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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나나나선선선형형형 전전전산산산화화화단단단층층층촬촬촬영영영 조조조건건건이이이 얼얼얼굴굴굴 연연연조조조직직직 두두두께께께
계계계측측측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본 연구는 임상적으로 사용되는 다양한 나선형 전산화단층촬영 조건이 3차원
전산화단층영상을 이용한 얼굴 연조직 두께 계측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얼굴 연조직 부위에 특별한 결손부위나 손상이 없는 시신 3구를 대상으로 연구

하였다.각각의 시신은 다음의 8가지 조건하에서 전산화단층촬영을 시행하였다 :
1)Protocol1:3mm 상층두께와 3mm/sectablespeed
2)Protocol2:3mm 상층두께와 5mm/sectablespeed
3)Protocol3:5mm 상층두께와 5mm/sectablespeed
4)Protocol4:5mm 상층두께와 7mm/sectablespeed
5)Protocol5:5mm 상층두께와 10mm/sectablespeed
6)Protocol6:7mm 상층두께와 7mm/sectablespeed
7)Protocol7:7mm 상층두께와 10mm/sectablespeed
8)Protocol8:7mm 상층두께와 15mm/sectablespeed

촬영된 데이터는 동일한 상층두께와 상층두께의 절반인 1.5,2.5,3.5mm 영상
재구성 간격의 횡단면 영상으로 재구성하였고 개인용 컴퓨터로 전송하였다.전송
된 횡단면 영상으로 3차원 영상을 재구성하였고 연조직 계측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각각의 시신에서 30개 부위의 얼굴 연조직 두께를 계측하였고 한명의 관찰자
가 10회 반복 계측하였다.계측한 부위와 동일한 부위를 직접 계측하기 위해서 시
신을 절단하였고 절단면상에서 동일한 관찰자가 같은 부위를 10회 반복 계측하였
다.연조직 두께 계측치들은 repeatedmeasureanalysisofvariance(ANOVA)를
이용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10회의 시행동안 실제 얼굴 연조직 두께 계측치와 3차원 영상을 이용한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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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조직 두께 계측치 모두 관찰자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할만한 차이가 존재하
지 않았다(p>0.05).

2.각각의 시신에서 실제 연조직 두께 계측치와 8가지 3차원 전산화단층영상을
이용한 얼굴 연조직 두께 계측치를 비교 분석한 결과 protocol8로 촬영하여 얻은
3차원 영상을 이용한 얼굴 실제 얼굴 연조직 두께 계측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
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는 없었다(p>0.05).

3.각각의 시신에서 실제 얼굴 연조직 두께 계측치와 3차원 전산화단층영상을
이용한 얼굴 연조직 두께 계측치와의 차이의 평균값이 0.5mm 이상을 보이는 부
위는 protocol1,2,3,4에서는 총 8부위 이하 protocol5,6,7,8에서는 총 20부위
이상에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정확한 얼굴 연조직 두께 계측을 위해서는 상층두께는 5mm 이하,
tablespeed는 7mm/sec이하로 촬영된 전산화단층영상이 유용하며 이런 촬영 조
건은 임상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기존에 촬영된 3차원 전산화단층영상을
이용하여 얼굴 연조직 두께를 계측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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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론론론

최근 법의학과 체질 인류학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 중의 하나
가 개인의 얼굴뼈에 피부를 덧붙여서 얼굴 원형을 복원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정확한 얼굴 복원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다.정확한 얼굴 복원
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잔존 얼굴뼈를 이용한 개인 식별의 중요한 수단중의 하나
로 제시되고 있다.정확한 얼굴 복원을 위해서는 부위에 따른 얼굴 연조직 두께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이다.1,2지금까지 이러한 얼굴 연조직 두께를 얻을 수 있는 방
법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얼굴 연조직 두께를 계측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첫

번째는 시신을 이용하여 직접 바늘로 탐침하여 얼굴 연조직 두께를 계측하는 방
법3-5으로 이 방법은 시신의 사망시 연조직의 탈수 현상 등으로 발생하는 연조직
두께의 변화를 보정할 수 없고 탐침시 바늘의 부적절한 위치 등으로 인하여 정확
한 연조직 두께를 계측할 수 없다.특히 이 계측방법은 시신을 대상으로 하기 때
문에 얼굴 연조직 두께에 대한 정보 수집에 있어서 이용가능한 표본수의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두 번째는 방사선 영상등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얼굴 연조
직 두께를 계측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 방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얼굴 연조
직 두께 계측에 이용되는 방사선 영상으로는 측방두부규격방사선사진,6-8 초음파
(Ultrasonography),9-11 전산화단층촬영 (Computedtomography,CT),1,12-16 자기공
명영상 (Magneticresonanceimage,MRI)17등이 있다.이 방법은 생체를 대상으
로 얼굴 연조직 두께를 계측하기 때문에 많은 표본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얼굴 연조직 두께 계측 방법만 제시할 수 있다면 법의학과
체질 인류학 분야에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이들을 이용한 지
금까지의 연구는 대부분 계측방법과 계측치를 제시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측정 방
법의 정확성을 입증한 연구들이 미비한 실정이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상용화하는
데 많은 문제가 있었다.
이에 최근에는 전산화단층영상을 이용한 얼굴 연조직 두께 계측치의 정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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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연구12,13들이 보고되었다.전산화단층영상은 다른 영상에 비해 골조직과 연
조직 모두에 대해서 해상도가 매우 높으며 영상처리 소프트웨어의 개발로 단면
영상을 3차원 영상으로 재구성할 수 있게 됨으로써 3차원적인 얼굴 연조직 두께
계측의 방사선영상으로 널리 이용될 수 있다.시신을 대상으로 3차원 전산화단층
영상을 이용하여 얼굴 연조직 두께를 계측한 값과 시신의 실제 절단면에서의 얼
굴 연조직 두께를 계측한 값과 비교한 연구에서 3차원 전산화단층영상을 이용한
얼굴 연조직 두께 계측의 정확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된 바 있다.13이 얼굴 연조직
두께 계측방법은 다면 영상 재구성화면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얼굴 연조직 두께
부위를 지정하면 자동적으로 계측치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기존에 사용되었던
방법에 비해 매우 용이하며 짧은 시간에 많은 부위의 연조직 두께 계측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이용하면 평균적인 얼굴 연조직 두께에 대한
정보를 쉽게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그러나 이 연구에 사용된 3차원 전
산화단층영상은 상층두께 3mm,Tablespeed3mm/sec,영상재구성 간격을 1.5
mm로 일반적으로 임상에서 얻을 수 있는 영상보다 세밀한 영상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임상에서 사용되는 나선형 전산화단층촬영 조

건으로 얻은 3차원 전산화단층영상을 이용하여 얼굴 연조직 두께 계측을 하고 이
를 실제 얼굴 연조직 두께 계측치와 비교함으로써 얼굴 연조직 두께를 계측할 수
있는 나선형 전산화단층촬영 조건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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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11...재재재료료료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에 기증된 시신 중에서 정상적인 얼굴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얼굴부위 연조직에 특이할만한 결손이 없는 3구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22...방방방법법법
111)))전전전산산산화화화단단단층층층촬촬촬영영영 준준준비비비
시신 머리를 미리 제작한 상자 안에 위치시킨 후 전산화단층촬영시 움직이지

않도록 석고로 고정시켰다.상자를 전산화단층촬영기의 테이블에 위치시킨 후 관
구에서 나오는 위치 확인 레이저 선 (guidingline)을 이용하여 이마에서 턱 끝 사
이에 연조직 두께를 계측할 부위로 일곱 개의 횡단면을 선정하였고 실제 절단면
제작시 위치 확인 레이저 선을 절단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자의 가장자리에
위치 확인 레이저 선이 지나는 부위를 표시하였다.각각의 단면에서 해부학 전문
의와 상의하여 연조직 하방에 뼈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위 3～5개를 선정하
여 총 30개의 계측점을 결정하고 계측점을 유성펜으로 시신의 피부에 표시하였다.
표시한 점에 내부가 비어있는 직경 0.6cm의 원통형 플라스틱을 왁스로 고정하여
위치시키고 이 원통형 플라스틱의 중심을 연조직 두께 계측점으로 설정하였다
(Fig.1,Table1).이 과정은 이전의 3차원 전산화단층영상을 이용한 얼굴 연조직
두께를 계측한 연구와 동일하게 진행하였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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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Locationofmeasuringpointsonthefrontalview ofthefacefor
themeasurementsofthefacialsofttissuethickness

Table1.TheNameandLocationofMeasuringPointsontheFace

Locationofmeasuringpoints Numbers
2cm regionaboveglabella(A3)and2.5cm (A2,A4),5cm (A1,A5)regionsapart
from A3bilaterally 5
Glabella(B3)and2.5cm (B2,B4),7.5cm (B1,B5)regionsapartfrom B3bilaterally 5
Nasion(C2)andbothepicanthions(C1,C3) 3
Rhinion(D2)andbothzygions(D1,D3) 3
Bothmaxillares(E2,E3)andbothexmolares(E1,E4) 4
Subnasale(F3)and2.5cm (F2,F4),7.5cm (F1,F5)regionsapartfrom F3bilaterally 5
Fissure(G3)and2.5cm (G2,G4),5cm (G1,G5)regionsapartfrom G3bilaterally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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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전전전산산산화화화단단단층층층촬촬촬영영영
3구의 시신을 두정부 아래에서 아래턱뼈 아래모서리까지 계측점이 모두 포함되

도록 ProntoⓇ 전산화단층촬영장치 (HitachiCo.,Tokyo,Japan)를 이용하여 나선
형 전산화단층촬영을 시행하였다.촬영은 fieldofview (FOV)25cm,125mA,
120kV하에서 시행하였고 상층 두께는 3mm,5mm,7mm로 촬영하였고 각각의
상층두께에 대해서 촬영가능한 모든 tablespeed를 설정해 총 8가지로 달리하여
촬영하였다.촬영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영상재구성 두께는 상층두께와 동일하게
하고,영상 재구성 간격을 상층두께의 절반으로 하여 재구성된 횡단면 영상을 얻
었다(Table2).

Table2.Scanningprotocolsaccordingtoslicethicknessandtablespeed.

Protocol slice
thickness Tablespeed Reconstruction

thickness
Reconstruction
interval

1 3mm 3mm/sec 3mm 1.5mm
2 3mm 5mm/sec 3mm 1.5mm
3 5mm 5mm/sec 5mm 2.5mm
4 5mm 7mm/sec 5mm 2.5mm
5 5mm 10mm/sec 5mm 2.5mm
6 7mm 7mm/sec 7mm 3.5mm
7 7mm 10mm/sec 7mm 3.5mm
8 7mm 15mm/sec 7mm 3.5mm

333)))333차차차원원원 영영영상상상 재재재구구구성성성 및및및 333차차차원원원 영영영상상상을을을 이이이용용용한한한 얼얼얼굴굴굴 연연연조조조직직직 두두두께께께 계계계측측측
8가지 나선형 전산화단층촬영으로 얻은 재구성 영상을 개인용 컴퓨터로 전송한

다음 3차원 영상 소프트웨어인 V-worksTM4.0(CyberMedInc.,Seoul,Korea)에서
연조직 3차원 영상과 뼈 3차원 영상을 각각 재구성하였다(Fi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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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Threedimensionalreconstructedimagesshowing
softtissueandbonetissue

다면 영상 재구성 화면의 횡단면 영상 중에서 원통형 플라스틱이 가장 잘 보이
는 단면들을 선택하여 원통형 플라스틱의 중심을 계측부위로 결정한 후 3차원 연
조직 두께 계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얼굴 연조직 두께를 계측하였다(Fi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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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Measurementoffacialsofttissuethickness
usingnew software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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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한 연조직 두께값은 엑셀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통계처리시 용이하도록 하
였다(Fig.4).

Fig.4.Dataoffacialsofttissusthicknessexportingasexcelfile

계측한 값은 연조직 두께 계측 프로그램의 검증과정을 통해 연조직 하방 골까
지의 거리가 정확히 계측되었는지 확인하였다(Fig.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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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Verificationforaccuracyofmeasurement

각 계측점에 대한 연조직 두께는 한 명의 관찰자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10회 반복 계측하였다.

444)))실실실제제제 절절절단단단면면면 제제제작작작 및및및 실실실제제제 얼얼얼굴굴굴 연연연조조조직직직 두두두께께께 계계계측측측
전산화단층촬영 시행 후 시신의 실제 절단면을 얻기 위해서 시신의 얼굴부위가

완전히 잠기도록 경석고를 상자에 부은 다음 석고가 경화된 후 전산화단층촬영전
에 상자에 표시한 양쪽 선을 연결하여 절단할 부위를 선으로 표시하였다.경화된
상자는 실제로 절단할 때 연조직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약 영하 80℃의
냉동고에 48시간 이상 보관하였다.골절기를 이용하여 석고에 표시된 절단선을
따라 시신 머리를 절단하여 실제 절단면을 얻었다.실제 절단면은 확대율 보정을
위해서 측정자를 함께 놓고 고해상도 디지털카메라 (해상도 3072×2048)를 이용하
여 영상을 획득,저장하였다.저장된 영상은 ImageproTM 소프트웨어 (INGPLUS,
Seoul,Korea)를 실행하여 영상의 측정자 5cm에 해당하는 픽셀 (pixel)의 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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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하여 보정한 후 단면의 연조직에서 뼈까지의 실제 두께를 10회 반복 계측하
였다(Fig.6).

Fig.6.Calibrationandmeasurementoffacialsofttissuethickness
usingactualsectional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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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실실실제제제 얼얼얼굴굴굴 연연연조조조직직직 두두두께께께 계계계측측측치치치와와와 333차차차원원원 영영영상상상을을을 이이이용용용한한한 얼얼얼굴굴굴 연연연조조조직직직 두두두께께께
계계계측측측치치치의의의 비비비교교교분분분석석석
실제 얼굴 연조직 두께 계측과 8가지 3차원 전산화단층영상을 이용한 얼굴 연

조직 두께 계측을 10회 반복 측정한 것에 대해 관찰자내 차이를 분석하였다.또
한 10회 반복 측정한 것을 고려하여 repeatedmeasuredanalysisofvariance
(ANOVA)를 이용하여 부위에 상관없이 실제 얼굴 연조직 두께 계측치와 8가지
3차원 전산화단층영상을 이용한 두께 계측치를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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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결결결과과과

3차원 영상을 이용한 얼굴 연조직 두께 계측 부위 중에서 밑에 뼈가 없어 계측
이 불가능한 부위와 실제 절단면 제작 과정에서 연조직이나 뼈가 손상되어 실제
얼굴 연조직 두께를 계측할 수 없는 부위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그 결과
시신 1에서는 23부위,시신 2에서는 25부위,시신 3에서는 27부위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였다.
실제 얼굴 연조직 두께 계측과 8가지 3차원 전산화단층영상을 이용한 얼굴 연

조직 두께 계측의 10회 반복 측정한 것에 대해서 관찰자내에서 통계학적으로 유
의할만한 차이는 없었다(p>0.05).또한 RepeatedmeasuredANOVA test를 통해
계측부위와 상관없이 각각의 시신에서 실제 연조직 두께 계측치와 8가지 3차원
전산화단층영상을 이용한 얼굴 연조직 두께 계측치를 비교 분석한 결과 protocol
8로 촬영하여 얻은 3차원 영상을 이용한 얼굴 실제 얼굴 연조직 두께 계측을 제
외하고는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는 없었다(p>0.05)(Tab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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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A.Meanofdirectmeasurementandmeasurementusing3D images
incadaver1(Mean±S.D.,mm)

Area Direct Protocol 1 Protocol 2 Protocol 3 Protocol 4

A1

A2

A3

A4

A5

B1 12.79±0.14 13.05 ± 0.22 12.91 ± 0.14 12.49 ± 0.09 13.17±0.29
B2 4.34±0.06 4.55 ± 0.22 4.39 ± 0.05 4.18 ± 0.07 4.67±0.16
B3 3.63±0.06 3.65 ± 0.03 3.37 ± 0.08 3.64 ± 0.02 3.79±0.02
B4 3.76±0.12 3.88 ± 0.05 3.82 ± 0.05 3.60 ± 0.10 3.99±0.06
B5 13.70±0.10 13.71 ± 0.21 13.75 ± 0.30 13.28 ± 0.16 14.38±0.03
C1 6.15±0.06 6.14 ± 0.07 6.07 ± 0.02 6.03 ± 0.02 6.12±0.03
C2 4.30±0.07 4.29 ± 0.11 4.29 ± 0.01 3.93 ± 0.01 4.14±0.02
C3 5.83±0.06 5.86 ± 0.04 5.85 ± 0.06 5.92 ± 0.08 6.20±0.08
D1 7.58±0.21 7.55 ± 0.20 7.58 ± 0.27 7.60 ± 0.06 7.07±0.04
D2

D3 7.50±0.05 7.30 ± 0.16 7.27 ± 0.06 7.20 ± 0.09 7.46±0.00
E1 21.86±0.12 21.58 ± 0.18 21.51 ± 0.08 21.62 ± 0.20 21.53±0.24
E2 29.20±0.82 29.55 ± 1.20 29.35 ± 1.36 29.73 ± 0.70 28.69±0.53
E3 27.27±0.42 27.03 ± 0.45 27.52 ± 2.22 26.73±0.24 27.59±2.32
E4 22.56±0.12 21.94 ± 0.22 21.67 ± 0.09 22.52±0.02 22.37±0.02
F1

F2 13.31±0.13 13.19 ± 0.01 13.12 ± 0.34 13.40±0.21 13.66±0.47
F3 10.18±0.14 10.43 ± 0.01 10.29 ± 0.29 10.57±0.15 9.82±0.18
F4 10.59±0.06 10.84 ± 0.15 10.47 ± 0.12 10.85±0.05 10.80±0.28
F5 27.30±0.13 27.46 ± 0.32 27.09 ± 0.15 26.52±0.40 27.14±0.53
G1 8.12±0.10 8.11 ± 0.09 8.20 ± 0.06 8.20±0.12 8.07±0.13
G2 10.53±0.14 10.67 ± 0.18 10.42 ± 0.11 10.34±0.11 10.55±0.11
G3 9.58±0.15 9.51 ± 0.07 9.25 ± 0.09 9.22±0.16 9.78±0.21
G4 9.13±0.12 9.18 ± 0.10 8.99 ± 0.09 9.10±0.04 9.12±0.10
G5 7.38±0.12 7.36 ± 0.05 7.29 ± 0.11 7.17±0.11 7.37±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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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Protocol 5 Protocol 6 Protocol 7 Protocol Protocol Protocol Protocol 8888
****

A1

A2

A3

A4

A5

B1 13.43 ±0.17 12.72 ±0.28 12.90 ±0.33 10.71±0.96
B2 4.14 ±0.26 3.44 ±0.07 3.71 ±0.28 3.16±0.01
B3 3.75 ±0.01 3.56 ±0.01 3.73 ±0.02 3.71±0.01
B4 3.61 ±0.15 3.79 ±0.03 3.33 ±0.17 2.95±0.03
B5 14.08 ±0.39 13.54 ±0.62 14.21 ±0.88 14.95±0.71
C1 6.19 ±0.06 6.10 ±0.05 6.32 ±0.15 6.16±0.28
C2 4.17 ±0.24 4.01 ±0.26 4.27 ±0.18 5.18±0.02
C3 6.06 ±0.06 5.81 ±0.12 5.99 ±0.11 6.02±0.12
D1 6.81 ±0.14 6.76 ±0.20 7.17 ±0.28 9.41±3.53
D2

D3 6.62 ±0.12 6.71 ±0.05 7.02 ±0.30 8.83±4.34
E1 20.83 ±0.01 21.17 ±0.16 20.98 ±0.23 20.75±0.10
E2 27.99 ±0.08 27.98 ±0.33 27.17±0.60 27.05±0.09
E3 25.75 ±2.21 26.02 ±2.14 25.16±4.58 25.40±3.11
E4 20.98 ±0.05 21.10 ±0.26 21.19±0.25 20.44±0.07
F1

F2 12.10 ±0.98 11.59±0.63 11.06±0.44 10.80±0.35
F3 9.68 ±0.34 9.59 ±0.26 9.69±0.39 9.13±0.11
F4 10.82 ±0.43 11.87 ±1.26 10.16±0.36 9.71±0.67
F5 26.14 ±0.59 26.25 ±0.46 26.07±0.57 25.06±0.56
G1 7.50 ±0.12 7.67 ±0.11 7.27±0.12 7.16±0.18
G2 10.11 ±0.14 10.28 ±0.10 9.98±0.12 9.73±0.16
G3 8.97 ±0.18 9.24 ±0.28 9.00±0.20 9.02±0.12
G4 8.67 ±0.13 8.87 ±0.16 8.50±0.11 8.51±0.08
G5 6.99 ±0.16 7.34 ±0.13 6.92±0.13 6.61±0.05

Mean:meanvalueofmeasurement
*:statisticallysignificantdifferenceatp<0.05
SD:standard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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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B.Meanofdirectmeasurementandmeasurementusing3Dimagesin
cadaver2(Mean±S.D.,mm)

Area Direct Protocol 1 Protocol 2 Protocol 3 Protocol 4

A1 3.39±0.05 3.43±0.01 3.42±0.02 3.41±0.04 3.52±0.01
A2 3.86±0.04 3.99±0.01 4.01±0.02 3.91±0.01 3.99±0.11
A3 3.20±0.06 3.15±0.03 3.16±0.06 3.15±0.00 3.16±0.05
A4 3.36±0.05 3.49±0.02 3.52±0.02 3.19±0.01 3.34±0.08
A5 2.76±0.05 2.80±0.02 2.74±0.00 2.72±0.00 2.69±0.02
B1 11.37±0.12 11.26±0.22 11.52±0.29 11.59±0.06 11.60±0.08
B2

B3

B4

B5 10.47±0.06 10.24±0.04 10.72±0.04 10.20±0.19 10.44±0.25
C1 4.12±0.08 4.19±0.03 4.13±0.04 4.20±0.02 4.22±0.07
C2 4.74±0.05 4.73±0.10 4.50±0.10 4.58±0.03 4.65±0.13
C3 3.58±0.04 3.63±0.03 3.85±0.02 3.78±0.02 3.74±0.03
D1 5.53±0.08 5.47±0.06 5.48±0.05 5.38±0.08 5.37±0.03
D2 1.92±0.06 1.90±0.07 1.90±0.00 1.84±0.04 1.90±0.03
D3 4.39±0.04 4.45±0.03 4.48±0.00 4.44±0.01 4.42±0.06
E1 7.07±0.07 7.09±0.02 7.00±0.02 7.05±0.00 7.07±0.06
E2 9.77±0.11 9.69±0.14 10.08±0.11 10.00±0.07 9.96±0.01
E3 9.62±0.11 9.48±0.09 9.84±0.08 9.84±0.07 9.65±0.21
E4 5.56±0.06 5.58±0.04 5.67±0.02 5.73±0.03 5.59±0.04
F1

F2 9.73±0.06 9.88±0.20 10.16±0.11 10.47±0.04 10.66±0.10
F3 12.85±0.13 12.84±0.00 13.48±0.80 13.47±0.98 13.71±0.24
F4 8.61±0.27 8.71±0.24 8.02±0.26 7.87±0.07 7.98±0.22
F5

G1 7.15±0.11 7.13±0.06 7.19±0.12 7.21±0.02 7.27±0.13
G2 8.30±0.10 8.31±0.05 8.36±0.11 8.18±0.05 8.46±0.16
G3 8.82±0.07 8.87±0.04 8.74±0.01 8.76±0.07 8.60±0.09
G4 7.70±0.07 7.80±0.05 7.82±0.08 7.76±0.11 7.76±0.13
G5 6.39±0.06 6.34±0.04 6.38±0.03 6.35±0.05 6.48±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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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Protocol 5 Protocol 6 Protocol 7 Protocol Protocol Protocol Protocol 8888
****

A1 3.51±0.01 3.56±0.01 3.37±0.02 3.44±0.02
A2 3.87±0.03 3.84±0.01 3.62±0.01 3.63±0.02
A3 3.12±0.01 3.17±0.03 3.03±0.02 3.02±0.01
A4 2.90±0.01 3.05±0.02 2.55±0.03 2.60±0.03
A5 2.67±0.02 2.69±0.02 2.62±0.01 2.53±0.01
B1 11.56±0.14 11.45±0.15 10.69±0.22 13.22±0.25
B2
B3
B4
B5 9.74±0.13 9.27±0.12 9.86±0.13 13.07±0.35
C1 4.23±0.09 4.33±0.05 4.50±0.09 4.29±0.02
C2 4.87±0.16 4.89±0.08 4.17±0.06 4.56±0.09
C3 3.89±0.07 3.67±0.03 3.76±0.15 3.85±0.04
D1 5.69±0.08 5.57±0.04 5.07±0.08 5.34±0.13
D2 2.28±0.05 2.43±0.03 2.67±0.04 3.44±0.09
D3 4.49±0.09 4.35±0.09 4.35±0.03 4.32±0.05
E1 6.82±0.11 6.79±0.10 6.84±0.12 6.97±0.10
E2 8.85±0.14 9.05±0.14 9.50±0.22 8.75±0.11
E3 8.08±0.17 8.96±0.11 9.52±0.17 8.10±0.20
E4 5.51±0.11 5.54±0.05 5.71±0.08 5.28±0.07
F1
F2 8.74±0.10 9.74±0.17 8.26±0.15 9.39±0.14
F3 10.58±0.18 12.13±0.24 10.10±0.11 10.34±0.22
F4 9.60±0.15 8.82±0.13 8.81±0.06 8.97±0.18
F5
G1 7.13±0.07 7.14±0.04 7.55±0.10 6.68±0.05
G2 7.79±0.10 7.94±0.07 7.93±0.07 7.72±0.08
G3 8.30±0.11 8.74±0.05 8.00±0.14 7.85±0.23
G4 7.72±0.09 7.83±0.18 7.50±0.13 7.64±0.17
G5 6.18±0.07 6.13±0.09 5.99±0.07 6.03±0.13

Mean:meanvalueofmeasurement
*:statisticallysignificantdifferenceatp<0.05
SD:standarddeviation



- 17 -

Table3C.Meanofdirectmeasurementandmeasurementusing3Dimagesin
cadaver3(Mean±S.D.,mm)

Area Direct Protocol 1 Protocol 2 Protocol 3 Protocol 4

A1 2.04±0.04 2.10±0.01 2.12±0.01 2.13±0.01 2.13±0.01
A2 2.83±0.06 2.83±0.03 2.79±0.03 2.82±0.02 2.70±0.04
A3 1.61±0.05 1.63±0.00 1.66±0.03 1.61±0.01 1.55±0.03
A4 2.04±0.06 2.00±0.03 1.99±0.05 2.04±0.04 1.99±0.05
A5 2.07±0.05 2.18±0.01 2.19±0.02 2.19±0.02 2.05±0.01
B1 5.63±0.08 5.55±0.03 5.62±0.05 5.57±0.06 5.47±0.05
B2 3.49±0.08 3.53±0.02 3.46±0.04 3.46±0.07 3.51±0.04
B3 2.24±0.04 2.28±0.01 2.30±0.03 2.24±0.02 2.30±0.03
B4 3.17±0.06 3.17±0.01 3.17±0.03 3.15±0.02 3.17±0.05
B5 8.64±0.16 8.82±0.08 8.05±0.24 8.69±0.18 8.41±0.20
C1 4.64±0.04 4.69±0.04 4.56±0.15 4.51±0.04 4.50±0.24
C2 2.85±0.06 2.81±0.03 2.75±0.02 2.68±0.01 2.62±0.00
C3 3.26±0.09 3.35±0.07 3.26±0.08 3.35±0.19 3.39±0.23
D1 6.76±0.05 6.83±0.02 6.77±0.07 6.64±0.03 6.51±0.03
D2 1.58±0.07 1.59±0.04 1.57±0.04 1.61±0.13 1.84±0.10
D3 4.65±0.08 4.66±0.06 4.61±0.02 4.60±0.01 4.53±0.03
E1 43.12±0.59 42.81±0.36 42.44±0.44 41.94±0.49 42.01±0.53
E2

E3

E4

F1 26.32±0.11 25.95±0.49 26.12±0.32 25.87±0.37 25.52±0.78
F2 7.95±0.03 7.94±0.02 7.87±0.01 8.08±0.04 7.96±0.03
F3 9.05±0.03 9.07±0.02 9.15±0.11 8.99±0.01 8.96±0.09
F4 8.17±0.08 8.25±0.06 7.86±0.05 8.14±0.03 7.91±0.18
F5 25.41±0.07 26.19±0.27 26.06±0.12 25.69±0.11 25.63±0.18
G1 9.73±0.08 9.40±0.19 9.47±0.18 9.59±0.10 9.15±0.21
G2 10.65±0.13 10.47±0.13 10.73±0.08 10.37±0.19 10.53±0.12
G3 11.04±0.08 10.93±0.02 10.85±0.02 10.66±0.03 10.68±0.01
G4 8.82±0.06 8.98±0.05 8.64±0.08 8.80±0.02 8.62±0.09
G5 8.79±0.10 8.83±0.17 8.74±0.13 8.74±0.06 8.8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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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Protocol 5 Protocol 6 Protocol 7 Protocol Protocol Protocol Protocol 8888
****

A1 2.18±0.01 2.19±0.02 2.17±0.01 2.18±0.01
A2 2.80±0.04 2.78±0.14 2.59±0.06 2.56±0.02
A3 1.60±0.02 1.49±0.02 1.49±0.02 1.41±0.02
A4 2.01±0.05 2.02±0.09 1.93±0.06 1.87±0.03
A5 1.99±0.04 2.11±0.08 2.05±0.06 2.14±0.04
B1 5.38±0.05 5.39±0.06 5.33±0.06 4.92±0.22
B2 3.61±0.03 3.46±0.02 3.33±0.08 3.30±0.03
B3 2.22±0.03 2.22±0.00 2.28±0.09 2.14±0.01
B4 3.02±0.13 3.14±0.16 3.12±0.14 3.30±0.11
B5 7.95±0.19 8.39±0.02 7.57±0.11 7.78±0.18
C1 4.55±0.18 4.12±0.18 4.28±0.31 5.45±0.41
C2 2.41±0.01 2.55±0.04 2.39±0.08 2.33±0.01
C3 3.19±0.07 3.69±0.16 3.26±0.15 4.03±0.04
D1 6.41±0.06 6.38±0.10 6.29±0.09 6.43±0.06
D2 1.75±0.05 1.68±0.23 1.84±0.25 1.47±0.08
D3 4.49±0.01 4.46±0.01 4.36±0.03 4.27±0.03
E1 43.38±0.92 42.13±1.20 43.42±0.58 43.20±1.31
E2
E3
E4
F1 25.82±0.12 25.58±0.50 25.42±0.80 26.52±0.60
F2 8.08±0.04 8.06±0.06 8.06±0.06 8.19±0.05
F3 8.83±0.04 8.95±0.13 8.97±0.09 8.75±0.13
F4 8.24±0.24 7.93±0.26 7.89±0.19 7.98±0.16
F5 25.12±0.40 25.43±0.73 24.71±0.12 25.66±0.19
G1 8.94±0.31 9.38±0.03 8.69±0.09 8.34±0.47
G2 10.42±0.14 10.64±0.04 10.11±0.05 10.19±0.13
G3 10.66±0.06 10.53±0.02 10.63±0.06 10.45±0.04
G4 8.71±0.11 8.50±0.04 8.03±0.10 8.10±0.21
G5 8.33±0.03 8.66±0.29 8.86±0.18 8.14±0.04

Mean:meanvalueofmeasurement
*:statisticallysignificantdifferenceatp<0.05
SD:standard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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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시신에서 부위별로 실제 얼굴 연조직 두께 계측치와 3차원 영상을 이용
한 계측치의 차이의 평균값을 분석해 본 결과 protocol1,2,3,4는 모든 시신에서
소수 부위에서 실제 얼굴 연조직 두께 계측치와 0.5mm 이상의 차이를 보였으나
protocol5,6,7,8에서는 다수의 부위에서 0.5mm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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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4A.Mean differencebetween directmeasurementand measurement
using3Dimagesincadaver1 (ME±S.D.,mm)

Area Protocol1 Protocol2 Protocol3 Protocol4
A1
A2
A3
A4
A5
B1 0.25±0.23 0.11±0.19 -0.30±0.19 0.38±0.34
B2 0.21±0.26 0.05±0.08 -0.15±0.09 0.33±0.14
B3 0.02±0.08 -0.26±0.09 0.01±0.07 0.16±0.07
B4 0.13±0.15 0.07±0.11 -0.15±0.16 0.24±0.13
B5 0.01±0.24 0.04±0.25 -0.42±0.18 0.68±0.13
C1 -0.01±0.08 -0.08±0.08 -0.11±0.06 -0.03±0.07
C2 -0.01±0.14 -0.01±0.07 -0.38±0.08 -0.17±0.07
C3 0.04±0.08 0.02±0.09 0.09±0.09 0.38±0.09
D1 -0.04±0.16 -0.01±0.43 0.02±0.24 -0.51±0.21
D2
D3 -0.20±0.18 -0.23±0.08 -0.30±0.09 -0.04±0.05
E1 -0.28±0.14 -0.35±0.14 -0.23±0.18 -0.33±0.24
E2 0.35±1.35 0.15±1.73 0.53±0.88 -1.52±0.80
E3 -0.24±0.73 0.25±2.03 -0.54±0.56 0.32±2.47
E4 -0.62±0.27 -0.89±0.14 -0.04±0.12 -0.19±0.12
F1
F2 -0.12±0.13 -0.19±0.37 0.09±0.26 0.35±0.52
F3 0.25±0.13 0.11±0.37 0.38±0.19 -0.36±0.21
F4 0.25±0.17 -0.12±0.14 0.26±0.07 0.21±0.27
F5 0.15±0.38 -0.21±0.22 -0.79±0.43 -0.17±0.53
G1 -0.01±0.14 0.08±0.07 0.08±0.15 -0.06±0.15
G2 0.14±0.23 -0.11±0.14 -0.19±0.19 0.02±0.20
G3 -0.07±0.15 -0.32±0.14 -0.36±0.22 0.20±0.29
G4 0.05±0.17 -0.13±0.11 -0.03±0.11 -0.01±0.17
G5 -0.01±0.16 -0.08±0.16 -0.21±0.15 -0.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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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Protocol5 Protocol6 Protocol7 Protocol8
A1
A2
A3
A4
A5
B1 0.63±0.21 -0.08±0.30 0.10±0.34 -2.08±0.93
B2 -0.19±0.25 -0.90±0.09 -0.63±0.27 -1.17±0.06
B3 0.12±0.06 -0.07±0.06 0.10±0.06 0.08±0.06
B4 -0.14±0.19 0.03±0.10 -0.43±0.22 -0.81±0.12
B5 0.38±0.42 -0.17±0.65 0.51±0.86 1.25±0.65
C1 0.04±0.11 -0.05±0.03 0.17±0.16 0.01±0.31
C2 -0.14±0.26 -0.30±0.25 -0.04±0.20 0.88±0.07
C3 0.24±0.10 -0.02±0.14 0.17±0.13 0.20±0.15
D1 -0.77±0.27 -0.82±0.31 -0.41±0.42 1.83±3.59
D2
D3 -0.88±0.15 -0.79±0.09 -0.48±0.26 1.33±4.38
E1 -1.21±0.12 -0.69±0.23 -0.88±0.27 -1.10±1.19
E2 -1.21±0.82 -1.22±0.66 -2.03±0.81 -2.15±0.78
E3 -1.52±2.28 -1.25±2.31 2.89±2.59 -2.87±2.17
E4 -1.58±0.15 -1.46±0.32 -1.37±0.34 -2.12±0.13
F1
F2 -1.22±1.03 -1.73±0.56 -2.25±0.42 -2.52±0.34
F3 -0.50±0.39 -0.60±0.29 -0.49±0.44 -1.06±0.15
F4 0.23±0.39 1.28±1.23 -0.42±0.39 -0.88±0.66
F5 -1.16±0.61 -1.05±0.49 -1.23±0.62 -2.25±0.64
G1 -0.62±0.14 -0.46±.16 -0.86±0.13 -0.96±0.16
G2 -0.42±0.21 -0.25±0.19 -0.55±0.21 -0.80±0.24
G3 -0.61±0.30 -0.33±0.21 -0.57±0.30 -0.56±0.23
G4 -0.46±0.18 -0.25±0.11 -0.63±0.12 -0.62±0.17
G5 -0.39±0.19 -0.03±0.20 -0.45±0.20 -0.77±0.13

ME :average value of difference between direct measurement and 3D
measurement (3D-Direct)
SD:standard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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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4B.Meanofdirectmeasurementandmeasurementusing3Dimagesin
cadaver2 (ME±S.D.,mm)

Area Protocol1 Protocol2 Protocol3 Protocol4
A1 0.04±0.05 0.03±0.04 0.03±0.07 0.12±0.04
A2 0.13±0.04 0.15±0.04 0.05±0.04 0.12±0.04
A3 -0.05±0.06 -0.04±0.02 -0.05±0.07 -0.04±0.07
A4 0.13±0.06 0.16±0.06 -0.17±0.06 -0.03±0.06
A5 0.04±0.06 -0.02±0.05 -0.04±0.05 -0.07±0.05
B1 -0.11±0.22 0.15±0.35 0.22±0.15 0.23±0.13
B2
B3
B4
B5 -0.23±0.06 0.25±0.08 -0.27±0.21 -0.02±0.24
C1 0.07±0.09 0.01±0.08 0.08±0.07 0.10±0.08
C2 -0.02±0.12 -0.25±0.10 -0.17±0.06 -0.10±0.05
C3 0.05±0.04 0.28±0.04 0.20±0.06 0.17±0.06
D1 -0.06±0.08 -0.05±0.12 -0.14±0.09 -0.16±0.09
D2 -0.02±0.05 -0.01±0.06 -0.08±0.06 -0.02±0.09
D3 0.06±0.06 0.09±0.05 0.06±0.05 0.03±0.05
E1 0.02±0.06 -0.07±0.07 -0.01±0.07 0.01±0.09
E2 -0.07±0.24 0.31±0.17 0.23±0.13 0.21±0.10
E3 -0.14±0.13 0.21±0.16 0.22±0.12 0.03±0.17
E4 0.02±0.07 0.11±0.06 0.17±0.08 0.04±0.07
F1
F2 0.16±0.21 0.44±0.12 0.74±0.09 0.93±0.45
F3 -0.01±0.13 0.63±0.88 0.62±0.74 0.85±0.57
F4 0.10±0.39 -0.59±0.52 -0.74±0.32 -0.63±0.32
F5
G1 -0.03±0.11 0.04±0.18 0.06±0.11 0.12±0.14
G2 0.01±0.08 0.06±0.17 -0.13±0.10 0.16±0.22
G3 0.06±0.07 -0.08±0.07 -0.06±0.12 -0.22±0.15
G4 0.09±0.11 0.12±0.12 0.05±0.15 0.05±0.13
G5 -0.05±0.07 -0.01±0.06 -0.,04±0.07 0.08±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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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Protocol5 Protocol6 Protocol7 Protocol8
A1 0.12±0.08 0.17±0.10 -0.02±0.13 0.05±0.18
A2 0.01±0.05 -0.02±0.18 -0.25±0.15 -0.23±0.12
A3 -0.09±0.04 -0.03±0.05 -0.17±0.14 -0.18±0.22
A4 -0.46±0.31 -0.31±0.19 -0.82±0.28 -0.77±0.33
A5 -0.10±0.08 -0.08±0.09 -0.15±0.11 -0.23±0.24
B1 0.19±0.12 0.08±0.12 -0.67±0.44 1.85±0.79
B2
B3
B4
B5 -0.73±0.37 -1.20±0.95 -0.61±0.35 2.60±1.46
C1 0.11±0.09 0.21±0.32 0.38±0.19 0.17±0.43
C2 0.13±0.17 0.14±0.17 -0.57±0.33 -0.18±0.22
C3 0.31±0.14 0.09±0.21 0.18±0.17 0.27±0.14
D1 0.17±0.09 0.05±0.08 -0.46±0.25 -0.18±0.08
D2 0.37±0.25 0.52±0.22 0.75±0.42 1.52±1.24
D3 0.10±0.11 -0.03±0.05 -0.04±0.09 -0.07±0.18
E1 -0.25±0.18 -0.28±0.13 -0.23±0.20 -0.09±0.14
E2 -0.92±0.49 -0.72±0.47 -0.27±0.13 -1.02±0.79
E3 -1.55±0.84 -0.66±0.28 -0.11±0.10 -1.52±0.90
E4 -0.05±0.06 -0.03±0.08 0.14±0.29 -0.28±0.10
F1
F2 -0.98±0.63 0.02±0.11 -1.47±0.86 -0.34±0.20
F3 -2.27±0.97 -0.72±0.43 -2.75±1.03 -2.52±0.88
F4 0.99±0.66 0.21±0.16 0.20±0.16 0.36±0.10
F5
G1 -0.02±0.07 0.01±0.06 0.40±0.24 -0.48±0.23
G2 -0.51±0.18 -0.36±0.11 -0.37±0.12 -0.58±0.25
G3 -0.51±0.32 -0.08±0.22 -0.81±0.48 -0.97±0.51
G4 0.02±0.23 0.13±0.08 -0.21±0.11 -0.07±0.15
G5 -0.21±0.15 -0.27±0.12 -0.40±0.21 -0.36±0.37

ME :average value of difference between direct measurement and 3D
measurement (3D-Direct)
SD:standard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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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4C.Meanofdirectmeasurementandmeasurementusing3Dimagesin
cadaver3 (ME±S.D.,mm)

Area Protocol 1 Protocol 2 Protocol 3 Protocol 4

A1 0.06±0.05 0.05±0.07 0.09±0.04 0.09±0.04
A2 0.01±0.07 -0.04±0.08 -0.01±0.07 -0.12±0.08
A3 0.01±0.05 0.05±0.05 -0.01±0.06 -0.07±0.07
A4 -0.03±0.07 -0.05±0.08 -0.01±0.08 -0.05±0.08
A5 0.12±0.05 0.12±0.05 0.12±0.06 -0.02±0.04
B1 -0.08±0.09 -0.02±0.11 -0.06±0.10 -0.16±0.11
B2 0.03±0.09 -0.04±0.10 -0.04±0.08 0.02±0.09
B3 0.04±0.04 0.06±0.03 0.01±0.04 0.06±0.05
B4 -0.01±0.06 -0.01±0.08 -0.02±0.08 -0.01±0.11
B5 0.18±0.19 -0.58±0.35 0.05±0.19 -0.22±0.31
C1 0.05±0.06 -0.08±0.14 -0.13±0.05 -0.14±0.24
C2 -0.03±0.07 -0.10±0.07 -0.17±0.06 -0.22±0.06
C3 0.09±0.10 0.01±0.10 0.09±0.16 0.14±0.26
D1 0.06±0.06 0.01±0.09 -0.12±0.05 -0.26±0.07
D2 0.02±0.07 -0.01±0.10 0.03±0.13 0.26±0.11
D3 0.01±0.12 -0.05±0.09 -0.05±0.08 -0.12±0.07
E1 -0.81±0.49 0.01±0.63 -0.58±0.85 0.04±0.61
E2
E3
E4
F1 -0.38±0.46 -0.21±0.27 -0.46±0.37 -0.81±0.83
F2 -0.01±0.03 -0.09±0.03 0.12±0.02 0.01±0.04
F3 0.02±0.04 0.10±0.11 -0.06±0.03 -0.09±0.09
F4 0.07±0.11 -0.32±0.11 -0.03±0.07 -0.26±0.21
F5 0.78±0.31 0.65±0.12 0.28±0.12 0.22±0.19
G1 -0.33±0.20 -0.26±0.12 -0.14±0.15 -0.59±0.23
G2 -0.18±0.20 0.08±0.18 -0.28±0.21 -0.12±0.21
G3 -0.12±0.08 -0.20±0.08 -0.38±0.07 -0.36±0.08
G4 0.15±0.09 -0.18±0.08 -0.03±0.06 -0.20±0.08
G5 0.03±0.23 -0.05±0.11 -0.05±0.14 0.0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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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Protocol 5 Protocol 6 Protocol 7 Protocol 8

A1 0.14±0.04 0.14±0.04 0.12±0.04 0.14±0.04
A2 -0.03±0.07 -0.05±0.13 -0.24±0.08 -0.26±0.07
A3 -0.01±0.06 -0.13±0.07 -0.12±0.06 -0.21±0.06
A4 -0.03±0.09 -0.01±0.10 -0.11±0.10 -0.17±0.07
A5 -0.07±0.06 0.05±0.10 -0.01±0.07 0.07±0.06
B1 -0.26±0.08 -0.24±0.08 -0.30±0.11 -0.72±0.23
B2 0.12±0.09 -0.04±0.08 -0.16±0.13 -0.19±0.11
B3 -0.03±0.04 -0.02±0.04 0.04±0.09 -0.11±0.04
B4 -0.15±0.15 -0.03±0.18 -0.05±0.16 0.13±0.13
B5 -0.69±0.26 -0.25±0.17 -1.07±0.24 -0.86±0.27
C1 -0.09±0.20 -0.52±0.19 -0.37±0.30 0.80±0.40
C2 -0.44±0.06 -0.30±0.07 -0.45±0.11 -0.52±0.06
C3 -0.06±0.09 0.43±0.20 0.01±0.21 0.77±0.08
D1 -0.35±0.08 -0.39±0.12 -0.48±0.11 -0.33±0.09
D2 0.17±0.11 0.10±0.23 0.26±0.24 -0.11±0.10
D3 -0.17±0.08 -0.20±0.08 -0.30±0.08 -0.38±0.08
E1 0.26±0.36 -0.94±0.50 0.31±0.71 0.07±0.71
E2
E3
E4
F1 -0.50±0.17 -0.74±0.47 -0.90±0.85 0.19±0.61
F2 0.13±0.04 0.11±0.06 0.11±0.07 0.23±0.07
F3 -0.22±0.05 -0.10±0.14 -0.08±0.11 -0.30±0.12
F4 0.07±0.26 -0.24±0.30 -0.29±0.21 -0.19±0.19
F5 -0.29±0.36 0.02±0.76 -0.70±0.16 0.25±0.19
G1 0.79±0.30 -0.35±0.09 -1.05±0.10 -1.39±0.51
G2 -0.23±0.19 -0.02±0.13 -0.54±0.12 -0.46±0.21
G3 -0.38±0.09 -0.51±0.09 -0.41±0.10 -0.60±0.10
G4 -0.12±0.06 -0.33±0.08 -0.80±0.11 -0.72±0.23
G5 -0.47±0.10 -0.14±0.34 0.07±0.20 -0.65±0.11

ME :average value of difference between direct measurement and 3D
measurement (3D-Direct)
SD:standard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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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시신에서 실제 얼굴 연조직 두께 계측치와 3차원 전산화단층영상을 이
용한 얼굴 연조직 두께 계측치와의 차이의 평균값이 0.5mm 이상을 보이는 부위
의 분포는 표 5와 같다.상층두께가 증가할수록 Tablespeed가 증가할수록 얼굴
연조직 두께 계측치의 차이가 0.5mm 이상을 보이는 부위가 증가하였다.

Table5.Distribution ofpointsshowing amean differenceof0.5mm or
more

Protocol
Cadaver 1 2 3 4 5 6 7 8

1 1 1 3 3 12 11 12 19
2 0 2 3 3 8 5 8 9
3 1 2 1 2 3 4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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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총총총괄괄괄

얼굴은 사람마다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원 확인에 있어서 결정적
인 역할을 할 수 있다.그러나 얼굴은 다른 해부학적 부위와는 다르게 매우 복잡
한 골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신원확인이 필요한 대부분의 경우에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얼굴이 많이 훼손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잔존 얼굴 구조물에서 얼굴 복원하
는 과정이 필요하다.특히 대형 참사로 인해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정확한 얼굴 복원을 할 수 있다면 원활한 개인식별을 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정확한 얼굴 복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얼굴 부위에 따라 평균적인 연조
직 두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1,2,12얼굴 연조직 두께는 성별,연령,체중,인종
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평균값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얼굴
연조직 두께를 얻어야 한다.이런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지금까지 많은 시도가 이
루어져 왔다.사체를 이용해서 직접 얼굴 연조직 두께를 계측하는 것은 표본확보
의 문제가 있고 사망 초기의 탈수로 인한 연조직의 수축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정확한 보정을 해야 하므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또한 직접 연조직을 계측하는 경
우 모든 과정을 수작업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여 경제
적인 제약도 따른다.따라서 간접적인 방법인 생체의 방사선 영상을 이용하여 정
확한 얼굴 연조직 두께 계측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실제 임상에서 유용하게 사용
할 수 있다면 많은 수의 표본을 통해서 보다 쉽게 평균적인 얼굴 연조직 두께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체질인류학적으로 인종마다 지역마다
특징적인 얼굴 형태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방사선 영상을 이용한 얼굴 연조직 두께 계측 방법에 대한 연구들은 많이 보고

되었으나 계측 방법의 정확성을 보고한 연구12,13는 그리 많지 않다.최근에 3차원
전산화단층촬영의 영상을 이용하여 연조직 두께를 계측하여 정확성을 평가한 연
구13에서는 실제 연조직 두께 계측치와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어 매
우 정확한 얼굴 연조직 두께 계측 방법이라고 보고하여 쉽게 얼굴 연조직 두께를
계측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본 연구에서 이용된 3차원 전산화단층촬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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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상층두께 3mm,tablespeed3mm/sec로 얻은 데이터를 재구성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임상에서 사용되는 촬영조건보다 더 세밀하게 촬영한 것이었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상적으로 흔히 이용될 수 있는 다양한 나선형 전산화단층촬영
조건으로 촬영하여 얻은 3차원 전산화단층영상을 이용하여 얼굴 연조직 두께를
계측하고 이를 실제 얼굴 연조직 두께 계측과 비교하여 3차원 영상을 이용한 얼
굴 연조직 두께 계측의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나선형 전산화단층촬영 조건중에서 상층 두께를 3mm,5mm,7

mm 세 가지 조건으로 하였고 각각의 상층 두께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table
speed를 이용하였다.각각의 촬영 후 얻게 되는 영상 재구성 간격을 상층 두께의
절반으로 설정한 것은 영상 재구성 간격에 대한 연구18에서 추천한 조건으로 영상
재구성 간격에 의해 3차원 영상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부위에 상관없이 실제 얼굴 연조직 두께 계측과 8가지 조건으로

촬영하여 얻은 3차원 전산화단층영상을 이용한 얼굴 연조직 두께 계측을 비교한
결과 세 구의 시신에서 모두 protocol8로 촬영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통계학적
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는 없었다(Table3).실제 얼굴 연조직 두께 계측치와 3차
원 전산화단층영상을 이용한 얼굴 연조직 두께 계측치의 평균 오차가 0.5mm 이
상을 보인 부위가 protocol1,2,3,4에서는 모두 각각의 시신에서 3부위 이하였으
나 protocol5,6,7,8에서는 다수의 부위에서 0.5mm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Protocol2는 평균오차가 0.5mm 이상인 부위가 세 구의 시신에서 총 5부위,
protocol4는 총 8부위,protocol6은 총 20부위였다(Table5).Protocol2와
protocol4는 tablespeed는 5mm/sec로 동일하고 상층두께가 3mm,5mm로 차
이가 있었으나 평균오차가 0.5mm 이상인 부위의 수에 큰 차이가 없었고 얼굴 연
조직 두께 계측치의 평균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rotocol4와 protocol6은
tablespeed는 7mm/sec로 동일하고 상층두께가 각각 5mm,7mm로 다르게 촬
영한 것으로 평균오차가 0.5mm 이상인 부위가 protocol4보다 protocol6에서 더
많았으며 얼굴 연조직 두께의 평균값도 차이를 보이는 부위가 있었다(Table3,5).
따라서 protocol6을 이용한 얼굴 연조직 두께 계측이 실제 얼굴 연조직 두께 계
측과 통계학적으로 차이는 없었으나 평균오차가 0.5mm 이상인 부위가 많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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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정확한 얼굴 연조직 두께 계측을 위해서는 상층두께를 5mm이하로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Protocol5는 상층두께는 5mm,tablespeed는 10
mm/sec조건하에서 촬영하는 것으로 실제 얼굴 연조직 두께와의 평균오차가 0.5
mm 이상인 부위가 세 구의 시신에서 총 23부위로 정확한 얼굴 연조직 두께 계측
을 위해서는 10mm/sec의 tablespeed는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었다(Table5).
이러한 결과는 아마도 얼굴 연조직 두께 계측을 위해서 이용되는 재구성 3차원

영상의 정확성 차이에 따른 것으로 사료된다.3차원 전산화단층영상의 정확성을
보고한 많은 연구에서 상층두께가 3차원 영상의 정확성에 미치는 중요한 변수라
고 보고하였다.19-21특히 두개골의 3차원 전산화단층영상에서 교정 분석에 사용되
는 거리 계측의 정확성을 평가한 연구에서도 환자의 피폭량과 3차원 영상의 정확
성을 고려하였을 때 5mm 상층 두께의 나선형 전산화단층촬영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하였고20이 연구결과는 본 연구결과와도 상충된다고 할 수 있다.
Protocol1,2,3,4에서 평균 오차가 0.5mm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부위는 모두

연조직의 계측점은 물론 하방 골의 계측점이 급격한 곡선상의 점이었기 때문에
위치 선정시 작은 오차에도 큰 차이를 보여서 생긴 결과로 사료되며 이런 사실은
3차원 전산화단층영상을 이용한 얼굴 연조직 두께 계측의 정확성을 평가한 연구13

와 일치한다.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3차원 전산화단층영상을 이용한 보다 정확한
얼굴 연조직 두께 계측을 위해서는 상층두께는 5mm 이하,tablespeed는 7
mm/sec이하로 촬영된 전산화단층영상이 유용하며 이런 촬영 조건은 현재 임상
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나선형 전산화단층촬영 대부분이 이 조건을 만족
하기 때문에 기존에 촬영된 3차원 전산화단층영상을 이용하여 얼굴 연조직 두께
를 계측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향후 3차원 전산화단층영상을 이용한 많은 표본의 생체 연조직 두께 계측을 통

하여 부위에 따른 한국인의 평균 얼굴 부위 연조직 두께는 물론 연령,성별 등에
따른 차이도 알 수 있게 되리라 사료된다.이 자료들을 기반으로 한국인의 얼굴
형태 특징을 추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고고인류학 연구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미래의 한국인의 얼굴 형태의 변화 양상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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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onthefacialsofttissuethickness
measurementaccordingtoprotocolsofspiral

computedtomography

Thepurposeofthisstudywastoevaluateeffectonmeasurementoffacial
softtissue thickness using 3D computed tomographic images by various
scanningprotocolsofspiralcomputedtomography.
Threecadaversthathadnoparticularlossordamagestotheirfacialsoft

tissueswaschosenforthestudy.ThecadaverwasscannedwithaHelicalCT
undereightconditions:

1)Protocol1:3mm slicethicknessand3mm/sectablespeed
2)Protocol2:3mm slicethicknessand5mm/sectablespeed
3)Protocol3:5mm slicethicknessand5mm/sectablespeed
4)Protocol4:5mm slicethicknessand7mm/sectablespeed
5)Protocol5:5mm slicethicknessand10mm/sectablespeed
6)Protocol6:7mm slicethicknessand7mm/sectablespeed
7)Protocol7:7mm slicethicknessand10mm/sectablespeed
8)Protocol8:7mm slicethicknessand15mm/sectablespeed

Theacquireddatawerereconstructedwith3,5,7mm slicethicknessand
1.5,2.5,3.5 mm reconstruction intervalrespectively and the images were
transferred toapersonalcomputer.Using aprogram developed tomeasure
facialsofttissuethicknessin3D image,oneobservermeasuredthefacialsoft
tissuethicknessatthe30sitesacadavertentimes.Thecadaverswerecut
withbonecutterfordirectmeasurementandthenthesameobservermea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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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facialsofttissuethicknesstentimes.Consideringtheten-timerepetition,a
repeatedmeasureanalysisofvariance(ANOVA)wasadoptedtocompareand
analyzethemeasurements.Theresultswereasfollows:

1.Therewerenostatistically significantintraobserverdifferencesbetween
the actualmeasurements ofthickness ofthe facialsofttissues and the
measurementsusingthe3Dimages(p>0.05).

2.Therewerenostatisticallysignificantdifferencesbetweentheactualfacial
softtissuethicknessmeasurementsand thoseusing the3D imagesexcept
Protocol8ineachcadaver(p>0.05).

3. The points showing mean error over 0.5 mm between actual
measurementsandthoseusing3D imageswas8pointsorlessinProtocol1,
2,3,4but20pointsormoreinProtocol5,6,7,8.

Conclusively,formoreaccuratemeasurementoffaicalsofttissuethickness,
scanningprotocolswithslicethicknesslessthan5mm,andtablespeedless
than 7 mm/sec are recommended.And generally clinicalspiralcomputed
tomographyissatisfiedwiththisscanningprotocol,sopreviousdataacquired
bythespiralcomputedtomographywillbeusefulformeasurementoffacial
softtissue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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