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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인골에는 과거 사회의 생활환경과 복지수준, 당시 사람들의 건강상태를 유추할 수
있는 다양한 생물학적 지표와 그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옛 사람의 뼈는 과거 집단
의 생물학적 특징은 물론 생물문화적 적응 양상을 밝힐 수 있는 직접적인 연구 자료가
된다. 따라서 고인골은 생물인류학은 물론 뼈고고학, 고병리학, 매장고고학, 집단 유전
학 분야 뿐 아니라 오늘날에는 안정 동위원소 분석을 비롯한 고고과학적 연구에도 널
리 활용된다. 고인골을 이용한 연구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
며 특히 선진국의 경우 대학과 자연사 박물관을 중심으로 인골 수집과 연구 활동이 매
우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고인골을 발굴한 기관과 실제
분석을 진행한 대학의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소수의 고인골 자료만이 남아있으며 현재
까지 보관된 인골은 대략 2,000개체 안팎인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의 고인골 자료 수
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이유는 무엇보다 인골이 현장에서 수집되고 향
후에 연구 자료로 이용되기까지의 과정이 제도적인 체계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
이다. 해외에서는 일반적으로 100년 이상이 지난 고인골은 대체로 국가가 정한 법령에
따라 체계적인 절차에 의해 수집하고 이후에 연구기관에서 이를 관리하도록 한다. 그러
나 우리나라에서는 고고학 유적에서 발굴된 고인골이 일반 분묘의 무연고 시신과 동일
한 법률, 즉‘장사등에 관한 법률’
을 기준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수습 이후에 인골에 대
한 분석과 보관에 대한 사항은 제도적으로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고인골을 체계적으로 수집 및 연구하는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인골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법적 제도가 선행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한 체계를 마련함
에 있어 향후 기준이 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인
골이 갖는 학술적 가치를 전문연구자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이에 대한 보
존 및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대학과 연구소, 박물관
을 비롯한 연구기관에서 고인골을 소장하며 보관은 기본적으로 특정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에서는 고인
골이‘무연고 시신’
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연구하고 향후에 보관하는데 법률적 제약
이 많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법규에 100년 이상이 지난 고인골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 즉 기존의 문화재 관련 혹은「장사등에 관한 법률」
에 세부
조항으로 고인골이 보존되고 연구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넷째, 고인골 이
외 유해의 여타 조직이 함께 남아있는 경우도 해외의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향후 고
인골에 상응하는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주제어 : 고인골, 고인골 관련 법령, 문화재, 고고학 발굴, 생물인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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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고인골(ancient human skeletal remains)’은 말 그대로 옛 사람의 뼈를 의미하며 일반적
으로는 대략 100년 이상이 지난, 과거에 살았던 사람의 뼈를 말한다. 과거 사람의 뼈는 당
시의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개체 혹은 집단이 어떻게 적응하며 살았는지에 대한 정보
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고인골은 과거 집단의 생물
학적 특징은 물론 생물문화적 적응 양상을 밝힐 수 있는 직접적인 연구 자료(Larsen 2002:
119)가 되며 여기에는 과거 사회의 생활환경과 복지수준, 당시 사람들의 건강상태를 유
추할 수 있는 다양한 생물학적 지표와 그 흔적들이 남아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고인골
은 생물인류학은 물론 뼈고고학(osteoarchaeology), 고병리학(paleopathology), 매장고고학
(mortuary archaeology), 집단 유전학(population genetics)뿐 아니라 안정 동위원소 분석을
비롯한 고고과학(archaeological science)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자료로 이용된다. 실제로 고
인골을 이용한 연구는 많은 나라들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의 경우 대학과 자
연사 박물관을 중심으로 인골 수집과 연구 활동이 매우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
으로 미국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의 경우 인류학부(department of anthropology) 아래 체
질인류학 분과에서 고고학 발굴 조사를 통해 26,000여 개체에 달하는 고인골들을 소장하
고 있다. 중국의 경우도 북경대학과 길림대학을 비롯한 대학의 고고학 연구소를 중심으로
수만 개체에 달하는 고인골을 소장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야요이, 조몬시대는 물론 고분
시대에 해당하는 고인골이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고인
골을 발굴한 기관과 실제 분석을 진행한 대학의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소수의 고인골 자료
만이 남아있으며 현재까지 수집된 인골은 대략 2,000개체를 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 나라의 연구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인골의 수적 규모는 생물인류학과 뼈고고학
을 비롯한 관련 분야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연구 수준의 발전을 보장하
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까지 확보된 국내의 고인골은 중국이
나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권역의 국가들내에서도 연구 자료의 수적 규모가 현저하게 작은
상황이다. 국내의 고인골 자료 수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한 이유는 유기물
이 장기간 보존되기 어려운 산성 토양의 환경이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또 인골
을 연구 자료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오래 전부터 정착되지 못하였고 인골을 화장하던 과거
의 문화 역시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인골이 수집되지 못한 이유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인골이 현장에서 수집되고 향후에 연구 자료로 이용되기까지의 과정이 체계적
인 제도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에 더 큰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해외에서는 인골을 둘러싼 윤리적인 문제 또는 집단 간 분쟁 소지가 없는 한, 100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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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지나거나 고고학적 맥락 안에서 출토된 고인골은 대체로 국가가 정한 법령에 따라
체계적인 절차에 의해 수집하고 이후에 연구기관에서 이를 관리하도록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고고학 유적에서 발굴된 고인골이 일반 분묘에서 출토된 ‘무연고 시신’과 동
일한 법률, 즉 「장사등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수습 이후에 인골에 대
한 분석과 보관에 대한 사항은 제도적으로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발굴 현장에서 인골
이 수습되고 향후 연구기관에서 연구 및 보관되는 체계가 제도적으로 미비하기 때문에 인
골이 현장에서 발굴되더라도 영구적으로 보관·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시대가
많이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중·근세에 해당하는 인골은 그 이전 시기의 인골에 비해 연
구적 가치가 떨어진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현장에서 소실되는 경우가 더욱 빈번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은 향후 우리나라 고인골 수집과 분석 및 보관
관련 체계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이 글에서는 고인골
과 관련된 국내의 현행 법령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해외의 관련 법규 및 규정들을 검토하
였다. 또 해당 법 전반의 내용과 구성을 살피기보다는 고인골 수집과 연구, 보존과 관련된
내용만을 발췌하였으며 특히 향후 수정되어야 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들에
주목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글에서 언급된 모든 법률은 가장 최근에 개정된 내용
을 토대로 하였으며 국내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발췌하였다1). 또한 해외 법령은
기본적으로 참고한 웹싸이트와 문헌을 각주와 참고문헌으로 표기하였지만 일부 법령은
해당 나라에 속하는 인류학자의 전언을 참고로 하였기 때문에 참고 싸이트나 문헌이 표기
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Ⅱ. 고인골과 관련된 국내 법령의 검토
고인골이 발견되었을 때 연구를 목적으로 현장에서 이를 수습하고 보관하며 향후 연구
자료로 이용하는 일련의 과정들과 관련이 있는 국내의 현행 법률로는 문화재보호법의 하
위법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체해부 및 보
존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
한 법률」은 고고학 발굴조사지역에서 분묘유적이 확인되었을 때 발굴조사를 실시할 것인
지에 대한 기준과 발굴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은 무연분묘를 개장할
때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은 향후에 인골이 의학 교육

1) 실제로 존재하는 법률일 경우에만 그 명칭을「 」안에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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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연구를 위해 의과대학에 제공 및 보관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

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문화재청에서 제정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제1장 총칙, 제1조에서
“매장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의 원형(原形)을 유지·계승하고, 매장문화재를 효율적
으로 보호·조사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법률의 구성은 <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범위
제4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제5조 개발사업 계획·시행자의 책무

제2장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제6조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제7조 지표조사 절차 등
제8조 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의
제9조 문화재 보존 조치의 지시 등
제10조 보존 조치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자의 의무 등

제3장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
제11조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등
제12조 발굴허가의 신청
제13조 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
제14조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제15조 발굴조사 보고서
제16조 매장문화재 현상변경

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의 처리 등
제17조 발견신고 등
제18조 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처리 방법
제19조 경찰서장 등에 신고된 문화재의 처리 방법
제20조 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제21조 발견신고된 문화재의 보상금과 포상금
제22조 문화재조사에 따른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처리 방법
제23조 문화재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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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제24조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
제25조 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제6장 보칙
제26조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의 매입
제27조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제28조 매장문화재의 기록 작성 등
제29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3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제31조 도굴 등의 죄, 제32조 가중죄, 제33조 미수범, 제34조 과실범,
제35조 매장문화재 조사 방해죄, 제36조 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제37조 양벌규정, 제38조 과태료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조는 ‘매장문화재’를 다음과 같
이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첫째,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된
유형의 문화재, 둘째,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셋째, 지표·지
중·수중 등에 생성·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화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
학적 가치가 큰 것으로 문화재의 범주를 정해 놓고 있다. 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보다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된 ‘문화재’의 정의에 따르면, 문화재의
유형을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구분하고 유형문화재를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현행 법률에서는 고인골이 문화재의 범주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포함되
어 있지 않다.
한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에 따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는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행정규칙인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
정」에서 다루어진다. 이 규정은 발굴허가에서부터 발굴비용, 조사에 따른 행정처리, 발굴
된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발굴조사 보고서 제출 및 발간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이
규정의 제2장은 발굴허가의 신청과 허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2장 제4
조는 발굴조사 실시기준을 별도의 표로 제시하고 있다<표 2>. 즉 시대별, 유적의 유형별로
발굴조사의 실시 여부를 규정하고 발굴조사의 성격을 ‘정밀발굴’과 ‘선별발굴’로 구분하여
정해놓았다. 여기에서, 고인골과 관련된 분묘유적의 경우는 해당 유적의 시대에 따라 발
굴조사의 실시여부와 발굴조사의 성격이 구분된다. 이에 따르면 고려시대 이후의 회곽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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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롯한 분묘 유구는 ‘선별발굴’하도록 되어 있다. 즉 현행 법률에서는 고려시대와 그 이
전 시대의 분묘유적에 대해서만 정밀발굴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표 2>「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2장 제4조 관련, 발굴조사 실시기준 내 시대 및
유적유형에 따른 구분
시대 및 유적유형
선사~고려
고려 이후~조선 전기

조선 후기~일제강점기

발굴조사
실시여부

세부 사항

정밀발굴

공사 및 유구유형 기준 적용

정밀발굴

선별발굴 대상외 유적

선별발굴

경작유구, 민가, 회곽묘, 삼가마 등의 유구

정밀발굴

선별발굴 대상 외, 정밀발굴 제외 대상 외 유적

선별발굴

민가, 회곽묘 등의 유구

정밀발굴제외

경작유구, 삼가마 등의 유구

위의 표 안에서 ‘선별발굴’은 비고란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즉 선별발굴이란, 표
본조사 또는 시굴조사에서 그 성격이 비슷한 다수의 유구가 확인된 경우 문화재청장이 선
별적으로 선택하여 구조적·학술적으로 대표성을 띠는 것으로 인정한 유구 또는 범위에
한해 정밀하게 발굴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발굴조사 실시기준의 3항은 위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지역적 특성에 따라 발굴이 필요한 경우에 제14조에 따라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별도의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한다. 여기에서 제14조 ‘전문가 검
토회의’는 발굴조사의 원활한 수행과 향후 조사방향의 검토, 중요유적의 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조사하는 회의로서 문화재청장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는 내용이다. 제14조 3항의 전문가 검토회의의 구성 및 운영기준에 따르면, 이 회의는 매
장문화재분과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로 유적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5인 이내로 구성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제1장 총칙, 제1조에서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
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 밝히고 있다. 이 법 2장 제8조 ‘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에는 분묘를 개장할 때에는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각각 신고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고고유적에서 분묘유적이 확인된 경우에도 현재 이 법률에 근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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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분묘를 개장하기에 앞서 신고를 한다. 또 이 법 제4장은 무연분묘의 처리 등에 관한 내
용을 담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제28조는 무연분묘의 처리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한 결과 연
고자가 없는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은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고 명시
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을 바탕으로 분묘유적에서 인골이 남아있더라도 고대 혹은 선사시
대의 유적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연구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대부분 일정 기간 내에 인
골을 화장하여 봉안하는 행정 절차에 따라 인골을 처리하고 있다.

3.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은 제1조에서 “사인(死因)의 조
사와 병리학적·해부학적 연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치과
의학과 한의학을 포함)의 교육 및 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의 해부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제12조에서는 인수
자가 없는 시체의 제공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구청장은 인수자가 없는 시체가 발생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시체의 부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의과대학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의과대학의 장이 의학
의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하여 시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있다. 단, 이 경우에 14세 미만으로 인정되는 시체는 예외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법은 현재 고인골 발굴 및 연구과정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인수자
가 없는 시신이 발생하였을 때 교육 및 연구목적으로 이를 의과대학에 제공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향후 연고가 없는 인골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할 때 함께 고려되어야
할 법률이라고 판단된다.

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제1장 총칙, 제1조에서 “인간
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 및 유전자 등을 취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
해하거나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제2조
정의에서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
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인체유래물(人體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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來物)’이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nucleic acid),
단백질 등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이 법이 규정하는 범위에는 사람의 뼈 조직도 포함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인간을 연구하거나 인체유래물을 연구할 때 반드시 기
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인골은 사람의 뼈 조직으로 인체유래물 범주에 속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구에 앞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단, 인체유래물 연구 가운데 인체유래물 기증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하고 국
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체유래
물 연구는 첫째, 연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는 연구, 둘째, 학교와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실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연구, 셋째, 공중보건을 목적으로 긴급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한 연구이다.

Ⅲ. 고인골 수집과 연구, 보존과 관련된 해외 법령의 사례들
여기에서는 자연사 박물관과 대학의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상당한 수의 고인골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들의 고인골
관련 법령들을 살펴보았다. 고인골 소장 현황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 각 나라의 인골 수집
및 연구와 관련된 일반적인 현황과 고인골 관련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였다.

1. 미국
미국은 고고학 유적에서 발굴된 상당한 수의 인골들이 공립박물관을 비롯한 기관들
에 소장되어 있으며 정부에서 정한 법과 규정에 기반하여 인골 컬렉션을 유지하고 있다.
가장 대규모의 고인골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는 주요 박물관으로는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Smithsonian Institution, National Museum of Natural History), 하바드 피바디 박물
관(Havard Peabody Museum of Archaeology and Ethnology), 시카고 박물관(Chicago Field
Museum), 샌디에고 박물관(San Diego Museum of Man)을 꼽을 수 있다. 20세기 말에 이루
어진 조사에 의하면, 당시 700여개의 연방 및 사설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골의 규모
가 대략 110,000여 개체로 추산된다고 한다(Walker 2000: 11). 정부 차원에서 미국은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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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유적에서 출토된 인골 및 유해의 처리와 관련된 세 가지의 법률을 마련해 놓고 있다.
1906년부터 공유지에 포함된 고고학 유적은 법으로 보호되어 왔으며 인골을 비롯한 유
물 발굴과 큐레이션, 유적 및 유물에 대한 조사는 「고대유물법(Antiquities Act of 1906)」2)
에 의해 이루어졌다. 비록 이 법령이 인골 및 유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놓고 있지는 않지
만 인골 및 유해는 분명히 고고유물의 일부로 간주되고 이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고고학
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인골이 고고학적 유물의 일부로서 언급된 것은 「고고유물보호법
(Archaeological Resources Protection Act of 1979)」3)에서부터이다. 이 법은 “미국인의 이익을
보장하고, 공유지와 인디언 지역의 고고학 유적과 유물을 보호하며 정부 당국과 고고학
전문 연구자, 고고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개인 간의 정보 교류를 원활하게하기 위해 만들
어졌다.”고 명시되어 있다. 「고고유물보호법」에 명시된 ‘고고유물(archaeological resource)’
은 과거 사람들의 삶, 행위와 관련된 모든 유형의 잔존물로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유구와 유물이 포함되며 그 중 인간의 뼈(human skeletal material)도 고고유물 가운데 하나
로 언급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100년 이상이 지난 유구 또는 유물이어야 하며
고고학적 맥락 안에서 발견되어야만 고고유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이외 1990년에 제정된 「미국 원주민 무덤보호 및 송환법(The Native American Graves
Protection and Repatriation Act of 1990, NAGPRA)」4)이 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고
인골 컬렉션은 미국 원주민 분묘에서 출토된 인골들인데 이 법은 미국 원주민의 인골 및
유해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상세한 규정을 담고 있다. 기본적으로
NAGPRA는 미국 원주민 부족의 조상으로 인정되는 유해와 부장품을 비롯한 유물에 대한
그 후손들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법이다. 이 법령은 미국 원주민의 유해와 부장품을 소
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연방정부의 자금을 받는 연방기관과 박물관이 원주민 기관과 협의
하여 유물을 송환하거나 혹은 소장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해와 부장품의 소유와 관련하여, 원주민 부족과의 후손관계 또는 문화적 연관성이 확인
되면, 유물의 배치 즉 재매장을 하거나 어느 기관에 연구, 전시, 보관하게 할지에 대한 최
종적인 결정을 원주민 부족이 내리게 된다. NAGPRA와 같은 성격의 법령은 미국 외에 영
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도 있으며 이러한 법령들은 기본적으로 원주민의 무
덤이 약탈과 고고학 연구로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유물 소유와
관련해서, 미국의 NAGPRA는 박물관 측에게 부족 소유의 유물을 되돌려줄 것을 요구한
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 법은 연방 정부의 토지에만 적용되고 사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
2)「Antiquities Act of 1906」from <http://www.cr.nps.gov/local-law/anti1906.htm>
3)「Archaeological Resources Protection Act of 1979」from <http://www.nps.gov/archeology/tools/Laws/arpa.htm
4)「The Native American Graves Protection and Repatriation Act of 1990」from <http://www.cr.nps.gov/nagp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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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이 법은 미국 원주민의 분묘유적과 유해 및 유물을 보호하며 불가피한 이전이 필
요한 경우에도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NAGPRA는 연방 지역
에서 원주민의 유물이 발견되거나 불가피한 고고학적 조사가 이루어질 때 원주민 기관과
의 사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또 여기에서도 유물에 대한 발
굴은 「고고유물보호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2. 영국
영국 런던의 박물관은 고고학 유적에서 발굴된 수많은 인골컬렉션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 컬렉션의 규모는 수만 개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1970년대 중반부터 30년 동안
대런던(Greater London)지역의 고고학 유적에서 발굴되어 소장 중인 인골만 17,000여 개체
에 이른다고 보고되었다5). 이러한 고인골 컬렉션은 초기 런던의 역사를 복원할 수 있게 하
는 자료가 되며 동시에 인구 집단의 역사, 그 당시 도시의 생활 수준, 근대 의학에 대한 연
구를 가능하게 하는 연구 자료가 된다. 박물관은 인골 자료에 대한 연구를 가능하도록 하
기 위해서 생물고고학 센터(Center for Human Bio-archaeology)를 만들어 대규모의 프로젝
트를 수행하고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인골 정보를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구
축하여 유지하고 있다. 생물고고학 센터는 인골 및 유해의 발굴과 큐레이션, 전시, 연구,
재매장과 관련된 박물관 측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박물관은
더 이상 과학적 연구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인골 및 유해는 재매장한다는 규정을 만들었
으며 추가적인 분석 및 연구가 필요한 인골 및 유해는 박물관 건물보다 환경이 더 나은 별
도의 수장시설에 보관하고 있다. 오늘날 런던박물관은 인골 및 유해를 가장 윤리적으로
연구하고 보관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실천해가는 연구기관으로서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고인골을 포함한 인체에서 유래된 조직의 처리 및 관리와 관련해서도 영국은 입법부
및 행정부에서 제정한 법과 지침에서부터 교회 교리, 학술기관, 박물관협회 차원의 규
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 놓고 있다. 기본적으로 영국의 「문화재법
1996(Treasure Act 1996)」과 「문화재법 1996 실무규정(Treasure Act 1996, Code of Practice)」
6)

은 인골을 포함한 유해와 같은 자연물을 문화재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입법·

행정부와 영국 국교회(Church of England)에서 제정한 대표적인 법 조항들을 지역별
로 살펴보면 <표 3>의 내용과 같다. 이외 스코틀랜드에도 「인체조직법(Human Tissue

5) 런던박물관, 생물고고학센터 http://archive.museumoflondon.org.uk/Centre-for-Human-Bioarchaeology/Home.htm
6)「Treasure Act 1996」
「Treasure
,
Act 1996, Code of Practice」from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96/24/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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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2004)」7), 「매장지법(The Burial Grounds Act 1855)」8), 「교회(재산 및 기부)법(Church of
Scotland(Property and Endowments) Act 1925)」9)과 같은 고인골 처리와 분석, 보관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는 법령들이 있다.
관련 실무기관에서 만든 지침(guideline)과 규정(code of conduct)으로는
•「고고학적 유해처리(The Treatment of Human Remains in Archaeology)」10)
•「잉글랜드 교회매장지에서 발굴된 유해처리에 대한 지침11) (Guidance for Best Practice
for Treatment of Human Remains Excavated from Christian Burial Grounds in England)」
•「유해 기록을 위한 표준지침(Guidance to the Standards for Recording Human Remains)」12)
이 있다.
이러한 법령 체계에서 특이한 점은 영국에는 교회나 성당에 속한 공동묘지에 시신을 매
장하는 문화가 오랫동안 이어져왔기 때문에 교회에서 정한 법 역시 여타 기관에서 공표한
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또 입법·행정부나 교회법보다 하부 단계의 지침
이나 규정은 영국 생물인류학 및 뼈고고학회(British Association of Biological Anthropology
and Osteoarchaeology)에 소속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만들어졌다.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영국은 인골 및 유해의 발굴에서부터 보관 및 관리단계까지 입
법·행정부, 국교회, 학회 차원의 규정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규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입법·행정부 차원의 법 조항과
그 내용부터 살펴보면, 사람의 유해 및 인골의 처리와 관련해서 영국 법 체계 내에서 가
장 상위법은 2004년 제정된 「인체조직법(Human Tissue Act 2004)」이다. 이 법은 인체기관
의 조직을 제거하고 보관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그와 관련된 방법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
으며 총 세 부분(parts), 6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인체조직과 관련된 일
련의 행위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영국은 인체조직 관리국(Human
Tissue Authority)을 만들었다. 인체조직법에서는 이 관리국의 설치와 기능, 인체조직을 다
룰 수 있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면허의 발급과 규정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법
은 인체에서 유래된 인골을 비롯한 모든 조직을 다루는 연구기관의 종사자들이 「인체조
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전시와 연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고 명

7)「Human Tissue Act 2004」from <http://www.hta.gov.uk/legislationpoliciesand codesofpractice/legislation/humantissueact.cfm>
8)「The Burial Grounds Act 1855」from <http://www.legislation.gov.uk/ukpga/Vict/18-19/128/contents>
9)「Church of Scotland(Property and Endowments) Act 1925」from <http://www.legislation.gov.uk/ukpga/Geo5/15-16/33>
10)「The Treatment of Human Remains in Archaeology」from <http://www.historic-scotland.gov.uk/human-remains.pdf>
11)「Guidance

for Best Practice for Treatment of Human Remains Excavated from Christian Burial Grounds in England」from
<https://www.english-heritage.org.uk/publications/human-remains-excavated-from-christian-burial-grounds-in-england/>
12)「Guidance to the Standards for Recording Human Remains」from <http://www.babao.org.uk/HumanremainsFIN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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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인골을 비롯한 인체 조직처리와 관련된 영국의 주요 법령들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법률 1. 「인체조직법(Human Tissue Act 2004)」
제정기관: 인체조직 관리국(Human Tissue Authority)
100년 미만의 인골 및 유해의 보관과 연구, 전시
법률 2. 「박물관의 유해 관리 지침(Guidance for the Care of Human Remains in Museums)」
제정기관: 문화·언론·체육국 (Dept. for Cuture, Media and Sport)
[잉글랜드, 웨일즈]
법률 1. 「교회법(Church Law)」
제정기관: 영국 국교회(Church of England)
영국국교회 또는 다른 단체 소유의 매장지, 용도가 변경된 매장지 관리
법률 2. 「매장법 1857(Burial Act of 1857)」
제정기관: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영국국교회 또는 다른 단체 소유의 매장지, 용도가 변경된 매장지 관리
법률 3. 「미사용 매장지(수정)법(Disused Burial Grounds(Amendment) Act 1981)」
제정기관: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미사용 매장지 발굴 허가면허

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사후 100년 미만의 시신으로부터 유래된 조직에 한정하여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 100년이 지난 인골은 「매장법 1857(Burial Act of 1857)」13)에 기초하
여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관련 당국이 허가한 면허 없이, 어떠한
분묘도 발굴하거나 훼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유해가 영국 국교회가 관할
하는 지역에 매장된 경우는 발굴을 위해서 교회의 허락을 얻어야 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발굴은 내부무(Home Office)와 법무부(Ministry of Justice)의 허가를 통해 이루
어진다.
한편 2005년에 문화·언론·체육국이 만든 「박물관의 유해 관리 지침(Guidance for the
Care of Human Remains in Museums)」은 발굴된 인골의 전시 및 연구, 보관에 관련된 사
항들을 보다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지침은 사망 시기와는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고고학적, 생물인류학적 인골을 포함한 인체 유래물과 관련된 활동을 규제하고 있다. 즉
인골 및 유해의 취득, 대여, 매각, 반환요구, 보관과 보존, 수집 및 관리, 교육 목적의 사
용, 연구와 관련된 세부적인 규정들을 명시하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발굴된 인골은
과학적 연구를 위해 박물관이나 연구기관으로 이송되는데 이들 기관 또한 연구 및 전시

13)「Burial Act of 1857」from <http://www.legislation.gov.uk/ukpga/Vict/20-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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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반환에 관련된 세부 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다. 실례로 영국 웨일즈 국립박물관
(National Museum Wales)은 위의 법령에 기반하여 박물관 정책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100년이 안 된 유해는 「인체조직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이외의 유해 및 인골은 문
화·언론·체육국이 만든 「박물관의 유해 관리 지침」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두 번째는 영국 국교회가 정한 교회 관련 법규이다. 사실상 영국 박물관에 보관된 인골
을 포함한 유해의 75%는 교회 묘지에서 발굴되었고 이들은 「인체조직법」이 정한 100년
미만의 인골 및 유해 관리 법규의 범위에 적용되지 못한다. 따라서 영국 국교회가 관할하
는 교회 묘지에 매장된 유해는 「매장법 1857」과 「잉글랜드 교회매장지에서 발굴된 유해
처리에 대한 지침」에 따라 발굴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지 않거나 버려진 교회
에 묻혀있는 묘는 교회에서 정한 규정이나 「매장법 1857」의 적용을 받지 않고, 「미사용 매
장지법 1884(Disused Burial Grounds Act 1884)」14)의 적용을 받는다. 또 위와 같은 장소에서
발굴된 인골 및 유해는 박물관이나 연구기관에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법
은 서문에서 고인골 자료가 갖는 학술적 가치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간략하
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 인간진화와 적응, 유전적 관계

- 과거 인구통계학, 보건

- 식생활, 성장, 활동 양상

- 질병과 의료의 역사

- 질병과 사망원인

- 문화관습

- 매장문화, 신앙, 사고방식

- 유전학과 형태학을 통한 인구

- 신원확인을 위한 법과학

집단 간 관계

세 번째, 학술연구기관이 만든 규정과 지침이다. 영국에서 고인골 연구를 위한 발굴과
처리에 관한 윤리적 규정 및 실무수준의 실행지침을 마련한 핵심적인 기관은 영국 생물
인류학 및 뼈고고학회(British Association of Biological Anthropology and Osteoarchaeology:
BABAO)와 고고학회(Institute for Archaeologist)이다. 영국 생물인류학 및 뼈고고학회에서
는 윤리와 실무규정(BABAO 2008)을 만들었고 고고학회에서는 발굴된 뼈를 보고하는 기
준 지침을 마련하였다(Institute for Archaeologist 2004). 이외 고고학회에서는 「고고학에서
의 계약협정을 위한 실무규정(Code of Approved Practice for the Regulation of Contractual
Arrangements in Archaeology」15), 「고고학 발굴의 표준 지침(Standard and Guidance: for
Archaeological Excavation)」16)을 만들어 상위법에서 규정하지 못하는 발굴계약, 인골 및 유

14)「Disused Burial Grounds Act 1884」from <http://www.legislation.gov.uk/ukpga/Vict/47-48/72/contents>
15)「Code of Approved Practice for the Regulation of Contractual Arrangements in Archaeology」from <http://www.archaeologists.
net/codes.i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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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의 발굴과 사후 처리, 박물관이나 연구기관으로의 이송, 관리와 대여, 반환 및 전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3. 아일랜드
아일랜드에서는 지난 20년 남짓한 시간 동안 경제성장으로 인한 도시개발 사업이 활
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고인골이 발굴된 고고학 유적의 숫자가 놀라울 정도로 많이 확
인되었다. 이 글에서 소개하는 아일랜드의 사례는 아일랜드 국립대학 법학과와 글래
스고(Glasgow) 대학 고고학 연구 분과가 실시한 연구를 토대로 하였다(O’Sullivan and
Killgore, 2003). 아일랜드의 고고학 유적에서는 지난 1989년부터 1998년 사이에 약
15,000~20,000여 개체의 고인골이 발굴되었다고 보고되었다. 발굴된 고인골을 포함한 유
해(human remains)는 「국가기념물법(National Monuments Acts, 2004)」17)에 따라 고고자료
(archaeological objects)로 정의되며 이 법은 1994년도 이후에 발굴된 고고자료의 소유권이
모두 국가로 귀속됨을 명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아일랜드에서 고대와 역사시대의 인골
을 정해진 허가 없이 발굴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해안 사구와 같은 지형에
서 인골이 계속 침식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인골을 발굴하여 안전한 장소로 옮길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30마일 이내의 지역에서 안전한 장소를 선정해야 하며 96시간 이내
에 국립박물관장에게 연락을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고인골과 관련하여
「검시관법(Coroners Act, 1962)」18)과 위생부(Sanitary Services)에서 제정한 「지자체법(Local
Government Act)」19)이 있다. 「검시관법」은 폭력에 의한 사망이나 자연사가 아닌 것으로 간
주되는 사망에 의한 시신 처리를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는 고고학 유적에서 인
골이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발견된 정황을 비롯한 모든 정보를 고고학자가 검시관에게 전
달해야 하며 모든 상태가 명확해 질 때까지 검시관이 모든 내용을 조사하게 된다. 한편
「지자체법」에서는 지방 당국이 승인한 발굴허가 없이 분묘 지역에서 발굴하는 것을 금지
하고 있다.
현재 아일랜드 국립박물관의 기본 방침은 고고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모든 고인골을 소
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고인골이 과학적 연구 대상으로서 가치있는 자원이라
고 간주하며 이러한 자원을 영구적으로 소장하는 이유는 향후 더 발전된 분석기술이 개

16)「Standard and Guidance: for Archaeological Excavation」from <http://www.archaeologists.net/codes.ifa.>
17)「National Monuments Acts 2004」from <http://www.irishstatutebook.ie/2004/en/act/pub/0022/index.html>
18)「Coroners Act, 1962」from <http://www.irishstatutebook.ie/1962/en/act/pub/0009/index.html>
19)「Local Government Act, 2001」from <http://www.citizensinformation.ie/en/ government_in_ireland/local_and_regional_
government/local_government_in_irelan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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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되었을 때 재평가가 가능하고 새로운 연구 질문이 생겼을 때 이에 대한 연구를 새롭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고인골 소장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현재 아일랜드에서는 더
블린(Dublin)에 위치한 수장고 시설에 고인골이 보관된다. 인골은 현장에서 자격을 갖춘
발굴 전문가에 의해 세척되고 건조된 후 무산성 재질로 포장되어 박물관으로 이송되며
추후에 정당한 연구목적이 있는 연구자에게는 고인골에 대한 접근이 승인된다.

4.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고인골이 발견되면 다른 문화유산과 동일하게 국가 기관에 의무적으로 신
고를 해야 한다. 「문화유산법(Code du patrimoine)」20)5권 3장 1절 3조L531-14에 따르면, 작업
이나 여타의 행위에 의해서 기념물, 유구, 하부 구조, 모자이크, 고대 수로에 관련된 자료,
고대 주거지나 무덤, 비문을 비롯한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의 예술, 고고학 혹은 화폐연구와
관련된 유물이 발견되면 유구나 유물을 발견한 사람 혹은 이들이 발견된 장소의 소유주는
해당 지역의 사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 이후에 이것들은 즉시 도청으로 이송되어
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고고학 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당국에
통보된다. 이러한 업무는 각 지역의 지역고고학국(Service Régional d'Archéologie)에서 담당
한다. 여기에서 일하는 학예연구사가 전문가를 요청하고 조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제
안하게 되는데, 조사 여부는 도지사가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 발굴 비용은 계획 설계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그러나 매장유구가 발견되면 특별한 경우로 생각해서, 매장고고학을 전
공하는 인류학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구제발굴과 관련하여, 고고학 유구와 유물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200144(2001)에는 인골 또는 유해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 법은 인골을
비롯한 유해를 고고 유물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고고학 법률과 문
화유산 보호를 위한 법률 과정에 동일하게 적용한다(Michel and Charlier 2011: 153). 또 고
고학 발굴을 통해 수집된 유물의 보관과 과학적 관리를 위한 법률에는 고고학 유적에서
출토된 생물 자료(biological item)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인골
및 유해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Michel and Charlier 2011: 153).

5. 캐나다
캐나다에서 사람의 유해가 발견되면 연방법과 주법이 요구하는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

20)「문화유산법(Code du patrimoine)」from <http://www.legifrance.gouv.fr/affichCode.do?cidTexte=LEGITEXT00000607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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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21) 일반적으로 연방법은 범죄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단
순한 반면, 주법은 다양한 사례들을 고려하고 있어서 연방법보다 더 복잡하다. 그러나 두
법 모두 유해가 발견되면 즉시 경찰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
다. 먼저 연방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연방법에서는 형법에 의거해 유해를 부적절하게 처
리하는 행위를 기소 가능한 범죄행위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해가 발견되어 경
찰에 보고되면 유해의 발견지점이 범죄현장인지, 그 밖의 장소 즉 범죄현장이 아닌 매장
장소 또는 고고학 유적인지를 경찰이 판단한다. 후자에 해당할 경우 업무지침에 따라 경
찰관이 주 또는 해당 지역의 고고학 연구단체에게 연락을 취해야 한다. 즉 캐나다 연방경
찰(Royal Canadian Mounted Police)의 업무지침에는 “역사시대의 인골일 경우 당국의 인류
학자 또는 고고학자와 협력하여 유적을 보호하도록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인류
학자는 주법에 따라 유적을 기록하고 인골과 유물을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주법으로는 「검시관법(coronors legislation)」, 공공보건법(public health statutes), 「인체조
직법(Human Tissues Laws)」, 묘지 관련법(cemeteris legislation), 문화유산 또는 고고유물법
(heritage/archaeology statutes)이 있다. 검시관법은 인골이 확실하게 고대 혹은 역사시대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 적용한다. 공공보건법과 인체조직법은 유해에 대한 매
장, 발굴, 이송과 관련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문화유산과 고고유물 관련법은 인골에
대한 과학적 조사와 매장에 대한 사항들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캐나다
남부 서스캐쳐원(Saskatchewan)주에서는 인골이 기원후 1700년 이전 시대에 속할 경우 주
지사가 문화유산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고 재매장하는데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의 「Parks Canada Agency Act(1998)」22)는 문화유산 보호 프로그램에 포함되
는 고고유물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인골을 포함한 유해는 문화유산 정책
규정(Cultural Resource Management Policy)에 따라 고고 유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Parks
Canada Agency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정부기관이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자연자
원과 문화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은 물론 국립공원, 역사적인 유적, 해양 보존지역 등
과 문화유산 보호 프로그램과 관련된 캐나다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또 여기
에서 활동하는 집단 중에는 국유지에서 이루어지는 고고학적 조사가 가능한 고고학 전
문가 집단도 포함되어 있다. 조사를 하는 동안 인골 혹은 유해가 우연히 발견되었을 때
는 법이 명시하는 바에 따라서 먼저 조사가 중단된다. 그리고 인골을 포함한 유해가 범죄

21) 캐나다 연방법과 주법의 내용은 Parks Canada <www.pc.gc.ca> 의 내용을 토대로 하였다.
22)「Parks Canada Agency Act(1998)」from <http://laws-lois.justice.gc.ca/eng/acts/P-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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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관련되어 있는지, 고고학 유적과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게 된다. 이러
한 판단은 경찰관과 검시관, 고고학자 또는 생물인류학자가 하게 된다. 따라서 해당 유적
은 물론 유적에서 발견된 유해가 고고학적 자료라는 것이 확인되면, 문화유산과 역사적,
고고학적 자료에 관한 법률과 분묘유적, 공동묘지를 다루는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처리가
이루어진다. 또한 인골 및 유해가 갖는 과학적 자료로서, 그리고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를 고려하여 이들 자료는 물론, 자료가 출토된 분묘 유적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윤
리적 차원의 문제들도 함께 고려된다. 고고 자료의 관리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고고학적 자료 즉 유구나 유물이 Parks Canada Agency가 통제하는 지역에서
발견되면 Parks Canada FUS(Field Unit’s Service)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또 Parks Canada’
s Management Bulletin 2.3.2에 따르면, 고고학 조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FUS에서
조사자로서의 자격을 승인받아야 한다. 자격을 승인받은 후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
기 위해서는 Parks Canada on-line Research and Collection Permit System (RCPS)을 통해
조사계획서 성격의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각 문화유산 지역의 조사 책임자(research
coordinator)는 RCPS 내에서 조사가 승인되는 과정을 관리 및 통제하고 승인 과정에서 관
련 내용을 검토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한다.
승인을 얻기 위해서 고고학자는 조사 계획을 환경평가 전문가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환경평가 전문가는 조사과정에 「캐나다 환경평가법(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여타의 법규가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한다. 또한
지역의 조사 책임자는 Management Bulletin 2.3.2에 따라서 조사 참여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문제도 함께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고고학적 조사를 승인한다.
「Parks Canada Agency Act(1998)」 하위의 규정 중 인골 및 유해와 관련된 규정은 묘지
에 대한 규정 즉 「국립공원 공동묘지 규정(National Parks Cemetery Regulations)」23)이 있다.
이 법규는 국립공원 내 공동묘지 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지만 여기에는 고인골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다.

6. 러시아
러시아에서는 19세기부터 많은 대학들과 박물관들이 인골 컬렉션에 관심을 갖고 수집
및 연구 활동을 해왔다. 특히 1930년 중반부터는 발굴을 통해 수집된 인골을 테마별로 수
집하는 작업에 몰두하여 고병리, 도시인, 유목민, 인위적으로 변형된 두개골과 관련된 인

23)「National Parks Cemetery Regulations」from <http://laws-lois.justice.gc.ca/eng/regulations/SOR-83-677/FullTex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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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 컬렉션들이 만들어졌다(Buzhilova 2011: 367). 또 러시아 인류학자의 전언에 따르면, 인
골 수집과 연구는 1978년 「역사 및 문화 유물 보존 및 사용에 관한 법령」이 마련된 이후
에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24). 이후 오늘날에는 러시아의 거의 모든 대학들
이 인골 컬렉션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교육활동과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
다. 러시아의 연구기관들에서 보관하고 있는 인골의 수적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하
게 보고된 자료가 거의 없지만 주로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Института
рхеологииРАН) 및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고고학박물관과 페테르부르크 과학아카데
미 산하 인류학박물관을 중심으로 많은 수의 인골이 소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
히 1714년에 설립된 러시아 최초의 인류학 박물관인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의 인류
학·민속학 박물관(Peter the Great Musem of Anthropology ans Ethnography) 쿤스트카메라
(KUNSTKAMERA)는 고고학 유적에서 출토된 인골만 1만 5천여 개체를 소장하고 있다25).
사실상 2013년 이전까지 러시아에는 인골을 비롯한 유해의 발굴과 관련된 사항들을 명
시한 법률이 없었으나 일반적으로 100년 이상이 지난 인골은 여타 고고학적 유물과 동일
하게 고고유물로 간주되어 처리되었다. 러시아연방법 가운데 2013년에 만들어진 「고고
학 발굴작업 진행 및 보고서 작성에 관한 규정」에서는 발굴 과정에서 인골을 비롯한 유해
가 확인되면 반드시 고고학자들의 분석을 거쳐, 이를 장기 보관할 것인지 발굴 장소에 재
매장할 것인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가 운영하는 과학아카데미 산
하의 고고학연구소는 국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유적의 발굴과 보관, 보존 처리를 시행하
고 있다. 즉 2002년 제정한 러시아 연방법 73조 「러시아 연방 민족들의 문화유산(역사 및
문화유적)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적과 유물은 국가에 귀속 처리된다. 또 발굴이 끝
나면 고고학자는 고고학 기관의 담당부서(Dept. of Field Investigations of the Institute of
Archaeology)에 발굴보고서를 제출해야만 하고 발굴된 유물을 지역 박물관에 이송하는
책임까지 맡게 되는데 이때 인골을 비롯한 유해는 주로 모스크바 대학교의 인류학 박물
관,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의 인류학·민속학 박물관인 쿤스트카메라의 인류학부, 러
시아 국립역사박물관으로 이송된다(Buzhilova 2011: 369).

7. 호주
호주 본섬에 위치하는 거의 모든 국립·주립 박물관은 인골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들 컬렉션은 주로 호주 원주민과 소수의 멜라네시아, 폴리네시아, 아시아, 유럽인의 컬

24)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남부지분과 로스토프나도누, Batieva Elena Fiodorovna 교수
25) 러시아 쿤스트카메라 <http://www.kunstkamera.ru/en/collections/anthropological_col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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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션으로 구성되어 있다(Donlon and Littleton 2011: 636). 기본적으로 호주의 모든 박물관
은 원주민 유해를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원주민 유해에 대한 연구는 관
련 부족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호주의 법은 관습법과 호주 정부가
제정한 연방법, 6개 주정부와 2개 본섬 지역의 정당이 제정한 법으로 구성되는데 인골 및
유해 발굴과 관련된 법은 지역에 따라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다. 호주의 고인골 관련 법
령은 기본적으로 원주민(indigenous)과 비원주민(non-indigenous)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이 구분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호주 남부의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South Australia) 주정부의 법령 내용을
살펴보았다26). 호주 남부지역은 북부나 서부 지역에 비해 유럽인의 정착 여파가 매우 컸
던 지역이다. 먼저, 원주민을 위한 법령인 「원주민 문화유산법 1988(Aboriginal Heritage
Act 1988)」27)은 원주민 유적과 무덤을 포함한 유해와 유물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만
들어졌다. 이 법에서 말하는 ‘원주민 유적과 유물’은 원주민의 전통과 관련된, 또는 고고
학·인류학·역사적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원주민 지역 또는 유물로 정의된다.
환경부(Dept. for Environment) 산하의 원주민 부서(즉 Division of State Aboriginal Affairs)
는 원주민 유적과 유물의 위치 기록을 유지하도록 하며 이 정보를 소유 부족민의 허가없
이는 유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만약 공사가 예정된 지역 내에 원주민의 유적이나 유
물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면, 원주민 부서의 책임자(Minister)에게 이를 확인하
도록 하고 책임자는 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원주민 집단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
고 있다. 기본적으로 원주민 부서 책임자의 허락없이 원주민 유적이나 유물을 훼손하는
일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유적을 교란시키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원주민 문화
유산법 1988」에 따라 원주민 부서 책임자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책임자는 허가를 해 주기
전에 원주민 집단, 원주민 문화유산위원회(State Aboriginal Heritage Committee)를 비롯한
기관들과 협의를 해야 한다. 한편, 비원주민 문화유산과 관련해서는 「오스트레일리아 문
화유산 위원회법 1975(Australian Heritage Commission Act 1975)」에 따라 만들어진 오스트
레일리아 문화유산 위원회가 국가적 차원에서 의미있는 건물과 유적, 장소에 대한 기록
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26) Government of South Australia & Transport SA, 1999, Cultural Heritage Guidelines.
27)「Aboriginal Heritage Act 1988」from <http://www.legislation.sa.gov.au/lz/c/a/aboriginal%20heritage%20act%201988.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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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고인골은 과거의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연구 자료인 동시에 오늘날의 우리처
럼 한때 살아있었던 사람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어떤 문화에 속하든지 간에 후
세대가 최대한 존경의 의미를 갖고 처리한다. 과거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시신은 훼손해서
는 안 된다는 전통적 관념이 있어 왔기 때문에 과학적 연구 자료로서 인골 및 유해를 이
용하는 것이 학문적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못한 측면이 없지 않다. 또한 이러한
자료들을 연구하고 보존할 법적 기반 역시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 100년 이상이 지난 인골이거나 고고학 유적에서 출토된
고인골인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체계적인 연구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
적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는 인골을 비롯한 유해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잘 확립한 나라들이다. 해외의 경우 인골을 문화재로 명시하기보다는 문화적, 윤리적으
로 존경받아야 할 대상으로서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연구할 수 있는 절차와 규정을
법적으로 마련해 놓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고인골을 체계적으로 수집 및 연구하
는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골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법적 체계를 마련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발굴 절차단계에서부터 인골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수집되어야 하는지
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법규에는 우리나라 고고학 유적의
발굴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데 특히 고대의 인골보다는 상대적으로 중·근세시
대에 해당하는 인골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발견된다는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
러한 국내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고인골이 발견되었을 때 현장에서 전문가들이 이
에 대한 학술적 가치를 논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발굴 이후에 이를 관리하고 과학
적 연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하겠다.
그러한 체계를 마련함에 있어 향후 기준이 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정리해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고인골이 갖는 학술적 가치를 전문연구자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마
련하여 이에 대한 보존 및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대학
과 연구소, 박물관을 비롯한 연구기관에서 고인골을 유지 관리하며 관리 기간은 기본적
으로 특정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우리나
라의 현행 법률에서는 고인골이 ‘무연고 시신’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연구하고 향후에
보관하는데 법률적 제약이 많이 따른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법규에 100년 이
상이 지난 고인골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 즉 기존의 문화재 관련 혹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의 세부 조항으로 고인골이 보존되고 연구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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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넷째, 고인골 이외 유해의 여타 조직이 함께 남아있는 경우도 해외의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향후 고인골에 상응하는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논문접수일(2014.4.18) ▶심사완료일(2014.6.3) ▶게재확정일(201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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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ination of the Legal Status of Ancient
Human Skeletons as Research Materials For
Scientific Study
Woo Eun-jin¹, Lee Won-joon², Gong Su-jin³, Shin Dong-hoon²,
(¹Anthrop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²Anatomy, Seoul National University,
³Yonsei University, Wonju Museum)

Human skeletal remains are a unique source of information about the genetic
and physiological responses our ancestors made to the challenges posed by the natural
and sociocultural environments in the past. In this context, they provide an extremely
valuable adaptive perspective on the history of our species. Of course,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these ancient human skeletons were once living people. Accordingly,
these remains are to be treated in a culturally respectful manner while at the same time
being utilized for research, learning and teaching purposes where appropriate. We
acquire human skeletal remains as a result of archaeological projects and at times
during construction works. However, there is no legal system pertaining to making
ancient skeletons available for conservation and research in Korea.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legal basis with regard to scientific research on
human skeletal remains in Western societies. There, are at present tens of thousands of
individual sets of human skeletal remains in the natural history museums and research
institutions at universities in the west. Public collections holding human remains should
ensure that any activities that they undertake are lawful. In Korea, a law in relation to
the research and storage of human skeletons is needed to create an ancient Korean
population collection for scientific studies.
Thus, we suggest that laws in relation to ancient human skeletal remains in
Korea are established. To this end, firstly, all present Korean archaeological situations
should initially be considered with regard to legislative processes. Next, decisions about
whether or not to retain ancient human skeletons permanently in the collection will be
made following full consultations with appropriate specialists, including biological
anthropologist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maintain a publicly accessible research
register which details all requests in relation to research which is carried out. Lastly,
the legal policies pertaining to soft tissues, including organs, skins, and osteological
materials should be devised.
Key Words : Ancient human skeleton, Legislation on ancient human skeleton, Cultural
properties, Archaeological excavation, Biological anthrop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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