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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어두운 비다공성 표면에 지문을 유류한 후 지문 형  증강 시약으로 알려진 acid 

yellow7(AY7), 흔증강용 rhodamine 6G(R6G), eosin Y의 효과성을 비교하 다. AY7과 eosin Y의 경

우 지문 형  증강 시약으로 국내에 소개된 바 있으나, 흔증강용 R6G의 경우는 그 지 않다. 과학수사 

요원이 실무에서 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기 해 각 형  증강시약이 최 의 형  증강 효과를 보일 

때 촬 을 실시하 다. 연구 결과, 흔증강용 R6G는 약하게 유류된 지문에 한 증강 효과가 가장 뛰어

난 것으로 나타났다. eosin Y는 다른 두 시약과 비교하여 모든 지문에 해서 증강 효과가 약했으며, 

액의 농담이 약한 지문일수록 효과가 격하게 하되었다. 따라서 경찰 과학수사요원이 효과 인 

지문 증강 시약으로서 흔증강용 R6G를 사용해볼 것을 권장한다.

■ 중심어 :∣혈흔증강용 Rhodamine 6G∣Acid yellow 7∣Eosin Y∣혈지문∣비다공성∣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compare effectiveness of fluorescent reagents for enhancing blood such 

as acid yellow 7, rhodamine 6G, eosin Y. AY7 and eosin Y have been introduced in Korea as 

fluorescent reagents for enhancing blood, but not rhodamine 6G. 

In this study, researchers photographed when each reagents gave the most effective results. 

Consequently, rhodamine 6G was superior to the others. Eosin Y enhanced bloody fingermarks 

weakly compared to AY7 and rhodamine 6G. Furthermore, the more depletion trials were done, 

the less effectiveness were shown. Therefore, researchers recommended that crime scene 

investigators try to use rhodamine 6G fluorescent reagents for enhancing bl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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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유 의 범죄 장에서 발견된 지문은 출 을 래

한 공격행 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매우 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한, 지문의 출처를 밝히는 일은 공

격 행 의 당사자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최종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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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장의 지문은 사물의 표면과 손이 반복해서 

하며  희미해지거나 손을 닦는 행  등에 의해서 

지문이 약하게 남겨지는 경우가 많다. 한 어두운 

색 배경면에 지문이 남겨질 경우에는 진하게 남겨지

는 경우에도 육안으로 쉽게 식별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는 지문을 증강하는 기법을 

용해야 한다. 이러한 기법은 주로 액을 구성하고 있

는 단백질을 형 으로 염색하는 시약이나 헴(heme) 

매 반응을 이끄는 시약들의 용을 들 수 있다. Bodziak

의 연구에서 헝겊, 나무, 종이 등 다공성(porous) 표면

에 남겨진 흔을 증강하기 해서 leucocrystal 

violet(LCV)를 용하는 실험을 수행하 다[1]. Wang 

외의 연구에서 eosin Y를 사용하여 희미한 흔을 증강

하 고[2], Sears 외의 연구에서는 다공성  비다공성 

표면에 유류한 지문을 다양한 단백질 염색 시약들을 

사용하여 증강하는 실험을 수행하 다[3]. Spence 의 

연구에서 희미한 족 을 증강하기 한 실험에서 

LCV를 용하 고, 특정 장의 빛과 좁은 역을 투

과하는 역필터(band pass filter)를 차폐 filter로 사용

하여 더 선명한 이미지로 촬 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4]. Yapping 외의 연구에서는 아연을 첨가하여 흔 

증강용으로 제조한 rhodamine 6G(R6G)를 종이, 나무, 

라스틱, 유리, 속 등 다양한 표면의 지문에 한 

증강에 사용하 고[5], Duncan은 R6G에 설폰산

(5-sulfosalicylic acid)을 첨가하여 흔증강에 사용하

다[6]. Sears 등은 다양한 다공성, 비다공성 표면에 

유류된 지문을 상으로 heme 반응 시약들과 단백질 

염색 시약들을 용하 고, 액을 희석하여 각 시약들

의 민감도에 해서도 알아보았다[7]. Wang 외는 eosin 

Y를 지문 증강용 시약으로 제조하는 방법과 효과성

에 해서 소개한 바 있다[2]. Agarwal 외의 연구에서

는) acid yellow7(AY7)을 사용하여 어두운 색 비다공성 

표면에 유류된 지문에 한 증강 효과를 알아보는 실

험을 수행하 다[8]. 

희미한 지문 는 어두운 배경에서의 지문에 

한 앞선 연구들을 보면 헴 반응 시약 에는 LCV를 사

용한 실험이 주류를 이루었고, 단백질 염색 시약으로는 

eosin Y, 흔증강용 R6G, AY7 등이 주로 용되었다. 

많은 연구를 통해서 각 시약이 지문 증강시약으로 

용될 수 있음이 입증되었으나, 효과성을 비교한 결과는 

연구자들마다 달랐다.

본 연구에서는 단백질 형  염색 시약인 AY7, 흔

증강용 R6G, eosin Y의 효과 인 비교를 하여 어두

운 색상의 표면을 선정하 고, 지문 융선의 선명도 

찰을 통한 비교실험을 진행하 다.

Ⅱ. 실험 재료 및 실험 방법           

본 실험에서는 지문에 사용되는 acid yellow7, 흔

증강용 rhodamine 6G, eosinY 세 가지 형  시약의 효

과성을 비교하 다. 증강한 지문은 융선은 근  촬

하여 융선의 세부형태(ridge detail)를 찰하 다. 본 

실험은 연구의 신뢰성을 하여 3번 반복 실험 하 다.

1. 지문 유류 방법

지문은 [그림 1]과 같이 미리 제작된 지문패턴 인장

(印章)에 제공자의 액을 묻힌 후, 반복해서 7.5cm x 

15cm의 검은색 타일(검체) 표면에 한 힘으로 러 

는 방법으로 유류하 다. 실험에 사용한 액은 만 

25세 여성의 것으로  실험과정에서 동일한 액을 사

용하 다. 액을 묻힌 지문인장을 검체에 바로 유류하

게 될 경우, 유류된 지문의 융선을 확인하기 어렵게 된

다. 이를 방지하기 해 액이 묻은 지문인장을 빈 종

이에 문질러 액 양을 조 한 후 유류하 다. 각 시약

의 감도를 평가하기 하여 액이 묻은 지문인장을 검

체에 연속 으로 여섯 번 유류하여 농담(濃淡)이 진한 

지문부터 약한 지문을 순차 으로 만드는 depletion set 

방법을 사용하 다[9]. 유류된 지문은 실험실 환경에서 

1시간 동안 충분히 건조한 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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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문 패턴의 인장

2. 혈지문 고정

단백질 시약을 용하기에 앞서 시약에 의한 지문

의 손상을 막고, 고정하기 하여 액 고정제 용액

(5-sulfosalicylic acid 2g, 증류수 100ml)을 티슈에 고루 

셔 지문이 유류된 검은색 타일 에 올려두고 약 5

분간 그 로 두었다.

3. 시약

3.1 acid yellow 7

AY7은 비다공성 표면에 유류된 흔 증거에 용할 

수 있는 표 인 형  증강 시약으로 알려져 있다[10]. 

한 산도에서 시약의 음이온 설폰산염(sulfonate) 

그룹이 액의 단백질 성분  하나인 양이온 그룹과 

결합하여 착색된다[11]. 이 시약은 420~485nm 역에

서 들뜸을 일으키며, 480~550nm 역에서 형 을 방출

한다. 따라서, 노란색의 고 이나 590nm의 차폐필터를 

이용할 경우 우수한 증강 효과를 찰할 수 있다[12]. 

많은 양의 액이 남아 있는 경우 AY7을 용하면 

헤모 로빈의 형  소 (fluorescence quenching)에 의

하여 냉 의 세기가 감소한다고 보고되고 있다[10][13].

3.1.1 acid yellow 7 제조방법  용

AY 7은 BVDA사(Netherlands)의 완제품을 사용하

고, 지문 에 분무하여 약 10분간 그 로 두었다. 

이후 검체 표면에 남은 시약을 흐르는 물로 세척한 후 

건조하 다. AY7으로 염색된 지문은 Polilight Flare 

Plus 2(Rofin, Australia) 450nm와 주황색 차폐필터

(Altlight, 국내)를 사용하여 촬 하 다. 

3.2 혈흔증강용 R6G

Rhodamine 6G(R6G)는 주로 순간 착제 후처리시약

으로 사용되고 있으나[5], 일부 연구에서 rhodamine 6G

의 제조방법을 수정하여 흔 증강에 사용하 다. 

Yapping의 연구에서는 흔증강용 rhodamine 6G의 형

 반응에 한 언 이 없었으나, 이후 Ferrugia 외의 

연구에서 란색/ 록색 역의 원(468-526nm) 을 

조사하고, 오 지색(529nm)의 차폐필터를 이용할 경우 

증강효과가 더욱 증 됨을 확인하 다[14].  

3.2.1 흔증강용 R6G 제조방법  용

흔증강용 R6G는 Duncan의 연구를 참고하여 [표 1]

과 같이 제조하 다[6]. 흔증강용 rhodamine 6G는 

acid yellow 7과 동일한 방법으로 용하 다. 증강된 

지문은 Polilight Flare Plus 2(Rofin, Australia) 

505nm와 주황색 차폐필터(Altlight, 국내)를 사용하여 

촬 하 다. 

농축용액(stock solution)

rhodamine 6G 0.2g

isopropanol 200ml

methyl ethyl ketone 300ml

작업용액(working solution)

농축용액 250ml

증류수 750ml

최종시약

작업용액 10ml

2% 5-sulfosalicylic acid 수용액 200ml

표 1. 혈흔증강용 R6G 제조방법[6]

3.3 eosin Y

Eosin Y는 일반 으로 사용되는 화학  염색시약으

로 붉은색을 띄는 산성염료이다. 액 내의 단백질 분

자와 결합할 때 헤모 로빈 분자의 heme이 매로 작

용하여 leuco eosin Y를 eosin Y로 산화시키며 붉은색

의 물질이 생성된다[2][15]. 한, 530nm 장 역의 

원과 610nm의 차폐필터를 사용하면 은 황 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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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을 나타내므로 지문 증강에 매우 좋은 결과를 나

타낸다[16-18].

3.3.1 eosin Y 제조방법  용

본 연구에서 사용한 eosin Y는 Wang(2007)의 연구를 

참고하여 [표 2]와 같이 제조하 다[2]. eosin Y의 용

방법 한 에서 소개한 두 시약의 방법과 동일하다. 

eosin Y로 증강된 지문은 Polilight Flare Plus 

2(Rofin, Australia) 505nm와 주황색 차폐필터(Altlight, 

국내)를 사용하여 촬 하 다. 

농축용액(stock solution)

eosin Y 0.2g

citric acid 2g

powdered zinc 4g

ethanol 20ml

작업용액(working solution)

농축용액 10ml

ethanol 90ml

30% hydrogen peroxide 8~10방울

표 2. eosin Y 제조 방법

4. 실험 방법

비된 지문에 세 가지 시약들을 동일한 방법으로 

용하 고, 증강된 지문은 시약들의 조건에 맞게 

한 원과 필터를 사용하여 촬 하 다. 세 가지 시

약  AY7은 450nm, 흔증강용 R6G와 eosin Y는 

505nm의 원을 사용한다. 각 시약이 갖는 excitation 

spectrum과 emission spectrum이 다르기 때문에 증강

된 지문을 동일한 조건의 빛에 노출시킬 수 없다. 

한 카메라의 노출에 따라서 형 의 세기가 다르게 기록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배경이 검게 보이는 

상태에서 형 이 가장 강하게 보이는 최 의 노출 조건

을 만들어서 촬 하 다. 조리개는 f/8로 동일하게 하

고 Polilight Flare Plus 2 450nm, 505nm 원을 기 으

로 AY7을 용한 지문 샘 에 해서는 셔터스피드 

1/2 , 흔증강용 R6G에서는 3 , eosin Y는 1/4 로 

촬 하 다. 지문이 희미해질수록 형 이 얼마나 약

해지는지를 알아보기 해 동일 시약을 처리한 첫 번째 

지문부터 마지막 지문까지 셔터스피드를 유지하여 촬

하 다. 

이 게 촬 된 형  증강 지문들은 [그림 2]와 같

이 지문의 심(core)부분을 기 으로 이미징 소 트웨

어인 Photoscape Ver.3.7을 사용하여 일정한 크기로 자

른 후 확 하 고 법과학 교육을 이수한 4인이 지문 융

선의 선명도를 비교· 찰 하 다.

그림 2. 형광 증강 혈지문의 비교 분석 영역 

Ⅲ. 결과 및 고찰           

[그림 3]과 같이 AY7으로 증강한 지문은 1번 지문

에서 6번 지문까지 모두 양호하게 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1번 지문과 6번 지문을 비교한 [그림 

4]를 보면 지문이 흐려지면서 증강의 정도도 에 띄

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이  연구들에서는 AY7의 형  소

(fluorescence quenching) 상이 단 으로 언 되고 

있다[9][12]. 본 실험에서도 [그림 5]와 같이 동일한 노

출 조건으로 촬 한 지문에서 형  소 으로 인해 첫 

번째 지문의 밝기가 두 번째 이후의 지문들보다 약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문의 특징을 식별하는데 

향을 미치는 수 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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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AY7으로 증강한 혈지문 

(1번부터 차례대로 유류)

1 6

그림 4. AY7을 처리한 1번 지문과 6번 지문의 형광 증강 

정도의 차이 

1 3

그림 5. AY7을 처리한 혈지문의 소광 효과

(좌:1번 지문, 우:3번 지문)

흔증강용 R6G는 순차 으로 유류된 지문에서 

형  증강 효과의 변화 정도가 AY7을 용한 지문보

다 크지 않았고 [그림 6]과 같이 1번에서 6번까지 반

으로 비슷한 형  증강을 찰할 수 있었다. AY7에

서 찰되었던 형  소 도 흔증강용 R6G에서는 거

의 찰되지 않았다. 1번 지문과 6번 지문을 비교한 [그

림 7]을 보면 증강의 정도에 큰 차이 없이 6번 지문도 

잘 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osin Y의 경우 [그림 8]에서와 같이 지문이 흐려

짐에 따라 격하게 증강효과가 하되는 결과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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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혈흔증강용 R6G로 증강한 혈지문 

(1번부터 차례대로 유류)

 

1 6

그림 7. 혈흔증강용 R6G를 처리한 1번 지문과 6번 

지문의 형광 증강 정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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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eosin Y로 증강한 혈지문 

(1번부터 차례대로 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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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각 시약을 처리한 1번, 6번 지문의 비교

(좌로부터 AY7, 혈흔증강용 R6G, eosin Y)

[그림 9]는 AY7, 흔증강용 R6G, eosin Y를 용한 

1번 지문과 6번 지문을 비교한 것이다. AY7과 흔증

강용 R6G는 1번 지문에서 비교  강한 형  증강 효과

를 보이고 있지만 eosin Y는 두 시약에 비해 다소 약한 

형 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6번 지문에 해서는 

흔증강용 R6G가 가장 양호한 형  증강 효과를 보

고 eosin Y는 상 으로 매우 약한 형 을 보 다.

지문 증강과 련한 기존의 연구는 시약의 형 특

성을 고려하지 않아 표면이 통일되지 않았으며[16], 

흔증강용 R6G에 해서는 언 만 되어 있을 뿐 이의 

효과성에 해 비교한 논문은 거의 없었다[5][14]. 

재 장에서 주로 사용 되고 있는 AY7의 경우 표

면에 약하게 유류된 지문의 증강이 효과 이지 않았

으나, 흔증강용 R6G을 이용한 증강의 경우 지문의 

유류정도에 크게 향을 받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흔증강용 R6G의 용 방법 역시 일선에서 사용하던 

흔증강시약과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제조하여 용할 

수 있다는 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AY7, 흔증강용 R6G, eosin Y를 사

용하여 어두운 표면에 유류된 지문의 증강 효과를 비

교하 다. 과학수사요원이나 지문 감정 들이 시각

으로 형 의 세기가 강한 지문에서 융선의 특징 을 잘 

식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19], 약하게 유류된 

지문에 한 특정시약의 증강 효과를 형 의 세기만

으로 평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실험

의 연구자들은 실험 결과물들 에서 육안으로 찰하

을 때 선명한 세선(細線)의 융선을 가진 지문을 좋은 

지문으로 평가 하 다.

주로 사용 되고 있는 출 지문의 평가 척도는 육안

으로 찰되는 특징 의 개수를 기 으로 하거나, 자동

지문검색시스템에 지문 이미지를 업로드시켜 나오는 

수를 기 으로 하는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특징 은 지문의 면 이 넓거나 지문의 삼각도(delta)

부분 등과 같이 원래 특징 이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더 많이 발견되는 것이라서 이러한 

방법으로 지문을 평가하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특히 지문검색시스템의 수 부여 방법은 측정자에 따

라 다른 수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라 신뢰도를 인정

하기 어렵다. 본 연구진 이외에도 수많은 지문 연구자

들이 고민하고 있으나, 지 으로서는 육안검사( 는 

미경 검사), 검사자를 지정해서 선명도에 따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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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0~4  등의 수를 부여하는 방법 등이 사용되고 

있다. 출된 지문 융선의 평가 척도와 련한 추후 연

구가 필요하다. 

AY7에서는 진하게 남겨진 지문에서 약간의 형  

소 이 찰되었지만 체 으로 좋은 효과를 보 고, 

일부 연구에서 지문에 한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소

개되었던 eosin Y는 다른 두 시약에 비해서 체 으로 

약한 형  증강 효과를 보 다. 흔증강용 R6G는 국

내에서 소개가 되지 않은 시약으로 본 연구 결과 다른 

시약들에 비해 좋은 결과를 보 다. depletion set로 유

류된 지문에서 순차 으로 형 의 세기가 약해지는 

AY7과 eosin Y와는 달리 흔증강용 R6G는 모든 지

문에서 비슷한 형  세기를 보 다. 한 AY7을 용

한 지문과 달리 형  소  효과가 찰되지 않았다. 

기존에 소개되었던 흔 증강용 형  시약인 AY7과 

eosin Y 뿐만 아니라 본 연구 결과가 시사 하는 바와 같

이 실무 으로 흔증강용 rhodamine 6G를 사용해볼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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