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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플라스틱 렌즈의 제조 장치

요약

플라스틱 조성물이 주입된 성형용 금형(M)을 회전 반송하는 회전 테이블(2)과, 회전 테이블(2)에 탑재된 성형용 금형(M)

이 1회전하는 동안의 소정 각도량의 범위에서 활성 에너지선을 성형용 금형(M)에 조사하도록 설정된 활성 에너지선 조사

영역(A2)과, 회전 테이블(2)의 회전축(32)을 회전 구동시키는 서보 모터(3)와, 성형용 금형(M)이 활성 에너지선 조사 영

역(A2)에서, 자외선 램프(51, 61)로부터의 활성 에너지선을 필요한 시간 조사되도록 서보 모터(3)를 구동 제어하는 컨트

롤러(4)를 구비하고 있다. 공급 배출 영역(A1)으로부터 공급된 성형용 금형(M)은 회전 테이블(2)이 좌회전 방향으로 60ㅀ

씩 간헐적으로 회전하는 것으로, 활성 에너지선조사 영역(A2)에서 자외선 조사되고, 서냉 영역(A3)에서 서냉되고, 다시

공급 배출 영역(A1)에 돌아가 배출된다.

이상으로 보다 콤팩트하여 작업 효율이 높은 플라스틱 렌즈의 제조 장치를 제공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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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활성 에너지선(active energy rays)을 이용한 주형 성형법(casting method)에 의한 플라스틱 렌즈의 제조 장치

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플라스틱 렌즈의 제조에는 주형 성형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 주형 성형법은, 성형용 금형내에 플라스틱 조성물을 주

입하고, 플라스틱 조성물이 주입된 성형용 금형을 가열, 혹은 자외선 등의 활성 에너지선을 조사하여 중합 경화한 후에, 성

형용 금형을 분리하여 플라스틱 렌즈를 얻고 있다. 이 중, 활성 에너지선을 조사하여 중합 경화하는 방법[활성 에너지선 조

사 중합법(active-energy-ray irradiation polymerization method)]은 단시간에 중합이 완결하기 때문에, 납기의 단축이

나 재고 삭감 등의 장점이 있고, 수주 생산이나 다품종 소량 생산되는 플라스틱 렌즈 등의 생산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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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 에너지선 조사 중합법의 플라스틱 렌즈의 제조 방법으로서, 플라스틱 조성물이 주입된 성형용 금형을, 자외선 조사

장치를 배치한 자외선 조사로(ultraviolet irradiation furnace)내에 반송 컨베이어로 반송 이동하면서, 자외선을 성형용

금형의 양면에 조사하여 중합하는 방법이, 예컨대 일본 특허 공개 제 1998-249953 호 공보에 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널

리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성형용 금형을 반송 컨베이어 등에서 반송 이동하면서 자외선 조사 장치에 의해 중합하는 제조 방법에는, 반송 컨

베이어를 연속적으로 가동하는, 소위 연속식 자외선 경화 장치(consecutive ultraviolet hardening device)를 사용한다.

도 5 및 도 6은 이러한 연속식 자외선 경화 장치의 개요를 도시하는 평면도 및 단면도이다. 연속식 자외선 경화 장치(100)

는, 중합되는 성형용 금형(101)이 공급되는 공급부(supplying portion)(102), 자외선이 조사되는 자외선 조사부

(ultraviolet irradiating portion)(103), 성형용 금형(101)을 냉각하는 냉각부(cooling portion)(104), 중합된 성형용 금형

(101)이 제거되는 제거부(removing portion)(105)가 직선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반송 컨베이어(106)는 자외선 조사부(103)의 자외선 램프(107, 108)에 의해 성형용 금형(101)의 양면에 자외선을 조사하

기 위해서, 혹은 장기의 자외선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지와 같이 중합하는 성형용 금형(101)의 평면 양측에 배치된 금

속으로 이루어진 반송용 체인(109)을 이용할 수 있다. 반송용 체인(109)에는, 성형용 금형(101)이 분리가능하게 구성된

금속으로 이루어진 워크 척(work chuck)(110)이 구성되어 있다. 성형용 금형(101)은 워크 척(110)에 유지되어, 화살표

방향으로 상기 공급부(102)로부터 상기 제거부(105)까지 연속식 자외선 경화 장치상을 반송되어 중합이 수행된다.

그러나, 연속식 자외선 경화 장치에 의한 플라스틱 렌즈의 제조 방법은, 경화 장치가 길이방향으로 길어짐으로써 스페이스

효율이 불량하고, 더구나 성형용 금형의 공급부와 제거부가 분리되는 것에 따른 작업자의 이동 손실이 생긴다. 더욱이, 플

라스틱 조성물이 주입된 성형용 금형이 반송 컨베이어 등에서 반송 이동하면서 서서히 자외선 조사되기 위해서, 미묘한 자

외선 조사 에너지의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반송 컨베이어(106)[특히 반송용 체인(109)]로부터의 먼지 입자에 의해, 조사

창(irradiating windows)(111, 112)의 석영 유리가 더러워져서 성형용 금형에 도달하는 자외선의 조도가 저하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발명의 요약

따라서, 본 발명은 새로운 발상의 것으로 조밀하게 작업 효율이 높은 플라스틱 렌즈의 제조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발명의 플라스틱 렌즈의 제조 장치는, 플라스틱 조성물이 주입된 성형용 금형에 활성 에

너지선을 조사하여 플라스틱 조성물을 중합하는 플라스틱 렌즈의 제조 장치에 있어서, 복수의 상기 성형용 금형을 회전 반

송하는 로터리 테이블(rotary table)과, 상기 로터리 테이블의 회전축을 회전 구동시키는 구동 수단과, 상기 로터리 테이블

에 탑재된 성형용 금형이 1회전하는 동안의 소정 각도량의 범위로 상기 활성 에너지선을 상기 성형용 금형에 조사하도록

설정된 활성 에너지선 조사부와, 상기 성형용 금형이 상기 활성 에너지선 조사부에서의 활성 에너지선을 필요한 시간 조사

되도록 상기 구동 수단을 구동 제어하는 제어 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플라스틱 렌즈의 제조 장치에 따르면, 로터리 테이블에 탑재된 플라스틱 조성물이 주입된 성형용 금형이 1회전하는

동안에 플라스틱 렌즈의 제조가 가능한, 콤팩트하여 스페이스 효율이 우수한 플라스틱 렌즈의 제조 장치를 제공할 수 있

다. 또한, 성형용 금형의 공급부와 제거부가 동일한 위치에 설정하는 것이 가능함으로써 작업자의 이동 손실을 적게 할 수

있다. 더욱이, 로터리 테이블로부터의 먼지 입자에 의해 성형용 금형에 도달하는 자외선의 조도가 저하하는 등의 문제도

없는 작업 효율이 높은 플라스틱 렌즈의 제조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플라스틱 렌즈의 제조 장치는, 성형용 금형의 상기 로터리 테이블에 대한 공급 및 배출을 실행하는 공급

배출부와, 상기 활성 에너지선 조사부와, 상기 활성 에너지선 조사부의 온도를 제어하는 제 1 온도 조절부와, 성형용 금형

을 서냉하는 서냉부와, 상기 서냉부의 온도를 제어하는 제 2 온도 조절부를 구비하며, 상기 로터리 테이블의 회전축의 주

위에, 상기 공급 배출부와, 상기 활성 에너지선 조사부와, 상기 서냉부가 상기 회전축의 회전방향으로 순차적으로 배치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플라스틱 렌즈의 제조 장치에 따르면, 각 온도 조절부에서의 온도가 제어된 온풍이 성형용 금형에 분출됨으로써, 성

형용 금형과 성형용 금형에 주입된 플라스틱 조성물이 성형 중에 성형용 금형으로부터 박리되는 등에 의한 원료에 대한 제

품의 비율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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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의 플라스틱 렌즈의 제조 장치는, 상기 제어 수단은 상기 로터리 테이블의 1회전을 소정 수로 분할한 소정의

회전량씩, 소정의 정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사이클 시간에서 상기 로터리 테이블이 간헐 회전하도록 상기 구동 수단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플라스틱 렌즈의 제조 장치에 따르면, 제어 수단을 제어함으로써, 회전축의 1회전을 소망 수로 분할한 소망된 회전량

과, 소망된 사이클 시간에서 간헐 회전함으로써, 각종의 플라스틱 렌즈용 조성물에 대응한 플라스틱 렌즈의 제조가 가능하

다. 더구나, 활성 에너지선 조사부에 있어서, 플라스틱 렌즈용 조성물이 주입된 성형용 금형이 고정(정지)한 상태에서 활성

에너지선이 조사됨으로써, 안정한 중합 품질의 플라스틱 렌즈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플라스틱 렌즈의 제조 장치는, 상기 간헐 회전하는 로터리 테이블의 정지 상태에 있어서, 상기 공급 배출

부와, 상기 활성 에너지선 조사부와, 상기 서냉부에서의 각 공정 분위기를 서로 격리하는 격리 수단(separating means)을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플라스틱 렌즈의 제조 장치에 따르면, 격리 수단에 의해 둘러싸진 영역이 형성됨으로써, 플라스틱 조성물이 주입된

성형용 금형에 조사되는 자외선 등의 활성 에너지선의 누설이나, 각 온도 조절부에 의해 온도 제어된 온풍의 누설을 적게

억제할 수 있어서, 안정한 중합 품질의 플라스틱 렌즈를 얻을 수 있다. 동시에, 성형용 금형의 제거시에나 공급시에, 작업

자가 난반사된 자외선이나 온풍에 비바람을 맞혀지지 않는 양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플라스틱 렌즈의 제조 장치는, 상기 활성 에너지선 조사부는 자외선 램프를 이용하여 상기 활성 에너지선

으로서 자외선을 조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플라스틱 렌즈의 제조 장치에 따르면, 플라스틱 조성물이 주입된 성형용 금형으로 조사되는 활성 에너지선이, 자외선

램프를 이용한 자외선이므로, 조도 조정 등의 취급이 용이한 플라스틱 렌즈의 제조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

의 플라스틱 렌즈의 제조 장치는, 상기 로터리 테이블의 정지 위치에서, 상기성형용 금형의 중심과 상기 자외선 램프의 축

선이 대략 교차하는 위치에 상기 성형용 금형이 배치되도록 상기 자외선 램프가 위치설정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플라스틱 렌즈의 제조 장치에 따르면, 성형용 금형은 로터리 테이블의 간헐 정지시에 금형의 중심으로부터 자외선을

균일하게 조사되므로, 내부의 어긋남이 없는 중합 품질의 플라스틱 렌즈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플라스틱 렌즈의 제조 장치는, 상기 활성 에너지선 조사부는 상기 로터리 테이블상의 상기 성형용 금형이

복수회 정지하는 넓이의 조사 영역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플라스틱 렌즈의 제조 장치에 따르면, 성형용 금형은 상이한 방향으로 복수회 자외선 조사되므로, 내부의 어긋남이

없는 중합 품질의 플라스틱 렌즈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플라스틱 렌즈의 제조 장치는, 상기 활성 에너지선 조사부는 상기 로터리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상하 양측

에 활성 에너지선 램프를 적어도 한쌍 구비하며, 상기 로터리 테이블은 하측에 배치된 활성 에너지선 램프로부터 조사된

상기 활성 에너지선을 투과하는 투광 부재를 적어도 상기 성형용 금형의 탑재 위치에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플라스틱 렌즈의 제조 장치에 따르면, 성형용 금형은 상하 양측에서 자외선 조사되므로, 단시간에 내부의 어긋남이

없는 중합 품질의 플라스틱 렌즈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플라스틱 렌즈의 제조 장치는, 상기 플라스틱 조성물은 2종 이상의 중합성 화합물로 구성되는 플라스틱

렌즈용 조성물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플라스틱 렌즈의 제조 장치에 따르면, 중합되는 조성물이 2종 이상의 중합성 화합물로 구성되는 플라스틱 렌즈용 조

성물이므로, 활성 에너지선을 이용한 안정한 중합 품질의 플라스틱 렌즈를 얻을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플라스틱 렌즈의 제조 장치를 도시하는 개략 평단면도,

도 2는 플라스틱 렌즈의 제조 장치의 일 구성예를 도시하는 개략 측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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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플라스틱 렌즈의 제조 장치의 셔터부의 개략 단면도,

도 4는 성형용 금형의 단면 설명도,

도 5는 종래의 연속식 자외선 경화 장치의 개요를 도시하는 평면도,

도 6은 종래의 연속식 자외선 경화 장치의 개요를 도시하는 단면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을 구현화한 일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플라스틱 렌즈의 제조 장치의 일 구성예를 도시하는 개략 평단면도이

다. 또한, 도 2는 플라스틱 렌즈의 제조 장치의 일 구성예를 도시하는 개략 측단면도이다. 도 3은 플라스틱 렌즈의 제조 장

치의 셔터부의 개략 단면도이고, 도 4는 성형용 금형의 단면도이다. 또한, 도 1은 도 2에 있어서의 Ａ-A선 단면을 도시한

다.

우선, 플라스틱 조성물이 주입된 성형용 금형(M)을 중합 처리하는 플라스틱 렌즈의 제조 장치의 구조를 설명한다.

도 1 및 도 2에 있어서, 자외선 경화 장치(1)는, 플라스틱 조성물이 주입된 성형용 금형(M)을 회전 반송하는 회전 테이블

(로터리 테이블)(2)과, 회전 테이블(2)을 회전 구동시키는 구동 수단으로서의 서보 모터(3)(도 2에 도시함)와, 서보 모터

(3)를 구동 제어하는 제어 수단으로서의 컨트롤러(4)(도 2에 도시함)와, 성형용 금형(M)에 자외선을 조사하는 2개의 자외

선 조사 장치(5, 6)와, 커버(7)로 구성되어 있다.

회전 테이블(2)은 원판 형상의 회전 테이블로서, 회전 테이블(2)의 회전 중심으로부터 소정 반경의 동심원상에 있어서 회

전축선을 중심으로 6등분한 60°마다의 위치에, 판두께 방향으로 관통하는 원형 형상의 관통 구멍을 갖고, 이 6개의 관통

구멍에는 자외선광이 통과하는 투명 유리로 이루어진 투광 부재로서의 판유리(21)가 각각 끼워 넣어져 있다. 이 판유리

(21)에 후술하는 성형용 금형(M)이 탑재된다.

서보 모터(3)는 회전 테이블(2)에 고착된 회전축(32)과 작동 연결되어 있다. 서보 모터(3)의 회전축에는 서보 모터의 회전

각도를 검출하는 증분형 인코더(incremental encoder)가 직결되어 있다. 또한, 회전 테이블(2)의 구동 수단 및 제어 수단

은, 소정의 회전량씩 간헐 회전할 수 있는 방법이면, 본 실시형태에 한정되지 않는다.

컨트롤러(4)는 서보 모터(3)에 회전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제어 회로로서, 회전 테이블(2)에 직결 또는 감속기(도시 생략)

를 거쳐 연결된 서보 모터(3)에 회전 제어 신호를 출력하여, 소정의 시간 간격에서 회전 테이블(2)을 60°씩 좌회전 방향으

로 구동시킨다.

이 회전 시간 간격은, 소정의 회전 구동 시간과 소정 정지 시간을 더한 총합시간(사이클 시간)으로부터 결정되는 1간헐 회

전마다의 처리 시간이 소망된 시간이 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이후, 이 회전 테이블(2)이 60°씩 좌회전 방향으로 구동되고, 회전 테이블(2)이 정지하는 위치를 S1∼S6(S는 스테이지)이

라고 설명한다.

자외선 조사 장치(5, 6)는 장축 형상의 자외선 램프(51, 61)와, 회전 테이블(2)의 판유리(21)에 탑재된 성형용 금형(M)에

대략 균일하게 자외선광을 조사할 수 있도록 대략 반원호면을 갖는 리플렉터(52, 62)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자외선 램프

(51, 61)는 회전 테이블을 끼는 상면측과 하면측에 각각 배치되어 있다. 또한, 자외선 램프(51, 61)는 회전 테이블(2)의 판

유리(21)[즉 성형용 금형(M)]이 정지하는 위치(S2, S3)를 맺는 직선과 평면에서 보아 겹치도록 회전 테이블(2)과 평행하

게 배치되어, 위치(S2 및 S3)을 동시에 자외선 조사한다.

자외선 램프(51, 61)는 시간 경과적인 변화에 의한 조도 저하시에 항상 같은 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광 기능(light

adjusting function)을 갖고 있고, 조광 기능에서도 보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 자외선 램프(51, 61)로부터 성형용 금

형(M)까지의 거리(램프의 조사 거리)를 변경함으로써 소정의 광량을 얻을 수 있도록 자외선 조사 장치(5, 6)를 도 2의 화

살표 방향으로 변위시키는 조사 거리 조정 수단을 각각 갖고 있다. 또한, 자외선 램프(51, 61)로서는, 수은 램프, 메탈 할라

이드 램프, 크세논 램프 등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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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7)는 상면 케이스부(71)와 하면 케이스부(72)와 외주 측면부(73)가 일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면 케이스부(71) 및

하면 케이스부(72)에는, 상기 회전 테이블(2)의 정지시에 위치(S2, S3)에 위치하는 각 판유리(21)에 탑재되는 2개의 성형

용 금형(M)에 자외선광을 조사할 수 있는 사이즈의 석영 유리(투명 유리)가 각각 끼워 넣어짐으로써, 조사창(74, 75)이 형

성되어 있다.

또한, 상면 케이스부(71) 및 하면 케이스부(72)에는, 판유리(21)의 정지하는 위치 S1와 S2, S3과 S4, S6과 S1의 각 사이

로 이루어진 3군데에, 격벽(76A∼78A) 및 격벽(76B∼78B)이 각각 형성되어 있다. 이들 격벽(76A∼78A ,76B∼78B)은,

회전 테이블(2)의 외주측은 상기 외주 측면부(73)와 상면 케이스부(71) 및 하면 케이스부(72)에 고착되고, 회전 테이블(2)

의 내주측은 상기 회전축(32)이 회전가능하기에 충분한 치수로, 단면적으로는 회전 테이블(2)이 회전가능하기에 충분한

치수로 구성되어 있다.

판유리(21)가 정지하는 Ｓ1부는, 공급 배출부로서 성형용 금형(M)의 공급 배출이 가능하도록, 격벽(76A)과 격벽(78A)에

끼워진 범위의 상면 케이스부(7)와, 격벽(76A)과 격벽(78A)에 끼워진 범위의 상면 케이스부(71)로부터 회전 테이블(2)에

도달하는 외주 측면부(73)가 절결되어 있다.

또한, 상면 케이스부(71)에 설치된 격벽(76A∼78A)은 회전 테이블(2)이 회전할 때에 성형용 금형(M)이 통과가능한 오목

형상의 절결부(76C∼78C)가 회전 테이블(2)측에 형성되어 있다.

격벽(76A∼78A)에 형성된 3개의 절결부(76C∼78C)에는, 도 3의 셔터부의 개략 단면도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회전 테이

블(2)이 회전하여 성형용 금형(M)이 절결부(76C∼78C)를 통과할 때마다 셔터(9)가 상하로 가동한다. 셔터(9)는 커버(7)

의 상면 케이스부(71) 상부에 각각 설치된 3개의 셔터 개폐용 실린더(8)가 가동하고, 상하로 가동되어서, 격벽

(76A∼78A)에 형성된 오목 형상의 절결부(76C∼78C)가 개폐된다. 이 절결부(76C∼78C)는, 회전 테이블(2)이 회전하여

성형용 금형(M)이 격벽(76A∼78A)을 통과할 때 이외는, 셔터(9)가 닫힌 상태로 유지된다. 또한, 본 실시형태에서는, 각

공정의 격리 수단으로 셔터를 예를 들어 설명하지만, 각 공정을 격리할 수 있는 수단이면 셔터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 셔터(9)가 닫힌 상태에서 격벽(76A, 78A)에 둘러싸인 영역이, 작업자가 성형용 금형(M)을 공급 배출하는 공급 배출 영

역(A1)이다. 또한, 격벽(76A, 76B)과 격벽(77A, 77B)과 외주 측면부(73)에 둘러싸인 영역은 성형용 금형(M)에 자외선을

조사하는 활성 에너지선 조사 영역(A2), 격벽(77A, 77B)과 격벽(78A, 78B)과 외주 측면부(73)에 둘러싸인 영역은 성형용

금형(M)을 서냉하는 서냉 영역(A3)이다.

활성 에너지선 조사 영역(A2)과 서냉 영역(A3)의 외주 측면부(73)에는, 각 영역을 소망 온도로 유지하기 위한 순환 공기

를 송풍하기 위한 공급구(79A) 및 배출구(79B)가 각각 설치된다. 이 각 공급구(79A)에는, 제 1 온도 조절부(10) 및 제 2

온도 조절부(11)로부터의 출력에 의해 각각 가동하는 가열기로부터, 소망된 온도로 온도 제어된 공기가 활성 에너지선 조

사 영역(A2) 및 서냉 영역(A3)에 각각 공급되고, 각 영역내를 순환한 공기가 배출구(79B)로부터 배출된다.

여기에서, 본 실시형태의 플라스틱 렌즈의 제조 장치에 의해 중합되는, 플라스틱 조성물이 주입된 성형용 금형(M)에 대하

여, 도 4에 근거하여 설명한다.

성형용 금형(M)은, 소망된 곡면을 갖는 렌즈의 광학면을 형성하는 2개의 유리로 이루어진 몰드(120, 121)를 소정 간격으

로 유지한 상태에서, 몰드(120, 121) 외주의 측면 주위에, 예를 들면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2축 연신 필름의 내측에

실리콘 점착제가 도포된 점착 테이프(122)가, 2개의 몰드(120, 121)를 넘도록 감겨서 고정되어 있다.

이 고정된 2개의 몰드(120, 121)의 간격부에는, 자외선을 이용하여 중합 처리되는 플라스틱 조성물(123)이 예컨대 주사기

(syringe)를 이용하여 주입되어 있다.

이 주입된 플라스틱 조성물(123)은 2종 이상의 중합성 화합물로 구성되는 플라스틱 렌즈용 조성물로서, 단관능 또는 다관

능의 반응기(single functional or multi functional reactive group)를 갖는 것으로, 분자내에 하나 또는 2개 이상의 래디

컬 중합성 이중 결합을 갖는 화합물, 예컨대 비스 페놀 A 디글리시딜에테르와 메타크릴산을 반응시켜서 얻어지는 에폭시

디메타크릴레이트, 노나부틸렌클리콜디메타크릴레이트와 페닐메타크릴레이트, 이소포로네디이소시아네이트, 2-하이드

록시프로필메타크릴레이트를 반응시켜서 얻어지는 우레탄디메틸크릴레이트, 2,4,6-트리메틸벤조일디페닐포스핀옥사이

드, 2-하이드록시-4-메톡시-메톡시벤조페논, 트리도데실포스페이트 및 광중합 개시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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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렌즈의 제조 장치에 의해 중합된 성형용 금형(M)은 점착 테이프(122)를 몰드(120, 121)로부터 제거하고, 몰드

(120, 121)를 플라스틱 성형물로부터 박리함으로써, 플라스틱 렌즈의 성형이 완료한다.

다음에, 이와 같이 구성된 플라스틱 렌즈의 제조 장치의 동작을 설명한다. 또한, 공급된 1개의 성형용 금형(M)이 진행하는

상황을 1단계마다 설명한다.

우선, 성형용 금형(M)의 공급 배출이 수행되는 위치(S1)에 있어서, 회전 테이블(2)상에 배치된 판유리(21)에, 작업자의 공

급 동작에 의해 성형용 금형(M)이 탑재된(장치에 공급됨). 다음에 판유리(21)에 탑재된 성형용 금형(M)은 회전 테이블(2)

이 서보 모터(3)에 의해 60°만큼 좌회전되고, S2의 위치에 정지한다.

이 회전 테이블(2)의 회전 개시 직전에, 셔터 개폐용 실린더(8)가 가동하여 셔터(9)가 상승하여, 격벽(76A)의 오목 형상의

절결부(76C)가 열린 상태가 되고, 성형용 금형(M)이 격벽(76A)을 통과한다. 성형용 금형(M)이 격벽(76A)을 통과하고, 회

전 테이블(2)의 회전 종료 직후에, 셔터 개폐용 실린더(8)가 가동하여 셔터(9)는 하강하여, 격벽(76A)의 오목 형상의 절결

부(76C)가 닫힌다.

다음에, 위치(S2)에 있어서 성형용 금형(M)은 2개의 자외선 조사 장치(5, 6)에 의해 제 1 소정 조도의 자외선이 상하로부

터 조사된다. 동시에, 성형용 금형(M)은 외주 측면부(73)에 형성된 공급구(79A)로부터, 제 1 온도 조절부(10)로부터의 출

력에 의해 가동하는 가열기로부터, 소망된 온도로 온도 제어된 순환 공기가 송풍되어 소망된 온도로 관리된다. 그리고 소

망된 소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전회 와 같이 회전 테이블(2)이 다시 60°만큼 좌회전되어, 성형용 금형(M)은 위치(S3)에

도달하여 정지한다.

위치(S3)에서는 위치(S2)와 마찬가지로 성형용 금형(M)은, 상기 2개의 자외선 조사 장치(5, 6)에 의해 제 2 소정 조도의

자외선이 상하로부터 조사된다. 이 제 2 자외선 조사는 위치(S2)의 성형용 금형(M)과 동시에 자외선 조사된다. 이 때, 성

형용 금형(M)은 위치(S2)와 마찬가지로 소망된 온도로 온도 제어된 순환 공기가 송풍되어 소망된 온도로 관리된다. 그리

고 소정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전회와 같이 회전 테이블(2)이 다시 60° 좌회전하고, 성형용 금형(M)은 위치(S4)에 도달하

여 정지한다.

이 회전 테이블(2)의 회전 개시 직전에, 위치(S1)로부터 위치(S2)로의 회전시 와 같이, 셔터 개폐용 실린더(8)가 가동하여

셔터(9)가 상승하여, 격벽(77A)의 오목 형상의 절결부(77C)가 열린 상태가 되고, 성형용 금형(M)이 격벽(77A)을 통과한

다. 성형용 금형(M)이 격벽(77A)을 통과하고, 회전 테이블(2)의 회전 종료 직후에, 셔터 개폐용 실린더(8)가 가동하여 셔

터(9)는 하강하여, 격벽(77A)의 오목 형상의 절결부(77C)가 닫힌다.

그리고 위치(S4)에서는, 성형용 금형(M)은 외주 측면부(73)에 형성된 공급구(79A)로부터, 제 2 온도 조절부(11)로부터의

출력에 의해 가동하는 가열기로부터, 소망된 온도로 온도 제어된 순환 공기가 송풍되어 소망된 온도로 서냉된다. 그리고

소정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전회와 같이 회전 테이블(2)이 다시 60° 좌회전하고, 성형용 금형(M)은 위치(S5)에 도달하여

정지한다. 이 위치(S5)에서는, 위치(S4)와 마찬가지로 소망된 온도로 온도 제어된 순환 공기가 송풍되어 소망된 온도로 서

냉된다.

그리고 소정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전회와 같이 회전 테이블(2)이 다시 60° 좌회전하고, 성형용 금형(M)은 위치(S6)에 도

달하여 정지한다.

이 위치(S6)에서는, 위치(S4) 및 위치(S5)와 마찬가지로 소망된 온도로 온도 제어된 순환 공기가 송풍되어 소망된 온도로

서냉된다. 그리고 소정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전회와 같이 회전 테이블(2)이 다시 60° 좌회전하고, 성형용 금형(M)은 다

시 위치(S1)에 도달하여 정지한다.

이 회전 테이블(2)의 회전 개시시에, 위치(S1)로부터 위치(S2)로의 회전시와 같이, 셔터 개폐용 실린더(8)가 가동하여 셔

터(9)가 상승하여, 격벽(78A)의 오목 형상의 절결부(78C)가 열린 상태가 되고, 성형용 금형(M)이 격벽(78A)을 통과한다.

성형용 금형(M)이 격벽(78A)을 통과한 후에, 셔터 개폐용 실린더(8) 가동하여 셔터(9)는 하강하여, 격벽(78A)의 오목 형

상의 절결부(77C)가 닫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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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위치(S1)에 있어서 성형용 금형(M)은 작업자에 의해 제거된다. 성형용 금형(M)을 제거한 후, 위치(S1)의 판유

리(21)에 성형용 금형(M)을 공급한다. 이상의 동작은 성형용 금형(M)을 1개 이용한 경우이며, 실제는 연속 또는 임의의

타이밍에서 성형용 금형(M)은 공급되므로, 셔터(9)는 회전 테이블(2)의 회전 개시 직전에 매회 상승하고, 회전 종료 직후

에 하강한다.

이상으로 설명한 회전 테이블(2)의 1위치 60°씩의 좌회전은, 컨트롤러(4)에 의해 예컨대 5초의 회전 구동 시간과 예컨대

85초의 정지 시간의 합계 90초의 사이클 시간으로 제어되어 회전을 한다. 따라서, 성형용 금형(M)의 제거 공급에 약 90초,

성형용 금형(M)으로의 자외선 조사 시간이 약 3분, 성형용 금형(M)의 서냉 시간이 약 4분 30초로 설정되어 있다.

이상의 플라스틱 렌즈의 제조 장치의 동작에 있어서, 격벽(76A, 76B)과 격벽(77A, 77B)과 외주 측면부(73)에 둘러싸인

활성 에너지선 조사 영역(A2)에서는, 제 1 온도 조절부(10)가 성형용 금형(M)의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공급

구(79A) 및 배출구(79B)로부터 온도 제어된 순환 공기를 송풍한다. 순환 공기의 온도는 성형용 금형(M)에 주입된 플라스

틱 조성물에 따라 다르지만, 80∼120℃로 온도 제어한 온풍을 성형용 금형(M)에 송풍한다. 즉, 활성 에너지선 조사 영역

(A2)은 성형용 금형(M)에 자외선을 조사하는 동시에 자외선의 누설 및 온풍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둘러싸인 영역이다.

격벽(77A, 77B)과 격벽(78A, 78B)과 외주 측면부(73)에 둘러싸인 서냉 영역(A3)에서는, 제 2 온도 조절부(11)가 성형용

금형(M)을 서냉하기 위해서, 공급구(79A) 및 배출구(79B)로부터 온도 제어된 순환 공기를 송풍한다. 순환 공기의 온도는,

급격하게 냉각하면 성형용 금형(M)의 몰드(120, 121)와 플라스틱 조성물(플라스틱 렌즈)(123)이 제거되기 때문에,

50∼90℃로 온도 제어한 온풍을 성형용 금형(M)에 송풍한다.

즉, 서냉 영역(A3)은 성형용 금형(M)을 서냉하는 동시에 온풍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둘러싸인 영역이다.

또한, 성형용 금형(M)에 온도 제어한 온풍을 송풍하는 것은, 자연 냉각의 경우, 성형용 금형(M)에 주입된 플라스틱 조성물

의 종류나 용적에 의해 냉각 속도가 변해버림으로써, 중합된 플라스틱 렌즈의 도수에 불균형이 생기는 등에 의한 원료에

대한 제품의 비율 저하를 방지하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실시형태의 플라스틱 렌즈의 제조 장치에 따르면, 이하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 회전 테이블(2)에 탑재된 플라스틱 조성물이 주입된 성형용 금형(M)이 1회전하는 사이에 플라스틱 렌즈의 제조가 가

능한, 콤팩트하여 스페이스 효율에 우수한 플라스틱 렌즈의 제조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성형용 금형의 공급부와 제

거부가 동일한 위치에 있으므로 작업자의 이동 손실이 적고, 또한 반송 컨베이어로부터의 먼지 입자에 의해 성형용 금형에

도달하는 자외선의 조도가 저하하는 등의 문제도 없는 고효율의 플라스틱 렌즈의 제조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2) 제 1 온도 조절부(10) 및 제 2 온도 조절부(11)로부터의 온도를 제어된 온풍이 성형용 금형(M)에 송풍함으로써, 성형

용 금형과 성형용 금형에 주입된 플라스틱 조성물이 제거되는 등에 의한 원료에 대한 제품의 비율 저하를 방지하는 플라스

틱 렌즈의 제조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3) 컨트롤러(4)를 제어함으로써, 회전축(32)의 1회전을 소망 수로 분할한 소망된 회전량과, 소망된 사이클 시간에서 간헐

회전함으로써, 각종의 플라스틱 렌즈용 조성물에 대응한 플라스틱 렌즈의 제조가 가능하다. 더구나, 활성 에너지선 조사부

에 있어서, 플라스틱 렌즈용 조성물이 주입된 성형용 금형이 정지한 상태에서 활성 에너지선이 조사됨으로써, 안정한 중합

품질의 플라스틱 렌즈를 얻을 수 있다.

(4) 격벽(76A∼78A ,76B∼78B) 및 셔터(9)(격리 수단)에 의해 둘러싸인 영역이 형성됨으로써, 플라스틱 조성물이 주입

된 성형용 금형(M)에 조사되는 자외선(활성 에너지선)의 누설이나, 각 온도 조절부에 의해 온도 제어된 온풍의 누설을 방

지할 수 있어, 안정한 중합 품질의 플라스틱 렌즈를 얻을 수 있다. 동시에, 성형용 금형(M)의 제거시나 공급시에, 작업자가

난반사한 자외선이나 온풍에 확산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5) 활성 에너지선 조사 영역(A2)의 성형용 금형(M)의 정지하는 위치가, 성형용 금형(M)의 중심과 자외선 램프(51, 61)의

축선이 대략 교차하는 위치에 위치 설정되어 있으므로, 성형용 금형(M)의 중심으로부터 자외선이 균일하게 조사되기 때문

에, 내부의 어긋남이 없는 중합 품질의 플라스틱 렌즈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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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전 테이블(2)에 탑재된 성형용 금형(M)은, 회전 테이블(2)의 회전에 따라 자외선 램프(51, 61)의 장축방향에 대하여

방향이 변화되는 상태에서 자외선 조사된다. 혹은, 활성 에너지선 조사 영역(A2)의 성형용 금형(M)의 정지하는 위치가 2

개의 위치(필요에 따라서 2개 이상의 복수 위치의 설정이 가능)가 설정되어서, 성형용 금형(M)은 다른 방향에서 복수회 자

외선 조사되므로, 내부의 어긋남이 없는 중합 품질의 플라스틱 렌즈를 얻을 수 있다.

(8) 본 발명의 플라스틱 렌즈의 제조 장치에 따르면, 중합되는 조성물이 2종 이상의 중합성 화합물로 구성되는 플라스틱

렌즈용 조성물이므로, 활성 에너지선(자외선)을 이용한 안정한 중합 품질의 플라스틱 렌즈를 얻을 수 있다.

이상의 실시형태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변형예 1) 회전 테이블(2)은, 회전 테이블(2)의 회전 중심의 동심원상에 회전 중심을 6등분한 60°마다의 평면 위치에 6개

의 판유리(21)를 구성하는 동시에, 서보 모터(3)는 회전축(32)[회전 테이블(2)]의 1회전을 6개로 분할한 60°씩 좌회전에

구동을 할 경우에서 설명했지만, 회전 테이블(2)의 분할수[판유리(21)의 설치수]나 회전축(32)의 1회전의 분할수 혹은 회

전 테이블(2)의 회전 방향은, 제조 장치의 원하는 사이즈나 제조 장치의 생산 능력을 고려한 원하는 사이클 시간 등에 의해

임의로 설정할 수 있다.

(변형예 2) 상기 실시형태는 활성 에너지선으로서 자외선 램프를 이용한 경우에서 설명했지만, 다른 활성 에너지선으로서

공지의 X선, 전자선, 가시광선 등을 들 수 있고, 광원으로서는 공지의 화학적 램프(chemical lamp), 크세논 램프, 저압 수

은등, 고압 수은등, 메탈 할라이드 램프, 퓨전 램프(fusion lamp)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변형예 3) 실시형태는 자외선을 조사하는 활성 에너지선 조사 영역(A2)을 위치(S2, S3)를 포함하는 2개의 위치에 걸치는

영역에 배치하고, 2개의 위치(S2, S3)에 있어서의 각 위치를 동시에 자외선 조사하는 장축 형상의 자외선 조사 장치(5, 6)

를 이용한 경우에서 설명했지만, 각 위치마다 개별적으로 자외선 조사 장치를 부여해도 좋다. 특히, 활성 에너지선 조사 영

역이 3개의 위치 이상으로 되는 경우는, 자외선 조사되는 성형용 금형의 중심과 자외선 램프의 센터를 합쳐서, 균일한 조

도를 얻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변형예 4) 플라스틱 조성물은 2종 이상의 중합성 화합물로 구성되는 플라스틱 렌즈용 조성물로서, 단관능 또는 다관능의

반응기를 갖는 것으로, 분자내에 하나 또는 2개 이상의 래디컬 중합성 이중 결합을 갖는 화합물이면, 어떤 조합의 경우이

어도 좋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플라스틱 조성물이 주입된 성형용 금형에, 활성 에너지선을 조사하여 플라스틱 조성물을 중합하는 플라스틱 렌즈의 제조

장치에 있어서,

복수의 상기 성형용 금형을 회전 반송하는 로터리 테이블과,

상기 로터리 테이블의 회전축을 회전 구동시키는 구동 수단과,

상기 로터리 테이블에 탑재된 성형용 금형이 1회전하는 동안의 소정 각도량의 범위로 상기 활성 에너지선을 상기 성형용

금형에 조사하도록 설치된 활성 에너지선 조사부와,

상기 성형용 금형이 상기 에너지선 조사부로부터의 활성 에너지선을 필요한 시간 조사하도록 상기 구동 수단을 구동 제어

하는 제어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스틱 렌즈의 제조 장치.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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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성형용 금형의 상기 로터리 테이블에 대한 공급 및 배출을 수행하는 공급 배출부와, 상기 활성 에너지선 조사부와,

상기 활성 에너지선 조사부의 온도를 제어하는 제 1 온도 조절부와,

성형용 금형을 서냉하는 서냉부와,

상기 서냉부의 온도를 제어하는 제 2 온도 조절부를 구비하며,

상기 로터리 테이블의 회전축의 주위에, 상기 공급 배출부와, 상기 활성 에너지선 조사부와, 상기 서냉부가 상기 회전축의

회전방향으로 순차적으로 배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스틱 렌즈의 제조 장치.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수단은 상기 로터리 테이블의 1회전을 소정 수로 분할한 소정의 회전량씩, 소정의 정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사이클 시간으로 상기 로터리 테이블이 간헐 회전하도록 상기 구동 수단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스틱 렌즈의 제조 장치.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간헐 회전하는 로터리 테이블의 정지 상태에서,

상기 공급 배출부와, 상기 활성 에너지선 조사부와, 상기 서냉부에서 각 공정 분위기를 서로 격리하는 격리 수단을 더 구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스틱 렌즈의 제조 장치.

청구항 5.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활성 에너지선 조사부는 자외선 램프를 이용하여 상기 활성 에너지선으로서 자외선을 조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스틱 렌즈의 제조 장치.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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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로터리 테이블의 정지 위치에서, 상기 성형용 금형의 중심과 상기 자외선 램프의 축선이 대략 교차하는 위치에 상기

성형용 금형이 배치되도록 상기 자외선 램프가 위치설정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스틱 렌즈의 제조 장치.

청구항 7.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활성 에너지선 조사부는 상기 로터리 테이블상의 상기 성형용 금형이 복수회 정지하는 넓이의 조사 영역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스틱 렌즈의 제조 장치.

청구항 8.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활성 에너지선 조사부는 상기 로터리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상하 양측에 활성 에너지선 램프를 적어도 한쌍 구비하

며,

상기 로터리 테이블은 하측에 배치된 활성 에너지선 램프로부터 조사된 상기 활성 에너지선을 투과하는 투광 부재를 적어

도 상기 성형용 금형의 탑재 위치에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스틱 렌즈의 제조 장치.

청구항 9.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플라스틱 조성물은 2종 이상의 중합성 화합물로 구성된 플라스틱 렌즈용 조성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스틱 렌즈의 제조 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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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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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공개특허 10-2006-0039453

- 13 -



도면4

도면5

도면6

공개특허 10-2006-0039453

- 14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
대표도 1
명세서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4
 발명의 상세한 설명 5
청구의 범위 9
도면 11
 도면1 12
 도면2 13
 도면3 13
 도면4 14
 도면5 14
 도면6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