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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안경렌즈용 소형 suptter coating system을 설계하고 제작하고자 한다. 방법: sputter system의 target 설계에
있어서 Essential Macleod thinfilm design software를 이용해 AR 코팅과 mirror 코팅이 동시에 설계 가능한 Si target
을 결정하였으며. 그 후 sputtering 장비를 제작하였다. 결과: SiO2와 Si3N4의 5층 박막으로 구성되는 AR 코팅의 최
적조건은 [air|SiO2(81.3)|Si3N4(102)|SiO2(19.21)|Si3N4(15.95)| SiO2(102)|glass] 이였다. Mirror 코팅의 경우, blue color 코
팅의 최적조건은 [air|SiO2(56.61)|Si3N4(135.86)|SiO2(67.64)| Si3N4(55.4)|SiO2 (53.53)|Si3N4(51.28)|glass] 이고, green color 코
팅의 최적조건은 [air|SiO2(66.2)|Si3N4(22.76)|SiO2(56.58)| Si3N4(140.35) |SiO2(152.35)|Si3N4(70.16)|SiO2(121.87)|glass]
이였으며, gold color 코팅의 최적조건은 [air|SiO2(83.59)|Si3N4(144.86) |SiO2(11.82)|Si3N4(129.93)|SiO2(90.01)|Si3N4

(88.37)|glass] 이였다. 결론: 코팅 시간을 줄여 안경단가를 줄이기 위하여 안경렌즈 코팅 시 렌즈의 전·후면을 동시
에 코팅을 해야 하기 때문에 sputtering장비 설계를 할 때 안경렌즈 전면과 후면에 동일하게 Si target을 갖춘 cathode
를 사용하였고, 렌즈의 곡률을 고려하여 각 층이 동일하게 코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target-substrate 간의 간격은
12.5 cm에서 20 cm로 가변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제작하였다. 고품질의 안경렌즈 코팅을 위하여 고진공 펌프로
turbo pump를 이용하였으며, 코팅박막의 균일함을 얻기 위해서 치구를 회전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제작하였다.

주제어: 안경렌즈코팅, Si 타겟, 소형 sputtering 장치, AR 코팅, mirror 코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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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일반적으로 안경렌즈 AR 코팅용 증착장비는 전자빔 가

열장치(electron beam evaporation system)를 사용한다. 전

자빔 가열장치를 사용할 때는 증발물질의 증착속도가 높

을 뿐만 아니라, dome을 사용하기 때문에 대량생산이 용

이하여 경제적이나 다품종 소량생산에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코팅막질이 스퍼터(sputter)에 비해 떨어지며 이온보

조 장치나 기판 가열장치 등 부수적인 장비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소형화 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

고 있다.

스퍼터링(sputtering) 방법은 1852년 영국인 물리학자

William Grove가 발명하였고, 그 후 과학적, 상업적 관심

으로 다양한 흥미를 끌어왔다. 현재 스퍼터링 공정은 박막

의 높은 부착력, 다른 박막제작 방법에 비해 박막의 조성

을 쉽게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여러 가지 박막

의 형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 특히 반도체나

모니터의 화면위의 AR 코팅 또는 재료의 기계적인 특성

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박막을 증착하는데 사용하고 있다1.

현재 대형 sputter coating system은 영국의 (주)Applied

Multilayer2에서 closed field magnetron sputtering system을

이용하여 고품격의 렌즈코팅을 대량으로 만들고 있다. 또

한 상기 상비를 이용하여 조명 분야에서는 스펙트럼 조절

코팅, CCD에서는 anti-glare 코팅, LCD에서는 색 분리 필

터의 제작에 적용되고 있다. 또한 안경 분야에서는 유리,

CR-39와 polycarbonate 안경렌즈위에 AR 코팅을 적용하

고 있다. 안경렌즈용 소형 sputter coating system으로써

(주) Satis Vacuum에서는 SATIS SP-2003를 출시하였으며,

(주) Edwards에서는 PlasmaCoat4를 출시하여 중소형 안경

광학회사와 초대형 안경원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장비의 특성은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하고 15분 정도의

짧은 시간으로도 코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의 취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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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맞춤형 안경렌즈 코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안경렌즈의 고급화 및 앞으로의 다품종 소량

생산인 주문형(Rx) 안경렌즈 코팅시장에 대비하기 위하여

sputter coating system을 설계하고 제작하였으며, AR 코팅

및 청색, 녹색 그리고 금색의 다양한 색상을 가지는 렌즈

의 코팅을 위하여 렌즈의 설계를 확보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 소형 sputtering coating 장비의 설계단계에서 Si single

target으로 산소(O2)가스와 반응한 SiO2 저굴절률인 물질과

질소(N2)가스와 반응한 Si3N4 인 고굴절률 물질로 AR 코

팅과 mirror 코팅이 가능한지 Essential Macleod thinfilm

design software를 사용해 전산모의를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

로 소형 magnetron sputtering 장비의 cathode 제작과 turbo

pump 제작 및 안경렌즈의 치구제작을 논의하고자 한다.

Target설계

현재 유리 안경렌즈위의 AR 코팅은 전자빔 증착방법을

이용하여 저굴절률 물질인 SiO2와 고굴절률 물질인 ZrO2

를 교번으로 증착하여 생산되고 있다. 또한 AR 및 anti-

static 기능을 동시에 나타나게 하는 안경렌즈 코팅의 경우

중간의 고굴절률 층에 ITO 박막을 삽입하여 제작하고 있

으며, 마지막 층에 수막 코팅 처리를 하기도 한다. 만약 스

퍼터링법에서 전자빔 증착방법과 동일하게 두 가지 이상

의 물질(ZrO2, SiO2, ITO)을 사용하여 AR 코팅을 하게 되

면 타겟종류가 두 가지 이상이 필요하게 되는데 sputter

coating system에서는 장비의 규모가 sputter gun이 차지하

는 면적에 의해 더욱 커지고 복잡해지게 된다. 하지만 AR

코팅만의 목적으로 장비를 구성할 때는 한 종류의 Si

target을 사용하고도 AR 코팅이 가능하여 장비를 compact

하게 제작할 수 있다. 즉 Si target을 스퍼터링하면서 주변

가스로 산소가스를 주입시키면 실리콘과 산소원자가 결합

하여 SiO2의 박막이 제작가능하며, 질소 가스를 주입하면

Si3N4 박막을 제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주변가스를 변화

시켜가면서 고굴절률의 Si3N4 박막과 저굴절률의 SiO2 박

막을 각각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AR 코팅이 가능하게 되

는 것이다. 설계시 사용한 SiO2와 Si3N4의 광학상수(n 과

k)는 Essential Macleod program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

였다. 전산시늉 결과 AR코팅의 최적조건은 표 1과 같이
[air|SiO2(81.3)|Si3N4(102)|SiO2(19.21)|Si3N4(15.95)|SiO2(102)

|glass] 이였다. 그림1에서처럼 가시영역 430 nm와 610 nm

근처에서 반사율은 거의 0%에 가까우며 510 nm에서 약

1% 의 반사율을 보이는 전형적인 W자 형태의 AR 코팅

설계가 가능하였다. 이와 같은 디자인 결과는 현재 전자빔

증착방법을 이용하여 제작중인 일반적인 AR 코팅과 동일

한 결과이다.

Mirror 코팅의 경우, 색상에 따른 투과율 곡선은 (주)

Leybold5사에서 소개하고 있는 mirror 코팅 곡선을 참고하

여 전산모의를 실시한 것이다. 그 결과, blue color 코팅의

최적조건은 [air|SiO2(56.61)|Si3N4(135.86)|SiO2(67.64)

|Si3N4(55.4)|SiO2(53.53)|Si3N4(51.28)|glass] 이고, 디자인은

표 2와 같다. Green color 코팅의 디자인 결과는 표 3과 같

으며, 구조는 [air|SiO2(66.2)|Si3N4(22.76)|SiO2(56.58)|Si3N4

(140.35)|SiO2(152.35)|Si3N4(70.16)|SiO2(121.87)|glass] 이고,

gold color 코팅의 디자인 결과를 표 4에 나타내었으며, 구

조는 [air|SiO2(83.59)|Si3N4(144.86)|SiO2(11.82)|Si3N4(129.93)

Table 1. AR coating design for Ophthalmic lens

Layer Material
Packing
Density

Refractive
Index

Extinction
Coefficient

Optical
Thickness (QWOT)

Physical
Thickness (nm)

Substrate Glass 1.52092 0

1 SiO2 1 1.4618 0 1.169442 102

2 Si3N4 1 2.03825 0 0.255039  15.95

3 SiO2 1 1.4618 0 0.22023  19.21

4 Si3N4 1 2.03825 0 1.630603 102

5 SiO2 1 1.4618 0 0.932154  81.3

Medium Air 1 0

Fig. 1. Simulation of AR coating using SiO2 and Si3N4 thin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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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O2(90.01)|Si3N4(88.37)|glass] 이다. 세 가지 경우의 디자

인을 이용하여 전산 시늉한 스펙트럼은 그림 2와 같다.

Magnetron sputtering 장비제작

1. Cathode 제작

안경렌즈 코팅 시 렌즈의 전·후면을 동시에 코팅하므

로 코팅시간의 단축을 통해 안경코팅 단가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장비 설계 시 두 개의 cathode가 장착되도록 고

려하였다. 그림 3은 제작된 챔버의 사진이며, 챔버 앞면에

붙어 있는 cathode를 나타낸 그림이며, 챔버 뒤쪽에도 그

림 3과 동일한 cathode가 장착되어 있다. Cathode의 챔버

쪽에는 Si target이 있으며, 그림 3에서 보이는 것처럼

cathode의 가운데에는 target을 sputter 하기 위한 전원이

연결되어있고, 그 옆으로 냉각수 가동 라인이 있어 코팅

시 뜨거워진 target을 냉각시키는 구조로 되어있다. Si

target에서 스퍼터된 Si 원자들이 산소가스 또는 질소가스

와 잘 결합하도록 가스 노즐의 구멍을 target 방향으로 향

하도록 고정하였으며 산소와 질소가스의 양은 최대 50

sccm까지 조절 가능하게 하였다. 곡률이 생겨있는 안경렌

즈의 양면에 동일한 두께가 증착되게 함과 동시에 플라즈

마 온도로 인한 CR-39 렌즈의 변형을 막기 위하여 target

과 substrate의 간격은 12.5 cm에서 20 cm로 가변될 수 있

도록 설계하고 제작하였다.

2. Turbo pump 사용

일반적으로 전자빔 증착장치를 이용하는 코팅 장비의

경우 고진공 pump로 확산 펌프(diffusion pump)를 주로

Table 2. Blue color mirror coating design for Ophthalmic lens

Layer Material Packing Density Refractive Index
Extinction
Coefficient

Optical Thickness 
(QWOT)

Physical Thickness 
(nm)

Substrate Glass 1.52092 0

1 Si3N4 1 2.03825 0 0.819835 51.28

2 SiO2 1 1.4618 0 0.613704 53.53

3 Si3N4 1 2.03825 0 0.885709 55.4

4 SiO2 1 1.4618 0 0.775506 67.64

5 Si3N4 1 2.03825 0 2.17193 135.86

6 SiO2 1 1.4618 0 0.649056 56.61

Medium Air 1 0

Table 3. Green color mirror coating design for Ophthalmic lens

Layer Material Packing Density Refractive Index
Extinction 
Coefficient

Optical Thickness 
(QWOT)

Physical Thickness 
(nm)

Substrate Glass 1.52092 0

1 Si3N4 1 2.03825 0 1.336252 83.59

2 SiO2 1 1.4618 0 1.660877 144.86

3 Si3N4 1 2.03825 0 0.18899 11.82

4 SiO2 1 1.4618 0 1.489607 129.93

5 Si3N4 1 2.03825 0 1.438901 90.01

6 SiO2 1 1.4618 0 1.013119 88.37

Medium Air 1 0

Fig. 2. Simulation of various mirror coating using SiO2 and
Si3N4 thin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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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다. 확산 펌프의 경우 펌프내에 오일을 사용하기 때

문에 코팅시 오일의 역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비 셋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오일의 역류를 막기 위

한 장치로 확산펌프 상단에 water baffle을 설치하게 된다.

또한 오일 역류를 막는 역할과 pumping speed를 향상시키

기 위해 polycold, LN2 trap이 같이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장치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오일역류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며 간혹 오일역류에 의해 렌즈에서 홍점(오일방

울이 렌즈에 묻어 붉게 보이는 현상)이라고 불리는 결함

이 발생되곤 한다. 고품질의 렌즈 제작을 위해 본 연구에

서는 고진공 펌프로 오일이 없는 turbo pump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3. 치구 제작

제작된 치구는 그림 5와 같으며, 안경렌즈 직경 80 mm

까지 꽂을 수 있는 렌즈홀더 구멍이 4개가 있어 최대 2조

의 안경렌즈를 코팅할 수 있다. 진공 pump 작동 시 치구

앞쪽에 있는 가스를 원활하게 뽑게 하기 위하여 렌즈홀더

구멍과 구멍사이에는 렌즈홀더 직경에 약 반이 되는 구멍

을 4개 뚫어서 치구를 제작하였다. 또한 안경렌즈 코팅 시

코팅박막의 균일함을 얻기 위해서 치구를 회전할 수 있도

록 하였다.

4. Sputter 장비 전체사진

그림 6은 제작된 sputtering 장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6과 같이 왼쪽 상부에 코팅 chamber가 있는 구조이다. 챔

버 도어의 위쪽으로 가스라인이 들어가게끔 설계되었으다.

도어의 앞쪽과 챔버의 뒤쪽에 cathode가 위치하고 있으며,

cathode 앞쪽으로 전원라인과 냉각수 라인이 장착되어 있다.

챔버 도어의 오른쪽으로는 chamber 창이 있으며 밑으로(사

진에서는 안보임)는 turbo pump와 rotary pump가 있다.

챔버의 우측 부분은 챔버 및 코팅을 제어하는 제어부 부

분이다. 상부에는 모니터와 자판이 있는데, 이들을 사용하

Fig. 3. Cathode using two Si target, one at the front and one
at the back.

Fig. 4. Turbo pump attached to the small magnetron sputtering
apparatus.

Fig. 5. Sample holder capable of coating four Ophthalmic
lenses at the same time.

Fig. 6. small magnetron sputtering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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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sputtering 장치 전체를 제어할 수 있다. 모니터의 하단

부는 아르곤, 산소, 그리고 질소가스의 주입양을 제어하는

제어부이다. MFC(mass flow controller)를 이용하여 코팅

시 가스양을 조절할 수 있다. MFC 하단부에 진공 게이지

가 있어 chamber 내의 진공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그 아

래에는 power supply가 있어 코팅 시 전류와 전압 및 주

파수와 duty를 조절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결 론

스퍼터링법을 이용하여 고품질 고기능, 고객만족의 안

경렌즈를 코팅하기 위해 소형 sputter coating system의

target 종류를 설계하고, sputter coating system을 제작하였

다. 또한 Essential Macleod program을 이용하여 sputter

system의 target 설계를 고려하였다. Ccompact한 챔버 사

이즈 및 AR 코팅, mirror 코팅이 모두 가능하게 하기 위

해 단일 Si target을 결정하였다.

결과적으로 AR 코팅의 최적조건은 {[air|SiO2(81.3)|Si3N4

(102)|SiO2(19.21)|Si3N4(15.95)|SiO2(102)|glass]이며, 가시영

역 430 nm와 610 nm 근처에서 반사율은 거의 0%에 가까

우며 510 nm 영역에서는 약 1%의 반사율이 나타나는 전

형적인 안경용 AR 코팅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mirror 코팅의 경우 전산모의를 한 결과, blue, green, gold

color 코팅의 최적조건은 각각 다음과 같다. blue: [air|
SiO2(56.61)|Si3N4(135.86)|SiO2(67.64)|Si3N4(55.4)|SiO2(53.5

3)|Si3N4(51.28)|glass], green: [air|SiO2(66.2)|Si3N4(22.76)|SiO2

(56.58)|Si3N4(140.35)|SiO2(152.35)|Si3N4(70.16)|SiO2(121.8

7)|glass], gold: [air|SiO2(83.59)|Si3N4(144.86)|SiO2(11.82)|Si3N4

(129.93)|SiO2(90.01)|Si3N4(88.37)|glass], 여기서 ( ) 안의 숫

자는 각층의 물리적 두께를 의미하며, 단위는 nm 이다.

Sputtering 장비의 설계 시 다음과 같은 이슈를 고려하였

다. 첫째 compact한 장비를 제작하기 위해 단일 Si target

을 이용한 코팅 공정을 고려하였다. 둘째 안경렌즈의 전·

후면을 동시에 코팅하여 코팅시간을 줄이고자하였다. 셋

째 안경렌즈의 곡률에 따른 양면의 두께 불일치도를 최소

화하기 위해 target와 substrate의 간격은 12.5 cm에서 20 cm

로 가변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하였다. 넷째 안경렌즈 직경

80 mm까지 꽂을 수 있는 렌즈홀더 구멍이 4개가 있어 2

조의 안경렌즈를 코팅할 수 있다. 다섯째 렌즈홀더 구멍과

구멍사이에는 렌즈홀더 직경에 약 반이 되는 구멍을 4개

뚫어나 진공 펌프 작동 시 치구 앞쪽에 있는 가스를 원활

히 뽑히게 하였다. 여섯째 안경렌즈 코팅 시 코팅박막의

균일함을 얻기 위해서 치구를 회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곱째 오일역류에 의한 제품 불량을 없애기 위해 고진공

펌프로써 turbo pump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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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and Fabrication of Sputter Coating System for Ophthalmic L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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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design and fabricate the small sputter coating system for the Ophthalmic lens. Methods: The design
of sputter target was done using macleod program for AR coating and mirror coating of Ophthalmic lens with Si
target and then the sputter system was fabricated. Results: The optimum condition of AR coating with Si target
was [air|SiO2(81.3)|Si3N4 

(102)|SiO2(19.21)|Si3N4(15.95)|SiO2(102)|glass], for blue color mirror coating
[air|SiO2(56.61)|Si3N4(135.86)|SiO2(67.64)|Si3N4(55.4)|SiO2(53.53)|Si3N4(51.28)|glass], for green color coating
[air|SiO2(66.2)|Si3N4(22.76)|SiO2(56.58)|Si3N4(140.35)|SiO2(152.35)|Si3N4(70.16)|SiO2(121.87)|glass], for gold color
[air|SiO2(83.59)|Si3N4(144.86)|SiO2(11.82)|Si3N4(129.93)|SiO2(90.01)|Si3N4(88.37)|glass]. Conclusions: In the fabrica-
tion of sputtering coating apparatus, Dual cathode with same Ti target were coated at the same time on both sides
of Ophthalmic lens to lessen the time of coating on Ophthalmic Lens and save the cost of the lens. The distance
of target-substrate of cathode was variable from 12.5 cm to 20 cm. Turbo pump was used to take the whole coat-
ing process about 15 min. instead of diffusion pump. The lens holder was made to coat 2 pairs lens every coating
and was rotated to get the uniformity of thin film.

Key words: Ophthalmic lens coating, Si target, Small sputtering apparatus, AR coating, mirror coa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