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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폴리카보네이트 소재의 안경렌즈는 이미 

미국을 비롯한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 만 18세 이하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착용하도록 권장하

고 있어, 해외 안경렌즈 시장의 60 % 이상을 차지하

고 있다. 우주비행사의 안전헬멧으로 처음 사용된 

폴리카보네이트는 현재 선글라스와 고글 등 보호

용 안경렌즈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재질의 특성 

상 심한 충격에도 깨지지 않으며, 파편이 생기지 

않는다. 또한 비중이 1.2g이며, 유리나 기존 플라

스틱렌즈보다 고굴절이기 때문에 얇고 가볍다. 

이런 폴리카보네이트 소재가 가지는 장점에 코팅

과정을 거쳐 렌즈의 투과율을 99.5%까지 높혔기 

때문에 안경렌즈가 가져야 할 최적의 조건을 갖추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안경렌즈 제조공정에서 가공이 

어려운 고경도 폴리카보네이트와 같은 소재를 종

전 가공기술인 연마패드를 사용한 연삭 공정을 

대체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 밀링공구로 절삭가공

할 수 있는 PCD 밀링커터를 개발하는 것이다. 소비

자가 안경원에서 주문함과 동시에 작업이 가능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써, 주문렌즈의 

기능이 최적화 될 수 있도록 렌즈표면을 가공하는

데 CNC 장비를 활용함으로서 Surfacing 

Technology 기술로 향후 기존 안경렌즈 제조기술

이 고객 맞춤형 기술로 전환될 때 공정상 필요한 

다이아몬드 밀링공구이다.

2. PCD 소재의 밀링커터 제조

본 연구에서는 독일 Satisloh 사 CNC 타입의 

안경렌즈 가공용 장비에서 PCD 밀링공구에 의한 

안경렌즈 재질인 폴리카보네이트의 프리폼 가공

을 위한 초정밀 절삭을 수행하기 위한 PCD 소재의 

밀링커터(PCD-12날 밀링 커터)를 개발하는 것이

다. PCD 소재의 밀링커터(PCD-12날 밀링 커터)의 

공구디자인을 Fig 1. 에 나타내었다. Fig 1.에서 

밀링 헤드부는 보통 직경에 따라 12 날의 PCD 팁이 

붙어 있는 밀링커터 형상을 가진다.

Fig. 1  Morphology of a milling head with spectacle 
lens.(PCD 12Ways, R6.00mm, Dia.66.00mm)

Fig 2.는 PCD 소재를 사용하여 폴리카보네이트 

안경렌즈가공용 밀링공구를 개발하기 위한 PCD 

소재 선정, 가공기술, 팁 용접기술 등등 핵심공정

들을 순차적으로 나탄낸 개발 공정도이다. 

Fig. 2. Manufacturing process of PCD milling cutter.

3. PCD 소재의 밀링커터 성능 평가

Fig 3.에서는 PCD 팁의 절삭날부 구성을 다이아

몬드입자 싸이즈에 따라 각각 다른 특성을 갖는 

PCD 재종에 대한 미세조직을 관찰한 SEM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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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icrostructural Assessment(SEM) of used PCD 
grade(Bulk PCD x2,000 magnification) 

         (a) 0.5~1µm,  (b) 2~4 µm,    (c) 2~16 µm, 
         (d) 2~30 µm,  (e) 2~35 µm,  (f) 8~12µm

본 연구에서 개발한 6종류의 PCD 소재를 통해서 

12ways 밀링커터를 Satisloh사 CNC 타입의 안경렌

즈 가공용 장비에서 20,000 RPM으로 폴리카보네이

트 소재의 안경렌즈를 프리폼가공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진을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4. Free-form machining of Lens surface with 
             PCD milling cutter(12ways)
 

안경렌즈 소재인 폴리카보네이트는 내충격성

이 좋고 일반 플라스틱과 비교했을 때 연성(연성)

이 있기 때문에 PCD 소재의 내칩핑성과 내마모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했었다. Table. 1은 폴리카보네

이트재질의 안경렌즈를 가공하기 위한 PCD 소재의 

C, Co W 성분을 배율 1,000배에서 EDS 분석을 행한 

후, Weight%를 나타낸 결과이다. 
 

Table. 1 Elemental Analysis(EDS) of PCD  milling 
cutter material( diamond-C, Co, W)

PCD 소재의 12ways 밀링커터를 Satisloh사 CNC 

타입의 안경렌즈 가공용 장비에서 20,000 RPM으로 

폴리카보네이트 소재의 안경렌즈를 프리폼가공으

로 진행한 후, 안경렌즈의 표면조도가 0.5µm 이상

이 되었을 때 기준을 공구의 수명으로 하여 PCD 

소재별 안경렌즈 생산량을 Fig 5.에 나타내었다.

 

Fig. 5. Lens output of machining with PCD milling 
cutter(12ways)

4. 결론

결론으로는 프리폼 안경렌즈 가공용 초정밀 다

이아몬드공구 설계 및 제조기술 개발에서 폴리카

보네이트와 같이 연성이 있는 재질의 가공용으로

는 PCD 소재의 다이아몬드입자 싸이즈가 

2~16µm(c) 범위로 충진율을 95%이상으로 하여 Co 

량을 약 11%  함량으로 개발된 조성에서 내칩핑성과 

내마모성이 가장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 결과로부

터 PCD 밀링커터 공구의 개발에서 요구되는 것은 

가공시 소재에 인성이 있어야 날끝의 칩 저항이 

높고, 방전가공 작업에 가장 용이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칩핑이 적기 때문에 공구로써 폴리카보

네이트 소재의 안경렌즈를 가공 할 때 칩핑 발생이 

억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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