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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비다공성 표면에 유류된 지문을 출하기 해서는 다양한 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분말법은 실무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기법  하나이다. 하지만 분말의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각각의 분말마다 권장되는 

붓질(stroke)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 숙련된 과학수사요원이 잠재지문의 출정도를 악하면서 붓질을 

해야 하며 출한 결과물 한 개개인마다 다르다. 지문 분말은 원료배합과 제조방법에 따라 분말 입자간 

서로 붙는 성질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성질을 자착성(auto-adhesion)이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지문 분말의 자착 정도를 알아보기 하여 슬라이드 라스에 지문을 유류한 후 분말을 각각 

1회, 3회, 5회, 10회 용하여 출된 지문을 학 미경으로 배율을 달리하여 찰하는 실험을 진행하 다. 

일부 분말은 붓질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문 융선이 더 진하게 출되는 결과를 보 고 반 로 일부 분말

은 약한 자착성으로 인해 붓질의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문이 흐려지는 결과를 나타냈다. 각 분말들이 갖

는 자착성의 다양함은 분말마다 러쉬의 사용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 중심어 :∣지문∣분말법∣자착성∣지문분말∣
Abstract

Powder method is one of the most commonly used techniques for developing latent fingerprints 

on non-porous surfaces. While fingerprint powders become more diverse, there is no standard 

for the number of stroking a brush. For this reason, crime scene investigators need to stroke a 

brush as they try to figure out how much latent fingerprints are developed. Also, results vary 

from individual to individual. According to the combination of material and manufacturing, there 

are various results that powder particles hold together. It is called auto-adhesion which means 

the interaction between powder particles. This study showed auto-adhesion of 13 kinds of 

fingerprint powders expanding the number of stroking time. Consequently, some fingerprint 

powders had strong auto-adhesive property and others had weak auto-adhesion. Furthermore, 

the others did not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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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분말법(Powder method)은 비다공성 표면에 유류된 

지문을 출하기 하여 사용되는 기법  하나로서, 

지문 융선 분비물의 수분과 지질 성분에 분말 입자가 

달라붙어 지문이 시각화되는 원리를 사용한다[1]. 이 기

법은 과학수사요원이 사건 장에서 신속하게 용할 

수 있으며, 색상과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용하고자 

하는 표면의 특성에 맞게 선택 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 [2]이 있는 반면, 지문의 신선도와 과학수사요원의 

숙련도에 따라 지문 출 결과가 달라지고 끈 이거나 

젖은 표면에는 용할 수 없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표면에 오염물이 고 신선한 지문일수록 지문 분비

물과 분말 간의 선택  착에 의해 지문이 잘 출된

다[1][3]. 분말의 물리  성질에 한 기 연구들은 주

로 분말 입자의 크기와 스테아릭산(strearic acid)의 함

유량에 따른 분말의 최  효과에 이 맞춰져 있었

다. 스테아릭산은 지문 분비물과 분말의 선택  착력

을 향상시키고, 매끄러운 표면이나 반사체에 용하기 

한 목 으로 분말 제조공정에서 첨가되는 물질이다

[1]. Goode 외의 연구에서는 스테아릭산을 첨가하지 않

은 이크(flake) 형태의 분말의 효과성이 첨가한 것

에 비하여 히 감소하 음을 밝 냈다[4]. James 외

의 연구에서는 분말 입자의 크기와 상 없이 스테아릭

산 코 이 안 된 분말의 경우 출 효과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5]. 자성 분말을 기 으로 분말 입자 

크기가 직경 10-25㎛이고 스테아릭산의 함유량이 

3-5wt.%일 때 최 의 효과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6].

그러나 지문 분비물과 분말의 선택  착을 결정하

는 요인에는 분말의 성분, 입자의 모양과 크기, 스테아

릭산의 함유량뿐만 아니라 분말 입자의 표면화학

(surface chemistry), 정 기 하(electronic charge), 

지문 분비물의 수분이나 지질성분과의 착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이 여하게 된다[3]. 

지문에 분말을 용할 때, 즉시 으로 분말 입자간에 

약한 인력이 형성되는데 이를 자착성(auto adhesion)1)

1) 자착(auto-adhesion)은 주로 재료공학, 화학, 약학 등에서 동일한 재

료의 두 물질이나 입자가 서로 결합하는 상을 뜻하는 용어로서 사

용된다. 그간 국내에서 발표된 지문 련 연구에서는 이 개념이 소

이라 한다[3][7-9]. 이는 분말의 원료 배합과 제조 방법

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7].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는 분말과 표면의 지문 구성물

질간의 착성에 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면, 본 

연구는 분말과 분말간의 붙는 성질(자착성)에 한 연

구로서 다양한 분말에서 붓질의 반복이 출된 지문의 

품질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는 

에서 기존의 연구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강한 자착성을 가지는 분말을 잠재지문에 용할 경우 

붓질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문 융선 에 분말이 축

되어(build up) 출되는 반면 약한 자착성을 가지는 

분말을 잠재지문에 용할 경우 붓질에 의하여 지문이 

손상되어 결과의 품질을 하시킨다[1][3]. 즉, 강한 자

착성을 가지는 분말의 경우 여러 번 붓질(stroke) 하여 

분말을 용할수록 출 효과가 우수하며 약한 자착성을 

가지는 분말의 경우 한 번만 붓질하여 분말을 용하는 

것이 출 효과가 우수하다. 이처럼 지문 출 분말을 

용할 때에 자착성이 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인임

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지문 분말의 자착성을 알아보기 하여 슬라이드 라

스에 지문을 유류하고 충분히 건조시킨 뒤, 분말을 머

은 러쉬의 용 횟수를 달리하여 출한 지문을 학 

미경으로 찰하여 각 분말의 자착 정도를 평가하 다.

Ⅱ. 재료 및 방법

1. 지문 유류 방법

20 , 40  남성의 우수무지 지문을 사용하 으며, 지

문 유류 에 손을 깨끗이 씻고 이마와 코를 자연스럽

게 만진 후 [그림 1]과 같이 4개의 슬라이드 라스를 붙

인 후 지문을 유류하 다. 유류된 지문의 수분과 지질 

성분에 의한 분말 입자와의 선택  착보다는 분말의 

자착만을 변인으로 설정하기 해 다리미를 약 180℃

로 설정한 후 다리미의 열 과 검체 사이에 약30cm의 

간격을 두고 간 으로 지문을 건조하 다. 

개된 이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문 분말의 입자 간의 상호작용

을 뜻하는 용어로 번역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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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문 유류 방법

2. 분말 선정

2.1 분말의 분류 및 선정

먼  분말이 가지고 있는 단순한 특성에 따라 분말을 

분류하 다. 우리나라 경찰 과학수사요원은 다른 분말

에 비해 흑색 분말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 연구의 필요

성이 있을 것이라 사료되어 흑색 분말을 별도로 분류하

다. 

일반 분말(regular powders)은 수지성 합체와 착색

제로 이루어져 있다. 수지성 합체는 지문 분비물에 

분말이 부착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착색제는 수지성 

합체에 흡수되어 융선을 시각화하여 배경과의 조비

를 높인다. 따라서 표면의 색상을 고려하여 이와 반

되는 색상의 분말을 용하여야 한다[10]. 

유기(형 )분말은 유기(형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분말로 다양한 색이 있는 표면에 유류된 지문을 출하

는 데 매우 유용하다. 유기(형 )분말을 용한 검체에 

한 장의 원과 차폐필터를 사용하면 배경은 어

둡고 지문은 밝게 나타나 높은 조비를 가진 결과물을 

찰 할 수 있다[11]. 

자성 분말은 분말에 철 입자를 함유시켜 만든 분말로, 

러쉬 신에 자석 을 사용하여 지문을 출하도록 

만든 분말을 뜻한다. 자성 분말은 분말이 자석 에 붙

어 붓 형태를 만든다. 따라서 붓질을 할 때 유류된 지문

에 직 으로 러쉬가 닿지 않아 러쉬에 의한 지문

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3].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과학수사요원이 주로 사용

하는 분말을 으로 하여 총 13종의 분말을 선정하

다. 

분류 분말 명
일반 
분말

Heavy gray (Sirchie, USA)

흑색분말

S분말 (Neidi powder cosmetics, Korea)

Swedish black (BVDA,  Netherlands)

Supranano black (ARRO Supranano LTD, UK)

Silk black (Sirchie,  USA)

유기 
(형광)
분말

Pink Escent(Sirchie,  USA)

Green Escent (Sirchie,  USA)

Fluor red (BVDA,  Netherlands)

Greenwop (BVDA,  Netherlands)

자성분말

Dazzle orange (Sirchie,  USA)

Orange charge (Sirchie,  USA)

Regular black (Sirchie,  USA)

Magnuclei (Sirchie,  USA)

표 1. 본 연구를 위하여 선정한 분말 목록

2.2 분말 성분 조사

분말 제조업체를 통해 분말의 성분 조사를 실시하

다[12-14]. 조사 결과, 성분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업상 비공개 사항(sales secret)을 제외하고 정리한 분

말 성분 목록은 다음 [표 2]과 같다.

분류 분말 명 성분(%)

일반 
분말

Heavy gray 

iron(Ⅲ) oxide(50), Lycopodium(25), 
aluminium, powder, coated, 
dangerous(<=   24.25), 
stearic acid(>= 0.75)

흑색분말

S분말 정보 없음

Swedish black sales secret

Supranano black 정보 없음

Silk black carbon black(75), Lycopodium(25)

유기 
(형광)
분말

Pink Escent
C.I. basic violet   1(0-5), C.I. basic 
red1(0-5), Lycopodium(<=5)

Green Escent
Signal Green AX pigment(95), 
Lycopodium(5)

Fluor red sales secret

Greenwop sales secret

자성분말

Dazzle orange
iron (Ⅱ,Ⅲ) oxide(89), Yellow 
pigment (proprietary)(11)

Orange charge
iron, powder(46), Lycopodium(25), 
titanium(Ⅳ) oxide(4)

Regular black iron(Ⅲ) oxide(100)

Magnuclei 정보 없음

표 2. 분말 성분 목록 

3. 적용 방법 및 평가

자성분말은 자석 (Sirchie, USA)을 사용하여 표면

에 유류된 지문에 용하 고 일반 분말, 흑색 분말, 유

기(형 )분말은 유리섬유붓(ALTLIGHT, Korea)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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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용하 다. 유리섬유붓은 분말을 고루 머 을 

수 있도록 길들이는 과정을 거친 후 사용하 다. 4개의 

슬라이드 라스에 유류된 하나의 지문에 분말을 머

은 붓을 각각 1회, 3회, 5회, 10회 가볍게 붓질하여 지문

을 출하 다. 학 미경으로 배율을 달리하여 지문 

융선의 출 정도를 찰하면서 각 분말의 자착 정도를 

아래의 [표 3]을 기 으로 평가하 다.

척도 세부 사항

자착성이 강함
분말의 자착이 강하여 붓질 횟수가 증가할수
록 지문 융선이 점점 선명하게 현출됨

자착성 없음
분말에 자착이 없어 붓질 횟수가 증가하여도 
지문 융선의 현출 정도는 변화 없음

자착성이 약함
분말의 자착이 약하여 붓질 횟수가 증가할수
록 지문 융선이 점점 흐릿해지거나 뭉개짐

표 3. 분말 자착성 평가 기준

Ⅲ. 결과 및 고찰

1. 일반 분말

일반 분말의 경우 붓질 횟수가 증가할수록 분말의 자

착에 의하여 지문이  진하게 출되는 상을 확인

하 다.

그림 2. Heavy Gray의 결과 (250배 확대, 붓질 횟수: A.

1회, B. 3회, C. 5회, D. 10회)

 

2. 흑색 분말

흑색 분말의 경우 자착을 일으키기 한 붓질 횟수와

는 무 하게 지문 융선의 출 정도가 비슷한 것을 확

인하 다.

S분말 Swedish Black Silk Black
Supranano 

Black

1회

3회

5회

10회

그림 3. 흑색 분말의 결과 (250배 확대)

3. 유기(형광)분말

Green Escent와 Pink Escent 분말의 경우 붓질 횟수

가 증가할수록 분말의 입자간 자착성에 의하여 지문이 

 진하게 출되는 상을 확인하 다. 반면, GreenWop

과 Flour red 형 분말의 경우, 붓질 횟수의 증가와는 

반 로 지문 융선이 차 흐려지는 결과를 보 다. 지

방유 성분으로 이루어진 Lycopodium(석송 포자)이 포

함되어 있는 Green Escent와 Pink Escent의 경우 자착

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같은 유기(형 )분말임에도 

GreenWop과 Fluor red는 자착이 매우 약한 것으로 나

타났다. GreenWop분말과 Fluor red 분말은 제조업체의 

업무 기 상 성분 조사를 실시할 수 없었으나, A4용지

에 각 유기(형 )분말을 일정량 덜어놓고 털어내어 남

아있는 분말의 양을 찰하 을 때 GreenWop분말과 

Fluor red 분말에 비해 Green Escent 분말과 Pink 

Escent분말이 더 많이 남아있던 것으로 보아 분말에 끈

임을 이끌어내는 성분인 Lycopodium, Stearic acid, 

resin 등의 함량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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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Escent Pink Escent GreenWop Fluor red

1회

3회

5회

10회

그림 4. 유기(형광) 분말의 결과 (250배 확대)

4. 자성분말

Magnuclei를 제외한 Dazzle orange, Orange charge, 

Regular black 분말의 경우 붓질 횟수가 증가할수록 지

문 융선을 과 출시켜 융선 디테일의 품질이 하되는 

것을 확인하 다. 한 반복된 붓질로 고랑 부분에도 

분말이 부착되어 체 으로 결과의 품질이 하되는 

것을 확인하 다. 이는 자성분말이 약한 자착을 가지고 

있어 지문의 품질 하를 막기 하여 여러 번의 붓질 

보다는 1번의 붓질로 지문을 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용방법이라는 것을 보여 다[3]. Magnuclei 분말의 

경우 반복된 붓질 횟수에도 불구하고 출 결과가 좋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Magnuclei분말이 가죽 

등과 같은 특수한 표면에서 용하도록 개발된 분말이

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슬라이드 라스 검체 표면에 

용하기에 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단된다. 

Dazzle Orange
Orange 
Charge

Regular Black Magnuclei

1회

3회

5회

10회

그림 5. 자성 분말의 결과 (250배 확대)

Ⅳ. 고찰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문 분말을 사용하여 붓질 횟

수에 따라 나타나는 각 분말의 자착성을 학 미경을 

사용하여 찰하 다. 한, 분말의 종류나 분말에 함유

된 성분에 따라 자착성의 경향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

는지 알아보았다. 지방유 성분으로 이루어진 Lycopodium

이 포함되어 있는 Green Escent와 Pink Escent의 경우 

자착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같은 유기(형 )분말

임에도 GreenWop과 Fluor red는 자착성이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Green Escent와 Pink Escent 분말과 같이 자착성이 

강한 분말의 경우 좋은 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반복

해서 붓질을 하는 것이 권장된다. 그러나 GreenWop과 

Fluor red 분말과 같이 자착성이 약한 분말의 경우 여

러 차례 용하여도 우수한 출 결과가 찰되지 않았

다. 흑색분말 역시 지문 출의 정도와 붓질 횟수는 무

한 것으로 나타나 반복해서 붓질을 하는 것이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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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에 더 큰 손상을 래하 다. 따라서 자착성이 약

한 분말이거나 자착과 무 한 분말의 경우 반복된 붓질

로 인하여 지문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신 을 기해

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분말의 자착성에 따라서 붓질의 반

복 횟수를 다르게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

다. 분말의 종류가 차 다양해짐에 따라 과학수사요원

이 장에서 용하기에 합한 분말을 선택할 수 있도

록 각 분말이 갖는 자착 정도를 정확하게 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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