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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친수성 단량체와 소수성 단량체를 함유하는 중합체의제조에 유용한 용매

요약

본 발명은 친수성 단량체와 소수성 단량체로 구성된 중합체를 추출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용매에 관한 것이다.

색인어

친수성 단량체, 소수성 단량체, 경화된 중합체, 추출 용매, 팽윤율, 콘택트 렌즈

명세서

관련 출원

본 특허 출원은 2000년 11월 3일자 미국 가특허원 제60/245,518호를 우선권으로써 청구한다.

기술분야

본 발명은 친수성 단량체와 소수성 단량체로 이루어진 중합체를 추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용매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실리콘 하이드로겔은 친수성 및 소수성 단량체를 둘 다 함유하는 중합체이다. 이들 중합체를 사용하여 콘택트 렌즈를

제조할 경우, 제조된 렌즈는 산소 투과성이 높고, 습윤성이 우수하며, 매우 편안하다.

실리콘 하이드로겔로부터 제조된 콘택트 렌즈는 전형적으로 다음의 방법으로 제조된다. 친수성 및 소수성 단량체 뿐

만 아니라 다른 성분들과의 혼합물을 렌즈 주형에 넣고 광을 조사하여 경화시킨다. 경화 후, 주형에 전면 커브 또느 이

면 커브에 부착된 상태로 남아 있는 렌즈를 적합한 용매를 사용하여 이형시킴으로써 제거한다. 전형적으로는 이소프

로판올, 물 또는 이의 혼합물을 사용한다. 이형 후, 렌즈를 알코올 및 다른 유기 용매로 추출하여 미반응 소수성 단량

체를 제거한다. 전형적으로 이들 렌즈는 헥산, 메틸렌 클로라이드, 이소프로판올 또는 에탄올로 추출한다. 수-비혼화

성 용매용으로는, 수용액으로 평형화시키기 전에 증발/건조시킴으로써 이들 용매를 제거한다. 수-혼화성 용매용으로

는, 렌즈를 수용액내로 평형화시킨다. 수용액내로의 평형화시킴으로써 잔류 용매, 미반응 친수성 단량체 를 제거하고,

렌즈를 수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절차에는 문제점들이 있다.

우선, 렌즈를 알코올 또는 알코올/물 혼합물을 사용하여 이형시킬 경우, 렌즈는 쉽게 손상되는 취성의 렌즈가 제조되

는 수준으로 팽윤한다. 두 번째, 소수성 단량체는 알코올과 물의 혼합물 뿐만 아니라 특정의 유기 용매에 대한 용해성

이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그러한 단량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렌즈는 큰 용적의 이들 용매를 사용하여 추출해야 하

고, 종종 용매를 가열해야만 한다. 이때문에 다량의 사용된 용매를 처리해야 하는 환경 문제로 인해 생산 규모로 렌즈

를 제조할 경우 문제점이 있다. 또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용매의 인화점이 낮기 때문에, 그러한 용매를 가열함으로써 

추가의 유해요소가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수화/평형화 단계에서 100% 수성 용매, 예를 들어 탈염수, 완충

액, 염수 또는 다른 패킹용액을 사용해야 한다. 알코올 및/또는 많은 유기 용매로 추출시킨 렌즈를 1005 수용액으로 

직접 이송시킬 경우, 중합체 팽윤성의 다양성 뿐만 아니라 생성 중합체 의 취성으로 인해 렌즈를 손상시키는 추가의 

위험 요소가 있게 된다.

따라서, 상기에서 언급한 하나 이상의 문제점을 처리하는 경화된 중합체를 가공처리하는 방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

다. 본원에 기술한 발명은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킨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소수성 및 친수성 단량체를 포함하는 경화된 중합체를 추출하는 방법으로서, 25℃에서 측정시

(a) 경화된 중합체를 약 0 내지 약 50% 팽윤시키고,

(b) 한센 용해도 파라미터(Hansen Solubility Parameters)가

δH = 약 [δH 경화된 중합체 + 2.5] 내지 약 [δH 경화된 중합체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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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P = 약 [δP 경화된 중합체 + 0.5] 내지 약 [δP 경화된 중합체 - 4.0] 및

δD = 약 [δD 경화된 중합체 + 2.5] 내지 약 [δD 경화된 중합체 - 2.0]인

추출 용매로 경화된 중합체를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경화된 중합체를 추출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본 명세서에서, '경화된 중합체'는 소수성 및 친수성 단량체를 함유하는 중합체, 하이드로겔 및 실리콘 하이드로겔을 

포함하나 이로써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리콘 하이드로겔이 바람직한 중합체이다. 특히 바람직한 중합체는 악쿠아

필콘 A(acquafilcon A), 로트라필콘(lotrafilcon) 및 발라필콘(balafilcon)이다. 대표 적인 중합체의 조성물은 미국 특

허 제5,260,000호; 제5,998,498호; 제6,087,415호; 제5,760,100호; 제5,776,999호; 제5,789,461호; 제5,849,811

호; 제5,965,631호; 미국 특허원 제09/532,943호; 제09/652,817호; 및 제09/957,299호에 기술되어 있다. 이들 특

허 및 특허원은 조성물 제조, 및 이에 함유된 중합체의 처리용으로 참조 문헌으로 본원에서 인용되고 있다. 또한, 경화

된 중합체는 폴리아크릴산, HEMA 등과 같은 친수성 피막으로 피복된 중합체를 포함한다. 이러한 중합체의 피복 방

법은 본원에 참조 문헌으로 그대로 인용된 미국 특허 제6,087,415호 및 미국 특허원 제09/921.192호에 기술되어 있

다. 본 발명의 모든 경화된 중합체를 사용하여 이로써 제한되지는 않으나 콘택트 렌즈 및 안구내 렌즈를 포함하는 다

수의 유용한 장치를 제조할 수 있다. 이러한 장치들을 제조하는 방법은 공지되어 있으며, 몰딩, 커팅 또는 라띵(lathin

g)을 포함하나, 이로써 제한되지는 않는다.

용어 '단량체'란 경화된 중합체의 구조 내에서 서로 공유 결합하는 빌딩 단위(주쇄, 펜던트 그룹 및 가교결합제)를 의

미한다. 전형적인 소수성 단량체는 이로써 제한되지는 않으나 메타크릴옥시프로필트리스(트리메틸실록시)실란('TRI

S'), 모노메타크릴옥시프로필 말단 폴리디메틸실록산('mPDMS'), 및 실리콘 마크로머를 포함하며, 이는 미국 특허 제

5,998,498호; 제6,087,415호; 미국 특허원 제09/532,943호; 제09/652,817호; 및 제09/957,299호에 기술되어 있다

. 친수성 단량체는 이로써 제한되지는 않으나 n-비닐피롤리돈('NVP'), N,N-디메닐아크릴아미드('DMA'), 2-하이드

록시에틸 메타크릴레이트('HEMA'), 메타크릴산 및 아크릴산, 비닐 락탐, 아크릴아미드, 메타크릴아미드, 비닐 카보네

이트 및 비닐 카바메이트 단량체(이는 미국 특허 제5,070,215호에 기술되어 있다), 및 옥사졸론 단량체(이는 미국 특

허 제4,910,277호에 기술되어 있다)를 포함한다. 상기에서 언급한 모든 특허들은 본원에 참조 문헌으로 그대로 인용

한다. 경화된 중합체는 다른 소수성 및 친수성 성분을 함유할 수 있는데, 이는 습윤제 등을 포함하나 이로써 제한되지

는 않는다. 비록 이들 성분들이 본 발명의 추출 용매에 의해 추출될 수 있을 지라도 그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화된 중합체가 하이드로겔인 경우, 이러한 중합체들은 물을 중합체 매트릭스내로 흡수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전

형적으로 경화된 중합체를 용매로 처리하여 어떠한 미반응 성분(단량체, 마크로머, 가교결합체 같은 것)도 제거한 후,

중합체를 수용액으로 처리하여 하이드로겔을 수화한다. 그러나, 미반응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된 용매에 따라서

는, 최종적인 수화 단계를 추출 용매를 사용한 처리 후에 직접 수행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헥산으로 추출한 경화된 중

합체는 최종 중합체를 변형시키지 않고는 물에서 직접 평형화시킬 수 없다. 전형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추출된 중합체

를 최종적인 수 평형화 단계 전에 일련의 상이한 용매로 처리함으로써 해결한다. 본 발명의 이점중의 하나는 경화된 

중합체를 본 발명의 특정추출 용매를 사용하여 추출할 경우,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단계를 사용하지 않고 추출 

후 즉시 수성 매질로 직접 평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점이 있는 본 발명의 추출 용액은 85-90% DPM/DI 

및 85-90% TPM을 포함하나 이로써 제한되지는 않는다. 이는 공지된 추출 용액에 비해 현저한 이점을 제공하는데, 

그 이유는 추가 단계로 인한 비용 및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이다.

본원에서 사용된 용매에서의 경화된 중합체의 팽윤은 경화된 중합체 직경의 증가 퍼센트이며 다음 수학식으로 산출

될 수 있다.

%팽윤= 100 ×[(추출 용매내 렌즈 직경 - 수용액내 렌즈 직경)/

수용액내 렌즈 직경]

팽윤 퍼센트는 약 0 초과 내지 약 50%, 바람직하게는 약 20 내지 약 40% 및 더 바람직하게는 약 25 내지 약 35%이

다.

또한, 본 발명의 추출 용매는 특정의 한센 용해도 파라미터, 즉 δH, δP,δD를 가져야 한다. 이들 파라미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δH = 약 [δH 경화된 중합체 + 2.5] 내지 약 [δH 경화된 중합체 - 8.5]

δP = 약 [δP 경화된 중합체 + 0.5] 내지 약 [δP 경화된 중합체 - 4.0] 및

δD = 약 [δD 경화된 중합체 + 2.5] 내지 약 [δD 경화된 중합체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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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δH 경화된 중합체 , δP 경화된 중합체 및 δD 경화된 중합체 는 사실상 문헌[참조:CHARLES M. HANSEN, HANS

EN SOLUBILITY PARAMETERS; A USERS HANDBOOK, 43-53 CRC Press 2000 및 계산용 CMH'S SPHERE 

컴퓨터 프로그램]에 기술된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예를 들면, 경화된 중합체가 11.5 MPa 1/2 의 δH 경화된 중합체 , 6.1 MPa 1/2 의 δP 경화된 중합체 및 16.5 MPa 1/2 의

δD 경화된 중합체 를 가질 경우, 적합한 추출 용매의 한센 값은 δH 약 3 내지 약 14, δP 약 2 내지 약 6.6, 및 δD 약 

14.0 내지 약 19.0이다.

바람직한 추출 용매은 하기 화학식 I의 용매를 포함하나 이로써 제한되지 않는다:

화학식 I

R 1 -O-[CH 2 -CH(R 3 )-O] n -R 2

위의 화학식 I에서,

R 1 은 수소, C 1-6 알킬, C 1-6 알킬카보닐, 아미노카보닐, -SO 3 H, 페닐, 또는 C 1-6 알킬, C 1-6 알콕시, 아미노,

니트로 또는 할로겐으로 치환된 페닐이고;

R 2 은 수소, C 1-6 알킬, C 1-6 알킬카보닐, 아미노카보닐, -SO 3 H, 페닐, 또는 C 1-6 알킬, C 1-6 알콕시, 아미노,

니트로 또는 할로겐으로 치환된 페닐이고;

R 3 은 수소, C 1-6 알킬, C 1-6 알킬카보닐, 아미노카보닐, -SO 3 H, 페닐, 또는 C 1-6 알킬, C 1-6 알콕시, 아미노,

니트로 또는 할로겐으로 치환된 페닐이고;

n은 1-10이다.

바람직한 R 1 은 C 1-6 알킬 및 C 1-6 알킬카보닐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되고, 더 바람직한 R 1 은 C 1-6 알

킬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되고, 특히 바람직한 R 1 은 메틸이다. 바람직한 R 2 은 C 1-6 알킬 및 C 1-6 알킬

카보닐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되고, 더 바람직한 R 2 은 C 1-5 알킬카보닐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되

고, 특히 바람직한 R 2 은 아세틸 또는 수소이다. 바람직한 R 3 은 C 1-5 알킬 및 C 1-6 알킬카보닐로 이루어진 그룹

으로부터 선택되고, 더 바람직한 R 3 은 C 1-5 알킬이고, 특히 바람직한 R 3 은 수소이다. 바람직한 n은 1-5이다.

추출 용매의 예는 이로써 제한되지는 않으나 에틸렌 글리콜-n-부틸 에테르, 디에틸렌 글리콜-n-부틸 에테르, 디에

틸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에틸렌 글리콜 페닐 에테르, 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디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트리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아세테이트, 디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아세테

이트, 프로필렌 글리콜-n-프로필 에테르, 디프로필렌 글리콜-n-프로필 에테르, 트리프로필렌 글리콜-n-부틸 에테

르, 프로필렌 글리콜-n-부틸 에테르, 디프로필렌 글리콜-n-부틸 에테르, 트리프로필렌 글리콜-n-부틸 에테르, 트리

프로필렌 글리콜-n-프로필 에테르, 프로필렌 글리콜 페닐 에테르, 디프로필렌 글리콜 디메틸 에테르, 프로필 아세테

이트, 및 메틸 이소부틸 케톤이 포함ㅁ된다. 특히 바람직한 추출 용매는 부틸 아세테이트, 디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

테르 아세테이트(DPMA), 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DPM), 디프로필렌 글리콜 디메틸 에테르(DMM), 트리프로

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TPM), 및 이의 혼합물이다. 또 한, 특히 바람직한 용매는 DPMA, DMM, DPM 또는,TPM과

물 또는 프로필렌 글리콜과의 혼합물이다. 11.5 MPa 1/2 의 δH 경화된 중합체 , 6.1 MPa 1/2 의 δP 경화된 중합체 및 16

.5 MPa 1/2 의 δD 경화된 중합체 을 갖는 가장 바람직한 용매는 디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아세테이트이다.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추출 용매의 선택은 경화된 중합체의 물리적 특성에 의해 달라진다. 하나 이상의 성분이 

추출 용매내에 사용될 수 있는 경우, 경화된 중합체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서, 추출 용매는 2개 이상의 성분을 함유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경화된 중합체가 실리콘 하이드로겔이고, 이의 표면의 다수가 소수성인 경우, 비교적 

낮은 수소 결합 친화성을 갖는 소수성 용매와 저분자량이고 높은 수소 결합 친화성을 갖는 친수성 용매와의 혼합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수의 상기 추출 용매는 소수성 용매를 함유하는데, 이의 퍼센트는 약 20 내지 98%

(중량%), 더 바람직하게는 약 70 내지 약 98%, 가장 바람직하게는 약 80 내지 약 90%이다. 이러한 추출 용매의 친수

성 용매의 분자량은 약 15 내지 약 200 달톤, 더 바람직하게는 약 15 내지 약 100 달톤이다. 이러한 용매의 예는 90:

10(중량부), DPMA:DI, 90:10 DMM:DI, 90:10 DPMA:프로틸렌 글리콜, 90:10 DMM:프로필렌 글리콜을 포함한다. 

이들 예에서, DPMA 및 DMM은 낮은 수소 결합 친화성을 갖는 소수성 용매인 반면, 프로필렌 글리콜 및 DI는 높은 수

소 결합 친화성 및 저 분자량을 갖는 친수성 용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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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화된 중합체가 실리콘 하이드로겔이고, 이의 소수성 표면이 친수성 중합체, 예를 들어 폴리아크릴산 또는 폴리HE

MA로 피복될 경우, 적절하게 높은 수소 결합 친화성을 갖는 소수성 용매 및 저 분자량이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소 결

합 친화성을 갖는 친수성 용매를 함유하는 용매 혼합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수의 상기 추출 용매는 

소수성 용매를 함유하는데, 이의 퍼센트는 약 20 내지 98%(중량%), 더 바람직하게는 약 70 내지 약 98%, 가장 바람

직하게는 약 80 내지 약 90%, 70 내지 약 98%(중량%), 더 바람직하게는 약 80 내지 약 90%이다. 이러한 추출 용매

의 친수성 용매의 분자량은 약 15 내지 약 200 달톤, 더 바람직하게는 약 15 내지 약 100 달톤이다. 이러한 용매의 예

는 90:10, TPA:DI, 90:10 DPM:DI, 90:10 TPM:프로틸렌 글리콜, 90:10 TPM:프로필렌 글리콜을 포함한다. 이들 예

에서, TPM 및 DPM은 소수성 용매이고, 프로필렌 글리콜 및 DI는 비교적 높은 수소 결합 친화성 및 저 분자량을 갖는

친수성 용매이다.

추출 용매의 선택은 본 발명에서 중요하지만, 그 방법은 특정의 물리적 특성을 조정함으로써 개선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미반응 소수성 단량체의 더 많은 퍼센트는 용매의 온도를 상승시키고, 상기 용매을 교반시키고, 추출 절차 및 이

의 혼합 사용의 시간을 증가시킴으로써 제거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소수성 단량체와 친수성 단량체를 포함하는 경화된 중합체를 박리 및 추출하는 방법으로서,

25℃에서 측정시

(a) 경화된 중합체를 약 15% 이상 팽윤시키고,

(b) 한센 용해도 파라미터 범위가

δH = 약 [δH 경화된 중합체 + 2.5] 내지 약 [δH 경화된 중합체 - 8.5],

δP = 약 [δP 경화된 중합체 + 0.5] 내지 약 [δP 경화된 중합체 - 4.0] 및

δD = 약 [δD 경화된 중합체 + 2.5] 내지 약 [δD 경화된 중합체 - 2.0]인

추출 용매로 경화된 중합체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용어 소수성 및 친수성 단량체 및 추출 용매

는 상기에서 정의한 바와 같은 의미와 바람직한 범위를 갖는다. 바람직한 중합체는 콘택트 렌즈 및 안구내 렌즈이다.

또한 추가로 본 발명은 소수성 단량체와 친수성 단량체를 포함하는 경화된 중합체를 추출하는 방법에 의해 제조된 중

합체로서,

당해 방법이 25℃에서 측정시

(a) 경화된 중합체를 약 0 내지 약 50% 팽윤시키고,

(b) 한센 용해도 파라미터 범위가

δH = 약 [δH 경화된 중합체 + 2.5] 내지 약 [δH 경화된 중합체 - 8.5],

δP = 약 [δP 경화된 중합체 + 0.5] 내지 약 [δP 경화된 중합체 - 4.0] 및

δD = 약 [δD 경화된 중합체 + 2.5] 내지 약 [δD 경화된 중합체 - 2.0]인

추출 용매로 경화된 중합체를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중합체를 포함한다.

본 발명을 예시하기 위하여, 하기 실시예를 포함한다. 이들 실시예는 본 발명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단지 본 

발명을 실시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제 시된 것이다. 중합체 분야에 숙련가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은 본 

발명을 실시하는 다른 방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본 발명의 범주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본원에서 인용된 모든 참조 문헌을 그대로 참조로 인용한다.

실시예

하기 실시예에는 다음과 같은 약어가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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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 이소프로판올

DI = 탈이온수

DMM = 디프로필렌 글리콜 디메틸 에테르

DPMA = 디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아세테이트

DPM = 디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TPM = 트리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마크로머 A = 미국 특허원 제09/957,299호의 실시예 25에 기술된 바와 같이 제조된 마크로머

mPDMS = 모노메타크릴옥시프로필 말단 폴리디메틸실옥산 (MW 800-1000)

실시예 1

DPMA 및 IPA의 추출 용매능 평가

DPMA가 효과적인 추출 용매로서 작용하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경화된 렌즈 유래의 미반응 소수성 단량체의 농도를 

조사하였다. 잔류 농도는 렌즈를 적당하게 경화시킨 후 미반응 또는 미중합 상태로 유지되는 단량체의 양으로서 정의

되어진다. 악쿠아필콘 A를 포함하는 단량체 혼합물을 7개 프레임(56개 렌즈)에 장입시키고, 희석제로서 디메틸-3-

옥탄올과 가시광선(가시광선 파장: 380 내지 460 nm, 최고 피크: 425nm, 조사량: 약 2.5J/㎠)을 사용하여 55 내지 7

0℃에서 8분 내지 60분 동안 경화시켰다. 그 결과 얻어지는 렌즈를 주형이탈(프론트 커브 상에 렌즈)시키고 핀셋을 

사용하여 프레임으로부터 분리시켰다.

5개의 렌즈는 5개의 각 유리 신틸레이션 바이엘에서 정확하게 칭량한 후, 각 바이엘에 DPMA(DOWANOL R ) 5ml를

주입하였다. 바이엘 1 내지 5를 25, 35, 50, 60 및 70℃에서 각각 1시간 동안 초음파처리하였다. 이와 동시에, 추출 

용매로서 iPA를 사용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얻어진 추출물을 마크로머와 mPDMS에 대해 분석하고, 수득되

는 농도(중량%)를 표 1과 2에 제시하였다. 시료는 대부분 최종 중합체에 대해 소수성 성분이기 때문에 상기 단량체들

에 분석하였다. 이 표는 일정 범위의 온도에서 DPMA가 IPA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기 소수성 단량체를 추출한다는 것

을 입증하고 있으며, 그 수준은 60℃와 70℃에서 가장 유사하였다.

[표 1]

온도(℃) DPMA IPA

%[렌즈 중량] %[렌즈 중량]

25 0.355 0.486

35 0.460 0.549

50 0.480 0.566

60 0.524 0.586

70 0.519 0.565

[표 2]

온도(℃) DPMA IPA

%[렌즈 중량] %[렌즈 중량]

25 0.477 0.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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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0.472 0.491

50 0.475 0.484

60 0.486 0.503

70 0.490 0.486

실시예 2

경화된 중합체로부터 DPMA에 의한 소수성 단량체의 침출성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온도 효과

본 실험은 DPMA로 추출한 경화된 중합체 유래의 침출성 소수성 단량체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침출성 농도는 

중합체를 경화시키고, 추출시킨 후 수화시킨 다음 이어서 2차 용매로 추출시킨 후 수득되는 단량체(또는 단량체들)의

함량으로서 정의되어진다. 일반적으로 2차 추출 용매로는 iPA가 사용된다. 악쿠아필콘 A를 함유하는 단량체 혼합물

을 프레임에 장입하고 희석제로서 디메틸-3-옥탄올과 가시광선(가시광선 파장: 380 내지 460 nm, 최고 피크: 425n

m, 조사량: 약 2.5J/㎠)을 사용하여 55 내지 70℃에서 8분 내지 60분 동안 경화시켰다. 그 결과 얻어지는 렌즈를 3개

의 프레임(24개 렌즈)에서 주형이탈(프론트 커브 상에 렌즈)시키고 시클릭 올레핀 공중합체(TOPAS R ) 침출/수화 

부형제로 스트랩핑시키고, 순환수 가열기/냉각기에 의해 조절되는 재킷식 1L 비이커에 넣었다. 추출 용매 DPMA(85

0ml)를 첨가(약 35ml/렌즈)하고 자석 교반기로 25℃에서 90분 동안 교반하였다. 추출 완료시, 부형제(프레임 및 렌즈

와 함께)를 순환수 가열기/냉각기에 의해 조절되는 15℃의 탈이 온수에 넣었다. 물은 침지수 순환기를 사용하여 고속

으로 순환 교반시켰다. 1시간 후 10개의 렌즈를 수거하여 압지로 건조시키고 신틸레이션 바이엘에서 정확하게 칭량

하였다. 이 바이엘에 iPA 5ml을 첨가하고 1시간 동안 초음파처리하였다. 시료는 이중으로 준비하고 침출성 mPDMS 

1000 및 마크로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추출성 용매로서 DPMA를 사용하여 각각 35, 50, 60 및 70

℃ 온도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실험의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이 결과는 모든 온도에서 mPDMS에 대한 침출

농도가 175ppm(렌즈 중량 기준으로 mg/kg) 미만임을 입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iPA가 초기 추출 용매로서 사용된 

경우에는 600 내지 1000ppm 사이의 농도가 수득되었다. 추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침출성 마크로머의 농도는 감소

하였고 60℃와 70℃에서 측정된 침출성 농도는 iPA에서 관찰된 농도(600 내지 1000ppm)과 비슷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추출 용매로서 IPA 보다 DPMA를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인데, 이것은 IPA가 생

산 환경면에서 발화점(12℃)이 낮고 증기압(25℃에서 45.8mmHg)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DPMA는 발화점이 높

고(187℃) 증기압도 낮기(20℃에서 0.08mmHg) 때문에 수반되는 안정성의 위험없이 고온에서 사용될 수 있다.

[표 3]

온도(℃) mPDMS(mg/Kg) 마크로머(mg/Kg)

25 <175 2732

35 <175 1250

50 <175 862

60 <175 656

70 <175 581

실시예 3

DMM을 이용한 경화된 중합체 유래의 소수성 단량체의 침출 농도의 분석

본 실험은 DMM으로 1차 처리되거나 추출된 경화된 중합체 유래의 소수성 단량체의 침출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실시예 2에서, 추출은 시클릭 올레핀 공중합체(TOPAS R ) 침출/수화 부형제에서 실시한 반면, 본 실시예에서는 신틸

레이션 바이엘에서 추출을 실시하였다. 악쿠아필콘 A를 함유하는 단량체 혼합물을 프레임에 장입시키고 희석제로서 

디메틸-3-옥탄올과 가시광선(가시광선 파장: 380 내지 460 nm, 최고 피크: 425nm, 조사량: 약 2.5J/㎠)을 사용하여

55 내지 70℃에서 8분 내지 60분 동안 경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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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얻어지는 10개의 렌즈를 프레임에서 분리하여 각각 6개의 신틸레이션 바이엘에 넣었다. 각 바이엘에 10ml D

MM(렌즈 당 1mL, PROGLYDE R )을 첨가하고 Thermolyne Type 50000 Maxi-mix III에서 175rpm으로 30분 동

안 진탕시켰다. 진탕 완료시 바이엘 1의 렌즈는 탈이온수 250ml에 넣어 175rpm에서 1시간 동안 진탕시켜 평형화시

켰다. 평형화 후 10개의 렌즈를 수거하고, 압지로 건조시킨 후 신틸레이션 바이엘을 정확하게 칭량하였다. 이 바이엘

에 이소프로판올 5ml을 첨가하고 1시간 동안 초음파처리하였다. iPA 추출물은 침출 mPDMS와 마크로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나머지 바이엘의 DMM은 버리고 새로운 DMM 10ml 량을 각 바이엘에 첨가하였다. 바이엘은 10분 동안 

진탕하였으며, 이 과정까지를 '1 사이클'로 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를 5 사이클 후의 시료를 얻을 때까지 반복하고, 각 

사이클을 개시하기 전에 추출물 대신 새로운 DMM을 보충하였다. 각 사이클 후 렌즈를 탈이온수로 평형화하고 이어

서 전술한 바와 같이 iPA로 2차 추출하였다. iPA 추출물은 침출 mPDMS 및 마크로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데이

터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시간(분)/사이클 mPDMS(mg/Kg) 마크로머(mg/Kg)

30 1031 2678

40/사이클 1 <225 1879

50/사이클 2 <225 1807

60/사이클 3 <225 1595

70/사이클 4 <225 1513

80/사이클 5 <225 1531

실시예 4

다양한 용매에서의 경화된 중합체의 팽윤율% 비교

본 실시예는 다수의 시험 용매에서의 중합체의 팽윤성을 시험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한 것이다. 아쿠아필콘 A의 단

량체 혼합물을 주형에 넣고 희석제로서 디메틸-3-옥탄올과 가시광선(가시광선 파장: 380 내지 460 nm, 최고 피크: 

425nm, 조사량: 약 2.5J/㎠)을 사용하여 55 내지 70℃에서 8분 내지 60분 동안 경화시켰다. 그 결과 얻어지는 디스

크(두께 70 내지 110㎛ 범위)를 60:40 이소프로판올(IPA)/탈이온(DI)수에서 충분히 수화시켜 주형으로부터 이형시

키고, 100% IPA 5배량을 10시간 동안 사용하여(2시간/일정량) 잔류 단량체를 추가로 추출시킨 뒤, 탈이온수에서 평

형화시켰다. 이 렌즈를 그 다음 다양한 시험 용매 및 생리식염수에서 평형화시켰다. 렌즈 직경을 측정하고 팽윤율%을

비교하였다. 팽윤율%은 다음과 같은 식에 따라 계산하였다:

팽윤율% = 100 x [(추출 용매 중에서의 렌즈 직경 - 생리식염수 중에서의 렌즈 직경)/생리식염수 중에서의 렌즈 직

경]

25℃에서의 팽윤율%에 대한 데이터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또한, DPMA의 휘발성과 발화성은 비교적 낮기 때문에 보

다 높은 처리 온도에서도 이와 같은 용매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DPMA에서의 중합체의 매트릭스 팽윤율을 25 내

지 70℃ 온도 범위에서 조사한 결과 선형으로 관찰되었다.

[표 5]

시험 용매 % 팽윤율

생리적 살린 0

탈이온수 0.56

IPA 52.36

n-부틸 아세테이트 31.12

프로글리드 DMM* 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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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완올 DPMA* 24.24

35℃에서의 도완올 DPMA 26.84

50℃에서의 도완올 DPMA 30.74

60℃에서의 도완올 DPMA 31.91

70℃에서의 도완올 DPMA 34.91

실시예 5

다양한 용매에서의 코팅 경화된 중합체의 팽윤율% 비교

폴리 HEMA로 코팅된 콘택트 렌즈를 미국 특허 출원번호 09/921,192호의 실시예 14에 기술된 바와 같이 제조하였

다. 실시예 4의 방법을 사용하여 이 렌즈를 이 형시키고 3가지 다른 용매 혼합물에서 평형화시켰다. 본 실시예에서는 

팽윤율(%)을 다음과 같은 식에 따라 계산하였으며, 여기에서 렌즈 주형의 직경은 경화된 물품을 형성하는 주형의 직

경을 의미한다.

팽윤율(%) 렌즈주형법 = 100 x [(추출 용매에서의 렌즈 직경 - 렌즈 주형의 직경)/렌즈 주형 직경]

이 방법으로 계산한 팽윤율%은 수용액에서의 중합체의 직경을 사용하여 계산한 팽윤율% 보다 약 1 내지 약 5%, 바

람직하게는 약 1 내지 약 2% 더 큰 팽윤율 렌즈주형법 을 산출하였다. 100% DPM, 100% TPM, 90:10 DPM:DI, 90:10

TPM:DI 및 90:10 IPA:DI를 60℃에서 시험한 결과 각각 49.3%, 46.5%, 26.5%, 17.3% 및 51%의 팽윤율 렌즈주형법

을 나타내었다. 여러 용매 시스템에서의 팽윤율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하기 표 6, 7 및 8에 요약하였다. 이 데이

터는 TPM 및 DPM의 수성 혼합물이 폴리 HEMA 코팅 렌즈의 추출에 바람직한 용매임을 나타내고 있다.

[표 6]

용매 조성물 팽윤율 렌즈주형법 (%)

100 49.3

95 35.7

90 26.5

85 19.9

[표 7]

용매 조성물 팽윤율 렌즈주형법 (%)

100 46.5

95 28.8

90 17.3

85 12.6

[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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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매 조성물 팽윤율 렌즈주형법 (%)

100 42.3

95 36.1

90 22.3

85 15.6

실시예 6

렌즈의 수화

본 실시예는 DPMA와 같은 수용액에 대해 제한된 용해성을 가진 용매를 이용하여 추출한 렌즈가 내부 응력을 유도함

이 없이 수용액에서 직접 평형화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추출 용매로서 IPA를 사용한 경우에 점강식 구배에서

도 최종 렌즈 직경 균일성의 큰 변화가 있는 렌즈를 얻었다. IPA에서 수용액에 이르기까지 보다 길고 보다 완만하게 

점강식 구배하여 조사한 결과 렌즈의 직경에 대한 통계적 분포가 보다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DPMA에서 추출하고

바로 수용액에서 평형화시킨 렌즈 역시 매우 밀접한 분포를 나타내어 추가 처리 단계가 필요하지 않았다.

애쿼필콘 A의 단량체 혼합물을 주형에 넣고 희석제로서 디메틸-3-옥탄올과 가시광선(가시광선 파장: 380 내지 460

nm, 최고 피크: 425nm, 조사량: 약 2.5J/㎠)을 사용하여 55 내지 70℃에서 8분 내지 60분 동안 경화시켰다.

* 주형으로부터 60:40 IPA/DI수에서의 이형, 100% IPA에서의 추출, 30, 60, 100%로 증가되는 수용액 평형화에 대

한 점강식 구배.

* 주형으로부터 60:40 IPA/DI수에서 이형, 100% IPA에서의 추출, 10, 20, 30, 40, 50, 75, 100%로 증가되는 수용액

평형화에 대한 점강식 구배.

* 100% DPMA 이형 및 추출, 그리고 직접 수용액 평형화.

10개 렌즈에 대한 렌즈 다경의 측정은 각 조건마다 x와 y 방향으로 실시하였다(원형이 아닌 모든 렌즈에 대해 측정하

기 위해). 직경 데이터는 표 9에 제시하였다.

[표 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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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b]

[표 9c]

실시예 7

다양한 추출 용매를 이용한 렌즈의 이형

애쿼필콘 A의 단량체 혼합물을 주형에 넣고 희석제로서 디메틸-3-옥탄올과 가시광선(가시광선 파장: 380 내지 460

nm, 최고 피크: 425nm, 조사량: 약 2.5J/㎠)을 사용하여 55 내지 70℃에서 8분 내지 60분 동안 경화시켰다. 이어서, 

렌즈를 다양한 용매로 처리하여 주형으로부터 렌즈를 이형시켰다. 사용한 용매 4 그룹은 IPA, 60:40 IPA/DI, DMM 

및 DPMA 였고, 상온에서 이형를 실시하였다. 주형으로부터 렌즈를 이형시키는데 필요한 시간 및 이형 중의 물리적 

특징을 관찰하여 기록하였다. 그 데이터는 표 10에 제시하였고, 이것은 DMM과 DPMA 모두 렌즈의 이형 시간 및/또

는 렌즈 이형의 물리적 방식 면에서 IPA 또는 DI와 혼합된 IPA 보다 상당히 유리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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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용매
이형 시간(

분)
팽윤율(%) 물리적 외관

IPA <10 52
렌즈는 급속히 팽윤하여 주름 및 겹침을 형성하고 자주 주형과의 계면에서 스트

레스를 형성하여 렌주에 분열이 나타난다.

60:40

IPA/DI
20-30 25

렌즈는 처음에 중앙(렌즈의 얇은 부분)에서 평윤하고 가장자리를 향해 주름과 겹

침을 형성한다.

DMM 20-30 30
렌즈는 렌즈 전반에서 비교적 서서히 균일하게 팽윤하여 주형으로부터 균일하게

이형한다.

DPMA 20-30 24
렌즈는 렌즈 전반에서 비교적 서서히 균일하게 팽윤하여 주형으로부터 균일하게

이형한다.

실시예 8

각종 추출 용매를 이용한 코팅 렌즈의 이형

폴리 HEMA로 코팅한 콘택트렌즈를 미국 특허 출원번호 09/921,192호의 실시예 14에 기재한 바와 같이 제조하였다

. 실시예 7의 방법을 사용하여 렌즈를 주형으로부터 이형시키고 용액에서 약 2시간 동안 평형화시켰다. 온도, 이형시

간, 팽윤율 및 추출 잔류물의 함량을 표 11에 기록하였다. 주형 재료에서 이형된 직후에 렌즈는 약간의 물리적 비틀림

을 나타냈다(가장자리의 주름짐). 하지만, 이형 후 15 내지 20 분 내에 평형화된 모든 시험 용액 중의 렌즈는 둥근 평

활한 렌즈로 되었다. 본 실시예는 IPA로 이형 및 추출한 렌즈 보다 시험 용매로 이형 및 추출한 렌즈가 팽윤율이 더 

적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또한, 본 실시예는 이러한 추출 용매로 추출한 렌즈는 점강식 절차를 사용함이 없이 물로 직

접 평형화시킬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표 11]

용매 시스템

(잔여 H 2 O)
온도(℃)

이형 시간

(분)

팽윤율(%)

(렌즈 타깃 직경 14.2MM)

추출 잔류물 함량

(mg/Kg)

85% DPM 60 22 19.9

mPDMS <285

마크로머 4603

트리스 0.77

HCPK 2.47

노르블록 <3

90% DPM 60 18 26.5

mPDMS <286

마크로머 4087

트리스 1.61

HCPK 2.13

노르블록 <3

85% TPM 60 53 12.6

mPDMS 568

마크로머 4961

트리스 1.98

HCPK 1.00

노르블록 <3

85% TPM 80 18 15.6 mPDMS <289

마크로머 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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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스 1.78

HCPK 1.99

노르블록 <3

90% TPM 80 26 22.3

mPDMS 860

마크로머 4964

트리스 2.28

HCPK 1.13

노르블록 <3

90% TPM 60 30 17.3

mPDMS 335

마크로머 4428

트리스 1.55

HCPK 0.9

노르블록 <3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소수성 단량체와 친수성 단량체를 포함하는 경화된 중합체를 추출하는 방법으로서,

25℃에서 측정시

(a) 경화된 중합체를 약 0 내지 약 50% 팽윤시키고,

(b) 한센 용해도 파라미터(Hansen Solubility Parameters) 범위가

δH = 약 [δH 경화된 중합체 + 2.5] 내지 약 [δH 경화된 중합체 - 8.5],

δP = 약 [δP 경화된 중합체 + 0.5] 내지 약 [δP 경화된 중합체 - 4.0] 및

δD = 약 [δD 경화된 중합체 + 2.5] 내지 약 [δD 경화된 중합체 - 2.0]인

추출 용매로 경화된 중합체를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추출 용매가 부틸 아세테이트, 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아세테이트, 디프로필렌 글리콜 N-프

로필 에테르, 트리프로필렌 글리콜 N-프로필 에테르, 디프로필렌 글리콜 N-부틸 에테르, 디프로필렌 글리콜 디메틸 

에테르, 디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아세테이트, 디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트리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

르 및 이들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그룹 중에서 선택되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추출 용매가 부틸 아세테이트, 디프로필렌 글리콜 디메틸 에테르, 디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아

세테이트, 디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트리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및 이들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그룹 중

에서 선택되는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δH가 약 3.0 내지 약 14이고, δP가 약 2 내지 약 6.6이며, δD가 약 14.0 내지 약 19.0인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추출 용매가 디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아세테이트, 디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또는 트리

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를 포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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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추출 용매가 탈이온수를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추출 용매가 프로필렌 글리콜 또는 탈이온수를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추출 용매가 약 70 내지 약 98중량%의 디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또는 트리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와 약 2 내지 약 30중량%의 프로필렌 글리콜 또는 탈이온수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추출 용매가 약 80 내지 약 90중량%의 디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또는 트리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와 약 10 내지 약 20중량%의 프로필렌 글리콜 또는 탈이온수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1항, 제8항 및 제9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경화된 중합체가 안구용 기구인 방법.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경화된 중합체의 팽윤율이 약 15% 내지 약 40%인 방법.

청구항 12.
소수성 단량체와 친수성 단량체를 포함하는 경화된 중합체를 박리 및 추출하는 방법으로서,

25℃에서 측정시

(a) 경화된 중합체를 약 15% 이상 팽윤시키고,

(b) 한센 용해도 파라미터 범위가

δH = 약 [δH 경화된 중합체 + 2.5] 내지 약 [δH 경화된 중합체 - 8.5],

δP = 약 [δP 경화된 중합체 + 0.5] 내지 약 [δP 경화된 중합체 - 4.0] 및

δD = 약 [δD 경화된 중합체 + 2.5] 내지 약 [δD 경화된 중합체 - 2.0]인

추출 용매로 경화된 중합체를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추출 용매가 부틸 아세테이트, 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아세테이트, 디프로필렌 글리콜 N-프

로필 에테르, 트리프로필렌 글리콜 N-프로필 에테르, 디프로필렌 글리콜 N-부틸 에테르, 디프로필렌 글리콜 디메틸 

에테르, 디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아세테이트, 디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트리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

르 및 이들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그룹 중에서 선택되는 방법.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추출 용매가 부틸 아세테이트, 디프로필렌 글리콜 디메틸 에테르, 디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아세테이트, 디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트리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및 이들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그룹 

중에서 선택되는 방법.

청구항 15.
제12항에 있어서, δH가 약 3.0 내지 약 14이고, δP가 약 2 내지 약 6.6이며, δD가 약 14.0 내지 약 19.0인 방법.

청구항 16.
제12항에 있어서, 추출 용매가 디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아세테이트, 디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또는 트

리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추출 용매가 탈이온수를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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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추출 용매가 프로필렌 글리콜을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12항에 있어서, 추출 용매가 약 80 내지 약 90중량%의 디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또는 트리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와 약 10 내지 약 20중량%의 프로필렌 글리콜 또는 탈이온수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12항에 있어서, 추출 용매가 약 70 내지 약 98중량%의 디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또는 트리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와 약 2 내지 약 30중량%의 프로필렌 글리콜 또는 탈이온수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1.
제12항에 있어서, 경화된 중합체가 콘택트 렌즈인 방법.

청구항 22.
제12항에 있어서, 경화된 중합체의 팽윤율이 약 15% 내지 약 40%인 방법.

청구항 23.
소수성 단량체와 친수성 단량체를 포함하는 경화된 중합체를 추출하는 방법에 의해 제조된 중합체로서,

당해 방법이 25℃에서 측정시

(a) 경화된 중합체를 약 0 내지 약 50% 팽윤시키고,

(b) 한센 용해도 파라미터 범위가

δH = 약 [δH 경화된 중합체 + 2.5] 내지 약 [δH 경화된 중합체 - 8.5],

δP = 약 [δP 경화된 중합체 + 0.5] 내지 약 [δP 경화된 중합체 - 4.0] 및

δD = 약 [δD 경화된 중합체 + 2.5] 내지 약 [δD 경화된 중합체 - 2.0]인

추출 용매로 경화된 중합체를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중합체.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추출 용매가 부틸 아세테이트, 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아세테이트, 디프로필렌 글리콜 N-프

로필 에테르, 트리프로필렌 글리콜 N-프로필 에테르, 디프로필렌 글리콜 N-부틸 에테르, 디프로필렌 글리콜 디메틸 

에테르, 디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아세테이트, 디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트리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

르 및 이들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그룹 중에서 선택되는 중합체.

청구항 25.
제23항에 있어서, 추출 용매가 부틸 아세테이트, 디프로필렌 글리콜 디메틸 에테르, 디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아세테이트, 디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트리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및 이들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그룹 

중에서 선택되는 중합체.

청구항 26.
제23항에 있어서, δH가 약 3.0 내지 약 14이고, δP가 약 2 내지 약 6.6이 며, δD가 약 14.0 내지 약 19.0인 중합체

.

청구항 27.
제23항에 있어서, 추출 용매가 디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아세테이트, 디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또는 트

리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를 포함하는 중합체.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추출 용매가 탈이온수를 추가로 포함하는 중합체.

청구항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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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항에 있어서, 추출 용매가 프로필렌 글리콜을 추가로 포함하는 중합체.

청구항 30.
제23항에 있어서, 추출 용매가 약 80 내지 약 90중량%의 디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또는 트리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와 약 10 내지 약 20중량%의 프로필렌 글리콜 또는 탈이온수를 포함하는 중합체.

청구항 31.
제23항에 있어서, 추출 용매가 약 70 내지 약 98중량%의 디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또는 트리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와 약 2 내지 약 30중량%의 프로필렌 글리콜 또는 탈이온수를 포함하는 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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