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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인간유해 수집에서 반환까지: 
오스트레일리아 태즈메이니아 원주민 사례

장 예 나 

Ⅰ. 머리말

인간 신체의 일부분인 유해는 단순한 수집품이 아니라 개인의 삶과 영혼이 

깃들여있는 신성한 것이다. 하지만 무덤에서 영면해야할 인간유해가 

수집되었고 대중들에게 전시되었다. 인간유해는 반환이라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문화재 ‘약탈’과는 다르다. 인간유해의 약탈 행위는 죽은 

이에 대한 존경심의 부족을 나타내는 것이며 비도덕·비윤리·비인간적인 

영제국의 잔혹한 행위였다. 근대 박물관의 수집품 중 하나였던 인간유해는 

근대를 지나 포스트 콜로니얼 시대라고 하는 오늘날에도 반환되지 못한 채 

아직도 박물관에 보관되어있다. 1960년대 이후에 민권운동의 영향으로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인간유해의 반환을 요청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아직 큰 성과가 

없으며 인간유해의 반환에 관한 사람들의 의식도 여전히 부족하다.1)

사실 인간유해에 관한 연구는 독립된 주제로 주목받지 못했고 근대 

박물관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근대 박물관 연구 이론에 함께 적용되었으며 

인간유해는 박물관의 유물이자 전시 사례로 간략하게 언급되었을 

뿐이다. 근대 박물관은 산업 및 자본주의의 발전과 근대, 근대와 제국의 

상징으로서 박물관 ‘전시’라는 도구로 형성된 시각문화와 사회적 관계와 

1) 인간유해 반환관련법이 처음 제정된 곳은 미국으로, 먼저 1989년 국립아
메리카인디언 박물관법(National Museum of the American Indian Act, 
NMAIA)과 1990년 아메리카인디언 분묘보호 및 원상복구법(Native Amer-
ican Graves Repatriation Act, NAGPRA)이 통과되었다. 이와 관련된 국내 
연구로는 박진빈, 「미국 원주민 유물 처리 문제와 반환법의 역사적 의미」, 
『미국학논집』, 43권2호(20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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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있었다. 이에 관한 연구는 1960년대 이후에 처음으로 시작되었고 

1980-90년대에 이르면 미술사 분야에서 근대 미술 전시, 근대 미술관의 

권력, 이데올로기의 관계로 접근했다. 즉 전시란, 단순히 보이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켰으며, 이후 박물관에 

대한 연구는 전시의 정치적 담론에 집중하기 시작했다.2) 근대 박물관은 

식민 제국시기에 근대 권력과 지식의 담론 속에서 권력의 표상을 실현하는 

공간, 제국의 프로파간다를 지지하는 장소였다.3) 인간유해의 수집과 

반환에 관한 문제의식은 이러한 근대 박물관의 특성, 근대 박람회의 

개최, 기인한 볼거리였던 인종전시와 인간 동물원(human zoo), 괴물쇼

(freak show)의 등장, 근대 지식과 편견, 과학의 등장, 인종주의 등 근대 

형성물들이 복합적으로 연관된 박물관 연구를 통해 형성되었다. 

오늘날에 박물관 연구는 더 이상 ‘근대’라는 시기에 한정되어있지 않다. 

이는 박물관이라는 주제가 여전히 제국의 상징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고 

제국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기 때문이다.4) 따라서 박물관 연구는 새롭게 

포스트 콜로니얼 시대의 현실과 연관 지을 연구로 중요해졌고 오늘날에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포스트 콜로니얼 시대에 과거 식민지 청산과도 

연관 있다. 식민주의, 제국주의, 인종주의, 근대와 포스트 콜로니얼 시대의 

박물관을 연관 짓는 박물관 연구의 진전 속에서 인간유해에 관한 문제도 

2) 윤난지 편, 『모더니즘 이후, 미술의 화두: 2, 전시의 담론』 (서울: 눈빛, 
2002), 7-8, 12쪽.

3) 영제국사가 존 매킨지(John MacKenzie)의 『프로파간다와 제국: 영국 대
중 조작하기(Propaganda and Empire: the Manipulation of British Public, 
1880-1960)』에 의하면 제국의 이념은 박람회, 연극, 보이스카우트 활동 
등의 사례들에서 잘 드러난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매킨지와 팀 베링어
(Tim Barringer)에 따르면 1851년 박람회 이후 사우스켄싱턴 박물관(South 
Kensington Museum), 즉 오늘날 빅토리아앤알버트 박물관(Victoria & Al-
bert Museum)은 일종의 제국의 파노라마로서 영제국에 관한 지식을 수집하
고 유통하는 식민주의 기관이었다. 베링어는 제국 시기 전시복합체로서의 19
세기 박물관을 ‘삼차원적인 제국의 문서고’ 역할을 하고 영제국의 영광을 드
러내며 제국으로 표상되었던 공간이라고 보았다. 

4) Moira G. Simpson ed., Making Representations: Museums in the Post-
Colonial Era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1); Dominic Thom-
as, “Museums in Postcolonial Europe”, African and Black Diaspora, 
2-2(2009); Robert Aldrich, “Colonial Museums in Europe”, African and 
Black Diaspora, 2-2(2009); 국내에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 할 수 있다. 노
용석, 「라틴 아메리카의 과거청산과 유해 발굴: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과
테말라 사례를 중심으로」, 『이베로아메리카』, 12권2호(2010); 김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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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받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인간유해가 어떻게, 왜 박물관에 수집되었고 

유물 반환 대상의 하나로 크게 관심을 끌지 못했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다. 

최근에는 박물관과 연구기관 등의 수집품이었던 인간유해의 전시와 

반환에 관해서 다양한 국가들의 사례를 분석하고자 하는 학술적 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며 고고학, 인류학, 법학 분야에서도 연구되고 있다.5) 

크레시다 포드(Cressida Fforde)와 폴 턴불(Paul Turnbull) 이 두 학자는 

영국 식민 제국시기를 중심으로 오스트레일리아와 태즈메이니아 원주민 

유해 수집의 과정과 그 원인을 살펴보고 있다. 

식민지 정착민, 공무원, 의사, 여행가, 탐험가, 학자들은 오스트레일리아 

   「제국 이후의 문명화 사명: 파리 브랑리 미술관의 경우」, 『역사비평』, 95
호(2011); 김용우, 「식민주의의 그림자들: 새로운 세계사와 서구 포스트-식
민박물관의 경우」, 『코기토』, 71호(2012); 염운옥, 「기념의 과잉, 기억의 
부재: 영국 노예무역 폐지 200주년 기념」, 『서양사론』, 110호(2011); 염
운옥, 「포스트-식민 박물관과 ‘다문화’ 정체성의 재구성: 대서양 노예무역 
폐지 200주년 기념전을 중심으로」, 『역사비평』, 95호(2011); 김용우, 
「파리 식민지박물관과 제국주의의 민족화」, 『중앙사론』, 36집(2012); 김
용우, 「그들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 –프랑스 국립이주사박물관과 식민주의-」, 
『서양사론』, 124권(2015); 염운옥, 「리버풀 국제노예제박물관의 전시내
러티브 -노예제 역사의 기억문화 만들기-」, 『사총』, 88권(2016).

5) 대표적 연구 성과로 Robert Layton ed., Conflict in the Archaeology of 
Living Tradition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4); Cressida 
Fforde, Jane Hubert, Paul Turnbull eds., The Dead and Their Posses-
sions: Repatriation in Principle, Policy and Practice (New York: Rout-
ledge, 2002); Jane Hubert, Cressida Fforde, “The Reburial Issue in 
the Twenty-First Century”, Gerard Corsane, ed., Heritage, Museums 
and Galleries: An Introductory Reader (New York: Psychology Press, 
2005); Jack Lohman, Katherine J. Goodnow(eds.), Human Remains & 
Museum Practice, Volume 918 (London: Unesco and the Museum of 
London, 2006); Vicki Cassman, Nancy Odegaard, Joseph Powell eds., 
Human Remains: Guide for Museums and Academic Institutions (Lan-
ham: Rowman Altamira, 2007); Paul Turnbull, Michael Pickering eds., 
The Long Way Home: The Meaning and Values of Repatriation (New 
York: Berghahn Books, 2010); Tiffany Jenkins ed., Contesting Human 
Remains in Museum Collections: The Crisis of Cultural Authority (New 
York: Routledge, 2011); Laura Peers, “On the Treatment of Dead En-
emies: Indigenous Human Remains in Britain in the Early Twenty-First 
Century”, Helen Lambert & Maryon McDonald, eds., Social Bodies 
(New York: Berghahn Books, 2013); Maja Petroviæ-Šteger ed., Claim-
ing the Aboriginal Body in Tasmania: An Anthropological Study of Re-
patriation and Redress (Ljubljana: Založba ZRC, 201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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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의 머리, 골격, 뼈, 골반, 머리카락, 손톱, 연조직, 

원주민들이 착용했던 장신구, 재(ashes)를 수집했고 이러한 것들은 

박물관에 전시되기도 했다. 본 논문에서는 영국의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의 

유해 수집과 반환에 관한 사례와 논쟁을 소개하고자 한다. 최근에 많은 

연구자들은 오스트레일리아 지역학과 원주민,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영국의 식민지였던 오스트레일리아의 태즈메이니아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게다가 과거에 수집 및 전시되었다가 오늘날 반환된 

아프리카 부시맨의 일족인 코이산(Khoisan)족의 ‘호텐토트(hottentot, 

말더듬이)의 비너스’라 불렸던 사르키 바트만(Saartjie Baartman), 

멕시코의 어느 한 부족이었으며 다모증으로 유럽인들의 관심을 받았던 

줄리아 파스트라(Julia Pastrana), 얼굴에 문신을 한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Māori)족의 유해인 토이모코(Toi Moko)의 사례와 같이, 유해 

반환의 움직임은 주위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태즈메이니아 원주민 

단체들의 유해 반환 운동도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과거 영제국의 태즈메이니아 원주민 유해 수집의 행적을 살펴보는 것뿐만 

아니라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에게 포스트 콜로니얼 시대인 오늘날까지도 

진행형인 유해 수집과 반환 문제가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에게 얼마나 

비통한 현실인지를 역사적 과정과 연관 지어 살펴보고자 하며, 이는 

과거자체에만 집중하는 연구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취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연유로 영제국의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의 유해 수집에 관한 역사를 

포스트 콜로니얼 시대의 현실에서 바라보면서 실제로 유해 반환이 얼마나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고찰할 것이다. 

Ⅱ장에서는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의 유해가 어떠한 이유로 식민 제국의 

박물관에 유물로 간주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어 Ⅲ장에서는 18-19

세기에 진행된 영국의 오스트레일리아 태즈메이니아로의 식민지 개척 

이후 식민지 이주 정책과 제노사이드의 과정 속에서 절멸한 마지막 순수 

혈통 태즈메이니아 원주민 남성과 여성, 윌리엄 래니(William Lanney)

와 트루가니니(Truganini)를 둘러싼 죽음과 유해 수집 사건을 사례로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래니 스캔들(Lanney Scandal)’의 발생, 1869

년 태즈메이니아 해부법(Anatomy Act)의 제정 배경과 과정, 법의 내용, 

트루가니니의 유해 수집과정을 통해 당시에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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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연구대상이자, 수집대상으로서 박물관에 소장될 만큼 얼마나 

가치가 있었는지 분석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포스트 

콜로니얼 시대의 박물관 연구 진행에 힘입어 인간유해의 문제를 새롭게 

고찰해볼 것이며, 이 장에서는 2004년 영국의 ‘인체조직법(Human 

Tissue Act)’의 제정과 ‘17명의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의 유해가 반환된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Ⅱ. 진화론과 태즈메이니아 원주민 유해의 유물화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의 기원은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New Guinea)

에 처음 인류가 살기 시작한 홍적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태즈메이니아를 

포함한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는 서로 연결된 그레이터 오스트레일리아

(Greater Australia)를 이뤘고, 약 3-4만 년 전부터 그곳에 인류가 살기 

시작했다. 원주민들은 적어도 약 4만 년 전부터 본토 오스트레일리아에 

정착하기 시작했고, 태즈메이니아를 포함한 곳곳으로 흩어졌다.6) 

약 1만 년 전 본토 오스트레일리아 대륙과 태즈메이니아가 갈라졌고, 

태즈메이니아는 배스 해협(Bass Strait)에 의해 형성되었다. 배스 해협의 

형성으로 약 4천명의 태즈메이니아 원주민들과 그들의 거주지는 약 8

천년 이상 본토 오스트레일리아로부터 고립되었다.7)

태즈메이니아 원주민과 영국인의 만남은 1803년에 오늘날 태즈메이니아
8)의 주도(州都)로 알려진 호바트(Hobart)에 영국인들의 죄수 유형지가 

마련되면서 시작되었다. 영국인들은 오랜 기간 고립된 생활을 한 

태즈메이니아 원주민들의 외모와 생활상으로부터 자신들과의 차이를 

6) Diamond Jared Mason, 김진준 역, 『총, 균, 쇠: 무기 · 병균 · 금속은 인류의 
운명을 어떻게 바꿨는가』 (서울: 문학사상사, 2005), 450-452쪽.  

7) Lyndall Ryan ed., Tasmanian Aborigines: A History Since 1803 (New 
South Wales: Allen & Unwin, 2012), p. 4.

8) 태즈메이니아는 1642년 11월 2일에 네덜란드인 선장인 아벌 타스만(Abel 
Tasman)에 의해 처음 발견되어 그의 이름을 따 유럽인들에 의해 태즈메이니
아로 불리게 되었다. 태즈메이니아 주는 오스트레일리아의 6개 주(state)-뉴
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 빅토리아(Victoria), 사우스오스트레일리
아(South Australia),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Western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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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했다. 원주민들은 일반적으로 

양털 같은 곱슬머리와 붉은빛이 도는 

갈색의 피부를 가졌다. 그들의 눈은 움푹 

들어갔고 코와 입이 넓은 편이었고 입술은 

두터웠으며 광대뼈는 눈에 띌 정도로 

튀어나왔다. 상체는 약간 굽었고 체구는 

호리호리했으며 팔은 길고 가늘었다.9) 

일반적으로 그들은 오스트레일리아 본토 

원주민들의 겉모습과는 다소 달랐다. 

태즈메이니아 원주민들은 인류학자 

요하네스 파비안(Johannes Fabian)

의 이론인 ‘동시성의 부정’에 적합한 

예시로서 원시적 단계 또는 야만적인 구석기 시대의 사람과 같았고10) 

현세기에 여전히 살아있는 가장 미개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사용한 

도구와 형태로 볼 때, 그들은 구석기인, 즉 인간 원형의 증거였다. 예를 

들어 태즈메이니아 원주민들은 대략 20여개의 도구들을 사용했는데 

금속과 뼈가 아닌 돌을 사용해서 나무로 된 도구를 뾰족하게 만들었다.11)

1859년에 생물학자 찰스 다윈(Charles Darwin)은 『자연 선택의 

방법에 의한 종의 기원, 또는 생존 경쟁에 있어서 유리한 종족의 보존에 

대해(On the Origin of Species by Means of Natural Selection, or 

the Preservation of Favoured Races in the Struggle for Life), 이하 

종의 기원』에서 종의 분류로부터 종의 ‘진화’의 현상과 개념을 규정했다. 

    태즈메이니아(Tasmania)-와 2개의 준주(territory)-노던(Northern), 오스트
레일리아 수도(Australian Capital)-로 구성되어 있고 남쪽에 위치한 빅토리
아 주로부터 약 240 킬로미터(㎞) 남쪽에 위치해있으며 면적은 약 68,000제
곱킬로미터(㎢)로 6개의 주 중에서 가장 작다. 

9) William E. L. H. Crowther, “The Passing of the Tasmanian Race, 1803-
1876”, The Medical Journal of Australia, (1934), p. 5; Jared Diamond, 
“Ten Thousands Years of Solitude”, Discover, 14-3(1993), p. 50.

10) Patrick Brantlinger ed., Dark Vanishings: Discourse on the Extinc-
tion of Primitive Races, 1800-1930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13), p. 2.

11) Diamond, “Ten Thousands Years of Solitude”, p. 51.

[그림 1] 홍적세기의 그레이

터 오스트레일리아

(출처: Lyndall Ryan, 

Tasmanian Aborigines,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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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윈은 이 책의 제4장 ‘자연 선택(Natural Selection)’에서 자연 선택을 

진화론의 핵심 메커니즘이자 생존 경쟁의 조건으로 보았다. 자연 선택은 

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극심한 기후, 먹이 부족, 

서식지 교란과 같은 번식체계를 뒤흔드는 외부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말한다.12) 이러한 반응은 종의 생존과 멸종(extinction)을 결정짓는 

요소였다.13) 1871년에 출간된 『인간의 유래와 성선택(The Descent of 

Man, and Selection in Relation to Sex), 이하 인간의 유래』에서 다윈은 

자연 선택을 인간의 진화, 생존, 멸종의 조건에도 적용된다고 보았다. 

다윈은 1803년 이후 영국의 식민지가 된 태즈메이니아에서 이미 인구가 

감소하고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한 태즈메이니아 원주민들을 백인과의 

접촉으로 자연 선택과 생존 경쟁을 겪고 있는 곧 멸종할 인간의 종으로 

보았고 진화론의 예시로 들기도 했다.14)

다윈의 『종의 기원』과 『인간의 유래』의 출간과 진화론의 등장 

이후에 1880년을 기점으로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의 유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15) 영국 식민지인들이 발견한 태즈메이니아 원주민들은 종의 

기원을 밝히는 ‘살아있는 화석(living fossil)’이자, 인류 기원의 ‘잃어버린 

고리(missing link)’였다. 즉 다윈의 이론 속에서 멸종할 인간의 중간 

단계에 위치한 새로운 인간 종으로서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은 ‘근대 호모

(modern Homo)’로 관심의 대상이었다. 태즈메이니아는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에서 남쪽으로 떨어져 있고 오스트레일리아 대륙보다 약 20-30년 

정도 늦게 발견된 신대륙이었다. 고립된 기간이 길었던 만큼 태즈메이니아 

원주민들의 유해는 유물로 소장하여 연구할 가치가 있었다. 형태학상으로 

12) David Quammen, 이한음 역, 『신중한 다윈씨: 찰스 다윈의 진면목과 진화론
의 형성 과정』 (서울: 승산, 2008), 233-235쪽.

13) Gillian Beer, “Darwin and the Uses of Extinction”, Victorian Studies, 
51-2(2009), pp. 321-322.

14) Charles Darwin, 김관선 역, 『인간의 유래 1』 (서울: 한길사, 2006), 282-
286쪽.

15) Paul Turnbull, “The Vermillion Accord and the Significance of the 
History of the Scientific Procurement and Use of Indigenous Austra-
lian Bodily Remains”, Paul Turnbull & Michael Pickering, eds., The 
Long Way Home: The Meaning and Values of Repatriation (New York: 
Berghahn Books, 2010). p.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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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원과 최초의 인간이라고 일컬어지는 ‘호모 프리미지니어스(Homo 

primigenius)’의 가장 먼 곳으로부터 진보한 살아있는 인간 화석으로 

간주된 태즈메이니아 원주민들은 인간의 기원에 가장 가깝다고 

여겨졌다.16) 태즈메이니아와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은 각각 원시 

석기시대와 중기 구석기를 대표했다.17) 즉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은 현생 

인류인 네안데르탈인의 원형이었다.18) 그 결과 그들은 박물관의 전시와 

분류에 있어 인류 발달 단계의 가장 낮은 위치를 차지했다.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의 두개골로부터 ‘원시성’의 특질을 찾아낼 수 있다고 믿었던 

학자들은 태즈메이니아 원주민과 다양한 인종들의 두개골, 골반뼈, 

척추뼈 등을 수집했다.19)

박물관의 전시와 분류에도 진화론적 원칙이 적용되었다.20) 18세기 후반에 

발견된 오스트레일리아는 미개한 원주민, 즉 신(新)인류가 오랜 기간 

고립되어 거주하는 지역이었고 그들의 유해는 진화론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물로서 주목을 받았다.21) 박물관 연구자 토니 베넷(Tony Bennett)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는 고고학적 발굴을 위해 땅을 깊게 팔 필요가 없는 

곳이었다. 왜냐하면 이미 원주민의 삶 자체가 선사 고고학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식민지의 고고학은 진화의 ‘그라운드 

제로’로서 시간 밖에 존재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자, 영국을 정점으로 하는 

16) Cressida Fforde ed., Collecting the Dead: Archaeology And The Re-
burial Issue (London: Duckworth, 2004), p. 30. 

17) Cressida Fforde, “Collection, Repatriation and Identity”, Cressida 
Fforde & Jane Hubert & Paul Turnbull, eds., The Dead and Their Pos-
sessions: Repatriation in Principle, Policy and Practice (New York: 
Routledge, 2003); George Stocking(ed.), Victorian Anthropolog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91), p. 274.

18) Layton, Conflict in the Archaeology of Living Traditions, p. 185.

19) Cressida Fforde, “English Collections of Human Remains”, World Ar-
chaeological Bulletin, 6(1992), p. 2.

20) Tony Bennett, “The Exhibitionary Complex”, Reesa Greenberg & Bruce 
W. Ferguson & Sandy Nairne, eds., Thinking about Exhibitions (London 
and New York: Psychology Press, 1996), p. 99; John M. MacKenzie(ed.), 
Museums and Empire: Natural History, Human Cultures and Colonial 
Identities (Manchester and New Yor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10), p. 1; Turnbull, “The Vermillion Accord”, p. 127.

21) Bennett, “The Exhibitionary Complex”, pp. 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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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과정의 출발점이었다. 오스트레일리아 교육운동의 중심인물인 찰스 

롱(Charles Long)은 오스트레일리아를 ‘살아있는 화석의 땅’일뿐 아니라 

‘고생물학의 유배지’라고 했다. 이런 시각은 영국의 많은 박물관에서 

원주민의 공예, 자연사, 민족학을 전시와 배치하는 데에 영향을 주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살아있는 박물관(living museum)’이었고 이러한 

시각은 20세기에도 이어졌다.22)

나아가 19세기 박물관은 역사, 미술사, 고고학, 지질학, 생물학, 인류학 

등의 근대 지식 체계 속에서 새로운 전시 공간으로 발전했다. 특히 

인류학은 19세기 후반 제국주의의 맥락에서 식민주의 서구 지식체계의 

산물이자 이데올로기였다. 고고학과 인류학은 식민지와의 접촉을 통해 

성장하였고 ‘식민지 타자’의 발견은 곧 ‘유럽 자신’의 발견이었다.23) 

인류학의 발전으로 유럽인들과 다르게 생긴 원주민들은 이상한 몸을 가진 

생명체이자 당시 인류의 기원을 밝히는 증거물로서 해부의 대상이었다. 

또한 그들은 자연과 문화, 서구와 비서구의 문명, 민족(peoples)과 인종

(races)을 구분해주는 미개한 민족(primitive peoples)으로서 역사 

속에서 낙오자이자 타자로 여겨졌다.24) 박물관에서 인류학은 서구 

문명의 역사를 미개인들의 역사와 연결 혹은 분리시키는 역할을 했다. 

원주민들은 박물관과 인류학의 결합과 다윈의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 

인간의 위치와 진화론의 연속선상에 존재했으며 진화가 아닌 ‘진보’라는 

수사법에 영향을 받았다. 이는 다윈의 진화론에서 진보의 이면으로서의 

퇴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인종 계서제에 따라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은 

진화론의 직선에서 맨 마지막에 위치하는 존재였다. 즉 박물관은 

빅토리아 시대의 진보 서사를 완성하는 곳이었고 박물관의 전시품이 된 

22) Tony Bennett ed., Past beyond Memory: Evolution, Museums, Colo-
nialism (London: Routledge, 2004), p. 50.

23) Chris Gosden, 성춘택 역, 『인류학과 고고학』 (서울: 사군자, 2001), 58쪽.

24) 미국과 유럽에 널리 퍼져있던 박람회의 야만적 오락 행사였던 괴물쇼와 인
간동물원에서 유명한 여자 주인공이었던 아프리카 부시맨의 일족인 코이산
(Khoisan)족의 ‘호텐토트(hottentot, 말더듬이)의 비너스’라 불렸던 사르키 
바트만(Saartjie Baartman)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바트만이 죽은 후에 프랑
스 해부학자인 조르주 퀴비에(Georges Cuvier)는 그녀를 해부해서 석고본을 
뜨고 뇌와 생식기를 잘라 포르말린 유리병에 담았다. 그 유리병은 뼈와 함께 
프랑스 인류학 박물관(Musée de l’Homme)에 보관되었다. Bennett, “The 
Exhibitionary Complex”, pp. 9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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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유해는 인종주의의 근거가 되었다.25)

Ⅲ. 태즈메이니아 원주민 절멸 정책과 유해 수집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의 죽음은 단순히 죽음이 아닌 멸종될 종의 ‘운명’

으로 여겨졌다.26) 그러나 실질적으로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의 죽음은 

인종주의와 더불어 식민 정책과 제노사이드로 인한 ‘절멸’로 이해되어져야 

한다.27) 아서 필립(Arthur Philip)이 1788년 시드니에 죄수 유형지를 

25) 그리고 박물관 연구자 토니 베넷은 과거를 가시화하는 박물관의 역할에는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첫째, 박물관은 각 분과학문의 ‘실험실’이
었다. 박물관은 인류학, 고고학, 자연사 같은 역사과학(historical sciences)
이 구성하는 ‘과거’를 사고 가능하고, 인식 가능한 실체로 만들기 위한 ‘맥락’
을 제공하는 실험실이라는 것이다. 둘째, 박물관 전시는 ‘과거’를 19세기 말 

    ‘대중문화’를 구성하는 한 요소로 만드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로써 박물관은 
대중에 대한 통치의 새로운 전략을 제공해주었다. 다윈주의와 진화론의 자
기장(磁氣場) 안에서 박물관은 과거, 특히 ‘기억 너머 먼 과거(pasts beyond 
memory)’를 발견하고 생산하는 ‘기억기계(memory machine)’의 역할을 했
다고 베넷은 말한다. Bennett, Past beyond Memory, p. 2. 염운옥, 「옥스퍼
드 피트리버스 박물관과 진화론」, 『영국연구』, 30권(2013), 179쪽 재인용

26) 약 1만 년 동안 고립된 삶에서 살아남았던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의 수가 줄어
든다는 사실은 근대 세계와의 접촉이래로 운명론적인 관점에서 설명되었다. 
원주민들의 절멸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의 야만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
되었다. 전쟁, 유아 살해 풍습, 미망인 교살과 식인 풍습이 바로 자멸(self-
exterminating)의 원인으로 간주되었다. 당시 서구인들은 이들의 생활상을 
백인 문명의 진보와 다른 것으로 파악했고, 모든 미개한 인종들은 불운한 삶
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졌으며, 절멸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했다. 

27) 태즈메이니아의 제노사이드를 ‘식민지 제노사이드(colonial genocide)’ 또
는 ‘프런티어 제노사이드(frontier genocide)’라고 본다. 이는 주로 3단계로 
진행되는데, 유럽인들의 식민지 개척지로의 침입, 원주민 절멸, 보호 구역으
로의 강제 이주가 그것이다. 태즈메이니아의 제노사이드 현상에 관해서는 
A. Dirk Moses, “An Antipodean Genocide? The Origins of the Geno-
cidal Moment in the Colonization of Australia”, Journal of Genocide 
Research, 2-1(2000); 최호근 편, 『제노사이드: 학살과 은폐의 역사』 

    (서울: 책세상, 2005); Ann Curthoys, “Genocide in Tasmania: The His-
tory of an Idea”, A. Dirk Moses ed., Empire, Colony, Genocide: Con-
quest, Occupation, and Subaltern Resistance in World History (New 
York: Berghahn Books, 2008); Shayne Breen, “Extermination, Extinc-
tion, Genocide: British Colonialism and Tasmanian Aborigines”, René 
Lemarchand ed., Forgotten Genocides: Oblivion, Denial, and Memory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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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한 이래로 18세기 후반에 영국인들이 오스트레일리아 본토에 

식민지를 개척했고 19세기 초에는 오스트레일리아로부터 남쪽에 위치한 

반 디멘즈 섬(Van Diemen’s Land)에 새로운 식민지를 개척했다. 이곳이 

태즈메이니아였다.28) 오스트레일리아의 발견과 정착은 ‘빈 땅’과 

‘주인 없는 땅’, 즉 ‘무주공산(terra nullius)’의 원칙에 입각해 원주민의 

토지 소유권을 부정하고 토지를 정복했으며 식민지 개척의 타당성을 

부여해왔다.29)

곧 정착민과 태즈메이니아 원주민 간에 토지와 식량문제 등의 작은 

충돌들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1824년에 태즈메이니아로 부임한 부총독

(Lieutenant-Governor) 조지 아서(George Arthur)는 정착민과 

태즈메이니아 원주민 사이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 백인의 우월성을 

내세웠고 원주민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고자 했다. 기독교로의 

개종은 태즈메이니아 원주민들을 문명화시켜 백인 사회에 동화시키고 

화해시키려는 전략이었다. 한편 아서는 정착민들이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았고 영국법에 따라 그들을 보호하고자 

했다.30) 그러나 정착민을 향한 태즈메이니아 원주민들의 심한 공격적 

성향과 괴롭힘을 두려워했던 아서는 정착민들을 보호해야한다고 

생각했다.31) 아서는 1828년 11월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사적 방법의 

하나였던 ‘검은 선(Black Line)’ 전략, 즉 원주민들을 포획하여 고립된 

지역으로 몰아넣는 먹이사슬과 같은 사냥 기술을 사용했다. 

     다윈 이전에도 자연사, 정치, 경제, 민족지학과 인종학 분야 등의 학자들은 미
개한 인종들과 그들의 불운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을 제시한 바 있다. Jared 
Diamond, “Ten Thousands Years of Solitude”, p. 50; Patrick Brantlinger 
ed., Taming Cannibals: Race and the Victorians (Ithaca: Cornell Uni-
versity Press, 2011), pp. 1-2; Brantlinger, Dark Vanishings. pp. 13-15.

28) 본래 태즈메이니아는 식민지 정착이 이루어지기 전에 반 디멘즈 섬으로 불렸
다. 그러나 1855년에 자치정부가 된 반 디멘즈 섬은 태즈메이니아로 이름을 
변경했다. Ryan, Tasmanian Aborigines, p. 259.

29) John Cove ed., What the Bones Say: Tasmanian Aborigines, Science 
and Domination (Ontario: McGill-Queen’s Press, 1995), p. 31.

30) Moses, “An Antipodean Genocide?”, p. 98.

31) Cove, What the Bones Say, pp. 25-26; Ryan, Tasmanian Aborigines, pp. 
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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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에 걸친 검은 전쟁(Black War, 

1828-1832) 이후에 태즈메이니아 

원주민들은 식민지의 업무를 

도우면서 원주민들의 신망을 얻고 

있던 선교사 조지 어거스터스 로빈슨

(George Augustus Robinson)을 

따라 오스트레일리아 본토 대륙과 

태즈메이니아 섬 사이의 배스 해협에 

위치한 오스트레일리아 남동부의 

플린더스 섬(Flinders Island)의 

와이발레나(Wybalenna)라는 보호 

구역으로 이동했다. 플린더스 섬의 

보호 구역은 마치 집단 수용소와 

같았다. 그러나 1847년에 플린더스 

섬의 보호 구역 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남아있던 원주민들은 다시 

호바트의 남동쪽으로 약 30킬로미터 아래에 위치해있는 반 디멘즈 섬의 

오이스터 만(Oyster Cove)으로 이주했다.32) 태즈메이니아 원주민 남성 

래니와 여성 트루가니니는 와이발레나로 강제 이주되었다가 약 20년 

만에 태즈메이니아 섬의 오이스터 만에 정착했다. 검은 선 전략과 검은 

전쟁의 발발 이후에 문명화시킨다는 의도로 시작된 원주민 강제이주 

정책으로 대략 100-200명 이상의 원주민들이 플린더스 섬으로 

이동했다. 원주민의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었는데, 1835년에는 65명이 

죽었고 3년 후에는 대략 80명만이 남아있었다.33) 역사학자 제임스 본윅

(James Bonwick)에 따르면 그가 1859년에 오이스터 만에 도착했을 때, 

오직 9명의 여성과 5명의 남성, 총 14명의 원주민만이 살아남아 있었고 

32) Ryan, Ibid., p. 251.

33) Moses, “An Antipodean Genocide?”, p. 99.

[그림 2] 1860년에 생존했던 14

명의 태즈메이니아 원주민 중 9명의 

단체 사진(맨 오른쪽에 앉아있는 

사람이 트루가니니임) 

(출처: Lyndall Ryan, Tasmanian 

Aborigines, p.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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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에는 마지막 태즈메이니아 원주민 남성이었던 래니34)와 마지막 

여성인 트루가니니35)가 있었다고 한다. 태즈메이니아 원주민들은 검은 

전쟁, 포획과 추방, 감금의 과정에서 살인, 학살, 질병, 기후, 식단 문제에 

노출되었고 결국 그들은 절멸했다.36) 결국 1869년에 태즈메이니아 순수 

혈통의 마지막 남성 래니가, 1876년에 마지막 여성 트루가니니가 각각 

사망하면서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들에게는 언제나 멸종될 종으로서 

‘마지막’과 ‘순수 혈통’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그들은 멸종의 상황 

속에서 과학적·인종적으로 타자이자 

약한 존재이며 인간의 진화와 인간의 

단계를 증명하는 과학적이고 호기심의 

대상으로서 식민제국의 한정된 

자원으로 취급받았다. 과학자들은 

태즈메이니아 원주민들의 유해를 

소유하고자 했다. 1869년에 마지막 

태즈메이니아 원주민 남성이었던 

34)  래니는 래인(Lanne)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다. 그는 1835년에 코얼 강 
(Coal River)에서 태어나 1842년에 가족과 플린더스 섬으로 이동했다. 호바 
트 타운 남쪽 오이스터 만으로 이동한 래니는 1847년 12월 28일에 퀸즈 고 
아원(Queen’s Orphan Asylum)에서 성장하면서 교육을 받았다. 래니는 똑
똑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독교 교육을 받았고 프로테스탄트로 개종
했다. 1853년 1월에 태즈메이니아의 농부 윌리엄 럼니(William Rumney)의 
견습 생이 되었으며, 그 후 다시 고래잡이배의 선원으로 생활했다. 평소 래
니는 맥 주와 럼주에 빠져있었고 몇 주 후에 콜레라성의 설사병에 걸려 치료
를 받다가 3월 3일에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사망했다. Stefan Petrow, “The 
Last Man: The Mutilation of William Lanne in 1869 and its Aftermath”, 
Aboriginal History , 21(1997), pp. 93-95; Ryan, Tasmanian Aborigines 
, pp. 254255, 261. 

35) 트루가니니는 트루카니니(Trukanini와 Trucanini)와 트루거나너(Truger-
nanner)라고도 알려져 있다. 그녀는 1812년에 라이루쿼니(Lyluequonny) 
씨족의 족장이었던 메이저너(Mangerner)의 딸로 태어났다. 트루가니니는 
1829년에 우라디(Woorraddy)와 결혼했으며, 우라디는 1847년 이후에 죽었
다고 알려져 있다. 트루가니니는 1874년 겨울부터 정부의 보호를 받으며 호
바트 맥쿼리 거리(Macquarie Street)의 댄드리지(Dandridge) 가족의 집에서 
보호를 받으며 살았고 1876년에 죽었다. Ryan, Ibid., pp. 268-269

36) Breen, “Extermination, Extinction, Genocide”, pp. 78-86.

[그림 3] 윌리엄 래니와 

트루가니니

(출처: http://collectionsearch.

nma.gov.au/ce/

Truganini?object=31456) 

(검색일: 2017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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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니가 죽은 후에 래니의 시체와 무덤이 훼손되는 ‘래니 스캔들(Lanney 

Scandal)’이 발생했다. 유럽인들에 의해 마지막 태즈매니안이자, 순수 

혈통의 ‘태즈메이니아의 왕(King of the Tasmanians)’ 또는 ‘킹 빌리

(King Billy)’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던 래니는 1869년 3월 3일에 

호바트 시내의 종합병원에서 죽었다. 당시 호바트 종합병원의 명예 

공중보건의였던 윌리엄 로데윅 크레더(William Lodewyk Crowther)

는 그의 아들 아서 빙엄 크레더(Arthur Bingham Crowther)와 호바트 

종합병원의 영안실에 몰래 들어가서 래니의 두개골을 잘라 가지고 

나왔다. 래니의 머리가 있었던 자리에는 다른 사람의 머리가 놓여 있었다. 

윌리엄 크레더는 스코틀랜드인 교사였던 토마스 로스(Thomas Ross)의 

두개골을 래니의 두개골이 있던 자리에 놓았고 그 위에 벗겨진 래니의 

피부를 덮어 놓았다. 

크레더는 런던 왕립외과대학의 헌터박물관을 대표하는 사람이자 

태즈메이니아 왕립협회(Royal Society of Tasmania)의 회원이기도 

했다. 또한 그는 헌터박물관의 관리 위원이었던 윌리엄 헨리 플라워

(William Henry Flower)와 친분이 있었다. 크레더는 플라워를 위해 종종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의 해골을 수집했고 래니의 두개골 역시 플라워에게 

보내고자 했다. 크레더는 플라워에게 보내는 편지에 래니의 골격을 

‘아주 특별한 두개골’이라고 묘사했다. 또한 편지에 담긴 내용에 따르면,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은 곧 멸종할 것이므로 그들의 유해는 수집의 

지속성과 독특성을 보장한다고 언급했다. 즉 래니의 뼈는 아주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37)

이 사실을 알게 된 태즈메이니아 왕립협회 회원 몰튼 알포트(Morton 

Allport)는 호바트 종합병원의 외과의사인 조지 스토켈(George Stokell)

에게 래니의 손과 발을 보호하라고 지시했고 두개골을 제외한 나머지 

유해가 잘 매장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3월 6일 래니의 친구들과 대중들은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줄 모른 채 손, 팔, 발을 넣어 잘 봉한 관을 가지고 

성(聖) 데이비스 교회(St. Davis’s Church)로 향했다. 그러나 그날 

37) Helen MacDonald ed., Human Remains: Dissection And Its Histories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6), p.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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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스토켈은 관이 들어있는 무덤을 파헤쳤고 래니의 나머지 유해와 

피부를 가져갔다. 무덤 도굴 행위와 래니의 유해가 도난당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38) 래니의 신체는 당시 태즈메이니아의 7대 

식민장관(Colonial Secretary)이었던 리차드 드라이(Sir Richard Dry)

와 태즈메이니아 왕립협회가 독차지하려고 감시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었다. 크레더는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의 중요한 신체를 영국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전부터 드라이에게 여러 번에 걸쳐 원주민의 

유해를 얻을 수 있도록 약속해 줄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전했지만 

거절당했다. 이것은 래니가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39) 크레더와 달리 

식민장관 드라이와 태즈메이니아 왕립협회의 주요 인물이었던 제임스 

윌슨 애그뉴(Sir James Willson Agnew)와 알포트는 아주 가치 있는 

유해로서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의 신체를 태즈메이니아에서 소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40)

마지막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이었던 래니의 죽음은 대중의 관심을 받았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래니의 사건을 계기로 1869년 10월 22

일에 태즈메이니아에서는 인체해부학의 폐해를 인식한 대중의 지지로 

‘해부실습 규제법(An Act for Regulating the Practice of Anatomy)’

이 제정되었다. 영국의 1832년 해부법을 참고한 1869년 태즈메이니아 

해부법은 서문과 14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1869년 법은 1832

년 법의 주요 내용인 해부학상의 검시를 위한 공식 허가증 체제, 신체의 

합법적인 공급과 분배를 위한 감독관 임명, 그리고 제한된 시간-영국의 

경우에는 48시간, 태즈메이니아의 경우에는 24시간-이내에 죽은 사람의 

친척과 가족 또는 죽기 전 당사자의 유언에 따라 해부 동의와 반대를 

38) MacDonald, Ibid., p. 137; Fforde, Collecting the Dead, pp. 45-46; Ryan, 
Tasmanian Aborigines, pp. 264-267; Petrow, “The Last Man”, pp. 96-
99.

39) Helen MacDonald, “A Scandalous Act: Regulating Anatomy in a Brit-
ish Settler Colony, Tasmania 1869”, Social History of Medicine, 20-
1(2007), p. 40.

40) MacDonald, Human Remains, p.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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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할 수 있는 법 조항들을 답습했다.41)

1869년 법에서는 3조, 4조, 5조항의 내용들을 주목해야 한다. 

태즈메이니아 해부법의 3조와 4조에 따르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유언집행자, 남편 또는 아내, 가장 가까운 친척 둘 이상의 증인들 앞에서 

구두로 또는 문장으로 죽은 후에 해부를 원하고 또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그는 해부되지 않았다. 또한 죽은 이의 살아있는 남편 

또는 아내와 친척들이 죽은 사람의 시체가 해부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도 이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그들에게는 시체 기부와 해부의 동의, 

즉 선택권과 자기 신체 보호권이 주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3

조의 규정대로 본다면 래니는 친척들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태를 막지 

못했다. 그리고 5조에 따르면 태즈메이니아 

해부법은 죽은 이의 가족에게 죽음을 알려 

해부될 것인가에 관한 여부를 확인하는데 

24시간이 주어졌다. 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요청이 없다면 죽은 이는 

해부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람이 죽었을 때, 가족 구성원에게 그 또는 

그녀의 죽음을 알리는 공무상의 조치가 

없었고 죽음을 알리는 데에 24시간은 매우 

촉박한 시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이 

지나면 죽은 사람은 해부될 수밖에 없었다. 

5조의 내용은 래니의 시체를 훔친 크레더가 

내세웠던 주장으로, 해부학을 원하고 유해를 

수집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시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해주는 조항이었다.42)

1869년 법은 영국의 해부법을 참고했지만 

41) MacDonald, “A Scandalous Act”, pp. 48-51; Norman M. Keith, Thomas 
E. Keys, “The Anatomy Acts of 1831 and 1832: A Solution of a Medical 
Social Problem”, AMA Arch Intern Med, 99-5(1957), p. 688.

42) The Anatomy Act (1869)(TAS) 3, 4, 5; MacDonald, Human Remains, pp. 
165, 180-181

[그림 4]1904-1947년까지 

전시된 트루가니니의 유해

(출처: http://

tasmanianamusing.

blogspot.kr/

http://www.olestig.dk/

english/index.html (검색일

: 2017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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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내용들은 태즈메이니아의 상황에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제정된 것이었다. 이러한 조항은 사실상 태즈메이니아 원주민 유해를 

수월하게 획득할 수 있게 해주었다. 더욱이 해부학 실습용의 시체를 얻기 

위해 살인이 발생할 정도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었던 당시 영국과 달리, 

태즈메이니아에서는 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적었고 식민지 의사들이 

해부할 시체가 부족하지도 않았다.43)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부법이 

불리하게 제정된 것은 유물로서 마지막 태즈메이니아 원주민 유해의 

중요성이 부각됐기 때문이었다.44) 더욱이 타자의 몸을 도구로 여겼던 

19세기 과학은 과학적 인종주의의 지식을 생산시켰고 인종에 대한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담론을 만들어냈으며 원주민들을 ‘열등’한 ‘타자’로 

만들었다. 두장폭지수(cephalic index)의 방법, 비교해부학(Comparative 

Anatomy), 두개골과 각종 신체의 뼈를 측정하는 두개골학(Craniology), 

체질인류학(Physical Anthropology), 골상학(Phrenology) 등의 

인체측정학(Anthropometry)의 발달로 학자들은 인간 종의 문화와 지적 

능력을 다양하고 주관적으로 분석하고 분류했다. 여기서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은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었다.45)

1869년 태즈메이니아 해부법은 사실상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래니의 

시신 훼손 사건을 접한 트루가니니는 자신이 죽으면 분명히 자신의 유해가 

없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녀는 자신의 친구였던 목사 헨리 드레서 

아킨슨(Henry Dresser Atkinson)에게 당트르카스토(D’Entrecasteaux) 

해협의 가장 깊은 곳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부탁했다. 트루가니니는 자신이 

죽은 후 자신의 시체에 누구도 손대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78년에 태즈메이니아 왕립협회는 그녀의 

무덤을 끝내 파헤쳤고 해부학 교수였던 리처드 제임스 아서 베리(Richard 

James Arthur Berry)가 있는 멜버른으로 그녀의 유해를 보냈다. 

트루가니니는 1888년 멜버른 박람회에서 전시되었고 1904년부터 1947

년까지 왕립협회의 태즈메이니아 박물관 및 미술관(Tasmanian Museum 

43) MacDonald, “A Scandalous Act”, pp. 40-42.

44) MacDonald, Human Remains, p. 138.

45) Nancy Stepan(ed.), The Idea of Race in Science: Great Britain, 1800-
1960 (Oxford: Macmillan, 1982), p. 97; Cove, What the Bones Say, pp. 
45-46; Stephen Jay Gould, 김동광 역, 『인간에 대한 오해』 (서울: 사회평
론, 2003), 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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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rt Gallery)에 전시되었다. 래니와 트루가니니의 유해는 백인들의 

과학의 승리를 의미하는 일종의 전리품이었다.46)

 Ⅳ. 2004년 인체조직법의 제정과 유해 반환

영국의 148개 연구기관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대략 61,000구의 

인간유해가 132개의 기관에 보관되어 있다. 영국의 개인 갤러리와 

박물관, 병원, 고고학, 인류학 그리고 해부학과와 관련된 공공 기관에서는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을 포함해 세계 모든 곳의 원주민들의 유해를 

수집했다.47) 특히 자연사박물관은 전 세계의 인종과 500,00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수집된 완전하게 보관된 해골에서부터 손가락 뼈 하나까지 

19,950개의 다양한 인간유해의 표본을 보유하고 있다.48) 오늘날까지도 

과학자들은 인간유해를 통해서 인간의 기원, 인구의 다양성, 인구의 

분산, 과거의 사람들이 살았던 당시의 환경들을 연구하고 기록하고 

있다. 수많은 인간유해 가운데에서도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의 유해는 

학자들에게 특별하고 독특한 연구 자료였다. 태즈메이니아 원주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고립된 채 생활해왔다는 이유로 유전적으로 가까운 

본토 오스트레일리아 대륙과 다른 지역의 인간과 많이 달랐으며 더 큰 

주목을 받았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마지막 순수혈통의 태즈메이니아 

원주민 남성 래니와 여성 트루가니니의 유해는 신기한 생김새로 관심을 

46) Lyndall Ryan, “The Struggle for Trukanini 1830-1997”, Tasmanian 
Historical Research Association Papers and Proceedings, 44-3(1997), 
p. 161; Ryan, Tasmanian Aborigines, pp. 263, 270; MacDonald, Human 
Remains, pp. 88, 123; Karen Fox ed., Maori and Aboriginal Women in 
the Public Eye: Representing Difference, 1950-2000 (Canberra: ANUE 
Press, 2011), p. 4.

47) Jeanette Greenfield ed., The Return of Cultural Treasur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p. 157; Fforde, Collecting the Dead, 
p. 1; Fforde, “English Collections of Human Remains”, pp. 1-4; N. J. B. 
Plomley, “Tasmanian Aboriginal Material in Collection in Europe”, The 
Journal of the 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of Great Britain and Ire-
land, 91-2(1961), pp. 221-227; 이 외에 유해 수집가들의 예시는 Helen 
MacDonald, Human Remains, pp. 96-135와 Turnbull, “Scientific Theft 
of Remains”, pp. 95-96 참고.

48) Jenkins, Contesting Human Remains in Museum Collections,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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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었던 호기심의 대상이자 인간 종의 기원을 밝히는 열쇠로서 과학적 

연구에 중요했으며 박물관에 소장될 가치가 있었다. 

영국에서 발생한 한 사건을 계기로 하여 원주민의 유해 반환 문제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다. 1990년대에 리버풀 왕립아동병원[Royal Liverpool 

Children’s Hospital(Alder Hey)]과 브리스톨 왕립병원(Bristol Royal 

Infirmary)에서 사후 부검된 어린이들의 조직이 보관되어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건은 1832년 해부법에서 ‘동의(consent)’의 개념을 

규정한 이래로 부모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었다.49) 영국에서 

이러한 사회적 문제였던 ‘알더 헤이 오건 스캔들(Alder Hey Organ 

Scandal)’은 유해의 수집과 보관에 대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과거 식민지시기에 발생한 원주민의 유해 반환 문제가 이 사건에 

‘편승(piggybacking)’되어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신체, 신체일부분, 

장기, 조직을 보관하는 사회 문제를 잠재우고 원주민의 유해 반환에 

대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영국에서는 2004년에 인체조직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2004년에 영국에서 제정된 인체조직법은 1832년 

해부법에서 유래한다. 1832년 해부법은 152년간 유지되었고 1984년에 

한차례 개정되었다가 2004년에 인체조직법으로 대체되었다.50)

1999년 영국 노동당 정부는 문화재 소유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원특별위원회(House of Commons Select Committee)를 만들었고 

특별히 인간유해와 관련된 문제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문화미디어스포츠부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를 지정했다. 인간유해의 

반환법을 지지하고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던 예술부장관 앨런 

하워스(Alan Howarth)는 2001년 5월 인간유해에 관한 특별조사위원회

(The Working Group on Human Remains)를 구성했다. 인간유해에 

관한 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2003년 10월에 『인간유해 특별조사보고서

49) Samuel J. M. M. Alberti ed., Morbid Curiosities: Medical Museums in 
Nineteenth-Century Britai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p. 205; Jenkins, Ibid., pp. 25-32.

50) Samantha Taylor, David Wilson, “The Human Tissue Act (2004), Ana-
tomical Examination and the Importance of Body Donation in Northern 
Ireland”, Ulster Medical Journal, 73-3(2007), p. 124; Jenkins, Ibid.,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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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Human Remains)』를 

제출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간유해 특별조사보고서』의 내용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51) 그리하여 계속 불거지고 있는 원주민 유해 

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의 의회에서는 ‘인체조직법안(Human 

Tissue Bill)’에 대해 논의했다. 이 법안의 목표 중의 하나는 영국의 

국립박물관으로부터 인간유해를 반환시키도록 하는 것이었다.52) 마침내 

2004년 인간유해의 처분을 허용하는 인체조직법53)이 가결되면서 2006

년 4월부터 잉글랜드, 웨일즈와 북아일랜드에서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다. 

스코틀랜드는 자체적으로 인체조직법을 마련했다. 

인체조직법과 함께 설립된 인체조직관리공단(Human Tissue Authority)

은 인간유해와 조직의 제거, 보유, 사용을 규정하고 처분에 대한 

모든 문제를 단속했으며 박물관 측에서 수집품인 인간유해를 어떻게 

다뤄야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했다. 더 나아가 문화미디어스포츠부와 

박물관협회(Museum Association)에서 마련한 『박물관의 인간유해 

관리지침(Guidance for the Care of Human Remains in Museums)』

은 인간유해를 책임지고 주의를 기울여 사용하며 모든 나라를 총망라해 

인간유해를 반환해야한다는 시사점을 남겼다.54)

영국의 다수의 박물관과 각종 기관에 보관되어있는 많은 원주민의 유해는 

51) Hansard, vol. 413, cc11-2, 2003. 11. 10.

52) Hansard, vol. 416, cc307-8W, 2004. 1. 6.

53) 인체조직법은 다섯 가지의 주요한 목적과 의의를 가진다. 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법은 친척 또는 부모의 동의 없이 특정한 목적과 연구를 위해서 
인간의 신체, 신체일부분, 장기, 조직 등을 취할 수 없다. 둘째, 이 법은 보호 
장치와 처벌을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동의 없이 조직과 장기의 보유로 초래된 
반복되는 곤경을 막을 것이다. 셋째, 이 법은 대중의 신뢰를 향상시킬 것이다. 
그 결과 사람들은 연구와 이식을 위해 조직과 장기의 가치 있는 사용에 기꺼
이 동의할 것이다. 넷째, 이 법안은 또한 신뢰를 향상시킬 것이다. 그 결과 연
구, 교육, 이식을 위해 적절하게 공인된 공급은 유지되고 향상될 수 있을 것이
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은 원주민 후손의 요청에 응하여 국립박물관에 소장
되어 있는 원주민의 유해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Hansard, vol. 416, 
cc984-1045 984, 2004. 1. 15; 그리고 상세한 법의 내용은 http://www.
legislation.gov.uk/ukpga/2004/30/contents (검색일: 2017년 10월 15일) 
참고.

54) Jenkins, Contesting Human Remains in Museum Collections, pp. 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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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과학 연구의 대상이기 때문에 

유해의 반환은 쉽사리 성사되지 못했다. 영국박물관(British Museum)과 

자연사박물관은 1963년에 제정된 영국박물관법(British Museum Act)

에 따라 인간유해의 처분을 반대한 대표적인 기관이다. 특히 2004년에 

인체조직법이 마련되기 전까지 영국박물관, 자연사박물관, 왕립외과대학

(Royal College of Surgeons), 옥스퍼드대학교(University of Oxford), 

케임브리지대학교(University of Cambridge)의 덕워스 컬렉션(the 

Duckworth Collection)과 스코틀랜드 국립박물관(National Museums 

of Scotland)을 중심으로 한 인간유해의 반환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55) 그 외에도 많은 기관들이 박물관의 전시품이자 과학 연구의 

대상이었던 인간유해의 반환과 처분을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영국박물관법에 따르면 박물관 신탁관리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박물관 

소장품은 특별한 이유 없이 처분될 수 없다. 이 법의 3조 4항에 따르면 

박물관 소장품의 처분에 대해서는 5조와 9조를 참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56) 영국박물관법의 유물 처분의 기준은 인간유해의 반환에 적용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2005년 11월에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센터

(Tasmanian Aboriginal Centre)가 영국 자연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17명의 태즈메이니아 원주민-16구는 어른이고 1구는 어린 소년이다. 16

구중에 4구는 여성이고 3구는 남성이며, 나머지 9구의 성별은 구분할 수 

없다-의 유해의 반환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2004년에 인체조직법이 제정된 이후에 박물관의 어떠한 소장품도 

매각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던 영국박물관법은 인체조직법 47조에 

따라 더 이상 반환 거부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인체조직법은 원주민 

55) Petroviæ-Šteger, Claiming the Aboriginal Body in Tasmania, p. 47. 

56) 5조 1항에 의하면 복제품, 사진과 같은 프린트된 복사물, 1850년대 이전에 만
들어진 물품이 아닌 것, 학생들의 흥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 있는 
소장품들은 박물관의 소장품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처분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다. 게다가 5조 2항에 따라 물리적 감모(減耗)에 의한 소장품과 박
물관에 피해를 주는 해로운 유기체들은 박물관을 유지하는 목적에 유용하지 
않으므로 이 역시도 처분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9조 1항과 2항에 의하면 몇
몇 박물관들의 신탁관리자들은 동산의 소유품을 서로 교환 및 거래할 수 있
고 교환한 소장품은 선물 또는 기증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British Museum Act (1963)(UK) 3(4), 5(1)&(2),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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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손의 요청에 응답하고 국립박물관에 소장된 원주민의 유해를 반환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인체조직법의 ‘인간유해의 매각에 대한 

권한’에 따른 47조의 1항에 제시된 9개 국립박물관-왕립무기고박물관

(Royal Armouries) 이사회, 영국박물관 신탁관리자, 제국전쟁박물관

(Imperial War Museum) 신탁관리자, 런던박물관(Museum of London) 

이사회, 국립해양박물관(National Maritime Museum) 신탁관리자, 현 

리버풀박물관(Museum of Liverpool) 이사회, 자연사박물관 신탁관리자, 

과학박물관(Science Museum) 이사회, 빅토리아앤앨버트박물관 

이사회-은 47조 2항에 따라 1000년 미만에 해당하는 유해를 반환하고 3

항에 따라 인간유해와 관련이 있는 물품도 함께 반환될 수 있도록 했다.57)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센터가 자연사박물관에 17명의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의 유해 반환을 요청했고 자연사박물관 이사회는 2006년 11월에 

유해 반환을 결정했다. 그러나 17명의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의 유해 반환 

이전에 자연사박물관의 책임자인 마이클 딕슨(Micheal Dixon) 박사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연구를 위해서 이들의 DNA 샘플을 채취할 것이라고 

발표하였고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했다.58) 본래 샘플을 채취하는 등의 

사후 검시적인 실험은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59) 인체조직법에 따라 

100년이 된 유해만 동의가 필요했다. 그리고 법의 효력이 발생하는 

2006년을 기준으로 인체조직법은 100년 미만의 유해와 조직에 한해 

인간유해관리공단에서 허가증을 발급받아야만 그것을 기관에서 책임 및 

보관할 수 있었다. 그러나 17명의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의 경우에 동의가 

57) Human Tissue Act (2004)(UK) 47(1)&(2); Liz Bell, “Museums, Ethics 
and Human Remains in England: Recent Developments and Implications 
for the Future”, Paul Turnbull & Michael Pickering, eds., The Long Way 
Home: The Meaning and Values of Repatriation (New York: Berghahn 
Books, 2010), p. 30.

58) Chris Davies, Kate Galloway, “The Story of Seventeen Tasmanians: the 
Tasmanian Aboriginal Centre and Repatriation from the Natural History 
Museum”, Newcastle Law Review, 11(2009).

59) Human Tissue Act (2004)(UK) 26(3)&(2)(e), 27(1); Davies, Gallo-
way, Ibid., p. 153; http://www.culture24.org.uk/history-and-heritage/
art41684 (검색일: 2017년 10월 15일); http://www.smh.com.au/news/
world/aboriginal-bones-coming-home/2007/05/11/1178390554490.
html (검색일: 2017년 10월 15일).



53

영국의 인간유해 수집에서 반환까지

이주사학회http://www.homomigrans.com

없더라도 DNA 샘플 채취가 가능했다. 왜냐하면 식민지시기에 약탈된 

신원미상의 유해들은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아 동의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양쪽 기관의 타협으로 DNA 샘플의 채취를 마친 후에야 

17명의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의 유해가 완전히 반환될 수 있었다.60)

V. 맺음말

이 논문은 인간유해 수집과 반환이라는 주제를 다루었다. 20세기 후반-21

세기 초반에도 식민주의의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식민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는 오늘날의 포스트 콜로니얼 시대에 식민 과거사의 

인정, 청산, 반성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포스트 콜로니얼 시대에 과거사의 인정과 청산, 식민국과 

피식민국 간에 발생하는 문제 중의 하나는 문화재 반환에 관한 것이다. 

‘문화재 전쟁’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18-19세기는 문화재 

약탈이 극심했던 시기였다. 영국의 경우에 엘긴 마블(Elgin Marbles)

과 로제타 스톤(Rosetta Stone) 등의 문화재 반환 논쟁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식민주의, 제국주의, 근대, 포스트 콜로니얼 

시대와 연관 짓는 박물관 연구의 진전 속에서 인간유해는 문화재 반환의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 일반적인 문화재와는 또 다른 차원의 중요한 

대상이자 신체적·정신적 학대가 더해진 제국의 식민 유산이자 상처를 

드러내는 소재로서 인간유해는 이제라도 보호받고 주목받을 필요가 있다. 

더욱이 문화재 약탈과 인간유해 수집 및 전시되었던 박물관은 근대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성장하고 제국을 대표하여 만들어진 공간이며, 식민 

유산의 상징적인 공간이다. 이러한 박물관, 근대, 포스트 콜로니얼이라는 

시공간의 결합에서 인간유해는 더 중요하다. 한편 인간유해 수집과 

반환이라는 주제는 영국만의 특수한 문제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지만 근대 

박물관의 성장, 문화재 약탈, 식민지 문제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적이 없는 

영국을 중심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영국의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의 유해 수집과 반환 문제를 연구 주제로 삼는 것은 의의가 있다.

60) Davies, Galloway, Ibid., p.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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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고에서는 19세기에 영국의 근대 박물관과 연구기관으로 

활발하게 수집되었던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의 유해가 포스트 콜로니얼 

시대에도 영국의 의과대학과 박물관 등 여러 곳에 보관되어 있고 실제로 

유해 반환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는 현실을 소개함으로써 끝나지 않은 

식민지 과거의 상흔을 보여주고자 했다. 이 밖에도 식민지 개척과 정복,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부정적 과거 역사는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수많은 과거사의 보상과 청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의 원주민들은 18세기에 영국이 

오스트레일리아로 식민지를 개척한 이후부터 오늘날까지도 식민지배의 

잔재로 고통 받고 있다. 원주민과 백인 간의 갈등은 영국함대가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에 온 1788년 1월 26일을 건국기념일로 

지정한 ‘오스트레일리아의 날(Australia day)’ 폐지, 원주민들의 존재를 

부정하고 최초로 오스트레일리아를 발견한 제임스 쿡 선장(Captain 

Cook)의 동상 철거 운동, 원주민 소유 토지문제, 원주민 마을 강제 

폐쇄 조치에 항의하고 원주민들의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원주민 청년 

클린턴 프라이어(Clinton Pryor)의 노력, 원주민의 말살을 주장하고 

두개골을 수집한 우생학자 리처드 베리의 이름을 딴 멜버른(Melbourne) 

대학의 건물명 개칭 운동, ‘잃어버린 세대 또는 빼앗긴 세대(the stolen 

generation)’라고 불리는 이들의 보상 문제 등에서 그 현실을 알 수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저명한 역사학자 헨리 레이놀즈(Henry Reynolds)

와 린들 라이언(Lyndall Ryan)은 잊혀져간 원주민 절멸과 학살 사실을 

규명하여 어두운 과거의 흔적을 없애고 올바른 역사를 바로 잡아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영국이 케냐(Kenya)의 

마우마우(Mau Mau) 봉기의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영국의 잔혹한 행위를 

사과하고 손해배상을 한 선례를 참고하고 식민지 유산이 남아있는 한 

앞으로 과거 식민주의로부터 오늘날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숙명여자대학교, jyn08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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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국의 인간유해 수집에서 반환까지: 

오스트레일리아 태즈메이니아 원주민 사례

장 예 나

2000년 7월 4일에 오스트레일리아의 존 하워드(John Howard) 총리와 

영국의 토니 블레어(Tony Blair) 총리가 런던에서 만나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공동체에게 인간유해를 반환할 것이라는 공동 선언을 했다. 

이후 2004년 영국의 문화미디어스포츠부의 주도 아래 인체조직법이 

제정되었다. 인체조직법은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오스트레일리아에 

식민지 과거를 직접 보상하고자한데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 법을 근거로 2007년에 런던의 자연사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던 

17명의 오스트레일리아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의 유해가 반환되었고, 

인간유해 수집과 반환에 관한 현실이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럼에도, 

영제국시기에 제국과 식민의 상징인 박물관에 수집 및 보관되었던 

수많은 오스트레일리아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의 유해는 오늘날 포스트 

콜로니얼 시대에도 영국의 많은 유명 박물관, 갤러리, 각종 과학과 

의학 연구기관에 보관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영제국의 식민지였던 

오스트레일리아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의 유해가 어떠한 이유와 경로로 

과거 영제국 박물관의 유물이 되었고 오늘날 포스트 콜로니얼 시대에는 

유해 반환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식민지 과거사 청산 문제와 함께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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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om the Britain’s Collection of Human Remains Until the 

Repatriation

- The Case of the Australia Tasmania Aborigine -

Jang Yena

John Howard(Prime Minister of Australia) and Tony Blair(Prime 

Minister of United Kingdom) met on July 4, 2000 in London. They 

concluded the joint declaration about Australia aborigine’s remains 

repatriation. After then, ‘Human Tissue Act’ legislated under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of United Kingdom in 2004 

would be resolved the problem on the repatriation of the Tasmania 

aborigines’ remains. But, this act was not originally for settling 

liquidation of the past which Tasmania aborigines have suffered. 

The ‘2004 Human Tissue Act’ added more details on the repatriation 

of the Tasmania aborigine’s remains which was preserved in the 

Museum of the Britain. The 17 Tasmania aborigine’s remains 

which was preserved in Natural History Museum of London were 

repatriated in 2007 with application of the ‘2004 Human Tissue 

Act’. Although, a lot of Australia Tasmania aborigine’s remains 

which had been collected from and kept in British Empire has been 

preserved in United Kingdom’s well-known museums, galleries, 

various scientific fields and medical research institution so far. This 

study was examined overall progress from the British’s collection of 

Australia Tasmania aborigine’s remains in 18-19th century(British 

Empire era) to the Australia Tasmania aborigine’s repatriation 

request of their ancestors’ remains attaching with liquidation of the 

colonial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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