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 론

강력범죄에서 발견되는 혈액으로 이루어진 지문, 즉 
혈지문은 경우에 따라서 증거로서의 가치가 더 높게 평
가된다. 혈지문은 출혈을 초래할 수 있는 폭행, 상해 이
상의 공격행위가 있었음을 의미하며, 범인과 피해자 간
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
요한 증거로 사용된다. 또한 혈액지문에서 DNA를 채
취하여 유전자정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강력

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1][2]. 현장의 혈지문이 흰색 
등의 밝은 표면에 유류되어있을 경우에는 육안으로 쉽
게 관찰할 수 있지만, 색상이 있는 표면이나 대리석, 장
판 등에 유류된 혈지문은 지문과 배경 사이의 대조비가 
낮아 육안으로 관찰하기 어렵다. 또한 혈액의 양이 적
거나 약하게 찍힌 혈지문은 지문의 형태가 희미하거나 
융선의 특징점이나 미세한 부분이 보이지 않을 수 있
다. 따라서 혈흔을 증강하는 과정을 통해 혈지문과 배
경 사이의 대조비를 높이고 보이지 않는 융선을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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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Lueco-crystal violet(LCV)는 혈흔을 증강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매우 효과적인 시약이다. 그러나 LCV를 
혈지문에 처리할 경우, 버블링 현상이 발생하여 지문의 특징점과 융선의 세밀하고 미세한 특징들이 훼손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LCV의 버블링 현상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실험
결과, LCV의 버블링 현상을 개선시키면서 혈흔 증강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혈지문에 LCV를 처리하기 전에 
에탄올 기반의 aminotriazole(AT)용액을 처리하는 방법이었다. 혈지문에 AT용액을 전처리하는 방법은 LCV
의 버블링 현상을 개선하며, LCV의 혈흔 증강 효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효과적인 방법인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혈지문에 LCV를 처리할 경우에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AT용액으로 혈지문을 전처리해볼 것을 권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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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ueco-crystal violet(LCV) is a very effective reagent used to enhance bloodstain. However, when the 
LCV is treated to the bloody fingerprint, the bubbling occurs, so that the minutiae and features of the 
fingerprint can be damaged. In this study, we studied a method to reduce the bubbling of LCV. As a 
result, the most effective method for reduction bubbling and enhancement bloodstain was to treat 
ethanol-based  aminotriazole(AT) solution before LCV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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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3].
Leuco-crystal violet(LCV)은 희미한 혈흔을 증강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매우 효과적인 시약이다. LCV
는 배경 이염이 적어 다공성, 비다공성 표면을 가리지 
않고 적용할 수 있으며, 혈흔 증강 시 일반 땀 성분이나 
피지 성분과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혈흔에만 특이적으
로 반응한다. 또한 시약 조성에 5-sulfosalicylic acid
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혈액 고정처리가 요구되지 않
으며, 특히 헹굼 과정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4-7]. 
하지만 LCV는 혈액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거품이 발생
하는 버블링 현상(bubbling)이 나타나 혈흔의 미세한 
특징이 손상된다는 단점이 있다[8].

 Stoilovic[9]는 과산화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LCV와 
Leuco-malachite green(LMG)은 혈액과 과산화수소
가 만나 Heme이 촉매로 작용하여 반응을 일으키는 과
정에서 산소기체가 발생하여 지문 융선의 디테일이 손
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미네소타주 경찰의 법과
학 및 범죄수사부서인 Minnesota Bureau of 
Criminal Apprehension에서 발간한 매뉴얼[10]에서
는 LCV가 과산화수소를 포함하고 있어 혈지문에 적용
할 때 산소기체가 발생하고 세밀한 지문 융선들을 놓칠 
수 있음을 명시했다. 홍[8]의 연구에 따르면, LCV를 혈
지문이 유류된 감열지에 적용한 결과, 지문 융선의 세
밀한 부분이 번지고 흐려지는 것이 관찰되었다. 김[11]
은 종이에 유류된 혈지문에 대한 LCV의 버블링 현상을 
줄이는 방안으로  LCV 시약에 포함된 과산화수소의 농
도를 낮추는 방법을 제시했다. 

버블링 현상은 과산화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혈흔시
약을 혈액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거품이 발생하는 현상
을 말하며, 이는 시약에 포함된 과산화수소가 원인이 
된다는 것은 연구된 바 있다[8-10]. 과산화수소는 화학
적 구조가 불안정하여 공기 중에서도 천천히 물과 산소
로 분해된다. 이러한 과산화수소의 분해는 혈액과 만날 
경우 혈액 속에 있는 효소인 카탈라아제에 의해 촉진된
다[12]. 카탈라아제는 과산화수소에 의한 산화적 손상
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 매우 빠른 속도로 과산
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

(   

 )[13]. LCV는 3% 과산화수

소를 기반으로 제조되기 때문에 혈지문에 적용할 경우 

카탈라아제의 작용으로 과산화수소의 분해가 빨라져 
거품이 과도하게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해 혈지문의 
융선이 훼손된다. 

본 연구는 버블링 현상의 원인이 되는 카탈라아제 작
용을 억제한다면 LCV의 버블링 현상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로 출발하였다. 효소는 주성분이 단백질
이므로 온도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어느 일정한 온도
를 넘으면 효소 단백질이 변성되어 불활성화 되고 기능
을 상실하게 된다[13]. 또한 효소 저해제는 효소의 특정
한 부위에 결합하여 활성을 억제한다. 
Aminotriazole(AT)은 카탈라아제의 비가역적 저해제
로, 카탈라아제의 헴 철(heme iron)과 필수 이미다졸
(imidazole) 고리에 결합하여 카탈라아제를 불활성화 
시킨다[12-15]. 따라서 혈액 속 카탈라아제의 작용을 
억제시킬 수 있는 변수로 고온과 Aminotriazole(AT)
를 선택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혈지문을 대상으로 고온과 AT에 따른 
LCV의 버블링 현상의 감소 여부 및 혈흔증강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LCV의 버블링 현상 개선에 효
과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림 1. Aminotriazole의 구조

Ⅱ. 재료 및 방법

1. 혈지문
지문은 유류 시 동일한 조건을 유지하고 시약 처리 

전, 후 융선의 두께를 비교하기 위하여 [그림 2]와 같이 
지문 융선이 각인된 도장을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혈액은 만 25세 성인 남성의 것으로 채취 후 1 주일이 
넘지 않는 것을 사용하였다. 혈지문은 혈액 20 ul을 지
문인장에 도포한 후 A4용지에 유류하였다. 혈지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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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된 A4용지는 상온에서 1시간 동안 말린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그림 2. 실험에 사용된 지문인장

2. 시약 
LCV는 30% 과산화수소 용액(DAEJUNG, Korea) 

50 ml와 탈이온수 450 ml를 섞은 후 
5-sulfosalicylic acid dihydrate(DAEJUNG, Korea) 
10 g을 넣어 완전히 녹인 후 sodium acetate, 
anhydrous, 98.5%(SAMCHUN, Korea) 3.7 g 첨가
하고 1 g의 leucocrystal violet(Sigma-Aldrich, 
USA)를 섞어 제조하였다. 카탈라아제 저해제는 
3-Amino-1,2,4-triazole(Sigma-Aldrich, USA)을 
Ethyl alcohol anhydrous, 99.9%(DAEJUNG, 
Korea)에 용해시켜 AT용액을 제조하였다. 

3. 변수 적용 방법
3.1 고온 
혈지문이 유류된 종이는 전기오븐 

DWO-G13SB(DAEWOO, Korea)을 사용하여 고온 
처리하였다. 혈지문의 노출온도와 시간은 예비실험과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설정하였다. 예비실험 결과, 100 
℃의 열에 노출된 검체에서는 버블링이 발생했으며, 
200 ℃의 열에 노출된 검체에서는 LCV로 혈지문이 증
강되지 않았다. 이는 150 ℃ 가 넘는 온도에 노출된 검
체에서는 LCV로 혈지문이 증강되지 않았다는 Bleay의 
연구와도 일치하였다[17]. 따라서 카탈라아제의 작용을 
억제하면서 LCV의 혈흔증강 효과가 유지되는 적정온
도인 150 ℃로 노출온도를 설정하고 노출시간을 100
초, 200초, 300초, 400초로 달리하여 열처리를 하였
다. 열에 노출된 혈지문은 담금법으로 LCV를 처리하였
다.

3.2 Aminotriazole(AT)
Aminotriazole(AT)은 에탄올, 물, 메탄올에 용해된

다. 예비실험 결과, 혈지문을 녹이지 않고 LCV의 혈흔 
증강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용매는 에탄올이었다. 
따라서 에탄올에 AT를 용해시켜 0.5, 1, 1.5, 2% 농도
로 제조한 AT용액에 혈지문을 3초간 담근 후 LCV를 
적용하였다. 

4. 혈지문의 융선 두께 측정
LCV의 버블링 현상이 줄어든 것을 수치적으로 확인

하기 위하여 LCV를 처리하기 전의 혈지문과 변수를 적
용하고 LCV를 처리한 혈지문 융선의 두께를 각각 측정
하였다. 혈지문은 실체현미경인 LEICA M80 (LEICA, 
Germany)을 사용하여 7.5배율로 확대하여 촬영하였
다. 융선 두께 측정은 Adobe Photoshop CS 6의 눈
금자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5. 지문의 품질 평가
평가를 위해 법과학 교육을 받은 10명을 평가자로 선

정하였다. 증강된 혈지문은 영국 내무성(Home 
Office)에서 제시한 평가기준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이
는 지문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평가기준 중 하나로서 
지문 융선의 디테일을 중점적으로 관찰하는 것이다
[17]. 또한 본 연구에서는 증강된 혈지문과 배경 간의 
대조비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기 때문에 별
도의 평가기준을 마련하였다. 평가는 독립적으로 수행
되었으며, 평가 기준은 [표 1][표 2]와 같다.

4점 모든 지문 융선의 디테일이 잘 보임
3점 지문 융선의 디테일이 60 ~ 90% 정도 보임
2점 지문 융선의 디테일이 30 ~ 60% 정도 보임
1점 지문 융선의 디테일이 0 ~ 30% 정도 보임
0점 지문의 존재를 알 수 없음

표 1. 지문 융선의 디테일 

4점 지문 융선과 배경의 대조비가 뛰어남
3점 지문 융선과 배경의 대조비가 좋음
2점 지문 융선과 배경 구분할 수 있음
1점 지문 융선과 배경의 대조비가 좋지 않음
0점 지문 융선과 배경을 구분할 수 없음

표 2. 지문 융선과 배경의 대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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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고찰

1. 고온
혈지문을 150 ℃의 열에 100, 200, 300, 400초간 

노출시킨 후 LCV를 처리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열
에 노출시키지 않은 비교지문은 LCV 처리와 동시에 버
블링 현상이 발생하여 지문 융선이 훼손된 반면, 열에 
노출된 혈지문에서는 버블링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카탈라아제가 열에 의해 변성
되면서 작용이 억제되어 버블링 현상이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13]. 하지만 열을 가하는 시간이 늘어
날수록 LCV로 증강한 혈지문이 보라색이 아닌 갈색으
로 증강되어 LCV의 증강 효과가 감소되었다. 열을 처
리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LCV와 반응 하는 heme 또
한 열에 의해 파괴되어 LCV의 혈지문 증강 효과에 영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17]. 

버블링 현상이 발생한 비교지문에서 LCV 처리 전과 
후의 융선 두께 차이는 1.8 mm로 측정되었다. 또한 혈
지문의 융선이 명확히 보이지 않아 지문 평가결과, 융
선 디테일은 1.4점을 받았고 배경과의 대조비는 1.2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다. 300, 400초간 열에 노출된 
혈지문의 융선 두께 차이는 없었지만, 혈지문이 LCV로 
증강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지문 평가 점수는 낮았다. 
100초간 열에 노출된 혈지문은 버블링 현상이 개선되
고 선명한 보라색으로 지문이 증강되어 지문 평가 결
과, 융선 디테일과 배경과의 대조비 모두 3.4점을 받았
다[표 3][표 4]. 고온에 따른 LCV 버블링 현상의 차이

[단위:mm]
비교
지문 100초 200초 300초 400초

LCV 
처리 전 2.5 3.2 3.2 4.7 3.2

LCV 
처리 후 4.3 3.3 3.3 4.7 3.2

두께 
차이 1.8 0.1 0.1 0 0

표 3. [그림 3]의 융선 두께 측정 결과    

구분
융선 디테일 배경과의 대조비

평균 표준 
편차 p값 평균 표준 

편차 p값

비교지문 1.40 0.52 .000 1.20 0.42 .000

100초 3.40 0.70 .000 3.40 0.70 .000

200초 3.10 0.74 .000 2.50 0.71 .000

300초 2.80 0.63 .000 2.50 0.71 .000

400초 3.00 0.67 .000 2.20 1.03 .000

표 4. 열에 노출된 혈지문을 LCV로 증강한 결과 평가점수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000).

2. Aminotriazole(AT)
카탈라아제의 비가역적 저해제인 aminotriazole 

(AT)이 LCV의 버블링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
고 가장 적절한 AT용액의 농도를 탐색하였다. 혈지문
을 0.5, 1, 1.5, 2% 농도의 AT용액에 담근 후 LCV를 
적용한 결과, 4가지 농도 모두에서 버블링 현상이 개선
되었으며 LCV의 혈지문 증강 효과도 감소하지 않았다

비교지문 100초 200초 300초 400초

그림 3. 열에 노출된 혈지문을 LCV로 증강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상: LCV 처리 전, 하: 열에 노출시킨 후 LCV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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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0.5 ~ 2% 사이의 농도로 제조된 AT용액을 
처리한 혈지문은 융선 두께의 차이와 지문평가결과에
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5][표 6]. 3% 이
상의 농도로 AT용액을 제조할 경우 AT가 에탄올에 완
전하게 녹지 않았으며, AT 결정들이 A4용지에 남아 혈
지문 증강의 전처리 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않았다. 실험 
결과, 버블링 현상을 줄이기 위한 AT용액을 제조할 경
우에는 에탄올을 기반으로 하여 0.5 ~ 2% 농도로 제조
하는 것이 좋으며, 이후의 실험에서는 에탄올 기반의 
0.5% 농도의 AT용액을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단위:mm]
비교
지문 0.5% 1% 1.5% 2%

LCV 
처리 전 2.5 3.8 3.9 3.9 4.1

LCV 
처리 후 4.3 4.0 4.1 4.0 4.2

두께 차이 1.8 0.2 0.2 0.1 0.1

표 5. [그림 4]의 융선 두께 측정 결과

구분
융선 디테일 배경과의 대조비

평균 표준 
편차 p값 평균 표준 

편차 p값

비교지문 1.40 0.52 .000 1.2 0.42 .000

0.5% 3.70 0.42 .000 3.4 0.70 .000

1% 3.30 0.70 .000 3.1 0.57 .000

1.5% 3.60 0.67 .000 3.2 0.63 .000

2% 3.70 0.42 .000 3.2 0.63 .000

표 6. 각 농도별 AT용액에 적용한 혈지문을 LCV로 증강한 결
과 평가점수

3. 실제 지문으로 유류한 혈지문
지문 인장으로 유류한 혈지문과 실제 혈지문의 차이

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가락에 혈액을 도포하여 혈지문
을 유류하고 변수들을 비교하였다. 변수를 적용하지 않
은 비교지문에서는 버블링 현상이 즉시 발생하면서 융
선이 뭉개졌으며, 150 ℃의 열을 100초간 처리한 지문
은 버블링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열에 의해 LCV의 
혈흔 증강 효과가 떨어졌다[그림 5]. 변수를 비교한 결
과, 지문 인장으로 유류한 혈지문과 마찬가지로 LCV를 
처리하기 전 AT용액을 처리하는 방법이 LCV의 버블링 
현상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비교지문 150 ℃, 100 초 AT
(에탄올기반,0.5%)

그림 5. 실제 지문으로 유류된 혈지문에 각 변수를 
적용하고 LCV를 처리한 결과 

상: LCV 처리 전, 하: 변수 적용 후 LCV 처리 

 

비교지문 0.5% 1% 1.5% 2%

그림 4. 혈지문을 각 농도별 AT용액에 적용한 후 LCV로 증강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상: LCV 처리 전, 하: AT용액 적용 후 LCV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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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T용액이 LCV의 증강 효과에 미치는 영향
앞선 실험을 통해 LCV의 버블링 현상이 개선됨과 동

시에 융선이 선명하게 증강되는데 효과적인 것은 AT용
액이었다. 따라서 AT용액이 LCV의 혈지문 증강 효과
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한 두 가지의 추가적인 
실험을 진행하였다. 

혈지문을 연속적으로 5회 유류한 후 2등분하여 왼쪽
은 전처리 없이 LCV를 바로 처리하고 오른쪽은 전처리
로 AT용액을 적용하고 LCV를 처리하였다. [그림 6]에
서 볼 수 있듯이, AT용액을 적용하고 LCV를 처리한 혈
지문은 즉시 LCV를 처리한 결과와 동일하게 5번 지문
까지 증강되었다. 또한 AT용액 적용 없이 LCV를 처리
한 혈지문은 버블링 현상으로 인해 융선이 손상되었지
만, AT용액을 적용한 혈지문은 버블링 현상이 발생하
지 않아 융선의 손상 없이 증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혈액을 증류수로 1:2 배~1:2,000,000 배로 희석하
여 AT용액이 혈흔에 대한 LCV의 민감도에 영향을 미
치는지 확인하였다. 희석한 혈흔에 전처리 없이 바로 
LCV를 처리한 결과, 1 만 배로 희석된 혈흔 샘플(14번)
까지 LCV로 혈흔이 증강되었지만 버블링 현상이 발생
하였다. AT용액을 적용하고 LCV를 처리한 결과 역시, 
1 만 배로 희석된 혈흔 샘플(14번)까지 LCV로 혈흔이 
증강된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버블링 현상은 개선되

어 혈흔이 번지지 않고 선명하게 증강되었다[그림 7]. 
LCV를 처리하기 전 혈지문에 AT용액을 적용하는 방법
은 LCV의 혈흔 증강 효과와 민감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LCV를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혈흔이 더 
선명하게 증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LCV는 다른 혈흔 시약들과 비교해서 갖는 여러 장점
에도 불구하고 버블링 현상이라는 치명적인 단점 때문
에 혈지문을 증강하는 시약으로 권장되지 않는다. 다수
의 선행연구에서는 과산화수소가 포함된 LCV를 혈지
문에 적용하는 것은 버블링 현상으로 인한 융선 디테일
의 손상을 초래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8-10]. 하지만 이러한 LCV의 버블링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LCV는 과학수사 분야에서 널리 인식된 혈흔 증강시약
이며 다른 시약과 비교하여 여러 장점과 효과성이 매우 
뛰어나다[4-7].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LCV를 혈흔을 
탐색하거나 혈족적을 증강하는데 사용하는 것뿐만 아
니라 혈지문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여 LCV의 
활용가치를 높이는 연구는 필요할 것이다. 김[11]의 연
구에 따르면, LCV의 버블링 현상을 줄이는 방안으로 
LCV 시약에 포함된 과산화수소의 농도를 낮추거나 혈
액의 농도를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발견되는 혈지문의 농도를 조절하는 것은 증거의 훼손
가능성이 농후하여 불가능하고, LCV를 제조하지 않고 

1 2 3 4 5

그림 6. 연속적으로 다섯 번 유류된 혈지문을 2등분하여 LCV로 증강한 결과 
상: LCV 처리 전, 하: LCV 처리 후(좌: LCV 단독 처리, 우: AT용액 적용 후 LCV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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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산화수소 농도를 조절
하기 어려워 현장에서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LCV는 산화-환원 반응으로 혈흔
을 증강시키는데, 산화-환원 반응에 필요한 과산화수소
의 농도를 낮추는 것은 시약의 효과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지문의 현출 및 증강을 위한 시약이나 기법을 선택할 
때에는 편리성과 효과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AT용액은 처리 시간이 짧고 처리 
방법 또한 간편하여 현장하기에 사용하기 편리하며, 
LCV의 버블링 현상이 개선되고 혈지문의 융선이 선명
하게 증강되기 때문에 효과성 역시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혈지문에 LCV를 처리하기 전에 에탄올 
기반의 AT용액으로 전처리하는 방법은 LCV의 버블링 
현상을 개선하는 최적의 방법으로 판단된다.

Ⅳ. 결론

본 연구는 LCV를 혈액에 처리할 때 발생하는 버블링 
현상을 개선하는 방안에 관하여 연구한 것이다. 버블링 
현상의 원인이 되는 카탈라아제의 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온도와 aminotriazole(AT)로 설정하고 
이 두 가지 변수의 버블링 현상 개선 정도와 LCV의 혈
지문 증강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고온에서는 150 ℃의 열에 100초 동안 노출한 혈지
문에 LCV를 처리하였을 때 버블링 현상이 개선되고 
LCV의 혈흔 증강 효과가 다른 온도에 비해 좋게 나타
났다. 고온에 노출한 혈지문은 버블링 현상은 개선되지
만, DNA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높고 고온에 노출시
키기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다. 카탈라아제 저해제인 
AT용액에 처리한 혈지문은 버블링 현상이 개선되면서 
배경 이염이 없이 선명한 보라색으로 혈지문이 증강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LCV만을 처리한 혈지
문과 비교했을 때 감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버블링 현상과 배경 이염 등 LCV의 단점들을 보완해줄 
방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AT용액 적용 없이 LCV 처리 AT용액을 적용한 후 LCV 처리

LCV
 적용 전

LCV 
적용 후

그림 7. 희석한 혈흔에 LCV를 처리한 결과
(1: 2배,  2: 4배,  3: 8배,  4: 16배,  5: 32배,　6: 64배,  7: 128배,  

8: 256배,　9:512배,  10: 1천배,  11: 2천배,  12: 4천배,  13: 8천배,  14: 1만배, 
 15: 3만 배, 16: 6만 배,  17: 10만 배,  18: 20만 배,  19: 50만배,  20: 100만배,  21: 200만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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