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광원 개발과 이를 이용한 감식 사례

    박영일1, 신유철2, 정진욱3  1),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1
, 부산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2
, JIL 법과학 연구소

3

  

Development of Forensic Light Source and its Application at the Crime Scene

Young Il Park1, Yu Choel Shin2, Jin Wook Jung3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Detective division, Crime Scene Investigation Unit1

 Pusan Metropolitan Police Agency, Detective division, Crime Scene Investigation Unit2, 

JIL Forensic Laboratory3

Ⅰ. 서  론

지문은 장 증거물  가장 기본이 되며, 요한 증거물 

의 하나이다. 재 범행 수법과 지능의 고도화로 장 지

문을 남기는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 하지만 모든 은 증

거를 남기듯, 장에는 반드시 범인의 흔 이 남기 마련이

다. 재의 과학수사는 말 그 로 과학과 수사의 만남이고 

장에서 이를 이용, 신속한 범인의 검거가 그 최  목 이

라고 할 수 있다. 과학수사는 장에 남겨진 미세 증거와의 

쟁이라고도 표 할 수 있으며, 보이지 않는 증거물과의 

싸움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범죄 장에서 범인이 생

각하지 못한 증거를 어떻게 채증하고 증거화시킬 수 있는

가 하는 것이 과학수사의 진행방향이다.  

범죄 장에서의 감식은 가장 요한 부분 의 하나이

다. 재의 감식방법은 기존의 방법과는 다른 과학  근

을 통한 체계 인 감식으로 발 되어 왔다. 그 에서 가장 

부신 발 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법 원을 이용한 감식 

방법이며, 이는 과학수사에 있어서 가장 기본 인 방법으

로 알려져 왔으나, 우리나라에서의 구체  활용은 거의 없

는 실정이다. 

잠재 지문 등 빛의 장에 의해서 증거물의 감식이 가능

하도록 설계된 원을 법 원(FORENSIC LIGHT SOURCE)

이라고 한다. 감식 역에 있어서의 빛 장은 상당히 요

하다. 장은 육안 찰이 가능한 가시 선과 육안 찰이 

불가능한 비가시 선의 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1). 

가시 선은 장 약 380～770nm의 장을 가진 선을 이

야기하며, 가시 선보다 장이 길면 인간의 으로는 식

별 불가인 비 가시 역의 장이다. 무지개 색 빨․주․

노․ ․ ․남․보순으로 장의 길이가 짧아지는데, 육

안으로 식별될 수 있는 장  가장 낮은 장의 빛은 

380nm 빛이며 식별시 보라색으로 보여지고, 가장 긴 장

의 빛은 770nm 빛으로 식별시 빨강색으로 식별된다고 알려

져 있다(그림 2). 

감식 역에서의 장의 구분은 각각의 장에 따라서 

가시화 시켜  수 있는 고 을 착용하게 되는데, 이는 불필

요한 역의 장을 제외시켜 으로써 정확한 감식을 가

능하게 만들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많이 사용하는 고

의 종류는 재질의 따라 틀리나 에 한 항성이 최소

화 된 것을 사용하는데, 색은 붉은색, 주황색, 노란색, 푸른

색 등을 사용한다(표 1). 국외에 소개된 법과학 련 서 을 

살펴보면 다양한 장을 이용하여 증거물을 채증, 미세 증

거의 수집에 사용한다고 소개되어 있으며, 이를 응용하여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1,3,7).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365～470n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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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으로 이 장에 한 연구결과는 지 까지 보고된 바 

없다. 이에 본 연구소와 서울지방경찰청  부산지방경찰

청과 합동으로 장에 한 비 연구를 진행하여 법 원

에 한 비연구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는 

일련의 법 원 장비와 비교하여 단 을 보완한 새로운 법

원을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와 공동으로 연구, 개발

       그림 1. 장에 한 구분. 

                 그림 2. 장에 한 일반  구분.  

표 1. 파장에 따른 감식영역의 구분(서치사 구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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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의 효능을 비교 검증하고, 이를 성공 으로 활용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빛을 분석하는 장비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보유하고 있

는 스팩트럼 9000이라는 장분석 장비를 이용하 다. 이

를 토 로 장을 320～770nm 사이의 가변 원 장을 

1nm 단 로 분석하 다. 

새로 개발한 법 원의 효능을 검증하고자 서울지방경찰

청 과학수사계에서 사용하는 사건 장에서 휴 가 가능한 

장비를 기 으로 하 고, 재 보 되어 사용하는 장비인 

SL-350과 휴  가능한 감식 라이트로 사용되었던 INOVA 

UV를 심으로 동일 조건 내에서 사진 독으로 그 성능

을 비교 실험하 다. 조건은 수동 - 셔터속도 1/10  조리계 

F：3.3 카메라 니콘 D-100 삼각  고정(주황색 필터 사용), 

동일조건으로 하 다. 정액반과 형 지문 출로 검출 반

응 육안 독을 실시하여 육안 별이 가장 용이한 것을 기

으로 하 다. 실제 장 증거물을 심으로 가장 많이 채

증되는 증거물을 상, 성능시험을 실시하 다. 실험 상물

은 장에서 나올 수 있는 잠재 지문  미세증거를 심으

로 70여 가지 정도의 표본을 선정, 증거로서의 합성 여부

를 시험하 으며, 과거의 법 원 장비와 장단 을 비교 개

선하고, 한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와 공동으로 공개 

시험을 실시, 두 번의 시험을 교차 실시하 다. 

Ⅲ. 연구결과

1. 예비 실험 연구결과 

스팩트럼 9000 장분석 장비를 이용하여 장을 320～

770nm 사이의 장을 1nm 단 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은 우선 5가지 정도의 고유색을 지닌다. 365～400nm 

의 보라색으로 표 되는 역과 400～550nm의 란색으로 

표 되는 역, 550～600nm의 녹색으로 표 되는 역, 

600～650nm의 노란색으로 표 되는 역, 650～700nm의 

붉은색으로 표 되는 역 등 5가지 보라색, 란색, 녹색, 

노란색, 붉은색의 색을 지니고 있음이 명되었다(그림 4). 

각 장에 따라서 감식할 수 있는 검체나 감식 상물이 달

라지게 되는데, 형 물질이나 기타 세제 등 화학  반응을 

발하는 검체는 365～455nm때의 장으로 감식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형 지문이나 화장실에 떨어져 있는 치약 등

의 화학  흔 물과 생물학  증거물이 이에 속한다. 

아래의 사진들을 살펴보면 자연 에서 육안으로 찰하

는 것과는 다른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법 원을 

투 함으로써 상물의 찰을 좀더 세 하게 보여 다고 

할 수 있다(그림 5, 6). 

400～470nm의 장 역은 잠재 지문 출과 더불어 생

물학  증거물의 검출에 사용되는데, UV 역에서는 미세

하게 육안 찰이 가능했던, 정액 등 생물학  증거물이 선

명하게 발 한다. 

470～530nm의 장 역은 각종 미세 흔 이나 기존 

장으로 감식이 불가능했던 흔 들을 세 한 찰이 가능하

도록 배가시켜 주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다공질에서 물질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약이 

닌히드린(Ninhydrin)인데, 종이와 같은 다공질 물질에서 많

이 사용하는 닌히드린은 1954년 스웨덴 과학과 오덴과 호

스텐에 의해 개발 발 되어 재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

는 출방법으로 알려져 왔다3). 

지문의 융선에서 분비되는 땀이나 기타 지문에 묻어있는 

아미노산 성분과 닌히드린 시약이 반응하여 자주색의 생성

물(Ruhemann’s purple)이 출된다. 이것이 융선으로 표출

되는 자주색의 지문이다. 표 인 다공질 물질인 지류를 

살펴보면, 지류의 잠재지문 출을 하여 닌히드린을 뿌

린 후 닌히드린이 마를 때까지 기다린 후, 반응정도를 살

펴보는데, 지문이 미세하게 출되거나 지문의 융선이 명

확하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왔

다. 무엇보다도 이 출방법은 출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 가장 큰 단   하나 고, 이를 단축시키기 하여 

DFO(1,8 DiazaFluoren-9-Oen)로 지문을 강화하거나, 드라이

기나 다리미 등의 열 가열을 가해온 것이 실인데, 열을 

무 높게 가하면 증거물의 변형이 오는 등의 부작용도 발

생되었다3, 4).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법 원의 장을 이용, 시간의 단축과 선명한 융선의 형상

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얻어낼 수 있었다. 

다공질 물질  하나인 지류를 가지고 실험하 으며, 결

과는 다음과 같다.

닌히드린으로 지문을 처리후, DFO로 강화시킨 사진을 

자연 과 조명 으로 나 어서 촬 한 사진으로 비슷한 지



박영일, 신유철, 정진욱  77

0 20 40 60 80 100

365nm-
400nm

400nm-
500nm

500nm-
600nm

600nm-
700nm

그림 4. 장의 분류. 

그림 3. 기존 법 원(SL-350***, INOVA UV**)과 새로 개발한 장비(Qohelet Royal Blue*). 

문 융선의 선명도를 나타내었다(그림 7). 그림 8은 법 원

을 투과하여 촬 한 사진으로, 필터를 장착하지 않고 장 

그 로를 촬 하 으며, 각기 다른 지문 융선의 선명도를 

보여 다. 장에 따라 다른 지문 융선의 선명도가 나타남

을 알 수 있다. 그림 9 역시 법 원을 투과하여 촬 하 으

며, 필터를 장착하고 장을 촬 한 사진으로 지문융선의 

강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일한 지류를 가지고 실험하 으며, 주황색 필터를 장

착 후, 촬 하 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공질 물질  하나인 지류를 상으로 법 원을 투과

하여 조사한 결과는 기존 감식 방법과는 차별되는 것이며, 

새로운 방법이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닌히드린으로 출

한 지문을 스캔해서 AFIS로 비교 검색하는 방법이었다. 이 

방법은 장에서 출된 유류지문의 선명도에 따라서 검색

결과가 별되는 단 을 지니고 있었다. 

첫 번째 결과에서 500nm 이상의 장을 사용하여 출 

강화된 지문에서는 스캔해서 강화시킨 지문의 선명도보다 

높은 선명도로 지문의 융선을 볼 수 있었으며(그림 8 왼쪽 

참조) 이 방법은 국내에서 처음 선보이는 방법으로 앞으로 

닌히드린을 이용한 감식에 응용되어 좋은 성과를 나타내리

라 기 한다. 보통 필터로서 불필요한 장을 제외하여 사

진 쵤 하게 되는데, 이 장 역 때의 경우는 필터를 장

착하지 않고 육안 촬 한 경우가 더 높은 선명도를 나타내

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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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화장실 내 화학  흔 물(왼쪽：자연 , 오른쪽：395nm 필터 미장착).

 

　 그림 6. 성폭행 장에서의 정액반 시료(왼쪽：자연 , 오른쪽：스펙트럼 9000 주황색 필터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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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닌히드린과 DFO로 염색한 지류 지문(왼쪽：자연 , 오른쪽：조명사용).

 

그림 8. 법 원을 이용한 지류 지문의 강화(왼쪽：500nm이상의 장, 오른쪽：420～470nm 필터 미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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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 닌히드린과 DFO로 염색한 지류지문

　　　　       (420～470nm 필터 장착).

두 번째 결과에서 420～470nm 때의 장을 사용하여 

출강화된 지문의 에서는 닌히드린 자체만을 가지고는 발

성을 보이지 않고, 장에 묻  육안으로 독이 되지 않

는 단 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닌히드린으로 출된 지

문에서 이 장 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 인 견해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여기에 DFO로 지문을 강화, 필터로서 

사진을 촬 하여 일반 인 방법과 비교하 는데, 이 경우

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DFO 내에 첨가되어 있는 발 이 장에 반응하여 나타

났으며, 지문 융선의 강화를 진시켰다(그림 9). 닌히드린

과 DFO로 염색해서 강화시킨 지문의 선명도를 법 원으로

서 극 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나타난 것이다. 

닌히드린에 DFO로 염색시킨 지문을 스캔해서 비교한 결과

보다 더 높은 선명도를 지니게 되어, 기존의 감식방법을 

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과거에는 보통 지문 사 으로 지문을 처리하거나 사진으

로 상을 처리, 스캔하고 지문자동검색시스템(Automated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 AFIS)으로 비교 검색하는데, 

법 원의 특정한 장을 이용하면, 스캔해서 비교하고 명암

을 집어넣고 하는 일련의 작업들을 간소화시킬 수 있으며, 

융선이 선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특징  12개 이상을 잡

아내는데 많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한 불선명한 지문이나 잘 보이지 않는 첩된 지문의 경우

등에도 과거에는 지문 사진을 으로 세워서 융선의 흐름

을 악하는 방법이나, 융선의 방향을 통해서 융선의 흐름

을 악하는 방법이 사용되었으나, 법 원의 특정한 장

을 활용하면 선명한 지문의 융선의 흐름 등을 쉽게 악할 

수 있어, 유류지문의 특징을 쉽게 잡아낼 수 있다(그림 10).

2. 법광원 개발 비교 실험

1) 정액반 비교 실험 

정액반은 장 증거물로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증거

물이다. 장에서의 정액반의 수집은 범 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데, 여기서는 피해자의 속옷을 상으로 육안 

찰, 촬 하 다.

SL-350으로 360nm에서 생물학  증거물인 정액반의 

출을 육안 찰하 으나,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하 다(그림 

11 왼쪽). SL-350으로 415nm에서 생물학  증거물인 정액

반의 출을 육안 찰, 육안 확인이 가능하 으나 미세하

게 나타났다(그림 11 오른쪽). 휴  감식 원으로 알려져 

있었던 INOVA UV를 이용 육안 찰을 시도하 으나, 그 

형상이 희미하 다(그림 12 왼쪽). 코헬렛 블루 일명 CSI 

원으로 육안 찰하 다. 지 까지 비교했던 정액반의 

형상이 가장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2 오른쪽). 

2) 형광지문 비교실험 

가장 일반 인 형 분말을 가지고 가죽시트 감식을 시행

하 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SL-350으로 415nm에서 장 채취 형 지문을 촬 하

다. 육안 찰이 가능하 으나, 융선이 명확하게 들어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림 13 왼쪽). SL-350으로 470nm

에서 장 채취 형 지문을 촬 했다. 육안 찰이 가능, 

융선의 고랑과 이랑이 명확함을 알 수 있었으나, 선명도가 

떨어졌다(그림 13 오른쪽).

이노바 UV 라이트로 395nm에서 장 채취 형 지문을 

촬 하 다. 육안 찰이 희미하게 가능하 으나, 융선의 

명확함은 알 수 없었다(그림 14 왼쪽). 

형 지문-CSI(420～470nm) 법 원으로 장 채취 형 지

문을 촬 하 다. 육안 찰이 가능하며, 융선의 명확한 구

분이 가능하 으며, 사진 촬 하여 AFIS 조시 장증거

능력으로서 가능한 융선의 정확성을 가지고 있었다(그림 

10, 그림 14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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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건에서 발견된 지문을 자동검색시스템을 이용해

서 감시한 결과물로 목재 문틀에서 발견된 지문을 매칭 의

뢰 지문과 후보지문을 비교한 결과, 증거로서의 능력이 인

정되는 특징  20개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림 10. 지문자동검색시스템을 이용한 지문의 감식.

 

　　　 그림 11. 정액반(왼쪽：가변 360nm, 오른쪽：가변 415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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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2. 정액반(왼쪽：이노바 UV 395nm, 오른쪽：CSI 420～470nm)．

    

 

　　　　그림 13. 형 지문SL-350(왼쪽：415nm, 오른쪽：470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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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4. 형 지문 SL-350(왼쪽：이노바 UV 395nm, 오른쪽：CSI 420～470nm)．

IV. 사  례 

재 장에서의 법 원은 어떻게 응용되는지 실제 사건 

장의 감식을 통하여 이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다음 2건
의 사례들은 2008년 3월부터 4월까지 부산지방에서 발생된 

실제 성폭행 사건을 상으로 법 원을 이용한 지문감식이 

범인 검거에 결정  향을 미친 사건이다. 

사례 1

2008년 3월 14일 21시 25분부터 21시 40분, 피해자가 학

원을 마치고 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20  반의 남자 1
명이 갑자기 손목을 잡고 “반항하면 죽인다. 순순히 따라와

라.”하며 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가 빰을 

때리면서 “소리치면 죽인다.”고 한 후 피해자를 침  에 

눕힌 후 강제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다가 여

업주가 화상으로 미성년자가 아니냐고 물어보자 불상

지로 도주한 사건이다. 피해자 지원센터 인도 후 침  에 

있던 모발 10 , 타액 면  채취, 콘돔 박스에서 지문 1  

채취  재털이 지문 2  채취하 고 지문 조 후 범인을 

검거하 다(그림 15～18). 

사례 2 

2008년 4월 5일 09시 40분부터 10시 40분까지 부산 역

시 정구 장 동 지하 빈 포내에서 범인이 경찰 을 사

칭하며 불량학생 조사를 한다고 지하 빈 포로 유인 칼로 

른다며 박 옷을 모두 벗게 하고 가슴과 성기를 만지며 

추행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입에 넣어 사정하고 도주

하 다. 감식 결과 지하 유리출입문 지문채취(그림 19). 지

하 공간 나무 문틀에서 형 분말 지문 채취(그림 20, 21), 

지문 조 후 범인을 검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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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5. 음료수 병에서 보이는 지문.                       그림 16. 콘돔 비닐에서 보이는 지문. 

  

   그림 17. 재떨이에서 보이는 지문 법 원 촬 .              그림 18. 재떨이에서 보이는 지문 법 원 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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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9. 장 유리문에 남긴 지문. 

                       그림 20. 장 지문 감식 나무 문틀 법 원 감식 촬 . 

                      그림 21. 장 나무 문틀에 남겨진 지문 법 원 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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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스팩트럼9000. 

그림 23. SL-350.  그림 25. 코헬렛 블루(Qohelet Blue). 

그림 24. 크라임라이트(Crime-Lite). 

품  명 용  도 비  교 가  격

1. 스펙스럼

  9000

약 15kg 감식용

다 장

가능 고정식

장이동 불가

220volt 원
약 5천만원 

2. SL-350
약 3kg 감식용

고정 장 6개

장이동가능 

2인 이상

충 식 20분
약 1천 5백만원

3. 크라임

  라이트

약 1.2kg, 감식용

고정 장

장이동 가능

충 식 40분
약 4백만원

4. Qohelet 
  Blue

약 150g, 감식용 장이동 가능 약 24만원

고정 장 7개 카메라 장착가능

표 2. 법 원 장비  종류별 특징.  

V. 결  론

기존의 법 원 장비와 개발한 장비를 비교,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표 2). 

스펙트럼 9000(그림 22)은 장 분석 장비로서 실험실에

서 사용이 가능한 모델로 장의 분석은 다른 장비들에 

비 우수한 편이나, 그 부피가 크고 무거워 장에서의 사용

은 거의 불가능하며, 장에서의 증거물 채증  분석으로

의 근이 쉽지 않고, 외국산으로 기기 검이 쉽지 않은 단

을 지니고 있다. 
SL-350(그림 23)은 휴 성은 스펙트럼 9000과 비교하여 

많은 향상을 보 으나, 가격이 고가이고, 원이 HID 램
를 사용함으로써, 유지 보수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 이 

있다. 한 충 식으로 사용이 편리하게 설계되었으나, 그 

사용시간이 1회 충 에 30분 정도로 짧아, 신속한 증거 채

증 활동이 힘들었다. 
가장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크라임 라이트(그림 24)는 휴

성이 크게 향상이 되고, 원 한 LED를 사용 기존의 

법 원 장비들 에 가장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으나, 가
격이 고가로 일선에서 사용하기에 근하기 용이하지 않다

는 단 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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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본 방향성을 바탕으로 기존 도입되어 있는 국

외 장비와의 비교  성능시험을 실시하 고, 이 결과를 가

지고 법 원을 국내 실정에 맞게 개발함으로써 산 감은 

물론 법 원의 첫 국산에 성공하 고(코헬렛 블루, 그림 

25), 기존 외국 제품들과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성능과 

소형화  경량화로 1인 감식체계에 합할 수 있도록 설

계 고안하 다. 
새로 개발한 법 원(코헬렛 블루)을 이용한 감식 사례를 

통한 장 응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장 감식의 간소화라고 할 수 있다. 부분 경찰

서에서 이루어지는 감식은 1인 감식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일선 경찰서의 업무상 장에 2인 이상 출동

하기가 힘들고, 기존의 감식을 한 장비들의 소형화가 실

, 장으로의 근이 좀더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둘째는 증거 채증 장비의 경량화  성능향상으로 증거

로의 근이 쉬워 졌다는 것이다.  사용되던 스팩트럼 

9000 이나, SL-350 등은 부피가 크고 무거워 2인 이상이 

장으로 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재

는 장비의 국산화  소형화로 장 근이 쉽게 이루어짐

으로써, 증거 채증이 좀더 간편해지고 용이해졌다. 
셋째는 증거 채증 능력의 향상이다. 과거에 비해서 지문 

체증을 비롯하여, 미세증거 채증 능력이 향상되었다. 이는 

과학수사요원들의 지속 인 노력과 심의 증가, 학회, 세
미나 등 문교육 기회의 증  등으로 채증 능력이 향상되

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법 원의 연구분야는 무한하다. 무한한만큼 응용의 범  

한 범 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5), 
국내에서는 미미한 실정이다. 

다양한 방법으로 미세 증거와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

며, 이에 따라 체계 이고 발 인 감식방법과 감식에 

한 매뉴얼이 개발되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이번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생소했던 법 원과 실제 응용

사례를 통해 앞으로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하여 생각해 

보았다. 법 원은 미세 증거의 감식능력 향상과 보이지 않

는 증거와의 싸움에서 결정  역할을 수행하는데, 가장 많

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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