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족에 대한 문제1)

 1) 유전의 법칙

  분류 기준은 피부색(skin color), 얼굴 면적(head space), 코(nose) 및 머리카락의 형태

(hair style) 등에 근거하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의 인종이 존재하므로, 정확하게 인종을 구분하

는 것은 어렵다. 현재는 인종을 백인종(Caucasoid), 황인종(Mongoloid), 흑인종(Negroid), 호주

인(Australoid)으로 구분하고 있다. 피부색과 골격은 인구 이동에 따라 후천적으로 우성 인자들

이 집중되어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는 개체 변이로서, 종의 변화인 대진화

와는 무관하게 같은 종 내에서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유전자의 분화 능력을 말한다. 여기서 피부

색은 단지 멜라닌 색소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진해지거나 밝아진다. 

  성경에 의하면, 오늘날 지구상의 모든 인류는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들과 그들의 

아내로부터 기인하며, 그 이전의 기원은 아담과 이브로 거슬러 올라간다. 실제로 단일 지역 발생

설을 주장하는 진화론자들도 여러 인종들이 각기 다른 기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에는 견해

가 일치한다. 

  오늘날 다양한 모습을 지닌 인종과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가

장 두드러진 특징은 피부 색깔에 관한 것이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피부 색깔을 가진 다양한 인

간들이 살고 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사실상 단 한 가지 피부 색소만 존재하는데, 그것은 멜라

닌(Melanin, M) 색소이다. 사람이 멜라닌을 조금만 만들어 내면 유럽계 백인이 되며, 다량의 멜

라닌을 만들어 내면 검은 피부가 된다. 물론 중간 정도인 갈색 피부의 사람도 될 수 있다. 

  다른 피부 색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쩌면 색소 유전자를 잃어버렸다는 표현이 더 맞을 가능

성도 있다. 우리는 기껏해야 노아의 대홍수 때 살아남은 8명의 가족들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았

을 뿐이다. 그러므로 홍수 이전의 사람들에게는 더 풍부한 유전 정보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또는 반대로 물 층이 없어지면서 다양한 색소 작용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다. 

  멜라닌 색소의 주요한 기능은 자외선과 같은 태양 광선의 유해 파들을 차단해 주는 것

(Sunscreen)으로, 이 색소가 적을수록 나이가 들면 피부 손상과 노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 특

히 멜라닌 색소가 적은 백인들은 40세가 넘어가면 얼굴에 피부 손상이 심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제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다양한 피부 색깔이 생겨나게 되었는지 설명해 줄 수 있는 몇 

가지 관찰을 해 보자.2) 피부색은 적어도 2조( ) 개의 유전자로부터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이것을 A와 B로 부르고, 여기에 대하여 잠재되어 있는 유전자는 a와 b로 부르기로 하자(이 경우 

소문자는 소량의 멜라닌을 나타내는 열성 인자 암호이다). 그러므로 결혼하여 오직 검은 피부의 

2세만을 낳는 검은 피부의 사람은 AABB로 표시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백색 피부를 지닌 사람

의 경우는 aabb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펀넷 구획(punnet square)’으로 흑백 혼혈(AaBb)인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를 보면, 다음의 그림처럼 놀랍게도 단지 한 세대 동안에 완전한 백인으로부터 완전한 흑

1) 양승원, [성경과학파노라마], 성경과학연구소 2020, 5장 참고 
2) 여기서 피부 색깔이라는 의미는 엄밀히 말해 하나의 피부 색깔에서 나오는 다른 색조를 의미한다.



이르기까지 모든 범위를 망라한 피

부 색깔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특별

한 유형의 중간 갈색 피부를 지닌 양친

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AABB (MAMAMBMB)를 지닌 자녀들은 

피부에 밝은 색조가 전혀 없는 유전자를 

지닌 완벽한 흑인이다. 만일 그들이 결

혼하여 그들의 후손들이 절대로 다른 피

부 색깔을 지닌 사람들과 결혼할 수 없

는 지역으로 이주한다면, 그들의 모든 자녀들은 검은 피부일 것이다. 즉 완전한 흑인 혈통이 되

는 것이다.

  aabb (mAmAmBmB)의 사람들은 흰 피부이다. 만일 그들이 서로 결혼하여 다른 피부 색깔의 

사람들과 결혼할 수 없는 지역으로 이주한다면, 그들은 완전한 백인의 혈통이 되는 것이다. 그들

은 검게 되도록 하는 유전자, 즉 다량의 멜라닌을 만들 수 있는 유전자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

므로 두 사람의 중간인 갈색 피부를 지닌 양친으로부터 모든 피부색깔을 가진 인종들이 가능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외 토픽으로 가끔씩 소개되는 흑백 쌍둥이가 그 증거이다.3)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 메일은 2006년 2월 21일자 기사에서4) 흑백 쌍둥이에 관한 기사를 소

개하였는데, 쌍둥이 자매(Kian & Remee)의 아빠 

레미 호더(17세)와 엄마 카일리 호그슨(19세)는 모

두 혼혈 갈색 인종(mulato brown)이다. 이는 한 

세대 만에 흑인과 백인이 모두 가능하다는 것을 보

여주며, 자신을 닮은 유색 인종도 펀넷 구획 안에

서 AabB (mAmAMBMB), aABb (mAmAMBMB), 

aaBB (mAmAMBMB), AAbb (MAMAmBmB)와 같은 

자녀들이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셈, 함, 야벳으로부터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자유로이 서로 결혼하고 자연스럽게 결합

하여 왔다면, 지금과 같은 다양한 인종의 조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3) BBC 뉴스 ‘Black and white twins born’ 참조영상 http://news.bbc.co.uk/2/hi/7524319.stm
4) http://www.dailymail.co.uk/news/article-377839/Black-white-twins.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