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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진화는
진화 중

Ardi,
Denisova,
Lee Berger,
Hobbit
대학인문역량강화(CORE)사업이란?
인문학을 보호·육성하고 한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갈
창의인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16학년도부터 교육부가 새롭
게 실시하는 사업이다.
전국 4년제 대학 가운데 수도권 8개 대학과 비수도권 11개 대
학, 총 19개 대학(2016. 8. 현재)이 선정되었으며 우리 학교는
향후 3년간 26억씩 총 78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글로벌지역학모델
- 유라시아 글로벌 지역전문가 양성
•유라시아 국제전문가 양성
•충청지역 유라시아 교류를 위한 연구 허브

기초학문심화모델
- 인문고전 학문후속세대 양성
•학ㆍ석사연계과정/석사생 학업지원금 지급
•지방거점국립대로서 기초학문 보호 및 육성역할 담당

대학자체개발모델
- 인문융합 실무형 인재 양성
•대중과 소통하는 인문학의 실천적 역량 강화
•인문융복합프로그램 개발

사업단연락처
043-249-1619∼21 / core@cbnu.ac.kr

Sang-Hee Lee, Ph.D.
Department of Anthrop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at Riverside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하고 도미하여, University of Michigan에서
(고)인류학 전공으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마치고 일본 総合研究大学院大学
에서 박사 후 연구원 생활을 했다. 미국으로 돌아와 펜실배니아의 IUP (Indiana
University of Pennsylvania) 에서 방문조교수를 거쳐 University of California at
Riverside의 인류학과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부학장의 보직도 맡고 있다.
세계적인 전문학술지에 인류의 진화에 대하여 30편 이상의 연구 논문을 발표
해왔으며, 고인류학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언론 매체에 글을 쓰기도 했다.
2015년에는 <인류의 기원>이라는 책을 냈으며 영어, 중국어, 희랍어로 출간될
예정이다.
최근에는 인류의 진화 연구에서 드러나지 않는 소수자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구
상하고 있다.
이상희ㆍ윤신영 저『인류의 기원』
(2015, 사이언스북스)

인류학은 인류의 진화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인류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시작했는
지, 그리고 어떤 진화와 적응 과정을 거쳐 지금의 현생인류(호모 사피엔스)가 되었는지 탐구한
다. 그렇지만 여느 과학과 마찬가지로 고인류학 역시 당대에 가장 관심을 받는 주제, 자료, 분
석 방법들이 계속 바뀐다. 주요 연구자들도 계속 바뀐다. 오늘 강연에서는 특히 21세기 들어서
서 뚜렷해진 최신 경향과 새로운 학계의 모습을 소개하고자 한다.

루시(Lucy)보다 이른
아르디(Ardi)
초기 인류는 침팬지나 고릴라 등의 유인원과 두뇌 용량, 두개골 및 치아 형질에서 유사
하나, 초기 인류만이 직립보행을 하였다는 충격적인 가설은 20세기 말이 되자 정설로
결국 받아들여졌다. ‘루시’가 속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는 초기 인류의 대
표적인 화석종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부각된‘아르디’는 우리
가 알고 있던 초기 인류의 모습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아르디피테쿠스 라미두스는 초
기 인류가 직립보행 뿐 아니라 나무 위의 활동에도 적응했다는 가설을 뒷받침할까? 아
니면 초기 인류 이전의 유인원 조상일까?

데니소바(Denisova)의 유전자
네안데르탈인은 20세기 내내 현생 인류의 기원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고 아직도 중요한 고인류이다. 네안데르탈인이 살았던
비슷한 시기에 아시아에서는 그렇다 할 화석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
데 시베리아의 데니소바 동굴에서 놀라운 화석이 발견되었다. 놀라운 이
유는 보잘 것 없이 작은 화석에서 고DNA를 추출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데니소바인, 네안데르탈인, 현생인이 번갈아 가면서
살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서로 만
나 자손을 남겼을까?

그런데
호빗(Hobbit)은?
신세대 고인류학자
Lee Berger
남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리 버거는 오스
트랄로피테쿠스 세디바를 발견하여
고인류학계의 주목을 끌었다. 그렇
지만 그의 업적은 최근의 호모 날
레디(Naledi) 연구에서 빛이 난
다. 남아프리카의 디날레디 동
굴은 작은 몸집의 연구자들
이 수십 미터를 기어들어가야
하는 곳이다. 그 속에서 발견된 천여 점의 화석으로부터 호모 날레디
라는 새로운 고인류 화석종이 태어났다. 호모 날레디는 그 자체로 수
수께끼투성이다. 그렇게 작은 두뇌 용량으로, 그렇게 오래 전에 벌써
죽은 자들을 특별 매장했을까? 아니면 최근에 이렇게 작은 두뇌 용
량을 가진 인류가 있었을까? 리 버거는 호모 날레디 연구를 지휘하
면서 기존의 학계 관습을 타파하고 자료의 무상, 무한 공개 원칙을
세우고 지켰다. 그로 인해 고인류학계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섬 플로레스에서 발견된 1만 8천 년 전의 화석은 4-5백만 년 동안
계속되어온 인류 진화 흐름을 완전히 뒤바꿀 가능성이 있다.‘호빗’이라고 별명
붙여진 화석은 충격적으로 작은 두뇌 용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작은 두뇌 용량
은 수백만 년 전 아프리카의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가지고 있던 특징이다. 호빗은
병을 앓고 있던 현생 인류였을까? 아니면 오랫동안 고립되어 섬에서 살아오면서
머리와 몸집이 작아진 새로운 종일까?

Altai Mountains, Siberia, Russia

Afar Triangle, Ethiopia
Flores Island, Indonesia
Gauteng, South Afri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