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YEMANG은 렌즈클리너와 케이스를 결합한 2 in 1 아이웨어 소프트 케이스 제작 브랜드 입니다. 

가벼운 휴대성과 편리한 사용법으로 안경/선글라스 사용자들의 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작된 

아이템이며 새로운 것, 편리한 것, 독특한 것을 원하는 요즘 트렌드에 맞춰 개인의 개성을 나타내는 

패션소품으로의 기능도  갖춘 충분한 소비가치와 만족도가 높은 아이디어 제품입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 아이웨어 사용자들의 환경에 맞춘 삶의 만족을 목표로 하여  

NEEDS에 따른 여러 유형의 다양한 제품을 끊임없이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여성발명왕EXPO박람회 참가/출품 ‘금상’ 수상 

대전 서구 ‘노인복지회관’에 제품 250개 기부 

온라인 판매 시작 7. 

6. 

아이템 개발/특허 제 10-1072074호 및 상표등록,디자인 등록 완료 10. 

생산 아웃소싱 ‘제이패션’  11. 

㈜성광옵틱 판매 아웃소싱으로 2019 뉴욕 기프트용품박람회,파리안경박람회 참가 

특허 제 10-2009177호 등록 및 디자인등록증 10건 등록 

8. 

9. 

다비치안경점, 으뜸플러스안경점, 타임문고 등 입점 완료 

시제품 무료나눔 시장 설문조사 진행 (부산/서울 박람회 참가) 2. 

홈페이지 및 광고영상 제작 3.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 250% 달성 성공 

대전 시장상 표창장 수상 

12. 

대전시 우수상품 선정 

패션파우치 개발/제작 

10. 

2011 

2018 

2019 

10. 아이망 설립(대전테크노파크’ 정부 지원사업 선정) 



특허 제 10-1072074 호 및 1건,  
상표등록/디자인등록증 다량 보유 

2019 국제여성발명대회  
‘금상’ 수상 

A B C 

OEKO-TEX® 표준인증마크 획득 
극세사 원단 사용 

자사 홈페이지 
www.eyemang.com 

D E 

대전시 우수상품 선정 
대전 시청 TJ마트 입점 

F 

대전 서구 노인복지회관 
아이망 제품 250개 기부 



01 이너파우치 02 쿠션파우치 03 패션파우치 

안경 보관과 렌즈클리너 기능을 합친 2 in 1 특허제품 

소비자가 3,500 소비자가 9,000 소비자가 18,000 



안경보관 + 렌즈클리너 기능 

이너파우치는 정리정돈이 어려운 안경수건을 주머니 형태로 만들어 깔끔하고 쉽게 안경 

보관이 가능하며 안경수건 대신 하드케이스 내에 사용하는 파우치입니다. 

케이스 내에서 안경 전체를 한번 더 감싸주어 안경의 손상을 이중으로 막아줍니다. 극세

사(안경수건)로 제작되어 파우치에 손을 넣어 밀림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렌즈 클

리닝이 가능하며 외출 시엔 주머니에 가볍게 휴대가 가능합니다. 

01 이너파우치 

소비자가 3,500 



총 8COLOR 

1 2 3 4 

5 6 7 8 

핑크고양이 아보카도 감자튀김 네이비 무지 

블랙 무지 레드 아가일체크 블루 하운드체크 스트라이프 



안경보관 + 렌즈클리너 + 충격완화 기능 

쿠션파우치는 휴대시 부피가 큰 하드케이스의 불편한 점을 해결하여 가벼운 케

이스와 안경클리너 기능을 합친 파우치입니다.  

2mm 스폰지가 양쪽에 내장되어 있어 외부 충격에 대한 완충효과가 있으며 안

경실루엣에 맞춘 최소화된 부피로 간편한 휴대성을 자랑합니다. 

극세사(안경수건)로 제작되어 내/외면 모두 파우치에 손을 넣어 밀림 없이 남녀

노소 누구나 손쉽게 렌즈클리닝이 가능하며 렌즈손상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02 쿠션파우치 

소비자가 9,000 



1 2 3 4 

5 6 7 

핑크고양이 아보카도 감자튀김 네이비 무지 

레드 아가일체크 블루 하운드체크 스트라이프 

8 

태극 문양 

총 8COLOR 



안경보관 + 렌즈클리너 + 패션소품 + 분실방지 기능 

패션파우치는 외피에 고급스러운 원단을 사용하고 내부에 극세사(안경수건)로 제작하여 

패션과 기능을 합친 패션 소품으로 활용 가능한 파우치입니다. 제품에 있는 목걸이나 고

리를 이용해 목에 걸거나 가방에 걸어 안경/선글라스의 분실율을 줄이고 렌즈에 오염이 

생기면 내피로 클리닝 할 수 있습니다. 여행 시 휴대하기엔 무겁고 부피가 큰 하드케이스

와 번거로운 안경수건을 대신할 휴대가 간편하고 스타일을 살려줄 편리한 여행필수품입

니다. 

03 패션파우치 

소비자가 18,000 



1. 인조가죽 블랙 

2. 인조가죽 브라운 

3. 인조가죽 인디핑크 

4. 인조가죽 베이지 

5. 스웨이드 옐로우 

6. 스웨이드 핑크 

총 12COLOR 

7. 스웨이드 레드 

8. 스웨이드 카키 

9. 스웨이드 블루 

10. 인조가죽 자수 프린팅 

11. 애나멜 홀로그램 

12. 인조가죽 뱀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