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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워터마킹을 활용한 진술조서 간소화 시스템

김희철*․정양권**

Reference statements using the fingerprint watermarking simplif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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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건  사고로 다수의 피해자 는 참고인들은 경찰서를 방문하고 진술 조서를 작성한다. 진술 조서 과정  

오기 는 오타로 인하여 수정이 요청 되었을 때 수정 부분을 수정한 후 지문을 이용하여 수정되었음을 인정하

는 불필요한 단계 과정에서 불편함과 생  문제 을 해결하고, 경찰의 내․수사 단계에서 진술조서 작성 시 

KICS와 자 수사자료표 시스템을 연동한 지문인식기 도입으로 원터치 신원 확인  간인·날인 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ABSTRACT

A large number of victims or witnesses to incidents and accidents should visit a police station and fill the decree stated. Stated 

decree workaround discomfort and hygienic problems in unnecessary step process using the fingerprint after you modify the modified 

portion when due modify the request as of the import or typos recognized that modifications and police in the. Stated decree in the 

investigation phase when creating KICS and electronic Resources investigation into the identity of the one-touch fingerprint reader 

linked with the introduction table system and thinning, which can simplify the day of the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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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경찰서를 방문하는 부분의 피해자 는 참고인이 

경찰 서에 고소, 고발, 진정 등 피해 신고 시 도장을 

미지참한 상태로 출석하여 진술 조서를 작성하는 과정

에서 본인 여부  진술 조서에 한 확인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진술조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는 참고

인(이하 작성인)과 경찰 조사 (이하 조사 )이 조서 내

용에 이의가 없음을 상호 인정하는데 최종 확인 단계에

서 지문으로 워터 마크를 삽입하여 작성된 진술조서에 

한 본인 확인과 조 방지의 필요성을 도출하 다.

이에 본 논문에서 진술조서에 한 본인 확인 기능

과 조 방지 기능의 문제 을 해결하고자 2장에서는 

련연구를, 3장에서는 진술조서에서 본인 확인과 문서 

조 방지를 한 시스템을 제안하 으며 4장에서는 제

안된 진술조서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사용 시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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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  향후 연구방안

으로 마무리한다.

Ⅱ. 련연구

2.1 생체지문 알고리즘

본인 지문을 진술조서에 워터마킹을 수행하기에 앞

서 필수 인 요소로 본인여부를 선행하여야 한다. 본인

여부 확인 차는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피해자가 소지

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 면허증)이 있는 경우 신분증 

소지자와 신분증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주

민등록증 소지자의 경우 지문, 사진, 발 일자를 등의 

정보를 수동(육안) 는 자동으로 확인하는 방법과 운

면허증 역시 지문을 제외한 사진 는 발 번호  

발 일자 등을 이용하여 본인여부  조여부를 확인

한다1). 수사 진술 조서를 작성한 후 본인여부를 확인하

는 이유는 본인의 동의여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루

어지고 있으며, 육안 한 지문 인식기나 스캐 를 기

반으로 지문이나 문자를 인식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1-3]. 본 에서는 육안으로 이루어지고 있

는 문제 을 개선하고 본인이 동의한 문서에 신뢰성을 

부가할 목 으로 엄지 지문을 진술조서에 워터마킹을 

수행하는 단계  과정을 기술하 으며, 부분 으로 지

문의 특성을 개선하기 하여 지문 인식과 련된 기술

을 확보하고 그림 1과 같이 지문인식 시스템을 구성하

다[4-7].

지문 이미지 인식 시스템에서 가장 요한 단계로 

지문 이미지를 획득하고 개선하기 하여 응성 필터 

방법을 이용하여, 주변 융선(윤각선)의 방향성을 추출하

여 잡음에 의한 융선 여부를 단하는 복원 과정과 특

징 을 찾는 검색 과정을 일반 인 차를 수행하 음

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에서는 특징 의 수를 최소화

하고, 지문간의 치 변환과 비선형 변형 문제를 해결

하는 내용을 보여 주고 있으며, 지문 인식에서 통상

인 차  과정을 수행하 다[8-9].

1) Secretroy alin spector: http://www.mapae.co.kr/

그림 1. 생체지문 인식 과정
Fig 1. Bio-fingerprint recognition step

그림 2. 특징  추출  본인 확인 
Fig. 2 Post processing step

2.2 응용 알고리즘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특징 을 찾아주고 매칭 성능

을 향상 하고자 피드백의 검색 과정이 불필요로 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 다. 이 알고리즘의 핵심은 본인 여

부를 확인하기 한 것으로 특징 들 간의 구성이 별 

모형을 형성하고 있는가를 기 으로 동일여부를 독하

는 것으로 그림 3과 그림 4와 같다.

그림 3. 스타 매칭법
Fig. 3 Start matching 

그림 4. 용 결과
Fig. 4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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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문이미지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지문이 TOP 

극 보호층과 시 기장에 의하여 발 하는 방법

에 의해 획득할 수 있는 센서로 발 분자에 존재하는 

자들이 기장에 의하여 콘덕션 밴드로 이동이 가능

함에 따라서 기장에 의하여 얻어진 자들이 지면 상

태(Ground State)면에서 출구 상태(Excited State)면으

로 이동하면서 빛이 발생하는 원리로 구성된 반도체 방

식의 센서를 이용하 다.

그림 5. 폴리머 지문 센서 활용
Fig. 5 Polymer finger sensor

그림 6. Trap 단계 형성 과정
Fig. 6 Step processing

Ⅲ. 지문 워터마킹 진술조서 시스템 구

3.1 진술조서용 지문 스캐  구성

조서 진술서에 지문과 신분증을 스캔하기 한 스캐

의 배치도  구성은 그림 7, 그림 8, 그림 9와 같다.

그림 7. 스캐  엔진 면부
Fig. 7 Scanner engine front view

그림 8. 스캐  엔진 측면부
Fig. 8 Scanner engine side view

그림 9. 스캐  엔진 상면부
Fig. 9 Scanner engine top view

그림 10. 신분증 통합스캐
Fig. 10 ID Scanner

3.2 진술조서 작성  도구 제안 

진술조서는 아래ᄋᆞ 한 의 API를 기반으로 개발하

다. API를 사용한 이유는 경찰청 산하 경찰서에서 한

워드 로세서를 모두 이용하여 작성하기 때문에 특정 

에디터 도구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 으며 용 

편집도구를 개발할 경우 작성한 문서의 호환성과 자료 

리 차원에서 변환 등의 불편함이 발생할 것으로 단

되어 용에디터 개발 신 API를 이용하 다. 편집도

구의 기화면은 그림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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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기화면
Fig. 11 Initial viewer 

제안한 편집도구는 진술조서를 템 리트로 기화면

을 구성하 으며, 본 제안 도구에서는 진술조서를 작성

하는데 피해자 는 참고인이 조사를 받기 하여 조사

실에 도착시간, 조사시작 시간에서부터 종료시간과 조

서를 작성한 후 열람시간 등의 제반 사항이 기록 리

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제안 진술조서 편집 도구에

서는 리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자동 리할 수 있도

록 구성 제안하 다. 

그림 12. 템 리트 화면
Fig. 12 Templite viewer

조서 상자가 주민등록증 신분증을 소지한 경우 신

분증의 ․후면을 자동으로 스캔하여 진술조서 마지막

장에 표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진술조서 작성에

서 편리성을 그림 13과 같이 극 화 하 다. 

그림 13. 신분증 스캔 결과
Fig. 13 ID card scan result

그림 14는 신분증이 주민등록증의 경우 주민등록증

에 등록된 지문과 진술조서의 피해자 는 참고인의 생

체 지문을 자동으로 비교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한 하고

자 생체 지문이 반 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4 생체지문 스캔
Fig. 14 Bio fingerprint scan

Ⅳ. 시스템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지문 인식 기술과 OCR 기술과 지문 

워터마킹 기술을 기반으로 진술조서 간소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 다. 존 환경에서는 피해자나 참고인

이 진술조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본인확인 과정에서 

작성 후 조서의 조 변경 방지까지 원스톱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다. 지 까지도 경찰서에서는 본

인 확인 방법을 육안이라는 수단으로 확인하는 과정에

서 많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과 불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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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서에 간인을 는 과정에서 인주를 이용하는 경

우 비 생 인 문제  등을 극복하고자 하 다. 그리고 

경찰청 업무와 련한 교통사고 조사, 수사, 형사 고소 

등과 련된 진술서 조사업무  변호사, 법무사 사무

실에서 3자 공증  인증 련 업무 등 다양한 계약 업

무를 요구하는 공증 행 기 에서 에서 활용 가능한 신

분증과 지문을 통합할 수 있는 장치로 실무 장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함으로써 업무

의 편리성을 개선하고자 하 다. 따라서 본 시스템을 

사용하므로 육안으로 본인여부를 단하는 과정에서 발

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실수들을 방할 수 있었으며, 진

술조서의 매 페이지마다 간인을 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 생 인 문제 을 해결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조서에 한 조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본 시스템 조서 작성자와 상자가 동시에 리 시

스템을 통해 조서의 확인 이력을 리할 수 있다는 장

과, 조서 작성자와 피해자 는 참고인 간의 추후 발

생할 수 있는 신뢰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과 다

양한 편리성을 제공함으로써 경찰 업무를 개선할 수 있

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그림 15. 본인확인 시스템
Fig. 15 Identification check system

Ⅴ. 결론

이상으로, 본 연구는 본인확인시스템으로 경찰, 검찰, 

법무법인 행 업무뿐만 아니라 진술서 업무  경찰

(교통사고 조사 업무, 수사업무, 형사업무 등)업무, 변호

사 사무소  법무사가 보증하는 제 3자 증인 련 업

무, 다양한 계약 업무를 요구되는 공증 행 기 의 본

인 확인을 요구하는 각종 기 이나 단체 등의 업무에 

활용가능 할 수 있다. 한 사 문서의 조 는 변조

가 가능한 공문서를 다루고 있는 정부 는 민간 회사

에서 본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해당 업무에 용할 경

우 업무의 공정 차를 간소화 할뿐만 아니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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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원

2012년 ∼ 재 주 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 원

회 평가 원

2013년 ∼ 재 라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 원회 

평가 원

※ 심분야 : RFID/USN, 임베디드시스템, 로보틱

스, IoT 설계  분석

정양권(Yang-Kwon Jeong)

1988년 조선 학교 학원 졸업 

(공학석사)

1996년 조선 학교 학원 졸업

(공학박사)

1989년∼ 재 - 동신 학교 컴퓨터공학과 재직

※ 심분야 : - 범죄 장스 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