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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의 글로벌브랜드
에센바흐는 1913년 창립된 이래, 전통을 추구하며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하여 왔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에센바흐는 독일 광학회
사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광학회사로 성장하였으며, 에센바흐의 제품은 안경테부터 선글라스. 쌍안경, 돋보기, 전자 독서확대기까
지 확대되었습니다.  21세기에도 에센바흐는 전 세계 30곳이 넘는 무역 파트너와 480여 명의 종업원들과 함께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독일 생산 제품 MADE IN GERMANY
에센바흐 제품은 첫 공정부터 완제품에 이르기 까지 모든 과정을 독일 뉘른베르그(Nuremberg)에 자리한 
에센바흐 광학공장에서 생산하여, 에센바흐가 독일제(Made in Germany)의 품질이 뛰어난 브랜드임을 보증합니다.

비전테크놀로지 (VISION TECHNOLOGY) 제품
본 카다로그에는 확대경부터 전자 독서확대기에 이르는 참으로 다양한 제품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비전테크놀로지 제품이란 말은 정교한 제작 공정은 물론 혁신적인 연구 개발과 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로, 최고의 광학
적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믿을만한 제품이란 뜻입니다. 에센바흐의 다양한 확대경과 독서보조기 제품은 소비자의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로 하는 수요를 만족시켜드릴 것입니다.

저시력인용 제품 LOW VISION
에센바흐의 다양한 저시력인용 제품들은 시력 장애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일생 생할의 불편을 덜어 드리고, 
스스로 최대한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이지 비전 EASY VISION
누구나 나이 들면 시력이 떨어집니다. 60세부터 원시가 되며, 때로는 돋보기 안경만으로는 제대로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에센바흐의 이지 비전 시력 보조기구는 노안으로 인하여 안경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분들께 시력의 불편함을 덜어드려서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는 보조 도구입니다.

확대경 명품 브랜드, 에센바흐 ESCHENBACH
100년 전통의 독일 광학 전문 회사 에센바흐는 다양한 확대경 제품을 생산하여, 30여개국에 수출합니다. 도쿄, 런던, 상해 등 각국
의 유명 백화점 가시면, 에센바흐 제품이 진열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센바흐는 확대경 분야에서 명품브랜드입니다.

전자독서확대기 &  조명
손잡이형 확대경 & 독서용 확대경
스탠드 확대경 & 독서용 확대경
필터 & 선글라스
독서보조기
근거리 & 원거리 안경
헤드형 확대경 & 클립온 확대경
전문가용 루페

61
68
71
78
79
80
81
82

스와로브스키 콜라보레이션 & 선물세트
액세서리 & 자료
제품 판매 보조 도구 진열장 & 전시대
렌즈의 종류, 재질 설명
전자 저시력 보조장치 
갈릴레오식 & 캐플러식 단안경
베리오 플러스 조명 확대경 사용 정보
눈의 질환 정보

Contents 
04
10
21
33
39
44
53
56





에센바흐 제품은 아이루페
아이루페는 에센바흐의 한국 공식 수입원으로 독일 본사로부터 정식 제품을 직수입하여 철저한 제품 검수 및 사후관리(A/S)를 하고 
있습니다.  저시력인들을 위한 최첨단 디지털 독서확대기, 이지포켓과 같은 현대적 감각의 휴대용 돋보기는 물론, 산업용 루페와 다
양한 종류의 망원경, 오페라글라스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센바흐 제품을 매장에서 판매하시는 고객님들을 위한 에센바흐 제
품 판매용 전시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독일 본사가 인정한
한국 파트너 
독일 뉘른베르그의 현지 공장에서 생산한 에센바흐 제품은 물론 
에센바흐 일본 지사에서 오리지널 제품을 토대로 동양인의 특성에 
맞게 응용한 제품에 이르기까지 아이루페는 다양한 에센바흐의 제
품을 국내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루페는 한국인의 
요구사항에 맞는 ‘에센바흐 기프트세트’ 등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정품을 인증하는 보증서와 구매고객들이 사후 제품을 쉽게 관리하
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초극세사 렌즈전용타월 등을 사은품으로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에센바흐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  그것은 아이루페의 꿈입니다.

에센바흐 독일 본사 담당자 한국 아이루페 방문

공식에이전트임을 입증하는 문서



E L E C T R O N I C
V I S I O N  A I D SHIGH QUALITY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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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 안경만으로 충분히 확대해서 볼 수 없을 때

에센바흐의 전자독서확대기는 돋보기 안경만으로 글씨를 볼 수 없는 분들에게 글자를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시원한 화면뿐만 아니라, 무게가 가볍고, 직감적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되었으며, 뛰어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visolux       비소룩스 디지털

작은 글자도 놀라우리만큼 잘 보이는 독서 확대기

배율이 2배에서 22배까지이고, 7인치용과 12인치용, 두 종류의 무반사 화면인 

비소룩스 디지털은  최고의 편리함을 드립니다. 모델에 따라서는 기기를 움직이

지 않고도 신문의 2개의 컬럼까지 읽을 수 있고, TV에 연결하여 볼 수도 있습니

다.

mobilux®      Touch HD      
모빌룩스 디지털 터치 HD
프레미엄 독서 확대기

집에서나 외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혁신적인 독서확대기으로, PC와 연결

하여 PC화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4.3인치 무반사 화면으로 터치 스크린 기능

이 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smartlux®      스마트룩스 디지털

빼어난 화면, 우아한 디자인

휴대용으로 이동성이 좋습니다. 5인치 무반사 화면으로, 최상의 이미지로 보여

드립니다. 높이 조절기능이 가능한 스탠드는 손으로 쥐고 사용할 수도 있고, 글

을 쓸 때 편리하게 높이 조절 할 수도 있습니다. 

링크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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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olux
비소룩스 디지털 놀라우리만큼 멋진 확대기

비소룩스 디지털 HD 와 비소룩스 디지털 XL FHD 가 있습니다.
현대적이고, 소비자 친화적인 형태이며, 직감적으로 조작하기 쉽
게 인체공학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화면 크기는 두 가지 입니다. 

visolux digital 비소룩스 디지털 

•	 세세하게 잘 보이는 고선명 이미지, 특수 설계한 렌즈의 고해상도 디지털 카메라 장착
•	 다양한 거리를 볼 수 있는 넉넉한 피사체 심도 
•	 2배에서 22배에 이르는 고배율 확대 	

(40인치 TV 로 보면 12배에서 125배까지 확대 가능)
•	 액티브 메트릭스 방식	

(잔존 현상이 적은 고해상도 액정 표시 방식)의 무반사 TFT LCD 스크린
•	 16:9 와이드스크린 형식
•	 대비를 강화시키는 14개 펄스컬러(False Color) 모듈 선택 기능
•	 다이나믹 라인 스크롤링 기능(DLS)
•	 주위 조명을 보완해주는 강력한 자동 노출 기능
•	 광학 방위를 도와주는 리딩 라인(Reading Line)과 가리개 기능
•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배열한 직접 키(Direct Key)
•	 조작하기 쉬운 그래픽 메뉴
•	 인체공학적인 설계의 스탠드 기울기 각도
•	 조작하기 쉽도록 본체 하단 중앙에 장착된 카메라
•	 SD 카드를 장착하여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기능
•	 PC와 Mac 컴퓨터에 이미지를 보낼 수 있는 USB C타입 포트
•	 기기를 보면서, TV, 모니터, 프로젝터에 이미지를 보낼 수 있는 HDMI 포트
•	 짧은 충전시간, 긴 사용시간
•	 EU, 영국,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용 아답터 제공  
•	 HDMI 케이블, USB C 타입 케이블, 8 GB  SD 카드, 손잡이 줄, 	

초극세사 렌즈타월, 비소룩스디지털 전용 하드 케이스 제공

C U S TO M E R  B E N E F I T S  특장점 

» 	최고의 이미지 품질과 작동성
» 	편안한 독서 자세
» 	안전한 배치, 안내
» 	넓은 시야와 살아 있는 색상 재현
» 	신문의 한 칼럼을 읽을 수 있는 넓은 시야
» 	다양한 펄스컬러 (false color) 선택 가능
» 	직감으로 조작
» 	집에서, 외부에서 사용 가능
» 	가볍고 아담하여 이동성이 뛰어남
» 	스크린 리더로 사용 가능

다이나믹 라인 스크롤링(DLS, Dynamic Line Scrolling)
•	  버튼을 터치하여 화면에 독서할 부분으로 이동
•	  독서할 부분에서 독서확대기를 가로로 움직일 필요가 없음
•	  고배율인 경우에도 독서하는 라인을 놓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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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olux digital Xl FHd  
비소룩스 디지털 XL FHD 
•	 넓은 화면을 한눈에 볼수 있는 12인치의 대형화면
•	 대각선으로 40cm의 화면이지만, 무게는 1kg
•	 고정형으로 사용하기 좋은 사이즈임과 동시에 이동형으로도 좋음
•	 기기 아래에서 글 쓰기 가능
•	 기판 사용과 터치스크린 모두 가능
•	 다이나믹스크롤링(DLS) 기능으로 수직으로 움직여 사용 가능
•	 모든 메뉴를 음성으로 안내 해줌(선택옵션)
•	 HDMI 입력 장치로, 외부카메라 연결하여 실시간 이미지 전송 가능
•	 USB C 타입 포트로 충전
•	 한번 충전하면 2.5 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리듐폴리머 배터리

visolux digital Hd  
비소룩스 디지털 HD 
•	 대중적인 7인치 크기로 최고의 영상품질과 사용하기 편리함
•	 대각선으로 18cm의 화면이지만 무게는 460g
•	 집에서나 외부에서 사용하기 좋은 완벽한 크기
•	 인체공학적인 설계의 손잡이 부분에 방향 보조기
•	 직감적으로 조작하기 편리하게 배치한 자판
•	 한번 충전 하면 3.5 시간 사용 가능한 라듐이온 배터리

16551 16521

악세사리:
1655109 비소룩스 디지털 백 
•	 4 ~ 12 인치 저시력 보조 장치를위한 공간. 부속품
•	 모든 것이 항상 안전하고 질서 정연하며 가까이에 있습니다.
•	 고품질 디자인

1652108 비소룩스 디지털 HD 범퍼 
•	 완벽한 라운드 보호
•	 보다 안전한 그립

악세사리:
1652105 비소룩스 디지털 HD 베이스 
•	 거리를 멀리하고 이미지를 확대합니다. 영역을 확장하고 배율을 줄입니다.
•	 디스플레이 아래에 쓰기 및 수동 작업 허용

980 g2.0–22 x 11.6“ 16:9

460 g2.0–22 x 7“ 16:9

제품 관련 동영상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wuPXZXZktJ8

제품 관련 동영상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D8F_s0h75lc

https://www.youtube.com/watch?v=wuPXZXZktJ8
https://www.youtube.com/watch?v=D8F_s0h75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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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번호            모니터사이즈                 배율                       무게  
16511                    4,3'' (95x53mm)               4,0 x  ~ 12,0 x                       237g 

16511

mobilux® 모빌룩스 디지털 터치 HD

digital tOUCH Hd 
•	 사용자가 가장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색상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5가지 색상 변경 모드 기능이 있습니다.
•	 LED 밝기조정이 가능하여 눈부심 방지를 할 수 있고, 반사방지를 위해 LED조명을 

끄거나 켤 수 있습니다.
•	 4x, 5x, 6x, 8x, 10x, 12x의 총 6가지 배율로 조정 가능한 비디오확대기입니다.
•	 원하는 화면을 선택해서 캡처한 이미지를 SD카드에 저장하고, 	

컴퓨터에 옮길 수 있습니다.
•	 USB 케이블을 통해 모니터, TV, 아이패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영상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 기능이 있어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3가지 방식으로 화면을 설정하여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	 시각과 촉각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 있고, 충전하는 방법이 	

매우 간단하여 누구나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배터리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5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자동절전기능이 있습니다.

237g4 x–12 x 4.5“ 

제품 관련 동영상 주소:
http://www.eschenbach-sehhilfen.com/en-GB/278/product-overview/
detail/150/mobilux-reg-DIGITAL-Touch-HD

C U S TO M E R  B E N E F I T S  특장점 

»HD화면                                          
»SD카드 저장기능이 가능                          
»캡처한 후 이미지 이동 가능                      
»4.3인치 터치스크린의 휴대 비디오 확대기         
»눈부심 방지 코팅처리와 LED조명기능              
»2GB의 SD카드를 내장하여 이미지 저장 기능        
»컴퓨터 모니터와 연결하여 확대 기능              
»카메라 위치가 제품 중심부에 있어 사용이 편리함             

악세사리:
1651105 모빌룩스 디지털 베이스 
•	 거리를 멀리하여 거리를 확장합니다. 이미지 영역을 확장하고 배율을 줄입니다.

http://www.eschenbach-sehhilfen.com/en-GB/278/product-overview/detail/150/mobilux-reg-DIGITAL-Touch-HD
http://www.eschenbach-sehhilfen.com/en-GB/278/product-overview/detail/150/mobilux-reg-DIGITAL-Touch-HD


9전자독서확대기 &  조명

독서용 전자독서확대기

smartlux® digital  스마트룩스 디지털

•	 사용자가 가장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색상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5가지 색상 변경 모

드 기능이 있습니다. LED 밝기 조정이 가능하여 눈부심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	 광택지의 반사방지를 위해 LED조명을 끄거나 켤 수 있습니다
•	 최소 1.7배에서 최대 12배까지 확대 축소가 가능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배율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초점거리를 조절할 수 있고, 독서확대기를 3가지로 포지션을 변경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상

황에 따라 읽기 / 쓰기 모드로 편리하게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시각과 촉각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 있고, 충전하는 방법이 매우 간단하여 

누구나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배터리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3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자동절전기능이 있습니다.

C U S TO M E R  B E N E F I T S  특장점 

»무반사 기능의 5인치 대형 LCD화면의 독서확대기
»카메라 위치가 제품 중심부에 있어 사용이 편리함
»확대기를 보면서 작업과 쓰기 가능
»스위치 조작과 사용이 간편                            

220 g1.7–12 x 5“ 16:9

165011

악세사리:
16501108 스마트룩스 디지털 범퍼 
•	 4 ~ 12 인치 저시력 보조 장치를위한 공간. 부속품
•	 모든 것이 항상 안전하고 질서 정연하며 가까이에 있습니다.
•	 고품질 디자인

링크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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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POCKEt 이지포켓

•	 일반 제품은 배터리 잔류량에 따라 조명 밝기가 약해지는 반면, 이지포켓 LED 제품은 스

텝업 컨버터(Step-Up Converter)가 있어 배터리 잔류량과 상관없이 사용중 균일한 밝

기가 유지됩니다. 또한 스텝업 컨버터(Step-Up Converter)로 화이트LED가 필요로 하는 

최대한의 전력을 공급해줌으로써 최상의 밝기를 유지하게 합니다 .

easyPOCKEt Xl 이지포켓 XL

•	 렌즈가 커서 보기 편합니다.
•	 받침대를 꺼내 세우면 스탠드형으로 사용가능합니다.
•	 일반 제품은 배터리 잔류량에 따라 조명 밝기가 약해지는 반면, 이지포켓 LED 제품은 스

텝업 컨버터(Step-Up Converter)가 있어 배터리 잔류량과 상관없이 균일한 밝기가 유

지됩니다.  

152110

152210 15211

152122

152111

C U S TO M E R  B E N E F I T S  특장점 

»선명한 배율
»신용카드 크기로 얇고 가벼워 휴대성 용이
»이미지 왜곡을 최소화한 비구면 PXM렌즈
»비구면 디프렉티브 렌즈 (Diffractive aspheric lens)
»50,000시간 연속 사용이 가능한 SMD LED 조명

C U S TO M E R  B E N E F I T S  특장점 

»선명한 확대 이미지
»신용카드 크기로 얇고 가벼워 휴대성 용이
»이미지 왜곡을 최소화한 비구면 PXM렌즈
»비구면 디프렉티브 렌즈 (Diffractive aspheric lens)
»50,000시간 연속 사용이 가능한 SMD LED 조명

제품번호

152110

152111

152122

제품번호

152210

152211

색상
블랙

실버

블루

색상
블랙

실버

배율

3,0 x

3,0 x

4,0 x 

배율

2.5 x

2.5 x

렌즈사이즈

50 x 45 mm

50 x 45 mm

50 x 45 mm

렌즈사이즈

78 x 50 mm

78 x 50 mm

디옵터

8,0

8,0

16,0

디옵터

6.0

6.0

3 x / 4 x 2 x 2025

2.5 x 2x  2032

BEST 링크

링크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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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머셜 확대 배율
** 세라텍 코팅하지 않은 회절 비구면렌즈(Diffractive aspheric lens)

LED조명이 있는 손잡이형 확대경

mobilux® lEd 모빌룩스 LED

•	 LED 조명이 있는 손잡이형 , 휴대성이 좋아 어디서나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에센바흐 모빌룩스 제품은 PXM 소재 비구면 렌즈를 사용하여 이미지 왜곡 현상을 최소

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일반 제품은 배터리 잔류량에 따라 조명 밝기가 약해지는 반면, 에센바흐 모빌룩스 LED 

제품은 스텝업 컨버터(Step-Up Converter)가 있어 배터리 잔류량과 상관없이 사용중 

균일한 밝기가 유지됩니다. 또한 스텝업 컨버터(Step-Up Converter)로 화이트LED가 필

요로 하는 최대한의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최상의 밝기를 유지해 줍니다.
•	 빛 색상을 조절할 수 있는 두 가지 색상의 필터가 제공됩니다 LED 전구 옆에 있는 홈에 

필터를 끼우면 조명 빛의 색상과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 노랑색 필터를 장착하면 조명 빛이 부드러워져서 눈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 주황색 필터를 끼워주면 붉은 계열의 빛으로 색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모빌룩스 디지털 확대기는 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품번호

15112

15113

15114

151141

15115

15116

15117

151110

151112

렌즈사이즈

Ø 60 mm

75 x 50 mm

75 x 50 mm

Ø 60 mm

Ø 58 mm

Ø 58 mm

Ø 35 mm

Ø 35 mm

Ø 35 mm

배율

3,0 x

3,5 x *

4,0 x **

4,0 x

5,0 x

6,0 x

7,0 x

10,0 x

12,5 x

디옵터

12,0

10,0

16,0

16,0

20,0

24,0

28,0

38,0

50,0

3–12.5 x

2 x AA

15113
15114

1511001

1511002

1511003

1511004

15112
151141
15115
15116

15117
151110
151112

3200
3000
2800
2600
2400
2200
2000
1800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32    34    36    38    40
time (hrs)

mobilux 10 dpt with 
transparent attachable filter
mobilux 10 dpt
competitor 10 dpt

Varta Alkaline Longlife
Continuous operation during working time
Working distance 50 mm

ill
um

in
at

io
n 

(lx
)

10 dpt light intensity and battery life

BEST

링크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22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22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22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22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22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22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22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22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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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모베이스에는 특수 스탠드 디자인에 맞는 확대 배율이 인쇄 되어있습니다.

모베이스 1511003의 특성:

이 제품은 표준형 삼각대에 고정 시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탠드는 자유롭게 

사용거리를 조절 할수 있으며, 모빌룩스 LED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형태의 스탠드 모습. 

옵션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이 악세사리는 에센바흐 제품이 

아닙니다.

mobase 모베이스

•	 모빌룩스 LED로 떨림없이 이미지를 읽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두 손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모빌룩스 LED 전용입니다.
•	 모빌룩스 LED 용 고급 스탠드입니다.
•	 독서용과 작업용으로 눕히거나 세워 쓸 수 있습니다.
•	 모든 모빌룩스 LED 제품의 개별 디자인으로 정확한 가시거리를 보장해 줍니다.
•	 손잡이용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실용적인 플러그 인 기능이 있습니다.

9종류의 모빌룩스 LED에 사용할 수 있는 

각 기 다른 모베이스가 4가지 있습니다.

1511001 + 15113
세워 사용하기

1511001 + 15113
눕혀 사용하기 

1511001

1511003

1511002

1511004

C U S TO M E R  B E N E F I T S  특장점 

»»모빌룩스 LED로 독서와 양손작업시 떨림없는 이미지로 관찰 가능
»»모빌룩스 LED와 모베이스의 탈부착이 용이
»»정확한 초점거리를 유지시키는데 편리함

제품번호

1511001

1511002

1511003

1511004

호환 제품번호

15112, 15113, 15114, 151141

15115, 15116

15117

151110, 151112

링크 호환 제품 디옵터

3.0 x, 3.5 x, 4.0 x

5.0 x, 6.0 x

7.0 x

10.0 x, 12.5 x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26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26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26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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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U S TO M E R  B E N E F I T S  특장점 

»이미지 왜곡을 최소화하고 내구성이 강한 비구면 PXM렌즈
»무수차렌즈(Aplanatic lenses)의 조합방식으로 렌즈의 가장자리 부분

까지 이미지 왜곡을 완전히 없애 중심시력의 손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추천상품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된 편리한 손잡이

C U S TO M E R  B E N E F I T S  특장점 

»넓은 시야와 높은 배율
»스크래치 방지 렌즈
»라운드 넥 코드 제공

손잡이가 달린 휴대용 확대경

mediplan ERgO 메디플랜 에르고

•	 무수차렌즈(Aplanatic lenses) 조합 방식으로 2개의 렌즈를 결합시킨 복합렌즈 형태로 

설계되었습니다.

손잡이가 달린 휴대용 확대경

aspheric ii 비구면II

•	 그립감이 좋은 인체공학적 디자인 설계의 손잡이입니다.
•	 끈걸이가 손잡이 뒷부분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제품번호

266850

266860

266875

266885

2668950

제품번호

265550

265560

265570

2655750

2655150

2655175

렌즈사이즈

Ø 50 mm

Ø 60 mm

Ø 75 mm

Ø 85 mm

90 x 50 mm

렌즈사이즈

Ø 50 mm

Ø 58 mm

Ø 70 mm

75 x 50 mm

100 x 50 mm

100 x 75 mm

배율

4.5 x

3.8 x

2.9 x

2.4 x

2.7 x

배율

6.0 x

5.0 x

4.0 x

3.5 x

3.0 x

2.8 x

디옵터

14.0

11.3

7.4

5.6

7.0

디옵터

24.0

20.0

16.0

10.0

7.6

7.0

케이스번호

285550

285560

285570

2855750

2855150

2855175

2668950

266850

265550

265560

265570

266860

2655750

2655150

2655175

266875 266885

285550
285560
285570

2855750
2855150
2855175

2.4–4.5 x

2.8–6.0 x

악세사리

링크

링크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058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054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072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073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24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24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24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24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24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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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잡이 부분에 5배율의 보조렌즈가 있어 아주 작은 글씨를 확인 할 때 두 가지 

배율로 사용 가능합니다.

C U S TO M E R  B E N E F I T S  특장점 

»가장 보편적인 형태와 배율로 이미지 왜곡현상을 최소화
»렌즈 왜곡이 적고, 렌즈 테두리가 투명으로 되어져 읽을거리들의 가독

성을 더 높임
»손잡이 부분에 가독성이 높은 5배율의 보조렌즈가 있어 부분적으로 

아주 작은 글씨를 확인해야 할 때 사용 가능
»손잡이 끝에 작은 구멍이 있어서 목에 거는 끈을 끼울 수 있음

economic 이코노믹 초대형 손잡이 돋보기

•	 초대형 사이즈로 한번에 넓은 면을 볼 수 있고, 렌즈 이동이 적어 눈의 피로도

를 낮춰줍니다. PXM소재의 아크릴렌즈로 왜곡을 최소화했습니다
•	 손잡이 부분에 5배율의 보조렌즈가 있어 부분적으로 아주 작은 글씨를 확인해

야 할 때 두 가지 배율로 사용 가능합니다.

C U S TO M E R  B E N E F I T S  특장점 

»볼수록 시원한 120X55mm 초대형 사각 크기의 비구면 PXM 렌즈
»시야를 편안하게 해주는 투명테
»확대경 속의 확대경, 손잡이 부분의 고배율 보조렌즈
»듀플렉스 코팅처리가 되어 있어 정전기로 인한 이물질 오염이 적음
»손잡이 끝에 작은 구멍이 있어서 목에 거는 끈을 끼울 수 있음

양볼록 확대경 & 독서용 확대경

great value, high-quality
magnifiers with additional
lens in the handle 
손잡이에 보조 렌즈가 부착된 고품질 확대경 투명테 손잡이 돋보기

제품번호

2612401

2612601

2612801

26129501

제품번호

264265

264280

2642100

2642120

2642840

2642150

26421255

렌즈사이즈

Ø 45 mm

Ø 60 mm

Ø 80 mm

90 x 50 mm

렌즈사이즈

Ø 65 mm

Ø 80 mm

Ø 100 mm

Ø 120 mm

80 x 40 mm

100 x 50 mm

120 x 55 mm

배율

3,25 x

2,5 x

2,25 x

1,5 x

배율

3.0 x

2.3 x

2.0 x

1.9 x

2.4 x

2.0 x

1.85 x

디옵터

8,4

6,4

5,0

1,9

디옵터

7.7

5.4

4.1

3.4

5.7

4.0

3.3

케이스번호

6개 포함

6개 포함

6개 포함

6개 포함

2612401

2612601

264265

2642840

2642100

26421255

2612801

26129501

264280

2642150

2642120

1.5–3.25 x

2–3 x
Optoform

BEST

BEST

BEST

BEST

BEST

BEST

링크

링크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062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069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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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U S TO M E R  B E N E F I T S  특장점 

»이미지 왜곡을 최소화하고 내구성이 강한 비구면 PXM렌즈
»시야가 넓게 보이는 투명 프레임
»그립감이 좋은 손잡이

C U S TO M E R  B E N E F I T S  특장점 

»양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목에 거는 돋보기
»공예활동 등의 세밀한 작업에 적합
»투명 프레임으로 그림자가 없는 고른 밝기
»초경량 PXM 소재를 이용하여 가볍고, 투명도가 높은 초대형 렌즈

visomed 비소메드

•	 그림자 효과를 방지해 깨끗하게 보이는 투명프레임입니다.
•	 초경량 PXM 소재를 이용하여  가볍고, 렌즈 투명도가 높은 렌즈입니다.

제품번호

261465

261480

2614840

2614150

제품번호

2677

2678

렌즈사이즈

Ø 65 mm

Ø 80 mm

80 x 40 mm

100 x 50 mm

렌즈사이즈

Ø 100 mm

100 x 140/Ø 35 mm

배율

2,9 x

2,3 x

2,25 x

2,0 x

배율

2,0 x

2,0x/4,0 x

디옵터

7,4

5,1

5,0

3,9

디옵터

3,2

2,6/11,2

261465

261480

2678

2677

261480

2614150

Optoform

2.0–2.9 x

Optoform

2 x / 4 x

목에 거는 확대경

maxiPlUS 맥시플러스

maxi economy 이코노미

•	 뜨개질, 수공예 등 양손을 써야하는 섬세한 작업에 이상적입니다.
•	 그림자가 없는 고른 밝기로 깨끗하게 보이는 투명 프레임입니다.
•	 복잡하고 미세한 부분의 작업도 용이한 고배율(4x)의 보조렌즈가 있습니다.
•	 미끄럼 방지 고무 패드와 작업을 용이하게 해주는 고배율 렌즈가 부착되어 안정된 자

세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	  간단하게 조절 가능한 목걸이용 끈이 있습니다.

BEST

BEST

링크

링크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071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060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061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059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051


17손잡이형 확대경 & 독서용 확대경 

172023   172033
173013   173053

classic 지갑형 돋보기 클래식

•	  PXM소재 비구면 아크릴렌즈로 이미지가 선명하고 내구성이 좋습니다.
•	 쉽고 사용이 간편한 개폐용 홈과 스폰지가 내장 되어 있는 부드러운 고급 가죽 

소재라서 렌즈를 보호해줍니다.

C U S TO M E R  B E N E F I T S  특장점 

»이미지 왜곡을 최소화한 비구면 PXM렌즈
»작고 컴팩트한 사이즈로 휴대가 용이
»스크래치를 방지하는 플라스틱 또는 가죽 케이스

C U S TO M E R  B E N E F I T S  특장점 

»이미지 왜곡을 최소화한 비구면 PXM렌즈
»작고 컴팩트한 사이즈로 휴대가 용이
»스크래치를 방지하는 플라스틱 또는 가죽 케이스

economy 지갑형 돋보기 이코노미

•	  PXM소재 비구면 아크릴렌즈로 이미지가 선명하고 내구성이 좋습니다.
•	 쉽고 사용이 간편한 개폐용 홈과 스폰지가 내장되어 있는 부드러운 고급 

가죽 또는 플라스틱 소재라서 렌즈를 보호해줍니다.

제품번호

17401-

17402-

17404-

17405-

17521-

17525-

17528-

Ø 30 mm
24,0 dpt

6,0 x

-30

-30

Ø 50 mm
10,0 dpt

3,5 x

-50

-50

-50

-50

-50

-50

-50

Ø 60 mm
10,0 dpt

3,5 x

-60

-60

-60

-60

-60

-60

-60

색상

버건디레드

파인 그린

뉴트리아 브라운

블랙

크림슨

로얄블랙

브론자이트 브라운

색상
실버

블루

버밀리언

블랙

소재

가죽

가죽

가죽

가죽

가죽

가죽

가죽

소재
플라스틱

플라스틱

가죽

가죽

1740130

1740530

1752150
1752550
1752850

1740150
1740250
1740450
1740550

1752160
1752560
1752860

1740160
1740260
1740460
1740560

제품번호

172033

172053

173013

173053

렌즈사이즈

Ø 45 mm

Ø 45 mm

Ø 45 mm

Ø 45 mm

디옵터

10,0

10,0

10,0

10,0

배율

3,5 x

3,5 x

3,5 x

3,5 x

Optoform

3.5 x / 6.0 x

3.5 x

렌즈사이즈

BEST

링크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083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086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083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35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35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35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35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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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U S TO M E R  B E N E F I T S  특장점 

»이미지 왜곡을 최소화하고 내구성이 강한 비구면 PXM렌즈
»고배율 확대와 휴대 간편한 케이스 일체형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기 편한 컴팩트한 사이즈

C U S TO M E R  B E N E F I T S  특장점 

» 	넓은 시야의 초박형렌즈
» 	신용카드형태의 휴대용 확대경
» 	스크래치를 막아주는 가죽케이스
» 	일하면서도, 작은 글자를 쉽고 빠르게 보는 휴대용 확대경

mobilent 모바일런트 포켓 루페

•	 4X, 7X, 10X  저시력인 분들도 사용이 가능하고, 정밀한 부분을 확인 하실 때도 유용합니다. 
•	 7X, 10X의 경우 고배율 확대도 가능하지만 볼록렌즈의 원리상, 배율이 높은 경우 초점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렌즈와 눈사이의 간격을 밀착해야만 초점이 맞습니다.

visoPOCKEt 비소 포켓

•	  	 디프렉티브(defractive) 비구면렌즈
•	  	 현대적이고 정교한 디자인
•	  	 고급 가죽 사용
•	  	 세가지 색상

제품번호

171014

171067

1710910

제품번호

172156

171067

172146

색상
레드

진회색

화이트

색상

블랙

브라운

레드

렌즈사이즈

Ø 35 mm

Ø 35 mm

Ø 35 mm

크기

74 x 48 mm

74 x 48 mm

74 x 48 mm

디옵터

16,0

28,0

38,0

디옵터

6.0

6.0

6.0

배율

4,0 x

7,0 x

10,0 x

배율

2.5 x

2.5 x

2.5 x

Optoform

4–10 x

171014
171067
1710910

2.5 x
Display

링크

링크

http://www.iloupe.kr/shop/shopdetail.html?branduid=2675186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38
http://www.iloupe.kr/shop/shopdetail.html?branduid=2675185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38
http://www.iloupe.kr/shop/shopdetail.html?branduid=2675181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38


19손잡이형 확대경 & 독서용 확대경 

C U S TO M E R  B E N E F I T S  특장점 

»가벼워서 휴대가 편리한 목걸이 형식의 패션돋보기
»실리케이트 소재로 스크레치에 강해 내구성이 좋음

C U S TO M E R  B E N E F I T S  특장점 

»5배율의 고배율휴대용돋보기
»심플한 디자인으로 휴대가 용이
»이미지 왜곡을 최소화하고 내구성이 강한 비구면 PXM렌즈

목걸이형 확대경

PENdaNt 펜턴트 루페 골드/크롬

•	 3.5배율의 높은 배율로 작은글씨의 확대에도 유용하며, 메뉴판, 설명서, 가격표, 지도 등

을 확대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어떤 옷차림에도 어울릴 수 있는 심플한 목걸이 형식의 패션 돋보기입니다.
•	 색상은 골드와 크롬이 있습니다.

슬라이딩 방식 확대경

designo 디자이노 / 슬라이드 아웃 돋보기

•	 렌즈케이스를 양쪽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슬라이드형으로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	 돋보기와 일체형 케이스라서 렌즈를 안전하게 보호해줍니다.

제품번호

21361

21362

제품번호

1711

색상
골드

크롬

렌즈사이즈
Ø 40 mm

Ø 40 mm

렌즈사이즈

Ø 30 mm

배율

3,5 x

3,5 x

배율

5,0

디옵터

20,0

디옵터

10,0

10,0

3.5 x

Optoform

5 x

1711

21362

21361

C U S TO M E R  B E N E F I T S  특장점 

»양손작업에 유용한 스탠드형, 손잡이형 등 핸들을 다양한 각도로 용

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만능 돋보기

제품번호

20501

렌즈사이즈

Ø 60 mm

배율

2,5 x

디옵터

10,0

손잡이 스탠드 겸용 확대경

visoflex 비조플렉스
2.5 x

20501

BEST

링크

링크

링크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36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36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093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070


STAND MAGNIFIERS

READING MAGNIFIERS
A N DSTABLE SOLUTIONS  

FOR BRIGHT MAG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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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iPlUS 콤비플러스

•	 에센바흐 제품 중에 확대율 대비 렌즈 크기가 가장 큰 제품입니다. 
•	 메탈로 된 다리를 이용하여 바닥에 세워놓고 쓸 수 있고, 손잡이형태의 돋보기

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	 초대형 원형 손잡이 돋보기의 품위를 높여드리는 가죽 케이스는 렌즈를 보호

해주고, 휴대 시 가치를 더해줍니다. 겉 표면은 천연가죽으로 되어 있고, 케이

스 내부는 얇고 부드러운 이너라이닝(inner lining)처리가 되어 있어 렌즈 표면

을 보호해줍니다. 

C U S TO M E R  B E N E F I T S  특장점 

»100 x 75mm의 넓은 크기로 한번에 넓은 시야 관찰 가능
»필요에 따라 손잡이형, 스탠드형을 모두 겸할 수 있는 확대경
»스크레치 방지효과가 뛰어난 세라텍코팅
»렌즈를 보호하고 제품의 품위를 더해주는 고급 케이스

제품번호

2031

2032

2034

2036

렌즈사이즈

100 x 50 mm

100 x 75 mm

75 x 50 mm

100 x 50 mm

배율

2.6 x

2.8 x

3.5 x

2.6 x

디옵터

6.3

7.0

10.0

6.3

다른제품번호

20211

20221

20201

20211 2.6–3.5 x

2031

2034

2032

2036

링크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40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41


STAND MAGNIFIERS

READING MAGNIFIERS
A N DSTABLE SOLUTIONS  

FOR BRIGHT MAGNIFICATION.

스탠드 확대경 & 독서용 확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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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x AA30 min.3.5–7 x

C U S TO M E R  B E N E F I T S  특장점 

»2010년 레드닷 어워드 상( Red dot Award) 수상
»이미지 왜곡을 최소화한 비구면 PXM렌즈
»스크레치 방지효과가 뛰어난 세라텍코팅
»50,000시간 연속 사용이 가능한 SMD LED조명
»배터리 소모를 방지하기 위한 조명 자동 오프기능

C U S TO M E R  B E N E F I T S  특장점 

»렌즈 아래서 쓰기 작업 가능
»거리와 각도 조정이 가능하여 편안한 자세에서 작업 가능
»대형 사각 시야

powerlux 파워룩스
•	 5배율로 확대가 크게 되어 저시력이신 분들에게도 추천하는 상품입니다. 
•	 휴대하고 다니시면서 필요시 메뉴판, 설명서, 가격표, 지도 등을 확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단, 5배율 상품은 배율이 높기 때문에 눈에서 물체까지의 초점거리는 짧습니다. 
•	 소프트 터치 스위치는 조작이 간편할 뿐만 아니라 30분이상 조명이 계속 켜 있는 경우 배터

리 소모 방지를 위하여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이 있습니다. 
•	 SMD타입의 LED 2개가 렌즈 양쪽 끝에 장착되어 있어 조명의 효과를 최대화했습니다.
•	 돋보기 렌즈 아래 공간이 오픈되어 있어 렌즈를 통해 관찰하여 메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visomax 비소맥스

•	 부착형 보조 렌즈를 사용하면 시야 확대 가능합니다.
•	 제품번호 2606 막대형 확대경을 같이 사용 가능하며, 이 때는 배율이 5.6배입니다.

제품번호

158614

1586141

158620

1586201

158628

1586281

제품번호

263611

렌즈사이즈

Ø 58 mm

Ø 58 mm

Ø 58 mm

Ø 58 mm

Ø 58 mm

Ø 58 mm

렌즈사이즈

100 x 75 mm

색온도

8.000 K

3.000 K

8.000 K

3.000 K

8.000 K

3.000 K

배율

3,8 x

배율

3,5 x

3,5 x

5,0 x

5,0 x

7,0 x

7,0 x

디옵터

11,0

디옵터

14,0

14,0

20,0

20,0

28,0

28,0

추가렌즈

7,0 dpt 2,8 x

3.8 x

158614
158620
158628

1586141
1586201
1586281

263611

링크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42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42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42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42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42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42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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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bolux 스크리보룩스

•	 100X75mm의 대구경 렌즈이며 2.5배 확대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	 간이 스탠드 타입으로 읽고, 쓰기를 동시에 가능하게 합니다. 
•	 렌즈와 물체 사이에 쓰기를 할 수 있을 만큼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스탠

드타입처럼 읽고 쓰는 기능이 모두 가능합니다.
•	 SMD타입의 LED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	 몸체 부분을 위아래로 밀면 배터리케이스가 분리 됩니다.
•	 눈과 물체 사이의 초점이 맞춰지는 거리가 대략 400mm로 충분한 작업공간이 

확보되어 확대된 이미지를 보면서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visolux+ 
비소룩스 플러스

•	 100x75mm의 대구경 렌즈이며 3배율의 확대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	 눈의 피로와 어지러움을 줄이기 위해 매니스커스 렌즈와 비구면 렌즈를 이중 조

합하여 렌즈 끝에서 끝까지 왜곡이 없는 선명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	 SMD타입의 LED가 장착되어 있고, 조명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배터리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30분 후 자동 절전 기능이 있습니다.

C U S TO M E R  B E N E F I T S  특장점 

»100X75mm의 넓은 렌즈이며 2.8배율 확대
»확대된 렌즈를 보면서 읽고, 쓰기가 동시에 가능
»이미지 왜곡을 최소화한 비구면 PXM 렌즈
»스크레치 방지효과가 뛰어난 세라텍 코팅 
»밝고, 눈부심 현상을 줄인 LED조명 기능

C U S TO M E R  B E N E F I T S  특장점 

»100X75mm의 넓은 렌즈이며 2.8배율 확대
»확대된 렌즈를 보면서 읽고, 쓰기가 동시에 가능
»이미지왜곡을 최소화한 비구면 PXM 렌즈
»스크레치 방지효과가 뛰어난 세라텍 코팅
»밝고, 눈부심 현상을 줄인 LED조명 기능

건전지

7,0

디옵터

12.0

제품번호

156512

제품번호

1566

렌즈사이즈

100 x 75 mm

렌즈사이즈

100 x 75 mm

배율

2,8 x

배율

3.0 x

3 x AA30 min.

3 x AA

3 x
2 x

30 min.

156512

1566

2.8 x

BEST

링크

링크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01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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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U S TO M E R  B E N E F I T S  특장점 

» LED조명, 3개의 조명 옵션
» 비구면 PXM, 세라텍 양면 코팅 렌즈
» AA 건전지

155773

159910 155771

155773
155073
155173
155273
155393
155493
155993

158173
158063
158263

155771
155071
155171
155271
155391
155491
155991

158171
158061
158261

155774
155074
155174
155274
155394
155494
155994

158174
158064
158264

155773

1599144 155774

Reading line Additional lens

조명 스탠드형 확대경

system varioPlUS 

시스템 베리오플러스
•	 LED조명으로 좀 더 밝고 선명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베리오 플러스 LED는 3자기 조명 색상 옵션이 있습니다.

- 필터 캠 두 세트가 각 핸들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 오렌지 필터는 할로겐 조명과 비슷한 따뜻한 화이트로 보실 수 있으며

- 밝은 황색 필터는 백열등과 유사한 가상 일광 색상으로 보여주며,

- 필터 없이 사용 할 때는 밝은 흰색의 전형적인 LED 조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악세사리
15601
15602
15603

예를 들어 품목 번호 형성

2.8–12.5 x
Opto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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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10

1599144

1585

159910 손잡이형 배터리

•	 필라멘트등 달린 손잡이형 배터리입니다.
•	 전구 교체 가능 제품번호 1545입니다.

제품번호 렌즈사이즈 배율 디옵터 추가특징
155773*
155771**
155774***

Ø 35 mm 12,5 x 50,0 -

155073*
155071**
155074***

Ø 35 mm 10,0 x 38,0
0.5mm 와 1/64인치의 

눈금으로 된
부착형 측정스케일 포함

155173*
155171**
155174***

Ø 35 mm 7,0 x 28,0 -

155273*
155271**
155274***

Ø 50 mm 6,0 x 24,0 -

155393*
155391**
155394***

Ø 58 mm 5,0 x 20,0 빨강 독서라인 포함

155493*
155491**
155494***

Ø 70 mm 4,0 x 16,0 빨강 독서라인 포함

155993*
155991**
155994***

Ø 80 mm 3,0 x 12,0 빨강 독서라인 포함

158173*
158171**
158174***

100 x 50
mm 3,9 x 11,4 무수차 렌즈

158063*
158061**
158064***

100 x 50
mm 3,0 x 7,6

추가형 
스위벌렌즈(Swivel lens),
4디옵터 45nm 차단 필터,
인체공학적이며 조정가능한 

 확대경 헤드 포함

158263*
158261**
158264***

100 x 75
mm 2,8 x 7,0

추가형 
스위벌렌즈(Swivel lens),
4디옵터 45nm 차단 필터,
인체공학적이며 조정가능한 

 확대경 헤드 포함

 
* 손잡이 없는 확대경 헤드   ** 손잡이형 배터리 159910 포함
 *** 손잡이형 배터리 1599144 포함

1599144 LED 손잡이형 배터리

•	 LED조명입니다.
•	 LED는 반 영구적으므로 교체 할 필요 없이 아주 경제적입니다.
•	 3가지 색온도를 선택할 수 있는 부착형 필터 제공합니다.
•	 지속적으로 균일하게 밝은 조명을 도와주는 스텝업 컨버터입니다.

2x Baby
2.5 V

250 mA

2 x LED

Optoform

2x Baby

6 V
2,4 W3,9 x 230V 50 Hz

악세사리
케이스는 제품 번호 15603

varioSl 베리오SL

•	 별도 조명 리딩라인이 있는조명등 독서용 확대경입니다.
•	 밝기 조절 장치가 있습니다. 
•	 전원 표시 장치가 있습니다.
•	 에센바흐의 모든 조명등 확대경은 눈과 이미지 거리를 400mm로 계산하여 조

명 설계로 되어있습니다.
•	 수명이 긴 특수 할로겐 조명등 교체는 제품번호 1542입니다.

C U S TO M E R  B E N E F I T S  특장점 

» 독서의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특별 조명 가이드라인 
» 독서 자세를 편하게 해주는 각도 조절형 확대경

건전지

11,4

제품번호

1585

렌즈사이즈

100 x 50 mm

배율

3,9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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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rolux 매크로룩스

•	 매크로룩스는 세라텍 코팅으로 유리에 버금가는 강도를 가집니다.
•	 렌즈의 스크레치 방지, 눈부심 방지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	 SMD LED 조명등은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기울여 볼 수 있어 자세가 편합니다.
•	 가로 폭이 90mm로 신문 기사의 칼럼 하나를 커버하기 때문에 기사를 읽기 편합니다.
•	 렌즈 밑면이 경사저 있어서 바닥에 생길 수 있는 스크레치를 최소화했습니다.

C U S TO M E R  B E N E F I T S  특장점 

»반영구적 SMD LED 조명등
»90mm 신문 컬럼 사이즈
»간단한 스위치
»피로 없이 장시간 사용
»인체공학적 구조

C U S TO M E R  B E N E F I T S  특장점 

»매니스커스 렌즈와 볼록렌즈의 조합으로 왜곡을 최소화한 설계
»이미지 왜곡을 최소화한 비구면 PXM렌즈
»스크레치 방지효과가 뛰어난 세라텍코팅

C U S TO M E R  B E N E F I T S  특장점 

» 	시야가 넓은 초박형 디자인
» 	크고, 다양한 거리에서 사용(눈-렌즈)
» 	약한 조명에서도 잘 볼 수 있는 인터크레이티드 조명등 장착
» 	강화된 컨버터로 배터리 수명이 다할 때까지 적정한 조명 유지

제품번호

143611

143621

렌즈사이즈

90 x 55 x 82 mm

90 x 63 x 90 mm

배율

1:2,2

1:3,6

건전지

3 x AA

3 x AA

건전지

1 x AA

143621

143611

14388

143830

1:2.2–1:3.6 x 3 x AA30 min.

집광식 확대경

menas ZOOM 메나스 줌

•	 손으로 돌려가며 2.2x / 2.5x / 3.1x / 3.4x 배율 중 선택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
•	 눈의 피로와 어지러움을 줄이기 위해 매니스커스 렌즈와 비구면 렌즈를 이중 조합하여 

렌즈 끝에서 끝까지 왜곡이 없는 선명한 이미지로 보여줍니다.

menas lUX 메나스 룩스

•	 지면 위에 올려놓으면 초점이 맞춰지는 문진형 돋보기로 3배율의 확대가 가능합니다.
•	 눈의 피로와 어지러움을 줄이기 위해 매니스커스 렌즈와 비구면 렌즈를 이중 조합하여 

렌즈 끝에서 끝까지 왜곡이 없는 선명한 이미지로 보여줍니다.

제품번호

14388

제품번호

143830

렌즈사이즈

Ø 65 mm

렌즈사이즈

Ø 63 mm

배율

2,2 x – 3,4 x

배율

3.0 x

2.2–3.4 x

3 x 1 x AA

링크

링크

링크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096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097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02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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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U S TO M E R  B E N E F I T S  특장점 

»이미지 왜곡과 스크래치를 최소화한 비구면 PXM렌즈 
»가독성을 높여주는 가이드라인

C U S TO M E R  B E N E F I T S  특장점 

»문진형태의 돋보기로 왜곡이 없는 선명한 이미지 연출
»집광 기능으로 인해 실제 배율보다 확대감이 높음
»저시력 아동의 학습을 위한 보조도구로 추천상품
»심플하고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휴대가 용이함
»실리케이트 소재를 사용하여 스크래치 등의 내구성이 강함

제품번호

2605

2606

2608

렌즈사이즈

200 x 25 mm

122 x 26 mm

250 x 35 mm

배율

1:1,8

1:2,0

1:1,8

다른제품번호
ㆍ손잡이형

ㆍ빨강색 안내선 있음

ㆍ빨강색 안내선 잇음

ㆍ비구면 고배율 렌즈

ㆍ스트래치 방지

ㆍ제품번호 263611 비소맥스

   확대경과 같이 사용 가능

ㆍ빨강색 안내선 있음
막대형 확대경

Magnifying rulers 자 겸용 돋보기

집광식 확대경

•	 빛을 모아주는 집광 효과가 있어 다른 형태의 돋보기로 볼 때보다 더 크게 확대되어 보

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	 18cm의 거리에서 문진형 돋보기로 관찰 시 실제 배율보다 2배 정도 더 크게 보실 수 있

습니다. 
•	 지면 위에 올려 놓기만 해도 확대되기 때문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고, 떨림이 없는 이

미지를 관찰 할 수 있습니다.
•	 돋보기 테두리 부분은 매트엣지(Matt Edge)처리하여 시각적인 효과와 미끄럼 방지 효과

가 있습니다.

1:1,8 x 1:2.0 x

제품번호

1420

1421

1424

렌즈사이즈

Ø 65 mm

Ø 65 mm

Ø 45 mm

디옵터
-

Incl. red guide line

(removable)

Extremely light

배율

1:1,8

1:1,8

1:1,8

14241:1.8 x 1:1.8 x
Optoform

2606

2605
2608

2606

1424

1420

1421

링크

링크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04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03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06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05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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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lEd flex 
베리오LED 플렉스

•	 약 6000lux의 밝기 (작업거리 15cm에서 측정시)로 사용 중 깜빡임 없이 밝기가 유지됩니다.
•	 전체조명과 부분조명의 선택이 가능하여 정밀한 작업에 유용합니다.
•	 세라텍코팅이 되어 있어 일반렌즈에 비해 내구성이 좋고 이미지가 선명합니다.
•	 비구면 설계로 왜곡을 최소화합니다.
•	 테이블에 물리는 두께는 50mm입니다.

C U S TO M E R  B E N E F I T S  특장점 

»표면 구조의 정밀한 점검을 위해 전체조명과 부분조명 선택가능 
»초경량 스탠드라서 쉽게 구부릴 수 있어 다목적으로 사용 가능            
»스크래치 방지 렌즈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되어 편안한 위치에서 작업 가능                     
»5W LED 저전력 소모로 약 5만 시간 사용 가능                            

Illumination strength

제품번호

2781

27815

렌즈사이즈

Ø 76 mm

Ø 76 mm

배율

2,5 x

2,5 x

디옵터

6.0

6.0

길이

350 mm

600 mm

악세사리
27819 테이블 베이스

•	 강철, 블랙 마감, 무게 2kg
•	 제품번호 2781에 적합

2.5 x
110–220V
50–60 Hz

36

2781

27815

링크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46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45


29스탠드 확대경 & 독서용 확대경

varioMaXi 
베리오맥시

•	 A4 사이즈 전면을 한번에 볼 수 있는 초대형 사이즈의 렌즈로 넓은 면을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확대경 헤드 부분의 방향을 상하와 좌우로 조정할 수 있어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

습니다. 
•	 상하 암 (arm)의 길이는 33~37cm로 방향 조절이 쉽습니다. 테이블의 두께가 

18~74mm의 범위 안에서 클램프를 고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C U S TO M E R  B E N E F I T S  특장점 

»렌즈 지름 220mm의 에센바흐 제품 중 제일 큰 초대형 비구면 렌즈 
»양손 작업시에 유용한 스탠드형 확대경
»이미지 왜곡을 최소화한 비구면 PXM렌즈
»스크래치 방지 효과가 뛰어난 세라텍코팅
»11w/G23 형광 조명 기능                             

디옵터

3,0

제품번호

27711

렌즈사이즈

Ø 220 mm

배율

1,75 x

1.75 x 230V 50 Hz11 W/G23

27711

링크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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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29 테이블 부착용 부품
•	 사무실이나 작업장에서 스탠드형 확대경을 작업대에 영구히 부착시킬 때 사용

하는 연결 부품.
•	 테이블 상판의 두께는 25~30mm 가 적당하며, 조립을 위해서 작업대에 지름 

12mm의 구멍을 뚫어야 함.
•	 제품번호 27711.27722.27770.27771 스탠드 확대경용 임.

27729 테이블 베이스
•	 무쇠, 렌즈 지름 260mm, 무게 6kg.
•	 스탠드 확대경 277722, 27770, 27771에 적합함.

C U S TO M E R  B E N E F I T S  특장점 

»렌즈를 둘러 에워싼 36개의 LED조명칩 장착                  
»그림자나 깜박임이 없이 최상의 밝기 유지                   
»세라텍코팅이 된 PXM소재 비구면 렌즈로 높은선명도 유지  
»렌즈 방향을 자유롭게 조절가능                             
»렌즈 표면 보호를 위한 덮개 장착                           

디옵터

6.0

제품번호

277701

렌즈사이즈

Ø 132 mm

배율

2.5 x

독서용 확대경

variolEd 베리오LED

•	 36개의 LED 조명칩이 장착되어 있어 사용 중 깜빡임 없이 균일한 밝기가 유지됩니다.
•	 절전 설계가 되어 있어 15W 소모됩니다.
•	 약 5000lux의 밝기입니다. (작업거리 20cm에서 측정시) 
•	 세라텍코팅이 되어 있어 일반 렌즈에 비해 내구성이 좋고 선명합니다
•	 비구면 설계로 왜곡을 최소화 합니다.
•	 렌즈덮개가 장착되어 있어 렌즈 표면의 먼지 침착을 방지합니다.
•	 6개의 관절로 이루어져 있어 암(arm)을 원하는 방향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	 확대경의 헤드 부분이 180도 회전 가능합니다.
•	 확대경의 관절이 가볍고 부드러워 한손으로 암(arm)조작이 가능합니다.
•	 테이블에 물리는 두께는 18~74mm입니다.

악세사리
277701 테이블 베이스

•	 제품번호 277701 렌즈는 27770 렌즈 대신에 사용될 수 있음.

제품번호

27770

27771

렌즈사이즈

Ø 76 mm

Ø 76 mm

배율

1,9 x

2,5 x

디옵터

3,55

6,0

27770
27771

27729

27718

1.9/2.5 x
110–220V
50–60 Hz

36

Illumination strength

링크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66


31전자독서확대기 &  조명

16042
맥스디테일과 라보콤포트 
헤드 확대경과 콤비 플러스 
확대경에 사용 하는 악세서리

160421
안경을 착용하지않는 분들
을 위한 안경태형에 사용 
가능

160422
안경착용자를 위한 클립형
에 사용 가능

162452
맥스디테일에 사용 가능

3 x AA
CPC

8,000 K
2

headlight lEd 헤드라이트 LED

•	 작고 가벼우며 콤팩트한 LED 조명
•	 집광형 집열기(Compound Parabolic Concentrator) 사용으로, 빛을 작업거

리에 집중시킬수 있습니다.
•	 빛이 눈부심이 없고 정교하게 모아집니다.
•	 작고 컴팩트한 배터리하우징과 케이블로 전원을 공급합니다.
•	 안경다리에 부착시키는 아답터가 달린 쉽게 구부려지는 케이블
•	 하드 케이스 포함 
•	 조도: 250mm 에서 약 3,200lx, 400mm 에서 약 1,200lx.
•	 조명 수명: 노말 모드에서 약 8시간, 에코모드에서 약 14시간
•	 램프 하우징:크기:32*20*34mm, 
•	 틸팅범위: 수직, 무게:11g
•	 배터리하우징: 크기:90*55*29mm (클립 제외 시)케이블 길이:1m, 무

게:60g(배터리 제외시)

C U S TO M E R  B E N E F I T S  특장점 

»조명을 필요한 위치로 수직으로 기울게 할 수 있음
»그림자와 껌뻑거림이 없는 조명
»배터리를 허리띠나 셔츠주머니에 편하게 넣을 수 있음
»재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하여 빛을 밝게 해도 전기소모가 낮음

링크

링크

링크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046
http://www.iloupe.kr/shop/shopdetail.html?branduid=1180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049
http://www.iloupe.kr/shop/shopdetail.html?branduid=1180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48
http://www.iloupe.kr/shop/shopdetail.html?branduid=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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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TERSLESS GLARE.
MORE CONTRAST.

33필터 & 선글라스

wellnessPROtECt® 
웰니스 프로텍트

•	 색상 감도가 개선되었고, 가시광선 스펙트럼에서 청색광 부분을 차단하여  	

눈부심을 최소화
•	 운전에 적합한 wP Drive 필터와 세련된 디자인의 wP Classic 계열 제품군
•	 다양한 코팅 레벨 wP15, wP65, wP85, wP50-15, wP75P (편광), wP 액티브 	

(wP Classic계열 제품군에서만 변색 렌즈)
•	 다양한 프레임 모델 또는 클립온으로 제공.
•	 안경위에 덧쓰는 타입의 제품에서는 위에서 들어 오는 입사광선을 	

차단해주는 가리개 있음
•	 안경다리 부분의 넓고 투병한 윈도우는 측면으로도 볼 수 있게 해줌
•	 안경테 부분의 환기구는 렌즈가 김서림으로 흐려짐을 막아줌
•	 100 % 자외선 차단 및 최대 99 % 청색광 흡수

운전하시는 분께 중요 정보

wP Drive 필터시리즈는DIN EN ISO 12312-1의 

운전 규정에 맞춘 제품 입니다.

웰니스 프로텍트 ® 필터 렌즈에는 추가 차단 필터가 있습니다.

자외선 이외에 단파와 청색광의 고 에너지 성분을 흡수합니다.

불편한 눈부심이 감소되고, 대비가 향상됩니다.

웰니스 프로텍트 ®는 어떤 조명 아래에서도 적합한 다양한 코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필터 렌즈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베이스 필터에

적용되는 코팅을 참고하세요

  

wP75P Drive wP15 Drive wP65 Drive wP85 Drive wP50-15 Drive

wP15 wP65 wP85 wP50/15 wP75P wP active

C U S TO M E R  B E N E F I T S  특장점 

» 	태양 광선과 불쾌한 눈부심으로 눈에 해가 되지 않도록 	

   모든 방향에서 눈을 보호
» 	향상된 명암 대비
» 	선글라스처럼 보이는 매력적인 디자인
» 	기존의 컷오프 필터(cut-off filter)보다 향상된 색상 인식
» 	겨울 스포츠와 같은 장기간 야외 활동에 이상적이고, 	

   특히 망막질환과 백내장 수술 후처럼 눈부심에 민감한 눈에 좋음

웰니스 프로텍트 착용 전 모습 웰니스 프로텍트 착용 후 모습

Wellness Protect XL웰니스 프로텍트 XL

웰니스 프로텍트XL은 안경을 쓰고 그 위에 쓸 수 있어서

안경 쓰는 분께 이상적입니다.

눈부심 방지

사이드 눈부심 방지
눈 옆에 들어오는 빛도
차단 할 수 있게 안경 양 옆에도 
필터가 있습니다. 

통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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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ewear and clip-ons  
선글라스와 클립온

•	 다양한 필터의 웰니스프로텍트® 선글라스 안경의 제품 군
•	 제품 설명에는 기본 필터에 추가로 코팅한 부분의 빛 흡수에 관한 것입니다.	

결합 필터의 광 투과율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	 선글라스 안경은 하드폼 케이스에 넣어 공급됩니다.
•	 클립온은 벨트 클립이 달린 소프트 케이스에 넣어 제공됩니다.

•	 처방된 안경을 쓴 위에 덧쓰는 안경으로 이상적입니다.
•	 안경 알이 큰 것은 눈부심 방지 목적이 아닙니다. . 
•	 운전자에게 중요 정보 	

wP 드라이브 제품 군은 운전을 위한 안경 요구 조건을 맞춘 제품 입니다. 

1663365

웰니스 프로텍트® 

클래식, 소형 

웰니스 프로텍트® 

여성용, 소형

웰니스 프로텍트® 

XL, 소형

웰니스 프로텍트® 

XL, 대형

웰니스 프로텍트® 

스포츠용, 소형 

웰니스 프로텍트® 

클래식, 대형

웰니스 프로텍트® 

남성용

웰니스 프로텍트® 

여성용, 대형

웰니스 프로텍트® 

스포츠용, 대형

필터 종류

wP Classic

wP Drive

wP Classic

wP Drive

wP Classic

wP Drive

wP Classic

wP Drive

wP Drive

wP Drive

wP Classic

wP Drive

wP Classic

wP Drive

wP Classic

wP Drive

특징

–

–

with adjustable pad
arms

spring hinges with
adjustable pad arms

–

–

–

–

프레임

클래식, 소형

클래식, 대형

여성용 

남성용 

XL, 소형

XL, 대형

클립온

프레임 색상

havanna, gloss

havanna, gloss

havanna, gloss

havanna, gloss

black, gloss

brown, gloss

black, gloss

black, gloss

brown, matt

anthracite, matt

havanna, matt

havanna, matt

havanna, matt

havanna, matt

–

–

wP 스포츠 소형

wP 스포츠 대형

특성

–

–

–

–

–

–

측면 창 색상

orange-yellow

green-yellow

orange-yellow

green-yellow

orange-yellow

green-yellow

orange-yellow

green-yellow

green-yellow

green-yellow

orange-yellow

green-yellow

orange-yellow

green-yellow

–

–

크기

54-16-135

54-16-135

57-16-135

57-16-135

56-15-130

54-15-130

58-16-130

58-16-130

56-17-135

59-16-135

61-12-145

61-12-145

65-12-145

65-12-145

60-11

60-11

temples can
be shortened
temples can
be shortened
temples can
be shortened
temples can
be shortened
temples can
be shortened
temples can
be shortened
temples can
be shortened
temples can
be shortened
temples can
be shortened
temples can
be shortened
temples can
be shortened

재질
TR 90

TR 90

TR 90

TR 90

TR 90

TR 90

TR 90

TR 90

St. steel

St. steel

TR 90

TR 90

TR 90

TR 90

–

–

링크

http://www.iloupe.kr/shop/shopdetail.html?branduid=2683174
http://www.iloupe.kr/shop/shopdetail.html?branduid=1180


35필터 & 선글라스

lenses 렌즈

웰니스 프로텍트® wP15 클래식 / wP15 드라이브
•	 5 % 별도 코팅처리 된 차단 필터

권장 용도
•	 눈부심이 심한 실내에서의 활동
•	 하늘이 흐린 날, 야외에서의 활동
•	 눈부심이 적은 야외에서의 활동

웰니스 프로텍트® wP65 클래식 / wP65 
•	 65 % 별도 코팅처리 된 차단 필터

권장 용도
•	 눈부심 감도가 높은 실내에서의 활동
•	 구름이 적게 끼거나 맑은 날의 야외 활동
•	  눈부심이 중간 수준 인 야외에서의 활동

웰니스 프로텍트® wP75P 클래식 / wP75P 드라이브
•	 75 % 별도 코팅처리 된 편광 필터
•	 편광으로 빛 반사를 강하게 감소시키고 대비를 강화함

권장 용도
•	 눈부심 감도가 높은 실내에서의 활동
•	 눈부심 감도가 높은 야외에서의 활동
•	 햇빛이 강한 날 야외에서의 활동
•	 강, 바다 또는 눈 덮인 곳에서의 활동
•	 눈부심이 중간 수준 인 야외에서의 활동

 웰니스 프로텍트® wP85 클래식 / wP 85 드라이브
•	 85 % 별도 코팅 처리된 차단 필터

권장 용도
•	 햇빛이 있는 야외에서 활동
•	 눈부심 감도가 매우 높은 수준의 야외에서 활동

웰니스 프로텍트 ® wP50-15 클래식 / wP50-15 드라이브
•	 등급이 15-50% 글라데이션 코팅 처리 된  차단 필터

권장 용도
•	 눈부심이 중간 정도인 실내에서의 실내
•	 날씨가 흐림에서 맑음 사이 날씨에 야외에서 활동
•	 눈부심이 낮은 수준과 중간 수준 사이 날씨에 야외에서 활동
•	 실내 및 실외에서의 독서에 이상적입니다

웰니스 프로텍트® wP 액티브
•	 컷오프 필터가 추가 된 변색 렌즈 (포토크로믹 렌즈)
•	 햇빛의 정도에 따라 렌즈의 색이 바뀝니다.

권장 용도
•	 자체적으로 변색되므로, 실내 또는 야외에서 활동할 때 이상적입니다.
•	 눈부심 감도가 보통에서 높은 곳 사이에서 사용합니다.

Ø    DIN EN ISO 12312-1규정에 따라 운전 중 사용에 적합하지 않음    Õ  운전 중 사용에 적합하나, DIN EN ISO 12312-1규정에 따라 야간 운전 중 사용에는 적합하지 않음.
참고 : 웰니스 프로텍트®는 개별 렌즈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 언그레이즈드

16635416

16645416

16635716

16645716

16635615

16645415

16635816

16645816

16665617

16665916

–

–

–

–

–

–

wP15

1663115

1664115

1663215

1664215

1663415

1664415

1663515

1664515

1666115

1666215

1663815

1664815

1663915

1664915

1663315

1664315

wP65

1663165

1664165

1663265

1664265

1663465

1664465

1663565

1664565

1666165

1666265

1663865

1664865

1663965

1664965

1663365

1664365

wP85

1663185

1664185

1663285

1664285

1663485

1664485

1663585

1664585

1666185

1666285

1663885

1664885

1663985

1664985

1663385

1664385

wP50-15

166315015

166415015

166325015

166425015

166345015

166445015

166355015

166455015

166615015

166625015

166385015

166485015

166395015

166495015

166335015

166435015

wP75P

1663175P

1664175P

1663275P

1664275P

1663475P

1664475P

1663575P

1664575P

1666175P

1666275P

1663875P

1664875P

1663975P

1664975P

–

–

wP액티브

–

–

–

–

166341580

–

166351580

–

–

–

166381580

–

166391580

–

–

–

wP액티브
1/3*
1/3*

approx.
55 %/15 %*

approx.
97 %/99 %

-

wP75P
2
2

약 20%
약 25%

 
약 96%
약 96%

wP50-15
2
2

약 35%
약 35%

 
약 98%
약 97%

wP85
3
3

약 15%
약 15%

 
약 99%
약 98%

wP65
2
2

약 35%
약 35%

 
약 96%
약 96%

wP15
1
1

약 50%
약 50%

 
약 98%
약 95%

필터 종류
wP클라식

wP드라이브
wP클라식

wP드라이브
wP클라식

wP드라이브
wP클라식

wP드라이브

필터 카테고리

시감 투과율(視感透過率)

청색광 흡수

운전중 사용적합도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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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nm

511 nm

527 nm

550 nm

450P nm

511P nm

527P nm

550P nm

C U S TO M E R  B E N E F I T S  특장점 

» 	대비감 향상
» 	눈부심에 예민한 분의 눈부심 방지
» 	눈부심을 완벽하게 막아주는 프레임                           

컷오프 필터 선글라스

System iNdiVidUal Xl 
시스템 인디비듀얼 XL

•	 컷오프 필터에 따라 자외선 및 가시광선의 고 에너지와 단파 성분을 100 % 흡수
•	 450 nm, 511 nm, 527 nm 및 550 nm 차단 필터의 렌즈가 있음
•	 무편광 렌즈 또는 편광 렌즈로 공급할 수 있음
•	 처방 받은 안경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안경테
•	 머리와 관자놀이 부분에 밀착한 프레임으로 눈부심 방지
•	 안경다리 부분의 윈도우를 통하여 옆으로 보기 좋음
•	 안경다리 부분의 윈도우도 렌즈와 같은 컷오프 필터 사용
•	 프레임 크기는 두 가지
•	 하드 폼 케이스 포함
•	 모든 컷오프 필터는 광화학치료인 PUVA 요법 중에도 사용하기에 적함

컷 오프 450nm, 
무편광

511nm, 
무편광

527nm, 
무편광

550nm,
무편광

시감 투과율
(視感透過率) 약 85% 약 60% 약 43% 약 30%

필터 카데고리 1 1 1 to 2 2

운전중 사용적합성

소형 프레임
(61-12-140) 16618450 16618511 16618527 16618550

대형 프레임
(65-12-140) 16619450 16619511 16619527 16619550

컷 오프 450nm, 
편광

511nm, 
편광

527nm, 
편광

550nm,
편광

시감 투과율
(視感透過率) 약 20% 약 15% 약 13% 약 9%

필터 카데고리 2 3 3 3

운전중 사용적합성

소형 프레임
(61-12-140) 16618450P 16618511P 16618527P 16618550P

대형 프레임
(65-12-140) 16619450P 16619511P 16619527P 16619550P

       DIN EN ISO 12312-1규정에 따라 운전에 무조건 적합         DIN EN ISO 12312-1규정에 따라 운전에 적합하지 않음
       운전에 적합하나, DIN EN ISO 12312-1규정에 따라 야간 운전에는 적합하지 않음 .

16618450P 16619450P

기존 안경 위에 쓴 모습

링크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039
http://www.iloupe.kr/shop/shopdetail.html?branduid=1180


37필터 & 선글라스

C U S TO M E R  B E N E F I T S  특장점 

» 	눈부심을 줄여줌
» 	콘트라스트를  강화 해줌.
»   제품번호/ 컷오프 / 투과도  / 필터 카데고리 / 운전중 착용 적합도  

C U S TO M E R  B E N E F I T S  특장점 

» 	편광은 배를 타거나 낚시 같은 수상 스포츠에 좋음
» 	안경테 위에 빠르게 착용할 수 있음
» 	별도의 선글라스를 쓰고 싶지 않을 때 좋음                        

클립온

System iNdiVidUal  
시스템 인디비주얼

•	 대비(contrast)를 강화해주고, 자외선과 가시광선의 고에너지와 청색광을 흡수하여 	

눈부심을 줄여줌
•	 컷오프 필터의 사용은 특히 색소성 망막염, 황반 변성, 백색증, 시신경 위축, 	

무수정체와 같은 질환에 권장됨 
•	  대비를 강화해주는 컷오프 필터인 클립온은 안경에 부착하여, 	

 필요한 경우에 간단하게 위로 올려 사용할 수 있음

Polarized clip-on  
편광 클립온 선글라스

•	 UV 400 - 100 % 자외선 차단
•	 편광  
•	 고급 디자인 
•	 소프트 케이스 포함 
•	 사용하기 좋음

제품번호 컷오프 투과도 필터 
카데고리

운전중 
착용 

적합도

1662450 450 nm 85 % 0

1662450P 450 nm, polarised 34 % 2

1662511 511 nm 60 % 1

1662511P 511 nm, polarised 15 % 3

1662527 527 nm 43 % 2

1662527P 527 nm, polarised 12 % 3

1662550 550 nm 28 % 2

1662550P 550 nm, polarised 11 % 3

제품번호 색상 투과율 필터 카데고리 클립온

29261 브라운 약 15% 3 Flip-Up-System

29262 그레이 약 15% 3 Flip-Up-System

29263 그린 약 15% 3 Flip-Up-System

1662450
1662450P

1662511
1662511P

1662527
1662527P

1662550
1662550P

링크

링크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57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56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56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56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56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56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56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56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56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57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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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U S TO M E R  B E N E F I T S  특장점 

»고품질 실리케이트로 만들어진 무수차렌즈
»섬유 유리로 보강되어 흠집이 잘 나지 않는 폴리 아미드 케이스
»방진용 케이스       

C U S TO M E R  B E N E F I T S  특장점 

»고품질 실리케이트로 만들어진 무수차 렌즈
»무광택 크롬으로 도금된 합금 바디
»검정색으로 칠해진 메탈 렌즈 프레임

ready2read 접이식 돋보기

•	 움직이면서도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 돋보기입니다.
•	 스프링이 장착되어 있어 렌즈를 쉽게 펼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어서 안전하게 

보호 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장식 디자인에 여러가지 색상의 제품이 있습니다.

clip&read 클립형 돋보기

•	 미니돋보기로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어 관자놀이에 단단히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	 1.5 와 2.5 디옵터 제품이 있습니다.
•	 색상은 회색과 다크레드가 있습니다.
•	 카메라나 자전거에 부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스마트폰과 연결하는 연결선이 있습니다

제품번호

29181-15

29182-15

29183-15

29184-15

29185-15

제품번호

29181-25

29182-25

29183-25

29184-25

29185-25

디옵터

1,50

1,50

1,50

1,50

1,50

디옵터

2,50

2,50

2,50

2,50

2,50

색상
블랙

블랙 흰색 플라워패턴

오렌지 흰색 플라워패턴

그린 흰색 플라워패턴

블루 흰색 플라워패턴

제품번호

2916115

2916215

제품번호

2916115

2916215

색상
다크레드

아이스그레이

색상
다크레드

아이스그레이

디옵터

1,50

1,50

디옵터

2,50

2,50

29181-
29182-
29183-
29184-
29185-

29161-

29162-

BEST

링크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094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094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094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094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094


40

29131-

29132-

291212-

일반 텍스트 크기 읽기 : +3 dpt

작은 글씨를 읽거나 세밀한 작업을하는 경우 :
+4.5 dpt, + 6.0 dpt 또는 +7.5 dpt

62 mm

Display
62 mm

Display

Ready readers 레디 리더스

•	 무테 돋보기
•	 두 가지 색상
•	 1.0 dpt에서 4.0 dpt까지 배율이 0.5 dpt 단위로 증가.
•	 플라스틱 프레임

Ready readers 레디 리더스

•	 무테 돋보기
•	 두 가지 색상
•	 1.0 dpt에서 3.5 dpt까지 배율이 0.5 dpt 단위로 증가.
•	 금속 프레임

miniframe BiFO 미니프레임 비포

•	 +3.0 dpt 및 추가로 착용 가능한 기성품 독보기
•	 확대 세그먼트
•	 추가 확대 세그먼트 : +4.5, + 6.0 또는 +7.5 dpt
•	 정교하고 고전적인 우아한 디자인
•	 안경다리 색상 : 총, 금, 파랑, 빨강

C U S TO M E R  B E N E F I T S  특장점 

» 	 프레임 색상의 고품질 케이스, 지퍼 포함
» 	 점잖고 현대적인 디자인
» 	 부드러운 패드가 달린 조절 가능한 패드 암

C U S TO M E R  B E N E F I T S  특장점 

»점잖은 디자인
»아주 가벼워 사용하기 매우 편함
»부드러운 패드가 달린 조절 가능한 사이드
»케이스 포함

C U S TO M E R  B E N E F I T S  특장점 

»이지비젼 : 작은글씨를 보거나 취미 활동에서 세밀하게 볼 수 있는	

 확대 세그먼트가있는 독보기
»저시력 : 추가 확대 세그먼트를 사용하여 독서용으로 	

사용하는 돋보기
»29060- 짧은 사용 거리에서도 두 렌즈 세그먼트 모두 편안하게  보임

제품 번호 프레임 색상 배율

여성용 29131- 플라스틱 자주색 -10/-15/-20/-25/-30/-35/-40

남성용 29132- 플라스틱 은흑색 -10/-15/-20/-25/-30/-35/-40

제품 번호 프레임 색상 배율

남성용 291212- 금속 건그로스 -10/-15/-20/-25/-30/-35/-40

제품 번호 색상 디옵터

29060-34
29060-36
29060-37

건매트
(gun gloss)

+3.00/+4.50
+3.00/+6.00
+3.00/+7.50

29061-36
29061-37

건그로스
(gold gloss)

+3.00/+6.00
+3.00/+7.50

제품 번호 색상 디옵터

29062-36
29062-37

블루 매트
(blue matt)

+3.00/+6.00
+3.00/+7.50

29063-34
29063-37

레드 매트
(red matt)

+3.00/+4.50
+3.0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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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개별 구성 요소를 주문하는 옵션을 이용하면, 보유하고 있는 제품으로 양안 보정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예: 무수정체인 경우.

요구 사항에 따라 돋보기 렌즈 1 개와 프로스티드 렌즈 1 개 또는 돋보기 
렌즈 2 개로 배율 레벨에 맞게 주문해야 합니다.

16814122

16814122

3–6 x 20 g41–22

noves MONO 노베스 모노

•	 기계적인 영향이나 먼지를 최대한 막아주는 정교한 안경으로 렌즈의 내부는 회절성 	

나노 구조(diffractive nanostructures)로 되어 있음
•	 렌즈 두께는 4.5mm
•	 무게는 20 g
•	 반대 렌즈는 젖빛 처리(frosted lens)
•	 스프링 힌지드 프레임에는 조절 가능한 안경다리, 부드러운 패드와 쉽게 조정 가능한 패드 암
•	 견고한 하드쉘 케이스로 제공 

•	  스프링 힌지드 프레임(spring-hinged frame)에는 조절 가능한 안경다리, 	

부드러운 패드, 패드를 쉽게 조절할 수 있는 패드 암이 있습니다.

16814122 : Colour gold matt

Frames only 프레임 만 판매 

C U S TO M E R  B E N E F I T S  특장점 

»점잖은 디자인
»아주 가벼워 사용하기 매우 편함
»부드러운 패드가 달린 조절 가능한 사이드
»케이스 포함

제품번호 설명 배율 대략적인 작업거리

1681-0 프로스티드 렌즈* 평판 -

1681-3

1681-413
렌즈*: 3X, 12 dpt
프레임: 무광 골드 3.0X 83mm

1681-4

1681-414
렌즈*: 4X, 16 dpt
프레임: 무광 골드 4.0X 65mm

1681-5

1681-415
렌즈*: 5X, 20 dpt
프레임: 무광 골드 5.0X 50mm

1681-6

1681-416
렌즈*: 6X, 24 dpt
프레임: 무광 골드 6.0X 4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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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14 168015 168016

168018 1680110

16824 16825 16826

16828 168210

HIGHER ADDITIONS

prismatic BiNO comfort 
프리즘 형 비노 컴포트

•	 고화질 및 프리즘 형 쌍안 돋보기
•	 에센바흐의 프리즘 형 비노는 배율이 다른 프리즘과 프리즘 배율에 맞춘 	

배율의 렌즈가 결합한 렌즈가 5 종류 있음
•	 성능도 좋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외관도 우수함
•	 스프링 힌지드 프레임(spring- hinged frame)에는 조절 가능한 	

안경다리, 부드러운 패드, 쉽게 조절할 수 있는 패드암이 있음
•	 견고한 하드쉘 케이스 제공

참고 : 거리 값은 ± 1 dpt (구형, 실린더형)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거리 값이 이 보다 더 큰 경우에는 에센바흐 옵틱 시스템 인디비듀얼에 맞춘
  프리즘형 해프아이 돋보기를 권합니다.)

noves BiNO 노베스 비노

•	 최대 2.50 x의 배율까지 되는 프리즘 컨버전스의 돋보기 
•	 배율에 관계 없이 4mm두께로, 렌즈임이 외관상으로 잘 드러나지 않음 
•	 기계적인 영향이나 먼지를 최대한 막아주는 정교한 안경으로 렌즈의 내부는 	

회절성 나노 구조(diffractive nanostructures)로 되어 있음
•	 해프아이(half-eye) 디자인으로 안경 위를 보기 쉽게 해줌
•	 무게:  18 g
•	 스프링 힌지드 프레임(spring- hinged frame)에는 조절 가능한 	

안경다리, 부드러운 패드, 쉽게 조절할 수 있는 패드암이 있음.
•	 견고한 하드쉘 케이스 제공

C U S TO M E R  B E N E F I T S  특장점 

»높은 배율의 편안한 양안 시력

C U S TO M E R  B E N E F I T S  특장점 

»높은 배율의 편안한 양안 시력 
»매우 얇아서 렌즈임이 잘 드러나지 않는 본 제품의 렌즈는 	

특히 고 배율 안경에 적합함

제품 번호 배율 디옵터 대략적인 작업거리

168014 1.00 x 4.0 250 mm

168015 1.25 x 5.0 200 mm

168016 1.50 x 6.0 165 mm

168018 2.00 x 8.0 125 mm

1680110 2.50 x 10.0 100 mm

제품 번호 색상 배율 디옵터/ 프리즘 대략적인작업거리

16824 무광 금색 1.00 x 4.0/5 Δ 250 mm

16825 무광 금색 1.25 x 5.0/6 Δ 200 mm

16826 무광 금색 1.50 x 6.0/7 Δ 165 mm

16828 무광 금색 2.00 x 8.0/9 Δ 125 mm

168210 무광 금색 2.50 x 10.0/11Δ 100 mm

1–2.5x 41–22

1–2.5 x 18 g41–22



43독서보조기

16431-

1643107

16431

사용 예

악세사리

the UniVision®

Hyperocular system 
유니비전
•	 간편한 적용 – 안경에 돋보기 렌즈를 영구적으로 붙이기 전에, 	

접착 테이프 링으로 렌즈 위치를 쉽게 바로잡을 수 있음 
•	 비용 효율적 - 다른 제품보다 좋은 가격으로 상당한 배율을 제공하는 확대 시스템 제공
•	 쉽게 변경 가능 - 굴절에 변화가 있거나 추가 요구 사항이 있을 때, 	

쉽고 빠르게 새 렌즈를 부착하거나, 더 강한 렌즈로 교체할 수 있음
•	 안티 스크래치 코팅 – 매일 사용하는 렌즈를 보호하기 위하여	

렌즈 전면에 안티스크래치 코팅 처리

C U S TO M E R  B E N E F I T S  특장점 

»눈에 띄지 않는 모양 - 직경이 22mm 투명 테이프 링이 있는 	

UniVision® 렌즈는 렌즈임이 잘 드러나지 않음
»초경량 - 렌즈의 무게는 겨우 1g
»즉시 사용 가능 – 렌즈를 현장에서 안경에 부착할 수 있으므로,	

특수 렌즈의 배달을 기다릴 필요가 없음

제품번호  디옵터 

16431-6 6.00

16431-12 12.00

16431-24 24.00

16431-36 36.00

제품번호  디옵터 

16431-6 6.00

16431-12 12.00

16431-24 24.00

16431-36 36.00

제품번호  디옵터 

16431-6 6.00

16431-12 12.00

16431-24 24.00

16431-36 36.00
1.5–10 x 1 g

 16431 UniVision® 하이포큘러 애플리케이터 키트 
•	 UniVision® 렌즈 10 종류 : +6.0 dpt, +8.0 dpt, +10.0 dpt, +12.0 dpt,  

+16.0 dpt, +20.0 dpt, +24.0 dpt, +28.0 dpt, +32.0 dpt, +36.0 엣
•	 UniVision®- 애플리케이터 키트 1 개 
•	 시험용 렌즈 6 종류 : + 12.0 dpt, +16.0 dpt, +20.0 dpt, +24.0 dpt,  

+28.0 dpt, +32.0 dpt 

16431 UniVision® 하이포큘러 애플리케이터 키트
•	 테이프 링 3 개
•	 테이프 애플리케이터 1 개 

•	 렌즈 석션(suction) 컵 1 개 

16431 UniVision® 하이포큘러 애플리케이터 키트
•	 테이프 링 5 개

16431 UniVision® 하이포큘러 애플리케이터 키트
•	 UniVision® 시스템 넣을 수 있는 빈 케이스. 
•	 시험용 렌즈는 UniVision® 하이포큘러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에서만 사용 가능

16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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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독서보조기

C U S TO M E R  B E N E F I T S  특장점 

»작업거리가 400mm로 길어 작업이 편리
»정밀한 작업을 해야하는 분, 양 손으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유용
»디옵터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눈의 피로를 최소화
»모던하고 실용적인 디자인

maxEVENt맥스이벤트

•	 연극, 뮤지컬, 콘서트, 영화, 운동장에서 행사 관람에 사용하는 시각보조기 입니다.
•	 착용감이 아주 편합니다.
•	 열을 주지 않아도 조정이 가능한 안경 다리입니다.
•	 좌 우 양안 시력을 각각 -2.75디옵터에서 +3.75 디옵터까지 쉽게 조정 가능함. 	

단 실린더 교정은 불가능합니다.
•	 반사형 대물렌즈입니다.
•	 발포형 고무 하드케이스 제공합니다.

C U S TO M E R  B E N E F I T S  특장점 

»콘서트, 같은 이벤트에서 무대 위에 모습을 가까이 보게 해줌
»무대 위의 세세한 동작을 놓치지 않고 보게 해줌

2.1 x 49 g18˚=1,000m 60-68 mm

162431

maxtV® 
맥스TV

•	 2배로 확대된 밝고 시원한 화면과 함께 화면 위의 작은 글자들이 크고 또렷하게 살아 납니다.
•	 맥스티비의 적정 초점거리는 3m정도의 거리이고, 	

3m떨어진 위치에서 보여지는 시야폭은 1m정도 됩니다.
•	 안경처럼 접어서 하드케이스에 넣을 수 있어 휴대 간편합니다.
•	 초경량 PXM소재를 이용하여 가볍고, 렌즈 투명도가 높습니다.
•	 양쪽 렌즈의 초점을 양 눈에 맞게 별도로 조절하여 눈의 피로와 어지러움을 방지합니다.

C U S TO M E R  B E N E F I T S  특장점 

»TV화면을 2배로 확대
»하드케이스에 넣고 다닐 수 있는 휴대성
»초경량 PXM 소재를 이용하여 가볍고, 밝고 맑은 최상의 렌즈
»양쪽 렌즈의 초점을 별도로 조절할 수 있는 보조 확대경

2.1 x 49 g18˚=1/3m 60-68 mm

162411

162451

maxdEtail 맥스디테일

•	 정밀한 작업을 해야하는 분, 양 손으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유 유용합니다.
•	 안경처럼 접어서 하드케이스에 넣을 수 있어 휴대 간편합니다.
•	 초경량 PXM 소재를 이용하여 가볍고, 렌즈 투명도가 높습니다.
•	 디옵터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눈의 피로를 최소화합니다.
•	 양쪽 눈의 초점을 별도로 맞출 수 있어 눈의 피로가 적습니다.
•	 렌즈와 안경다리 연결부에 초점 조절링이 있어 돌려서 초점을 맞춥니다.

•	 한쪽 눈씩 초점을 맞춰서 사용하면 됩니다. 2x 49 g13/40mm 60-68 mm

링크

링크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50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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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dEtail Clip 맥스디테일 클립

•	 정밀한 작업을 해야하는 분, 안경을 사용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	 안경처럼 접어서 하드케이스에 넣을 수 있어 휴대 간편합니다.
•	 초경량 PXM 소재를 이용하여 가볍고, 렌즈 투명도가 높습니다.

•	 5단계에 걸쳐 렌즈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C U S TO M E R  B E N E F I T S  특장점 

»이미지 왜곡을 최소화한 비구면 PXM렌즈
»작업거리가 350mm로 길어 작업이 편리
»정밀한 작업을 해야하는 분, 양 손으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유용
»5단계에 걸쳐 렌즈 높이 조절 가능

2x 23 g60-68 mm

16246

•	 갈릴레오 클립온 방식으로 렌즈를 아래서 위로 쉽게 올려 젖힐 수 있습니다.
•	 쓰고 있는 안경 위에 끼워서 사용합니다.
•	 양눈의 동공 거리는 60~68mm 입니다.
•	 발포형고무 하드케이스 제공합니다.

maxtV® Clip 맥스TV클립
C U S TO M E R  B E N E F I T S  특장점 

»안경 사용자를 위하여 특수 디자인 함
»작은 화면으로 볼 때 TV화면을 2배로 크게 보게 해줌
»화면의 글자나 자막을 읽기에 좋음

16244

2 x 23 g60-68 mm

사용예시

링크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33


47헤드 밴드형 확대경 & 클립온형 확대경

1634
16344

1631

1691

16362
16363
16364

2.5–4 x 70 g54-74 mm
Optoform

35 g

teleMEd/ridoMEd
텔레매드/ 리도매드
•	 코팅 렌즈 시스템 
•	 동공 거리 54-74 mm 조정
•	 렌즈 직경 23 mm
•	 초점 / 디옵터 보정시 두 눈 따로 조정 가능.
•	 접안 렌즈 측 추가 보정이 가능. 예를 들면 실린더 보정 
•	 검은 색 플라스틱으로, 강화 된 유리 섬유로 만든 튼튼한 캐리어 프레임,  
•	 편안하고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새들 브리지 (saddle bridge) 
•	 검은 색 지퍼 케이스 제공

UNIVERSAL CARRIER SYSTEM

uniadaPt
유니 아답트

Case for special vision aids
특수 시력 보조기의 경우
•	 갈릴레오 및 케플 라 이언 시스템 저장 용캐리어 프레임에 장착되었습니다.
•	 지퍼 잠금 장치가있는 인조 가죽 케이스
•	 발포 고무 삽입물은 장착 된 시스템 안전하게 보관하고 	

충격으로부터 보호 할 수있다.

텔레매드
제품번호 배율 작업거리 시야

1634 3.0/ 쌍안경 70cm ~∞ 160m/1,000m

16344 4.0/ 쌍안경 70cm ~∞ 130m/1,000m

리도매드
작업거리에 적합한 수렴 각(convergence angle).
제품번호 배율 작업거리 시야

16362 2.5/ 쌍안경 약 350 mm 75/350 mm

16363 3.0/ 쌍안경 약 200mm 54/200mm

16364 4.0/ 쌍안경 약 250mm 35/250mm

•	 캐리어 프레임에 장착 된 캐리어시스템을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강화 유리 섬유로 만든 캐리어 시스템 플라스틱
•	 높이 조절이 가능한 부드러운 다리
•	 54 ~ 74 mm의 쉽게 조절할 수있는 동공 거리
•	 2 개의 고정 된 단안 마운트, 고무 블라인드 캡, 	

부착 가능한 고무 템플 엔드 및 지퍼 처리 된 케이스
•	 단안 마운트는 무한대로 설정됩니다.

링크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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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303 리딩 캡 어댑터
중간 어댑터 링을 이용하면, 제품번호 16731과 16732 
단안경을 제품번호 16210-162116 리딩캡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6711 비소 퀵 손가락 걸이
손가락 걸이를 이용하면 손안의 단안경처럼 사용할 때 안정감을 주며,
눈에 띄지 않게 해줍니다.

System carrier frame 

시스템 케리어 프레임
•	 광학 시스템을 유지해주는 특수 프레임
•	 매우 가볍고 견고한 티타늄 프레임
•	 부드럽고, 쉽게 조정되는 실리콘 새들 브리지
•	 골프클럽 의 고무로 처리된 안경 다리 뒷부분 걸개
•	 안경다리 길이는 150mm, 줄일 수 있음
•	 안경다리 길이는 150mm 이며, 줄일 수 있음

제품번호 사이즈 무게
16934916 49 – 16 – 150 11 g

16935116 51 – 16 – 150 11 g

16935218 52 – 18 – 150 11 g

악세사리
167302 리딩 캡 어댑터
중간 어댑터 링을 이용하면, 제품번호 16731과 16732 
단안경을 제품번호 16210-162116 리딩캡과 사용할 수 있습니다.

Focusable
Keplerian Systems 
초점 조절 가능한 캐플러 방식 단안경
•	 제품번호 16711 손가락 걸개를 끼고 사용하면 손 안의 단안경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안경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빛의 투과율과 이미지의 선명도가 높습니다.
•	 작고 가벼워서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사용할 수있습니다.
•	 방진 처리한 고품질의 금속체입니다.
•	 중간 아답터를 이용하여 제품번호 16210-162116 리딩캡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멀티코팅을 한 루프 프리즘 시스템입니다.
•	 코드와 케이스를 제공합니다.

•	 제품번호 1625와 호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C U S TO M E R  B E N E F I T S  특장점 

»손가락 걸개를 걸어다니며 사용하기 좋음
»시스템 캐리어 프레임에서 사용 가능함

제품번호 배율 
먼거리 / 근거리 

관측거리
먼거리 / 근거리

시야각도
먼거리/근거리

16731
2,8 x 9 2,8 x / 3,4 x 220 m / 1.000 m 

26 mm / 150 m 12,5° / 10°

16732
4,2 x 10 4,2 x / 5,5 x 175 m / 1.000 m 

25 mm / 200 m 10° / 7,2°

16733
4,2 x 12 4,2 x / 5,0 x 220 m / 1.000 m

 32 mm / 200 m 12,5° / 9,2°

16734
6 x 16 6,0 x / 7,6 x 175 m / 1.000 m 

26 mm / 250 m 10° / 6°

추가 기술 정보는 80p 참조

16731

16733

16732

16734

167302 167303

2.8–6 x
3.4–7.6 x

16934916
16935116
16935218

링크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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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릴리안 시스템

•	 갈릴리안 시스템의 갈릴레이 2.0 GF, 갈릴레이 2.2 x 및 갈릴레이 

2.5 x는 시스템 캐리어 프레임에 장착되어 사용됩니다
•	 갈릴리안 시스템은 1625 어댑터를 사용하여 장착됩니다.

galilei 2.0 gF  
갈릴레이 2.0 GF
•	 갈릴리안 시스템은 무한대로 설정되며, 리딩캡(reading caps)은  

독서용으로 사용됨 (표 참조)
•	 접안렌즈와 대물 렌즈에는 고품질의 반사 방지 하드코팅 처리
•	 시야 22°

C U S TO M E R  B E N E F I T S  특장점 

»넓은 시야, 독서를 자주 할 때 이상적
»텔레비전 시청에 적합
» 	가벼워서 사용하기 편함
» 시야가 넓고 배율이 높지 않아 나이로 인한 떨리는 현상에 영향 받지 않음

제품번호 배율  작업거리 시야

1623 2.0 x ∞ 380 m / 1,000 m

1623 + 16233 1.5 x approx. 330 mm 130 mm

1623 + 16234 2.0 x 250 mm 100 mm

1623 + 16235 2.5 x 200 mm 80 mm

1623 + 16236 3.0 x 167 mm 66 mm

1623 + 16238 4.0 x 120 mm 48 mm

1623 + 162310 5.0 x 100 mm 40 mm

1623 + 162312 6.0 x 83 mm 34 mm

시야에 대한 수치는 평균치입니다. 수치는 눈과 접안렌즈와의 거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가 기술 정보는 80p 참조

제품번호 리딩캡

162301 개별 렌즈의 피팅용 리딩캡의 링 

16230 프로스티드 렌즈 

16233 리딩캡 3.0dpt

16234 리딩캡 4.0 dpt 

16235 리딩캡 5.0 dpt 

16236 리딩캡 6.0 dpt 

16238 리딩캡 8.0 dpt 

162310 리딩캡 10.0 dpt 

162312 리딩캡 12.0 dpt

•	 리딩캡은 사용하기 쉽습니다. 탈착하지 않고 젖히기만 하면 됩니다.
•	 리딩캡에는 +3 dpt / + 4 dpt / + 5dpt가 있으며, 컨버전스 어답터와  

사용하면,  양안 사용시 적합합니다.

1630 맞춤 케이스
맞춤 케이스의 구성물은 이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근거리와 원거리 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내용 : 프레임 어댑터가 있는 1623,  2 개. ,  16230, 16233, 16234, 16235, 

16236, 16238, 162310, 162312  각 1개.

1625 10. 부품 조합 지침

1623

162301
16230     16233    16234
16235     16236    16238
162310   162312

사용예시

악세사리

7 g

2 x (–6 x) 18 g

링크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52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52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52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52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52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52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52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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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ilei 2,2 x 갈릴레이 2.2 x

•	 고품질 광학 이미징  
•	 갈릴레오 시스템은 무한대로 설정되며, 리딩캡을 장착하면 독서용으로 사용 (표 참조) 
•	 무게 16 g, 리딩캡 장착하면 22 g 
•	 고품질의 규산염 렌즈, MgF2 코팅 

•	 시야 14 °

galilei 2,5 x 갈릴레이 2.5 x

•	 조정하기 쉬움. 
•	 갈릴레오 시스템은 무한대로 설정되며, 리딩캡은 독서용으로 사용됨 (표 참조) 
•	 접안 및 대물 렌즈는 고품질, 반사 방지 하드 코팅 

•	 시야 13 °

C U S TO M E R  B E N E F I T S  특장점 

»텔레비전 시청하기 좋음
»인쇄물 읽기 좋음	

(신문, 은행 계좌 명세서, TV 가이드, 전화 번호부 등) 
»가벼워서 사용하기 매우 편함

제품번호 배율  시야* 작업거리
1621 2.2 x 250 m/1,000 m ∞

16225 2.5 x 230 m/1,000 m ∞

C U S TO M E R  B E N E F I T S  특장점 

»TV 시청에 좋고, 리딩캡 장착하면 독서에 이상적 
»시야가 넓기 때문에 사용하기 쉬움. 
»11g 초경량으로 사용하기 매우 편함

제품번호 배율  시야* 작업거리

1621/16225 2.2 x 2.5 x 250 m/
1,000 m

230 m/
1,000 m ∞

+ 16213 1.65 x 1.9 x 67 mm 64 mm 330 mm

+ 16214 2.2 x 2.5 x 54 mm 48 mm 250 mm

+ 16215 2.75 x 3.15 x 44 mm 38 mm 200 mm

+ 16216 3.3 x 3.75 x 35 mm 32 mm 167 mm

+ 16218 4.4 x 5.0 x 25 mm 24 mm 125 mm

+ 162110 5.5 x 6.25 x 22 mm 19 mm 100 mm

+ 162112 6.6 x 7.5 x 18 mm 16 mm 83 mm

+ 162116 8.8 x 10.0 x 14 mm 12 mm 63 mm

1621

16225

162101

리딩캡

•	 갈릴레이 2, 5배. 갈릴레이 2, 5배

162101 각 렌즈의 피팅렌즈를 위한 리딩캡의 링
16210 프로스티드 렌즈
16213 리딩캡 3.0 dpt 16214 리딩캡 4.0 dpt
16215 리딩캡 5.0 dpt 16216 리딩캡 6.0 dpt
16218 리딩캡 8.0 dpt 162110 리딩캡 10.0 dpt
162112 리딩캡 12.0 dpt 162116 리딩캡 16.0 dpt
•	 리딩캡에는 +3 dpt / + 4 dpt / + 5dpt가 있으며, 양안 사용시 적합합니다.(클로즈 업)

본 시스템에 1632 및 16321 맞춤 케이스를 사용할 수 있음.  51p 참조.
* 시야에 대한 수치는 평균값입니다. 눈에서 접안 렌즈까지의 거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세한 정보는 80p 참조.

1632

16210   16213
16214   16215

16216    16218
162110  162112
              162116

6 g

2,5 x (–10 x) 11 g

2.2 x (–8.8 x) 16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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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1

1632

UNIVERSAL CARRIER SYSTEM

galilean Fitting Case
갈릴리안 맞춤케이스

1619 

1621 

16225 

16210 

16213 

16214 

16215 

16216 

16218 

162110

162112

162116

162510

시험 프레임 어댑터 (조립 된 거 3 개)
갈릴레이 2.2 x (2 개)
갈릴레이 2.5 x
프로스티드 렌즈
리딩캡 3 dpt
리딩캡 4 dpt
리딩캡 5 dpt
리딩캡 6 dpt
리딩캡 8 dpt
리딩캡 10 dpt
리딩캡 12 dpt
리딩캡 16 dpt
맞춤 지침

galilean and
Keplerian fitting case
갈릴리안과 캐플러리안 맞춤 케이스

내용은 16321과 같으며 다음 사항이 포함됨
1619

16731

16732

16733

16734

16711

167302

167303

시험 프레임 어댑터 (2 개)
Keplerian 단안 2.8 x 9
Keplerian 단안 4.2 x 10
Keplerian 단안 4.2 x 12
Keplerian 단안 6.0 x 16
viso-quick finger ring
16731 및 16732 용 리딩캡 용 어댑터
16733 및 16734 용 리딩캡 용 어댑터

맞춤 케이스의 부품을 사용하면 갈릴리안 1621, 16225 뿐 아니라

캐플러 시스템 16731, 16732, 16733 및 16734에서 먼거리와 근거리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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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

Mounting Kit 마운팅 키트

•	 마운팅키트1625는 모든 에센바흐사의 갈릴레이 시스템과 캐플리안 시스템의  

모든 제품에서 어떤 특별한 프레임에도 장착할 수 앗음
•	 마운팅 키트1625 의 주요 기능은, 200mm, 250 mm, 330 mm의  

작업거리 및 먼 작업거리 어댑터와 함께, CR 39로 만든 렌즈의 캐리어임
•	 컨버전스 어댑터를 사용하면. 먼 거리와 다양한 클로즈업 범위를 보는  

양안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마운팅 키트는 단안 및 양안 모두에 적합함 
•	 중심잡기를 잘못하여 조정 오류가 발생하면, 최소 비용으로 캐리어 디스크를  

다시 만들어 바로 잡을 수 있음

수량 항목
1

6

2

2

2

2

2

피팅 브로셔

캐리어 디스크

캐리어 디스크 연삭용 센터링 인서트

무한 거리 사용을 위한 어댑터

200 mm 용 컨버전스 어댑터 (양안)

250mm 용 컨버전스 어댑터 (양안)

330mm 용 컨버전스 어댑터 (양안)

스몰 마운팅 구성 요소
수량 항목
6 x

6

2

1

1

2

스페이서 워셔 (0.5 mm, 1.0 mm, 2.0 mm)

단안 고정을 위한 잠금 링

보정렌즈 사용을 위한 부착 링이 있는 고정 링

보정렌즈 용 렌즈포머

소켓

트라이얼 프레임 용 어댑터 

재주문을 위한 주문 번호 
제품번호 수량 항목
1619 2 시험 프레임 용 어댑터 
1622 2 보정 렌즈 사용을 위한 고정 링
16221 1 수정 렌즈 용 렌즈포머

4 교체 부착용 링 
1625101 1  피팅 브로셔
16261 2 캐리어 렌즈,

2 무한 거리 사용을 위한 어댑터,
2 센터링 인서트 

16262 2 캐리어 렌즈,
2 200mm 용 컨버전스 어댑터,
2 센터링 인서트 

16263 2 캐리어 렌즈,
2 250mm 용 컨버전스 어댑터,
2 센터링 인서트 

16264 2 캐리어 렌즈,
2 330mm 용 컨버전스 어댑터,
2 센터링 인서트 

16265 6 캐리어 렌즈
16266 6 무한 거리 용 어댑터

1627 소형 마운팅 부품
제품번호 수량 항목
    6 each of 스페이서 워셔 (0.5 mm, 1.0 mm, 2.0 mm),

6 록링(lock ring)
2 보정렌즈용 부착 링이 있는 고정 링

1628 1 설치 공구 : 소켓
16715 6 록링 (lock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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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즈 교환이 손쉬움
* 랜즈 크기: 쌍안용 74.5 * 28mm
* 강화 플라스틱 유리섬유로 만든 렌즈 클램프

laboMEd 라보메드

•	 정밀한 작업을 해야 하는 분이나 양손으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유용합니다.
•	 위로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어 편리합니다.
•	 라보메드 프레임과 렌즈를 보관할 수 있는 하드케이스가 있어 보관이 편리합니다.
•	 메탈프레임으로 렌즈 탈부착이 가능하여, 배율이 다른 렌즈로 교체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	 렌즈 배율 표시는 렌즈 걸개 부분에 압인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laboCOMFORt 라보컴포트

•	 라보컴포트는 안경 착용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며, 진회색의 쉴드가 있어 빛이 

산란되는 것을 막아 관찰을 용이하게 해줍니다. 
•	 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쉽게 위로 올릴 수 있습니다. 
•	 헤드밴드는 개인의 두상에 맞게 조절 가능합니다. 
•	 이마 부분은 스폰지로 마감하여 직접 닿는 피부의 자극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	 렌즈 탈부착이 가능하여, 배율이 다른 쌍안타입의 렌즈로 호환이 가능합니다. 

   (1.7배율 ~ 3배율)
•	 렌즈 배율 표시는 렌즈 걸개 부분에 압인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품번호

164450

164451

164452

164453

제품번호

164817

164820

164825

164830

배율/디옵터

1,7 x / 2,5 dpt

2,0 x / 2,5 dpt

2,5 x / 5,0 dpt

3 x / 7,75 dpt

배율/디옵터

1,7 x / 2,5 dpt

2,0 x / 2,5 dpt

2,5 x / 5,0 dpt

3 x / 7,75 dpt

디옵터

양안용

양안용

양안용

양안용

디옵터

양안용

양안용

양안용

양안용

작동거리 근사치

400 mm

250 mm*

180 mm

130 mm

작동거리 근사치

400 mm

250 mm*

180 mm

130 mm

C U S TO M E R  B E N E F I T S  특장점 

»정밀한 작업을 해야 하는 분, 양손으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유용
»배율 대비 작업거리가 길어 작업이 편리한 헤드형 루페
»안경을 착용하지 않는 분에게 적합한 상품
»렌즈 교체 가능

인터그레이티드 컨버전스 서포팅 프리즘 사용으로 작동거리가 짧습니다.

악세사리
1647 라보 클립과 라보 매드 케이스
내용물: 내용물과 사양은 바뀔 수 있습니다.

164450, 164620, 16451,
16452, 16453, 16454, 16457.

Optoform

1.7–3 x

1.7–3 x

164450
164451
164452
164453

164817
164820
164825
164830

BEST

링크

링크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44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44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19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44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19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44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19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19


55헤드 밴드형 확대경 & 클립온형 확대경

laboCliP 라보 클립

•	 정밀한 작업을 해야 하는 분이나 양손으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유용합니다.
•	 위로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어 편리합니다.
•	 집게 형태로 되어 있어 사용하시는 안경테에 끼워 고정하여 사용가능합니다.
•	 라보클립과 렌즈를 보관할 수 있는 하드케이스가 있어 보관이 편리합니다.
•	 렌즈 탈부착이 가능하여, 배율이 다른 렌즈로 교체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	 렌즈 배율 표시는 렌즈 걸개 부분에 압인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품번호

164617

164620

164625

164630

164640

164670

제품번호

16455

16451

16452

16453

16454

16457

배율/디옵터

1,7 x / 2,5 dpt

2,0 x / 2,5 dpt

2,5 x / 5,0 dpt

3 x / 7,75 dpt

4 x / 16 dpt

7 x / 28 dpt

배율/디옵터

1,7 x / 2,5 dpt

2,0 x / 2,5 dpt

2,5 x / 5,0 dpt

3 x / 7,75 dpt

4 x / 16 dpt

7 x / 28 dpt

디옵터

양안용

양안용

양안용

양안용

단안용

단안용

디옵터

양안용

양안용

양안용

양안용

단안용

단안용

작동거리 근사치

400 mm

250 mm*

180 mm

130 mm

55 mm

32 mm

작동거리 근사치

400 mm

250 mm*

180 mm

130 mm

55 mm

32 mm

C U S TO M E R  B E N E F I T S  특장점 

»이미지 왜곡을 최소화한 비구면 PXM렌즈
»정밀한 작업을 해야 하는 분, 양 손으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유용
»배율 대비 작업거리가 길어 작업이 편리한 헤드형 루페
»안경을 착용하는 분에게 적합한 상품
»렌즈 교체 가능

악세사리
16451 16452
16453 16455

사용예시

16454
16457

164640
164670

164617
164620
164625
164630

164617 164620
164625 164630
164640 164670

렌즈는 별도로 구매해야함.
렌즈는 별도로 밑에 사양대로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 번호 :

1.7–7 x
Optoform

렌즈는 따로 따로 사용이 가능함.
이 렌즈들은 왼쪽의 제품 기구에 각기 따로 따로 사용 할 수 있음.

BEST

링크

링크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21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21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21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16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16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16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16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16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16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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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전문가용 루페

•	 조명등이 달린 루페입니다.
•	 금속, 직물, 광물질, 광택제와 같은 다양한 표면을 검사하기 좋습니다.
•	 초점 범위가 넓으므로 구멍 처럼 자세히 검사해야 할 부분을 크게 보거나 줄여서 

볼 수 있습니다.
•	 조절 범위가 넓어서 시력이 아주 나쁜 사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	 렌즈 구경이 커서 고도의 선명도를 보여줍니다. 보조 조명이 있어서 한 낮의 조명

과 같은 상태에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	 조정 휠을 사용하면 초점을 정교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	 필요할 때는 빛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배율은 30배, 유리 렌즈입니다.

Precision scale 
magnifiers 정밀 스케일 루페

Precision scale magnifiers 
스테일 루페 7x, 10x
•	 아주 작은 부분도 이미지 왜곡이 없습니다.
•	 포커싱 링을 사용하여 손쉽게 초점을 정확히 맞춥니다.
•	 제품 번호 115201 의 표준 스케일을 제공하며, 측정 범위는 20mm, 지름은 23mm 입니다.
•	 강화 폴리아미드 유리섬유로 만든 몸체입니다.
•	 다른 스케일을 보관할 수 있는 단단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상자를 제공합니다.

tube microscopes
튜브 마이크로스코프

제품번호

155071

155074

제품번호

11547

115410

사양
손잡이형 배터리

LED, 손잡이형 배터리

배율

10 x

10 x

배율

7 x

10 x

디옵터
38,0

38,0

디옵터
28,0

40,0

•	 전문 기술직, 인쇄 업소용입니다
•	 눈금자 있습니다.

선택가능한 정밀 측정 스케일 옵션
•	 스케일 모델번호 115201, 115202, 115203, 115204

악세사리

LED 조명 장치 옵션
•	 제품 번호 11547,115410 정밀 스케일 루페의 옵션상품
•	 손잡이에 배터리 2개가 들어 감

115201                   115202                       115203                      115204

155071
155074

11547 115410

11514

1174

2 x LED 2x Baby

10 x 2x Baby

7/10 x

2 x AA30 x

링크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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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 1255

1258

1256

1259

1270
1271
1272 12002

12003
12005

5–12 x

5–10 x

리넨 테스터

기술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개발하였습니다.

Metal precision
linen testers 금속 리넨 테스터

•	 정밀 리넨 테스터
•	 황동 프레임, 크롬 도금, 실크 무광택 마감

Plastic precision
linen testers 플라스틱 리넨 테스터

•	 측면 눈금이 있는 리넨 테스터
•	 mm 단위로 눈금 표시
•	 검정색 플라스틱 하우징

제품번호 크기 배율 컷아웃 높이
1271 Ø 12 mm 48 dpt/12 x 15 x 15 mm 28 mm

1272 Ø 16 mm 40 dpt/10 x 20 x 20 mm 35 mm

1270 Ø 28 mm 32 dpt/8 x 30 x 30 mm 53 mm

리넨테스터 케이스

케이스는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아래 표에 각 테스터에 해당하는 케이스의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리넨테스터 제품번호 크기
1254/1255/1271 12002
1256/126692/1272 12003
1258/1259/1270 12005

제품번호 크기 배율 컷아웃 높이
1254 Ø 11 mm 48 dpt/12 x 10 x 10 mm 23 mm
1255 Ø 12 mm 40 dpt/10 x 15 x 15 mm 27 mm
1256 Ø 15 mm 32 dpt/8 x 20 x 20 mm 33 mm
1258 Ø 20 mm 24 dpt/6 x 25 x 25 mm 42 mm
1259 Ø 28 mm 20 dpt/5 x 30 x 30 mm 53 mm



59전문가용 루페

강화 광섬유와 깨지지 않는 폴리아미드 몸체
•	 루페를 접으면 방진 상태가 됩니다.
•	 유리렌즈, 크기는 지름 23mm입니다.

Watchmaker’s
magnifiers 시계 루페

•	 물방울 맺힘을 막아주는 공기 구멍이 있습니다.
•	 내연성 플라스틱으로 만든 연탄색 루페입니다.

Stone magnifier 
스톤 루페
•	 물방울 맺힘을 막아주는 공기 구멍이 있습니다.
•	 내연성 플라스틱으로 만든 연탄색 루페입니다.

접이식 정밀루페

Plastic precision folding
magnifiers  접이식 정밀 플라스틱 루페

Metal precision folding
magnifiers 접이식 정밀 메탈루페

•	 크롬 도금한 무광 놋쇠 몸체입니다.
•	 검정색으로 칠한 금속제 렌즈 프레임입니다.

제품번호

11243

11245

11247

1124110

제품번호

11869

118210

제품번호

118410

118420

11766

11768

117610

117612

117810

117815

117820

11775

1187

제품번호

1130

렌즈

평볼록렌즈

평볼록렌즈

평볼록렌즈

비구면렌즈

렌즈

코팅처리한 색지움 렌즈

비구면 렌즈

렌즈

이중렌즈

렌즈사이즈

Ø 25 mm

Ø 25 mm

Ø 25 mm

Ø 25 mm

배율

3 x + 6 x = 9 x

10 x

배율

10 x

20 x

6 x

8 x

10 x

12 x

10 x

15 x

20 x

5 x

4 x + 6 x = 10 x

렌즈사이즈

Ø 15 mm

Ø 17 mm

Ø 21 mm

Ø 21 mm

Ø 21 mm

Ø 15 mm

Ø 14 mm

Ø 10 mm

Ø 7 mm

Ø 27 mm

Ø 27 mm

렌즈

색지움 렌즈

무수차렌즈

무수차렌즈

무수차렌즈

무수차렌즈

무수차렌즈

무수차렌즈

양볼록 렌즈

양볼록 렌즈

색지움 렌즈

무수차렌즈

렌즈사이즈

Ø 13 mm

배율 / 디옵터

3,0 x / 12,0 dpt

5,0 x / 20,0 dpt

7,0 x / 27,7 dpt

10,0 x / 40,0 dpt

특징
이미지 왜곡이 없음

이미지 왜곡이 없음

특징
이미지 왜곡이 없음

이미지 왜곡이 없음

이미지 왜곡이 없음

배율 

15 x

118410
118420

11775

11869 118210

1130

11243   11245
11247   1124110

11766 11768 117610 117612
117810 117815 117820

1187

3–10 x

15 x

3–10 x

4–20 x

링크

링크

링크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10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10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11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11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11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11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11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11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11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11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11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11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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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de-out &
folding magnifiers 
슬라이드아웃형 루페 & 접이식 루페

슬라이드 아웃형 1103/1104
•	 내구성이 강한 플라스틱 케이스의 슬라이드 아웃형 루페입니다.
•	 작고 편리한 소형 루페입니다.
•	 1103은 렌즈가 둘이며, 각 루페는 2단계의 배율을 가집니다.

접이식 루페 110910
•	 내구성이 강한 플라스틱 몸체의 접이식 루페입니다.
•	 작고 편리한 소형 루페입니다.

Stand magnifiers
스탠드형 루페
•	 고배율 확대를 요하는 정밀 작업에 유용합니다.
•	 시력 보조 기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최대한의 조명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투명 스탠드 설계입니다.
•	 렌즈 표면을 보호하기 위한 스크래치 방지 코팅 처리되어 있습니다.

•	 검정플라스틱 손잡이입니다.
•	 산화 피막 처리한 검정색 프레임입니다.

Handheld magnifier
in light metal frame
가벼운 금속 프레임의 손잡이형 루페

제품번호

1103

1104

110910

제품번호

2626

2628

1153

제품번호

1163

배율

3 x and 4.5 x or 6 x and 9 x

3 x or 6 x

10 x

디옵터 / 배율

23,0 dpt / 6 x

38,0 dpt / 10 x

28,7 dpt / 8 x

배율 / 디옵터

5 x 20 dpt

렌즈사이즈

–

–

Ø 23 mm

렌즈사이즈

Ø 50 mm

Ø 35 mm

Ø 25 mm

렌즈
비구면

비구면

비구면

렌즈사이즈

Ø 50 mm

3–9 x 10 x

6 x

6–10 x

1103
1104 110910

1163

2626 2628

1153

110910

링크

링크

링크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14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13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12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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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로브스키는 고품질의 크리스탈로 최고의 명성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반짝임과 패셔너블한 실버 톤이 돋보이
는 크리스탈은 언제나 사랑 받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눈길을 단
숨에 사로잡는 크리스탈은 독일 에센바흐제품과 만나 더욱 우
아하게 연출됩니다.

152111S01
스텔라

152111S03
아스트로 아츠

152111S02
밀키웨이

1511003
플라워 디룩스

Biconvex magnifiers &
reading magnifiers
일본 에센바흐 투명테 손잡이 손잡이
•	 손잡이 부분에 5배율의 보조렌즈가 있어 부분적으로 아주 작은 글씨를 확인해야 할 때 

두 가지 배율로 사용 가능합니다.
•	 가장 보편적인 형태와 배율로 이미지 왜곡현상을 최소화 합니다.
•	 렌즈 왜곡이 적고, 렌즈 테두리가 투명으로 되어져 가독성을 더 높여줍니다.

•	 일반 제품은 배터리 잔류량에 따라 조명 밝기가 약해지는 반면, 이지포켓 LED 

제품은 스텝업 컨버터(Step-Up Converter)가 있어 배터리 잔류량과 상관없이 

사용중 균일한 밝기가 유지됩니다 또한 스텝업 컨버터(Step-Up Converter)로 

인하여  화이트LED가 필요로 하는 최대한의 전력을 공급해줌으로써 최상의 

밝기를 유지해 줍니다.

easyPOCKEt 일본 에센바흐 이지포켓

제품번호

2612401S1

2612601S1

2612801S1

제품번호

152111S01

152111S02

152111S03

1511003

제품번호

Ø45 mm

Ø60 mm

Ø80 mm

렌즈사이즈

46×50mm

46×50mm

46×50mm

46×50mm

본품사이즈

55×85×7mm

55×85×7mm

55×85×7mm

55×85×7mm

배율

3,25 x

2,5 x

2,25 x

배율

3,0 x

3,0 x

3,0 x

3,0 x

디옵터

8,4

6,4

5,0

디옵터

8,4

6,4

5,0

무게

32g

32g

32g

39g

2612401S1
아쿠아

2612601S1
소피아

2612801S1
그레이스

1.5–3.25 x

3 x / 4 x 2 x 2025

링크

링크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063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063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063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37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37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37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37


63스와로브스키 콜라보레이션 & 선물세트

디옵터

3,9

디옵터

3,9

VIP 손님에게는 고급스런 에센바흐 선물세트입니다.  더 특별한 VIP 용 선
물은 새롭게 제작해 드리기도 합니다. 색다른 선물로 감사한 마음을 인상적
으로 전하세요. 두고 두고 사용하며 기억하는 에센바흐 선물세트!

classic 지갑형 돋보기 클래식

•	 명함돋보기와 감사카드 제공
•	 초극세사 렌즈 타월 제공

ESCHENBaCH
giFt SEt 
에센바흐 기프트 세트

visomed 비소메드

C U S TO M E R  B E N E F I T S  특장점 

»이미지 왜곡을 최소화하고 내구성이 강한 비구면 PXM렌즈
»시야가 넓게 보이는 투명 프레임
»그립감이 좋은 손잡이                           

C U S TO M E R  B E N E F I T S  특장점 

»이미지 왜곡을 최소화한 비구면 PXM렌즈
»작고 컴팩트한 사이즈로 휴대가 용이
»스크래치를 방지하는 가죽 케이스                        

제품번호

2614150

제품번호

1740106

렌즈사이즈

100 x 50 mm

렌즈사이즈

Ø60 mm

색상
버건디레드

재질
통가죽

배율

2,0 x

배율

3,5 x

Optoform

3.5 x 

Optoform

2,0x

VIP 손님에게는 고급스런 에센바흐 선물세트입니다. 아이루페에서는 더 
특별한 VIP 용 선물은 새롭게 제작해 드리기도 합니다. 색다른 선물로 감
사한 마음을 인상적으로 전하세요. 두고두고 사용하며 기억하는 아이루
페의 맞춤형 에센바흐!

링크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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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안에 들어가는 단안경, 스탠드형 현미경, 스탠드형 확대경입니다.
•	 멀티코팅 처리한 캐플러 방식 루프 프리즘입니다.
•	 빛의 높은 투과율과 선명한 이미지로 볼 수 있습니다.
•	 아이피스컵을 렌즈보호캡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볍고 방진처리된 금속체입니다.
•	 스탠드형 확대경과 같이 쓰면 24배 배율입니다.
•	 스탠드형 학대경만으로는 3배 배율입니다.
•	 코드와 케이스 제공합니다.

제품번호 배율 관측거리
먼거리/ 근거리 시야각 작동거리

1674820 8 x 20 125 m/1,000 m 7° 300 mm to ∞
1674832 8 x 32 140 m/1,000 m 8° 700 mm to ∞

•	 극소형 사이즈로 담배곽의 반 사이즈의 사각 단안 망원경입니다.
•	 대물렌즈가 사각이어서 매우 편안한 파노라마영상을 제공합니다.
•	 수평 슬라이드 초점 조절 시스템으로 가볍고 간편하게 초점 조절이 가능합니다.
•	 부드럽고 미끄러지지 않는 특수 고무 외장 재질 사용했습니다.
•	 최단 초점거리가 매우 짧으며(1m) 휴대용 벨트 백 제공합니다.

제품번호 배율 관측거리
먼거리/ 근거리 시야각 작동거리

4293616 6 x 16 140 x 108 m 
/1.000 m 8° x 6,2° 1.000 mm to ∞

4293816 8 x 16 122 x 94 m
 /1.000m 7° x 5,4° 1.000 mm to ∞

•	 원터치 슬라이드방식, 최고급 소형 단안경입니다.
•	 매우 부드럽고 편리한 초점 조절기능이 있습니다.
•	 손가락 끝으로 잡을 수 있고, 조작할 수 있는 콤팩트한 디자인입니다.
•	 세련된 실버메탈 느낌의 첨단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제품번호 배율 관측거리
먼거리/ 근거리 시야각 작동거리

4294413 4 x 4 m fixed focus 48 x 25 x 38 mm

4294418 6 x 2 m slide focus 79 x 27 x 45 mm

•	 손가락 두마디 크기입니다.
•	 사용시 반으로 접혀 두 손가락으로 조작 가능합니다.
•	 손잡이 부분에 미끄럼 방지하도록 표면이 돌출 처리되어 있습니다.
•	 풀코팅블루렌즈 (Fully-coated blue lens) 사용으로 매우 선명한 영상을 제공

합니다.
•	 1.5m부터 측정이 가능합니다.
•	 휴대용 벨트 백 제공합니다.

제품번호 배율 관측거리
먼거리/ 근거리 시야각 작동거리

42928212 8 x 21 113 m / 1.000 m 6,5° 1.500 mm to ∞

손안에 들어 가는 단안경

varioPlUS 베리오 플러스

club® M  

클럽 M 극소형 단안경

microlux  마이크로룩스 소형 단안경

조명 스탠드형 확대경

start® Monofold 8 x 21
스타트 모노폴드 단안경

8 x

6/8 x

8 x

4/6 x

1674832 1674820

4293616
4293816

42928212

4294618

자세한 정보는 80p 참조

4294413 링크

링크

링크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58
http://www.iloupe.kr/shop/shopdetail.html?branduid=2674263
http://www.iloupe.kr/shop/shopdetail.html?branduid=2674260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035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58


65전문가용 루페

Opera glasses 
glamour 
오페라 글라스 글래머
•	 시선을 유혹하는 색감과 클래식한 디자인입니다!
•	 눈 앞에 생생하게 펼쳐지는 감동의 무대를 느껴보세요.
•	 당신의 좌석을 VIP석으로 만들어 드리는 독일 명품 에센바흐 오

페라글라스입니다
•	 두 눈 사이의 거리에 맞게 조절하여,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관찰하고자하는 대상에 시선을 맞추고 이미지가 정확히 보일 때

까지 렌즈 사이의 초점조절링을 돌려서 초점을 맞춥니다.

제품번호                      배율            렌즈사이즈           무게               칼라

제품번호                      배율            렌즈사이즈           무게               칼라

44411

44601

44431

44691

44421

44602

4460

44411

44421

44431

44441

44691

44601

44602

44603

3,0 x

3,0 x

3,0 x

3,0 x

3,0 x

 3,0 x

 3,0 x

 3,0 x

25mm

25mm

25mm

25mm

25mm

18mm

18mm

18mm

154g

154g

154g

154g

154g

140g

140g

140g

블랙

와인

화이트

골드

체인 블랙

블랙

화이트

골드

44441

Opera glasses 오페라 글라스 라스칼라

collezione la scala 
•	 시선을 유혹하는 색감과 클래식한 디자인입니다!
•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는 감동의 무대를 느껴보세요.
•	 당신의 좌석을 VIP석으로 만들어 드리는 독일 명품 에센바흐 오페라글라스입니다
•	 두 눈 사이의 거리에 맞게 조절하여,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관찰하고자하는 대상에 시선을 맞추고 이미지가 정확히 보일 때까지 렌즈 사이의 초

점조절링을 돌려서 초점을 맞춥니다.

C U S TO M E R  B E N E F I T S  특장점 

»관객의 품격을 높여주는 클래식한 디자인
»시력에 따라 초점을 주는 초점조절링
»얼굴형에 맞추는 두 눈의 사이를 조절하는 핸들
»뮤지컬, 오페라, 연극, 운동경기 관람용

C U S TO M E R  B E N E F I T S  특장점 

»관객의 품격을 높여주는 클래식한 디자인
»시력에 따라 초점을 주는 초점조절링
»얼굴형에 맞추는 두 눈의 사이를 조절하는 핸들
»뮤지컬, 오페라, 연극, 운동경기 관람용

링크

링크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015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018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013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017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014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016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012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011


 
8 x 42 ED

 
10 x 42 ED

 
8 x 56 ED

 
8 x 40 B

 
10 x 50 B

 
8 x 56 B

 
8 x 25 ED Ww

 
10 x 25 ED Ww

4232842 4232142 4232856 4237840 4237150 4237856 4267825 4267125

8 x 10 x 8 x 8 x 10 x 8 x 8 x 10 x

42 42 56 40 50 56 25 25

5.3 4.2 7.0 5.0 5.0 7.0 3.1 2.5

27.6 17.6 49.0 25.0 25.0 49.0 9.8 6.3

18.3 20.5 21.2 17.9 22.4 21.1 14.1 15.8

4/11 4/11 4/11 5/15 4/14 3/10 3/10 3/10

54/74 54/74 59/74 59/71 59/71 59/71 35/75 35/75

2.5 2.5 3 4 8 8 2 3

136 108 101 143 114 102 144 144

143 x 125 x 58 143 x 125 x 58 174 x 143 x 67 135 x 89 x 58 173 x 193 x 62 180 x 198 x 60 102 x 113 x 42 102 x 113 x 42

785 765 1145 990 1,150 1,190 330 330

         BaK-4 BaK-4

풀 멀티코팅,
위상 보정과 유전체 코팅된 미러

풀 멀티코팅,
위상 보정과 유전체 코팅된 미러

10년 10년

 
8,5 x 45 B

 
8 – 15 x 35 B

 
8 x 24 B

 
10 x 28 B

 
8 x 42 B

 
8 x 42 B

 
8 x 32 B

 
10 x 32 B

4274845 42741 42848241 42841281 4250842 4253842 4232832 4232132

8.5 x 8 – 15 x 줌 8 x 10 x 8 x 8 x 8 x 10 x

45 35 24 28 42 42 32 32

5.3 4.4 – 2.3 3.0 2.8 5.25 5.25 4.0 3.2

28.0 19.4 – 5.3 9.0 7.8 27.6 27.6 16.0 10.2

19.6 16.7 – 22.9 13.9 16.7 18.3 18.3 16.0 17.9

3/13 2/12 3/11 3/11 5/15 5/15 5/11 5/11

58/74 56/74 35/72 35/72 60/70 60/70 54/74 54/74

3 3 3 4 2.5 2.5 2 2.5

117 91 – 70 109 86 113 113 133 105

158 x 135 x 55 155 x 129 x 56 99 x 103 x 44 109 x 108 x 43 161 x 135 x 57 161 x 135 x 66 125 x 118 x 50 125 x 118 x 50

810 900 250 260 714 714 600 600

        
   

  
  

     

  

 

8 x 32 B 콤팩트 + 콤팩트 + 콤팩트 + 콤팩트 + 콤팩트 + 콤팩트 + 콤팩트 +

 

10 x 32 B 

 

8 x 42 B 

 

10 x 42 B 

 

8 x 56 B 

 

8 x 25 Ww 

 

10 x 25 Ww 

 

6 x 16

4251832 4251132 4251842 4251142 4251856 4268825 4268125 4293616

8 x 10 x 8 x 10 x 8 x 8 x 10 x 6 x

32 32 42 42 56 25 25 16

4.0 3.2 5.3 4.2 7.0 3.1 2.5 2.7

16.0 10.2 27.6 17.6 49.0 9.8 6.3 7.1

16.0 17.9 18.3 20.5 21.2 14.1 15.8 9.8

4/10 4/10 6/15 6/15 7/18 5/10 5/10 -

56/74 56/74 56/79 56/79 65/74 35/75 35/75 모노

1 1 2 2 1.8 2.5 3 1.5

115 98 119 87 114 143 114 104 x 108

109 x 116 x 42 109 x 116 x 42 135 x 129 x 51 135 x 129 x 51 176 x 141 x 65 102 x 110 x 40 102 x 110 x 40 26 x 37 x 84

389 394 600 618 1038 296 292 68

BaK-4, 위상보정

풀 멀티코팅

5년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없음

없음

없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BaK-4 위상 보정과 
유전체 코팅된 미러

풀 멀티코팅

10년

BaK-4 위상 보정과 
유전체 코팅된 미러

풀 멀티코팅

10년

BaK-4 위상 보정과 
유전체 코팅된 미러

풀 멀티코팅

10년

BaK-4 위상 보정과 
유전체 코팅된 미러

풀 멀티코팅

10년

BaK-4 위상 보정과 
유전체 코팅된 미러

풀 멀티코팅

10년

BaK-4 위상 보정과 
유전체 코팅된 미러

풀 멀티코팅

10년

BaK-4, 위상보정

풀 멀티코팅

5년

BaK-4, 위상보정

풀 멀티코팅

5년

BaK-4, 위상보정

풀 멀티코팅

5년

BaK-4, 위상보정

풀 멀티코팅

5년

BaK-4, 위상보정

풀 멀티코팅

5년

BaK-4, 위상보정

풀 멀티코팅

5년

BaK-7

풀 멀티코팅

5년

제품 번호

배율

렌즈 지름 (mm)

사출동공 (mm)

기하학적 빛의 세기

트와이라이트 팩터

아이 릴리프 (mm)

동공거리 (mm)

근점 (m)

시야 /1000 m

높이 x 너비 x 깊이

가방을 뺀 무게 (g)

질소충전 

방수 기능

아이피스 

프리즘

코팅

보증기간

제품 번호

배율

렌즈 지름 (mm)

사출동공 (mm)

기하학적 빛의 세기

트와이라이트 팩터

아이 릴리프 (mm)

동공거리 (mm)

근점 (m)

시야 /1000 m

높이 x 너비 x 깊이

가방을 뺀 무게 (g)

질소충전 

방수 기능

아이피스 

프리즘

코팅

보증기간

제품 번호

배율

렌즈 지름 (mm)

사출동공 (mm)

기하학적 빛의 세기

트와이라이트 팩터

아이 릴리프 (mm)

동공거리 (mm)

근점 (m)

시야 /1000 m

높이 x 너비 x 깊이

가방을 뺀 무게 (g)

질소충전 

방수 기능

아이피스 

프리즘

코팅

보증기간

트로피 D 트로피 V 트로피 D 트로피 P 트로피 P 트로피 P 트로피 F 트로피 F

섹터 D 섹터 D 섹터 D 섹터 D 섹터 D 섹터 F 섹터 F 클럽 M

파럭스 셀렉터 D 파럭스 셀렉터 V 파럭스 F-B 실버 파럭스 F-B 실버 레가타 비손 트로피 ED 트로피 ED

BaK-4, 위상 보정 고굴절 프리즘, 
"네쳐브라이트 naturebright"

고투과 멀티코팅

10년

BaK-4, 위상 보정 고굴절 프리즘, 
"네쳐브라이트 naturebright"

고투과 멀티코팅
 빗방울 방지턱

10년

BaK-4, 위상 보정
 "네쳐브라이트 naturebright"

고투과 멀티코팅
 빗방울 방지턱

10년

BaK-4, BK-7, 위상 보정
 고굴절 프리즘

고투과 멀티코팅
"네쳐브라이트 naturebright"

10년

BaK-4, BK-7, 위상 보정
 고굴절 프리즘

고투과 멀티코팅
"네쳐브라이트 naturebright"

10년

BaK-4, SK15, 위상 보정 고굴절 프리즘, 
"네쳐브라이트 naturebright"

플랫(flat) 풀 멀티코팅

10년

BaK-4, 위상 보정과 
유전체 코팅된 미러

풀 멀티코팅

10년

BaK-4, 위상 보정과 
유전체 코팅된 미러

풀 멀티코팅

10년



 
8 x 42 ED

 
10 x 42 ED

 
8 x 56 ED

 
8 x 40 B

 
10 x 50 B

 
8 x 56 B

 
8 x 25 ED Ww

 
10 x 25 ED Ww

4232842 4232142 4232856 4237840 4237150 4237856 4267825 4267125

8 x 10 x 8 x 8 x 10 x 8 x 8 x 10 x

42 42 56 40 50 56 25 25

5.3 4.2 7.0 5.0 5.0 7.0 3.1 2.5

27.6 17.6 49.0 25.0 25.0 49.0 9.8 6.3

18.3 20.5 21.2 17.9 22.4 21.1 14.1 15.8

4/11 4/11 4/11 5/15 4/14 3/10 3/10 3/10

54/74 54/74 59/74 59/71 59/71 59/71 35/75 35/75

2.5 2.5 3 4 8 8 2 3

136 108 101 143 114 102 144 144

143 x 125 x 58 143 x 125 x 58 174 x 143 x 67 135 x 89 x 58 173 x 193 x 62 180 x 198 x 60 102 x 113 x 42 102 x 113 x 42

785 765 1145 990 1,150 1,190 330 330

         BaK-4 BaK-4

풀 멀티코팅,
위상 보정과 유전체 코팅된 미러

풀 멀티코팅,
위상 보정과 유전체 코팅된 미러

10년 10년

 
8,5 x 45 B

 
8 – 15 x 35 B

 
8 x 24 B

 
10 x 28 B

 
8 x 42 B

 
8 x 42 B

 
8 x 32 B

 
10 x 32 B

4274845 42741 42848241 42841281 4250842 4253842 4232832 4232132

8.5 x 8 – 15 x 줌 8 x 10 x 8 x 8 x 8 x 10 x

45 35 24 28 42 42 32 32

5.3 4.4 – 2.3 3.0 2.8 5.25 5.25 4.0 3.2

28.0 19.4 – 5.3 9.0 7.8 27.6 27.6 16.0 10.2

19.6 16.7 – 22.9 13.9 16.7 18.3 18.3 16.0 17.9

3/13 2/12 3/11 3/11 5/15 5/15 5/11 5/11

58/74 56/74 35/72 35/72 60/70 60/70 54/74 54/74

3 3 3 4 2.5 2.5 2 2.5

117 91 – 70 109 86 113 113 133 105

158 x 135 x 55 155 x 129 x 56 99 x 103 x 44 109 x 108 x 43 161 x 135 x 57 161 x 135 x 66 125 x 118 x 50 125 x 118 x 50

810 900 250 260 714 714 600 600

        
   

  
  

     

  

 

8 x 32 B 콤팩트 + 콤팩트 + 콤팩트 + 콤팩트 + 콤팩트 + 콤팩트 + 콤팩트 +

 

10 x 32 B 

 

8 x 42 B 

 

10 x 42 B 

 

8 x 56 B 

 

8 x 25 Ww 

 

10 x 25 Ww 

 

6 x 16

4251832 4251132 4251842 4251142 4251856 4268825 4268125 4293616

8 x 10 x 8 x 10 x 8 x 8 x 10 x 6 x

32 32 42 42 56 25 25 16

4.0 3.2 5.3 4.2 7.0 3.1 2.5 2.7

16.0 10.2 27.6 17.6 49.0 9.8 6.3 7.1

16.0 17.9 18.3 20.5 21.2 14.1 15.8 9.8

4/10 4/10 6/15 6/15 7/18 5/10 5/10 -

56/74 56/74 56/79 56/79 65/74 35/75 35/75 모노

1 1 2 2 1.8 2.5 3 1.5

115 98 119 87 114 143 114 104 x 108

109 x 116 x 42 109 x 116 x 42 135 x 129 x 51 135 x 129 x 51 176 x 141 x 65 102 x 110 x 40 102 x 110 x 40 26 x 37 x 84

389 394 600 618 1038 296 292 68

BaK-4, 위상보정

풀 멀티코팅

5년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없음

없음

없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BaK-4 위상 보정과 
유전체 코팅된 미러

풀 멀티코팅

10년

BaK-4 위상 보정과 
유전체 코팅된 미러

풀 멀티코팅

10년

BaK-4 위상 보정과 
유전체 코팅된 미러

풀 멀티코팅

10년

BaK-4 위상 보정과 
유전체 코팅된 미러

풀 멀티코팅

10년

BaK-4 위상 보정과 
유전체 코팅된 미러

풀 멀티코팅

10년

BaK-4 위상 보정과 
유전체 코팅된 미러

풀 멀티코팅

10년

BaK-4, 위상보정

풀 멀티코팅

5년

BaK-4, 위상보정

풀 멀티코팅

5년

BaK-4, 위상보정

풀 멀티코팅

5년

BaK-4, 위상보정

풀 멀티코팅

5년

BaK-4, 위상보정

풀 멀티코팅

5년

BaK-4, 위상보정

풀 멀티코팅

5년

BaK-7

풀 멀티코팅

5년

제품 번호

배율

렌즈 지름 (mm)

사출동공 (mm)

기하학적 빛의 세기

트와이라이트 팩터

아이 릴리프 (mm)

동공거리 (mm)

근점 (m)

시야 /1000 m

높이 x 너비 x 깊이

가방을 뺀 무게 (g)

질소충전 

방수 기능

아이피스 

프리즘

코팅

보증기간

제품 번호

배율

렌즈 지름 (mm)

사출동공 (mm)

기하학적 빛의 세기

트와이라이트 팩터

아이 릴리프 (mm)

동공거리 (mm)

근점 (m)

시야 /1000 m

높이 x 너비 x 깊이

가방을 뺀 무게 (g)

질소충전 

방수 기능

아이피스 

프리즘

코팅

보증기간

제품 번호

배율

렌즈 지름 (mm)

사출동공 (mm)

기하학적 빛의 세기

트와이라이트 팩터

아이 릴리프 (mm)

동공거리 (mm)

근점 (m)

시야 /1000 m

높이 x 너비 x 깊이

가방을 뺀 무게 (g)

질소충전 

방수 기능

아이피스 

프리즘

코팅

보증기간

트로피 D 트로피 V 트로피 D 트로피 P 트로피 P 트로피 P 트로피 F 트로피 F

섹터 D 섹터 D 섹터 D 섹터 D 섹터 D 섹터 F 섹터 F 클럽 M

파럭스 셀렉터 D 파럭스 셀렉터 V 파럭스 F-B 실버 파럭스 F-B 실버 레가타 비손 트로피 ED 트로피 ED

BaK-4, 위상 보정 고굴절 프리즘, 
"네쳐브라이트 naturebright"

고투과 멀티코팅

10년

BaK-4, 위상 보정 고굴절 프리즘, 
"네쳐브라이트 naturebright"

고투과 멀티코팅
 빗방울 방지턱

10년

BaK-4, 위상 보정
 "네쳐브라이트 naturebright"

고투과 멀티코팅
 빗방울 방지턱

10년

BaK-4, BK-7, 위상 보정
 고굴절 프리즘

고투과 멀티코팅
"네쳐브라이트 naturebright"

10년

BaK-4, BK-7, 위상 보정
 고굴절 프리즘

고투과 멀티코팅
"네쳐브라이트 naturebright"

10년

BaK-4, SK15, 위상 보정 고굴절 프리즘, 
"네쳐브라이트 naturebright"

플랫(flat) 풀 멀티코팅

10년

BaK-4, 위상 보정과 
유전체 코팅된 미러

풀 멀티코팅

10년

BaK-4, 위상 보정과 
유전체 코팅된 미러

풀 멀티코팅

10년

 

6 x 18

 

8 x 21

 

5 – 15 x 21

 

6 x 18
  

 

  

4294618 42928212 42291 4230618 841626151 841626152 841758221 84176125

6 x 8 x 5 – 15 x zoom 6 x 6 x 6 x 8 10

18 21 21 18 15 15 22 25

3.0 2.6 4.2 – 1.4 3.0 2.5 2.5 2.8 2.5

9.0 6.9 17.6 – 2.0 9.0 6.3 6.3 7.6 6.3

10.4 13.0 10.3 – 17.8 10.4 9.5 9.5 13.3 15.8

- - 2/10 - 0/10 0/10 0/5 0/7

모노 모노 60/73 56/74 61/72 61/72 40/70 34/69

2 2 2.5 5 2 2 3 5

142 113 105 – 52 131 153 153 113 96

46 x 28 x 81 48 x 23 x 71 95 x 110 x 50 81 x 124 x 23 98 x 102 x 32 98 x 102 x 32 95 x 100 x 37 115 x 103 x 40

78 96 180 245 158 158 177 233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BK-7 BK-7 BaK-4 BK-7 BK-7 BK-7 BK-7 BK-7

- - - -

 

10 x 25 B  Ww

 

8 x 25 B 

 

8 x 32 B

 

8 x 42 B

 

10 x 50 B

 

8 x 25 B

 

10 x 25 B

 

4 x 13

4271125 4296825 4254832 4254842 4254150 4256825 4256125 4294413

10 x 8 x 8 x 8 x 10 x 8 x 8 x 4 x

25 25 32 42 50 25 25 13

2.5 3.1 4.0 5.25 5.0 3.1 2.5 3.3

6.3 9.8 16.0 27.6 25.0 9.8 6.3 10.5

15.8 14.1 16.0 18.3 22.4 14.1 15.8 7.2

5/12 10/16 4/12 4/12 4/12 2/6 2/6 -

55/73 - 58/74 58/74 58/74 40/74 40/74 Mono

3 2 3 3 3 6 6 2

91 105 122 107 94 124 101 225

111 x 121 x 41 116 x 45 x 41 125 x 128 x 50 153 x 138 x 54 172 x 146 x 60 104 x 113 x 43 104 x 113 x 43 41 x 27 x 49

365 160 550 690 740 300 300 46

Yes Yes Yes Yes Yes Yes Yes No

Yes Yes Yes Yes Yes Yes Yes No

Yes Yes Yes Yes Yes Yes Yes No

BaK-4 BaK-4 BaK-4 BaK-4 BaK-4 BaK-4 BaK-4 BK-7

8 x 16 8 x 20 B 10 x 25 B 15 – 45 x 60 B 20 – 60 x 70 B 8 x 42 B 엑티브 엑티브 엑티브 Ww 10 x 42 B  Ww 8 x 25 B  Ww

4293816 4264820 4264125 46301 46311 4271842 4271142 4271825

8 x 8 x 10 x 15 – 45 x zoom 20 – 60 x zoom 8 x 10 x 8 x

16 20 25 60 70 42 42 25

2.0 2.5 2.5 4.0 – 1.3 3.5 – 1.2 5.3 4.2 3.1

4.0 6.25 6.25 16 – 1.7 12.3 – 1.4 27.6 17.6 9.8

11.3 12.6 15.8 30 – 52 37.4 – 64.8 18.3 20.5 14.1

- 3/11 3/11 2/12 3/13 5/13 5/13 5/12

Mono 56/74 56/74 Mono Mono 56/74 56/74 55/73

2 1.6 2.5 5 6.5 2 2.5 3

122 x 94 119 95 44 – 22 32 – 18 131 104 110

26 x 37 x 84 96 x 105 x 42 118 x 105 x 42 110 x 75 x 420 120 x 75 x 315 148 x 134 x 52 148 x 134 x 52 111 x 121 x 41

68 220 230 995 1,796 753 753 365

No Yes Yes Yes No Yes Yes Yes

No Yes Yes Yes No Yes Yes Yes

No Yes Yes Yes Yes Yes Yes Yes

BK-7   BaK-4 BK-7 BaK-4 BaK-4 BaK-4

풀 멀티코팅

5년

풀 멀티코팅

5년

풀 멀티코팅

5년

풀 멀티코팅

5년

풀 멀티코팅

5년

풀 멀티코팅

5년

풀 멀티코팅

5년

풀 멀티코팅 풀 멀티코팅 풀 멀티코팅 풀 멀티코팅

풀 멀티코팅

5년

풀 멀티코팅

5년

풀 멀티코팅

5년

풀 멀티코팅 은박

5년

풀 멀티코팅 은박

5년

풀 멀티코팅 은박

5년

풀 멀티코팅

5년

풀 멀티코팅

5년

풀 멀티코팅

5년

풀 멀티코팅

5년

풀 멀티코팅

5년

제품 번호

배율

렌즈 지름 (mm)

사출동공 (mm)

기하학적 빛의 세기

트와이라이트 팩터

아이 릴리프 (mm)

동공거리 (mm)

근점 (m)

시야 /1000 m

높이 x 너비 x 깊이

가방을 뺀 무게 (g)

질소충전 

방수 기능

아이피스 

프리즘

코팅

보증기간

제품 번호

배율

렌즈 지름 (mm)

사출동공 (mm)

기하학적 빛의 세기

트와이라이트 팩터

아이 릴리프 (mm)

동공거리 (mm)

근점 (m)

시야 /1000 m

높이 x 너비 x 깊이

가방을 뺀 무게 (g)

질소충전 

방수 기능

아이피스 

프리즘

코팅

보증기간

제품 번호

배율

렌즈 지름 (mm)

사출동공 (mm)

기하학적 빛의 세기

트와이라이트 팩터

아이 릴리프 (mm)

동공거리 (mm)

근점 (m)

시야 /1000 m

높이 x 너비 x 깊이

가방을 뺀 무게 (g)

질소충전 

방수 기능

아이피스 

프리즘

코팅

보증기간

        클럽 M 클럽 클럽 스페시티브 트로피 S 스페시티브 백터 S 어드벤처 D 어드벤처 D 어드벤처 D

어드벤처 D 어드벤처 M 아레나 디 플러스 아레나 디 플러스 아레나 디 플러스 아레나 에프 플러스 아레나 에프 플러스 마이크로럭스

마이크로럭스 스타트 모노렉드 벡터 줌 벡터 포켓
비바 비바 마그노 마그노 X비전

BaK-4, 위상보정

풀 멀티코팅

5년

BaK-4, 위상보정

풀 멀티코팅

5년

엑티브엑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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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

1605 +
16051

1600

1542 1544 1545

전문가용 시력 보조기 액세서리

Reading Stand 독서대

•	 독서대는 똑바르고, 정형 외과 적으로 바른 자세를 취하게 해주어  

허리 통증을 방지해줍니다.
•	 독서대를 시력보조기 (예: 배리오 플러스)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눈의 각도를 최적으로 

해주며, 독서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며 시야를 밝게 해줍니다. 
•	 안정적이고 떨림 없는 이미지를 보장해줍니다.
•	 책을 놓는 면적 : 40 x 35 cm
•	 재질 : 단풍 나무

duoCliP
table clamp 듀오 클립 테이블 클램프

Replacement bulbs 교체 용 전구

•	 5 단계로  각도 조정
•	 엣지 스탑퍼(edge stopper)가 책이 미끄러지는 걸 막아줍니다.
•	 대형 용지 고정용 집게 제공.

1605 액세서리
16051 가이드 레일
•	 돋보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가이드레일은  

글의 줄 방향을 따라 읽기 쉽게 도와줍니다
•	 가이드 레일은 필요한 높이에서 고정 나사로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	 재질 : 단풍 나무

•	 테이블 클램프 독서용 돋보기 또는 추가 조명 (예 : 수퍼 라이트 2090 라이트 

세트)을 집게로 집어서, 책상 위에나 읽을 거리 위에 직접 올려 놓게 해줌
•	 방향 조정이 유연한 검정 구즈넥 메탈 암으로 독서확대경의 위치를
•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음 금속 팔 길이 : 330 mm
•	 플라스틱 클램프 양 끝에는 고무가 붙어 있음
•	 책상 상판 두께가 약. 4.5cm까지 책상에 적합함

•	 1542 특수 할로겐 전구
•	 조명이 있는 조명 돋보기 1585 용
•	 2 개 팩으로 제공되는 판독 라인, 6V, 2.4W
•	 1544 NF 렌즈 전구
•	 조명 돋보기 15103, 15105, 15107, 151010
•	 2 팩으로 공급되는 2.5 V, 250 mA, E10
•	 1545 구형 필라멘트 전구
•	 배터리 손잡이 159910 용
•	 2.5V, 250mA, 5 팩으로 공급

링크

http://eschenbach-optik.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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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203

1625101

RESOURSE MATERIALS

Easy Vision Reading test
이지비전 시력표

•	 올바른 제품 사용 선택을 도와줍니다. 
•	 이지비전 제품 판매 설명 자료 제공합니다..
•	 테스트 거리는 40cm  
•	 시력이 0.1에서 1.0 사이 테스트 
•	 재질: 흰색, 물세탁이 가능한 플라스틱 DIN A4

1625101 시각 보조기구 조립 설명서
이 설명서는 에센바흐의 갈릴레이 시스템과 캐플러 시스템을 어떻게 조립 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해줍니다.



S A L E S
S U P P O R T

OPTIMUM PRESENTATION.
VISUALLY IMPRESSIVE.

제품 판매 보조 도구 진열장 & 전시대



72

색상
•	 우드, 화이트, 하이그로스

조명
•	 케이블 연결이 가능한 LED 조명
•	 전압은 230V / 50Hz

크기
•	 전체 W 556 x D 450 x H 1820 mm
•	 메인 전시대 W 556 x D 450 x H 860 mm
•	 상부 전시대 W 556 x D 98 x H 960 mm

제품 없이 진열장 무게  약 60kg

트레이 수  5

사용 예
제품 없이, 트레이 만 제공 됨

진열장

Optoform iV 옵토폼 IV

•	 에센바흐의 생산품인 확대경, 시력보조기구와 다른 제품들을 저장하고 전시하는 고품질

의 보관함 겸 진열장입니다.
•	 고객들의 눈길을 끄는 인상적인 사양으로 판매를 성사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편리한 장

비입니다.
•	 우아한 유리 선반은 제품을 주목시키게 합니다.
•	 진열 전제품이 조명을 받게 되있습니다.
•	 정교한 디자인으로 제품의 품격을 높힙니다.
•	 메인 전시대를 문 잠그면 안전하게 보관되며 먼지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	 제품을 전문적으로 보이게 하는 트레이 시스템입니다.
•	 광고이미지로 교환할 수 잇는 조명 장치는 고객들의 눈길을 사로 잡습니다.
•	 전시대는 바퀴가 달려 있으며 뒷바퀴는 잠금 장치가 있습니다. 

230V 50 Hz



16951 18232

166392 18512

18251 18321

Tray of telescopes
Contents: 1 each of: 162411, 162451, 16246, 1631, 1634,
16344, 16363, 16711, 16731, 16732, 16733
Also available: 169513 Tray insert

Tray of illuminated 
magnifiers
Contents: 1 each of: 14361, 14362, 15113, 15114, 152110,
152122, 158620, 16246, 156511
Also available: 182323 Tray insert

wellnessPROTECT
tray
Contents: 1 each of: 1663115, 1663165, 1663185, 
166315015,1663215, 1663265, 1663285, 166325015,
1663315, 1663365, 1663385, 166335015
Also available: 1663923 Tray insert

wellnessPROTECT
cut-off filter tray
Contents: 1 each of: 16603801, 1662450, 1662511, 
1662527,1662550, 1662450P, 1662511P, 1662527P, 
1662550P, 1663165, 1663215,166335015
Also available: Optoform insert 185123

Tray of hobby magnifiers
Contents: 1 each of: 1104, 16245, 2678, 1647
(consisting of 164450, 164620, 16451, 16452, 16453,
16454, 16457)
Also available: 182513 Tray insert

Tray of folding magnifiers
Contents: 1 each of: 152110, 152111, 152122, 171014, 
171067, 1710910, 1740160, 1740450, 1740530, 1752560, 
1752850
Also available: 183213 Tray insert

16951 18232

166392 18512

18251 18321

 1 each of: 162411, 162451, 16246, 1631, 1634,

Tray of illuminated 
magnifiers
Contents: 1 each of: 14361, 14362, 15113, 15114, 152110,
152122, 158620, 16246, 156511
Also available: 182323 Tray insert

wellnessPROTECT
cut-off filter tray
Contents: 1 each of: 16603801, 1662450, 1662511, 
1662527,1662550, 1662450P, 1662511P, 1662527P, 
1662550P, 1663165, 1663215,166335015
Also available: Optoform insert 185123

ray of hobby magnifiers Tray of folding magnifiers
Contents: 1 each of: 152110, 152111, 152122, 171014, 
171067, 1710910, 1740160, 1740450, 1740530, 1752560, 
1752850
Also available: 183213 Tray insert 166392

18251

Also available: 182323 Tray insert

wellnessPROTECT
tray
Contents: 1 each of: 1663115, 1663165, 1663185, 
166315015,1663215, 1663265, 1663285, 166325015,
1663315, 1663365, 1663385, 166335015
Also available: 1663923 Tray insert

wellnessP
cut-off filter tray
Contents:
1662527,1662550, 1662450P, 1662511P, 1662527P, 
1662550P, 1663165, 1663215,166335015
Also available: Optoform insert 185123

Tray of hobby magnifiers
Contents: 1 each of: 1104, 16245, 2678, 1647
(consisting of 164450, 164620, 16451, 16452, 16453,
16454, 16457)
Also available: 182513 Tray insert

Tray of folding magnifiers
Contents:
171067, 1710910, 1740160, 1740450, 1740530, 1752560, 
1752850
Also available: 183213 Tray insert

166392 18512

18251 18321

wellnessPROTECT
tray
Contents: 1 each of: 1663115, 1663165, 1663185, 
166315015,1663215, 1663265, 1663285, 166325015,
1663315, 1663365, 1663385, 166335015
Also available: 1663923 Tray insert

wellnessPROTECT
cut-off filter tray
Contents: 1 each of: 16603801, 1662450, 1662511, 
1662527,1662550, 1662450P, 1662511P, 1662527P, 
1662550P, 1663165, 1663215,166335015
Also available: Optoform insert 185123

Tray of hobby magnifiers
Contents: 1 each of: 1104, 16245, 2678, 1647
(consisting of 164450, 164620, 16451, 16452, 16453,
16454, 16457)
Also available: 182513 Tray insert

Tray of folding magnifiers
Contents: 1 each of: 152110, 152111, 152122, 171014, 
171067, 1710910, 1740160, 1740450, 1740530, 1752560, 
1752850
Also available: 183213 Tray insert

18344 18376

18377

18401841

18462

Tray of bright field
magnifiers
Contents: 1 each of: 14361, 14362, 143830, 158614, 
158620, 1586281, 156511
Also available: 183443 Tray insert

mobilux®-LED tray
Contents: 1 each of: 15112, 15113, 15114, 15115, 15116,
15117, 151110, 151112
Also available: 183763 Tray insert

Tray of illuminated 
LED magnifiers
Contents: 1 each of: 15112, 15113, 15114, 15115, 15116,
15117, 152110, 152111
Also available: 183773 Tray insert

Tray of folding 
magnifiers
Contents: 1 each of: 171014, 171067, 1710910, 1711 (2 x),
1752150, 1752550, 1752850, 1740130, 1740160,
1740450, 1740530, 1740550, 1740560
Also available: 18403 Tray insert

Tray of Classic leather 
folding magnifiers
Contents: 1 each of: 1740130, 1740150, 1740160, 1740250,
1740260, 1740450, 1740460, 1740530, 1740550, 1740560, 
1752150, 1752160, 1752550, 1752560, 1752850, 1752860
Also available: 18413 Tray insert

powerlux-reading tray
Contents: 1 each of: 15651, 158620, 162451, 16246, 
16452, 164620, 2606
Also available: 184623 Tray ins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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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44

18377

1841

Tray of bright field
magnifiers
Contents: 1 each of: 14361, 14362, 143830, 158614, 
158620, 1586281, 156511
Also available: 183443 Tray insert

mobilux
Contents:
15117, 151110, 151112
Also available: 183763 Tray insert

Tray of illuminated 
LED magnifiers
Contents: 1 each of: 15112, 15113, 15114, 15115, 15116,
15117, 152110, 152111
Also available: 183773 Tray insert

Tray of folding 
magnifiers
Contents:
1752150, 1752550, 1752850, 1740130, 1740160,
1740450, 1740530, 1740550, 1740560
Also available: 18403 Tray insert

Tray of Classic leather 
folding magnifiers
Contents: 1 each of: 1740130, 1740150, 1740160, 1740250,
1740260, 1740450, 1740460, 1740530, 1740550, 1740560, 
1752150, 1752160, 1752550, 1752560, 1752850, 1752860
Also available: 18413 Tray insert

powerlux-reading tray
Contents
16452, 164620, 2606
Also available: 184623 Tray insert

18344 18376

18377

18401841

18462

Tray of bright field
magnifiers
Contents: 1 each of: 14361, 14362, 143830, 158614, 
158620, 1586281, 156511
Also available: 183443 Tray insert

mobilux®-LED tray
Contents: 1 each of: 15112, 15113, 15114, 15115, 15116,
15117, 151110, 151112
Also available: 183763 Tray insert

Tray of illuminated 
LED magnifiers
Contents: 1 each of: 15112, 15113, 15114, 15115, 15116,
15117, 152110, 152111
Also available: 183773 Tray insert

Tray of folding 
magnifiers
Contents: 1 each of: 171014, 171067, 1710910, 1711 (2 x),
1752150, 1752550, 1752850, 1740130, 1740160,
1740450, 1740530, 1740550, 1740560
Also available: 18403 Tray insert

Tray of Classic leather 
folding magnifiers
Contents: 1 each of: 1740130, 1740150, 1740160, 1740250,
1740260, 1740450, 1740460, 1740530, 1740550, 1740560, 
1752150, 1752160, 1752550, 1752560, 1752850, 1752860
Also available: 18413 Tray insert

powerlux-reading tray
Contents: 1 each of: 15651, 158620, 162451, 16246, 
16452, 164620, 2606
Also available: 184623 Tray insert

281504

18522

Tray of reading magnifiers
Contents: 1 each of: 2614150, 2614840, 261480, 
261465, 266850, 266860, 266875, 266885, 2668950
Also available: 28151304 Tray insert

visolux+, bright field  
magnifiers
Contents: 1 each of: 1420, 1421, 14361, 14362, 1566, 
2031, 2032, 2034
Also available: 185223 Tray insert

Tray of magnifiers
Contents:
152111, 156511, 162411, 162451, 2031, 2034
Also available: 185823 Tray insert

Tray of readers
Contents:
2677, 2678
Also available: 28203 Tray ins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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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504

18522 18582

2820

28327 2837

Tray of reading magnifiers
Contents: 1 each of: 2614150, 2614840, 261480, 
261465, 266850, 266860, 266875, 266885, 2668950
Also available: 28151304 Tray insert

visolux+, bright field  
magnifiers
Contents: 1 each of: 1420, 1421, 14361, 14362, 1566, 
2031, 2032, 2034
Also available: 185223 Tray insert

Tray of magnifiers
Contents: 1 each of: 14361, 15113, 15115, 152110, 
152111, 156511, 162411, 162451, 2031, 2034
Also available: 185823 Tray insert

Tray of readers
Contents: 1 each of: 1426, 15651, 2032, 2034, 2608, 
2677, 2678
Also available: 28203 Tray insert

mediaplanERGO tray economic t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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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504

18522 18582

2820

28327 2837

Tray of reading magnifiers
Contents: 1 each of: 2614150, 2614840, 261480, 
261465, 266850, 266860, 266875, 266885, 2668950
Also available: 28151304 Tray insert

visolux+, bright field  
magnifiers
Contents: 1 each of: 1420, 1421, 14361, 14362, 1566, 
2031, 2032, 2034
Also available: 185223 Tray insert

Tray of magnifiers
Contents: 1 each of: 14361, 15113, 15115, 152110, 
152111, 156511, 162411, 162451, 2031, 2034
Also available: 185823 Tray insert

Tray of readers
Contents: 1 each of: 1426, 15651, 2032, 2034, 2608, 
2677, 2678
Also available: 28203 Tray insert

mediaplanERGO tray economic tray

64 SALES SUPPORT/DISPLAY TRAYS

281504

18522 18582

2820

28327 2837

ray of reading magnifiers

Tray of magnifiers
Contents: 1 each of: 14361, 15113, 15115, 152110, 
152111, 156511, 162411, 162451, 2031, 2034
Also available: 185823 Tray insert

Tray of readers
Contents: 1 each of: 1426, 15651, 2032, 2034, 2608, 
2677, 2678
Also available: 28203 Tray insert

 1 each of: 265550, 265570, 2655150, 2655750,

economic tray
Contents: 1 each of: 264265, 264280, 2642100, 2642120,
26421255, 2642150, 2642840
Also available: 28373 Tray insert

281504

18522

28327

Tray of reading magnifiers
Contents: 1 each of: 2614150, 2614840, 261480, 
261465, 266850, 266860, 266875, 266885, 2668950
Also available: 28151304 Tray insert

visolux+, bright field  
magnifiers
Contents: 1 each of: 1420, 1421, 14361, 14362, 1566, 
2031, 2032, 2034
Also available: 185223 Tray insert

Tray of magnifiers
Contents:
152111, 156511, 162411, 162451, 2031, 2034
Also available: 185823 Tray insert

Tray of readers
Contents:
2677, 2678
Also available: 28203 Tray insert

mediaplanERGO tray
Contents: 1 each of: 265550, 265570, 2655150, 2655750,
266850, 266860, 266875, 266885, 2668950
Also available: 283273 Tray insert

economic 
Contents:
26421255, 2642150, 2642840
Also available: 28373 Tray ins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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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3

combiPLUS tray
Contents: 2 x 2031, 2 x 2032, 3 x 2034, 1 x 2036
Also available: 28433 Tray ins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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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3

28505

combiPLUS tray
Contents: 2 x 2031, 2 x 2032, 3 x 2034, 1 x 2036
Also available: 28433 Tray insert

Tray of bright field
magnifiers
Contents: 1 each of: 2031, 2032, 2034, 265550, 265560,
265570, 2655150, 2655750
Also available: 285053 Tray insert

2843

28505

28507

combiPLUS tray
Contents: 2 x 2031, 2 x 2032, 3 x 2034, 1 x 2036
Also available: 28433 Tray insert

Tray of bright field
magnifiers
Contents: 1 each of: 2031, 2032, 2034, 265550, 265560,
265570, 2655150, 2655750
Also available: 285053 Tray insert

SALES SUPPORT/DISPLAY TRAYS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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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80 

189602

87294 87299

189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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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p window display
샵 윈도우 디스플레이

Standard display
스탠다드 디스플레이

1896 사용 예



152129 

165119

143629 

1586209 15669 

165019 

1565119 

87280 

189602

87294 87299

189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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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y 매크룩스 전시대
전시  1 x 14361, 14362

14362907 빈 전시대
전시 제품 없이 판매하는 143629와 동일한 전시대

display 스크리보룩스 전시대
전시  2 x 156512

156511907 빈 전시대
전시 제품 없이 판매하는 1565119와 동일한 전시대

display 이지포켓 전시대
전시  2 x 152110, 152111, 152122

15212907 빈 전시대
전시 제품 없이 판매하는 152129와 동일한 전시대

display 파워룩스 전시대
전시  1x 158620, 158628

158620907 빈 전시대
전시 제품 없이 판매하는 158620와 동일한 전시대

display 스마트룩스 디지털 전시대
전시  1 x 165011

16501907 빈 전시대
전시 제품 없이 판매하는 165019와 동일한 전시대

display 모바일 디지털터치 전시대
전시  1 x 16511

16511907 빈 전시대
전시 제품 없이 판매하는 165119와 동일한 전시대

display 비소룩스 전시대
전시  2 x 1566

1566907 빈 전시대
전시 제품 없이 판매하는 15669와 동일한 전시대



76

display
wellnessPROtECt 
웰니스 프로젝트 전시대

전시  1 x 166315015, 1663165, 1663215, 1663285

16639407 빈 전시대
전시 제품 없이 판매하는 166394와 동일한 전시대

Product display unit
mobilux® lEd
웰니스 프로젝트 전시대
전시  

3 x 15113
1 x 15114
1 x 151141
2 x 15115
2 x 15117
1 x mobilux®-flye

제품번호      전단 포함한 전시대 전단
1511910-1 언어: 독일어 87238

1511910-2 언어: 이탈리아어 8723807

1511910-3 언어: 영어 / 스페인어 8723803

1511910-4 언어: 불어 8723805

1511910-5 언어: 스페인어 8723806

15119107 빈 전시대
전시 제품 없이 1511910-1,-2,-3,-4,-5
전시대와 동일한 전시대만 판매



 151019

26689

26911

2900907

2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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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y
mobilux® ECONOMY 
모빌룩스 이코노미 전시대
전시  내용물은 15103,15105,15107 중에서 2개

15101907 빈 전시대
전시 제품 없이 판매하는 151019와 동일한 전시대
 

display for hand-held
magnifiers and reading
magnifiers 
전시  1 x 2031, 2034, 264265, 264280, 2642150,

        265550, 2655750, 2655150, 266850, 266875, 2668950

269119 빈 전시대
전시 제품 없이 판매하는 전시대

display for reading
magnifiers 독서용 확대경 전시대
전시  4 x 90 x 50 mm, 3 x Ø 80 mm, 3 x Ø 60 mm, 2 x Ø 45 mm

2612107 빈 전시대
전시 제품 없이 판매하는 26121와 동일한 전시대

mediplan ERgO displays 
메디플랜 에르고 전시대
독서용 확대경 6개 전시용 임
전시제품 없이 전시대만 판매

Universal display
for readers 유니버셜 돋보기 전시대

손잡이형 확대경과 
독서용 확대경 전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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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즈의 종류

렌즈의 재질

렌즈 코팅

조명의 종류

배터리

기타 아이콘

비구면 렌즈 (Aspheric lenses) 
비구면 렌즈로 제작하면 고배율의 대형렌즈를 만들 수 있다. 대형이므로 
시야가 넓다. 에세바흐의 모든 디프렉티브 비구면렌즈 독서용 확대경은 
눈으로부터 400mm 떨어진 곳에서 상을 맺는다. 초점거리가 400mm 이
므로  시야가 넓다. 2.5 디옵터의 성능.

비구면회절 렌즈( diffractive aspheric lens) 
색수차를 보정하기 위한 비구면렌즈이며 추가적으로 회절구조를 가짐. 

무수차 렌즈 (Aplanatic lenses)
무수차 렌즈는 구면 수차가 발생하지 않는 상을 맺으며 렌즈면 
전체가 선명.
 

색지움 렌즈 (Achromatic) 색수차를 바로 잡기 위하여 회절성이 
각기 다른 두 개의 렌즈를 결합하여 만든 렌즈.

매니스커스/ 비구면 렌즈 (Meniscus/aspheric Lenses)
초승달형인 매니스커스렌즈와 비구면렌즈를 결합한 렌즈. 다른 타입의 렌
즈보다 눈에서 물체까지의 거리를 멀리해서  사용할 수 있다. 렌즈면 전체
가 선명.

양볼록 렌즈 (Biconvex lens) 렌즈의 양면이 볼록한 렌즈.

평면볼록 렌즈 (Planoconvex lens) 
한 면은 평편하고, 다른 한 면만이 볼록인 형태의 렌즈.

피엑스엠 (PXM®)   에센바흐가 광학 이미지의 품질을 극대화 하기 위하
여 개발한 플락스틱으로 아주 가벼우면서도 강함.
피엑스엠에 에센바흐의 특수 하드 코팅인 세라텍 (cera-tec) 코팅을 하면 
유리만큼 내구성이 강화됨.

규산염 (Silicate)은 광학적 성능이 뛰어나다. 화학적 반응이나 기계적인 
충격에 매우 강함. 규산염으로 만든 렌즈는 플라스틱 렌즈 보다 무거움.

씨알 39(CR 39) 는 안경용 렌즈로 개발된 매우 가벼운 플라스틱으로 광학
적 성능이 뛰어남.

쓰리 아세테이트 (Tri-Acetat)는 고도의 내구성과 탄력성을 지녔을 뿐 아
니라, 광학적 성능이 우수하다. 그러므로 ‘편광 클립온’(polarised clip-
ons) 과 같은 편광 필터를 만드는 필름에 사용. 

폴리카보네이트 (PC) 는 아주 강하고 단단하며 고도의 탄성을 지닌다.
뛰어난 광학적 명료성과 가벼운 특성을 지녔으며,  광학 분야에서 보호렌
즈로 사용.
 

세라텍하드 코팅 (cera-tec® hard coating) 극도로 탄성이 있는 코팅이
다. 에센바흐의 PXM 렌즈용으로 프라운호퍼 연구소의 규산염 연구팀과 
공동작업으로 개발.

듀플렉스 코팅 (DUPLEX coating)
정전기 방지 코팅으로 렌즈의 김 서림 현상을 막아줌. 

슈퍼 듀플렉스 코팅 (Super DUPLEX coating) 
듀를렉스 코팅에 하드코팅을 더한 코팅.

LED는 과거에 사용하던 필라멘트 전구보다 아주 경제적이며,
수명은 거의 무한함.

SMD-LED (SMD: Surface Mounted Device; LED: Light Emitting Diode) 
일반 LED 보다 조도가 높으면서도 아주 작은 크기의 특수 LED.

필라멘트 전구 (Filament bulb)

형광등 (Fluorescent tube)

동전형 배터리 (Round cell)

	 배터리 (Batteries)
	 청색: 제품에 포함되어 공급
	 회색:  옵션으로 공급

플러그 (Mains plug)

배율 (Magnification)

무게 (Weight)

	 케이스 (Case)
	 청색: 제품에 포함되어 공급
	 회색: 옵션으로 공급

화면 크기 (Screen size)

터치 스크린 (Touch screen)

색온도 (Colour temperature)

시야 (Visual field)

프레임 크기 (Frame size): 테두리를 포함한 렌즈 크기.

필터 캡 (Filter caps ) 색온도 변화용으로 제공.

강화 콘버터 (Step-up converter)
LED에 필요한 전압을 공급하기 위하여 전압을 높이거나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
해주는 컨버터.  LED 조명을 강화하는데 사용.  

전시대/ 정리함( Display and/or Optoform tray) 을 주문 할 수 있음. 

광학 제품 정리함 (Optoform tray)

              

 
  
  

 
  
  

Xx

xxxx

Silicate

BEST 베스트상품 
인기 많은 제품

링크 마우스마크 
이 마크를 클릭하면 아이루페 홈페이지 제품 상세정보에 연결됨



visolux DIGITAL XL FHD visolux DIGITAL HD mobilux DIGITAL Touch HD smartlux DIGITAL
Display
Size 11.6“ / 29.5 cm 7“ / 17.9 cm 4.3“ / 11.0 cm 5“ / 12.7 cm
Format 16:9 widescreen 16:9 widescreen 16:9 widescreen 16:9 widescreen

Type Active matrix TFT LCD with
LED backlight

Active matrix TFT LCD with
LED backlight

Active matrix TFT LCD with
LED backlight

Active matrix TFT LCD with
LED backlight

Anti-reflection • (matt) • (matt) • (matt) • (matt)
Brightness dimmable • • • •
Features
Magnification 2.0 x to 22 x 2.0 x to 22 x 1.9 x to 12 x 1.7 x to 12 x
System resolution Full-HD HD HD WVGA
Operating keys 10 8 1 3
Graphical menu • • • –
Touchscreen operation • (defeatable) – • –
Operation with speech output • (defeatable) – – –

Display options

Dynamic Line Scrolling (DLS) • (horizontal + vertical) • (horizontal) – –
Reading line / Reading blinds • / • • / • • / • –
Automatic exposure • • • •
Illumination defeatable • • • •
Live dual-screen function • • • (to PC) –
Photo store function • (defeatable) • (defeatable) • •
Camera centrally mounted • • • •
Orientation aid on housing • • – –
Housing tiltable – – • –
Writing under the display • – – •
Stand can be folded out • (two positions) • (two positions) – • (three positions)
Positioning markers on stand • • – –
Interfaces
SD card slot • • • –
USB port (PC and Mac) • (Type C) • (Type C) • (Type Mini B) –
HDMI output • • – –
HDMI input • – – –
Power port • (via USB) • (DC 9 V) • (via USB) • (DC 5 V)
Miscellaneous
Software update • • • • (via Service)
Reset key • • • •
Automatic shut-off • • • •
Integrated battery • (Lithium-polymer) • (Lithium-ion) • (Lithium-ion) • (Lithium-ion)
Operating hours, approx. 2.5 hours* 3.5 hours 3 hours 2.5 hours
Dimensions, approx. 29 x 20 x 4 cm 20 x 14 x 3 cm 21 x 7.5 x 4 cm 17 x 9 x 4 cm
Weight, approx. 1,050 g* 460 g 230 g 220 g
Delivery contents
Hard foam case • • • •
Lanyard • • • •
Microfibre cloth • • • •
HDMI cable • • – –
USB cable • • • –
SD card • (8 GB) • (8 GB) • (4 GB) –
PC software – – • (on SD card) –
Universal charger • (110-240 V, 50-60 Hz) • (110-240 V, 50-60 Hz) • (110-240 V, 50-60 Hz) • (110-240 V, 50-60 Hz)
Travel mains adapter • (EU, GB, US, AU) • (EU, GB, US, AU) • (EU, GB, US, AU) • (EU, GB, US, AU)
Operating instructions • (printed) • (printed) • (printed) • (printed)
Optional accessories
Base (stand) – • • –
Bumper (protective envelope) – • – •
Bag (for carrying) • • • •

On Electronic low vision aids

A A AA AA

A

A

A A A A AA

A A AA AA

A

A

A A A A AA

A A AA A A AA

• yes, available or possible – no, not available or not possible * final value not yet available at time of pri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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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 2.20 x Distance *250 m / 1,000 m 14.0° ∞ 23.0 16.0

1621 + 16213 1.65 x Near *67 mm 12.0° approx. 330 25.5 22.0

1621 + 16214 2.20 x Near *54 mm 12.0° 250 25.5 22.0

1621 + 16215 2.75 x Near *44 mm 12.0° 200 25.5 22.0

1621 + 16216 3.60 x Near *35 mm 12.0° 167 25.5 22.0

1621 + 16218 4.40 x Near *25 mm 12.0° 125 25.5 22.0

1621 + 162110 5.50 x Near *22 mm 12.0° 100 25.5 22.0

1621 + 162112 6.60 x Near *18 mm 12.0° 83 25.5 22.0

1621 + 162116 8.80 x Near *14 mm 12.0° 63 25.5 22.0

16225 2.50 x Distance *230 m / 1,000 m 13.0° ∞ 25.0 11.0

16225 + 16213 1.90 x Near *64 mm 11.0° approx. 330 25.5 17.0

16225 + 16214 2.50 x Near *48 mm 11.0° 250 25.5 17.0

16225 + 16215 3.15 x Near *38 mm 11.0° 200 25.5 17.0

16225 + 16216 3.75 x Near *32 mm 11.0° 167 25.5 17.0

16225 + 16218 5.00 x Near *24 mm 11.0° 125 25.5 17.0

16225 + 162110 6.25 x Near *19 mm 11.0° 100 25.5 17.0

16225 + 162112 7.50 x Near *16 mm 11.0° 83 25.5 17.0

16225 + 162116 10.0 x Near *12 mm 11.0° 63 25.5 17.0

1623 2.00 x Distance *380 m / 1,000 m 22.0° X 37.0 18.0

1623 + 16233 1.50 x Near *110 mm 18.5° 330 42.0 24.0

1623 + 16234 2.00 x Near *84 mm 18.5° 250 42.0 24.0

1623 + 16235 2.50 x Near *72 mm 18.5° 200 42.0 24.5

1623 + 16236 3.00 x Near *57 mm 18.5° 167 42.0 25.0

1623 + 16238 4.00 x Near *45 mm 18.5° 125 42.0 25.5

1623 + 162310 5.00 x Near *32 mm 18.5° 100 42.0 26.0

1623 + 162312 6.00 x Near *30 mm 18.5° 83 42.0 26.5

1634 3.00 x Distance *160 m / 1,000 m 9.5° 700 to ∞ 23.0 70.0 approx. ± 5

16344 4.00 x Distance *130 m / 1,000 m 7.5° 780 to ∞ 23.0 70.0 approx. ± 5

16362 2.50 x Near *75 m / 350 m 15.0° approx. 350 23.0 70.0 approx. ± 5

16363 3.00 x Near *54 m / 200 m 12.5° approx. 200 23.0 70.0 approx. ± 5

16364 4.00 x Near *35 m / 250 m 8.0° approx. 250 23.0 70.0 approx. ± 5

16731 2.80 x
3.40 x

Distance
Near

220 m / 1,000 m
26 mm / 150 mm

12.5°
10.0°

150 to ∞ 9.0 28.0 3.2/13
2.8/10.5

± 9

16732 4.20 x
5.50 x

Distance
Near

175 m / 1,000 m
25 mm / 200 mm

10.0°
7.2°

200 to ∞ 10.0 29.0 2.4/13.5
2.2/9.5

± 40/-30

16733 4.20 x
5.00 x

Distance
Near

220 m / 1,000 m
32 mm / 200 mm

12.5°
9.2°

200 to ∞ 12.0 47.0 2.9/11.5
2.1/9.5

± 12

16734 6.00 x
7.60 x

Distance
Near

162 m / 1,000 m
26 mm / 250 mm

9.3°
6.0°

250 to ∞ 16.0 57.0 2.7/7
2.0/6

± 18

1674820 8.00 x Distance 122 m / 1,000 m 7° 300 to ∞ 20.0 75.0 2.5 ± 24

1674832 8.00 x Distance 136 m / 1,000 m 7.8° 700 to ∞ 32.0 180.0 4.0 ± 18

42928212 8.00 x 113 m / 1,000 m 6.5° 1,500 to ∞ 21.0 90.0 2.63

4293616 6.00 x 140 x 180 m / 1,000 m 8° x 6.2° 1,000 to ∞ 16.0 65.0 2.7

4293816 8.00 x 122 x 94 m / 1,000 m 7° x 5.4° 1,000 to ∞ 16.0 65.0 2.0

4294413 4.00 x Distance 225 m / 1,000 m 12.7° ∞ 13.0 46.0 3.25

4294618 6.00 x Distance 142 m / 1,000 m 8.1° 200 to ∞ 18.0 78.0 3.1

On Galilean and Keplerian Monocul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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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번호 배율 시야값
(Visual values)

시각
(Visual angle)

작업 거리
(mm)

렌즈 지름
(mm) 무게(g)

출사동
(in mm θ/ position 

at ∞ or 200mm)

디옵터
(Compensation 

'Dioptre)

        * 갈릴레오 방식에서 시야는 눈과 아이피스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시야값은 평균 값이 됩니다. 

          기술사양은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각視角은 HSA 10mm 에서 측정한 것입니다)

cera-tec®, club®, maxTV®, menas®, mobilux®, PXM® and start®은 에센바흐가 등록한 상표입니다. 기술 사양은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shcenbach Optik GmbH, Germany.

갈릴레오식과 캐플러식 단안경



  

제품번호 배율 디옵

디옵

터

터

[D]=1/f
렌즈크기
Ø / mm

렌즈 형태  aE s
mm

s1

mm
e

mm

15577- 12,5 x 50,0 Ø 35 as 400 15,2 3604 0

15507- 10,0 x 38,0 Ø 35 as 400 19,5 3604 0

15517- 7,0 x 28,0 Ø 35 as 400 29,3 3406 0

15527- 6,0 x 24,0 Ø 50 as 400 31,5 300 100

15539- 5,0 x 20,0 Ø 58 as 400 36,0 260 140

15549- 4,0 x 16,0 Ø 70 as 400 45,0 250 150

15599- 3,0 x 12,0 Ø 80 as 400 48,6 150 250

15806- 3,0 x 7,6 100/50a s 400 59,3 1502 50

15817- 3,9 x 11,4 100/50a s 400 46,0 200 200

15826- 2,8 x 7,0 100/75a s 400 61,5 150 250

1585 3,9 x 11,4 100/50a s 400 46,0 2002 00

1586-14, -141 3,5 x 14,0 Ø 58 as 400 39,7 1562 50

1586-20, -201 5,0 x 20,0 Ø 58 as 400 36,0 2601 40

1586-28, -281 7,0 x 28,0 Ø 58 as 400 24,8 3201 00

and powerlux.  시스템 베리오 플러스, 파워룩스 관련 정보 

확대경 사용법 
비구면 렌즈를 사용할 때, 눈과 렌즈, 렌즈와 물체의 거리를 최적으로 맞추면
상이 가장 선명해집니다. 

-

aE = 
y  = 
y1  = 
e  = 
s  = 
s1  = 

배리오 플러스 조명 확대경 사용 정보

(ISO/CEN) mm mm

35 12,5 x 50,0 15 40

35 10,0 x 38,0 20 40

35 7,0 x 28,0 29 60

50 6,0 x 50,0 31 100

58 6,0 x 24,0 31 100

58 5,0 x 20,0 36 140

58 4,0 x 16,0 44 150

70 4,0 x 16,0 45 150

60 4,0 x 16,0 44 150

60 3,0 x 12,0 49 250

75/50 4,0 x 16,0 44 180

75/50 3,5 x 10,0 50 250

100/50 3,9 x 11,4 46 200

100/50 3,0 x 7,4 59 250

100/75 2,8 x 7,0 61 250
 

렌즈크기
배율

시스템 베리오 플러스 system varioPLUS

베리오 SL varioSL

파워룩스 powerlux

눈에서 이미지까지 거리
목표물
이미지
눈에서렌즈까지의 거리
렌즈에서 물체까지의 거리
렌즈에서 이미지까지의 거리

렌즈와 물체와의 
적정 거리 (mm)

에센바흐의 조명등 
확대경의 기술 정보 표시방법

배율     디옵터

1621 2.20 x Distance *250 m / 1,000 m 14.0° ∞ 23.0 16.0

1621 + 16213 1.65 x Near *67 mm 12.0° approx. 330 25.5 22.0

1621 + 16214 2.20 x Near *54 mm 12.0° 250 25.5 22.0

1621 + 16215 2.75 x Near *44 mm 12.0° 200 25.5 22.0

1621 + 16216 3.60 x Near *35 mm 12.0° 167 25.5 22.0

1621 + 16218 4.40 x Near *25 mm 12.0° 125 25.5 22.0

1621 + 162110 5.50 x Near *22 mm 12.0° 100 25.5 22.0

1621 + 162112 6.60 x Near *18 mm 12.0° 83 25.5 22.0

1621 + 162116 8.80 x Near *14 mm 12.0° 63 25.5 22.0

16225 2.50 x Distance *230 m / 1,000 m 13.0° ∞ 25.0 11.0

16225 + 16213 1.90 x Near *64 mm 11.0° approx. 330 25.5 17.0

16225 + 16214 2.50 x Near *48 mm 11.0° 250 25.5 17.0

16225 + 16215 3.15 x Near *38 mm 11.0° 200 25.5 17.0

16225 + 16216 3.75 x Near *32 mm 11.0° 167 25.5 17.0

16225 + 16218 5.00 x Near *24 mm 11.0° 125 25.5 17.0

16225 + 162110 6.25 x Near *19 mm 11.0° 100 25.5 17.0

16225 + 162112 7.50 x Near *16 mm 11.0° 83 25.5 17.0

16225 + 162116 10.0 x Near *12 mm 11.0° 63 25.5 17.0

1623 2.00 x Distance *380 m / 1,000 m 22.0° X 37.0 18.0

1623 + 16233 1.50 x Near *110 mm 18.5° 330 42.0 24.0

1623 + 16234 2.00 x Near *84 mm 18.5° 250 42.0 24.0

1623 + 16235 2.50 x Near *72 mm 18.5° 200 42.0 24.5

1623 + 16236 3.00 x Near *57 mm 18.5° 167 42.0 25.0

1623 + 16238 4.00 x Near *45 mm 18.5° 125 42.0 25.5

1623 + 162310 5.00 x Near *32 mm 18.5° 100 42.0 26.0

1623 + 162312 6.00 x Near *30 mm 18.5° 83 42.0 26.5

1634 3.00 x Distance *160 m / 1,000 m 9.5° 700 to ∞ 23.0 70.0 approx. ± 5

16344 4.00 x Distance *130 m / 1,000 m 7.5° 780 to ∞ 23.0 70.0 approx. ± 5

16362 2.50 x Near *75 m / 350 m 15.0° approx. 350 23.0 70.0 approx. ± 5

16363 3.00 x Near *54 m / 200 m 12.5° approx. 200 23.0 70.0 approx. ± 5

16364 4.00 x Near *35 m / 250 m 8.0° approx. 250 23.0 70.0 approx. ± 5

16731 2.80 x
3.40 x

Distance
Near

220 m / 1,000 m
26 mm / 150 mm

12.5°
10.0°

150 to ∞ 9.0 28.0 3.2/13
2.8/10.5

± 9

16732 4.20 x
5.50 x

Distance
Near

175 m / 1,000 m
25 mm / 200 mm

10.0°
7.2°

200 to ∞ 10.0 29.0 2.4/13.5
2.2/9.5

± 40/-30

16733 4.20 x
5.00 x

Distance
Near

220 m / 1,000 m
32 mm / 200 mm

12.5°
9.2°

200 to ∞ 12.0 47.0 2.9/11.5
2.1/9.5

± 12

16734 6.00 x
7.60 x

Distance
Near

162 m / 1,000 m
26 mm / 250 mm

9.3°
6.0°

250 to ∞ 16.0 57.0 2.7/7
2.0/6

± 18

1674820 8.00 x Distance 122 m / 1,000 m 7° 300 to ∞ 20.0 75.0 2.5 ± 24

1674832 8.00 x Distance 136 m / 1,000 m 7.8° 700 to ∞ 32.0 180.0 4.0 ± 18

42928212 8.00 x 113 m / 1,000 m 6.5° 1,500 to ∞ 21.0 90.0 2.63

4293616 6.00 x 140 x 180 m / 1,000 m 8° x 6.2° 1,000 to ∞ 16.0 65.0 2.7

4293816 8.00 x 122 x 94 m / 1,000 m 7° x 5.4° 1,000 to ∞ 16.0 65.0 2.0

4294413 4.00 x Distance 225 m / 1,000 m 12.7° ∞ 13.0 46.0 3.25

4294618 6.00 x Distance 142 m / 1,000 m 8.1° 200 to ∞ 18.0 78.0 3.1

On Galilean and Keplerian Monoculars

주의 사항

81기술적인 정보

에센바흐 제품은 EN ISO 9001 와
DIN ISO, 14001:2004 인증 받았으며, 
환경 관리 (environmental
management) 받은 제품

일반적인 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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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의 질환 정보
저시력에 대한 주요 질문과 답변
(본 자료는 에센뱌흐 카다로그의 자료이며, 눈의 질환이 의심될 
때는 반드시 안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저시력( visual impairment )이란 무엇인가요?
저시력이란, 잘 맞춘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끼고도 시력이 잘 나오지 않는 증

상을 말합니다. 저시력자용 시각적 보조기구는 그런 분들이 더 잘 볼 수 있도

록 도와줍니다.

저시력자용 시각적 보조기구 (magnifying low vision aids)란 
무엇인가요?
저시력자용 시각적 보조기구는 망막에 맺히는 이미지를 확대하여 시력이 손상 

부분을 보충해주는 광학적 보조기구와 비광학적 보조기구를 말합니다. 저시

력자용 시각적 보조기구는 시력이 손상된 분들이 남의 도움 받지 않고 자신의 

일을 쉽게 하도록 도와주어서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켜줍니다.

시력장애의 등급은 어떻게 나눕니까?
여기서 나누는 기준으로는, 저시력이란 좋은 쪽 눈의 시력이 0.3 이하인 경우, 

중증 저시력은 시력이 0.05이하 인 경우를 말합니다. 맹인이란 좋은 쪽 눈

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또는 시야각 (視野角)이 5도이하인 사람을 말

합니다.

시각 장애에 따라서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시력이 0.6에서 0.7이면 전화번호부의 작은 글자 읽는 데 문제 없습니다. 

시력이 0.4에서 0.5이면 신문 글자 읽기에 충분합니다. 시력이 0.1이면 밝

은 곳에서 야외 활동 하는데 충분합니다.

저시력의 주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저시력은 주로 나이 들면서 겪게 되지만, 누구나 시각장애가 올 수 있습니

다. 원인은 다양하며 나라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유럽에서 가장 흔한 원인은 노인성 황반 변성, 최근 늘어 나고 있는 당뇨병

성 망막증, 그리고 망막박리, 백내장, 녹내장입니다. 

저시력인들께 조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시력인들은 시각적 보조기구를 주로 독서할 때 사용하지만, 먼 곳을 볼 

때도 사용해야 합니다. 시각 장애가 있으면, 굴절 검사를 통해 시력이 가장 

잘나오도록 안경 처방을 받습니다. 저시력자용 시각적 보조기구를 맞출 

때는 이 점을 꼭 지켜야 합니다.  

확대 배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저시력인들이 사용하는 보조기구의 확대 배율은 기존 시력을 최고로 정확하

게 교정한 안경을 사용할 때의 시력과 바람직한 시력과의 일정한 비율로

써 정합니다.

눈 질환에 따라 보이는 모습
정상 시력일 때 보이는 풍경

 

황반변성으로 인한 중심 암점 
(中心暗點) 망막에서 중심부를 보는 

부분이 훼손되어서 망막의 주변부로

만 볼 수 있습니다. 

 

색소성망막염(色素性網膜炎)으
로 인한 터널시(視) 망막의 원추세포

가 죽어서 시야가 점차적으로 좁아지다

가 터널시가 됩니다. 심해지면 실명하

기도 합니다.

 

백내장으로 인한 시력 저하
망막의 일부가 정상적 기능을 하지 

못하여 여러 개의 암점 들이 보입니다. 

병이 진행되면, 이 작은 암점 들이 점

점 커지기도 합니다. 

 

백내장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시력이 저하되

고, 빛에 과민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녹내장
안압이 상승하면 시신경이 손상되어 

치유할 수 없게 됩니다. 만성 녹내장인 

경우, 중심부 시력은 오래 동안 유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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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돋보기로 태양을 보지 마십시오. 눈을 다칠 수 있습니다.
- 돋보기로 직사광선 아래에 두지 마십시오.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 플라스틱 소재 렌즈를 알콜 등 화학물질로 세척하지 마십시오. 
   코팅이 벗겨지거나 렌즈 손상됩니다.
- 플라스틱 소재 렌즈를 40도 이상 더운 물로 닦지 마십시오. 
   렌즈가 손상 될 수 있습니다. 
- 어린 아이의 손의 닿는 곳에 본 제품의 패키지와 포장 봉지를 두지 마십시오.

주의사항

저시력 보조기구, 확대경 전문

저시력 보조기구, 확대경 전문
Tel 02)784-0118        Fax 02)761-5467    
Homepage eschenbach-optik.co.kr  / www.iloupe.kr       
Email info@iloupe.kr

본 카다로그는 에센바흐의 제품 안내를 위하여 에세나흐 카다로그를 번역하여 
제작했습니다. 본 카다로그의 일부제품은 아이루페에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40, 1203호(여의도동,라이프오피스텔빌딩)

http://eschenbach-optik.co.kr/
http://www.iloup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