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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해양범죄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증거물 중 지문과 DNA(Deoxyribo nucleic acid)는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다
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해양환경에서 증거물로 많이 발견되는 비다공성 재질 5종(플라스
틱, 스테인리스, 유리, 세라믹, FRP(Fiber reinforced plastic))을 선정하여 자연 및 혈액지문을 유류한 후 동해
해경서 전용부두에서 약 7일간 침지하였다. 그 후 CA(Cyanoacrylate) 훈증법과 4가지 분말법(Swedish black 
powder, Concentrated black powder, Supranano red powder, Dazzle orange powder)을 이용하여 지
문 현출 후 DNA 추출, 정량, STR(Short tandem repeat) 프로필을 분석하였다. 지문현출방법 중 Supranano 
red powder를 적용하였을 때 DNA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양이 나타났으며 STR 프로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평균 16.8∼9개의 유전자좌위를 확보할 수 있었고, 유리 및 세라믹 재질에서는 20개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 약 7일 동안 침지된 가상증거물에 지문 현출법을 적용 후 DNA를 추출 및 정량하여 STR 프로필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VMD(Vacuum metal deposition), SPR(Small particle reagent) 등 다양한 지문현출방
법을 적용한 뒤 DNA를 분석하여 STR 프로필을 확보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중심어 :∣수중증거물∣잠재지문∣DNA∣STR∣Supranano Red Powder∣
Abstract

Among the various evidence found in maritime crimes, fingerprints and DNA are very important in 
that they can identify a suspect. In this study, 5 types of non-porous surfaces (plastic, stainless, glass, 
ceramic, FRP), which are often found as evidence in the actual marine environment, were selected, and 
latent and blood fingerprints were passed down and immersed at the Donghae Maritime Police Station's 
exclusive pier for about 7 days. After that, DNA extraction, quantification, and STR profile were analyzed 
after fingerprint developing CA fumming method and 4 powder methods (Swedish black powder, 
Concentrated black powder, Supranano red powder, Dazzle orange powder). Among the fingerprint 
developing methods, when Supranano red powder was applied, a relatively high amount of DNA was 
found. As a result of STR profile analysis, an average of 16.8 to 9 loci were secured, and all 20 were 
confirmed in glass and ceramic material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possible to secure the STR 
profile by extracting and quantifying DNA after applying the fingerprint developing method to virtual 
evidence immersed for about 7 days, and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secure the STR profile by 
analyzing DNA after applying various fingerprint developing methods such as VMD and S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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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해양환경은 조류⋅수온⋅염분⋅유속⋅해양생물 등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환경
적 특성 때문에 해양 사건⋅사고 발생 시 육상에서 발
생하는 범죄에 비하여 해풍, 조류, 수온, 염분, 해양생물 
등 다양한 영향에 의해 현장 보존이 어렵고 증거물의 
유실 및 훼손이 심각하게 나타난다[1]. 특히 증거물에 
남은 지문⋅DNA 등은 온전히 발견하기 어렵고 찾아낸
다 하더라도 소실되어 있거나 그 양이 매우 적어 검출
해내기가 매우 어렵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도에 발생한 해양범죄는 
45,598건으로 같은 해 발생한 육상범죄에 비하면 낮은 
수치이다. 하지만 2017년도에 발생한 해상범죄는 
26,215건, 2018년도는 38,484건, 2019년도는 
42,938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2]. 이렇듯 해양범죄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해양환경에서 증거물을 찾아내고 분석하는 것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해양환경에서 찾아낼 수 있는 증거물들은 족적, 혈흔, 
미세증거물 등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지문 및 DNA
는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증
거물이다. 그러나 여러 유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해양에서 지문 및 DNA를 온전히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 그 중 범죄현장에서 지문의 형태가 왜곡되거나 
변형되어 온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식별 확인이 어
렵기 때문에 DNA를 이용하여 분석한다[3].

수중에 침지된 지문 현출 방법에 대한 선행 연구는 
국내⋅외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국외 연구에서는 담수
에서 금속 표면에 지문을 유류하여 침지한 후 최대 3일
까지 지문에 CA 훈증법을 적용한 결과 양호한 지문을 
현출할 수 있었고[4], 해수 및 담수에 유리⋅플라스틱
⋅스테인리스 표면에 지문을 유류하여 침지시킨 실험
에서는 10일 이상 지문에서 CA 훈증법을 적용한 결과 
지문을 현출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5]. 국내 연구에서
는 실제 해수 환경에서 지문을 침지시켜 지문을 현출한 
결과 침지 후 3일 이상된 지문에서는 현출도가 떨어졌
으며, 젖은 표면에서 사용되는 SPR, 사삼화철, CA 현
출법은 현출 점수가 낮게 나타났고 Nile red 및 ORO 

시약에서 현출도가 비교적 우수하게 현출 되었다는 연
구결과도 있었다[6]. 또한 증거물에서 지문 발견 시 개
인식별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지문현출시약 처리 없이 우선적으로 DNA를 추출하고 
STR(단연쇄반복, Short Tandem Repeat) 분석을 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7].

본 연구에서는 해양환경에서 발견될 수 있는 다양한 
비다공성 표면에 지문을 유류한 뒤 해수에 침지시킨 후 
회수하여, 지문현출방법에 따른 DNA 추출 및 STR 프
로필 분석을 통해 개인식별 가능 여부에 대해 비교 실
험을 진행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침지시험장 구축 및 환경 분석
본 연구 수행을 위한 침지시험장은 시설 안전과 보안

이 유지될 수 있고, 분실 위험이 적으며 바지선이 설치
되어 있어 연중 안정한 수심이 확보되는 곳으로 선별한 
결과, 동해해양경찰서 전용부두(37° 30' 34" N, 129° 
3' 13" E)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1]. 침지 실험 기간은 2021년 4월 7일∼12일과 
2021년 9월 17일∼24일로 총 2번에 걸쳐 실험을 약 7
일 동안 진행하였으며, 침지시험장의 수온 및 유속 변
화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해양조사원 실시간해양관측시
스템(KOOFS)를 참고하였다.

그림 1. 침지시험장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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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료 제작 및 침지 방법
2.1 비다공성 표면 선정 근거 및 특징 
해양 범죄현장에서는 제트스키⋅모터보트 등 소형보

트나 대형 선박, 유실된 차량, 어업용 물품, 범행 도구 
등 다양한 증거물이 발견될 수 있다. 플라스틱은 범행 
도구의 손잡이, 어업용 물품 등 해양생활에서 사용되는 
물품 중 대다수를 구성하는 재질이며 스테인리스는 칼, 
망치 등 범행 도구에서 많이 발견되는 재질이다.

유리는 선박이나 차량의 창문, 유리병 등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세라믹은 전기를 전도하지 않고 열에 강해 
어업용 도구, 선박, 양식장 등에서 사용된다. 도장된 
FRP(이하 FRP)는 선박의 몸체를 구성하는데 사용되는
데 건조 및 수리가 용이하고 단가가 낮으며 부식에 강해 
우리나라 선박 중 96%를 차지하고 있는 재질이다[8].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해양 증거물의 특징을 고려하여 
해양에 침지된 시료를 만들기 위해 비다공성 표면인 플
라스틱, 스테인리스, 유리, 세라믹, FRP을 선정하여 재
질별 침지시료의 크기를 각각 약 10×10 cm2 으로 규
격화하였다.

2.2 지문 유류 및 시료 침지 방법
지문 및 혈액 채취는 2021년 3월 IRB 승인(승인번호 

: P01-202103-33-001)을 받은 후 연구를 수행하였
다. 지문 유류시에는 비다공성 표면을 깨끗하게 닦은 
뒤 20대 성인 남성의 우수 무지를 depletion series를 
적용시켜 자연지문과 혈액지문을 연속적으로 6회 유류
하여 시료를 제작하였다[그림 2].

그림 2. 지문 유류 및 시료 제작 방법

해류 유속 등에 의하여 시료가 유실되거나 훼손될 가
능성이 존재하므로, 플라스틱 파이프에 시료를 케이블 
타이로 여러 번 엮어 단단히 고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
으며 수심을 고려하여 1 m∼3 m 사이에 올 수 있도록 
위치시킨 후 로프를 기둥에 묶어 고정한 뒤 약 7일 동
안 침지하였다[그림 3]. 

그림 3. 침지시료 모식도

3. 시료의 회수⋅전처리 방법
약 7일 동안 침지한 시료는 회수 후 그 자리에서 즉

시 플라스틱 파이프와 케이블 타이를 해체하였다. 이송 
시에는 다용도 바구니에 낚시줄을 엮고 대상 물질을 끼
워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지문의 손상을 최소화시켰으
며, 이송하는 동안 표면이 마르지 않도록 20 L 부피의 
리빙박스에 해수를 부은 후, 실험실에서 세척이 이루어
지기 전까지 그대로 보관하였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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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시료 회수 및 이송 방법

4. 지문 현출 방법
시료를 증류수로 세척 후 물기가 마를 때까지 지문을 

건조시켰다. 건조된 지문은 일반 분말 Sweidish black 
powder, Concentrated black powder, 형광 분말 
Supranano red powder, 형광 자석 분말 Dazzle 
orange powder을 사용하여 분말의 특성에 맞게 다람
쥐털 브러쉬, 황새깃털 브러쉬, 자석봉을 이용하여 지문
을 현출하였으며, CA 훈증법은 상대습도 80∼85% 사
이의 CA 챔버 안에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순간접착
제에 열을 가하여 기화시키는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하
였다. 분말법을 적용하여 현출된 지문은 면봉에 증류수
를 묻혀 1분 동안 닦아낸 후 마이크로튜브에 담아 냉동 
보관하였고, CA 훈증법을 적용하여 현출한 지문은 면
봉에 70% 에탄올을 묻혀 지문을 1분 동안 닦아낸 후 
마이크로튜브에 담아 냉동 보관한 뒤 DNA 추출을 진
행하였다.

5. DNA 추출 및 정량, STR 프로필 분석 
냉동 보관한 면봉을 꺼내 QIAampⓇ DNA 

Investigator Kit (QIAGEN, Germany) 및 추출 장비
인 Automate Express™ Forensic DNA Extraction 

System (Thermo Fisher Scientific, USA) 제조사의 
매뉴얼에 따라 면봉에서 DNA를 추출하였다.

최종 50 µL의 elution volume으로 추출된 DNA는 
QuantifilerⓇ HP DNA Quantification Kit(Thermo 
Fisher Scientific, USA)와 7500 Real-time PCR 
(Thermo Fisher Scientific, USA)를 이용하여 정량 
분석을 수행하였다.

PCR 조건은 95℃에서 2분간 pre denature 시킨 후 
95℃에서 9초, 60℃에서 30초를 cycle로 하여 40회 반
복하였다. Standard curve가 잘 나타나는지 확인한 후, 
DNA 농도 및 품질을 분석하였다.

STR 프로파일링을 위해 GlobalFilerⓇ PCR 
Amplification Kit (Thermo Fisher Scientific, 
USA)를 사용하였으며, 추출한 DNA 시료는 최대량인 
15 µL 첨가하여 Master Mix 7.5 µL, Primer Mix 2.5 
µL를 혼합하여 최종 25 µL를 맞춘 뒤 Veriti 96-well 
Thermal Cycler (Thermo Fisher Scientific, USA)
를 사용하여 PCR을 진행하였다.

PCR 증폭과정은 제조사의 매뉴얼에 따라 진행하였으
며, 증폭된 PCR product는 STR 프로필 분석을 위해 
자동염기서열분석기[3500 Genetic Analyzer (Thermo 
Fisher Scientific, USA)]로 모세관전기영동을 실시한 
후 GeneMapper ID-X software v1.4 (Thermo 
Fisher Scientific, USA)로 분석하여 STR marker 일
치 여부를 판단하였다. STR marker는 CODIS 기준 
20개 공통 핵심 STR 좌위의 CSF1PO, D1S1656, 
D2S1338, D2S441, D3S1358, D5S818, D7S820, 
D8S1179, D10S1248, D12S391, D13S317, 
D16S539, D18S51, D19S433, D21S11, D22S1045, 
FGA, TH01, TPOX, vWa를 선정하였으며, 
GlobalFilerⓇ PCR Amplification Kit의 SE33, Y 
indel, DYS391는 배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Ⅲ. 실험 결과

1. 침지시험장 해양환경 분석
1차 실험을 진행한 기간(2021. 4. 7.∼12.)의 최저 수

온은 12.76℃이며 최고 수온은 13.39℃를 보였고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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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온은 13.22℃(±0.21)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유속의 
최저 속도는 4.99 cm/s이며 최고 속도는 12.92 cm/s
를 보였고 평균 유속은 6.94 cm/s(±2.71)로 나타났다
[그림 5A]. 2차 실험을 진행한 기간(2021. 9. 17.∼24.)
의 최저 수온은 22.65℃이며 최고 수온은 23.34℃를 
보였고 평균 온도는 23.02℃(±0.18)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유속의 최저 속도는 7.18 cm/s이고 최고 속
도는 14.55 cm/s를 보였으며 평균 유속은 9.73 
cm/s(±2.69)으로 나타났다. 동해 해역의 저수온기와 
고수온기의 수온 변화폭은 평균 약 10℃이며 유속은 불
규칙적으로 변화하여 일정한 규칙성은 보이지 않았다
[그림 5B].

그림 5. 수온 및 유속 변화 그래프 (A: 4월, B: 9월)

2. 자연·혈액 지문의 DNA 정량 결과
2.1 재질별 정량 결과
자연지문의 재질별 DNA 정량값은 유리 > 플라스틱 > 

세라믹 > 스테인리스, FRP 순으로 유리가 0.014 ng/µL
로 가장 높았으며, 스테인리스와 FRP가 0.003 ng/µL
로 가장 낮았다. 반면 혈액지문의 DNA 정량값은 FRP 
> 플라스틱, 세라믹, 유리 > 스테인리스 순으로 FRP가 
0.01 ng/µL로 가장 높았으며, 스테인리스 0.002 
ng/µL로 가장 낮았다. 자연지문에서는 유리재질이 타 
재질보다 DNA 농도가 높았으며, 혈액지문에서는 FRP

가 DNA 농도가 높은걸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6].

그림 6. 재질별 DNA 평균 농도 (ng/µL)

2.2 지문현출방법의 정량 결과
자연지문의 재질별(플라스틱, 스테인리스, 유리, 세라

믹, FRP)에 따른 지문현출방법 DNA 정량값은 플라스
틱 재질에서는 Supranano red powder가 0.015 
ng/µL로 가장 높았고, CA 훈증법과 Concentrated 
black powder가 0.003 ng/µL로 가장 낮았다. 스테인
리스 재질에서는 Supranano red powder, Dazzel 
orange powder, Swedish black powder가 0.005 
ng/µL로 가장 높았고, Concentrated black powder
가 0.001 ng/µL로 가장 낮았다. 유리 재질에서는 
Supranano red powder가 0.12 ng/µL로 가장 높았
고, 그 외 4가지 지문현출방법에서는 동일하게 0.003 
ng/µL로 나타났다. 세라믹 재질에서는 Supranano 
red powder가 0.011 ng/µL로 가장 높았고, CA 훈증
법이 0.002 ng/µL로 가장 낮았다. FRP 재질에서는 
Supranano red powder가 0.008 ng/µL로 가장 높
았고, Swedish black powder가 0.002 ng/µL로 가
장 낮았다[그림 7].

혈액지문의 재질별(플라스틱, 스테인리스, 유리, 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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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 FRP) 지문현출방법 DNA 정량값은 플라스틱 재질
에서는 Supranano red powder가 0.006 ng/µL로 
가장 높았고, Swedish black powder가 0.003 ng/µL
로 가장 낮았다. 스테인리스 재질에서는 Dazzel 
orange powder가 0.004 ng/µL로 가장 높았고, CA
훈증법이 0.001 ng/µL로 가장 낮았다. 유리 재질에서
는 Supranano red powder가 0.008 ng/µL로 가장 
높았고, CA훈증법과 Swedish black powder가 
0.002 ng/µL로 가장 낮았다. 세라믹 재질에서는 
Supranano red powder가 0.006 ng/µL로 가장 높
았고, CA훈증법과 Concentrated black powder가 
0.002 ng/µL로 가장 낮았다. FRP 재질에서는 
Supranano red powder가 0.08 ng/µL로 가장 높았
고, CA훈증법이 0.002 ng/µL로 가장 낮았다[그림 7].

 

그림 7. 자연지문 및 혈액지문 DNA 평균 농도 (ng/µL)

3. 자연·혈액 지문의 STR 프로필 분석
자연⋅혈액 지문의 DNA 농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으

므로 STR 프로필 분석시 RFU(상대적 형광 단위, 
Relative Fluorescence Unit)값을 평균 100으로 설
정하여 peak height를 분석하였고 STR marker를 확
인하였다.

3.1 재질별 STR 프로필 분석
자연지문의 재질별 STR 프로필을 비교한 결과, 20개

의 STR marker 중 유리는 평균 13.1개, FRP 12.2개, 
플라스틱 11.3개, 세라믹 11개, 스테인리스 10.6개의 
STR marker가 검출되었다. 혈액지문에서는 세라믹은 
평균 13.2개, 플라스틱 12.6개, 유리 11.9개, 스테인리
스 11.5개, FRP 10.7개의 STR marker가 검출되었다
[표 1].

표 1. 재질별 평균 STR marker 수
non-porous

Surfaces Latent fingerprint Blood fingerprint

Plastic 11.3 / 20 12.6 / 20
Stainless 10.6 / 20 11.5 / 20

Glass 13.1 / 20 11.9 / 20
Ceramics 11 / 20 13.2 / 20

FRP 12.2 / 20 10.7 / 20
Average 11.6 / 20 12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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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문현출방법에 따른 STR 프로필 분석
자연지문의 지문현출방법에 따른 STR 프로필을 비교

한 결과, Supranano red powder가 평균 16.8개로 
지문현출방법 중 가장 많은 STR marker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유리 재질에서는 20개 STR marker가 모두 
검출되었다.

지문현출방법 중 Supranano red powder > Dazzle 
orange powder > Swedish black powder ＞ 
Concentrated black powder > CA훈증법 순으로 많
은 STR marker를 확인할 수 있었다[표 2].

표 2. 자연지문 평균 STR marker 수 

non-
porous
Surfaces

CA
훈증법

Swedish 
black 

powder

Dazzle 
orange 
powder

Suprana
no red 
powder

Concentr
ated 
black 

powder
Plastic 17/20 14.5/20 15.5/20 17/20 12/20

Stainless 10.5/20 15.5/20  17/20 16/20 13/20

Glass 12/20  14/20  16/20 20/20 15.5/20

Ceramics 11.5/20  17/20  15/20 14.5/20 13.5/20

FRP 12.5/20 12.5/20 14.5/20 16.5/20 14.5/20

Average 12.7/20 14.7/20 15.6/20 16.8/20 13.7/20

혈액지문의 지문현출방법에 따른 STR 프로필을 비교
한 결과, Supranano red powder가 평균 16.9개로 
지문현출방법 중 가장 많은 STR marker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세라믹 재질에서는 20개 STR marker가 모
두 검출되었다.

지문현출방법 중 Supranano red powder > 
Dazzle orange powder > Concentrated black 
powder > CA훈증법 > Swedish black powder 순으
로 많은 STR marker를 확인할 수 있었다[표 3].

표 3. 혈액지문 평균 STR marker 수 

non-
porous 

Surfaces
CA

훈증법
Swedish 
black 

powder

Dazzle 
orange 
powder

Supran
ano red 
powder

Concentr
ated 
black 

powder
Plastic 14.5/20  13/20  16/20 18.5/20 13.5/20

Stainless 15/20 13.5/20 15.5/20 13.5/20 15/20
Glass 14/20  13/20 18.5/20 18/20 20/20

Ceramics 12/20 17.5/20 19.5/20 20/20 15/20
FRP 19.5/20 12.5/20 13.5/20 14.5/20 13.5/20

Average 15/20 13.9/20 16.6/20 16.9/20 15.4/20

Ⅳ.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해양범죄 증거물로 발견할 수 있는 플
라스틱, 스테인리스, 유리, 세라믹, FRP 등 5종의 비다
공성 재질을 선정하여 자연지문과 혈액지문을 유류한 
후 동해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 약 7일 동안 침지하였
다. 해양에 침지한 시료는 회수하여 지문 현출 방법 중 
CA 훈증법 및 분말법 4종(Swedish black powder, 
Dazzle orange powder, Supranano red powder, 
Concentrated black powder)을 적용하여 현출 후 
DNA 추출, 정량, STR 프로필 분석을 진행하였다.

해양에 침지된 지문은 해양생물, 유속, 염분 등의 영
향을 받아 소실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표면이 매끄러운 
유리 및 세라믹보다는 비교적 거친 표면을 가진 스테인
리스 혹은 FRP에 유류된 지문의 소실이 적을 것이라 
예상하였다[9-11]. 그러나 실험결과 5종의 비다공성 재
질 중 유리표면에 유류된 자연지문과 세라믹 표면에 유
류된 혈액지문에서 가장 많은 STR marker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해수에 의해 소실되고 남은 지문의 
양이 다른 비다공성 표면보다 유리 및 세라믹 표면에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김현정(2019)의 연구
에서도 해수에 젖은 비다공성 표면 중 유리에서의 지문 
현출 결과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같은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12-14].

지문현출방법 중에서는 Supranano red powder를 
적용하였을 때 가장 높은 DNA 정량값은 보였으며, STR 
프로필 분석결과 타 현출방법보다 모든 재질에서 유전자 
좌위가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유리 및 세라믹 
재질에서는 20개 STR marker를 모두 확인할 수 있었
으며, 이는 정지혜(2020)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Supranano red powder가 타 현출방법보다 STR 분석 
결과에 적은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판단된다[17].

현재 해양에 침지된 증거물에서 범죄사건 해결을 위
해 개인식별을 할 수 있는 지문 및 DNA 분석 관련 연
구는 매우 미진한 상태이며, 해양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해양환경에 침지된 비다공
성 표면의 지문 DNA를 지문 현출 방법을 적용하여 
STR 프로필 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 Supra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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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powder를 적용한 유리, 세라믹 시료 및 
Concentrated black powder를 적용한 유리 시료에
서 약 7일까지 개인식별이 가능한 STR 프로필을 본 연
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 CA훈증법과 분말법 
4종 이외 VMD, SPR 등 다양한 지문 현출 방법을 적용
한 뒤 침지 시간을 늘려, DNA를 분석하는 추가적인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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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학과(의약생명공학 석사)

 <관심분야> : 세포분자생물학, 법생물학, 법의유전학

추 민 규(Min-kyu Choo)                  정회원
▪2011년 2월 : 순천향대학교 해양생

명공학과(해양생명공학 학사)
▪2014년 2월 : 순천향대학교 해양생

명공학과(해양생명공학 석사)
▪2014년 5월 ∼ 현재 : 해양경찰연

구센터 유전자감정 선임 연구원

 <관심분야> : 법생물학, 법의유전학, 해양생물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