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르
호모 에르가스

특집 더 알고 가기

170만 년 전
250만 년 전~
살았던 시기:
0~1,100 ㎤
두뇌 크기: 70
라져 나와 진화
빌리스에서 갈
살
특징: 호모 하
와 동시대에
호모 하빌리스
한 고인류로,
컸으며 더
뇌용량이 훨씬
다
보
들
그
,
만
았지
. 현재 호모 에
화를 지녔었다
진보된 석기 문
에 있다.
종인지 논쟁 중
렉투스와 같은

얼굴로 본 인류의 진화
약 700만 년 전 나타난 인류의 조상들은, 수백 만 년 동안 아프리카는 물론,
전 대륙을 누비며, 진화를 거듭해 왔어요. 우리 인류의 조상들에는 누가 있었고,

시세로 모라에스
브라질의 ‘인류 및 치과 법의학 협회’에
서 활동하는 3D 그래픽 전문가로, 고인
류 화석 얼굴 복원 전문가이다. 이 그림
들은 이탈리아 파도바 대학의 니콜라
카라라 교수, 브라질 인류학 박물관의
산토스 교수와 함께, 고대 인류의 머리
뼈 화석을 토대로 복원한 것이다. 그의
홈페이지(www.ciceromoraes.com.br)
에 가면 더 다양한 작품들을 볼 수 있다.

또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그들의 얼굴을 통해 만나 볼까요?
※이 페이지에 실린 고대 인류 얼굴 복원 그림들은 브라질의 3D 그래픽 전문가, 시세로 모라에스
(Cicero Moraes)의 그림으로 <과학소년>에 실리는 것을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s.com.br
w.ciceromorae
일러스트/ ww

호모 에렉투스

고대 인류의 얼굴 복원 과정은 어떻게 이뤄질까?

살았던 시기: 180만~10만 년 전
두뇌 크기: 850~1100 ㎤

머리뼈 화석을 다양한 각도에서 스캔한 후, 3차원 지도를 얻는다. 사람이나 다른 유인원들의

특징: 뇌도 커지고 털이 거의 사라졌으며, 얼
굴형은 현재 인류와 큰 차이가 없다. 아프리
카를 벗어난 최초의 고인류로, 150만 년 전에

얼굴과 비교해 가며 머리뼈를 감싸고 있는 근육과 눈, 코 등을 복원한다. 마지막으로 피부색
과 털이 난 정도는, 그들이 살았던 시기, 발견된 지역의 기후와 환경 등을 토대로 복원한다.

유럽은 물론,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아시아까
지 진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경인, 자바
인, 우리나라의 구석기인 등 아시아 고인류가
여기에 속한다.
일러스트/ www.ciceromoraes.com.br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

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

호모 하빌리스

호모 사피엔스(현재 인류)
살았던 시기: 20만 년 전~현재
두뇌 크기: 약 1,350 ㎤

raes.com.br
일러스트/ www.ciceromo
일러스트/ www.c
iceromoraes.com
.br

raes.com.br
일러스트/ www.ciceromo

300만 년 전
살았던 시기: 350만 년 전~
두뇌 크기: 380~430 ㎤
고대 인류 ‘루시’가 속한 종
특징: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남쪽 원숭이’란 뜻이다. 강
으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가
크기와 턱이 튀어 나온 정도
인한 턱을 지녔으며, 뇌의
다.
걸었
처럼 두 발로
침팬지와 비슷하다. 현재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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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았던 시기: 230만
년 전~140만 년 전
두뇌 크기: 363~60
0㎤
특징: 오스트랄로피
테쿠스보다 뇌가 커지
고, 턱도 많이 들어가
현재 인류와 비슷한
얼굴형을 지녔다. 호
모 하빌리스는 ‘손재
주가 있는 사람’이란
뜻으로, 최초로 도구
를 사용했다는 주장
이 많았다. 하지만 최
근에는 호모 하빌리
스
보다 더 이전에 도
구를 쓴 고인류 화석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가르히)이 발견됐다
.

40만 년 전
살았던 시기: 60만 년 전~
두뇌 크기: 1,100~1,400 ㎤
투스에 포함됐으나,
특징: 발견 당시, 호모 에렉
다른 종으로 분류됐
뇌와 골격의 크기가 달라
가 고인류 중 가장
다. 평균 키는 180 ㎝로, 체구
데르탈인의 공통
컸다. 호모 사피엔스와 네안
조상일 가능성이 높다.

일러스트/ www.ciceromoraes.com.br

특징: 현재 인류는 사고, 추리, 논리를
담당
하는 뇌의 앞부분인 전두엽이 발달했다
.피
부색은 황색, 검은색, 하얀색 등 사는 지역과
기후에 따라 다양하다. 예전에는 네안데
르탈
인과 완전히 다른 종이라고 생각했지만,
최
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에게 네안데르
탈인
의 유전자가 섞여 있음이 밝혀졌고, 현재
는
네안데르탈인과 다른 종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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