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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스 렌즈 클리닝 솔루션
손쉽게 효과적으로 렌즈를 관리하는 제품

자이스의 f 듀라비전® 플래티넘 등의 최신 안경 렌즈 코팅은 최상의
견고성 덕분에 수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제공되는 많은 이점을 오랫
동안 즐기기 위해 안경 렌즈의 올바른 관리와 세척은 안경 착용자 누
구에게나 매우 중요합니다. 안경 렌즈만큼 물리적 변형이나 환경에 지
속적으로 노출되는 광학용품은 없기 때문입니다.
안 경 렌 즈 관리가 왜 중요할까요?
프리미엄 안경 렌즈는 일종의 투자입니다. 시야 개선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과 안전 증진을 위한 재정적 투자입니다.
안경 세척을 잘못하면 안경 렌즈에 언뜻 보면 눈에 잘 띄지 않는 미
세한 스크래치가 생깁니다. 안경 렌즈가 점차로 마모되고 아무리
프리미엄 렌즈라도 성능이 저하되며 마침내 시야가 제한됩니다.
한번 생긴 스크래치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렌즈 교체가 유일한 방
법입니다.

자이스 렌즈 클리닝 제품 한눈에 보기

제품 테스트

연락처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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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안경 렌즈의 완벽한 세척 및 관리
안경 렌즈를 미지근한 수돗물에 대고 씻으세요. 고성능 클린 코트
코팅이 되어 있으므로 물방울을 손쉽게 털어낼 수 있거나 렌즈용
극세사 천으로 닦아낼 수 있습니다.
For more stubborn soiling, appropriate spectacle cleaning sprays can
make thorough cleaning easier when used in conjunction with a lens
microfibre cloth.

안경 손상을 예방하세요!
안경 렌즈를 집에서 미지근한 수돗물에 대고 씻으세요. 옷, 수건, 종
이로 안경 렌즈를 닦지 마세요.
안경 세척을 위해 시중의 유리 세척제 혹은 가정용 세척제를 사용
하지 마세요.
안경을 놓을 때 렌즈 표면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하세요. 항상 안경테
가 바닥에 닿게 하세요. 안경집을 흔들어도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외출 중에는 렌즈용 극세사 천으로 세척해도 좋지만 최선의 솔루션
은 자이스의 미리 촉촉이 적셔진 렌즈 클리닝 와이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와이프는 렌즈를 손상시키지 않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안경을 극세사천으로 감싸서 안경집에 보관하세요.

약 6개월에 한 번씩 안경원에 안경을 가지고 가서 초음파 세척기로
세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음파 세척기는 안경테도 부드럽게 세척
합니다.

안경테나 맞춤 상태 손상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경을
한 손으로 착용하지 마세요.

안경을 80°C 이상의 고온(사우나나 직사광선이 비치는 자동차 대시
보드 위 등)에 노출시키지 마세요.

자이스 렌즈 클리닝 제품 한눈에 보기
자이스 렌즈 클리닝 와이프
미리 촉촉이 적신 자이스의 극세사 티슈를 사용하면 외출 중 안경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독립된 품질 테스트 기관
(COLTS)의 다양한 f 테스트 에 따르면 이 제품은 다른 10개의 유사 제
품보다 클리닝 성능이 우수하며, 렌즈에 스크래치나 변형이 생기지 않
습니다. 이 와이프는 극미세 구조를 띠고 있으며, 고급 코팅이 적용된
모든 안경 렌즈를 매우 부드럽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이 와이프에는
의료 기기 세척에도 사용되는 두 가지 활성제가 독특하게 배합되어 촉
촉이 적셔져 있습니다. 이 무해한 활성제에는 유해한 세척 물질이나
인공 향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고의 장점은 자이스 렌즈 클
리닝 와이프를 사용하면 모든 종류의 민감한 광학 제품 표면 (예: LCD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모바일폰 등)을 자국 없이
손쉽게 세척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이스 렌즈용 극세사 천
자이스가 만든 고급의 전통적 렌즈 클리닝 제품도 출시되어 있습니다.
매일 안경을 세척하기 위한 자이스 극세사 천은, 마른 상태로 사용하
든 미지근한 물에 적셔서 사용하든 효과적이고 부드럽습니다. 안경 렌
즈에 자이스 렌즈 클리닝 스프레이를 뿌린 후 혹은 안경 렌즈를 미지
근한 수돗물에 대고 씻은 후 닦아 내는 데 사용합니다. 자이스 극세사
천은 모든 안경 렌즈의 사용 수명 연장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제품 테스트
광학 산업계의 국제적 품질 테스트 기관인 COLTS의 테스트에 따르면
자이스 렌즈용 극세사 천의 세척 성능은 다른 10개의 유사 제품 가운
데 가장 효과적이며, 스크래치가 생기지 않게 부드럽게 닦아 냅니다.
더 욱 부드럽게: 처방 렌즈의 표면과 코팅이 장시간 테스트에도 완벽
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더 욱 철저하게: 테스트된 천 가운데 가장 효과적으로 이물질을 제거
합니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광학 제품 품질 테스트 기관 COLTS의 장시간 테스트. ** 자이스 렌즈
클리닝 와이프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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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품

ZEISS 안 경 렌 즈
ZEISS 렌즈 제품 포트폴리오는 다양
한 제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추가 정보

자이스는 전 세계 안경 렌즈 산업을 선도하
는 렌즈 제조사로서 최상의 정밀도와 시야의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이스
는 렌즈, 광학기기, 계측 장비를 디자인하고
생산할 뿐만 아니라 판매 컨셉 및 기술 서비
스도 함께 제공하여 시력 관리의 수준을 끊
임없이 향상시킵니다.

ZEISS의 코 팅
보다 맑고 선명한 렌즈를 위한 다양
한 코팅

자이스 아웃도어 렌 즈 솔루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기능성
선글라스

추가 정보

추가 정보

궁금한 점은 저희에게 문의하세요.
자이스 고객 지원 사업부
 02 2252 1001
h 이메일











탐색하기

선 택 을 도와주세요

서비스

안경사 및 안 전문의 포 털

시력의 이해

원용 + 독서용 안경

정품 확인

비즈니스 파트너를 선택할 때 눈을 크게

건강 + 예방

누진 렌즈

자이스 시력검사

라이프스타일 + 패션

선글라스

자이스 시력 프로파일

운전 + 기동성

오피스 안경

온라인 시력 검사

스포츠 + 레저

스포츠 안경

직장 생활

어린이 안경

뜨고 살펴보세요
도구 + 기술
자이스 안경 렌즈
자이스 세척 솔루션
파트너넷
비주스토어

렌즈 코팅
콘택트렌즈
렌즈 세척
안경원에서

자이스 코리아

|

자이스 본사 소개

|

글로벌 채용정보

|

글로벌 프레스룸

출판

|

법적 공지

|

데이터 보호 성명

|

쿠키 기본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