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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식민주의와 조선인의 몸에 대한 “인류학적
1)
” 시선: 

조선인 신체에 대한 일제 체질인류학자들의 작업을 중심으로
*

 박순영
**

1. 들어가는 말: 연구의 목적과 의의

본 연구의 목적은 일제 식민통치기에 조선인에 해 행해진 체질인

류학적 연구의 내용을 분석하여 체질인류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학문 활

동이 식민통치와 맺고 있는 관계를 고찰하는 것이다. 

조선인의 신체에 한 인류학적 연구는 한일합병 이전부터 시작되었

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경성제국 학이 설립된 이후

부터 체계적인 학술활동이 이루어졌는데 의학부의 해부학 교실이 그 중

심에 있었다. 조선인의 신체에 한 연구, 특히 그 중에서도 체질인류학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신진교수연구과제지원으로 연구되었음(KRF- 

2004-003-B00179).

** 서울 학교 인류학과 조교수

 

1) 여기에서 인류학은 체질인류학을 의미한다. 당시의 일본 인류학은 고고학, 민족학, 체

질인류학적 관심사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인류학이었지만 인류학은 자주 체질인류

학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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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연구는 체질인류학의 학문적 목적 때문에 주목의 상이 된다. 인종

의 역사를 재건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서구의 체질인류학이 19세기 후

반기에 이르러 인종주의에 경도되어 식민지배, 노예제, 인종차별 등을 

지지하는 근거를 제공한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체질인류학은 민족

의 기원과 형성, 그리고 여러 민족 간의 관계에 해 가장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학문이다. 따라서 식민지배 정당화 담론 투쟁에서 핵심

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민족의 정체성과 민족관계에 한 주장들이 경합

하는 장에서 일차적으로 동원될 수 있는 학문인 것이다. 

체질인류학회지에 발표된 일련의 “한국인의 체질인류학적 특성 

및 형태에 한 문헌목록”(박형우 등 1990, 1991; 여인석 등 1990; 정인

혁 등 1989)에 따르면, 1945년 이전에 발표된 한국인에 한 체질인류학

적 연구 논문은 약 400편이 넘고 이들 부분이 일본인 학자들이 쓴  

것이다. 이런 연구들은 임상의학이나 보건 위생학적 관심에서 실시된 

것에서부터 조선인의 신체적 특성과 인종적 기원, 일선인 혼혈아에 한 

우생학적 연구 등 체질인류학의 고유 관심사에 관한 것, 그리고 전쟁동

원에 필요한 인적자원으로서의 조선인의 체력과 출산력에 한 연구처

럼 체질인류학적 지식을 전쟁동원체제에 부응하여 응용한 것까지 다양

한 주제를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체질인류학적 연구가 일본의 

조선 식민통치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현재까지 충분히 깊이 있게 

논의되지 못했다(기초적인 연구로는 박순영(2004), 최석영(2004) 등의 

업적이 있다.). 

본고에서 시도하는 분석에서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일제의 체

질인류학적 지식생산 활동을 모양 지은 학문내외적 조건이 무엇이었는

가 하는 점이다. 여기에서 학문내적 조건이란 당시의 체질인류학이라는 

학문이 가진 성격과 조선인이라는 연구 상이 가한 학문적 제한을 의미

하며, 학문외적인 조건이란 일제 식민주의라는 시 적․사회적 맥락을 

의미한다. 지식사회학적 분석에서는 특정 학문 활동이 어떠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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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에서 발생했고 창출된 지식이 어떤 효과를 발휘했는지를 드러냄으

로써 지식의 이데올로기성을 폭로하는 연구전략이 흔히 채택된다. 물론 

어떤 지식 생산도 진공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지만 역으로 사회적 맥락

이 특정 학문과 연구 상이 지닌 성격과 무관하게 지식을 특정 방향으로 

생산해 내도록하는 독재권을 지닐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이다. 따라서 

지식의 생산과정에 작용한 학문내적 측면과 학문외적 측면을 분리해서 

고찰할 때 지식생산 활동의 이중적 존재조건을 보다 정교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필자는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신체적 

“유사성”이 일제의 조선인 체질인류학 연구의 방향에 결정적 영향을 미

친 학문내적 제한이라고 보고 이러한 “유사성”과 식민통치라는 사회적 

요청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일제의 조선인 체질인류학이 어떻게 전개되

어 나갔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2. 본론: 연구 내용

1) 체질인류학의 발달사와 일제의 체질인류학

일제 식민통치시기에 조선에서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체질

인류학 연구 활동의 성격과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본 체질인류학

의 뿌리인 근  서양 체질인류학이 어떻게 기원하였으며 학문적 성격이 

어떠하였는지, 또한 그것이 어떻게 일본에 도입, 수용, 확립되었는지 먼

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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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질인류학의 기원과 인종분류학의 성격2) 

체질인류학은 인간집단의 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한 시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16세기 이후 유럽이 신세계와 구세계에 한 탐험과 식민지

화의 시 를 맞이하자 인간의 다양성에 관한 지식이 축적되기 시작하였

다. 그 결과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유럽에서는 여러 인종 집단들을 

분류하고 그 역사를 재건하려는 학문적 시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처음에는 성서에 기반하여 인류일조설(人類一祖說)의 근간 위에

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유럽의 탐험이 지속적으로 팽창되고 인류의 다양성에 한 

자료가 더욱 축적됨에 따라 환경에 의한 인체적응 가능성에 한 회의가 

발생했고 더불어 일조설에 회의를 가지게 된 학자들이 출현하였다. 지구

의 역사가 짧다고 봤던 당시 사람들로서는 신체가 환경에 의해 빨리 변

화해야 일조설이 이치에 맞는데,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인종의 신체적 

특질이 변화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환경이 

인체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에 기반한 인류다조설(人類多

祖說)이 19세기 초부터 등장하였다. 이 이론을 주장한 이들은 점차 성서

와 상관없이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서 연구하고 순수한 해부학적 입장에

서 인종을 분류하고 인종의 역사를 재구성하려 했다. 여기서 체질인류학

의 학문적 전통이 시작되었다(Stocking 1987, 1988). 

인류다조설에서는 인종간의 차이가 거의 종(species)간의 차이와 유

사한 수준이라고 보았는데 이런 입장은 유럽, 특히 프랑스에서 인기가 

있었으며 미국에서도 큰 영향력을 미쳤다. 체질인류학자 폴 브로카(Paul 

Broca)의 주도적인 역할로 1859년 파리인류학회(Anthropological Society 

of Paris)가 창립되었는데 이 기관을 중심으로 인종계측학, 특히 두개골

2) 본 절의 내용은 비교문화연구10집 1호(2004)에 기고한 필자의 졸고 “일제 식민통치

하의 조선 체질인류학이 남긴 학문적 과제와 서구 체질인류학사로부터의 교훈”에서 

발표한 내용의 일부와 동소이하지만 본고의 논지를 전개하기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

어서 다시 한 번 요약 정리하였으니 독자의 양해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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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학이 발달하게 된다. 이들 학자들은 신체의 변형가능성을 별로 인정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집단 내의 변이를 무시했다. 당시의 인종 분류

학자들은 변형가능성이 없는 형질로서 그 집단 내에서 통일성 있게 나타

나는 그 집단 고유의 특성을 기본으로 인종을 분류해야 한다고 생각했

다. 이런 형질로서 두개골의 모양이 자주 채택되었고 두개골의 특성은 

지능, 기질, 문화적 능력의 척도라고 흔히 간주되었다. 

집단 내 변이에 주목하는 다윈 진화론이 등장하고 이것이 체질인류학

에 학문적으로 수용된 이후에도 인종유형론적인 연구는 이전과 같은 방

식으로 계속 진행되었다. 당시의 연구는 진화를 진보와 등치시켰고 변이

가 아니라 전형에 주목하여 정적인 타입을 구성하려 했다는 점에서 전다

윈적(pre-Darwinian) 사고에 기반하고 있었다. 이런 연구들은 진화적 인

종주의의 형태로 식민정책이나 인종정책의 영역에서 사회적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였다. 

인종주의적 경향은 19세기말까지 계속 강화되었으며 20세기 초에는 

인체계측학이 피어슨(Karl Pearson)에 의해 통계적으로 세련되면서 과

학적 색깔을 한층 띠게 되었다. 그러나 19세기말 이미 인종학적 체질인

류학은 학문적으로 막다른 길에 접어들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20세기 중

반까지 계속되었다. 시간의 경과와 환경의 조건에 따라 변하지 않는 순

수인종 개념으로 인종을 세분하려는 노력을 진행하면 할수록 해결불능

의 벽에 부딪쳤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문적 한계는 20세기 중반에 이르

러 진화의 종합설이 성립되고 이를 계기로 신다윈주의가 체질인류학에 

통합되면서 극복되었고 그 결과 유형론적 체질인류학의 시 도 마감되

기에 이른다(Bowler 1986). 

(2) 유형론적 인종분류에 내재된 문제점 

인종(race)은 여러 가지 정의를 갖고 있는데, “race”의 가장 흔한 생

물학적인 쓰임은 한 종(species)에 속하면서도 특정 형질의 분포에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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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되는 지역집단을 나타낼 때이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동식물의 지역

종(races)을 평가할 수 있도록 확립된 기준은 없다. 생물학자에게 지역종

의 구분에 필요한 유전적 차이의 정도는 일부는 연구자, 일부는 연구 

상 종(species)에 의해 결정되는 주관적 쟁점인 것이다. 

지역종이란 개념의 “race”를 인간 집단에 적용하면 인종은 특정 형

질을 공유하여서 다른 인간 집단과는 생물학적으로 구분되는 인간 집단

이라고 략 정의할 수 있다. 제2차 세계 전 이전까지 체질인류학자들

은 흔히 피부색, 체형, 얼굴형 등과 같이 눈으로 관찰 가능한 형질에 의

하여 인간 집단을 분류하고 이들을 특정 지리적 위치들과 관련시켜 인종

(race)이라 불렀다. 전통적으로 인종을 정의할 때 사용했던 이런 특징들

은 다유전자 형질이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표현된다. 이런 형질들을 근거

로 집단들 간의 추상적인 경계를 그린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어려운 일이다. 당시의 인종 개념은 집단 내 변이보다는 집단의 전형에 

주목하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연속 형질의 집단 내 변이의 범위가 상당

히 커서 집단 간에 형질의 분포가 서로 겹치는데도 평균치로 두 집단을 

분류하는 것은 임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한 난점은 특

정 분류 기준(예를 들면 피부색)이 다른 기준보다 집단 간의 여러 형질 

차이를 더 일관성 있게 드러내주는 기준이라는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가지 기준에 의한 분류가 다른 기준에 의한 분류보다 

본질적으로 더 나은 분류이기가 어렵고 이렇게 자의적으로 분류된 집단

들이 여타 형질의 분포에서 일관성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유전학의 발달로 인종이 특별한 유형을 따르는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고정된 생물학적 단위라고 

믿었던 이전의 오해들이 일소되었다. 따라서 비록 일상적인 수준에서 

인종이란 말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고 해도, 인간 집단을 인종 개념에 

따라 뚜렷한 범주로 구분하려는 현재까지의 학문적인 시도는 실패했다

고 볼 수 있다. 물론 오늘날에도 몇몇 인류학자들은 적어도 세 개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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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집단이 존재하고 각각이 몇 개의 하위 집단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

하고 있다. 그러나 고정된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지역종(races)―그 구

성원들은 모두 그 지역종 특유의 유형에 따르는―에 한 전진화론적

인 개념에 동의하는 학자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3) 일본 체질인류학의 기원과 발전: 일본인 기원론에 대한 관심과 

日鮮同租論의 형성

일본의 인류학은 일본인에 한 서양인들의 시선에 반응하여 일본인

이 자기 민족과 자기 문화에 한 관심을 가지면서 출현했다. 서구에서 

수입된 인류학을 기반으로 한 일본의 인류학은 일본인의 기원에 한 

민족주의적 관심에서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학문적 성숙은  식민주의

의 전개와 더불어 이루어졌다(van Bremen․Shimizu 1999). 

일본인의 기원에 해  처음 언급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19세기 초에 

일본에서 활동했던 서양인들이었다. 1820년 에 일본에서 활동한 독일

인 의사 지볼트(P. F. von Siebold 1976～1866)가 일본 원주민인 아이누

가 몽고계에 의해 퇴출되었다고 주장한 데서 일본인의 조상이 륙으로

부터 와서 선주민인 아이누를 체했다는 인종교 설(人種交代說)이 비

롯되었다. 이후 동경제국 학에서 근무하던 미국인 동물학자 모스(E S. 

Morse 1838～1925)가 1877년에 오모리 패총을 발굴하고 아이누 이전의 

선주민이 있었으며 아이누가 이들을 퇴출시켰고 륙에서 유래한 일본

인 선조에 의해 아이누도 퇴출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일본인들에게 일

본인 기원에 한 관심을 크게 불러 일으켰다. 1878년 도쿄의학교에 초

빙되어온 독일인 의학자 베알츠(E. von Bealz 1849～1913)도 “일본인의 

신체특징”이라는 독일어로 된 글에서 남북방계 이시아인이 혼합되어 일

본인을 형성하였다는 혼합설을 주창하였다(이상은 山口敏 1999에서 재

인용).   

일본인의 기원에 한 서양인들의 이러한 언급에 의해 자극받은 일

본인 아마추어 인류학자들이 모여 19세기말에 동경인류학회(東京人類



64  비교문화연구 제12집 2호(2006)

學會)를 창립하기에 이른다. 당시의 회원은  주로 체질인류학을 제2의 

전문분야로 삼은 의사들, 고 사 학자들, 고고학자들이었다. 창립 당시

의 주요 관심사는 일본의 석기시  연구를 통해 일본인의 민족적․문화

적 기원을 탐구하는 것이었다(Shimizu 1999). 

일본의 팽창과 함께 점차 주변 민족연구도 활성화되었다. 일본 人
類學雜誌의 목차를 보면 1895년 만의 식민지화로 인해 해외연구에 

한 관심이 증 되기 시작한 것이 반영되어 있다. 특히 이웃나라 조선

은 인종적, 문화적 근접성 때문에 일본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주목받았다. 

일본에서 인류학회를 창립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동경제  인류학교

실의 쓰보이 쇼고로(坪井正五郞)도 일선 조상의 근접성을 언급하면서 

일본에서의 인종교 설을 지지했으나 그의 초기 입장은 상당히 조심스

러웠다고 한다. 천황가를 종가로 모시는 가족국가를 일본정체성으로 삼

는 국체론자들의 반 에 맞서면서 조선과의 혈연적 관계를 암시할 수는 

없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다(세키네 히데유키 2005). 그러던 

중,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으로 일본인의 륙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일본

인의 인종적, 민족적 위치에 한 일반인의 관심이 증가하고 동시에 인

류학에 한 기 도 증가했다. 동경제국 학 인류학 교실이 일본민족의 

기원연구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한 것이다. 인

류학 교실을 발족시킨 쓰보이가 이러한 시 적․사회적 변화를 신생학

문이었던 인류학의 학문적 성장의 기회로 삼고자 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연장선상에서 식민지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인류학

의 학문적 토 를 강고히 하는 계기를 만들었던 것이다. 일본인 정체성

에 한 주장의 정치성은 쓰보이가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인의 복합

성을 점차 더 강조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그는 일본인은 아시

아계 일본인(즉 도래인), 만의 漢민족, 말레이계의 만 선주민, 오가

사와라 제도의 유럽계, 아이누 등 다양한 민족이 혼합되어 형성되었으므

로 민족적 다양성이 떨어지는 러시아를 이길 수밖에 없다고까지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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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小熊英二 1995에서 재인용). 

한일합병이후에 인종교 설을 계승 발전시켜 고유일본인설을 주장

한 사람이 쓰보이의 제자인 도리이 류조(鳥居龍藏)다. 그는 1910년에 조

선총독부가 조선의 석기시  유적조사와 인체측정을 의뢰하여 여러 차

례에 걸쳐 한반도를 조사하였다. 그는 한일합병당시까지도 조선인과 일

본인이 계통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은 증명되지 않은 성급한 주장이라

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으나 합병이후에는 한반도로부터 도래한 

정복민족이 긴키(近畿)에 발판을 굳혔다는 한반도 경유 도래설을 주장

하는 중심적 인물이 되었다. 그는 1916년에 발표한 “고  일본민족의 

이주 발전의 경로”에서 고유일본인, 말레이 인종, 인도차이나인 중에서 

한반도 도래계인 고유일본인이 현  일본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1918년에 발표한 책 有史以前の日本을 통해 

이를 일반에 널리 알렸다(鳥居龍藏 1916, 1918). 특히 3.1독립운동이 발

발한 이듬해인 1920년에는 同源에 발표한 “일선인은 동원이다”에서 

일선동조론을 바탕으로 일본인과 조선인은 한 뿌리에서 갈라진 민족이

므로 조선인에 의한 민족자결 주장은 잘못된 것이고 합병통일이 정당하

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그는 일본인과 조선인이 상호 의심하는 마음을 

없애도록 총독부 기관 내에 일본인과 조선인의 근본이 같다는 것을 입증

할 연구기관을 설치하도록 건의하였다(鳥居龍藏 1920). 그의 이러한 주

장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서 양 민족의 계통관계에 한 학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정치적 함의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이다.  

그러나 도리이 류조는 민족학자였고, 인체에 한 직접적인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자신의 주장에 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의 이

러한 일선동조론을 조선인 신체에 한 체질인류학적 연구에 의해 구체

화한 것이 바로 경성제국 학 해부학 교실의 체질인류학자들이다. 일본 

人類學雜誌의 게재 논문 목록을 살펴보면 1920년 부터는 혈액이나 

골격 등에 한 체질인류학적 논문이 늘어나는데 특히 경성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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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의학부 해부학 교실에서 인류학강좌가 개설되면서 조선인을 상으

로 한 논문이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동경제국 학이나 경성제국 학

이나 국가의 수요에 응하는 제국 학으로서 식민지 학문을 수행함으로

써 학과 제국의 현실적인 필요를 서로 충족시켜주는 모습을 잘 보여주

고 있다 하겠다. 

2) 일제 식민통치의 전개와 조선인에 대한 체질인류학적 연구 

(1) 일제의 조선인 체질인류학의 시작

조선인 인체계측치는 19세기말부터 서양인과 일본인 등에 의해 발표

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05년에 일본이 조선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얻게 된 후부터는 일본인에 의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게 되고 이런 상황

은 1945년에 조선이 해방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본 장에서는 일본인 학

자에 의한 조선인에 한 체질인류학적 연구를 주제별로 정리하고 조사

활동의 시기적 경향 변화와 주요 연구자의 학술 활동사를 살펴보았다. 

더불어 각 주제별 표 논문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조선인에 한 체질인류학적 업적의 목록들은 아래와 같다.  

 “한국인의 체질인류학적 특성 및 형태에 한 문헌목록 I, II, III, 

IV, V, VI, VII, VIII”(박형우 등 1990, 1991; 여인석 등 1990; 정인

혁 등 1989)

 “朝鮮関係ノ比較解剖学的方面ノ文献”(津崎孝道 1934)

 “朝鮮人体質人類学ニ関する文献目録”(島五郞 1934) 

 人類學雜誌 東京人類學會 創立五十年記念 總索引(東京人類學

會 1938)

 “朝鮮人の体質に関する文献目録”(今村豊 1939)

 人類學雜誌 總索引 第51卷-100卷(日本人類學會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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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문헌목록들에 오른 연구들을 보면, 조선에서의 체질

인류학적 연구관심사가 식민통치와 관련을 맺고 있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고분 출토 인골이나 현생 조선인의 신체적 특

질 연구를 통해 민족의 역사를 재구성함으로써 식민통치 이데올로기 형

성에 기여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식민지 경영이나 정책운영에 필요한 

실질적 정보 생산에 기여한 것이다. 이 두 가지 경향은 일제 식민통치의 

전개와 맞물려서 나타난다. 조사의 주체와 주제에 있어서의 변화는 일제

가 조선에서 지배권을 장악한 1905년 전후의 변화, 경성제국 학 설립 

전후의 변화, 그리고 일제의 침략전쟁이 진행되면서 전쟁을 위한 동원체

체가 가동되기 시작한 1930년  이후 연구경향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식민통치 초반에는 조선인의 인종특성에 한 관심사가 중심이라면, 

1930년  중반부터는 주변 여러 민족과의 신체특성 비교가 출간되기 시

작하고, 1940년 에 접어들어서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혼혈문제 연구나 

조선인의 출산력, 체력, 노동력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조선인의 신체에 한 관심은 인종학적 관심과 체력에 한 관심의 

형태로 일본의 조선정탐의 초기에서부터 나타난다. 예를 들면 다가죠 

요시타까(高城義孝)가 1885년에 작성한 兵要朝鮮事情 제1장에 인종, 

신체 및 체력에 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다(박현수 1993에서 재인용). 

초기의 조사는 주로 체격과 두개골 특성에 집중되어 있다. 초기의 표

적인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887년 군의관 고이케 마사나오(小池正

直 1887)의 체격 계측치, 1888년 고가네이 요시키요(小金井郞精 1888)

의 두개골 계측치, 1895년 군의관 미기다와 오오쓰카(右田軍太郞․大塚

陸太郞 1895)의 조선인 140명에 한 체격 계측치, 1901년 이이지마 시

게루(飯島茂 1901)의 조선인 3000여명의 체격 계측치, 그리고 1904년 

도리이 류조가 샹드르(Chandre)와 부다레(Boudaret)의 보고를 번역하

여 人類學雜誌에 게재한 “조선인의 체질(鳥居龍藏 1904)” 등이 있다. 

조선인의 신체크기가 일본인에 비해 강 함에 한 일본인들의 당혹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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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런 초기 보고서들에 종종 언급되고 있어서 흥미롭다. 예를 들면, 

이이지마는 1901년에 쓴 글에서 조선인이 왜 신체적으로 강 한지에 

한 몇몇 일인들의 지론을 소개하고 있다. 미개해서 정신을 노역시키지 

않아서라든가, 조선인의 생활풍습이 비위생적이어서 약한 자가 어려서 

모두 사망했기 때문이라는 등의 설명은 그들보다 미개한 조선인이 일본

인보다 신체가 크다는 것에 해 당시 일본인들이 가졌던 복잡한 감정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외에도 인상기 수준의 글이 몇 편 있는데, 초창기 일본인들이 가졌

던 조선인에 한 인식은 한성병원 이비인후과에 근무한 한 일인의사(石

田誠述 1910)가 쓴 “오관감각으로 논급하는 한인”에 표적으로 잘 드

러나 있다. 그는 한인은 감각이 거의 야생동물 수준으로 뛰어나다고 언

급하면서, 한인은 감각의 세계에서 생활하고 일본인은 사고에 의해 판단

한다고 논평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학술적인 연구는 1905년 을사조약이후 학이 설

립되어서 일본인들이 교수로 부임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조선인의 신

체에 한 본격적인 체질인류학 연구는 1908년 한의원 교육부의 해부

학 주임교수로 부임한 구보 다께시(久保武)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는 

1916년 경성의학전문학교 교수로 유임되어 1923년 사임할 때까지 한국

인 체질 연구에서 수많은 연구 성과를 남겼다. 

그는 조선인 사체의 근육, 뇌, 장기 등 신체 각부별 해부결과를 “조선

인의 인종해부학” 내지는 “조선인의 체질”과 유사한 타이틀 아래 여러 

편 발표했으며 일본인과의 비교도 시도하였다. 또한 모발, 지문, 체격을 

계측하고 이에 기초하여 민족을 비교한 글을 여러 편 남겼다. 그는 전국

적 규모의 조선인 신체검사를 실시하면서 총독부의 협조를 얻어 순사보

와 헌병보조원이 신장과 체중을 측정했다고 기록하고 있다(久保武 

1917). 이는 식민통치기의 비교적 초기부터 조선인에 한 신체검사가 

총독부의 행정적 지원 아래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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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보는 1918년 朝鮮彙報 44호에 발표한 글 “조선인의 인종해부학

적 연구(久保武 1918)”에서 “민족통치의 관점에서 인종해부학을 논하고 

인종개선의 차원에서 이를 관찰”한다고 밝히고, 따라서 “각 민족의 체질

에 관해 각 계통마다 우열을 연구해서 개선토록 교육하고 연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언급은 자신의 연구가 식민통치에 

어떤 적실성이 있을 수 있는지에 해 당시의 인종해부학 연구자들이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목이다. 

(2) 경성제대 체질인류학자들의 조선인 신체연구와 일선동조론의 본

격화

1920년  들어 체질인류학 연구가 본격화되고 연구주제가 다양화되

기 시작하였는데, 1926년 개교한 경성제국 학 의학부의 해부학 교실이 

여기에서 중심적 역할을 했다. 구보의 후임으로 경성의전에 있던 우에다 

쓰네기치(上田常吉)와 이마무라 유타카(今村豊)가 신설된 경성제  의

학부 해부학 교실의 교수로 취임하면서부터 조선인에 한 체질인류학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이는 연구논문 편수에 반영되어 있다. 경성의전이 

정착한 1920년 부터 연구논문이 증가하기 시작해서 경성제 가 창설

되어 연구 업적이 발표되기 시작한 1930년 에 논문 편수가 피크를 이룬

다. 더불어 경성제  해부학 교실의 조선인 신체에 한 체질인류학적 

연구 성과가 축적되면서 일본인혼합설과 일선동조론을 형성하는 데 중

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경성제  해부학 교실은 특히 1930년  초기부

터 전국적인 규모의 생체계측을 조직적으로 실시하고 해부학적 연구업

적을 축적하여 조선 내부의 지역차를 밝혀냄과 동시에 이를 동북아시아

의 여러 민족과 비교 연구함으로써, 도리이 류조에 의해 제기된 일본인 

도래인설을 체질인류학적으로 지지하고 일선동조론의 체질인류학적 근

거를 제시하였다. 표적인 학자로는 일본인 혼합기원설의 표 주자인 

우에다가 있다. 그 외에 이마무라, 후일 구의전 교수가 된 고하마 모토

쓰기(小濱基次), 시마 고로(島五郞), 아라세 스스무(荒瀨進) 등도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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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하였다. 해부학 교실에서는 인종학적 관심에서 성장을 끝낸 성인

들을 주로 연구 상으로 삼았으나 하기무라 마사요시(梶村正義)는 이례

적으로 아동발달을 조사했다. 그러나 아동을 상으로 했는지 성인을 

상으로 했는지에 상관없이 해부학 교실의 신장․체중 측정이 영양이

나 위생과 같은 복지수준이 신체크기에 미치는 영향에 해 특별히 주목

하지 않고 민족의 전형적 특징을 찾고자 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경성제  해부학 교실에서는 조선인에 한 연구결과를 축적했을 뿐

만 아니라 1930년 를 전후하여 일본의 륙진출과 더불어 중국, 만주, 

몽고까지 연구영역을 확 하였다. 해부학 교실의 우에다와 이마무라 교

수가 중심이 되어 1931년에서 1945년 사이에 조선인, 북부 중국인, 그리

고 몽고인에 한 생체계측연구를 주도하였고, 동북아 여러 종족의 신체

적 특질을 비교하여 상호관계를 밝히려는 논문을 다수 발표하였다. 체질

인류학계의 한 원로의 회고에 의하면, 경성제국 학 의학부에는 일본의 

제국 학들에서보다 더 많은 해부학 강좌가 개설되었으며 배정된 연구

비도 막 했다고 한다. 이는 이민족인 조선인, 만주인, 몽고족, 한족의 

체질인류학을 연구하는 센터로서의 기능을 경성제  해부학 교실이 담

당했기 때문이라고 하며, 이후 일본이 동남아시아를 점거한 이후에는 

경성제  해부학 교실의 학자들이 태국, 미얀마, 인도네시아까지 진출하

여 연구 활동을 했다고 한다(장신요 1988). 이러한 학문 활동의 결과로 

동북아 제인종의 특성과 인종의 기원에 한 학설이 수립되고 고  한일

민족간의 관계에 해 일선동조론이 형성된 것이다.  

경성제  해부학 교실 출신 체질인류학자들의 업적으로서 일본인 기

원론의 전개에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한 주요 저술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

이 있다.

 上田常吉(1935) 朝鮮人と日本人との体質比較

 上田常吉(1937) 体質より見たる内鮮民族 朝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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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글은 일본인 기원문제에 한 관심에서 일본인과 조선인의 

신체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비교한 것이다. 

 上田常吉(1939) 体制から見た朝鮮人 

이 글에서는 조선인의 신체와 두부의 특징을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조선으로부터의 이주민이 일본인의 형성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주장

하고 있다. 

 今村豊, 島五郞(1935) 東部アジア諸種族の相互関係　男性頭蓋骨

の部 

당시까지 축적된 두개골 측정 자료에 기초해서 동부 아시아의 여러 

민족을 비교 분류하였다. 

 小濱基次(1938) 朝鮮人の生体計測 

이 글은 당시까지 이뤄진 조선인 생체 계측 연구를 총괄하여 주변 

여러 민족과 비교한 것이다. 

 島五郞(1938) 朝鮮人骨格

당시까지 축적된 인골 측정 자료를 집 성하여 중부 조선인의 두개

골과 사지골 등을 일본인, 중국인과 비교 연구하였다. 

경성제  해부학 교실에 소속되지 않았으면서 비교해부학적 연구를 

발표한 사람들은 경성치전, 구의전, 경성제  의학부 여타 교실 소속 

학자이거나 아니면 군의관이나 병원근무 임상의들이었다. 이 중에서도 

경성의전, 경성치전, 구의전 등에서 비교적 꾸준히 연구결과가 발표되

었다. 조선의 다른 학에서 행해진 연구의 경향은 경성제국 학의 것과 

동소이하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구의전의 고하마 모토스키는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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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초반에 경성제  해부학 교실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한 조선인 생체

계측에 참여하였고, 후일 구의전교수로 부임한 것을 계기로 주로 남부 

조선인의 두부, 안면, 체격 등의 생체 계측치를 일본인의 측정치와 비교

하는 작업을 다수 실시하였다. 특히 제주도와 지리적으로 근접한 마

도, 북 큐슈 등지의 계측치를 남부 조선인 계측치와 비교함으로써 조선

에서 일본으로의 이주경로를 집중 조사하였다. 일본에서 활동하던 학자

들이 간헐적으로 조선인에 한 연구성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예를 들

면 경도제 의 가네세키 후미오(金關丈夫), 동경제 의 사이죠 이치로

(西謙一郞) 등이 있다. 그러나 “본토” 학자들의 성과는 조선에서 활동한 

학자들의 성과와 비교하면 제한적이다. 

1930년 에 민심작흥운동, 심전개발운동, 내선융화 등 일제의 동화

정책과 동원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경성제  의학부 해부학 교실의 우에

다 스네기치, 이마무라 유타카, 아라세 스스무, 고하마 모토스키, 시마 

고로 등이 주축이 되어 실시한 생체계측 조사는 同文同祖論 등 륙경영 

정당화 담론 형성을 체질인류학적으로 뒷받침하게 되었다. 경성제 의 

표적인 학자 우에다 쓰네기치는 통계학에 능통한 학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1935년 발표한 “조선인과 일본인의 체질비교”에서 일본과 조선의 

신체측정치를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그는 이 분석을 통하여 일본 

내의 여러 지방 인구집단 간의 차이가 중부조선인과 긴키(近畿)와 산요

(山陽) 지방의 일본인의 차이보다 더 크고 중부조선인과 긴키(近畿)와 

산요(山陽) 지방의 일본인이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上田常吉 

1935). 그는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이 지방이 고 에 도래인에 의해 점거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혼합민족설은 내선일체론에 채용되어 실제

로는 이민족이라는 사실에 입각한 식민정책인 황민화를 조선인에게 강

요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했다. 

모든 일본인 체질인류학자가 일선동조론을 지지한 것은 아니었다. 

일본인 기원에 해 일본 “본토”에서 연구하던 학자들이 주요 반 자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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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적인 반 자는 경도제 의 기요노 겐지(淸野謙次), 1938년부터 

동경제  인류학 교실 주임교수로 부임한 하세베 고톤토 등을 들 수 있

다. 이들의 주장은 일본인이 단일민족이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기

요노 겐지는 석기시  일본인이 현  일본인의 시조이며 이후의 진화와 

제한적인 혼혈에 의해 아이누와 현  일본인 집단으로 나뉘어 지게 되었

다고 보는 원일본인설을 주장하였다. 기요노는 한편으로는 古事記나 

日本書紀 등의 역사서에 의존하는 “비과학적인” 인류학을 비판하면서

도, 다른 한편으로는 고 사서에 나온 지명을 증거삼아 일본 황실이 외

부에서 도래한 것이 아니라 태고부터 존재했다는 국수주의적 주장을 지

지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淸野謙次 1944). 독일에서 체질인

류학을 공부한 하세베는 日本民族の成立(長谷部言人 1949)에서 아시

아 문화의 중심인 중국과 가깝고 빈곤한 변경에 지나지 않았던 만주와 

조선으로부터 고  일본의 변화가 초래되었다고 보지 않는다고 피력하

면서, 조선으로부터의 문물의 전달은 제한적이고 한반도와 만주는 문화

의 수출경로에 불과하며 혼혈의 가능성도 제한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는 일본의 석기시 인을 일본인 자체라고 보는 선사일본인설을 주장하

였다. 이러한 주장은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그의 소신을 나타낸 것이다. 

그는 석기시 에서 금속기시 로의 전환기에 관찰되는 일본인의 골격 

변화를 지역 환경에 신체가 적응하여 변화한 결과로 보고, 일본인은 단

일민족이며 석기시  일본인이 현 의 일본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국수주의적 인종주의자로서 우생학의 신봉자라고 알려져 있다. 그의 단

일민족설은 열등인종(예를 들면 조선인)과 혼혈하지 말고 그들을 격리

하여 착취할 것을 주장한 일본민족우생학회의 입장과 맥이 닿아 있었다

(小熊英二 1995에서 재인용). 그러나 그들의 학설은 주류가 되지 못하고 

있다가 일본의 패전이후에야 전면에 부상하게 된다. 

일제 강점기 동안의 일본인 단일민족설의 비주류화 역시 학문내외적 

조건에 의해 제약받은 결과라고 추론된다. 가장 중요한 학문내적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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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제약이라 할 것이다. 환경조건에 따른 인체의 변화가능성이 미국

에서는 이미 20세기 초부터 시험되고 있었으나(예를 들면 Boas 1908, 

1911), 그런 사고는 당 의 체질인류학에서 주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널

리 알려지지는 않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인 단일기원설을 신봉하던 체질

인류학자들이 유형론적 인종학을 가지고서는 일본열도에서 선사시 에 

차례로 등장했던 인구집단들 사이에 관찰된 신체적 차이와 현생 조선인

과 일본인 사이에 관찰된 유사성을 일본인 단일기원설의 틀 안에서 설득

력 있게 설명해 낼 수 없었을 것이다. 일본인 단일기원설이 안적 학설

로서 설득력을 지니고 등장한 것은 서구에서 유형론적 인종학이 한계에 

다다라서 인체의 환경에 한 적응성으로 관심이 돌려지기 시작하던 20

세기 중반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인체의 환경에 한 적응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일본열도의 선사인구집단들에서 나타나는 단절성과 현생 

조선인과 일본인의 연속성을 일본인 단일기원설의 틀 안에서 논리적으

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일기원설의 학문적 설득력의 정

도와는 독립적으로, 그러한 주장이 당시의 정치적 환경 내지 정책적ㆍ이

데올로기적 요구와 배치되는 것이었다는 사실 또한 주목해야한다. 조선

인을 일제의 전쟁 수행을 위해 동원해야하는 중차 한 국가적 과제에 

비추어 단일기원설은 너무나 국수주의적이었던 것이다.  

패전이후 일본에서는 단일민족론이 부상하여 지배적 이론이 되었다. 

세키네 히데유키(2005)는 이를 전후 일본의 정치적 불간섭주의와, 일선

동조론이 가졌던 침략 이데올로기로서의 성격에 한 환멸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는 이전에 일선동조론이 침략 이데올로기

로 작동하고 있을 때에도 수면아래 잠복해있던 인종차별주의와 국수주

의가 이 시기에 재생되었다고 보는 것이 단일민족설의 태생적 특징과 

보다 일치하는 해석이 아닐까한다. 즉 침략 이데올로기로서 동조론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차별적 태도를 변함없이 견지해왔던 본심이 더 

이상 그런 이데올로기가 필요 없게 되자 지배적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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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해방이후 한국에서는 일선동조론에 의미전환이 발생하였다. 

즉 고 에 다수의 한국인이 일본에 건너가서 선진문물을 전파했다는 것

이다. 이 이론에 한 다수 한국인의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인 수용에 

비되는 일본인의 무관심 내지 무시는 패전이전 일본인들의 일선동조

론에 한 수용과 이후 폐기의 이와 같은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패전 후에 경성제  출신 학자들은 우에다 쓰네기치와 고하마 모토

쓰구를 중심으로 전후 일본에서 생체측정연구를 진행하면서 혼합민족설

을 계속 주장했으나 소수파로 전락하고 더 이상 주목받지 못했다고 한다

(세키네 히데유키 2005). 한 때 주류였던 이들이 소수파로 전락한 것은 

학문이 당  국가정책과 전체적인 사조에 의해 구속됨을 보여준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의 이론을 고수한 것은 특정 학자의 학문 활

동은 이러한 구속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는 학문내적 자율성을 지니고 

있음도 보여준다. 이들의 학문여정이야말로 학문의 이중적 존재 구속성

을 잘 보여주고 있다. 

(3) 식민 이데올로기로서의 동화주의와 일선동조론  

서구제국의 체질인류학자들은 형태적으로 비교적 자신과 다른 연구

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종분류를 이론화하는 데 실패했

다. 그렇다면 “이웃집 원주민”(Walraven 1999)을 연구 상으로 한 일제

의 체질인류학자의 조선인 연구의 결과는 어떻게 일제의 식민 통치와 

맞물리게 되는가? 이 질문에 한 답변은 두 가지 방향에서 조명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일제의 체질인류학자들이 주로 다루었던 연구 상의 

특성이고, 다른 하나는 일제가 식민모국과 식민지 민족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수립하고자 했는가 하는 식민 이데올로기상의 특성이다.   

일제 식민주의의 특징으로 자주 꼽혀지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근

접성”이다. 즉 일본의 식민지였던 만과 조선은 지리적, 문화적, 인종적

으로 일본인과 근접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근접성은 식민지가 식민모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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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화될 수 있다는 사고를 만들어 내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되

고 있다(Peattie 1984a). 물론 “본토”인과 식민지인은 확실히 구분되는 

차이가 있으나 계도에 의해 문명화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식민지가 현재로는 너무 후진적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하나로 통

합될 수는 없고 각기 평행적인 발달을 상당 기간 거친 후에야 통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에 의한 통합은 더 단단한 통제

를 의미할 뿐 동일한 권리의 부여를 의미하지는 않는 내적 모순을 내포

하고 있었다. 이러한 소위 동화론은 식민정책 수행에 있어서 실질적 가

이드가 되지는 못했다. 실제로 일본의 식민정책은 동화론과 정반  방향

으로 진행되었고 어떠한 실질적 상호 동화에 해서도 적 적이었다고 

알려져 있다(Peattie 1984b). 그런 점에서 일제는 “인종”관계에 한 일

관성 있는 이론을 형성할 수 없었고 식민주의를 정당화할 일관성 있는 

독트린을 만들어 낼 수 없었다고 평가 받고 있다(Peattie 1984b).  

1910년  일제의 동화정책은 조선인 민심무마용이며 통치를 받아들

이도록 설득하는 작업의 일환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일제의 식민

통치는, 공동조상을 가졌지만 현재는 뒤떨어진 조선을 일깨워 문명화시

킴으로써 조선인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설득하는 것이었다. 그

러나 실제로 조선인을 일본 국민으로 통합하는 것을 식민 정책의 목표로 

지향하지는 않았다(권태억 2002). 조선이 우선 문명화되어야 진정한 통

합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때의 문명화란 일본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본적 가치와 일본적 생활습관을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을 뜻한다. 결국 

동화주의의 효과는 고유의 정체성을 부정함으로써 독립성과 자율성을 

획득하려는 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었다(최석영 1999).  

식민통치 말기에는 징병수단으로서 또 전쟁수행을 위한 후방의 민

정책으로서 황민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일본인은 천황을 정점으로 

가족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새로운 신민도 천황의 국민이 된다고 주장했

지만 이는 동일한 의무를 강조하는 구호에 불과했다. 조선이 일본영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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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고 조선인이 천황의 적자여도 일본헌법에 의해 동등한 보호와 권리

를 부여 받지는 못했다. 결국 동화란 기본권이나 참정권의 보장과는 상

관없이 일본적 가치를 조선인에게 교육하고 강요하는 것이었다. 

일제시기의 해부학자들에 의한 체질인류학 연구는 학문적으로 볼 때 

체질인류학이 진화과학으로 거듭나기 이전의 형태기술적 연구를 특징으

로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서구 체질인류학은 18세기 이래 인간집단들의 

상이한 형태학적 특징들을 연구함으로써 “인종의 역사를 재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되어, 분류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집단 간의 형태적 

차이를 서술하는 유형론적 연구에 주력했다. 즉 서구의 체질인류학은 

집단 간의 차이에 한 주목을 그 시발로 하며 차이에 따른 분류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서구의 인류학적 “시선”은 그것이 문화

인류학이든 체질인류학이든 차이에 기반하여 타자를 정의하는, 주체의 

권력 작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구 체질인류학에서 비롯된 일제의 체질인류학도 기본적인 가정, 

연구주제, 연구방법에서 전다윈적(pre-Darwinian) 상태의 유형론적 체

질인류학이라는 점은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연구 상과 그에 따른 연구

목표 설정에서 서구 체질인류학과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었다. 일제의 

체질인류학은 연구 주체들과 분명한 가시적인 차이를 지닌 인종집단을 

연구 상으로 하여 그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것을 학문적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일본의 체질인류학은 자신의 선사시  인구집단들의 

연속성과 단절성에 한 관심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식민지 팽창에 의해 

연구 상이 확 되었을 때에도 인종분류학적으로 자신들과 너무나 유사

한 민족들을 다루게 되었는데 이는 조선인의 경우 특히 그러했다. 외견

상 상당히 다른 신체적 특질을 지닌 인종을 연구 상으로 삼았던 서구

학자들과는 달리 체질적으로 매우 유사한 조선인을 상으로 했던 일제 

체질인류학자들이 인종 간의 체질적 차이와 이에 기반한 지적, 문화적 

차이를 식민통치의 정당화 이데올로기로서 제공하는 학문적 결과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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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해낼 수는 없었다. 경성제국 학을 중심으로 활동한 일제의 체질인류

학자들이 정설화한 조일민족 간의 관계는 서구에서 인종 간 지배-피지배

관계를 정당화한 인종주의와 일견 정반 되는 일선동조론(日鮮同租論)

이었다. 그러나 일제 체질인류학자들의 일선동조론은 양 민족 간의 평등

한 권리주장의 기초가 된 것은 아니었다. 조선인과의 “인종적” 근접성에 

기초하여 형성된 일선동조론은 통치 이데올로기를 위한 봉사로서 동화

주의를 식민지 민중이 내면화하도록 설득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두 민족 간의 유사성에 기반한 동화주의로서 조선인의 독립적 정체성을 

부인하는 동시에 문화적 차이를 강조함으로써 조선의 후진성을 드러내

어 식민지배자에게 지배의 정당성을 제공하는 데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 

것이다. 결국 일제 체질인류학자들의 일선동조론은 유사성에 기초한 

“타자화”로서 조선인의 독자적 정체성 주장을 부정하는 일제 식민주의

의 이데올로기적 구호였던 것이다. 

일선동조론자들이 조선인과 만주지역의 여러 민족을 일본인과 비교 

연구한 학자들인데 반해 원일본인설 내지 선사일본인설을 주장한 단일

민족론자들은 일본에서 활동하면서 일본인과 고  일본인을 연구 상

으로 삼았던 학자들이다. 이들은 조선인을 주 연구 상으로 삼았던 경성

제 의 학자들과는 또 다른 “유사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일본의 고 사 특정 시기에 나타나는 인골상의 변화와 일본

인 내부에서 관찰되는 지역적인 차이를 어떻게 지속적이고 유사한 것으

로 정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그들은 당시의 첨단학설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에 의한 인체의 “미시진화설3)”에서 그 해답을 찾았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인류학적 시선의 권력 작용은 차이에 근거한 타자화에 있다

기보다는 다름과 같음을 정의하는 것에 있다고 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

할 것이다. 

3) 당시의 미시진화설은 “세  간에 걸쳐 나타나는, 개체군 유전자 급원에서의 립유전

자 빈도의 변화”라고 하는 현 적 의미의 미시진화론이 아니다. 오히려, 환경의 변화

에 적응하여 신체적 특질이 변하는 현상을 말하는 인체적응성의 개념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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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용적 정보로서의 신체 연구와 학문의 전쟁참여 

신체에 한 조사는 피식민지 인구의 질적․양적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한다. 즉 신체조사는 규범적이거

나 표준적인 발육치 제시, 노동징발이나 징병을 위한 신장․체중․체

력․체세로 변되는 신체검사 기준수립, 인구확보를 위한 출산력 조절 

등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를 산출함으로써 식민통치에 기여할 수 있다.  

   1920년  중반 이후 일제의 사회사업에서는 아동건강을 강조하여 출

생률, 사망률, 체격, 위생, 그리고 영양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학생의 체위

를 측정하여 신체관리의 수량화와 표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김혜

경 2004). 아동발육과 보건위생에 한 일제의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는 

연구들이 체질인류학적 인종연구 맥락 밖에서 행해진 신체계측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우선 초생아의 생체측정으로는 경성제  산부

인과학 교실에 의해 이루어진 업적이 표적이다. 일인의사들이 아동신

체검사 결과를 보고한 경우도 몇 건 있다. 예를 들면, 경성부 촉탁으로 

있던 다나카 시게히데(田中玄英 1931)는 만선지의계에 발표한 글에서 

위생이 향상되고 체육시설이 개선되어 아동의 체격이 점차 개선되고 있

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1930년  중반에는 일본생명에서 보험가입자 

선택에 참고자료로서 사용키 위해 조선 청소년의 체격조사를 실시한 기

록이 남아있다.    

이들 몇몇 업적을 제외하면 아동과 청소년 발달에 한 조사는 거의 

경성제국 학 위생학  교실 소속의 조선인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조선인 아동의 전형적인 발달과정의 파악이나 일본인과 조선인 아동의 

비교에 관심을 두었던 일본인들과는 달리 조선인 학자들의 연구는 주로 

보건 위생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 이들은 특히 

조선아동의 발육표준치를 정하려 노력했고 빈곤아동이나 질병아동의 성

장발육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위생학 교실에서는 1930년  초부터 시작

하여 꾸준히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때에 따라서는 총독부 학무과나 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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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소아과학 교실과의 협력에 의해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곳에서 나온 

연구 가운데 이인규의 업적이 가장 두드러지고 그 외에도 최의영, 이성

봉, 정윤용, 배영기, 이병남 등이 연구 성과를 남겼다. 정면석은 총독부 

학무과 소속으로 때로 이인규 등과 공동 작업을 하기도 했다.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조선이 점차 일제의 전시동원체제에 들어가

면서 식민당국은 인구의 질적 관리와 양적 팽창을 병행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병력과 노동력 확충과 관련이 있다. 중일전쟁 이후의 후생운동과 

건민운동은 바로 그러한 노력이 구체화된 것이다. 신주백(2004, 2005에

서 재인용)은 일제 말기의 이러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식민당국은 1937년에 황국신민체조를 제정하고 다음해 학교교육에서 

이를 필수화하였다. 1938년에는 육군특별지원병령을 공포하면서 일본

인과 조선인을 상으로 학교신체검사 규정에 의해 청년단 소속 만 15～

20세까지의 22,975명을 측정하여 병사로서의 적격성을 검토하였다. 

1941년에는 후생국을 설치하여 인적자원으로서의 조선인에 한 관리

를 본격화하였다. 특히 1942년 징병제 실시 발표를 전후하여서는, 1942

년의 조선청년 체력검사와 학생 체력장검사, 1943년의 입시에서 교과서 

밖에서 출제 금지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전력으로서의 체력관리를 한층 

강화해 갔다. 그러다 1944년 5월에 징병제가 실시되었다. 

이런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1940년 를 전후하여 신체조사에서 

체력에 한 언급이 늘어난다. 1930년  말부터 조선 청년 체위와 체력 

향상 문제의 필요성이 자주 언급되기 시작하고(예를 들어 加藤昇 1938; 

梅沢慶三郞 1938; 學務局社會敎育課, 1939) 1940년 에 접어들면서 광

산 노무자 체력 연구가 등장하는 것(예를 들어 大塚友德 1941; 伊藤金三

郞 1943)은 일제 침략전쟁에 따라 조선인을 노동력과 병력의 차원에서 

관리하기 시작한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1930년  후반에 여공의 

복지수준에 한 관심에서 체위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때 초경 연령이 

조사되었는데 이 조사에서는 신체적 노동이 여성의 출산력에 부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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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에 해 각별히 주목하고 있음이 드러난다(黛武煇 1939).

1940년 에 접어들면서 혼혈문제를 다루는 글들이 본격적으로 등장

하기 시작한다. 가네세키 후미오(金關丈夫 1941)가 1941년 만신보에 

낸 “황민화와 인종문제”에서 혼혈을 통해 일본인과 식민지인을 융합함

으로써 황민화를 이룰 가능성에 해 검토하고 있는 것을 필두로 내지인

과 식민지인의 혼혈아에 한 우생학적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내선혼혈

아의 체격, 학업성적, 인종학적 특성, 유전적 특성을 연구한 결과들이 

발표된다. 나아가 외지에서 태어나 자란 일본인의 인종적 특성을 고찰하

고 있어서 일제 식민통치의 진행과 더불어 인구관리의 여러 관심사가 

학문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주사변이후 조선이 륙진출의 전진기지가 되면서 실용적 인류학

적 지식의 수요가 증 하자 경성제 의 학자들은 침략 활동에 적극적으

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경성제 는 만몽문화연구회(滿蒙文化硏究會)를 

통해 전쟁지원 활동을 개시하였다(정규영 1999). 전경수(2002a, 2002b, 

2004)는 일련의 글에서 경성제  해부학 교실의 체질인류학자들도 같은 

학 사회학  교실의 학자들과 함께 만주와 몽고 등지를 답사하고 주변

민족을 연구함으로써 식민통치와 연결된 인류학 연구 활동을 전개한 경

과를 소상히 기록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경성제  해부학 교실의 이마

무라(今村豊 1934, 1935 참조) 교수는 관동군의 협조를 받아 만주지역의 

소수민족 연구를 실행하였다. 특히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학자들

은 륙진출의 첨병역할을 할 것을 공언하고 관군학 합작 학술조사에 

참여하였다고 한다. 1939년에는 만몽문화연구회를 경성제국 학 륙문

화연구회로 개칭하여 륙문화강좌를 개설하였는데 여기에서 이마무라

는 “북아시아의 인종개론”을 발표하였고, 1941년에는 시마 고로가 “동

남아의 人種相-泰人을 중심으로”를 발표하였다고 한다(전경수 2004). 특

히 조선인 체력양성론이 1940년 에 등장하자 체질인류학자들도 학문 

활동으로서 여기에 기여하고자 한 기록도 남아있다. 1945년 6월에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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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제 에 륙자원과학연구소가 발족하여 체질인류학자 이마무라가 소

장에 취임하였다. 그는 조선인, 만주인, 몽고인, 이주 한인의 체능과 체격

을 연구하여 이들의 인적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았

다고 한다. 그가 제시한 연구주제들을 보면 “인적자원으로서의 몽고인

과 이주한인의 체능체격의 연구”, “인적자원으로서의 만주국내의 한인

이주민의 연구”, “조선인의 전투력과 체격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조선

인 표준체위의 결정” 등이다(전경수 2002b에서 재인용). 이러한 연구 

주제들은 그동안 인종학적 연구에서 쌓은 지식과 기술을 십분 활용하여 

인적자원관리차원의 노동력과 병력 조사에 적극 동참하려는 체질인류학

자들의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체질인류학자들이 전쟁수행을 위해 동원된 것은 단지 조선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일본에서도 1930년  말부터 인류학자들이 본격적으로 

전쟁준비와 지원을 위한 연구 활동에 동원되었다. 당시의 이러한 연구조

직 중에서 표적이라 할 수 있는 1943년에 설립된 국립민족학연구소나 

제국학술원의 아세아민족연구회 모두에서 체질인류학자와 민족학자가 

공조하여 주변 여러 종족을 연구하여 전쟁에 기여하고자한 기록이 남아

있다(Nakao 1999).   

3. 맺는 말 

본고에서는 일본의 식민지 통치 하에서 이루어진 조선인의 신체에 

한 체질인류학적 연구들을 검토하고 그런 연구들이 식민통치와 맺는 

관계를 분석하였다. 식민통치기의 체질인류학에 주목하는 까닭은 체질

인류학이 민족의 기원과 형성 그리고 여러 민족 간의 관계에 해 가장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조선에서의 체질인류학적 연구관심사가 식민통치와 관련을 맺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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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고분 출토 인골이나 현생 조선인의 

신체적 특질 연구를 통해 민족의 역사를 재구성함으로써 식민통치 이데

올로기 형성에 기여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식민지 경영이나 정책운영에 

필요한 실질적 정보 생산에 기여한 것이다. 

이 두 가지 경향은 일제 식민통치의 전개와 맞물려서 나타난다. 조선

인의 신체에 한 관심은 인종학적 관심과 체력에 한 관심의 형태로 

일본의 조선정탐의 초기에서부터 있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학술적 연구

는 1905년 을사조약이후 학이 설립되어서 일본인들이 교수로 부임하

면서부터 시작되었다. 1920년  들어 체질인류학 연구가 본격화되고 연

구주제가 다양화되기 시작하였는데, 1926년 개교한 경성제국 학 의학

부의 해부학 교실이 여기에서 중심적 역할을 했다. 경성제국 학 해부학 

교실의 체질인류학자들은 조선인 신체에 한 체질인류학적 연구를 통

해 일선동조론을 구체화하여 일제시기 일본인 기원론에서 주류로 만들

었다. 1930년 에 일제의 동화정책과 동원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일선동

조론은 조선인의 독립적 정체성을 부인하는 식민통치 이데올로기로서 

기여하면서 同文同祖論 등 륙경영 정당화 담론 형성을 체질인류학적

으로 뒷받침하였다. 1930년 에는 또한 식민지 인구의 질적․양적관리

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실증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신체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이러한 실용적 인류학적 지식의 수요는 일제의 

침략전쟁이 륙으로 확 되면서 더욱 증 하였다. 식민지 통치 당국은 

학자들에게 식민지 사정에 해 연구할 기회를 제공했고, 군부 또한 학

자들을 적극 동원하였다. 이에 일본인 체질인류학자들은 인종학적 연구

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식민지 경영상의 필요에 적극 부응하고 군사 활

동을 지원하는 연구들을 수행하였다. 

일제 식민통치시기에 조선에서 행해진 체질인류학적 연구는 서구의 

체질인류학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일제의 체질인류학은 서구의 체

질인류학처럼 연구 주체들과 분명한 가시적인 차이를 지닌 인종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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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상으로 하여 그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것을 학문적 목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었다. 신체적으로 매우 유사한 조선인을 상으로 했던 

일제 체질인류학자들은 서구에서 인종 간 지배관계를 정당화한 인종주

의와 일견 정반 되는 일선동조론(日鮮同租論)을 성립시켰다. 그러나 일

제 체질인류학자들의 일선동조론은 양 민족 간의 평등한 권리주장의 기

초가 된 것이 아니라 두 민족 간의 유사성에 기반한 동화주의로서 조선

인의 독립적 정체성을 부인함으로써 식민지배자에게 지배의 정당성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였다. 서구의 체질인류학자들이 차이에 의해 상을 

타자화했다면, 일제 체질인류학자들의 일선동조론은 유사성에 기초하여 

조선인을 “타자화”함으로써 조선인의 독자적 정체성 주장을 부정한 것

이다. 결국 인류학적 시선의 권력 작용은 차이에 근거한 타자화에 있다

기보다는 다름과 같음을 정의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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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Concepts>: Japanese Colonialism, History of Physical Anthropology, 

Theory of Common Origin of Japanese and Koreans, Theory 

of Origin of Japanese, Identity Politics  

The “Anthropological” Gaze at the Korean Bodies under 

Japanese Colonialism

Pak, Sunyoung*

4)

This study exam ines the anthropological studies on K oreans conducted  

by  Jap anese p h ysical anth rop ologists d u rin g  the Jap an ese colon ial p eriod  

and  an alyzes the relationsh ip  o f these stu d ies w ith  th e d ev elop m en t o f  

Jap an ese colonial ru le  in  th e K orean  p eninsu lar. E xam in ation  on  th ese  

stud ies reveals that anthrop ologists and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 ent  

w ere in  a  m u tu ally  ben eficial relation sh ip . T h e C olon ial govern m en t  

p rovid ed  an throp ologists w ith  th e op p ortu n ity  to  stu d y  p eop le in  th e  

colony  as d id  the m ilitary  w ith  aid . In  return , anthrop ologists contributed  

to  the Jap anese co lon ial ru le  in  tw o w ay s. F irst, Jap anese p h ysical  

anth rop ologists, esp ecially  th ose at th e M ed ical School of K yu n gsu n g  

Im p erial U n iv ersity , con tribu ted  to  th e d ev elop m en t of th e Jap an ese  

colonial ideology geared to rob K oreans of their ow n separate identity and  

to  ju stify  Jap anese co lon ial ru le  over K orean s by  p rov id in g  p hy sical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Anthrop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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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h rop ological basis for th e "theory  of com m on orig in  o f Jap an ese an d  

K orean s" w ith  their racial stu d ies on  th e p h ysical ch aracteristics o f th e  

skeletal rem ain s from  an cient tom bs and  of com tem p orary  K oreans.  

Second ly , an throp ologists contribu ted  to  the co lon ial ru le  by  p rovid ing  

p ractical in form ation  on  variou s k in d s of p hy sical streng th  o f K orean s in  

com pliance w ith adm inistrative and m ilitary needs of the Japanese colonial  

govern m en t to  efficiently  contro l hu m an  resou rces in  th e colon y  as th e  

Jap an ese colonial exp an sion  to  an d  bey on d  the m ain land  C h in a gain ed  

an im petus. If the racial classification of physical anthropologists in  Europe  

m ad e th eir research  su b jects, n on -E u rop ean  colon ial p eop les, "th e O ther"  

on  the basis of often  arbitrarily  d efined  differences, the theory of com m on  

orig in  of Jap anese an d  K oreans elaborated  by  Jap anese p hy sical  

anth rop ologists m ad e K oreans "the O th er" on  th e basis of sim ilarities  

betw een  th e tw o g rou p s. T h is su gg ests th at it w ou ld  be m ore accu rate  

to  say  that th e anth rop ological g aze m ay w ield  p ow er n ot by  m akin g  a  

grou p (or grou p s) of p eop le "the O ther" based  on  th eir d ifferences bu t by  

d efin in g  w h at con stitu tes th e d ifferen tness or th e sam en 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