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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歐實學主義 思想、이 近代體育의 形成에 미 친 影響”

盧 융헥 흉훌

I. 序 論

오늘날 “體育”이란 용어가 그 어느때보다도 籃發하고 있지만 체육이 어떠한 目標나 目的

을 가지고 있는지는 체육을 專攻하고 있는 이들에게 조차도 불분명하다.

歷史의 過程에서 체육의 目標는 變化되어 왔고 또한 變化되고 있다. 그리하여 현재는 체

육의 目標가 身體的， 感情的， 社會的， 카口的으로 인간을 發達시켜 야한다는 점에까지 도달하

여왔다 (Bucher , 1975:93).

현재의 체육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現在의 制度와 慣習들이 形成되어온 過去의

時代與件， 改휠運動， 哲學의 擺念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Van Dalen, 1971:8-9). 이 러

한 意味에서 體育史昭究는 현재 체 육이 처 해 있는 諸問題를 해결하고 앞으로의 시 대 에 맞는

체육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Hegel은 그의 “歷史哲學講義”에서 歷史를 考察하는 방법을 세가지로 分類하었다(金않鎬，

1973: 30-43). 첫번째 방법으로는 歷史의 아버지라 불리는 헤로도투스(Herodotus)나 투키디데

스(Thucydides)와 같은 史家들이 歷史를 고찰한 것으로서 自身의 눈으로 보고 또 자기 自

身도 한 投劃을 途行한 行寫나 事件， 情勢에 限定하여 一切의 反省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事實을 記錄하는 방법으로 根本的 歷史(die urprUngliche Gerschichte) 또는 資料的 歷史라고

부르며 두번째 방법으로는 지난 過去의 이야기에 현재의 입장에서 본反省과 敎訓을 目標로

과거를 批評하는 것으로 反省的 歷史 (die reflektierte Geschichte)라 하며 이 에는 一般史，

實用的 歷史， 批判的 歷史， 專門的 歷史가 포함된다고 하였다. 마지막 방법으로 국가 민족

을 이끌어 가는 指導精神이나 理念으로서의 哲學은 역사를 하나의 題材로서 다루고 역사를

있는 그대로는 내버려 두지않고 그 사상에 적합시켜 이른바 先天的(prior， 理性的)으로 역

사를 구성한다고하여 哲學을 중요한 역 사의 소재로 파악하는 방법을 哲學的 歷史 (die philo

sophische Geschichte) 또는 歷史 哲學이 라고 분류하여 역 사를 고찰할 수 있다고 하였다.

헤겔의 歷史考察方法의 분류에 따른 세 번째 분류 방볍 언 哲學的 歷史처 럼 , 역 사를 고찰함

에 있어 理念이나 思想을 가지고 한 시대를 이끌어 온 精神을 파악하는 방법은 體育史 陽

究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역 사는 마르크스의 唯物史觀이 냐 토인비 의 ?홉環史觀동과 같이 역 사가의 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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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각기 다른 관점에서 분류된다. 그러나 어떠한 새로운 사관에서도 個人외 業績을

우시할 수는 없다. 많은 역사적 사실들은 위대한 指導者들에 의하여 그 시대나 그 이후의

時代思團에 커다란 영 향을 미쳤다는 점은 否定할 수가 없을 것이다(今村嘉雄， 1953:3).

역사나 사상의 寂述은 史觀에 따라 장이한 형태로 전개되어 지는데 역사를 反省하던가

아니면 精神으로 이해하던가 간에 역사를 고찰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그대로의 사질로서

그 시대의 政治， 宗敎， 敎育， 藝術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盧熙意 1981: 18).

體育觀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시대 사장에 따라 달라져 왔다. 현채의 체육 사상이

형성되기까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近代의 체육관인데 이 시기를 領環史觀의 측면에서

보면 體育復活시대이며 民族主義的 성격이 특히 강하고 교육의 훨요성을 강조한 시기였다.

또한 근대의 체육은 중세의 초기 基督敎 體育觀， 스콜라 哲學의 體育觀과 文藝復興時期의

體育顆， 實學主義 體育觀， 銀鍵主義 體育觀， 自然主義 體育觀 중에서 寶學主義의 體育觀이

近代體育發展에 楚石으로서 그 끼친바 영향이 크다(盧熙惠， 1981:18).

寶學主義는 古典만이 敎養있는 A間의 發達에 必훨한 道具라고 생각하는 文藝復興時期의

形式主義的인 社會的 조류에 批抗하여 廣範圍하고 豊富한 커리큐럼으로 直接 實生活에 관

계있는 교육을 젊은이 들에게 질시할 것을 주장한 17세 기 의 支配的인 思想、이다. 實學主義

가 일어나게펀 배후에는 宗敎改華과 自然、科學의 發達을 꼽을 수 있다. 이플 宗敎~후者플

과 科學者들은 현실생활의 중요성을 깨닫고 교육의 펼요성을 철감하여 身體의 가치를 인식

하고 체육을 중요시 하기 시작하였다.

이 러 한 實學主義를 言語的 實學主義(Verbal Realism) , 社會的 寶學主義(Social Realism) ,

感覺的 實學主義 (Sense Realism)로 분류하고 각 段階의 代表者로서 言語的 寶學主義에는

비베스(、rives . J. 1. ) , 라블레 (Rabela. F.) , 밀턴 (Milton.J )을 社會的 寶學主義에는 몽테뉴

(Montaigne)와 록크(J. Locke)블 感覺的 實學主義에는 벌카스터 (Mulcostor. R)와 코메니우

수(Comenius J，A)를 각각 꼼고 있다(Van Dalen, 1971: 162, Hackensmith, 1968: 98, 今村嘉

雄， 1955:63 , 韓基彦， 1980: 182, 金大植， 1973:83 , 金容基， 1972:89 , 盧熙惠， 1981:14).

여 기 에 서는 이 러한 實學主義 思想家들의 敎育觀과 體育觀을 문헌분석을 통하여 이들의

體育觀이 近代體育을 形成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고찰하였다.

본 논문을 고찰하는 방볍은 먼저 寶學主義라는 用語의 定義를 통하여 實學主義가 어떠한

擺念인가를 파악하여 그 意味를 알아보았고 이러한 실학주의가 일어나게 된 동기로서 르네

상스의 時代狀況과 그 시대의 敎育寶態를 논의하여 보았다.

言語的， 社會的， 感覺的 實學主義者들 중에 서 체 육을 특별히 중요시하거나 이 에 대 해 서

많은 언급을 한 實學主義者들을 選別하여 이들 實學主義者들의 生週와 時代狀況을 분석하여

보았고 이들의 作品이나 業續속에서 주장하는 체육에 대한사상을段階別로분석하였다. 그

리고 이려한 實學主義 思想家들이 近代體育을 形成하는데 미친 영향을 고찰하였다.



“西歐實學主義 思想이 近代體育의 形成에 미 친 影響” 213

이 연구를 함에 있어 寶學主義 思想家들이 직접 쓴 原文에 외하지 않고 간정적인 방법을

통하여 그틀의 중요한 사상에 청근하는 방법을 택하였음을 아울러 밝혀둔다.

lI. 實學主義(Realism)

1. ReaJism으l 語原的 意味

Realism이 란 일반적인 개념으로서의 “事實의” 흑은 “置實의”라는 뜻을 갖는 “real"이라는

말과 “理論” 흑은 “學說”을 뜻하는 “suffixism" (여 기 서는 存在하는 事寶에 관한 理論이 나，

實際的인 存:tE에 관한 理論)이라는 말의 結合이다(金大植， 1973:73).

漢字로 쓰얼때 “實學”이 란 實事求是之學이라는 돗의 述語로 漢代에 쓰여진 고전적 용어

로서 이 와 비슷한 “實”字系列의 단어들 중에는 實證， 實用， 實正， 實錢， 誠實， 實心등 헤

아릴 수 없이 많이 있다. 이런 單語플은 대부분 實의 의미를 虛 •空 •假 • 無등의 反對給付

的 立場에서 把握하려는 것들이다(李ζ浩， 1979:12). 이러한 文學遊戰에 빠지커 쉬운 方法

은 곧장 罷地에 몰리기 쉬운 것이다. 17세 기 이후 우리나라에서 “實學”이란 用語가 어떻게

쓰여졌느냐는 것이 實學擺念 定立을 위한 수 많은 論爭을 통하여 이제는 대체로 그 意味가

把握되어 졌다. 즉 우려나라 實學者였던 星湖 李、魔， 茶山 丁若購등이 主張하는 經世到用이

나 實事求是를 뜻하는 思想으로서 自我를 覺醒하는 批判精神에서부터 科學的 方法을 통한

現實을 올바르게 보는 立場을 말하고 있다.

實學主義는 realism의 觸譯이나， realism은 “現實主義”， “寶在論”이라고도 번역된다. 現‘

實主義는 -般的언 社會思想과 生活信條를 언급할 때 적절하며 實在論은 哲學의 觀念論

(Idealism)에 對應하는 擺念을 指稱할 때 적 절하다. 敎育j멍、期에 관한 한은 “寶學主義”라는

번역이 수공할만한 것이다(韓基彦， 1980:206)라고 말하고 있다.

一般的으로 敎育과 관련된 제반 擺念에서는 realism을 實學主義라고 번역하여 쓰고 있다.

여기에서 쓰고 있는 實學主義라는 用語의 權念도 敎育學的인 立場에서와 같은 뜻으로 쓰

여지고 있다.

2. 寶學主義의 歷史的 背景

中世未에 서 近代로 념 어요는 歷史的 過援期를 르네 상스 (Renassance) 라 부른다. 르네 상스

는 古典文化에의 復歸를 뜻하였으며 동시에 精神的인 면에서 A間의 自我 發見을 意味하였

다. 自我의 發展은 傳統的인 敎會組織과 慶式을 통한 信{대內容을 個A中心의 救濟로 전환

시키도록 하였다. 즉 사람들은 이체 靈塊을 救濟하는 일은 각자 自己 自身의 일이며 어떠

한 擬關이나 形式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믿기 시착하였다(車河淳， 1976: 264).

르네상스라 불리우는 精神運動은 유럽에서 일어나 13세기부터 17세 기 초까지 서구의 近

代社會가 시작되는 基盤을 닦아 놓았다. 이태리를 비롯한 南部 유럽으로부터 시작된 이러



214 師大論靈 (26)

한 움직엄은 中世의 敎權에 대하여 A間의 個性과 自由블 주장하고 神本寫主義의 思想에서

벗어나려는 碩向이 강하였다. 이러한 움직윤 곧 A文主義(Hurnaisrn)와 宗敎改華(Refor

rnation)을 展開시컸다.

再生이 라는 뜻을 가진 료네상스는 고대 그리 이스 •로마의 A本的 文化를 復活시 키자는

努力이었다. 이로 안하여 古典맑究가 活發해지고 뒤따라 科學과 技術이 發達하게 되었다.

서구사회는 르네상스를 통하여 中世의 暗黑時代로부터 벗어 나 世界史의 -寶을 맡게되는

전기를 이룩하게 되었다.

人文主義者들은 히브리語와 그리이스語에 의한 聖書의 原典에 접하자 虛構에 찬 당시의

敎會의 廳敗와 塵落을 攻擊하였고 나아가 經濟的 政治的인 改華을 주장하였다. 宗敎~華

運動의 주요한 기능은 敎育活動이 었는데 改華을 主張한 新敎徒들은 그들의 信lJp과 主張을

敎育活動에 의해서 -般化하려고 努力하여 교육의 大聚化에 이바지하였다(韓基彦， 1980:

177).

르네상스의 敎育은 흔히 “A文主義敎育”이 라 불리운다. A文主義的 敎育의 敎育的 理

想은 古代 그리이스 敎育에셔 彈調하는 心身의 調和的언 發達이었다. 르네상스가 처음

始作될 때 南部 유럽의 初期 A文主義者플은 調和있는 A間으로서 폭넓은 敎養A이 그

들의 첼想、的 人륨최像。1였고 ~t部 유럽의 후차 }、文主義者틀은 敎育합성 관싣을 個λ보다는

社會에 두었다. 또 그플의 敎育에 대한 理想은 調和로운 A間의 發達과 個性의 尊重이

었다.

中世社會는 宗敎的 • 道德的 測面만을 重視하여 身體에 관련된 몇素플을 無視하였고 오히

려 惡의 源없으로 까지 생각하였다. 그려나 르네상스에 와서는 身體에 대한 觀念도 변하여

知 • 德 • 體의 調和와 知的이고 審美的인 生活의 多樣化를 통해 폭넓은 敎養λ‘을 養成하기

위한 敎育을 중시하였다. 그렇지만 初期의 A文主義 敎育의 性格은 大累的이지 못하고 극

히 貴族的언 碩向을 나타냈다. 北部 유럽의 後期 A文主義는 南部와는 달리 大聚的인 性格

을 나타내고 社會的 道德的 改華에 치중하였다. 그들은 聖經을 %究하였고 實際의 宗敎生

活과 社會를 떠나서까지 個人的 生活의 自由블 누리려고 하지는 않았다. 또한 社會의 道德

的 趙落과 魔敗를 지적하고 古典을 통하여 宗敎的， 道德的 敎訓을 發見하도록 하는 敎育을

중시하였다.

이 時期의 또 다른 특정흐로 自然科學의 發達과 總對主義國家의 대두를 극품을 수 있다.

이 시커에 각종 科學的 때識이 發見되었으며 마젤란의 世界一週， 콜롬부스의 新大陸 짧見과

같은 劃記的인 事件으로 植民地 획득에 대한 관심이 增大되어 封建制度가 붕괴되면서 市民

階級의 힘을 엽은 國王이 總對的 政治權力을 가지는 專制主義 國家가 나타나게 되었다.

당시의 人文主義敎育은 超現實的 宗敎的 權威에 대하여 개언의 信째的 自律陸을 주장하

는 정도였고 現實生活의 직접척언 문제에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그러다가 이제까지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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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支配的인 思想은 A間의 能力에 대한 확신이 증대됨과 함께 實際狀況과 관련된 敎育

을 중시하기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러한 碩向을 實學主義 (Realism)라고 부른다(韓基彦，

1980:181).

實學主義는 事勳과 現實을 客觀的 준거에 의해서 관찰하고 人間의 理性이 주관하는 合理

的 思考를 강조하였다. 實學主義는 科學的 探究와 짧見으로 언해 더욱 {足進되었으며 주펀

관심이 特質的 世界와 具體的 事物에 주어졌다. 자연의 관찰과 그 관찰에 의해 얻어진 資

料나 쩌識의 確實性과 根據의 正當性이 문제의 대상으로 나타나기 시 작하었다. 그리하여

敎育에서 전통적으로 강초되어오던 짜口育과 德育에 못지않게 λ、間의 感覺作用을 중시하고 身

體도 하나의 敎育的 關心事로 나타났다(韓基彦， 1980: 181) .

3. 實學主義 (Realism)

哲學的언 擺念으로 realism은 觀念論者들이 생각하는것과는 반대로 存在가知覺되는것에

의 존하지 않고 物理的 對象들은 자체에 서 스스로 存훈한다는 學說이다(金大植， 1973:74).

Realism은 아리스토렐레스 (Aristotels, 384"'322B.C)에 서 시 작해 서 Saint Tomas Aquinas,

Decartes, Comenius, Spinoza , Locke, Kant , Heart, James 그리고 20세기의 여 러學派들의

哲學的 思考를 통해 발달되 어 왔다. realism의 立場을 이 세 상에 살고 있는 人間이 란 의심

할 바 없이 事實이고 事象은 인간이 그것들을 經驗하는 방법에 따라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

이 다. 人間의 經驗이 란 그의 知識속에 들어있는 어 떤 知識을 변화시키 지 못한다. 實걷E는

어떤 經驗이 있기전에 있던 그것들과 똑같응 것이다. 그리고 “저쪽에 있는" (out there) 實

在는 인간의 마음과는 別個이다(Zeigler， 1977:22).

이러한 哲學的 基盤을 가진 思想을 敎育學的인 면에서는 實學主義라고 부른다고 이미 앞

에셔 언곱하였다. 實學主義는 료네상스의 A文主義者들이 追求하는 形式主義的안 順向에

대한 振抗으로서 發生되 었다.

많은 사람들이 古典學 昭究에만 精神을 쏟고 있는 사이에 코페르니쿠스 (Copernicus. N.

1473'" 1543)와 같은 소수의 學者들이 科學的 昭究블 문제해결의 새로운 方法으로 導入하였

다. 그들은 古代의 學者들이 세운 法則에 疑않을 품기 시작하여 많은 연구을 거쳐 새로운

발견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狀態에서 實學主義創始者들은 과거의 權威에서 탈피하여

直接 實生活에 관계있는 敎育을 젊은이들에게 實施해야 한다고 그 必훨性을 강조하였다.

實學主義者들의 입장은 모든 實體는 自然의 法則과 移序블 가치고 있어서 理뾰的이고 感

覺的언 科學的 方法으로 이들을 發見할 수 있다고 보고 價f直의 本質에 대하여 善하고 아름

답고 價f直있는 것은 實體가 自然의 法則과 縣序룹 따를 갱우라고 하였다(Van Dalen , 1971:

55).

이 들의 敎育에 대한 目標는 自然의 法則과 移序가 存tE하는 實겉E에 대하여 다양한 知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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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하는 것이고 學生은 自然的 環境과 相互關係하는 高度로 짧達된 生物學的 組織體로

보았다. 그리고 自然의 移序와 法則에 대한 內容을 傳達하는 技能과 媒介를 커리큐렴의 內

容으로 보아 經驗과 物理的인 實驗을 거친 科學的 方法을 學習方法으로 重視하는 입장을

택한다고 말하고 있다(Van Dalen, 1971: 55-57).

이 러한 實學主義를 그 엽 장과 方法에 따라 言語的， 社會的， 感覺的 實學主義로 段階的으

로 分類하고 있다.

즉， 初期의 實學主義者들은古典의 文體나 表現形式을 模做하는 形式主義에 反撥하여 古

典의 敎育的 의미를 再解釋하였다. 그리하여 古典은 形式과 內容 自體가 중요한 것이 아니

라 그것이 人間社會에 대 하여 이 해 를 돕고， 여 러 가지 廳史的， 科學的 思考의 原理를 提供

하는 것으로 보아 寶生活에 주는 古典의 意味를 중시하였다. 이러한 思想을 가진 사람들을

A文的(Humansitic) 또는 言語的(Verbal) 實學主義者들이라 부른다. ft表者플로는 스페 인

의 비 베스 (Juan Luis 、lives) ， 프랑스의 라벨레 (Francois Rabelais) , 영국의 밀턴 (John Mil

ton) 등이 있다. (韓基彦 1980: 182, Van Dalen 1971: 89)

社會的 實學主義者들은 古典은 實生活의 問題와는 相關이 없으며 특히 人間의 社會生活

에 거의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敎育은 實際社會生活을

하는폐 쫓求되는 基本的인 힘H練을 마련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이러한 社會的

實學主義를 代表하는 人物로는 프랑스의 몽테뉴(Michel De Montaingue)와 영국의 록크

(John Locke)가 있4 (Van Dalen, 1971: 179, 今村嘉雄， 1955:64).

또한 感覺的 實學主義者들은古典으로부터 얻어지는 皮想的인 社會의 寶生活을 信賴하기

보다는 科學的인 方法을 통해서 現實生活問題에 接近하는 方法을 취하였다. 이러한 碩向은

16"'17세 기 의 連續的인 科學的 發展과 함께 더욱 高團되었다. 感覺的 實學主義의 代表者로

는 영국의 멀카스터 (Richard Mulsater) 오스트리 아의 코메니우스(John Amos Comenius) 등

을 꼽고 있다(韓基彦， 1980: 183, Van Dalen, 1971: 183, 今村嘉雄， 1955:66)..

그러면 이들 實學主義 學者들의 敎育觀과 그둘이 가지고 있었던 體育觀에 대하여 考察해

보고 이들의 思想이 近代體育을 形成하는데 어떠한 影響을 끼쳤는가를 알아보겠다.

In. 言語的 實學主義 (Verbal Realism)

言語的 實學主義者틀은/、‘文主義者와 마찬가지로 古典文歡을 A間思考의 最高所塵으로생

각하고 그것을 寶購하는 것이 가장 優先的언 價植라고 認定하였다. 그런까닭에 根本的으로

는 이들 寶學主義者들은敎育의 內容에 있어 서 人文主義者들과同-한 內容을 취급하고 있

었다. 그러나 敎育의 範圍와 目的에 대해서는 다른 擺念을 가지고 있었다. 즉， 古典을敎育

하는 참 뜻은 古典의 置正한 意妹블 理解하여 社會에서 A間의 義務를 實際的으로庸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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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言語的 實學主義 思想家인 비 베 스， 라블례 , 밀턴의 著

살펴보고 동시에 이들의 체육관이 차지하는 위치와術들중에 서 그들이 생착하는 體育顧을

누구에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아보겠다.

1. 비베스(Juan Luis Vives: 1492"'1540)

그는 스페인의 學者로서 젊었을 때 파리大學에서 λ‘文主義敎育을 받았으며 후에 偶神禮

護을 쓴 에 라스우스(Erasmus)와 유토피 아의 著者 토마스 모어 (Thomas More)와 親交를 맺

게 되 어 그들의 影響을 받았다. 그의 著書로는 “兒童敎育의 指針 (De Rutone Studii Peuerik)" ,

“基督敎女性의 敎育論(De Instutione Feminate Christiane)" , “學問敎授論 (De Trandis Dis

ciplinis) ", 精神 (De Anima)" 등이 있다.

비 베 스는 古典을 陽究하는 중요한 理由는 “ 日 常生活에 必흉흉한 것을 얻고， 心身에 利益을

줄 수 있기 위해서 또 個A의 信때心을 위해서”라고 하였고 우리가 얻은 知識은 “쓸모가

있어야 하고 그것은 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t1- (Van Dalen , 1971:175).

體育을 彈調하었교육의 目的을 成就하기 위해 비베스는또한 宗敎的 敬盧心을 키우고

그러 나 지 나친 體育活動이 나 軍事的인 效用姓으로서의 體育은 사랑의 宗敎인 基督敎에다.

맞지 않는다하여 라블레나 밀턴과는 다흔 입장을 취하였다. 그는 體育活動은 마음이 지쳐

있을 때 힘을 북돋아 주는 再生의 作用을 하며 知力을 維持하고 身體블 發達시키는 것부로

생각하였다(Van Dalen , 1971:176).

볼 • 게입， 走， 跳， 레스링， 速步， 테니스，

주사위놀이， 카아드놀이등은춤이나

體育에 관한 抱括的인 프로그램으로서

臨球등을 包含시컸고

投樓，

엄격히 禁하였 tot (Van Dalen,

1971:177).

宗敎的 입장때문에 지나

비 베스는 A間의 個λ、差블 認定하고 敎師는 學生의 能力에 맞는 訓練을 하도록 타고난

才能을 주의깊게 관찰하여야 한다고 하었다. 또한 그는 마음의 作用을 昭究하여， 傳統的인

敎授方法을 改善하려고 시도한 敎育方法論의 擺念을 진척시킨 敎育者로서 經驗心理學의 先

騙者외 한 사람이 되었다.

비 베스는 傳統的 敎育에 體育을 重흉흉한 內容으로서 간주했으나

천 體育活動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 다소 消極的인 점이 있다. 그러나 그가 體育에 대한 중

요성을 강조한 점은 다른 많은 後世의 學者들에게 큰 意味를 부여하였다.

2. 라블레 (Francois Rabelais: 1483'"'-'1554)

라블레는 프랑스의 Chinon 근처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아버지는 法律家였다. 그는初期

敎育을 Benedictine 修道慣에게 받았고 1531년에는 Montpellier 대 학에 서 醫學碩士學位를

로크，

그는 聖職者로서 醫師로서받아 Lyznes에 서 醫師로서 근무하기도 하였다.

調刺的인 著述을 쓴 作家로서 봉테뉴，

또한謂護的이고

루소등과 같은 思想家들에게 많은 影響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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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

Pliny와

그는
;ζ기’

지방사투리로 썼

묘사로쪼業生의

社會的， 倫理的， 精神的， 身體的인 면에서 實生活과

빈정댔다.

gantua라는 무지무지한 食欲을 가진 얼뜨기이고 멍청한 巨A이 후에 다방면으로 敎育을 받

게 되 었을 째 相當한 A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라블레는 Gargantua를 통해

그리하여 敎育은

하였다.

라블레는 當代의 敎育을 라틴古典文法學校

었다. 그의 作品은 당시의 /“文主義者들이 쓰먼 라틴語로 冊을 쓰지않고

￡며 優雅하고， 品位있케 쓰지 않고 오히 려 鍵博한 文體로 썼다(今村嘉雄， 1955:64). 그의

作品으효는 “가르캉튀아 이 야기 (Gargantua)"와 “팡타그리알 (Pantagruel) "이 있고

Galen등과 같은 古代作家들에 대한 여러編의 批評書들이 있다.

그는 당시의 펀협펀 A文主義 敎育의 文字유회를 비난하고 實生活의 교육을 주창하였다.

연계되어야 한다고

λ、文學者이건 간에 權威에서 당시의 敎育의 모순을 꼬칩고 神學者이건 古典을 짧究하는

依存함이 없이 思想과 行動의 自由에로 引훨하는 敎育을 主張하였다(Zeigler， 1977: 122).

體育에 대 한 라블레의 思想은 “Gargantua의 이 야기 ”속에 잘 나타나 있다. “Gargantua의

이야기”에서는 그 당시의 가장 널리 알려져 있던 運動과 스포오츠가 총망라되었는데 그가

속에 나타난 Gargantua의 敎育은 實生活에

提案한 體育의 커리큐램은 보통사람이 實施하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맞는 實質的인 것들이었다.

그러나作品

불게엄， long 테 니

그것들은 運動전에 그들의 마

“ ..거기서 그는 3 年間의 證書를 받고 이것이 끝나면 풀밭에 나아가

스， pile trigone(삼각쌓기 : 꾸미기 체조의 일종)등을 한다.

음과 몸에 심한 닮Il練을 주게되는 것이다…食事후 精神的인 敎科目을 工夫한 후에 Gargantua

먼지고 등

막대기를 設置하고 발이

들고 과녁을 향해 단창을

는 그의 運動을 한다...氣球를 손과 발로 튀기며 놀이를 하고 또한 레스렁， 달리기， 뛰기도

하었다. 한번 도약하면 도땅을 건너고 울타리블 뛰어오르고 6步높이 의 담을 넘는다 ...깊은

물에서 平泳， 背泳， 橫헤〈등을 하는데 온몸을 使用하든가， 발만으로 헤든가， 아니면 한판을

水面위에 내놓고 책을 쥐고서 넓은 세느江을 건너기도 한다" (Van Dalen, 1971: 178)고도 하

였고， “…그는 창이나 긴 막대기， 돌등을 먼지고 가장 강한 활을 쇼고 鐵로 만든 十字활을

가슴에 대어 휘게 하였다…그들은 고정된 두나무 사이에 커다란

땅에 닿지 않도록하여 줄을 따라 앞뒤로 왔다갔다 하면서 큰소리를 질러 그의 가슴과 폐블

嚴鍵시킨다" (Gerber， 1971: 55). 또한 屋內에서의 活動에 대하여 언급한 것을 보면 “·‘·펜싱

場에 가서 敎師와 더불어 모든 武器 다루는 方法을 演習한다 ...또 그는 단창을

다루고 스페인 냐괄， 단도 그리고 방패를에 칼을 맨 채 쌍칼을

던진다"고 하였q (Van Dalen, 1971:178).

Garantua에 나다난 당시대 의 運動으로는 각종 球技와 水泳， 體操 그리고 戰爭에 必훨한

劍術이나 딩術을 實雄하였음을 알 수 있고 食後나

하였음을 알 수 있다.

精神活動後에 껴분전환을 위해 놀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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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는 한달에 한번은 冊없이 시골의 풀밭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개구리나 제를 잡으

면서 하루를 보내는 것은 즐겹고 유익한 일이라고 주장하었다 (Van Dalen, 1971:178). 이

처럼 산 知識을 얻을 수 있는 消風을 敎育의 포로그램<:>로 접어넣었다는 것은 重횟視할 만

한 일이다.

라블레의 作品은 그 시대의 용B識人에게는 별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般大聚들에게는 큰

人氣를 얻었다. 그의 思想은 자연주의를 주창하여 에빌 (Enaile)을 쓴 루소(J. J Rousseau)

의 敎育思想에 커다란 影響을 미치게 되었다. 그리하여 루소는 에밀에서 가장 理想的인 敎

育方法은 담然에 대한 교육을 중섬으로 아통과 함께 起居하는 가정교사에 의하여 人間敎育

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했다.

라블례의 思想은 근대 체육이 형성할 수 있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루소의 자연주

의 체육관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높이 평가할 수 있겠다.

3. 밀턴 (John Milton: 1608'"'-'1674)

런던 태생인 밀턴은 일찌기 Saint Paul 學校에서 古典을 배웠으며 Cambrige의 Christ大學

에서 修學했다. 그는 詩人으로 政治家로서 그 당시 영국의 最高로 博學多識한 사람중의 한

사람으로 認定받았다.

失樂 園 (Paradise Lost) 이 란 作品으로 잘 알려진 멀턴은 敎育論 (Tractate on Educatioon) 이

란 작은 책을 著述하여 당시의 敎育方法에 대하여 攻擊하고 그 많善策을 論하었다.

밀턴은 당시의 傳統的인 교육방법인 古代의 言語블 8년동안 가르치는 일은 시간낭비라고

不評하면서 1年間은 전통적 인 敬授方法태로 하고 나머 지 7年間은 農業， 物理， 地理， 倫理，

經濟， 政治， 歷史， 神學등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었다 (Ha<;ken Smith, 1966: 100) .

그는 敎育을 다음과 같이 定義하었다. “完全하고 高適한 敎育이라는 것은 戰爭과 平짜時

를 不問하고 私的이건 公的이건 모든일을 올바료고 재치있게 그리고 고결하게 完修할 수

있도록 人間을 適應시키는 것이다. " (Van Dalen , 1971: 175). 그리하여 敎育을 *口識으로만制

限하지 않고 道德과 身體의 美的自標를 중하게 여겨 學問외 修業은 生活의 準備블 위한 것

으로 實施해야한다고 하였다.

특히 빌턴은 體育을 戰爭에 필요한 個A외 能力을 養成하는 手段으로 利用하려 하었다.

“ ...執政官이 戰蘭技術이나 戰廣l行德블 위한 軍事닮II練으로 우리틀의 身體를 §量化하는 것

과같이 民쨌의 스포오츠와 祝察중의 娘樂을 관리하는데 注意를 기울인다면 國家의 입장

에서 볼 때 유익한 일이다" 또 말하기즐 “ ...體育은 젊음을 維特시키고…健康과 敏活함 그

.리고 彈力함을 주며… 크고 높게 成長시켜 素朴하고도 英雄的인 굳센 氣象을 불러 일으키

케하는 사나이다운 勇氣를 용솟음치게 한다. "(Van Dalen, 1971: 176) 라고 하였다.

이처럼 體育을 軍事的 目的으로서 利用한 것은 밀턴이 政治j、이었다는 變數가 많이 作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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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밀턴운 健康한 身體를 가진 國民응 國家의 國力을 높이는데 많아

寄與한다고 생각하였다.

體育에 대한 그의 見解는 다음 事項중에서도 彈調되고 있음을 잘펴볼 수 있겠다.

“'"少年들의 每日의 課業은 學業， 運動， 食事의 3部分으로 나누어야하고 食事後 한시간

반정도는 運動과 休息、을 주지 않으면 안된다連動에 관하여 내 가 권하고 싶은것은 그들

이 武器블 올바르게 使用하여 정확히 찌르고 베어 그들의 몸을 지키도록 하는것이다.…英

國A들에는 익숙한 짓이지만 싸융을 하는데 있어서 잡고 당기는 동-작이 必몇한데 이러한

레스링의 장아 당기거나 잡아채기는그들에게 필요한것들이다. "(Harckensimth, 1966:100).

政治家이고 詩人이었던 Milton-은 體育을 軍事的인 目的을 達成시킬 수 있는 몇素로 보아

體育의 軍事的 價f直에 대한 理解블 심어주었다는 점에서 近代體育이 形成펼 時期의 國家초

義的 {煩向을 띄우는데 그 영향을 미쳤다고 사료되어 진다.

비베스， 라블레， 멀턴과 깜은 言語的 實學主義者들은 敎育內容에 있어서는 다분히 人文

主義的이었고 觀育目的과 方法은 實學主義的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體育을 敎育의 중요

한 內容으로 理解하였으며 라블레와 밀턴과 같응 사랑응 軍事的 目的으로서 體育을 彈調하

였다.

N. 社會的 實學主義 (Social Realism)

社會的 實學主義란 上流階級의 貴族플과 公的 寶務家들에게서 볼 수 있었던 敎育觀이다.

그들은 그들의 子女들이 公的인 社會生活에 參與하는 데 바탕이 되는 “神士的 品格”과 “世

上을 브는 眼目”을 중시하고 書籍에 의한 敎育보다는 社會生活의 參與를 통한 敎育을 원했

다. 現實에 필요한敎育은過去의 文化블 통해서가 아니라 現實生活 그 自體를 통하여 實施

되 어 야 한다는 것이 었다(金大植， 1973:85).

社會的 實學主義者들은敎育이 實際的인 것이 어 야 한다는 主張을 言語的 實學主義보다더

욱 堅固허 하여 敎育이 機能的인 生活의 흉흉求에 -致되어 야 한다고 생 각하였다. 이 러 한 思

想을 가진 代表的인 人物로는 몽테뉴와 존 • 록크블 플 수 있다(今村嘉雄， 1955:64). 경우

에 따라서는 존 • 록크를 다음 章에 나오는 感覺的 寶學主義者로 包含시키기도 한다〈韓基彦，

1980:183). 그러나 이 船究에서는 존·록크를社會的 實學主暴의 代表的인 A物로 택하였다.

그러면 社會的 實學主義 思想、家로서 몽테뉴와 존 • 록크의 著術을 중심으로 그들의 體育

觀을 살펴보고 이러한 체육관이 차지한 위치와누구에게 큰 영향을 주었는가블 살펴보겠다.

1. 몽테뉴 (Michel de Montaignue: 1533-1592)

봉테뉴는 프랑스의 Bordeaux에 서 약간 떨어진 Peripord라는 곳에 서 地主의 아플로 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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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그는 法學을 공부하였고 다방면에 걸쳐서 우수한 사람이었다. 특히 그는 수필가록

서， 學者로서， 뛰어난 劍客으로서 그리고 神士로서 당대의 가장 學識있는 사람들 중의 하

나이었다.

특수한 文學의 樣式으로 간주되는 “essay"략는 用語를 처음부로 便用한 그는 그의 作品

“ess/!.y"에서 敎育에 대한 관심을 2編의 論文 “兒童敎育論 CPu L’Institution des Enfants)"

과 “衛學論(Du Pedantisme)"에 서 밝히고 었다.

그는 당시의 古典的 文法學校와 文學學校외 形式的인 敎育올 시간낭비라고 하면서 “敬育

에 의해서 마읍을 잘 나타내지 뭇하거나， 判斷을 찰하지 옷한다면 자라리 나의 學生들응 테

나스를 하면서 그의 時間을 보내는 것이 낫다. "(Hackensmith, 1966: 101)고 非難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敎育위 目的이 뼈識充足이 아니라 A間의 뻐慧， 判斷力， 趣味， 道德，

態度등을 경훌展서 켜 야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判斷하건데 그들외 行動과 感覺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마음

을 열줌시키는 것을 가르져야 한다. 그 후에야 그들융 自身을 알고 펀안하게 죽으며 잘 살

수 있는 方法을 익 히 게 되는 것이 다. "(Gerber, 1971: 60)라고 하여 實|聚로 行動하는 敎育을

寶施할 것을 주장하였다.

몽테뉴는 學問은 文法家나 倫理學者블 育成하는 것이 아니고 A間이 유효적절하게 行動

하게 하고 幸隔한 生活을 營寫할 수 있도록 準備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그의

이 런 생각은 身體的 • 知的 •道德的으로 完全한 全人(total man)을 敎育하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다. 全人으로서의 人間을 育成시키기 위해서는 敎育이 2분야혹 나누어져서는/안된다고

하였다. “ ...나는 그의 表面的 態度， 社會的 行動 및 그의 몸가짐 등을 그의 마음과 같이 동

시에 育成하고 짚다. 우리들이 訓練하는 것은 精神도 身體도 아니며 그것은 오직 人間이며

인간은 정신과 신체의 두 部分으로 나눌 수 없다‘ " (Gerber， 1971:59) 면서 心身一元論的안

입강을 취하였다.

體育에 대한 몽테뉴의 생각은 全體敎育을 위한 테두리속에서 꼭 必훌한 훌素로 생각하면

서 身體를 통해서 인간의 知識이나 道德力이 表現되기 때문에 “身體는 우리라는 存在의 중

요한 部分으로 뚜렷한 地位를 점하고 있으묘로 그 構造외- 氣質이 올바르게 고려되어야 한

다. "(Van DaUen, 1971: 180)고 하여 신체 를 통한 敎育을 彈調하였다.

또한 “敎育의 內容에는 달리기， 레스멍， 舞觸， 수럽， 승마， 펜싱과 같은 連動과 레크레

이션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몽테뉴의 敎育에 대한 功歡은 記憶보다는 오히려 생각하며 實錢하는 것을 彈調하는 道德

生活 敎育에 대 한 計劃이 다. 또한 身體的이고 精神的인 敎育이 모두 A間을 育成하는데 必

흉흉한 것 이 라는 全A으로서의 生活敎育을 主張하여 록크， 코메니우스， 루소와 같은 이들에

게 影響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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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Ulich는 몽테뉴의 功歡을 이렇게 表現하고 있다. “모든 特珠한 敎育的언 提案보

다 더욱 중요한 것은 몽테뉴가 완전히 自治的이고 인간의 世힘的인 擺念을 간직하였던 당

시의 敎育界 思、想의 歷史속에서 처음으로 人格의 偉大함을 表現했다는 事實이다. "(Gerber,

1971:60).

수펄가 몽테뉴는 身體는 곧 精神과 함께 교육되어져야 하며 全A으로서의 人間만이 日常

生活을 찰 영위할 수 있고 그려기 위해 敎育은 道德的， 身體的， 知的으로 모두 다루어져야

한다고 하여 한 발 앞선 敎育觀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그는 身體의 가치를 精神과 대등하게

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보겠다.

2. 존 • 록크 (John Locke: 1632"'1704)

英國의 哲學者 록크는 Somersetshire에 서 出生하여 政治人 哲學者로서 파란많은 生陣를 보

냈다. 록크는 몽테뉴와 같이 貴族과 神土의 敎育을 주장하였고 感覺的 經驗을 통한 敎育을

彈調하였다. 이러한 理由록해서 록크를 社會的 寶學主義者로서 또는 感覺的 實學主義者로

서 함께 分類하기도 하는 까닭이다.

그의 著書로는 “)、間펌性論”， “統治二論”， “實容에 관한 書簡”등이 있으며 敎育에 관한

著書로는 “敎育에 관한 考案 (Some Thoughts Concerning Education)"이 있다.

록크는 人間의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完全한 白紙와 같다고 하여 白紙說(Tabula Rasa)을

주장하여 백지와 같은 마음위에 經驗이라는 A間의 經歷을 천천히 記錄하여 나아가는 것이

라 하였다. 따라서 早期敎育을 彈論하고 敎育의 可能性은 無限하다는 敎育萬能論을 내세웠

다(李寬炯， 1982:89).

또 록크는 “敎育이 란 가장 흔히 그리고 가장 重몇하게 行動하는 日常生活의 活動에 關한

昭究를 通하여 A生을 위하여 知的 • 身體的으로 個A을 準備시 키는 것" (金大植， 1973.23)이

라고 敎育의 定義를 抱括的으로 내리고 있다.

록크는 “敎育에 관한 考察”에서 敎育의 目的은 知的이고 道德的인 神士를 育成하는 것이

며 그러키 위해서는 빼兒期부터 철저한 訓育을 해야한다고 하였고 體뽑과 같은 것은 反對

하였다. 神士의 몇件이 되는 敎育‘은 體育， 德、育， 知育이 調和되도록 하는 것이되 體育은

德育보다， 德育은 m育보다 重몇하다고 하였다(韓基彦 1980:187).

이처럼 록크는 그의 敎育思想、中에서 體育을 가장 重휠한 훨素로 보고 있다. 다음과 같은

名句는 健康한 身體가 얼바나 人間의 幸福에 影響을 미치는가 잘 表現하고 있다. “健康한

身體에 健全한 精神。1 (Mens sana in corpore sana) 라는 말은 걸이는 짧지만 이 세상에서

幸福한 狀態를 가장 잘 表現한 것이다.... f\.間이 幸福이니 不幸이니 하는 것은 대부분 自

身이 만들어 내는 것이다...敎育이야 말로 A間을 이렇게도 할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이다. "(李寬炯， 198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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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크의 體育思想의 核心은 健康이고 이것은 數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數鍵을 위해서는 健全한 生活習慣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鍵鍵되려면 걸들

여 져 야 하는데 걸들여진 속에는 節力， 持久力등과 같은 身體的 훨素와 忍、耐力， 批抗力등의

精神的 흉흉素가 함께 몸에 익어야 한다. "(李寬炯， 1982:98).

록크는 健康의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간단한 購生法을 船究하고 신선한 野外의 大氣， 運

動， 睡眼등을 중시하였다. 그리고 神土블 養成하는데 펄요한 특수한 機能으로서 水泳， 舞

歸， 乘馬， 펜싱을 들었다.

“Recreation-은 勞動이나 歡食과 깜이 必휠한 것이다. "(Gerber, 1971:74) 라고 하여 레크레

이션이 단순히 반둥거리며 노는 것이 아니고 펴로해진 곳을 펀안하게 완화시켜 주는 人間

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기분전환이나 스트레스블 解消하는 擺念으로 바꾸어 놓

았다. 그의 이러한 레크레이션에 대한 중요성은 당대에는 별로 認識이 안됐지만 後世외 敎

育者들에게는 많은 影響을 미쳤다.

록크는 體育活動을 쩌育이나 德育보다 우위에 두었다. 그리고 건강한 身體는 銀鍵을 通

해서 이루어 진다하여 近代體育에 銀鍵主議를 훨入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불수 있겠

다’

社會的 實學主義者로서 몽테뉴와 록크의 敎育觀은 敎育이 社會에 서 機能的 生活을 하는

데 有用해야 한다는 점을 彈調하였고 精神과 身體가 完全한 사람을 그 目標로 하였다. 그

러 나 이들의 敎育觀은 家處敎師에 의한 敬授法등을 主張하여 貴族階級에 限定된 敎育體系

로서 近代敎育의 大댔化에는 다소 거리감이 있는 것이었다.

V. 感覺的 實學主義 (Sense Realism)

言語的 實學主義가 古典을 통한 拍識에 주안점을 두고， 社會的 寶學主義가 古典을 통한

용口識獲得은 寶生活에 重點을 두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感覺的 實學主義는 生活에 관한

뼈識은 自然의 힘이나 法則속에서 發見할 수 있는 것이라 보고 敎育은 感覺닮II練을 통한 方

法을 寶~할 것을 주장하였다.

당시의 科學的인 業績응 이들 感覺的 寶學主義者들에게 過去의 權威主義的인 學說을 받

아들이는 것보다 自己自身을 생각하고 自然을 陽究하고 觀察함으로써 員理를 찾는일이 意

味있고 重몇하다는 점을 일깨워주었다. 그리하여 感覺的 實學主義者들은꺼口識獲得에 있어

서 科學的 方法에 의존하려는 碩向이 짙 었다.

이러한 감각적 실학주의는 교육학상 寶學主義를 代表하여 “合自然的 敎育” 原理를 잘 반

영하고 있다. 또한 初期의 敎育科學運動으로A文主義 교육에 대항하여 近世교육사상을 구

축한 중요한 위치에 있다. 뿐만아니라 現代의 중요한 敎育方法의 하나인 視聽覺敎育(audio-



224 師大論嚴 (26)

visual education)의 선구가 되는 것으로 近世敎育史的 意義가 큰 것이다(김용기， 1972:

90).

이러한 감각적 실학주의자로서 멀카스터와 코에니우스의 敎育思想을 통해서 그들의 體育

難을 살펴보고 이러한 사상이 차지하는 위치와 누구에게 큰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겠다.

1. 멀카스터 (Richard Mulc3ster: 1531'"'-'1611)

벌카스터는 Merchant Taylor와 St. Paul학교에 서 50여 년간 在職한 영국인 敎育者이다.

그는 라틴語나 그리이스語보다 自國語를 使用할 것을 主張하면서 敎育에 대한 그의 思想을

“初學書 (Elementaire) "와 “諸位置 (The Position)"란 책 에 서 밝히고 있다. 특히 “初學書”는

言語的 實學主義者 비베스(Vives)의 作品에서 많은 影響을 받은 것이다(Hacken Smith,

1966: 105).

敎育은 實it的이어야 한다면서 멸카스터는 “敎育이란 홀로 生活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플과 함께 어울려서 生活할 수 있는人間을育成하는것이다"라고하였고더나아

가 人間은 自然、의 法則에 따라 訓練되 어 져 야 한다면서 “敎育과 歡鍵의 目的은 自然으로서

의 人間完成을 이룩하게 하는 것이다. " (Van Dallen, 1971: 184) 라고하여 敎育의 담標를 敎育

의 內容보다는 λ、間 自體에 두고 있다.

멀카스터의 體育思想은 身體活動을 레크레이션的으로나 軍事的 目的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도 보았지만 個A의 健康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데 더욱 관심을 가져 어렀을 때부터

健康을 敎育의 주된 目的의 하나로 認識하도록 주장하였다. 또 그는 兒童틀의 놀이나 身體

活動을 敎師가 도와주고 담당하여야 한다면서 흘륭한 敎師의 資格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제시하었'1- (Van Dallen , 1971: 187). CD 職業에 대한 탁월성과 價個를 지니고 있을 것，@

끊임없이 專問흙口識을 구할 것，@ 가르치고자 하는 바를 選別하여 올바르게 가르칠 것.

멀카스터는 運動과 놀이에 있어 少年과 少女가 함께 參與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方法이

그들의 천부적안 能力을 發展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Hacken Smith , 1971 ~ 103). 少女들에

대한 그의 언급은 당시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일이었다. 少年플이 하는 거칠은 鏡技인 觀球

에 대하여 멀카스터는 “봄에 대단히 좋다”고 하였고 古代 그리이스와 로마의 運動하는 方

法을 %究한 뒤에 “복장을 整備한 후 처음에는 천천히 運動을 始作하고 漸次로 빠르게 하

고 서서히 끝을 맺은 후 땀이 벤 옷을 갈아엽고 약간의 散步블 한 뒤에 몹이 安定된 狀態

로 돌아가면 食事를 하려간다"고 하여 運動의 方法論과 운동전후의 위생적인 변에서도 언

급을 하였다.

또한 “初學書”에서 體育의 커리큐렴으로 具體的언 內容을 說明하고 그것들에 對한 價f直

를 論하고 있다. 그러한 커리큐렴의 內容으로는 舞觸， 步行， 走， 펜성， 팽이치기， 水泳，

乘馬， 사냥， 볼게 엄 등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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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려자베도女王時代의 사람으로서 멀카스터는 新蘇한 空氣와 햇빛， 그리고 위생적언 環

境을 갖춘 連動施設과 기구가 提供되어야 한다 (Van Dalle따， 1971:189) 고 주장하였는데， 이

는 近代體育뿐만 아니라 現代의 體育思、想에도 그 끼친 影響은 아주 華新的인 것이었다.

2. 코메니우스 (John Amos Comenius: 1592"-'1670)

코페니우스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 일찍 양친을 여위어 남보다 훨씬 늦게 콩부를 始作

하였다. 암스테르담， 하이렐베르그에셔 移學하고 모라비안(Moravian) 敎會에서 救師로서의

準備過程을 거쳤다. 그는 舊敎와 新敎간의 싸움으로 物質的이고 精神的인 苦痛을 많이 당

하였치만 “大敎授學(Didaktika Magna)" , “言語入門 (The vertibule of the gate of tongues

unlocked)" , “助兒學校 (The School of Infancy)" , “世界圖續 (The world in pictures)"를 包

含하여 수 많은 책을 著述한 敎育者이다.

코메니우스의 敎育目標에 影響을 미 천 것은 당시대의 科學的 9iO識보다는 宗敎的 確信이

더욱 컸다. 그는 永遠히 神과 갤이하는 幸福을 敎育의 目標로 삼았다. 그래서 神을 아는

일은 곧 自然을 아는 얼이라하여 個人이나 社會를 뿔新시키기 위해 敎育을 중시하였다. 그

렇지만 그는 兒童의 自然的 發達을 고려한 學習方法이나 學級制度의 原理를 내놓아 /\間理

性과 이로 얻어진 科學的 知識도 중요하게 여겼다.

“大敎授學”에 서 코에니우스는 “모존 人間은 그가 靈짧을 갖고 있커 나 한가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敎育을 받을 權利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고 “少年과 마찬가지로

少女들도 敎育을 받아야 한다. "(H’ackensmith, 1966: 106)는등 다른 寶學主義者플보다도 進

-步한 思想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聖職者로서 精神과 身體에 래한 擺念에 대하여 “첫째로 관심을 쏟을 것은 人間에

있어서 가장 重훨한 몇素언 精神이 可能한한 最高의 한도내에서 아름탑게 찬양될 수 있어

야 한다. 다음으로 관심이 주어져야 하는 것은 身體로서 하나의 영혼을 적절히 저장하여

價f直가 있도록 해야한다. "(Gerber, 1971: 68)고 하여 로크의 精神과 身體에 대한 關係와 비

슷하게 論議하고 있다.

코메 니우스는 놀이 에 대한 重慶性을 父많에 대한 忠告의 形式으로 “행兒學校”에 서 記述

하고 있다. 놀이는 自然스러운 키리큐렴으로서 이를 제한하는 것은 精神과 身體의 調和的

인 發達을 해치는 것이라고 하여 게임이나 놀이는 그틀의 知力이나 態度， 習慣을 發達시키

는 健全한 해채이기 해문에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또 아동에 있어서 즐거운 마음가

점은 절반이 健康한 狀態이고 生命의 根原이라고 하였고 兒童의 눈， 귀 또는 다른 器官을

즐캡케 할 몇가지 손쉬운 일거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놀이”에 대하여 특별한 意

味를 附與하였다. 그는 놀이의 價f直뿐만 아니 라 安全에 대한 言及에 서 도 兒童들의 成長發

達을 고려한 近代的안 思考方式이 열보이고 있다. “아이들이 달려고 노는 일이 많으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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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수록 그의 心身은 더욱 빨리 成長할 것이다 ...그러묘로 아이들이 뛰어놀고 運動할 수

있는 場所는 安全한 곳이 어 야 한다. "(Hacken Smith, 1966: 106). 이 러 한 運動場을 코메 니

우스는 敎育에 있어 必須的안 施設로 보았다.

그러나 具體的인 體育의 커리큐럼에 들어가서는 레스멍， 복성， 水泳과 같은 것은 쓸모없

고 위험하묘로 禁止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이런 점에서 볼때 17세 기 神學者로서의 制限된

思考方式을 엿볼 수도 있다.

코메니우스의 “세계圖續”는 最初의 어린이 그렴책으로 어린이들의 感覺을 통한 敎育을

시도한 책이다. 이와같이 感覺을 통한 敎育을 주장한 정에서 코메니우스는 感覺的 實學主

義의 代表者로 불리고 있다. 成長하는 兒童들에게 感覺訓I練을 시키기 위해 즐거움을 통한

方法을 試圖한 것은 페스탈로찌나 프로벨， 그리고 존·듀이와 같은 敎育思想家들이 놀이를

통한 學習擺念을 敎育理論의 重몇한 {則面으로 發達시키는데 奇與하였다.

멀카스티나 코메니우스와 같은 感覺的 實學主義者들은 대부분 敎師들로서 遊敵活動이 敎

育的 의의를 높이는 중요한 몇素로 認識하여 兒童들에게 感覺을 통한 科學的인 方法을 利

用하여 學習할 것을 主張하였다.

이들 감각적 실학주의자들의 科學的인 敎授方法 적용은 體育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치

게 되었다. 즉 환경적인 요인으로서 運動場은 어린이들의 學習을 위한 必須的인 場이라하

여 근대체육施設에 있어 運動場이 學校敬育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시설이 되게 하였다. 또

한 즐거움과 건강을 위한 다양한 놀이를 통한 學習經驗으로서의 體育活動을 주장하여 近代

體育을 形成함에 있어 體育理論定立을 위한 基魔的인 근거를 제공하여 주었다.

VI. 實學主義 體育의 特徵

實學主義 체 육의 특칭을 段階別， 思想家別로 考察해 보면 다음과 같다.

Realism은 事實이나 鷹實이라는 돗의 “real"과 理論이나 學說을 돗하는 접미어 “ism"의

結合語로서 일반적인 社會思想、이나 生活信條를 언급할 때는 “現寶主義”로， 觀念論이라는

哲學用語에 반대 하는 뜻으로 쓰일 때는 “實在論”으로， 敎育思湖에 관하여 쓰일때는 “實學

主義”라는 用語로 觸譯되어 쓰여진다. 이때의 寶學主義란 實事求是나 利用훔生이라는 뜻으

로 直接 實生活에 필요한 敎育을 彈調한 敎育思湖아다.

實學主義는 古典을 A間遺塵의 最高로 생각하는 λ、文主義에 反撥하여 일어난 17세기 의

敎育思湖로서 現實生活과 관련있는 敎育을 중시하고 事物과 現實을 客顆的 準據에 의하여

\觀察하는 科學的이고 合理的인 思考方式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實學主義에 影響을 미친 社

會的 變化는 宗敎改華과 自然科學의 發達이다. 그리하여 그 이전까지 彈調해 오던 知育과

德育에 다가 全人으로서 의 人間完成을 위한 廣範圍한 커 리 큐럼 으로서 體育을 중시 하커 始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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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러한 實學主義는 言語的， 社會的， 感覺的 實學主義의 3段階를 거쳐 發展하였다.

言語的 實學主義는 代表者로서 비베스， 라블레， 밀턴을 들 수 있다. 이들 言語的 實學主

義者들의 思想은 人文主義者들의 敎育方法과 같이 古典敎育에 중점을 두었지만 形式的인

암기위주의 敎育보다는 古典의 륨1£한 뜻을 理解하는데 그 目的을 두고 있는 점 이 다르다.

비베스논 A間의 個人差흘 認定하고 敎師는 學生의 能力에 맞는 링II練을 하도록 그들의

다고난 才能을 注意깊게 觀察하게하는 敎育方法論을 진척시켰다. 라블레는 E人의 이야기

흘 통하여 당시대의 形式的인 敎育을 批判하면서 實在的인 意、味롤 가진 敎育을 주장하였

다. 또 그는 놀이를 통한 敎育方法과 週風과 같은 敎育프로그램을 집어넣고 康健한 身體를

戰爭의 手段으로서 理解하었다. 이러한 라블레의 思想은 루소의 에빌 (Emile)에 많은 影響

을 주었다. 詩人 밀턴은 身體의 美的 目標를 중히 여기고 學問은 生活의 準備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라블레와 같이 身體의 康健함을 軍事的인 目的으로 理解하고 있다.

社會的 實學主義者로서는 봉테뉴와 록크가 있다. 이들 社會的 實學主義者들은 ~元論的

입 장에 서 精神과 身體는 하나이 며 身體는 精神을 表現하는 媒體로서 중요한 意味를 지 니 며

그러기 위해서 公的인 社會生活에 &'J、몇한 “神士的 品格”과 “世上을 보는 眼目”을 중시하였

다. 그래서 敎育의 目的은 知識充足이 아니라 A間의 知慧:와 判斷力， 趣味， 道德， 態度를

짧展시키는 것으로 보아 全A으로서의 A間敎育으로 보았다. 이러한 社會的 實學主義는 貴

族的인 {煩向이 강하여 大聚的인 意味에 서의 近代體育에 미 친 影響은 적 었으나 健康한 身體

에 健全한 精神이 깃든다는 一元論언 엽장으로 身體의 重흉흉陸을 彈調하였고 人間은 人格을

가진 生命體로서 全人的으로 敎育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한것은 크게 인식되어져야 할 것이

다. 또한 록크는 레크레이션을 食事나 勞動과 같이 人間生活의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感覺的 實學主義는 生活에 관한 知識이 담然의 法則이나 힘에 의해서 發見되어 지벼 이

러한 뼈識으로서의 敎育은 感覺힘II練을 통한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업장으로 그 代表者로는

멀카스터와 코메니우스가 있다. 멀카스터는 敎育의 팀標를 內容보다는 自然으로서의 完成

된 A間育成에 두었다. 그는 少女들의 運動에도 언급하고 新蘇한 空氣와 햇빛 그리고 衛生

的인 環樓을 갖춘 拖設이 제공되야 한다고 주장하는등 大聚的안 敎育과 施設의 중요성을

認識하였다. 大學者 코메니우스는 게염이나 놀이를 知力이나 態度， 習慣을 發達시키는 健

全한 媒體로 보고 이 를 중히 여 겼고 學習의 方法으로서 兒童틀의 눈， 귀 와 같은 感覺器官

을 動員한 敎育方法을 주장하였으며 그들이 뛰어노는 運動場의 安全에도 關心을 가지고 運

動場의 必흉흉性을 강조하였다. 코메니우스가 놀이에 대한 즐거움을 學習의 方法으로서 동원

한 점은 교육학자틀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특히 페스탈로찌나 프로벨， 그리고 존·듀이

와 같은 思想家등이 놓이를 통한 學習擺念올 敎育理論의 중요한 측면으로 發達시키는레 기

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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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實學主義 思想家틀의 體育顆의 特徵을 잘펴보면 첫째， 形式보다는 內容의

習得을 주안으로 하여 實際的언 體育이 日常生活에 있어서 重훨한 投劉을 한다고 주장하였

고 둘째로， 知育과 德育과 함께 體育을 實錢하여 心身의 調和的인 짧達을 도모하는 것을

敎育의 理想으로 하였다. 세째로 觀練에 의해 A間이 形成된다는 根據로부터 體育의 指導

方法이 鍵練위주가 되었다. 데째로 이플 實學主義 뿔、想家플의 敎育方法은 學校體育을 中心

으로 하여 社會生活에 서도 체 육이 강조될 수 있도록 하였다.

VII. 近代 體育의 形成

1600년대 부터 1700년대 에 들어오면서 寶學主義 思想家들은 A間의 身體에 대한 認識을

새롭게하고 訓練을 통한 身體의 健康함을 彈調하였다.

이 비 앞장에 서 , 人文主義에 反撥하여 일어 난 敎育思觀로서 實學主義 體育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이러한 寶學主義 體育思想家들은 身體힘II練의 重몇性을 認識하였으면서도 體育이란

무엇인가(體育의 擺念)， 누가(體育敎師)， 무엇을(敎材)， 어디에서(雄設)， 어떠한 形態로

(組織) , 어떻게 (指훨法) , 어느정도(時間) 질시해야 좋은가 등에 대한 體系的인 體育의 理

論은 없었다. 즉 實學主義 體育은 단지 하나하나의 重몇性에 래한 認識과 實錢만을 주장하

었을 뿐이었다. 18세 기 에 들어오떤서 당시 敎育에 관계하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體育의

문제들에 관한 의문을 대랍해 줄 수 있는 체계있는 體育의 理論이 있어야 되겠다는 소리가

높아졌다.

이와같은 時代的 요구에 의해서 近代的인 市民體育의 理論을 體系化한 사람이 독일의 구

츠묘츠이다. 그리고 이러한 體系的인 理論을 바탕으로 유럽 각국의 體育 先歐者들은 각자

나름대로 이것을 寶錢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近代體育이 形成되고 발전하게

되 었는데 이 과정을 形成期와 發展期로 나누어 近代體育思想、家틀이 이룩한 엽 적 이 어떠하

面에서 實學主義 體育思想家플의 영향을 받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1. 近代 體뽑의 形成期

구츠묘츠(Guts Muts 1 '759"'1839)는 독일의 살조만이 세운 m愛學校 (philanthropium) 체

육천임교사였다. 이 況愛學校는 最初에 바세도우(Basedow 1723"-'1790) 에 의하여 設立되

었다가 살즈만에 의해 총계된 全人類의 幸福을 추구하고자 하는 思想을 강조한 學校였다.

바세 도우는 독일 행쫓期의 哲學者로 이 탈리 아 사상가 코메 니우스의 영 향과 루소의 에벌에

강한 感化를 받아 m愛學校를 설럽하여 새로운 敎育活動을 實施하였다. 이 學校에서는 古

典語， A體， 動植物， 鍵物과 같은 덤然의 知識， 질물모형과 같은 것을 쓰는 物理， 舞數，

I作， 園藝와 體育을 교육하였다. 體育은 舞觸， 乘馬， 야외산보， 野外生活， 달리기， 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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렁， 水泳 등으로 銀練主義的인 內容을 많이 넣었다(石山水.2jS-， 1953:288). 이것으로 體育이

學科目으로서 처음으로 敎育內容에 들어가게 되었다.

in愛學校에 서의 敎育의 內容을 보면 코메니우스가 주장하던 感覺器官을 동원을 方法을

實施하였고 體育의 內容에 있어서도 實生活에 必몇한 것틀을 實施하였고 루소의 自然의 原

理플 주체로한 織練:±義敎育方法을 택하였다‘

近代體育을 形成하는데 있어 가장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은 구츠묘츠이고 그에채 영향을

준 사람은 루소이다. 또한 근대체육이 형성되는 기초는 법애화교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

문에 이들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1) 루소(J.] Rousseau: 1712'"'-'1778)

루소는 프랑스의 敎育改華 先騙者로서 그의 思想은 自然主義的인 것으로서 體育 또는 健

康을 證美하였다. 즉 A間은 진체가 건강치 못할 때에 物欲이 성행하는 것이지만 身體가健

在하면 Ii頂從하게 되는 것이 자연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惡德은 虛弱한 身體에 있는 것이며

身體가 彈健하면 善한 일을 하게 되는것이라고하여 體育을강조하였다. 이 말은 敎育의 最

善의 方法이 自然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말로서 敎育者의 自然의 흉흉求， 自然의 活動 그

자체를 理想的 人間據의 完成Sζ로 適應시킨 것이다(地上金治， 1962:49).

루소는 그의 著書 에벌을 통하여 이러한 思想을 展開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思想의 기초

는 言語的 寶學主義者 라블레의 가르캉튀아의 이야기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앞에서 지적

한바 있다. 이러한 사상은 루소의 체육사상을 몇約한 다음 글에서 살펴 불수 있다. 루소

의 체육사상은(鄭應根， 1978:6) “첫채， 體育은知育의 기초가되며 選行되어야한다. 둘째，

體力은 精神力의 바탕이 된다. 세째， 兒童의 敎育方法중 野外活動이 매우 중요하다. 네째，

인간의 건강유지에 있어서 藥이나 醫術을 통한 치료보다 일이나 節制블 통한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의 想思의 래부분은 實學主義者들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體育思想은 곧바로 m愛學校를 정립한 사람들에게 곧바로 이어지고 있다.

2) 況愛學校의 교사들

自然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는 루소의 思想은 곧 兒童中心， 個性尊重， 生活中心， 活動

中心등의 敎育觀이다. 이블 實錢하기 위하여 일어난 敎育c;z華運動을 in愛主義 (philanthro

pism) 運動이라 하는데 (羅狗成， 1979: 142) 이러한 思想을 실천한 학교가 바로 범애학교이

다. 이 學校의 設立者 바세도우는 敎育의 目的을 人類愛에 基擬를 두었다. 그리고 學校에

서의 敎育方法은 剛快한 學習이 되도록 지도하였고 體育을 重視하여 正規 敎科로 定하었

다. 데소 (Dessu)에 세워진 법애학교는 바세도우가 죽자 문을 닫고 말았다. 그려나 이 학교

의 교사로 있던 살쪼만(Salzman)은 쉬네펜탈 (Schnefenthal)에 바세도우가 세웠던것과 똑같

은 법애학교를 設立하고 루소의 사상을 실천하게 되었다.

살쪼만은 體育을 敎育의 중요한 領域으로 생각하고 體育만을 전담하는 체육교사를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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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는데 그가 바로 근대 체육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구츠묘츠 (Guts Muts)이다.

구츠묘츠는 독일의 춰드령브르크 (Quedlinburg)에 서 태어나서 神學을 專攻하였다. 그러

나 슈네펜탈이 있는 살즈만의 학교를 방문하고는 그곳의 체육전엄교사로 재직하게 되었다.

그는 체육에 관한 많은 저서블 내고 오직 兒童플의 敎育에 몰두하게 되었다. 그의 著書중

에 서 가장 유명한 “좁少年을 위한 體育(Gymnastik flir die Jugeud, 1793)"은 700여 페 이 지

에 달하는 방대한 量으로 많은 종류의 운동 方法과 시설틀을 삽화로 칩어넣었다. 이 책은

곧 1799년에 덴마크에서， 18001건에 영국에서 ， 1802년에 미국에서는 개정펀 요약판이 나올

정도로 각국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近代體育을 形成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

었다. 이책에서 구츠므츠는 그 당시 아이들의 허약한 身體狀態를 說明하고 身體歡練의 缺

如가 虛弱한 신체의 최대요인이라고 말하여 體育活動의 결여툴 지적하였다. 또 그는 병약

자로 부터는 祖國愛， 社會奉佳， 正義感， 置理와 같은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不可能하므로

計劃的인 體育活動을 통해서 肉體的으로는 강건하고 精神的으로는 강언한 A間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구츠묘츠의 體育思想윤 言語的， 社會的 實學主義者들이 주장하던 건강한 신체에

의한 건전한 정신을 위해서 신체의 단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이해한 결과로 볼

수 있겠다.

또한 구츠묘츠는 “體育이란 아주 기쁨을 주는 활동이다. "(羅網成， 1979: 14따 라고 하면서

체육의 개념을 “여러가지 신체운동에 의해서 섬신이 조화된 시민을 육성하는 새로운 교육”

이 라고 하였다. 이‘를 위 해 풍부한 운동교재로서 여 러 가지 운동을 택 하여 사용하였는페 이

운동교채는 그때까지 사용해 왔던 운동을 그대로 랍습한 것이 아니라， 近代市民의 生活感

覺에 맞게 바꾸어 실시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實學主義者들이 주창하는 現實生活감각에 맞

는 敎育을 實施해야 한다는 것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1796년에 “좁少年을 위한 體育”의 자매편이라 볼 수 있는 “운동으로서의 유회와 심신의

레 크레 이션 (Spiele zur Dbung und Erholung des Korpers und Geistes)"이 란 책 에 서 105종

의 각종 유희를 아이들의 능력과 흥미에 맞게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놓았다. 이러한 구분은

체육의 교육적 가치로서 관찰릭， 성찰， 예리함， 미래 감각등을 키울 수 있도록 배려한 것

이 다. 그래 서 유회는 신체발달의 수단 이 상으로 중요한 의미 를 갖는다고 생각하였다 (Gerber，

1971:120).

이라한 구츠묘츠의 생각은 유회로서 놀이의 가치를 知力이나 態度， 習慣을 발달시키는

건전한 매개로 본 코메니우스와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벚가지 변을 고려해 볼때 구츠묘츠

의 대 부분의 체육관은 寶學主義 思想家틀의 體育親을 體係的으로 정 려하고 이를 發展시 킨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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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近代體育의 發展期

뱀애학교의 설립자 바세도우와 살쪼만 그리고 구츠무츠는 敎育속에 體育을 理論的인 위

치에 이르도록 하는데 크나큰 역할을 했다. 특히， 구츠묘츠는 체육의 개념， 목적， 교재，

지도법등과 같이 체육을 교과로서 實施할 수 있는 기본적언 이론들을 實學主義 사상가들의

영향을 받아 체계적으로 완성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의 체육이론을 질헌을 위하기 실천척

안 방볍론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것을 실천시키고 발전시킨 사람은 독일의 야안(Yhan， 17782'"'-'1852) 과 스피스

(Spiess, 1810'"'-'1858), 벤마아크의 나하테갈 (Nachtegal， 1777: 1847) , 스웨벤의 링 (Ling,

1820'"'-'1886) 과 같은 實錢家들에 의해서다.

이들은 1789년 프랑스 혁명이후 나폴레온의 出現으로 유럽 각국이 전쟁으로 폐허가 되자

자기나라의 재건은 체육을 통한 굳건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이라 보았다.

즉， 독일의 얀은 나라를 건질 수 있는 젊은 愛國者를 育成하기 위하여 國民體育을 결성

하여 질시하였다. 얀은 “모든 사람들이 전쟁행위와 같은 운동올 통해서 애국정신이 싹트고

그것이 숙달될 때 만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Gerber, 1971: 128)고 하였다.

그리하여 얀은 國民體育으로서 체조 (Tumen) 운동을 부르짖어 독일국민들의 애국심을 고

취시키고자 체육회를 조직하였다. 덴마아크의 나하테갈은 大學生과 商λ、들로 구성된 체조

클럽을 만들고， 유럽최초의 사설야외체육장을 개설하였고 체육지도자 養成에 힘을 기울였

다. 스웨덴의 멍은 체육의 國家的 제도를 확럽하고 體育교사 養成學校를 설럽하였다.

이플은 각각 자거 나라의 政治的， 社會的 制約밑에셔 特色있는 形式體操를 창안하였는

데， 이들야 이루어 놓은 體育施設이나 理論등은 現代의 우리들이 實施하고 있는 것들과 거

의 類似한 것틀이 다. 그리하여 이들은 체육을 통하여 피폐 흰 나라를 구하고차 하였으며 이

를위해 체육쓸 보급시킬 수 있는 질천적인 활동을 하여 近代體育이 完全히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Vlll. 結 論

文字遊敵블 일삼는 A文主義에 반발하여 일어난 思想、으로서 實學主義는 現實生活에 필요

한 內容을 가르쳐 야 한다고 주장한 17세기 의 支配的인 敎育思想이 다. 이 러한 寶學主義 思、

想、은 言語的 實學主義， 社會的 實學主義， 感覺的 實學主義로 단계적으로 分類하고 있다.

實學主議 思想家플의 體育에 대한 생각 즉， 體育觀은 中世이후로 지금까지 제속 身體를

경시해 온 思想에서 새롭게 신체의 重훌性을 認識시키고 體育을 敎育의 한 分野로 생각하

게끔 하였고 健康한 身體는 精神의 修養으로서 뿐만 아니라 軍事的 目的으로서도 그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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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크게 認識시키는데 寄與하였다.

이 러 한 實學主義 思想家들의 體育觀은 후소와 m愛主義學校의 設立者인 바세 도우나 살조

만 그리고 이 학교의 體育 專擔 교수였던 구츠므츠에게 크게 影響을 주게 되 었다. 그리하

여 이들은 實學主義 思想을 바탕으로 學問으로서 體育을 認識하고 近代 體育을 形成하게

되었다.

본 짧究는 實學主義 思想이 近代體育을 形成하는데 있어 어떻게 影響을 미쳤냐를 확인한

것으로서 그 結果는 다음과 같다.

1. 實學主義는 體育을 實生活과 連結시킨 것에 重點을 두고 自然과 접할 수 있는 敎育方

法을 彈調하고， 精神的 健康이나 身體的 健康은 歡鍵을 통해서 이루어 진다고 주장하여 近

代 體育을 形成하는데 있어 自然主義와 歡鍵主義블 導入하는 基鍵블 마련하였다.

2. 健康한 身體는 知識과 함께 A格形成을 위한 手段으로 여 겨 體育을 敎育의 중요한 領

域으로 생 각하게 하였다.

3. 유럽 各國이 國家主義的 碩向을 띄게 하는데 있어 軍事的 目的으로서 健康한 身體와

重흉흉姓을 認識시 켰다.

4. 實驗實習과 같음 合理的 思考方式을 통한 敎育을 주장하여 近代式 形式 體操블 일으

키게한 思想的 基盤을 마련시켜 주었다.

5. 興味있는 놀이를 통한 動機諸發을 敎育方法에 導入시켜 遊歐活動을 중요하게 認識시

키 고， Recreation의 必몇性을 彈調시 켰다.

6. 運動場의 安全이 나 環境의 重흉흉性을 강조하여 近代 體育에 셔 施設物에 대한 考慮를

認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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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Realism on Reforming Mordern Physical Education

in West Europe

Rho Hee Duck

Abstract

Realism was typical education thoughts in 17th century and againsted with humanism

and emphasized educational curriculum based on the real condition. Realism may be

classified as three kinds: 1) verbal realism 2) social realism 3) sense realism. Realists

thought that physical education is apart of education and healthy body would be impor

tant not only to spiritual culture but also to military aims, Especially Realists influenced

on J.J. Rousseau , Basedow, Salzman, and GutsMuts who advocated physical education as

academic course and established modern physical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effects of realsism on reforming modern physical

education in west europe.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

1. Realist emphasized real condition and educational methodology of interaction with

human and nature. They advocated that mental and physical body health could be gained

through the training. So, it introduced naturalism and discplinarianism to the modern

physical education and prepared the base of building up the modern physical education

2. Realists thought health body was means of building up one’s characteristic with

knowledge. So, physical education could play on important part of education.

3. Pealists’ thought of healthy body became an important part of the military aims in

European nationalism.

4. Realists claimed the way of rational thinking in education such as the necessity of

experimentalism and laboratory study. So, it prepared the ideal base of setting up the

modern formal gymnastics.

5. Realists clamed the necessity of recreation and educational methodology of motivation

through interesting play.

6. Realists emphasized the safty of playground and the importance ofenvironment , So

it causes wider appreiciation of equipment and facilities to the modern physical edu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