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경제학석사학위논문 

 

 

 

영양 접근성과 질병 환경이 조선인의 신장에 

미친 영향분석 
 

 

 

 

 

 

 

2018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 제 학 부 

황 인 혁 

 

 



요약(국문초록) 

 한 국가 내에서 문화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는 신장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한 요인을 변

화시킬 수 있다. 이는 공업화를 급격하게 겪고 있던 19세기 미국, 유럽 국가들에서 목격

할 수 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신장 변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는 당

시 조선인의 신장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을 식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제감

시대상 인물카드 자료를 활용하여 영양 접근성과 질병 환경의 변화가 조선인 신장에 끼

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출생지역의 칼로리, 단백질 생산 증대가 신장을 증대시키는 효

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질병환경을 나타내는 조 사망률의 증가는 신장을 감소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규모와 년도 변화에 따른 각각의 요인들의 영향 변화

를 살펴보았다. 년도 변화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특정 인구 규모에서 영양 접근성과 

질병환경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은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신장을 결정하

는 요인을 식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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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910년 한일합방으로부터 시작하여 1948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조선인들의 생활 수

준은 학계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온 주제이다. 그에 따라 다양한 생활수준 지표를 활용

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1인당 GDP, 소비지출과 같은 경제 지표를 활용한 연구들은 일

제강점기 동안 조선의 생활수준이 개선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김낙년 2006). 이에 대

해 경제 지표 추계 과정에서의 오류를 지적하며 생활수준이 정체 혹은 감소했다는 반론 

또한 존재한다(Kimura 1993). 경제 지표 측면 외에도 조선인의 신장을 활용하여 생활

수준을 측정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1 그들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16세기말부터 감

소하기 시작한 조선인의 평균 신장은 개항기에 이르러 상승세로 돌아섰을 가능성이 있음

을 보이고 있다.  

조선인 평균 신장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일제강점기 수감자 자료, 행려 사망자 기록, 

군적 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진행되었다. 그러나 연구에서 사용되는 자료에 따라 

신장 추세에 대한 상이한 결론을 보이고 있다. 보험 및 수감자 기록을 활용한 연구는 일

제강점기에 이르러 신장 추세가 전환 됐음을 보이고 있지만 해당 연구에 내재된 문제를 

수정했을 때 일제강점기 초까지 신장이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행려 

사망자 기록을 활용한 연구에서는 1880년부터 1920년까지의 신장 증가 추세를 확인하

였다. 이처럼 연구에 활용된 자료에 따라 신장 추세가 상이하게 나타난다. 해당 시기의 

신장 추세는 일제 강점기 조선인 생활수준의 개선 여부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기에 중

요성을 갖는다. 개항기부터 신장이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다면 일제 강점기 동안 신장 증

가가 관측 되더라도 이를 전적으로 일제강점기의 영향으로 판단하기 힘들 것이다. 마찬

가지로 추세의 전환이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졌다면 일제강점기의 영향이 신장 변화를 유

발했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에 따라 상이한 추세를 관측하게 되면서 신장 추세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기 어

려운 상황이다. 이 시점에서 조선인 신장의 결정 요인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신장의 결정 요인을 밝힘으로써 관련 변수의 변화 추이에 기반하여 신장 

추세에 대한 합리적인 추론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주제

는 먼저 질병 환경과 영양 접근성이 당시 조선인의 신장에 끼치는 영향을 식별하는 것이

다. 다음으로 년도, 인구 규모의 변화에 따른 해당 요인의 영향 변화를 분석한다. 마지막

으로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회귀분석과 기존 연구의 결과를 결합하여 개항기에서 일제강

점기 초까지의 조선인 신장에 대한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한국경제사 외에서 이루어진 신장 연구들로부터의 결과를 인용하여 인과관계에 대한 

해석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세기 초에서 말까지 지속되는 평균 신장의 

감소 현상 „Antebellum Puzzle‟에 대한 미국 경제사 연구로부터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

                                           
1
 조영준(2012), 최성진(2006)과 Choi 외(2009), Kim 외(2011)의 연구가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의 조선인 신장 변화에 대해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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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장 변화를 유발하는 요인이 상이해질 수 있음을 보았다. 한 국가 내에서도 시점에 

따라 결정 요인이 변화 할 수 있으므로 연구 결과의 적용에 있어서 문화적, 경제적 차이

가 큰 국가 간의 적용에는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당시 조선인 자료를 활용한 계량

경제학적 분석이 필요한 것이다. 그럼에도 기존에 계량경제학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

던 것은 요구되는 규모의 표본과 개별 특성 변수의 수집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본 연구에서는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와 총독부 통계연보를 활용하여 극복하고자 

하였다. 비교적 표본의 수가 크고 상세하게 기록된 감시대상 인물카드는 개별 표본에 대

한 세부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이르러 작성된 통계연보는 지역 단

위의 변수를 풍부하게 제공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발견된 사실은 두 가지이다. 첫째, 질병환경의 변화가 조선인의 신

장에 강건한 영향을 끼쳤음을 확인했다. 이는 조선인의 평균 신장 추세가 위생 측면의 

변화에 따라 상이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개항기에 이르러 조선이 새로운 세계

질서에 편입되면서 인구의 관리라는 근대국가적 개념을 받아들였다. 동시에 인구 관리를 

위한 선진적 방법을 접하게 되었다. 또한 일제는 조선인의 위생 관리에 많은 노력을 쏟

았다. 위생 관리와 행정이 결합하여 조선인의 생활에 대한 통제 강도를 높였다. 위생경

찰제도, 방역과 같은 제도를 마련하고 병원 설립에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개항기에서 

일제강점기 사이의 위생 정책과 수단의 보급이 유의한 영향을 끼쳤다면 평균 신장 추세

가 반등되었을 수 있다. 둘째, 지역의 영양 접근성의 개선은 조선인 신장에 영향을 끼친 

것이 확인되었다. 지역 단위의 식품 생산량이 많은 지역일수록 영양 접근성이 높고 이는 

평균 신장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동 시기에 식량 생산이 증대되었다

면 이는 조선인의 신장을 증가시키는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의 1인당 

주요 곡물 소비량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영양 접근성 개선에 의한 신장 추

세 변화는 가능성이 미미하다.  

 

II. 선행연구 

일제강점기 조선인 생활수준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경제

지표의 변화와 신장, 교육 수준, 사망률 등의 추가적인 지표를 활용한 연구가 진행되었

다. 먼저 경제지표에 대한 연구는 주로 총독부 통계연보를 바탕으로 추계한 경제지표에 

기반하여 생활수준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김낙년(2006)은 총독부 통계연보를 활

용하여 조선의 국민소득계정을 추계하였다. 그 결과는 1911년부터 1940년까지 경제성

장이 연평균 3.7%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일 시기에 인구증가율은 1.33%였으

므로 실질적으로 연평균 2.37%의 소득증가가 이루어졌음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조선 

거주 일본인의 경제활동이 포함되어 있어 조선인만의 경제활동을 보여준다고 할 수는 없

으나 당시 세계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상당히 높은 수치임을 지적한다.  

이와는 반대로 일제강점기에 관측되는 경제 지표상의 개선은 초기 통계량의 과소 평가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며 실제로 조선인의 생활 수준은 악화되었거나 정체되었다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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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허수열 2007, 2015). 그에 따르면 합방 직후 조선 총독부는 조선의 경제 조사

를 위한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실제보다 낮은 작물 생산량, 인구 등의 통계를 발표

했다. 통계자료의 시작 시점인 1912년의 자료가 아니라 1914년 자료를 1인당 지표 계

산의 시작점으로 삼는다면 식민지 기간 동안 1인당 GDP가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었음

을 관측할 수 있다. 김낙년(2006)은 합방 이후 첫 번째 토지 조사 사업이 1911년에 시

작하여 1918년에 완수 되기 전까지 조선 총독부가 조선의 정확한 인구 규모와 경지 면

적에 대한 자료를 갖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초기 통계의 불완전한 추계가 이루어졌음을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동일 기간 동안에 관측되는 생산물의 증가의 일부는 실질적인 생

산량 증가가 아니라 통계 추계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품목의 확대에 기인할 수 있다. 

 앞서의 연구들에서 다루어지는 국민총생산, 소비지출 등의 경제지표는 생활수준을 나타

내는 한 측면이다. 하지만 이들 경제지표가 포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며 이를 보완하

기 위해 다른 지표를 활용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Kimura(1993)은 식민지 기간의 실질

임금 변화와 더불어 곡물로부터의 칼로리 섭취량, 보통학교 입학률을 활용해 교육 수준

에 대해 분석하였다. 곡물로부터의 영양 섭취는 1918년까지 증가하였다가 감소하는 것

을 확인하였고 보통학교 입학률이 일제강점기에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또한 1930년의 

총독부 자료를 활용해 저연령의 해득율이 고연령에 비해 높음을 보였다. 20-24세 남성

의 해득율은 55.7%, 여성은 14.2%였다.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남성 37.9%, 여성 4.7%

로 나타나 일제강점기 조선인 교육 수준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Kown(1977)

은 조선인의 조 사망률과 기대여명의 변화를 분석했다. 1925년부터 기대여명이 37.39세

에서 1935-40년에는 40.85세로 증가했다. 동 기간의 조 사망률은 천명당 25.9에서 

23.1로 감소하였다. 

위의 지표들 외에도 경제사 분야에서 영양상태의 대리변수로 신장 자료가 사용되어 왔

다. 특히 성장이 끝난 시점의 신장은 인간의 유전적 요인과 순 영양상태를 보여주는 적

절한 자료임이 많은 연구들에서 밝혀졌다. Steckel(1995)은 신장과 생활수준에 대한 이

전의 연구들을 집약해서 보여준다. 그에 따르면 신장은 성장기 동안의 음식 섭취, 질병, 

노동 강도의 함수로 표현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을 결정하는 것은 가계의 자

원에 대한 접근 능력인데 이는 가계 소득에 의해서 상당 부분 결정된다. 가계 소득은 음

식,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성장기 아동의 신장을 결정한다. 

동시에 아동의 노동 강도를 감소시켜 성장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신장은 

가계의 사회경제적 변수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신장은 개인 단

위의 변수가 부족한 경제사 연구에서 후생 판단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경제사 연구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신장을 통한 후생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Komlos (1996)은 남북 전쟁 이전 시기부터 관측되는 급격한 평균 신장의 감소 현상 

„Antebellum Puzzle‟을 설명하기 위해서 영양 섭취의 측면에서 접근했다. 남북전쟁 이전

에 농업 생산량은 증대되었으나 개인의 단백질 섭취량이 감소하여 신장이 감소했다는 것

이다. 단백질과 탄수화물 간의 상대 가격이 변화하면서 식단이 재편성 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적정 수준보다 낮은 단백질 섭취를 유발했고 그로 인해서 경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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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도 불구하고 평균 신장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Craig 외(1997)과 

Haines 외(2003)은 영양 섭취 측면뿐만 아니라 질병 환경의 측면까지 통합하여 평균 

신장 감소 현상의 원인을 찾고 있다. 영양 섭취 측면에서의 접근이 일부 기간의 신장 변

화를 설명하는데 적합하기는 하나 미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공업 중심 체제로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었던 19세기 말까지 지속적으로 관측되는 평균 신장의 감소를 설

명하기에는 부적합하였다. 그래서 미국 센서스 자료를 활용하여 카운티 단위의 식량 생

산량을 추계하고 이를 통해 칼로리, 단백질로 환산하여 영양 변수를 작성했다. 그리고 

질병 환경의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서 항구 지역과 도심 지역 더미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

을 진행했다. 당시 이민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미국은 항구 지역을 중심으로 이민자들

이 모여들면서 질병 환경이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도

심 지역의 열악한 거주 환경은 거주자들을 질병 환경에 노출 시켰을 것이다. 영양 섭취, 

질병 환경의 양 측면으로 접근하여 칼로리, 단백질이 신장에 유의한 효과를 끼쳤음을 보

였고 동시에 질병 환경이 신장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끼쳤음을 확인했다.  

이렇듯 영양상태를 반영하는 신장 자료를 활용하여 조선인의 생활 수준 변화를 측정하

고자 하는 노력이 한국 경제사 연구에서도 이루어졌다. 먼저 조영준 외(2012)는 일제 

강점기 이전 1574년에서 1882년의 조선인 신장 변화를 군적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군적 자료 분석을 통해서 1600년 이후부터 3세기에 걸쳐 신장이 감소했을 가능성이 높

으며 증가했을 가능성이 낮음을 지적한다.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의 표본이 풍부하여 

동 기간의 감소 추세는 신뢰할 수 있지만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 중반의 추세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최성진(2006)은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자료와 동일한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와 추가

적인 자료들을 활용하여 1910년에서 1926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조선인의 평균 신장이 

증가했고 이러한 증가가 소득 증가와 위생 개선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Choi 외(2009)

는 앞서의 연구를 보완하여 평균 신장의 시간 추세와 일제강점기 이전 출생 집단과 대비

한 평균 신장의 변화를 추정하였다. 1890년에서 1909년까지 평균신장이 0.08cm 증가

했으나 한일 합방 이후에는 0.42cm 감소했음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앞의 두 연구는 원

자료 판독과 데이터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존재함을 지적하는 연구가 있다(조영준 

2015).2 그에 따르면 원자료 가공 과정에서의 문제로 인해서 분석 결과에 오류가 발생

하게 되었다. 지적된 문제점들을 수정했을 때 강점기 초기 표본의 신장 증가는 확인되지 

않으며 1910년 이후 출생자의 신장이 소폭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Kim 외(2011)은 행려 사망자 기록을 활용하여 1880년부터 1920년까지 평균 신장이 

증가했음을 보이고 있다. 행려 사망자들의 사망 요인은 대개 가난과 관련되어 있다. 그

                                           
2
 최성진(2006)과 Choi 외(2009)는 흑백으로 출판된 영인본을 사용하였는데 복제 상태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의 판독 과정에서 오류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수감자 기록에는 동일한 인물에 대해 여러 장의 

수감 카드가 존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나 사진의 식별이 용이하지 않은 영인본은 동일한 수감자에 대

해 상이한 사진이 사용된 경우 구분이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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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기 때문에 그들은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이며 생활 수준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

게 반응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표본의 편향성을 연구의 결점이 아닌 장점으로 

해석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행려 사망자 기록은 기존에 사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자료라

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연구를 통해서 25세에서 30세의 남성 사망자들이 일제강점기 

동안 2.2cm에 이르는 평균 신장 증가가 있었음을 밝혀 냈다. 현재까지 한국의 신장 연

구 결과를 종합하면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 조선인의 신장은 감소 추세였으나 개항기에

서 일제강점기의 신장 추세에 대한 연구의 결론은 상승 추세와 정체 상태로 나뉘게 되었

다.  

미국 경제사 연구에서 이루어진 신장 연구는 조선인 신장 연구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

을 던져 준다. 국가 내에서 문화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신장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한 요인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업화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전

의 신장 감소는 단백질과 탄수화물 간의 상대가격 변화로 인한 식단의 재편성에 의해 설

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업화가 이루어지고 고도 성장을 이룩하고 있던 19세기 말 미

국에서 지속적으로 관측되는 신장 감소 추세는 영양 측면보다는 인구의 도시 집중과 그

로 인한 열악한 질병 환경 노출의 영향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시기에 따

라 상이한 요인이 신장을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신장 자료를 활용해서 조선인의 생활수

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요인들이 신장에 영향을 끼치는지 식별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루어진 한국 경제사의 신장 연구들은 신

장의 변화 추세를 분석하는 것에 집중하여 이루어졌다. 이는 인과관계 식별을 위한 계량

경제학적 분석에 요구되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쉽지 않고 개별 표본의 특성 변수를 

수집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존 신장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일제감시대상 인물카

드와 총독부 통계연보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표본수가 약 1500명으

로 단일 자료로서는 표본 수가 비교적 큰 편이다.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는 요주의 인물

에 대한 지속적 감시를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다. 그렇기에 비교적 개별 표본에 대해 

상세하고 정확한 기록이 이루어졌다. 그로 인해 출생지역, 출생 년도, 직업과 같은 개인 

변수를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일제강점기에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작성된 통계연보는 

센서스 자료로서 표본의 출생 지역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이는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풍부한 자료이다. 비교적 큰 표본과 통계연보에서 활용 가능한 지역 단

위 변수를 통해서 본 연구에서는 계량경제학 분석이 가능한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서 조선인의 신장 변화에 식품 접근성과 질병 환경이 끼친 영향에 대

한 이해를 증대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항기에서 일제강점기의 조

선인 신장 변화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인물카드 자료는 

1880년에서 1924년 표본으로 구성되어 있어 개항기와 일제강점기를 아우르고 있다. 그

러므로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라고 판단된다. 또한 1910년부터 작성된 총독부 통계

연보는 분석을 위한 다양한 변수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연보의 초기 자료의 문

제는 부분적으로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5. 회귀분석 결과)에서 상세하

게 다루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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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자료와 기초통계량 

(1)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조선인의 신장 데이터는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를 토대로 한다.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는 흔히 서대문형무소 수감자 카드라고 불린다. 그 명칭처럼 서대

문 형무소의 수감자가 약 80%를 차지하여 지배적인 규모를 보여준다. 하지만 카드에 포

함되어 있는 수감자들이 서대문 형무소에 제한되어 있지 않고 26개소에 이르는 여러 형

무소의 수감자 기록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다소 부적합한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대문 형무소 수감자를 중심으로 하여 일부 다른 형무소의 수감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로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1.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 

자료 출처: 일제 감시대상 인물 카드,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ia 

 

인물카드의 양식은 4가지 상이한 형태로 구성된다.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의 분류 기준

에 따르면, ABCD형으로 나눌 수 있다. A형과 B형 카드는 다이쇼 연호를 사용하고 있으

며 C형과 D형은 쇼와 연호를 사용한다. 인물카드에는 사진과 함께 수감자의 개인 정보

와 선고된 죄목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카드의 작성 시기와 선고일자, 입소일자가 함

께 기록되어 있다. 카드의 기재항목은 카드양식에 따라 조금씩 변화한다. 예를 들어 A, 

B, C형 카드는 사진과 인정 사항이 함께 기록 되어 있지만 D형 카드는 첫 면에는 수감

자의 사진만 부착되어 있다. 형식과 몇몇 기재항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틀은 

유지되고 있어 인물카드의 유형에 상관없이 본 연구에서 활용이 가능했다. 현재 Web 한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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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서 접근 가능한 수감자 기록은 총 6264장 중에서 인물이 중

첩된 경우, 외국인 그리고 한반도 외 지역 출생자(간도, 만주)를 제외하고 인물카드에 

신장이 입력되어 있는 표본을 활용하였다.  

동일한 자료를 사용했던 최성진(2006)에 대해 조영준(2015)은 3가지 맥락에서 비판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화 과정에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했다. 첫 번째

는 인물카드의 대표성에 관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수감자들의 사회, 경제적 배경은 범

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하위 계층을 대표할 가능성이 크다. 인물카드가 조선인의 신

장 연구에 적절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당시 조선인의 상황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이 신장 변화 추세가 아니라 인과관계에 대한 식별이기 때문이다. 만약 

인물카드의 표본이 지배적으로 하위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해당 표본을 통해서 이끌

어낸 결론을 조선인 전체에 대한 함의로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인물카드에 포함

되어 있는 인물은 완전히 독립운동 관련자들은 아니지만 독립운동과 관련된 치안유지법, 

보안법 위반이 표본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살인, 강도 등과 같은 하위 계층에서 빈

번히 발생 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수감자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비중이 매우 작다. 

따라서 죄목의 구성을 통해서 살펴 봤을 때 인물카드 자료가 하위 계층을 과다 대표 하

는 문제로부터는 비교적 자유로울 것으로 판단 된다.   

두 번째는 중복 계산 문제이다. 최성진(2006)은 동일 인물에 대한 식별이 용이하지 

않아서 자료에 중복해서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 Web DB 원본을 살

펴보면 2회이상 기재된 인물이 약 1000여명에 이르고 있어 중복 계산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연구 결과가 크게 왜곡 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최성진

(2006)에서 발생한 결과의 오류는 대부분 중복 계산에 따른 표본의 왜곡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감자의 사진을 식별하기 용이한 Web DB를 사용함으

로써 동일한 수감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었고 중복 계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판독과 측정 오차의 문제이다. 데이터화 과정에서 글씨체의 모호함으로 인

해서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 경우에는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

고 연구 표본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택했다. 또한 동일 인물에 대해 여러 장의 카드에 기

록된 신장, 출생 년도, 직업이 상이한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 특정 수치와 직업을 자의

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동일 인물에 대해서 인물카드 간에 

신장이 1cm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와 출생 년도가 1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연구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출생 년도가 1년 미만의 차이가 있는 표본은 사실상 나이는 일정

한 것이므로 연구 표본에 포함하였다.  

 

(2)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일제강점기부터 조선총독부에 의해서 작성되기 시작한 총독부 통계연보는 풍부한 정보

를 담고 있는 센서스 자료이다. 연구에서 사용되는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의 표본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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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관한 지역 단위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조선총독부 통계연보를 참고하였다. 출

생 지역 단위에서 신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역 특성 변수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도

별 한의사 수, 항구 건설 지역에 대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1911년, 1912년 2개

년 동안의 벼, 잡곡, 감자와 고구마, 콩류 및 과수의 수확 기록을 사용하였다. 앞서 선행

연구 검토에서 언급한 것처럼 초기 통계량이 과소 평가의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해당 시

기 자료를 사용하는 이유는 초기의 곡물데이터만이 도 단위가 아니라 군 단위로 작성되

어 지역별 영양 섭취 정보를 계산해내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1910년이전까지의 

출생자가 연구 표본의 70%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산미증식계획의 영향을 받은 중후기

의 식량 자료를 사용한다면 표본의 출생 당시 영양 접근성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그

리고 성장에 중요한 영양소인 단백질을 계산하기 위해서 1911년 도축장 기록을 활용하

여 육류 섭취량을 계산하였다. 도별 어획량은 1911년 자료만이 존재하는데 수량이 아닌 

금액으로 환산된 자료이다. 이를 수량으로 환산하기 위해 1912년에서 1920년까지의 품

목별 평균 금액을 추계하여 총 금액을 어획량으로 환산하였다. 이외에도 지역별 인구수, 

경지 면적 그리고 조 사망률 자료를 함께 사용하였다. 조 사망률 추계 과정에서 1910, 

1911년의 사망률이 비정상적으로 다른 년도에 비해서 낮음을 확인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1912년의 사망률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이외에 년도에 대해서는 자료가 

존재한다면 해당 시점의 조 사망률을 사용하고 조 사망률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1880년

에서 1910년까지 표본에 대해서는 1912년의 사망률을 사용하였다. 해당 시기에 특별한 

전염병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고 질병 환경 변화 또한 1920년에 접어들어 본격화 되었으

므로 시점 간에 조 사망률이 현저하게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3  

다만 초기에는 총독부가 조선의 실태를 파악할 능력을 완전히 갖추지 못하여 다소 부

정확한 추계의 문제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총독부는 조선인의 정확한 규모, 경지 면적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 1918년 토지조사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그러한 

자료 상의 문제점이 거의 해결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초기 자료가 사용되었으며 

그로 인해서 회귀분석 결과의 해석에 주의가 요구 된다. 지역별로 통계 누락의 정도가 

상이할 것이므로 이는 지역별 영양 변수의 분산을 실제와 다르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러

므로 본 연구를 통해서 얻게 된 영양 변수의 크기와 실제의 지역별 영양 접근성이 신장

에 끼친 영향이 상이할 수 있다. 하지만 편향의 방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논의는 조 사망률 회귀분석 결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정확한 

추정을 위해서 조사사업이 완료된 시기의 표본을 활용한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3) 기초통계량 

<표 1>은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표본의 기초통계량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 인물카드

                                           
3
 박경숙(2009)은 조 사망률 변화에 의한 인구 성장이 1920년부터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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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본 중에서 신장 정보가 존재하는 수감자들을 추려내었고 그 중에서 연령의 범위를 

20세에서 40세로 제한한 표본을 사용하였다.4 저 연령층에서는 성장이 완료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마찬가지로 특정 연령 이상에서는 신장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수감자의 

키는 측정 시기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수감자 기록이 작성될 당시에 측정 되었거나 수감

자의 인적 사항을 기록하기 위해서 체포 초기에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수감자의 체포

와 카드 작성 간의 시간 간격이 크다면 나이에 따른 신장 변화를 올바르게 통제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인물카드에 기록되어 있는 사진 촬영일과 형벌 선

고일 간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로부터는 자유로울 것으로 보인다.5  

신장의 기록은 미터법과 척관법 두 가지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미터법으로 작성된 

것은 그대로 사용하고 척관법으로 기록된 경우는 미터법으로 환산하였다.6 연령의 계산

은 인물 카드에 작성되어 있는 출생일과 사진 촬영일을 이용하여 계산했다.7 전체 표본 

중에서 출생일을 알 수 없는 표본은 연령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 표본에서 제외

되었다. 수감자의 직업 분류는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했던 기존 연구의 방식을 따랐다.8 

수감자가 저지른 범죄의 특성은 그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통제하기 위해 범죄의 특성 별로 더미 변수로 처리하였다. 치안유지법, 보안법 위

반자는 보안법으로 처리하였고 강도, 살인 등의 범죄는 폭력 범죄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사기, 횡령, 국가총동원법 위반은 경제 범죄로 처리하였으며 확인되지 않는 수감자는 미

상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1인당 1일 섭취 칼로리와 단백질은 조선 총독부 자료로부터 

이용 가능한 작물 데이터를 활용해서 계산했다. 단백질은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영양소

이므로 지역에서 생산된 작물, 육류 및 어류로부터 별도로 계산하였다. 

다음으로 지역 단위의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로서 도별 한의사 수와 항구 설립 지역에 

대한 변수를 추가하였다. 한의사 수는 지역 단위 의료 서비스 공급을 나타내는 변수로 

생각할 수 있다. 의료 서비스가 풍부하게 제공되는 지역의 거주자는 질병에 걸리더라도 

                                           
4
 전체 인물카드 6264장 중에서 중첩된 경우를 제외한 순인원은 4800여명이다. 그들 중에서 신장정보가 

입력되어 있으며 20세에서 40세의 연령 조건 등을 최종적 표본은 1532명이다. 표본선택편향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장이 입력된 수감자가 전체 표본과 동일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요구

된다. 그러나 시간 제약의 문제로 인해 전체 표본을 모두 데이터화 하지 못하여 그러한 과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5
 선고일과 사진 촬영일 간의 차이는 대부분 샘플에 대해서 1년 미만이다 

6
 1척 30.3cm, 1촌 3.03cm, 1분 0.303cm로 환산하였다. 

7
 선고일과 사진 촬영일 사이의 차이가 대부분 1년 미만이라 무엇을 기준으로 연령을 계산하더라도 연구의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8
 Choi 외(2009)를 따라 무직, 농부, 비숙련, 숙련 노동자로 세분을 했다. 하지만 조영준(2015)에서 제기

된 비판을 반영하여, 학생을 숙련노동자로 처리하지 않고 따로 분류하였다. 교사, 기자, 상인, 점원, 수공업

자를 숙련노동자로 이 외의 노동자는 비숙련 노동자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직업 정보가 없는 표본은 미상으

로 따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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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조치를 받기가 원활하기 때문에 지역의 한의사 수는 사망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동시에 질병으로부터의 빠른 회복은 질병으로 인한 영양 소비를 

감소시켜 신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통제해주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항구가 존

재하는 지역에서는 외부와의 무역을 통해서 더욱 풍부한 경제적 자원을 누렸을 가능성이 

있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익숙지 않은 해외의 질병에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져 질병 환경

이 악화되었을 수 있다.9 따라서 항구가 있는 지역을 통제하였다. 조 사망률은 1000명 

당 사망자 수로써 총독부 통계연보에 제시된 도별 연간 사망자수와 도별 인구수를 이용

하여 계산했다. 출생 년도를 살펴보면, 1880년에서 1890년까지의 표본은 비중이 다소 

작은 편이며 1900~1910년에 38%에 이르는 수감자들이 밀집해 있다. 그리고 나머지 

수감자들은 1890~1900년과 1910~1924년에 고르게 분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9
 Haines 외(2003)은 조 사망률에 미치는 항구의 영향을 다루고 있다. 항구 지역의 거주자들은 낯선 질병 

환경에 빈번히 노출되어 조 사망률이 높고 신장이 평균적으로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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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초통계량 

변수 변수내용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개인변수     

신장 수감자의 신장(cm) 1,532 164.3 5.734 

여성 여성 더미 변수 1,532 0.0157 0.124 

직업 해당 직업 더미 변수    

무직  1,532 0.155 0.362 

학생  1,532 0.0842 0.278 

농부  1,532 0.375 0.484 

비숙련노동자  1,532 0.0816 0.274 

숙련노동자  1,532 0.207 0.405 

미상  1,532 0.0973 0.296 

범죄 해당 범죄 더미 변수    

보안법  1532 0.8446 0.362 

폭력 범죄  1532 0.0796 0.271 

경제 범죄  1532 0.0137 0.116 

미상  1532 0.062 0.241 

신분 해당 신분 더미 변수    

평민  1,532 0..6657 0.472 

양반  1,532 0.0777 0.268 

미상  1,532 0.257 0.437 

출생년도     

1880~1890  1,532 0.0933 0.291 

1890~1900  1,532 0.238 0.426 

1900~1910  1,532 0.379 0.485 

1910~  1,532 0.290 0.454 

지역변수     

항구 출생지역 항구 더미 변수 1,532 0.0496 0.217 

경지 출생지역 경지 면적(정) 1,532 10,464 9,373 

조 사망률 출생지역의 도별 1000명 당 사망률 1,532 17.45 4.282 

영아사망률 출생지역의 도별 100명당 영아 사망률  1,532 56.15 7.959 

칼로리 1인당 1일 칼로리(1000kcal) 1,532 2.816 1.118 

단백질 1인당 1일 단백질(100g) 1,532 0.789 0.243 

한의사 출생지역 한의사 수 1532 521.7 225.6 

인구 출생지역 인구 더미 변수    

~50000  1,532 0.309 0.462 

50000~150000  1,532 0.578 0.494 

150000~  1,532 0.112 0.316 

     

     

주:  한의사 기록 1914년, 항구 기록 1910년을 사용하였다. 조 사망률 계산을 위해서 도별 사망자와 인구 

1912년 이후 자료를 사용하였다. 칼로리와 단백질을 계산하기 위하여 경지 면적 1912년, 고구마와 감자 

1911년, 귀리 1912년, 기장 1912년, 도축장 기록 1911년, 콩류 1911년, 메밀 1912년, 밀 1912년, 보

리 1912년, 수수 1912년, 벼 1912년, 옥수수 1912년, 조 1912년, 피 1912년, 과수 1912년, 어류 

1911년 기록을 사용하였다. 도별 식량 생산량을 영양 성분으로 환산하여 도별 1일 1인 영양 변수를 작성

하였다.  

자료 출처: 일제 감시대상 인물 카드,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ia,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ia


12 

 

www.kosis.kr,  

 

IV. 연구방법론 

Steckel(1995)에 따르면 사람의 키는 유전적 요소와 성장이 활발히 이루어 지는 시

기 동안 영양에 대한 접근의 함수로서 표현될 수 있다. 실제 신장의 결정 요인으로서 유

전적 요소가 중요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 중요도가 영양 상태에 비해서 낮다. 한반도의 

특성상 비교적 동질 집단으로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체 표본에 대해서 특정 

요인의 평균적인 영향을 살펴 보는 것이므로 유전적 요인에 의한 차이는 상쇄 될 것이

다.10 그리고 신장 자료를 통하여 조선인의 생활 수준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살펴 보

는 것이 목적이므로 유전적 요인은 그러한 목적에 적합한 변수라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순 영양 상태와 신장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 될 것이다. 그렇다면 신

장의 주요한 결정 요인인 순 영양 섭취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1) 순 영양 상태 =  영양 섭취−  질병에 의한 영양 소비−  신체 활동에 의한 영양 소비 

 여기서 영양 섭취는 실제로 개인이 섭취 하는 식품의 양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리고 질

병에 의한 영양 소비는 개인이 질병에 걸렸을 때 질병으로부터 치유하는 과정에서 증대

되는 신체의 영영 소비 그리고 질병에 대한 저항 과정에서 소비되는 영양을 반영한다. 

신체 활동에 의한 영양 소비는 직접적인 신체 활동에 의해서 소비 되는 영양으로서 주로 

직업적 특성에 따라 결정 될 것이다.         이처럼 개인의 신장을 결정하는 순 영양의 

구성 요소들 중 한 측면으로서 먼저 영양 섭취 경로를 살펴 볼 것이다. 당시에 시장을 

통해서 곡물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거래의 지역적인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 초기 조선의 주요 산업은 단연 농업이었고 공업은 적은 비율로 가내수공업을 통

해서만 이루어졌다.11 일반적으로 공업의 발달은 공업 중심지가 되는 도심이 타 지역으

로부터 곡물의 유입을 통한 생존과 유지가 가능할 때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1907년까지 한반도에서는 도시로 분류할 수 있는 정주지의 수는 5개에 불과했다. 도시

화율 또한 3.5%에 머무르고 있었으며 한성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중적 형태였다. 그리

고 이러한 형태는 표본의 출생 년도의 마지막 시기인 1920년경까지도 큰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당시 조선의 농업 생산의 일차 목적은 자가 소비 혹은 지역 내에서 소비였음을 

알 수 있다. 작물의 소비가 지역 내에서 주로 이루어졌다면 수감자의 영양 섭취에 대한 

                                           
10

 Craig 외(1997)는 이 점을 동일하게 지적하고 있다. 다양한 인종과 민족으로 구성된 남북전쟁 참전군인 

표본을 활용한 연구에서도 평균적인 변화는 유전적 요인보다는 질병 환경이나 영양 측면에 의해 결정되었다. 

그렇기에 민족 구성이 동질적인 조선인 표본은 유전적 요인에 의한 변화로부터 더 자유로울 것이다.  

11
 허수열(2007)은 조선의 산업이 가내 수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섬유 의복 생산 위주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http://www.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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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변수로서 출생지역의 작물 생산량으로부터 계산된 영양 변수를 사용할 수 있을 것

이다. 생산의 일차적 목적이 지역 내 소비일지라도 분명 타 지역과의 상업활동이 이루어

졌고 지역별로 외부로 유출되는 작물의 비율이 상이했을 것이다.12그러므로 영양 변수의 

계산을 군 단위가 아닌 도 단위로 하였다. 그러나 계산된 1인당 영양 변수는 동일 지역 

내 거주자에게 있어서는 모두 동일한 값을 가지므로 경제적 특성에 따른 상이한 영양 접

근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개인별 경제

적 특성과 영양 접근을 반영할 수 있는 변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별 1인당 칼로리를 영양 섭취를 나타내는 변수로 사용한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 다루어질 순 영양 섭취의 측면은 질병에 의한 영양 소비이다. 

영양 섭취가 증가하더라도 질병 환경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질병에 대한 저항과 회복 과

정에서 소비되는 영양이 증가한다면 순 영양 상태는 악화 될 수 있다. 특히 수도 시설의 

발달과 위생에 대한 개념이 보급되지 않은 과거일수록 당시 사람들이 질병에 취약한 환

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가능성은 타 국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경제

사 연구를 살펴 보면 명확해진다. 특히 Ante bellum 시기에 미국에서 보여졌던 경제적 

풍요 속의 조 사망률의 급증과 평균 신장의 감소는 영양 섭취 개선 이상으로 열악한 환

경에 대한 노출이 순 영양 상태를 악화 시킨다는 보여주는 주요한 사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순 영양 섭취와 관련된 주요한 요인으로서 질병 환경을 살펴 본다. 질병 환

경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조 사망률이 사용된다.  

 이처럼 순 영양 섭취에 대한 두 가지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으나 각각의 접근법이 완전

히 배타적이지 않다. 당시 조선의 주요 산업이 농업이었으므로 농업이 발달한 지역은 경

제적으로 풍요로운 지역이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해당 지역에 대한 사회적 자원

의 투자가 활발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의사, 항구, 인구 변수

만으로는 그러한 지역적 차이가 완전히 통제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농업 산출량이 많은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는 지역별 1인당 칼로리의 변화가 사회적 자원의 경로를 통해서 

질병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표본의 경우

에는 질병으로 인한 영양 소비가 증가할 수 있고 동시에 음식물의 섭취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영양 섭취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즉 열악한 질병 환경에서는 영양 접근성 또한 

낮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두 가지 접근 방법에는 서로 중첩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지금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영양 접근성과 질병환경이 신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에서 사용

할 모형을 살펴보자.  

 

(2) 신장
𝑖

= a0 + a1 ∗ 1인당 영양변수
𝑖𝑗

+ a2 ∗ 조사망률
𝑖j

+ a3 ∗ 개인변수
𝑖

+ a4 ∗

지역변수
𝑖𝑗

+ 시간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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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단위 변수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도 단위 변수가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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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𝑖
는 수감자 𝑖의 수감 당시 키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1인당 영양변수

𝑖𝑗
는 총독부 자료

를 활용해 계산된 수감자 𝑖의 출생지 𝑗의 1일 칼로리 혹은 단백질이다. 조사망률
𝑖j
은 수

감자 출생지의 도별 1000명당 조 사망률을 나타낸다. 그리고 개인변수
𝑖
에는 수감자 𝑖의 

감시대상 카드에서 이용 가능한 직업, 성별, 범죄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13 지역변수
𝑖𝑗
는 

수감자 𝑖의 출생지 𝑗의 지역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포함된 변수이다. 도별 한의사 수와 

항구가 존재하는 지역이라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갖는 더미 변수 그리고 지역별 인구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시간 추세를 통제하기 위해서 수감자 𝑖의 출생 년도와 년도의 제

곱 항이 모델에 포함되었다.  

 

V. 결과 

(1) 영양 변수와 질병 환경이 신장에 끼치는 영향 분석  

아래의 <표 2>의 모형 (1)에서 (4)은 수감자의 신장을 종속변수로 하여 영양 변수, 

조 사망률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모형 (1)과 (3)에서는 개인변수와 지역 변수를 

통제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칼로리, 단백질, 조 사망률이 각각 신장

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끼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사용된 칼로리는 1000kcal 단

위로서 칼로리의 계수는 0.406이다. 이는 칼로리가 1 표준편차 증가할 때 신장이 약 

0.45cm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칼로리 변수 대신에 신장의 결정에 중요한 영양소인 

단백질을 모형 (2)에서 사용하였다. 이는 단백질은 100g 단위로서 계수의 크기는 

2.733이다. 따라서 지역 내 단백질 생산이 1 표준편차 증가할 때 신장이 약 0.66cm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질병 환경을 나타내는 조 사망률의 계수는 -0.133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갖는다. 조 사망률이 1 표준편차 감소할 때 신장이 평균적으로 

0.57cm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감자가 저지른 범죄가 그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

라서 그러한 요인이 신장에 끼치는 영향을 통제하고자 범죄 항목을 변수화해서 분석에 

추가하였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기, 횡령 등의 경제 범죄를 저지른 수감자는 기

준 집단인 보안법 위반자들에 비해 신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범죄 항목이 누

락되어 있는 수감자는 신장이 평균적으로 작았다. 다음으로 무직자를 기준 그룹으로 하

여 직업 더미 변수를 넣어 직업적 차이에서 기인한 경제적 차이를 통제하고자 하였는데 

비숙련 노동자를 제외하고는 유의하지 않는 계수 값을 가진다. 비숙련 노동자는 약 

1.3cm 정도 신장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반 더미 변수는 음의 계수를 갖지만 유의

                                           
13

 개인변수에서 나이는 제외되었는데 이는 나이 변수를 통해서 년도 효과가 포착되기 때문이다. 나이와 년

도의 상관관계는 -0.6정도로 절대값이 크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저연령 표본은 후기 출생자, 

고연령 표본은 초기 출생자로 구성되어있다. 실제로 나이를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하면 연령의 계수가 1을 

넘는 유의한 양의 계수가 나오는데 이는 표본의 연령이 20~40세로 성장이 완료된 시점임을 감안할 때 불

가능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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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항구 지역의 효과는 수감자의 신장에 특별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던 나타난다. 그리고 출생 지역의 군 단위 인구 변수는 신장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

지 않았다. 또한 당시 지역 단위의 의료 서비스를 나타내는 한의사 수 또한 유의한 영향

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 (4)에서 시간 추세를 통제하면서 조 사망률과 칼로리를 함께 회귀 분석하였다. 여

기서 모형(1)에 비해 칼로리의 계수 크기가 0.272로 감소하였다. 또한 조 사망률의 계

수도 모형(3)에 비해 절대값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변수는 여

전히 신장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조 사망률은 질병 환경에 의해 크게 영향

을 받는 변수이다. 예를 들어 인구 밀도, 수도 시설의 보급, 거주자들의 위생 관념의 차

이 등에 따라 질병의 발생과 전염 정도가 상이하게 결정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지역의 사

망률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조 사망률이 높은 지역에서 출생한 표본들은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질병에 의한 영양 소비 또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확인된 조 사망률이 신장에 미치는 음의 영

향은 질병 환경이 당시 조선인의 순 영양 섭취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단백질과 조 사망률을 함께 회귀 분석한 결과는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높아 회귀 분석에 부적절하기 때문이다.14  

그러나 앞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지적된 것처럼 총독부의 초기 자료는 집계 과정

에서 누락문제를 가지고 있다. 총독부는 조선인의 정확한 규모, 경지 면적 규모를 정확

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 1918년 토지조사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그러한 자료 상의 

문제점이 거의 해결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초기 자료가 사용되었으며 그로 인해

서 회귀분석 결과의 해석에 주의가 요구 된다. 지역별로 통계 누락의 정도가 상이할 것

이므로 이는 지역별 변수의 분산을 실제와 다르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해서 얻게 된 회귀 분석 결과와 실제 지역별 영양 접근성과 질병 환경이 신장에 끼친 

영향이 상이할 수 있다. 하지만 왜곡의 방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정확한 추정을 위해서 조사사업이 완료된 시기의 표본을 활용한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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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약 -0.5로 절대값이 상당히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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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영양 변수와 질병환경이 신장에 끼친 영향 

설명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칼로리 0.406***   0.272* 

 (0.136)   (0.151) 

단백질  2.733***   

  (0.648)   

조 사망률   -0.133*** -0.0985** 

   (0.0360) (0.0436) 

범죄 더미 변수     

보안법(기준집단)     

폭력 범죄 -0.225 -0.454 -0.270 -0.265 

 (0.503) (0.510) (0.501) (0.502) 

경제 범죄 2.403* 2.404* 2.341* 2.453* 

 (1.344) (1.318) (1.345) (1.331) 

미상 -1.063** -0.965* -1.296** -1.243** 

 (0.519) (0.518) (0.517) (0.528) 

여성 -12.66*** -12.72*** -12.37*** -12.36*** 

 (1.288) (1.285) (1.314) (1.320) 

직업 더미 변수     

무직(기준집단)     

학생 0.195 0.218 0.245 0.272 

 (0.603) (0.602) (0.603) (0.600) 

농부 0.339 0.180 0.326 0.328 

 (0.420) (0.417) (0.418) (0.426) 

비숙련노동자 -1.285** -1.271** -1.182** -1.228** 

 (0.563) (0.562) (0.562) (0.561) 

숙련노동자 0.130 0.163 0.172 0.162 

 (0.476) (0.477) (0.474) (0.480) 

미상 -0.168 -0.231 -0.0868 -0.0948 

 (0.584) (0.588) (0.588) (0.586) 

신분 더미 변수     

평민(기준집단)     

양반 -0.947** -0.817* -0.855* -0.797 

 (0.480) (0.480) (0.483) (0.486) 

미상 -0.301 -0.384 -0.199 -0.182 

 (0.388) (0.390) (0.391) (0.395) 

인구 더미 변수     

~50000(기준집단)     

50000~150000 0.164 -0.0568 0.0330 0.0396 

 (0.330) (0.337) (0.336) (0.337) 

150000~ -0.156 -0.327 -0.00393 -0.0231 

 (0.552) (0.552) (0.553) (0.557) 

항구 -0.0752 -0.430 -0.229 -0.187 

 (0.599) (0.592) (0.598) (0.602) 

한의사 -0.000660 0.000409 0.000217 -0.000147 

 (0.000681) (0.000710) (0.000706) (0.000732) 

상수항 163.8*** 162.5*** 166.8*** 165.7*** 

 (0.616) (0.754) (0.753) (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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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수 1,532 1,532 1,532 1,532 

R-squared 0.099 0.104 0.101 0.103 

시간추세 X X X O 

주: 종속변수는 수감자의 신장이며 cm 단위이다. ***, **, *은 각각 회귀계수가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2) 출생 년도에 따른 영양 변수, 조 사망률 영향 변화 분석 

다음으로 연구 표본을 출생 년도에 따라 분할하여 년도에 따른 영양 변수와 조 사망률

의 계수 변화를 분석하였다. 1880년에서 1890년, 1890년에서 1900년, 1900년에서 

1910년, 1910년 이후로 4개 집단으로 나누었다. 1890년 이전 출생자를 기준 집단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앞서의 회귀분석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모형에 영양 변수, 

조 사망률과 년도 더미의 교차항을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모형 (1)은 조 사망률

과 년도 더미의 교차항 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80년대 출생자를 기준 집단으로 설정했을 

때 이후 출생자의 경우에서 조 사망률의 효과가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조 사망률 변화의 영향이 1880년에서 1924년까지 변화 없이 유지되었음을 의미한다.  

당시 치명적인 전염병인 두창 예방을 위한 우두술이 개항기 이후로 조선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우두법은 1880년 중반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시술되기 시작하였고 우두의사

들을 중심으로 관리 체계가 형성되고 있었다. 그러나 서양문물에 대한 반감과 기존에 두

창을 관리하며 이익을 얻던 집단의 반발, 우두의사의 횡포로 인해 1890년에 우두의사 

자격증이 폐지되었다. 이후 우두의사를 체계적으로 양성 및 관리하여 기존의 폐단을 예

방하고자 종두의양성소가 1896년에 설립되었다. 그리하여 1897년부터 본격적으로 종두

의양성소를 졸업한 의료 인력이 매년 10여명씩 배출되었다. 졸업생이 누적되면서 이들

은 서울 외곽의 근교 지역까지 진출하여 우두 시술을 했으나 초기에는 지방에 종두소가 

설치되지 않아 우두 시술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개항과 함께 도입된 인구의 양적, 질적 관리 개념에 입각하여 조선은 환경위생사

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나 일관성 있게 시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도로를 깨끗이 관

리하는 치도사업, 하천 정비 및 경찰에 의한 지속적 관리와 공중변소 설치가 위생사업 

논의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제 구실을 못하고 있던 기존 의료 체제하에서 이루어지는 정

책이었으며 기존의 체제는 새로이 등장한 근대적 위생 개념에 부합하지 않았다. 결국 

1890년 무렵에 관련 사업들은 대부분 실패하였다. 그러나 1894년 국정 개혁이 시작되

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여 다시 전염병 관리를 위한 검역, 소독 등의 환경위생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개혁정부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 보건의료 개혁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였다. 본격적으로 위생사업이 시행된 것은 1896년 이후 대한제국 하에서

이다. 공중보건 분야에서 서양식 관리 체계를 받아들이고 의료 제도는 당시 실정에 맞게 

한의학을 중심으로 하여 서양 의학을 겸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로 인해 도로와 하천의 

정비, 쓰레기와 분뇨 수거 등의 환경사업이 시행되었고 당시 주요한 수인성 전염병인 콜

레라에 대한 검역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위생사업은 문제 해결보다는 임시방편의 

성격을 띠고 있었고 그로 인해 당시 조선인의 질병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을 이룩하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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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였다.  

실제로 조선의 인구 증가는 1920년 이후로 본격화 되었다. 당시 출산율은 1920년 

1000명당 43명 수준에서 1940년까지 거의 변화하지 않는다. 반면에 조 사망률은 

1920년 천명당 28명에서 1940년 18명 수준으로 감소한다. 따라서 조선의 인구 증가가 

사망률 감소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질병환경 개선에 의한 조 사망

률감소가 인구 증가가 시작되는 1920년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본 회귀분석 결과에서 조 사망률과 출생 년도 더미의 교차항 계수가 

유의하지 않은 것은 1880년부터 1910년대까지 환경위생사업이 조선인의 질병환경에 현

저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와 (3) 모형에서는 영양 변수와 출생 년도 더미의 교차항을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4.1)에서 영양 변수와 신장에 대한 회귀분석은 영양 변수 증가가 평균 신

장을 증가시킴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영양 변수와 출생 년도 간의 교차항 중에서 1890

년대 출생자에 대해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으나 이를 제외하고는 유의한 계수 값은 없

었다. 영양 섭취가 악화 혹은 개선되었다면 기준 집단인 80년대 출생 집단에 비해 타 

년도의 영양 변수 계수가 변화했을 가능성이 높다. 유의하지 않은 회귀 분석 결과는 영

양 변수 측면에서의 변화는 개항기에서 일제강점기 초까지 조선인 신장에 동일한 영향을 

끼쳤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회귀분석 결과에 미루어 볼 때 연구 표본을 구성하는 1880

년에서 1924년까지 영양 섭취 변화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 된다.  

곡물 섭취로부터 조선인의 1인당 칼로리 섭취를 계산한 Kimura(1993)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 초부터 칼로리 섭취가 증가하지만 1917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를 보인다. 그러나 총독부의 초기 농업 생산량이 가지고 있는 과소 평가 문제로 인해 

1917년까지의 칼로리 섭취 증가 추세가 실제보다 크게 나타났을 것이다. 1917년 이후 

미곡의 일본 수출 증대로 미곡 가격이 상승하여 소비가 감소하여 곡물로부터의 칼로리 

섭취가 감소하였다. 하지만 주익종(2006)은 동 기간에 대체작물과 육류, 어류 섭취가 

증가하여 미곡 소비감소에 의한 섭취 영양 감소를 상쇄하였음을 지적한다. 회귀분석 결

과와 기존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일제강점기에 곡물 소비 감소를 대체식품 소비 증가

로 상쇄하여 조선인의 영양 섭취는 크게 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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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출생 년도에 따른 회귀분석 결과 

설명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조 사망률 -0.130*   

 (0.0727)   

조 사망률*1890년 출생 0.00125   

 (0.0485)   

조 사망률*1900년 출생 0.0328   

 (0.0645)   

조 사망률*1910년 출생 0.0583   

 (0.0722)   

칼로리  0.665**  

  (0.285)  

칼로리*1890년 출생  -0.473*  

  (0.265)  

칼로리*1900년 출생  -0.449  

  (0.318)  

칼로리*1910년 출생  -0.399  

  (0.330)  

단백질   2.606 

   (1.754) 

단백질*1890년 출생   -0.787 

   (1.344) 

단백질*1900년 출생   -0.297 

   (1.678) 

단백질*1910년 출생   -0.257 

   (1.804) 

상수항 166.3*** 164.3*** 163.7*** 

 (1.937) (1.599) (2.018) 

표본수 1,532 1,532 1,532 

R-squared 0.104 0.105 0.107 

시간추세 O O O 

개인변수 O O O 

지역변수 O O O 

주: 종속변수는 수감자의 신장이며 cm 단위이다. ***, **, *은 각각 회귀계수가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3) 출생지 인구에 따른 영양 변수, 조 사망률 영향 변화 분석  

 이번에는 출생지역의 인구 규모에 따른 영양 변수와 조 사망률의 영향 변화를 살펴본다. 

출생지역의 군 단위 인구를 0~5만, 5~15만, 15만 이상의 3가지 집단으로 나누었다. 그

리고 기준 집단을 인구 5만 이하로 설정하고 조 사망률, 영양 변수와 인구 더미와의 교

차항을 기본 모형에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했다. 모형(1)에는 조 사망률과 인구 규모

의 교차항 계수를 나타낸다. 인구 5만~15만의 집단에서 조 사망률의 영향이 5만 이하 

집단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15만이상의 집단에서도 5만 집

단에 보다 영향이 더 강하고 조 사망률이 5~15만 집단보다도 더 큰 영향을 끼친 것으

로 나타났다.  모형 (2)와 (3)에서는 영양 변수와 인구 더미의 교차항을 추가하여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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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진행하였다. 인구 규모 5만 집단보다 5~15만에서 영양 변수와 조 사망률이 유

의하게 큰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5만 이상의 지역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사라지고 교차항의 계수가 유의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구 규모의 증가와 함께 지역 내에서 시장의 발달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시장의 

발달은 농업 생산물의 거래를 촉진시켜 지역의 곡물 가격을 안정시키는 기능과 지역 거

주자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곡물 소비를 통해 동일한 소득 제약하에서 영양이 풍부

한 식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을 것이다. 이러한 시장 효과로 인해 인구 규모가 큰 지

역에서 영양 변수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을 수 있다. 그 결과 인구 규모 5만에서 15만 

지역의 계수가 유의한 값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5만 이상 지역에서는 다른 양

상을 보인다. 해당 인구 규모에서는 지역 내 인구 대비 경지 면적이 급격히 감소한다.15

이는 당시 조선이 농업 중심의 경제 활동이 이루어졌으므로 상당수의 도시 지역 거주자

들이 경작지를 갖지 못한 채 열악한 상황에 처했음을 의미한다. 그로 인하여 해당 인구 

규모에서 타 지역에 비해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소득불평등이 심화된

다면 영양 변수가 변화하더라도 지역 거주자의 영양 섭취 개선 정도가 감소한다. 그러므

로 해당 인구 규모에서 영양 변수가 변화할 때 소득불평등 효과는 영양 변수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효과는 시장 발달로 인한 효과를 상쇄하여 영양 

변수가 신장에 끼치는 영향이 인구 규모에 따라 변하지 않을 수 있다. 그로 인해서 경성, 

함흥, 평양 등의 도시 지역으로 구성되는 인구 15만 이상 지역에서 교차항의 계수가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일제강점기 주요 전염병인 콜레라와 장티푸스는 수인성 전염병으로서 식수가 오염되기 

쉬운 인구 밀집 지역에서 질병의 확산이 인구 규모가 작은 지역에 비해 더 빠르게 일어

날 수 있다. 그로 인해서 인구 밀집 지역 거주자는 질병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소규모 

지역에 비해 높아진다. 동시에 질병 환경이 개선되었을 때 상호 간의 전염 가능성이 낮

아지게 된다. 즉, 질병 환경이 악화되거나 개선됨에 따라 지역 거주자들에게 미치는 영

향이 인구 규모가 클수록 증대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인구 규모가 큰 지역일

수록 소득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소득 불평등의 증대는 지역의 거주자들의 건

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16 이는 질병 환경 개선의 영향을 감소

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인구 규모에 따른 외부효과의 크기와 소득 불평등 심

화로 인한 건강 악화 간의 영향에 따라 교차항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인구 규모 5만 

이상 15만 이하 지역에서는 외부효과의 크기가 우세하여 질병 환경에 개선에 따른 신장 

증가가 유의하게 높은 반면에 평양, 함흥, 경성으로 구성된 15만이상 지역에서는 두 효

과가 상쇄되어 교차항의 계수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15

 인구 5만 이하, 5만에서 15만 지역에서는 1인당 경지 면적이 0.15정이었으나 15만 이상 지역에서는 

0.05정으로 감소한다.  

16
 Kondo 외(2012)는 지역 내 소득 불평등과 거주자의 건강이 관련이 있으며 소득불평등도가 특정 이상을 

넘게 되면 영향이 더욱 커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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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보면 인구 규모의 증가에 따라 영양 변수와 조 사망률의 영향이 증가하지만 특

정 인구 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그러한 효과가 사라짐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조선인 

인구 동태와 도시화 정도의 변화에 따라 영양 변수와 조 사망률의 영향이 상이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한제국 말기인 1907년까지 한반도의 도시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

은 상태였다(김흥준 2011). 한성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중적 사회였으며 1914년에 이

르러 대구와 원산이 도시로 추가되었을 뿐이다.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는 식

민지 중기인 1920년 이후부터이다. 식민지 중기에 미곡 수출에 기반한 상업활동이 성장

하면서 경성 이외의 도시들이 성장하게 되었다. 또한 조선의 인구 증가 추세도 1920년 

이후부터 급격히 이루어졌다(박경숙 2009). 이처럼 식민지 중기에 접어들어 인구 증가

가 본격화되면서 적정 수준의 인구 규모에 거주하는 인구 비중이 증가한다면 영양 변수

와 조 사망률에 의한 신장 변화도 이전 시기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속적인 도시화로 인구 규모가 한계점을 넘어선다면 증가되었던 변수의 영향이 

감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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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출생지 인구에 따른 회귀분석 결과 

설명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조 사망률 0.0550   

 (0.0667)   

조 사망률*인구 5만~15만 -0.245***   

 (0.0779)   

조 사망률*인구15만이상 -0.114   

 (0.129)   

칼로리  -0.224  

  (0.271)  

칼로리*인구 5만~15만  0.832**  

  (0.329)  

칼로리*인구 15만이상  0.459  

  (0.378)  

단백질   -1.388 

   (1.154) 

단백질*인구 5만~15만   5.000*** 

   (1.275) 

단백질*인구 15만이상   6.404 

   (4.613) 

상수항 162.9*** 167.2*** 166.8*** 

 (1.636) (1.525) (1.685) 

표본수 1,532 1,532 1,532 

R-squared 0.109 0.108 0.114 

개인변수 O O O 

지역변수 O O O 

시간추세 O O O 

주: 종속변수는 수감자의 신장이며 cm 단위이다. ***, **, *은 각각 회귀계수가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VI.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신장 추세에 대한 접근이 아닌 신장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서 질병 환경과 영양 접근성이 조선인 신장에 끼친 영향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자 한다.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여 동 시기의 조 사망률과 영양 섭취 변화로부

터 신장 추세 변화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영양 변수와 조 사망률이 신장에 분석 모형에 관련 없이 강건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개항기에서 일제강점기 초의 조선인의 신장 변화에 대해 영양 접근성

과 질병 환경의 측면이 모두 주요하게 작용했을 수 있다. 따라서 신장 추세의 변화에 대

해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생 개념과 관리 기술의 도입에 의한 실질적인 질병 환경 개선 

여부와 지속적인 식품 생산의 증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여야 한다. 

그러나 분석 결과에 대해 몇몇 편향 발생 요인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표본선택편향

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장 정보가 입력된 수감자와 그렇지 않은 수감자 간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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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비교해보는 과정이 요구된다. 그러나 원자료의 데이터화 과정에서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전체 인물카드를 데이터화 하지 않고 신장 정보가 기록된 카드만을 데이터화하였다. 

그로 인해서 표본의 동질성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했고 이는 편향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요소로 남아있다. 또한 사용된 연구 표본에는 함경도 지역의 출생자들이 약 

3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당시의 함경도 인구의 비중이 10%정도인 것을 고려할 

때 상당히 큰 수치이다. 이는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 회귀분석 결과에 편향을 발생시

킬 수 있다. 함경도 지역의 영양 변수와 조 사망률의 평균은 전체 평균에 비해서 높다.17 

질병 환경과 영양 섭취가 점차 개선됨에 따라 신장에 각 변수가 끼치는 영향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연구 표본 내에서 함경도 출생자의 과다 대표 문제는 회

귀분석 결과를 실제에 비해 과소 추정하도록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연구 표본에는 출생지와 주소지가 상이한 수감자들이 존재한다.18 이는 그들이 

출생 후에 거주지를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거주 이동 시점에 대해 알 수는 없지만 이러

한 이동이 성장이 완료되기 전에 이루어졌다면 거주 지역의 환경 또한 성장에 영향을 끼

칠 수 있다. 성장이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하는 따라잡기 현상이 대표적인 경로이다. 그

러므로 이주 현상을 고려하지 않고 분석을 진행하게 되면 질병환경과 영양 접근성의 영

향을 과소 추정할 수 있다. 연구에서 사용된 영양, 질병 변수는 출생지역만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 지역의 영향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출생지역의 변수가 이주자들에 대해 상이한 효과를 끼치는지 확인해보았

으나 유의한 결과는 없었다. 이는 출생지역의 효과가 이주자들과 비 이주자들에 대해 동

일한 영향을 끼쳤음을 의미한다. 만약 이주자들이 이동 지역의 환경에서 큰 영향을 받았

다면 출생지역의 영향은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주가 대체로 성장이 완료

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일부 변수의 추정에 조선총독부의 초기자료를 활용하였다. 초기의 총독부는 정확한 통

계를 작성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그로 인해서 초기 통계량은 실제 수

치를 과소 평가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통계 누락이 지역 별로 상이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렇다면 이는 회귀 분석 결과에 편향을 발생 시킬 수 있다. 각각의 

지역마다 통계 누락의 정도가 다르다면 지역 간 영양, 조 사망률의 편차가 변화하기 때

문이다. 그러나 지역별 누락 정도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편향의 방향성에 대해 추측할 수 없다. 따라서 추후에 토지조사사업이 완료된 이후의 표

본과 총독부 자료를 활용해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개항기에서 일제강점기 초기의 조선인 신장 변화는 일제강점기 신장 변화를 논의 하기 

위한 시작점이므로 중요성을 갖는다. 당시의 조선인 신장은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것처럼 

                                           
17

 함경도 지역의 평균은 칼로리 3.58, 단백질 1.04, 조 사망률 14.63으로 영양 변수는 전체 평균에 비해 

20%이상 높고 조 사망률은 상당히 낮다.  

18
 전체 연구 표본 1532명 중에서 이주자는 20%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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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환경 과 영양 접근성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질병 환경 변화 

측면을 살펴보면, 조선후기의 전염병 문제는 인구 변동을 초래할 만큼 큰 영향을 끼쳤으

나 이를 억제할 능력이 부족하였다. 그러나 1876년 개항 이후에 조선은 인구 관리 개념

과 기술을 접하게 되었고 더불어 당시 치명적인 전염병인 두창 예방에 효과적인 우두술

을 받아들였다. 더불어 조선후기 대표적인 수인성 전염병인 콜레라, 장티푸스를 예방하

기 위한 식수관리 기술이 전파되었다. 그러나 갑오개혁 이전까지는 종두의 양성이 본격

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종두의양성소 1회 졸업생이 1897년 배출되고 순차적으로 졸

업생이 누적되면서 지방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그들이 지방에서 종두의를 양성하면서 

우두법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환경위생사업 또한 개항기 직후부터 빠르게 시행되지 못

했다. 1894년부터 서양식 보건의료체계가 채택되어 검역, 소독, 전파차단 등의 전염병 

관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개항기부터 시작된 인구 관리 노력은 기능을 하지 못하던 기존의 의료 체제하에

서 이루어지는 정책이었으며 질병 환경 악화를 유발하는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

이 아닌 임시방편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로 인해서 질병 환경 개선은 충분히 이루어

지지 않았다. 그리고 두창 예방을 위해 도입되었던 우두술은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해 

지방으로 확산되지 못했고 우두의사들의 전횡과 서양 의학에 대한 반감으로 당시 조선인

들에게 빠르게 흡수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질병 환경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까

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이는 출생 년도 변화에 따른 조 사망률의 회귀 

분석 결과가 1880년부터 1910년대까지 유의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 통계연보가 작성된 이후로 농업 생산량을 알 수 있다. 이를 활용하여 일제

강점기 조선인 1인당 영양 섭취 변동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이전에 대

해서는 1인당 영양 섭취에 대한 추계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일제강점기 초까지 조선인

의 영양 섭취 변화는 기존의 연구들에 따르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쌀과 주요 곡

물의 소비로부터 1인당 섭취 칼로리는 1914년 1700kcal에서 1918년까지 약 100kcal 

증가하였으나 다시 하락하여 일제강점기 동안 1인당 1600kcal를 유지한다. 그러나 쌀과 

주요 곡물 이외에 일제강점기 동안 고구마, 감자 등의 대체 작물이 발달하면서 곡물로부

터의 영양 섭취 감소를 보충하였다. 영양 접근성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일제강점기 

동안의 영양 섭취 변화가 실질적인 신장 추세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는 크기가 작음을 보

여준다. 이는 년도 변화에 따라 영양 변수의 계수가 유의하게 변화하지 않는 것을 통해

서도 확인할 수 있다.  

논의를 종합해보면 영양 섭취 측면에서는 일제강점기 이후 큰 변화가 없었으므로 영양 

변수의 변화가 신장 추세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기 어려웠으며 질병 환경의 개선 또한 

조선인의 신장 추세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개항기에서 일제강점기 

초의 조선인 신장은 정체 혹은 미미한 증가 추세였을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신장 증

가가 이루어지는 시기는 질병 환경 측면에서 개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점이 될 것

이다. 1920년부터 조 사망률 감소와 인구 성장이 본격화되어 해당 시기가 유력한 시점

이다. 그러나 조 사망률은 노사, 외인사 등 질병 환경 변화와 무관한 사망 요인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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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어 1920년 부근에서 질병 환경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따라

서 명확한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해당 시점의 조 사망률 변화의 성격에 대한 추

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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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rtality, Nutrition and Height in early 

Colonial Korea 

INHYUK HWANG 

Department of Econom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determinants of stature can be changed in one country by the change of 

cultural and economic situation. The cases of western countries in 19th century are 

good example. Therefore, identifying the determinants is needed to understand the 

change of stature in colonial Korea. In this study, I used Prisoners‟ cards made in 

prions that provide a lot of information about their characteristic. What I found is 

that nutrition and disease environments are important factors to determine people‟ 

stature in early colonial Korea. Increase of calorie and protein output in the 

birthplace increased the stature. The change of the mortality rate that reflected 

disease environment also explained the statural change. I analyzed influence of 

these factors by year and population. There is no difference in the coefficients by 

year but all influences were stronger in the specific population.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factors determining statures in early colonia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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