1차

2. 국립현대미술관 2차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Korea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Korea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Korea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Korea4. 국립현대미술관 1차

1

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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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age • 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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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성미술관 ‘리움’ 1차

3. 서울시립미술관

2. 삼성미술관 ‘리움’ 2차

4. 서울시립미술관 

Leeum, Samsung Museum of Art

Seoul Museum of Art

Leeum, Samsung Museum of Art

Seoul Museum of Art

1

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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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age • 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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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Museum of Korea

National  Museum of Korea

Chuncheon National Museum

National  Museum of Korea

1. 국립중앙박물관

3. 국립중앙박물관

2. 국립중앙박물관

4. 국립중앙박물관

1

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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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age • 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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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Assembly Library Book Storage

National  Library of Korea

National Assembly Library Book Storage

National  Library of Korea

1. 국회도서관 보존서고

3. 국립중앙도서관 귀중서고

2. 국회도서관 보존서고

4. 국립중앙도서관 귀중서고

1

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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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age • 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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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대문자연사박물관

3. 한성백제박물관

2. 원주역사박물관

Seodaemun Museum of Natural History 

Seoul Baekjae Museum 

Wonju Museum of History 

Seoul Baekjae Museum 4. 한성백제박물관

1

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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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age • Facility

수장고 보안설비
카드키 ·생체인식 (선택형)
감시카메라 ·감시방식(선택형)

Security System
Card, Biometrics Readers (Optional) 
Surveillance Camera, Surveillance Type

수장고 천장
수장고용천장구조틀 + 내부식불투습패널 + 뮤빅코트

Storage Ceiling
Storage Ceiling Frame + MUBIC Furring Panel 
+ MUBIC Coat

수장고용 수장대
맞춤형 ·호환형 (모듈집기 선택형)

Storage Furniture
Tailored Type, Compatible Type 
(Modular Furniture Option Type)

건축구체(천장·바닥)
방화 · 방수 · 방범 이동편리(단차 Zero)

Building Structure (Ceiling, Floor) 
Fireproof, Waterproof, Crime Prevention, 
Convenience in Mobility (Zero Level Difference) 

공기층
완충공간 + 하부 배기덕트공간 +
건축물 유지보수점검 공간

Air Space 
Buffer Zone + Space for Air Exhaust Duct from Below 
+ Inspection Space for Building Maintenance

건축구체(벽)
방화 ·방수 ·방범

Building Structure (Wall)  
Fire Proof, Waterproof, Crime Prevention

수장고 바닥
수장고용바닥구조틀
+ 내부식불투습패널 + 플로링 또는 비닐타일

Storage Floor 
Storage Floor Structure Frame  
MUBIC Furring Panel + Flooring or Vinyl Tile (Optional)

수장고는 박물관 · 미술관· 도서관 · 자료관 · 기념관 등의 유물이나 작품 또는 

자료(이하 수장품)을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수장품은 전시 및 대출기간을 제외

한 대부분의 기간을 수장고에서 보관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수장고의 보존환경

은 수장품의 열화(熱化)방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장고시스템

은 이러한 수장고의 열화현상을 최대한 지연시켜 수장품을 보다 안전하게 오랜

기간 보존하기 위한 보존환경구축을 목적으로 합니다.

The storage in museums, art galleries, visitor centers and libraries are 
the places to preserve the relics, works or materials. The preservative 
environment of the storage plays a critical role in the prevention of relic 
deterioration, because the collections are mostly kept in the storage except 
for the period that they are displayed or lent. The storage, we developed, is 
the preservation environment system that safely preserves such collections 
for a long period by maximally slowing down the speed of the deterioration.

수장고 시스템

Storage System

수장고 출입문
내화 , 방법, 기밀

Door dedicated to Storage Entry    
Fire Resistance, Crime Resistance, 

Air Tightness (The fire resistant is op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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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장고 단면 개념도 

 Cross section of the Storage

수장고 공조설비
상부급기 ·하부배기방식 (선택형)

Storage Ceiling Structure Frame 
A structure that can support more than 
120 kg/㎡

점검을 위한 별도의 켓워크가 
필요 없는 탄탄한 구조
A Structure that does not require a Separate 
Catwalk for Inspection and Maintenance

뮤빅퍼링패널
18ⓣ · 15ⓣ · 12ⓣ 차단기능

Mubic Furring Panel
18 ⓣ, 15 ⓣ, 12 ① (Optional Type)  
Blocking, Heat Insulation Function

뮤빅코트
3ⓣ · 1.5ⓣ 습도조절기능

MUBIC Coat 
3 ⓣ, 1.5 ⓣ Optional 
Humidity Control Function 

항온항습기 정지 시에도 내부습도를 
유지해주는 습도조절기능재 
Humidity Control Material to Maintain 
Internal Humidity Even at the AHU Down Time 

수장고바닥구조틀
적재하중 2.3Ton/㎡

Storage Floor Structure Frame 
Height Adjustment Function,
2.3 ton/㎡ Load 

이동장비 사용이 가능한 튼튼한 구조 
Robust Structure to Use Mobile Equipments

너도밤나무플로링 22ⓣ
파손방지기능,내구성,내마모성 우수

Beech tree Flooring 22ⓣ  
Damage Prevention of Collections, 
Durability, Wear Resistance

심미성과 내구성을 겸비한 기능재
Functional Material Equipped with
Aesthetics and Durability

상부띠장 
Upper Furring Strip 

가로띠장 
Horizonal 
Furring Strip 

하부띠장 
Lower Furring Strip 

세로띠장 
Vertical Furring Strip 

코너띠장 
Corner Furring Strip 

보존
수장고

Storage System

자외선 
UV

습도
Humidity

화재 
Fire 

유해인자 ·먼지 
Harmful 

Factors, Dust  

VOCs 
VOCs

Patent No. 82710 (China)
문화재수장고용 조습패널 및 그 제조방법

Humidity control panel and its production for 
cultural asset storage

Patent No. 6449915 (U.S.A)
문화재수장고용 조습패널 및 

그 제조방법

Humidity control panel and its pro-
duction for cultural asset storage

Patent No. 10319
환경표지인증/뮤빅코트

Eco Label Certification of 
MUBIC Coat

Patent No. 10-0651080
조습성을 갖는 무기계바름조성물

Composition for inorganic 
mortar having a humidity 
controlling performance

Patent No. 10-0721686
문화재수장고용내부식성

불투습판재 및 그 제조방법

Unpenetrable panel against 
rust and manufacturing

process thereof

수장고 벽체
M-Stud + 내부식불투습패널 + 뮤빅코트

Storage Wall   
Metal Stud + MUBIC Furring Panel
 + MUBIC Coat

수장고 공조설비
상부급기 ·하부배기방식(선택형)

Air Conditioning System
Air supply from above, air exhaust from below (Optional) 
수장고 소화설비
청정소화가스 (가스약재 및 방식 선택형)

Fire Extinguishing System for Storage 
Clean gas extinguisher (Extinguishing Medium and method can be chosen) 
수장고 전기설비
노출형/자외선차단램프

Electrical System  
Exposed type lighting fixtures + UV Protection Lamp  

수장고 전실 및 내문
방풍 ·수장품순응(선택형)

Vestibule and Inner Door   
Wind Resistance, Compliance to Collections (Optional)

수장고 외부 오염인자의 수장고 
내부 침투방지용 차단재 
Blocking Material for the Storage to Prevent 
Infiltration of the External Pollut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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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습건재의 하지재입니다. 투습성 ”0”의 차단재로 바닥 · 벽 · 천장의 구조틀에 

고정되어 시공됩니다. 1차 건축구조물로부터 수장고 내부를 기밀하게 차단시켜 

수장고 외부의 열기 · 습기 · 오염인자 · 콘크리트 수축이완 시 발생되는 수분 및 

알카리성분이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재입니다.

This is a furring material with a humidity control finishing. With zero vapor 
permeability features, it is fixed on the structural frame of floor, wall and 
ceiling. This tightly blocks the primary building wall and the inner storage, 
preventing external heat, humidity, pollutants, and harmful elements 
generated by concrete contraction and extension.

뮤빅퍼링패널·내부식불투습패널(하지재)

MUBIC Furring Panel

Structural panel
18, 15, 12mm

Structural panel
18, 15, 12mm

 AL SHEET 100µm

사양 및 시공법 | Specification and Construction Method

성 능 | Performance

1. Size: 1,220 x 2,440 x (18ⓣ,15ⓣ,12ⓣ)
2. Application Method : Dry type attachment method
3. Purpose : Weight support material for wall, 
     ceiling, and floor of storages, library, etc
4. Remarks : Corrosion resistant aluminum 
      material is used 

1. Eco-friendliness: Formaldehyde Emission: 
     0.6mg/l (KS M 1998)
2. Flame Resistance : Conforms to the standard for
     flame retardant materials (Heat Releasing Test KS 
      F ISO 5660-1, Noxious Test KS F 2271)
3. Corrosion-resistant: No rust formed on the 
      surface for over 140 hrs.
4. Certifications: Domestic patent (No. 0721686)

오염인자에 대한 퍼링패널의 대응책    Solution of the corrosion resistant impermeable panel against pollutants

발생원인 | Cause

신축  | New Construction

콘크리트벽체 | Concrete wall 

외기의 유입 | Inflow of Outside Air
공조기의 왜곡 | Distortion of Air conditioning system
출입문의 개폐 | Opening and Closing of Doors

내장재-목재,접착재,도료
 | Interior Material – Wood, Adhesive, Paint

오염인자 | Pollutants

대량의 수분방출 | Discharge of massive moisture

알카리성 오염인자 | Alkaline Pollutants

알카리성 오염인자 | Alkaline Pollutants
질소산화물 | Nitrogen Oxide(NOx) 
황산화물 | Sulfur Dioxide(Sox)  
염분, 먼지 | Salinity(NACL, CaCI), dust 

휘발성분(산 ·알카리) | Dust/ Volatile Component

방지대책 | Preventive measure
2차 벽체에 불투습패널을 사용하여 유입방지 
| Prevention of inflow by fixing the impermeable panel on the secondary wall 

신축 후 충분한 건조 및 공기청정장치에 의한 정화 
| Sufficient drying after construction, and purification by air purifying device  

2차 벽체에 불투습패널을 사용하여 유입방지

| Prevention of inflow by fixing the impermeable panel on the secondary wall
공기청정장치에 의한 정화 | Purification by air purifying device
수장고전용출입문(기밀형출입문)의 설치 | Dedicated Door to Storage Entry

유해성분이 방출되지 않는 자재사용
| Use of materials not emitting toxic components

Storage • Facility

1. 규격 : 1,220 X 2,440 X 
    (18ⓣ · 15ⓣ · 12ⓣ)

2. 시공방법 : 건습 패널 취부방식

3. 용도 : 수장고 등의 벽 · 천장·바닥 하지재

4. 특이사항 : 내부식성 알미늄 소재 사용 

1.친환경성 :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0.6 mg/ℓ (KS M 1998)

2.난연성 : 난연재료 기준 적합
  (열방출시험 KS F ISO 5660-1, 
  가스유해성시험 KS F 2271)

3. 내부식성 : 염수분무시험 140시간, 부식 발생 

없음 (KS D 9502)

4. 인증사항 : 국내특허 (등록번호 : 제10-0721686호)

수분
Moisture

열기
Heat

습도조절기능
Humidity 

Control function

오염인자
Pollutants

알카리인자
Alkaline 
Elements

구조체(경량철골)  Structure (Lightweight Steel Frame) 

바탕면(콘크리트)

 Building Wall (Concrete)

하지재(뮤빅퍼링패널) 

Furring Material (MUBIC Furring Panel)

조습건재(뮤빅코트) 

Eco-friendly Humidity Controlling Finishing Paint 
(MUBIC C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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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빅코트(친환경조습마감재)·수장고용 조습건재

MUBIC Coat (Humidity Controlling Finishing Paint)
뮤빅코트는 습도조절기능성 소재를 원재료로하여 제조되므로 습도조절 기능이 

있는 원목에 비해 습도조절 기능이 뛰어납니다. 항온항습기 정지 시에도 수장고 

내 습도가 편차범위 내로 일정기간 이상 유지시킬 수 있어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Mubic Coat, made of composite materials with functional humidity control, has 
far better humidity control function compared to hardwood, which has its own 
function to control humidity itself.  In addition, it can reduce the operating cost 
(energy) because constant humidity can be maintained without changing the 
humidity inside storage even though the conditioning equipment has stopped 
for a long period. 

뮤빅코트는 급격한 습도변화로 인한 열화가속이 우

려되는 수장고의 벽 ·천장에 시공되며, 기존 자사 목

질계조습패널의 단점이었던 내화성능이 보강된 불

연소재로 2005년 이후 국내 국·공립 박물관 ·미술

관에 시공되어 안정적인 입증된 제품입니다.

This material is used as a finishing material for walls 
and ceilings of the storage, which is vulnerable to the 
accelerated deterioration due to rapid change in hu-
midity. Since its introduction in 2005, this material has 
replaced the existing flammable wooden panels to 
realize the stable environment of the storage, and its 
superiority has been recognized widely.

지지면 9.5mm

Supporting Face 9.5mm

조습층 3mm 

Humidity Controlling Layer 3mm

뮤빅코트 시공 샘플    MUBIC COAT construction sample

성능   Performance

1.조습성 | Humidity Control Performance

2.친환경성 | Eco-Friendliness

3.불연성 | Non-Combustibility

4.유해가스탈취성

   | Deodorization of Harmful Gases 
   (After a 20-minute Lapse)

5.항곰팡이성  | Anti-Fungal

6.인증사항 | Certifications

흡습량 270g/㎡ ,방습량 240g/㎡, 흡 · 방습차 30g/㎡  | Moisture Absorption 270g/㎡, Moisture Emission 240g/㎡, Moisture Absorption-Emission Difference 30g 

시험방법 : JIS A 1470-1,2008 , 중습역 기준 (고습역의 시험일 경우 흡 ·방습차가 커집니다.)  | ※Test Method – JIS A 1470-4 (Based on Mid Level) (Absorption Becomes Larger in the High Level Test)

pH 7~7.5 의 중성역,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0.1 mg/ℓ  | pH 7~7.5 Neutral, Formaldehyde Emission : 0.1mg/L  
시험방법 KS M ISO 6588-1, KS M1998 | Test Method – KS M ISO 6588-1, KS M1998

시험방법 : 불연성시험 KS F ISO 1182, 가스유해성시험 KS F 2271  | Satisfy the Standards for Nonflammable Material ※ Test method – KS F ISO 1182 

암모니아 100%, 초산 97%, 의산 97%, 포름알데히드 87%

 | Ammonia 100%, Acetic Acid 97%, Formic Acid 97%, Formaldehyde 87%

우수함 ※시험방법:  ASTM G-21  | Excellent ※Test Method – ASTM G-21

국내특허 (등록번호 : 제10-0651080호), 환경표지인증 (제10319호) | Patent in Korea (No. 0651080), Environmental Mark Certification (No. 10319) 

항온항습기 정지 후 7일 동안 수장고에 
면한 복도와 수장고 내부의 온 · 습도 변화 
측정 그래프입니다.

| This is a graph that measures 
changes in temperature and 
humidity of the external corridor 
and inside of the storage for seven 
days after the thermohygrostat 
has stopped

| This is a log that has recorded temperature and humidity of the corridor (paint fin-
ished) facing the storage for one week. Meanwhile, the external part of the storage is 
showing unstable change in temperature and humidity.

| This is a log that has recorded temperature and humidity for one week after the 
eco-friendly dehumidifying finishing material was installed inside the storage. 
It shows that temperature and humidity are constantly maintained.

수장고와 면한 복도 :
페인트마감 → 정지 후 온 · 습도
가 외기의 영향을 받아 불안정하
게 유지

온도 Temperature  

습도 Humidity  

수장고 :
퍼링패널 및 뮤빅코트 시공 → 
정지 후에도 온 · 습도가 일정

하게 유지

온도 Temperature  

습도 Humidity  

20°

50%

2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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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나무(삼성미술관‘리움’) ㅣ 목질계조습패널 + 삼나무 | Cedar (Leeum Samsung Museum of Art)

오동나무(국립전주박물관) | Paulownia (Jeonju National Museum) 

삼나무 |  Cedar

오동나무 | Paulownia

Storage • Facility

조습기능 원목 마감재

Humidity Controlling Board ( Material: Wood)
수장고 내부 마감에 있어 전통적으로 사용된 오동나무, 삼나무입니다. 퍼링패널

에 쪽매가공 한 원목을 마감재로 취부합니다. 단, 천연목 특성상 성능이 일정하

지 못하므로 습도조절목적을 강화하기 위해서 목질계조습패널 또는 친환경조습

마감재와 함께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Traditionally, paulownia and cedar woods have been used for lining-
finishing materials of storage system. The neck-jjokmae-processed 
materials were mounted onto the frameworks.  As wooden plank with 
humidity features inconsistant control of humidity, it is recommended 
to use wooden materials with eco-friendly finishing for  humidity 
controlling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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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명
Materials

적용실
Applicable place

두께
Thickness

비 고
Note

원목

너도밤나무플로링
(도장완제품) 수장고 전체실

22mm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외 다수 
플로링으로 시공 시 90% 이상

단풍나무플로링 (도장완제품) 수장고 전체실 22mm
18mm

국립춘천박물관

비닐 타일

무석면비닐계타일
(P-TILE , 스톤타일)

조각수장고
임시수장고 3mm

한화미술관
삼성미술관 임시수장고

도료

무기질불연마감재

크레이트보관고
조각수장고
임시수장고 2~3 times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친환경에폭시
자동차 수장고

복도, 홀 2~3 times
천정궁박물관

-미끄러지지 않고 마찰저항이 크지 않은 소재

-자료의 이동 시 진동이나 실수로 인하여 떨어졌을 때 충격을 다소 

  흡수할 수 있도록 쿠션성이 있는 연질의 것

-틈이 생기지 않고, 먼지를 유발시키지 않을 것

-청소하기 쉬우며 시공이 용이할 것

-유해한  휘발성분이 없을 것

-벌레에 상하지 않아야 하고 정전기를 띠지 않을 것

-목재로 된 졸참나무, 너도밤나무 등의 재료를 구해야 하며 

  옹이가 없을 것 (옹이는 송진에 의한 화학반응을 일으킴)

- Nonslip and friction-resistant material
- Soft materials like a cushion to absorb impact to a certain extent when 
  dropped by mistake  amid moving the material.- Should neither create 
  gap nor produce dust.
- Should neither create crack nor produce dust.
- Cleaning and handling for construction should be easy.
- Materials contained none-noxious, none-volatile components
- Materials neither damaged by insects nor generating static electricity.
- Materials like queritron and beachtree wood should be acquired and 
  there should be no knots (knots will incur chemical reaction by the resin). 

Beech (finished painting) Storage Whole

Storage WholeMaple (finished painting)

Wood

Vinyl tile 

Paints

Vinyl tile
(P-TILE nine stone tile

Asbestos-free)

Pieces Storage
Temporary Storage

Inorganic noncombustible 
finishes

Crate Elevators
Pieces Storage

Temporary Storage

The National Museum,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rt, and many others 
wood during construction more than 90%

Chuncheon National Museum

Hanwha Museum of Art, Samsung Museum 
of Art temporary Storage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Cheonjeonggung MuseumEco-friendly epoxy Car Storage
Corridors, halls

재료선택기준 (“박물관 · 미술관 수장고의 시설기준 및 정비를 위한 조사연구” 인용)
Standard for Material Selection (“Facility criteria for the storage of museums and art galleries and investigation / research for maintenance” are cited)   

바닥 마감재

Floor Finis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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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 conditioning of storage should be separated from other spaces when 
planning the air conditioning system so as to be operated independently, 
and should be designed to prevent spreading of heat and smoke through 
duct in case of fire. In addition, from the aspect of maintenance of the 
air-conditioning system, it should be designed to reduce operation of air 
conditioner and minimize failure of the equipment.

Type1_ 간접공조방식(대규모 수장고)
              Indirect air conditioning method (Large storage) 

Type2_ 간접공조방식(중 · 소규모·공기층 포함)

                Indirect air conditioning method (Small and medium size-including air space)

Type3_ 간접공조방식(중·소규모· 공기층 제외)
                   Indirect air conditioning method (Small and medium size-excluding air space)

장점 : 

상부에서 분산하여 급기하고 

하부에서 배기하므로 내부 공기

흐름의 편중 없이 매우 안정적

단점 : 

초기 투자비용이 높다.

장점 : 

상부 급기 하부 배기방식으로 

내부 공기 흐름이 좋다.

단점 : 

공기층이 밀폐되어 오염될 수 

있으므로 공기층 별도의 환기

시설 계획이 필요하다.

장점 : 

상부에서 분산하여 급기하고 하

부에서 배기하므로 내부 공기흐

름의 편중 없이 매우 안정적

단점 : 

초기 투자비용이 높다.

Advantage: 
Internal airflow is very stable 
without concentration because 
the air is dispersed and supplied 
and exhausted from the bottom.

Disadvantage:
Requires a large amount of initial 
investment.

Advantage: 
Internal airflow is very stable 
without concentration because 
the air is dispersed and supplied 
and exhausted from the bottom.

Disadvantage:
Air circulation is the poorest 
among the indirect methods

Advantage: 
Internal airflow is good.

Disadvantage:
The air space requires a separate 
ventilation system because the 
air space part is sealed and may 
be contaminated.

2단계 제습형 AHU (저습수장고용)

2nd_Dehumidifie

EA
OA

EA

▶

▶▶

▶

▶

▶

▶

▶

▶ ▶

▶

공기층
Air Space

2단계 수장고용AHU 
2nd_AHU (Storage)

1단계 외기용AHU 
1nd_AHU (The Air)

OA
EA▶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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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

OA

RA

SA

SA SA SA

RARARA

RA

RARA

RA

SA

SA SA SA
SA

RA RA

수장고용AHU 
AHU (Storage)

공기층용AHU
AHU (The Air)

수장고용AHU 
AHU (Storage)

SASA

공기층 
Air Space

공기층 
Air Space

공기층 
Air Space

공기층 
Air Space

공기층 환기용  Fan  
In 
Out

Storage CH2~5m

Storage • Facility

▶

OA

 Storage CH2~5m

Storage CH2~5m

RASA

공조설비

Air Conditioning System
수장고 공조는 공조계획상 타공간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화재가 

발생할 시 덕트를 통하여 열기와 연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공조기 유지관리 측면에서 공조가동을 적게 하고 장비 고장이 최소화되

도록 계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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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5_ 직접공조방식(소규모) 
                   Direct air conditioning method (Small size) 

장점 : 

초기투자비가 낮고, 에너지 효율이 높다.

단점 : 

별도의 덕트가 없어, 공기순환이 좋지 않

고, 위치에 따라 공기흐름의 편차가 크다.

Advantage: 
Requires a small amount of initial in-
vestment but energy efficiency is high

Disadvantage:
Air circulation is poor if there is no 
separate duct, and the deviation of 
airflow is wide according to the loca-
tion.

수장고용AHU 
AHU (Storage)

실외기 
Outdoor Fan 

공기층 환기용 Fan  
In 
Out

Storage CH3m below
SA

RA

항온항습기(패키지타입) 표준사양   Standard Specification of Thermo-hygrostat (Package type)

타입 
Type 

냉방능력         
Cooling （kal/h)

난방능력           
Heating（kal/h)

가습능력           
Humidifier

（kg/h)

풍량
Air Volume（㎡/min） 소비전력            

Power consumption 
(kw)

비  고
Power Supply실내기

Indoor Fan
실외기

Outdoor Fan

3.5RT 8,250 5,160 4 30 66 9.7

3ph x AC 200V
380V

400V x 60Hz

5RT 14,250 7,740 4 50 110 15.0

7RT 20,250 10,320 8 75 165 20.7

10RT 28,500 13,760 8 100 110 x 2 42.8

Type4_ 간접공조방식(중 · 소규모 · 낮은실 또는 부속실)

                   Indirect air conditioning method (Small and medium low storage or ancillary room)

장점 : 

벽면 공기층 없이도 계획 가능 

단점 : 

상부에서 급기와 배기가 동시에 

일어나 공기순환이 간접방식 중 

가장 좋지 않다.

Advantage: 
Internal airflow is very stable without 
concentration because the air is dis-
persed and supplied and exhausted 
from the bottom.

Disadvantage:
Air circulation is the poorest among 
the indirect methods

OA

EA

▶ ▶ ▶

▶

▶

▶ ▶▶

▶

▶

수장고용AHU 
AHU (Storage)

SA SA

SA

RA RA

RA

공기층 환기용  Fan 
In 
Out

 
Storage CH3m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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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types  系统比较 

주요방식  A major way

구  분                                   
Division

A. 패키지타입                          
Package Type 

B. 모듈러타입                     
Modular Type

C. 전역방출타입
Total Flooding System

소방법상 분류

Fire Regulation

소화기구(스프링클러대체 설비로 사용 불가)

Extinguisher
(Sprinkler facility is not available)

소화기구(스프링클러대체 설비로 사용 가능)

Extinguishing facility
(Sprinkler facility is available)

소화기구(스프링클러대체 설비로 사용 가능)

Extinguishing facility
(Sprinkler facility is available)

소화가스용기

Extinguishing Gas Container
캐비닛에 내장되어 방호구역 내에 설치

Keep in a cabinet of the fire zone
캐비닛에 내장되어 방호구역 내에 설치

Keep in a cabinet of the fire zone

별도 방화구획 된 소화가스실에 설치

Installed in the extinguishing gas room
divided to fire compartments

배관 및 헤드설치

Installation of pipe and head

패키지 상부에 일체형으로 설치

All-in-one type installation at the top of the 
package

천장에 배관 및 헤드설치

Installation at the ceiling
천장에 배관 및 헤드설치

Installation at the ceiling

장  점

Advantage

천장공사 없이 패키지 설치로 공사 완료

It is not required to install the extinguishing 
gas container in the fire guard zone.

전열방출타입과 같이 스프링클러설비 대체설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별도의 소화가스실이 불필요

Total flooding system like sprinkler facility is 
alternatively available and separate

extinguishing gas room is not required

방호구역 내에 소화가스용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됨

It is not required that the fire zone should
furnish the extinguishing gas container

단  점

Disadvantage

소화기구로서 스프링클러 대체설비로 
사용 불가능

Sprinkler facility is not available

방호구역 내에 소화가스용기를 설치해야 하며 방호
구역체적에 따라 패키지 수량이 증가함.

Extinguishing gas container should be
furnished in the fire zone and the number of 

packages is increased depending on the
volume of the fire zone 

별도 방화구획 된 소화가스실을 설치 해야 함.

Installed in the extinguishing gas room
separately divided to fire compartments

기타

Note

방호구역 체적이 작고,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이 아닌 장소에 적합

It is appropriate for a place where the fire 
zone volume is low and sprinkler facility is not 

allowed.

방호구역의 체적이 작을 경우에 적합

It is appropriate for a place where the fire 
zone volume is small and sprinkler facility is 

not applicable.

방호구역 체적이 크거나, 
2개 이상의 실일 때 적합

It is appropriate in case the fire zone
volume is large

Storage • Facility

헤드
Head

C. Total Flooding System

수장고
Storage

열감지기
Heat Detection

소화기헤드
Extinguishing gas head

연감지기
Smoke Detection

연감지기
Air zone

소화가스실
Storage

소화가스약재용기
Extinguishing Gas Container선택밸브 및 가동용기함

Selection Valves and Gas Containers

패키지타입
A. Package Type

모듈러타입
B. Modular Type

Gas fire extinguishing system is applied to the places where use of water 
fire extinguishing system is impractical due to electric insulation and 
possible damage to the devices.

수장고는  화재(火災)진화 시 수장품의 수해(水害) 방지를 위해 가스를 이용한 

소화방식을 적용한다.

소화설비

Fire Extinguish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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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Electric System 

보안설비  Security System

•  Relevant systems should be planned consider-
ing intensity of illumination. And the lighting fix-
tures used inside storage shall be exposed type 
specification to maintain sealed environment, 
while the lamps shall be planned with UV protec-
tion lamps to prevent deterioration.  

• Power consumption sector
Thermo Hygrostat  (over 10Kw),
General Light + Heat Transfer (3~5Kw per room)

• 계획 시 유의점

수장고 내 조도에 맞춰 계획하며, 수장고 내부

에 사용되는 등기구는 기밀 환경유지를 위해 노

출형사양으로 하고, 열화방지를 위해 전등은 자

외선 차단등으로 계획한다.

• 항온항습기를 수장고 내부에 설치할 경우 

   사용가능 예비전력 등을 사전에 체크한다.

방범(기본) | Crime Prevention (Basic service)

침입이 발생하면 출동요원이 출동 대처하는 서비스입니다.

This service dispatches security personnel in case of intrusion.

출입관리(선택) | Access Control (Optional service)
카드 또는 생체인식으로 인증하여 출입자를 관리합니다.

Admitters are controlled by verifying through cards or fingerprints.

지문인식(선택) | Fingerprint Recognition (Optional service)
카드 미소지 시 불편함을 최소화하며 카드+지문 겸용입니다.

Minimizes inconvenience when not carrying the card, and has dual 
use: card + fingerprint.

얼굴인식(선택) | Face Recognition (Optional service)
방범, 출입, 근태관리가 가능하며 카드+지문+얼굴인식 겸용입니다.

To control crime prevention, access and attendance through multiple 
features of card + fingerprint + face recognition.

영상보안(선택) | Video Security (Optional service) 
영상을 통하여 원하는 지역을 감시, 녹화할 수 있도록 영상기기를 

설치 및 대여합니다.

Video equipments are installed and leased to monitor and record the desired area.

비상통보(선택) | Emergency Notification (Optional service)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버튼을 누르면 신호를 수신하여 경찰서로 통보됩니다.

When the emergency button is pushed at the time of 
emergency, the signal is received and notifies the police.

원격 출입문 제어(선택) | Remote Door Control (Optional service)
PC, 전화로 방문자를 확인하고 출입문을 원격으로 개방합니다.

Visitors are confirmed through a computer or telephone and the doors 
are opened by the remote controlle.

화재 이상통보(선택) | Fire Notification (Optional service)
화재 이상이 발생하면 관리자와 소방서에 통보됩니다.

Simultenous nofitification to clients and fire stations in case of fire

원격 통합관리(선택) | Integrated Remote Control (Optional service) 
방범, 출입, 설비 등을 원격으로 관리합니다.

Crime prevention, access and facility of the place of business are
remotely controlled.

추가 사항 | Additional Items
기존 시스템 연계

Link with existing systems.

자외선차단등
UV Protection Light

감시카메라 
Security Camera

디퓨져(급기용)
Diffuser (Air Supply) 

전기· 보안 설비

Electric and Securi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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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증 해치
Fumigation Hatch  

헤드
Round Handle  

힌지 스토퍼
Hinge Stopper  

실린더정
Cylinder Defined  

다이얼정
Dial Information  

쪽문
People Used  

내화시험성적서 | Fire Test Certif  

밀폐성 | Airtight

문짝과 뭍틀부위에 기밀용 가스켓을 설치
하여 수장고 외부의 열기·습기·기타 
오염인자가 내부로 침입하는 것을 차단 

The installed airtight gaskets at the 
threshold and door protect contents from 

exterior heat, moisture and pollution.

화재 발생 시 수장고 내부의 온도를 비상
한계온도 이하로 억제 

To keep inside temperature from
dropping down to the critical level.

내화성 | Fireproof

백만변환부호정, 실린더정의 적절한 
조합으로 도난방지에 완벽을 추구

(전자락 내장 가능) 

The combination of 1,000,000 
changeable combination lock, cylin-

der keylock for flawless security.

방범성 | Security

별도의 연동기밀장치를 설치할 경우 수장고 내
부와 외부의 바닥차이를 없이 수장품의 안전한 
반출입이 가능(문틀연동방식, 문짝연동방식) 

By installing a separate interlocking airtight 
mechanism, floor level difference can be 

overcome for safe relocation of collections..

편의성 | Convenience

훈증해치, 쪽문, 전자락 

Hatch must be installed, inside for 
airtight fume treatment.

옵션 | Options

뮤빅도어는 4시간 내화시험을 통과한 수장고전용
출입문입니다. 기존의 일본산 수장고문의 2시간보다

내화시간이 2시간 더 깁니다.

MUBIC Door is an exclusive door for storage vault that 
passed the four-hour fire resistant test; this is two hours

longer than that of Japanese product.

내화성 | Fire Resistance

뮤빅도어는 내부에 98mm 이상 내화콘크리트가 충진되어 
관통이 불가능하며, 기본 2중잠금장치에 카드키, 디지털키

등을 추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MUBIC Door is filled with fire resistant concrete of over 98mm: 
being unable to penetrate. Also, it is equipped with dual lock 
device such as 1,000,000 changeable combination dial lock 
and cylindrical lock. In addition, it can be applied with finger 

scan key, card key, digital key and etc.

방범성 | Safety

뛰어나 기밀성능으로 평상 시 외부의 습기와 오염인자가
수장고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며 화재 시 연기가

침입하는 것을 차단합니다. 

MUBIC Door has an excellent airtightness, completely
blocking the inflow of humidity and pollutants. Also in case 

of fire, it keeps fumes and flames from entering inside.

기밀성 | Airtightness

내화시험 | Fire Test

시험기관 : 방재시험연구원 | Testing Institute Test Agencies : Disaster
시험방법 : KS F 2268-1(2001) | Test Method : KS F 2268-1 (2001) 
4시간 가열시험 : 적합 | T4 Hours HeatingTest : Acheron  
후면 캐노피 최고온도 26℃ | Rear Canopy Maximum Temperature of 26

차연성시험 | Differance Testability

시험기관:방재시험연구원  | Testing Institute test agencies : Disaster  
시험방법:KS F 2846(2003) | Testing Inst Test Method : KS F 2268-1 (2001)  
최고통기량 : 0.013㎥/min·㎡ | T4 hours heating test : Acheron  
기밀성 등급 적용 시 2등급에 해당함 

| Rear Canopy Maximum Temperature of 26
시험전 | Before Test

Storage • Facility

빗장  
latch

뮤빅도어 · 수장고출입문

MUBIC Door
In order to prevent intrusion of various kinds of external pollutants i.e. humidity, 
harmful gases, dust, microorganism, insect pests, etc., the exclusive doors into 
the storage are used to maintain stable condition of temperature and humidity 
environment inside. It is designed and fabricated to avoid differences in floor 
level between outside and inside the storage so that the collections can be 
safely transported. The storage can maintain temperature constantly below 
80℃ for more than two hours under 1010℃ in case of fire. It passed the fire 
resistance test and the class-1 air-tightness test: proving that it can safeguard 
our valuable cultural heritage against fire and theft. 

각종 외기오염인자(습기·유해가스 ·분진 ·미생물 ·충해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으며, 내부의 온 ·습도 환경을 안정되게 유지하기 위해 수장고 전용출

입문을 사용합니다.  수장품의 반 ·출입이 안전하도록 수장고 내부와 외부

의 바닥 단차가 없도록 설계 ·시공되며, 외부 화재 발 생 시 1,010 ℃ 이하

에서 수장고 내 온도 80℃이하로 2시간 이상 유지할 수 있습니다. 뮤빅도

어는 내화시험 및 기밀성 1등급 시험을 통과하여 화재와 도난으로부터 안

전하게 수장고를 지켜줍니다.

수장고 출입문의 특징  Dedicated Door

수장고 출입문의 주요기능  Main Functions 

시험후 | Afte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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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문의 종류  Inner Door

표준규격  Standard Size

양개, 스윙타입

내화기준 : 4시간

옵션 : 훈증해치, 전자락

Double door, Swing type
Fire Resistant Standard : 4 hours
Fumigation hatch

수장고 출입문 | Dedicated Door

양개, 슬라이딩타입, 목재

Double door / Sliding Type / Wood

내문 | Inner Door 

양개, 슬라이딩타입, 철재

Double door / Sliding Type / Steel

내문 | Inner Door 

양개, 스윙타입, 철재 + 목재

Double door / Swing Type / Wood

내문 | Inner Door 

양개, 스윙타입, 철재

Double door / Swing Type / Steel

방음문 | Soundproof Door 

양개, 스윙타입

내화기준 : 4시간

옵션 : 훈증해치, 쪽문, 전자락

Double door, Swing type
Fire Resistant Standard : 2 hours
Fumigation hatch, single door

수장고 출입문 | Dedicated Door

편개, 스윙타입

내화기준 : 30분

옵션 : 전자락

Single door, Swing type
Fire Resistant Standard : 30 minutes
Fumigation hatch

기밀출입문 | Airtight Door

양개, 스윙타입

내화기준 : 30분

옵션 : 전자락

Double door, Swing type
Fire Resistant Standard : 30 minutes

기밀출입문 | Airtight Door

전용출입문
Dedicated Door

내문
Inner Door

2700 X 2550
(양여닫이, 2시간 내화)

(Casement 2 hours fireproof)

2400 X 2400
(양여닫이, 2시간 내화)

(Optional : wood steel / swing / sliding)

2700 X 2550 
(양여닫이, 2시간 내화)

(Casement 2 hours fireproof)

2000 X 2200
(양여닫이, 2시간 내화)

(Optional : wood steel / swing / sliding)

2100 X 2250
(양여닫이, 2시간 내화)

(Casement 2 hours fireproof)

1800 X 2100
(양여닫이, 2시간 내화)

(Optional : wood steel / swing / sliding)

1500 X 2550
(외여닫이, 2시간 내화)

(Casement 2 hours fireproof)

1200 X 2400
(외여닫이, 2시간 내화)

(Optional : wood steel / swing / sliding)

수장고 출입문의 특징  Dedicated 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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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Museum 

Item No. SGM-F001
명칭 : 중량물수장대 700 (철재)

규격 : 1,300 X 700 X 2,100 (3단)

특이사항 : 50mm 간격 높이조절, 
               오동나무선반 추가 가능

Steel Rack

Standard size : 1300 x 700 x 2100

Item No. SGM-F005
명칭 : 도어형수장대(철재)

규격 : 1,300 X 700 X 2,100 (2조 1Set)

특이사항 : 50mm 간격 높이조절, 
                선반 패브릭 취부 추가 가능

Steel Cabinet
Standard size : 1300 x 700 x 2100

Item No. SGM-F002
명칭 : 중량물수장대 900(철재)

규격 : 1,300 X 900 X 2,100(2단)

특이사항 : 50mm 간격 높이조절, 
                오동나무선반 추가 가능

Steel Rack
Standard size : 1300 x 900 x 2100

Item No. SGM-F006
명칭 : 도어형수장대(목재)

규격 : 1,300 X 600 X 2,100

특이사항 : 단높이 조절 안됨 

Wooden Cabinet
Standard size : 1200 x 600 x 2100

Item No. SGM-F003
명칭 : 일반유물수장대(목재)

규격 : 1,200 X 600 X 2,100(3단)

특이사항 : 단높이 조절 안됨 

Wooden Rack
Standard size : 1200 x 600 x 2100

Item No. SGM-F007
명칭 : 이동식유물수장대(철재)

규격 : 2,905 X (600/650) X 2,315

특이사항 : 50mm 간격 높이조절 

Mobile Rack
Standard size : 2905 x (600/650) x 2315

 Item No. SGM-F004
명칭 : 대형유물수장대(목재)

규격 : 1,200 X 900 X 2,100(2단)

특이사항 : 단높이 조절 안됨 

Steel Rack
Standard size : 1200 x 900 x 2100

Item No. SGM-F008
명칭 : 서랍형이동식유물수장대(철재)

규격 : 2,905/3,825/4,745 X 1,000 X 2,315 

특이사항 : 서랍 1~3조 탑재 가능 

Mobile Rack (Drawer Type)
Standard size : 2905/3825/4745 x 1000 x 2315

Storage • Furniture

수장대

Storage Furniture
수장고용 수장대는 수장품의 다양한 형상과 보존조건을 고려하여 안전하며, 효율적인 보관이 가능하도록 고안되며, 수요기관의 수장품 규격에 맞추어 표

준규격 및 주문규격으로 별도 설계 및 주문 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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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Museum 

Item No. SGM-F009
명칭 : 서랍식수장대 900(철재)

규격 : 1,300 X 900 X 2,100 
         (서랍8단, 선반2단)

특이사항 : 서랍높이 변경가능 

Steel Drawer
Standard size : 1300 x 900 x 2100

Item No. SGM-F013
명칭 : 습도조절수납장(철재-이동형)

규격 : 1,200 X 670 X 1,840(160Kg)

특이사항 : 습도설정범위 1~50%

Steel Cabinet
Functioned Humidity Control
Standard size : 1200 x 670 x 1840 (160kg)
Humidity  Range  :  1~50% 

Item No. SGM-F010
명칭 : 서랍식수장대 700(철재)

규격 : 1,000 X 700 X 2,100 
       (서랍5단X2열, 선반3단)

특이사항 : 서랍높이 변경가능 

Steel Drawer
Standard size : 1000 x 700 x 2100

Item No. SGM-F014
명칭 : 유물정리대(이동형)

규격 : 1,800 X 1,200 X 776

특이사항 : 폴더형으로 접어서 보관 가능

Folding Table
Standard size : 1800 x 1200 x 776

Item No. SGM-F011
명칭 : 서랍식수장대 700(목재)

규격 : 1,200 X 700 X 2,100 
         (서랍8단, 선반2단)

특이사항 : 서랍높이 변경가능 

Wooden Drawer
Standard size : 1200 x 700 x 2100

Item No. SGM-F015
명칭 : 유물정리대(고정형)

규격 : 1,800 X 900 X 750

특이사항 : 규격 변경 가능 

Wooden  Table
Standard size : 1800 x 900 x 750

Item No. SGM-F012
명칭 : 대형유물받침대

규격 : 1,000 X 1,000 X 250

특이사항 : 전시대 겸용 

Wooden Table
Standard size : 1000 x1000 x 250

Item No. SGM-F016
명칭 : 서랍식수장대(목재)

규격 : 1,000 X 700 X 2,100 

특이사항 : 규격 변경 가능 

Wooden Drawer
Standard size : 1000 x 700 x 2100

The storing rack for storage is designed to keep the collections in most efficient and safe manner, considering various shapes and preservation conditions of 
them. We produce suitable storage furniture to meet the requirements of clients regardless whether the order would be for standard specification or not: we 
always appreciate orders with special  design depending on the conditions of collections.  In the case of painting racks for art galleries, prior negotiation with 
the architectural department of the company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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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age • Furniture

Item No. SGM-F020
명칭 : 선반식회화류수장대

규격 : 1,200 X 900 X (2,100/2,400)

특이사항 : 최하단선반 인출식 

Moble Painting Rack
Standard size : 1200x900 x (210/2400)

Item No. SGM-F018
명칭 : 트랙형회화류수장대

규격 : 주문규격

특이사항 : 층고4m 이상 적용가능

                레일천장 매입

Pull Out Painting Frame (Ceiling Rail)
Standard size : Customized

* Ceiling height should be more than 4m.

Item No. SGM-F021
명칭 : 벽면식회화류수장대

규격 : 가로 X 세로 주문규격

특이사항 : 벽면활용 

Static Painting Frame

Standard size : Customized

Item No. SGM-F019
명칭 : 이동식회화류수장대

규격 : (2,905/3,825/4,745) X 500 X 2,315

특이사항 : 레일노출, 선(先)시공 시 매입 가능

Sliding Painting Frame

Standard size : (2905/3825/4745) x 500 x 2315

Item No. SGM-F022
명칭 : 조각류이동식수장대

규격 : (2,905/3,825/4,745) X 1,000 X 2,315

특이사항 : 중간칸막이 없는 개방형 

Sliding Sculpture Rack
Standard size : Customized

Item No. SGM-F017
명칭 : 구조형회화류수장대

규격 : 주문규격

특이사항 : 층고4m 이상 적용가능

                철골구조물 별도 

Pull Out Painting Frame
Standard size : Customized
* Ceiling height should be more than 4m.

수장대

Storage Furniture

미술관   Art 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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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No. SGM-F023
명칭 : 조각류수장대(조합형)

규격 : 1,300 X 700 X 2,100

특이사항 : 좌, 중, 우 제작 후 조합 중간칸막이 없는 개방형,

                50mm 간격 높이조절 

Static Sculpture Rack (Combination Type)
Standard size : 1300 x 700 x 2100

Item No. SGM-F026
명칭 : 병풍류수장대(삼나무)

규격 : 1,500 X 700 X (2,100/2,400)

특이사항 : 단높이 조절 안됨 

Static Painting Rack 
Sliding Shelves
Standard size : 1500 x 700 x (2100/2400)

Item No. SGM-F024
명칭 : 조각류수장대(단독형)

규격 : 1,200 X 900 X 2,100

특이사항 : 50mm 간격 높이조절 

Static Sculpture Rack
Standard size : 1200 x 900 x 2100

Item No. SGM-F027
명칭 : 판화·사진류수장대

규격 : 1,200 X 700 X 2,100

특이사항 : 단높이 조절 안됨 

Static Painting Rack 
Sliding Shelves
Standard size : 1200 x 700 x 2100

Item No. SGM-F025 
명칭 : 병풍류수장대(오동나무)

규격 : 1,500 X 700 X (2,100/2,400)

특이사항 : 단높이 조절 안됨 

Static Painting Rack
Standard size : 1500 x 700 x (2100/2400)

Item No. SGM-F028
명칭 : 구조형파렛트랙

규격 : 주문규격

특이사항 : 2단 또는 3단 제작 

Structural Palette Track
Standard size : Customized

미술관   Art 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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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age • Furniture

Item No. SGM-F029
명칭 : 이동식박제류수장대

규격 : 3,438 X 1,500 X 3,000  또는 주문규격 

특이사항 : 셔터,50mm 간격 높이조절 

Mobile Rack
Standard size : 3438 x 1500 x 3000

Item No. SGM-F032
명칭 : 식물표본수장대

규격 : 2,445 X 450 X 2,225  

특이사항 : 도어 또는 셔터

Static Rack
Standard Size : 2445 x 450 x 2225

Item No. SGM-F030
명칭 : 대형박제류수장대

규격 : 1,400 X 986 X 2,660 또는 주문규격 

특이사항 : 셔터,50mm 간격 높이조절 

Static Rack
Standard size : 1400 x 989 x 2660

Item No. SGM-F033
명칭 : 액침표본수장대

규격 : 2,905 X (800/1000) X 2,315 

특이사항 : 고무판, 네임텍, 안전선반 선택 

Mobile Rack
Standard size : 2905 x 100 x 2315

Item No. SGM-F031
명칭 : 곤충표본수장대

규격 : 2,445 X 450 X 2,225 또는 주문규격 

특이사항 : 도어, 선반 제외가능 

Stactic Rack
Equipped Pull Out Table
Standard size : 2445 x 450 x 2225

Item No. SGM-F034
명칭 : 액침표본상자

규격 : (대)340 X 370 X 50 (중)170 X 370 X 50

특이사항 : 100X30 네임텍(자석,절곡 또는 부착,절곡)중 선택 

Storage Box
Standard size :
Large 340 x 370 x 50 / Medium 170x 370 x 50 / Name tag100 x 30

수장대

Storage Furniture

자연사박물관 | Museum of Natural History



Storage | 수장고_65

 

오동나무상자표준규격 | Item No. SGM-F035_Standard size by use  
오동나무상자끈

Paulownia Box String

오동나무상자뚜껑  
Paulownia Box Lid   

손잡이홈

Groove for Handgrip  

배면 : 도장(선택)

Painting : Optional Specification

끈고정용 홈

Groove for Fixing the String

오동나무상자용도                
Distinguishing Purposes

표준규격                
Standards

소형도자기등 공예품  Handicrafts like Small China, etc

중형도자기등 공예품  Handicrafts like Medium China, etc

고서용  For Antique Books  

식기류  Tableware

도자기용  For China  

소형유물용  For Small Relics  

족자용  For Scrolls  

고서용A  For Antique Books A  

고서요B  For Antique Books B  

주문제작  Order Made  

282 x 282 x 330

285 x 285 x 460

280 x 380 x 200

500 x 500 x 250

350 x 350 x 400

200 x 200 x 300 

520 x 75 x 64

350 x 250 x 150 

315 x 245 x 80

W x D x H 

‘A’ 자형 대차 (회화용) 

‘A’ Type Bogie (for paintings)

Item No. SGM-F036

한지 (유물포장재)

Korean Traditional Paper

Item No. SGM-F040

신발장

Shoe Rack

Item No. SGM-F044
청소용구함 

Cleaning Material Closet

Item No. SGM-F045
수세작업대

Sink

Item No. SGM-F046
사진작업대 

Photo Work Table

Item No. SGM-F047
플라스틱유물보관상자 
Plastic Box

Item No. SGM-F048

‘ㄷ’ 자형 대차 (회화용) 

‘ㄷ’ Type Bogie (for paintings)

솜포 (유물완충재)

Packing Buffer

서랍형대차 (박물관용) 

Drawer Type Bogie (for museum) 

회화고리 (회화류수장대용) 

Painting Hanger (Paintings Frame) 

작업용 발판

Wooden Foothold

회화고리 (진열장·뮤빅월용) 

Painting Hanger (Showcase, MUBICwall)

Item No. SGM-F037

Item No. SGM-F041

Item No. SGM-F038

Item No. SGM-F042

Item No. SGM-F039

Item No. SGM-F043

자연사박물관 | Museum of Natural History 오동나무상자 | Paulownia Box

관련 취급 제품

Other Related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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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 2000

• 국회헌정기념관

• 국립광주박물관

• 국립중앙도서관

• 부산박물관

• 원주역사박물관  

•  National Assembly Memorial Hall 
•  Gwangju Naitonal Museum 
•  National  Library of Korea 
•  Busan Museum 
•  Wonju Museum of History 

2001

• 국립진주박물관

• 국립경주박물관

•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분관

•  Jinju National Museum 
•  Gyeongju National Museum 
•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Deoksugung 

2004

• 정림사지박물관

• 우리은행 은행사박물관

• 국립중앙박물관

• 삼성미술관 리움

• 합천박물관

• 고령 대가야박물관

• Jeongnimsaji Museum 
• Woori Bank Museum 
• National Museum of Korea 
• Leeum, Samsung Museum of Art
• Hapcheon Museum 
• Daegaya Museum 

2005

• 서울대학교미술관

• 속초시립박물관

• 고려대학교박물관

• 동강사진박물관

• 경산시립박물관

• 국립생물자원관 (설계)

• 덕성여자대학교박물관

• 제주 해녀박물관

• 송은아트스페이스

• 국회도서관(보존서고)

• 외교사료관

• 기림사유물전시관

• Seoul Natioal University Museum 
• Sokcho Museum 
• Korea University Museum 
• Dong Gang Museum of Photography 
• Gyeongsan Museum 
• National Institute of Biologlcal Resources 
• Duksung Women's University Museum 
• Jeju Haenyeo Museum 
• Songeun Art Space 
• National Assembly Library Book Storage 
• Diplomatic Archive 
• Girimsa Museum

2002

• 서울시립미술관

• 오지호기념관

• 전남대학교박물관

• 서대문자연사박물관

• 소수박물관

• 국세청 조세박물관

• 국립전주박물관

• 국립현대미술관 증축동

• 포스코역사관

• 국립춘천박물관

• Seoul Museum of Art 
• Ohgeeho Memorial Hall 
• Jeonnam University Museum 
• Seodaemun Museum of Natural History 
• Sosu-Seowon Cultrual Heritage Museum 
• Tax Museum 
• Jeonju National Museum 
•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Korea (Ⅰ) 
• Posco Museum 
• Chuncheon National Museum 

2003

• 숭실대학교한국기독교박물관

•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 The Korean Christian Museum at
Soongsil University 

• Sookmyung Women's University Museum 

Major Accomplish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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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기정기념관

• 국립현대미술관 본관 

• 삼성미술관 증축 

• 국립해양박물관 

• 제주 세계자연유산센터 

• 제주4.3사료관 

• 명성황후기념관 

• KRX 금융교육홍보관

• Son Kee Chung memorial Hall 
•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Korea (Ⅱ) 
• Leeum,Samsung Museum of Art
• National Maritime Museum 
• Jeju World Natural Heritage Center 
• Jeju April 3rd Peace Memorial Hall 
• Queen Myung Sung Memorial Hall 
• Korea Exchange Promotion Hall

• 리움미술관(교보재창고)

• 현대어린이책미술관

• 제일모직 아카이브(금천)

• 조세박물관(세종시)

• 국토발전전시관 

• Leeum, Samsung Museum of Art
• Hyendai Museum of Kids' Books & Art
• Cheil Industries Archive room
• Tax Museum(Sejong)
• Development of Territory Museum

2011• 2012 2015• 2016

2009 • 2010

• 육군기록물보존소 

• 부천 만화박물관 

• 용문사불교유물전시관 

• 고궁박물관 16수장고 

• 전북대학교역사관 

• 화성향토사료관 

• 충주 세계무술박물관 

• 한성백제박물관

• Korea Army Archive Center 
• Korea Manhwa Museum 
• Yongmunsa Museum 
• 16 storages at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 Chonbuk National University Museum 
• Municipal Museum of Traditional 

Hwaseong 
• Chungju World Martial Arts Museum 
• Seoul Baeja Museum 

 2006 • 2007

• 상주박물관 

• 천정궁박물관 

• 안동 유교문화박물관 

• 국립김해박물관 

• 낙동강하구에코센터 

• 우포늪생태관 

• 대구은행금융박물관 

• 한화미술관

• Sangju Museum 
• Cheonjeonggung Museum 
• Confucian Culture Museum 
• Gimhae National Museum
• Nakdong Estuary Eco Center 
• Upo Wetland Museum 
• Museum of Daegu Bank 
• Hanwha Museum of Art

 2008

• 독립기념관(설계) 

• 수원박물관 

• 성호기념관 

• 경남대학교박물관 

• DMZ박물관 

• 한국은행미술품수장고

•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 Suwon Museum 
• Seongho Memorial Hall 
• Kyungnam University Museum 
• DMZ Museum 
• Art Storage of Korea Bank 

• 제일모직아카이브룸 

• 양산유물전시관 

• 국립습지센터 

• 추사박물관 

•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설계) 

•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설계)

• 대법원전시관 

• 중소기업역사관

• 수원광교박물관

• 은평역사한옥박물관 

• 국립여성사전시관

• DTC섬유박물관

• 조계종 한마음선원

• 삼성현역사문화관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 국립 산악박물관

• Cheil Industries Archive Room 
• Yangsan Museum 
• National Wetlands Center 
• Chusa Museum 
•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Korea 
• Buk Seoul Museum of Art 
• Court Museum
• Korean SME History Museum 
• Suwon GwangGyo Museum
• Eunpyeong History Hanok Museum
• The National Women's History Exhibition
    Hall
• DTC Textile Museum
• Hanmaum Seon Center
• Samseonghyeon History and Culture
    Museum
•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
    temporary Art, Seoul
• National Mountaion Museum

20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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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s • MUBIC Sorb

용량/용법

뮤빅소브 사용량은 밀폐형진열장 기준 전시체적 1㎥당 1개의  Full Type 카세트 
사용을 권장합니다. (Half Type은  0.5㎥당 1개) 
- 알루미늄팩 개봉 후 즉시 진열장내에 투입하십시오.

The recommended amount is one(1) full type cassette per 1㎥ of the airtight 
showcase(with half type, use one(1) cassette per 0.5㎥ of the airtight showcase) 
- Put it into the showcase immediately after opening the aluminum pack

Refill Cycle: 1 Year for Sealed Storage  6 Months for General Storage
Check temperature and humidity level of the showcase and storage 
closet to determine the adaptation management period. Refer to the 
above <Table> to replace and adapt when the weight of the humidity 
control agent has been remarkably increased or reduced. 

특징   Features

사용방법 및 사용량·유효기간
How to Use and Usage·Validity period   

20%RH

0%

10%

20%

30%

40%

50%

60%

50%RH 90%RH 50%RH 20%RH

MUBIC SORB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성적서 결과 그래프

Korea Environment & Merchandise Testing
Institute certificate graph of the results

 뮤빅소브설치 예 MUBIC Sorb

MUBIC Sorb 

As MUBIC Sorb is the humidity control agent for showcases and 
storage closets, it absorbs moisture if the humidity inside the closet is 
higher than the set humidity; while it releases moisture if the humidity 
inside the closet is lower than the set humidity. Thus, its humidity 
remains constant. Also, it can be recycled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adaptation management.

Patent No. 10-0608557
습도조절제의 제조방법

Silica-Gel manufacturing
process for humidity control

구분
Classification

흡습률 / 방습률(%)
Percentage of Water Absorption /  Moistureproof Rate(%)

뮤빅 소브
MUBIC Sorb

일본F사 조습제
Japan F Humidity
Control Section

20%RH 흡습 11.9 12.2

50%RH 흡습 26.8 28.8

90%RH 흡습 57.1 56.2

50%RH 방습 14.5 12.1

20%RH 방습 28.5 27.3

습도사양
Humidity Specification

풀타입 중량
Full Type Weight

하프타입 중량
Half Type Weight

40% 1,050g 533g

50% 1,150g 558g

60% 1,165g 588g

뮤빅소브는 진열장 및 수납장용 습도조절제로서 설정습도에 순응시킨 습도조

절제는 진열장 및 수납장 내부의 습도가 고습일 때는 흡습, 저습일 때는 방습하

여 내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또한 순응관리를 통해 재사용

이 가능합니다. 

교환주기 : 밀폐진열장 기준 1년, 일반형진열장 기준 6개월

진열장 및 수납장의 기밀도가 낮은 경우는 제품의 사용량을 늘리거나 관리주기

를 짧게하여야 함. 순응주기를 확인하는 방법은 위의 <표>를 참조

뮤빅 소브 / 조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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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빅 소브 타입   MUBIC Sorb Type

진열장 및 수납장용으로 개발된 방충제품으로

문화재에 유해하지 않습니다.

표준사용량 : 50~100ℓ / 1매

교체주기 : 6개월~1년

Half Type
Size : 170 x 120 x 35
Weight : 380 g
Capacity : 0.5㎥/cassette
Sales Unit : 8EA/Box
Price : Refer to the website

뮤빅 소브 풀타입

뮤빅 소브 하프타입

뮤빅 소브 부직포타입

Full Type
규격 : 330X120X35

중량 : 건조비드 750g

조습능력 : 1㎥/1개

판매단위 : 4개/1박스

가격 : 홈페이지 참조

규격 : 170X120X35

중량 : 건조비드 380g

조습능력 : 0.5㎥/1개

판매단위 : 8개/1박스

가격 : 홈페이지 참조

규격 : 90X90X10

중량 : 건조비드 20g

조습능력 : 0.025㎥/1개

판매단위 : 100개/1박스

가격 : 홈페이지 참조

Size : 330 x 120 x 35
Weight : 750 g
Capacity : 1㎥/cassette
Sales Unit : 4EA/Box
Price : Refer to the website

Fabric Type
Size : 90 x 90 x 10
Weight : 20 g
Capacity : 0.025㎥/pcs
Sales Unit : 100EA/Box
Price : Refer to the website

방충제    Insecticide Agent

As an insecticide product developed for showcases 
and storages, this is harmless to cultural assets.
Leave it at a closed space such as showcases,
storage, box and so on.

- Standard Amount : 50~100ℓ/Pcs
- Expiration Date : 0.5~1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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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ening of installation time and economic feasibility
In case of conventional partitions so far, it took about 5-7 days for disassembly, 
re-installation and disposal of waste. On the contrary, however, it takes only 
1-2 days to disassemble and assemble the MUBIC Wall. With the module sys-
tem with relatively light , design change into diverse shapes is quite possible.

Diversity of design
A diverse type of combination is available as these are modulized panels. 

Perfect restoration is so simple
Clients may create various types of display as these are modulized panels; with 
various choice of color sheets and convenience of attachment and detachment, 
one may design appropriate background display with ease as well. 

W D H

500 40 2000, 2500

1000 40 2000, 2500

Order Made
(300, 800) 40 1000, 1500, 3000

MUBIC Wall
Mubic Wall is an exhibition item developed in Europe where many 
existing buildings uses the same in exhibition halls or galleries. MUBIC 
Wall provides diverse exhibition environment without damage to the 
current structure. This is an economically superb product as it can be 
recycled permanently once purchased. Structured with the light-weight 
dual panels, exhibition items can be hung by using painting hangers. It 
can be assembled easily as its combining structure is simple. 

특징   Features

구성   Construction

기본패널규격   Standard  Panel Size  

 연결부재 | Joint member 

설치시간의 단축 및 경제성
가설 칸막이의 경우 해체 및 재설치, 폐기물처리 등으로 5~7일의 기간이 소요되던 

것과 비교 1~2일에 칸막이 해체 조립이 가능합니다.

모듈 시스템으로 다양한 형태로의 공간 디자인 변형이 가능합니다.

디자인의 다양성
모듈화된 패널로 여러가지 형태의 조합이 가능하며, 칼라쉬트의 다양성과 탈·부착의 

편의성으로 전시품에 맞는 배경연출이 가능합니다.

완벽한 공간 환원 가능
기존의 파티션이 바닥에 고정을 하거나 천장에 레일 등으로 고정되어 변형에 한계가 

있고 설치, 해체 시 흔적을 남겼다면 뮤빅월은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완벽하게 원상태

의 실로 환원시켜줍니다.

Solutions • MUBIC Wall

뮤빅월은 기존 건물을 전시실이나 갤러리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은 유럽에서 발

달한 전시아이템으로 기존 건축물의 훼손없이 다양한 전시 환경을 연출 할 수 

있으며, 한번 구입으로 반영구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하여 경제성이 탁월합니다. 

경량의 2중패널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로 작품은 회화걸이 또는 피스를 이용하

여 걸 수 있습니다. 결합구조가 간단하고 무게가 가벼워 쉽게 다양한 형태로 조

합이 가능합니다.

뮤빅월 · 다목적 가변형 전시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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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safely guard relics from damage by insects and bacteria, 
either regular fumigation or continuous emission (natural) control is 
required. A fumigation agent, harmless to cultural assets is used and 
closure of the fumigation area on a 5-7 day working period should be 
required. 

구성   Construction

기본패널규격   Standard  Panel Size  

열화의 주요원인   Main Causes of Deterioration 

의류-곤충에 의한 피해

Fabric-Insects 
석재-하등식물에 의한 석조물 피해

Stone - Damaged by Inferior Plant like moss
목재-자연훼손, 퇴락, 누수에 의해 손상된 단청

Wood-Natural Ruin, Water Leak 

목재-해충에 의한 목재문화재 피해

Wood-Pest
서화-좀벌레에 의한 지류 피해

Book-Silverfish  
서화-균에 의한 지류 피해

Painting-Germs 

훈증방식   How to Fumigate

훈증고 문
Door of the Fumigation Chamber 

(감압·상압) 훈증고를 이용하는 방식) | (Reduced pressure, increased pressure) method to use the fumigation chamber 포장훈증방식 | Packed fumigation method

실내포장 훈증

Inside Packing
Fumigation

실외포장 훈증

Outdoor Packing
Fumigation

훈증고 외측 장치
External Facility of the Fumigation Chamber 

훈증고 내부
Inside the Fumigation Chamber 

유물을 충·균해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훈증이나, 지속

적인 방역(천연)관리가 필요합니다. 문화재에 해가 없는 훈증약재가 사용되며, 

5~7일 작업기간 동안 훈증구역의 폐쇄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Fumigation
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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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s

문헌
Organization

 대상품목
Item

온도
Temperature 

상대습도
Humidity 

비고
Note

UNESCO

갑옷, 무기, 화폐, 과학용기구, 금속, 철, 광물표본, 도자기, 유리, 목상
Armor, Weapons, Money, Science Equipments, Metal, Iron, Mineral Specimens, 

Pottery, Glass, Wooden Statue To apply paint of Petroleum jelly on the metal of armor.
16~24 40~63

갑옷들의 금속에는 Petroleum Jelly를 칠한다.
급격한 온·습도 변화를 피한다.

Paint Petroleum jelly on the metal of armor.

점토로 된 각판, 모피, 가죽, 미이라, 조각, 수채화, 불투명수채화
Stereotyped with Clay, Fur, Leather, Mummies, Sculptures, Watercolor, 

Opaque watercolor
16~24 45~63

미이라는 밀폐용기에 보관한다.
Keep mummy in the air-tight container.

화이얀스도기(광택이 있는 도기의 일종), 융단, 의류, 레이스, 일반직물,
동식물 곤충의표본, 왁스칠한 물건, 우표, 사진필름, 풀묻힌라벨, 상아 등

Luster Pottery, Velvet Satin, Clothing, Lace, General fabric, Flora and Fauna Insect 
Specimens, Waxed Items, Stamps, Film, Gummed Labels, Ivory Animal/ Plant/ Insect 

Specimen needs regular inspections.

16~24 50~63
동식물, 곤충의 표본은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Animal/Plant/Insect Specimen needs regular inspections.

상감새공, 목재, 세공품, 칠기류, 목재판재, 유화, 보석, 대리석, 석고, 석채,
기타 다공성의 돌

Metals, Iron, Mineral Specimens, Pottery, Glass
16~24 55~63

회화, 유화, 목재판화 등 특히 손상되기 쉬운 것은 일정 온·습도 예를 들어 
15.6℃, 58%에 보존하는 것이 좋다.

In case of fragile items like Painting, Wooden Board, constant 
temperature and humidity  (ex. 15.6℃, 58%) should be kept.

신문지, 인쇄된 책, 지도 등 | Newspaper, Printed Books, Maps, etc. 16~24 45~63 해충의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 Pest control is required   

채색된 원고, 복사본, 양피류 등
Painted Manuscripts, Copies, Sheepskin etc. 16~24 45~63

얇은 염직물 등은 간격을 두고 각각의 사이에 종이를 끼워 보존하고 용기에 넣어 보존한다.
Flimsy dye fabric should be kept with space between them and 

contained after inserting papers in-between the space.

ICOM

필름, 우표, 라벨 등 | Film, Stamps, Labels, etc. 16~24 50~63
배면에 풀이 묻어 있는 경우 건조한 환경이 필요하다.
If glue is on the back side, dry environment is required.

뎃생실 | Dessin Room 18~20 65
회답기관은 Musee Louvre(프랑스, 파리)

Response from Musee Louvre (Paris, France)

관재, 나무 | Coffin, Wood - 50
회답기관은 Metropolitan Museum of Art(미국, 뉴욕)

Response from 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USA)

박물관 | Museum - 50~70
회답기관은 Musee Louvre(프랑스, 파리)

Response from Musee Louvre (Paris, France)

박물관 | Museum 16~20 65~68
회답기관은 Kunsthall(독일, 함부르크)

Response from  Kunsthall (Hamburg, Germany)

박물관 | Museum 19 50~60
회답기관은 National Museum(스웨덴, 스톡홀름)

Response from National Museum (Stockholm, Sweden)

박물관 | Museum - 45~50
회답기관은 National Alley of Art(미국, 워싱턴)

Response from National Alley of Art (Washington, USA)

박물관 | Museum 15.5~23.5 55~60
회답기관은 H.J Plenderlelth(영국, 런던)

Response from H. J. Plenderlelth (London, UK)

양피지 박물관 | Tributary 15.5 60
회답기관은 H.J Plenderlelth(영국, 런던)

Response from H. J. Plenderlelth (London, UK)

도서관 | Library 15.5~24 50~65
회답기관은 H.J Plenderlelth(영국, 런던)

Response from H. J. Plenderlelth (London, UK)

도서관 | Library 12~24 40~60
회답기관은 Biblilontheque National

Responder from BibliLontheque National

도서관 | Library 15~20 50~60
회답기관은 Stadsarchiet(벨기에, 안트웰)

Response from Stadsarchiet (Antwerp, Belgium)

도서관 | Library 15~25 50~60
회답기관은 Kunst Museum(스위스, 바젤)

Response from Kunst Museum (Basel, Swiss)

도서관 | Library 16~20 65~68
회답기관은 Kunst Museum(독일, 함부르크)

Response from Kunsthall (Hamburg, Germany)

박물관 | Museum  21.2~22.2 50~55

ASHRAE
Guide And 
Data Book

미술관의 수장고
Storage of Art Museum

18.3~22.2
(±0.55)

50 (±2)
화석이나 오래된 뼈 등은 습도가 높은 편이 좋다.

Fossil and old bone will be better to keep in high humidity.

모피가 붙어있는 박제 | Stuffed Fur Animal 4.4~10 50

도서관 | Library 21.1~23.3 40~50

충해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온도는 22.2℃이하로 한다. 사본, 귀중한 출판
물 등의 수장은 연간 21.1 ℃~22.2 ℃,45%로 유지한다.

In order to prevent insect plague, temperature should be kept under 
22.2℃. In case of copies and valuable books, a temperature of 

21.1℃~22.2℃ and a humidity of 45% should be maintained.

Standard for Temperature and Humidity : Classified by Material of Cultural Assets
문화재 재질별 온·습도 환경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