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멸균 소프트 콘택트 렌즈
사용설명서

5.
유형

지름
(mm)

멸균 소프트
콘택트 렌즈

14.0 ~ 15.0

곡률
(mm)

8.5 ~ 8.8

디옵터
(D)

-25.00 ~ 0.00

사용설명서
무균 소프트 콘택트 렌즈는 근시가 있는 질병이 없는 눈을 가진 무수정체
및 비-수정체형 사람의 정확한 시력을 위한 것입니다. 미용 목적으로도
사용됩니다.
매일 착용 / 권장 교체 일정

Schedule for Daily Wear
16
8
4
2
1
Day 1 Day 2 Day 3 Day 4 Day 5
매일 착용 렌즈
1. 매달 폐기하고, 새렌즈로 교체합니다.
2. 안 전문의가 권고한 교체일정대로 폐기합니다.
3. 안 전문의가 권장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착용하지 마십시오.
사용 전
감염 방지를 위해, 다음의 주의사항을 확인하십시오.
구매 전 렌즈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십시오.
멸균포장이 열리거나 손상된 경우, 사용하지 마십시오.
렌즈 세척 시 권장하는 인텐시브 클리너를 사용하십시오.

6.

검지손가락을 이용하여 렌즈가 눈의 아랫부분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렌즈를 제거하기 위해, 검지손가락과 엄지손가락으로 렌즈의
아래쪽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집습니다.
다른 눈에 대해 동일한 절차를 반복합니다.

일일 세척 및 관리방법
1.
렌즈 제거 후, 손바닥에 놓고 렌즈에 다목적 용액 몇 방울을
떨어뜨립니다.
2.
검지손가락으로 렌즈 양면을 20 초가량 부드럽게 문지릅니다.
3.
다목적 용액으로 렌즈를 깨끗이 헹굽니다.
4.
다목적 용액을 채운 렌즈 케이스에 세척한 렌즈를 보관합니다.
5.
렌즈를 수돗물로 세척 하지 마십시오.

금기 / 경고 / 주의 사항
1.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콘택트렌즈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a) 각막, 결막, 또는 눈꺼풀 에 영향을 미치는 눈 질병, 상해 또는 이상
b) 활성 각막 감염 (세균, 진균, 원충 또는 바이러스)
c) 눈의 충혈 또는 자극
2.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콘택트렌즈와 렌즈 케이스를 포함한 렌즈
관리 용품의 적절한 사용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3.눈에 자극, 과도한 눈물, 흐림, 충혈 또는 다른 문제가 있을 때,
콘택트렌즈를 즉시 제거하고, 안 전문의에게 문의하십시오.
4.렌즈를 착용하지 않을 시, 항상 권장하는 저장액에 보관하십시오. 장기간
건조 시, 렌즈표면의 수화력이 떨어집니다.
5.운동 중 렌즈의 착용에 대하여 안 전문의에게 문의하십시오.
6.화장 전 렌즈를 착용 할 것. 눈이나 렌즈에 화장품, 로션, 비누, 크림,
탈취제 또는 스프레이가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7.콘택트렌즈를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용 기간: 최대 3 개월
기호

렌즈 착용
1.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고 린트프리타올로 건조시킵니다. 다목적
용액으로 렌즈를 깨끗이 헹굽니다.
2.
검지 손가락 의 끝 부분에 렌즈를 놓습니다. 렌즈를 올바른 방향으로
놓아 오목한 모양이 되도록 합니다.

제조 일자

증기 멸균

로트 번호

제조원

유효기간

유럽 대리인

카탈로그 번호

사용 설명서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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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5.

다른 손의 한 손가락으로 위 눈꺼풀을 잡습니다. (그림 1)
렌즈 잡은 손의 한 손가락으로 아래 눈꺼풀을 누른 상태에서 신중하게
각막에 콘택트렌즈를 위치시킵니다. (그림 2)
렌즈가 제자리에 위치하도록 위 눈꺼풀을 놓고, 부드럽게 눈을
감습니다. 다른 눈도 동일한 절차를 반복합니다. (그림 3)

제조원 및 유럽대리인
제조원
Dreamcon Co., Ltd
#8, 10, Yeongdong 2-gil, Yangsan-si, Gyeongsangnam-do,
Korea

수권 대리인 One O One Vision Creations Sdn. Bhd. (830877-A)
Blincon Building, 2nd Floor, Sublot 11, Survey Lot 1529, Block 17, Jalan
Lapangan Terbang, 93550 Kuching Sarawak Malaysia.
렌즈 제거
1.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고 린트프리타올로 건조합니다.
2. 각막 위의 렌즈 위치를 확인합니다.
3. 중지로 아래 눈꺼풀을 누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