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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룩쩍과 필요성 

본고의 목적은 식민통치시기에 시작된 일제의 체질인류화어 물려준 

유산이 오늘날 한국 인류빽1 남긴 과제의 한 측면을 검토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 제질인류학의 뿌리는 일제시기에 조선인을 대상으로 이루어 

진 체질인류학 연구 활햄l서 찾을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 연구업적들 

의 학문내적 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이것이 후대의 학문 발전 

에 부과한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한국 체질인류학의 발전을 도모할 방도 

를 모색하고자한다. 더불어 서구 체질인류학의 전개사를 징어 봄으로써 

한국 체질인류학의 학문적 발전올 도모힘에 있어 취해야할 방향이 무엇 

인지에 대한 단서를 찾고자 한다. 

현재 한국어l서 체질인류학의 학문적 인지도는 너무도 낮다. 일제시 

•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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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거의 한 세기의 역시를 지니고 있고， 해방 

후 1958년에 대한체질인류학회가 창립되어 반세기가 경과했댐l도 불 

구하고， 지식인층조차 체질인류학을 여전히 인종학과 동일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는 인간성의 본질에 대한 종합과학을 표방하는 인류학 

에서 조차 인류의 문화적 측면을 연구히는 문화인류학과 생물학적 특성 

을 대상으로 히는 체질인류학이 전혀 학문적 교류나 공동의 관심영역을 

가지지 않고 분리되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학문적 상횡이 

다. 물론 이러한분리가 한국인류학계에만 일어난 것은 아니고 체질인류 

학의 성격에만 관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근자에 체질인류학적 연구를 

통합한 보다 포괄적인 인류학의 필요성이 한국의 문화인류학계 내부에 

서 제기된 적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소수 의견인 것으로 보인다{전 

경수 1999a). 

이러한 분리는 여러 제도적， 역사적 이유로 시작되었으나 이를 지속 

시키는 요인은 궁극적으로는 문햄생물학 이분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인 

간생물학과 인간문회를 아우르는 종합학문으로서의 인류학을 하려면 그 

러한 학문 활동을 기능하게 해주는 지적 기반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박순영 2(03), 즉 인간생물학과 인간문화의 관계에 대한 공유된 이론이 

펼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틀이 있어야만 인간성의 다각적 국변 

에 대하여 각 학문적 전통이 제공하는 방법에 의해 도출된 연구 성과들 

을통합하여 인류학의 궁극적 학문적 목적을달성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 

다. 그런데 현대 한국 체질인류빽l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해부학적 내 

지 형태기술적 체질인류학만으로는 이러한 학문적 작업을 하기가 어렵 

다. 이는 한국 제질인류학의 발달사와 관련되어 있으며 그 뿌리를 일제 

에 의해 시작된 한국 체질인류빽l서 찾아 볼 수 었다. 따라서 본 연구노 

트에서는 일제 시대에 시작된 한국 체질인류학의 학문적 성격을 검토하 

여 그것이 이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밝히고 이를 기반으로 앞으 

로의 발전 밍싼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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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한국체질인류학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서구체질 인류 

학사의 전개를 살펴 볼 펼요가 있다. 서구 체질인류학 발달사에서 인간 

문화 연구와 인간생물학 연구가 맺어옹 관계를 되짚어 봄으로써，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일제가후대의 학문에 남긴 제약을극복할수 있는 실마리 

를 찾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색의 해답은 서구의 전다윈 

주의적(pre-DaIWinian) 체질인류학이 어떻게 인종주의를 극복하고 진 

정한 진화과학으로 거둡남으로써 학문적 활로를 되찾고 인간에 대한 종 

합과학을 기능하게 하는 이론적 기반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 

써 찾을수 있을 것이다. 

2. 일채의 채힐인류확이 납긴 유산과 과제 

본 장에서는 우선， 한국인에 대한 체질 인류학적 연구를 일제시기와 

해방이후로 나누어서 그 성격을 검토해 보았다. 일제시기는 조사활동의 

시기적 경향 변화 그리고 주요 인물과 그들의 엽적을 중심으로 보았다. 

해많F이후의 변화시는 한국의 체질 인류학계가 가진 자신의 학문적 뿌리 

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론적 기초와 연구 활동의 경향에 있어 나타나는 

연속성과 단절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한국과 일본에 

산재해 있는， 일제시기에 조선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체질인류학 연구 

논문을 수집히여 각 시기별 발표 논문의 성향， 각 주제별 대표 논문의 

내용， 주요 연구자의 학솔활동사 등을 검토하였다. 조선에서의 체질인류 

학을 살펴보기에 앞서， 일본 인류학의 전개시를 간략히 검토하여 이를 

조선 체질인류학의 성격 규명에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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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제의 처|질인류학 

식민시대 조선의 체질인류학은 일본의 체질인류학을 바로 이식한 것 

이므로 조선 체질인류학의 성격을 살펴보기위해서는 먼저 일본에서 근 

대 서양의 체질인류학이 어떻게 도입， 수용， 확립되었는지를 간략하게라 

도 검토할 펼요가 있다. 

서구에서 수입된 일본의 인류학은 민족주의적 관심에서 시작되었고 

식민주의의 전개와 더불어 성숙하였다고 보아도 무방하다{Shimizu 

1999). 19세기 말에 인류학적 관심을 가진 여러 분야의 0]'따츄어들이 

모여 포괄적 인류학의 틀을 가지고 도쿄인류학회를 창립하였을 당시의 

주 관심사는 일본의 석기시대 연구를 통해 일본인의 민족적 · 문화적 기 

원을 탐구하는 것이었다. 이 주제에 대한 논쟁을 통해 서구에서 일어난 

분야별 전문화가 일본에서도 발생하기 시작했다. 고고희이 먼저 분리되 

어 나가고 다음에 체질인류학과 민족학어 분리되었다. 인류학은 체질인 

류학을 의미하고 민족학은 광의의 문화인류학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그 

분리는 완전하지 않아 체질인류학은 의학부의 해부학 교실을 중심으로 

연구/강의되면서도， 민족학적 연구를 하는 학자들과 합동으로 학회를 개 

최하는 등 20세기 중반까지 공조 관계를 유지하였대S뻐nizu 1999). 일 

본에서는 1930년대 말부터 인류학자들이 본격적으로 전쟁준비와 지원 

을 위한 연구 활동에 동원되었다. 당시의 이러한 연구조직 중에서 대표 

적이라 할수 있는 국립민족학연구소나 제국학술원의 동아시아민족연구 

위원회에서 체질인류학자와민족학자가공조히여 연구한기록이 님아있 

다{Nakao 2002). 이는 일제치하 조선에서도 마찬가지여서 경성제대 해 

부학 교실의 체질인류학자들은 같은 대학 사회학교실의 학자들과 밀접 

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전해지고 있다{전경수 1999b). 이들은 함께 만주 

와 몽고 등지를 답사하며 자료를 수집하면서 식민통치와 연결된 인류학 

연구 활동을 전개했다고 한다{정규영 1999). 특히 경성제대는 193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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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전쟁지원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관군학 합작 학솔 

조사에 참여하였다. 이후 연구 분야는 조선은 물론， 만주， 몽고， 중국본 

토， 태국， 뉴기니까지 확대되었다. 해부학 교실의 체질인류학자 이마무 

리{今村)는 1945년 경성제대에 대륙자원과학연구소가 설립되자 소장으 

로서 조선인， 만주인， 몽고인， 이주 한인의 체능과 체격을 연구하여 이들 

의 인적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고， 사회학 교실은 

같은 지역에 대한 사회과학적 기초 조시를 담당히는 것으로 되어있었다 

고 한다{전경수 2oo2a, 2oo2b, 2(03). 

이들이 이러한 공조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이 어떠한 지적인 기반을 

공유하였기 때문인지 아니면 학문발달사의 역사적 관성 때문인지 또는 

연구조사활동의 편의성 때문이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아마도 위의 셋 

모두가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어떤 지적 기변f을 공유하였 

다면 가능한 지적인 공동기반은 인간분화와 인간 체질의 관계에 대한 

이론이었을 것이다. 당시에 존재했던 유일한 이론이라면 19세기적 전화 

적 인종주의에 기반한 문화인종관계일 터인데 과연 그것이 그 둘을 묶 

을 만큼 강한 설명력을 그때까지도 가지고 있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특 

히 서구제국의 체질인류학지들이 형태적으로 비교적 자신과 다른 연구 

대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질운화 관계를 이론화하 

는 데 실패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이웃집 원주민"(w:띠raven 1999)을 

연구 대상으로 한 일제의 체질인류학자가 조선인에 대해 인종주의적 소 

신을유지할수 있었는지 여부는중요한질문거리이다. 서구의 인류학은 

인종문화 관계에 있어서 “전화적” 인종주의자에 대항히여 반인종주의 

적 인류학자들이 논쟁하는 과정을 통해 상당한 학문적 성숙을 이룬 데 

비해 그러한 논쟁에 대해 무감각했던 것이 일본 체질인류학의 성격， 나 

아가 조선에서의 체질인류학 연구의 성격에 깊은 혼적을 남겼을 것으로 

추론할수 었다. 

전후의 일본에서 민족학。l리는 강의 명청은 대체로 문화인류학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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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타이툴로 바뀌게 되었다고 한대N없02(02). 일본인류학회는 체질 

인류학자들의모임으로전후에도같은타이틀을유지하였으며학회지인 

“인류희잡지”에는 여전히 해부학적 연구가 많이 게재되었다. 형태기술 

적 연구의 학문적 영향력이 쇠락하였다는 원로의 탄식도 있고 새로운 

경향의 연구결과도 게재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새로운 연구들 

은 새로운 이론적 쟁점이나 질문을 제기하기보다는 민족기원이라는 오 

래된 질문에 답하기 위히여 유전자 분석기법과 같은 새로운 테크닉을 

이용한다든가 민족적 특성을 기술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산업적 목적 

으로 인체 계측치를 사용하는 등의 변화를 보이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2) 조선의 체질인류학과 형태기술적 연구 

현대 한국의 체질인류학은 그 뿌리를 일제시대에 일본인에 의해 행 

해진 조선인에 대한 형태학적 연구에 두고 있다. 한국인 인체계측치가 

서양인과 일본인 등에 의해 간간이 발표된 것은 19세기 말부터이다. 그 

러나일본이 조선에서 지배적인 지위를점하고난 1906년 이후에는유렵 

인에 의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일본인에 의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게 된다. 일본인에 의한본격적인 체질인류학 연구는 1908년 대한의 

원 교육부의 해부학 주임교수로 부임한 구보(久{웠에 의해 시작되었다 

고 볼 수 있다. 그는 1916년 경성의학전문학교 교수로 유임되어 1923년 

사임할 때까지 한국인 체질 연구에서 많은 연구 성과를 남겼다. 현재까 

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2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주로 “조선인 

의 인종해부학적 연구” 또는 “조선인의 인종학적 연구”라는 타이틀로 

조선인의 신체 여러 부위를 계측한 결과를 발표한 일련의 글을 남겼으며 

모발 특성을 기록한 글도 네 편이나 남겼다{박형우 • 여인석 • 정민석 • 

정인혁 1990; 박형우 • 여인석 • 정인혁 1991; 여인석 • 박형우 • 정인혁 

1990; 정인혁 • 박형우 • 정민석 • 유기수 1989). 이는 20세기 초반 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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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연구의 일반적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체격， 모발， 기타 신체 부위의 

크기나 모양 동을 기술함으로써 인종 집단의 유형적 특성을 밝히고자 

한 전통의 맥을 잇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히여 조선인의 체격이 일본 

인의 것 보다 크다는 것을 알게 된 그가 이에 대해 학문적 접근을 하기보 

다는 지게 짐을 지기에 적당한 신체라고 명하는 등 한국인에 대한 인종 

주의적 편견을공공연히 입에 담아 경의전 학생들이 동맹휴혁을 한 일도 

있고 말썽을 여러 번 일으켰다는 일화들이 전해지고 있다{장신요 1988). 

1925년 구보의 후임으로 경성의전에 았던 우에다(上田)와 이마무라 

(今村)가 신설된 경성제대 의학부 교수로 취임하면서부터 한국의 체질 

인류학이 본격적인 번영기를 맞이하였다. 이는 연구논문 편수에 반영되 

어 있다. 경성의전이 정착한 1920년대부터 연구논문이 증가하기 시작하 

였고 경성제대가 창설되어 연구 업적이 발표되기 시작한 1930년대에 절 

정을 이루었다{장신요 1979).1988년까지 발표된 한국인에 대한 체질인 

류학적 연구의 주제， 저자， 연도별 문헌목록에 따르면 1945년 해방 당시 

까지 발표된 글은 약 410여 편이대박형우 등 1990, 1991; 여인석 등 

1엇Xl; 정인회 등 1989).1) 이 목록에 따르면 주요 발표지면은 조선의학회 

지(1 10편)， 해부학잡지(48편)， 인류학잡지(44편) 등이다. 일본인에 의해 

일본어로 발표된 것(300편 이상)이 대다수인데， 특히 일제 강점기 이후 

에는유럽인 연구지들의 업적은찾아보기가 어렵다. 연구주제는골격계 

통， 심장혈관계통， 신경계통， 특수감각기관， 피부계통， 내장계통， 근육계 

통， 신체계측 및 발육 등 전신을 다루고 있지만 어디를 다루든 형태기술 

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은 다름이 없다. 이런 점은 논문의 제목에서도 

드러나는데 주로 “조선인” 또는기끔씩은“방인의 ...... 에 대하여” 또는 

“관하여”라는 제목을 달고 있으며 때로는 “조선인의 ...... 에 관한 연구” 

라는 타이틀을 쓰기도 하지만 의미는 “ ...... 에 관하여” 내지는 “ ...... 에 

1) 장신요(1979)에 따르면 총 논문 수가 약 370여 면이나 박행우 둥， 여인석 둥， 정인혁 
둥이 작성한 문현목록에는 주제에 따라 칼은 논문율 이충으로 기재한 것도 있고 장선 
요의 조사 때 밝히지 못한 새로운 문현도 추가되어 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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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와 큰 차이가 없다. 연구 주제별 변회를 보면 1914년까지는 골격 

연구와 인체계측에 제한되어 있다가 1915년부터 모발 등에 대한 연구가 

나타나지만 본격적으로 연구 주제가 다잉택된 것은 1920년대 중반부터 

이다. 그렇다고 하여도， 목록의 저지들이 나눈 %개 소주제 별 편수에 

따르면 인체계측 120, 두개골 49, 치아 44, 하지골 41 , 지문 23, 모발 

18 등으로 인체의 외적 형태적 특성을 기술하는 것이 압도적 다수이며 

골격 중에서는 특히 두개골에 집중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두개골의 

특성이 지능， 기질， 문화적 능력의 척도라고 믿었던 당시의 인종주의적 

체질인류학의 성격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20년대 이후에 활동한 학자들 중에는 이마무라가 단연 눈에 띈다. 

그는 경성제대 의학부의 교수로 있으면서 조선에서의 체절 인류학 연구 

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 사람인데 초기에는 주로 조선의 고분발굴 인골 

연구에 관한 논문을 주로 발표했으나 30년대에 접어든 이후에는 동북아 

시아 여러 종족의 신체적 특질을 비교하여 상호관계를 밝히려는 글을 

주로 발표하였다. 이는 일본의 대륙진출과 시기적으로 맞물린다. 설제로 

상기한 목록을 살펴보면 1930년대를 전후하여 전체 체질인류학 논문의 

숫자가 급증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대륙진출세력과 비례하여 “조선인， 

지나인， 그리고 내지인”을 비교하거나 만주와 몽고의 제 민족간 특성을 

비교히는 글의 출간이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난다. 

제질인류학계의 한 원로의 회고에 의하면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에는 

일본의 제국대희들에서보다 더 많은 해부학 강좌가 개설되었으며 배정 

된 연구비도 막대했다고 한다. 이는 이민족인 조선인， 만주인， 몽고족， 

한족의 체질인류학을 연구히는 센터로서의 기능을 경성제대 해부학 교 

실이 담당했기 때문이라고 하며 이후 일본이 동님-o}시아를 점거한 이후 

에는 이 센터가 태국， 미얀마， 인도네시아까지 진출하여 상당한 연구 활 

동을 했다고 한대장신요 1988). 

조선에서의 제질인류학적 연구관심사는 크게 고분출토 인골이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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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조선인의 특질 연구를 통해 민족의 역사를 재구성하려는 것， 인종적 

우열성과 같은 식민통치의 이데올로기 구축과 관련된 것， 또는 식민지 

경영이나 정책운영에 필요한 실질적 정보 생산으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추론된다. 이러한 상황은 서구의 식민지 체질인류학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일제 식민지배의 진행에 띠라 등장하는 연구 주제에 있어 변화 

가 나타나는 데， 30년대 중반부터 여러 이민족의 신체 특성비교가 출간 

되기 시작하며 40년대에 접어들면서 조선인과 일본인의 혼혈문제 연구 

나 조선인의 체력， 노동력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런 연구 활동들 

과식민지배가맺고있는관계는본고의분석대상은아니지만언젠가는 

본격적으로 연구되어야할 주제인 것은 분명하다. 

경성제대 해부학 교실에서는 조선인 후진도 양성하여 해방 당시까지 

배출한 조선인 해부학교수가 5명이었으며， 이중 2명이 우에다에게서 배 

운 체질인류학자였다고 한다{장신요 1988). 이렇듯 일제 시대에 일본인 

에 의해 시작된 체질인류학이 연구와 교육을통히여 현대 한국 체질인류 

학의 뿌리가 되었고 그 학문적 전통이 오늘날에도 살아있다. 

일제의 체질인류화의 학문적 성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일제시기에 해부학자들에 

의한 형태기술적 연구는 체질인류학이 진화과학으로 거듭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리는 점에 우선 주목하고자 한다. 당시 일제의 체질인류학 

은 서구의 체질인류학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본적인 가정， 연구주제， 연 

구방법에 있어 동질적인 것으로 보아 무방하다. 서구의 제질인류학은 

18세기 이래 인간집단들의 상이한 형태학적 특정들을 연구함으로써 “인 

종의 역사를 재건”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되었다.19세기 말에 들어 종의 

변회라는 진화적 사.jL가 등장하고 난 이후에도， 저동인종에서 고둥인종 

으로의 진보와 진보의 속도 불균형에 의해 발생한 인종의 우열 차이가 

존재한다는 신념은 여전히 지속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설명이 신의 

창조에서 자연선택에 의해 발생한 자연계의 질서라는 설명으로 대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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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을 뿐이다. 이러한 사고는 20세기가 시작되고 나서도 계속 지배적이었 

다. 당시의 형태학적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분류 그 자체였으며 집단 

간의 우열은 거의 자명한 것이므로 조사를 통해 집단 간 형태적 상이성 

을 서술히는 것으로써 연구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체질인류학이 진정한 의미로서 진화과학으로 거듭난 것은 20세기 중반 

에 소위 “진화의 종합이론”이 확립되고 이것이 체질인류빽 통합되고 

난 이후이대Bowler 1986). 이렇듯 전다윈적(pre-Darwinian) 상태의 유 

형론적 체질인류학어 일제시대 조선의 체질인류학이다. 

3) 해방 이후의 효펙체질인류확과 형태학적 연구의 지속 

일제에 의해 시작된 체질인류학은 해방과 6.25 전쟁의 혼란기에 

그 학문활동이 중단되었다. 해방 후 1955년까지 10년간 한일 %댁에서 

발간된 한국인에 대한 체질인류학적 논문은 15편에 불과해 해방과 6 . 

25를 겪으면서 위축된 학문활동의 양상을 짐작케 한다. 이 시기가 서구 

에서는 진화의 종합설이 체질인류빽l 통합되는 중요한 학문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던 바로 그 때라는 점에서 한일 모두 중요한 학문적 단절을 

경험한 것이다. 

한국어l서는 수복 이후 학문활동이 다시 활성화되었고 1958년에 대 

한체질인류학회가 창립되기에 이른다. 이후 학위에 대한 수요 증대와 

연구생 제도로 교수와 지도학생의 공동연구가 많이 진행되었고 다수의 

연구 엽적이 출간된다. 해방 후 1970년대 말까지 보면 약 42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이들 대부분이 연구생 제도가 실시된 1960년대 중 

반 전후 10년에 집중되어 있다{장신요 1979).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 

후 연구생 제도가 끝나자 연구논문도 급격히 감소하고 체질인류학에 대 

한 학문적 관심도 따라서 저하되었으며 이는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고 한다{장신요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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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한 것은 연구 논문수가 급증한 70년대 중반에도 새로운 학문적 

전개가 있었다고는 보기 힘들고 이전의 체질인류학적 주제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자료를 축적하는 양상올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반영 

하듯이 체질인류학회지 창간을 기념하여 발표된 한 원로학자의 회고록 

에도 해방 이후시는 짧게 처리되어 있다{예를 들면， 장신요 1988). 즉， 

해방 후의 한국 체질인류학은 일제시대 체질인류빽l서 스스로 학문적 

뿌리를 찾고 있을 뿐 아니라 일제시대의 연구와 대개 같은 이론， 주제， 

방법이라는틀에서 진행되었던 것이다. 가장큰차이라면논문의 제목이 

“조선인의 "에서 “한국인의 "로 바뀐 것이라고나 할까. 이를 

보여주는 사례는 라세진(1%4)이 발표한 글 “한국민족의 체질인류학적 

연구”라고할수있다. 그는그때까지 이루어진한국인에 대한체질인류 

학적 연구를 집대성한 후 한국인의 형태적 특성에 기반하여 한국인이 

일본인에 비해 우수하며 북방계 중국인과근연성 있다는주장을 하였다. 

한국인의 우수성을 주장했다는 점만 제외하면 그의 저서는 일제시대에 

이루어진 체질인류학적 연구와 기본적인 가정이나， 연구방법， 자료해석 

방법 면애서 대동소이한 연장선%에1서 쓰여진 것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대개의 연구는 입상적 목적에서 실시된 것들로서 특별히 위 

와글과 같은 목적의식을 공유한 것은 아니지만 형태기술적 연구가주를 

이룬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물론 대디수의 체질인류학회 회원이 해부학 

쩨기도 하다. 형태기술적 연구 전휩l 대뼈 특별한문제의식이 제기 

된 바가 없다는 것은 1980년대 후반에 이루어진 목록화 작업에도 반영 

되어 있다. 이러한방대한분류작업을실시하면서 연구질문별로글들 

을 정리할 필요성을 제기 하지 않았고 논문은 다루는 신체부위별， 발표 

연대별로만 정리가 이루어져있다{박형우 풍 1잊)()， 1991; 여인석 등 

1990; 정인혁 등 1989). 다른 방식의 목록화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작업 

의 배경을 설명하는 글에도 전혀 언급된 바가 없다. 형태기술적 연구이 

외에도 신체계측이나 발육 연구가 있었으나 이들은 대개 의류산엽， 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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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보건학， 체육， 군사 등 다른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물론 해부학 전통 

에서 출벌하지 않고 현대적 진회어론으로 무장한 새로운 세대의 학자들 

도 소수 있으며 이들은 대한체질인류학회와 별도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 

나 이들의 연구활동은 전체적으로 미미한 수준이어서 독자적인 학문적 

세력을 구축하고 있지는못하다. 따라서 현대의 한국 제질인류학의 주류 

는 국제적인 체질인류학계의 동향과 상당히 동떨어져 존재하고 있다고 

할수 있다. 체질인류학은사람의 제질특성， 기원과그 진회를 연구하는 

분야1장신요 1979)라는 자기 정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체질인류학의 

주류는 현대적 의미에서의 진화과학으로 아직은 “진화”하지 않았고 이 

것은 앞으로의 숙제로 남아있다. 

3. 서구의 체질인류학으로부터의 교훌: 

유형론의 극복과 진호}과학으로의 “진화’ 

본 징에서는 일제가 후대의 학문에 남긴 유산을 극복하고 향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실마리를 서구의 체질 인류학이 걸어온 길을 

되짚어 봄으로써 찾고자 했다. 이러한 모색의 해답은 형태기술적 연구에 

서 출벌한 서구의 체질인류학이 어떻게 유형론을 극복하고 진화과학으 

로 거듭남으로써 인간문화와 인간생물학의 관계에 대한 이론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게 되었는가에서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 

한 이론을 제공할 때만이 인간이 지닌 종으로서의 생물학적 특성을 연구 

히는 체질인류학이 문화적 측면을 연구하는 (넓은 의미의) 문화인류학 

과 인류희이라는 우산아래 공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까 상승적 

관계를 만들어 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02 c비교문화연구』 제10집 1호(2004) 



1) 유럽의 민족학과 인종연구 

18 îl기 말에서 19세기 초무렵 유럽에서는여러 인종집단들이 어떻 

게 현재 위치에 존재하게 되었나에 대한 역사적 설명을 구성하려는 학문 

적 시도가 시작되었다. 형태학적인 특성을 중심으로 인류 집단을 분류하 

고이들의 기원을포함한생물학적 역사를밝히려는이러한노력은성서 

에 기반한 인류일조설의 근간 위에 진행되었다. 당시에는 문화와 인간을 

동시에 연구대상으로삼았으나초기에는언어학적 연구가중심이 되었 

다{Stocking 1973). 19세기의 성서적 전통에서는 문화적인 것이 체질적 

인 것보다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통일 근원에서의 따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각 인종 집단 간의 신체적 치이는 환경에 따른 변회라는 

틀에서 이해되었다. 이후 성서적 연구는 언어， 문화， 체질을 역사적 이주 

연구의 틀로 묶은 민족학 연구로 진행되었다-(Stoc때19 1987). 그런데 신 

세계의 발견과 더불어 일조설에 회의를 가지게 된 학자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지구의 역사를 짧다고 봤던 당시에는 신체가 환경에 의해 빨리 

변화해야 일조설이 유지되는데 실제로는 인종의 신체적 특질이 역사 기 

록상 변치 않는다는 난점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환경이 인체를 변화시키 

는 데 큰 힘이 없다는 것에 기반한 인류다조설이 19세기 중반에 등장하 

였으며 이들은 점차 순수한 해부화적 입징뻐1서 인종을 분류하고 이들의 

역사를 재구성하려 했는데 이것이 체질인류학의 학문적 전통의 시발이 

다{Stocking 1987). 이들은 신체의 변형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고 집단 내 

변이를 무시했으며 순수 인종 집단의 전형이 었다는 신념아래 고유한 

인종형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연구의 목적으로는 분류가 특히 중시되었 

는데 변형기능성이 없는 형질로서 집단 내에 통질적으로 나타나는 집단 

고유의 특성을 분류기준으로 삼고자 하였다. 

19세기 중반까지는 영국인류학 내에 민족학， 인류학， 사회진화론의 

세 가지 전통이 각기 혼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민족화 전통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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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 민속 등 민족학적 자료를 통해 여러 인간집단의 관련성에 대한 

역사적 문제의 해결을 지향했고， 인류학에서는 신체적 차이에 주목히여 

비교해부학적 분류를 시도하였다. 한편 사회진화론자들은 전 세계의 모 

든 민족을 발전 단계별로 분류 • 서술하고자 하였다. 문핵사회)진회론 

전통에서는 인간사회의 다양성을 체질적 차이와 관련해서 보지 않고 그 

자체로 다루었으며 단순한 분류적 관심보다는 역동적인 기원과 발전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다윈이 제창한 진화론에는 진보나 방향성 

의 개념이 없지만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진화론지들은생물학적 진화를 

진보와 동일시하고 이를 사회진회에 직접 대입하여 보면적， 사회문화적 

진보단계를 상정하였다. 발달단계의 규칙성을 설명하기 위한 논리적 요 

청으로 인류의 정신적 제일성(psychic unity)을 상정해야만 했던 사회진 

화론지들의 논의에는 그러나 여전히 인종집단간의 차이라는 다조설의 

영향도 공존하여서， 문회적 차이와 인종적 차이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혼동히는 양%에 나타났다. 

19세기 말에 이르러 영국에서 민족학적 전통이 우세해지면서 인류학 

은 민족학적 전통을뭇하게 되었고 연구의 대^J이 인종에서 사회문화로， 

모든 민족에서 식민지의 미개인으로 바뀌면서 각 분야의 전문화가 심화 

되어갔다. 

한면， 체질인류학 내부에서는 다윈 진화론 이후에도 인종은 여전히 

하나의 분리된 자연 범주로 간주되었고 인체계측을 이용한 유형론적인 

연구가 계속 진행되었다. 진보로서의 진화라는 기본 가정 아래 형태적 

특성을 연구뼈 인류사의 재건에 일익을 담당코자하였던 것으로， 인종 

간의 차이는 불균등한 진보의 속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한펀에서는 다조설의 영향도 시라지지 않고 인종집단의 분지가 오래 전 

에 발생했고 일단 분지 된 후 명행진화 되었다는 설명방식의 형태로 진 

화론에 통합되었다. 형태론적， 유형론적 연구는 비교해부학적 접근법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연구의 목적은 분류 자체였으므로 집단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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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성의 서솔로 충분하며 상어성의 발생과정 즉 인종이 어떻게 분리되 

는지에 대한 이론은 부재하였는데 이는 사실 자체가 연구주제를 설명한 

다고 상정하였기 때문이다. 형태적 연궈l서는 특히 두개골에 주목의 

대상이었는데 이는 두개골의 특성이 지눔， 기질， 문화적 놓력의 척도리는 

가정에 기반한 것이었다. 이런 연구는 진회척 인종주의의 형태로 식민정책 

이나 인종정책의 영역에서 대사회적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게 되었다. 그러 

나 당시의 연구는 비록 진웹는 개념올 λ탱하고 있기는 했으나 진햄는 

개념을 진봐+ 등치시키면서 변이가 아니라 전형에 주목흉}여 정적인 타입 

을 구성하려 했다는 측면에서 전다윈적(pre-Darnψ때1) 사고에 기반하고 

있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위와같은 해부학적 체질인류학이 발달하여 인 

류학이라는 명칭을 차지하게 되었고 민족학의 전통과 새로운 진회론 전 

통이 강했던 앵글로 아메리칸 인류뼈서는 체질인류학이 일반 인류학 

의 여러 분야1민족학， 언어학， 선사고고학， 체질인류학)의 하나로 존재하 

게 되었다. 진화의 역사적 발달 과정에 의해 이런 분야들01 하나로 연결 

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국에서도 사회인류학 

이 하나의 학문분야로 본격적으로 생립되면서 체질인류학과는 점차 결 

별의 길올 걷게 되었다. 

2) 보아즈와 포팔적 미국인류확 

19세기 말 이미 인종학적 체질인류학은학문적으로 믹다른 길에 접어들 

었으며 이러한싱황은 2떼기 중반까지 져}속되었대S~α때ng1쨌:)， 시간의 

경과와환경의 조건에 따라 변하지 않는 순수인종 개념으로 인종을 세분 

하려는 노력을 진행하면 할수록 해철불능의 벽에 부딪치게 되었기 때문 

이다. 막대한 인체 측정자료는 쌓여갔으나 이툴 다룰 수 있는 어떤 새로 

운 학문적 돌따구도 찾지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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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즈(F. Boas)는 19세기의 인종주의적 가정에 대한 철저한 비판을 

통해 인종문화의 고리를끊음으로서 체질과문화두 영역을분리시키고 

같은 맥락에서 문화진화론에 대한 비판을 통해 각문화의 독립적인 발달 

과정에 주목하는 역사적 특수주의를 확립함으로써 미국문화인류핵l서 

문화결정론적 사고가 정착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는 평을 받고 있 

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인류빽l서는 보아즈로부터 시작하여 문회는 생 

물학과 완전 결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후로 인간은 무한히 

유연한 존재로서 즉 소위 말히는 인간이 지닌 문회적 능력(capacity for 

culture)이 진화한 이후 인간문화의 방향은 인간생물핵n 의해 전혀 제 

한되지 않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1920년대 내내 보아즈 추종자와 

인종주의자 사어의 투쟁이 전개되었으며 여러 역사적， 지적， 사회적 요 

인이 반인종주의적 보아즈주의자를 궁극적 승리로 이꿀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포괄적 인류학을 미국인류학의 특성으로 자리 

잡도록 기여플 한 사람도 보아즈이다. 보아즈는 민족학의 역사적 연구에 

체질인류학의 자료가 가진 효용에 관심을 가졌다. 즉 민족들간의 역사적 

관계 규명에 참고가 되고 인류의 초기사 문제 해결에 기여할 기능성 때문 

에 체질인류학적 연구의 정당성을 인정하였고 스스로 연구하기도 하였 

다. 19세기 말 유럽 대륙의 체질인류학어 대규모 측정을 주로 했으나 통 

계적으로는 아직 평균치를 이용히는 수준이었다면， 보아즈는 갈톤에 의 

해 개발된 당시로는 세련된 생물 통계기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지식을 배경으로 인종연구에 있어서도 아이디얼 타입을 거부하고 

평균이 아니라 현상의 실질적 분포에 대한 경험적 연구방법을 채택하였 

다. 보아즈는 인종의 특성을 정적인 타입으로서가 아니라 특정 환경에서 

유전적 소양과 성장 과정이 상햄용한 산물로 파익하였으며 타입 서술 

이나 분류자체보다는 어떻게 그러한 특성이 발생하게 되었는지의 과정에 

관심을 가졌다. 따라서 보아즈의 체질인류학 연구는 민족사 연구의 보조 

적 수단이었으며 환경에 대해 민감한 신체적 변형은 광범위한 의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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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화적 요인의 종속변수로서 홍미의 대상이 되었던 젓이대Boas 

1894, 1911). 이민자의 두개골 형태에 대한 연구가 바로 그러한 접근법을 

보여주는 좋은 시례일 것이다{Boas 19(8). 보아즈의 이러한 접근은 이후 

에 미국 체질인류뼈서 영양수준， 질병， 문화적 관습， 돼화， 이주， 기 

후， 고도， 사회경제적 수준， 기족의 크기와구성에 따른체격과제농， 건강 

수준의 연구 등 여러 종류의 인간 적웅성 연구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체질인류의 주류이던 형태화적 연구전통에서는 인체계측에 

기반한 유형론적인 연구를 계속 진행하였고 여러 지적， 제도적， 이데올로 

기적 요소가 문화와 생물학의 연구를 점차 분리된 영역으로 몰아갔다. 

일차대전 이전에 사회， 문화인류학이 성립되고 민족지적 현재에 작동하 

는 문화적， 사회적 요인에 주목하는 기능주의적 관점이 주도적으로 되면 

서， 문화인류학은 체질인류학과 점차 분리되었다. 뿐만 아니라， 진화적 

인종주의가 여러 사회적 논쟁을 야기하면서 인류학자들은 지속적으로 문 

화결정론적 입장을 천명해야만 했던 것이다. 따라서 당시의 미국인류화 

에서 체질인류학과 문화인류학은 한 우산 아래에 같이 있기는 하였으나 

즐거이 함께 살았다기보다는 주로 서로 무관심했고 때로는 적대적이기조 

차 했지만 별로 혜어져야 할 이유도 없어 끈을 유지한 관계에 기깝다. 

3) 신다위니즘과 생물학적 인류학의 풍짱 

20세기 중반에 이르러 전화의 종합설이 성립되고 이를 계기로 신다 

윈주의가 체질인류빽l 통합되면서 반유형론적인 보아즈류의 문화인류 

학과 제질인류학의 타협가능성이 발생하였다. 유형론적 체질인류화의 

시대가 마감되고 역동적 적응과정에 대한 연구로 변회함으로써 변이의 

기원과 전달， 분포양상， 그리고 집단간 상이성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가설을 검증하고 이로써 이론을 수립하는 신다윈주의적 체질인류학의 

시대가왔기 때문이다. 이에 1951년에 워시번(Washbum)이 새로운 체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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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학의 성립을 선언하기에 이른대많raway1쨌:). 그는 인종의 역사 연구 

와 인종의 유형론적 연구와 결별을 선언하였고 인간행동괴학을 지향하는 

새 체질인류학을할것을주창하였다. 그의 입장은당시의 많은 젊은학자들 

의 입장을대변한것이었다. 이후로진행된체질인류학은그성격상인류진 

회생물학이라고 불리는 것이 더 미땅할 것이다. 실제로 많은 체질인류학자 

들이 자신을 생물학적 인류학재biological anthroφl앵st) 또는 생물인류 

학재bioanthropolo，횡st)라고 부르며 이러한추세는 점차 깅해지고 있다. 

한펀 이 시기에 이르러 문화인류학자들 중에서도 진화에 다시 관심 

을 가자게 된 사람들이 등장하여 1960년대에는 신진화론이라는 큰 타이 

틀 아래 문화인류핵l서는 생태적 조건에 대한 적응으로서의 문화 연구 

나 문화의 보편진화와 특수진화론 등이 나타났다. 고고학에서도 비슷한 

시가에 신고고학 또는 과정주의( processualism)란 이름하에 문화변동의 

과정을 중요시하는 연구 활동들이 활벌하게 전개되었다. 언뭇 보기에는 

인류학의 여러 분야가 진회라는 공통의 개념 툴 아래 연대한 것 같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당시에는 인간생물학과 인간문화의 관계에 대한 어 

떤 구체적 이론도 제시된 적은 없으며 각자 다른 목적과 의미로 다윈주 

의에서 도출된 말을 함께 사용했혐l 불과했다. 문화인류학자들은 인간 

문화의 집단역학적인 양상을 묘사뺨 데 아날로지로서 다윈주의에서 

진화와적응의 개념을 빌려왔을뿐이었다. 따라서 문화/생물학의 이분법 

은 본질적으로는 도전 받지 않고 강고히 유지되었다. 인간생물학어 인간 

문화에 대한 독립변수였던 인종주의 시대의 문화생물학 관계가 단절된 

이후 인류학 내에서 그 물은 서로 분리된 채 각자 독립적인 길을 캄거나 

(유럽에서는완전히 딴집에서， 미국에서는한집에서 따로) 또는문화연 

구의 종속변수로서의 인간생물학을 연구하는 체질인류학으로서 겨우 함 

께 존재하던 두 분야가 진화라는 개념에 대한공통적인 관심으로 말미암 

아 표면적인 화해에 도달한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뒤이어 1980 

년대에 문화인류학에서 인문학적 경향이 깅해지면서 이런 표면적인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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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의 제스츄어마저 서로 취하지 않게 되었다. 

지금까지 체질인류학과 문화인류학이 포팔적 인류학으로서 함께 한 

다는 것이 얼마나 지난한 일인지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 

한지를 과거의 경험을 통해 검토해 보았다. 함께 출발했던 과거나 제도 

적 통합。l나 또는 인간 이해를 위해서는 양 측면이 모두 연구될 필요가 

있다는 당위론만으로는 충분치가 못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볼 때 학문적인 통합을 위해서 최소한의 펼요조건이면서 궁극적인 해결 

과제가 바로 인간문화와 인간생물학의 관계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확립 

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4) 진확: 인간보뻗성과 문획다양성의 “휴잃한’ 연결고리 

전화가 인류학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참으로 모순적인 것은 체 

질인류학과 선사고고학에서는 진화가 핵심적 이론적 개념이지만 문화인류 

학자들은이에 대해 매우이중적인 태도를취하고 있다는점 때문이다. 문화 

인류학자가 진회를 지지하는 것은 인류가 진화한 하나의 생물화적 종이라 

는 데까지이다. 대개의 문헬l류학자는 인간의 문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생물학을 꿀어들이는 것을 혐오헨k예를 들어 S때l없 1976). 약 30년 전 

윌쉰E. O. WJ.!son)의 사회생물학이 문헬1류학자들에게서 얼마나 깅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는지 상기해 보라{‘%뚱rstrale 2때). 물론 인류학자뜰 

중에서도 생물학적 진화와 적응의 개념을 가지고 인간행동올 연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은 어디까지나 소수에 불과하다{예를 들면 Smith & 

Wmterhalder 1992). 대다수의 문화 인류학지들은 진화를 인간이 문화적 

능력(capacity for culture)을 보유한 데까지만 설명적으로 유효한 개념 

으로 보는 것 같다. 인간이 문화적 존재로서 살아 갈 수 있는 것은 무한 

히 유연한 학습능력올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학습 능력을 보유 

한 이후부터는 인간문화는 인간생물학으로부터 자율적일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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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따라서 인간-문화 관계에 대해서는 이 둘이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다고 막연히 언급히는 것으로 끝맺음을 하고 더 이상은 문제시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물론 현대의 어떤 인류학자도 실제로 

인간정신이 무한히 유연하다고 믿지는 않겠지만 마치 그러한 듯이 연구 

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여기에 머무른다면 인 

류학어 자헨문화 이분법을 극복빼 이들이 상호작용하는 영역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능성은 λ봐질 것이다. 

인간문빽l 있어 보편성이란 드물거나 이론적으로 중요쩨 않다는 

것이 문화인류학계가 도달한 일반적인 합의인 것처럼 보인대Bro뼈 

1991). 보편성과 다양성이 모두 인류학의 관심 대싱}이라고 개론서에서 

는 흔히 말하지만 실제로는 보면성은 인류학의 주된 연구대상배서 제외 

되어 있다. 그러나문화적이라고불리는인간사가자의적인것과는거리 

가 멀고 논리적으로 가능한 정도로 변회무쌍한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 

다. 즉， 다양성은 조직되어있다. 이러한 다양성의 조직 내지 분포상의 

규칙성은 인간의 조건， 인간λh 인간본성의 이해를 위해 중요하기 때문 

에 설명이 요구되는 현성이다. 문화인류빼서는 민족지적 기록을 통해 

인간 보편성에 대한 경험적인 반대 증거를 다수 확보하고 있다. 다양성 

에 대한 증거는 인간행동의 표면적인 다양성 또는 한 걸음 더 니-ot가 

문화담당자의 의미부여의 다양성에서 도출되고 있다. 그러나 행동의 다 

양성이나 의미부여의 다양성이 인간 보편성에 대한 반대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이는 입력(즉， 정보， 조건， 환경， 또는 맥락)이 다르면 같은 정보처 

리 메커니즘{즉， 진화된 하나의 종으로서 지닌 보편적 인간심리구조)에 

의해서도 다른 출력(즉， 관찰 기능한 행동의 패턴， 의미부여 같은 것들) 

이 니올 수 있기 때문이대박순영 2(03). 

규칙성의 발견은 적절한 준거틀의 존재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러한 

준거툴은 진화된 종으로서 인간이 지닌 생물학적 보편성에서 찾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인간의 진화된 마음의 구조가 그 길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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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서 기장 강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었다. 진회심리화은 1970， 80년대 

이래 서구에서 일단의 인류학자와 심리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활발히 진 

행하고 있는 학문적 시도로서 인간보편성과 문화적 다양성의 관계에 대 

하여. 탐구하고 논할 수 있는 토양올 만들고 있다{Barkow， Cosmídes, 

Tooby 1992). 이들에 따르면 진화한 인간 심리구조에는 내적 구조가 

있다. 이러한 인류 보편적인 구조가 있기 때분에 인간문화의 디양성은 

조직되어 있는 것이다. 소수의 인류학지들이 진화심리화의 아이디어가 

문화 연구에 적용기능한지를 이미 검토해l 시작했대Kuper 199<)). 여 

기에는 댄 스퍼버(Sperber 199<)), 모리스 블록{M. Block) , 그리고 크리 

스티나 토렌(C. Toren) 퉁이 포함된다{WhiteholL_<;e 2001). 

이러한 학사적 전개과정을 볼 때， 결국 인간에 대한 종합과학으로서 

의 인류학의 가농성은 진화한 종으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보편성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드러난다. 현재까지는 진회판어 

하나의 종(s야cies)으로서 인간이 지닌 보편성을 생각히는 젓을 가능하 

게 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화이론만이 인간존재의 각기 다른 치원에 

대한 설명들을수직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이론적 툴을 제시할잠재력을 

가지고 았다. 결국 체질인류학은 인간진회생물학이 될 때에만 인간운E화 

관계에 대한 생산성 있는 설명 툴을 제시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서구의 체질 인류학 발달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인 것이다. 

4. 곁를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한국의 체질인류학이 일제에 의해 해부학 교 

실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는 것， 당시의 체질인류학은 형태기술적 • 인 

종유형론적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전다윈적 학문이었다는 것， 해냉F이후 

학문 활동의 단절기를 겪으면서 일제의 해부학적 인류핵을 완전히 넘어 

일제 식민통치하의 조선 제질인류학이 남긴 학문적 과제와 
서구 체질인류학사로부터의 교훈 l 박순영 211 



선 진화과학이 되지 못했다는 것， 결국 학문적 활력이 쇠락하고 사회적 

인지도와 기여도도 격감했디는 것이 일제의 체질인류학이 물려준 유산 

이다. 한국의 체질인류회이 학문적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 이루어야할 

향후의 과제는 진정한 인간진회쟁물학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일제 식민 

지시기부터 현재까지 주류인 형태학적 체질인류학은 인간-문화 관계에 

대한 설명력 강한 이론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 

이다. 체질인류학어 진정한 전화과학으로 방향을 전환할 때에만 인류학 

의 학문적 지평확대를 위해 필요한 인간문화와 인간생물학의 관계에 대 

한 논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추신: 향후의 과제 

본고에서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향후의 과제로 남겨진 중요한 문 

제를 덧붙여 언급하그l자 한다. 식민지배자가 식민지 현실을 파악해야한 

다는 식민지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조선사회 전반에 대히여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였다는 것은 여러 가지 기록으로 남아 있대박병규 • 서호 

철 2(03) , 물론조선인의 신체도그러한조사의 대상}이 되었다. 이 주제 

로 출판된 논문의 수와 종류만 봐도 당시에 얼마나 다OJ=한 연구가 지속 

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다. 조선인의 신체에 대한 연구， 특히 그 

중에서도 체질인류학적 연구는 서구에서 발생한 체질인류학이 지닌 성 

격 때문에 특별한 주목의 대상F이 된다. 

인종의 역사를 재건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서구의 체질인류학'Ù]19 

세기 후반기에 서유럽인의 우월성을 확신히는 인종결정론에 경도되어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유럽 특히 독일에서 인류학을 수입해 

온 일본의 체질인류학자들이 조선인의 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아시아의 

유럽인을 지향했던 일본인 사이에 피식민지 조선인을 열등한 미개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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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바라보는 식민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고 전파하는 데 기여한 것은 어쩌 

면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이들은 식민지 이데올로기 개발에서 한걸음 

더 나-ot가 식민지 경영상의 필요에 부응하고 군시활동을 지원하는 연구 

들을 수행했을 것이다. 식민 통치가 진행됨에 따라 식민지 경영에 직접 

관련 있거나 전쟁수행에 펼요한 조사활동틀은 관군학 합작의 행태로 이 

루어졌다. 이런 연구들은 임상의학이나 집단 보건 위생학적 연구， 일선 

인 혼혈이에 대한 우생화적 연구， 각 민족의 신체적 특성， 인종적 기원， 

인종분포지도 조샤 전쟁동원에 필요한 인적자원으로서의 조선인의 체 

력과 출산력에 대한 연구 둥 다.OJ=한 주제를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체질 

인류학적 연구가 일본의 식민지 통치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현재까 

지 명확히 명가된 바가 없다. 이는 앞으로 반드시 연구되어야할 부분이 

다-
대한체질인류학회가 작성한 목록에 따르면 1945년 이전에 발표된 

한국인에 대한 체질인류학적 연구 논문은 현재 알려진 것만 약 400여 

편에 이른다{박형우 등 1990, 1991; 여인석 등 199이. 이 연구의 대부분 

은 일본인 학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조사활동의 성격이나 

각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명가가 이루어진 적은 아직 없다. 체질인류학 

자들의 대부분이 해부학배경을지니고 있어서 이러한자료에 대한사회 

과학적 접근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많은 자료들이 전문용어와 수 

치로 정리되어있어서 인문학자가 접근하기도 매우 어렵다. 누가， 어떤 

의도로， 누구의 지원을 받아 어떤 조사를 했는지， 이런 조사들은 어떤 

정치적， 사회적 효과를 내었으며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유산을 남 

겼는지를 검토하는 것도 장치는 해결해야할 과제일 것이다. 

서구의 식민주의와 인류학의 관계는 이미 상당한수준으로논의되었 

디{예를 들면， Asad 1998). 반면에 일제식민통치 그리고 뒤이은 전쟁기 

간동안 일본인류학이 아시아 각 지역에서 수행한 역할에 대한 비판적 

분석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2002년과 2003년에 서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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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민주의와동아시아인류학포럼”이 열리고여기에서 이러한주 

제에 대하여 한중일 심국의 학자들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늦은 감이 었으나 그래도 다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까 

지의 논의는 민속학연구나 문화인류학 연구에 편중되어 있다. 식민통치 

기간에 이루어진 신체에 대한 연구는 그 주제， 대상， 의도， 효과 변에서 

다OJ하고 시기별로도 변화히는 양상을 보인다. 현재까지는 이러한 연구 

의 성격에 대한 분석이 전혀 이루어져있지 않다. 어떤 정책적 의도에서 

실시된 연구이며 그 결과는 어떤 효괴를 내었는지를분석한 결괴는 일제 

식민통치의 성격을 규명하려는 역사학적， 사회과학적 논쟁에 중요한 기 

여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제 시대에 실시된 신체 연구의 결과는 일단 그것을 

시기별， 지역별， 인구집단별로 표준화하여 집대성하면 일제식민통치시 

기 조선사회 연구에 중요한 사호E가 될 수 있다. 인간집단 신체 크기의 

특정 차원은 당시를 살아간 사람들의 복지수춘을 잘 나타내 주는 민감한 

생물학적 지표이며 이 지표는 시대나 지역을 통뼈 보면적으로 비교가 

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체질인류학 연구 자료가 이러한 지표로서의 가치 

를 지나려면 전문가가 당시 연구 결과들의 신뢰도를 먼저 명가해야한다. 

평가를 마친 자료들을 집대성하면 식민지시기 연구에 시용기능한 새로 

운 사료로서의 가치가 증대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식민시기의 성격에 대 

한 논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대 한국인의 체질인류학 

적 연구에서 비교 치로 사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의 가치도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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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Corcepts): Korean Physical Anthropology, HistOty of Physical 

Anthropology, Descriptive Typclogical Studies, Biological 

Anthropology, Evolutionary Science 

Academic Tasks Left by Physical Anthropology under 
Japanese Colonialism and Lessons from Experiences of 

Western Physical Anthropology 

Sunyoung Pak* 

The field of physical anthropology is not well known to both the 

academia and the general public in Korea. Furthermore physical 

anthropology in Korea has had virtually no scholarly interactions with 

cultural anthropology that explores cultural aspects of man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physical anthropological studies on Koreans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in Korea and attempts to find 

a way to overcome the limitations that the physical anthropology during 

the Japanese rule put on the later development of physical anthropology 

in Korea in an effort to suggest a future path of sound development of 

physical anthropology in Korea. This paper draws upon the history of 

development of physical anthropology in Western countries for lessons to 

be learned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physical anthropology in Korea. 

For the keys to the future development of physical anthropolog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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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be found in understanding the way in which Western pre-Darwinian 

physical anthropology overcame racism to become a viable science and 

establish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a comprehensive science of man by 

successfully transforming itself into a true evolutionary science.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is that physical anthropology in Korea 

started mainly as a field of anatomy, that it was pre-Darwinian in its focus 

on morphological descriptions and racial typologies, and that, with the 

prolonged interruption in academic activities following the liberation from 

the Japanese rule, it failed to become an evolutionary science that went 

beyond anatomical anthropology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legacy of which consequently was the weakened academic productivity 

and the marked decline in social recognition of the field and its 

contribution to the society. The task for Korean physical anthropology to 

undertake in order to become a viable science is for it to be reborn as 

a true human evolutionary biology because morphological physical 

anthropology that has persisted from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o the 

present day does not have the potential to provide a feasible theor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biology man and human culture. When 

Korean physical anthropology becomes a true evolutionary science, it will 

have something to contribute to the facilitation of discuss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culture and human biology that are necessary 

to extend the academic horizon of anthropolog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