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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골에서의 법의인류학적 감정 :제주 4.3 유해 발굴 사업의 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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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nsic anlhropology is the scientific dìs이pline that applies lhe melhods of phYSical anlhropOlOgy and archaeology 10 the
colleclion and analysis 01 lega! evidence. The work 01 anthropologists overraps the work 01 bolh Ihe crime scene investigalor
and the medical examiner (or lorensic pathologist) except that they deal with human remains losing legal consequence. ln this
paper aulhor reviewed 1he oulline of forensic anthropology and described wha1 experienced through an exhumalion of the 4.3
massacre. (J Med Li’e Sci 2009;6: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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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인휴회에란 유곰을 대상으로 개인 식멸을 비풋하여 사인

및 사망의 종류 정과시간 풍윤 추적하는 과학의 한 분야이다

측，그 대상이 유곧이어서 손상에 대한 좌안 검색 둥이 제한적일

수 있고‘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경과됨으로 인해 사건에 대

한 형사적 책임 풍 법적 문제가 소멸 되었거냐 모호한 수 았다는

정을 제외하고는 그 목적하는 바가 법의병리학과 큰 차이가 없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목적이 같음에도 윌구하고‘제주 4.3
사건과 감이 수 십년 정과펀 집단 암매장지에서의 법의인류학적

접근과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범죄현장에서의 법의병리학적 접

근은 접근 방식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뜯 보인다 사건현장에 대

한 수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세빌한 현장 강식을 위한

쩡저한 현장 보존인 반연‘고고학적 발굴 방식이 적용되는 암매

장지의 유골 발굳에 있어 주각의 설치 (pedestaling)는 핀연적으

로 현 'lJ'，응찌손한다 또한 고고학적 발꿀 방식에 있어 중요시하

는 바닥 (base)의 우선적 확인은 개인 식별과 현장 해석흘 중시하

는 법의인류학적 옥연에서는 치영적이다 수없이 대두되는 이러

한 작은 갈풍은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틀이 갇은 필드에서 작

서 론 「엉융 하는 과정에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하고，또 반드시 해결되

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제주 4.3 유해 발팔과정에서도 역시 이러한 문제는 따생되었

다 제주 4.3 유해 발꿀과정을 동해 드러난 이와 갇은 문제를흘

유골에서의 법의인휴학적 감정 진행과정 전반에 대한 고잔과 함
께 되징어보고자한다

적 ~

1 누가하는가?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사건으로써 육안을 봉한 시신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사건 현장에 대한 조사와 인체에 대한 조사는 수사

기관과 법의학자에 의해 이푸어진다 그러나 수십 년 경과된 유

곧이 발견되는 정우，외표 검사흘 몽한 신원확인 자체가 불가하

고，관련자나 가족마저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한 가해자 역시 사망하거나 시간경과로 인해 개체 사%에 대한

법적인 책임 소재가 소멸되는 경우가 않다 따라서 ‘법의학적감

정 의 의미 보다는 ‘역사적사실에 대한 증영’이 더욱 큰 의미로

냥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이유로 유곧에 대한 감정은 대

부원 영의인류학적 정근이 주가 되는 경향이 았다1’(Table 1)
따라서 전문가로서의 법의인류학자는 인체 골학에 대한 해부

학적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고，받룰방식에 있어서 고고학적인

전문지식음 습득하고 있으며 뱅죄현 'j，J.öl1 대한 접근 및 해석에

있어서 볍의학적 훈련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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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oice of Specialist ，Dictated by Time smce Death

Recent Death
(Visual Identificat띠n Is Possíble)

The Scene

The Body

Scene Investigator Scene Investigator and Forensic Archaeologist

Forensic Patholc 밍st Forensic Anthropolc 밍st 잉1d Forensic
and Forensic Odontologist Odontologist

'"ιhaeologist

Physical Anthropologisι

2. 무엇을하는가?

법의인류학에서 다루는 감식분야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갇은

범주이다

1) 발굴 단계에서 개인 식별을 위한 인체의 재구성(개체분류)

과정
2) 연령，성별，인종，신장 계측 등 개인 식멸을 위한 17.1감식
3) 손상 유무，시기，원인 및 영양상태， 질병유무 등 법의병리

학적 감식

4) 유품에 대한분석

1) 개인 식열을 위한 인체의 재구성

이 과정은 시신의 머리와 몸통을 기준으로 {l-아 팔다리의 해

부학적 관계를 감안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통해 하나의 개제를 재

구성하는 과정이다 이때 여러 시신의 팔과 다리가 얽힌 곳은 사

고 당시 시신의 자세가 변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감안하면서

뼈의 관절연이 서로 들어맞는지， 뼈가 중복되는지， 뼈의 연속성

이 이어지는지 여부를 파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발견되논 유

품이나 유물 등과 시신과의 위치 및 관계에 대한 검사와 기록，

증거물에 대한 사진촬영이 병행된다 개인 식별을 위한 인체의

재구성 과정을 통해 희생자의 개체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매장된 지 오랜 시간이 경과된 경우，부식 음으로 인해 정확한

개체수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었으며，이러한 경

우 최소개체수 (The Minimwn Number of Indi-이du머，MNIl를 제

시함으로써 구두의 증언을 지지하거나 혹은 반박하는 자료로 활

용하게 된다 최소개제수의 산정 기준이 되는 것은 발굴 당시 유

꼴의 보존상태에 따라 탈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시용되는

것은 머리뼈，팔다리뼈 및 치아 등이다 발굴 단계에서 시행되는

이와 같은 법의인류학적 검사 과정은 전체 개인식별 과정의 신속

성과 정확도를 높여주며， 예를 틀에 법의인류학적 검사를 통해

한 계제가 완전히 복구되는 경우 DNA 감식 등 2카적인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한 개체에 국한되지만， 이 과정에 실패

할 경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2-3배，심한 경우 10"1까지도
증가될 수 있다 여러 구의 시체가 되영켜 매장된 상태에서 발굴

당시 한 개체를 완전히 구성하지 못한 채 발굴이 이루어지면， 한

개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굴된 팔 다리 뼈와 머리뼈 모두에 대

하여 유전자 검시를 시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굴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석멸을 위한 인체의 재구성’ 과정은

개인 식별 과정의 초기에 시선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함으

로써 다음 단계에서 필요한 검사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향후 감식이 필요한 대상의 규모를 파악하고， 감식 소요

기간 및 예산의 범위를 설정하는 근거 자료를 제시한다

다음은 제주 4.3 유해 1차 발굽 당시 재구성이 끝난 상태에서

genel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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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body
RadiologyOdontolo9yanlhropology

HBC Ca01 0 0 x(3) 0 。
HBC Ca02 0 0 x(3) 0 0

HBC Ca03 0 0 x(3) 0 。
GRD Ca (1-10) xO) 0 x(3) x(4) 0

BDB Ca01 0 0 0 0 。
BDBCa02 0 0 0 0 。
BDBCa03 0 0 0 0 。
BDBCa04 0 0 0 0 。
BDB Ca05 0 0 0 0 0

BDB Ca06 0 0 0 0 0

BDBCa07 0 0 0 0 。
BDB Ca08 0 x(2) 0 0 0

ι possible; x，unable or not necessary; J and S，înitials of institute performing genetic stt ψ ，
1，Anthropolc 밍 c study fcπ GRD Ca(1-10) unalbe due to physic외 & chemic외 destruction 야 discarded ωltural mate 끼als;
2， Subject for odontological study such as tee싸10rsk 비1 not fonnd;
3 밍띠 4. X-ray 와‘ω1 series and forensic approach to the reπnaning body impossible for postmortem collapse
5. Genetic study dualized for cross 이1e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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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감식 계획을 설정한 여1이다 (Table 2)

재구성 과정이 완료된 한 구의 시신은 별도로 옮겨져 성멸，연

령추정，신장추정 등의 법의인류학적 검사 과정을 거치게 된다

2) 성별，연링，인즘，신장 계측 등 개인 식별을 위한 1차 감식

성별의 판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뼈대는 발굴된 시신의 머리

뼈 또는 골반뼈이다 。1마뼈와 턱뼈의 각도，골반뼈의 두덩칠합

의 길이 및 각토， 영치뼈의 꽂/날개의 비율 응을 측정함으로써

Table 3. Sexual Differences in the Skeleton

최종적인 성영 판정이 이루어진다 2) (Table 3) 또한 팔다랴뼈의

뼈끝 결합 닫힘，두덩결합연의 마모 정도‘척추뼈의 골극 유무

응을 써서 연령을 추정한나 흔히 시용되는 연령 추정 방법의 몇

가지 예를 도표에 소개하였다 3-8) (Table 4) 물론，성멸과 연령에

대한 판정에 있어 법치의학적 김f식이 병행되는 경우 비교적 안정

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신장의 추정은
딸이나 다리뼈의 길이를 측정함으로써 이루어진다 9，10)(Table 5)

The Bone

pubìs

ilíum

femur

front허

temporal

。ccipit외
mandible

rib

sternun;

The Dìfferences Male Female

overall size larger smaller
muscle attachments larger smaller

pubic length short long
ventral arc absent present

subpubic concavity absent present
subpubic angle narrow 、Nide

iscmopubic ramus wide naπow"stretched"
parturition pits absent sometimes present

periauricular sulcus absent often present
sciatic notch narro、v wide

fern따a1 head diameter possible:46.5-47.5 Iηm possible:42.5-43.5 mrn
probable:)47.5mm probable:)42.5mm

supraorbita1 ridge prominet absent
frontal bossing double boss sing central boss
mastoid process large small

zygomatic process length extends to the EAM ends before the. EAM

nuchal ridge strong muscle attachment sli양lt muscle attachment

ralllUs wide & sh밍1Jly angled narrow & less angled
chin shape square rounded or pointed

subperichondral ossification rnar밍nal ossification central foci of os잉icati 이1

sternum length theb 。여 is more than twice the the body is less than twice the
manubriurn length manubrirnn length

Table 4. Examples of Age Estìmation Methods

parameter ranÇje s1age author Published year

rib younger th잉1 mid← teens 10 older than mid-f:úties 0-8 Is ç an3，4} 1984‘1985
pubic symphysls age 18-19 10 8ge 50 and upward ]-x Todd5，6l 1920，1921

teeth birth 10 8ge 21 or more 1-10 Burns7l 1976
vertebral bodv under 16 10 over 30 1-4 AIbeπ，Maples8l 1995

Table 5. Examples of Stature Formula of Asian Male

Bone

humerus

raæus

ulna

femur

tibia

fibula

Formula(cm)

2.68Humerus + 83.19

3.54Radius + 82.0C

3.48Ulna + 77.45

2.15Femur + 72.57

2.39TIbia + 81.45

2.40Fibula + 8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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η1e outline of forensic anthropology: Experiencethrough an exhumationof the 4.3 massacre

이 과정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보강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부모로부터 태어

난 형제가 모두 희생된 경우，형제간에 신장의 차이가 있다면 이

들을 구멸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자료가 된다

3) 손상 유무 시기，원인 및 영앙상태，질병유무 등 업의병리학적 감식

유골에서 손상 부위가 발견되는 경우，생전 혹은 사후 발생 여

부 등 손상의 시기에 대한 분석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골절부

위에서의 가골 형성 Ccallus formation) 혹은 치유 (bony
remodeling)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생전 손상임을 증명할 수 있

으며 의료 기록이나 가족의 진술 등이 판정에 있어서의 보조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사망을 전후한 시점에 손상이 야

기된 경우，치유의 근거(잉gn of healing)가 남지 않을 수 있어

손상이 비교적 신선한 상태의 골질에 야기된 것 (perimortem
때ury)인지，혹은 사후 건조가 진행된 상태의 골질 (chy bone에

서의 손상인지를 확인하는 정도로써 한계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

다 사망 후 시간이 오래 경과된 상태에서 야기된 골절은 골편의

외측면과 내측연의 골절 양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며， 작은 조

각으로 분쇄되는 경향이 있어 골질의 탄력성이 유지된 상태에서

생긴 생전 손상과는 뚜렷한 차이를 나타낸다 그 외 두개골에 형

성된 절창，할창 및 총창 등에 대한 해석은 법의병리학적 접근

방식에준한다

그 외 치아에서의 에나멜션을 확인함으로써 성장기의 영양 상

태를 평가하거나 두개관 (cranial vault)에서의 병변을 확인함으로

써 골다콩증 {osteoporosis) 혹은 괴골증 (hyperostosis) 여부를 펑

가할수도있다

4) 유류품에 대한검사

개인 식별과 더붙어 현장에서 발굴된 피복류，소지품 등을 비

롯，탄환，총기 혹은 칠모 군화 등의 유품은 당시의 정황을 엿보

고，재구성할 수 있는 주요한 근거자료 들이다 특히 발굴 장소

가 단순한 유골 매장 장소가 아닌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집단 암

매장지인 경우，발견되는 유류품은 사건 발생 당시의 상횡을 추

정함과 동시에 사건을 구성하고 있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고，또한 이러한 개별 단서들

의 집합은 사간 전체의 맥락을 추정하는 사료로써 의미를 갖게

띈다 예를 들어 제주 4.3 사건의 회F북지역에서 발견된 탄피를

비롯한 총기 관련 유류품은 모두 M1과 캘빈 소총으로 확인되었

고.1942년에서 1945년 사이에 미국내 위치한 6개의 병기창에서

제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총기류의 보급경로를 확인함으

Table 6. Stages of lnvestigation in Forensic Anthropology

로써 학살 및 암매장을 통솔했던 지휘 명령 체계를 추적할 수 있

는 근거자료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무엇이발견 되었는

7[' 와 함께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것은 발견된 유류품의 분포

및 유골과의 위치관계를 3차원적으로 도연화하는 작업이다 발굽

규모에 따라서 엄청난 인력과 시간을 소요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지만，사건의 해석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작업이다 제주 4.3 유해 발굴 1차 사업의 경우， 5개 지역의 암

매장지 중 한 곳에서 llX8m 면적의 지역을 2-3m 깊이로 발굴

하는 과정에 총 25명의 인력이 투입되었고， 12일간의 작업일수

를소요하였다 1l)

3.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법의인류학적 감식은 인터뷰 및 기록확인， 발굴등을통한 정

보 수집 단계와 수집된 정보의 분석과정， 해석 빚 결론 도출 과

정 등 3단계로 구분 할 수 있다 (Table 6) 물론，이와 감은 각 단

계를 어는 한 분야의 전문가 집단이 모두 맏아서 하기는 어렵다

국가에 따라서 혹은 확인하고자 하는 대상에 따라서 각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팀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미국의 경우는 구술

자료의 취합은 경찰 조사관이， 그 외 유해의 정보는 법의학자가

담당하기도 하고，또 다른 경우는 전체적인 과정을 법의인류학자

가총괄하기도한다

제주 4.3 유해 발굴 과정에서는 기획조사팀과 발굴팀으로 구분

하여 기획조사팀은 제주 4.3 연구소에서 사건과 관련된 인터뷰와

정보 수집을 담당하였고， 발굴팀은 제주대학교 법의학교실에서

발꿀 및 유해에 대한 죠사를 시행하였다

실제 발굴이 이루어지는 현장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

여를 하게 됨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 또한

각 전문가의 분석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 역시 매우 조심스려운

부분이다 예를 들면，유골을 발굴함에 있어 정확한 매장지를 추

적하고 확인하는 과정은 고고학적 접근 방식을 적용히는 반면，

일단 유골이 발견되면 개체분류를 위해 인류학적 전문성을 필요

로 한다 두 분야는 작업 성격이 유사해 보이면서도 실제 발굴

방식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한 개체의 일부분이 노출되

었을 때，전체 발굴 범위와 깊이를 확인해야 하는 고고학적 견지

에서는 노출된 유골의 일부만을 먼저 도변에 표시한 후 발꿀을

진행해야 하지만， 인류학적 측면에서는 한 개체를 확인하기 전에

두개골 혹은 상하지의 일부만을 먼저 걷어내는 것은 향후 온전한

하나의 개체를 완성동냥데 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

문에 우려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또한，개인 식별에 있어서

의 법의인류학 및 법치의학， 법의유전학 j등 적용할 수 있는 모든

st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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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이lection of written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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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2

。rganîzationof verbal evidence
orgl밍llZa디。n of physica1I analysis of physical

evidence I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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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인류학적 감정 진행과정 전반에 대한 고잔과 함께 4.3 유

해 발굴과정운 용해 드러난 몇 가지 문제틀을 살펴보았다. 법의

학과 마찬가지로 법의인류학 역시 다$댁i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서 전문성을 종합함으로써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분야이다 운

현고찬 과정에서 알게 되었고， 경혐을 통해 확인한 두 가지 문제

점은 강은 멸드에서 유사한 작업을 함으로써 파생되는 분야간의

분야의 감정이 의뢰되어야 하고， 이와 갇이 다양한 전문분야의

감정옴 필요로 ;;-1는 이유는 ‘정확성’을 생영으로 히는 ‘감정‘의

본질로써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곁과틀 종합햄 있어서는 또

다른 많은 문제가 제기원다 그 대표적인 예는 갇은 항욕에 대한

각각 분야멸 감정결과의 윌일치가 딸생하는 경우이다

예륜 들어 ‘성멸’에 대한 감정융 실시한 결과 법치의학적 감정

결과 인류학적 감정결과와 유전학적 감정결과가 각각 다르게 나

타나는 경우가 있융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성별 강연의 절대적

인 정확성은 유전학적 감정견과에 있으며，볍치의학 혹은 인류학

적 감정짚과의 차이는 개체차이로 간주되어야 함은 운론이다 유

전자형이 남성이연‘ 생윤학적으로 남성이기 때문이다

연령에서의 감정결과 짤일치 역시 마찬가지이다 인류학적으로

10대이지만， 법치의학적으로 30대인 경우는 어느 한쪽의 오류라

기보다는 오차 범주가 클 수 있음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며， 당시

호적%써 1 기재된 연령이 정확한지의 여부도 고려해서 그 대상의

벙주등 확대해야 할 것이다 유전자가 연치하는 경우.연령대가

원일치한다고 해서 유전학적 친인척 관계딸 부정할 수 없다

이와 감이 최종적인 감정결과의 도쓸올 위한 선택에 있어서는

일정한 윈칙이 원요하지만， 실제 일올 힘어l 있어서는 감정을 필

요로 하는 검체의 상태에 따라 적용 가능한 전문분야가 각기 달

라지고， 또한 감은 분야라고 하더라도 확인하고자 하는 항목에

따라 그 요차 범위가 다양하며‘ 확인하고자 하는 항옥이 갇더라~

도 감정 의뢰된 검체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

질 수 있어 결국 일정 원칙흘 적용하는 것은 관가능하다 그렇다

고 상흉되는 강정결괴블 전문분야별로 나열하는 것도 있을 수 없

는 일이다 따라서 이는 최종적인 걷흔원 도향}는 책임자의 몫

이다

회묵一지역4.3유해발굳사업의 경우，개인 식염을 위한 감정에

있어서 법의유전학적 감식결과깥 최우선으로 하였다 강식결과가

상충되는 경우 결과도혼까지의 과정에 고려원 항목이 다양한 경

우와 그 결과가 영확히 제시원 자료에 근거한 경우 오차 범위픔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우선순위에 두었다 전문분야별

강식결과의 정확도틀 명가하려는 의도가 없응흘 이해시카고 적

용한 기준 혹은 선택에 대하여 분야별 감정옴 시행한 당사자의

양해와 동의를 득히는 것도 역시 책임자의 몫이다

「 결 론
←→ r_- ...•

칼둥과 최종 결판 도쓸 단계에서 나타나는 상충되는 결과휠 조절

한 수 있는 종관자의 선정에 관한 문제이다 분야간의 갈등은 회

의륜 통해 조절되는 부원이지만， 종팔자의 선정이 잘옷되는 경

우，사업 자체의 본질을 흐헐 수 있다 ‘누가활챈}는가 뜯 결정

하는 기준은 ‘궁극적으로 부엇융 하고자 하는가 하는 사업의 목

적에 었다 집단 매장지에서 유곧 발굳이 시행되는 정우，단순히

매장된 유끌융 발불해서 안장하는 작업이 목적인지， 유팔의 신원

융 확인융}는것이 목적인지.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부

분까지도 검증을 항 것인지에 관해서 영확한 판단이 이푸어진다

연.쉽게 해결헬 수 있는 문제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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