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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政下의 中等學校 體育敎育 發展過程에 對한 考察

-男學生 커리뮤럼을 中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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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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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iE 學校體育 中 가장 根幹을 이루고 있는 것이 中等學校 體育이 라고 보겠다. 그 理由로

서는 發育發達이 가장 왕성한 좁少年期의 數育을 담당하고 있는 機關이 中等學校야기 해문

이다.

中等學校에서는 이들 좁少年들을 어떠한 方向으료 敎育하고 또한 어떼한 形態로 이끌어

나가야 하는가 ? 하는 方法을 제 시하고 이 方法에 부응하는 學習資源、이 곧 敎育課￥뭄이 라고

보겠다‘-

。1 렌 한 中等學校의 體育敎育課程에 對하여 光復以後부터 班究되꺼 ’시작하였으나 日政下

〈受難期)에 있어서의 中等學校 體育敎課의 發展過程에 對한 昭究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實

情이다. 61 련 動機에서 筆者는 H政下에 있어서의 中等學校 體育數育의 發展過程을 살펴보

기로 한 것어다.

한펀 學校敎育은 各 個A의 社會生活과 經濟生活을 떼나서는 成立할 수 없다고 보며 文

化의 흐릅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없다고 보겠다. 이와같은 複雜한 國民의 生活을 背景흐로

成立된 體育 敎育計劃을 正確히 알고 未來의 敎育形態를 올바르게 洞察하기 위하여는 지난

날의 體育의 후픔을 찰 把握하여야 하고 면밀히 分析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체육사 연

구의 기초자료로서 體育思想의 歷史的 隔究에까지 影響을 미칠수 있다. 本 論文의 內容은

1911年'"'-'1945年 사이 에 中等學校 數科課程이 改正될 때 바다 그 當時(時代)의 社會的 思、想

的 政治的 國際的인 背등~이 무엇이였 6며 어떼한 目標를 가지고 어떻게 형성되었는가흉 究

明하는데 主眼點을 두었다.

特허 그 當時 學校의 體育은 오랫동안 體操科혹서 敎育課程속에서 重要한 位置를 차지하

고 있었고 또한 第二次 世界大戰中에 體鍵科라고 改稱되었다. 이와같은 名稱의 變化는 말

할 것도 없이 數材의 目樞와 內容의 變化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보겠오며 이같은 變選過

程을 把握하묘로서 體育의 內容과 實際의 指導方向 等을 詳細히 把握하게 될 것이며， 또한

中等學校 體育의 공과를 판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쟁규究 方法에 있어서는 日制時下의 學校數育制度와數育課程中에서 體育이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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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位置와 이것이 어떠한 發展過程을 밟았으며 어떠한 形態로서 改正되어 왔는가를

明確하게‘ 究明하고 더 나아가서는 敎育課程의 制定 및 改定 經繹와 歡育課程의 性格과 敎材

內容. 特徵및 敎材의 配當等을 그당시의 문헌을 中心으로 상세 히 分析 檢討하였다.

1. 朝蘇敎育令과 高等 普通學校의 體育敎育

1) 朝蘇敎育令과 體育

日帝는 우리의 國權을 쫓取해 總督政治를 실시하게되자 1911年 8月 23 日 劇令 第299號록

朝蘇敎育令을 公布하고 우리의 各級 學校規則을 같은 해 10月 20 日 總督府令￡로 制定하

였다.

이 敎育令을 公布하기에 日帝는 후진국으료서의 韓國의 數育을 時代的 經濟的 寶情에 맞

추어 실시한다는 허울좋은 實用主義의 간판을 내세웠지만 獨立思想을 念慮하여 없錄的이고

릅從的δ1며 무기력한 人間을 훨求하는 植民地敎育에 看眼하여 短期年限制의 敎育令을 實施

한 것이다. 한펀 各級學校 等을 可能한 限 적게 세워 우리에게 學問의 機會를 주지 않은

것은 꺼論이고 日本人學校의 敎育制度와 朝解A學校의 敎育制度를 다르게 하였을 뿐 아니

라 모든 部分에서 差別行政을 실시하였다.

2) 高等普通學校令과 體操

1906年 8月 27 日의 學部分 第21號료 公布된 高等學校令 施行規則과 1911年 10月 27日 總

督府令 第111號의 高等普通學校令 施行規則의 內容을 보면

「高等普通學校는 男子에게 高等普通敎育을 하는바인즉 常織을 養하여 國民될 만한 性格

을 關治하며 그 生活에 有用한 知織 技能을 授함을 本冒흔 함.

高等普通學校의 修業年限은 4年부료 하고)이 에 入學할 수 있는者는 年敵을 12歲以上우료

서 普通學校를 쭉業한 者 또는 이 와 同等以上의 學力01 있는 者료 한다」 하였 다.

敎科目을 보면

ill용身 國語(日語) 朝廳語及漢文 歷史 地理 數學 實業及法制經濟 習字 手그: n릅歌 體操 英

語로 함. 但 師範科 人學志、願者에는 敎育을 加함(規則 第7條)

實業은 農業 商業中 其~一을 課하고 英語는 l鎬意科로 함〔規則 第7條) 師範科의 敎育科目

은 ↑復뭘 敎育 國語( 8語) 朝蘇學及漢文 算術 理科 寶業 習宇 圖畵 手工 흡樂 操로 함(規則

第8條)

체조의 내용을 보면

「體操는 身體의 各部를 均齊히 發育케 하여 흉勢를 端正케 하고 精神을 快活케 하며 暴

하여 規律을 守하고 節制블 尙하는 習慣을 養함을 훨冒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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體操는 普通體操 器械體操를 修함이 可함(規則 24條)

δl 훨冒는 1906年의 高等學校令(관보 3346호)의 것과 같은 規則이 나 「쭉勢를 端正케 하

고」라 하여 特히 充實期에 도러나는 좁年期의 쭉勢에 留意한 點이 한걸음 더 發展된 것이

라고 하겠다.

體操科의 敎材에 있어서 1906年 3月 의 學校令施行規則에는 體操는 「學校體操」로 되어 았

으나5) 이 敎育令施行規則에는 「普通體操器械體操를 授함01 可함」으로 指示되 어 3，4學年에

처음오로 器械體操를 指導하게 된 것은 若千의 進步라고 하겠다. 그리고 體操의 每週 敎授

時間數는 學校令當時와 같이 3時間으록 되 어 있다.

2. 第1次 學校 體育敎育課程과 高等 普通學校 體育敎育

1) 第1次 學校 體育敎育譯程 敎授훌目 制定

1914年 6月 108 朝縣總督府 없II令 第27號로 學校體操 敎授훨目 制定에 對하여 말하기를

「學校學生의 敎育上 體操科의 重흉흉한 것은 말할 것조차 없다. 그러나 從來 各 學校에 있어

그 敎授하는 것이 往往 區區하여 어떤때는 適切치 않은 것이 있였다. 그러묘록 여기에 學

校體操 敎授멜目 別冊을 制定하여 準據할 것을 알게하여 이것의 實施에 當하여는 必히 學

校힘II育에 選하고 士地의 狀況， 學校의 設備， 男女의 特↑生 및 必身의 發達에 鍵하여 適當한

敎程을 定하고 그것으로써 本科의 目的을 達하는 데 遺滅없기를 期하라」고 하였다.

總督府學務局에서위와같은 훨目을 公布케 된 理由는 위의 힘1\令과 같이 從來 各 學校에

있어서는 그 敎授하는 것이 斷片的이며 區區하고 往往 그 準據할 것이 없어 當평함이 없지

않았으묘로 이 훨目은 體育科 敎授上의 參考로 提供하려는데 있었다.

야 훨目의 ↑生格에 對하여는 「各道長官 또는 各學校長을 督敵하고 本案에 提示한 것에 따

라， 土地의 狀況， 學校의 設備， 男女의 特{生 및 心身의 發達에 鍵하여 適當한 敎程을 定하

여 本科의 目的을 達하는 데 遺l械61 없도록 期한다」록 되어 있는 것처럼 어마까지나 하나

의 基準우료 하여 參考료 할 資料료-서의 意味가 있고 各地方， 各學校의 情況에 根據한 貝

體的인 課程， 즉 Curriculum을 構成하기 위한 參考， 또는 指훨훨領이었다.

2) 體操科의 敎材

體操科의 敎材로서는 各 學校마다 體操， 敎練 및 遊戰료 兵式體操， 普通體操， 瑞典體操，

其他의 敎材中에서 適切한 것을 採擇하였으나 瑞典體操를 基魔료 하여 그것에 獨連式體操

를 若千 加味한 體操中心의 훨目이라 하겠다.

瑞典體操의 特徵은 첫째， 敎授案‘ 둘째， 體操(進步的이다) 셋째， 模做， 代身에 命令을

便用하고 있는 點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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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體操의 내용은

@下展運動

@上展運動

@呼吸運動

@背運動

®~區幹測方運動

@跳羅運動

위와 같이 나누어져 從來 兵式體操의 運動으료서 行하여진 縣華， 跳鍵 等의 器械의 運動

。} 모두 體操가운데 包含되 었 다.

* 體操 實施上의 注意事項으료서는

첫째， 體操에 있어서의 運動의 速度 및 調律은 運動의 ↑生質 맞 進度에 應하여 續急을 適

當히 할것.

둘째， 體操에 있어서 運動의 回數는 運動의 性質 및 進度에 따라 多훌플 定함.

셋째， 體操의 運動에 따르는 口呼는 運動의 ↑生質에 따라 使用如否를 定함.

넷째， 號令은 다 分解하었을 때의 171J를 指示하였다. 連績 또는 結合하여 行할 때에는 이

，에 따라 適宜 變化시킬것.

다섯째， 縣華 및 跳鍵 等을 除한 諸 運動은 團씁， 球후， 곤봉을 利用하여 便宜하게 行하

여도 無防함.

@敎 練

數練은 停止間의 諸 動作 行進間의 諸動作， 徒手의 小 中隊 敎練， 執錢의 各個 및 /J、 中

?隊 數練i로 되어 있다.

@平均運動

@頭運動

®H웹運動

®H흉運動

@ 縣좋훌運動

注意事項으록는

첫째， 射擊， 散開， 突擊 等은 步兵操典에 明記되었요으로 別途료 指示않음.

둘째， 整鎭은 경D步의 敎授에 있어서는 左右 間隔을 取하기 위하여 J直常 左手를 허리에

올리게 하고 또 前後의 距離를 取하게 하기 위하여 後列學生으료 하여금 前列 學生의 륨1Jl.ij

에 가캅게 兩手를 평형하게 올리게 함.

셋째， 行進에 있어 速步의 길이는 年少의 學生 맞 女子에 있어서는 適當히 이것을 縮少

하고 그 速度는 年少의 學生에 있어서는 좀 빡르게 한다. 또 速步는 해해료 여러가지의 깊

이 및 速度로 變化하여 練習함을 要함.

體操科의 敎材는 學生의 心뭘의 發達에 應하여 能허 運動의 性質을 考慮하여 適切히 配

、當하였￡며 또 數材의 進步는 個環 漸進의 方針에 依하여 各學年， 各 學期마다 용%習의 練

~習을 行하면서 漸次로 그 釋度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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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體操科 敎授時間 外에 行할 諸 遭動

第1 體操

每日始業前 홉食前에 있어 休息、時間의 끝과 放課後 및 敎授時間의 中途 등에 있어서는，

下記와 같이 체조를 싣시케하였다.

@ 頭前後屆 @ 鍾上下嚴屆f벼

@ 賢左右及上뼈 @ 上體後屆及前屆

@ 體後屆 @ 上體左右轉向

@ 上體左右屆 @I탠吸運動

屋內 體操場의 設備없이 學校에 있어 雨雪 等으로 因하여 屋外에서 敎授함이 不能한 때는

휘의 體操를 普通 敎室 등에게 行하게 하였다.

첫째， 體操科의 數授는 團體敎授에 依하여 多數의 學生오로하여금 共同으로 運動시키는

‘]司時에 판클常 各學生의 뭘體 및 精神 發達의 狀態;에 留意하고 適切허 指導하고

둘째， 體操科에서 行할 事項은 學生은 뭘體 빚 精神올 關治함에 있오므로 桓常 그 目的에

맞게 하되 헛되게 技術을 치우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셋째， 運動은 단하루라도 중지하여서는 안되므로 漸次 그 必훌를 自覺시켜 家處에 있어

-서나 또는 후業後에 있어서도 直常 야것을 行하는 習慣을 養成하는데 努力하도록 하고

넷째， 體操科의 敎室은 特히 淸灌케 하고 通風 빛 採光을 完全케 하도록 注意할것

다섯째， 各敎授時間에 있어 敎授할 敎材는 學生뭘體 및 精神의 發達에 알맞게하고 또 他

-學科目 數授時間의 配當의 狀況을 보아 그 分量 및 排列을 할것

위와 같은 指導上의 注意事項은 從來의 것에 比하면 近代的인 思想이 않이 取鼓되어 있

다고 본다. 01것을 다시 훨約하여 본다면，

첫째， 學級指導를 本位로 하면서도 個A의 心뭘發達을 考慮한 指導의 &!、훨를 彈調한 것.

둘째， 體操科 數授의 目的이 單只 身體俊練에 그치지 않고 身體 및 精神의 關治에 있다

-는 것을 指觸하고 技術의 置重을 避한 것.

셋째， 體育運動을 日常 生活에까지 發達 導入시키려고 企圖한 것.

넷째， 學校衛生의 見地에서 體操場의 衛生， 進度， 時間配當 等에 對한 考慮를 {足求한 것

다섯째， 體操에서의 運動의 速度， 調律， 回數， 口呼 等에 附言하여 一律化， 機械化를 醫

7떠한 것 t等의 精密한 學校體操數授훨目이 分布되었다. 따라서 普通體操 兵式體操의 中心時

-代는 없어 지고 瑞典體操 中心의 時代프로 展開케 되 어 오늘과 類似한 -般形式 體操形式을

갖추게 되 었으며 從來의 普通體操 兵옳體操는 體操 數練오로 改稱되 어 1945年까지 계속되

r었다. 이 數育훨目애 의하여 學校體操界는 混때狀態에서 겨우 購光을 보게되었다.

數員의 留意事項에 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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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年 1月 4日 (官報 제 147호) 데 라우찌 (좋內) 總、督은 總、督府 넓II令 第2號효 「帝國敎育익

本릅는 없히 敎育에 關한 動語에 明示 天壞無罷하신 皇運을 뾰醫하여 야 할지 니 是는 實

로 敎育의 大本이며 또 國家가 특히 敎育을 布하는 所以니라. 故로 敎育之任에 當하는 者

는 直常國民數育의 大本에 致思하되 특히 體育에 關한 事項中 下記의 三個條에 留意하여

大鋼三條와 注意 九 項을 말하였는데 身體數育에 對한 흉흉릅는 다음과 같다.

第3條 g뭘健한 身體를 育밟할 事

「凡百의 事業을 進行하는데 彈健한 體力을 훨하며 國家의 富彈도 亦 彈健한 國民의 努力’

을 待함이 多大하니라 뭘體 弱하여 事投에 不耐하면 어찌 能히 處世 服業하여서 帝國의 進

國의 進運에 頁斷함을 得하리오 ? 故로 敎育之任에 當하는 者는 이 에 留意、하여 彈健한 國

民을 育成함을 期할지라」라고 敎育의 大鋼을 밝히고 「敎育에 從事하는 者는 그 初等敎育과

高等敎育을 不問하고 普通敎育과 專門敎育됨을 꺼論하고，直常 此 大鋼을 念頭에 置하고 全

力을 學하여 實現‘을 期하여서 數育의 本冒를 達하여 야 할지 며 此 實施方法에 對하여는 특히

九項에 注意함을 異하노라， 六項 身體 의歡에 留意하여 體操와 共히 適當한 運動을 짧斷할

事.

사람이 處世成事하기는 彈健한 體力을 持하여야 할지라 故로 훨體發育에 伴하여 適當한

體操를 課하며 또 季節에 應하며 圭地의 狀況에 從하여 適當한 運動 遊敵를 짧斷하여서 身

體블 鍵鍵하며 氣力을 또E盛케 하여 寒暑風雪을 冒하며 困苦缺Z에 耐하는 體質을 養할지요

또 學生으료 하여금 修學中은 꺼論하고 추業 後일지라고 自進하여 運動에 힘쓰는 風習을 養

成하여 그 體質을 彈健케 함을 期할 지니라」고 힘Jl令하였다. 이것은 RP 모든 事業을 迷行하

는데 彈健한 體力을 훨하며 國家의 富彈도 亦是 彈健한 國民의 努力을 기다리는 것이 크무

로 身體의 發育， 季節 土地의 狀況 등에 따라 適當한 運動 遊敵를 購j動하여 身體를 歡鍵하

는 한펀 將次 社A會。1 되어서도 自進하여 힘쓰는 좋은 習慣을 育成하여야 한다는 必훨롤

彈調하였으며 저들은 敎育이 라는 것은 實際面에 있어 法規보다도 第-線에서 責任을 진 敎

育者들의 品質과 努力으로 理想을 寶際化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敎員

의 留意事項으로 解決하려는 企圖였먼 것을 엿볼r수가 있다.

3. 第2次 學校體 育敎育課程과 高等普通學校 體育敎育

1) 第2次 學校體育 敎育릅果程(體操 敎授훌目) 改正

1914年 6月 10 日 學校體操敎授훌目이 制定된후 이에 準據하여 學校體操는 實施되어 왔 o

나 그 후 世界第1次大戰의 朝發等에 依해서 日 帝의 大勢는 全體主義， 國牌主義 思想에 依

해 1925年 加顧 高明 內關의 間田良平文相이 學校에 「陸軍 現& 將校 配屬令」이 始作되 어 敎練



(2) 頭運動

(4) 縣華運動

(6) 平均運動

(8) 題運動

(10) 跳鍵運動

(12) 呼吸運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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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重視와 形式的인 瑞典體操 中心에 너무 치우쳐 좁少年의 心身발달이 충분치 못하였다.

즉 遊敵， 스포오츠 敎材의 輕l땐가 最大의 缺짧이었다는 것이다. 그 후 各種 스포오츠가‘行

하여져 從來의 體操 數授훨目 內容오로서는 滿足치 옷하겠다는 體操界의 視野의 據大 等이

。1 훨目改正의 直接的인 原因이 되어 1927年 4月 1 日 總督府힘II令 第8號료서 公布하여 敎授

훨目을 改正하였다.

황目改正 性格은 훨目公布의 힘1\令 前文을 살펴보면 數育을 改正 數授훨目에 準據하고 또

敎練 敎授훌目과의 聯緊를 가지고 克히 土地의 情況과 學生兒童 心身을 發達을 期하라고 되

어 있어 1914年 6月 10 日 의 훨目은 「準據할 것이 없어 當평함이 없지 않았오므로 體操數授

上의 參考로 提供하는 程度이었ξ나 令짧의 改正훨目은 固定策으로서의 흉흥求度와 彈옮u度를

높이고 있다. 改正된 훨點을 獨載하면 大略 다음과 같다.

2) 敎 材

體操科의 敎材를 體操， 遊歡 及鏡技루 함. 但 男子의 師範學校 高等 普通學校 及 男子의

實業敎育에 있어서는 劍道， 柔道를 加할 수 있음.

@體 操

體操의 運動은

(1) 下鼓運動

(3) 上勝運動

(5) 關運動

(7) 體測運動

(9) 背運動

(11) 倒立及轉뼈運動

@敎 練

學校敎練(徒手 基本動作)

@ 劍道및 柔道

劍道 및 柔道에 관하여는 一定한 方法을 指示하지 않았부나 適當한 方法을 定히-여 이

를 授함.

體操科 敎材는 學生 兒童의 心뭘發達에 應하여 能히 運動의 性質을 考慮하여 大觀 下

記에 依한 것에 準據하여 適切히 配當할 것이며， 또 數材는 個環 漸進의 方針에 依하여

各學期나 學年마다 짧習의 練習을 行하면서 漸次 그 程度를 높인다.

3) 體操科의 敎授時間 外에 行할 諸 運動

(1) 體 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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例， 學鍾半屆戰， 頭後l협， 賢{則上뼈， 體前下屆及뿜、U， 볕좋前上學測下

(2) 鏡技 劍道， 柔道 其他의 運動

셋J， 25道， 角力(씨름)， 水泳， ?寶R廷萬底球， 卓球， 野球， 스키 oj， 71<上， 其他

4) 敎授上의 注意

(1) 體操科의 敎授는 直常 그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헛되게 技術에 치우치는 것 갚은

일이 없이 能허 各學生의 身體及精神의 짧達에 짧意、하여 適切히 指響함을 愛함.

(2) 體操， 敎練 及 鏡技 劍道 及 柔道는 각각 特徵을 나타내어 서로 上倚하여 體操科의

素統을 만듬오로써 身體及精神의 隔治를 完逢케 되므로 그 어느쪽에 치우쳐서는 안된다.

(3) 體操科에 있어서는 體育運動의 必홍§와 그 合理的 寶施의 必훨롤 自覺시 키 며 直常 이

것을 行하는 習慣을 養成하여 야 한다.

(4) 體操場은 直常 이것을 淸漂케 하고 用貝其他의 記備에 짧意하고 그 使用 맞 取폈에

注意함을 훨함5E 室內에 있어서는 通氣及採光을充分하게 함-

(5) 體操科의 敎授 또는 數材의 選擇은 土地의 情況， 季節， 氣候等을 考慮하여 야 한다.

(6) 運動의 回數 또는 練習의 度數는 運動의 性質及 進度에 應하여 多寬를 定하고 그 速

度 及 調律를 運動의 f生質， 運動시킬 部位의 構造及 練習程I훌에 따라 鍵急을 適當히 하여 야

한다.

(7) 運動服裝은 보기에 흉하지않고 簡偉한 것이 옳을 것이 다.

(8) 敎練에 있어 行進은 해해료 그 步福， 速度 等에 變化를 주어 練習케 한다.

(9) 劍道빛 柔道鏡技 等에 있어서는 特히 禮節을 重히 여기고 헛되게 勝敗에 사로 잡히

는 잎이 없도록 한다.

CIa) 投臨九， 投圓盤， 投樓 等에 있어 서는 危險을 據防하기 위 하여 特히 톰5督에 留意한

다.

5) 學校 體操 敎授흉흉 目 〔第1次)과 改正 敎授훌B

體操는 1927年까지 14年間 實拖되 었￡냐 世界大戰의 動發等에 依한 그 當時 國內外政勢‘

에 많은 影響을 받아 日帝는 全體主義， 國牌主義思想으로 因하여 敎練의 重視와 形式的인

瑞典體操 中心에 너무 치우쳐 있어 좁少年들의 心身의 發達段階에 充分히 廳하지 못하였다

는 原因과 遊鐵， 스포요츠 數材의 輕視가 最大의 缺階이었다. 따라서 그 當時의 形勢는 從

來의 體操훨目 內容이 不合理하다는 點이 指網이 되어 1927年 4月 l 日 敎授훨덤 改正을 보

게 된 것이다.

그 性格에 있어서도 1914年 6月 10 日 훌目은 「準據할 것이 없어 當짧함이 없지 않으묘록

‘體操敎授上의 參考로」 提供하는 釋度이었오나 1927年 4月 l 日 改正要目에는 本 數授훨目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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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次)과의 比較

=노;

學校 융뿔操 敎授흉흥目 (1914)

。體操 種目數 計

1. 下 運動 ........•.‘ ‘ ·· ··· (11)

2. 平均運動 … · ·.. ·(10)

5. 呼吸運動 (7)

6. 뼈運動 …… (2)

7. 背運動 (5) I (108)

8. 題運動 … (3)

9. 樞幹{IW違動 (3)

10. 縣畢運動 ·.. · · .. · .. · .. · ..·(29)
11. 跳魔週動 …(29)

O 敎 練

縣 序 運 動

徒手， 小·中隊 敎練

O 遊 敵

{ @ 聽技를 主로한 遊敵 (9)
@ 發表的 動作을 主로한

遊敵 (4) (16)

@ 行進을 主로한

遊顧................................. (3)

O 擊劍및 柔術

-定의 方式을 指定 지 않고 從來의 方法에 、

依하여 適宜이플 授함

O 體操科 敎材의 配當

學生의 心身發達

運動의 性質

敎材의 進步는備環

配當例示

普通學校

女子 高等 普通學校

及 同師範科

高等普 通學校及

同師範科

。 體操科 敎授時間外 行할 諸運動

@ 體操(7種의 體操)

@ 擊혔u 及 柔術 遊敵 其他의 運動(14種)

~季에 있어 雙觸할 遊戰(3種)

O 敎授上의 注意(5項 目 )

改 正 횡 目 ( 1927)

O 體操 種덤數 計

1. 下股題動 .. · .. · ..· ..· ..· (12) \

2. 頭違動 (3). .1

5. 縣華違動 … ·· ·..·(25) I
6‘ zp: j첨運動 .. · .. ·· .. · · .. · .. ·(12) ‘
7. 體則運動 (9)} (136)

8. 題i重動 (4) I
9. 背運動 … (ll) I

10. 跳鍵運動 … (62) I
11 倒立及 轉뼈運動 (10) )

O 敎 練

뺏 序 運 動

徒手， 分·小隊敎練

。 遊敵及鏡技

0) 觀爭遊敵 .. · .. ·· ·· ·· .. (13)
@ 唱歌遊鐵 (5)

@ 行進遊顧 · ·..· (10) ) (55)

@ 走技， 跳技及 投技 (15)

@ 球 技 ·.... · .. · ..·· .. · ·· .. (12)

劍道및 柔道

-定한 方法을 指定하지 않으나 適當한 方않

을 定하여 이를 授함

O 體操科 敎材의 配當

配當例示

普通學校

女子 高等 普週學校及 女子實業學校

高等普通學樓 男子

寶業學校， 師範學校

普通 男學生部

女學生部

演習科男學生部

女學生部

O 體操科 敎援時間 外에 行활 諸運動

@ 體操(6種의 體操)

@ 遊敵及廳技， 劍道， 柔道， 其他의 運動

(101寶)

。 敎授上의 注意 (11項 目 )

準據하라고 政策ξL로서 要求度와 彈倒j度를 높이고 있다는 點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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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펀， 敎材內容에 있어 體操科의 敎材가 스포츠 中心으로 되어가고 있다고 본다.

한펀 劍道와 柔道를 加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點을 들 수 있고 또한 敎材의 配當에 있어

서 敎材는 學生의 心身發達에 알맞게 運動의 ↑生質을 考慮하라고 彈調한 것이 두드러지 게

나다나고 있다. 그 外의 敎授時間 外에 있어서 行할 諸運動에 있어서의 運動種目의 감소와

數授上의 注意事項， 體操場의 直常 淸灌히 할 것과 室內의 通風， 採光과 用貝의 設備， 便

用， 取鼓에까지 貝體的으료 言及하고 運動의 量， 服裝까지 詳細히 說明한 것은 相當히 合

理的인 政策이라고 보겠다.

4. 第3次 學校 體育 敎育課程과 홉等 普通學校 體育

1) 第2次 學校 體育 敎育짧程 改正

第2次의 敎授 훨目 改正 후 滿tl'H事變을 비훗하여 國家主義 軍國主義를 指向하고 中國本土

에 寢略의 야욕을 품고 있딘 時代인지라 學校敎育을 軍隊數育의 據備敎育的見地에서 體育

界에도 여기에 따라 1937年 5月 29 日 總、督府 넓1\令 第36號로 새로운 數授훨目을 公布한 것

이다.

회1\令의 前文을 보면 學校 體操 敎授 횟目을 1937年 6月 1 日 부터 下記와 같이 改正한다로

시작하여 마땅히 本 改正歡授훨目에 其하고 또 學校 敎練 數授 要目과의 聯關를 갖고 모름

지기 地方의 실정에 適切한 敎授훨目을 定하여 이를 寶施함ξ로써 「學生， 兒童의 뭘體健全

한 發達을 期하고 人格을 園治하는 데 遺應없도록 期하라」고 하겠다.

첫째， 前훨目에서는 「準據하면 됩」이라 하였던 것을 「이에 옳한다」라고 한 것은 當時의

情況으로 보아 畵u一的 統制的인 ↑生梅을 더욱 더 높여 國策인 것을 意味한다.

둘째， I"敎授細目을 定하여」라고 되어 있다. 이는 前要目에 t있어서는 「敎程을 定하고」라

고 되어 있는데 다른 敎科目에 있어서는 「敎授細目」이라고 되어 있ξL드록 이것을 改正하고

表現이나 文服을 상세하고도 貝體的인 것으로 表現하였다.

셋째， I"A.格을 隨治한다」라고 훌現한 것이다. 前要目에서는 「身體의 健全한 發達을 期

함」 이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이벤은 身體의 健全한 짧達을 期하는 것은 꺼論이고 다시금

A格關治를 彈調하고 있다. 이것은 體育에 依해 全人을 짧治하는 것을 主훨한 目標로 하였

기 때문에 當時의 敎育思懶， 그 중에서도 獨遊의 體育思想에 影響을 받은 바 크다(ZP:원良

1941 : 110-115). 그려므로 우리나라에 있어 體育을 A格關治의 領域으로 연결시킨 數育은

1937年부터 라 하겠다. 新훨덤의 性格은 上述한 바와 같으나 그 性格에 對하여서는 홍용目改

正의 趣릅가 더욱 더 明確해졌으므록 다음과 같아 그 改IE 趣톱의 內容을 잠시 살펴보기록

한다.

@ 從來의 指導는 技術의 熟達을 最上의 目的으로 하여 體育本質에서 分離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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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運動技術의 숙달뿐만 아니라 그에 依해 體得되는 合理的 身體修練과 精神練廳를 重視하여

全A的 數育과 團體的 生活 힘I[練에 도움이 되도좀 할 것.

@ 獨速， 瑞典， 丁妹 等의 여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數材中에서 適當히 選定하여 日

本A에 알맞도록 顧合시켜 國民的 體育의 立場에 選擇하였다는 것.

@ 敎材의 發展的 配列괴- 數材의 性格에 따른 發展的 指導를 彈調한 것.

全般的언 改正의 요점은

(J) 혔l道 빚 柔道， 딩道블 歡授홍용目우료 할 수 있음.

@ 敎材를 2學年共通부로 하고 體操의 口令을 規定치 않고 個個의 敎材에 對하여서도

그 方法을 여러가지록 變化케 한 것.

@ 敎材의 名稱을 日本語로 改正한 碩向은 敎授훨目뿐만 아니라 文化面에도 나타난 것

으로 보아 反動的인 國繹思、想의 表現이 라고 볼 수 있다.

,@ 鏡技의 分類를 變化시킨 것.

走技----走

跳技----跳

投技----投

球技----球技

從前의 走技， 跳技， 投技를 走， 跳， 投로 하여 「技」을 省略한 것은 高等 普通學校에서 取

됐되는 陸上鏡技가 敎材라기 보다는 純牌한 스포츠로오서 取폈되었던 것을 警械한 것이요，

-當時의 스포오츠 合理化 運動에 呼應한 것이다.

@ 活動的인 運動을 增加하여 內容이 醫富한 것

@ 相換(씨름)， 攻城球， 攻陣球， "공道 等 日本 固有의 運動을 加하였다. 그러나， 遊敵

및 鏡技의 全 數材에 對하여 그 數가 많은 것은 아니었다.

@ 運動에 特徵을 發揮케 한 것

@ 用貝의 單-化를 期한 것

이와 같이 全體主義의 方向으로 指向하면서도 그 方法에 있어서는 學生들의 發達段階에

r對한 考慮로 自由主義 體育의 長點을 살려어 個{生發展에 留意하였음은 特記할만하다.

從來의‘ 體操에로 瑞典式의 徒手體操가 採擇되었으나 이 훨目에 있어 처음으로 美的 律動

t的인 體操의 理論과 實燦的인 것이 많이 採擇되어 있다.

2) 體操科의 敎材

「體操科의 敎材는 體操， 敎練， 遊敵 및 鏡技로함 但， 男子의 高等普通學校에 있어서는

i췄I道 빛 柔道를 加할 수 있음 上記 數材外에 環境의 情況에 依하여 適當한 廳設및 指導者

:가 있을 해에 한하여 71<.泳， 스키， 스케이트를 加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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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體 操

體操는 下， 頭， 上鼓， 뼈， 縣훨， 平均 體測， 題， 背， 步及走， 跳鍵， 짧l立及轉행 呼吸의;

13의 運動種目으로 되어 있다.

從來의 훨目에 各種 「步及走」의 種目을 增加시켰다고 본다. 이 目的은 「國民의 日常生活)

에 가장 必훨한 步 빛 走의 基鍵的 힘"練을 實施하려는 것인데 이에 依해 步行力을 養成하

려는 한펀 所謂正常步을修得시키묘로써國民의 步行에 改善을 하려는 것이라， 라고말하고

있:나 그當時情勢로보아)意圖的으로彈行軍의 基鍵힘"練에 目的을 두었을 것으록생각 된

다. 또한 뼈縮뾰이 提示되어 用貝나 口令。1 提示되어 있지 않는 點이다. 이에 對하여 ~面‘

不統一과 펙 緊雜하게 생각되나 올바른 핍究에 依한 口令과 用貝의 利用을 合理的이고도

發展的으로 敎材를 取폈케되었다고 본다. 從來에는 훨目에 提示된 口令， 用貝에 녁무 구애

되어 체조가 單調롭게 되어 있었다. 이것을 될 수 있는 대료 指導者의 自由로운 맑究에 맡

긴 것σ1라 한다. 또 用具도 그 種類를 줄여 經濟的 負擔융 가볍게 하여 내용을 充實을

圖課하고자 하였다. 從來의 敎材는 자칫하면 單一的 部分的인 動作이 많:고 形式을 重視하~

. 나머지 運動담體가 輕視되는 {煩向이 있었다고 하여 「쩔勢보다도 運動 바료 그것을 즐;겹

게 시 킬 것을 생각하고 特히 뭘體 各部의 機能 發達에 重點을 두고 活動的， 總合的， 敎

材를 많이 採擇하였다. 그 가운데서 跳鍵， 縣華下의 運動 등에 있어 더욱 더 그 材料블 聲:

富히 選擇한 關係上 前훌目에서는 190의 種目이었던 것을 245種目우료 增加시켰다. 이와같

이 그 指導에는 充分한 顧通性。1 있음을 알 수 있다.

@敎 練

男子中學校에 관하여서는 學校 體操 數授 훨目(1931年 9月 26 日 ) 이 별도로 定해 있기 째

문에 。1 훨目중에는 提示되어 있지 않다. 먼저 寂述한 數練의 內容은 「體操의 敎授에 當하

여서도 必然的:후 取投되지 않으면 안될 基魔的 젊II練J -2...록 하고 그의 充分한 指導를 바라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鏡 技

鏡技는 前要目에 比하역 分類의 方法이 다르고 또 그 種目도 顯、著하게 增加되 어 있다.

分類의 方法은 走， 跳， 投， 各種 球技의 項目오로 나누고 한펀 運動 敎材를 發展的 系統的/

으」로 配列하였다. 敎材의 數도 多方面에서 採擇되어 있어 前훌目에 比해 走， 跳， 投의 15.

種담을 34種目으로 增加하고 球技만 그대록 12種오로 두는 한펀 그 內容을 더욱 寶富허 하

였다.

@劍道및柔道

혔II道 및 柔道가 中等學校에 있어 正課는 아니나 數授 要目으로 할 수 있케 된 것은 1937

年 5月 29 日 總督府 링1\令 第36號의 敎授훨目公布以來의 얼이다. 그러므로 이제까지는 그

數材나 指導法에 대 하여는 一定한 基準이 提示되 어 있지 않고 「劍道 및 柔遺의 數授에 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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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適當한 機會에 講話를 하여 寶際의 修練과 相技하여 그 效果를 올리도록 힘쓴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 改正훨目에는 「劍道 빚 柔道를 授함」이라고 되어있는 同時에 女子學校에서

도 「劍道 또는 柔道의 基本動作을 加함을 得함」이라 하였다. 이 훨目에 의해 처음부로 그

內容이나 指導方활이 確立되어 學校體育에 있어서의 武道의 位置가 뚜렷해 졌다.

「劍道는 基本動作， 應用動fF， 形의 3項에 柔道는 基本動作， 自由練習으료 나누고 또 兩‘

者同時에 講話를 두어 理論， 授業의 劍道， 柔道를 課하여 마음가짐(心得)， 武道精神 等에

關한 內容을 들어 實際의 練習과 서료 잘 어울려 그 했果륜 올랄 수，있도록 彈調하고 있다

@ 水泳， 스키이， 스케이트

이러한 運動種目은 地域的 또는 季節的인 關係가 크므로 地方의 실정과 적당한 施設 및

指導者에 따라 指導하도록 되어있다.

數材의 配當은 原則으로서 2學年共通의 配當。1 되고 學年에 있어 配當은、새로 敎授될 敎

材만을 獨載되어 있다. 이 點을 보아드 數材의 敎가 뚜렷하게 增加된 것이 눈에 띈다. 한

펀， 劍道와 柔道에 있어서의 講話는 學年配當을 하지 않고 있다. 야는 애에 따라 適切한→

것을 擇하여 簡明히 行하도록 注意、를 주고 있다. 또 敎授時間의 ~部를 할애하여 敎材 配當

表에 提示되어 있지않은 保健的언 體操中에서 適當한 것을 選擇하여도 좋다고 하였다.

5. 體操과 敎授時間外에 있어서 行하는 諸連動

첫째， 體操科의 敎材中에 提示한 諸運動

풀째， 器械體操， 處球， 野球， 卓球， 럭비， 臨球， 1홈健을 環境의 情況과 學生의 心身의‘

發達 程度에 應하여 適切한 것을 選定한 후 充分한 指導 計劃 믿에 實拖하도록 注意를 煥起

하고 있다.

3) 敎授上의 注意

敎授上의 注意로서 14項 目을 물고 있는데 指導計劃에 關한 것(目標의 把握， 敎材의 調f다·

的， 發展的 配當， 地域， 季節， 氣候， 設備 等의 考慮) 指違管理에 관한 것(自覺的 練習과

運動練習의 養成， 自然的 緣合的 取投， :t居環漸進的 取鼓， 事故防止)， 敎科時間 外의 體育指l

響에 關한 것. 各 種目에 관한 것 等으로 되어있다. 여기에서는 全體主義的方을 取하면서

도 比較的 많은 自由主義的인 體育의 長點을 採擇하려고 한 點이 엿보인다. 그러나 技巧에

치우치지 않도록 警쨌하여 身體修練과 精神的 힘II練을 어디서나 彈調하고 있다. 이러한 點1

으로 보아 각껴 數材가 內包하고 있는 特色을 十分 살렸다고는 볼수 없다. 所讀 北歐的인

體操的 精神에 依해 規定된 感이 든다. 그 例로서 다음 14項g을 參考로 列驚하면 다음과

같다.

@ 身體 및 精神을 調和的으로 發達케 할 必要가 있으므로써 體操科를 數授할 해에는 身

體를 移練융 함과 同時에 他敎授科目과聯緊를 가지고 그 精神的 했果를 發揮하는 데 힘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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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體操科의 敎材는 特徵을 가지고 體操科의 目的이 達成되도록 어느한쪽에 치우처서는

안된다.

@ 敎授는 모름지기 學生의 뭘體 및 精神發達에 알맞도록 가르친다‘

Q 體操連動의 必훨를 自覺시켜 不斷히 이를 行하는 習慣을 養成시킨다.

@ 敎授는 모름지기 土地의 情況， 季節， 氣‘候， 設備等을 考慮하여야 한다.

@ 體操科의 數授는 個環， 漸進의 方針에 依하여 끊임없이 觀習 歡材의 練習을 行하면서

漸次 그 程度를 높인다.

@ 器械， 器貝를 使用하는 運動에 있어서는 특히 傷害를 據防키 위하여 藍督에 留意한다

@ 體操의 運動은 大많 基本的 代表的인 것을 가르칠째 윷勢， 動作 등을 liJf究하여 가르

친다.

@ 劍道의 敎授는 王흔 修練 및 試合에 依함이나 그 基本動作에 對하여는 빈틈없는 指導

를 함.

@ 柔道의 敎授는 練習을 主료 할 것이나 特허 技의 基짧的 練習을 重허 여기고 練習에

있어서는 投技〈매치기)를 主로 하고 固技(굳치기)를 이에 따르게 함

@ 劍道 빚 柔道의 敎授는 適當한 機會에 이론강의블 行하여 實際의 修練과 相拉하여 그

했果를f올려도록 힘씀.

@ 敎授時間外에 行하는 運動은 充分한 計劃및에 指導藍督을 한다.

4) 1927年度 體操 敎授 훌目의과 1937年度

改正 體操 敎授 흉흥目의 比較

學校 體操 敎授용껄 目 (1927)

WI 文

學校 體操 敎授훨目의 聯關을 갖고

O 體操 種 g 計

1. 下鼓運動·····················(12)

2. 頭運動 (3)

3. 上鼓運動 … · ·(10)
4. 뼈運動 … (6)

5. 戀좋훌運動…………“ ...•… (25)
10. 跳鍵運動 ~ .. o.… (26)

11. 倒立 及 轉뼈運動 .. · .. · .. ·(10)
12. 呼吸擾動 (η

。敎 練

縣序運動

徒手分小隊敎練

(135)

改 正 훨 目 (1937年 5月 29 日 )

前 文

마땅히 本 改正 敎授 몇目에 基하고 또 學校

敎練 敎授 몇덤과의 聯關을 갖고

O 體操 種目 計

1. 下뾰運動 ………………(18)

2. 頭運動 · ··· (5)

3. 上股運動 ….. · ·(14)

4. 뼈運動 (8)

5. 戀華運動 .. · .. · ·· .. · (13) /(146)
10. 步 及 走運 ..,·,· ..· ..· (6)

11. 動跳羅運....•.… … (18)

12. 動倒立 及 轉행運動…… (7)
13. 呼吸運動 ,.. (7)J

O 敎 練

縣序運動

徒手分·小隊敎練

學樓敎練敎授與目에 依함. <男子 中等學按以上〉



O 遊敵 및 聽技

1. 廳爭遊敵 ..•....…···········(13) 'i
2. 唱歌遊敵 (5) I
3; 行進遊敵 (10) / (55)

4. 走技 跳技 投技 .. •.. · (15) I
5. 球 技 씬 (12) )

O 劍道및 柔道

一定한 方法을 提示하지 않았으나 方式에 依

해 適宜， 이를 授함.

O 體操科敎材의 配當

學生의 心身發達에 應하여 能히 連動의 뾰質

을 考慮하여 下記와 같이 表示된 바에 準據하여

適當히 配當함. 敎材의 進度는 領環漸進의 方針

에 依하여 各學年 各 學期， 各 時마다 많修의 練

習을 行하여 漸次 그 程度를 높언다.

配當例示

高等普通學校

。 體操科 敎授時間外에 있어서 行할諸運動

1. 體操(6種)

2. 遊敵及鏡技劍 道 及 柔道 其他의 運動

(10種)

O 敎授上의 注意(11項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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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遊敵 및 觀技

1. 各種(追逃， 運搬， 뺀引， 登，

格力) … (22)

2._唱歌遊戰 (7)

3. 進行遊歡 (6) )' (99)
4. 基本練習 … ‘··..·..··..(18)

5. 走跳投 ·· ..·· ······· .. ·(34)
6. 球 技 ·· ·· .. ·.... ·(1 2)

O 劍道및 柔道

適當한 機會에 講話를 行하여 實柔의 修練과

相快하여 그 했果를 올리도록 힘씀.

O 體操科數材의 配當

모름지기 學生의 身體 및 精神， 情況에 應하

여 그 方法을 適切하게 함. 入學資格， 修業年限

等을 參團하고 數材 配當表 中 相當學年에 準하

여 適宜 敎材를 配當함.

配當例示

高等普通學校

。 體操科 敎授時間外에 있어서 行할 諸運動

1. 體操科의 敎材中에 *홉示한 諸運動

2. 器械體操， 底球， 野球， 卓球， 럭 비 , 球

i費廠等 (7種)

O 敎授上의 注意(16項目)

1937年에 學校 體育 敎育課程을 改正하므료서 Sport 萬能時代의 막을 내 리 게하였으며 國

防能力의 增彈을 위한 軍隊歡育의 據備敎育時代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學校體育敎育課程도

그 當時 社會의 흉흉求에 따라 다음과 같이 改正되 었다.

첫째， 學校 數練 敎授 몇目과의 聯關을 가지고 地方의 情況에 適切한 敎授 흉흉目을 定하

여 學生의 身體의 健全한 發達과 λ、格團治하는데 彈調한 點.

둘째， 劃一的 統制的인 性格을 더욱 높여 國策에 맞도록 한 點.

셋째， 敎授要目이 상세히 貝體的으로 指示된 點.

넷째 , 身體의 健全한 發達을 期하는 것은 쩌論이 며 다시금 )、格隨治라는 말을 彈調한 것

은 1937年부태 라고 하겠다. 또한 貝體的인 內容에 있어서는 從來의 指導의 熟達에 置重하

고 있던 것을 技術의 修練뿐만 아니라， 合理的인 身體修練과 精神的 練廳를 重視한 全A의

完成과 團體的 生活힘Ii練에 置重한 點이며， 獨速， 瑞典， 丁妹式의 體操流派의 數材中에서

適當히 選定하여 國民體育이라는 높의 次元에서 統一 시켰으며 敎材의 發展的 配列과 指導

를 彈調하였다. 또한 敎材中 새로운 劍道 및 柔道와 딩道를 敎授훨덤으로 할수 았다고 定

「하고 名稱을 日本語로 改正한 碩向은 敎授 훌目뿐만 아니 라 文化面에도 나타났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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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牌思想의 表現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遊載 및 鏡技의 分類를變化시켰으며(鏡技遊廳

를 各種 遊敵로)， 陸上鏡技를 敎育的인 敎材-료서 取폈하기 보다는 純뺑한 “스포요츠”후서

取폈하던 것을， 警꿨한 것이라고 보며 當時의 “스포요츠”合理化 運動에 呼應한 것이라고

보겠다.

한펀 活動的인 運動을 增加시켜 內容을 醫富하게 한 것이며 低學年의 數材의 取폈을 될

수록 自然的 線合的으르 取짧로록 彈調한 點과 用貝의 單一化 等 全體主義의 方向i료 指

向하면서도 그 方法에 있어서는 學生들의 發達段階에 對한 考慮효 自 El3主義 體育의 長點을

살리어 個性發展에 留意한 것을 彈調한 것은 特記할 만한 것이다.

한펀 鼓材中 體操科의 敎材는 體操敎練遊敵 및 鏡技료 改稱하였고 上記 數材外에 學校事

情에 따라 7.1<泳， 스키이， 스케이트를 加할수 있다고 한 것이 特徵이라고 보겠다. 또한 體

操種目도 190種에서 245種目으르 많이 늘리고 各種 걷기빚 달리기의 種目을 늘린것은 國民

의 日常生活에 가장 必훨한 步 빛 走의 基鍵的 힘1/練을 實施하여 彈行軍의 基魔링1/練에 目的

을 둔 것이략고 判斷된다.

끝으효 附言할 것은 日帝는 短期終結을 據想하고 中日戰爭이 長期戰ι르 들어가자 戰時:

體制確立에 狂흉하여 當時(1938年) 總督인 미 나미 (南)는 朝t解敎育令을 改正하여 學制를 日

j、과 같은 名稱(中學校 等)우로 하는 同時에 所謂 三大數育方針~(國體名週， I쳐解一體， 忍、苦

歡鍵)을 公布하고 各級 學校 施行規則에 體操는· · · r忍苦持久의 體力을 養成하여」라고 하여

이는 우리의 좁少年 等을 戰時의 勞動力 持久不足의 據測과 寶用 實戰主義의 軍事힘II練에

對備한 術策으록 第3次 學校 體操 敎授 몇目을 다음해 인 1938年 3月 30 日 (관보 3358호)에

1年도 못되요 다시 그 훨目을 改正하여 同時에 學生들의 集團動勞作業， 體力檢훌 및 志願

兵制度에 協力을 강요했다. 고 점작할 수 있다. 그리고 數材의 配當에 있어 뚫國닮民體操

와 男子 中學校에 있어 劍道 및 柔道의 基本動作을 가르칠수 있게 하는 한편 數授時間 外에

있어 行할 諸運動에 前課程(1937年)애서 「럭비」가 「럭바 球」로 改正되었을 뿐으로 第3次 學

校體 育課程에 더욱 日本的인 精神文化와 戰爭力으로 體位 體力의 國家管理가 彈行되 었음을

알수 있다.

5. 決戰下의 敎育政策과 學校 體育敎育

1) 中學校의 體훌훌科

軍部勢力의 면밀한 計劃下에 日本의 所謂 滿쐐事變을 일￡킨지 얼마 안되어 軍事行動을

終結하고 滿mi國을 樹立하여 더욱 기세가 등풍하여 졌으며 그 當時 國際情勢로 보아서 ~it

止할 能力。1 弱함을 계치료 해서 優略野짧을 버리지 않고 더욱 助長시켜 또다시 中日 戰

爭을 일으켜 戰爭야 據大되지 國家主義， 軍國主義 思想은 더욱 공고해 졌으며 이로 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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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的 精神文化블 世界 만방에 과시하는 한펀， 明治 以來 여러나라에서 들여 온敎育制度를

根本的으로 改單하고 새록운 數育制度의 確立을 企圖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日本은 1937

年 5月 29日 總督府 訓令 第36號 公布한 後 l年도 채 옷되 어 1938年 3月 30日 總寶府 힘1\令

第8號료 敎授 훨目 0] 改正된 것은 特히 三大敎育方針가운데 忍苦짧찢鍵과 關聯시켜 忍苦持久

의 體力養成을 目標료 하고 戰時의 勞動力不足의 據測과 實用， 實戰主義의 軍事히J[練에 對

備한 術策φ1라 보겠다. 한펀， 日本人들은 이른바 戰爭의 長期戰과 戰勢의 不利함을 據想하

고 學生들을 集團 動勞作業에 이용하고 國防力의 人的 資源、 育成을 目標료 한 軍事힘J[練 치

중의 歡育을 試圖하기 위 하여 -視同仁同이 니 內離 體니 하는 따위의 口實下에 1943年 l

月 21日 勳令 第36號료 中學校令， 同年 3月 27 日 總督府令 第58號로 中學校 規程을 公布.

하게 이르렀다. 이것은 非常時局이니만치 學校體홈의 根本的안 目的보다도 軍事基本能力과

團體힘II練을 主輔오르 한 體操科를 體鍵科료 改正원 것이라 하겠다.

CD 身體를 鍵鍵하고 精神을 鍵廳하여 剛健不曉의 心뭘을 育成하고 國防力의 向上에 힘써

서 斷身奉公의 풍쫓鐘力을 增進하는 것을 훨릅로 함을 우선부료 한다.

@ 그 目標가 어느 것이나 戰爭 目的의 完進에 集中되어 中學校뿐만 아니라 各級學校에

‘01르기까지 옳핏鍵主義 및 鍵成主義료 一貴되 어 國民皆兵的인 取鼓을 받게 된 것 이 다.

@ 基本的언 違動能力의 鍵成을 自標료 하는 힘의 體育이 彈調되어 動作의 美와 情績의

美的表現을 目標로 하는 面이 壓縮된 것이다.

例후서 中學校 體育科 數授훨目에 있어 音樂， 運動을 보띤 彈步(軍隊式)， 追風(오히가제

)背景); 아사히}아침해)， 구료가네노， 지가라〈무쇠같은 힘)， 軍盤行進曲， 愛國行進曲 等

과 같이 戰時의 特色을 反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 團體힘II練과 團體體操가 彈調된 것이다. 먼저 徒手體操에 있어서는 運動을 指導의 順

序로 配列하고 特히 第2徒手體操애 있어서는 이를 前操， 中操， 後操의 셋으로 나누어 -連

의 運動으루서 連續的ξ록 實拖할 수 있거l 되어 있다. 그리하여 團體體操가 성행하였고 合

L同體操와 佛行하여 集團行進이 모든 機會흘 利用하여 彈制的으로 實施하였으므료 이 時代

는 軍事콩1\練의 基本인 團體힘II練에 熱中한 時代， 즉 形式的인 힘II練의 時代라고 보책감:

體練科의 體操는 心뭘의 健全한 發達을 圖흉흉하는 同時는 團體힘J[練을 行하여 規律울 지 키

고 協同을 累尙하는 習慣을 養成하였다 함.

CD 體操 科體操에 있어서는 體操 敎練 遊歡， 鏡技 및 衛生을 課할 것.

初等科에 있어서는 처음은 遊敵 및 簡易한 全體 運動에 重點을 두어 漸次 複雜한 運動오

로 나아가는 同時에 團體運動을 規律的으후 할 것.

高等科에 있어서는 그 程度즐 높여 男兒에 있어서는 特히 數練을 重히 할 것. 體操에 있

어서는 特히 뭘體의 各部를 均齊히 發育케 하고 윷勢를 端正히 하여 機敏케 하고 快活剛觀

의 精神을 養成함에 힘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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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敎練은 特히4團體하II練을 重히 하고 規律協同을 뚫尙하고 服從의 精神을 j않養함에 함

ι;l;"l. "71

E ‘/κ .

衛生에 있어서는;衛生上의 基鍵的 힘II練과 救急 看護 等도 加할 것.

敎材는 -部의 것에 치우침 없이 各 種目에 相當하여 體練科體操의 自的을 達成케 할 것

學生으료 하여금:運動 및 衛生의 必홈를 理解시켜 自進하여 이를 實行하는 習慣에 引筆

할 것 〔施行規程 第12條)

@體練科武道

體練科 武道는 武道의원簡易한홉基魔動作을 習得시켜 心身을 鍵廳하여 武道의 精神을 쐐養

케할 것.

初等科 男學生에 대 하여 劍道 및 柔道를 課할 것.

高等科는 그 程度를 높여 이를 課할 것.

위 와같은 內容ξ로 볼 때 基本的인 軍事能力의 習得을 目標로 하여 漸次 그 軍事 本來 能

力 程度를 높이려는 새로운 試圖라 하겠다. 以上과 같은 의도로서 各 運動種目의 性格과

指導目標의 中心"J 設定되어 當時決戰段階에 이흔 H帝의 緊追한 戰爭完逢의 政策 및 社會

的 흉흉求였던 國防能力의 充寶을 期한 것이라고 보겠다. 例를 들면 男學生에 對하여서는 劍

道및 柔道， 女學生에 對하여서는 羅刀(긴자루끝에 둬에 젖혀진 넓은 날을 붙인 옛날의 무

기 : 長刀)를 課하게 하는 한편 每週 敎授 時間 外에 무려 3時間의 團體힘II練 等에 參與시 킨

것을 보면 얄 수 있다.

2) 敎材의 配當

@ 皇國田民體操를 課함.

@ 中學 外에 各種 學校에서는 劍道 및 柔道에 있어 授할 基本動作의 敎材에 準하여 適

當한 學年에 있어 學年身體의 情況에 應하고 適宜 이를 授함으로 되어 있다.

3) 敎授時間 外에 行할 諸 運動

CD 體練科의 敎材中이I 獨示한 諸運動

@ 器械體操， 處球， 野球， 卓球， 럭 비 , 鐵球 i훌짧 等··· .. ·7種目

"1 運動들은 土地의 情況과 學生心身의 發達程度， 年顧， ↑生 等에 應하여 適當한 것을 훨

定한 후 充分한 指導計劃밑에 適切히 實拖하도록 注意、를 煥起하고 있다.

敎授上의 注意、事項 역 시 第3次 學校敎育課程과 같다.

4) 體鐘科 實施後의 動向

1941年 12月 8 日 所謂 太平洋戰爭이후 날로 激甚한 情勢下에 日帝는 모든 體育 運動鏡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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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統制케되 어 1942年 4月 18日 學第 94號의 學校體育剛新指導에 관한件25)의 通R뽕을 낸 휴

5月 23 日 에는 學務局體育行政의 짧問機關오로 大學， 專門學校總長， 校長會議가京城高商

〈現 公務院訓練院)에서 훌홈行되어 學校體育 없U新指導方針에 依한 學校鏡技 種目의 整理選擇

의 件을 協議한 結果 基魔體力의 鍵成과 國防 및 힘II練에 重點융 두어 多數의 사람이 寶施

될 수 있는 種目을 選擇하여 學徒體育振興會의 企圖에 따른다는 이유료 大學， 專門의

球技를 廢止하고 中等學校의 球技對抗도 制限을 加한다고 決定하여 學生의 體育 鏡技大會는

全面的언 옮M約을 받게 되 었다.

日本은 太平洋戰爭에서 漸次 敗色을 딱게 되자 人的資源을 總動員하여 國防力을 彈化하

려는 發惡的인 最後手段으로우리의 좁少年들을 모두 戰場에 投入하고자 1942年 7月 7日 에

所謂 「國民精神總動員 朝解聯盟」의 組織을 본 후 8月 l 日 에 는 體力檢 定훨鋼， 10月 l 日에는

徵兵實施의 對備策으료 朝蘇 좁年 特였I] 鍵成令， 1943年 3月 l 日 에 이 르러 徵兵制， 5月 15月 에

는 決戰下 一般國民 體育實施 훨鋼， 7月 22 日 에 는 學第 145號의 學徒 戰時動員體制 確立 흉흥

鋼， 8月 22 日 에는 學徒動員令 等을 公布하고 從來의 體育大會가 國民體育大會에서 國民鍵

成大會， 혹행場運動大會， 戰力增彈 運動大會， 國防體力 鍵成大會 等으료 改稱되 어 各種大會中

心制度흘 廢止하고 體育힘1\練種目이라 하여 男子에게는 「戰技힘1\練J(行軍戰場運動·鍾劍道

• 射擊基本힘II練體操 • I뚫上運動 • 혔il道 • 씨 름 ·ι 水泳 • 雪펌 •球技 等) 特技힘1\練(海洋 • 做空 •

機甲 • 戰車)을 實施하였다. 이 中에 陸上運動이라는 것도 「올렴픽」의 色彩를 -揮한다고

하여「올렴팩」의 種目을 없애고 重量運搬觀技， 行軍鏡技， 옳引鏡技， 障歸物通過鏡技， 行軍

鏡技擔架繼走니 하는 따위의 「戰廣j力 힘II練」種目만을 採擇한 것으로 모든 大會라는 것을 戰

廣j링II練의 道場化하여 完全한 戰時體育으료 統制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體操가

體鍵科흐改稱되어 각각 敎授及修練훨目은 戰局의 推移에 따라 臨時擔置에 依하여 補充되어

國防體育으료서 의 性格을 딱게 되 었다. 1944年 3月 18日 學第 57號의 學徒動員 非常提置

훨鋼에關한 件， 4月 28日 學第92號의 學徒動員 體制整備에 關한 件 9月 113 學第136號의 學

徒動勞動員의 澈底化에 관한 件， 等의 훨鋼을 學務局에서 通健하였던 것이나 戰局의 急轉

下록 成果블 보지 옷한 채 日本은 敗亡하였던 것이다.

結 語

日政下의 中等學校 體育數育 Curriculum을 훨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906年 舊 韓國 政府의 學校令에 依하여 確立되 었던 學校制度를 1911年 8月 所謂 韓購敎育

令에 依하여 다시 改正하였다. 이는 日帝가 “民度에 맞는 敎育”을 한다는 口實下에 日本A

敎育을 위 한 學校制度와는 別途로 高等 普通學校 4年이 라는 폈等한 短期 年限制블 實施하여

韓國人을 敎育的2..~ 差別하는 方針을 取해 냐갔다. 그리고 國民이 心身發達을 위하여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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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須的오료 實拖하여야 할 體育의 時間配當과 그 內容에 對하여서도 貝體的인 指示가 없는

「한펀， 地方事情에 따타서 體操를 實施하지 않아도 되도록 適當히 處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후 1914年 6月 10 日 第l次 學校 體育數育課程制定 內容을 보면 體操 數練 및 遊敵록

되어 있다. 이는 從來 행하여지고 있턴 兵式體操， 普通體操， 스웨덴體操， 기타의 敎材중에

서 解웹， 生理學에 根底블 둔 스웨멘體操를基鍵료 해 獨適式 操體를 약간 加味한 體操中

J心의 몇目이었다. 이 時代0914rv1927年)를 스웨댄體操 中心의 學校體操， 敎授 훌目 時代

라고 보겠오며 점차 現代的인 體操의 進步相을 보이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1927年 4月 1 日 第2次 學校體育敎育課程改正이 이루어 져 遊敵， 스포오츠룹 中心오로 한 學

校體操가 數授훨目<)로 改正되었다. 따라셔 學校體育이 現代的 면모를 갖춘 時代(1927rv 19

:.£7)흐 상융한 成長을 보게 된 것이 다.

1937年 5月 29 日 에 는 第3次 學校體育 敎育課程을 改正하였다. 改正內容을 약술하면 A格

關治를 강조한 점과 運動技術의 修練뿐만 아니라 그에 의해서 體得되는 合理的 뭘體修練과

情神練廳를 중시하고 全人의 完成과 團體的 生活힘1\練에 치중한 점과 獨速， 스웨덴， 덴마크

등 여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數材中 日本人(東洋)에 맞도록 劍道 맞 柔道， 당道를 數育

要目으료 하였다는 접이 종전과 다른 점이라고 지적할 수가 있다. 그 다음 해인 1938年 3

月 308 미 나마 (南)總督은 「國體明徵， 內解一體， 忍苦觀鍵」의 三大敎育方針을宣布하여 第

3次 體育數育課程改正補完하고 效率的 운영을 한다는 理由로서 學制를 日本A 中學校와

같은 式으로 改稱한 것이다. 이러한 錯處는 全體主義思想의 발록라고 보겠다.

그후 마침내 1941年 12月 , 所謂제 2차세 계 돼 전에 突入하자 日帝는 全體主義的 體育 즉 國

民皆兵을 至上目樞로 日本的인 古來의 柔道， 랬j道， 딩道 따위를 彈化하는 한펀 1943年 3月

~27 日 에 體操科이었던 것을 體練科로 改稱하여 體練科에서 敎練， 體操， 武道블 하도록 하여

;激化된 “皇國닮民”化의 植民地數育에 血眼이되었떤 것이다. 이러한 時局인지라 軍隊式 體

操의 힘1\步， 魔品回收， 行軍遠足야니 하는 따위의 日課로 體育數授課程은 站擔하고 學業을

全廢하는 狀態로 우리 學生들은 授勞와 營養失調 等으로 날료 體位가 低下되어 가고 있었

던 것이다.

日帝는 2차대전이 據大되자 體育은 國家의 事業이라는 美名下에 國防鏡技라는 戰技힘II練

을 彈調케 되어 中等學校體育은 空白狀態에 놓였던 것을 알 수가 있다.

以上의 것을 總括 훨略하면 第1次， 第2次， 第3次의 體育數育課釋改正까지는 敎材의 內容

/特徵， 配當， 數授時間外에 행 할 諸違動， 數授上의 注意 등 貝體的으료 提示되 어 一線 數

냄며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며 또한 體育敎育의 合理化課程에 參考가 될 것으흔 믿어

진다

(師範大學 體育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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