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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 지식정보사회에는 인터넷의 발달과 

보급으로 대량의 정보가 공유 및 전달되면서 

모든 산업분야에 정보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으

며, 지식정보기반의 사회구조로 빠르게 바뀌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의 정보가치 향상과 

함께 부정적인 측면으로 무분별한 정보전달과 

사용량에 따라 개인의 정보침해 및 유출, 불법

복제 피해가 극심해지면서 사용상의 보안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1 

현재 정보보안기술이 적용된 일반적인 제

품으로는 신용카드, 여권, 주민등록증 등 일상

생활에서 사용되는 물품들 또한 개인의 정보보

안을 위한 암호/인증이 필수 요건으로 자리매

김하였다. 마이크로 스케일의 2 차원 패턴 구조 

또는 3 차원 구조물을 이용하여 광학 패턴인식

을 통해 암호화 및 인증방식을 적용하여 복제 

불가능한 보안제품과 특수목적의 암호화, 일회

용 비밀번호, 공개키 방식의 암호화로 발전시

켜 개인의 정보보안 및 인증에 사용 할 수 있

다.2,3 

본 연구에서는 전사방식의 미세광조형 기

법을 사용, 미세구조물을 제작하고 구조물 패

턴 형상을 이용하여 광학 패턴인식을 통해 정

보 보안용 미세구조물을 제작하고자 한다.  

  

2. 전사방식의 미세광조형 시스템(PμSL) 
 

미세 구조물을 제작하기 위해 Fig. 1 와 

같이 전사방식의 미세광조형 시스템(Projection 

microstereolithography: PµSL)을 이용하였다.4  

 

Fig. 1 Schematic diagram of Projection 

microstreolithographic system  

 

미세 구조물의 패턴 형태를 이용하여 

원하는 이미지패턴을 제작하기 위하여 동적 

패턴 이미지 생성기인 DMD(Digital Micromirror 

Device)를 사용하였고 모델링 된 3 차원 

이미지를 STL 파일로 변화하여 슬라이싱 된 

비트맵 단면이미지를 DMD 에 입력 하여 UV-

Lamp 의 광원이 조사되어 광학 렌즈들을 

통과하여 축소 된 패턴 광으로 레진에 

조사되어 경화된다. 사용된 레진은 낮은 

점성의 Isobomyl acrylate(IBXA)와 높은 광 

투과율(90%)과 광 반응성을 나타내는 

Hexanediol diacrylate(HDDA) 그리고 분자량이 

높고 광 경화 수축이 작은 Bisphenol-A-

ethoxylated diacrylate(BED) 를 8:1:1의 질량비로 

혼합해 제작하였다.  

 

3. 미세 구조물 제작 및 인식 
 

미세 구조물 패턴인식을 하기 위해서 광 

미세구조물을 이용한 광응용 패턴인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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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과율이 좋은 레진을 사용하여 2 X 3 의 패턴 

구조물을 전사방식의 미세광조형 시스템을 

이용하여 Fig.  2와 같이 제작하였다.  

Fig. 2 A staked microstructure using micro-

streolithographic system (side view) 

 

측면에서 CCD 카메라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을 때 중앙부의 구조물의 높이는 200 

um 의 원기둥 형태이고 나머지 배열은 특정 

각도(15 °)로 비스듬한 경사면인 구조물을   

제작하였다. 

정보보안용 구조물로 이용하기 위해서 

특정 패턴의 이미지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하는 형태의 패턴 구조물만 특정 

각도로 제작하고 나머지 배열은 랜덤한 형태의 

배열로 제작한다면 특정 각도일 때에 입력한 

이미지 패턴이 나타날 수 있게 할 수 있다.  

CCD 카메라를 이용하여 정면에서 측정할 

때 Fig. 3 (a)와 같이 원형의 구조물이 일정한 

배열의 패턴이미지로만 인식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일정한 거리에서 빛을 비추고 특정 

각도에서 CCD 카메라로 측정하였을 때 특정 

각도로 배열된 이미지 패턴이 CCD 카메라에 

나타나게 되고 다른 각도의 구조물은 Fig. 3 

(b)와 같이 구분이 되게 나타나게 된다. 

 

           (a)                   (b) 

Fig. 3 (a) Microstructures image using CCD camera 

(b) Image by optical application    

측정된 이미지를 이용하여 정보처리용 

데이터로 이용하기 위하여 그레이 스케일로 

변화하거나 디지털정보로 변환하여 데이터로 

이용한다면 정보보안용 구조물로 이용할 수 

있고 정보보안을 위해 원본이미지의 암호화나 

특정 정보 키(각도)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인덱스 키와 같은 암호화 방법을 적용한다면 

마이크로 구조물을 이용하여 다양한 

정보보안용구조물로 응용될  수 있다.  

 

4. 결론 
 

미세구조물의 패턴 형태를 빛을 이용하여 

CCD 카메라로 측정하였을 때 임의의 각도로 

비스듬히 만들어진 구조물과 200um 높이로 

적층 된 구조물간의 패턴 이미지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그레이 스케일 또는 디지털 정보로 

변환하면 정보보안 및 인증용 패턴 이나 

구조물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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