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대배율    550배(*1)

(*1)렌즈 자체에 광학적 550배의 성능이 있습니다만, 실제 표시 배율을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과 액체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주식회사 TENGA의 제품입니다.

본 제품에 기재되어있는 회사명 및 제품명은 상표와 등록상표입니다. 본 제품의 기재되어있는

제품의 사진 및 현미경 촬영 영상은 모두 이미지입니다. 실제 제품과 현미경 촬영 영상은 

이미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본 제품에는 스마트 폰 본체 또는 조명도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 제품의 규격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ENGA 고객 상담센터

평일 10:00~18:00(토,일, 공휴일 제외)

제조원/판매원: 주식회사 TENGA
특허출원중: MADE IN JAPAN

관찰순서채취순서

 정액채취

① 제품에 들어있는 정액채취컵과 스포이드를 

꺼냅니다. 컵을 벌려 안에다 사정합니다. 

사정후 5분정도 방치하여 스포이드로 정액을 

채취합니다. (5분 방치함으로서 반고형화상태의 

정액이 액체화되어 채취 및 관찰이 용이해집니다)

루페와 플레이트 세팅

② 제품에 들어있는 플레이트와 루페 본체를 

꺼냅니다. 루페 본체 중심에 동그란 렌즈를 

확인합니다. 플레이트의 뒷면(검은 면)에 투명한 

스티커를 1장 붙입니다.

③ 스마트 폰 전방 카메라 렌즈 근처의 지문이나 

먼지를 닦아내고, 비디오 모드로 세팅합니다. 

루페 본체 뒤면에 붙은 고정 스티커의 투명 필름을 

떼어내고, 표면을 위로 향하게 합니다. 

스마트폰의 카메라 위치와 루페 중심을 

잘 맞춰 올려놓습니다.

*스마트폰의 화면을 보면서 렌즈를 통해서 

보이는 원이 중심과 잘 맞도록 조절합니다.

④ 플레이트의 표면을 위로 향하게 한후, 투명한 

스티커 안에 소량의 (쌀알 한알정도)의 정액을

스포이드로 떨어트립니다. 

*정액은 소량으로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양이 많이면 뿌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⑤ 플레이트의 링을 스마트폰에 세팅한 루페 본체의 

렌즈와 잘 맞도록 조절하며 올려놓습니다. 

불빛을 수직으로 비추면 더욱 잘 관찰 할 수 있습니다.

*빛이 여러곳에서 들어오는 장소에서는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플레이트를 움직이며 카메라의 

핀트를 조절하세요.

*정액이 흘러넘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고정 스티커는 여러번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폰의 카메라 위치나 규격에 따라 

스티커위치를 조절해주세요. 접착력이 

약해졌을땐 물로 가볍게 행구면 접착력이 돌아옵니다.

⑥ 관찰후에는 플레이트를 루페 본체에서 떼어낸뒤 

투명 스티커를 제거합니다. 플레이트, 루페 본체가 

더러워진 경우에는 가볍게 적신 헝겁 등으로 닦아내 

건조시켜 보관합니다. 멘즈 루페를 사용하여 본 예

관찰  팁

루페 렌즈와 스마트폰의 조절
○루페 본체 뒷면에는 고정 스티커가 붙어있습니다. 스마트폰에 가볍게 붙혀 고정시킵니다.

○붙이는 위치를 파악하기 힘들 경우에는, 스마트폰의 화면을 보면서 

   루페 렌즈의 중심이 화면의 중심에 오도록 조절합니다.

○스마트폰의 전방카메라를 사용하여 평평한 곳에 올려놓고 조절해주세요.

잘 보이지 않을 때…
○조명(광원)을 하나로 해주세요. 스포트 라이트(LED) 사용을 추천합니다.

○카메라에 빛을 가까이 가져갑니다. 빛과 카메라의 거리를 조절해보세요.

○낮의 밝은 방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방을 어둡게 한 후 

   하나의 조명을 이용하여 관찰해주세요.

○렌즈가 더러워지면 부드러운 헝겁이나 면봉으로 가볍게 닦아내고,

   잘 건조시켜주세요.

핀트가 잘 맞지 않아, 뿌얘졌을때는…
○루페 본체와 플레이트 사이의 틈이 벌어지면 핀트가 맞지 않습니다. 

   자석부분을 잘 밀착시켜주세요.

○스마트폰 쪽의 핀트가 맞지 않을 때는, 화면을 터치하여 피트를 맞춥니다.

○정액은 소량으로 관찰 할 수 있습니다. 양이 많으면 뿌옇게 보여질수 

   있음으로 조절하여주세요.

더 크게 관찰하고 싶을 때는…
○스마트폰의 후방카메라를 이용하면, 더욱 큰 화각으로 관찰하실수있습니다.

 (스마트폰의 기종에 따라 다릅니다.)

몸  상태와  환경에  따라  정자의  모습이  바뀜으로 ,  

날짜에  간격을  주고  관찰합니다 .

사용하시기 전에 꼭 읽어주세요.

○이 제품은 피임제품이 아닙니다.

○이 제품으로 태양을 절대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직사광선이 오는 곳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루페(확대경) 렌즈에 정액을 묻히지 마십시오.

○루페(확대경) 렌즈는 물로 씻어내지 마십시오.

○루페(확대경) 본체를 구부러트리지 마십시오. 파손 될 수 있습니다.

○루페(확대경) 렌즈를 세게 누르지 마십시오. 관찰하기 어려워집니다.

○루페(확대경) 렌즈의 플레이트 뒷면을 세게 문지르지 마십시오. 렌스에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용 후의 반품 및 교환은 하실 수 없습니다.

○본 제품은 개인 관찰용임으로, 의료행위, 의학적 판단 용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주십시오.

○정액으로 인한 스마트폰의 고장에 책임지지 않음으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부품소개

플레이트 루페(확대경) 본체 표면 루페(확대경) 본체 뒷면

고정 스티커

투명 스티커

루페 렌즈

스포이드 정액채취컵

규격

제품명       텐가 멘즈 루페 확대렌즈           0.8 볼 렌즈

제품 번호   TML-001 보유/구동장치     자석방식

○550배 렌즈로 움직이는 정자를 간편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관찰 상태에 따라 다르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관찰 방법이 있음으로,

　사용 전 제품 설명서를 잘 읽어 주십시오.

○본 제품은 간편한 관찰 키트입니다. 

　의학적 판단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TENGA 멘즈 루페

스마트폰 용 정자 관찰 KIT

제 품 설 명 서

특징

사 용 전  꼭  읽 어 주 십 시 오 .

상세내용은 WEB으로
www.tenga-korea.com/tengar_p/mensloupe

사용시 주의사항 

제 품 문 의

www.tenga-korea.com cs@tenga-korea.com

상세내용은 WEB으로
www.tenga-korea.com/tengar_p/mensloup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