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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성부로서 종이, 판지, 직물 및 폴리머 시트의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임프린트 가능한 기재, 및 인쇄 잉크, 보안 쓰레

드, 윈도, 섬유, 플랑셰트, 호일, 및 데칼의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적어도 제2 구성부를 포함하는 보안 문서, 예컨대 지폐, 수

표, 신분증, 접속 카드, 보안 라벨 또는 패키징이 개시되는데, 여기에서, 동일한 보안 요소는 적어도 먼저 이의 구성부들 중

하나에 포함되며, 두번째로는 이의 구성부들 중 다른 것에 포함된다. 보안 문서의 제조 방법은 동일한 보안 요소가 적어도

먼저 제1 단계에서 상기 문서의 한 구성부에 적용되며, 제2 단계에서 적어도 두번째로 상기 문서의 다른 구성부에 적용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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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1 구성부로서 기재 (P)와 적어도 다른 구성부 (1,2,3), 및

구성부 (P,1,2,3) 중 하나에 적용되거나 이에 포함되는 제1 보안 요소 (S)

를 포함하는 보안 문서로서,

식별가능한 특성을 갖는 상기 보안 요소 (S)는 상기 특성의 존재로 인해 상기 보안 문서를 위한 제1 인증 특징으로서 작용

하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식별가능한 특성을 가지는 적어도 추가의 보안 요소 (S)는 제2 보안 특징으로서 구성부 (P,1,2,3) 중 적

어도 다른 하나에 적용되거나 이에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보안 요소 (S)는 제3 보안 특징으로서 이들의 특성 비교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구성부 (P,1,2,3)에 적용되거나 첨가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 문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제1 보안 요소와 추가의 보안 요소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 문서.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보안 문서는 지폐, 수표, 신분증, 접속 카드, 보안 라벨 또는 패키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

안 문서.

청구항 4.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기재 (P)는 종이, 판지, 직물, 호일, 인쇄층 및 폴리머 시트로 이루어진 군으로부

터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 문서.

청구항 5.

제1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기타 구성부 (1,2,3)는 인쇄 잉크, 보안 쓰레드(security thread), 윈도

(window), 섬유, 플랑셰트(planchette), 호일 및 데칼(decal)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

문서.

청구항 6.

제1항 내지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요소 (S) 중 하나 이상은 잉크 또는 코팅 내에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보안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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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1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요소 (S) 중 하나 이상은 기재 (P) 또는 이의 구성부들 중 하나에 포함

하거나 적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 문서.

청구항 8.

제1항 내지 제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기재 (P)는 교대하는 폴리머 및 코팅층의 구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 문서.

청구항 9.

제1항 내지 제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요소 (S)는 시변각(optically variable) 안료, 다층 박막 간섭 안료, 액

정 안료, 홀로그래픽 안료, 간섭 코팅된 입자, 열크롬 안료, 광크롬 안료, 발광성 화합물, 적외선 흡수 화합물, UV-흡수 화

합물, 자성 화합물, 미세 조판성(micro-engraved) 또는 미세 직물 조직성(micro-textured) 플레이크 안료, 및 법의학용

표시 화합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 문서.

청구항 10.

제1항 내지 제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요소는 변환 보안 요소들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보안 문서.

청구항 11.

제1 구성부로서 기재 (P)와 적어도 다른 구성부 (1,2,3)를 포함하는 보안 문서의 제조 방법으로서,

이는 구성부 (P,1,2,3) 중 하나에 제1 보안 요소 (S)를 적용하거나 첨가함으로써 제조되며,

식별가능한 특성을 갖는 상기 보안 요소 (S)는 상기 특성의 존재로 인해 상기 보안 문서를 위한 제1 인증 특징으로서 작용

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식별가능한 특성을 가지는 적어도 추가의 보안 요소 (S)는 제2 보안 특징으로서 구성부 (P,1,2,3) 중 다

른 하나에 적용되거나 첨가되며,

제1 보안 요소 및 추가의 보안 요소 (S)는 제3 보안 특징으로서 이들의 특성 비교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구성부 (P,1,2,3)에

적용되거나 첨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보안 요소 (S)를 보안 문서의 2 이상의 다른 구성부 (P)에 적용 또는 첨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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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 또는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요소 (S) 중 하나 이상은 코팅 또는 인쇄 방법에 의해 구성부 (P,1,2,3)에 적용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4.

보안 문서 중 2 이상의 다른 구성부 (P,1,2,3)내에 또는 그 위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특성을 가지는 제1 보안 요소 및 적어

도 추가의 보안 요소 (S)의 용도.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제1 보안 요소 및 추가의 보안 요소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1 보안 요소 및 적어도

추가의 보안 요소 (S)의 용도.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예컨대 지폐, 수표, 신분증, 접근 인증서 또는 증명서, 보안 라벨 또는 패키징 등의 보안 문서 분야에 관한 것이

다. 본 발명은 통용되는 보안 요소 또는 특징을 이용한 "보안 사슬(security chain)"의 주문형 제작(customization)을 통

해, 위조, 특히 보안 문서의 제조 단계의 요소 (종이, 잉크, 등)의 다양성과 관련된 위조에 대한 향상된 방지성을 가지는 위

조 문서, 상기 문서의 제조 방법 및 독립적인 청구항들에 따른 관련 보안 특징을 위한 보안 요소의 용도를 제공한다.

배경기술

보안 문서, 예컨대 지폐 또는 신분 확인 문서와 같이 위조에 대해 높은 방지 효과를 필요로 하는 특히 수명이 긴 보안 문서

는 보통 다른 보안 요소들 (보안 특징들)의 여러 층들로 보호되는데, 이들은 다른 기술 분야에서 선택되며, 다른 공급자들

에 의해 제조되고, 보안 문서의 다른 구성부들로 구체화된다. 이런 보안 문서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위조범들은 모든 암시

화된 물질을 수득하고 달성하기 힘든 일이지만 모든 필요한 처리 기술에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로서, 지폐의 제조는 특별한 지폐 종이 (투명무늬, 보안 쓰레드(security thread), 섬유, 플랑셰트(planchette), 발광성

입자, 윈도(window), 호일, 데칼(decal), 코팅 등)를 필요로 하는데, 이는 전용 음각 인쇄 및 기타 고-보안 인쇄 장비를 이

용한 특정 잉크(보안 염료, 안료 및 추가의 보안 첨가제를 포함할 수 있다)로 임프린트 되어야만 한다. 시판되는 인쇄 적용

물과는 반대로, 보안 인쇄는 동일한 문서 상에 함께 조합되는 여러 다른 인쇄 기술들에 의존한다. 보다 최근에는, 지폐도

전용 장비에 의해 적용되어야만 하는 특정 호일 및 기타 첨가물(add-on)을 포함한다. 지폐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물질 및

장비는 특정 공급자로부터만 이용가능하며, 지폐는 숙련된 작업자에 의해 고-보안 인쇄 작업으로 제조된다.

보안 쓰레드는 지폐 및 기타 보안 문서를 위한 위조 방지 종이의 다른 통상적인 요소이다. 삽입된 보안 쓰레드는 i) 이들이

종이 또는 기재 제조업자에 의해 제조될 수 없지만, ii) 이들은 기재의 제조 단계 동안, 종이 밀(mill)에서 인쇄 기재로 혼입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위조하기 특히 어렵다. 이러한 두 다른 제조 기술에의 필수적 접근은 과거의 위조범들이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어서; 이들은 용이하게 발견될 수 있는, 인쇄 속임수로 보안 쓰레드를 모방하거나, 인증 보안 종이를 변환 또

는 강탈해야만 했다. 후자가 현재 보안 문서에 있어 특히 위협이 되고 있다.

화폐용 제1 세대 보안 쓰레드는 금속 또는 금속성 폴리머-스트립이었으며, 이는 화폐 종이에 전체적으로 묻혀있고, 반투

명성인 이를 육안으로 보거나, 또는 해당 장치를 이용하여 이의 전기적 또는 자성 특성을 검출함으로써 식별가능하였다.

보안 쓰레드의 보다 정교한 버전은 EP 059 056 A1 (A. J. Tooth 및 N. Pask); EP 518 740 B1 (M. Camus); EP 625 431

B1 (H. Muck 및 S. Harms) 및 기타 문헌에 개시된 윈도 쓰레드(window-thread)를 포함한다. 윈도 쓰레드는 종이에 부분

적으로 묻혀있고 종이의 표면에 부분적으로 노출되어 있어서, 종이 표면에서 나타나는 부위에서 보안 쓰레드의 명백한 보

안 특징의 직접적인 시각적 인증을 허용한다. 이러한 시각적 인증 능력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다수의 임프린트 및/또는 선

택적으로 탈금속화된 쓰레드들이 당업계에 개시되어 있으며, 이들은 이제 지폐 종이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된다 (예를

들어 H. Muck 및 S. Harms; EP 625 431 B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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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쓰레드의 임프린트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혼입된 보안 요소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 쓰레드들은 바람직하게는 폴리

에스테르 호일 또는 다른 적절한 플라스틱 물질의 두 얇은 층들 사이에 포함된 보안 요소를 가지는, 적층된 샌드위치로서

제조된다. 이러한 적층된 쓰레드들은 US 5,324,079 및 US 5,509,691 에 W. Kaule 등에 의해 개시되었다. 유사한 UV-

또는 E-빔 적층된 쓰레드들은 EP 1 348 576 A2 에 J. Hilburger 등에 의해 추가로 개시되었다. 상기 적층된 쓰레드들은

모든 유형의 보안 요소 예컨대 적외선 흡수제, 발광성 화합물, 자성 화합물, 금속층, 및 시변각층을 포함할 수 있다.

시변각 간섭 코팅을 포함하는 특정의 적층된 윈도 쓰레드는, J.N. Disano 등에 의해 US 6,447,630 에 개시되어 있다. 상기

간섭 코팅은 캐리어 플라스틱 시트 상에 다층 간섭 스택의 고진공 증착으로 제조되며, 이어서 이에 대해 제2 플라스틱 시

트를 적층함으로써 보호된다. 시야각에 따라 색상을 변화하는 상기 시변각 쓰레드를 포함하는 화폐 종이는, 캐나다 회사인

AGRA Vadeko Inc.에 의해 현재 제조되며, 자홍색 내지 녹색 색상-변이 쓰레드를 포함하는 100 NTD (신타이완달러,

New Taiwan Dollar) 등 기타의 꽤 많은 화폐에 사용되어 왔다. Vadeko 윈도 쓰레드는 이들의 상응하는 색상 변이를 가지

는 다수의 다른 베이스 색상으로 이용가능하다.

실제로 화폐 또는 기타 보안 문서의 제조에 있어서 함께 첨가되는 다른 요소들의 소스를 보안하는 것에 관한 발행 당국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는 상호적으로 상응하는(통용되는) 보안 요소(특징)을 이용하여, 즉 다른 제조 단계들 및 위치

에서 보안 문서의 다른 구성 요소들에 도입된 2 이상의 보안 요소들 사이에서 의도적으로 일치시킴으로써 가능하다.

WO 98/55333 A1 은 색상과 그 주변의 가시광선 스펙트럼 범위의 광택(즉 지폐 종이)을 매치시키는 윈도 쓰레드를 개시

하는데, 이는 따라서 인간의 나안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추가로 인증 목적을 위한 변환 보안 요소, 예컨대 UV-광으로 여기

되며, 가시광선 스펙트럼 범위 내외로 더 긴 파장의 빛을 방출하는 발광성 화합물을 포함한다. 그러나, 상기 보안 쓰레드는

변환된 화폐 종이 등의 순간적인 시각적 검출을 허용하지는 않는다.

통용되는 보안 요소 또는 특징의 다른 예는 J.C. Taylor 등에 의해 WO 98/15418 A1에 개시되는 "자기 인증(Self-

verifying) 보안 문서" 이다: 보안 문서, 예컨대 지폐는, 플라스틱 윈도 및 기재 상에 인쇄된 표시물(indicia)을 포함한다. 상

기 윈도의 플라스틱은 광학 필터를 나타내는 염료를 포함하며, 상기 표시물은 구조 이성의 색상 쌍으로서, 즉 인간의 나안

에 의해 식별될 수 없는 두 약간 다른 색상의 잉크를 사용하여 인쇄된다(예를 들어 제1 황색 및 제2 황색). 상기 지폐의 플

라스틱 윈도가 상기 구조 이성의 인쇄 표시물에 대해 접어지는 경우, 이들 일부는 가시적이나, 일부 나머지들은 보이지 않

는데, 이는 이들에 반사되는 빛이 플라스틱 윈도에 의해 여과되어 나가기 때문이다. "자기 인증" 효과가 적당히 작용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윈도 (기재의 제조동안 도입됨) 내의 염료 및 인쇄 잉크 내의 구조 이성의 안료의 쌍 (잉크 제조업자에

의해 제공되며 인쇄 작업에서 적용됨)이 일치가 되어야 한다.

통용되는 보안 특징의 완성은 화폐 상의 시변각 잉크(OVI )의 경우에 있어서 특정 가치를 가질 수 있다. 통용되는 OVI

보안 특징은 화폐 인증의 신속하고시각적인 이중 체크를 가능하게 하는 주목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이미 언급된 100

NTD (신타이완달러)는, 상기 자홍색 내지 녹색 색상-변이 윈도 쓰레드 이외에도, 자홍색 내지 녹색의 음각 인쇄-인쇄

"100" OVI 액면가를 포함한다. 그러나, 보안 요소들 모두의 일치성, 즉 색상과 각 의존 색상-변이와 관련한 이들의 매칭

은 교차 인증을 허용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이는 보안 요소들 모두는 서로 독립적으로 선택되며, 따라서 다른 명세 사항과

성질을 가진다는 사실의 결과이다.

상기 주목할 만한, 시변각 보안 쓰레드는 균일한, 네이티브 박막 다층 간섭 스택을 포함한다. 반면, 시변각 음각 인쇄는, 시

변각 안료의 박막 간섭 작은판의 불완전하게 재구성된 층을 포함한다. 기민한 사용자가 상기 100 NTD 지폐에 대해 육안

및 기울여서 볼 수 있는 유일한 관찰은 보안 쓰레드 및 액면가 상에 자홍색 내지 녹색 색상 변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는 상기 두 시변각 보안 요소들이 동일한 공통의 소소로 추적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일치하는가는 결정할 수

없을 것이다.

지폐의 제조에 포함되는 다양한 구성요소들, 예컨대 종이, 인쇄된 잉크, 및 다양한 첨가물의 인증을 추적을 위해서, 다른

위치들에서 이러한 여러 구성요소들에 적용되는 동일한 보안 요소들을 가지는 것이 매우 바람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

변각 보안 요소를 포함하는 잉크는 보안 쓰레드에 첫번째로 제공될 수 있으며, 두번째로는 지폐 기재 상에 적절한 인쇄 디

자인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어, 두가지 모두의 용이한 시각적 비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기타 이점들 중에서도, 결정

된 화폐판과 액면가를 위한 지폐 기재 제조의 양호한 제어 및 주문형 제작을 허용하여, 발행 당국이 화폐 종이 및 잉크 변

화에 대해 대처하게끔 도움을 준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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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다른 구성요소들에 대해 보안 요소로서 구체화된 통용되는 보안 특징을 가지는 보안 문서를 개시한다. 상기 보

안 요소는 잉크 또는 코팅 조성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명백 (즉 인간의 나안에 가시적)하거나 변환 (즉 장비를 이용

해야만 가시적이거나 검출가능) 유형일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보안 요소는 시변각 요소, 예컨대 다층 박막 간섭 안

료들의 군으로부터 선택된다. 이들의 이중 혼입은 상기 화폐 기재 상에 적용되는 예컨대 보안 쓰레드, 섬유, 플랑셰트, 윈

도, 호일 또는 데칼, 및/또는 인쇄 표시물과 같은 이의 구성요소와 화폐 기재 사이에 모호하지 않은 연결을 형성하는 것을

허용한다.

상기 통용되는 보안 특징은 2회 이상, 보통 첫번째는 기재 또는 기재의 구성요소의 제조 동안에, 두번째는 기재의 임프린

팅 동안 잉크 또는 코팅을 통해 도입되는 보안 요소들에 의해 구체화된다. 통용되는 보안 특징은 잉크 또는 인쇄 기재와 같

은 보안 문서의 구성부의 변환 또는 위조가, 명백한 특징의 경우에 인간의 나안에 순간적으로 명백할 수 있거나, 변환된 특

징의 경우에는 해당 장치를 이용하여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주문 제작 및/또는 용도 특이적으로 제조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변환된 화폐 구성요소들, 예컨대 종이, 잉크 또는 호일의순간적인, 시각적인 또는 장비적 검출을 허용하

는 통용되는 보안 특징을 수반하는 보안 문서, 상기 보안 문서의 제조 방법 및 보안 특징으로서 보안 요소의 용도에 관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안 문서는 동일한, 잉크 기재의 보안 요소, 바람직하게는 시변각 요소가, 첫번째로 보안 문서

의 기재 또는 보안 쓰레드, 윈도, 호일, 등과 같은 이의 구성요소들에 포함되고, 두번째로는 상기 보안 문서의 기재 상에서

잉크 또는 코팅 인쇄에 포함되도록 개시된다. 상기 기재는 여기에서 종이-, 판지-, 직물- 또는 폴리머-기초의 기재일 수

있다.

본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서, 용어 "보안 요소" 는 인증 목적을 위해 보안 문서에 포함될 수 있는, 특정의 물질, 예컨대 박

막 간섭 안료, 발광성 물질, 스펙트럼 선택적 흡수제 등에 사용된다. 용어 "식별가능한 특성" 은 본 발명의 관점에서 보안

요소에 의해 나타나는 시각적인 및/또는 기타 효과, 예컨대 각 의존 색상 변화, 빛 방출, 반사, 전기적 또는 자성 특성, 흡수,

온도 의존 변화, 및 센서 또는 인간, 특히 인간의 나안에 의해 식별가능할 수 있는 기타 물리적 현상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보안 문서, 예컨대 지폐, 수표, 신분증, 접속 카드, 보안 라벨 또는 패키징은, 제1 구성부로서 종이, 판지,

직물 및 폴리머 시트의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기재, 및 적어도 다른 구성부로서, 인쇄 잉크, 보안 쓰레드, 윈도, 섬유, 플랑셰

트, 호일, 및 데칼의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포함한다. 상기 보안 문서는 이의 구성부들 중 하나에 적용되거나 첨가되는

제1 보안 요소를 가지며, 상기 보안 요소는 식별가능한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특성은 시변각 안료의 시야각 의존 색상 변

화, 열크롬 또는 광크롬 물질의 색상 변화, 또는 자성 물질의 이력 현상의 형태일 수 있으며, 이는 보안 문서에 대한 첫번째

보안 특징으로서 작용한다. 용어 "구성부에 보안 요소의 첨가" 는 상기 구성부에 보안 요소를 부착 또는 혼입시키는 것을

특히 포함한다.

적어도 추가의 보안 요소가 제1 보안 요소로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특성을 가지는, 보안 문서의 적어도 다른 구성부들 중에

적용 또는 첨가된다. 이러한 기타 보안 요소는 보안 문서에 대해 제2 보안 특징으로서 작용한다. 본 문맥에서, 용어 "실질

적으로 동일한" 은 예를 들어 시변각 안료의 시야각 색상 의존도 또는 자성 이력 현상의 형태가 비록 보안 요소들이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안 문서에 대한 명세 사항 내에서는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가로, 보안 요소는 이들의 특성이 비교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안 문서의 구성부들에 적용되거나 첨가된다. 상기 비교는

보안 요소들 사이의 일치성을 확인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제3 보안 특징으로 작용한다. 보안 요소들이 이

들의 화학적 또는 물리적 조성에서 다른 경우, 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원에서 거론된 바와 같은 인증 목적을 위해 사용

될 수 있는 비교 가능한 특성을 가지도록 달성되어야 한다.

보안 문서의 다른 구성부들에 적용되거나 첨가되는 보안 요소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 바람직한데, 이는 동일한 식별가

능한 특성 뿐만 아니라 동일한 화학적 및/또는 물리적 조성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상기 보안 요소 중 하나 이상은 또한 바람직하게는 잉크 또는 코팅 내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코팅 조성물은 다양한

여러 다른 물질들의 적용을 위해 제제화될 수 있어, 필요한 상기 보안 요소용 2 이상의 벡터를 위한 이상적인 선택을 나타

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보안 요소를 위한 벡터는 본원에서 보안 요소를 포함하는 캐리어 물질로서 이해되며, 적용되

는 것이 허용된다.

특정의 구체예에서, 하나 이상의 상기 보안 요소는 먼저 상기 기재 자체에 적용 또는 첨가되며, 보안 쓰레드, 윈도, 섬유, 플

랑셰트, 호일, 및 데칼의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이의 구성요소들에 적용 또는 첨가된다. 상기 구성요소는 본원에서 추가로

교대하는 폴리머 및 코팅층의 적층된 샌드위치 구조를 포함할 수 있다. 예컨대 US 5,324,079; US 5,509,691 및 E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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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576 A2 에 개시된 것과 같은 적층된 또는 UV-결합된 폴리머-코팅-폴리머 샌드위치 호일은, 특히 예를 들어 보안 쓰

레드가 인쇄 기재에 혼입되는 경우의 기재 제조 공정 동안 발생하는 환경의 불리한 영향으로부터 이들의 내부에 포함된 보

안 요소들을 보호하는 이점을 가진다.

그러나, 상기 보안 요소는 또한 예를 들어 EP 490 825 B1 의 개시에 따라 종이 밀에서 이를 제조하는 공정 동안 상기 기재

에 적용된 코팅에 먼저 포함될 수 있다.

상기 보안 요소는 바람직하게는 두번째로 보안 인쇄기로 상기 임프린트 가능한 기재 상에 인쇄된 잉크 또는 코팅에 포함된

다. 보안 인쇄는 일반적으로 보안 문서의 제조 단계에서는 마무리 단계이며, 이러한 이유로 보안 사슬의 마무리를 위한 바

람직한 단계는 상기 보안 요소의 2차 적용에 의한다.

상기 보안 요소는 명백 (즉 인간의 나안에 가시적)하거나 또는 변환 (즉 장비를 이용하여 가시적인) 성질일 수 있으며; 이들

은 바람직하게는 시변각 안료, 다층 박막 간섭 안료, 액정 안료, 홀로그래픽 안료, 및 간섭코팅된 입자로 이루어진 군으로

부터 선택된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이들은 다층 박막 간섭 안료들의 군으로보투 선택되며, 가장 바람직하게는 (금속성) 반

사기/유전적/흡수제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는 안료들의 군으로부터 선택된다.

그러나, 상기 보안 요소는 또한 열크롬 및 광크롬 안료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발광성, 적외

선 흡수, UV-흡수, 및 자성 화합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또한 추가로, 이는 미세 조판성(micro-

engraved) 또는 미세 직물 조직성(micro-textured) 플레이크 안료, 및 법의학용 표시 화합물로 이루어진 변환 보안 요소

의 군으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상기 보안 요소들을 포함하는 잉크 또는 코팅은 추가적으로 모든 유형의 추가의 명백하고

변환된 보안 요소들을 포함할 수 있다. 디자인 요소, 예컨대 모티브, 표시물, 새끼 무늬(guilloche), 로고 등도 이들 사이의

통용을 강화하기 위해, 상기 보안 요소의 2 이상의 벡터에 도입될 수 있다.

제1 구성부로서 종이, 판지, 직물 및 폴리머 시트의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임프린트 가능한 기재, 및 인쇄 잉크, 보안 쓰레

드, 윈도, 섬유, 플랑셰트, 호일, 및 데칼의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적어도 제2 구성부를 포함하는 보안 문서, 예컨대 지폐, 수

표, 신분증, 접속 카드, 보안 라벨 또는 패키징의 제조 방법이 추가로 개시된다. 상기 방법에 따르면, 식별가능한 특성을 지

니는 보안 요소는 상기 문서의 한 구성부에 적용 또는 추가되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식별가능한 특성을 지지는 적어도 추

가의 보안 요소는 식별가능한 특성의 비교가 가능한 방식으로 상기 문서의 적어도 다른 구성부에 적용 또는 첨가된다.

상기 방법에서 보안 문서의 2 이상의 다른 구성부에 동일한 보안 요소를 적용 또는 첨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나 이상의 상기 보안 요소는 바람직하게는 코팅 절차를 통해 적용되는데, 가능하게는 먼저 기재 자체 또는 상기 기재의

구성요소에 적용되며, 상기 기재의 상기 구성요소는 본원에서 보안 쓰레드, 윈도, 섬유, 플랑셰트, 호일, 및 데칼로 이루어

진 군으로부터 선택될 수 있으며, 두번째에는 보안 인쇄기에 의해 상기 임프린트 가능한 기재 상에 인쇄를 통해 적용된다.

모든 방법의 코팅 또는 인쇄가 또한 상기 보안 요소를 적용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데, 음각 인쇄, 오프셋, 활판인쇄, 스크린

-, 플렉소, 그라비어, 또는 잉크젯 인쇄, 등 뿐만 아니라 롤-, 슬릿-, 스프레이- 또는 분말-코팅 등이 주목할 만하다.

개시된 방법은 보안 사슬에 보다 직접적으로 종이- 또는 기재-제조 단계를 연결시키는 효과를 가지는데, 이는 보안 기재

또는 보안 기재의 구성부, 및 보안 인쇄기에 의해 상기 보안 기재 상에 인쇄된 하나 이상의 보안 요소 사이에 주문 제작가

능한 연결을 야기함으로써 가능하다.

보안 문서의 2 이상의 다른 구성부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특성을 가지는 제 1 및 적어도 추가의 보안 요소의 용도가 추가로

개시된다. 보안 문서의 2 이상의 다른 구성부들에 내에 또는 그 위에 동일한 보안 요소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본 발명을 도면과 예시적인 구체예로 추가로 예시한다.

도 1은 보안 문서의 2 이상의 다른 구성부에 동일한 보안 요소의 적용에 의한 보안 사슬의 설정을 나타낸다.

도 2는 제시된 예의 여권의 한 페이지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도 3은 추가예의 학위증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도 4는 통용되는 보안 특징을 갖는 지폐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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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지폐의 다른 가능한 구체예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도 1에서 보안 사슬의 설정을 개략적으로 보여준다. 보안 요소 S는 보안 문서의 2 이상의 다른 구성부 1,2,3 에 적용 또는

첨가된다. 보안 요소 S는 다른 구성부 1,2,3 에서 동일해야만 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안 요소 S의 특성은 실

질적으로 동일해야 한다.

도 2에서는 본 발명의 가능한 구체예가 제시된다. 여권의 제2 페이지는 보통 인증 목적으로서 기재되며 예컨대 이미 제조

된 보안 기재를 이용하여, 오프셋-, 음각- 및 스크린-인쇄와 같은 다른 방법들로 생성된 보안 특징들의 조합을 포함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인쇄 기재는 EP 490 825 B1 의 개시에 따라 종이 제조업자에 의해 이미 코팅된, Merck(Iriodin ,

Colercrypt ) 또는 Engelhard(Mearlin )로부터 입수가능한 간섭코팅된 입자 (예를 들어 무지개빛 안료)를 포함하는

수요자 특이적 스트라이프를 갖는 보안 종이이다. 상기 간섭 안료는 보통의 시야에서는 사실상 보이지 않지만, 불연속적

인, 특정 시야각에서 시야각 의존 색상을 보여준다. 다른 기재 색상의 안료는 시판되며, 추가의 수요자 특이적 색상은 시판

되는 안료들의 혼합에 의해 제조될 수 있다.

도 2를 참조하면, 특정 시야 조건 하에서 결정된 색상을 가지는, 수요자 특이적 무지개빛 또는 시변각 안료 0 를 포함하는

구성부 1 로서 스트라이프를 가지는 종이 밀에서 미리 코팅된 종이 기재 P 는, 다른 구성부 2 로서 스크린 인쇄 모티브

(motive)로 임프린트되며; 스크린 잉크는 다시 동일한 상기 안료 O 를 포함한다. 스크린 인쇄 모티브는 여기에서 종이에

이미 존재하는 미리 코팅된 스트라이프에 인접하게 위치한다.

간단한 시야 및 기울여 보기(tilting)에 의해 달성되는 문서의 인증은, 모든 시야 조건 하에 미리 코팅된 스트라이프 및 인쇄

된 스크린 잉크 모티브 사이에 가시적인 차이가 없어서, 보안 요소의 특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에 의존한다. 이는

종이 및 스크린 잉크가 각각 다른 곳에서 제조되고 적용되지만, 동일한 일례화된 보안 사슬에 속하여, 이는 문서에 대하여

추가적인 보안 특징으로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예가 도 3에 제시된다. 홀로그래픽 플레이크 안료는 US 5,415,950 (J. G. King 등; 부피 홀로그래피에 기초함), US

6,068,691 (R. G. Miekka 등; 표면 홀로그래피에 기초함), 및 추가의 문헌들에 개시되어 있다. 이러한 안료들은 수요자 명

세내용으로 소량 내지 다량으로 제조될 수 있으며, 코팅 조성물의 제제가 각 의존 및 파장 의존 광 반사 특성을 가지게 한

다.

도 3을 참조한 본 실시예의 문서는 다른 곳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하기 단계의 순서들로 제조된다.

단계 1 : 인쇄

- 면 기재의 보안 종이 P 에 오프셋 다색상 바탕 B 를 인쇄;

- US 6,068,691 에 개시된 것과 같은 수요자 특이적 홀로그래픽 안료 H 를 포함하는 용매 개재의 스크린 잉크를 이용한,

오프셋 인쇄 바탕 B 에 대해 구성부 2 로서 모티브를 스크린 인쇄;

- 마무리 작업, 예컨대 바니싱, 절단, 등.

단계 2: 개인 신상 기록(Personalization)

- 해당 개인 신상 데이타 D 를 채우고; 임의로 투명한 적층물로 보호(나타내지 않음).

단계 3: 유효성 검사(Validation)

- 다시 상기 수요자 특이적 홀로그래픽 안료 H 를 포함하는, 다른 구성부 1 로서 가열-스탬핑 봉인 (데칼) 적용.

가열-스탬핑 봉인 (데칼)은 특별한 조건에서 예컨대 US 6,174,634; US 6,143,407; US 5,681,644; US 4,322,467; US

4,299,644; US 3,847,725 및 기타 문헌들에 개시된 바와 같은, 인쇄 기술(용매 기재 또는 UV 잉크)을 선택하여 제조된다.

이는 하기 층들을 포함한다(상부에서 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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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리스(release) 코팅된, 약 100 ㎛ 두께 폴리에스테르 캐리어 시트;

- 데칼의 상부 보호층으로서, 약 10 ㎛ 두께의 폴리에스테르 시트;

- 상기 수요자 특이적 홀로그래픽 안료 H 를 포함하는, 약 10 ㎛ 두께의 그라비어 인쇄를 적용한 수요자 특이적 디자인층;

- 열 접착층.

최종 수득된 문서의 인증은 보안 요소로서 시야각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특성을 가지느냐에 관계없이 동일한 색상을 내기

위해 스크린 인쇄 부분 및 봉인 (데칼)을 필요로 한다.

지폐에 대한 바람직한 구체예가 도 4에 예시된다. 지폐를 위한 다층 박막 간섭 안료 및 기타 보안 적용은 US 5,084,351

(R. W. Philps) 및 관련 문헌에 개시되어 있다.

도 4를 참조한 본 실시예의 지폐는, 구성부 1 로서 적층 윈도 보안 쓰레드 및 다른 구성부 2 로서 스크린 인쇄 액면가 모티

브를 포함하며, 이는 모두 녹색 내지 청색의 시변각 잉크(OVI , SICPA)를 포함한다. 적층 보안 쓰레드는 US 5,324,079;

US 5,509, 691; 바람직하게는 EP 1 348 576 A2 또는 유사 기술에 따른 특별한 전제에서 제조된다. 상기 샌드위치 호일

의 폴리머층은 보통 10 ㎛ 정도 이하의 두께를 가지며, 코팅층은 10 ㎛ 정도의 두께를 가지며; 전체 폴리머 샌드위치의 총

두께는 30 ㎛ 정도이며; 상기 폴리머 샌드위치 호일이 쓰레드의 형태로 혼입될 수 있는 화폐 종이의 두께는 10 ㎛ 정도이

다.

10 ㎛ 폴리에스테르 호일의 한 면은 20%의 녹색 내지 청색의 시변각 안료 (FLEX Products Inc., Santa Rosa, CA 에 의해

제공됨)를 포함하는 UV-경화 그라비어 잉크의 층으로 수요자 특이적 모티브 형태로 임프린트된다. 제2의, 유사한 호일은

변환 보안 요소로서 5%의 IR-발광 발광성 안료 YV04 : Nd 를 포함하는 UV-경화 그라비어 잉크의 층으로 한 면에 균일하

게 코팅된다. 호일 모두의 코팅된 면에 각각 임프린트 후, 코팅은 호일을 UV 광에 노출시켜 경화된다. 이렇게 적층된 시트

는 이어서 보안 쓰레드로 변환되어, 이는 윈도-쓰레드로서 지폐 종이에 혼입을 위해 종이 제조업자에게 제공된다.

이렇게 수득된 지폐 기재 P 는 하기의 보안 인쇄기의 전제에서 임프린트된다:

- 2면 다색상 오프셋 바탕 B;

- 2면 음각 인쇄 디자인 I;

- 20%의 녹색 내지 청색의 시변각 안료(FLEX Products Inc., Santa Rosa, CA 에 의해 제공됨)를 포함하는 시변각 잉크

를 스크린 인쇄함으로써 적용하는, 보안 쓰레드에 근접한 1면 액면가 모티브.

지폐의 인증은 이에 포함된 보안 요소로서 시야각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특성을 가지느냐에 관계 없이 동일한 색상을 내기

위해 스크린 인쇄 액면가 및 윈도 보안 쓰레드를 필요로 한다.

보안 쓰레드는 추가적으로 기계 인증을 위해 UV-여기된 IR-발광성을 포함한다.

지폐에 대한 다른 가능한 구체예는 도 5에 나타나 있다. 액정 폴리머 기재 상의 원형 편광(Circularly-polarizing) 시변각

안료 및 이를 포함하는 코팅 조성물이 US 5,362,315 (Ch.Muller-Rees 등), US 5,683,622 (O. Kratschmar 등), US

5,824,733 (J. Dobert 등) 및 관련 문헌에 개시되어 있다. 이러한 안료 및 코팅은 이들의 색상-, 색상-변이- 및 편광-특성

을 통해 인증될 수 있기 때문에, 보안 요소로서 유용하다(cf. US 6,570,648 및 관련 문헌).

마이크로 엠보싱 투명 표시 안료 플레이크는 Argoitia 등에 의해 WO 03/11980 A1, US 2003/0031870 A1 및 관련 문헌

에 개시되어 있다. 상기 플레이크는 수 마이크로미터의 크기를 가지는 표시물을 수반하며, 이는 수요자 명세 내용으로 제

조될 수 있다. 표시물을 수반하는 플레이크는 볼 수 있으며 축내 조명(in-axis illumination) 광학 현미경 또는 주사 전자

현미경을 이용하여 코팅 내에서 확인될 수 있다. 해당 안료는 FLEX Products Inc., Santa Rosa, CA 에 의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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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폐 인쇄를 위한 폴리머 기재는 WO 98/13211 A1 (B.A. Hardwick 등) 및 관련 문헌에 개시되어 있다. 이것은 100 ㎛ 정

도 두께의 투명 플라스틱 물질의 시트형 베이스 기재로 이루어져 있다. 상기 플라스틱 시트는 바람직하게는 근원적인 보안

특징의 광학 편광을 교란시키지 않는 광학 이축 배향 폴리머이다. 단일층 또는 적층된 시트일 수 있는 상기 베이스 기재는

불투명층을 가지는 양쪽 모두의 면에 코팅되며, 이는 잉크에 의해 구체화되고 그라비어 인쇄에 의해 적용될 수 있다. 플라

스틱 물질의 코로나 예비 처리가 적용될 수 있으며 접착 촉진제가 당업계에 공지된 바와 같이 잉크에 첨가될 수 있다. 선택

적인 윈도 또는 하프(half)-윈도는 상기 코팅 방법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윈도 영역은 결정된 보안 요소들을 수반할 수 있

다. 폴리머 지폐 기재들은 예를 들어, Securency Pty Ltd., Australia의 상표명 Guardian , Sentinel , Garrison , 등

으로 시판된다.

도 5를 참조한 본 실시예에서, 지폐는 구성부 1 로서 인쇄 시변각 보안 특징을 수반하며, 추가로 다른 구성부 2 로서 표면

의 불투명 부분에 동일한 유형의 시변각 잉크로 프린트된 시변각 액면가 표시물을 가지는 투명 보안 윈도 W 를 갖는 폴리

머 기재 P 를 포함한다.

지폐의 폴리머 기재는 하기와 같이 제조된다:

코로나 처리된 투명한 100 ㎛ 두께의 이축 배향된 폴리프로필렌 호일(UCB 로부터 수득가능)을 베이스 기재로서 사용한

다. 수요자 특이적 모티브는 7 ㎛ 높이의 반복성 "F" 사인을 수반하는 5%의 마이크로 엠보싱 투명 플레이크 안료(FLEX

Products Inc.로부터 수득)와 함께, 15%의 적색 내지 녹색의 좌편광 액정 안료 (WACKER Chemie로부터 수득; US

5,362,315)를 포함하는 용매 기재의 그라비어 잉크를 이용하여 상기 베이스 기재의 한 면 영역에 임프린트된다. 이후 용매

기재의 불투명 백색 그라비어 코팅이 베이스 기재의 각 양 면 모두에 두 번 적용되어, 인쇄된 시변각 특징부 주변에 원형

윈도 영역을 개방시킨다.

이후 지폐 기재 P 는 하기의 보안 인쇄기 전제에서 임프린트된다:

- 렉토-베르소(recto-verso) 다색상 오프셋 바탕 B; 이후에 적용된 액면가 모티브의 위치에서 흑색 표면 N 을 제공;

- 렉토-베르소 음각 인쇄 디자인 I;

- 7 ㎛ 높이의 반복성 "F" 사인을 수반하는 5%의 마이크로 엠보싱 투명 플레이크 안료(FLEX Products Inc.로부터 수득)

와 함께, 15%의 적색 내지 녹색의 좌편광 액정 안료 (WACKER Chemie로부터 수득; US 5,362,315)를 포함하는 물 기재

의 시변각 잉크를 스크린 인쇄함으로써 이미 제공된 흑색 표면 N 에 대해 적용하는, 렉토 액면가 모티브.

보안 윈도 내에 포함된 시변각 안료는 통상의 환경에서는 투명하며; 인증을 위해서는, 윈도는 흑색 표면에 위치하여, 여기

지폐의 인증은 시야각에 관계 없이 동일한 색상을 내기 위해 스크린 인쇄 액면가 모티브 및 시변각 윈도를 필요로 한다. 이

는 다시 실질적으로 동일한 특성을 가지는 여기에 포함된 보안 요소들에 기인한 것이다.

마이크로 엠보싱 투명 표시 안료는 인간의 나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축내 조명 현미경(500 X 확대)을 이용하여 보안 윈도

및 액면가 모티브에서 인증될 수 있다.

도면

공개특허 10-2006-0123266

- 10 -



도면1

도면2

공개특허 10-2006-0123266

- 11 -



도면3

도면4

공개특허 10-2006-0123266

- 12 -



도면5

공개특허 10-2006-0123266

- 13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특허청구의 범위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실시예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
대표도 1
특허청구의 범위 2
명세서 4
 발명의 상세한 설명 5
  실시예 8
도면 10
 도면1 11
 도면2 11
 도면3 12
 도면4 12
 도면5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