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비전케어

Better Vision

자이스 제품

회사 정보

 연락처

 안경사 및 안 전문의용

나의 시력 프로파일

A+

-A A



 자이스 패밀리 안경원 찾기

Home / Better Vision / 라이프스타일 + 패션 / 멋진 패션의 얇은 하이인덱스 렌즈

라이프스타일 + 패션 2017. 10. 16

멋진 패션의 얇은 하이인덱스 렌즈
얇고 가벼운 하이인덱스 렌즈로 편안한 시야와
세련된 스타일을 동시에 경험해 보세요.
고기능의 교 정 안경을 필요로 하 는 사람들은 시력이 약할수록 더 두껍고 무거운 렌즈가 필
요하다는 사실을 알 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겁고 두꺼운 렌즈를 사용하는 것 은 근 시 및 원 시
환자들에게 외관상의 문제만을 초래하는 것 이 아닙니다. ZEISS의 하이인덱스 플라스틱 렌
즈 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이인덱스 플라스틱 렌즈는 매 우 얇 고 세련되어 좋 은
품 질 외 에 외관상으로 아 무 것 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편안하고 세련된 ZEISS의 혁신적인 하이인덱스 렌즈는 특수 플라스틱 소재와 최적화된 렌즈 설
계를 통해 탄생했으며 기존의 렌즈에 비해 40% 더 얇아진 두께로 세련된 외관을 연출할 수 있
습니다. 근시 또는 원시 환자들의 눈은 렌즈 착용시 왜곡되어 보입니다.
두꺼운 렌즈를 사용하는 경우 플러스 도수 렌즈를 착용하는 원시 환자들은 실제보다 눈이 더 커
보이고 안구가 밖으로 돌출되어 보이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마이너스 도수 렌즈를 사용하는 근시 환자들의 경우에는 눈이 작아 보이고 안경 뒤
쪽의 얼굴 윤곽이 더 좁아 보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안경을 착용하는 사람의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하이인덱스 렌즈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하여 완
벽하게 설계된 하이인덱스 렌즈는 높은 도수에서도 착용자의 자연스러운 미관과 편안함을 보장
합니다. 시력이 극도로 나쁜 환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 두께가 매우 얇은 ZEISS 클라렛 렌즈 – 비
구면 평면 렌즈로도 구입 가능.
비구면 평면 렌즈의 장점: 클라렛 렌즈는 기존 렌즈에 비해 두께는 더 얇고 덜 오목하면서도 동
일한 보정 효과와 탁월한 시력 개선 효과를 제공합니다.

누진 다초점 렌즈를 위한 독창적인 솔루션

대한민국

시력이 극도로 나쁜 환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 두께가 매우 얇은 ZEISS의 클라렛 렌즈

근용부에서 원용부의 시야 전환이 자연스러운 f 누진 다초점 렌즈 착용자는 ZEISS 하이인덱스
렌즈를 통해 최상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도수가 높은 렌즈가 필요한 경우에도
하이인덱스 렌즈는 최상의 시야를 확보하는 동시에 현대적인 감각의 세련된 디자인으로 매력적
인 모습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이인덱스 안경은 f PhotoFusion 디자인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PhotoFusion를 채택
한 ZEISS 하이인덱스 안경은 외부 밝기에 따라 자동으로 렌즈 음영이 조절됩니다. 안경을 항상
지니고 다녀야 하는 활동적인 사용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얇고 가벼운 안경 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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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스 온라인 시력검사
명암과 색상을 얼마나 잘 인식하세요? 여기에서
빠르고 간단하게 시력을 체크하세요!
지금 시력검사를 시작하세요!

나의 시력 프로파일
눈을 사용하는 나만의 독특한 습관을 알아보
고 내게 맞는 자이스 안경 렌즈 찾기.
지금 나만의 시력 프로파일을 작성해 보세요!

주변 지역의 자이스 패밀리 안경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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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선글라스는 어떻게 제
작할까요
선글라스 제작에 어떤 단
계가 포함될까요? 선글라
스 제작에 어떤 재료가
사용되며, 디자이너들이
그들의 아이디어에 어떻
게 생명을 불어넣는지 알
아보세요.

패셔너블한 선글라스의
역사
10년마다 독특한 스타일
이 있었습니다. 선글라스
와 패션, 이 둘의 역사

이전 그 어 느 때보다 빠
르게 반응하는 ZEISS 변
색렌즈를 이 제 경험하
세요
태양광 아래에서나 실내
에서나 관계없이: ZEISS
의 PhotoFusion 변색렌즈
로 24시간 뛰어난 시야감
을 즐기세요.

여름은 선글라스의 계
절
올여름에 선글라스를 즐
기기 위한 10가지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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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선글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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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선글라스

관련 제품

안 경 렌 즈 코 팅.
편안한 시야, 수려한 외관.

단초점 렌 즈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일반 안경 렌즈

추가 정보



누 진 렌즈
돋보기 없이도 모든 거리가 선명한
안경 렌즈

추가 정보

추가 정보



탐색하기

선 택 을 도와주세요

서비스

안경사 및 안 전문의 포 털

시력의 이해

원용 + 독서용 안경

정품 확인

건강 + 예방

누진 렌즈

자이스 시력검사

비즈니스 파트너를 선택할 때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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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글라스

자이스 시력 프로파일

운전 + 기동성

오피스 안경

온라인 시력 검사

스포츠 + 레저

스포츠 안경

직장 생활

어린이 안경

도구 + 기술
자이스 안경 렌즈
자이스 세척 솔루션
파트너넷
비주스토어

렌즈 코팅
콘택트렌즈
렌즈 세척
안경원에서

자이스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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