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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식별에 있어서의 법치의학의 역할과 증례 보고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구강내과학 교실

안용우․노창세․옥승준․고명연

  개인식별에 있어서 법치의학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으며 증례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개인식별은 
한 가지의 방법으로 할 수 없고 각각의 증례에서 가장 확실한 개인식별을 할 수 있는 필요한 방법들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4 증례를 확인하였다. 2 증례는 연령추정적 개인식별이었으며 2 증례에서는  동일인
임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법치의학, 연령추정, 개인식별

1)I. 서    론
  개인식별이란 “신원불명의 실종자로 알려진 사람
에 관한 자료와 비교 평가하여 동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신원이란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별시켜주는 모든 자료의 총채를 말하
는 것”으로 신원을 입증해 주는 자료로는 본적, 출생
지, 현주소, 성명, 학력, 연령, 골격, 안모, 피부색, 눈동
자색, 모발, 혈액형, 지문, 족문, 구순문, 치아 그리고 
근래 각국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유전자지문 등
이 있다1)2). 

  부패되지 않은 시신은 얼굴의 생김새, 피부반점, 반
흔, 머리카락, 문신 등 육안적 특징들과 치과기록, 지
문, 방사선 골격사진 등에 남겨진 해부학적 특징들을 
비교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부패가 진행중인 시
신이나 부패로 인해 연조직이 완전히 소실되어 관절
이 탈골, 분해되어 시신이 토막난 경우(mutilated or 

dismembered corpses), 백골화된 유골(skeletalized 

remains)등에서는 앞서 언급한 전통적인 방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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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음

신원확인이 한계를 갖게 되는데, 이때의 개인식별은 
내구성이 높은 골격과 치아에 의한 방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치아를 비롯한 악안면 부위는 보존성, 내구성이 높
고, 개인식별에 응용될 수 있는 특징이 인체의 다른 
어떤 부위보다 많기 때문에 이에 기초한 법치의학적 
개인식별은 법의학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편 골
격에 남아 있는 DNA를 분석하면 신원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DNA분자에서 다형성 유전 
표식자(polymorphic genetic markers)의 구조적 특징
을 분석하는 기법을 유전자검사(DNA typing)라 하
며, 그 검사 결과는 민․형사 소송에서 객관적 증거로 
인정받고 있다3)

.

  특히 최근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4)나 KAL항
공기 괌 추락사건과 같은 대형참사에서 골격과 치아
에 의존한 법치의학적 방법과 유전자검사가 희생자
의 개인식별에 매우 유용하게 이용되었다. 이에 법치
의학적 개인식별의 다양한 방법을 확인하고 그 방법
들의 실제 사건에서의 응용을 증례를 통해 알아보고
자 한다.

  법의학 영역에 있어 치아는 인체의 기관 중 가장 
견고한 구조 및 성분인 법랑질, 상아질, 백악질 같은 
경조직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물리적, 화학적 저항
성이 높고 부패 및 열에 가장 오래 견딜 수 있는 특징
을 가지므로 법의학 분야에서 개인식별에 매우 중요
한 정보를 제공한다. 즉, 개인식별에 중요한 성별과 
연령의 추정은 물론 혈형검사와 유전자형의 검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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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가능하며, 다양한 치과적 특징을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식별을 위한 중요한 법의학적 
자료가 된다.

  체질인류학적으로 남녀별 치아의 크기가 다른 점
을 활용하여 치아의 길이, 폭에 대한 길이의 비율 등
을 측정하여 표준치와 비교하는 계량통계학적 분석
을 함으로써 가능하며 그 외에도 법랑질의 분광투과
율, 상아질의 비중 및 상아질과 치조골의 화학적 조성 
등을 분석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여자의 체세표의 핵 
중에 나타나는 성염색질(sex chromatin)과 남성의 Y
염색체의 F-body(Fluorescent body)를 치수, 타액 및 
타액반으로부터 관찰하여 성별을 감별할 수 있다. 치
아뿐만 아니라 구개 및 치열궁의 형태와 두개골에 의
해서도 성별판정이 가능하다.

  또한 치아와 연령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치의학
적으로 연령을 추정하려는 연구가 상당한 수준에 달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하여 치아 및 악골을 
중심으로 하는 영역은 증령적 변화에 있어 주요 인자
들이 많음이 밝혀져 왔다. 특히 치아의 형성과정은 타 
장기의 발생 및 성장의 경우보다 개인차 내지 다양성
이 훨씬 적어 연령추정에 가장 적합한 소견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치아로부터 연령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는 유년기에서는 유치의 맹출시기 및 영구치의 석회
화, 소년기에서는 유치의 탈락 및 영구치의 맹출시기, 

영구치의 석회학 및 제 3대구치의 석회화, 청년기에
는 제 3대구치의 석회화 및 영구치의 교모도, 장년기
에서는 영구치의 교모도 및 치수강의 크기, 노년기에
서는 영구치의 탈락시기, 영구치의 교모도, 치수강의 
크기 및 하악골의 변화 등을 참고로 한다.

  한편 신원불명인 시체의 신원을 밝히는 방법으로
서 6가지의 치아조직 변화를 연마표본에서 관찰하여 
연령을 추정하는 Gustafson법이 이용되며, 더불어 악
골에 있어서 이공의 위치, 하악각의 변화, 구개봉합과 
구개봉합의 유합소실 등이 연령추정을 위한 관찰 대
상이 된다. 이러한 미세변화의 경우 실제 사건에서 연
령추정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 이르러 화석의 연대추정과 같은 지구과학에 
쓰이는 아미노산의 라세미화반응을 이용한 추정연령
은 실제연령과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으며, 특히 고령
층에서 보다 정확한 연령감정으로 인정되고 있다.

  많은 범죄사건에서 범인이 피해자의 신체나 음식물
에 남긴 교흔으로 범인식별이 되고 있다. 신체에서 교
흔을 발견시는 즉시 상세한 기록과 사진촬영에 바람

직하며, 석고나 실리콘상에 교흔의 인상(impression)

을 조기에 채득하여 두는 것은 조직의 변형 수축 등으
로부터 피하여 후에 용의 치아와의 대조검사에 매우 
유리할 것이다5)

. 

  최근에는 디지털영상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러한 
도구들을 이용하여 교흔검사를 더욱 정밀하게 수행
하려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6)

.

  최근 동남아 쓰나미로 인하여 시체의 개인식별을 
위해 법치의학적 방법이 사용되어 그 효용성이 인정
되었던 바 치아는 개인식별에 응용될 수 있는 특징이 
인체의 다른 어떤 부위보다 많으며 파괴에 대한 저항
력이 강하기 때문에 신원 불명에 시체의 개인식별에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즉 성인의 구강에는 2
8～32개의 치아가 존재하며 각 치아는 형태학적으로 
뚜렷이 구분되며 치과치료를 받았을 경우에 치료에 
사용된 치과재료의 종류와 치료의 방법이 다양하고, 

치아자체에도 구치부에는 5면이, 전치부에는 4면이 
있어 치료방법별, 치과재료별, 치면별 및 치아별로 이
루어지는 경우의 수를 계산할 경우 그 조합은 수 십
억을 상회하게 되어 단순한 생전의 치료기록만 가지
고도 개인식별 할 수 있는 뚜렷한 지표가 된다. 

  따라서 법치의학적 개인식별을 수행함에 있어 검
사자는 결손치아, 매복치아, 과잉치아, 해부학적 이상, 

치아우식증, 잔존치근, 심한 교모, 치경부 마모, 치아
파절, 근관충전 상태, 유치와 영구치의 재료와 구별, 

충전물의 재료, 형태 및 와동, 보철물의 재료와 형태, 

교정치료와 관련된 장치와 치열의 정보 등 치아의 특
징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대량사망자가 발생하였을 때 시행되는 법치의학적 
개인식별은 자료수집(data gathering),자료의 선택과 
비교(data selection / comparison), 최종확인(final 

verification)의 연속적인 3단계과정으로 볼 수 있다. 

자료수집은 알려진 혹은 알려지지 않은 자료를 이용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과정이다. 자료의 선택과 비교
는 시체의 특성을 사전의 알려진 자료와 비교하는 과
정으로 이 때에는 명확히 일치하지 않는 자료를 제외
하고는 일치가 가능한 어떠한 자료라도 고려 대상으
로 생각하며, 사전자료를 검색하여 부분적인 사후자
료와 일치하는 자료를 선택하는 단계이다. 최종확인
은 법치의학적인 방법뿐만 다른 개인식별 방법에 의
하여 수집된 여러 정보들을 통합하여 최종 결정을 내
리는 과정이다.

  법의치과학적 개인식별 단계 중 자료의 선택과 비
교의 효울성 및 정확성을 배가시키기 위해 모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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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표준양식으로 변환되어 그 크기와 내용이 유사해
야 하고, 자료는 동일한 관점에서 기술되어야 하며, 

선택과 비교시에는 동일한 결정논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료의 선택과 비교의 과정은 단순 반복

Fig. 1. Dental radiograph was taken by portable 

digital x-ray  

Fig. 2. postmortem photograph

Fig. 3. Visual finding of Mandible and Maxilla 

적인 과정으로 법치의학자가 개인식별을 위해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법치의학적 개인
식별 과정 중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자료의 선
택과 비교의 단계를 컴퓨터로 처리함으로써 신속하
고, 정확하게 법치의학적 방법에 의하여 개인식별을 
시도하는 연구들이 국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7).

  한편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의 확대, 생활수준의 향
상,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일반인들이 치과
치료를 받는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병원과 의원
에서는 의무기록의 전산화와 더불어 진료비의 보험
청구에 따른 치료기록에 대한 정보가 데이터베이스
화 되고 있다. 따라서 치아의 특징에 기반한 법치의학
적 개인식별에 필수적인 생전자료의 수집은 더욱 용
이해지므로 대량의 사망자를 동반하는 대형참사의 
개인식별은 법치의학적 방법에 의하여 더욱 신속하
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Ⅱ. 증    례
 

  현재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운영하는 법의학연
구소에는 법의학교실의 교수님과 외래 겸임교수들이 
부산 및 경남 일원의 부검과 검안을 담당하고 있으며 
필자는 법치의학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대부
분의 시체는 신원이 밝혀진 상태여서 법치학적 개인
식별이 꼭 필요한 사항은 없었다. 그러나 신원불명의 
시체의 경우 즉, 지문이나 기타 신분증 그리고 대조 
가능한 대조인자가 없을 경우 연령대를 확인하여 신
원검색이 나서게 된다. 이러한 신원불명 시체에서 법
치의학적 증례에 대한 비교를 하고자 한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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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ental radiographic findings of victim

Fig. 5. Model for age estimation by attrition

증 례 1
  2004년 11월 8일 16:40날 경 경주최씨 문중묘지조
성 예정지에서 포크레인으로 묘지조성 작업을 하던 
중 지면에서 약10～15cm 정도의 깊이에 묻혀 있는 
검정색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
로 내용물을 확인한 바 사람의 시체로 확인되었다.

 법의학적 분석결과 신장 180 cm가량의 성인남자로 
시체의 보관 상태나 넥타이등으로 손발이 묶인 흔척
으로 보아 살해 후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어 연령 대
와 개인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법치의학적 분석을 하
였다(Fig. 2). 

  육안적 소견으로는 상악 우측 제1대구치 (#16)의 

Fig. 6. Her wrist and ankle were cut off 

보철물, 좌측 제1대구치 (#26)의 보철물, 그리고 하악 
우측 제 1대구치의 수복물, 좌측 제2소구치 및 제1대
구치의 수복물, 하악 우측 제2대구치의 보철물이 관
찰되었다(Fig. 3). 방사선 소견에서도 육안적 소견과 
동일한 소견이 관찰되었다(Fig. 4). 

  연령추정은 교모도를 이용한 Takei method와 
Ahu's method 그리고 근관지수를 이용하여 35±4세
로 확인되었다(Fig. 5).

  그러나 지역의 주변을 탐문수사 하였으나 30대 중
반의 위의 특징을 가진 환자의 기록은 일반치과에서 
발견하지는 못했다. 즉, 아직도 신원 미상인 채로 미
해결 사건으로 남아 있다.

증 례 2
  2005년 4월 중순경울산구치소 옆 쓰레기 소각장에
서 담요에 덮여 신체가 일부가 소사된 시체가 발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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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Visual finding of Mandible and Maxilla 

Fig. 8. Dental model for age estimation

Fig. 9. Skeleton presumed victim

Fig. 10. Antemortem dental chart

었다.

  법의학적 검사상 범인은 신원확인을 불가능하게 하
기 위해 손목과 발목을 잘라낸 상태였고 안면부위도 
소사된 상태에서 신원 확인이 불가능 하였다(Fig. 6). 

  법치의학적 검사상 상악우측 제 1대구치와 좌측 제
2소구치가 근관치료 후 보철수복이 되었으며 하악의 
우측 견치에서 제2대구치까지 5본의 보철물이 장착
되어 있었다(Fig. 7). 그리고 하악 좌측 제1대구치의 
보철물이 장착되어 있었다. 이 시체 역시 연령 추정을 
위하여 Takei method 와 Ahn's method를 이용하여 
41±4세의 연령을 구하였다(Fig. 8).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전국적인 치과신문에 개재하여 치과의들의 
협조를 구했지만 결국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

증 례 3 
  2005년 6월초 부산 영도에서 30년간 사귄 친구의 
아내를 살해 한 피해자를 심문하던 중 3년전 실종된 
피해자의 아내 손○○도 살해하여 사체를 유기하였
다는 진술을 얻게 되었다. 

  피해자의 안방과 마루에서 발견된 사체는 이미 백
골화 되어 신원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Fig. 9). 이
에 손○○로 의심되는 백골의 신원 확인을 위해여 치
과 치료기록을 입수하여 확인 한 바 동일 인물로 확
인된 사례이다. 

  피해자 손○○씨는 두 곳의 치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처음에 입수된 기록은 챠트와 X-ray가 오
래되어 식별하기가 쉽지 않았다(Fig. 10, 11). 하지만 
나중에 확인된 다른 치과의 치료 기록에서 손○○씨
로 확인되어 유전자 검사 등의 시간상, 거리상의 사건
진행지연을 예방 할 수 있었다. 



안용우․노창세․옥승준․고명연

322

    

Fig. 11. Antemortem dental X-ray

Fig. 12. Visual finding of victim

  처음 육안적 소견에서는 상악 우측 제1.2대구치에 
보철물이 장착되어 있었으며 상악좌측 견치에서 제2

대구치까지 5본의 보철물이 장착되어 있었다. 하악 
좌측 제1대구치는 발치된 상태였고 제2소구치와 제2

대구치는 보철물이 장착되어 있었다(Fig. 12).

  그리고 하악 우측 제1소구치에서 제2대구치까지 4
본의 보철물이 장착되어 있었다.

  방사선 검사에서는 육안적 소견과 동일하였으며 
상악 우측 제2대구치는 근관치료 및 포스트 시술을 
받은 병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하악 좌측 제1

   

Fig. 13. Postmortem dental X-ray

대구치의 경우 발치된 상태가 불량하여 두 번째 치과
에서 발치하였음을 치료기록을 통해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백골화 된 사체는 실종된 손○○씨로 
확인하였다(Fig. 13).

증 례 4 
  2006년 6월, 18세의 김OO군으로 추정되는 시체가 
이불에 싸여진 채 부산 사상구의 한 여관 담벼락 사
이에서 발견되었다(Fig. 14). 발견당시 인터넷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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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Postmortem photograph

Fig. 15. Visual finding of mandible and maxilla

 

   

Fig. 16. Antemortem dental x-ray

관심의 초점이 되었는데 동료친구들로부터 집단구타
를 당한 상태에서 시체가 유기되어 주위를 안타깝게 
했던 사건이었다. 

  법의학적으로 시체는 사후 경과시간이 오래되어 
신원을 확인하기 힘들 정도로 부패되어 있어서 법치
의학적으로 개인식별을 하게 되었다. 

  육안적 소견상 상하악 치아가 총생이 나타났으며 
하악 우측 제2소구치의 매복소견이 관찰되었다. 상악 
우측 제1대구치의 심한 치아우식증 소견을 나타냈으
며 상악 우측 제2소구치의 소실이 나타났다(Fig. 15).

  생전의 치과 치료기록이 있었으나 소아 때 치료받
은 기록만 있어 육안적인 소견과 소아치료시의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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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Postmortem dental x-ray

선 사진상의 영구치의 형태와 현재의 방사선 사진상
을 비교하는 수 밖에 없었으나 특징적인 매복치와 우
식증의 형태 그리고 각 영구치의 형태에서 동일인임
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16, 17).

Ⅲ. 총괄 및 고찰
  법치의학적 방법과 유전자 검사법에 의한 개인식
별은 대형참사시 희생자의 신원확인 작업에서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유용하다. 최근의 동남아 쓰나미 발
생에서 개인식별을 위해 법치의학적 방법으로 대부
분의 희생자의 신원을 확인한 것은 좋은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민법상 시체는 권리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특별한 
물건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식별은 신원 불
상자에 대한 법의학 관점에서의 문제뿐 아니라 인도
주의적 차원과 더불어 유가족의 법적 사회적 제반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라 하겠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신원 불상자 시체가 부패와 훼손이 심한 
경우가 많으며, 최근에는 범죄의 지능화 경향에 따라
서 희생자의 개인식별이 종종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
기도 한다. 

  치아와 두경부 구조물의 다양성에 기초한 법치의
학적 개인식별은 시체의 훼손이 심한 경우에 유용한 
방법으로서 생전자료를 유가족 혹은 관련자의 진술
이나 사진, 치과진료기록부에 기초하여 사후 자료와 
비교하기 때문에 고가의 장비와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유전자 검사로서는 알 
수 없는 연령의 추정이나 슈퍼임포즈법, 복안법 등은 
법치의학면의 독특한 영역으로 발전할 것으로 생각
된다. 그리고 치아와 타액반 피검물에서 유전자 검사

를 시도하여 그 유용성을 보고한 연구들도 있는데 법
치의학적 시료의 특징과 유전자 검사법의 장점을 동
시에 이용하여 개인식별의 효용성을 증대시키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신원불상자의 신원 확인을 위한 개인식별
은 그 대상이 비교 처리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한
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 법치의학적이든 유
전자검사이든 그 결과 자료가 비교되지 않는다면 개
인식별은 어렵다고 하겠다15). 법치의학적인 연령감정 
및 개인식별이 일선 사건에 있어서는 그 특이성이 더
욱 인정을 받고 있는데 본 증례에서는 비교대상이 있
을 경우 시간적 물질적인 면에서 아주 정확하고 신속
하게 개인식별을 할 수 있어 법치의학적 방법의 우수
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비교대상이 없을 경우 
일반적인 연령추정만으로 신원을 확인해 가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다는 것을 확
인하는 계기도 되었다. 

  증례 1, 2의 경우 성별과 연령대가 법의학 및 법치
의학적으로 확인이 되었으나 결정적으로 시체의 이
전 기록 즉 치과진료이나 유전학적 데이터가 없는 것
이 시체의 신원확인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치과적인 
특징을 일선 경찰에게 정보화하여 전해 주었으나 그 
정보를 비교할 시스템이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선 제
대로 갖추어지지 못 한 것이 사실이다. 

  실종자로 신고 된 사람의 인적상황이나 치과기록
이 남아있고 그것을 신원불상 사체의 자료와 비교 할 
수 있더라도 신원확인에 매우 유리할 것이다. 증례 3
와 4는 백골화된 신원불상자와 추정되는 실종자의 자
료를 비교하여 개인식별을 함으로써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대량재해 사고 등이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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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여 그 개인식별 능력이 매우 우수하다고 세계
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유전자 검사가 
우수하고 법치의학적 식별능이 있다 하더라도 비교 
할 데이터가 없다면 어떤 신원도 확인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경찰에서는 신원불상자의 신원만 밝혀지면 법인의 
반을 체포 할 수 있다는 속설이 있다고 한다. 전 국민
의 유전자나 치과기록을 데이터화 한다는 것이 인권
에 위배되는 점이 있다면 최소한 실종자들의 기록이
라도 정보화하여 신원확인이 안 되어 미제로 남는 사
건은 훨씬 줄일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그래서 실종자
가 사망처리 되지 않아서 받게 되는 유가족의 법적, 

정신적 피해를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신원이 확
인되지 않아 가매장되는 시체가 수없이 많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야 하지 
않을까 사료된다. 

  또한 경찰들도 이러한 신원미상의 시체에 대한 법
치의학적 개인식별 능력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안
타까울 뿐이다. 그나마 필자가 몸담고 있는 부산대학
교 법의학연구소를 통하여 일선 과학수사원들에게 
신원불상자로 판단되는 시체의 법치의학적 접근에 
대한 홍보가 널리 인식되어 가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
인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종자로 신고 된 개인의 정보는 이미 선진 여러 
국가에서는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여 유기된 시체의 
신원확인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전 국민이 의료
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는 조금만 성의 있
는 정책 수립만 된다면 더욱 나은 정보를 축적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조속한 시일내에 그 제도적 수립
이 뒷받침되기를 바란다.

Ⅳ. 결    론
  신원 미상의 시체에 대한 개인식별은 유전자 검사
나 법치의학적 검사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고 시간
적 경제적 여건을 볼 때 법치의학적 개인식별은 그 
효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신원미상의 시체 4증례에서 2증례는 개인식별에서
의 성별 및 연령추정만을 확인하였으며 2증례는 생전 
치과기록을 사후 치과기록 및 방사선 검사를 통해서 
동일 인물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증례에서 보듯이 개인식별은 그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한계성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
서 실종자 및 신원미상자의 치과기록들의 데이터화 

사업은 더욱 힘을 얻을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전국의 
실종자 및 신원미상으로 발견되는 시체의 자료 수집
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감히 
결하는 말씀으로 올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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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ole of Forensic Odontology and Cases Report in Individual Identification

 

Yong-Woo Ahn, D.D.S.,M.S.D.,Ph.D., Chang-Se Ro, D.D.S.,M.S.D.,

Seung-Joon Ok, D.D.S., Myung-Yun Ko, D.D.S.,M.S.D.,Ph D.

Department of Oral medicine, College of Dentistry, Pusan National University

  Forensic odontology in individual identification has been progressing rapidly and its significance has been increasing. 

But not all individual identification can be done single method solely. Therefore, understanding the advantage and 

disadvantage of each method is necessary to achieve forensic individual identification properly in each case for it to be 

applied promptly, economically and precisely. Now 4 cases of forensic odontology are studied. 2 cases are age 

identification and 2 cases is forensic confirmation.

Key words : Forensic odontology, Age estimation, Identifi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