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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mantling the temples(템플 분해법)
1. Position your thumb below the
extension piece as shown in the
picture.
-그림과같이 클립부품의 아래부분에
손가락을 위치시키세요.

2. Press the top of the temple to take
out the top pin from the pin holder
-클립홈로부터 위의핀을 밖으로
빼내기 위해 템플의 윗부분을
누르시오.

3. Once the pin is out of the pin
holder, twist the temple to separate
it from the front.
-다시한번, 핀이핀홈으로 부터
나오도록 누르면서, 분리되게 템플을
뒤튼다.

4. Once the temple is separated from
the front, the S-clip appears.
템플이 프론트로부터 분리되면, SCLIP이 나타난다.

Removing the S-clip(클립 빼내는 법)
5. Use a screwdriver as a lever to
slightly open the S-clip (open no
more than 30 degrees).
-S-clip을 약간 열기위해, 지렛대로서
스크루드라이버를 그림과 같이
사용하세요.(30도 이상은무리가갈수
있습니다.)

6. Simply push the S-clip out in order
to release the two small hooks.
-두개의 작은 후크를탈골시키기위해 SCLIP을 간단히 그림과 같이 아랫
부분에서 밀어 당긴다.

7. Slide the S-clip out as shown in
the picture. You will now be able to
open the front to insert or remove
the lenses (Refer to the end of the
guide for glazing recommendations).
- 그림과 같이 S-CLIP이 미끄러져
나온다. 데모 렌즈를 제거하거나, 넣을
수 있게 프론트를 열수 있다.

Assembling the S-clip(클립조립법)
8. Once the prescription lens have
been securely attached to the frame
front, slide back the S-Clip. Fix the
two hooks into the slots to close the
front.
-처방 렌즈가 단단히 프레임 프론트에
부착하면, S-CLIP을 밀어 넣어, 홈의
갈고리에 고정 시킨다.

9. Insert a plier into the middle of the
S-clip (as shown in the picture) to
compress the S-clip.
-S-CLIP의 중간에 그림과 같이
플라이어를 끼우세요

CAUTION(주의사항)
DO NOT FLATTEN THE ENTIRE SCLIP 전체 S-CLIP을 평평하게 하지
마시오

CAUTION(주의사항)
CLAMPING THE ENTIRE S-CLIP WILL
CAUSE DAMAGE TO THE S-CLIP
-전체 S-CLIP을 집어누르면 S-CLIP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10. Press the S-clip into the
extension piece to secure it to the
extension piece.
-클립 고리를 안정화 시키기 위해 SCLIP의 안쪽 고리속을 누르시오.

Re-Assembling the temples
(템플 재 조립하는법)
11. Using the bottom pin, press into
the S-clip and insert the bottom pin
into its pin holder.
-아래쪽 핀을 사용하여, S-CLIP속으로
밀고, 핀홀더 (홈) 속으로 아랫쪽 핀을
밀어 넣는다.

12. Press the top of the temple to
insert the second pin into the top pin
holder. It is easier if your thumb is
below the extension piece of the
frame.
-윘쪽 핀홀더(홈)에 두번째 핀을
끼우기 위해 템플의 윗쪽을 누른 체
밀어 넣는다..

Frame Specifications(프레임 명세서)
1. Front in BETA TITANIUM( 전면 –베타 티탄니움)
2. Thickness of the Front : 0.6 mm(프론트의 두께 -0.6mm)
3. Front Base :4- 프론트 베이스 -4커브
4. Temple Core in Stainless steel –템플심 –스테인레스 스틸
5. Temple Tips in ACETATE –템플 팁 –아세테이트
6. S-Clip made from Surgical Stainless steel – S-CLIP –의료용 스테인레스 스틸
7. 20° Flexible hinges -20도의 유연한 힌지 시스템
* In our continuous pursuit of perfection, Urband reserves the right to change the above specifications without
notice.

Glazing Recommendations(렌즈 조립 권장 사항)
Lenses
Recommended Lenses(권장 렌즈)
1. MR8, Trivex or PNX. 2. Organic lenses of 1.6 or 1.67 indexes(굴절율 1.6또는 1.67(고굴절) 렌즈 권장).
Avoid 1.74 index.(1.74인 초고굴절 렌즈 사용 불가)
3. Pre-calibrated.
4. Polycarbonate.-폴리 카보네이트

Glazing(렌즈 조립)
1. Lens thickness(렌즈 두께): Minimum(최소) 2.2mm, recommended(권장) 2.5mm.
2. Depth of groove(홈의 깊이): 0.45 to 0.6 mm (0.45mm에서 0.6mm)
3. Width of groove(홈의 넓이): 0.6 or 0.7 m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