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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그림림림림 차차차차례례례례

Fig. 1. Anthropometric landmarks on the frontal view of the face
for the measurements of the facial soft tissue thickness

Fig. 2. A : Facial soft tissue thickness measurement on
three-dimensional image model by V-worksTM4.0. The
crossing point is the measuring landmarks.

B : Verification of the measured points. White lines are
the measuring lines.

Fig. 3. Measurement on the picture by ImageproTM. The line is drawn
perpendicular to the skin

표표표표 차차차차례례례례

Table 1. The name and location of measuring points on the face

Table 2. Mean of Direct Measurement and 3D Measurement (Mean

± S.D., mm)

Table 3. Mean Difference between Direct Measurement and 3D
Measurement (ME ± S.D.,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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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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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차원 전산화단층영상에서 연조직 두께를 계측하기 위해서 제작한 소3

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얼굴 연조직 두께를 계측하고 이를 실제 연조직 두

께 계측값과 비교함으로써 새로 개발한 연조직 두께 계측 프로그램의 유용성과 신

뢰성을 평가해 보았다.

얼굴부위 연조직에 특이할만한 결손 부위가 없는 시신 구를 대상으로 전산화단3

층촬영을 시행한 후 영상자료들을 개인용 컴퓨터로 전송하여 차원 영상을 재구성3

한 다음 차원 연조직 두께 계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얼굴 연조직 두께를 계측하였3

다 골절기로 시신을 직접 절단한 다음 절단면의 위쪽에 측정자를 놓고 정밀한 해상.

도의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이용하여 획득한 영상에서 실제 두께를 계측하였다.

회 반복하여 시행한 실제 얼굴 연조직 두께 계측치와 차원 영상을 이용한 얼굴10 3

연조직 두께 계측치에 대해서 관찰자내의 차이를 분석하였고 회 반복 시행한 것10

을 고려하여 를 이용하여 두repeated measure analysis of variance (ANOVA)

방법을 이용한 계측값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동일 부위에 대해서 실제. 연조직

두께 계측치와 차원영상의 같은 위치에 있는 계측점에 대해 로 검정한 결과 다3 t-test

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회의 시행동안 실제 얼굴 연조직 두께 계측치와 차원 영상을 이용한 얼굴1. 10 3

연조직 두께 계측치 모두 관찰자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할만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p>0.05)

실제 얼굴 연조직 두께 계측치와 차원 영상을 이용한 얼굴 연조직 두께 계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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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할만한 차이가 없었다. (p>0.05)

시신 에서는 개의 측정점 중 개 시신 에서는 개중 개 시신 에서3. 1 21 7 , 2 27 7 , 3

는 개중 개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통계적인 차이가27 6 . (p<0.05)

나는 위치에 대한 측정치의 평균값의 차이는 이내로 이는 얼굴 연조직 두께0.5 mm

측정에 아주 미약한 차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실제 얼굴 연조직 두께 계측치와 차원 영상을 이용한 얼굴 연조직3

두께 계측치는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할만한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정확도를 가지고

있어 법의학이나 인류학 분야에서 차원 영상을 이용하여 얼굴 연조직 두께 계측을3

보다 손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핵심 되는 말 얼굴 계측 연조직 두께: , , ,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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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 서서서서론론론론

최근 법의학과 체질 인류학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 중의 하나

가 개인의 얼굴뼈에 피부를 덧붙여서 얼굴 원형을 복원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로

이런 일련의 연구들은 개인식별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21
얼굴 복원은 남아

있는 얼굴뼈에서 연조직을 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연조직 두께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얼굴뼈는 다른 부위에 비해 뼈 구조가 복잡하므로 다.

양한 해부학적인 위치에 따라 연조직 두께는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인구집단이나, ,

성별 체형에 따라 연조직 두께가 많이 좌우될 수 있다, .

얼굴 연조직 두께를 계측하기 위해 지금까지 많은 방법이 이용되어 왔는데 크게

두 가지 방법 즉 시신에서 바늘로 안면 연조직을 직접 탐침하여 계측하는 고전적인,

연조직 두께 계측방법4,12,22과 측방두부규격방사선사진8 진단용 초음파, 6,7 전산화단,

층촬영 (Computed tomography, CT)
16,21

자기공명영상, (Magnetic resonance

image, MRI)
18
등의 방사선영상을 이용하여 연조직 두께를 계측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고전적인 연조직 두께 계측방법은 사망 초기에 발생하는 연조직의.

탈수현상에 따른 필연적인 오차뿐 아니라 바늘의 부적절한 위치 연조직 하방의 뼈,

에 대한 수직 정도 탐침시 야기되는 압박으로 인한 오차 등으로 측정방법의 정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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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많은 의구심이 제기되어 왔다
16

또한 이런 계측방법은 연구 성격상 큰 표본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 인구집단에 따른 특징이나 연령에 따른 변화및 성별,

체형에 따른 차이에 대한 연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충분한 표본을 확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직접 계측시 많은 시간과 인력이 요구되는 단점이 있다 방사선영상을 이.

용하여 얼굴 연조직 두께를 계측하는 방법은 충분한 생체표본을 연구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다 즉 영상을 이용한 연.

조직 두께 계측에 대한 몇 개의 연구
6,7,8,18,21

가 보고 된 바 있으나 이 연구들은 단지

연조직 계측방법과 계측값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계측값이 얼마나 정확한지

또한 신뢰성이 있는지를 검증하지는 못했다 또한 현실적으로 차원적인 연조직 두. 3

께 계측을 차원 영상에서 계측하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고 용이하지 않은 문제가2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대조도의 해상도를 가지는 나 와 같은 영상이 널리 보CT MRI

급되면서 얼굴뼈의 복잡한 해부학적 구조물을 정확하고 자세히 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 영상들은 디지털 영상이기 때문에 상의 조작이 가능하며 단면영상 데이터

를 활용하여 차원 영상으로 재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3 .

전산화단층촬영의 다면상을 이용하여 얼굴 연조직 두께를 계측하여 실제 계측값

과 비교한 연구에서는 전산화단층촬영이 매우 정확하고 신뢰성이 높다고 보고하였

다.16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다면상에서 두 점을 정해서 얼굴 연조직 두께를 계측하

였기 때문에 시간이 비교적 많이 걸리고 차원 영상에서 계측하게 됨으로써 실제2

임상에서 차원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었다3 .

따라서 차원 영상에서 손쉬운 방법으로 정확한 얼굴 연조직 두께를 계측할 수3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면 한국인의 연령 성별 체형에 따른 평균적인 얼굴 연, ,

조직 두께는 물론 체질인류학적으로 특정인구집단의 특성을 반영하는 얼굴 연조직

두께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차원 전산화단층영상에서 연조직 두께를 계측하기 위해서3

제작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얼굴 연조직 두께를 계측하고 이를 실제

연조직 두께 계측값과 비교함으로써 새로 개발한 연조직 두께 계측 프로그램의 유

용성과 신뢰성을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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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ⅠⅠⅠⅠ 재료 및 방법재료 및 방법재료 및 방법재료 및 방법....

재료재료재료재료1.1.1.1.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에 기증된 시신 중에서 정상적인 얼굴형태를 유지하고 있

으며 얼굴부위 연조직에 특이할만한 결손이 없는 구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3 .

방법방법방법방법2.2.2.2.

전산화단층촬영 준비전산화단층촬영 준비전산화단층촬영 준비전산화단층촬영 준비1)1)1)1)

시신 고정①

구의 시신 머리를 미리 제작한 개의 상자 안에 각각 위치시킨 후 전산화단층촬3 3

영시 움직이지 않도록 석고로 고정시켰다.

계측점 표시②

상자를 전산화단층촬영 테이블에 위치시킨 후 관구에서 나오는 이마에서 턱 끝

사이의 일곱 부위의 위치 확인 레이저 선 을 이용하여 연조직 두께를(guiding line)

계측할 부위를 선정하였다 전산화단층촬영 후 실제로 계측할 부위가 있는 단면이.

보이도록 시신을 절단하기 위해서 일곱 부위의 위치 확인 레이저 선이 지나는 상자

의 양쪽 부위에 유성펜을 이용하여 표시하였다 계측점은 얼굴의 정중선이 지나는.

해부학적 구조를 이용하여 연조직 밑에 뼈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위를 해부학

전문의와 상의하여 총 개의 계측점을 결정하였다 내부가 비어있는 직경 의30 . 0.6cm

원통형 플라스틱의 중심에 계측점이 위치하고 위치확인 레이저 선이 중심을 지나도

록 원통형 플라스틱을 왁스로 고정하여 위치시켰다. (Fig. 1,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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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 1. Anthropometric landmarks on the frontal view of the face for the

measurements of the facial soft tissue thickness

Table 1. The name and location of measuring points on the face

계측점의 위치 수

머리마루점 과 머리마루점을 중심으로 양측으로 부위(A3) 2.5 cm (A2, A4), 5 cm (A1, A5) 5

이마점 과 이마점을 중심으로 양측으로 부위(B3) 2.5cm (B2, B4), 7.5cm (B1, B5) 5

코뿌리점 과 양측 가쪽 눈꼬리점 부위(C2) (C1, C3) 3

코뼈점 과 양측 광대점(D2) (D1, D3) 3

양측 위턱점 과 어금니 바깥점 부위(E2, E3) (E1, E4) 4

코아래점 과 코아래점을 중심으로 양측으로 부위(F3) 2.5 cm (F2, F4), 7.5 cm (F1, F5) 5

틈새 와 틈새를 중심으로 양측으로 부위(G3) 2.5 cm (G2, G4), 5 cm (G1, G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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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화 단층촬영전산화 단층촬영전산화 단층촬영전산화 단층촬영2)2)2)2)

구의 시신을 각각 모두 두정부 아래에서 아래턱뼈 아래모서리까지 계측점이 모3

두 포함되도록 Pronto 전산화단층촬영장치 를 이용(Hitachi Co., Tokyo, Japan)

하여 나선형 전산화단층촬영을 시행하였다 상층 두께는 는. 3 mm, table speed 5

의 조건으로 촬영을 시행하였으며mm/sec, field of view 25 cm, 125 mA, 120 kV

이렇게 촬영한 나선형 전산화단층촬영 영상정보는 간격으로 영상을 재구성1.5 mm

하였다.

실제 절단면 제작실제 절단면 제작실제 절단면 제작실제 절단면 제작3)3)3)3)

전산화단층촬영 시행 후 시신의 실제 절단면을 얻기 위해서 시신의 얼굴부위가

완전히 잠기도록 경석고를 상자에 부은 다음 석고가 경화된 후 전산화단층촬영전에

상자에 표시한 양쪽 선을 연결하여 절단할 부위를 선으로 표시하였다 경화된 상자.

는 실제로 절단할 때 연조직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약 영하 의 냉동고80℃

에 시간 이상 보관하였다 골절기를 이용하여 석고에 표시된 절단선을 따라 시신48 .

머리를 절단하여 실제 절단면을 얻었다 실제 절단면은 확대율 보정을 위해서 측정.

자를 함께 놓고 고해상도 디지털카메라 해상도 를 이용하여 영상을 획( 3072×2048)

득 저장하였다, .

차원 영상 재구성 및 얼굴 연조직 두께 계측차원 영상 재구성 및 얼굴 연조직 두께 계측차원 영상 재구성 및 얼굴 연조직 두께 계측차원 영상 재구성 및 얼굴 연조직 두께 계측4) 34) 34) 34) 3

나선형 전산화단층촬영으로 얻은 재구성 영상을 개인용 컴퓨터로 전송한 다음 3

차원 영상 소프트웨어인 V-worksTM 에서 연조4.0 (CyberMed Inc., Seoul, Korea)

직 차원 영상과 뼈 차원 영상을 각각 재구성하였다 재구성한 차원 영상에서3 3 . 3 3

차원 연조직 두께 계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얼굴 연조직 두께를 계측하였다 실제.

절단면과 동일한 부위를 계측하기 위해서 다면 영상 재구성 화면의 횡단면 영상 중

에서 원통형 플라스틱이 가장 잘 보이는 단면들을 선택하여 계측할 부위를 확인하

고 위치의 정확성을 차원 영상에서 검증하였다 연조직 두께는 계측할 위치를 결3 .

정한 후 그 위치에서 연조직과의 접선이 만들어지고 접선에 수직인 선이 뼈와 만나

는 지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적으로 구해지고 이 값으로 된다 이 값이 정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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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각 계측점에 대한 연조. (Fig. 3.)

직 두께는 회 반복 계측하였다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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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A.

BBBB.

Fig. 2. A : Facial soft tissue thickness measurement on three-dimensional

image model by V-worksTM4.0. The crossing point is the

measuring landmarks.

B :Verification of the measured points. White lines are the
measuring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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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얼굴 연조직 두께 계측실제 얼굴 연조직 두께 계측실제 얼굴 연조직 두께 계측실제 얼굴 연조직 두께 계측5)5)5)5)

Imagepro
TM
소프트웨어 를 실행하여 디지털 영상을(INGPLUS, Seoul, Korea)

열어서 영상의 측정자 에 해당하는 픽셀 의 수를 저장하여 보정한 후 단5 cm (pixel)

면의 연조직에서 뼈까지의 실제 두께를 계측하였다 각 계측점에 대한 연조직 두께.

는 회 반복 계측하였다10 .

Fig. 3. Measurement on the picture by Imagepro
TM
. The line is drawn

perpendicular to the s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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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얼굴 연조직 두께 계측치와 차원 영상을 이용한 얼굴 연조직 두께 계측치실제 얼굴 연조직 두께 계측치와 차원 영상을 이용한 얼굴 연조직 두께 계측치실제 얼굴 연조직 두께 계측치와 차원 영상을 이용한 얼굴 연조직 두께 계측치실제 얼굴 연조직 두께 계측치와 차원 영상을 이용한 얼굴 연조직 두께 계측치6) 36) 36) 36) 3

의 비교분석의 비교분석의 비교분석의 비교분석

회 반복하여 측정한 실제 얼굴 연조직 두께 계측치와 차원 영상을 이용한 얼10 3

굴 연조직 두께 계측치에 대해서 관찰자내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회 반복. 10

측정한 것을 고려하여 를 이용repeated measure analysis of variance (ANOVA)

하여 두 방법을 이용한 계측값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동일 부위에 대해서 실제.

연조직 두께 계측치와 차원 영상의 같은 위치에 있는 계측점에 대해 로 검정하3 t-test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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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결과결과결과....ⅢⅢⅢⅢ

차원 영상을 이용한 얼굴 연조직 두께 계측 부위 중에서 밑에 뼈가 존재하지 않3

아 계측이 불가능한 부위와 실제 절단면 제작 과정에서 뼈가 손상되어 실제 얼굴 연

조직 두께를 계측할 수 없는 부위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시신 에서. 1

는 부위 시신 와 에서는 부위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였다21 , 2 3 27 .

회 반복하여 측정한 실제 두께 계측치와 차원 영상을 이용한 얼굴 연조직 두10 3

께 계측치에 대해서 관찰자내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할만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를 통해 계측부위와 상관없이 시(p>0.05) Repeated measures ANOVA test

신 전체에 대해 분석한 결과 실제 얼굴 연조직 두께 계측치와 차원 영상을 이용한3

두께 계측치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할만한 차이가 없었다. (p>0.05)

각 시신에서 계측부위별로 실제 두께 계측치와 차원 영상을 이용한 두께 계측치3

를 로 자세히 분석하였다 시신 의 개 계측부위중 개 시신t-test . 1 21 14 (66.7%), 2

의 개 측정부위중 개 시신 의 개 계측부위중 개 부위27 20 (74.1%), 3 27 21 (77.8%)

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었으며 모든 부위에서 평균값이(p>0.05),

두 계측 모두 거의 차이가 없었다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이는 부위들.

도 실제 두께 계측치와 차원 영상을 이용한 두께 계측치의 차이 평균값이 모두3 0.5

이내였다mm . (Table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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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an of Direct Measurement and 3D Measurement (Mean ± S.D., mm)

Mean : mean value of measurement

* :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SD : standard deviation

No.
Cadaver 1 Cadaver 2 Cadaver 3

Direct 3D Direct 3D Direct 3D
1 3.82 ± 0.10 3.89 ± 0.04 2.49 ± 0.08 2.42 ± 0.00*

2 4.37 ± 0.12 4.35 ± 0.02 3.05 ± 0.10 3.03 ± 0.02
3 3.92 ± 0.11 3.79 ± 0.10* 1.97 ± 0.09 1.94 ± 0.03
4 3.59 ± 0.19 3.73 ± 0.07* 2.17 ± 0.14 2.24 ± 0.03
5 3.05 ± 0.10 3.08 ± 0.01 2.39 ± 0.08 2.46 ± 0.03*

6 13.00 ± 0.64 12.63 ± 0.30 6.29 ± 0.22 6.13 ± 0.05
7 4.89 ± 0.08 5.27 ± 0.39* 4.68 ± 0.24 4.72 ± 0.11 3.70 ± 0.14 3.78 ± 0.00
8 4.18 ± 0.19 4.16 ± 0.05 4.65 ± 0.14 4.62 ± 0.03 2.73 ± 0.14 2.75 ± 0.01
9 4.46 ± 0.11 4.68 ± 0.31 5.09 ± 0.15 5.10 ± 0.08 3.48 ± 0.10 3.50 ± 0.03
10 8.10 ± 0.20 7.88 ± 0.15*

11 6.37 ± 0.11 6.47 ± 0.01* 4.71 ± 0.06 4.66 ± 0.01* 5.70 ± 0.13 5.77 ± 0.11
12 4.81 ± 0.16 4.65 ± 0.27 5.52 ± 0.11 5.34 ± 0.18* 3.02 ± 0.12 3.07 ± 0.00
13 6.19 ± 0.18 6.25 ± 0.07 4.14 ± 0.11 4.12 ± 0.05 4.02 ± 0.17 4.04 ± 0.12
14 7.72 ± 0.10 7.81 ± 0.22 5.94 ± 0.06 5.99 ± 0.05* 6.99 ± 0.07 7.04 ± 0.07
15 2.25 ± 0.12 2.28 ± 0.00 2.00 ± 0.09 2.02 ± 0.04
16 7.66 ± 0.12 7.76 ± 0.15 4.82 ± 0.09 4.88 ± 0.01 4.98 ± 0.07 5.03 ± 0.00
17 22.20 ± 0.33 22.10 ± 0.05 7.53 ± 0.10 7.51 ± 0.03 42.66 ± 0.17 42.45 ± 0.84
18 29.91 ± 0.42 29.49 ± 0.49* 1 0.45 ± 0.13 10.59 ± 0.10* 12.52 ± 0.43 12.86 ± 0.37
19 34.22 ± 0.41 34.75 ± 2.90 1 0.31 ± 0.27 10.47 ± 0.05
20 22.79 ± 0.41 22.47 ± 0.01* 6 .28 ± 0.08 6.30 ± 0.07 37.39 ± 0.13 37.47 ± 0.26
21
22 13.38 ± 0.18 13.73 ± 0.53 10.59 ± 0.13 10.57 ± 0.08 8.38 ± 0.07 8.41 ± 0.07
23 11.11 ± 0.16 10.64 ± 0.68 12.34 ± 0.44 12.56 ± 0.40 9.19 ± 0.08 9.25 ± 0.01
24 14.97 ± 0.16 14.83 ± 2.23 8.77 ± 0.10 8.66 ± 0.06* 8.07 ± 0.04 8.46 ± 0.41*

25 26.79 ± 0.76 27.25 ± 0.28
26 8.60 ± 0.23 8.38 ± 0.06* 7.26 ± 0.14 7.31 ± 0.07 9.84 ± 0.09 9.93 ± 0.05*

27 10.60 ± 0.22 10.77 ± 0.06* 8.64 ± 0.09 8.69 ± 0.06 11.13 ± 0.47 11.06 ± 0.17
28 9.36 ± 0.07 9.51 ± 0.08* 9.04 ± 0.10 9.06 ± 0.06 11.16 ± 0.30 11.08 ± 0.04
29 9.26 ± 0.16 9.26 ± 0.04 8.16 ± 0.09 8.20 ± 0.03 9.30 ± 0.11 9.18 ± 0.10*

30 7.73 ± 0.22 7.62 ± 0.04 6.74 ± 0.12 6.75 ± 0.06 9.20 ± 0.09 9.24 ±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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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ean Difference between Direct Measurement and 3D Measurement

(ME ± S.D., mm)

ME : average value of difference between Direct measurement and 3D

measurement (3D-Direct)

SD : standard deviation

No.
Mean difference

cadaver 1 cadaver 2 cadaver 3
1 0.06 ± 0.08 -0.07 ± 0.06
2 -0.02 ± 0.09 -0.02 ± 0.08
3 -0.13 ± 0.11 -0.04 ± 0.07
4 0.15 ± 0.15 0.06 ± 0.10
5 0.03 ± 0.08 0.08 ± 0.07
6 -0.37 ± 0.51 -0.16 ± 0.16
7 0.38 ± 0.29 0.04 ± 0.19 0.08 ± 0.11
8 -0.03 ± 0.14 -0.04 ± 0.10 0.02 ± 0.10
9 0.22 ± 0.23 0.01 ± 0.12 0.02 ± 0.08
10 -0.22 ± 0.18
11 0.10 ± 0.08 -0.05 ± 0.05 0.08 ± 0.12
12 -0.16 ± 0.22 -0.18 ± 0.15 0.05 ± 0.09
13 0.07 ± 0.13 -0.02 ± 0.09 0.02 ± 0.15
14 0.08 ± 0.17 0.06 ± 0.06 0.05 ± 0.07
15 0.02 ± 0.09 0.02 ± 0.07
16 0.10 ± 0.13 0.06 ± 0.07 0.05 ± 0.06
17 -0.10 ± 0.24 -0.02 ± 0.08 -0.21 ± 0.61
18 -0.43 ± 0.45 0.13 ± 0.12 0.34 ± 0.41
19 0.53 ± 2.07 0.15 ± 0.20
20 -0.32 ± 0.29 0.02 ± 0.08 0.07 ± 0.21
21
22 0.35 ± 0.38 -0.01 ± 0.11 0.02 ± 0.07
23 -0.47 ± 0.50 0.22 ± 0.43 0.06 ± 0.06
24 -0.14 ± 1.59 -0.10 ± 0.08 0.40 ± 0.29
25 0.46 ± 0.57
26 -0.22 ± 0.17 0.05 ± 0.11 0.09 ± 0.08
27 0.17 ± 0.17 0.05 ± 0.08 -0.07 ± 0.36
28 0.15 ± 0.08 0.01 ± 0.09 -0.07 ± 0.22
29 0.00 ± 0.12 0.04 ± 0.07 -0.12 ± 0.11
30 -0.11 ± 0.16 0.01 ± 0.10 0.04 ±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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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고찰고찰고찰....ⅣⅣⅣⅣ

현 사회는 크고 작은 사건들과 자연재해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다 특히 삼풍.

백화점 붕괴사고나 대구지하철참사와 같은 대형 참사의 인명피해가 일어난 경우에

각각의 시신들에 대해서 식별을 해야 하는 데 인체 중에서 개인식별을 위해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고 중요한 부위가 얼굴형태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서 얼굴부.

위가 많이 손상되기 때문에 원활한 개인식별을 하기 위해서는 얼굴복원을 할 필요

가 있다 실제로 법의학이나 인류학 분야에서는 얼굴 복원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정확한 얼굴 복원을 위해서는 얼굴에서 특정부위의 평균적인 연조직 두께를.

아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연령 성별 인구집단에 따른 연조직 두께의 차이, ,

를 알 수 있는 데이터가 구축되어야 한다 과거에는 연조직 두께를 계측하기 위해.

시신에서 직접 측정하였으나 이런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은 극히 제한

적이 될 수밖에 없고 계측하는 것 자체도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게 된다 또한 이렇.

게 얻은 데이터도 얼굴부위에 따라 연조직과 하부 뼈 조직에 수직으로 계측하는 것

이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생기게 된다 또한 사.

망 초기의 탈수로 인한 연조직의 수축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보정을 해야만 정확한

얼굴 복원을 할 수 있다는 복잡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시신의 연조직은 단단하기.

때문에 연조직 하방의 뼈 구조를 촉진할 수 없어서 하방의 뼈 구조물의 위치를 확인

하면서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16

이런 시신에서 직접 연조직 두께를 계측하는 방법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여

러 가지 영상을 사용하는 방법이 사용되어 왔다 지금까지 영상을 이용하여 연조직.

두께 계측을 시도한 연구는 일부 보고
6,7,8,18,21

되어 왔으나 그 계측값의 정확성과 신

뢰도를 평가한 연구
16
는 극히 드물다 최근에는 연조직 두께 계측에 이용되는 영상.

법 중에서 전산화 단층촬영을 이용한 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 년 초반에 소. 1970

개된 이후로 전산화단층촬영은 복잡한 두경부 부위의 뼈 조직뿐만 아니라 연조직까

지 볼 수 있는 고대조의 해상도를 보이는 단면영상을 제공해 주었다.

전산화단층촬영 장치의 개발뿐 만이 아니라 차원영상과 다평면 재구성 영상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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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얻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함께(Multiplanar reconstruction, MPR)

이루어지고 컴퓨터의 발전과 함께 과거에는 대형컴퓨터에서만 사용하던 기능들이

개인용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기술적 발전으로 인해 전산화단층.

촬영을 이용한 얼굴 연조직 두께의 계측의 정확성과 신뢰도의 평가가 가능하게 되

었다 전산화단층촬영의 단면영상에서 연조직 표면과 뼈 표면사이 두 점의 거리를.

측정하여 연조직 두께를 계측한 연구16에서 를 이용한 얼굴 연조직 두께 계측값CT

의 정확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은 계측하고자 하는 부위를 단.

면에서 정확히 찾아서 두 점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고 차원적인 계측이3 2

차원적인 단면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임상적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차원 영. 3

상에서 직접 얼굴 연조직 두께를 계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의 정확성

과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실제 계측시에 문제가 되었던 데이터의 수

집이 용이해지고 시간 노력 등이 절감되게 되며 정상인의 얼굴 연조직 두께에 대한, ,

방대한 자료가 축적됨으로써 이 자료가 향후 얼굴 복원 프로그램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차원 얼굴 연조직 두께 계측 프로그. 3

램을 개발하여 실제 계측값 사이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프로그램의 정확성과 신

뢰성을 평가하였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실제 얼굴 연조직 두께 계측치와 차원 영상을 이용한 얼3

굴 연조직 두께 계측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할만한 차이가 없이 각각의 시신에서 매

우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Table 2)

각각의 계측점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시신 의 개 측정위치에서 개t-test 1 21 7 ,

시신 의 개 측정위치에서 개 시신 의 개 측정위치에서 개 부위에서 측정2 27 7 , 3 27 6

치가 통계적인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통계적인 차이가 나는 위치에 대한. (Table 2)

측정치의 회 평균값의 차이는 이내로 연구과정중에 생길 수10 0.5 mm (Table 3)

있는 오류를 감안한다면 얼굴 연조직 두께 측정에 아주 미약한 차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두께 계측과 차원 영상을 이용한 두께 계측사이에 오차를3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계측에 오차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외부

요인들이 있었다 먼저 실제 두께 측정시 발생한 오류는 첫 번째 단면을 절단할 때. ,

일어나는 뒤틀림이 있을 수 있다 골절기를 이용하여 석고에 표시된 절단선을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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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머리를 절단할 때 골절기의 방향이 절단선의 위치에서 빗나가게 된다면 그 단

면을 찍은 사진 상에서는 뼈의 위치가 원래 위치와 약간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3

차원 영상에서는 변형된 모습이 아닌 원래의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측정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 차원 영상을 계측할 때 일어나는 오류와 같이 연조직과. , 3

뼈 사이의 거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위치를 선택할 때에도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세 번째 얼굴부위에 플라스틱 원통을 접착시킨 후 촬영을 하고 경석고를. , CT

부어 전체를 경화시키는 과정에서 석고의 발열팽창으로 인해 연조직이 압력을 받아

차원 영상을 이용한 두께 측정과 실제 두께가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3 .

차원 영상을 이용한 두께 측정시에 발생한 오류를 보면 등 에 의하3 Kohn (1992)

면 두경부의 차원 영상을 계측할 때 생길 수 있는 오류는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3 3

였는데 첫 번째는 디지털 영상 생성시의 오류 두 번째는 차원 영상에서 계측점을, 3

잘 찾지 못해서 생길 수 있는 오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계측자가 컴퓨터의 하,

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조작 미숙으로 축까지 고려해야 되는 차원 영상에서Z 3

계측점을 정확히 지정하지 못해서 계측할 때 생길 수 있는 오류라고 하였다 이 연.

구에서도 화면상에서 확대된 영상을 마우스 포인터로 연조직의 위치를 설정하MPR

는 도중에 원통형 플라스틱의 중심부분을 정확히 선택하여야 하는데 약간이라도 다

르게 위치할 경우 밑의 뼈의 굴곡에 따라 굴곡이 심한 부위에서는 조금의 위치 차이

가 계측치의 큰 차이를 보여주어 많은 주의를 필요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오차를.

유발시킬 수 있는 많은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계측3D

치가 실제 계측치와 차이가 없었으며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차이

가 이내에 불과하였다0.5 mm .

이 연구를 기반으로 향후 생체 연조직 두께 계측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전산화단층촬영을 한 한국인의 정상인 얼굴 부위 연조직 두께를 영.

상에서 계측하여 이를 후행 연구하게 되면 한국인의 평균 얼굴 부위 연조직 두께는

물론 연령 성별 등에 따른 차이도 알 수 있게 되리라 사료된다 이 실험값들이 체계, .

적으로 구축되면 한국인의 얼굴 형태 특징을 추정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고

고인류학 연구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미래의 한국인의 얼굴 형태의

변화 양상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제적 연구 교류와 협조를 통하여 각 인.



- 16 -

구집단 간의 얼굴 형태도 비교하고 얼굴 복원을 통하여 인류의 얼굴 변화 양상을 분

석 예측하는 데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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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결론결론결론....ⅤⅤⅤⅤ

저자들은 시신 구를 이용한 실제 얼굴 연조직 두께 계측치와 차원 영상을 이용3 3

한 얼굴 연조직 두께 계측치를 회씩 측정하였다 회의 측정시 관찰자 내의 차10 . 10

이가 있는지 파악하고 각각의 계측치가 갖는 정확도를 평가하며 각 계측점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할만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회의 시행동안 실제 두께 계측치와 차원 영상을 이용한 두께 계측치 모두1. 10 3

관찰자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할만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p>0.05)

실제 두께 계측치와 차원 영상을 이용한 두께 계측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할만2. 3

한 차이가 없었다. (p>0.05)

시신 에서는 개의 측정점 중 개 시신 에서는 개중 개 시신 에서3. 1 21 7 , 2 27 7 , 3

는 개중 개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통계적인 차이가27 6 . (p<0.05)

나는 위치에 대한 측정치의 평균값의 차이는 이내로 이는 얼굴 연조직 두께0.5 mm

측정에 아주 미약한 차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실제 얼굴 연조직 두께 계측치와 차원 영상을 이용한 얼굴 연조직3

두께 계측치는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할만한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정확도를 가지고

있어 법의학이나 인류학 분야에서 차원 영상을 이용하여 얼굴 연조직 두께 계측을3

보다 손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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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asurement of Thickness of Facial Soft

Tissues using 3D Computerized Tomographic

Images

This study set out to test a newly developed program to measure thickness of

facial soft tissues in terms of usefulness and reliability by measuring facial

soft tissues in thickness with the software program in 3D computerized

tomographic images and comparing the measurements with actual

measurements.

Three cadavers that had no particular loss or damages to their facial soft

tissues were chosen for the study. The images from the computerized

tomography were transferred to a personal computer, where the images were

reorganized into 3D images. Using a program developed to measure facial soft

tissues in 3D, the thickness of the facial soft tissues was measured. First, the

cadavers were cut with a bone cutter. Then a ruler was placed above the cut

side, which was followed by taking pictures of the facial soft tissues with a

high-resolution digital camera. Then the measurements were done in the

images. After repeating the measurement for ten times, the actual

measurements of the facial soft tissues and the measurements using 3D

images were compared and analyzed for interobserver differences.

Considering the ten-time repetition, a repeated measure analysis of variance

(ANOVA) was adopted to compare and analyze the measurements resulting

from the two different methods. The measurements of thickness of the facial

soft tissues in the same region were t-tested along with the measuring points

in the 3D images for the same spo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interobserver differences between

the actual measurements of thickness of the facial soft tissues and the

measurements using the 3D images (p>0.05).

2.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ac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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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s and those using the 3D images (p>0.05).

3.There were statistical differences with the measurements on seven points

of the total 21 measured points of Cadaver 1, seven points of total 27 of

Cadaver 2, and six points of total 27 of Cadaver 3 (p<0.05). The points of

statistical differences showed a mean difference of 0.5mm or less, which

was very trivial in the measurements of facial soft tissues.

In conclusion, the developed software program was so accurate that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actual

measurements of thickness of the facial soft tissues and those using 3D

images. They will be able to measure thickness of facial soft tissues more

easily by using 3D images in forensic science and anthropology.

Keywords; face, measurement, soft tissue thickness,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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