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Topology Eyewear는 한 번에 한 사람만을 위한 개인 맞춤형 안경을 제작합니다. 저희는 간단

한 얼굴 스캔을 하고 정확한 얼굴 치수를 바탕으로 안경을 만듭니다. 높이 및 너비 조절 선택이 

가능하며, 안경테의 디자인과 색상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맘에 드는 디자인을 고르신 후에는 안경 구입 전  $10 견본품으로 Topology의 실제 착용감을 테

스트해보실 수 있습니다. 견본은 완제품 제작 전에 스타일과 착용감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는 맞

춤형 프레임 샘플입니다.



목표:

Topology Eyewear는 2013년, Eric Varady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Eric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단순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른 데도 불구하
고, “평균치”라는 가상의 동일 얼굴형을 바탕으로 
수많은 제조업체에 의해 규격화된 안경이 만들어지
고 있는 현실을 본 것입니다. 

해결책 :

다양한 얼굴의 수많은 사람들이 심하게 조이는 불

편한 안경과 콧등에서 흘러내리는 맞지 않는 안경

을 쓰고 있습니다. Topology의 100% 개인 맞춤

형 안경은 스타일이나 외모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고객이 iPhone으로 

간단히 셀카를 찍기만 하면 Topology의 특허 기

술이 얼굴 구조의 고유한 윤곽을 측정합니다.

생산 공정 :

모든 안경은 샌프란시스코 디자인 지구에서 최고  

품질의 이탈리아산 아세테이트 또는 외과용 스테

인리스 스틸로 주문 제작됩니다. 고객은 개인 맞

춤화된 비율 및 크기를 정하기 전에, 원하는 안경

테  및 색상 조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렌즈 역시 

고객의 얼굴에 맞게 특정 위치로 설정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프로세스는 길게는 4주까지 

소요되며, 순전히 네트워크 상으로 진행되기 때문

에 매장을 직접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얼굴을 스캔하세요 개인 맞춤형 안경테를 디자인하세요 견본을 받고 확인하세요 최종 주문한 안경을 받으세요

iOS 앱을 이용하여 얼굴을 스캔하고 2,000
개 이상의 3D 측정을 캡처하세요.

안경테가 잘 맞는지, 스타일은 어떤지 미리 
보기 하시고, 앱에서 견본을 주문하세요.

최종 주문 전에 개인 맞춤화된 안경의 모양
과 착용감을 확인하세요.

완벽하게 맞춤화된 새 안경을 착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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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방법:



소재:

저희의 프리미엄 소재인 밝은 색상의 이탈리아산 
아세테이트(플라스틱)는 고광택 제품이며 시간이 
지나도 변색되지 않습니다. 유연하고 내구성이 뛰
어난 스테인리스 스틸(금속)은 질감이 있고 무광택
으로 처리되었으며, 늘어나거나 녹이 슬거나 이가 
빠지거나 부식되지 않습니다.



렌즈:

Topology 렌즈 선택은 아주 쉽습니다. 높은 굴절률
과 프리미엄 코팅을 표준으로 하는 최상의 렌즈만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독보적인 3D 스캐닝과 개인 맞춤형 프레임 
제작 기술은 일반 안경점보다 더 정확하기 때문에 
모든 처방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진보적이고 유일한 
브랜드로 우뚝 서게 했습니다. 

프리미엄 코팅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흠집 방지 코팅 
반사 방지 코팅 
UV 차단 코팅
방수 코팅



보장 및 워런티: 보험, FSA 및 HSA:

안과 보험이 있으신 경우, 구매 시 20% 할
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안경도 
어디서나 같은 할인이 적용됩니다.

안과 보험

맞춤 안경(맞춤 선글라스 포함)은 선택형 
지출 계좌(FSA), 건강 지출 계좌(HSA) 및 
건강 상환 계좌(HRA)의 적격 비용입니다. 

FSA & HSA

어떤 이유로든 Topology 안경테가 마음
에 들지 않을 경우, 전액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0% 만족 보장
모든 Topology 안경테는 설립자 겸 CEO의 
감독하에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다운
타운에서 기초부터 제작됩니다. 따라서, 업계 
최고의 워런티를 특별히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라고 자신합니다.  
 
               모든 안경테 첫 1년간 100% 워런티 
               렌즈 30일 워런티

1년 워런티



개인 맞춤 안경의 스타일 및 미리보기

 이용이 간편한 저희 앱을 다운로드받으세요

단 몇 분만에 3D 스캔으로 얼굴을 측정하세요 

얼굴에 꼭 맞는 맞춤 디자인을 체험하세요 

 안경 스타일을 조정하고 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

 안경 전문가와 채팅으로 상담하세요

 잘 맞는지 확인하세요

앱 다운로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방문하십시오 

bit.ly/topology-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