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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언어학 및 유전학적 방법에 의한 한국어 

기원의 탐구1) 

이상억·이정빈·김선영·천종식 

(서울대 인문대 묵어묵문학과 · 의대 법의학교실 · 자연대 생명과학부) 

1. 비교언어학적 연구 개관 벚 유전학적 기존 연구결과 비교 

한국어의 기원을 탐구하는 데에는 고고학적， 언어학적， 유전학적 방법의 세 

가지가 았다. 본고에서는 후자의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이 문제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한국어는 드라비디아어， 오스트로네시아어， 고아시아어， 인구어， 그리고 무 

엇보다 얄타이어와의 가설적 연관성에 대해 다양하게 연구된 바 있다. 얄타 

이어의 경우 한국어와 많은 공통된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사점 

중에 몇 가지가 실재적이고 유형론적인 것인가 하는 점은 논의의 여지가 았 

으며 한국어의 정확한 계통적， 유전적 친족 관계는 아직 의문으로 남아 있다. 

이른바 알타이어학은 보다 엄밀하게 입증된 인도-유럽어학과 비교해 볼 때 

1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간접연구경비에서 지원되는 학제적 협력연구비로 책임 연구 

원 이상억 교수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초기 연구 여건 조사는 자연대 생명과학부 

검선영 교수와 김봉철 박사， DNA sequencing은 의대 이정빈 교수 지도하에 법의학 

교실 검기범， 장영길 연구원， DNA 분석 결과의 비교 작엽은 자연대 생명과학부 전 

종식 교수 지도하에 허인애 연구원의 노고로 이루어졌다. 실험 자료로 쓰인 모발과 

타액 채취에는 터키 유학생 술탄 훼라， 몽골 유학생 바타르수흐 앵흐툴， 외대 노어 

과 강덕수 교수(야쿠트와 에벤키 시료)의 협력이 지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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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불안정히마 공통뭔 」유의 이휘부와 같은 중분한 증거기 부즉한 까팀 

에 민주-퉁구스아， 응얀이 터카이와 같이 유형는적으로 알티아이족으로 분류 

되는 언이늘과의 진즉관계와 기원을 규벙허기기 이럽디 뿐민 아니마 이띤 

학자날은 한피어， 일본어， 오치나와어‘ 아이누어 역시 이 어족에 속한다고 주 

장힌다 과거 19세기에는 몇몇 학자들이 주보 용통펀 유헝론식 특생에 븐거 

하여 핵삼직 암타이어족이 우당어족과 ~l결펀다고 주장하여 우랄-암타이어 

까섣음 주장했으나 최근에논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가성음 포시하였다‘ 

20에기에 Ram5tedt 따사 퉁이 게기한 얀마이어 가섣유 견코 이 문야의 모 

든 이틀에게 받아틀여지는 것이 아니며 이를 틀러씨고 많욕 논쟁의 여지가 

닌아 있다 일타이아의 개별적 ‘분지(branchε51" 내의 여 "1 언이들이 유전적으 

로 서로 관민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이 기지 분지늘 지제기 유전적으로 

서로 관린되는가 히는 점은 여전히 상당히 의문스럼디는 바에 미히여 디)부분 

동의하고 았는 늦하다 

예들 들어 이른마 터키어라고 분라는 ~든 언어들이 시보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나 다양힌 몽골어들이 사로 관련되어 았다고 하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샤 없다 그러나 옹골어외 터키어가 유천적으호 사로 관련되는가 하논 

점은 언어학자틀 사이에서 상딩히 의문시되는 것이다 Sir Gerald Clausoll과 

같은 학자는 터키어외 봉골어가 오랜 시간통안 서로 지숫적으로 접촉해 왔으 

며 그것은 매우 오래 진의 선사 시대로 서슬러 올라김 수 있는 것이라늠 전 

을 지적한다 뿐만 아니아 이 두 인이 집단이 많은 이휘적 요소와 심지。1 일 

부 형태판적 요소까지도 서로 치용해 왔디는 것]고 벙백히디 그이나 이늘 인 

이가 하나의 조이/원시이에서 파생해 나옵 것이아년 조야에 가까위질수록 더 

많은 유사성이 았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 두 집딘의 초기운자 기콕을 비까 

해 보연 실제보는 이들 사이에 그 정도의 유사섬이 존재하지 않는다 곧 이 

두 가지 언어 집단 사이에는 오랜 시간 동안익 띨접힌 접꽉에 기 91힌 언어 

수법(εonvergence)이 았었지만 두 집단이 유진적으로 관떤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모든 ~1 F)이어 집단 사이에 공유된 기복적 어휘를 포함하는 통 

계어(cognate)기 예 그렇게 적은기 하능 전을 설병히1 줄 수 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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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으로 Nicholas Poppe나 Roy Andrew Miller와 같유 학지들은 다른 

학자늘이 다소 공인된 이즉에 미해 적용히였인 것과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얄타이아늘 사이에 순환적 음운 디1 옹관계를 설정히고 원형적 얄타이아의 음 

운 치[계와 어휘적， 형태논적 요소 등을 재구하였다 (죄까 Staros l.in (1991)은 

원헝직 암타이어가 시원적 6세기에 멀땅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딘지 

세 가지 액섬식 암타이어 오두에 있어시 식어도 몇 가지의 자용이 일어났다 

논 증거 때문에 그들의 작업이 폐시되는 것은 불합비하며 다른 언어애 비해 

얀마이어등 사이의 기[통적 관기]에 대한 증거에 대해 니무 엄격한 기준을 부 

가하는 것유 부팅하다고 추장한다‘ 

한국이， 일본이， 오키나와이와 아이누이를 일티이아즉이11 ']함시키늠 것유 

보다 더 논쟁의 여지기 였디 예냐히년 얄티아야 기설을 지지"51는 사탐블조 

치도 이늘 인이를 알티이이족에 ?함시키려는 주장에서 제시된 증거블 수용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어와 알타아어 사이의 판계와 관딘하여 얼마 전 

Susumu Ono (1970)라는 일본혁자가 일본어는 알타이어들 성충언어보 하고 오 

스드보네시야어들 하층언어보 하여 이구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을 언급할 

필요샤 였다‘ 

한국어를 입뷰어외 비교해 보면 행대론적으혹나 통사론적으로 놀라울 정도 

의 유사생이 었음음 빈견하게 된마 그러나 이 두 언어는 하나의 공통된 기] 

통적 근원으로부터 피생되었디기보디능 평행히게 빌전히1 온 것으로 보연디 

비록 Samuel Martin (1991)과 같유 학지늘유 한치이와 일본이? 오키나와이기 

계통적으로 관틴뇌아 았디는 상당히 흥미로운 증거를 제시히였으나 。1 이한 

계통적 언관성에 대해 학계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문제가 뇌는 인아늘은 오 

두 전형적인 soν언어이며 상당수의 문법객 특정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와 일본어 사이의 동속판셰들 밝히기는 쉽지 않으며 。1 것은 설사 힌국 

어와 입불어가 정말혹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관게까 생각보다 먼 것 

임음 짐작하게 한다 

모는 비교 언어학자틀이 여러 가지 어족의 개체군을 분류하고 그를의 개통 

적 친족관계틀 j]_찰히능 젓지렴， 필지 또한 한카어와 언어학적으로 관련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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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 기정되이온 인이들， 주로 알타이이를 함께 살펴 보고지 한디 우리는 중 

놔， 시버리아， 중앙 아시아에 분낀히는 민주-통구스이 lMan (~Manchu(rian))， 

t Jlιhεn ‘ l\ an낀j (~Nanay ， HζLhe I Ulchi , Ulcha), Akani , Birar, Gold(i), Kilζ 

Olcha, Orok(i), Sall1agir; LJdihζ (~U야hζ)‘ Oroch ‘ OroιhOll (=(_)roq t:n), F.venki 

(~F，wellkε)， Manegir, Solon; Even (=Lamut), \1εgidal 등 1와 몽골어 rKhalkha, 

Khorchin, Ordos, Chakhar, Urat, Khan이hin-Tumut， 이unm이hin， Rargu; Oirat 

Kalmyk‘ ßuriat (-ßuηat); Da(g)ur; Monguor, Yellow Uighur (-1 lui). Santa, Pao

(ng)an; Moghol 퉁] 퉁의 얀마이 얻어틀에서 가능한 한 여러 가지 개별 데이 

라와 종족볍 데이터를 수집해야 할 것이마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코카서 

스， 소아시아 당지의 티카이 [Turki야1， Turkmen(ian), Azεrbai띠ani， Kha1aj , Gagauz, 

Qash4aι Cighur (~Lyghur)， Sala, Uzbelι Bashkir, Karachay, Karaim, Kumyk, 

Taμu‘ Crimζan Talar, B3mba; Nogai, Kara-Kalpak‘ Kazakh, Kirg(h)iz (~Kyrgyz); 

YakuL Dolgan; Khaka、 A1tai , North t:m A1tai , Ch니lym ， Shor, Tuva, Karagas and 

Chuv겐shl들 고려해야 힌다 힌펀 일본어 오?키1 나와어 (~Ry싸;UkYl찌페n야1 

대애시도 참즈직l을 해。야F 힌다 나야가 고아시아어 (=Paleosiberian: Ket, Yukaghir, 

Nivkh (=Gilyak), Koryak, Kamchadal (=Itelman), Chukchi)와 시베리아 에스키모 

어에 대해서도 언급암 수 있음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은 산통지방의 통이어 (Tongyi)의 기원이 무 

엇이며 그틀이 어떻게 한곡어와 관런되는기 히늠 전이디 그러나 언어학계 

내부의 논쟁이 아직 이떠한 냉맥딴 ;승거도 저1 시히) 주지 않는 까뒤에 우리는 

디든 방법? 곧 유전학적 방법을 사용히여 이이한 기설늘을 평기할 수 있디 

얀류의 기원 연구에서 여성， 특히 최초의 ‘이브에 대한 강조는 버글리 과학 

자들인 앨런 윌슨과 마크 스돈킹 그러고 레케마 킨( 1987)이 사용애 온 유전혁 

음 바탕으로 시직되었다 유전희 얀구대상의 하나엔 인듀와 유인원이 언제 

감랴겼는지는 수액만 넌이라는 ~1대들 필요록 하냐， 현생빈듀의 시원은 l 맥 

만년 이하의 연대를 펼요로 1팍 뿐이다 。1 렇케 시간의 범위가 즙기 때문에 

정밀한 분자시 711를 펼요도 하였고， 이 시개를 미토콘c며아라는 통묻의 각 

서1오조직에서 세표 에니지를 만틀어내는 작은 조직 안에서 찾았디 미토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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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늠 유전물질인 핵산(DNA)을 가 지고 있늠데 이 핵산유 세쿄핵에 있는 핵 

산보디 10배나 빠흔 속도로 돌연변이블 일으킨디 이 신속히셰 변이블 일으 

키는 핵산이 대단히 짧은 시간을 알려 준디 

그러나 미토콘드리아의 특성에 관한 것만이 설냉의 전부는 아니다 여성의 

난자샤 남쟁의 성자와 경합하여 태아들 헝 생한 예 친귀힌 현상이 일어단다 

정자는 단자 속에 자신의 염색끼들 주입하지만， 자공 얀에시 정자가 왕생하 

게 움직이도록 통략을 공급하는 ~I보콘:=- i'-1 아는 뒤에 닝는다 내아가 만들어 

칠 때는 언제나 어머니의 미토윤므녀아만이 아이에게 전닫되다 따라서 우이 

가 지니고 았는 미토문~_i비아의 핵산유 오직 여성 쪽에서 진해 받유 유전묻 

질로서， 우리틀의 이머니， 할머니， 증조할머냐 당올 거쳐 완전히 우리툴 지선 

역사 중 가장 만 시기까지 거슬이 올과간다 며나인 과거를 늘여디 보기 

위해 미토듀드리아 유전학을 이용함으로써 지구상에서 누구누구기 서로 관계 

있는 지를 규냉할 수 있다 

세계들 지리적 구분에 따라 아프리카， 야시아‘ 유립， 오스튿러1일리아 및 뉴 

기니 등〈즈로 나누어 이 지역 출신의 150명의 여성들호부터 미토콘드리야의 

핵산음 수집하여 분석한 끝에 원슨과 그의 동료들은 미보콘F디아 핵신의 유 

행음 찾아 내였다 원슨은 가창 놀라운 사석쓴 다양한 그류 사이에서 서의 

차이를 복 수 없마는 점이다 차이가 거의 없마는 것은 그틀이 아주 최근에 

서로 김라졌다능 것을 의미한디고 말하 .iL 있다 그룹틀 간에 보이능 미서1한 

치이는 인류에세 분화기 이떻게 열이났는지를 보여준디 전제적으로 닮아 있 

음에]고 불구히고 분석 결과 두 개의 주요 그룹이 나타났디 안 그룹은 아프 

리카를 대표하며， 또 한 그룹은 기타 지역에서 옴 개인늘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고 아프리카 그룹이 오든 그둡 증 가장 오래 전에 형성되었읍이 분명하 

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 

원슨과 그으1 동료듣은 이 자료외 다른 자료들 바탕으혹‘ 현생 91 류의 

조상은 약 20만 년 진에 아프리카에서 삼았다고 견론음 내혔다 더 나아가 

그듣은 이틀이 아프이카를 떠나 유럽과 아시아 대유으혹 이주하였윷 때 二L틀 

쓴 지신들보디 더 원시킥이던 그 지역 주민들과 거의 섞이지 않았디고 주장 

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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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고 있디 디른 받로 요현히지면 미토론드리아 핵산 기설유 현생인류기 한 

지역에서 진화한 후 디른 지역으로 이주히였으며 그 과정 중에 만저 살던 원 

시인류 집단늘을 jjl체허였디는 S 아의 방주 기설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펀 이러한 유전혁적 실험 연구를 뒤이어 시행한 L. Luca Cavalli-SforJ:a, 

Paolo \1εnoz7i and Albeπo Piazza(1994)에 의 하면， 120 대 핍유천자(allele)의 버 

도 조사 결과샤 보고 되어 있는네 4nl종 증 암타이어 관셰 부분만유 보이면 

아래의 <개통도 1>과 같다 복 섯 끝에 제시참 <개통도 1>의 내용윷 우선 곧 

자만 보면， (1)과 같다 

(1 ) 봉관이 

한치이 

일본어 

비교언어학의 입반걱 추정과 닫버 한 임 관711를 매 우 가깝게 판정했고‘ 얀 

마이어듣 속에 중국어외 한 어족인 티베드어가 개재되어 었는 견과가 아주 

이상하디 그 마음에';é 아이누어기 분곧어나 터키어보디 오히여 한-일어에 더 

기깝디고 위치되어 있는 전이 역시 전통적 비교인。1학의 일반적 수징과 탈바 

。1 채폼디 위 표의 변두리에는 등란와 사모예드(우랄아)， 또 북터카와 에스키 

오， 객치(Chukιhi， 고아시아아)를 싹 채우1 붙여 놓았다 그마나 이 조사 결과 

는 힌국어와 티에드어가 살딘 가까을 수 없고1 아이누어도 언어객으로 유사 

성이 없어 빌아들이시 어업다 

힌띤 Jin Feng el al.(I 996)의 유역혁적 방법의 ~1 7- 션고}을 보면 양복어외 

봉골어를 가장 가깝게 그닙]고 그 다음에 만추어를 ~l큰의 옆가지로 견론짓고 

았마 (아래 <게통도 2> 참조) 또는 한국어와 봉골어를 가장 가깝게 놓고 그 

뒤에 일본어와 관계되늠 것으로도 보니 결론은 대략 디음 (2)와 같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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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팍이←기 

응단이_j l 

일본이←←_j 1-•( 

만주어 

그러나 비R언어학에시 일반적 q보 추정해 왔던 내용은 아래 표 (3)파 같 

다 (2)의 위노부터 한국어‘ 만주-웅구스어， 봉골어‘ 입뷰어의 순으혹 강라져 

위치한 것과 비슷한 견과이었으니， 위 (2)의 Jin Feng의 중국내 소수민족。11 대 

한 연구 견과외는 마른 점이 CJ_게 있어 흥미롭다‘ 

(3) ,171 

검→판 

만주 

한국 

일본 

<711통도 1> Altaic윷 중심으로 한 Eurasiatic Super-phylum의 임부 

Samoyed 
NORTll1 ElJRASIAN 

Mongol 

Tibetan 

Korean 

빠
 

씨
 

i 

~ORIHEAST ASIAN 
Ainu 

N. Turkic 

J::skimo 

Chukchi 



116 인운논 종 ̂1l 48집 

<계통보 2> 일본이와 17개 소4 민측이(*표)의 4적색 시1쿄효소 위지에 의한 

수형도(dεndrogram) 일부 

빠
 

씨
 

i 

Momwlian* 

M(iTIchuria* 

Gansu 

Heilon잉 lllng 

Yi* 

Beijil녕 

Ouan 

Guιhou 

Bai* 

T(l iyuan 

Xian 

Ningxia* 

Dong* 

ZhUall!!* 

Yao* 

Hani* 

Na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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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전학적 재검토를 위한 실험 방법론 

위에서 보았듯이 기존의 유전학적 연구결파가 일반적언 비교언어학적 가설 

과 접큰되기 어려 우므로 이를 재검토하기 위하여， 우리 연구팀은 직접 한국， 

일본， 몽골， 터키， 퉁구스인의 모발과 타액을 수집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의 

실힘을 하여 보기로 한다. 

유전학적 측면에서 언류집단의 역사와 진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용한 

정보를 지닌 다형적인 유전적 marker를 가능한 많이 조사해야 한다. 지금까지 

연류집단의 유전적 변이에 관한 선구적인 연구는 혈청단백질(serum protein)이 

나 전기영동적 (electrophrosis) 변이에 근거하여 시작되었다. 1970년대와 1980 

년대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DNA 재조합 기법은 연구의 초점을 유전자 산물인 

단백질에서 새롭고 보다 다양한 유전적 변이를 분석할 수 있는 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RFLP) 방향 o 로 전환하게 했다. 이후 DNA 염기 

(nucleotide) 서 열 분석 법 과 polymerase chain reaction(PCR) 방법 에 의 해 DNA상 

에 염기치환의 정도를 정확하고도 신속히 분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인류집단 

간의 과거 진화적 계통관계에 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정보들을 언어상의 계통 규명에 이용하려는 것이 본 연구의 과제다. 

아래 설명 되 는 내용처 럼， 우리 는 mtDNA (mitochondr때 DNA)를 위 주로 연 

구를 하고， 연구여건상 여력이 있으면 Y-염색체( chromosome) [또 mtDNA 

(mitochondrial DNA)] 위 에 있는 STR marker(곧 DYS 19, DYS389I, DYS389II, 

DYS390, DYS391 , DYS392, DYS393, DYS385 I1II)처 럼 선호되 어 온 유전적 

marker로부터 이끌어 낸 정보를 더 고찰할 것이다. 또한 STR marker와 

mtDNA 연쇄 뿐만 아니라 Y-염색채 위의 SNP marker에 대해서도 기회가 있 

으면 더 연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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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Mìlochondrìa와 y.ιhromosome외 다형성 (polymorphìsm)어| 기초한 인종/ 

언어의 기원연구 

2,1.1. mitochondl찌I DNA(mtDNA)의 특쟁과 분씩 

미보펀드i!.]아는 승요한 세포질에 쓴재하는 세포소 기관으혹 유기물을 산회 

시켜 이1 너지 (ATP)를 생산δl는 일을 한다. 지신의 DNA와 D'IA복제 및 천사 

를 위한 여러 가지 자치l 효소늘을 가지며， 고유의 i!.]보좀(일종의 만백질을 빈 

F는 공장)음 기지고 있다. 

mt[)l\A는 원행의 。l증나선구죠혹 16.6kb의 길이호. 되이 었다. mt[)"lA는 dìr 

20개외 tRNA와 단액질올 암호회하는 유진자로 구성되。| 있다 그런데， 약 1‘7 

kb 정노으] D-Ioop라고 부르늠 조전부워들 /1，지고 있늠l~l ， 이곳에는 두개의 과 

변이 부쉬인 HVR (Hypervariable Regiol1) J 빛 JJ가 약 I kbS!J 낄이보. 쓴재헨 

디'. I1VR 1 및 11의 임기의 변이는 디-른 부위에 Hl헤 5-10배 정JL 빠른 속노로 

벼하기 때문에， 아 지역은 새얀식벚 빚 헬통음 조사하기 위한 유치자 감식에 

매우 유용허디 

그럼 1. ll1ítochol1d띠 [)l\A 지도 

사당은 정지 와 난자가 만나 융합원 히나의 수정 란으로부터 출반한다. 그던 

대ι 수정시 정자는 핵빈- 닌자와익 읍-합에 잠여하고‘ 새포짙은 진혀 수성란 순 

으로. 늘이가지 못한다‘ 즉， 수성던-의 세포질유 100% 년-자로부터 유래헨 컷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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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이 속에 쓴재하는 비둘전브리아 역사 100% 본래 난자의 새표칠어l 

았던 것이다 그러묘로 미토콘도리아 D1\A 역시 철저히 모겨l유첸의 방식으로 

다음 세대로 진달된다‘ 즉 아매니의 mtDNA는 그디의 아들이y. 떤어l게 그대 

로 전달되며‘ 그 딸은 또 자신의 자식얘세 mlDNA를 전달한다. 그렇지만‘ 모 

체유첸의 특성으로， 아머지의 mtDNA는 아쉽지민 자기 아틀이내 멜 누구에제 

도 자신의 mtD"JA를 전달해 주지 못한다. 이외 겉븐 mtDNA의 오껴1유전의 특 

성은 수십년간 헤어진 모녀 및 모지간의 힐유확빈흠 기능히게 한 뿐 아니랴， 

연듀-의 기원을 추·생하는 네도 매우 유용힌- 징보를 저l공해 주고 있다‘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안류기 중앙 아프리카의 던일 지역에시부터 가원히 

여 지금에 이브렀음욕 밝힌 것도'. mtf)NA의 변이들 이용힌 유엔관새 추정으로 

부더 나왔다. 

2.1.2. y-염색체의 다형생(polymorphism)에 가초한 인종의 기원연구 

얀류의 y.염색제는 극히 일부믹 pseudoautosomal regiol)욕 제와하고 부계로. 

민 유전되며 JíI.차되지 않늠 까원어l 과거에 일이년 돌연변이늘이 인판상태토. 

그 정보를 보존히게 펀다 따라시 본 연구에사는 얀류집단의 과거 역사를 。l

해하늠대 유용핸 지표로 황용되고 있는 y-연색채의 다헝적 rnarkel'와 corn

binalion haplolype을 얀어 획 적 인 측면에 λ1 설펴보고자 한다-

PARl [ 

그렴 2. 
Nan-I명comb띠ing portion of th. Y ChromDSÐlIU! (NRPV) 

e ... llnm.lUûn 

톨R 

• x.Yl뻐1얘뻐gy 를 Y 앵ecul< Repeais 0 Y 앨ecuJ.r Si.r웰 C"I'Y 

• C'entl'Omere at념 Asso<뻐해 뼈et11빠 ÐNA 

디 Pse빼 

PAR2 

인류의 y-엽 씩제는 heterochromatin 부위와 eucbromatin 부위로 구분펀뎌 

F.uchromat i n 부위는 코게 4 좋류의 서염로 구성되이 있디; (1) y-염색체 단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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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말드} 부위를 !l- 함하여 X 연색제와 상동성을 기진 서일， (2) 동원제와 그 

주변의 반복서열， (3) y-염새제 특이 반복서열 (4) y-염써제 특이 singlε copy 

서열‘ 특히 y-염새체기 얀류의 진화연구에 유용한 지표로 이용되는 데는 jjl 

차가 일어나지 않는， NRPY(noll-TζI.:ombination ponion 01' the '{ t.:니미hromo야S0111e) 부 

위까 았기 때문이다 즉， NRPY는 천헝직 q로 부셰 유천되는 부위로써 X 염 

색치1와 _ii7_차가 일어'-]-지 않는다 

Mitcι 10r띠rial Dl\A(mtDl\A)까 모개 유진되는 것과 같이 NRPY논 부개""-만 

유진되기 때문에 정상적얀 핵행 146， XY)을 지년 남자는 단일 부게를 통하여 

자신의 게통을 추걱 확인힐 수 였다 예를 틀면， Y 엽색체의 득정 부위에 한 

툴연변이기 일이났다면 그 유진지 쥐(Iúcus)에서 이미한 툴연변이 대업인지는 

세대를 통히여 교치 없이 디른 f「전지늘과 연관상태를 그대로 유지히게 딩디 

따마서 현재 획인되는 모든 y-염색처)는 。 1 전에 일야났빈 돌연변이의 정보를 

연관상태로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y-염색치I DNA를 통하여 얀듀는 부계를 중 

심 q로 던일 조상의 추직이 가능하다rCa，anova et al., 19851 

이와는 달리 X 염색 λ.1] .91- 싱(常)엽색치11 (autosomal chromosome)는 거의 매 세 

대마마 교사에 의해 재i합 되기 애문에 연관싱배가 빈밴히 바뀌게 되며， Y 

염색체지렘 단입 조상으로부터 친달된 것이 아L_] 라 수많은 조상듣도부라 재 

조합된 것이다 

2.1.3. y-염 색 체 의 다형 적 marker와 combination haplotypes 

Genome 내에서 10-50 bp 만위로 직렬 반복뭔 motir를 지닌 유전지 죄는 흔 

히 VNTRs, 또는 minisatel1 iles라 하며， 이와는 달러 1ι6 bp의 자럴 반복 mc이이，11싸11…U i l' (' 
: 

들 나타내는 y경영우는 S암TRs’ 」흑핀은 11l1CroS뼈a았쩌t떠히 li…뼈1ηltes떠e앉sc랴} 힌다 일반적으로 VNTRs는 

얀듀의 g응:llome 내에시 제힌식으호 분포되어 있응 뿐만 아니라 다헝의 정도가 

비교적 낮다 그러나 STRs는 저씨 genome 내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았으며 

다형의 정도가 높고， 특히 PCR 망볍에 의해 유진자으]ty껴ng이 간견하고 정확 

하기 때문에 유진자 mapp ll1g, 개인식병， 친회 유진학 분야에 유용하게 사용된 

다 [Ed‘Na띠S 히 al., 1992; Tautz,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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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남까지 인류집단을 예상으로 가장 칩중적으로 조사힐 Y-연색체 mlCTO

satelliles marker는 DYSI9. DYS3891. DYS3891 1. DYS390. DYS39 1. DYS392 

DYS393와 DYS385lill 이디 

(4) Y-linked rηicrosatellites polymorphisms 

Locus Name Reference 

DYS385 UT588 CAAA/GGAA repeat Jobling & Tyler-Smith 

1995 

Dr:‘392 ATA repe‘at Rogεr εt al., 1996 

DYS19 27H39LR μ1\11\ repeat 

DYS389-1 rCTG!’ rCl'A repeat 

DYS389-11 rCTG!’ rCl'A repeat 

DYS3911 rcrcνrCI 'A repeaL 

DYS391 TCTG/TCTA repeaL 

DYS393 /\G1\1 repeat 

2.2, DI토콘드러아DNA(Mitochondria D-loop region)의 염기서열 분석 결정 

mtDNA D-loop region에 득이적으후 견합하는 프라이머ψrimer)를 이 용하여 

PCR 반응으로 중분한 양의 D-loop rεgion DNA 조각을 확보한디 PCR 신볼수L 

아기로스 셀상에서 전기영동히여 원히는 크기의 밴드민을 잘바낸 후 시판뇌 

는 DNA징세 키트를 이용히여 징제딴디 염기서열 분석은 서울미 의대 법의 

학 Jl[실에 았는 자동 염기서열 분석 장"1 인 ABI377 혹은 ABI3100을 이용하 

여 수행했다 

그러고 법의학 Jí7_실에시 이미 분석해 놓은 힌국인과 일본인의 엽기사열 자 

료도 이 연구에 이 용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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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Y-chromosome STR 분석 

Primζr list 

Loc l,l<l, Jll .. l'l.lt Rcpcat 
1\0 

DYS19 iGATAln 10-19 

DY~389'‘ iGAlAln ‘’-1ì 
(G\Ci\)1 

DYS、S9U l J (WdAln 26-34 
(li-\C;\in 

DYS3'XI íGATAln 17-28 
(G、Ci\)1

llYS391 IGAlAln 7-14 

DYS392 iAπ)r. 6-16 

DYSì9、 ((iATAJII 9-16 

DYS385 ‘0 .... '‘,.0.)11 ’ j • .;_ “ j 

YCAlI" ((':\)11 1-9 

2.2.1. DNA 주줄

PCR cycle 조건 

Alldc ‘ IZC Diν，cr.;I!J 

No 

10 : 74-210 0.72 

” 235-263 。이 

9 155.'383 0_75 

11 :91-227 0.61 

8 271-299 049 

11 233.263 0.52 

8 08-116 。 34

81 352-412 0.85 

35 :44-160 0.67 

PCR Primcr 

Primer A CTJ이CTG 1\1ιT ITC TGT TλTAGT 
Pri’ner B ATG (ι'CA 11π AGT c. .... G (iAC A6J 
Ptinllèr 섭 GIT ATA TAT ATA TAG TGT ITAG 3) 
Primer ll2: GIT :\i\(j G,\(j A'ιr 0lC λCl ，\ J) 

|’rimer A:CCA ACl CIC AIC lG1' AIï AlC IAl 
Primer ll: RT IAI ur ι.\C CC:\ l ‘'Ci\ GA 
P,i’11<, 2B: ITA TCC CTG AGT AGT AGA A(iA A T 5) 

= llYSJ891 

P,imcr A: TAT AIT IT:\ CAC AIT m GGG CC 
Primer ll: lG:\ CAG l:\;‘ 1\,\1 G，\:이 CAC AIT GC 

|’rimer A: ClA rrc AIT CAA lCAIAC ACC CA 
Primer ll: G:\l llT lTG 1ιμ rGG GTC lG 

Primer A: TC:\ TTA ATC TAG CIT ITA AAA ACA A 
|’rin-.:r 13: AGA CCC AGT TGA TUC AA1 UI 

PrilTler A: (iTG (ifC ITC TAC ITι π，T CAA TAC 
Ptinllèr B: P버C TCA AGT CCA AAA AAT GAG G 

Prin1cr A:A(ì(‘ A T<ì (ì( iT (iA(‘ .... (iA (ì(、TA

Prin-.:r B: GGG ATG CTA GGT AAA GCT G 
|’rimer 2ll l{':\ AIT i\l ’:\ Ti\G TCC 1 Cl‘ 11‘ r C 4) 

Primer .'1.: TAT AIT ?버A TAG?더G TAG TGA 
Prinllèr 13: lAT l'0:\ lGl ‘아AT GlT AT:\ ITA 

pre-incubati이1 95도 12 분 ，: 28 cycles r95도 30초， 53 60도 1 분， 72도 20 초1 í 

final extension step 72도 10 분‘ 

εlectrophoresls conditions 

AB! 310 sequencer (POP4, shOrL capi Ilary, lìller sel A): 2 microliter PCR 산툴 

과 14 microlitζr 1'ormamidζ， 0.5 micro1iLεr PE Rox 500. Run Limζ 24 min. 

위 조긴에시 일차죄으로- 한국인 216명에 대해서 Pheno! exπactlOl1외 방법으 

호._ DNA들 추출하였다 이 증 130병을 2자적으보 추라기로 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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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중합효소연쇄반응에 의한 mitochondrial 유전지 증폭 

미토콘드리아의 HVI과 HVll부위를 증폭시키기 위해 기존에 알려져 았는 

엽기 서열을 분석히여 pnmεT을 제조허였디 PCR 반응은 1 U 0 1' Taq DNA 

polymζrdse， 250 μ M oach dNTP, 50 mM Tri,-HCI (pH 8.3), 40 mM KCI, 1.5 

mM MgCb릎 포힘하는 AιcuPowerTM PCR PreMix (Rioneer)분 이용하였다 주 

헝 TJNA 50 ng‘ 각 primer 20 pm이 넣고 증류수로 최종농도가 20 i써사 되도록 

첨샤하여 혹합물을 만들였다 중합효소연쇄반응은 tìrst denaturation 95'(' 5분‘ 

30 cyεle로. denaturation 96"(' 10초‘ 31lllealing 61l: 30초‘ extension 72 t~ 30초， 

final extension 72'C 10 분으로 수행하였마 

2.2.3. 자동 염기 서열 분석 

중함효소연쇄반응 산물을 1 ~，‘ agarose gel에 전기 C영동한 후‘ QIAEX Gζ1 

F:x l.mιl.ion Kil (QIAUEN , Hil<lζn ， Gennany)로 추출한 후에 염기시열 붙석을 하 

였다 자동 염기 시열 분석은 주헝 DNA 60 ng, primer 3.2 pmol들， 증류수에 

혼합하여 1η2 μ씨”을 만든 후어에11 Ri밍gJ이〕꺼ye Te미m께lmatm이 RR miαx (Perki바1 

ß마’3io야sys잉5te히ms，’ Part ,",0. 4303153) 8 μj을 섞어 PCR을 수행하였다 PCR 반옹은 

Perkin Elmer Cetu5 9600 흩 사 용하여‘ 25 cvεle로 95{' 15초. 50l' 10초， 60l' 4 

문으로 수행 하였다 반응이 끝난 sample은 QIAEX spin column음 이 용하여 정 

제한 후에 5.0% acryJamidε gel에서 lX TßE buffεr에서 40\vatt로 12시간 전기 

영동허였디 

2.2.4. 미토콘드리아 엽기 서열의 multialignment과 져l통도의 f생 

216개의 힌국인 유전자 염시시열 증 1307B , 일본인 1 이}명 증 98개 그러고 

그외 외국얀 155명의 유전자 엽기사열 증 pnmεl들 제외한 16016에시 16401 

그리고 048에시 388부위의 염시시연음 바탕으혹 거1통도을 구성하였다 유천 

자 엽 기서 연윷 DNAST AR program 충의 Meg-Align package의 multialignment 

algorithm으로 정 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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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전학적 실험을 통한 한국인/한국어의 기원연구 

모계 유전을 통해 전달된 mitochondrial DNA의 분석 이 연종의 계통파 그 

결과에 의해 언어 계통의 가설을 테스트하는 데에 쓰일 수 았음이 밝혀졌다. 

현대 한국인으로부터 DNA를 분리 하고 cytochrome B를 코드화하는 유전자와 

같은 몇 가지 선택된 marker 유전자를 polymerase 연쇄 반응에 의해 분리하게 

된다. 염기 서열은 계통받생본적(phylogεnetic) 분석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만 

일 현대 한국언으로부터 추출한 유전자 서 열을 mitochondrial DNA에 기초한 

현재의 가계도(genealogical tree)에 배치할 수 았다면 언어학적 유전학에 기반 

한 현존의 가셜들을 재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단백 질이 나 RFLP와 같은 classic marker 분석 에 의 해 볼 때， 일반적 으로 한 

국인 집단은 몽골인 집단과 같은 동북 아시아인 집단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 

된 바 였다[Goedde et al., 1987; Hong et al., 1993; Nei & Roychoudhury, 1993]. 

그러나 Y-염색체의 marker인 YAP/DXYS5Y/SRY465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한 

국인 집단에서 haplotype Hll-I과 같은 동북 아시아 기원으로 추정되는 gene 

pool외에 haplotypes HI-2a 및 HI-2b의 gene pool이 상대적으로 높게 분포하고 

있다. 현재 그 기원에 관해서는 분명치 않으나 아마도 중국 중남부 지역의 

벼농사를 하던 민족의 이동파 관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Melton et al., 

1998]. 따라서 한국인 집단의 구조는 동북 아시아인의 단일 기원이 아니라 적 

어도 두 계통 이상의 dual pattern을 보인다. 

이에 대하여 북한 사회과학출판사에서 1989년에 장우진 집필로 출판된 조 

선사람의 기원을 비교하여 보는 일은 흥미롭다. 치아 측정 정표와 혈청 및 

지문의 불연속징표들을 통하여 조선 사람의 기원상 특성을 찾으려 했다. 이 

때 혈청， 지문을 조사하여 살아있는 유기체의 유전신호를 파악하는 데 유전 

자형의 불연속적 분자구조와 관련시키려는 것이다. 혈청학적 유형으로 보아 

서는 (p. 289) 조선사람은 중국의 동북부 [길림， 심양] 지역 주민들과 만(주)족， 

솔론 그리고 연해주 일대의 니브히와 같은 류형의 특정을 가지고 [만주-퉁구 

스족파의 유관성을 암시: 필자] 하북성 일대의 중국사람이나 간또지방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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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담， 몽란이나 부각뜨‘ 에웬끼늠 죄쿄상에서 유전학적 거라기 상당히 별다 

향후， 보디 디양한 유전적 marker와 굉빈위한 판런 집단을 r11 상으로 분석이 

。1루이진디년 위와 같은 방법도 한국인 집단의 기원을 즙더 분병히게 이해 

할 수 았는 보조수단으로 기대펀다 

덧훔여 언급해 둘 것은 Ca、，'alli-Sf0T7a와 Anthony F:dward‘가 1962년에 5 현 

액꾼의 시복 치]겨1 위에 3 대육 15 ~I종의 친화 수형도들 그려 뷰 결과 힌국 

어샤 그 15 종 중에서는 Ne\\' Guineans과 가장 가까웠고 그 마음에는 Áus

tralian 원추민과 가깔마는 보고가 Cavalli-Sforza (1 995) 부자의 잭 속에 보이나 

언어학적으로는 서의 부의미한 것이다 

3.1 미토콘드리아 DNA를 이용한 인종간의 계통분석 (Phylogeny belween 

human speci야 by milochronùrial DNA) 연구 수행 내용 

한국， 일본， 티카， 몽닫 퉁 -f스 인종간의 안종간의 진연관계를 파약하기 위 

해 각 얀종별보 (평균치) 90명 /t량의 사람 0_보부터 mitochondiral D'\IA들 추 

출하여 이들음 sequ잉lcmg하여 Africa-Am잉 lcan음 outgroup, x 

「
(자시그둡10-

group이 아닌) 오J(外)집단으호 하여 phylogeny 게통 반생흔(系iðt發生論) tree을 

구성하였다 

3.1.1. 한국인， 엘본언， 몽곧인， 터키인， 둥구스인의 시료 채취 

아래 (6), (7)에서 블 수 았::;.0] ， 안국인 130 1녕 일본인 98맹 외에， 응핀인 

88영， q카인 67영， 동구스인 51 벙‘ 총 434냉의 Milocho띠rial DJ\A를 채취히였 

다 티커얀과 봉칠안의 경우 일부는 채취한 지역에 따른 분류를 하였다 지역 

이 분분명한 사료들 제외하고， 나머지 시료의 경우 지역 이듬‘ 또는 지방을 

시료의 먼호 뒤에 

모두가 에벤키(퉁구스)~I 인 경 우 

후헬 ~I 갱 우(llß)를 고여하여 분류하였다 

야쿠트인들이 같아 삼아왔기 때문 

다읍파 같이 터카증부 ~ SOOO.'v\ 터카동부~ SOOO.F 등으호 

영문으혹 냐타내였다 퉁까스~I 익 경 우 부오 

(IIC)외 야쿠트(라키개)외 에벤키의 

퉁구스711 의 이]벤키인들과 섞여서 터키기1 의 

。I1 혼헬。1 않기 때문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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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르二f드 4S 96 Eγ 1츄1\ 

2 r 려/，/"가 46 97 ru l쥬부 
3 õSJ7' 47 98 fD 「7:갇닝T" 
4 l 종? 48 99 E~ 7' l 숭J변← 
5 1~7 49 100 EU l중나 
6 ~Fl 50 101 불얻 획 
7 z1'l 51 102 터? l북부 
8 l，!.치꽉 52 103 부여확 

9 E 키서부 53 104 f-17' 브-서쪽 
10-1 터키중부 54 105 Fi ;l 부시쪽 
10-2 E 키층부 55 106 FH 서￥ 
10-3 ε γ1 줍}'. 56 캄카-이하 옥 107 부1펴화 

11-1 τ 키휴부 57 108 ru l쥬부 
11-2 fi ;7폭부 58 109 fD 「7:갇닝T" 
11-3 E 키퉁부 59 110 E~ 7' 1 중부 
11-4 E 키통}1_ 60 111 E 낫 l통놔 
11-5 [;'7 동부 61 112 τ 7 남쪽 
11-6 E 키로부 62 이하 없은 113 Fi7 동북 
12 l 후카-이하 통 63 114 J:, 냥 lτ대~ltl-

13 64 115 f-17' -?ζ;--닙「 

14 65 IIG F1 :l II 
15 66 117 FH :~ι lf-
16 67 11 ~ Eγ 1츄}，1_ 

17 68 119 [;17 l쥬부 

18 69 120 fD 「7:갇닝T" 
19 70 121 E~7 1중부 
20 122 E17' 1북}' 

21 72 123 E1 7' 북부 
?‘?“ 73 124 FlZ' τ t:i; -rτj=→ 

23 74 125 터 Cl1북부 

24 75 126 f~키북부 
25 76 127 랴’북부 
26 77 128 터?부부 
27 78 129 E~-ll북부 

28 79 130 El 7' 날브 
29 80 131 rh 부브 
30 ~1 132 다키북부 
31 82 133 터키북부 
32 R3 134 더커풍부 
33 84 135 다키부부 
34 85 136 터 Cl 1북부 

35 86 f~키북부 
36 87 138 터f 북부 
37 88 139 터?부부 
38 89 140 、: • l북부 

3‘) 90 141 E 극 닙님 
40 91 142 fi ;7 l북부 
41 92 E1키중부 143 E~7 l북부 
42 93 터키중}.1. 144 E17' 1 북}' 
4_"\ 94 더힌풍부 145 [;17 l북부 
44 95 터」키증본 146 F17 ‘ ;rZ 「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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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ampl강 Nu. 생 년 생 \!l 
HAl 1937 f 브모‘)에 벼11 '7 

IlA2 19411 F "모?애 벤? 

HA3 1961 M } 에맨키 
HA4 1979 M 브모‘)에 벼11 '7 

11A5 19ì8 M "모?애 벤? 

HA6 1978 M } 에맨키 

[lßl 1984 _!,1 __ 。 푸E 모-에벤갖 

HB2 1969 부야쿠F 년 에벤7'1 
HB3 1975 브 야쿠E 모에벼1 7' 
[lß4 1985 l' 에벤키 모야쿠드 
HB5 1975 부-에밴키 년-야쿠튿 
HB6 1983 브에예]키모야쿠드 

[lß7 1969 _!,1 __ 。 푸E 모-에벤갖 

HB8 1982 부-이시아 년-에벤7'1 
HB9 1971 브 구큰지。 모어냉1 키 
[lß lO 19811 l' 에벤키 모야쿠드 
HBII 1977 부-에밴키 년-야쿠튿 
HBI2 1976 브 ~l:l 시 모에벼1 7' 

[ lßI3 1967 l' 래시아 모에벤θ 

HBI4 1985 부-에밴키 년-야쿠튿 

[ICI 1962 l' 에벤키 모에벤θ 

HC2 1946 부-에밴키 년-에벤7'1 
HC3 19‘4 브 에빼키 모에벼1 7' 

[IC4 1941 l' 에벤키 모에벤θ 

HC5 1939 부-에밴키 년-에벤7'1 
HC6 1939 브 에빼키 모에벼1 7' 

[IC7 1962 l' 에벤키 모에벤θ 

HC8 1962 부-에밴키 년-에벤7'1 
HC9 1991 브 에빼키 모에벼1 7' 

[IC lO 1944 l' 에벤키 모에벤θ 

HCII 1966 부-에벤키 년-에벤7'1 
HCI2 1938 브 에빼키 모에벼1 7' 

[ICI3 1978 l' 에벤키 모에벤θ 

HCI4 1958 부-에벤키 년-에벤7'1 
HCI5 1976 브 에빼키 모에벼1 7' 

[ICI6 1962 l' 에벤키 모에벤θ 

HCI7 1954 부-에벤키 년-에벤7'1 
HCI8 1963 브 에빼키 모에벼1 7' 
[[C[9 [998 l' 에벤키 모에벤θ 

HC긴) 1924 부-에벤키 년-에벤7'1 
HC21 19‘3 브 에빼키 모에벼1 7' 

lJC22 [964 f l' 에벤키 모에벤θ 

HC23 1968 부-에벤키 년-에벤7'1 
HC24 19‘0 브 에빼키 모에벼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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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c No 생 년 /영 볍 
lIDl 1980 M 
HD2 19M F 
HD3 1991 M 
lID4 1993 F 
Hf)5 1995 F 
HD6 M 
lID7 19ì2 F 
Hf)R 195R F 
HD9 1988 f 
lIDI0 1999 F 
Hf) ll 1957 F 
HD12 1980 M 
lID13 1994 M 
Hf) I4 1989 F 
HD1 5 1968 f 
lID16 1990 F 
Hf) I7 19m F 
HD1 8 19ì3 f 
lID19 
HD20 1959 M 
HD21 1932 f 
11022 1996 M 
HD23 1989 M 
HD24 1990 M 
llEI 
HF.2 
HJ::3 퉁j 스족 중 나나이족 SAMPLE은 수집해 온 뒤 
l1E4 

분석과갱얘서 확섣핸 자묘적 특싱이 주을 51지 않아 HFS 
H1'6 이번 걷 ι}에 포힘시키지 않읍 

l1E7 
HFR 

3.1.2. mitochondrial DNA scqucncing 

아래에 별보로 제시 

3.1.3. 동일 sequence 제거 몇 분분명한 sequence 제거 

Phydit음 통해 sequence의 similarity들 소사하여 100% 동입힌 se지uence는 게 

통분석 자료에서 제외 시켰다 (8)에 있는 한국인의 같은 sequence 19개， 입뷰 

엔의 같은 sequence 16개‘ 몽골인의 같은 sequence 7개， 터키인의 같쓴 

sεquεnCε 4개틀 Seqlεncε alignmεnt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S여uεnctng 오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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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히여 발생한 오류 sequζnce를 제외시켰c1 

3.1.4. Afrìca-American sequence와 나머 지 sequence alí암nment 

동일， 오듀 sequξnce을 제외하고 한국 111 개‘ 일본 82개， 봉걸 81 개， 터키 63 

개， 퉁구스 51 개‘ 총 38871 의 sequencε와 NCR1의 A에ca-American(M76334) 

sequence릎 이용하여 sequεnce alignmεnt들 하였다 ClustalW - multip1e sεquellce 

a1ignment(DNA)들 이 용하여 align하였으며 (10)에 겐세 sequence의 align 건과을 

나마내였다‘ tVlultiple alignment만 투개 이상의 sequence의 similarity를 한꺼번에 

에교딸 수 았는 방법을 만한다 원래 Chimpanzee(Pan troglodytesl를 outgroup으 

로 해 보기보 했으나 워낙 서리기 멸이 바교팔 민한 결파기 나오지 않으묘로 

AfrÎca-Ameriκan으로 바꾸었디 

3.1.5. 계통 분석 

Multiple alignment펀 결과들 이용하여 PAl!P4.0으로 neighbor-joining treε들 

그렀다 Phydit을 통해 nex file음 만들고‘ 이들 이용하여 PAl!PÖ_보 neighb이 

1011111"땅 tree들 구성하였다 분자생묻혁적 데이터들 보매혹 phylogeny tree을 만 

틀어내는 방법으로는 임반적으로 maximum likelihood (ML), maximum parsi 

mony (\1P), 그리고 neighbor-joining (l\j)윷 맞이 사용한다 

Maximum liklεlihood phylog，이1)" tlεε기 얻어지능 원이늠， 주어진 sεquεncζ 

evolution 모델 히에서 S이uence늘을 기장 잘 진화적으로 설병할 수 있는 생물 

계통체제를 통계적으로 잦아내는 것이디 이 maximum likelihuαl 집근방식유 

Markov l:hain !V1 on l.e Carlol-r- Rayζsian inlt:rence 등 현대적인 통계적 방법늘을 

포힘힌 여러 가지 강릭힌 통계적 가설 및 검정이 샤능하다는 점에사 매우 강릭 

힌 방법이지만 컴퓨터 능팍의 힌계로 계산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딘섬이 있다 

Neighbor-joining 등으혹 매표되는 distance method는 친회적인 거리들 즉정힘 

。11 았어서 각 투 개의 엽기서연윷 비교하고 이 투 서연간의 거리를 측정함으 

로써 개신한다는 점에서 ma"\_imum likelihood 방법과 같은 진회적 모엠음 사용 

한마 실제로 언기 서열간 서이는 maximum likεlihood 망법을 사용히기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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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마나 이떻게 계산한 서리들을 보아 phylogèny lrte를 바로 만들려고 히 

연 행상 이늘 염기서열 상호간의 거리늘을 모두 민즉시키는 phylog，ζny tree는 

실제로 존재할 수 없디 따아서 이늘 값을 가장 많이 인즉시키는 best-Jìtting 

미lylogeny를 neighbor-joining 등의 방법을 통해 엄fJl 펀다 이러한 방법늘은 몇 

가지 던점이 있는네， 대표적 91 것으호‘ 우선 염시 사영깐 자이들 거리랴고 하 

는 숫자호 변화시깎 Cι호써 염기시영 그 자체에 대힌 정보가 사라친다는 정욕 

들 수 았다 하지만 속도샤 빠르고‘ 성확성도 비교식 높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았다‘ 

Maximum parsimony 방법유 가장 적유 진회적 변회를 갖는 기]홍수를 찾는 

것으로， sεquεncζ pÚSJtlon에 따른 변이의 정도기 적을 경우 m3Xlmum parSI

mony lree는 maximum likεlihood 따t와 매우 유사한 걸고}를 기져 온디 

Nζighbor-joining 방법과 달러 기능성이 있는 여니 기지 tree를 만늘기 때문에 

여러 결과블 이용하여 다양한 불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러 가지 homoplasy 

가 심할 경우 가장 좋은 tree들 결정하기 어려우며 Fe1s잉1Stεm zone에시 밥생 

하는 111conslstency문제까 였다 Neighbo이0111111g 방법을 이용힌 인종간 tree 결 

과는 저 믿에 제시함 그힘 5외 갇다 

그러번 여기에서부터는 각국어변 시료의 분류 내 용과 그 가문데 몽양 

sεquεnCε를 우션 2개의 뇨로 보이겠다 

(8) 시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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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동일 sequence 

원 sξquenιt 동일한 s띠UenCe 

P009 P062 

POIO POII 

POl8 P069, P114 

P030 P047, P 106 

P048 PI27 

P050 P086 

P061 P078 

P090 P098 

PI23 Pl26 

JP005 JPIOO‘ JP093 , JP068 ‘ JP058 

JPOl5 JP030 

JPOIO JP070, JPOl2 ‘ JP099 

JP032 JP086 

JP042 JPÜ75 

H-IO-I H-‘ 
S022 S034 

S029 S036 

S054 S055 

S060 S075 

S073 S074, S080 

S076 S077 

5104 5105 

51 Ll 5119, 5120 

5114 5116 

SI25 5128, 5140‘ SJ27, S139, S137‘ S IJ8 

SI26 5131 , 5130, S IJ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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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5. milochondrial DNA 염기서일에 기반한 계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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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실험의 결과 그림 5의 계통발생학(phylogeny) tree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과 

얼본 연종사이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임을 알 수 있다. 

또 퉁구스인 HD08, HD05, HD01 , HD06, HA03 , HA01 , HA06 및 몽골인 

S064은 outgroup연 Afriameri1과 비슷한 sequence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 

고 가장 먼저 분화된 것으로 나타난 S06 1.ca는 칼차지역의 사람으로 몽골인이 

다. 그 후 S030.ca(몽골)가 분화되고， 계속해서 S054.ca(몽골)가 분화된다. 이는 

하나의 얄타이어조상에서 몽골언이 가장 먼저 분화되어 나왔음을 보여준다. 

몽골인이 분화된 이후， 터키인연 SllO.M, Sl06.W, SlOOM, S108M 등 이 분 

화되고 한국언인 P048, P128, P088, P111 이 분화된다. 이는 한국인과 터키인이 

하나의 조상에서 분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보통 얄타이 어학에서 추정하는 바 

로는 한국인과 퉁구스얀이 더 가까웠였다고 한다 이 가설파 위의 결과가 반 

대되어 흥미롭다.) 

또한 한국인의 경우 다음 clade, 즉 분기군(分ú皮群， 계통 분기: 공통의 조상 

으로부터 진화된 생물 분류군)에서 일본연과 교대로 분화됨을 볼 수 있다. 

즉， 이것은 한국인파 일본인의 강한 친연관계가 았음을 보여주며， 일정한 패 

턴이 없이 교대로 분화되는 것으로 보아 어느쪽이 먼저 분화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 결과는 현대 일본인은 소수민족연 아이누와 류쿠족을 제외하고는 

2500년 전에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집단의 후예라는 Sykes 교수 (2001 )의 

주장파 흡사한 것이다. 

또한 그 이후의 clade에서 몽골인연 S029.ca, S033.ca와 함께 퉁구스연인 

HC07, HA04, HC24가 함께 분화되는 것으로 미루어 몽골인와 퉁구스인은 하 

나의 조상에서 분화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몽골인과 퉁구스인이 

계속해서 교대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몽골인과 퉁구스언 사이에 계속적인 

민족적언 유대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하나의 조상에서 몽골인， 퉁구스인， 그리고 제삼의 조상으로 분화되고， 

제삼의 조상에서 터키인과 한국/일본인이 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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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비교언어학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추정해 왔던 아래 표외 같유 가섣 

이 유댁히디 이저럼 위로부，1 EI 키이， 봉관。1 만주-동구스이 한국이， 열본아 

순으로 된 것이 위의 연구걸고}와는 디른 접이 있아 흥미롬디 사실 서로 너 

무 틸파 。1 차이에 디1 헤 이띤 이유를 붙여야 할지 고민거리디 아마도 외집 

단(out밍uup)의 설정이 비 J1L 기준에 지대한 영향윤 미치므로 이것의 선택에시 

도 산증옥 기한 필요까 았겠다 그러나 외집던븐 남방의 인도네시아나 미국 

렁 사R아91-èι호 바꾸어 봐도 경과는 대동소이하였다 

(12)=(3) [1 7'1 
므，1._ 

。그 

"1 국 

일본 

참고 외집단(oulgr。니 p)OI chimpanzee었던 경우의 결과 

입차적으도 심힘의 outgroup을 chimpanzee로 선정해 보았었는데 그 경 우의 

견과는 phylogeny tree에서 역시 한국과 입~보 인종사이는 굉장히 가까운 서비 

임을 일 수 있었다 그 경우 가장 언저 분화된 것으로 나티난 S015.ca늠 칼카 

지역의 사담으로 꽁란얀이었디 이 sequence기 oulgroup인 chimpanι@와 거리 

가 기까운 것으로 보아 sequem.:mg error일 것으로 추정된디 그 후 SI03이 분 

화되는매， 이는 tl키안으로 터카인의 즐기에서 일본인과 한국안。1 만저 분화 

되었다고 붙 수 있었고， 그 cl쩌e에시 분화된 JP002. JP007보다 P006, P094이 

약간 먼저 분화펀 것을 보야 한국인이 일본안보다 먼저 분화됐운 것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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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했였다. (이 결과는 보통 알타이 어학에서 추정하는 바와 반대 되어 흥미롭 

다.) 하지만 clade가 하나인 것으로 보아 많은 수가 이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디. 또한 그 이후의 cladε에서 몽골인인 S091 에서 터키인인 

HIO.2, HIO. l.M이 분화되는 한편， 터키언인 S098에서 몽골인인 S002.da가 분 

화되는 등 계속적으로 조상과 후손의 역할이 교대로 변화하는 것으로 보아 

터키언과 몽골인은 민족적인 유대관계가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P072가 포함된 clade에 서 퉁구스인 언 HB03, HB05 , HB08, HC05, HC09 등 많 

은 퉁구스언이 분화되는 것으로 보아 퉁구스인은 한국인에서 파생되었을 것 

이라고 생각되었다. (이 또한 얄타이 어학에서는 퉁구스인이 한국인파 가장 

가까운 친연 관계에 있다고 보지만， 그 아랫 갈래로 보지는 않고 오히려 아 

주 옛날에 서로 같은 조상에서 갈라졌을 것으로 본다.) 

즉， 몽골인과 터키연 사이에는 밀접한 민족적 유대관계가 존재하였고， 이후 

자연환경 또는 전쟁 등의 영향으로 공통 조상에서 터키와 몽골이 순서대로 

먼저 갈라져 나가고 한반도로 온 한국인이 후에 일본으로도 이동하였다고 볼 

수 있었다. 또한 퉁구스인은 일본얀이 분화된 clade보다 한참 후에 형성된 

clade에서 분화되는 것으로 보아 일본인이 분화된 이후 한참 후에 한국인이 

분화될 때 동시에 한 갈래로 분화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였다. 

그러나 outgroup음 chimpanzee로 섣정해 복 이 겸과는， 나중에 Afirica

American으로 outgroup을 바꿔 본 것 보다， 비교언어학적 가설에 더 불합치한 

결과를 보여 포기하였다. 

5. 향후 연구의 가능성 

위에 계획되었던 유전학적 연구결과가 다 나오게 되었지만， 이를 큰거로 

비교언어학 및 계통론에서 얻은 과거의 가설들을 재검토하여， 보다 확고한 

과학적연 결론을 도출할 수 았을지는 미지수다. 성급한 결론은 금물이겠지만， 

어느 쪽이 더 실증적 자연과학이냐 하는 기준으로 본다면 유전학적 연구결과 

가 더 신빙성이 있는 쪽이라 할 수 있다. 비교언어학 및 계통론에서 얻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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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가설들은 다분히 심증적 요소도 포함된 fiction얼 수도 있기 때문에 좀더 

검증이 필요하다. 결국 더 합리적인 판단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할 뿐이다. 

물론 Azεrbaijan과 Arrnεnian의 경우처럼 계통적 친연성이 전혀 없는 두 언 

어가 지라적으로 인접해 뒤섞여 살다 보니， 유전학적 조사 결과로도 유사성 

이 많아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경우도 았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적 상황은 어 

느 인접 언어와도 그 정도로 뒤섞인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 

또한 미토콘드리아의 유전적 계통션을 이용한 모계의 조상찾기가 유일한 

방법이 아니고， Y 염색체의 유전적 계통션을 밝힐 수 있다면 ‘아담의 아들’도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포핵 속의 수많은 유전자가 역시 유사한 

메시지를 후손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간 수천 세대의 수없이 많은 

사람의 유전자가 우리들에게 심어져 있어서， 친연성의 정도를 분간해 낸다는 

일이 그라 용이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끝으로 outgroup선정에 따라 결과가 썩 달라지는 것은 팩 흥미았는데， 기왕 

이 면 얄타이 족(특히 몽골족)과 관련 이 았을 듯하다는 American Indian (Amer

indian)으로 외집단을 잡아 보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현재는 Amer

indian의 공개된 정보를 얻을 수 없어 이번에는 수행하지 못했으나， 향후 이 

를 구해 유전학적 방변의 결파가 달리 나온다면， 이에 의해 비교언어학적 탐 

색음 심화시키도록 함 것이다. 

사용 S/W 

1. PAUP 4.0 beta version 

2. Phydit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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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고후기 

Cann, R. L. M., M. Stoneking & A. C. Wilson(1987)파 Cavalli-Sforza, L. 

Luca, Paolo Menozzi and Albeπo Piazza(1994)는 이 연구의 촉발제가 되 었다. 

특히 후자 책에 내려진 결론이 비교언어학의 추정과 꽤 달랐기 때문에 재조 

사해 보려는 탐구심을 촉발한 것이다. 

본 연구 초기에는 현재 충북대가 보유하고 있는 3만년전 홍수굴 아이 유골 

도 조사하려 했었다. 처음 전해 튿기로는 미이라라고 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 

였으나 직접 확인한 결과 3만년된 유골의 상태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다. 

뼈가 온전히 보존되어 있지 않았고 상당히 조각 조각 부서진 상태이며 또한 

보존을 위해서 고정액으로 처리한 상태여서 채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였다. 

충북대에는 다른 유골들도 있어서 조선시대 것이 약 30-50구， 고려시대의 

것이 5구 정도가 있다. 3만년된 유골에서의 DNA추출이 불가능하더라도 고려 

와 조선시대의 유골에서는 가능하리라고 생각되었다. 이 시대의 DNA와 현대 

언의 DNA 분석 비교를 앞으로 시도해 보면 좋을 것이다. 그런데 Wilson & 

Cann의 논문에서도 현대 여성을 대상으로 했으니， 우리도 최소한 현대한국언 

을 우선 조사할 수 있고， 그런 실험 결파를 대비시켜 볼 수 있을 인접 지역 

(시베리아， 중국의 만주， 일본) 자료를 더 확보 연구해서， African Origin 도표 

중에서 한국인이 어디에 정확히 위치하는지를 밝히려 하면 될 것이다. 본 연 

구는 그런 태도로 이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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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n 

A Search for Korean Origins through Genetic and 

Comparative Linguistic Methods 

Sang-Oak Lee, Jung-Bin Lee, Sunyoung Kim, Jongsik Chun 

In exploring the origins of the Korean Ianguage, there are three windows 

through which we may penetrate the mysteries of this difficuIt question: 

archaeological, genetic/ genomic, and linguistic. In this paper 1 will try to answer 

this question by looking mainly through the latter two windows. As many 

linguists have attempted to place the Korean language into the proper language 

family according to linguistic affinity, 1 also want to classi fY the Korean language 

with linguistically related languages, mainly the Altaic languages. 

The so-called Altaic linguistics is very unstable compared with the more 

rigorously documented Indo-European linguistics. The lack of sufficient evidence, 

such as a common indigenous lexicon, has madε it difficult to ascertain the 

genetic relationships and origins of languages such as Korean, Japanese, Manchu

Tungusic (Man, Gold(i), Oroqen, Ewenke, Lamut, Nanay, etc.), Mongolian (Khalkha, 

Chakhar, Urat, Khorchin, Ordos, Buriat, Oirat, Kalmyk, Da(g)ur, Monguor, Yεllow 

Uighur. etc.) and Turkish (Turkish, Turkmen(ian), Azerbaidjani, Uighur, Uzbek, 

Kumyk, Tatar, Kazakh, Kirg(h)iz, Yakut, Altai, and Chuvash, etc.), which are 

typiιally classified as Altaic. 

Recently Starostin (1991) claimed that Proto-Altaic had disappeared around the 

sixth century B.C. Other measures are needed to evaluate this hypothesis, though, 

since the intra-linguistic debate has not provided any clear evidence or break

throughs. That is why we tum to genetics as an approach and incorporate the 

results to shed new light on the origins of the Korean language. It has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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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n thal analysis of mitochondrial DNA, transmiueu lhrough matemal linεagζ， 

can be used to tesl this kinù 01' hypulhesis 

Aller collεcling data from such ethnic groLlp~ as Korean, JapanζSζ Ewenke, 

Nanay, Khalkhι Rurial, and Turkish, we have inv센igaled inllmnalioll on 

mtTJNA (mitochondrial TJNA). Whilε we do 110t use the popular STR markers 011 

Y chromosomεs (namelι TJYS 19, TJYS3891, elc.) in lhis study, we will type a 

number of Koreanδ Tungusiι and Mongolian populations 011 Y εhromosomes， and 

other nucJear markers 51κh as the gene encoding cytochrome ß -w-ill be is이aled 

by the polymerase chai l1 re끼αion， as in the next study, 

10 reality, it \\'a5 rathεr difficult to ελtract genes from hair-roots and saliva, 

야peciall y when there \~ ζre nut many sampl야 availablε lòr serious stuuy. Ye t, we 

coulù fill the vuid ωr Koreans in the map thm ~hows lhe mitochondrial DÌ\'A 

lypεs in Afriιans， AU5tralian Aboriginζ5， Cau\.:a~ians， F:asl Asians, Nal.ivζ 

Americans, J11d New Guineans. The nucleotide sequences were dete미，ined through 

미，ylogenetic analysis. lf 댄 can position the sequencεs from Kor얹I1S 111 비e 

currently available genealogical tree based on mitochondrial DNA, 、ve may be 

able to reassess the existing hypotheses on linguistκ genealogy 

110wξver， because primordial remains or ancient fragments of linguistic evidence 

are not nεadily a-、ailable in Korea duε 10 spεcial glεo-political situations, thε 

position 01' lhe Korean language has beζn 1ζn unatLest떠 in the genεalogü.:al lree 

basεd on langl떠.ges. honeth비ζss‘ lher，ζ are some examples similar lo the Altaic 

13nguage~ 1hal 3re eslimaleJ 10 havζ bζen uδt‘1 in Korea, and using thζSζ \ve 

may dra、‘ the linguistic tree shov.iß below 

Turkic 

Manchu-Tungusic 

Korεan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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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other haml, our investigation through which maternaJ lineagζ alunζ has 

” ζ11 e~tabli~hed a biological linea양 can be reported as [ollows 

Turkic 

Korean/ Japanese 

\1ongolian 

fungusic 

Korean is not isolated from Japanese‘ and the sisterhood 、vith Turkiζ is also 

strangε bεcause thε similarity bεtw∞n Korean and :v1anchu-Tungusic is more 

convmcmg aμ J띠 ing to lir볕uislü: ζvidεnces_ [t looks to bε di iTicult 10 conclude 

anything at this stage of researιh. Hov.ζver， Wε know lhe genetic method~ are 

lJU1 1ε scientifl l:, while the comparalivζ lingui~tic slu‘l)' ulìen relie‘ 011 ab‘lraι1 

recon았ruCtlO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