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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불상자의 개인식별에서의 치아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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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치의학은 많은 방법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더 정 한 정의  하나는 정말 법치의학은 치과 문의와 법 문가 사이에 

일부분이 겹치게 표 되는 것이다. 가장 요한 역할은 역시 개인식별을 통한 신원 확인일 것이다. 치아의 해부학  특징과 

수복물의 독창성으로 인해 비교 상에 한 개인식별능력이 탁월한 것이다. 

  우리는 2007년 한 해 동안 부산지역의 신원불상으로 밝 진 7구의 시체에 해 법치의학  개인식별을 시행하여 5구의 

시체에 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법치의학, 개인식별, 연령추정

1)Ⅰ. 서    론

  새로운 세기에 들면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의 일상행활 반의 변

화에도 정 인 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모두가 꺼려하는 범죄행 나 재난들은 어들

지 않고 있으며 그만큼의 희생자를 요구하고 있다.

  희생자들에 한 최소한의 도덕  의무라면 그 신

원을 확인해 주고 사인을 분석하여 가해자에게 죄값

을 물어 억울한 죽음을 보상받도록 하는 일일 것이다. 

아울러 유족들의 슬픔을 나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 마땅한 도리일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법의학자

들과 법치의학자 등 법의학과 련된 문가들의 사

명은 무엇보다 요하다 할 것이다.1)

  법치의학자의 가장 일반 인 역할은 사망자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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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확인이다.2) 치과  신원확인은 두 가지 주요한 형

태가 있다. 첫 번째로, 가장 빈번하게 실행되며 매우 

높은 신뢰성을 갖는 생   사후 치과기록에 의한 

비교검사를 통한 개인식별이다. 두 번째로, 생  기록

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사후 치과 기록은 법치의학

자에 의해 생  있음직한 개별  특성을 제시하는 것

이라 할 것이다.3) 

  사람의 치과  신원확인은 다수의 다른 양식과 다

른 상태가 나타난다(table 1). 범죄, 화재, 오토바이 사

고, 공사장 사고 등의 희생자 시체에서는 가족 구성원

에 의해 가능하거나 바람직한 확인을 할 수 없을 정

도 범 의 외  손상을 입을 수 있다. 회복하기에 상

당한 시간이 지났거나 익사체 역시 신원 확인이 육안

으로 사실이다.4,5) 그러나 치아는 가장 특징 인 개

인식별능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오랫동안 잔존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6)

  이러한 개인식별에 한 American Board of 

Forensic Odontology에서 제안하는 신원확인의 범주

는 다음과 같다.7) 

․명확한 신원 확인(positive identification): 생 과 

사후의 자료가 충분하게 세부사항에서 일치되고, 

설명할 수 없는 불일치가 없으면서, 같은 개체로 

확인될 수 있다.

․가능한 신원 확인(possible identification): 생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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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의 자료가 일치하는 특성이 나타나나, 사후의 

유해나 생 의 증거의 질 때문에 명확하게 신원 확

인하기가 가능하지 않다.

․불충분한 증거(insufficient evidence): 유효한 정보

가 결론을 한 논거를 형성하기에 불충분하다.

․배제(exclusion): 생 의 자료와 사후의 자료가 명

백하게 불일치하다.

  그러나 실질 으로 조 가능한 자료만 확보되면 4

가지 범주보다는 일치나 불일치와 같은 이분법  

근이 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그 기에 법치의학자들

의 숙련된 개인식별능은 무엇보다 요한 것이다. 이

에 개인식별에서의 법치의학  역할에 한 증례들

을 살펴보고 이러한 증례에서 법치의학  필요요소

들을 확인하고 일선 경찰과 검찰에 한 개인식별에 

한 법치의학  근법에 한 이해도를 높이며 국

가 인 신원확인 방법에서의 지원에 한 논의를 하

고자 한다.

Fig. 1a. Autopsy of case 1 

   

Fig.1b. Dental photograph of case 1

Ⅱ. 증 례

  부산 학교 의학 문 학원의 법의학연구소에서는 

법의학 문가와 법치의학을 담당하는 필자가 함께 

부산  경남 지역의 신원불상자의 확인  사인분석 

등이 경찰청과의 공조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신원불

상의 경우 유류품이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근방

법이 용이한 경우( 를 들면 지문 등)에는 법치의학

 근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었으나 백골화되었거

나 심하게 부패한 경우 법치의학  방법으로 추정인

물을 확인하는 방법들을 취하고 있다. 이에 2007년 한 

해 동안 법치의학  방법으로 개인식별이 가능했던 

증례를 알아보고 이에 따른 문제 을 확인하려 한다. 

2007년 한해동안 신원불상으로 법치의학  개인식별

로서 확인된 증례는 아래와 같다(Table 2). 각 증례에 

한 법치의학  감정에 한 요약을 하면서 확인하

고자 한다.

증례 1

  2007년 3월 11일 16시 5분경 부산 기장읍 내리마을 

입구 14번 국도  밭에서 발견된 인 사항 일체불상

의 시체로서 육안 인 확인결과 약 60-70 의 연령

를 가진 시체로 확인되었으며 법치의학  감정결과

에서도 60  후반으로 추정되어 신원이 확인되었다

(Fig. 1).

증례 2

  2007년 3월13일 15시경 발견자가 부산 북구 덕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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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eth  치수강/치근  형태  치조골과 치조백선

 치아 상태 a. 크기, 모양과 수 a. 높이, 모양, 치조정 골의 도

a. 맹출 b. 이차 상아직 b. 치근 사이 골의 두께

b. 미맹출 c. 외골종, 융기

c. 매복  치수강/치근  병인 d. 치조백선의 유형

a. 치수석, 비정상조직 석회화 e. 골 소실(수평/수직)

 결손치 b. 치근  치료 f. 해면골 형태와 골 섬

a. 선천성 c. 역충 g. 잔존 치근편

b. 생  소실 d. 치근 제술

c. 사후 소실

 치근단 병인  해부학  특성

 치아 유형 a. 농양, 육아종 는 낭  상악동

a. 구치 b. 백악종 a. 크기, 형태, 낭

b. 유치 c. 치 화 골염 b. 이물질, 출

c. 혼합치열 c. 치아와의 계

d. 잔존 유치  치과 수복

e. 과잉치 1. 속  비극

 a. 부분 피개 a. 치공(크기, 형태, 낭)

 치아 치  b. 완  피개 b. 정  구개 합

a. 치 이상 2. 비 속 

 a. 부분 피개  하악

 치  형태  b. 라미네이트 a. 이공

a. 크기와 형태  c. 완  피개 b. 직경, 이상

b. 법랑질 두께 3. 치과임 란트 c. 인  구조물과의 계

c. 4. 가공의치

d. 종족 변이 5. 부분과 악 가철성 보철물  근돌기와  돌기

a. 크기와 형태

 치  병인  b. 병인

a. 우식  치주 조직 

b. 교모, 마모, 부식  치은 형태와 병인  측두 하악 

c. 비정형  변이, 법랑질 진주, 기

형 측 치
a. 모양, 퇴축, 국소/미만, 확 , 인 면 함몰 a. 크기, 형태

d. 함치성낭 b. 색-염증 변화, 생리  는 병리학  색소침착 b. 과증식/ 축

c. 치태와 치석 침착 c. 유착, 

 치근 형태 d. 염 변화

a. 크기  치주인  형태와 병인

b. 모양 a. 두께  다른 병인

c. 수 b. 확 a. 발육성 낭

d. 치근의 이개도 c. 측방 치주낭과 유사물 b. 타액선 병인

c. 반응성/신생물

 치근 형태 d. 이성 골 질환

a. 만곡 e. 국소 는 미만성 방사선 불투과상

b. 치근 f. 수술의 증거

c. 과백악질증 g. 외상- 철사, 외과  핀 등

d. 치근흡수

e. 치근 분리

Table 1. The list that represents the complexity of dental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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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autopsy No 날짜 의뢰 서 사건개요 사인

1

07-087

박00

37****-*******

3/12 해운

2007. 3. 11. 16:05경 부산 기장읍 내리마을 

입구 14번 국도  밭에서 발견된 인 사항 

일체불상(착의 상태로 보아 60-70  가량으

로 추정

두부 손상( 두골 함몰

골 )으로 추정됨

2

07-088

이00

93****-*******

3/15 부산북부

2007. 3. 13. 15:00경 발견자가 부산 북구 덕

천동 소재 남해고속도로 아래에서 루어 낚시

를 시작하여 구포 교 방향 제방 쪽으로 따

라 올라가면서 낚시를 하던   발견일시 

경 구포 교와 낙동 교 간지  낙동강변 

물속에 사람이 엎드린 채로 사망하여 있는 

것을 발견하여 112에 신고한 것임. 

익사로 추정됨

3

07-095

윤00

87****-*******

3/20 울산울주
울주군 온양읍 내고산마을 1km지  야산에

서 백골화 발견, 타살 의심
사인미상

4

07-204

김00

82****-*******

5/28 의령

2007. 5. 26. 의령군 지정면 성산리 상 마을 

모래채취장 상류 약 3.5킬로미터 지  낙동

강변 벽아래 바  에 목 부 에 넘기 

이 3회 정도 감겨 매듭이 매어져 있고, 얼

굴은 심하게 부패된 상태로 발견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

(교사: ligature 

strangulation)로 생각됨

5

07-233

장00

45****-*******

6/26 부산서부

2007. 6. 24. 16:35경 서구 동 신동 소재 

앙공원 주차장 확장 공사 장 부근 텃밭에 

가던  나무 아래에 사람이 워 있는 것 

같이 보여 신고, 백골화

백골화 시체

사인미상

6
07-319

신원확인안됨
9/11 경주

2007. 9. 9. 07:45경 경주시 효 동 외외마을 

뒷산 최  발견자 한 근 조부 묘소앞에 백

골만 남아있는 상태로 발견

백골화시체 사인미상

7
07-382

신원확인 안됨
10/22 포항해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소재 구룡포항 동방 

약8마일 해상에서 양팔을 벌려 엎드린 채 표

류 인 것을 발견, 고도 부패 상태

익사의 가능성 추정, 해

부학 으로 사인 불명

Table 2. Summary of forensic odontology cases in Busan, 2007

소재 남해고속도로 아래에서 루어 낚시를 시작하여 

구포 교 방향 제방쪽으로 따라 올라가면서 낚시를 

하던   발견 일시 경 구포 교와 낙동 교 간

지  낙동강변 물속에 사람이 엎드린 채로 사망하여 

있는 것을 발견하여 112에 신고된 시체 다. 학교 

학생 친구끼리 낙동강으로 놀러 갔다가 실종된 사건

으로 사인은 익사로 추정된 시체로서 생  치과방사

선사진이 소아 을 때의 기록이라서 구치의 치근

형태를 이용하여 개인식별을 하 다(Fig. 2).

증례 3

  2007년 3월 20일 울주군 온양읍 내고산 마을 1km

지  야산에서 백골화되어 발견된 시체로서 타살로 

의심이 되지만 사인은 미상으로서 개인식별을 확인

하기 하여 실종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치과기록으

로 확인하 다(Fig. 3).

증례 4

  2007. 5. 26. 의령군 지정면 성산리 상 마을 모래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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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a. Antemortem dental X-ray of case 2

Fig. 2b. Postmortem dental X-ray of case 2

취장 상류 약 3.5킬로미터 지  낙동강변 벽아래 바

 에 목 부 에 넘기 이 3회 정도 감겨 매듭이 

매어져 있고, 얼굴은 심하게 부패된 상태로 발견되었

는데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되는 여자 시체

로서 치아미세구조를 이용하여 연령감정을 시행하

으며 의복 등에 의해 개인식별이 이루어진 증례이다

(Fig. 4).

증례 5

  2007. 6. 24. 16:35경 서구 동 신동 소재 앙공원 

주차장 확장 공사 장 부근 텃밭에 가던  나무 

아래에 사람이 워 있는 것 같이 보여 신고된 백골

화 시체로서 사인 미상이었으나 연령추정과 유류품

으로 개인식별이 된 증례이다(Fig. 5).

증례 6 

  2007. 9. 9. 07:45경 경주시 효 동 외외마을 뒷산 

최  발견자 한 근 조부 묘소앞에 백골만 남아있는 

사인미상으로 발견된 시체 으나 불행히도 개인식별

을 한 조물이 없어 확인되지 못 하 다(Fig. 6).

증례 7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소재 구룡포항 동방 약8마일 

해상에서 양팔을 벌려 엎드린 채 표류 인 것을 발견

되어 고도 부패 상태로 포항 해양경찰서에서 의뢰된 

신원불상의 시체 으나 법치의학 으로 개인식별을 

하기엔 생  기록이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 다(Fig. 

7).

Ⅲ. 총   고찰

  신원불상의 시체에 해 법치의학자는 주의 깊은 

기록과 치과  구조에 한 설명과 방사선 사진의 사

후 기록을 만들어야 한다.8) 만약 생 의 기록이 유효

하다면 사후의 방사선 사진을 생  기록의 유형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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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a. Antemortem dental X-ray and chart.

Fig. 3b. Postmortem dental X-ray of ca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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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a. Autopsy and dental photograph of case 4

Fig. 4b. Postmortem dental X-ray and tooth section of cas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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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ostmortem dental photography and dental X-ray of case 5

Fig. 6. Postmortem dental X-ray of case 6

Fig. 7. Postmortem dental X-ray of cas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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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비교하기 해 생 기록도 함께 어야 한다. 

  일단 사후의 기록이 완성되면, 두 기록 사이의 비교

가 실행될 수 있다. 조직 이고, 체계 인 비교가 요

구되고 차례로 각각 치아와 그들을 둘러싸는 구조를 

검사한다. 유사 과 불일치 을 비교의 과정 동안 기

록해아 한다. 불일치 에 2가지 유형이 있는데 설명

할 수 있는 것과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설명할 

수 있는 불일치 은 정상 으로 죽기 과 죽은 후 

기록사이의 시간의 경과와 연 된다. 로 치아의 발

치나 수복물이 치되거나 확장되는 것이다( , MO 

아말감이 재 MOD 인 것). 만약 불일치가 설명될 

수 없다면 로 생 의 기록에서 치아가 존재하지 않

으나 죽은 후의 기록에서 치아가 존재하는 것은 제외

되어야 한다.9)

  증례 1에서는 치아 편에 의한 미세조직구조에 의

해 연령추정을 거쳐 신원확인이 된 경우이다. 두부손

상으로 인한 타살로 추정되는 시체로서 개인식별에

서 보기드문 경우라 할 것이다. 증례 2에서는 친구 둘

이서 놀러 나갔다가 낙동강에 익사로 추정된 시체로

서 같은 연령 에서의 생  기록이 없어 소아때 치과

치료를 받은 기록을 비교 조하여 확인한 증례이다. 

구치의 매출시의 형태  치근의 형태를 이용하여 

개인식별을 한 경우이다.

  증례 3에서는 생  방사선 사진이 하악 좌측 제1,2

구치가 확인되어 사후 방사선 사진과 비교하 으

며 생  치과 진료 기록지의 치료계획의 도해를 비교

분석한 결과 동일 인물로 확인한 경우이다. 증례4는 

생  치과기록이 없어 조할 수는 없었지만 치아

편을 이용한 연령 를 확인하여 실종자로 신고된 사

람  비교하여 가족들이 의복등을 확인 후 유 자 

검사를 통해 확인된 경우이다. 증례 5에서도 마찬가

지로 연령 를 추정하여 실종자 조 후 유 자 검사

를 통해 확인하 다. 이 증례에서는 가철성 의치를 장

착한 경우라서 실종자 조가 더욱 용이하 다. 증례 

6과 7은 연령 를 추정하 으나 실종자 신고도 이루

어져 있지 않아서 조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신원

미상으로 남게된 경우이다.

  이상의 증례에서 나타나듯이 어떤 문 역에서의 

개인식별이라도 비교 상이 될 자료가 있어야 한다

는 것이 매우 요함을 다시 한 번 인식할 수 있는 계

기가 된 보고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다행

히도 고무 인 것은 필자가 활동하고 있는 부산,경남 

일 의 일선 과학수사요원이나 강력계 형사들이 

차 법치의학  개인식별의 능력에 해 인정하고 있

으며 이를 한 치과  기록의 확보를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10) 유 자검사로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  경제  불이익을 장에서 치과 으

로 개인식별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조 씩 되면

서 일선의 신원확인 작업이 훨씬 빠른 시간내에 이루

어질 수 있었고 시체를 가족에게 인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므러써 가족들의 슬픔을 조 이나마 

빠른 시간내에 들어 수 있다는 것이 다행스러운 발

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법치의학  개인식별은 주지의 사실들을 비교 분

석하여 확률  근이 아닌 형태  비교로서 단 한가

지의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그러

나 치과  기록이 잘 보존되어 있어야 하며 이러한 

비교가능한 자료들을 데이터화 해서 재사용을 용이

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

나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 의료보험이 시

행되고 있으며 치과치료를 받은 기록이 건강보험공

단이 장되어 있지만 인력난과 자료분석능력의 부

재로 인하여 그 자료를 제 로 이용하지 못 하고 있

다는 일선의 하소연을 할 때면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다. 

  연령감정이나 생   사후 치과방사선 사진 그리

고 육안  기록에 의한 비교로서 자료가 보존되어 있

을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개인식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원이 밝

지지 못 하는 시체의 경우 그 가족들이나 죽음을 맞

은 당사자에게 무도 큰 안타까움이 남는 것은 실정

법을 차지하고 나서라도 인도 인 도의가 아닐까 생

각한다.

Ⅳ. 결    론

  2007년에 부산경남 일 의 신원불상자로서 부산

학교 의학 문 학원 법의학연구소에 개인식별을 

해 의뢰된 7증례의 시체에 한 법치의학  감정을 

통한 개인식별에서 생  치과기록이 잘 보존되어 있

는 5증례의 경우 그 신원을 확인하여 가족에게 인도

하 으나 사후 법치의학  정보를 확보하 으나 생

 기록이나 추정 실종자의 미확보로 인하여 신원을 

확인하지 못 한 2증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선진복지국가로서 한민국의 여러 분야에서 발

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러한 발 은 국민 개개인의 행

복에 한 연 을 가지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받

아들여지고 있지만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시체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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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받지 못 하는 가족들의 슬픔에 한 국가 인 배려

는 없는 것이 사실인 듯 하다. 향후 이러한 문제에 

한 보다 도 깊은 토의와 방법  개선을 한 노력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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