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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안경 착용으로 인해 겪게 되는 불편함 중의 하나는 안경 렌즈에 

발생하는 김 서림이라고 할 수 있다.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온도가 급변하거나 습도가 높은 경우 또는 마스크 착용 시 김 서림

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야가 차단되는 불편함이 야기될 

수 있다[1-3]. 특히 최근에는 미세 먼지 증가와 COVID-19의 확산

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어 안경 렌즈의 김 서림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4]. 따라서 이러한 불편을 줄

이기 위해 김 서림 방지 렌즈코팅 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김 서림 방지 렌즈코팅 기술은 스포츠용 고글, 보호 

장비, 카메라, 태양광 모듈 등 김 서림이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제품에도 적용 가능해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최근 시장에는 렌즈의 김 서림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품이 소개되고 있다. 이 중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간단한 예는 렌즈에 김 서림 방지 액을 발라 소프트(soft) 코팅을 

하는 경우인데, 한 번만 닦아도 코팅이 쉽게 벗겨지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쉽게 벗겨지지 않는 하드(hard) 코팅 

기술이 접목된 제품이 새롭게 출시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코팅

의 내구성이 떨어지거나 이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게 주어지지 않

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원인 중의 하나는 김 서림 방지 코팅의 

내구성에 대한 시험 방법 및 평가 기준이 존재치 않아 제품의 내구

성에 대한 평가 또는 합격/불합격 판정이 불가하다는 점이다. 또한 

내구성 평가는 일반적인 시험 환경에서는 긴 시간이 요구되므로 

평가 결과의 빠른 피드백을 통한 제품 개발 주기의 단축을 위해서

는 가속화된 시험 방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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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김 서림 방지 렌즈코팅의 내구성 평

가를 위한 효과적인 시험 방법 및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다른 용도의 렌즈코팅에 대한 내구성 평가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김 서림 방지 용도의 렌즈코팅에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찰한다. 다음으로는 렌즈코팅 내구성 평가

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상용 시험 장치의 성능을 살펴보고, 이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는 제안된 내구성 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김 서림 방지 렌즈코팅 제품들을 평가하고, 제안된 방법

의 실효성을 살펴본다.

2. 렌즈 코팅 내구성 시험에 대한 고찰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안경 렌즈의 시험 방법[5]은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ISO 기준을 따르고 있다. Table 1에서 알 수 

있듯이 안경 렌즈 시험 방법 중 김 서림 방지 코팅과 관련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안경 렌즈 코팅과 관련해선 반사 방지 코팅과 

관련된 시험 방법이 있는데, 이는 ISO 8980-4[6]에 기반을 두고 

있다. ISO 8980-4에는 내구성(durability)에 대한 시험 방법이 있는

데, 여기에서 정의하는 코팅의 내구성은 ‘제품을 긴 시간에 걸쳐 

정상적으로 사용할 때 코팅의 기능을 유지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코팅의 내구성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김 서림 방지 코팅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에 본 연구에서는 ISO 8980-4
에서 정의된 반사 방지 코팅 내구성 시험 방법을 기반으로 김 서림 

방지 코팅에 적용 가능한 내구성 시험 방법을 제안한다. 

2.1 반사 방지 코팅 내구성 시험  
ISO 8980-4에 명시된 반사 방지 코팅에 대한 내구성 시험 

절차는 Fig. 1에 제시된 것과 같이 최초 육안검사 - 지우개 마

Table 1 Test methods for optical lenses 
Test methods ISO

Fundamental 
requirements

Performance (ISO 8980)

ISO 14889
Design
Material
Mechanical strength
Transmittance (ISO 8980-3)

Specifications for 
single-vision and 
multi-focal lenses

General requirements

ISO 8980-1
Optical requirements
Geometrical requirements
Material and surface quality

Specifications for 
power-variation 
lenses

General requirements

ISO 8980-2
Optical requirements
Geometrical requirements
Material and surface quality

Transmittance 
specifications 
and test methods

General requirements

ISO 8980-3

General transmittance 
requirements
Transmittance requirements for 
driving 
Transmittance requirements for 
spectacle lenses
Resistance to radiation

Specifications 
and test methods 
for anti-reflective 
coatings

General requirements

ISO 8980-4
Luminous and mean 
reflectance
Usable diameter of coated area
Durability

Determination of film hardness ISO 8980-5

Fig. 1 Durability test procedure

1. Light source
2. Observer
3. Light blocker

4. Line of vision
5. Lens
6. Dull black background

Fig. 2 Recommended configuration for visual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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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시험과 환경 가속화 처리 총 3회 반복 - 추가 지우개 마모 

시험 - 최종 육안검사로 이루어져 있다. 육안 검사는 Fig. 2에 

제시된 것과 같은 환경에서 이루어지는데, 검사 시 빛 가림막

을 조정하여 광원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면서 렌즈를 비출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최초 육안 검사 시에는 시험용 렌즈에 벗겨

짐, 긁힘, 균열이나 흐린 부분이 없는지 검사해야 한다. 최종 

육안 검사 시에는 렌즈 앞뒷면 중앙 직경 20 mm 부근을 관찰

하는데, 3 mm2 크기 이상으로 코팅이 벗겨져 있으면 내구성 

평가에 대한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지우개 마모 시험은 지우개에 덧댄 천으로 렌즈 표면에 일정

한 하중을 가하면서 반복적으로 문지르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지우개는 사출 방식으로 만든 균일 고무이어야 하는데, 국제고

무경도(IRHD; international rubber hardness degree) 75±5, 직경 

6.5~7.0 mm 크기이어야 한다. 지우개와 렌즈 사이에는 세 겹으

로 접은 미세 섬유천을 두어야 하는데, 천은 폴리아미드 극세사

(ultra fine filament)로 만든 고밀도 편포이어야 한다. 이 때 요구

되는 천의 최소 밀도는 10,000 fiber/cm2, 표면 밀도는 165 g/m2, 
두께는 0.4 mm이다. 천은 새 렌즈를 시험할 때마다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하며, 사용 전 탈이온수에 최소 2분간 담가두어야 

한다. 시험 시 천과 지우개는 렌즈에 5±1N의 하중을 가하면서 

렌즈 중심부를 지나 30±5 mm 길이를 왕복운동 해야 한다. 이 

때 천과 지우개는 렌즈 중심으로부터 ±3 mm 이내 거리를 지나

야 하며, 렌즈 표면과는 ±5° 범위에서 수직을 유지해야 한다. 
대략 1회당 1초의 속도로 문지르기를 25회 반복하며, 한 방향으

로 시험이 끝나면 렌즈를 90° 돌려 같은 조건으로 시험을 반복한

다. 렌즈의 앞뒷면 모두 진행해야 한 번의 지우개 마모 시험이 

완료되는데, 내구성 시험 완료를 위해서는 동일한 시험이 총 

4회 반복된다. 지우개 마모 시험을 반복할 때 문지르기 궤도는 

최초 문지르기 궤도와 동일해야 한다. 
환경 가속화 처리는 16시간 동안 렌즈에 광 조사와 습기 노출

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때 광 조사 – 습기 

노출의 주기는 최소 30분, 최대 8시간이며, 환경 가속화 처리 

시간의 절반 이상 동안 렌즈는 광에 노출되어야 한다. Table 

2는 파장에 따라 요구되는 광의 세기를 보여주는데, 광 조사는 

렌즈 중심으로부터 직경 50 mm 범위보다는 크게 볼록한 면에 

이루어져야 한다. 렌즈 표면의 온도는 환경 가속화 처리 동안 

50°C보다 낮게 유지되어야 하는데, 광 조사만 이루어질 때에는 

35°C 이상의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환경 가속화 처리 한 주기의 

15~50% 동안 렌즈는 물이나 수증기에 노출되어야 한다.

2.2 김 서림 방지 코팅 내구성 시험 
앞서 설명한 반사 방지 코팅 내구성 시험은 김 서림 방지 코팅의 

내구성 평가를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반사 

방지 코팅 내구성 시험의 경우 지우개 마모 시험과 환경 가속화 

처리를 반복 수행한 후 육안 검사를 통해 외형상의 불량 유무만을 

확인할 뿐, 시험 후에도 반사 방지 코팅의 기능이 여전히 유지되는

지를 평가하는 절차가 생략되어 있다. 김 서림 방지 코팅의 경우에

는 외형뿐만 아니라 기능의 지속 여부도 중요한 평가 요소이므로, 
김 서림 방지 코팅 내구성 시험에는 최종 육안 검사 외에 김 서림 

방지 코팅 성능의 평가[7]가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렌즈의 김 서림 방지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 방법은 EN 

166[8]과 168[9]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EN 168에 명시된 김 서림 

(a) Fail (b) Pass
Fig. 3 Example of lenses evaluated visually[5]

1. Mirror
2. Laser
3. Beam divider
4. Diaphragm and receptor

5. Lens
6. Ventilator
7. Water bath

Fig. 4 Recommended configuration for fogging resistance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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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 성능 평가 시험 장치는 Fig. 4와 같은데, 시험 방법은 김 서

림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에 코팅된 렌즈를 노출시키고 김 서림으

로 인해 기준치 이상으로 투과율이 저하되는 시간을 평가하는 것

이다. 이 경우 투과율 측정을 위해 사용되는 레이저의 파장은 

600±70 nm, 실험 장소의 온도는 23±5°C, 수조의 온도는 50± 
0.5°C이어야 한다. 

시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시험 전 시편은 23±5°C 온도를 갖는 

증류수에 1~2시간 동안 담근 후 물기를 닦아 23±5°C 온도와 50% 
습도를 갖는 공기 중에서 최소 12시간 동안 건조시킨다. 그 다음에

는 시험 시작과 함께 레이저 투과율 측정 장치를 가린 채 수조 안에 

수증기가 차도록 환풍기를 가동한다. 이어서 투과율 측정을 위해 

환풍기를 멈추고 가려진 측정 장치를 개봉한 후 렌즈를 2초 내에 

정해진 위치에 둔다. 마지막으로 레이저의 투과율을 측정하여 투

과율의 제곱값이 80% 미만으로 떨어질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한

다. 투과율의 제곱값은 김이 서린 렌즈의 광선속(luminous flux)
을 김 서림 전 광선속 값으로 나눠 계산한다. EN 166에 명시된 

김 서림 방지 성능 평가의 합격 기준은 위 시험에서 최소 8초 동안 

김 서림에 의해 투과율의 제곱값이 8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아

야 한다는 것이다. 

3. 지우개 마모 시험 장치에 대한 고찰
ISO 8980-4에 규정된 렌즈 코팅의 내구성 평가를 위해서는 렌즈

마다 4번의 지우개 마모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지우개 마모 시험을 

정밀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렌즈 표면을 문지르는 동안 가해지는 

수직 하중을 5±1N 범위 내에서 통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용되는 

지우개 마모 시험기는 Fig. 5와 같이 렌즈를 고정한 스테이지의 

좌우 왕복 운동이 모터와 캠 장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수직 하중의 경우 Fig. 5에서와 같이 하단에 지우개가 붙어 있는 

알루미늄 봉을 선형 볼 부싱을 이용하여 스테이지에 수직하게 설치하

고 무게 추를 상단에 얹어 일정한 하중을 가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알루미늄 봉의 수평 방향 움직임은 선형 볼 부싱에 의해 구속되

지만, 수직 움직임과 봉의 회전은 구속이 되지 않는다. 특히, 안경 

렌즈의 표면은 굴곡이 져 있기 때문에 렌즈가 좌우 왕복운동을 할 

때에는 알루미늄 봉이 렌즈의 굴곡을 따라 상하 운동을 하게 된다. 
이때 알루미늄 봉과 선형 볼 부싱 사이에 마찰이 존재하면 알루미늄 

봉의 렌즈 굴곡에 따른 자유로운 상하 운동을 제한하게 된다. 또한, 

1.  Motor
2.  Cam
3.  Weight

4.  Linear ball bearing
5.  Eraser
6.  Lens

Fig. 5 Commercial eraser rubbing tester

Table 2 Spectral energy distribution of the radiation source
Spectral range Ultraviolet Visible Infrared

Wavelength band nm to 320 320 to 350 350 to 380 380 to 520 520 to 640 640 to 780 780 to 3000

Irradiance W/m2
- 30 to 40(a) - - - -

< 3 10 to 22 14 to 25 < 250 < 210 < 200 < 600
(a) Integrated irradiance between 320 nm and 380 nm.

3. x-y stage
4. Lens

1. Eraser
2. Air bushing

Fig. 6 Enhanced eraser rubbing t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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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봉이 렌즈의 정 중앙을 지나지 않을 경우에는 봉의 회전이 

일어나 가해지는 하중에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Fig. 6과 같이 개선된 

지우개 마모 시험기를 제안한다. 개선된 지우개 마모 시험기의 경우 

한 개의 선형 볼 부싱에 의해 안내되는 알루미늄 봉 대신 2개의 

선형 가이드와 에어 부싱에 의해 안내되는 수직 스테이지가 사용된

다. 이 경우 렌즈의 굴곡에 따른 스테이지의 상하 운동 시 마찰이 

최소화되고 좌우 운동 시에는 스테이지의 회전이 억제되어 수직 

하중의 안정성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Fig. 7은 지우개 마모 시험을 

수행하는 동안 측정된 수직 하중의 변화를 보여 주는데,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상용되는 기존 시험기의 경우 수직 하중이 

5±1N의 범위를 넘어가는 반면 개선된 시험기의 경우 수직 하중이 

5N ~ 5.2N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제안된 김 서림 방지 렌즈코팅 내구성 
시험 방법의 유효성 검증

앞서 제안된 김 서림 방지 렌즈코팅 내구성 평가 시험 방법의 

유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용되는 코팅 렌즈(A사의 김 서림 방지 

코팅 렌즈 1종 6개 (보안경용), B사의 김 서림 방지 코팅 렌즈 1종 

6개(안경용))의 코팅 내구성을 제안된 방법을 이용하여 평가해 보

았다. 이를 위해 먼저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렌즈를 세척한 후 깨끗

한 천으로 닦아내어 건조하였다. 이어서 육안으로 시험에 사용될 

렌즈의 벗겨짐이나 흠집 같은 손상이 없는지를 검사하였다. 다음

으로는 지우개 마모 시험을 렌즈의 앞뒷면 중앙부에 실시하고 16
시간의 환경 가속화 처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는 다시 렌즈를 물

로 씻어내고 천으로 닦아 상온에 건조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

우개 마모시험, 환경 가속화 처리, 세척 후 건조 과정을 3회 반복하

고 추가적으로 지우개 마모시험을 수행하였다. 이 때 지우개 마모

시험은 Fig. 6과 같은 형태로 자체 제작된 시험기를 이용하여 수행

하였으며, 환경 가속화 처리는 외부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하

였다. 환경 가속화 처리 시 광 조사는 크세논램프에 태양광 필터

(290 nm cut-off)를 적용하여 이루어졌으며, 습기 노출은 30분마

다 5분간 물을 분사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지우개 마모시험을 모두 완료한 후에는 최종 육안검사를 수행하

였다. 그 결과 Fig. 8에 보이는 것과 같이 B사의 김 서림 방지 코팅 

렌즈의 경우에는 표면 손상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A사의 김 서림 

방지 코팅 렌즈의 경우에는 렌즈 중앙 직경 20 mm 범위에서 지우

개의 이동 궤적을 따라 3 mm2 크기 이상의 손상이 관찰되었다. 
이는 김 서림 방지 코팅의 경우 내구성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없어 

제품의 종류에 따라 내구성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

다. 또한 이러한 결과로부터 본 연구에서 제안된 내구성 평가 시험

은 김 서림 방지 코팅의 내구성을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지우개 마모시험을 모두 마친 B사의 김 서림 방지 

코팅 렌즈 6개 중 3개를 외부 전문 심사 기관에 의뢰하여 EN 166
과 168에 따라 김 서림 방지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3개

의 렌즈 모두 레이저 투과율의 제곱값이 80% 미만으로 떨어질 때

까지의 시간이 8초미만으로 합격 기준에는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는 ISO 8980-4에 기반을 둔 렌즈코팅 내구성 

Fig. 7 Comparison of force profiles measured during a rubbing 
test 

(a) Product A: Fail

(b) Product B: Pass
Fig. 8 Durability test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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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시험에 EN 166/168에 기반을 둔 김 서림 방지 성능 평가 

시험을 결합함으로써 반사 방지 렌즈 코팅의 내구성에 대한 보다 

엄격한 평가 기준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평가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지우개 마

모 시험과 환경 가속화 처리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화학적 반응으로 

인한 김 서림 방지 성능 저하 현상에 대해 추가적으로 분석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렌즈의 김 서림 방지 코팅 내구성 평가를 위한 

시험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안된 시험 방법은 반사 방지 코팅의 

내구성 평가 방법과 김 서림 방지 코팅의 성능 평가 시험을 병합하는 

것이었다. 즉, 반복된 환경 가속화 및 마모에 의한 코팅의 물리적 

손상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ISO 8980-4에 정의된 반사 방지 코팅의 

내구성 평가 방법을 활용하였는데, 이의 유효성 검증을 위해 보안경

용 김 서림 방지 코팅 렌즈 6개, 안경용 김 서림 방지 코팅 렌즈 

6개를 제안된 방법을 활용하여 평가하였다. 더불어 환경 가속화 

및 지우개 마모 시험 이후 코팅의 김 서림 방지 기능이 여전히 유지되

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EN 166과 168에 정의된 김 서림 방지 성능 

평가 시험을 추가하였다. 그 결과 안경용 김 서림 방지 코팅 렌즈 

6개 전부 물리적 손상 여부 평가 기준에는 부합하였으나, 김 서림 

방지 성능 여부 평가 기준에는 부합하지 못했다. 또한, 지우개 마모 

시험 시 왕복 운동 중에 굴곡이 있는 렌즈에 일정한 하중을 안정적으

로 가하기 위한 개선된 시험 장치가 제안되었다. 기존의 지우개 

마모 시험 장치는 규격에 명시된 하중 오차범위(±1N)를 넘어갔지만, 
개선된 시험 장치는 하중의 오차범위가 ±0.2N으로 큰 성능 개선을 

보여주었다. 
본 논문을 통해 제안된 시험 방법을 앞서 기술했듯이 상용 중인 

렌즈들의 내구성 평가에 적용한 결과 제품에 따라 다른 평가 결과

를 보여 주었다. 이는 제안된 평가 방법이 김 서림 방지 렌즈 코팅

의 내구성 평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큰 관심에도 불구하고 김 서림 방지 렌즈코팅의 내구

성에 대한 시험 및 평가 기준이 아직까지 부재하다는 점에서 이러

한 연구 결과는 김 서림 방지 코팅과 관련된 기존 제품들의 평가 

및 새로운 제품들의 개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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