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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안과용 색지움 렌즈 및 이의 제조방법

요약

  본 발명은 지지체 렌즈(30) 위에 형성된 중합된 수지 상층 렌즈(20)를 포함하는, 색 수차 특성이 개선된 합성 안과용 렌즈

(10)에 관한 것이다. 수지(20)의 색 분산 특성 뿐만 아니라 이의 굴절률을 지지체 렌즈(30)에 부합시켜 최종 가공된 렌즈

(10)의 목적하는 아베 수, 렌즈 배율 및 두께를 수득하고, 지지체 렌즈(30)와 상층 렌즈(20) 간의 계면이 육안으로 거의 보

이지 않도록 한다. 지지체 렌즈(30)의 색 분산은 아베 수가 비교적 작고 지지체 렌즈(30)로부터 역배율을 갖는 상층 렌즈

(20)에 의해 보상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안과용 렌즈, 아베 수, 굴절률, 지지체 렌즈, 역배율.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안과용 렌즈, 보다 특히 아베 수(Abbe number)가 60을 초과할 수 있는 안과용 색지움 렌즈(achromatic

ophthalmic lenses)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모든 광학 재료로부터 색 분산이 감소된 안과용 렌즈를 제조하는 신규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아베 수는 재료의 굴절률이 파장에 의존한다는 사실에 근거한 색 분산 또는 색 수차(收差)의 척도이다. 아베 수는 일반적

으로 (nλv-1)/(nλ1-nλ2)[여기서, nλ1 및 nλ2는 2개의 상이한 파장에서의 굴절률이고 nλv는 중간 파장, 즉 노란색에서의 굴

절률이다]로서 정의된다. 유리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고 아베 수가 약 25 내지 60 범위인 안과용(안경) 렌즈는 일반

적으로 성가신 색 분산이 비교적 없다. 40 내지 60 범위의 아베 수가 특히 바람직한데, 이는 아베 수가 40인 안과용 렌즈

(예: -4.00D, 광 직경 75mm)는 10mm의 상 분리(image separation)를 만들기 때문이다.

  2개의 상이한 파장 사이의 각 분리는 렌즈 배율에 따라 증가된다. 일반적으로, 굴절률이 1.50을 초과하는 플라스틱 재료

의 경우 색 분산도가 높다. 이들 재료는 종종 공액이 확장되고 편극도가 높으며 근자외선 파장 범위에서 전자 흡수되어 굴

절률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족 잔기를 보유한다. 그러나, 가시광선 파장 범위(400nm 내지 700nm) 근처에서 전자 흡수 밴

드를 갖는 방향족 그룹은 일반적으로 당해 재료의 색 분산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고굴절률 재료의 한 예가 비스페놀 A의

폴리카보네이트이며, 이는 굴절률이 약 1.58이고 내충격성이 우수하다는 등의 기타 바람직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재료에 대한 아베 수는 말단 그룹과 가공 방법에 따라서 매우 낮은데, 예를 들면, 28 내지 32이다. 따라서, 비스페놀 A의

폴리카보네이트가 안전 유리용 재료로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이의 사용은 상당히 제한되어 중간 내지 낮은

시력 교정 처방에만 사용되는데, 이는 보다 높은 시력 교정 처방에 사용하게 되면 색 분산을 증가시켜 백색 상에 바람직하

지 않은 색 분리 현상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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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D 보다 높은 도수에 대한 처방에는 일반적으로 비용이 폴리카보네이트보다 더 들고 폴리카보네이트 만큼 내충격

성이 뛰어나지 않은 기타 고굴절률 재료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들 고굴절률 재료를 대상으로 하여 색 분산 특성을 개선

시키기 위해 개발하여 왔지만, 이들 고굴절률 재료 중에서 굴절률이 1.57을 초과하는 가장 우수한 재료도 아베 수가 30 내

지 50 범위이다. 이러한 재료의 색 분산은 일반적으로 단지 최저로 허용 가능하다. 이들 재료로 만든 안경을 착용하는 사람

은 특히 이들 가시 영역 주변에서 종종 색 수차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축으로부터 벗어난 광선이 광 중심에 근접한 축방

향 광선보다 색 수차의 영향을 더 받기 쉽기 때문이다.

  본 발명은 합성 안과용 렌즈, 및 약 40 내지 100 범위의 아베 수로 측정된 바와 같이 상에서의 만족할만한 색 통합을 여전

히 제공하면서 안경 렌즈를 제조하는데 있어서 굴절률이 높고 내충격성이 우수한 플라스틱 또는 유리 재료, 예를 들면, 비

스페놀 A의 폴리카보네이트 또는 기타 재료의 사용을 허용하는 합성 안과용 렌즈의 제조방법을 포함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아베 수가 약 40 내지 100, 바람직하게는 약 60 내지 80 범위인 안과용 렌즈를 제공하는 것이

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안과용 렌즈를 제조하기 위해 굴절률이 높고 내충격성이 우수한 목적하는 재료, 예를 들면, 비

스페놀 A의 폴리카보네이트 및 디에틸렌 글리콜 비스알릴 카보네이트(CR-39TM)를 사용하여, 상기 렌즈를 제조하는 방법

을 제공하는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르는 안과용 렌즈의 단면도이다.

  도 2는 안과용 렌즈의 또 다른 양태의 단면도이다.

  도 3은 안과용 렌즈의 부가 양태의 단면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 1 및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역배율(opposed power)의 상층(superstrate) 렌즈를 형성하기 위하여 지지체 렌즈

(30)의 표면 위에 중합성 수지 층(20)을 도포함으로써 색 수차가 개선된 안과용 렌즈(10)가 형성된다. 이러한 수지 층(20)

의 도포는 블럼(Blum)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178,800호, 제5,147,585호 및 제5,219,497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주조

하여 수행할 수 있다. 지지체 렌즈(30)의 표면 위에 부가 배율을 제공해주는 상층 광학 층(20)을 중합시킴으로써 최종 가공

된 렌즈(10)가 형성된다. 상기 수지의 색 분산 특성 뿐만 아니라 이의 굴절률을 지지체 렌즈의 색 수차 특성(예: 아베 수)에

조심스럽게 부합시켜 최종 가공된 렌즈의 목적하는 아베 수, 최종 렌즈 배율 및 목적하는 렌즈 두께를 달성하고 지지체 렌

즈와 상단 층 간의 계면이 거의 눈에 보이지 않게 한다.

  한 예로서, 지지체 렌즈(30)가 아베 수가 30인 비스페놀 A의 폴리카보네이트로 제조된 +4.00D 단초점 렌즈(single

vision lens)이고 부가된 수지 층(20)이 -1.00D와 동일 배율의 오목 렌즈를 형성하고 아베 수가 15인 경우에는, 최종 렌즈

(10)의 배율은 +3.00D이고 아베 수는 약 45일 것이다. 비교를 위해, 부가된 수지 층이 +1.00D 배율의 볼록 렌즈를 형성

하고 아베 수가 60인 경우에는, 최종 렌즈의 배율은 +5.00D이고 아베 수는 약 33.3일 것이다.

  따라서, 등식 q/a = p/b + (q-p)/c[여기서, p는 안과용 렌즈(10)의 최종 배율이고, b는 안과용 렌즈(10)의 최종 아베 수

이며, q는 지지체 렌즈(30)의 배율이고, a는 지지체 렌즈(30)의 아베 수이며, c는 상층(20)의 아베 수이다]이 성립된다.

  아베 수가 비교적 낮은, 즉 색 분산도가 높은 재료로 제조된 역배율의 부가 층을 이용하여 지지체 렌즈의 색 분산을 보상

하는 것이 가능하다.

  부가된 수지 층(20)에 적합한 재료는 가시 파장 범위에서 높은 색 분산도와 낮은 흡광도를 결합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재료는 근자외선 영역에서 강한 흡광도를 나타내어 양자역학적으로 허용된 전이 또는 근자외선 영역에서 강한 전자 진동

밴드(즉, 특정 진동 방식에 강하게 커플링된 전자 전이)를 야기한다. 또한, 최소한의 스토크 이동(Stoke's shift)과 함께 비

교적 급격하게 전자 전이시켜 흡광 밴드가 가시 영역에 상당한 말단부를 나타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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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비닐 벤젠과 같은 스티렌계 유도체를 함유하는 중합성 조성물이 단파장의 가시 영역에서 비교적 낮은 전자 흡수도와

낮은 아베 수, 즉 강한 색 분산도를 결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치환 또는 삼치환된 스티렌계 그룹을 함유하는 몇몇 액정

중합체가 또한 이러한 색 분산을 나타내기도 한다.

  합성 렌즈를 제조하기 위하여, 중합성 수지의 상단 층(20)을 지지체 렌즈(30)의 오목 또는 볼록 표면 위에 도포한다. 이러

한 수지 층(20)을 스피닝(spinning), 분무, 침지 또는 주조에 의해 지지체 렌즈(30)의 표면 위에 도포하거나 금형을 사용하

여 최종 가공된 렌즈(10)의 목적 배율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최종 곡률을 설정할 수 있다. 중합된 수지 층(20)은 지지체 렌

즈(30)와 광학적으로 접촉해야만 한다. 이러한 광학적 접촉은 영구적으로 결합된 층으로서 형성되어야 한다. 알릴계 화합

물, 아크릴레이트, 메타크릴레이트, 비닐 유도체 및 스티렌계 화합물로 구성될 수 있는 수지 조성물을 중합시켜 상단 층

(20)을 형성시킨다. 또한,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부가의 상단 층(40)을 지지체 렌즈(30)의 반대 표면에 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가해진 상단 층(들)의 중합 반응은 열적으로 또는 광화학적으로 활성화된 개시제에 의해 개시될 수 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지지체 렌즈와 상층 렌즈 사이의 계면이 렌즈 착용자에게 비가시적일 수 있도록 하는 광학적 접촉을 달성

하기 위해서는, 부가된 층의 굴절률을 지지체 층의 굴절률과 0.05단위, 바람직하게는 0.03단위 내로 부합시킬 필요가 있

다.

  합성 렌즈(10)의 에지 및 중심 두께는 부가된 층(20)의 직경을 변화시키거나, 부가된 층(20)을 비구면화하거나, 지지체

렌즈(30)를 비구면화하거나, 부가된 층(20)의 두께 변화를 프리즘 형태로 도입하거나, 부가된 층(20)의 광학 중심을 부가

된 층의 광학 중심에 대하여 이심시키거나, 즉 부가된 프리즘을 렌즈에 도입함을 포함하는 각종 기술에 의해 조절될 수 있

다. 또한, 부가된 보다 얇은 층에 의한 목적하는 교정 정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굴절률이 보다 높은 부가 층을 사용할 수도

있다.

  바람직한 양태에 있어서, 지지체 렌즈(30)는 비스페놀 A의 폴리카보네이트로 제조되고, 중합성 수지 층은 스티렌, 디비

닐 벤젠, 비스페놀 A의 모노아크릴레이트 유도체 및 비스페놀 A의 디아크릴레이트 유도체의 혼합물이다. 지지체 렌즈(30)

는 부가된 중합 층(20)보다 구면 배율이 더 높다. 지지체 렌즈(30)는 포지티브 렌즈이고, 부가된 층(20)은 네가티브 렌즈이

다. 또한, 지지체 렌즈는 기하학상 구형인 반면, 부가된 층은 원환체(toric)일 수 있다. 구면 수차를 최소화하고 렌즈 두께

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두 렌즈 모두를 비구면화할 수 있다.

  또 다른 양태에서는, 지지체 렌즈(30)는 비스페놀 A의 폴리카보네이트로 제조되고 마이너스 기하학을 갖는 반면, 부가된

층(20)은 플러스 교정을 제공한다. 부가된 층(20)은 표면 전체의 곡률 반지름을 부여하고 가산 배율 영역(도시되지 않음)

을 제공하는 금형을 이용하여 적층시킨다. 이러한 경우, 최종 가공된 렌즈(10)의 가산 배율 영역은 거리 교정을 제공하도

록 고안된 최종 가공된 렌즈의 한 부분보다 휠씬 더 낮은 색 분산도를 나타낸다. 아크릴레이트, 메타크릴레이트, 비닐 유도

체 또는 스티렌계 화합물을 포함하는 수지 조성물을 중합시키고, 모두 바람직하게는 총 몰 굴절에 대해 대략 15 증분 단위

이상 기여하도록 하는 방향족 잔기 또는 그룹(Rj, cm3/mol)을 혼입함으로써 부가된 층(20)이 형성된다.

  또 다른 양태에서는, 지지체 렌즈(30)는 CR-39TM로 제조되고, 부가 층(20)은 i) 페닐 에틸 아크릴레이트와 같은 수지 조

성물 아크릴레이트, ⅱ) 비닐 아니솔과 같은 1작용성 스티렌계 화합물 및 ⅲ) 디비닐 벤젠과 같은 2작용성 스티렌계 유도

체를 중합시켜, 당해 수지가 완전히 중합되었을 때의 최종 조성물의 굴절률이 약 1.53 이하가 되도록 함으로써 형성된다.

지지체 렌즈(30)와 부가 층(20) 간의 굴절률 부정합이 약 0.05단위를 초과하게 되면 상기 계면으로부터의 상들의 반사가

가시화되거나 허상(ghost image)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개선된 결과를 위해서는, 굴절률 부정합을 약 0.03

단위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가된 수지 층과 지지체 렌즈 사이에 하나 이상의 층으로 이루어진 중간 영역(도

시되지 않음)을 삽입함으로써 굴절률 부정합으로 인한 유해한 효과를 감소시킬 수도 있는데, 이러한 중간 영역은 대략적으

로 지지체 렌즈의 굴절률과 부가 층의 굴절률의 기하학적 평균치인 효과적인 굴절률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본 발명의 개념의 적용 및 기타 가능한 적용은 다음 실시예를 고려해 볼 때 명백해질 것이나, 다음의 실시예는

예시 목적으로만 제시되고 본 발명의 청구의 범위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한하지는 않는다.

  실시예 1

  비스페놀 A의 폴리카보네이트로 제조된 단초점 렌즈가 제공된다. 이러한 렌즈의 배율은 +6.00D이고 전방 곡선은 8.21D

이고 후방 곡선은 2.12D이며 광 직경은 71mm이고 에지 두께는 1.0mm이다. 이 렌즈를 5.65D와 동일한 곡률의 유리 금형

에 놓고, 중간 공간을 비스페놀 A 디아크릴레이트(25%), 디비닐 벤젠(10%), 디브로모 신나메이트(5%), 에톡시화 비스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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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 A 디아크리올레이트(25%), 펜타에리트리톨 테트라아크릴레이트(4%), 페녹시에틸 아크릴레이트(28%) 및 광개시제

[예: 두르큐어(Durcure) 1173; 제조원: 시바 가이기(Ciba Geigy)](3%)로 이루어진 액상 중합성 수지로 충전시킨다. 이 수

지를 별개의 공급원에 의해 제공된 자외선 및 열을 적용하여 경화시킨다. 온도 램프는 약 105℉ 내지 180℉로 변한다. 총

경화 시간은 대략 45분이다. 자외선의 세기는 경화 초기 10분 동안 조절하여, 중합 발열로 인해 온도가 제어할 수 없이 상

승되지 않도록 한다. 생성된 렌즈의 아베 수는 대략 55이다.

  실시예 2

  스티렌, 비스페놀 A 디아크릴레이트 및 비스알릴 카보네이트의 공중합체로 제조된 단초점 렌즈의 배율은 +6.00디옵터

이고, 제1 곡선은 8.12디옵터이고, 제2 곡선은 6.12디옵터이며, 에지가 나이프형이고, 광 직경은 71mm이다. 이 렌즈 재료

의 아베 수는 약 38이다. 이 렌즈를 오목 곡률이 6.00디옵터인 유리 금형에 둔다. 렌즈와 금형 사이에 형성된 공동을 다음

조성의 수지로 충전시킨다: 스티렌(40%w/v), 1,4-디비닐 벤젠(20%w/v), 비스페놀 A 디아크릴레이트(35%w/v) 및 두르

큐어 1173[제조원: 시바 가이기](5%). 이러한 수지를 약 40분 동안 약 100 내지 200℉의 온도에서 자외선을 적용하여 경

화시켰다. 이어서, 생성된 렌즈를 탈형시키고, 이의 아베 수는 대략 80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소정의 배율과 굴절률을 갖는 지지체 렌즈와, 역배율을 가지면서 지지체 렌즈의 굴절률과 동일하거나 이보다 작은 굴절

률을 갖는 상층 렌즈를 포함하며, 아베 수(Abbe number)가 지지체 렌즈 및 상층 렌즈의 아베 수보다 높은 안과용 렌즈.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층 렌즈가, 지지체 렌즈의 표면 위에서 액상 수지 조성물을 동일 반응계 중합 반응시킴으로써 형성되

는 안과용 렌즈.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지지체 렌즈의 반대 표면 위에 부가의 상층 렌즈를 추가로 포함하며, 아베 수가 두 상층 렌즈보다 더 큰

안과용 렌즈.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아베 수가 약 40 내지 약 80인 안과용 렌즈.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지지체 렌즈와 상층 렌즈가 상이한 재료로 구성되는 안과용 렌즈.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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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지지체 렌즈와 상층 렌즈 간의 굴절률 차이가 약 0.05단위 이하인 안과용 렌즈.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아베 수가 약 50 이상이고 굴절률이 약 1.57 이상인 안과용 렌즈.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소정의 배율과 굴절률을 갖는 지지체 렌즈를 제공하는 단계,

  지지체 렌즈의 굴절률과 동일하거나 이보다 작은 굴절률을 갖는 역배율의 렌즈를 형성하도록 배열된, 두께가 불균일한

중합성 수지 층을 지지체 렌즈의 표면 위에 적층시키는 단계 및

  수지 층을 중합시켜 안과용 렌즈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아베 수가 지지체 렌즈 또는 중합된 수지 층의 아베 수보

다 큰 안과용 렌즈의 제조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지지체 렌즈와의 비교시 역배율을 갖도록 배열된, 두께가 불균일한 부가 중합성 수지 층을 지지체 렌즈의 반대 표면 위에

적층시키는 단계 및

  부가 수지 층을 중합시키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고, 중합된 수지 층의 아베 수가 안과용 렌즈의 아베 수보다 작은 방법.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안과용 렌즈의 아베 수가 약 40 내지 약 80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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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삭제

청구항 26.
삭제

청구항 27.
삭제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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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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