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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Because of the rarity of mummies in Korea and the difficulty in obtaining sam-
ples from mummies, studies to determine the ages of mummies are uncommon in Korea.
This study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ages of mummies using the information obtained
by nondestructive methods to minimize damages to the mummies. Methods : Three mum-
mies excavated between 2002 and 2004 were used. Three-dimensional reconstructed images
of the total teeth were obtained by CT scanning. The age at death wa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Age Estimation Table of Dental Attrition’ as developed by Takei. Three teeth were
extracted from each of three mummies and examined grossly and microscopically by serial
sections using the Gustafson-Johanson method. Results : The ages at death of the three
mummies estimated by the Takei method were 23.57 years (Yoon mummy), 51.01 years
(Bong mummy), and 64.45 years (Black mummy). These results were similar to the ages
determined by the Gustafson method. Conclusions : Age determination method using a CT
scan and three-dimensional reconstruction may be a valuable method because it minimizes
the damages to valuable mummies and it gives reliable data similar to that obtained by other
standar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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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교모도에 의한 미라 연령 추정: 3차원 CT 상의 적용

사후 수백 년 이상 경과한 미라의 연령 추정과 생체나 근, 현

인의 연령 추정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특히 국내에서

발견된 미라의 경우 그 수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원형 상태

조차 제 로 보존되지 못해 미라에 잔존해 있는 치아를 직접 관

찰하여 연령을 추정하는 것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이는 미

라의 보존 미숙으로 턱 관절(temporomandibular joint)이 고정

됨으로써 치아의 교합면 사진이나 그 인상 채득 자체가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흔히 법치 의학적으로 연령을 추정하는 방법에서는 치아의 맹

출 시기,1 치아의 석회화 정도,2 치수강의 크기,3 치아의 교모도,4

치아의 미세조직 변화, 치아의 비중, 하악골의 증령적 변화 그리

고 치아의 상실 시기 등을 이용하여 연령을 추정하는데, 그 외

에도 치아의 색조, 경도, 발광도, 기공률, 흡수율, 탄성률 및 치

근막 섬유, 치은의 퇴축 정도, 치근 표면 흡수 등의 증령적 변화

등을 활용하기도 한다.5

치아의 교모는 상하악 합 치아 간의 마찰과 저작에 의해 치

아면이 마모된 결과로 발생하는데, 이는 개 자연스러운 생리

적 작용으로 형성되지만 때때로 이갈이 등 병적인 요소가 작용

하여 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교모가 나타나는 부위는 전치에

서는 절단부, 구치부에서는 교두정 및 융선 등이지만, 각 치아들

이 형태나 식립 상태 및 합 관계를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교

모의 부위, 형태, 정도 등은 인종, 성별, 나이, 직업, 식생활 습

관, 교합의 상태, 저작력, 치질의 경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

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증령에 따라 심화되며 그 형태나 정도

가 변한다.6

교모에 관한 국내외 연구는 Gustafson,7 Tochihara,8 Takei9

등의 보고와 상하악 구치의 증령에 따른 교모도, 보철학적 관점

에서 상하악 측절치의 교모 형태 혹은 증령에 따른 구치의 교모

면적 비에 관한 여러 연구자들의 보고가 있으나9-11 이들은 부

분 교모의 형태나 면적에 관한 것이라 실제적으로 미라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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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또한 성인 구치의 교모에 관한 연구

는 연구 상이 20-30 에 한정되어 있으며, 안과 박4의 경우는

연령층이 40 이후 구치부로 한정되어 있다.12

한편, 파평 윤씨 미라의 연령을 추정하기 위해 발치 후 Johan-

son의 방법과 Maples의 방법을 이용, 조직학적인 검사를 시도

하 다. 그러나 미라에서와 같이 입을 열 수 없고 치아를 눈으

로 직접 볼 수 없다면 전산화 단층 촬 후 3차원 재형성 사진

을 이용해 연령 추정을 시도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

된다. 

이처럼 현 한국인의 연령 추정에 관한 연구는 많이 보고되

어 있으나, 미라에서 연령 추정을 시도한 예는 매우 적고 그 적

용 방법도 한정되어 보고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출토된 3구의 미라를 상으로 CT촬 및 3차원 재형

성 사진에 나타나는 교모도를 이용한 연령 추정과 치아를 절단

하여 조직학적으로 관찰하는 연령 추정을 서로 비교해보고, 역

사적 가치로 인해 훼손이 어려운 유골에서의 연령 추정 방법을

제시해보고자 하 다.

재료 및 방법

연구 상

고려 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2002년 파주에서 발견된 미라

(이하“윤”미라), 2003년 안산에서 발견된 미라(이하“봉”미라)

그리고 2003년 일산에서 발견된 미라(이하“흑”미라)를 연구

상으로 하 다. 또한 족보를 통해 생몰 연 와 사망 시 나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2006년 6월 전남 장성에서 발견된 미라(이하

“장성”미라)를 조군으로 사용하 다.

연구 방법

64-channel MD CT의 3차원 상을 이용한 연령 추정

전체 미라들의 치아 교모도를 평가하기 위해 Philips사의

Brillance 64-slice CT Scanner를 이용, CT촬 을 시행한 후 3

차원 재형성 사진을 획득하 다. 이 사진들을 3명의 치과의사가

Alsee v. 4.52프로그램으로 직접 육안 관찰한 후, 법랑질과 상

아질 마모의 정도를 깊이와 넓이가 다른 색깔로 각각 구분하여

분석하 다. 이때 총 3회씩 다께이 교모도 판정 기준표에 따라

추정 연령 계산표에 입해 연령 추정을 한 후, 먼저 눈으로 관

찰하고 판정 기준표에 따라 각 치아별로 교모도를 판정하 다.

그리고 추정 연령 계산표에서 해당 수치를 취하여 추정 연령을

산출하 다.13 그런 후 3명의 검사자에 의해 각각 추정 연령을

산출하여 기술통계 및 정규 분포 검정을 실시하 으며, 이들에

의해 추정된 연령 데이터를 보고 각자의 주관에 따라 종합적인

연령 판정을 묻는 설문을 통해 최종 추정된 연령을 판정하 다.  

발거 치아에 한 연령 추정

발거된 치아의 육안적 관찰 및 연령 추정

각 미라에서 발거한 치아 3개(상악 좌, 우 중절치, 하악 중절

치)를 육안 관찰하여, Martin-Broca의 치아 교모도에 따른 연

령 추정과, 아마노( , Amano)의 하악 절치 교모도에 따른

연령 추정을 실시하 다. 이때 3명의 치과의사가 참가하여 교모

도의 양상을 관찰하고 미라의 연령을 추정하 는데, 판정의 객

관성을 부여하기 위해 각 검사자는 자신이 판정한 추정 연령을

알지 못하게 하 다

발거한 치아의 방사선 촬 및 연령 추정

발거한 치아들을 치과구 내 표준필름으로 평행법을 이용한 방

사선 촬 을 하 으며, 치과용 CT를 촬 하여 후지모또( ,

Fujimoto)씨의 치수강 형태에 따른 연령 추정과 덴지오( ,

Denjio)의 근관 지수를 이용한 연령 추정을 실시하 다. 먼저

X-선, CT 사진상에 나타나는 치수강 및 근관의 형태에 따라 A

형(정상형: 10 ), B형(경도 퇴축형: 20 ), C형(중등도 퇴축

형: 30-40 ) 및 D형(강도 퇴축형: 50 ) 등 4등급으로 분류

한 후14 협설 및 근원심 방향의 CT 사진에서 각각 치근을 4등

분하 다. 그런 후 치경의 1/4, 중앙, 치근의 1/4에 해당하는 부

위에서 근관폭과 치근폭을 계측, 근관비(근관폭/치근폭)를 산출

하여 이를 합한 근관 지수를 해당 그래프에서 찾아 연령을 추정

하 다. 그리고 산출한 근관 지수를 다음의 회귀 방정식에 의해

추정하 다.15

┏ 상악 중절치: X=(29.946-Y)/0.247

┗ 상악 측절치: X=(28.707-Y)/0.245

X: 연령, Y: 근관 지수

발치 치아에 한 조직학적 검사와 연령 추정

각 미라에서 발거한 상악 우측 중절치의 교모도와 백악질 침

착, 치근 흡수 등을 먼저 일차적으로 육안 관찰하고, 레진으로

포매하여 투명 상아질 층이 확실히 보일 때까지 약 50-100 μm

두께 정도로 얇게 연마하 다. 그런 후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위에 기술한 세 가지 요소로 다시 평가하고, 이차 상아질, 투명

상아질 분석을 시행한 후 Gustafson-Johanson 방법으로 추정

연령을 산출하 다.7

조군

족보상 출생 및 사망 연도와 사망 시의 나이(72세)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2006년 5월 전남 장성에서 발견된 미라(“장성”미

라)의 3차원 재형성 사진을 위와 같이 동일한 Takei 방법13으로

연령 추정한 후 조군으로 사용하 다. 그리고 2002년 신 등이

발표한 파평 윤씨 미라(“윤”미라와 동일한 검사체임)의 연령 추

정 결과와 상호 비교하 다.



미라의 치아 연령추정에 관한 연구  301

결 과

미라의 얼굴 외형 및 구강 관찰

“윤”미라의 얼굴은 전반적으로 짙은 갈색 또는 밤색을 띤 채

심하게 수축되어 있었으며, “봉”미라의 얼굴도 옅은 갈회색을

띤 채 심하게 수축되어 있었다. 한편“흑”미라는 전반적으로 흑

색을 띠었고, 미라화와 더불어 부패가 약간 진행되고 있었다

(Fig. 1). 각 미라의 잔존 치아 상태를 조사한 결과, “윤”미라의

경우 하악 좌측 제2유구치가 만기 잔존해 있었으며, “봉”미라의

경우는 하악 우측 중, 측절치가 결손되어 있었고, “흑”미라는 하

악 좌측 제2 구치가 결손되어 있었다. 이들 미라의 치아들은

부분적이지만 공통적으로 갈색과 회색으로 변해 있었는데, “흑”

미라의 경우는 상 적으로 현 자연치의 색(color), 음

(shade)과 유사했다. 또한 턱 관절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상,

하순은 제한적이지만 조금씩 움직일 수 있었으며, 혀를 포함한

구강 내부나 구치는 관찰이 어려웠다. 전치부 절단면의 교모도

는 육안 관찰이 가능했지만 구치부에서는 전혀 불가능했다. 

또 이들 치아를 단순 방사선 사진으로 관찰한 결과, 치아 우

식증이나 심한 만성 치주염의 소견 없이 비교적 건강한 성인의

Fig. 1. The photographs show face appearance before extraction of tooth. (A) ‘‘Yoon’’ mummy. (B) ‘‘Bong’’ mummy. (C) ‘‘Black’’ mummy.

A B C

Fig. 2. Extraction teeth of anterior maxilla & mandible and three dimensional CT of dental attrition (A, Yoon mummy; B, Bong mummy; C,
Black mummy).

A B C



 302 정광호∙김한겸∙윤창륙 외 2인

전치부 상태를 볼 수 있었는데, “윤”미라의 좌측 중절치는 연마

한 흔적이 보 으며, “봉”미라의 하악 전치는 2개가 상실되어

있었다.

한편, 이들 치아의 CT 촬 및 3차원 재형성에 의해 얻어진

사진(Fig. 2)을 3명의 검사자가 다께이( , Takei)의 교모도

판정에 따른 연령 추정을 시행한 결과, “윤”미라의 평균 연령은

23.57세, “봉”미라의 평균 연령은 51.01세 그리고“흑”미라의 평

균 연령은 64.45세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이때 이들 3명

의 평가자를 통해 얻은 자료의 평가자 간, 평가자 내의 연관성

을 kappa index를 통하여 계산하 는데, 평가자 1과 평가자 2

는 0.78, 평가자 1과 3은 0.71, 평가자 2와 3은 0.69로 나타났으

며, 평가자 내의 연관성은 각 평가자에서 0.96, 0.94, 0.95로 나

타나 평가자 간 그리고 평가자 내 평가의 일치성은 만족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다께이( , Takei)의 교모도에 한 평가 후 검사자

가 각자 평가한 데이터를 주관적으로 종합 판정한 결과, “윤”미

라의 연령은 15.49-33.86세, “봉”미라의 연령은 37.84-57.23세 그

리고“흑”미라의 연령은 61.54-65.94세까지 다양하게 측정돼 추

정 범위가 비교적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모 양상에 해서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구치

들의 상아질 교모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3차원 재형성에

의해 평가된 교모도에 한 연령 추정치는“윤”미라가 23.57세,

“봉”미라가 51.01세 그리고“흑”미라가 64.45세 다.

발거된 치아들에 한 관찰과 계측

발치는 마치 진흙 속에서 말뚝을 빼는 것처럼 부드럽게 이루

어졌는데, 이는 치주 인 의 소실과 치조골의 연화에 기인한 것

으로 생각되며, 매장 방법의 특수성과 매장 환경과의 상관 관계

에 해서는 차후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버니어 캘리퍼스를 사용한 계측에서“윤”미라의 상, 하악 중

절치 치근의 길이는 한국인의 평균보다 작았으나, 다른 검사체

에서 각 치아의 크기, 폭 등은 현 인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Table 1). 또한 방사선학적 소견에서 치아들의 협설 및 근원

심 방향의 방사선 사진은 비교적 명료하여 관찰이 용이하 다. 

한편 근관 지수에 의한 연령 추정을 비교하기 위해 검사자 1

명의 근관 지수를 산출했는데, 너무 낮은 값이 산출되어 그래프

의 연령 추정을 벗어났으므로 더 이상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또 근관 지수에 의한 연령 추정을 김 등5이 발표한 회귀식에

입해본 결과 100세 이상으로 추정되는 수치가 나왔는데, 이 역

시 현 인의 평균 수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근관폭으로 인해 발

Korean
average

Maxilla 
Right central incisor

Yoon Bong Black

Maxilla 
Left central incisor

Yoon Bong Black

Mandible 
Left central incisor

Yoon Bong Black

Tooth length 23.5 17.3 24.0 21.0 17.7 24.3 18.4 20.5 18.4 19.2
Crown length 10.5 10.7 12.0 10.0 10.7 11.8 8.7 9.0 8.7 7.9
Root length 13.0 6.6 12.0 11.0 7.0 12.5 9.7 11.5 9.7 11.3
Crown mesio- 8.5 8.7 6.9 8.0 8.7 8.0 4.9 6.0 4.9 5.1

distal width
Cervical mesio- 7.0 6.4 6.5 6.1 6.5 5.4 3.0 3.8 3.0 4.0

distal width
Crown bucco- 7.0 6.9 7.3 7.2 6.8 7.2 5.5 5.9 5.5 5.7

lingual width

Table 1. Comparative measurement for maxillary central incisors and mandibular central incisors between modern Koreans and
mummies

Yoon, Yoon mummy; Bong, Bong mummy; Black, Black mummy.
Unit of length and width, mm.

Broca Degree of attritionMartin

Incidence

Bong 
mum-

my

Yoon 
mum-

my

Esti-
mated
age

Black 
mum-

my

0 Absence of attrition <20
1 1 Localization of enamel 20-30
2 2 Partial exposure of dentin 3 30-40
3 Total exposure of dentin 2 1 50
4 Close to the cervix 1 2 70

Table 2. Age estimation of mummies by Martin-Broca’s method

Incidence

Yoon 
mummy

Bong
mummy

Black
mummy

Estimat-
ed age

Attrition Degree of teeth attrition

0 Absent attrition on enamel 15-20
1 Rare attrition on enamel 2 21-30
2 Petechial or linear exposure 1 31-40

of dentin
3 Broad exposure of dentin 1 1 41-50
4 Disappearance of cusp 2 2 >51

and incisional edge

Table 3. The degree of dental attrition for mandibular incisors
of mumm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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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된 결과라고 추정된다. 

단순 방사선 사진에 의한 연령 추정에서 치수강(pulp cavity)

의 4분류형을 비교해보면 치수강의 형태는“윤”미라가 3.9 mm,

“봉”미라가 3.09 mm 그리고“흑”미라가 2 mm 미만으로 3명

의 검사자 모두 D형(강도 퇴축형)보다 더 퇴축되었다고 판단하

다.

또한 육안으로 교모도를 관찰한 결과, 검사자 3명 모두“윤”

미라에서 상아질이 노출되었다고 판단하 으며, Martin-Broca

의 교모도 분류에 의한 연령 추정에서는 검사자 간에 이견 차이

가 있어“봉”미라와“흑”미라의 연령 추정치에서 다소 차이를

보 다(Table 2). 한편 하악 절치에 한 교모도 평가와 연령

추정 결과“윤”미라는 20 , “봉”미라와“흑”미라는 51세 이상

으로 추정되었다(Table 3).

조직학적 분석에 의한 연령 추정

치아 연마 표본을 이용한 조직학적 검사(Gustafson-Johan-

son 방법)에서는 윤미라가 20 중반, 봉미라가 40 후반, 그리

고 흑미라가 60 중반에 속한다고 추정되었다. 

다께이씨 방법을 포함한 6가지 방법을 이용해 각 미라의 연령

을 추정한 본 연구의 결과는 Table 4에 정리하 다.

고 찰

2002년에서 2004년 사이에 국내에서 발견돼 고려 학교에 소

장되어 있는 조선시 인물로 추정되는 미라 3구를 상으로 연

령 추정을 시행하 다. 

인간의 치아는 유치와 구치 2종의 치아군을 가진 이생치성

인데, 6세경부터 맹출하기 시작한 구치가 저작에 관여함으로

써 교합면, 인접면 등의 교모나 마모, 치근부 상아질의 석회화

및 치주 조직의 위축, 퇴축 등의 현상을 일으키며 주로 시간적

요소에 의해 비가역적으로 변하게 된다. 그 외에도 치아는 인체

의 조직 중 가장 견고한 조직으로서 부패 등 외부 자극이나 물

리, 화학적 향에 해서도 비교적 안정적이며, 사후에도 오랫

동안 원형을 유지하는 등 다른 기관이나 조직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령 추정에 이용 가치가 높아 그

예나 연구의 수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치아를 이용한 연령 추정은 발생학적 검사, 생리학적 변화에

의한 검사, 조직학적 검사 및 생화학적 검사 등을 활용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치아의 CT 사진에 기초한 교모도를 분석하여 연

령을 추정하고자 하 다. 즉, 생리학적 변화에 근거한 검사를 주

로 시행하 는데, 이런 방법들은 판정자의 주관적 평가에 의존

하기 때문에 실제치와 추정치 사이에 차이가 생긴다는 단점이

있으나, 무엇보다 검사체인 미라의 손상 없이 연령을 추정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다. 또 각 치아에 따른 교모 형

태 및 정도는 Takei 방법을 이용해 측정하 는데, 치아의 교모

는 개인의 교합 상태, 합치의 유무, 성별, 식습관, 직업 등의

변수가 많고, 특히 조선시 의 경우는 현 와 비교해 볼 때 상

적으로 거칠고 질긴 음식을 섭취했으리라 생각되므로 현 인

보다 교모가 심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연령

은 추정 연령보다 더 낮을 수 있다.

한편, 방사선 사진을 통한 연령 추정에는 치아의 맹출, 완성

도, 치근 석회화 정도를 판정하거나 제2, 3 구치의 치관/치근

의 발육 상태 또는 혼합 치열기의 경우 구치의 치관, 치근공의

발육 상태를 판정하는 발생학적 방법이 이용되는데, 본 연구에

사용된 미라는 성인으로 추정되었기에 이를 적용하는 데에는 한

계가 있었다. 따라서 근관 지수와 치관/치근 길이의 비율을 이

용한 평가를 시도했는데, 이 역시 연령 추정치가 약 100세 이상

으로 나타나 이 방법에 따른 연령 추정 또한 적용의 한계가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과거에는 치수강 계측치를 이용한 방법이 어느 정도 좋은 방

법이라는 연구가 많았으나16 근래 들어 이에 해 회의적인 견해

를 보여주는 통계학적 연구 결과17가 많이 보고되고 있고, 또 이

를 본 미라의 연령 추정 과정에 적용한 결과 무의미한 방법처럼

느껴지는 것을 볼 때 이 치수강 크기를 이용한 연령 추정 방법

은 치아 우식증, 만성 치주염 및 외상 등의 여러 다른 변수에 의

해 편차가 심해지는 과히 좋은 방법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특히 증령, 치아 우식증, 만성 치주염, 외상 등에 노출되면 반

응성 2차 상아질이 생성되어 치수강(pulp cavity)이 좁아지는

경향이 있는데,18,19 특히 본 미라의 경우 육안적, 방사선학적 소

견에서 치아 우식증 및 만성 치주염이 심하지 않은 상태를 보여

주어 증령에 따른 2차 상아질 생성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치

수강 위축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평

균적 범위를 벗어나는 데이터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다께이( , Takei)의 교모도 판정 기준은 교모도와 연령 간

의 높은 상관 관계를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은 방법

이라고 할 수 있다. 각 검사자 개인이 지극히 주관적으로 판단

할 수 있지만, 이 방법은 실제로 각 검사자 간의 판정에 커다란

차이점이 없으며, 각 검사자들의 3회 판정 결과에도 커다란 차

이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졌다. 

Methods
Yoon 

mummy
Bong

mummy
Black

mummy
Jangsung
mummy

Gustafson 25 50 65 X
Fujimoto ( ) 50-60 50-60 50-60 X
Denjio ( ) 100 X X X
Martin-Broca 30-40 50 70 X
Amano ( ) 21-30 > 51 > 51 X
This case 23.6 51 64.5 63.2
Genealogical age X X X 72

Table 4. Age estimation of mummies by variable methods

X, not estimated.



생몰 연 가 족보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장성”미라의 3차

원 재형성 사진을 다께이 방법으로 연령 추정한 결과 63.17세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족보상 사망 당시 나이인 72세와 비교해보

았을 때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검

사 장비의 저해상도에 기인한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다께이씨

의 연구 방법이 교모도가 심한 고령자나 반 로 교모도가 극히

적은 젊은 사람에서는 어느 정도 부정확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

에 부합하는 것이라도 볼 수 있다. 

한편 치아 연마 표본을 이용한 조직학적 방법은 비교적 정확

하고,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치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20 그

중 조직학적 검사인 Gustafson 방법을 시행한 결과“윤”미라의

연령은 20 중반, “봉”미라의 연령은 40 후반 그리고“흑”미

라의 연령은 60 후반으로 추정되어 3차원 재형성 사진을 통한

연령 추정치에 어느 정도 근접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또한

2002년 연세 신 등에서 보고한“윤”미라의 연령 추정치(Gus-

tafson-Johanson 방법: 20.1-28.3세, Maples 방법: 21.7-26.3세)

에도 상당히 가까워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비

파괴적인 3차원 재형성 사진을 이용한 교모도에 따른 연령 추정

방법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이렇듯 3차원 재형성에 의해 얻어진 정보는 육안으로 관찰한

것보다 그 선명도는 떨어지지만, 육안으로 관찰하기 힘든 부분

에 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더 정 한 장비의 발전에 따라 육안 관찰에 버금가는 정

분석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Mayhall과 Kageyama21는 교모도 분석에 있어 3차원적

방법을 도입하여 교모도의 정량화 방법을 제안하 는데, 미라의

경우는 이를 적용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연령 추정에 이용하기

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Melcher 등22은 세 한 치열

재 형성을 위해 3차원 재형성 시 주사폭(scan width)을 3 mm

로 실시하 기 때문에 치아와 그 주위 조직을 세 하게 보여주

지 못했을 수 있으므로 그 폭을 1 mm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

고, Hoffman 등23은 두경부에 해 1 mm 두께로 주사하여

데이터를 얻었으며 Cesarani 등24은 몸 전체에 해서 2.5 mm,

두개골에 해서는 1.25 mm 두께로 주사, 데이터를 취득하여

두개골 및 하악골에 한 해상도를 높 다. 본 미라에 적용했던

Philips사의 Brillance 64-slice CT scanner�의 주사 두께는 2

mm인데, 이는 지금까지 문헌에 나왔던 3차원 재형성 사진보다

더 정 한 것으로, 이를 이용해 치아 표면에 한 정보를 더 많

이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현재는 0.75 mm 주사 두께로도

촬 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본 미라의 3차원 재형성 사진은 기존 문헌에서 기술되었던

CT보다 더 정 도가 높았으나, 가느다란 선상 또는 점상으로

나타나는 상아질 교모 양상은 뚜렷이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생

각된다. 그러나 이는 앞으로 더 정 한 장비가 개발되어짐에 따

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또한 새로운 교모도 분석

및 연령 추정 방법의 개발에 이용될 수 있으리라 추정된다.

또한 최근 연구에 의하면 DNA telomere shortening을 이용

한 분자생물학적 방법이25 연령 추정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다

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이에 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

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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