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OK!! 콘택트렌즈 진동 세척기”

PRODUCT

Contact Lenses Auto Cleaner
구 성
사이즈

PINK

중 량
재 질

종 류
용 도

소프트/일회용/칼라/서클/
RGP/하드 콘택트렌즈 세척

GREEN

DESIGN

AAA 건전지 1EA (별매)

미오프렌즈 렌즈케이스와 호환

22mm

96mm
미오프렌즈 캐릭터 6종

3D 캐릭터 와 호환이

가능합니다.

DESIGN

접착이 아닌 조립방식

진동판 충격방지

손쉬운 렌즈케이스 분리

간편한 버튼 조작

65 mm

미오프렌즈 캐릭터 6종

3D 캐릭터 와 호환이

가능합니다.

DESIGN

HAND MADE
10개 이상의 부품으로 핸드메이드 무접착 조립.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 100% 수공업 작업으로 제작합니다

PACKAGE
매대환경 따라 진열할 수 있는 형태의 패키지로 제품을
한눈에 확인가능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DIFFERENCE
기존 타사 렌즈 케이스와 다른 내부 설계로 렌즈 세척 후에 렌즈에서
분리된 불순물이 다시 렌즈에 달라 붙지 않게 해줍니다.

How to Use

위생적인 렌즈세척기
렌즈케이스가 교체되지 않아 버릴때 까지 같은 케이스에서 세척해야하는 저가형 렌즈 세척기와는 달리,
케이스와 세척기의 분리가 쉽고 간편해 위생적 입니다.
3개월 이상 경과된 렌즈케이스의 교체는 미국FDA와 한국식약청의 권장사항 입니다.

세척기 사용방법

01

세척기 본체에 장착된 렌즈케이스를 반드시 분리후
뚜껑을 열고 렌즈관리용액과 콘택트 렌즈를 넣습니다.

02

렌즈케이스를 세척기 본체 중앙에 맞춰 끝까지 눌러
끼워주십시오.

03

전원버튼을 눌러 세척을 시작하고, 약 3~5분이
경과한 후 전원버튼을 눌러 작동을 멈춥니다.
(세척효과가 부족할 경우 작동시간을 늘리십시오. )

04

세척 완료 후 세척기 본체에 장착된 렌즈케이스를
분리시킨 후, 렌즈를 꺼내세요. 세척한 관리용액은
버리고 뚜껑을 열어 자연건조하여 보관하세요.

iPOOL ver.2

아이풀 두번째 버전인 iPOOL with Disney 출시

How to Use

단백질 제거능력
iPOOL진동세척기 SOFT(콘텍트렌즈)세척 테스트
아래 내용은 을지 대학교 안경공학과에서 2011년 11월 15일에서 17일까지 2박 3일간,
단백질 흡착이 심한 고함수율 렌즈 6개로 MICKEY MOUSE & FRIENDS 진동세척기의 단백질 제거능력을 실험한 데이터입니다.
세척이 시작되고 5분이 지났을 때 렌즈 표면의 단백질 잔여물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척전

세척 3분후

세척 5분후

실험개요
실험목적: iPOOL진동세척기에 의한
콘택트렌즈에 부착된 단백질 제거능력의 검증테스트
실험제목: iPOOL진동세척기 세척력 테스트 보고서
[iPOOL Vibration Cleaner Cleaning Test Report]
실험장소: 을지 대학교 안경광학과
실험기간: 2010.11.15 ~ 2010.11.17 (2박3일간)
실험시료: SEM시료
단 백 질: 인공 단백질
콘택트렌즈: 고함수율 렌즈 (아큐브렌즈) 6개
(고함수율 렌즈 사용이유: 일반 렌즈보다 단백질 흡착이 심함)
실험장비: 일본 Hitachi사의 S-4700모델, 전자현미경

실험방법

⊙ 인증내용 CE인증서

고함수 렌즈3개에 인공단백질을 렌즈 연속착용 16시간 정도로 조건설정 하여 SEM시료 제작
제작 시료를 iPOOL 진동세척기로 3분, 5분 동안 세척
세척한 시료를 전자현미경 흡광도 검사를 통하여 렌즈의 세척 결과를 촬영.
시험결과 촬영조건
가속전압 5KV의 조건으로 촬영함

실험결과
iPOOL 진동세척기의 가동시간이 길어질 수록 콘택트렌즈에 단백질 제거 능력은 강화됨.
iPOOL 진동세척기를 5분간 가동하였을 경우 현미경 사진과 같이 염화나트륨 결정체를 제외하고 단백질은 모두 제거됨.
일반적인 콘택트렌즈 사용자의 경우보다 높은 수준의 인공단백질 배양으로 실험한 결과임
따라서 일반적인 콘택트렌즈 착용자의 경우 2~3분의 사용이 적합한 것으로 예상됨.

How to Use

지방 제거능력
iPOOL 진동세척기 RGP(Hard)세척 테스트
아래 내용은 을지 대학교 안경공학과에서 2012년 12월 10일에서 17일까지 6박 7일간,
지방 흡착이 심한 RGP 렌즈 3개로 iPOOL 진동세척기의 지방 제거능력을 실험한 데이터입니다.
세척이 시작되고 5분이 지났을 때 렌즈 표면의 지방 잔여물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척전

세척 3분후

세척 5분후

실험개요
실험목적: iPOOL 진동세척기에 의한
RGP(하드)에 부착된 지방 제거능력의 검증테스트
실험제목: iPOOL 진동세척기 RGP(Hard) 세척력 테스트 보고서
[iPOOL Vibration RGP(Hard) Cleaner Cleaning Test Report]
실험장소: 을지 대학교 안경광학과
실험기간: 2012.12.10~2012.12.17(6박 7일간)
실험시료: SEM시료
지
방: 인공 지방
콘택트렌즈: Boston XO 재질의 RGP(하드) 콘택트렌즈
Boston XO 재질의 렌즈 사용이유; 전세계적으로 Boston 재질을 가장 많이 사용, Boston 재질 중에서도 EO재질보다 XO재질이
상대적으로지방 흡착이 많아 최악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 선정
실험장비: 일본 Hitachi사의 S-4700모델, 전자현미경

실험방법
RGP(하드) 렌즈 3개에 인공지방을 24시간 동안 Shaking 상태로 흡착
지방이 흡착된 RGP(하드)렌즈를 아이풀(iPOOL) 렌즈세척기로 3분, 5분 동안 세척
지방이 흡착되지 않은 RGP렌즈와 지방을 흡착시킨 RGP 렌즈, 흡착 후 세척시킨 RGP렌즈로 SEM 시료 제작
세척한 시료를 전자현미경 검사를 통하여 렌즈의 세척 결과를 촬영.
시험결과 촬영조건
가속전압 10KV의 조건으로 촬영함

실험결과
iPOOL 진동세척기의 가동시간이 길어질 수록 콘택트렌즈에 지방 제거 능력은 강화됨.
iPOOL 진동세척기를 5분간 가동하였을 경우 현미경 사진과 같이 염화나트륨 결정체를 제외하고 지방은 모두 제거됨.
실험에 사용된 인공지방을 흡착한 렌즈의 상태는 일반적인 RGP(하드)콘택트렌즈 착용으로 흡따라서 일반적인 RGP
(하드)콘택트렌즈 착용자의 경우 3~5분의 사용이 적합한 것으로 예상됨

Authentication

인증서
MioTTiCA FRIENDS 렌즈케이스는 국내 및 유럽, 일본, 미국, 일본 등지에서
다양한 시험통과 및 인증을 완료했습니다.

국내

⊙ 향균콘택트렌즈케이스 시험성적서
- 구분: 한국시험연구원
- 시험일: 2005년 1월

⊙ 은 함량율기준 시험성적서
- 구분: 한국시험연구원
- 시험일: 2008년 1월

⊙ 상표권:“미오티카”
상표권리 외 4건

⊙ 실용신안 권리 콘택트렌즈 자동 세척기
실용신안권리 외 2권

⊙ 특허권리:
콘택트 렌즈의 자동세척 및
보관장치 외 특허권리 1건

⊙ 의장권리: 콘택트렌즈 세척기
의장권리 외 19건

해외

⊙ 도기 & 캐티 콘택트렌즈
보관함 외 2건(유럽)

⊙ 아이풀 콘택트렌즈 세척기
의장관리 외 2건 (일본)

⊙ 프로기 콘택트렌즈 보관함
의장관리 외 4던 (중국)

⊙ 도기 & 캐티 콘택트렌즈
보관함 외 1건 (미국)

Te c h n o l o g y & K n o w - h o w

“눈의 안전 과 위생 을 먼저 생각합니다”
콘텍트렌즈 관리 용품 글로벌 선두 기업
‘
’기술 제품

관련 업계 유일하게 자체 기업부설 전문 R&D연구소를 보유 운영

' 안전하고 편리한 렌즈 관리용품으로 눈 건강에 이바지 ' 를 모토로
학계와 글로벌 네크워크를 확보하여 각종 인증은 물론 현재 국내 출원및 보유
특허만 40여종. 또한 미국,유럽,중국,홍콩,일본 등 해외 출원 및 보유 특허가
30여개에 이르어 핵심기술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각종 인증 및 출원,특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