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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범죄 장에서 발견되는 증거물에서 지문을 출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다양한 기법 에 증거물의 

상태와 조건에 따라 가장 합한 것을 용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색상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배경

의 표면에 유류된 지문을 출할 수 있는 법 원 이용 기법 세 가지를 비교하여 보았다. 색상, 표면의 모양, 

표면의 질감에 따라 다양한 검체를 선정하 으며 형  분말, 외선 사진 촬 , 에피스코픽 동축 조명을 

이용하여 잠재지문을 출하 다. 형  분말은 모든 표면에서 지문과 배경의 조비가 커서 좋은 결과를 

보 고 IR사진 촬 은 지문과 배경의 조가 뚜렷하게 찰되었으나 검정색이 포함된 배경에서는 조비가 

떨어졌다. 에피스코픽 동축 조명 촬 은 택이 있는 평면 표면에서만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 반 으로 

형  분말이 표면의 특성에 계없이 지문 출 효과가 우수하 으나 특정 표면에서는 IR사진 촬 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하 다.

■ 중심어 :∣형광∣적외선사진 촬영∣에피스코픽 동축 조명∣복잡한 배경∣

Abstract

There are various methods of developing latent fingerprints from evidence found at crime 

scenes. Crime scene investigators should choose appropriate techniques among them depending 

on the conditions of the evidences. In this study, we compared the three methods using forensic 

light sources to develop latent fingerprints on multi-colored surfaces. We selected the various 

samples according to color, shape and texture of the surfaces and developed the latent 

fingerprints using fluorescent powder, IR(Infrared) photography and Episcopic Co-axial 

Illumination. Fluorescent powder was highly effective on all surfaces. IR photography was also 

effective, but only on the not dark surfaces. Episcopic Co-axial Illumination was effective only 

on the flat and polished surfaces. Although fluorescent powder was fine regardles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rfaces, IR photography was better on certain surf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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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범죄 사건을 해결하거나 개인 식별을 하는데 있어서 

지문 증거는 요한 열쇠가 된다[1-3]. 이에 따라 사건 

장이나 증거물에서 지문을 출하기 한 다양한 기

법들이 사용되어왔는데, 사건 장과 증거물의 종류, 상

태, 조건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용할 수 있

는 기법들 에서 가장 합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

[4-7]. 상이 비다공성 표면일 경우 사건 장에서 주

로 사용하는 기법으로는 표 으로 지문 출용 분말

이나 순간 착제 훈증법(cyanoacrylate fuming) 등을 

꼽을 수 있다[8]. 분말을 이용하여 잠재 지문을 출하

는 기법은 가장 오래된 지문 출 기법 에 하나이다

[8]. 역사가 오래된 만큼 많은 연구와 개발이 진행되어 

왔으며, 장에서는 여러 종류의 분말 가운데 용도와 

목 에 따라 가장 합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7]. 순간 착제 훈증법은 분말에 비해 역사가 오래되지

는 않았지만 장 이 많아 분말만큼이나 흔하게 사용하

는 기법이 되었다[7]. 이 외에도 수많은 기법들이 비다

공성 표면에서 잠재지문의 출과 증강을 하는데 이용

된다. 

비다공성 표면에서 지문 출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 

에 하나로 여러 색상 는 무늬가 있는 표면에 지문

이 유류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8][9]. 지문을 

출하기 한 기법을 선택할 때 출된 지문과 배경과의 

조비(contrast)를 극 화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요

한 이유가 되는데, 복잡한 배경에서는 어떤 기법을 

용해야 할지가 가장 큰 고민거리이다[10]. 를 들어, 

통 으로 사용되는 분말인 흑색 는 백색분말이나 

순간 착제 훈증법 등의 기법으로 출된 지문은 이 같

은 표면에서 배경의 간섭으로 인해 지문의 찰과 기록

에 어려움이 있다[10].

복잡한 배경의 비다공성 표면에서 지문을 출하여 

찰하고 기록하기 해 여러 가지 기법들이 제시되어 

왔다. 1933년 처음으로 자외선(ultra violet, UV)이 복잡

한 배경의 분말로 출된 잠재 지문을 시각화 할 수 있

을 것으로 제안하 고, 1970년  후반부터 형  분말과 

함께 법 원의 사용이 증가하 다[8]. 이처럼 법과학에

서 잠재 지문을 시각화 할 때 형 분말과 같이 형 물

질로 처리를 하거나 외선(infrared, IR)사진촬 , 동축 

조명, 리 터 등의 기법들이 사용되고 있는데[8-24], 각

각의 기법마다의 장단 이 있다. 한 복잡한 배경의 

비다공성 표면이라 하더라도 표면 구성 색상의 종류, 

표면의 택의 유무, 표면의 굴곡 유무 등 추가 인 요

소에 의해서도 최 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법이 달

라질 수 있다. 그 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자신의 경험

이나 표면의 세부 인 특징 등에 따라 기법을 선택하여 

용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문을 출할 때 용할 수 있는 

학  기법들(형 분말, IR사진촬 , 동축 조명 촬 )을 

이용하여 복잡한 배경으로 인한 지문 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 는데, 표면을 색상이나 기타 특징에 따

라 세부 으로 분류하여 표면특성에 따라 법 원을 이

용한 기법들의 효과성을 비교하 다. 

Ⅱ. 연구재료 및 방법

1. 이론
1.1 형광분말 
물질이 특정 색상( 장)의 빛을 흡수한 후 다른 색상

(더 긴 장)의 빛을 방출하는 상을 형 이라고 한다

[8]. 즉, 들뜸 의 장(excitation wavelength) 보다 방

출 의 장이 더 길어져 색편이(Stokes shift)가 일

어나 생기는 상이다[그림 1][13]. 형 은 법과학 분야

에서는 증거물의 탐색, 식별  정량  분석 등 상당히 

리 이용되고 있으며 그 에 하나가 바로 지문 출용 

형 분말을 증강하는 것이다[8]. 분말의 종류가 매우 많

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비다공성 표면을 가진 검체에

서 용이 가능하지만 형 분말을 사용하면 배경이 복

잡한 표면에서도 지문 출이 가능하다[8][13]. 한 

색상의 형 분말, 원, 차폐필터를 이용하면 배경은 검

고 어둡게 만들고 분말이 도포된 지문 부분만 형 을 

나타내며 높은 조비로 지문 찰이 가능하다[그림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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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형광 물질의 빛에 대한 흡수 및 방출 스펙트럼의 예
[10]

 

그림 2. 형광 관찰의 예[18] 

1.2 IR(Infrared)사진 촬영 
IR은 자기 스펙트럼(electromagnetic spectrum)

에서 가시 선보다 더 긴 장의 역이며 보통 700nm 

이상의 장이다[그림 3][18-21]. IR을 이용한 법사진학 

기법은 주로 700-1000nm 정도의 범 에 해당하는 근

외선(near-IR, NIR)을 이용하며, 법과학 분야 에서 

문서감정, 총기발사잔사(gunshot residue, GSR), 흔, 

타박상 확인 등에 용되고 있다[23][24]. 맨 으로는 

IR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나 외선 

필름이 있어야 IR 이미지를 찰하고 기록할 수 있다

[21][24]. IR의 법과학  기법은 흡수와 반사의 원리를 

응용하는 것으로 물체가 IR을 흡수한다면 그 물체는 흑

색으로 기록되고, IR을 반사한다면 백색으로 기록된다

[14]. IR을 흡수하는 물질 에서 표 인 것이 탄소를 

포함하는 물질이며 흑색분말들이 그 이다[17]. 복잡

한 배경에 유류된 지문을 흑색분말로 처리하고 IR 쵤

을 실시하면 분말이 도포된 지문은 IR을 흡수하여 검게 

나타나고 배경은 IR을 반사해서 하얗게 나타나 조비

를 높여 찰할 수 있다[12]. 그러나 IR을 이용한 법과

학  기법은 배경면의 IR 흡수  반사 정도에 따라서 

용가능 여부가 결정된다[12][14].

그림 3. 전자기 스펙트럼(electromagnetic spectrum)[12]

1.3 에피스코픽 동축 조명 촬영
에피스코픽 동축 조명(episcopic coaxial illumination)

은 빛의 난반사(diffused reflection) 원리를 이용한 기

법이다[13][15]. 일반 인 난반사는 빛이 입사한 각도나 

방향에 계없이 사방으로 반사되는 것을 말한다[13]. 

이를 지문 출에 이용하는데 어두운 표면이나 평평한 

택표면상에 쪼여주는 빛이 지문 부분에서는 난반사

가 일어나고 배경에서는 흡수 는 정반사(regular 

reflection)가 일어난다[13][14]. 그 결과 카메라에는 지

문으로부터 난반사된 빛만이 도달하여 지문부분만 밝

고 주변은 어둡게 촬 되어 높은 조비를 갖는 지문 

사진을 얻을 수 있다[14]. 동축 조명은 이 난반사원리를 

역이용한 기법으로 평평한 택의 표면일 경우에만 사

용할 수 있다[13][15]. 동축 조명 장치[그림 4]에 있는 

반 투과 거울(semi-transparent mirror)을 이용하면 빛

이 입사된 방향과 카메라의 방향이 같아져 입사된 빛이 

배경에 정반사되어 그 로 카메라에 다시 돌아온다

[8][13]. 그러나 지문부분에서는 난반사가 일어나 입사

한 빛보다 은 양의 빛이 카메라로 돌아오고 결과 으

로 지문은 어둡고 배경을 밝게 찰된다[14][15]. 이 때 

사용한 원의 세기가 센 경우 배경의 색상에 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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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을 원의 색상으로 바꾸어 주기 때문에 배경의 색

상에 따른 향을 거의 받지 않을 수 있다[8][13]. 따라

서 배경이 복잡한 표면이라도 평평한 반사체라면 높은 

조비로 지문을 확보할 수 있고  무처리 지문을 비

괴 으로 출할 수 있다는 매우 큰 장 이 있다[13].

그림 4. 에피스코픽 동축조명의 원리[13]

2. 재료 및 방법
2.1 검체 선정 및 유류
실험 검체는 우선 색상으로 나 었다. 물체가 IR을 

흡수하는 경우에는 검게 보이기 때문에 배경에 검정색

이 있는 검체와 검정색이 없는 표면으로 나 었다. 그

리고 평면과 굴곡면, 택면과 무 택면으로 구분하여 

검체를 선정하 다. 본 실험은 표면의 배경색에 따라 

잠재 지문을 출하는 이미지테크놀로지에 련한 연

구로, 표면의 성질이 아니라 다양한 배경의 색, 무늬, 배

경에 의한 간섭에 가장 을 맞추어 검체를 선정하

다. 따라서 분류된 집단의 표면의 특징을 충분히 표

할 수 있는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실험에 사용된 검체

는 [표 1]과 같다.

검체의 성질 검체

검정○
평면 광택 면도기 포장 바코드

무광택 플라스틱 부채 
굴곡 광택 콜라 캔

무광택 즉석식품 컵

검정×
평면 광택 과자 봉지

무광택 커피 상자
굴곡 광택 이온음료 캔

무광택 커피음료 컵

표 1. 실험에 사용된 검체

모든 검체의 표면을 70%의 에탄올로 깨끗이 닦은 후 

만 26세 남성의 오른쪽 엄지 지문을 표면 당 세 번 씩 

유류하여 반복 실험 하 다. 한 가지의 검체를 세 가지

의 기법으로 촬 하 기 때문에 매번 실험마다 최 한 

같은 치에 지문을 유류하려 했다.  

2.2 형광 분말
실험에 사용한 분말은 여러 종류의 형  분말 에 일

선 경찰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일반 형  분말 분홍색

을 사용하 는데  SIRCHIE
Ⓡ 사의 FLUORESCENT 

LATENT PRINT POWDER PINK ESCENT(Cat No. 

LL702)이다. 러시는 ALTLIGHT의 황새 깃털 붓(Cat 

No. AL110902)을 이용하 다.

분말 용 후에 형 으로 지문을 찰하기 해 

Rofin 사의 Polilight-Flare plus 2 450nm 원(Cat No. 

FL2. 1443)과 ALTLIGHT의 차폐필터(Cat No. 

AS1306BFO, dark orange)를 이용하 다.

2.3 IR사진 촬영
IR 촬 을 해 사용한 분말은 IR을 잘 흡수할 수 있

도록 탄소가 많이 포함된 흑색분말들 에서 SIRCHIE
Ⓡ사의 Regular black magnetic latent powder(Cat No. 

M144L)을 이용하 고, 자석 은 SIRCHIE
Ⓡ사의 (Cat 

No. 125MD) MEGAWAND Magnetic Powder 

Applicator을 이용하 다. 

IR 원은 Rofin 사의 Polilight-Flare plus 2 940nm 

원(Cat No. FL2. 1450 )을 사용하 다.

2.4 에피스코픽 동축 조명
Rofin사의 Polilight-Flare plus 2 백색 원(Cat No. 

FL2. 1447)과  에피스코픽 동축 조명 장치(이하 동축 조

명)인 Rofin의 폴리라이트 래어 러스2 촬  랫폼 

시스템(Cat No. FL2. 1520)를 사용하여 무처리 지문을 

출하 다.

2.5 사진 촬영
사진 촬 은 모두 암실 조건에서 촬 하 으며 각 기

법에 맞는 원과 필터를 이용하여 촬 하 다. 카메라

는 NIKON D80을 공통 으로 사용하 다. 그러나 IR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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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용된 카메라는 개조를 통해 IR에 한 감도

(sensitivity)를 높여 IR 이미지의 품질을 증가시켰다. 

즈는 Nikon의 AF-S MICRO NIKKOR 105mm 

1:2.8G ED을 사용하 다.

모든 검체에 지문을 유류하고 무처리 상태에서 먼  

Rofin사의 Polilight-Flare plus 2 백색 원(Cat No. 

FL2. 1447)을 이용하여 촬 하 으며[표 2], 이 후에 세 

가지 기법을 용하여 재촬 하 다[표 3].

검정-평면-광택 검정-평면-무광택

검정-굴곡면-광택 검정-굴곡면-무광택

비검정-평면-광택 비검정-평면-무광택

비검정-굴곡면-광택 비검정-굴곡면-무광택

표 2. 백색광원을 이용한 촬영 사진

2.6 현출 지문의 평가
각 기법을 용하여 얻은 결과를 평가하기 해 지문

련 교육을 받은 40명을 평가 상자로 선정하 다. 

이들에게 먼  아무런 처리가 되지 않은 지문이 유류된 

검체 사진을 보여  후 각 기법을 통해 출된 지문 사

진을 보여 주었다. 출된 지문이 어떻게 찰되는지 

다음 표를 보고 평가하도록 하 다. 아래 평가 기 표

는 국의 Home office에서 사용하는 absolute Home 

Office(HO) scale을 참고하여[25] 아래와 같이 기 을 

설정하 다[표 4]. 

검정-평면-광택 검정-굴곡면-무광택

형광

IR

동축

비검정-평면-광택 비검정-굴곡면-광택

형광

IR

동축

표 3. 세 가지 기법 적용 후 촬영 사진(형광:형광분말, IR:IR
사진 촬영, 동축:에피스코픽 동축조명 촬영)

수 세부사항
0 전혀 지문이 보이지 않음.
1 지문의 형태는 보이나 지문 융선은 보이지 않음

(개인식별 불가).
2 지문에서 대부분의 융선과 특징점들이 관찰됨

(개인식별 가능).
3 지문의 모든 융선 및 특징점들이 뚜렷하게 관찰됨

(개인식별 가능).

표 4. 현출된 지문의 평가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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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결과 및 고찰

형  분말 기법은 모든 표면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표면의 색, 형태, 재질 등에 따라 크게 향을 받지 않고 

지문과 배경과의 조비가 뛰어나 체 으로 지문 찰

이 용이하 다. 본 연구에서는 분말의 색상을 분홍색으

로 통일하여 검체에 용하 는데 실제로 형  분말 색

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붉은색 계열이 포함된 표면에서는 

다른 색상(녹색, 노란색 등)의 분말을 이용한다면 지문과 

배경 간에 더 높은 조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IR 촬  기법은 반 으로 표면의 특징에 계없이 

지문과 배경의 흑백 조비가 뚜렷하게 나타나 지문 

찰이 잘 되었다. 그러나 검정색 표면과 어두운 색상의 

표면에서는 배경과 지문의 조비를 높이기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IR의 장은 940 nm로 900 nm를 

넘는 역에 있기 때문에 부분의 색상을 거의 지울 

수 있으나 검정색과 회색(mid-gray)은 지우지 못하

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17], 검체 배경의 검정색 잉크

는 주로 IR을 흡수하는 특성이 있고 흑색분말도 IR을 

흡수하기 때문에[12] 배경이 검거나 어두운 색상일 때 

지문과 배경과의 조비가 떨어진 것으로 보 다.

동축 조명 기법은 앞서 언 한 로 택이 있는 표면

에서 출력이 좋은 원을 이용하여 배경에 의해 지문 

찰 방해를 받지 않고 지문을 찰할 수 있었다. 무처

리 지문인 것에 비해 택 표면에서는 우수한 출 결

과를 냈으나 무 택 표면이나 굴곡면에서는 지문이 부

분 으로 찰되거나  발견되지 않았다. 한 택

의 평면이더라도 약간의 구김이나 주름이 있으면 융선

이 흐릿하여 배경과의 조비가 좋지 못했다. 

일부 무 택의 표면에서는 동축 조명의 원리가 아닌 

일반 인 난반사의 결과물로 지문이 찰되었다. 즉, 배

경은 어둡고 지문의 융선이 더 밝게 촬 된 것을 볼 수 

있다[그림 5]. 이는 배경 표면이 무 택 처리되어 입사

한 빛은 흩어져 난반사되지만, 상 으로 지문에서는 

정반사되는 빛의 양이 많아 나타나는 상이다.

그림 5. 비검정-무광택-평면의 표면에서 동축조명을 이
용한 지문 현출

[표 2]에 제시된 평가 기 에 따라 등 이 매겨진 

출지문의 평균값을 [표 5]에 나타내었다. 평가를 통해 

각 표면별로 용된 기법들 에서 가장 효과 으로 배

경간섭을 이고 높은 조비로 잠재지문을 시각화할 

수 있는 기법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형광 IR 동축
검정-평면-광택 2.38

(0.56)
1.78
(0.52)

1.63
(0.96)

검정-평면-무광택 1.95
(0.71)

1.93
(0.72)

0.50
(0.50)

검정-굴곡면-광택 2.90
(0.26)

1.65
(0.76)

0.45
(0.50)

검정-굴곡면-무광택 2.25
(0.58)

2.03
(0.61)

0.00
(0.00)

비검정-평면-광택 1.80
(0.59)

2.85
(0.56)

1.45
(0.83)

비검정-평면-무광택 2.93
(0.38)

2.03
(0.69)

2.23*
(0.82)

비검정-굴곡면-광택 2.13
(0.59)

2.93
(0.26)

0.85
(0.61)

비검정-굴곡면-무광택 2.55
(0.63)

2.20
(0.77)

2.00
(0.81)

표 5. 검체별 등급의 평균(*괄호 값은 표준편차, 형광:형광
분말, IR:IR사진 촬영, 동축:에피스코픽 동축 조명 
촬영)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지문 사

용 리 터를 사용하지 않았다. 지문에 도포된 분말을 

사하기 때문에 출된 지문의 훼손 험이 크고 연구

에 사용된 기법들과는 원리에서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

에 제외하 다. 그러나 리 터가 배경의 간섭을 억제하

고 효과 으로 지문을 찰할 수 있는 뛰어난  장 이 

있기 때문에 리 터를 이용한 기법과 본 연구에 사용한 

기법들과의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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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비다공성 표면에서 효과 으로 지문을 출하기 

해서 다양한 기법들이 개발되어 왔으며 증거물에 용

되고 있다. 사건 장에서 발견되는 증거물의 종류는 

무수히 많고 증거물 표면의 색상이나 무늬 한 마찬가

지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지문 출 기법을 결정할 때 

향을 미치는 것 에 하나이기 때문에 배경으로 인한 

지문 찰 방해를 차단하고 지문을 출할 수 있는 기

법은 매우 많은 이 이 있다. 형 분말, IR 사진 촬 , 

에피스코픽 동축 조명 사진촬  기법은 원리는 달라도 

공통 으로 배경이 복잡한 비다공성 표면에서 지문을 

출할 수 있는 기법들이다. 본 연구는 다양한 지문

출 기법 에서 법 원을 이용하여 복잡한 배경의 비다

공성 표면에 존재하는 잠재지문 출기법들을 비교하

다.

배경이 복잡한 비다공성 표면을 8가지 종류로 나 어 

각각의 기법을 용하 고, 각각의 결과들을 비교하여 

여러 종류의 복잡한 배경의 비다공성 표면에서 효과

으로 지문을 출할 수 있는 기법을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형 분말을 이용하여 지문을 출하

는 기법이 체 으로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하지

만 검정색이 없는 표면에서는 IR과 흑색분말을 이용하

여 사진촬 을 하는 것이 더 뛰어난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특정 표면에서는 지문 출에 있어서 형  분말

을 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용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에피스코픽 동축 조명은 택 표면에서 무처리 

지문을 비 괴 으로 찾을 수 있다는 장 이 있기 때문

에 기법 용 순서(sequencing)상에서 다른 두 기법을 

용하기 에 먼  시도해볼 수 있는 기법 이라는 것

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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