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Korean Oph. Opt. Soc.
Vol. 13, No. 3, pp. 7-12, September 2008

7

안경렌즈의 자외선 차단 평가

유동식·유종숙

경운대학교 안경광학과

투고일(2008년 7월 24일), 수정일(2008년 8월 10일), 게재확정일(2008년 9월 10일)

································································································································································································································

목적: 투명과 착색 안경렌즈의 자외선 차단 특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법: 안경렌즈의 투과 스펙트럼은 ANSI
Z80.1에 제시된 방법으로 측정하였고, UV(200~380 nm; UVA, UVB, UVC) 및 청색광 영역(380~400 nm)에 대하여
각 렌즈의 투과율을 계산하였다. 결과: 중굴절률, 고굴절률의 투명 플라스틱 렌즈 및 착색 플라스틱 렌즈는 UV에서
우수한 자외선 차단 특성을 보였으나, 자외선 차단제를 처리하지 않은 크라운 유리나 CR39는 그렇지 않았다. 고굴
절률 렌즈와 눈부심 방지 야간용 렌즈를 제외한 모든 렌즈는 청색광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않았다. 결론: 크라운
유리와 CR39 렌즈는 UV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가 필요하다. 또한 고굴절률 렌즈와 눈부심 방
지 야간용 렌즈를 제외한 모든 렌즈는 청색광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색광 차단제가 필요하다.

주제어: 자외선 차단, 안경렌즈, 굴절률, 청색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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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008년 전국 안경사용 실태 조사 보고서1에 의하면 안

경사용률은 47%로 2005년 44.7%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88.2%가 안경렌즈(이하 렌즈라고도 칭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국내 안경렌즈 소매시장 규모2는

현재 4천 5백억 원정도 추정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안경

렌즈 생산량은 이미 국내 수요량을 초과하였으며 국내 안

경렌즈 시장은 더욱 혼란스런 상태다. 그러나 국내 안경렌

즈 원료에 대한 기술력은 낮지만 제조기술은 안경선진국

에 근접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격 경쟁력보다 첨

단기술이 결합된 기능성 안경렌즈로 경쟁력을 높일 필요

성이 있다.

오늘날 오존층의 파괴와 야외에서의 여가 활동 증가로

자외선 노출기회가 많아졌으며, 이로 인한 광각막염

(photokeratitis), 백내장(cataract), 노인성 황반변성(aged-

related macular degeneration) 등과 같은 안질환을 유발하

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용접이나 각종 램프에서 발생되는

인위적인 자외선 또한 시력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따

라서 안경렌즈가 자외선으로부터의 시력보호 기능을 갖는

것은 그 어떤 기능보다 중요하다3,4.

안경렌즈가 중요성을 것을 감안하면 안경렌즈를 취급할

기회가 많은 안경사, 안경렌즈 제조업자, 안경처방 및 유

통에 관련된 사람에게 안경렌즈에 대한 올바른 정보는 무

엇보다 중요하다. 유통되고 있는 안경렌즈의 제품에 대한

정보는 렌즈 재질, 굴절률, 굴절력, 전체직경, 중심두께, 투

과율, 코팅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나 실제 여러 유통단계

를 거치게 되면 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품 포장에 명시된

것 이상으로 손쉽게 그 정보를 알 수가 없다. 특히 자외선

차단목적의 안경렌즈가 아닌 경우 자외선 차단에 관한 정

보는 더욱 알기 힘들다. 국내외적으로 콘택트렌즈의 자외

선 차단에 관계된 연구는 일부 발표되었고5,6, 안경렌즈에

대한 자외선 차단7에 관한 정보는 제조사로부터 제공한 것

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안경

렌즈에 대한 좀 더 세분화된 자외선 영역의 광투과율에

관한 조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국내 유통되고 있는 안경렌즈 또

는 기능성 안경렌즈를 중심으로 자외선 차단 효과를 평가

하여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력 보호

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광투과율 측정에 사용된 제품은 8개사 16종류로 하였고,

각각의 렌즈에 대해 정보는 Table 1과 같다. 굴절률 기준

으로 한 분류는 플라스틱과 유리렌즈에 따라 기준이 다르

므로 본 연구에서는 유통과정에서 분류되는 기준과 BS

7394 등의 기준8을 참고하여 편의상 일반굴절률(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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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ractive index) 렌즈는 1.48이상 1.54미만, 중굴절률

(middle refractive index) 렌즈는 1.54이상 1.60미만, 고굴

절률(high refractive index) 렌즈는 1.60이상 1.70미만으로

분류하여 광투과율을 분석하였다. 투명렌즈에서는 굴절률

에 따른 광투과율을 분석하였으나 착색(tinted) 렌즈의 경

우는 굴절률에 따른 분류는 하지 않고 광투과율 분석하였

다. 굴절력 영향을 배제하기위해 모든 제품은 평면렌즈

(plano lens)로 하였으며 각각의 렌즈에 대해 광투과율을 3

회 측정하여 평균하였다.

광투과율 측정 장비는 Shimadzu사의 UV/VIS Spectro-

photometer 1650PC로 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Z80.1기준9에 의해 측정하였고, 특정 파장 λ1에

서 λ2까지의 평균 투과율(τ)은 다음 식 (1)로 계산하였다.

(1)

측정하고자 하는 렌즈는 초음파세척기로 세척한 후 렌

즈 표면의 물기를 부드러운 천으로 제거한 후 측정하였

다. 측정에 앞서 렌즈가 없는 상태의 투과율이 100%가 되

도록 기준선을 설정하여 렌즈의 볼록면이 주사 광선 방향

에 수직되게 장착하여 측정하였다.

광투과율은 가시광선 영역(Vis: visible, 380~780 nm)과

자외선 영역(UV: ultraviolet radiation, 200~380 nm)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특히 자외선 영역은 ANSI Z80.3-2001

기준에 의거 UVA(315~380 nm), UVB(280~315 nm), UVC

(200~280 nm)영역10,11별로 분석하였으며, 한편 가시광선영

역에서는 짧은 파장으로 눈부심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가

시광선과 자외선의 경계 영역(380~400 nm의 청색광 영역,

약호: blue)12에서도 분석하였다. 측정 데이터에 대한 평균

치 비교를 위해 SPSS (version 10.0)를 이용하였으며, 95%

의 신뢰수준을 가지는 검정에서 통계적 유의성 수준을

p<0.05로 설정하여 Kruskall-Wallis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안경렌즈의 광투과율 스펙트럼의 비교

안경렌즈의 광투과율 평가는 투명렌즈의 경우 가시영역

에서 높을수록 좋은 렌즈라 볼 수 있지만 착색렌즈의 경

우 사용목적에 따라 가시영역에서 적정 투과율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투과율이 높고 낮은 정도에 따라 렌즈

를 평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러나 자외선 영역에서는

광투과율이 낮을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가 높으므로 좋은

렌즈라 볼 수 있다13.

굴절률에 따른 투명렌즈와 착색렌즈의 광투과율을 측정

τ λ1, λ2( )= 1
λ2 λ1–
---------------  

λ1

λ2

∫ τ λ( )dλ

Table 1. Specifications of ophthalmic lenses used in the study

Lens code Material
Refractive

index
Power

Center thickness*, 
mm

Coating Tint

NHno CR39 1.50

Normal

Plano

2.75 No- Transparent

NNno CR39 1.50 2.14 No- Transparent

NDhm CR39 1.50 2.08 Hard+multi- Transparent

NGhm Crown glass 1.52 2.50 Hard+multi- Transparent

NSuv CR39 1.50 2.45 UV+multi- Transparent

MDno NK-55 1.55

Middle

2.05 No- Transparent

MDhm NK-55 1.55 2.07 Hard+multi- Transparent

MHhm NK-55 1.55 2.08 Hard+multi- Transparent

MKhm Polycarbonate 1.59 1.79 Hard+multi- Transparent

MDuv NK-55 1.55 2.04 UV+multi- Transparent

HDno Polyurethane 1.60
High

2.36 No- Transparent

HDuv Polyurethane 1.60 2.00 UV+multi- Transparent

TDno NK-55 1.55 2.39 No- Gray

TOno# NK-55 1.55 1.98 No- Yellow

TDhm NK-55 1.55 2.36 Hard+multi- Gray

TRhm Unknown glass Unknown 2.25 Nard+multi- Gray

Symbols of the lens code: the 1st character is refractive index (N=normal index, M=middle index, H=high index) and tinted lens (T), the
2nd character is the initial letter of company name, the 3rd and 4th character are no=no-coating, hm=hard and multi-coating, UV=
ultraviolet and multi-coating. #Anti-glare night vision lens filtering blue light. *Data measured by Mitutoyo thickness g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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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 Fig. 1, 2, 3, 4와 같으며 각 영역에서의 평균 광

투과율은 Table 2와 같다.

광투과율은 각각의 스펙트럼으로부터 식 (1)에 의해 계

산하였고, 일반굴절률, 중굴절률, 고굴절률 렌즈 및 착색

렌즈로 분류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다수의 렌즈 종

류에 비해 표본 크기가 작은 관계로 비모수적 방법으로

Kruskall-Wallis 검정하였다. 검정결과 근사 유의확률

(asymp. sig.)은 가시 영역에서 0.016, 청색광 영역 0.014,

자외선 영역에서 0.022, UVA 영역에서 0.017, UVB 영역

에서 0.026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UVC 영역에서는

0.392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집단변수간

의 평균치 차이를 알아보는 사후검정(multi comparision

test)은 비모수적 분석에서 개발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각

영역에서의 평균 광투과율을 기준으로 단순 비교하였다.

2. 가시광선 영역(380~780 nm)의 광투과율

Fig. 1. Transmittance spectrum of lenses with normal refrac-
tive index. 

Fig. 2. Transmittance spectrum of lenses with middle refrac-
tive index.

Fig. 3. Transmittance spectrum of lenses with high refractive
index.

Fig. 4. Transmittance spectrum of tinted lenses.

Table 2. Mean transmittance (%) of ophthalmic lenses

Lens code Vis Blue UV UVA UVB UVC

NHno 92.24 83.59 5.79 15.96 0.10 0.02

NNno 90.37 87.68 29.1 72.42 14.98 0.08

NDhm 96.73 76.47 4.08 11.29 0.02 0.00 

NGhm 89.21 69.21 4.12 11.41 0.01 0.00 

NSuv 90.79 15.87 0.03 0.08 0.01 0.00 

MDno 87.26 35.12 0.02 0.04 0.00 0.00 

MDhm 92.82 33.03 0.01 0.04 0.00 0.00 

MHhm 94.32 47.93 0.07 0.18 0.00 0.00 

MKhm 92.61 34.96 0.03 0.06 0.03 0.01 

MDuv 91.25 2.83 0.01 0.03 0.01 0.00 

HDno 82.77 0.64 0.01 0.03 0.01 0.00 

HDuv 90.16 0.61 0.01 0.03 0.01 0.00 

TDno 30.35 5.06 0.01 0.02 0.00 0.00 

TOno 62.90 0.05 0.01 0.02 0.00 0.00 

TDhm 42.53 9.29 0.01 0.02 0.00 0.00 

TRhm 21.12 5.44 0.05 0.14 0.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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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투명 안경렌즈의 경우 가시영역의 광투과율은

일반굴절률이나 중굴절률 렌즈에서 하드멀티코팅 렌즈

(NDhm, MDhm, MHhm, MKhm)가 무코팅 렌즈(NHno,

NNno, MDno)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고굴절률 렌즈

에서도 무코팅 렌즈(HDno)보다 자외선 차단제를 처리한

멀티코팅 렌즈(HDuv)의 광투과율이 높았다. 이와 같은 결

과는 반사방지 목적으로 처리된 멀티코팅기능이 광투과율

을 높여준다는 사실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8. 굴절률에

따른 비교에서 유리렌즈(NGhm)를 제외한 플라스틱 렌즈

의 경우 굴절률이 높을수록 투과율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중굴절률 렌즈에서 UV처리 멀티코팅 렌즈(MDuv)

의 경우 무코팅 렌즈(MDno)보다 높았고, 멀티코팅 렌즈

(MDhm, MKhm, MHhm)보다는 낮은 경향을 보였다. 한편,

일반굴절률 렌즈에서는 UV처리 멀티코팅 렌즈(NSuv)의

경우 멀티코팅 렌즈(NDhm)보다 투과율은 낮지만 무코팅

렌즈(NHno, NNno)보다 모두 높지는 않았다. 착색렌즈에

서는 착색정도에 따라 가시영역부의 투과율이 결정됨으로

이 영역에서는 비교하지 않았다.

3. 자외선 영역(200~380 nm) 및 자외선-가시광선 경계

영역(청색광, 380~400 nm)의 광투과율

가시광선 영역을 제외한 자외선 영역(UV, UVA, UVB,

UVC)과 자외선-가시광선경계 영역(청색광 영역, blue)의

광투과율 스펙트럼은 Fig. 5, 6, 7 및 8과 같다.

자외선 영역(380~200 nm)의 광투과율은 고굴절률과 중

굴절률 플라스틱 렌즈에서는 0.01-0.07%로 자외선 차단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외선 차단 유무에 관계

없이 자외선 투과율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런 결과

는 아마도 자외선으로부터 렌즈를 보호하기 위해 렌즈 제

조과정에서 자외선 차단제를 넣게 되는 built-in 방식14으

로 렌즈를 제조하는 것과 관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리

렌즈(NGhm)에서 4.12%로 차단효과가 떨어진 것으로 나

타났다. 착색렌즈의 경우 0.01~0.05%로 낮아 대부분이 자

외선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CR39
Fig. 5. Transmittance spectrum of lenses with normal refrac-

tive index at 200~400 nm.

Fig. 6. Transmittance spectrum of lenses with middle refrac-
tive index at 200~400 nm (MDno, MDhm and MKhm
are overlapped).

Fig. 7. Transmittance spectrum of lenses with high refractive
index at 200~400 nm (two data are overlapped).

Fig. 8. Transmittance spectrum of tinted lenses at 200~400
nm (TOno is placed on zero base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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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계열에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처리 한 경우 0.03%

였으며, 그렇지 않는 경우 낮게는 4.08%, 높게는 29.1%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와 같은 재질에서는 자외선

차단제 처리 여부가 자외선 차단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임을 알 수 있었다.

자외선 영역을 UVA, UVB, UVC로 세분하여 자외선 차

단효과를 살펴보면 UVA에서는 CR39와 같이 일반 굴절률

렌즈(NHno, NNno, NDhm)에서는 자외선 차단 처리가 되

지 않은 경우 각각 15.96%, 72.42%, 11.29%로 UVA 차단

효과가 낮으며, 자외선 차단 처리된 렌즈(NSuv)에서

0.08%로 차단효과가 좋은 것으로 보였다. 한편, 유리 재질

(NGhm)에서는 11.41%로 자외선 차단 효과가 낮았으며,

그 외 중굴절률, 고굴절률 및 착색렌즈에서는 투과율이

0.02%~0.18%로 자외선차단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

다. UVB와 UVC영역에서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렌즈는

차단효과15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본 평가

에서는 대부분 0.10% 이하로 자외선 차단 효과가 높은 것

으로 평가되었으나 자외선 차단제를 처리 하지 않은

CR39계열인 렌즈(NNno)에서 UVB 투과율이 14.98%로

나타나 차단효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자외선 영역(UV)이나 자외선 경계영역에서의 광투과율

비교는 가시영역에서의 광투과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여기서는 이런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비교하였다. 가시광

선과 자외선의 경계 영역의 광투과율은 재질이 유리인 렌

즈(NGhm)를 제외하고 굴절률이 높을수록 낮았고, 특히

고굴절률 렌즈는 자외선 차단 코팅렌즈 유무에 관계없이

평균 0.63%였으며 유리렌즈의 경우 69.21%로 높게 나타

났다. 중굴절률에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처리한 경우

2.83%였으나 처리하지 않는 경우는 33.3~47.93%의 광투

과율을 보였다. CR39와 같은 일반적 굴절률에서는 자외

선 차단 렌즈에서는 15.87% 이하였으나 처리되지 않는 경

우는 76.47~87.68%였다. 착색렌즈의 경우 야간 눈부심 방

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렌즈(TOno)에서 0.05%로 아주 낮

은 광투과율을 보였고 그 외 렌즈에서는 5.06~9.29%였다.

결 론

유통되고 있는 안경렌즈를 중심으로 자외선 차단 효과

를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380~200 nm의 자외선 영역에서 중굴절률 렌즈, 고굴

절률 렌즈, 선글라스용 착색렌즈 및 눈부심 방지목적의 렌

즈는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리 재질이나 CR39와 같은 낮은 굴절률을 갖는 플라스

틱 렌즈는 자외선 차단 목적을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 처

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2. 자외선 경계 영역인 400~380 nm에서 차단효과를 얻

기 위해서는 중굴절률 렌즈의 경우 자외선 차단제를 처리

를 하여야 하며, 고굴절률 렌즈의 경우 자외선 차단제 처

리 여부와 관계없이 차단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CR39와 같은 렌즈에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처리하

여도 차단효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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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of Ultraviolet Blocking of Ophthalmic L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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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evaluate ultraviolet (UV) blocking characteristics of transparent and tinted ophthalmic lenses.
Methods: The transmittance spectra of ophthalmic lenses were measured using the method suggested in ANSI
Z80.1 standard. Transmittance percentage were calculated for each lens for UV (200~380 nm; UVA, UVB, UVC)
and blue light portions (380~400 nm) of spectrum. Results: The results indicate that transparent plastic lenses
with middle, high refractive index and tinted plastic lenses had superior UV blocking characteristics at UV
radiation while UV blocker-untreated lenses such as crown glasses and CR39 did not. All except high refractive
index lenses and anti-glare night vision lens was not effectively blocked blue light. Conclusions: Crown glass
and CR39 lenses need to treat UV blockers to protect eyes from UV. Also, all lenes except high refractive index
lenses and anti-glare night vision lens need to treat blue light blockers for protecting from blue light.

Key words: ultraviolet (UV) blocking, ophthalmic lens, refractive index, blue ligh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