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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사람의 키는 개인을 식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가 되고 과거 인구집단의 체질
적 특성은 물론 집단이 속한 사회의 일반적인 복지 및 생활수준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이
러한 맥락에서 생전의 키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해 과거 집단의 키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이때 당시 사회의 성격이나 집단의
체질적 특성을 왜곡없이 복원하기 위해서는 개체의 키가 가급적 실제 키에 가깝게 측정 또
는 추정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고고유적 출토 사람 뼈를 대상으로 키를 추정하
고자 할 때 빈번하게 사용되는 방법을 검토하고 향후 연구에서 키 추정 자료가 어떻게 제시
되고 또 해석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모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키 추정 방법 면에서 뼈대가 온전한 상태라면 수학적 공식보다는 해부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키를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뼈대의 보존상태가 좋지 않아서 수학적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면 한국인 집단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키 추정공식을 사용하기를 바란
다. 또 키 추정공식을 선택할 때에는 고고유적에서 출토된 뼈대와 같은 마른 뼈를 바로 공
식에 대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시신의 키가 아닌 생전의 최고 키를 추정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살펴보아야 한다. 이외 공식에 이용된 뼈대를 계측하는 방법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
어 연구자가 제시된 방법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식을 실제로 적용할 때는 공식 개발에 이용된 자료 및 방법론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
야 하며, 만약 연구자들이 공식을 사용할 때 특별히 권고하는 사항이 있다면 이를 바르게
숙지하고 적용해야만 보다 정확하게 키를 추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키 추정치를 보고
할 때 가급적 키 추정에 사용된 뼈대의 종류와 계측치를 함께 제시하면 후속 연구자들이 새
로운 방법을 적용하는 등 추가 연구를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주제어 : 키, 키 추정, 사람 뼈, 시신, 고고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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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사람의 키는 법의인류학적으로 개인을 식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신원 불상자 혹은 범죄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때 유용하게 사용된다. 또 생물인류
학적 맥락에서 집단의 평균 키는 인구집단의 체질적 특성을 복원하고 집단이 속한 사회
의 일반적인 복지 및 생활수준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Ruff, et al.
2012: 601). 이러한 맥락에서 생전의 키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해
과거 집단의 키 변화를 추적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한국인을 대상으로도
키의 시대적 추세를 파악해 생활수준의 통시적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일부
이루어졌다.
먼저 조선시대 사람들의 키 정보가 기록된 군적 및 검안 관련 문헌을 검토한 연구에 따
르면, 16세기 중엽부터 19세기 말 사이에 평균 키가 감소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는 당시 생활수준의 하락과 관련이 있다(조영준·차명수 2012: 26-27). 이후 일제 감정기
의 키 관련 자료를 이용한 연구는 1900년대부터 1920년대 중반까지 성인 남성의 평균 키
가 약 2cm가 증가하였지만 그 후 1920년대 중반 이후부터 1945년까지는 평균 키가 약 1
∼1.5cm 감소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최성진 2006: 57; Choi and Schwekendiek 2009:
259). 또 탈북자의 키를 측정하여 반세기 동안 남북한의 평균 키 추이를 살펴본 바에 따르
면 분단 이전에 태어난 북한인의 평균 키는 남한인보다 컸지만 분단 이후에 태어난 북한
인의 평균 키는 분단 이전과 반대의 현상을 보였다(Schwekendiek and Pak 2009: 109). 한
편 고고유적에서 출토된 사람 뼈로 키를 추정한 연구에 의하면 조선시대 성인 남성의 평
균 키가 일본인과 서양인에 의해 보고된 조선시대 말, 일제시대 한국인에 비해 다소 크게
나타났다(박순영 2011: 187-188). 이렇듯 키는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생활수준과
그 변화를 반영하는 지표로서 과거 집단 혹은 사회가 경험한 역사적 변화를 유추할 수 있
게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당시 사회의 성격이나 집단의 체질적 특성을 왜곡 없이 복원하려
면 연구에 이용된 개체의 키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고고유적에서 출토
된 집단은 생전의 키 정보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특정한 방법을 통해 키를 추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현재 국내 고고유적에서
출토된 사람 뼈의 키 추정을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 분석자마다 상이하여, 이를 토대로 보
고된 키 추정 결과를 직접 비교 검토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 경우 추정 근거가 되
는 뼈대의 측정치를 제시하면 단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결과를 재검토할 수 있지만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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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해석이 불가능하다. 또 연구자가 본인이 사용한 키 추정 방법
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식을 사용하였다면 보고된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
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국내 고고유적 출토 사람 뼈
를 대상으로 키를 추정하고자 할 때 빈번하게 사용되는 방법을 검토하고 향후 보고서나
연구에서 키 추정 자료가 어떻게 제시되고 또 해석되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대해 모색하
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고고유적 출토 사람 뼈의 키 추정 자료가 객관적인 수치 자
료로서 바르게 제시되고 해석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Ⅱ. 키 추정방법의 검토
뼈대를 이용해 사람의 키를 추정하는 방법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먼저 키를 구성하는 해부학적 구조물의 높이를 모두 측정하여 추정하는 방식이 있고 다
음으로 키와 상관관계가 높은 특정 뼈대의 길이를 측정하여 상관계수를 알아낸 후 키
를 추정하는 공식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다. 전자를 해부학적 방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방법은 키에서 뼈가 차지하는 부분의 길이를 모두 측정한 후 뼈 외에 연조직이 차지하
는 높이를 추정하여 생전의 키를 복원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키에서 연조직이 차지하
는 높이만 추정하기 때문에 실제 키와 비교했을 때 오차가 적게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Ruff, et al. 2012: 613-614). 즉 뼈의 높이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노화 과정에서 연조직의
높이가 감소하는 현상을 고려한다면 비교적 생전의 키에 가깝게 추정 결과를 얻을 수 있
는 방법이다.
지금까지 제시된 해부학적 방법 가운데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방법은 생전 키와 뼈대높
이의 관계를 회귀공식 형태로 제시한 랙스터 외(Raxter, et al. 2006: 374-384)의 방법이다.
이 때 뼈대높이란 키를 이루는 모든 뼈 즉 머리뼈, 둘째목등뼈에서 첫째엉치척추뼈, 넙다
리뼈, 정강뼈, 목말뼈, 발꿈치뼈의 높이를 더한 값이다. 이 연구의 결과로 아래의 두 공식
이 제시되었는데 이 중 첫 번째 공식은 나이에 따른 연조직의 높이 변화까지 고려되었기
때문에 추정치의 정확도가 두 번째 공식보다 더 높다고 평가된다(Maijanen 2009: 749). 랙
스터 외는 후속연구에서 나이를 구체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 공식을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Raxter, et al. 2007: 817). 예를 들어 고고유적에서 출토된 개체의 나이가 35
∼50세로 추정되었다면 그 중간값인 42.5세를 넣어 생전 키를 추정하면 되는데 이렇게 연
령 범위가 넓어도 두 번째 공식보다 결과의 신뢰도가 더 높다고 판단했다. 해부학적 방법
은 각 뼈대의 계측치를 추정 과정에 모두 포함시키기 때문에 개개인의 신체 비율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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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추정치의 오차 정도가 비슷하다. 따라서 인구집단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Jeong and Jantz 2016a: 105.e2). 하지만 키를 구성하는 모든 뼈대가 온
전하게 남아있어야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고고유적에서 출토된 사람 뼈에 이 방법을 적
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생전 키(cm)=(1.009 × 뼈대높이) - (0.0426 × 나이) + 12.1 (추정표준오차 = 2.22)
•생전 키(cm)=(0.996 × 뼈대높이) + 11.7 (추정표준오차 = 2.31)
한편, 키와 상관관계가 높은 뼈대를 이용해 키를 추정하는 수학적 방법은 일반적으로
회귀방정식에 뼈대의 계측값을 넣어 키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즉 키를 구성하는 우리 몸
의 각 뼈대 부위가 키와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속성을 이용해 신체 계측치 간의 상관계수
를 만들어 실제 키에 회귀하는 방정식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추정 결과의 정확도가 다음
과 같은 여러 요인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첫째, 공식을 만
드는 데 사용된 집단, 즉 표준집단의 속성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공식을
성격이 다른 집단에 적용할 경우 추정치의 정확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즉 두 집단의
시대적, 지역적 배경이 서로 어느 정도 유사한지 혹은 상이한지에 따라 결과의 신뢰도는
달라진다. 우리 몸의 신체 비율은 지리적 위치는 물론 시대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를 보
이기 때문에 특정 집단의 성격에 맞게 만들어진 회귀식을 시대적 배경이나 생물적 속성
이 다른 집단에 적용했을 때에는 자연히 오류가 발생한다(Ruff, et al. 2012: 601-617). 둘
째, 어떤 뼈대를 이용해 키를 추정했는지에 따라 추정치의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연
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팔뼈보다는 다리뼈, 하나의 뼈대보다는 여러 뼈대 부위를 함께
사용할 때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SWGANTH 2012: 2). 마지막으로 공식을 만
드는 데 이용되는 수학적 모델의 종류 역시 추정치의 정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최소자승모델(Ordinary least square)은 표준집단의
평균 키와 비슷한 개인 혹은 집단의 키를 실제에 가깝게 추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큰 오차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환원주축회귀모델(Reduced
major axis)을 사용해 추정 공식을 개발하는 연구자들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표준집단의
평균치에 가까운 개체의 키를 추정할 때 정확도가 다소 낮아진다는 단점을 감수해야한다
(Konigsberg, et al. 1998: 88-89).
이외에 해부학적 방법으로 추정한 키 자료를 이용해 회귀 공식을 만들어내는 혼합방법
도 있다. 수학적 방법과 달리 혼합방법은 회귀 공식을 만들기 위해 이용되는 뼈대 집단의
실제 키 정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고고유적 출토 사람 뼈 집단처럼 생전 키 정보가
없는 집단의 키를 추정하는데 매우 유용하다(Ruff, et al. 2012: 601). 하지만 혼합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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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경우 추정치의 오차가 해부학적 방법에 의한 키 추정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아니
면 회귀공식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Jeong and
Jantz, 2016a: 105.e2).

Ⅲ. 키 추정에 주로 사용되는 공식
국내 고고유적 출토 사람 뼈의 키를 추정할 때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공식은 피어슨
(Pearson 1899: 196) 공식과 트로터와 글레서(Trotter and Gleser 1958: 120)의 공식이다. 부
록에 제시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1967년부터 2019년까지 출판된 발굴보고서와 논문
67편을 무작위로 수집하여 검토한 결과, 피어슨 공식이 사용된 연구는 26편(38.8%)이었고
트로터와 글레서 공식이 사용된 연구는 38편(56.7%)이었다. 이외로 후지(Fuji 1960: 5759)의 공식, 최병영 외(Choi, et al. 1997: 81-82)의 공식이 소수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따
라서 국내 연구에서 가장 많이 이용된 피어슨 공식과 트로터와 글레서 두 공식이 어떻게
개발되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공식의 성격과 사용 시 유의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피어슨 공식
피어슨(Pearson, K)은 프랑스인 해부용 시신 100구를 계측한 자료를 이용해 키와 뼈대
길이간의 상관계수를 만들어 키를 추정하는 공식을 개발했다(Pearson 1899: 196). 피어슨
이 회귀분석을 사용해 공식을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키와 긴뼈의 길이를 표로 정리해 키
를 알 경우 뼈의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하든지(예를 들어, Rollet 1888:
16-23), 반대로 뼈의 길이를 알 경우 키가 어느 정도인지를 표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시도가 이루어졌을 뿐이었다(예를 들어, Manouvrier 1892: 227-233). 피어슨이 공
식을 만드는데 사용한 집단의 인구학적 분포는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피어슨이 사용한 자료의 인구학적 분포 (Pearson 1899: 178-179)
나이 (세)

134

키 (cm)

평균

표준편차

최소~최대값

평군

표준편차

최소~최대값

남성(50명)

60.02

17.41

24-92

166.26

5.56

152-177

여성(50명)

55.76

17.28

24-99

154.02

5.51

14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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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어슨은 오른쪽 위팔뼈와 노뼈, 넙다리뼈, 정강뼈의 최대길이를 이용해서 시신의 키를
추정하는 공식과 생전의 키를 추정하는 공식을 각각 만들었다. 두 공식을 따로 만든 이유
는 시신은 사후에 등뼈의 굴곡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몸의 자세가 달라져 시신의 키를
재면 생전의 키보다 키가 더 크게 측정되기 때문이다. 피어슨은 시신의 키와 생전의 키
차이가 남성은 1.26cm, 여성은 2cm 정도라고 보고했다. 시신의 키를 추정하는 공식엔 관
절면의 연골이 아직 제거되지 않은 젖은 뼈의 길이가 사용됐고, 생전의 키를 추정하는 공
식엔 연골이 제거된 후 마른 상태의 뼈 길이가 사용됐다. 피어슨은 관절면의 연골 두께
및 건조 과정에서 뼈가 수축되는 정도를 고려하여 젖은 상태의 넙다리뼈, 정강뼈, 위팔
뼈, 노뼈에서 각각 7.1mm, 4.7mm, 4.1mm, 2.2mm를 빼줌으로써 마른 뼈의 길이를 구했
다. 시신의 키와 생전의 키를 추정하기 위해 만든 공식은 남녀 각각 10개씩이며, 여기엔
단순회귀공식과 다중회귀공식이 모두 포함된다.
공식 개발을 위해 피어슨이 사용한 뼈대는 모두 오른쪽이었다. 따라서 왼쪽 뼈를 이용
해 피어슨 공식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뼈대 부위별로 <표 2>의 수정계수를 더하거나 빼
주어야한다(Pearson 1899: 197). 이밖에 피어슨은 넙다리뼈의 최대길이가 아닌 해부학적
최대길이(Physiological length)를 사용했을 때와 정강뼈의 융기사이융기를 포함해서 측정
했을 때 더하거나 빼야 할 수정계수도 함께 제시하였다. 또 남성공식을 여성에 적용하거
나 여성공식을 남성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표 2> 왼쪽 뼈 사용 시 피어슨공식을 대입하기 전에 더하거나 빼야 할 수정계수 (Pearson 1899: 197)
단위(cm)
넙다리뼈

위팔뼈

정강뼈

노뼈

남성

-0.04

+0.42

+0.18

+0.28

여성

+0.03

+0.51

+0.09

+0.19

피어슨 공식을 프랑스인이 아닌 다른 인구집단에 적용했을 때 왜곡된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은 이미 1920년대에 확인됐다. 스티븐슨은 피어슨 공식을 중국인에 적용했을 때 대
체로 중국인의 키가 실제보다 작게 추정된다고 보고했는데(Stevenson 1929: 311)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 집단을 이용한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Choi, et al. 1997: 81; Jeong and
Jantz 2016a: 105.e6). 최병영 외(Choi, et al. 1997: 81)는 피어슨 공식을 한국인에 적용한 결
과 한국인 남성의 키가 0.54cm(넙다리뼈 적용 시)에서 5.27cm(위팔뼈 적용 시)까지 작게
추정된다고 보고했다(표 3). 오차의 정도는 최병영 외(Choi, et al. 1997: 81)의 연구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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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지만 정과 잰츠(Jeong and Jantz 2016a: 105.e8) 역시 여성의 노뼈를 이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어슨 공식을 한국인에 적용했을 때 한국인의 키가 작게 추정되는
경향이 동일하게 나타남을 지적했다(표 3).
<표 3> 피어슨 공식(1899)을 한국인 뼈대에 적용했을 때 발생하는 오차
(Choi, et al.1997: 81; Jeong and Jantz 2016a: 105.e6)
단위(cm)
성별

넙다리뼈

위팔뼈

정강뼈

노뼈

최병영 외(1997)

남성

+2.39

+2.47

+0.95

-0.23

정과 잰츠(2016a)

남성

+2.30

+1.28

+3.05

+1.80

‘-’: 실제 키보다 더 작은 추정치를 얻은 경우, ‘+’: 실제 키보다 더 큰 추정치를 얻은 경우

따라서 우리나라 고고유적에서 출토된 사람 뼈의 키를 추정하기 위해 피어슨 공식을
사용하려면 뼈대가 어떻게 계측되었는지가 명확히 설명되어야 하고 피어슨이 말한
주의사항이 지켜져야 한다. 특히 왼쪽의 뼈대가 사용되거나 적절하게 수정 계수가
사용되지 않았다면 <표 4>의 내용처럼 실제 키보다 더 크거나 작게 키를 추정할 수 있다.
<표 4> 피어슨이 제시한 수정계수를 사용하지 않고 왼쪽 뼈를 공식에 대입했을 때 발생하는 오차
가능한 오차(cm)
뼈대변수
남성

여성

넙다리뼈

+0.0752

-0.05835

위팔뼈

-1.21548

-1.40454

정강뼈

-0.42768

-0.21168

노뼈

-0.91588

-0.63517

넙다리뼈+정강뼈

-0.16226

-0.13512

넙다리뼈, 정강뼈

-0.1456

-0.13476

위팔뼈+노뼈

-1.211

-1.1396

위팔뼈, 노뼈

-1.21758

-1.37021

넙다리뼈, 위팔뼈

-0.61274

-0.56394

넙다리뼈, 정강뼈, 위팔뼈, 노뼈

-0.53362

-0.52926

‘-’: 실제 키보다 더 작은 추정치를 얻은 경우, ‘+’: 실제 키보다 더 큰 추정치를 얻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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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트로터와 글레서 공식
트로터(Trotter, M)와 글레서(Gleser, GC)는 1952년과 1958년 두 차례 키를 추정하는
공식을 발표했다. 1952년에 발표한 논문에는 미국 백인 남성과 여성, 흑인 남성과 여성
집단이 이용되었는데 여기에서 남성은 2차 세계대전 전사자 1,200명(백인 1,115명과 흑인
85명)이, 여성은 스미소미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현대인 240명(백인 65명과 흑인
177명)이 이용되었다(Trotter and Gleser 1952: 469). 트로터는 논문에 6개의 긴뼈 즉
위팔뼈, 노뼈, 자뼈, 넙다리뼈, 정강뼈, 종아리뼈를 재는 방법을 기술하였고 각 집단마다
10개씩의 공식을 제시하였다. 또 계측치는 좌우의 평균치를 이용했고 방향별 공식을
별도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후 1958년에 발표한 연구에는 6.25전사자 집단을
이용했는데 미국 백인과 흑인 이외에 아시아인과 멕시코인, 푸에르토리코인이
추가되었다. 전사자 집단이기 때문에 여성은 없고 아시아인에는 일본인(23명), 미국
원주민(22명), 필리핀인(20명), 하와이인(9명), 중국인(2명), 사모아인(2명),
말레이시아인(1명), 기타 아시아인 혼혈인(13명) 등 총 92명이 포함되었다(Trotter and
G l e s e r 1958: 81). 이러한 집단을 이용하여 백인, 흑인, 아시아인, 멕시코인,
푸에르토리코인 남성에 대해 왼쪽뼈 공식, 오른쪽뼈 공식을 만들었으며, 푸에르토리코인
남성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에 대해선 좌우평균치 공식도 추가로 제시했다. 국내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는 트로터와 글레서 공식은 1958년에 발표된 아시아인 남성 공식 중
좌우평균치 공식이다. 이 공식은 고고유적에서 출토된 사람 뼈 외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된 백골 시신의 감정보고에도 이용될 정도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정양승·우은진
2018: 122).
하지만 일련의 연구들에 의하면 트로터와 글레서의 아시아인 남성 공식을 적용하여
한국인의 키를 추정하면 실제보다 더 크게 추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위팔뼈와
노뼈를 이용했을 때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Choi, et al. 1997: 79-85; Jeong and Jantz
2016a: 105.e1-105.e11). 구체적인 오차의 정도는 <표 5>와 같다. 넙다리뼈에서는 두
연구가 제시한 오차의 정도가 비슷하지만 나머지 정강뼈와 위팔뼈, 노뼈를 이용했을
때는 오차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위팔뼈와 노뼈는 최병영 외의 공식을
이용했을 때보다 정과 잰츠의 공식을 이용했을 때 오차 정도가 더 컸는데 이는 최병영
외의 연구는 시신의 키를 실제 키로 가정하고 오차를 계산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이미 지적된 바 있지만 1952년과 1958년 발표된
트로터와 글레서의 공식에 사용된 정강뼈의 길이가 어떻게 계측되었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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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들은 정강뼈의 최대길이를 가쪽관절융기부터 안쪽복사까지 측정했다고 했지만
52년 연구의 정강뼈 최대길이가 지나치게 짧게 보고된 점 등을 근거로 잰츠 외는
트로터가 안쪽복사를 포함하지 않고 최대길이를 측정했을 것으로 판단했다(Jantz, et al.
1994: 525-528).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안쪽복사를 포함시켜 정강뼈 최대길이를 계측한 후
공식에 대입하면 실제보다 키를 더 크게 추정할 수 있다.
<표 5> 트로터와 글레서 공식(Trotter and Gleser 1958: 120)을 한국인에 적용했을 때 발생하는
오차의 정도
단위(cm)
성별

넙다리뼈

위팔뼈

정강뼈

노뼈

최병영 외(1997)

남성

+2.39

+2.47

+0.95

-0.23

정과 잰츠(2016a)

남성

+2.30

+1.28

+3.05

+1.80

‘-’: 실제 키보다 더 작은 추정치를 얻은 경우, ‘+’: 실제 키보다 더 큰 추정치를 얻은 경우

Ⅳ. 한국인 시료를 이용한 키 추정 방법
한국인을 대상으로 키 추정 공식이 만들어진 것은 1980년대부터이고 2010년 이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이 가운데는 손이나 발처럼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 일부를 측정한 인체계측학적 연구도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고고유적 출토
사람 뼈 시료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에 주목하여 뼈대 측정 자료를 이용한 방법에
대해서만 검토하기로 한다. 한국인의 뼈대를 이용해 키 추정 공식을 제시한 연구는
지금까지 7편의 논문이 출판되었다(표 6). 이중 6편의 연구는 20세기 현대인 집단을
이용하였고 유일하게 1편(Jeong and Jantz 2016a: 105.e1-105.e11)의 연구는 현대인 집단
일부와 함께 고고유적 출토 사람 뼈 집단을 함께 이용하였다. 현대인 집단이 이용된
6편의 연구 가운데 2편은 살아있는 사람의 방사선 사진으로 뼈대 길이를 측정하였고
3편은 해부용 시신에서 분리한 뼈대 자료를 이용하였다. 마지막 1편은 컴퓨터
단층촬영의 영상을 이용해 뼈대 길이를 측정하였다. 여기에서는 각 연구의 성격을
검토하여 향후 고고유적 출토 사람 뼈의 키 추정을 위해 이러한 공식을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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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한국인 뼈대를 이용한 키 추정 연구
연구

연구대상

평균연령

사용한 뼈대

김근우 외 1986

방사선 자료
남: 80, 여: 107

21∼65세 사이

오른쪽 넙다리뼈

임한혁 외 1993

방사선자료
남: 175, 여: 73

남: 37.38세
여: 43.78세

위팔뼈, 노뼈, 자뼈, 넙다리뼈,
정강뼈, 종아리뼈*

Lee, et al. 2017

컴퓨터단층촬영자료
남: 155, 여: 153

10∼90세 사이

좌우 넙다리뼈

Choi, et al. 1997

해부용 시신 뼈대
남: 57

52.3세

오른쪽 위팔뼈, 노뼈, 자뼈,
넙다리뼈, 정강뼈, 종아리뼈

Lee, et al. 2014

해부용 시신 뼈대
남: 55, 여: 50

전체 71.7세

오른쪽 넙다리뼈,
정강뼈, 종아리뼈

Lee, et al. 2015

해부용 시신 뼈대
남: 55, 여: 50

전체 71.7세

오른쪽 위팔뼈, 노뼈, 자뼈

Jeong and Jantz, 2016a

현대인 뼈대: 6
고고유적 뼈대: 107

남: 42.3세
여: 39.5세

머리뼈, 둘째목등뼈∼
첫째엉치척추뼈,
좌우 넙다리뼈, 정강뼈, 목말뼈,
발꿈치뼈, 노뼈, 자뼈

* 사용된 뼈대의 방향이 제시되지 않음

1. 방사선 촬영의 이미지를 이용한 연구
김근우 외(1986: 197-201)는 남성 80명, 여성 107명의 오른쪽 넙다리뼈를
스캔촬영술(Orthoscanography)로 촬영하여 사진 상의 이미지에서 최대길이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남성은 넙다리뼈 최대길이가 키의 26.10±0.82 퍼센트를 차지하고 여성은
25.91±0.77 퍼센트를 차지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어서 키를 독립변수로, 넙다리뼈의
최대길이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방정식을 만들었다. 키를 독립변수로 하여 넙다리뼈의
최대길이를 알고자 한 이유는 넙다리뼈 골절 치료를 위한 골수공간 내 금속 고정술을 시행할
때 뼈에 삽입되는 금속의 길이를 정확히 추산하기 위해서였다. 이 공식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전환하면 넙다리뼈 최대길이를 이용해 키를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연구에서
넙다리뼈 최대길이의 측정 과정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계측된 넙다리뼈의 최대길이를 곧바로 이 공식에 대입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임한혁 외(1993: 820-825)는 남성 175명, 여성 73명의 넙다리뼈를 포함한 6개의 긴뼈 즉
위팔뼈, 노뼈, 자뼈, 넙다리뼈, 정강뼈, 종아리뼈를 스캔촬영술로 촬영한 후 방사선 사진에서
각 뼈대의 최대길이를 측정하였고 최종적으로 넙다리뼈와 정강뼈를 이용하여 키를 추정하는
공식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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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식은 뼈의 길이를 독립변수로, 키를 종속변수로 사용했기 때문에 별다른 전환 과정
없이 뼈의 길이를 통해 키를 직접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키 추정 공식에 오른쪽 뼈대를
이용했는지 왼쪽 뼈대를 이용했는지가 기술되어 있지 않고 김근우 외(1986: 197-201)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넙다리뼈와 정강뼈의 최대길이를 어떻게 측정하였는지 제시되지
않았다. 더욱이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공식을 만들었다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오차
범위가 보고되지 않아서 추정 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
방사선 촬영에 의한 이미지를 이용해 뼈의 최대길이를 측정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방사선 상의 이미지가 실제 뼈를 측정한 것과 다를 수 있고 어느 정도 이미지의 왜곡도
발생할 가능성을 갖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만든 공식을 고고유적에서 출토된 사람 뼈의
키 추정에 바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다.

2. 컴퓨터 단층촬영의 영상을 이용한 연구
7편의 연구 중 유일하게 컴퓨터 단층촬영 영상을 이용한 이수경 외(Lee, et al. 2017:
1355-1362)의 연구에는 부검용 시신 308구의 좌우 넙다리뼈를 이용한 성별 키 추정
공식이 수록되었다. 이 연구에서 저자들은 컴퓨터 단층촬영 영상을 통해 측정한 값과
장골계측판을 이용한 계측치 사이에 평균 0.53mm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했다. 이 연구는
컴퓨터 단층촬영 영상을 통해 뼈대를 측정하는 표준화된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 실제 뼈대를 직접 측정한 연구
한국인을 대상으로 실제 뼈대를 직접 측정하여 처음으로 키 추정 공식을 만든 최병영
외(Choi, et al. 1997: 79-85)의 연구에는 57구의 해부용 남성 시신이 이용되었다. 이
연구에서 저자들은 시신의 뼈대 중 오른쪽 긴뼈 즉 위팔뼈, 노뼈, 자뼈, 넙다리뼈,
정강뼈, 종아리뼈의 최대길이를 이용한 6개의 단순회귀공식과 4개의 다중회귀공식을
제시하였다. 저자들은 이 연구의 결과가 이전에 만들어진 피어슨(Pearson 1899: 196)
공식, 트로터와 글레서(Trotter and Gleser 1958: 120)의 공식에 비해 정확도가 더 높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 이용된 키 정보는 생전 키가 아닌 시신의 키이기 때문에
이 공식을 이용하면 실제 키보다 더 크게 추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 저자들이 정강뼈를
잴 때 안쪽복사를 포함시켰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강뼈공식을 이용할 때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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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제훈 외(Lee, et al. 2014: 330-338; 2015: 100-107)는 두 차례에 걸쳐 키 추정
공식을 발표하였으며 두 연구 모두 남성 55구, 여성 50구의 해부용 시신을 이용하였다.
2014년에는 오른쪽 넙다리뼈, 정강뼈, 종아리뼈를 이용한 공식을 만들었고 다음 해에는
오른쪽 위팔뼈와 노뼈, 자뼈를 이용한 공식을 발표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다리뼈
중에서는 넙다리뼈의 최대길이가 키와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였고 팔뼈 중에는 자뼈의
최대길이가 키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 각 뼈대의 계측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했는데 예를 들면 2014년 연구에서 저자들은 정강뼈의 최대길이가
융기사이융기가 포함된 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혔다. 이들은 성별 공식 외에 혼성
공식을 만들었고 뼈의 일부만 남아있는 경우에도 키를 추정할 수 있도록 부분 계측치를
이용한 공식도 함께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제훈 외의 두 연구에 이용된 집단의 평균
연령이 이 연구에서 검토한 연구 가운데 가장 높고 저자들이 제시한 공식은 개체의 생전
키가 아닌 시신의 키를 추정하도록 고안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즉 연구에
이용된 개체들이 이미 고령자들이라 노화과정에서 키 감소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한편 생전의 키보다 더 큰 시신의 키를 이용했다는 점에서는 키가 더 크게 반영되어
공식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함께 갖는다. 따라서 노화에 의한 키 감소의 영향이 더
클지, 시신의 키를 잰 효과가 더 클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평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정과 잰츠(Jeong and Jantz 2016a: 105.e1-105.e11)는 한국인 뼈대에 처음으로
혼합방법을 적용하여 키 추정 공식을 만들었다. 우선 생전 키 정보가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 뼈 집단 가운데 온전한 개체를 대상으로 랙스터 외(Raxter, et al. 2006: 374-384)의
해부학적 방법을 적용해 키를 추정하고 이 추정 결과를 ‘실제 키’로 가정하여 남녀 각각에
대해 19개의 키 추정공식을 만들었다. 각 공식에 대해서는 90퍼센트 및 95퍼센트
추정오차를 제시함으로써 이를 이용해 실제 키가 포함될 범위를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연구들과 달리 이 연구는 조선시대 고고유적에서 출토된 사람 뼈를 주된 연구
자료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매장에 의해 마른 뼈 상태로 출토되는 국내의 고고유적 출토
사람 뼈에 특별한 수정계수 없이 곧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이 방법은
한국이라는 지리적인 배경은 물론 시대적 배경까지 동일한 자료를 이용했기 때문에 국내
고고학 집단의 키를 추정할 때 더 신뢰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평가된다.
하지만 공식 개발에 사용된 키가 어디까지나 ‘실제 키’가 아닌 ‘추정된 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공식의 정확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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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고유적 출토 사람 뼈의 키 추정을 위한 제언
뼈대를 가지고 생전의 키를 추정하는 건 쉽지 않다. 무엇보다 ‘생전의 키’라는 개념이 매
우 유동적이다. 즉 사람이 태어나 성장하고 늙어가는 과정에서 키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키를 고정된 하나의 수치로 파악하는 과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게다가 키를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혹은 키 정보를 수집하는 설문 방법에 따라 상당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키를 추정하는 방법을 개발하면서 연구자들이 서로 상이한 방법을 사용한다는 점도 키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힘든 이유 중 하나다. 따라서 키를 추정하고자 하는 연구자로선 본인
의 연구 목적에 가장 잘 맞는 키 추정 방법을 선택하되 필요한 경우 수정계수를 사용해야
만 키를 결정짓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범
죄 현장에서 발견된 변사자의 뼈를 분석한 보고서에는 사망 당시의 키를 추정한 결과가
들어있다. 변사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선 사망 당시의 체질적 특성을 복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사망 당시의 키는 생전 최고 키와 다른 개념이다. 생전 최고 키는 사람이 평생
살면서 기록한 가장 큰 키를 의미하며 사망 당시의 키와 달리 노화 과정에서 감소되는 부
분은 고려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생전 최고 키는 과거 집단의 키 연구, 특히 키 변화
의 통시적 추이를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 등에 일관성 있는 척도로 활용될 수 있다.
이제까지 국내 고고유적 출토 사람 뼈의 키를 추정하는 데에는 피어슨(Pearson 1899:
196) 공식과 트로터와 글레서(Trotter and Gleser 1958: 120)의 공식이 가장 빈번히 사용되
었다. 하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어느 공식을 사용했다는 언급은 있지만 어느 뼈대를 이용
했는지를 밝히지 않는 연구들이 있다. 검증 가능한 방법론이 제시되지 않은 채 보고된 키
추정 자료는 해당 지역, 혹은 해당 시기를 대표하는 객관적 자료로서의 가치를 갖기 힘들
다. 예를 들어, 유적 별로 추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과거 한반도 사람들의 키 변화를 통시
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공식을 일관되게 사용하거나 부득이
동일한 공식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측정한 뼈대 길이를 제시하여 후속 연구자가 뼈대 길
이를 이용해 추정치를 새로 계산해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체의 생전 최고키를 추정하기 위해서 수학적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몇 가지 유의할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먼저 공식 개발에 이용된 연구 집단의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를 파악해야 한다. 지나치게 나이가 많은 집단이 사용됐다면 이들의 키 자체가 생전 최고
키보다 작은 상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공식을 적용할 경우
실제보다 키를 작게 추정할 가능성이 높다. 또 어떤 연구자료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공식
인지도 반드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같은 사람이라도 시신의 키는 생전의 키보다 크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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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해부용 시신의 키를 재서 만든 공식을 이용한 경우에는 실제 키보다 추정 결과가 더
클 가능성이 높다. 사후에 잰 키가 생전의 키 보다 큰 이유는 척추의 굴곡이 펴지는 등 자
세가 변하기 때문인데 트로터와 글레서는 그 변화의 정도가 2.5cm에 달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Trotter and Gleser 1952: 492).
뿐만 아니라 공식을 만든 연구자들이 권고하는 사항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해야만 한
다. 대표적으로 정강뼈의 최대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정강뼈
의 최대길이는 융기사이융기를 포함시키지 않고 가쪽관절융기부터 안쪽복사까지의 거
리로 정의된다(그림 1 참조). 하지만 실제 연구자들 사이에선 융기사이융기를 포함시키
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강뼈로 만들어진 공식을 이용할 경우 실제보다 키를 크게 추
정할 가능성이 높다. 정과 잰츠는 융기사이융기를 포함했을 경우 정강뼈 길이가 남성은
4.5mm, 여성은 3.6mm 더 크게 측정된다고 보고했다(Jeong and Jantz 2016a: 105.e1-105.
e11). 이는 피어슨(Pearson 1899: 196)과 트로터와 글레서(Trotter and Gleser 1958: 120)의
정강뼈 공식을 남성에 적용했을 때 약 1.1cm의 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정도의 차이다.
또 남성과 여성은 신체 비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남성 공식을 여성에 적용하거나 여성
공식을 남성에 적용하는 것은 추정 결과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혼성공
식이 제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성별에 맞는 공식을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림 1> 장골계측판에서 정강뼈 최대길이를 바르게 측정한 모습(위: 우측, 아래: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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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잰츠(Jeong and Jantz 2016b: 81-91)는 트로터와 글레서(Trotter and Gleser 1958:
120)의 공식을 사용할 때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첫째, 왼쪽과 오른쪽 뼈대가 모두 있다면 평균공식을 사용하고 한쪽 방향의 뼈대만 있
을 경우는 그 방향에 맞게 공식을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둘째, 95퍼센트의 신뢰도를
갖는 추정 범위를 구하고자 할 때 표준오차에 2를 먼저 곱한 후 이를 추정 결과에서 더하
고 빼야 한다는 저자들의 권고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예를 들어 넙다리뼈의 최대 길이가 40cm라면 넙다리뼈 공식에 대입하여 40×2.15+
72.57=158.57cm로 키를 추정할 수 있고, 여기에서 넙다리뼈 공식의 표준오차가 3.8cm
이므로 95퍼센트의 신뢰도를 갖는 추정범위는 158.57-(3.8×2)∼158.57+(3.8×2) 즉
150.97cm∼166.17cm이다.
셋째, 두 저자들은 최소자승모델을 이용하여 공식을 개발하였기 때문에 키를 추정하고
자 하는 개체의 키가 너무 크거나 작아서 실제 공식 개발에 이용된 집단의 범위 밖에 있
을 경우 추정 결과의 정확도를 신뢰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추정하고자 하는 개체
의 뼈 크기를 트로터와 글레서가 사용한 집단의 뼈 크기와 비교한 후 공식을 사용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트로터와 글레서(Trotter and Gleser 1958: 120)의 아시아인 공
식에서는 남성 공식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여성의 키를 추정할 수 없다. 만약 여
성의 키를 추정하기 위해 아시아인 남성 공식을 사용한다면 남성과 여성간의 신체 비율
차이로 인해 매우 왜곡된 결과를 얻게 된다. 그렇다고 1952년 연구에 수록된 백인 여성
공식을 한국인 여성에 적용하면 한국인 여성의 키가 더 작은 방향으로 편향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정양승·우은진 2018: 128). 이처럼 연구자들은 공식이 갖는 성격과 한계
를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키 추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Ⅵ. 맺음말
우리나라 고고유적에서 발굴되어 분석된 사람 뼈에 대한 보고서는 1963년부터
간행되었고 2015년까지 총 254개 유적에서 2,632개체가 보고되었다(한국연구재단
토대연구DB). 이렇게 축적된 자료는 과거 집단의 다양한 생물적 속성을 복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집단의 계통적 특성과 당시 사회의 구조적 변화사를 규명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자료로 의미를 갖는다. 사람의 대표적인 체질적 특성 중 하나인 키는 사람 뼈
자료에서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지만 분석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즉 키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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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고려치 않고 보고된 자료는 사회경제적 차이를 반영하고 평가하는
객관적 지표로 활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고고유적에서 출토된 사람 뼈의 키를 추정하는데 주로 이용되는 방법을 검토하고 이러한
방법들을 적용할 때 흔히 간과되는 문제점과 그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고고유적에서
수집된 사람 뼈에서 키가 어떤 절차로 추정되어야 하는지를 제언하고자 하였다.
추가적으로 이 연구는 관련 연구자들이 보고된 결과를 해석하기에 앞서 추정 결과의
신뢰도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평가과정 없이 보고된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추가적인
해석을 한다면 후속 연구의 학문적 성과 역시 담보되기 어려울 수 있다.
고고유적에서 보존상태가 온전한 개체가 출토되었다면 해부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키를
추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출토 상태가 양호하지 않아 수학적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면 한국인 집단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키 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한 추정 방법이 없을 때에는 해외 집단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공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현재는 앞서 살펴본 바대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식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해외 연구자의 공식만 고수할 필요가 없다. 해외
집단을 대상으로 한 공식과 함께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한 공식을 함께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사용해왔다고 해서 무조건 사용하기 보다는
연구 목적에 맞게 공식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게 타당하다. 고고유적에서 출토된 사람
뼈의 키를 추정하는 공식을 선택할 때에는 마른 뼈를 바로 공식에 대입할 수 있고 시신의
키가 아닌 생전의 최고키를 추정할 수 있어야 하며, 공식에 이용된 뼈대를 계측하는
방법이 분명히 제시된 공식을 사용해야 하겠다.
▶논문접수일(2019.4.30) ▶심사완료일(2019.6.3) ▶게재확정일(2019.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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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ion of Stature in Archaeological Human
Skeletal Remains
Yangseung Jeong

(Department of Biology, Middle Tennessee Stat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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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re is used not only for forensic identification but also for reconstruction
of physical traits of past populations, which allows assessment of their welfare and
standards of living. There have been extensive efforts to develop proper methods for
stature estimation and explore secular trends of stature in various populations. Obviously,
inaccurate stature estimates will likely result in biased interpretations and misunderstanding
about the condition of past popul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practices of stature estimation in the Korean archaeological context and to discuss how to
improve the accuracy of the estimates.
Given a complete condition of archaeological skeletal remains, anatomical methods
will yield most accurate stature estimates. For incomplete remains, mathematical methods
are used. Among the mathematical methods, Pearson’s(1899) equations and Trotter and
Gleser’s(1958) Asian equations have been most frequently used for Korean remains. The
equation to be selected for Korean archaeological skeletons should be one of the Koreanspecific equations that allows dry bone measurements to be directly utilized, yields
maximum living statures rather than cadaver statures, and provides clear definitions of
bone measurements. Understanding of the reference sample, methodology, underlying
theories associated with the equation is necessary. Moreover, all instructions given by the
authors should be strictly followed. Lastly, reporting of raw bone measurements in addition
to stature estimates is desirable since they will be used as valuable data for future research
with different methodologies.
Keywords : Stature, Stature estimation, Human skeleton, Cadaver, Archaeological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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