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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cs keeps progressing. So will you.

VARILUX
FITTING
R

GUIDE
성공적인 바리락스 렌즈 피팅을 위한 가이드

머리글

우선 성공적인 누진렌즈 피팅을 위한 기본적인 방법을 설명하는 가이드 북을 만들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가이드북은 여러분이 안경을 처음 받아보고 최종 전달할 때까지의 성공적인 피팅을 가이드 해 드립니다.
진정한 작업도구인 가이드 북은 여러분의 일상적인 작업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성공적인 누진렌즈 피팅 및
고객만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이 가이드 북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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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LUX 피팅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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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 대한 이해
성공적인 렌즈 피팅을 위한 필수적인 첫 단계

착용했던 렌즈 타입

이전에 착용했던 렌즈의 분석

■ 원거리용 단초점 렌즈, 근거리용 단초점 렌즈,
중간 거리용, 이중초점렌즈, 누진렌즈
(브랜드와 타입 등)
■ 재료, 색깔, 코팅 등

■ 이전 교정의 측정 : 구면도수, 난시도수, 축,
가입도와 프리즘 처방 등
■ 기존 렌즈 착용을 시작한 날짜
■ 기존 렌즈로 인한 시력 : 원거리와 근거리 시력
을 측정
다른 렌즈로 바꾸는 이유를 이해하고, 고객의 요구
사항을 확인합니다.

안경을 사용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 계속 착용하였습니까? 필요한 경우에만 착용
하였습니까?
■ 주 사용거리는 얼마입니까?

특별한 요구사항들이 있습니까?
■ 직업, 취미, 레져
■ 요구되는 시력의 선명도
■ 요구되는 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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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의 분석
굴절검사의 전체적인 검토

만약 이전 처방과 새로운 처방의 차이가

실제 필요한 경우에만 이 정형화된 표의 가입도

아래와 같다면(또는 더 크다면) 변화의

를 초과해서 처방할 수 있습니다.

필요성을 알려주고 환자가 그러한 변화
를 받아들일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0.75D의 구면도수
■ 0.50D의 난시도수
■ 10。의 축
■ 0.75D의 가입도

나이

Addition

40세
44세
47세
49세
51세
54세
58세
63세
67세
70세
75세
80세

0.75D
1.00D
1.25D
1.50D
1.75D
2.00D
2.25D
2.50D
2.75D
3.00D
3.25D*
3.50D*

* 가입도 3.25와 3.50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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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도가 너무 강하진 않은지 확인
누진렌즈에서 너무 강한 가입도는 종종 부적응의 이유가 된다

에실로사의“체크테스트”를 이용
근거리 처방렌즈 착용자의 앞에 평소 글자를 읽
는 거리에 체크테스트를 위치합니다.

-1.00 D 더해진 구면도수
근거리 시력교정 렌즈 착용자의 앞에 -1.00D를
헬몰츠(Helmoltz) 테스트 무늬
만약, 무늬 중앙의 원이 변형 없이 선명해 보이

이 있더라도 가장 작은 글자를 여전히 읽을 수 있

면, 독서 거리를 위한 근거리 시력교정이 정확히

다면 가입도가 너무 강한 것입니다.

된 것입니다.
만약 원이 변형되어 보인다면, 근거리 시력교정은
정확하거나 너무 약한 것입니다.

적녹테스트
만약 녹색 바탕의 글씨가 조금 더 선명하다면,
근거리 교정은 정확하거나 너무 약한 경우입니다.
반대로 빨강 바탕의 글씨가 조금 더 선명하다면,
근거리 교정이 너무 강한 것입니다.
무늬 중앙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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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렌즈를 위치했을 때, 읽는데 약간의 어려움

가입도가 너무 강하진 않은지 확인
원거리 시력교정이 약하게 되면 너무 강한 가입도를 처방하게 된다

약하게 교정된 원시는 가입도의 정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종종 너무 강한 가입도를
처방하는 원인이 됩니다.

원거리 시력의 적녹 테스트
만약, 환자가 빨간 바탕의 글자는 흐리게 보이고
녹색 바탕의 글자가 선명해 보인다고 한다면,
원시가 약하게 교정된 것입니다.

+0.50D 더해진 구면도수
환자의 원거리 시력 교정렌즈 앞에 +0.50D 렌즈
를 위치하고 먼 거리를 보게 합니다. 만약, 시력이
선명하게 남아있거나 또는 향상되면 원시는 아마도
저교정된 것입니다.

주의 : 모든 처방의 변화는 공인된 시력검사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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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시력의 교정

S U P P L E M E N T

정확한 원거리 시력 처방이 가장 편안한 근거리 시력 처방을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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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교정 (이전의 처방 또는 자동 굴절력계로
부터 얻은 결과들) 에서부터 각각의 눈을 따로
따로 다루어야 합니다.

b) 난시 도수의 확인
■ 교정된 처방의 (-)난시 축 방향으로 크로스

±0.25D) 방법 이용
크로스 실린더(±
a) 실린더 축의 확인
■ 시험처방의 난시축 방향에 크로스 실린더
축의 핸들을 위치합니다(이것은 시력저하를

운무법 사용
1) 시험 처방을 환자에게 씌우고 시력을 검사
합니다.
2) 시력이 떨어지도록 +1.00D 또는 +1.50D로
운무를 시킵니다.
3) 점차 -0.25D씩 증가시켜 운무를 해제하고
시력이 향상됨을 체크합니다.
4) 최상의 시력을 얻을 때까지 계속합니다. 최대의
정확도를 제공하는 가장 강한 (+)구면 도수를
기록합니다.

가져올 것입니다).
■ 환자에게 중간크기의 글자를 보게 하고, 빠르게
크로스 실린더 렌즈를 반전시킵니다. 그리고
어떤 방향의 크로스 실린더 렌즈로 볼 때 잘
보이는지를 물어봅니다.
■ 잘 보이는 쪽의 면에서 크로스 실린더의 (-)축
방향으로 교정된 난시 축을 5。회전시킵니다.

실린더의 (-)축 방향을 위치합니다.
■ 작은 글자를 보게 하고 빠르게 크로스 실린더
를 반전시킨 후 어느 방향의 크로스 실린더
렌즈로 볼 때 잘 보이는지 물어봅니다.
■ 만약, 크로스 실린더의 (-)축이 교정처방의 (-)
난시의 축을 따라 놓여있으면, -0.25D의 난시
도수를 더합니다.
■ 그 차이를 느낄 수 없을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 위 과정을 통해 발견된 최소한의 난시처방
도수를 기록합니다.

■ 그 차이를 느낄 수 없을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c) 구면 도수의 확인
■ 난시처방이 -0.50D씩 올라갈 때마다 구면도수
+0.25D를 더하고 여전히 최고의 시력이 얻어
지는지 확인합니다.

원거리 시력의 교정
정확한 원거리 시력 처방이 가장 편안한 근거리 시력 처방을 가져올 수 있다

원거리를양안을분리하여시력검사를실시합니다.
1) 양안시의 분리
융합의 차단 : 빠르게 한쪽 눈을 차폐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한쪽 눈도 번갈아가며 차폐합니다.
수직 프리즘 : 한 쪽 눈에는 3△base down을
장용하고 다른 쪽 눈에는 3△base up을 장용합
니다.
편광법 : 편광 필터를 이용하는 편광법
2) +0.50D의 구면 도수를 이용한 운무법
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3)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의 시력균형
+0.25D의 구면도수를 이용하여 조금 더 나은
시력을 얻은 눈을 다시 운무합니다.
4) 양안에서, 최상의 시력이 얻어질 때까지 - 0.25D
씩 구면도수를 이용해 운무를 해제합니다.
5) 각 눈의 시력을 확인하고, 두 눈 사이의 우위안이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구면처방의 경우
항상 굴절이상을 정확히 교정합니다. 특히, 원시

상의 왜곡을 증가시킬 수 있는 사축 처방은 조정
합니다.
■ 양안시

의 경우 - 그러나 과교정은 하지 않습니다.

양안 균형을 주의하여 확인합니다.

과교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간의 저교정을

우위안에 우선권을 줍니다 : 두 눈 사이의 우위가

선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녹 테스트에서,

바뀌지 않도록 합니다.

- 원시의 경우, 빨강과 녹색 바탕의 글씨의 진함이
동등하거나 녹색 바탕의 글씨가 약간 더 선명한
쪽으로 처방합니다.
- 근시의 경우, 빨강과 녹색 바탕의 글씨의 진함이
동등하거나 빨간 바탕의 글씨가 약간 더 선명한
쪽으로 처방합니다.
굴절검사가 무한대의 광선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필요하다면
-0.25D의 구면도수를 더합니다.
■ 난시도수의 경우
난시 교정을 통해 시력이 현저하게 좋아질 경우에
만 처방합니다.
약도의 난시를 조심해야 합니다. 처방이 변할 수
도 있습니다.

부동시의 경우, 오른쪽 눈과 왼쪽 눈 사이에 가능
한 최소의 차이만을 유지합니다.
■ 일반적인 규칙
처방을 크게 바꾸는 것을 피합니다 : 정말 필요하지
않는 한, 처방의 변화가 구면도수 0.75D, 난시
도수 0.50D, 축 1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S U P P L E M E N T

몇몇 규칙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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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도의 측정

S U P P L E M E N T

고정된 크로스 실린더법 - 가입도 측정을 위한 참고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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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안 개방 상태에서 포롭터 이용

최상의 시력을 제공하는 최대의 (+)구면 도수를
이용 (앞 장의“원거리 시력의 교정”참조)

■ 환자의 40cm (16in)앞에 수직선과 수평선으로
구성된 십자가를 고정합니다.
■ 양안 앞에 ±0.50D크로스 실린더의 (-)축을
90。에 위치합니다 : 수평선이 더 선명하다고
해야 합니다.
■ 수직선과 수평선의 선명함이 최대한 같게
보 일 때 까 지 눈 앞 에 +0.25D, +0.50D,
+0.75D..., 렌즈를 점진적으로 위치시킵니다.
■ 가입도는 수평선과 수직선의 선명함이 최대한
같게 보여질 때의 값입니다.

■ 시험테에 원거리 시력 교정도수에 가입도를
더합니다.
■ 글을 읽을 때 근거리 시야가 편안한지 확인
합니다.
■ 독서 거리 또는 일반 활동 거리에 맞게 가입도
를 조정합니다.

가입도의 측정
조절력 방법 - 가입도 측정을 위한 전형적인 방법

일반적으로 주 사용거리에서 편안해지기 위해

시력 차트의 이용

전 조절력의 2/3만을 사용하게 합니다 (전체 조절력
의 1/3은 여분으로 남겨 놓습니다).

■ 움직이는 근거리 차트 :
글씨를 겨우 읽을 수 있는 거리까지 근거리 차트를
옮겨갑니다. 조절력의 범위는 이 거리의 역수입니다.
예 : 최대 근거리 = 0.50m,
조절력 = 2.00D

■ 고정된 근거리 차트 :
40cm (16in)앞에 근거리 차트를 위치시키고 글씨
를 읽게 합니다.
만약, 가장 작은 글자를 읽을 수 있다면 더 이상
읽을 수 없을 때까지 양안에 -0.25D, -0.50D..., 를
더합니다.
만약 가장 작은 글자를 읽을 수 없다면, 읽을 수
있을 때까지 양안에 +0.25D, +0.50D..., 를 더합
니다.
조절력 = 2.50 - 최종 얻어진 가입도

■ 시험테에 원거리 시력 교정도수에 가입도를
더합니다.

가입도는 아래의 식으로 계산됩니다.
가입도 = 1/ 근거리 - 2/3 전체 조절력

전체
조절력

유효
조절력

40cm (16in)
가입도

3.00
2.75
2.50
2.25
2.00
1.75
1.50
1.25
1.00
0.75
0.50

2.00
1.75
1.50
1.50
1.25
1.00
1.00
0.75
0.50
0.50
0.25

0.50
0.75
1.00
1.25
1.50
1.50
1.50
1.75
2.00
2.25
2.50

■ 글을 읽을 때 근거리 시야가 편안한지 확인합니다.
■ 독서 거리 또는 일반 활동 거리에 맞게 가입도를
조정합니다.

S U P P L E M E N T

원거리 시력 교정 후 양안시를 사용한 검사, 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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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도의 측정

S U P P L E M E N T

“최소가입도”방법 - 가입도를 처방하는 간단하고 증명된 방법

16

■ 굴절 이상을 완전교정합니다. 특히 원시의 경우
■ 과교정하지 않습니다.
적녹테스트에서 :

가장 편안한 가입도를 찾기 위해 최소 가입도에
+0.75D에서 +1.00D를 더합니다.

원시의 경우, 적녹 바탕에서 선명도가 동등
하거나 녹색 바탕에서 조금 더 선명하게
근시의 경우, 적녹 바탕에서 선명도가 동등
하거나 적색 바탕에서 조금 더 선명하게
■ 난시 교정을 통해 시력이 현저하게 좋아질 경우
에만 난시를 처방합니다.

■ 처방된 가입도로 글씨를 읽는 것이 편안한지
물어봅니다.
■ 작은 글자들을 읽을 수 없을 때까지 텍스트를
점점 가까이 가져오게 합니다.
그 거리는 눈에서부터 대략 25cm/10in 정도여야
합니다. 만약, 20cm/8in보다 가깝게 발생한다면
가입도가 너무 강한 것이고, 30cm/13in 보다

가장 작은 글씨들을 구분할 수 있을 때까지 원거리

멀게 발생하면 가입도는 너무 약한 것입니다.

교정시력에 양안으로 +0.25D, +0,50D..., 를 더합니

■ 독서 거리나 주 활동 거리에 맞추어 가입도를

다 : 가장 작은 글씨들을 구분할 수 있는 값이 최소
가입도입니다.

0.25D 단위로 조정합니다.

3

테의 선택
정확한 테의 선택은 전반적인 편안함을 위해 중요하다

착용자의 얼굴에 알맞은 테를 선택해야 합니다.

고객의 얼굴에 맞게 테를 아래와 같이 조정합니다:

즉, 코에서 안정되고 동공과 테의 하부 림 사이에

■ 정점간 거리는 약 12~14mm

충분한 높이를 제공하는 테를 선택합니다.

■ 전경각은 8。~12。

Varilux Panamic, Varilux Comfort,
Varilux Ipseo 의 경우 최소 18mm

다음 순서에 따라 조정합니다:
■ 테의 전면부 조정 :
돌출부, 기울기, 평행도
■ 테의 측면부 조정 :
테의 개폐여부, 모양과 길이, 귀부분

Varilux Ellipse 의 경우 최소 14mm

테의 조정은 측정(PD/Oh)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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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성공적인 렌즈 피팅을 위한 중요한 단계 - 측정 후 확인

동공간 거리 측정

■ 두 눈을 개방하고 따로따로 단안을 측정합니다.

■ CRP(각막 반사 동공거리계)를 사용함에 있어
■ 만약 2개의 상이 보인다면 동공거리계의 차폐기

코 부분이 조정되어졌는지, 테의 브릿지와 같은

를 사용하여 단안으로 측정합니다.

위치에 놓여있는지, 그리고 이마에 잘 접촉이
되어있는지 확인합니다.

■ 먼 거리에서(무한대) 단안PD를 측정하고, 필요하
다면 근거리(40cm/16in) 에서도 측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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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성공적인 렌즈 피팅을 위한 중요한 단계 - 측정 후 확인

동공 높이의 측정
■ 오른쪽과 왼쪽 눈의 동공 높이 측정을 위해
HMS(높이 측정 시스템)를 사용합니다.
■ 얼굴에 테를 조정하고 테의 위치가 변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HMS를 세팅합니다.
■ 가급적이면 서 있는 자세에서, 고객에게 자연스
러운 자세를 취하도록 하고 눈높이의 먼 거리를
바라보게 합니다.

■ 패럴랙스 에러 (파인더와 렌즈의 시차)를 피하기

■ 복싱 시스템에서 오른쪽과 왼쪽 동공 높이를

위해 측정자가 착용자의 눈높이에서 측정하면

읽습니다 : 측정값이 렌즈에 접하는 낮은 수평

서, 오른쪽과 왼쪽의 커서를 동공 중심의 높이에

선에서 얻어지는지 확인합니다 (테의 림 부분

맞게 조정합니다(패럴랙스 에러는 몇 mm까지

의 파인 홈 부위 안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도를 위해 착용자를 서게 하고 먼 거리를 보게
한 후 측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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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측정
성공적인 렌즈 피팅을 위한 중요한 단계 - 측정 후 확인

근거리 시력 확인 (선택적)
■ Ditest나 센터링 차트(Centering chart)를 이용
하여 각 렌즈에 근용부 원의 위치 뿐만 아니라
단안 PD와 높이 측정값에 의한 피팅 크로스
위치를 표시합니다. 착용자 얼굴의 테를 다시
조정합니다.

■ VP시스템을 이용합니다. 근방시의 눈의 정확
한 위치를 거울법을 사용하여 확인합니다 :
각막반사가 근용부 원에 일치해야 합니다.
■ 만약 비대칭이 뚜렷이 보인다면, 동공거리계로
40cm/16in 거리에서 측정한 양안 PD를 유지하
면서 필요한 값 만큼 각 근용부 PD를 조정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원용 중심부의 위치는 결정된 근용 PD에
2.5mm를 더합니다.

Ditest를 이용하여 테로부터 필요한 렌즈 직경을
선택하거나 사전에 측정된 값들을 확인합니다
(복싱 시스템에 의한 값).
이제 바리락스 렌즈를 주문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원용 중심부의 확인
■ 선 자세에서 먼 거리를 보게 하고, 측정자가
착용자의 눈높이에 맞게 위치하여 피팅 크로스
가 각 동공 중심 앞에 놓여 있는지 확인합니다.
(옆의 사진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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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즈의 마운팅
명심해야 할 사항들

■ 프리즘 확인 : 프리즘 측정점을 렌즈미터에
위치시켜 프리즘을 확인합니다. 측정된 프리즘은
프리즘 씨닝(Prism Thinning, 가입도수의 2/3
■ 원용처방의 확인 : 렌즈미터의 렌즈스톱에

프리즘)가공 또는 프리즘 처방의 결과입니다.

렌즈의 오목한 면을 위치시킵니다. 원용부의
원을 렌즈미터 구경의 중앙에 놓고, 렌즈의
축은 수평을 이루도록 합니다.
■ 근용처방의 확인 : 렌즈미터의 렌즈스톱에

■ 가입도의 확인 : 렌즈의 전면에서 측정된 원용

렌즈의 볼록한 면을 위치시킵니다.

도수와 근용도수의 차이가 가입도입니다: 또한

근용부의 원이 렌즈미터 구경의 중앙에 위치해

귀쪽 은각 아래에 새겨진 2자리 숫자로 직접

야 합니다.

가입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마킹의 확인 : 은각마크들과 비교하여 정확한
위치를 확인합니다
34

(오른쪽의 렌즈모형 참조)

PANAMIC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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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즈의 마운팅
명심해야 할 사항들

■ 모든 측정값은 복싱 시스템에 의해 주어져야
합니다.
■ 중심설계와 에징 설비는 복싱 시스템에 의해
작동되어야 합니다.

Ditest를 사용하거나 센터링 차트를 이용하여 확인

■ 같은 면에 렌즈가 위치하는지

합니다.

■ 전경각은 정확한지

■ 오른쪽과 왼쪽의 단안 PD거리
■ 오른쪽과 왼쪽의 높이
■ 마운팅의 수평도 : 은각 마크의 정렬상태를
보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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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피팅
진실의 순간

■ 원거리에서 시력검사 이용
■ 근거리에서 리딩 테스트 이용

■ 원용(일반적인 경우) : 좌우안의 동공 중심에
피팅 크로스가 위치해야 합니다.
■ 근용(폭주의 비대칭의 경우) : 고객의 근용 사용
거리 위치에서 각막반사가 근용부의 원에 들어
가야 합니다.

■ 정면을 바라보는 눈높이에서 원거리 시야 사용
■ 눈동자를 아래로 향하게 하여 렌즈의 하단부분
에서 근거리 시야 사용 (필요하다면 고개를
조금 듭니다).
■ 처음 적응 노력을 할 때 모든 머리와 눈의 움직
임은 천천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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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에 관한 문제점 해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의 정확한 순서를 따라야 한다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원거리와 근거리 원에 맞게 피팅 크로스를 다시
■ 발견한 문제점의 종류, 빈도, 문제 발생의 특정

표시합니다.

■ 수직적, 수평적 정렬, 전경각과 안정도를 확인합
니다.

상황, 관계되는 거리, 발견된 적절한 해결책 등

■ 원거리, 근거리의 도수와 가입도

■ 원거리와 근거리에서 착용자의 테를 확인합니다.

■ 원거리, 근거리에서 시력을 측정합니다.
■ 나이에 따라 제안된 가입도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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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해야 할 원인 분석표

이 표는 착용자에 의해 자주 거론되는 불만과 문제의 원인들에 관련된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

착용자들의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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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 PD
높이 시력 도
PD
반사 근용 원용 피팅 원용 가입 조정

한
사용
거리
간
에
각
정점 전경 이전 난시

렌즈

가능한 해결책

글을 읽을 때 고개를 들거나 렌즈를 올려야 합니다

■ 테를 올려서 재조정합니다
■ 원용 또는 근용도수를 증가시킵니다
■ 새로운 렌즈를 좀 더 높게 피팅합니다

원거리를 더 잘 보기 위해 렌즈나 머리를 낮춰야 합니다

■ 테를 낮춰서 재조정합니다
■ 원용 또는 근용도수를 감소시킵니다
■ 새로운 렌즈를 좀 더 낮게 피팅합니다

더 선명한 시야를 보기 위해서는 머리를 기울여야 합니다

■ 프레임 재조정
■ 센터링의 조정
■ 난시도 확인

근거리 시야가 좁습니다
장시간 근업을 하면 피로합니다

■ 가입도를 감소시킵니다
■ 원용도수를 증가시키고 가입도를 감소시킵니다
■ 난시도를 확인합니다
■ 센터링의 조정 - 렌즈를 좀 더 높게 피팅합니다

측방시의 초점이 흐립니다

■ 좌우렌즈 사이의 균형을 확인합니다
■ 원용도수를 감소시킵니다
■ 가입도를 감소시킵니다
■ 원용PD를 확인하고 센터링을 수정합니다
■ 전경각을 확인합니다
■ 프레임 조정과 전경각을 확인합니다

7

조사해야 할 원인 분석표

이 표는 착용자에 의해 자주 거론되는 불만과 문제의 원인들에 관련된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

착용자들의 불만

방지 PD
높이 시력 도
PD
반사 근용 원용 피팅 원용 가입 조정

한
사용
거리
간
에
각
정점 전경 이전 난시

렌즈

가능한 해결책

근거리와 원거리에서 상이 겹쳐 보입니다

■ 중심이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원용, 근용PD 와 높이를 확인합니다
■ 양안의 원용도수와 근용도수, 난시도와 균형을 확인합니다
■ 프레임의 조정과 전경각을 확인합니다
■ 이전 안경과 비교합니다

불빛이 겹쳐 보입니다

■ AR 코팅이 되어 있는 렌즈로 교체합니다
■ 난시도를 확인합니다

선이 일그러져 보입니다

눈의 피로를 느끼면서 화끈거림, 가려움 등이 있습니다

■ 난시도를 확인합니다
■ 가입도를 감소시킵니다
■ 중심이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원용, 근용PD 와 높이를 확인합니다
■ 테를 올려서 조정하거나 새 렌즈를 좀 더 높게 피팅합니다

■ 중심이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원용, 근용PD 와 높이를 확인합니다
■ 근용과 원용의 도수, 난시도, 양안의 균형을 확인합니다
■ 이전 안경과 비교합니다
■ AR 코팅이 되어 있는 렌즈로 교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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