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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에서는 지문을 촬 할 때 촬  조건이 지문 사진의 품질에 미칠 수 있는 향에 하여 해상도 

측면에서 알아보았다. 두 개의 융선이 정확히 분리되고 식별되는 것은 지문 사진의 법과학  가치에 있어

서 매우 요한 역할을 하며 이것은 두 개의 융선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 역의 화소를 수치화하여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지문을 상으로 ISO에 의한 품질의 변화, 촬  시 발생하는 흔들림에 의한 품질

의 변화, 촬 자의 경험과 기술에 의한 품질의 변화를 Adobe photoshop CS 6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그 결과 ISO에 의한 품질의 변화는 큰 차이가 없었다. 한, 손에 들고 촬 할 경우에는 일반인 그룹과 

직 과학수사요원 그룹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삼각 를 사용 여부에 따른 지문의 품질에

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세한 융선과 특징  까지 촬 해야 하는 지문 근 촬  시 

삼각 를 사용하는 것이 요하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 입증하 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 중심어 :∣해상도∣지문 사진∣삼각대∣ISO∣초점거리∣지문∣
Abstract

This study is aimed at observing effects of fingerprint image quality on various photographing 

conditions in the aspect of resolution. Discrimination between two friction ridges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value of fingerprint image, and it can be confirmed with quantification of pixels of 

boundary region which is existing between two friction ridges. In this study, several factors were 

estimated with same fingerprint image using Adobe photoshop CS 6 for analysis: changes of image 

quality by ISO, movement when photographing, and photographers' experience and skill.

Consequently,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of image quality by ISO. Furthermor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hand-held images between crime scene investigators and laymen, 

yet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hand-held images and images using tripod in the 

aspect of resolution. This study shows that using tripod is very important in forensic fingerprint 

photography through empirical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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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과거에는 범죄 장에서 출한 지문은 사지 

(lifter)로 옮긴 다음 실물 화상기를 통해서 용의자의 지

문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1]. 과학기술의 발달

로 스캐 가 도입되면서 사지를 그 로 스캐닝을 하

여 지문자동검색시스템 (AFIS; Automated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에 입력하여 장의 지문과 용의

자의 지문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지문 감정법이 변화되

었고[2][3], 재는 과학수사요원이 범죄 장에서 출

한 지문을 그 로 근  촬 하여 컴퓨터에 송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사진촬 은 지문 감

식에 있어서 가장 요한 과정이 되었고 사진의 품질

과 촬 자의 기술은 지문 감식과 감정의 결과를 좌우

하는 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미지를 자신호로 인식하고 장하는 이미지 센서

의 발명과 디지털 촬  기기들의 발 [4]으로 장 감식

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사진기를 통한 장 기록이 이루

어졌다. 하지만, 그러한 장 기록이 사물을 그 로 표

한 것인가에 한 논란은 오랜 기간 동안 끊임없이 

이어져왔다[5-8]. 디지털 이미지 센서는 에 보이는 실

제 상을 정사각형의 화소 (pixel)의 집합으로 기록한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들은 이러한 미세한 정사각형의 

연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정사각형 연결들이 바둑

모양으로 모여서 하나의 이미지를 형성한다. 이미지를 

장하는 화소의 개수와 품질과 크기는 기록 이미지의 

진정성 (authenticity)을 결정하는 매우 요한 요소가 

되었다[9][10]. 

하나의 화소는 하나의 색만을 가질 수 있다. 를 들

어, 흑색 지문을 촬 할 경우 융선의 흑색과 배경의 백

색이 잘 구별될수록 좋은 품질의 사진이라고 할 수 있

는데 [그림 1]과 같이 하나의 화소 내에서는 흑색과 백

색이 같이 존재하면 회색으로 표 되기 때문에 그만큼 

지문의 식별력은 하될 수밖에 없다. 

    →    

그림 1. 회색 화소가 생기는 원리

[그림 2]는 같은 지문을 촬 한 것이지만 식별능에서 

차이를 보인다[11]. 지문 사진에서의 융선의 식별능은 

지문의 구별되는 특징 의 수에 향을  수 있으며 

최종 으로는 지문의 개인식별 기능에 크게 향을 미

칠 수 있다. 

그림 2. 식별능의 차이를 보이는 동일한 지문 (왼쪽의 지문

의 식별능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지문 촬  시 해상도를 높이려면 하나의 융선과 하나

의 고랑에 충분한 수의 화소가 포함되도록 임을 구

성해야한다[12]. 흑색 지문을 촬 할 때에 지문을 가까

이 확 해서 촬 하면 융선 사이에 많은 수의 화소가 

들어가게 되고 이는 지문 융선의 식별력을 높인다. 재 

일반 으로 사용되는 카메라들은 한 임을 구성하

는 화소의 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지문과 카메라 사이

의 거리를 가깝게 하지 않아도 지문 융선을 쉽게 식별

할 수 있다[13]. 하지만 융선 사이에 충분한 양의 화소

들이 있다고 해도 이 맞지 않는다면, 두 융선 사이

에 회색 화소의 수가 증가하게 된다[14]. 

따라서 SWGIT (Scientific Working Group Imaging 

Technology)에서 법과학  사진의 질을 향상시키기 

해 사진촬  시 삼각 를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15].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지문 사진을 촬 하기 한 

사 촬 을 할 때, 심도를 증가시키기 해 조리개를 

조이고 긴 노출시간을 용해야하기 때문에 삼각 를 

사용해야한다고 권장하고 있다[13]. 그러나 실제로 우리

나라 과학수사요원들의 상당수는 지문을 촬 할 때, 카

메라의 흔들림을 해결하기 한 방법으로 삼각 의 사

용보다는 ISO를 높이거나 연속 촬  모드를 사용하고 

있다. 매우 미세한 융선과 특징 까지 촬 해야 하는 지

문 근 촬 에 있어서 카메라의 흔들림은 단순히 셔터

스피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카메라와 지문

과의 거리에 조 의 변화도 없어야 한다. 한 ISO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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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는 것도 사진의 품질과 직결되는 것이라서

[13][16][17], 고품질을 요구하는 지문 사진에서는 제한

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촬 조건을 달리하여 사진의 

품질에 향을 주는 요인들에 해 확인해보고자 한다. 

우선 사진의 품질에 향을 주는 ISO를 변화시켜 가며 

지문 사진을 촬 하여 ISO 변화에 따른 사진 품질의 

하의 정도를 확인해보았다. 그런 다음 카메라를 손에 들

고 지문을 촬 할 때 발생하는 손 떨림에 의한 사진 품

질의 하를 알아보기 해 복사 (copy stand)를 이용

하여 한 거리에서의 카메라와 지문사이의 거리 변

화에 따른 지문 사진의 품질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마지

막으로 실제로 카메라를 손에 들고 촬 할 때에 손 떨

림이 발생하여 사진의 품질을 하시키는 지 알아보기 

해 직 경찰과학수사요원과 일반인을 상으로 카

메라를 손에 들고 지문을 촬 하게 하여, 동일한 조건에

서 삼각 를 사용하여 촬 한 지문 사진과 해상도 측면

에서 품질을 비교해 보았다.

Ⅱ. 재료 및 방법           

1. 측정 방법

조건 통제를 하여 모든 촬 에서 동일한 한 개의 지

문을 사용하 다. 두 개의 융선 사이 역의 화소의 수

를 일정하게 하기 해 지문에 임을 그려 지문의 

크기가 동일하게 촬 되도록 통제하 다. 촬 된 지문 

사진은 Adobe Photoshop CS 6의 막 그래  기능으로 

색상 값을 구하는 방법으로 품질을 평가하 다. 사진마

다 함께 촬 된 자의 흑색 부분과 백색 부분에서 각각 

흑색화소와 백색화소의 색상 값을 구하 다. 그런 다음 

[그림 3-b]과 같이 지문의 특정 부분을 정하여 두 융선 

사이의 색상 값을 구하고, 아래의 식과 같이 색상 비율

(%)를 계산하 다.

색상퍼센트

백색화소의색상값흑색화소의색상값
두융선사이의색상값흑색화소의색상값

×

계산에 의해 구해낸 값이 100에 가까울수록 두 융선 

사이에 지문의 품질을 하시키는 회색화소의 수가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값은 인 값이 아닌 상

인 값이기 때문에 같은 환경에서 촬 된 사진들에서

만 비교될 수 있다. 

a) b)

c)

그림 3. a) 촬영한 지문에서 색상 값 측정을 한 지점. b) a)를

확대하여 융선 사이 색상 값을 측정한 부분. c) 

Adobe photoshop CS6을 이용하여 색상 값을 측정.

2. ISO 변화에 따른 지문사진 촬영

이미지 센서의 빛에 한 감도를 높이기 해서 ISO

값을 조정할 수 있는데 빛이 충분하지 않은 장에서는 

높은 ISO값을 사용하여 정 노출의 사진을 촬 할 수 

있다. 그러나 높은 ISO에서는 노이즈가 발생하고 그 노

이즈는 화질에 향을 미친다. 본 실험에서는 높은 ISO

값이 사진 품질에 어느 정도의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

기 해서 ISO값을 차 으로 높이면서 동일한 지문

을 촬 하 고, 앞서 서술한 측정방법을 통해서 측정하

다. 모든 사진은 삼각 에 AF-S MICRO 105mm 

1:2.8G ED (Nikon, Japan) 즈를 장착한 D90 (Nikon, 

Japan)을 고정하여 매뉴얼 모드로 촬 하 다. 충분한 

양의 빛을 주기 해서 Polilight Flare Plus2 백색 원 

(Rofin, Australia)을 사용하 다. ISO는 200, 400, 800, 

1600, 3200, 6400으로 설정하여 촬 하 고 ISO 200에

서 셔터스피드를 1/125 로 설정하 다. ISO에 +1stop

을 올릴 때마다 셔터스피드도 -1stop으로 조정하여 

체 사진들의 노출 값을 동일하게 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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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 200 400 800 1600 3200

1차

백색 
화소

160.27 164.97 161.98 152.65 161.27 

흑색 
화소

12.13 9.89 10.14 9.51 13.92 

융선 
사이

109.95 114.77 110.04 98.79 107.35 

색상 % 66.03 67.63 65.79 62.37 63.41 

2차

백색 
화소

201.28 187.43 191.90 191.56 190.15 

흑색 
화소

23.55 17.35 16.22 16.52 16.28 

융선 
사이

155.55 137.69 144.33 144.51 144.93 

색상 % 74.27 70.75 72.92 73.12 73.99 

3차

백색 
화소

182.14 184.13 185.82 184.01 186.76 

흑색 
화소

14.06 15.39 15.85 15.16 17.19 

융선 
사이

131.22 132.06 135.17 132.60 136.47 

색상 % 69.70 69.14 70.20 69.55 70.34 

4차

백색 
화소

180.83 177.25 177.60 177.58 179.28 

흑색 
화소

19.57 18.59 18.73 19.52 20.59 

융선 
사이

143.38 139.20 138.58 137.91 142.80 

색상 % 76.78 76.02 75.44 74.90 77.01 

표 1. 카메라의 ISO 설정을 변화시켜 촬영한 후 측정한 색상

%값 

3. 적정 초점거리 설정 후 지문-카메라 사이의 거

리 변화에 따른 사진 촬영

미세한 융선과 특징 까지 촬 해야 하는 지문 근

촬 에서 삼각 를 사용하지 않고 촬 을 하면, 몸을 고

정하고 촬 을 해도 약간의 흔들림이 발생한다. 그래서 

정한 을 잡아두고 촬 을 해도 손의 떨림에 의해

서 카메라와 지문의 거리가 변하게 된다. 따라서 물체와 

카메라 사이의 거리가 잡아둔 거리와 달라짐에 따

라 발생하는 사진 품질의 변화를 알아보기 한 실험을 

진행하 다. 물체와 카메라 사이 거리를 정확히 측정하

기 하여 삼각  신에 복사 를 이용하 다. 지문을 

임에 가득 차도록 지문과 카메라 사이의 거리를 정

하여, 수동으로 을 맞추고 지문과 카메라 사이의 거

리를 변화시켰다. 매뉴얼 모드에서 f/8, 1/125, ISO200으

로 백색 원을 이용하여 촬 하 다. 

4. 삼각대 사용 여부에 따른 지문 사진 촬영

삼각  사용 여부에 따른 지문 사진 품질 변화를 알아

보기 해 국 과학수사요원 40명과 일반인 40명을 

상으로 실험을 진행하 다. 과학수사 요원과 일반인이 

촬 하기 에 동일한 환경에서의 삼각 를 이용한 지

문 사진을 얻기 해, 연구자들이 삼각 를 이용하여 지

문 사진을 촬 하 다. 즈의 은 수동으로 조작하

다. 과학수사요원과 일반인은 장에서 일반 으로 

사용하는 방법 로 자동  모드를 이용하여 카메라

를 손에 들고 지문을 촬 하 다. 카메라를 손에 들고 

촬 할 때에는 손 떨림을 최소화하기 해서 즈의 

거리의 역수에 가까운 셔터스피드를 선택해야 한다

[6]. 따라서 이 실험에서는 105mm 즈를 사용했기 때

문에 셔터스피드를 1/125 로 설정하 고, 장 노출 

값을 반 하여 ISO를 높 다. 

Ⅲ. 결과 및 고찰           

1. ISO변화에 따른 지문사진 품질의 차이

[그림 4]는 ISO를 변화시켜가며 촬 된 지문 사진을 

확 한 것으로 육안으로 융선을 구분하는 데에 큰 차이

가 없다. [표 1]은 ISO를 변화시켜가며 촬 한 지문의 색

상 %를 나타낸 것이다. ISO를 변화에 따른 색상 %값의 

변화는 경향성이 없었으며 거의 비슷한 값을 유지하

다. 이것은 ISO를 높여도 지문의 품질을 하시키는 회

색화소의 비율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ISO
200

ISO
400

ISO
800

ISO
1600

ISO
3200

그림 4. ISO변화하여 촬영된 지문의 동일한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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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백색 
화소

184.76 190.40 191.74 189.40 185.32 

흑색 
화소

20.92 23.87 22.83 22.22 22.06 

융선 
사이

139.04 146.79 148.51 143.45 141.30 

색상 % 72.09 73.81 74.41 72.51 73.04 

　
색상 %
평균

71.78
±4.14

71.47
±3.42

71.75
±3.87

70.49
±4.93

71.56
±5.14

　 백색화소 흑색화소 융선사이 % 차이

　 194.31 63.96 177.33 86.97 　

1 188.13 49.97 168.63 85.89 1.09 

2 181.01 47.35 162.54 86.18 0.79 

　 168.21 37.04 147.94 84.55 　

3 164.53 35.59 140.07 81.03 3.52 

표 3. 삼각대 사용 여부에 따른 색상 %의 수치 차이 (음영 처

리 된 부분은 삼각대를 이용한 결과, 백색 부분은 과학

수사요원이 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촬영한 결과)
　

거리 
(mm)

-6 -4 -2 0 2 4 6

1차

백색 
화소

182.62 182.87 201.01 194.44 177.17 187.40 183.67 

흑색
화소

22.78 18.08 28.05 24.92 17.94 19.40 19.28 

융선
사이

128.89 134.23 158.23 151.89 127.77 138.94 130.76 

% 66.39 70.48 75.27 74.90 68.98 71.15 67.81 

표 2. 카메라와 지문 사이 거리를 변화시켜 촬영한 후 측정한 

색상 %값  

2차

백색
화소

160.23 159.63 160.19 161.53 166.93 155.46 159.42 

흑색
화소

15.05 14.06 12.85 11.63 12.81 13.10 14.00 

융선
사이

105.36 112.16 114.56 118.98 117.96 108.31 105.02 

% 62.21 67.39 69.03 71.61 68.23 66.88 62.59 

3차

백색
화소

199.87 188.36 195.99 183.80 202.13 190.64 190.77 

흑색
화소

28.01 23.10 25.36 19.03 26.03 22.02 22.98 

융선
사이

151.81 145.49 152.62 142.31 160.36 146.77 144.55 

% 72.04 74.06 74.58 74.82 76.28 73.98 72.45 

4차

백색
화소

191.72 178.35 185.12 188.30 194.23 183.62 189.73 

흑색
화소

20.63 15.44 18.25 18.15 16.90 23.14 24.54 

융선
사이

142.44 131.61 137.36 144.70 142.59 137.38 143.88 

% 71.20 71.31 71.38 74.38 70.88 71.19 72.24 

5차

백색
화소

178.97 172.93 177.42 188.59 185.77 180.00 194.78 

흑색
화소

15.09 17.63 16.57 18.88 18.81 20.81 26.41 

융선
사이

126.38 124.57 129.04 144.76 140.60 128.13 135.62 

% 67.91 68.86 69.92 74.17 72.95 67.42 64.86 

　
%

평균
67.95
±3.96

70.42
±2.53

72.04
±2.78

73.98
±1.35

71.46
±3.26

70.12
±2.96

67.99
±4.39

2. 적정 초점거리 설정 후 지문-카메라 사이의 거리 

변화에 따른 지문사진 품질의 차이 

[그림 5]는 정 거리 설정 후 지문-카메라 사이

의 거리를 변화시켜 촬 한 지문 사진을 확 한 것으로 

카메라와 지문 사이의 거리가 설정해둔 거리와 달

라지면 지문이 흐릿하게 나타나고 지문 식별능이 떨어

지는 것을 보여 다. [표 2]는 카메라와 지문사이의 거

리와 설정해둔 거리의 차이에 따른 색상 %값의 변

화를 나타낸 것이다. 지문 사이의 거리가 설정해둔 

거리와 차이가 커질수록 색상 % 값이 어들었고 이는 

융선 사이에 회색화소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따라서 지문을 촬 하는 동안 카메라와 지문 사이

의 거리가 설정한 거리와 같게 유지하는 것이 요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6 mm - 4 mm - 2 mm 0 mm + 2 mm + 4 mm - 6 mm

그림 5. 카메라와 지문 사이의 거리를 변화시켜 촬영한 사진

의 동일한 구역 비교

  

3. 삼각대 사용 유무에 따른 지문사진 품질의 차이

비교를 하여 삼각 를 이용한 표 사진을 촬 하

고, 과학수사요원과 일반인이 삼각 를 사용하지 않고 

지문을 촬 하도록 하 다. 각 세트는 같은 환경에서 촬

되었다. [표 3]과 [표 4]에서 음 처리 된 부분은 같은 

환경에서 삼각 를 이용한 결과이고, 음 처리 되지 않

은 부분은 손으로 들고 촬 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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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53 24.49 106.01 67.91 　

4 115.93 15.39 72.56 56.86 11.05 

5 138.55 23.03 95.66 62.87 5.04 

6 141.18 21.52 102.54 67.71 0.20 

　 197.31 38.88 167.60 81.25 　

7 197.60 39.60 167.38 80.87 0.37 

　 137.38 24.40 97.15 64.39 　

8 118.03 17.69 76.97 59.08 5.31 

9 109.08 13.15 69.01 58.23 6.16 

10 112.20 17.10 71.60 57.31 7.08 

11 119.86 14.60 79.03 61.21 3.18 

　 144.52 23.69 104.57 66.94 　

12 140.49 24.46 101.68 66.55 0.39 

13 138.85 28.94 94.48 59.63 7.31 

　 143.40 24.91 113.99 75.18 　

14 140.29 24.45 109.16 73.13 2.05 

15 149.52 27.60 107.20 65.29 9.89 

16 150.95 32.85 110.95 66.13 9.05 

17 146.46 20.89 115.26 75.15 0.03 

18 146.72 20.61 104.49 66.51 8.67 

19 148.34 24.66 109.31 68.44 6.74 

　 184.44 31.49 157.27 82.24 　

20 189.16 30.66 148.14 74.12 8.12 

　 125.05 18.61 104.08 80.30 　

21 117.28 17.65 90.95 73.57 6.73 

22 101.80 21.01 64.64 54.00 26.29 

23 99.56 26.45 71.38 61.46 18.84 

24 133.71 25.65 108.52 76.69 3.61 

25 122.42 27.78 91.05 66.85 13.45 

26 117.24 19.39 92.76 74.98 5.32 

　 204.71 45.99 175.77 81.77 　

27 232.78 50.39 183.01 72.71 9.05 

28 224.33 59.78 185.89 76.64 5.13 

　 206.62 36.83 177.33 82.75 　

29 226.15 52.63 194.85 81.96 0.79 

　 154.80 31.67 138.49 86.75 　

30 142.17 22.89 120.76 82.05 4.70 

31 152.59 24.86 127.94 80.70 6.05 

32 148.13 27.92 126.25 81.80 4.96 

33 156.59 30.44 138.78 85.88 0.87 

34 160.48 27.81 142.91 86.76 0.00 

　 181.92 44.28 166.76 88.99 　

35 192.75 61.11 165.21 79.08 9.91 

　 197.47 43.89 163.01 77.56 　

36 205.31 40.00 166.61 76.59 0.97 

　 190.75 30.36 169.31 86.63 　

37 162.42 23.54 132.49 78.45 8.18 

38 170.06 32.54 141.40 79.16 7.47 

　 189.12 38.03 163.97 83.35 　

39 187.13 36.52 162.05 83.35 0.01 

40 215.81 66.48 185.77 79.88 3.47 

백색화소 흑색화소 융선사이 % 차이
191.20 30.65 156.27 78.24 

1 183.91 27.75 134.22 68.18 10.06 

2 191.37 29.47 148.26 73.37 4.87 

3 188.05 37.15 145.32 71.68 6.56 

4 180.15 32.79 132.26 67.50 10.74 

5 184.24 39.52 146.94 74.23 4.02 

6 179.05 37.24 145.48 76.33 1.92 

7 183.12 32.91 141.23 72.11 6.13 

8 180.52 28.29 146.35 77.55 0.69 

9 189.20 34.60 153.78 77.09 1.15 

10 189.47 32.84 152.19 76.20 2.04 

193.66 28.25 165.10 82.73 

11 196.77 34.45 167.43 81.92 0.81 

12 190.80 27.77 161.59 82.08 0.65 

13 194.83 29.87 164.42 81.57 1.17 

14 188.50 30.08 159.07 81.42 1.31 

15 193.96 34.58 143.63 68.42 14.31 

16 190.55 33.92 154.40 76.92 5.81 

17 191.90 27.90 162.45 82.04 0.69 

18 192.40 29.53 154.74 76.88 5.86 

19 179.32 28.37 147.45 78.89 3.85 

20 193.52 27.32 164.35 82.45 0.28 

180.29 35.32 162.72 87.88 

21 182.74 34.96 162.54 86.33 1.55 

22 179.95 40.85 159.87 85.56 2.32 

23 181.56 49.92 166.19 88.32 -0.44 

24 175.72 40.31 155.44 85.02 2.86 

25 175.77 36.17 158.67 87.75 0.13 

26 174.89 48.65 145.04 76.35 11.53 

27 175.31 34.81 150.35 82.23 5.65 

28 176.87 39.47 155.79 84.66 3.22 

29 178.17 36.73 160.38 87.42 0.46 

30 173.58 34.65 156.78 87.91 -0.03 

181.72 36.97 161.14 85.78 

31 173.60 60.26 144.13 74.00 11.78 

32 180.44 44.53 155.38 81.56 4.22 

33 176.66 40.46 151.24 81.34 4.45 

34 182.49 39.64 160.77 84.80 0.99 

35 176.15 38.01 153.92 83.91 1.87 

36 183.69 37.09 160.08 83.89 1.89 

표 4. 삼각대 사용 여부에 따른 색상 %의 수치 차이(음영 처

리 된 부분은 삼각대를 이용한 결과, 백색 부분은 일반

인이 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촬영한 결과)

[표 3]은 과학수사요원 40명을 상으로 삼각  사용 

유무에 따른 지문사진 품질 차이를 알아본 것이다. 삼각

를 사용하여 촬 한 지문 사진의 색상 %값이 삼각

를 사용하지 않고 촬 한 지문 사진의 색상 %값보다 

부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삼각  없이 카메

라를 손에 들고 촬 할 때에 지문 융선 사이에 백색 화

소의 수가 고 회색 화소의 수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즉, 삼각 를 사용하지 않고 카메라를 손에 들

고 촬 을 하면 지문 사진의 품질의 하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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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179.51 40.50 157.94 84.48 1.30 

38 177.31 39.51 154.12 83.17 2.61 

39 182.39 42.74 159.08 83.31 2.47 

40 180.37 44.09 159.23 84.49 1.29 

[표 4]는 같은 조건에서 일반인 40명을 상으로 같은 

지문을 촬 하여 비교한 것이다. [표 4]에서도 삼각 를 

사용하여 촬 한 지문 사진의 색상 %값이 삼각  없이 

촬 한 지문 사진의 색상 %값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림 6]은 같은 조건에서 (삼각 를 사용하여 촬

한 지문 사진의 색상 %) - (손으로 들고 촬 한 지문 

사진의 색상%) 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과학수사요원

과 일반인의 분포는 큰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고, 삼각

를 사용하여 촬 한 지문 사진의 색상 %와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촬 을 한 집단을 특정할 수도 없다. 따라

서 지문사진 촬 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의 하의 

요인들 에서 촬 자의 경험이나 기술에 의한 품질 

하는 큰 요인이 아님을 시사한다. 

그림 6. 과학수사요원과 일반인이 삼각대를 이용한 경우와 손

을 이용한 경우의 색상 %값 차이의 분포

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지문 사진의 품질에 향을  수 있는 

ISO, 정 거리 설정 후 지문-카메라 사이의 거리 

변화, 삼각 의 사용 유무에 따라 촬 한 지문 사진을 해

상도 측면에서 비교해 보았다. ISO 값을 변화시켜 촬

해 색상 %를 계산해 본 결과, ISO를 변화시켜도 지문 융

선 사이의 백색 화소와 회색 화소의 비율을 나타내는 색

상 %값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정 거

리 설정 후 지문-카메라 사이의 거리를 변화시킨 실험에

서는 카메라의 거리와 지문-카메라 사이의 거리의 

차이가 커질수록 지문의 융선과 고랑을 구분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하는 백색 화소의 수를 이고 회색 화소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문 사진의 품질

을 결정하는 데 있어 ISO의 차이는 큰 향을 미치지 않

지만  거리를 설정한 후 촬  시 발생할 수 있는 흔

들림은 지문 사진의 품질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카메라를 손에 들고 촬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흔들림에 의한 사진 품질 하 정도를 알아보기 해, 삼

각 를 사용하여 촬 한 지문 사진의 색상 % 값과 과학

수사요원 , 일반인이 카메라를 손에 들고 촬 한 지문 사

진의 색상 % 값과 비교해보았다. 삼각 를 사용하여 촬

한 지문 사진의 색상 % 값이 과학수사요원과 일반인

이 카메라를 손에 들고 촬 한 지문 사진보다 체 으

로 높게 나왔다. 이는 삼각 를 이용하지 않고 촬 할 경

우, 융선 사이의 회색 화소의 수가 증가하여 지문 사진의 

융선 식별능이 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문

을 구별하는 데에 있어 특징 의 수에 향을  수 있으

며, 최종 으로 지문을 이용한 개인식별에 큰 향을 미

칠 수 있다. 따라서 촬 하는 순간에 흔들림에 의해 

거리와 지문-카메라 사이의 거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에, 선명한 사진을 얻기 해서는 지문 촬  시 카메라를 

고정하여 촬 해야 할 것이다. 한, 과학수사요원과 일

반인이 촬 한 지문 사진에서 측정한 색상 %값과 삼각

를 이용하여 촬 한 사진의 색상 %값의 차이의 분포

는 집단별로 뚜렷한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좋은 품질의 지문 사진을 얻는 데에는 촬 자의 기술이

나 경험보다는 카메라의 거리와 지문-카메라 사이

의 거리를 같게 유지하는 것이 요하다.

ISO를 조정하는 것이 사진의 품질에 거의 향을 미치

지 않았지만, 높은 ISO는 사진의 노이즈를 만들 수 있다

[12][15][18]. 경험이 많은 과학수사요원들 역시 일반인

들과 마찬가지로 촬   손의 떨림이 발생할 수 있기 때

문에, 장 감식에 있어 지문 사진을 촬 할 시에는 삼각

의 사용을 권장한다.

재 지문을 감정하는 방법으로 과학수사요원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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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출한 지문 그 로 근  촬 하여 컴퓨터에 

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사진촬 은 

지문 감식에 있어 요한 과정이 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

와 같은 지문을 촬 하는 방법에 한 실증 인 연구가 

부족하다. 를 들어, 지문을 촬 하는 데에 얼마만큼의 

화소를 할애해야 하는지, 하나의 임 안에 지문이 차

지하는 면 을 얼마로 설정하는 것이 지문자동검색시스

템 상 가장 좋은지 등을 주제로 한 후속 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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