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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사람뼈 집단의 머리뼈에서 나타나는 변동성비대

칭을 성별에 따라 분석하였다. 변동성비대칭은 유전적, 환경적 스트레스로 인

해 발생하고 좌우 방향이 무작위하게 나타나는 생물학적 스트레스 지표이다. 

개체는 성장하면서 여러 스트레스에 노출된다. 이러한 스트레스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자원(영양분)이 필요한데 한정된 자원을 여러 부분에 사용하기 때

문에 발달상의 불안정성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체가 스트레스를 겪

을 때는 뼈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이 그 스트레스에 저항하는데 쓰일 수 있다. 

이로 인해 뼈조직의 흡수와 재조직화 과정에 지연이 있을 수 있고 그 결과로 

뼈대의 좌우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다. 신체를 안정적으로 발달시키는 과정 

중에서 유전자의 디자인대로 뼈대의 좌우 대칭을 유지하는 것이 개체의 생명 

유지에 직결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성의 생물학적 완충 능력이 남

성보다 더 크므로 유사한 유전적 배경을 가진 집단 안에서는 여성의 변동성

비대칭 수준이 남성보다 더 작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성별에 따

른 변동성비대칭 수준 차이는 집단 전체의 스트레스 수준과 사회문화적 요인

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집단 전체의 스트레스 수준과 조선시대의 

남녀차별적 양육관행을 고려하여 성별에 따른 변동성비대칭의 수준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생물인류학실험실과 충북대학교 중원

문화연구소에서 보관중인 서울 · 경기 지역의 15세기에서 20세기 초반까지의 

조선시대 사람뼈 77개체(남성 39개체, 여성 38개체)를 분석하였다. 기하학적 

형태계측학의 방법론으로 머리뼈의 형태를 분석하였으며 총 19개의 계측점

을 바탕으로 머리뼈의 형태를 추출하였다. 집단의 머리뼈 형태에서 나타나는 

변동성비대칭의 유의미성은 Morpho J 1.05e로 프로크루스테스 이원분산분석

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여성과 남성의 변동성비대칭 평균값들은 KESS로 t-

검정을 실시하여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를 보면 머리뼈 전체의 변동성비대칭은 남성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남: p<.0001; 여: p=.3244). 머리덮개뼈의 변동성비대칭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존재했다(p<.0001). 반면에 머리뼈바닥의 

변동성비대칭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존재하지 않았다(남: 

p=.9409; 여: p=.5724). 남녀의 변동성비대칭 평균값의 차이는 모든 부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남성의 변동성비대칭 평균값이 큰 경향은 

있었다.  

이 연구 결과들은 성별에 따른 생물학적 완충 능력 차이를 반영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성별에 따른 변동성비대칭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이번 연구는 그 원인으로 이 집단 전체가 

발달과정에서 경험한 높은 스트레스 수준과 남녀차별적 양육관행의 실시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남성이 여성보다 환경의 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집단 전체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때는 남녀의 변동성비대칭 수준 차이가 

더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출생 후에 이루어진 남녀차별적 양육관행에 

의해 그 차이가 줄어들었다고 추론하였다. 결국 남성의 변동성비대칭 평균이 

여성보다 높은 경향이 있었지만 이 집단 전체가 경험한 스트레스 수준과 

남녀차별적 양육관행 때문에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고 

분석하였다. 

 

 

주요어: 머리뼈, 변동성비대칭, 조선시대, 성별에 따른 차이, 기하학적 

형태계측학 

학 번: 2013-2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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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에서는 기하학적 형태계측학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서울 · 경기 

지역에서 출토된 조선시대 사람뼈 77개체의 머리뼈 형태에서 나타나는 

변동성비대칭(fluctuating asymmetry, 이하 FA)을 분석한다. 그리고 집단 

전체의 스트레스 수준과 사회문화적 요인을 바탕으로 이 집단에서 성별에 

따른 FA 수준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추론할 것이다. 

FA는 개체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여러 유전적, 환경적 스트레스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한다. 예를 들어, 영양결핍, 산모의 열악한 건강, 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질병, 기생충 감염 등이 개체가 발달상(developmental)에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들이다. 개체는 여러 자원들(영양소, 에너지 등)로 

이러한 스트레스들에 저항하여 안정적인 발달을 유지한다. 자연상의 개체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들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개체의 생존이나 발달에 있어서 

스트레스 저항력은 중요한 요인이다.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높은 개체는 

한정된 자원으로 여러 스트레스들에 효과적으로 저항하여 더 안정적으로 

발달할 수 있다. 또한 개체의 스트레스 저항력이 높으면 개체가 스트레스에 

저항하는데 쓰는 자원이 적게 들고 나머지 자원은 신체가 유전자의 디자인에 

따라 ‘이상적으로’ 발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생명 유지에 직결되는 부분 

외에 다른 곳에도 투자할 자원이 남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상적인’ 발달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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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좌우 대칭 유지와 같은 표현형(phenotype)을 유지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 저항력은 개체의 유전자의 질과 관련되고 개체가 

여러 스트레스에 저항하여 신체를 유전자의 디자인대로 발달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뼈의 경우를 살펴보면 뼈는 성장하면서 뼈세포의 성장, 이동, 분화 및 

뼈조직(bone structure)의 흡수와 재조직화(remodeling)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은 반복해서 발생하므로 뼈는 발달과정의 스트레스를 계속 경험한다. 

그런데 발달과정에 겪는 스트레스 때문에 뼈가 성장할 때 필요한 여러 

영양소(예를 들어, 아미노산)들이 뼈의 성장에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할 수 

있다. 최소한의 영양소만이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뼈성장을 위해서 뼈세포 및 

조직에 공급되고 나머지 영양소는 개체가 겪는 스트레스에 저항하는 데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자원이 한정되어 있을 때는 뼈성장에 필요한 

자원들 중 일부가 다른 곳에 사용되고 뼈의 성장 과정에 여러 방해(noise)가 

발생한다. 결국 개체는 발달 과정에서의 불안정성(developmental 

instability)을 경험한다. 예를 들어, 뼈가 성장할 때 뼈조직의 흡수와 재조직화 

과정에 지연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방해는 뼈대 좌우의 성장이 동시에 

혹은 유전자의 디자인대로 발생할 수 없게 한다. 그 결과로 뼈대에서 좌우 

비대칭이 나타날 수 있다. 뼈대가 성장하면서 좌우 대칭을 유지하는 것이 

개체의 생명유지와 직결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 스트레스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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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에서 좌우의 방향이 무작위하게 나타난 비대칭이 FA이다. 즉 FA는 

개체가 경험한 스트레스 수준이나 개체의 스트레스 저항력을 반영하는 

생물학적 스트레스 지표이다(Van Valen, 1962).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특정 

집단을 구성하는 개체들의 유전적 배경과 개체들이 발달 과정에 경험한 

스트레스 수준이 유사하다고 가정한다면 스트레스 저항력이 높은 개체가 

신체의 좌우 대칭을 표현형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와 같은 FA의 특성을 고려하면 유사한 유전적 배경을 가진 집단 

안에서는 남성의 FA 수준이 여성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Dibennardo and Bailit, 1978).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에 저항하여 

안정적으로 발달하는 능력은 여성이 남성보다 크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태아와 유아의 유병률 및 사망률 등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높은 면역력을 갖고 주변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저항하여 더 안정적으로 발달한다고 분석했다(Stinson, 1985; 

Møller et al., 2009). 따라서 여성의 스트레스 저항력이 남성보다 더 크기 

때문에 FA 수준은 여성에서 더 낮게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에서 

성별에 따른 FA 수준 차이가 예측대로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는 

않았다(Dibennardo and Bailit, 1978; Harris and Nueeia, 1980; Noss et al., 

1983; Trivers et al., 1999; Guatelli-steinberg et al., 2006; Peiris et al., 2013). 

성별에 따른 FA 수준 차이가 나타나는 양상은 사회문화적 요인이나 집단 



 

4 

전체의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사회문화적 

요인 중에서도 남녀차별적 양육관행은 출생 후 여성이 발달하는 과정에 큰 

스트레스를 준다. 예를 들어, 1974-1977년의 방글라데시에서 태아는 남아의 

사망률이 높았지만 출생 후에는 남녀차별적 양육관행 때문에 여아의 

사망률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D’Souza and Chen, 1980). 이러한 점에서 

남녀차별적 양육관행은 출생 전에 존재했던 남성과 여성의 FA 수준 차이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이 현상이 심한 경우에는 여성의 FA 수준이 남성보다 

높아질 수도 있다. 

반면에 집단 전체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면 남성과 여성의 FA 수준 

차이가 더 커지기도 한다(Özener, 2010a). 높은 스트레스 수준에 남성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녀차별적 양육관행을 실시할 수 없는 

출생 전에는 그 집단이 경험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남성의 FA 수준이 

여성보다 더 커질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조선시대 사람뼈 집단에서 남성과 

여성의 FA 수준 차이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만약 출생 전에 

남녀의 FA 수준 차이가 상당히 컸다면 출생 후에 남녀차별적 양육관행이 

실시되었더라도 성별에 따른 FA 수준 차이가 역전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출생 전에 남녀의 FA 수준 차이가 작았다면 출생 후에 여성의 FA 수준이 

남성보다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집단 전체의 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고 집단이 가진 사회문화적 요인을 고려하여 이 집단에서 성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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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 수준 차이가 나타난 원인을 분석할 것이다. 

한편 기존 연구들은 신체의 다양한 부위에서 FA를 연구해 왔다. 예를 

들어, FA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집단이나 개체가 발달 과정에서 경험한 

스트레스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치아(Dibennardo and Bailit, 1978; Harris and 

Nueeia, 1980; Noss et al., 1983; Guatelli-steinberg et al., 2006; Peiris et al., 

2013), 얼굴(Gangestad et al., 1994; Swaddle and Cuthill, 1995; Scheib et al., 

1999; Koehler et al., 2004; Özener, 2010a), 머리뼈 전체(DeLeon, 2007; 

Gawlikowska et al., 2007; Bigoni et al., 2013; Weisensee, 2013), 발목이나 손목 

등(Trivers et al., 1999; Wells et al., 2006)의 부위를 이용해왔다. 그런데 

DeLeon(2007)의 연구에 따르면 FA는 같은 부위 안에서도 특정 부분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DeLeon(2007)은 머리뼈의 FA를 분석했는데 머리뼈의 

부분마다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FA가 발생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특정한 부위를 연구할 때 그 부위 전체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만약 

머리뼈를 연구할 때 특정한 계측점들 사이의 선형길이만을 선별하면 그 

부분이 FA에 민감한 정도에 따라 연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즉 신체 

부위들을 연구할 때 최대 너비와 같은 선형거리보다 전체 형태를 대상으로 

좌우비대칭을 계산하는 것이 FA를 더 정확하게 도출할 수 있다. 하지만 

치아나 팔목과 같은 신체 부위들에는 최대 너비처럼 선형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계측점 외에 전체 형태를 도출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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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에서는 앞뒤와 좌우의 최대 너비를 측정할 수 있지만 치아의 전체 

형태를 도출할 수 있는 계측점을 찾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머리뼈는 FA를 연구하는데 적합한 부위 중의 하나이다. 

머리뼈에는 다양한 계측점들이 있어서 그 계측점들을 이용해 머리뼈 전체의 

형태를 한 번에 도출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머리뼈를 

FA 연구에 이용하였고 머리뼈의 FA와 스트레스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해왔다(DeLeon, 2007; Gawlikowska et al., 2007; Bigoni et al., 2013; 

Weisensee, 2013). 그러나 이 연구들에는 뼈대 부위에 가해지는 

역학적(mechanical) 스트레스를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역학적 

스트레스는 뼈대를 변형시키므로 뼈대의 FA가 반영하는 발달 과정상의 

스트레스를 상쇄하거나 과장할 수 있다. 역학적 스트레스로 인한 형태 

변형은 많이 사용하는 부위가 더 발달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기제이기 

때문이다(Ruff et al., 2006). 이러한 발달은 뼈가 역학적 스트레스에 

기능적으로 적응하는 것이므로 FA와는 다른 종류의 반응이다. 특히 씹기 

근육(masticatory muscle)은 얼굴뼈와 아래턱뼈의 형태 변형을 가져올 수 

있다(Ingervall and Helkimo, 1978; Raadsheer et al., 1996; Tuxen et al., 1999). 

예를 들어, 씹기 근육이 발달하면 얼굴이 넓어지고 짧아지는 경향이 있다. 

음식을 씹는 방향의 선호도 때문에 얼굴뼈의 좌우비대칭이 발생할 수도 

있다(Bigoni et al., 2013). 따라서 역학적 스트레스는 기존의 연구들이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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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뼈 FA와 유전적, 환경적 스트레스의 관계를 모호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연구는 역학적 스트레스의 영향을 얼굴뼈보다 

상대적으로 덜 받는 머리뼈바닥(basicranium)과 머리덮개뼈(vault)에서 FA를 

분석한다. 그런데 머리뼈바닥과 머리덮개뼈에도 몇몇 부분에는 씹기 활동에 

사용되는 근육들이 붙어있다. 따라서 머리뼈바닥과 머리덮개뼈에서 씹기 

활동에 사용되는 관자근(temporal muscle), 깨물근(masseter muscle), 

가쪽날개근(lateral pterygoid muscle), 안쪽날개근(medial pterygoid muscle)에 

있는 계측점들은 측정에서 제외하였다. 예외적으로 Eurion은 측정에 

포함하였는데 이 점을 제외할 경우에 머리덮개뼈에서의 좌우계측점이 

Asterion만 남아서 그 부위의 좌우 비대칭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이번 연구는 조선시대 사람뼈 집단에서 성별에 따른 FA 

수준 차이가 나타나는 양상과 그 원인을 분석한다. 이 분석을 위해 집단 

전체가 경험한 스트레스 수준과 집단이 가진 사회문화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할 것이다. 그리고 FA를 분석하기 위해서 머리뼈를 이용하되 기존 

연구들이 간과했던 역학적 스트레스를 최대한 통제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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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1) 남녀의 생물학적 완충 능력 차이 

 

① 남녀의 생물학적 완충 능력 차이의 근거 

 

태아와 유아의 유병률 및 사망률, 환경에 따른 신장 성적 이형성의 변화, 

기생충 감염률 등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남녀의 생물학적 완충 능력 차이를 

주장해왔다(Stinson, 1985; Klein, 2000; 2004). 먼저 전세계의 여러 시대와 

지역에서 조사된 태아와 유아의 유병률 및 사망률을 살펴보겠다. 1974-

1977년에 조사된 방글라데시의 태아 사망률(D’Souza and Chen, 1980), 1880-

1960년에 조사된 뉴욕의 유아 사망률(Abramowicz and Barnett, 1970), 1954년 

혹은 1955년에 조사된 캐나다 미국, 칠레, 일본, 오스트리아, 핀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스코틀랜드, 유고슬라비아의 

유아사망률(Hammoud, 1965), 1958-1985년에 조사된 이스라엘의 유아 전염병 

유병률(Green, 1992), 조사 대상이 밝혀지지 않은 1964-1983년의 조산 및 

7일 이내 유아 사망률(Jakobovits et al., 1987) 등에서 모두 남아의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 환경의 질에 더 민감하므로 열악한 환경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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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향상된 환경에서 신장 성적 이형성이 더 커진다. 열악한 환경이 

더 나은 환경으로 변화할 때 남성의 신장 증가 속도가 여성보다 더 크므로 

남녀의 신장 차이도 그만큼 더 벌어진다. 여아가 열악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여러 환경적 스트레스에 남아보다 효과적으로 저항하여 남아에 비해 더 

안정적으로 발달하기 때문이다. 유전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남한과 

북한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남한의 1980년 출생자들이 1955-

1959년의 출생자들보다 확연하게 큰 신장 성적 이형성을 보여줬다. 남한의 

여러 경제적, 사회적 환경이 나아지면서 영양공급 등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졌고 이러한 영향으로 1980년대 출생한 인구 집단의 신장 성적 

이형성이 더 커진 것이다. 하지만 북한 사람들(탈북자)은 이러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박순영, 2011). 

마지막으로 기생충 감염률에 관한 연구들은 남성의 높은 기생충 

감염률이 여성에 비해 낮은 면역력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이러한 특성은 

인간뿐만 아니라 조류, 파충류, 설치류 등에서 모두 발견되는 경향이다(Klein, 

2004). 예를 들어,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Schistosoma mansoni, 

Toxocara spp, Wuchereria bancrofti, Onchocerca volvulus, Necator 

americanus, P. vivax, P. falciparum, L. donovani, Leishmania braziliensis, 

Entamoeba histolytica 등의 기생충들에 대한 감염률을 조사했는데 모두 

남성의 감염률이 높았다(Klei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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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부분의 인간 사회에서 남성은 여성에 비해 활동 영역이 넓고 

신체의 크기가 커서 기생충의 공격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Klein, 2000). 

그리고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실시하는 모든 활동을 제한하는 등의 실험은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요인들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남성의 

높은 기생충 감염률이 오직 생물학적 완충 능력이 작기 때문이라고 완전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또한 신장 성적 이형성에 관한 연구들 중 일부는 

인류 사회에 존재하는 남녀차별적 양육관행의 가능성 때문에 일관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고해왔다(박순영, 2011). 결국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완충 능력 차이를 지지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태아와 유아의 사망률 및 

유병률이다(Stinson, 1985). 출생 전에는 태아를 대상으로 남녀차별적 

양육관행을 실시할 수 없고 이와 관련한 연구들에서는 남아가 생물학적으로 

환경의 질에 더 민감하다는 증거들을 일관성 있게 보고하기 때문이다. 

 

② 남녀의 생물학적 완충 능력 차이의 발생 원인 

 

기존 연구들에서는 남녀의 생물학적 완충 능력 차이가 X염색체(Barbara, 

2007)의 기능과 성호르몬의 작용(Klein, 2000; 2004)때문에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X염색체에 관한 논의는 남성이 X염색체를 하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에 비해서 환경 변화 등의 스트레스에 더 취약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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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이다(Barbara, 2007). X염색체는 약 1100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Y염색체는 100개 미만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X염색체의 유전자는 

대부분이 면역 반응, 혈액 응고, 신진대사, 태아의 발달과 관련되어 있다. 

이에 반해 Y염색체에서 기능적으로 중요한 유전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은 

SRY(sex region Y)로서 고환 발달에만 관여한다. 따라서 여성은 여성이 가진 

한 X염색체가 돌연변이를 일으키거나 불활성화되더라도 다른 X염색체가 

기능을 할 수 있다. 결국 여성이 남성보다 X염색체를 하나 더 가지고 있어서 

신체의 면역력 및 저항력과 관련하여 여성의 생물학적 완충 능력이 높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스테로이드 계열 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은 

항체(antibody)의 생산을 줄이고 남성의 면역력을 약하게 한다. Klein(2004)은 

테스토스테론이 기생충에 대한 취약성을 크게 하는데, 거세를 하면 

상대적으로 기생충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졌다고 보고했다. 다른 연구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을 투여한 암컷 쥐의 기생충에 대한 취약성이 더 커졌다(Benten 

et al., 1992). 

그런데 갑상선종(goiter)처럼 여성호르몬에 의해 유병률이 높아지는 

질병도 존재한다(Greene, 1973). 여성의 높은 갑상선종 유병률은 사춘기가 

되면 두드러지는데 에스트로겐은 체내의 티록신결합글로블린(thyroxine 

binding globulin)을 증가시키고 자유 갑상선 호르몬(free thyroid hormon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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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시킨다. 그 결과 여성의 갑상선종 유병률이 높아진다. 또한 임신 기간에 

증가하는 여성호르몬이 여성의 기생충 감염률을 높이기도 한다(Roberts et al., 

1996). 즉 오직 남성호르몬만이 인간의 생물학적 완충 능력을 낮추지는 

않는다. 결국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완충 능력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X염색체의 기능이 성호르몬의 작용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 

 

2) FA의 일반적인 특성 

 

① 좌우 비대칭의 종류와 그 특징 

 

개체의 좌우 비대칭은 다양한 이유에 의해 나타나는데 그 종류에는 FA, 

방향성비대칭(directional asymmetry, 이하 DA), 반비대칭(antisymmetry, 이하 

AS)이 있다. 먼저 FA는 개체의 스트레스 수준 및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과 

관련된 지표로서 완벽한 대칭으로부터의 무작위한 좌우 비대칭이다(Van 

Valen, 1962; Palmer and Strobeck, 1986). 다음으로 DA는 집단에서 유전적인 

원인 혹은 특정한 방향의 사용 선호에 따라서 나타나며 집단 전체의 한 쪽 

방향이 평균적으로 더 큰 경우이다. 예를 들어, 심장의 좌우 크기 차이(Van 

Valen, 1962), 육체노동자들의 좌우 팔 길이 차이(Özener, 2010b)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AS는 집단 수준에서 좌우 크기의 차이가 있지만 게의 집게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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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와 같이 특정한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생긴다(Van Valen, 1962). 

따라서 AS의 분포는 쌍봉형태(bimodal)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FA는 

개체의 전체 비대칭에서 DA와 AS를 모두 제거해야 발견할 수 있는 

지표이다. 따라서 개체의 비대칭 정도에서 집단의 평균 비대칭 정도(DA)를 

제거하여 FA를 구한다. 하지만 AS는 특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AS의 존재여부만을 확인한다. 

 

② FA의 발생 원인과 FA 연구 현황 

 

FA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유전적, 환경적 스트레스가 거론되어 왔다. 

유전적 스트레스에는 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질병, 근친교배 등이 있으며 

환경적 스트레스에는 산모의 건강, 영양 결핍, 소음, 심한 열 등이 

있다(Thornhill and Møller, 1997). 예를 들어, 네안데르탈인의 FA 수준이 현생 

인류보다 더 높았는데 Barrett et al.(2012)은 네안데르탈인의 낮은 복지 수준, 

Suarez(1974)는 상당한 수준의 근친 교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기존의 FA 

연구들에서는 FA의 발생 원인으로 유전적, 환경적 스트레스의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왔다. 하지만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주로 환경적 스트레스를 

분석 변수로 사용해왔다. 염색체로 인한 질병의 발병률이 낮고(예를 들어, 

다운증후군의 경우에는 3% 내외) 근친교배 집단이 희소하여 특수한 경우가 



 

14 

아니면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환경적 스트레스를 변수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한 영양공급의 차이, 산모의 건강 등이 환경적 

스트레스로 인한 변수들이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여러 인구학적, 병리학적 정보에 제한이 있는 집단이 

발달상에 경험한 일반적인 스트레스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FA를 연구 지표

로 사용해 왔다(Suarez, 1974; Harris and Nueeia, 1980; Peretz et al., 1988; 

Guatelli-steinberg et al., 2006; Shaefer et al., 2006; DeLeon, 2007; Özener, 

2010c; Barrett et al., 2012; Bigoni et al., 2013; Weisensee, 2013). 개체의 신체 

부위를 계측하여 좌우의 비대칭을 측정하는 방법은 공통 부위만 선정하면 다

양한 집단들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FA를 이용한 

연구들은 같은 지역에서 유사한 유전 정보를 공유하는 옛사람뼈 집단과 현대

인 집단, 네안데르탈인과 현생 인류, 유전 질병을 가진 집단과 정상 집단, 근

친(inbreeding) 집단과 외혼집단 등의 스트레스 수준을 비교하였다(Bigoni et 

al., 2013; Suarez, 1974; Barrett et al., 2012; Peretz et al., 1988; Shaefer et al., 

2006; Özener, 2010c). 이 연구들에서는 각 비교 집단에 비해서 과거 사람뼈 

집단, 네안데르탈인, 유전 질병 집단, 근친 집단의 FA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

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들은 FA와 발달과정에 겪는 일반적인 스트

레스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FA와 스트레스의 양의 상관관계가 항상 일정하게 나타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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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예를 들어, Kotilainen et al., 1995). 이러한 결과들은 

이형접합(heterozygosity)과 같은 유전적 배경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거나 

조절이 불가능한 요인, 측정 오차, 표본 선택에서의 오류 등 때문일 수 있다. 

예를 들어, FA 수준 자체가 아닌 스트레스에 저항하는 능력은 유전될 수 

있는데 동형접합보다는 이형접합을 가진 개체의 스트레스 저항력이 뛰어날 

수 있다(Naugler and Ludman, 1996). 그러므로 비교하는 집단들이 우연하게 

동형접합과 이형접합이 많이 나타나는 하위 집단들로 나뉘어진다면 연구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연구 대상의 유전적 정보를 모두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유전적 배경의 완벽한 통제는 거의 

불가능하다. 

 

3. 연구 재료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생물인류학실험실과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에서 보관중인 서울·경기 지역의 15세기에서 20세기 

초반까지의 조선시대 사람뼈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다. 머리뼈 전체의 형태 

연구에 사용할 좌표(coordinate)들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발굴된 사람뼈 

집단에서 기하학적 형태계측학 연구가 가능한 개체들을 선별하였다. 연구에 

사용한 개체들은 총 77개체였고 남성은 39개체, 여성은 38개체였다. 개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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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은 기존에 발행된 발굴보고서를 참고하였다(경기문화연구원, 2009; 

중앙문화재연구원, 2009; 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11; 2012). 대상 지역은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경기도 고양시 신원동 · 원흥동, 경기도 파주시 

운정동,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유적이다(그림 1).  

은평구 진관동 유적은 동경 약 126도와 북위 약 37도에 위치해 있으며 

대부분의 지형은 임야, 분지, 구릉지대이다. 이곳은 은평뉴타운 제2지구 

C공구 사업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이곳에서는 조선시대 분묘 3,466기 등의 

유구가 발굴되었으며 총 4,979점의 유물이 발굴되었다(중앙문화재연구원, 

2009). 고양시 신원동 · 원흥동 유적은 동경 약 126.5도 북위 약 37.3도에 

위치하며 동남쪽으로 서울시, 남서쪽으로 한강을 사이에 두고 김포시와 

인접한다. 이곳에서는 고려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유물들이 발굴되었으며 

조선시대 분묘들은 289기였다(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11). 파주시 운정동 

유적은 동경 약 126.7도 북위 약 37.8도에 위치한다. 이 지역에서는 토광묘 

1기, 회곽묘 1기, 회묘 4기, 수혈 42기, 구상유구 1기 등이 

발견되었다(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12). 마지막으로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유적은 동경 약 127.15도 북위 약 36.05도에 위치한다. 이곳에서는 조선시대 

토광묘 243기, 회곽묘 8기가 발견되었다. (경기문화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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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에 사용한 사람뼈들이 발굴된 유적들의 위치(google mapTM). (A) 

은평구 진관동, (B) 파주시 운정동, (C) 고양시 신원동·원흥동, (D)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4. 연구 방법 

 

1) 기하학적 형태계측학(geometric morphometrics) 

 

기하학적 형태계측학은 각 점들의 집합을 하나의 형태(shape)로 

취급한다. 즉 하나의 형태에 속해 있지만 따로 떨어져 있는 점(landmark)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다. 여기서 형태는 측정하고자 하는 개체의 위치(location),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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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size), 회전(rotation)을 제외한 요인이다(Zelditch et al., 2012). 따라서 

개체의 형태를 나타내는 함수가 일 때, 가 되므로 와 

1 는 형태는 동일하고 크기만 다르게 나타낸다. 그리고 기하학적 

형태계측학은 크기도 하나의 변수로 취급하여 분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통적 형태계측학(traditional morphometrics)에서 했던 분석들도 기하학적 

형태계측학으로 모두 분석이 가능하다. 각 점에서 점에 이르는 선형 길이와 

그들이 이루는 각도들을 원자료(raw data)에서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하학적 형태계측학을 이용한 연구는 자료 수집과 정렬 과정에서 미리 

크기와 형태를 구분하기 때문에 전통적 형태계측학에 비해서 좀 더 정확하며 

간단하게 형태를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기하학적 형태계측학의 분석법은 

좌표들을 대상으로 다변량 통계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선형거리들만을 바탕으

로 하는 좌우 비대칭 분석보다 통계적 검정력이 더 강건(robust)하다 

(Zelditch et al., 2012). 한편 전통적 형태계측학은 크기에서 형태를 분리하기 

위해서 비율을 이용한다. 하지만 전통적 형태계측학으로 전체의 형태를 분석

하기 위해서는 비율간의 관계들을 모두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분석 과정이 

상대적으로 더 복잡하고 통계적 검정 과정에서 만족시켜야 하는 유의수준이 

굉장히 작아진다. 

                                           

1 단, a는 양수 스칼라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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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학적 형태계측학에서는 개체의 위치, 크기, 회전 요소들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프로크루스테스 겹침(Procrustes superimposition)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각 개체의 무게중심(centroid)을 원점으로 옮겨서 위치 정보를 

일치시키고, 2  각 좌표들을 무게중심크기(centroid size)로 나누어 

무게중심크기를 1로 만든다. 3  마지막으로 각 개체들을 모두 회전시키는데 

동일한 위치에서 추출된 각 점들 사이의 거리를 모두 제곱하여 더한 뒤에 

제곱근을 취한 값이 최소가 되도록 계산한다(Slice, 2005; Zelditch et al., 

2012). 4  따라서 측정 오차를 0으로 가정하면 이 기법을 적용한 뒤에는 

개체간 거리에 오직 형태 차이만 남는다. 이 값을 이용하여 개체 간의 형태 

                                           

2  예를 들어, 각 점의 (x,y)좌표가 (a,b), (c,d), (e,f)인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x,y)좌표는 

이다. 세 점에서 각각 무게중심을 빼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0,0)이 

된다. 

3 무게중심크기는 무게중심에서 각 점의 값을 빼고 제곱하여 모두 더한 뒤 제곱근을 취한 값

이다. 무게중심을 C, 각 점을 라고 했을 때, 삼각형의 무게중심크기는 

이다. 

4  이 단계에는 회전공식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2차원 공간에서는 각 점 를 

로 곱한다. 점 는 가 

된다. 공통된 부분에서 추출된 각 점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게 하는 값을 구하여 개체

들을 회전시킨다. 

 



 

20 

차이를 나타낸 것이 프로크루스테스 거리(Procrustes distance)이다. 

Kendall(1984)의 공간 이론이 이 기법에 사용되며 이 이론은 형태 

공간(shape space)의 초구(hypersphere) 위에 각 개체의 형태들을 벡터 

형식으로 표현한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프로크루스테스 거리를 구하기 힘들 

때는 초구에 접하는 평면 공간(tangent space)에서 유클리드 선형 거리로 

근사(approximation)한다(Zelditch et al., 2012:75-102). 

예를 들어, 2차원 공간의 점이 3개, 좌표가 6개인 삼각형의 

프로크루스테스 겹침을 생각할 수 있다. 먼저, 그림 2의 (A)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삼각형 2개의 무게중심 좌표를 (B)처럼 같은 점으로 옮긴다. 다음으로 

(C)와 같이 두 삼각형의 무게중심크기를 1로 만든다. 마지막으로 (D)처럼 한 

삼각형을 기준으로 다른 삼각형을 회전시킨다. 이런 식으로 자료에 속한 

모든 개체들을 겹침 및 정렬하여 분석하는 것이 ‘일반화된 프로크루스테스 

겹침 분석(generalized Procrustes superimposition analysis, 이하 GP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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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삼각형 2개의 프로크루스테스 겹침 

 

 

2) 좌표 정보 수집  

 

이번 연구는 자료의 정확성을 위해서 적절한 기간을 두고 MicroScribe 

G2X(Immersion Corporation, USA)로 머리뼈의 계측점들을 2회 측정하였다. 

계측점들은 Weisensee and Jantz(2011)의 연구에서 선택하여 적용하였고 

머리덮개뼈에서 8개, 머리뼈바닥에서 11개였다(그림 3). 

머리뼈의 계측점 자료는 Bookstein(1991)의 기준에 따라서 제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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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의 점들을 모두 고려하여 수집했다. 먼저, 제 1형식 점은 해부학적으로 

분명하게 추출할 수 있는 점이다. 예를 들어, 머리뼈에는 관상봉합선(coronal 

suture)과 시상봉합선(sagittal suture)의 교차점인 정수리점(bregma)이 있다. 

다음으로 제 2형식 점은 송곳니(canine)의 가장 끝부분과 같이 어느 부분의 

끝점이다. 마지막으로 제 3형식 점은 어느 부위의 가장 깊은 곳과 같이 

그곳의 전체 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점이다. 

 

그림 3. 계측점들의 위치 

 

 

3) 좌우 형태의 비대칭 계산 방법 

 

이번 연구는 좌우 크기 대신 좌우 형태의 비대칭을 계산한다. 그런데 

좌우 크기와 형태의 비대칭에는 계산 방법의 차이가 있다. 먼저, 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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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비대칭 분석을 위해서는 개체의 좌우 크기 차이인 을 이용한다. 

이 값들의 집단 평균이 DA이며 각 개체의 전체 비대칭(individual asymmetry, 

이하 IA)에서 DA를 뺀 값이 개체의 FA이다. 이 식은 로 

표현한다. 는 측정오류로 인한 오차항이다. 결국 크기를 대상으로 하면 각 

개체가 가진 값의 분포를 이용해서 FA, DA, AS를 도출한다. 

형태의 좌우 비대칭을 구할 때는 각 점의 좌표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특히 머리뼈와 같은 데칼코마니 종류의 대칭구조(object symmetry)는 

중심선(median line)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완벽한 대칭 형태와 실제 자료의 

좌우형태 차이로 구해야 한다(Klingenberg et al., 2002). 예를 들어, 3차원에서 

표현된 머리뼈는 각 점이 (x, y, z) 좌표를 가지므로 점 a개를 가진 n개의 

머리뼈에는 3an개의 비대칭요소가 있다. 즉 형태의 FA는 크기의 FA와는 

달리 모든 비대칭요소(coordinate asymmetry, 이하 CA)들에 각각 평균 

비대칭 값(average coordinate asymmetry, 이하 ACA)들이 있다. 형태의 FA 

값도 크기의 FA 값을 구할 때와 같이 IA에서 DA를 빼는 형식을 취한다. 

하지만 프로크루스테스 거리(Procrustes distance)를 이용하여 집단의 

평균적인 비대칭 형태와 실제데이터 형태의 거리를 구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형태의 FA 값을 구할 때는 각 좌표에 해당하는 CA에서 ACA를 뺀 

뒤에 그것을 제곱한 값을 모든 좌표에 대해 더한 뒤 제곱근을 취하기 

때문이다. 결국 3차원상의 a개의 점을 가진 n번째 개체의 비대칭요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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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개일 때 그 개체의 FA값은 이다. 이 식에 따르면 

개체의 형태 FA는 모두 양수 값이다. 

 

4) 통계적 분석 

 

집단의 전체적인 형태의 FA와 DA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성 분석은 

Palmer and Strobeck(1986)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집단수준의 FA 

유의미성을 도출하기 위해 이원분산분석(two-factor ANOVA)을 이용한다. 

여기서 FA는 개체(individual)와 방향(side)의 교호작용(interaction)과 

반복측정으로 인한 오류항( )으로 분석한다. DA도 유사한 방법을 이용해 

방향과 오류항으로 분석한다. 이 방법에는 개체와 방향을 각각 

무작위(random)항과 고정(fixed)항으로 둔 이원분산분석이 실시된다. 형태의 

FA는 프로크루스테스 거리(Procrustes distance)를 이용하기 때문에 

프로크루스테스 이원분산분석(Procrustes ANOVA)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형태의 좌우비대칭을 구할 때도 크기의 좌우비대칭과 마찬가지로 AS를 

고려해야 한다. 이 분석을 위해서는 주성분 분석법(principal components 

analysis)으로 자료들이 모인 패턴을 참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집단의 FA 

평균 비교는 위에서 구한 FA 평균값들로 -검정을 실시하였다. 

기하학적 형태계측학 분석을 위해서는 종합적인(comprehensive)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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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프로그램인 Morpho J 1.05e(Klingenberg, 2011)를 이용하였다. Morpho 

J에서 불가능한 부가적인 통계분석들은 KESS(Korean Educational Statistics 

Software)로 실시하였다. 

 

5. 연구 결과 

 

먼저 AS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머리뼈 형태의 비대칭성분에 

대한 주성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4를 보면 주성분점수(principal 

component score) 1과 2가 두 곳으로 몰려 있지 않고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AS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남성과 여성의 

머리뼈 전체(얼굴뼈 제외)에 FA가 유의미하게 존재하는지 확인하였다. 이 

분석 결과는 표 1과 2에서 정리하였다. 이 표들을 보면 FA는 남성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남: p<.0001; 여: p=.3244). 하지만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남성과 여성의 머리뼈 전체의 FA 평균값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p=.186 ). 

부위별로 FA 존재의 유의미성과 남녀의 FA 평균 비교 결과는 표 3과 

4에 정리하였다. 먼저, 표 3을 보면 머리뼈바닥의 FA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존재하지 않았다(남: p=.9409; 여: p=.5724). 반면에 

머리덮개뼈의 FA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존재했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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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남녀의 FA 평균값 차이는 모든 부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하지만 남성의 FA값 평균이 큰 경향은 있었다. 머리덮개뼈의 FA 

평균 차이가 가장 작았으며 머리뼈바닥, 머리뼈 전체(얼굴뼈 제외) 순으로 그 

차이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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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머리뼈 전체 형태의 비대칭성분의 주성분점수 분포(위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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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여성의 머리뼈 전체 형태(얼굴뼈 제외)에 대한 프로크루스테스 ANOVA  

 

표 2. 남성의 머리뼈 전체 형태(얼굴뼈 제외)에 대한 프로크루스테스 ANOVA  

 

표 3. 부위별 남성과 여성의 FA존재 유의미성 검정 결과 

요인 제곱합 평균제곱합 자유도 F값 P값 

개체 0.1165 0.000245 476 4.42 <.0001 

방향(DA) 0.0063 0.000284 22 5.13 <.0001 

개체*방향(FA) 0.0207 0.000055 374 1.04 0.3244 

오차항 

(측정오류) 

0.0909 0.000053 1700   

요인 제곱합 평균제곱합 자유도 F값 P값 

개체 0.1544 0.000262 588 3.91 <.0001 

방향 0.0054 0.000247 22 3.68 <.0001 

개체*방향 0.031 0.000067 462 1.51 <.0001 

오차항 0.0799 0.000044 1800   

 개체 수 제곱합 평균제곱합 자유도 F값 P값 

머리뼈바닥       

남성 26 0.0307 0.000102 300 0.86 0.9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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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부위별 남성과 여성의 FA값 평균 비교 

 

 

 

  0.1602 0.000118 1352   

여성 23 0.0247 0.000094 264 0.98 0.5724 

  0.1118 0.000096 1170   

머리덮개뼈       

남성 26 0.0503 0.000287 175 1.60 <.0001 

  0.1588 0.000179 884   

여성 26 0.0519 0.000296 175 1.70 <.0001 

  0.1482 0.000174 850   

 남성 여성  

부위 FA값 평균 개체 수 FA값 평균 개체 수 P값 

머리덮개뼈 0.0254 26 0.0251 26 0.9398 

머리뼈바닥 0.0202 26 0.0193 23 0.622 

머리뼈 전체 

(얼굴뼈 제외) 

0.0232 22 0.0201 18 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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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찰 

 

이번 연구의 결과를 보면 머리뼈 전체의 FA는 남성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존재했다(표 1과 2).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른 생물학적 완충 

능력 차이를 반영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여성의 생물학적 완충 능력이 

남성보다 더 크기 때문에 여성에서 FA 수준이 더 낮게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남녀의 FA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표 4). 

이러한 결과는 Özener(2010a)의 연구에서도 발견된다. Özener(2010a)는 터키 

앙카라의 현대인 집단에서 성별에 따른 FA 수준을 비교했는데 하류층에서만 

남성의 FA 수준이 여성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상류층에서는 남성의 FA 수준이 여성보다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상류층이 발달과정에서 경험한 스트레스 수준이 

하류층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남성이 여성보다 환경의 질에 더 민감하므로 

하류층의 성별에 따른 FA 수준 차이가 상류층의 FA 수준 차이보다 더 크게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이번 연구에 사용된 조선시대 사람뼈 집단은 모두 

회묘에서 출토된 개체들이었는데 그 당시의 매장 관습을 고려하면 이 집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상류층에 속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우은진 외, 2011). 

따라서 이 집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려하면 이 집단이 발달 과정에서 

경험한 일반적인 스트레스 수준이 낮았고 이 요인으로 인해 남성과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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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 수준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집단은 사회문화적으로 남녀차별적 양육관행을 실시했을 

가능성이 있다. 조선시대 중·후기는 남존여비 사상을 바탕으로 칠거지악, 

삼종지도 등을 여성에게 강요했고 대를 잇는 아들을 중요시했던 시기였기 

때문이다(이경혜, 1999). 일반적으로 남녀차별적 양육관행이 있는 사회에서는 

출생 후 남아에게 더 많은 영양분을 투자한다. 따라서 출생 후의 발달 

과정에는 여아가 남아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리고 

머리뼈는 뇌의 성장이 거의 마치는 제1대구치의 맹출 시기(평균적으로 6세 

전후) 이후에도 계속 모양(shape)이 변하여 개체의 사춘기 생장이 멈추면 

완성되므로(Jeffery and Spoor, 2002; Neubauer et al., 2009) 출생 후의 

남녀차별적 양육관행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조선시대 집단에서는 성별에 따른 FA 수준이 역전되어 여성의 FA 수준이 

남성보다 높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남성의 FA 수준이 여성보다 

더 높은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이 집단에 남녀차별적 양육관행이 

존재했다면 이번 연구의 결과는 출생 전에 존재했던 남성과 여성의 FA 수준 

차이가 출생 후에도 남아있었기 때문에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국 

Özener(2010a)의 선행 연구와 이 집단이 남녀차별적 양육관행을 실시했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남성의 FA 평균이 머리뼈의 모든 부위에서 여성보다 

높게 나타난 경향은 둘 중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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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대상인 조선시대 사람뼈 집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상류층이었다. 따라서 이 집단이 발달 과정에서 경험한 일반적인 

스트레스가 낮은 수준이었다. 그 결과로 남성과 여성의 FA 수준 차이가 

작게 나타났다. 

2. 조선시대의 생활 수준 및 환경의 질이 열악해서 이 집단이 발달하면서 

받은 일반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이로 인해 성별에 

따른 FA 수준 차이가 출생 전에는 더 컸지만 출생 후에 이루어진 

남녀차별적 양육투자로 인해서 그 차이가 줄어들었다. 

 

이번 연구 결과를 보면 조선시대 사람뼈 집단의 FA 평균은 같은 

방법론을 이용한 Bigoni et al.(2013)의 중세 체코 사람뼈 집단보다 약 2.3배 

높다. 머리덮개뼈의 FA값 평균은 조선시대의 사람뼈 집단에서 0.0252, 중세 

체코의 사람뼈 집단에서 0.009였다. 머리뼈바닥의 FA값 평균은 조선시대의 

사람뼈 집단에서 0.01975, 중세 체코의 사람뼈 집단에서 0.011 였다. 그리고 

Bigoni et al.(2013)에서는 중세 체코의 사람뼈 집단과 현대 체코의 하류층에 

속하는 사람뼈 집단의 FA를 비교하였는데 중세 집단의 FA가 현대 하류층 

집단보다 약간 낮은 평균을 보였다. 하지만 두 집단의 차이는 조선시대 

집단과 중세 체코 집단 사이의 차이보다 훨씬 적은 약 0.001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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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체코의 하류층 출신 집단은 Pachner 컬렉션에 속하는데 이들은 

1930년대 사람들로서 여러 환경적 스트레스에 높은 수준으로 노출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이 집단에서는 높은 수준의 뼈대 비대칭, 낮은 

수준의 성적이형성, 연약한 뼈대, 높은 비율의 치아 결실 등이 발견된다. 

따라서 조선시대 사람뼈 집단이 발달 과정에서 경험한 일반적인 스트레스가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한편, 은평구 진관동에서 출토된 조선시대 사람뼈 집단의 선형 에나멜 

형성부전증(linear enamel hypoplasia, 이하 LEH)에 대한 연구에서도 이 

집단의 LEH 유병률을 높은 수준으로 보고하였다(박순영 외, 2011). 예를 들어, 

LEH의 치아별 유병률이 아래턱 좌우 송곳니에서는 각각 88.5%와 90.6%로 

나타났다. LEH는 치아가 발달할 때 경험한 생리적 스트레스에 의해 생긴 

가로 고랑 모양의 에나멜 결함인데 이 스트레스 지표도 FA와 마찬가지로 

개체가 발달하면서 경험한 스트레스를 연구하는데 이용되어 왔다(Gautalli-

Steinberg and Lukacs, 1999). 그리고 Gautalli-Steinberg and Lukacs(1999)가 

정리한 LEH 연구들의 개체별 유병률을 보면 조선시대 집단의 유병률은 여러 

시대와 지역의 집단들 중에서도 높은 수준에 속한다. 현대인을 대상으로 한 

정리를 보면 중국인이 약 43-58%, 멕시코인이 약 54-60%, 옛사람뼈 

자료에서는 Pueblo 인디언이 약 61-81%, Anasazi 인디언이 약 88-93%의 

유병률을 보였다. 노예 생활을 했던 집단들에서는 로마 제국이 약 6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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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약 37-100%의 유병률을 보였다. 한편 조선시대 사람뼈 집단에서는 

아래턱뼈 송곳니에서 약 90%의 유병률이 나타나므로 적어도 이 치아를 가진 

개체들은 약 90%가 LEH를 갖고 있다. 박순영 외(2011)에서 연구 자료로 

사용된 160 개체 중에 좌우 아래턱뼈 송곳니를 가진 개체는 각각 128개체와 

125 개체로서 치아들 중에는 아래턱뼈 송곳니의 보존율이 가장 높았다. 

따라서 좌측 아래턱뼈의 송곳니로 단순하게 계산해도 72%의 개체별 

유병률이 도출된다. 다른 치아들을 같이 고려하면 이 유병률은 더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조선시대 사람뼈 집단의 LEH 유병률과 평균적인 FA 수준을 

바탕으로 할 때 이 집단이 발달과정에서 경험한 일반적인 스트레스가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결국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조선시대 사람뼈 집단은 모두 회묘에서 

출토되어 사회경제적으로 중·상류층에 속하지만 이 집단이 발달 과정에서 

경험한 스트레스 수준은 비교적 높았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Özener(2010a)의 연구 결과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남성과 여성의 FA 

수준 차이가 커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생활 수준 및 

환경이 상당히 열악했기 때문에 출생 전에 발생한 남녀의 FA 차이가 출생 

후의 남녀차별적 양육관행에도 불구하고 남아있게 되었다는 두 번째 해석의 

가능성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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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의 한계 

 

이번 연구에는 머리뼈에 가해질 수 있는 사후변형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사람뼈 집단은 15세기에서 

20세기 초반에 해당하는 분묘에서 출토되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 사용된 

머리뼈들은 사후의 긴 시간 동안 물리적인 힘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Jurda et al.(2013)은 고고학유적에서 출토된 사람뼈의 토양과 닿았던 

각도와 머리뼈의 비대칭 패턴이 일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이번 연구 집단의 개체들은 모두 회묘에서 출토되어 개체들이 외부의 

토양과 직접 닿은 경우는 드물었다. 결국 조선시대 집단의 머리뼈가 회묘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후변형의 영향을 받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따라서 향후 회묘와 유사한 실험적 환경에서 머리뼈 형태가 받는 사후변형의 

영향을 연구하여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야 하겠다. 

 

8. 연구의 결론 및 의의 

 

이번 연구에서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출토된 15세기에서 20세기 초반의 

조선시대 사람뼈 집단을 이용하여 그들의 머리뼈에서 발생하는 FA를 집단 

내, 집단 간 수준에서 비교하였다. 이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 집단에서 성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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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FA 수준 차이가 나타난 원인과 이 집단이 발달과정에서 경험한 

스트레스 수준을 추론할 수 있었다. 

이 집단에서는 남성의 FA 수준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성별에 따른 생물학적 완충 능력 차이를 반영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즉 

여성의 스트레스 저항력이 남성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성별에 따른 FA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이번 연구는 그 원인으로 이 집단 전체가 

발달과정에서 경험한 높은 스트레스 수준과 남녀차별적 양육관행의 실시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출생 전에는 집단 전체의 높은 스트레스 수준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FA 수준 차이가 상당히 컸으며 출생 후의 남녀차별적 

양육관행에 의해 그 차이가 어느 정도는 줄었지만 여전히 남아있었다고 

해석했다. 남성이 여성보다 환경의 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집단 전체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때는 남녀의 FA 수준 차이가 더 커지기 때문이다. 

결국 남성의 FA 평균이 여성보다 높은 경향이 있었지만 이 집단 전체가 

경험한 스트레스 수준과 남녀차별적 양육관행 때문에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고 분석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머리뼈 형태의 FA를 통해 조선시대 사람들의 스트레스 

수준을 추론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상을 복원하는 생물고고학 연구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조선시대 머리뼈의 형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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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과 집단이 발달과정에 경험한 일반적인 스트레스를 연결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특정 집단을 연구할 때 그 집단이 발달과정에 겪었던 

일반적인 스트레스 수준의 분석은 그들의 전반적인 생활수준 등을 

추론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선시대 사람뼈 집단의 스트레스 

수준을 복원하는 연구는 향후 한반도에서 출토된 다양한 시대와 지역의 

옛사람뼈 집단들을 비교 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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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of cranial fluctuating asymmetry  

in a Joseon Dynasty population 

 

In this study, levels of cranial fluctuating asymmetry of males and females 

in a Joseon Dynasty population were analyzed. Fluctuating asymmetry, the 

random deviation from perfect symmetry, is a bio-indicator of genetic and 

environmental stresses. Individuals can experience various stresses while they 

develop. Given limited resources, developmental instability can occur because 

resources (nutrition) are needed to resist stresses as well as to develop. For 

instance, there can be a delay between the resorbing and restructuring 

process of bone-structures when individuals are under stress. This can result 

in fluctuating asymmetry because it is not critical for the survival of 

individuals to develop left and right side of bone in asymmetry. It can be 

expected that the level of fluctuating asymmetry of males is higher than that 

of females because the biological buffering capacity of females is higher than 

that of males. However, the level of stresses in a population and soc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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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factors can make the levels of fluctuating asymmetry of males and 

females hard to predict. In this regard, this study analyzed levels of cranial 

fluctuating asymmetry of males and females in a Joseon Dynasty population 

considering the level of stresses in a population and socio-cultural factor 

such as sex-discriminatory parenting practice. 

For this study, 77 individuals (39 males and 38 females) who lived in the 

15th to early-20th centuries from Seoul and Gyeonggi province were analyzed. 

They have been preserved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Geometric morphometrics was applied to investigate the 

shape of crania with 19 landmarks. Procrustes ANOVA was conducted to test 

statistical significance of cranial fluctuating asymmetry with Morpho J 1.05e. 

The mean values of fluctuating asymmetry of males and females were 

compared using a t-test with KESS. 

The results showed that fluctuating asymmetry in the entire cranium was 

significant only in males (males: p<.0001; females: p=.3244). Fluctuating 

asymmetry in the vault was significant in both males and females (p<.0001). 

On the other hand, fluctuating asymmetry in the basicranium was not 

significant in both males and females (males: p=.9409; females: p=.5724). The 

mean values of fluctuating asymmetry of males and females were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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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tly different in the entire cranium, the basicranium, and the vault 

although males tended to have higher mean values of fluctuating asymmetry 

than females. 

These results can be interpreted to reflect the different biological buffering 

capacity of two sexes. However, the mean values of fluctuating asymmetry of 

the two sexe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This could be caused by the 

level of stresses in a population and sex-discriminatory parenting practice. 

Different levels of fluctuating asymmetry in males and females become larger 

with high levels of stresses in a population because males are more sensitive 

to environmental quality than females. However, the different levels of 

fluctuating asymmetry between males and females can be decreased after 

birth because of sex-discriminatory parenting practice. In conclusion, it was 

inferred that males tended to have higher levels of fluctuating asymmetry 

than females although thi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ecause of levels 

of stresses in a population and sex-discriminatory parenting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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