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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비구면 렌즈 광학계는 구면수차를 제거하여 초

점의 집광 능력을 향상시키고 여러 개의 복잡한

렌즈 구성을 단순화시켜주는 장점을 가져 광학

산업 전반에걸쳐 점차수요가 증가하고있다 이에.
안광학 분야에서도 차수차 이론과 비구면을이용3
하여 안경렌즈의 주변부에서 발생하는 비점수차

를 보정한 연구가최근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1, 2].
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를 활용하여 비점수차를

보정한 안경렌즈를 설계하였고 이 설계 값을 가지

고 직접 렌즈를 가공 및 측정하였다 다음은 그.
설계와 측정한 결과에 관해 논의하고자한다.

비구면안경렌즈설계2.
비축 방향의 비점수차를 최소화하고 렌즈 두께

가 주는 영향을고려한근시 교정용 렌즈의설계는

다음과 같다 렌즈의 설계에는 굴절률. ne가 이1.597
고 값이 인 을 사용했는데Abbe 42 1.60 Index Resin ,
이 재료는 플라스틱이라 가볍고 높은 굴절률 덕분

에 같은 도수라도 저 굴절률 렌즈보다 두께를 얇게

만들 수 있어 경량화에 유리하다 여기에 비구면.
설계가 적용되면 경량화에 더해서 구면수차 및

비점수차도 제거하여 선명한 주변부 시야를 제공

하는 안경렌즈를 만들 수 있다 표 은. 1 4D―

근시렌즈의 주변부 비점수차를 최소화하(diopter)
기 위해 추출한 최적의 파라미터들이다.

Table 1 Design results of 4D ophthalmic lens―

Dia.
(mm)

R1
(mm)

R2
(mm) k1 k2 Tc

(mm)
BFL
(mm)

70 92.701
± 0.05

56.755
± 0.05 0.00 -0.05 3.00

± 0.05 -250.00

여기에서 R1과 R2는 각각 앞면과 뒷면의 곡률반경

이고 k1, k2는 비구면 형상을 나타내는 원추상수
그리고(conic constant), Tc와 은 렌즈의 중심두BFL

께 및 후초점거리 이다 표 과(back focal length) . 1
같이 앞면은 구면이고 뒷면은 k2가 인 긴0.05―

타원체면 일 때 렌즈 주변부의 비(prolate ellipsoid)
점수차가 최소화되었다.
그림 은 렌즈를통해서물체를 볼때 눈의 회전1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축 방향의 비점수차가

최소가 되도록 설계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 1 Minimized oblique astigmatism according to
ocular rotation.

설계 결과에 따르면 눈의 회전 각도에 따른 tangen-
과 방향의 도수굴절력변화 와 는tial sagittal ( ) dT dS
에서 약 가 되는데 보통 사람이 눈을 돌려40° 0.2D

보는 각이 미만인 것을 감안하면 주변시의20°
변화가 약 로 상당히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0.05D .
각도에 따른 비점수차 는 와 의 차이로OA dT dS
부터 까지 거의 에 가깝기 때문에 이 렌즈에0° 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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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는 제거되었다고 볼 수 있다OA .

초정밀가공3.
비구면 안경렌즈의 가공에 사용된 재료는 렌즈의

앞면이 구면으로 반 가공된 세미렌즈로 재료의

특성은 절에서 언급하였다 본 가공을 하기에 앞2 .
서 절의 설계에서 구한 렌즈 뒷면의 파라미터2
R2, k2를 렌즈의 방정식 에 대입하여 부sag [3] 0 mm
터 까지의 의 변화에 대한 값을 산출하였70 mm y z
다.

여기에서 C2는 뒷면에 대한 곡률을 나타내는데

곡률반경 R2의 역수이다 가공할 렌즈는 축대칭.
비구면으로 축 값을 따로 구할 필요는 없다 이렇x .
게 해서 구한 데이터를 사의 초정Nanotech 450UPL
밀 가공기에 적용하여 가공을 하였다.
그림 는 을 이용하여 가공된 렌즈 중심2 NT 2000
부의 표면 거칠기를 측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측정결과 중심 부분에서 를 여기에서는Ra 9.65 nm ,
지면상 보여주지 않았지만 측면부에서 Ra 9.16 nm
를 각각 얻었는데 별도의연마가필요 없을정도로

양호한 수준이다.

Fig. 2 Measurement of surface roughness of the
fabricated ophthalmic lens.

그림 은 초고정도 차원 형상측정기 로3 3 UA3P
렌즈 뒷면의 축과 축의 형상을 각각 측정한 결과x y
를보여주고있다 여기에서알수있는것은설계한.
값과 실제 가공한 결과물의 형상오차가 안경렌즈

에서 요구하는 보다 훨씬좋은PV 5 m PV 0.9535μ

와 를 각각 보여줌으로써 설계m RMS 0.1851 mμ μ

값과 매우 가까운 고품질의 비구면 안경렌즈를

구현했음을 알 수 있다.

Fig. 3 Measurement of aspherical form: PV 0.9532
um and RMS 0.1851 um, respectively.

결론4.

우리는 비구면 형상이 갖는 장점 경량화 및(
구면수차와 비축 방향의 비점수차의 제거을 안경)
렌즈의 설계에 적용하였고 이 설계 값에 근거하여

렌즈를 가공하고 측정한 결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유리몰드를 이용한 일반적인 안경렌즈

의제조 보다 더 좋은 형상오차를 보여(PV > 5 m)μ

주고있다 따라서본 연구는우수한품질이요구되.
는 안경렌즈의 생산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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