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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序 論

λ‘間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된 체육활동은， 체육활동이 지니는 意味나 機能이 변천해오면

서 요늘날에는 하나의 文化領域으로서 社會的.E...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體育은

그 時代의 社會·經濟·文化·塵業構造·經濟體制등 人間活動의 모든 범위와 밀접하게 연

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當代의 哲學， 科學， 理念， 文化思漸 등에 많은 영향을 받아왔￡

며 時代的 狀況과 더불어 훌退와 發展을 거듭해 왔다.

現代의 體育思想이 形成되기까지 가장 큰 영향을마친 것은近代의 體育觀오로서 그思想

的 흐름은 中世의 初期 基督敎 體育觀， 스콜라哲學의 體育顆， 文藝復興期의 體育觀， 實學主

義 體育觀， 鍵鍵主義 體育顆， 自然主義 體育觀으로 이어져 요면서 많은 思想的 격변과 혼

미가 거듭되어 왔다.

基督敎觀에 입각한 지나친 금욕주의 및 통제된 생활에서 탈피하고 自然과 A間의 존엄성

을 認定하려는 르네상스 운동을 계기로 近代體育은 古代體育에 큰 관심을 갖고서 신체발달

을 위한 實用的인 形態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 時代의 體育은 國家의 안녕과 個人의 安

全 및 전쟁의 수단 즉 軍事的 목적을 위주로 한 신체활동이 강조되었다.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事物의 묘사를 중시하는 實學主義 體育은 精神的인 發達 뿐만

아니라 身體的인 發達에도 관심을 기울여 身體的·情績的·知的￡로균형있게 發達할 수 있

도록 全A的인 敎育을 重훨시 하였다. 특히 感覺的 實學主義 體育은 개인의 건강증진과 유

지의 수단￡로 실행되었음은특기할만한 事實이다. 그러나 敎會의 부패를 얼소하고 진실한

信{대과 信義에 맞는 참다운 생활을 추구하연서 얼어났던 宗敎改華 以後 프로테스탄트들이

계속적<:>로 쾌락을 배제하고 금욕적이고 엄격한 생활을 실천함으로써 체육은 일시 죄퇴하

게 되었다.

科學的 關心과 知的 好奇心에 노력을 기울인 自然主義 및 鍵鍵主義는 貴族에게 제련련

態度와 고상한 人格을 습득시키기 위해 신체단련을 중시하며 체육을 강조하였다. 이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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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여러가지 思湖를 거쳐 體育의 擺念 및 體育 자체가 發達되어 왔는데 특히 18세기 에

접어들면서 유럽의 여러 華命을 통해 古代 그리이스體育의 부활 및 近代體育의 確立을 위

한 운동이 얼어나으로서 體育이 학문적 昭究 對象이 되기에 이르렀다.

英國에서도 여러가지 역사적 事實들을 잘 반영하면서 체육이 發展되어 왔다. 즉 헨리 2

세 時代에 기사귀족에게 취미로서 성행했던 수렵스포츠는 점차 上流社會와 宮廷을 중섬오

로 확대되어 갔다. 그러나 이러한 貴族스포츠는 上流層의 사치를 반영해주는 것￡로 간주

되어 盧業후命과 階級廣]爭을 일으키는 간접적인 原因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時代的 狀況에서의 英國스포추는 부르조아스포츠， 都市를 기반으로한 市民段階스

포츠， 貴族과 市民을 배경우로한 프로스포츠， 향토에 오랫동안 뿐리박혔던 전래의 농촌스포

츠 등이 정착되었다. 특히 이와 같은 여러 階層의 英國스포츠 중에서 단순한 오락오로서

출발된 영국의 貴族스포츠가 사치스런 形態에서 벗어나 각종의 社會變化를 겪으면서 民꿨

스포츠를 흡수함으로써 近代스포흐를 成立시키게 되 었다. 이 러 한 과정 에서 영 국스포츠는

서구제국과의 “體育”에 대한 意味가 근본적￡로 달라 체육의 성립이 自然發生的인 것jζ로

敎育的인 측면보다는 오락적 측면이 강했￡며 國家의 보호나 원조없이 慶展한 것￡로서 國

民敎育으로서의 의도가 아닌 先進 資本主義로서의 생 활의 여 유로 부터 생 겨 난 “스포츠”的인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다.

本 昭究에서는 近代體育에 대한 歷史的 事實과 體育活動의 변천을 時代的εL로 파악함오

로써 近代스포츠 成立 過程과 英國 貴族스표츠가 近代體育의 成立에 미 쳤던 영 향 등을 고

찰해 보고자 한다. 즉 近代社會의 階層과 體育의 관계를 分析하고 또한 英國 社會階層간의

스포츠 發展過程을 고찰함&로써 近代體育 成立 過程에 있어서 英國의 貴族스포흐 投홈U에

대 한 將究블 하고자 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n. 近代體育의 成立 過程

1. 文藝復興期의 體育

W i\.文主義와 體育

中世末에서 近代로 넘 어 오는 歷史的 過援期를 르네 상스 (Renassance) 라 부른다. 르네상스

는 古典文化에의 復歸를 돗하였오며 동시에 精神的언 面에서 λ、間의 自됐 發見을 의미하였

다. 自됐의 發展은 傳鏡的인 敎會 組織과 의식을 통한 信{fP 內容을 개 인 中心의 求齊로 轉

換시키도록 하였다. 즉 사람들은 이제 영혼을 求齊하는 일은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이며 어

떠한 기관이나 形式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믿기 시작하였다(車河淳， 1976:

264).

再生， 復活을 의미하는 르네상스는 14世紀부터 이탈리아에서 A文主義 (Humanism)의 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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達에 수반하여 얼어 난 文化 전반에 걸친 復興的 • 혹을新的 運動￡로서 內世에 희망을 두던

中世 그리스도의 지배를 벗어나 現實을 인정하고 새로운 A間生活과 文化의 建設을 追求하

려는 것이었다. 또한 自됐에 대한 각성을 함o로써 自由를 촉진시키고 古代 그리이스와 로

마의 古典을 연구하고 그들의 實際 生活과 A格을 再現코자 하였￡며 그러한 陽究 活動을

위해 學問을 問戶 開放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모든 것은 人間을 本寫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A本主義， λ、道主義， ，A.文主義 등

으로 불렀다. 따라서 神 中心의 思考에서 人間 中心의 文化로， 封建的 統制에서 진정한 A

間性을 追뽕동F는 個性의 發達을 중시하게 되었다(羅짧成， 1979; 121).

그리 하여 肉體를 죄 악시하던 中世의 體育觀과는 달리 現世의 가치를 인정 한 르네 상스期

에는 個A의 身體 發達과 보호가 중시되었우며， 특히 A文主義者들이 그리이스나 로마가

體育을 중시한 사실을 확인한 후 A間的인 生活을 위해서는 精神과 병행할 수 있는 身體의

價f直를 인정하고 敎育에서도 體育을 다루게 되었던 것이다(水野忠文， 1971:81rv82).

한펀 人文主義는 이탈리아에서 말달하여 알프스를 넘어 여러나라에 전해졌다. 그리하여

그것은 北유렵과 南유럽에 있어서 각각 다른 形態로 廢展하였다. 이탈리아에 있어서의 敎

育 運動은 個A的 A文主義 (Individual Humanism)로 나타났고， 그후 北유럽에 서는 社會的

A文主義 (Social Humanism)로 나타났다.

初期 이달리아의 個人的 A文主義의 敎育은 心身의 조화적 發達을 追求했던 아테네A의

理想을 再現하고 日常生活에 참여하는데 有效한 힘을 가진 自由A과 個性을 育成하는데 그

目的이 있었다. 때문에 個A的 A文主義者들은 體育이 가치있는 目的을 향하여 育成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경고하고 身體와 精神을 弱化시키는 습관을 없애기 위하여 自E訓練을 좁

年들에게 고취시키는 의미에서 體育을 장려하였다. 그러나 體育의 힘을 過度하게 무시하거

나 강조하는 것은 부정 하였다.

르네상스가 얼어난 당시의 대표적인 初期 個j、的 A文主義者들은 빗토리노， 베르게리우

스， 피코로미나 퉁이었다.

빗토리노 (Vittorino da Feltre, 1378'"'-'1446)는 初期의 A文主義者로 中世의 敎育形式을 脫

皮하여 새로운 敎育을 실시한 최초의 敎育者다 그는 宮處 敎育의 繼承者인 통시에 그리이

스와 로마의 理想을 인출하여 그것과 두가지 面을 結合하여 敎育했다.

그는 스포츠에 의해 放從과 유약을 건전하게 橋正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完全한 닮II育의

要素로 身體 訓練을 인정하고 知的 活動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屋外 生活이 중요하다

고 강조하면서 이를 실천토록 하었다. 어떠한 경우라도 매일 일정한 형태의 運動을 시컸￡

며， 鏡技， 송마， 달리기와 같은 鏡技를 위해 필요한 넓은 면적을 할당하였고 구기와 도약

과 펜징을 행하도록 하였다.

그의 이같은 體育의 實錢은 그리이스와 로마 이후 처음 시도된 것으로 體育史的 의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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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고 하겠으나 그 당시 社會的 여건이 미비하여 그의 實錢은 後繼者 없이 끝나고 말았다.

베르게 리우스 (Pietropaolo Vergerius , 1349'"'-'1420)는 빗토리 나처럼 近代的 敎育 方法을 택

했던 λ、文主義者로 그의 이 러 한 思想은 1404년에 쓴 「참다운 道德과 自 由 時間 (De lnge

muis Moribus et Liber lalibus Studiis) J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이 論文에서 人格敎育， 學

問과 그 態度， 身體 運動과 戰技 訓練， 그리고 레크레이선에 관해 論하고 있다.

그는 참다운 敎育의 目標블 活動的 身體와 活發한 知뾰의 동등한 發達， 즉 身體를 현명

하게 지배하는 理性과 또 理性에 따라 行動할 수 있는 身體育成을 병행하는 것이라 하였

다. 또한 戰爭은 武術과 認耐力을 필요로 하기 해문에 少年 時節에 장차의 어려움을 참을

수 있도록 不自由와 勞苦에 견디도록 훈련시컸ξ며， 힘II練種目으로는 劍， 續， 植， 棒 등의

武器 사용법과 水泳， 달리기， 띔뛰기， 레슬링， 창던지기， 활쇼기， 승마 등을 들었다.

또 레크헤이션의 必몇性을 力說하고 피로한 精神과 身體에 대한 가장 좋은 休息은 낚시，

투망， 초용한 승마， 가벼운 산보 등이 좋다고 하였다.

펴코로미 니 (Aneas Silvius Piccolomini, 1405"-'1464)는 이 탈리 아의 카루시 니 아노 (Carsi

gniano)의 良家에서 태어나 人文主義者들의 理想的안 敎育을 받고 자라났다. 그는 미개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光明을 베푸는 것을 사명무로 삼았던 사땀￡로 1458年에 法王 도피우스

2世 (Popepius [)가 되 었다.

그의 自由敎育論(Pe Liberorium Education)을 보면 그의 體育에 대한 敎育 思想이 잘 나

타나 있다. 敎育論은 CD 敎育의 目的，~ 身體의 鍵鍵，@ 참된 知識，® 辯論術，@ 文法

@ 읽는法， W 흡樂， 機可學， 哲學 등의 8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水野忠文 外 3)(, 1971:111'"'-'114).

敎育은 個性의 尊重과 全λ、的인 發達이 라는 두가지 目的을 가지고 있￡며 이 를 達成하기

위해 精神과 身體의 조화있는 發達을 강조하였고 敎師가 敎育의 시작에 중요한 投害U을 한

다하여 그 資格을 엄격히 하였다. 또 身體訓練은 @ 홀흉한 態度， .~ 健康의 維持，@ 올

바른 體格 등의 3가지 에 目標를 두어 야 한다고 강조하고 遊敵， 구기 기 타 體育活動을 통해

運動 技術의 짧達을 가져 오도록 하며， 휴양과 오락은 生活의 一部로서 지도하고 음식에

對해서는 절제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었다.

이상과 같은 르네상스期 A文主義는 1世紀後 北유럽에 전해져 敎育을 통하여 그릇된 社

會를 改善해 나아가자고 한 社會的 A文主義로 發展하여 個性의 發達이 나 個A의 完成보다

는 社會的·道德的 色彩를 떠었다.

北유럽의 敎育은 社會的 宗敎改華의 理想에 制限되었지만 최초에는 批判的， 探究的， 知

的 精神을 가지고 λ、文主義를 핍究하였다. 그러 나 1600年 이 후 그 特色이 사라지 기 시 작하

여 古典의 學問은 言語나 文體에 그치고 말았다.

初期 이탈리아의 A文主義는 個人의 全體的 發展을 중요시하고 體育의 價f直를 인정하였



近代體育 成立 過程에 있어 英國’貴族 스포츠의 f앓害U에 關한 liif究 109

으나 個人보다도 社會나 宗敎改華에 마음을 집중한 도이칠란트의 A文主義者들은 그 價f直

를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좁年의 身體發達을 포함한 敎育의 理想을 展開할 機會가 없

었다. 그리하여 약간의 北유럽 敎育者들은 身體와 精神과의 關係를 有機的인 通-→體로서

안정하고 身體와 精神과의 相互 關係를 인정하였지만 그들은 初期 이탈리아 人文主義者들

의 體育에 대한 넓은 擺念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즉 그들은 장래 때的 勞動者가 되키 위 해 어 릴때 부터 身體를 鍵鍵한다는 點에서 體育의

중요성을 안정하었을 뿐 身體의 美나 體力에 대한 그리 이 스人의 感覺에는 到達하지 못하였

다 (Van Dalen~& Bennett, 1971:132"-'140).

北유럽의 社會的 人文主義者들중 體育에 功歡한 學者로는 토마스 엘 리 어 트 (Thomas Elyot:

1490"-'1546) 와 로저 아스캄(Roger Ascham: 1516"-'1568) 등이 있다.

토마스 엘리어트와 아스캄은 政治家나 병사로서 宮내에서 일하는 젊은 이들의 敎育에 觀

心융 가지고 그들의 軍隊生活을 위한 精神力 增進과 健康의 維持 등에 體育 計劃의 目標를

삼았던 것이다.

엘리어트는 그의 著書， “家處敎師의 書 (The book named the governor)"에 서 젊은이들에

게 적합한 身體運動에 觀心을 나타내고 달리기， 사냥을 인정하였으며， 위험에 대한 척당한

防止策으로 레슬렁까지도 안정하였다. 무거운 돌이나 봉을 들어올리거나 먼지는 運動， 아

령 運動 혹은 테니스 등을 장려하였￡며， 송마， 劍術， 戰廣j術， 대궁 등은 戰爭에 척합한

運動이 라고 생각하였고， 수영 , 카아드놀이 , 장기도 인정 하였다.

또한 그는 그의 著書에서 “모든 무용은 대체로 德에 비추어 볼때 予眉이라는 의견에 나

는 불찬성이다”라고 말하였다. 축구에 대하여는 좋지않다는 의견을 陳述하고 있는데 이것

은 英國의 그당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로 생각된다. 그가 장려하였던 運動은 대부분

古典의 자료에서 제공된 것이다.

엘리자베드 여왕의 家處敎師였던 아스깜은 學校 敎師 (The school master) 에 서 “젊은 신사

들은 항상 모든 품위있는 신사적 인 遊敵를 즐겨 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말타기를 하고 창시

합이나 경마에서 말을 찰 달리게 하고， 무기를 취급하고 딩헛나 鐵뼈를 찰 쏘고， 走， 跳，

뛰어넘기， 수영 또는 아름다운 춤과 노래를 부르고， 재치있게 도구를 취곱하여 매사냥이나

수렵을 하고， 테니스를 하는 것 등 모든 遊敵는 적당하고 품위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항

상 행하는 것은 품위있는 신사에 있어서는 대단히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아스쌍이 권장한

運動은 옛 기사訓練과 이탈리아의 A文主義者가 推薦한 것을 혼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北유럽의 社會的 λ、文主義의 敎育에서의 體育은 明確한 計劃

을 가지고 體系的￡로 組織化된 것은 아니었다.

(2) 宗敎改후과 體育

A文主義는 프로테스단트 (Protestant)의 宗敎改華에 知的인 도화선이 되었다. 古典과 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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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와 神父들의 著書를 맑究한 學者들은 基督敎 본래의 검소하고 정숙하며 순결한 精神우로

되돌아 갈 것을 주장하기 시 작하였다.

宗敎改華者들은 權威主義的인 中世로마敎會에 대한 반항으로서 마르틴 루터 (Martin

Luther, 1483"-'1546) 에 의한 宗敎改華으로 敎會의 廳敗를 일소하고 진실한 信때과 信義에

맞는 참다운 生活을 찾고자 하였다.

흐로테스탄트 敎育의 目的은 基督敎的 人格으로 발달시키는 것을 理想的 目的으로 삼았

다. 그리하여 宗敎敎育은 敎育의 發展과는 거의 관계가 없었다. 다시 말하면 프로테스탄트

의 각파가 世倚的언 오락을 制限함에 따라 수 세대에 걸쳐 體育의 發展은 저해띄었던 것이

다. 그러나 일부 宗敎改華家들은 體育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루터는 놀이나 오략을 어린이들의 健康을 유지하는데 있어 음식과 갇이 중요하다고 인정

하고 體操를 體力 유지의 手段c로써 장려하였다. 그는 體操는 身體와 영혼의 兩面을 유

익하게 하는 것이라고 믿으며 國民들이 j購動， 품複， 폭음， 폭식， 도박 등에 빠지지 않도

록 힘II練을 실시하여야 한다면서 그 對策을 강구하였다. 그 중에서 흡樂은 마음의 苦腦와

憂蠻을 없애주며 體操는 身體의 活力性과 健康을 유지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하

였다.

ξ벙글리 (Huldreich Zwingli, 1484"-'1531)는 많은 프로테스탄트의 개혁 선구자보다도 體

育의 價{直에 함축성 있는 評價를 내리고 있다. 그는 모든 스포츠나 게엄이 가치있는 目的

￡로 지향되지 않으면 아니되며 活動이 道德的으로 악영향만 미치지 않는다면 運動에서 얻

는 즐거움 그 자체를 目的 c로 하는 活動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더우기 그는 “조

국 방어즐 위하여 필요한 한에서 軍事 訓練”도 주장하였다.

캘반 (John Calvin , 1509"-'1564)은 A間의 道德的 訓練의 완수에 강한 집 념 을 가지고 있

었기 때문에 모든 오락을 철저히 금지시켰￡나 놀이에 대한 本能的 欲求는 억 압할 수 없음

을 인정하고 약간의 레크레이션을 장려하였다.

이와 같이 中世期에 있어서， 身體를 부정하고 身體 運動을 죄악시하였던 基督敎에서 文

藝復興의 宗敎改華者의 몇사람에 의해서 身體 및 身體 運動에 대한 價f直가 다소나마 인정

받게 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다른 프로테스탄트들은 身體運動을 통해서 達成

할 수 있는 道德的인 目標를 언정하지 않았a며 유럽이나 美國에서도 淸敎徒派는 體育 活

動을 결코 호의척a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2. 寶學主義와 體育

實學主義 (Realism)는 敎育의 理論 및 實際에 있어서 顆念보다 事物을 중요시하고 古典語

나 古典文學보다도 自然科學的인 事物의 敎科를 중요시하는 敎育思想、이다. 다시 말해서 實

學主義의 敎育은 言語나 文學에 의한 A間의 關治보다도 社會制度나 담然現象을 %究의 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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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 o 로하여 現實生活에 대한 구체적이며 實際的인 것을 追求하고자 하는 것이다.

宗敎a!Z華運動과 병 행 하여 西유럽에 言語 및 文學을 內容으로 하는 A文主義 學校가 설 렵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人文主義 學校는 初期의 目的을 잃고 말았다. 즉 社會生活에 도움

이 되는 一般的 교양의 敎科內容보다고도화된 昭究를 위한 準備， 그 자체의 E￥究를 目的

으로 삼게 되었다. 이와 같이 生活에서 유리된 觀念的인 敎育에 반대하여 일어섰던 것이

實學主義 敎育者들이었다.

寶學主義-者들의 立場은 모든 實體는 自然의 法則과 縣序를 가지고 있어서 理性的이고 감

각적인 科學的깅한法으로 이들을 發見할 수 있다고 보고 價{直의 本質에 대 하여 善하고， 아

름맙고 價f直있는 것은 實體가 自然、의 法則과 縣序를 따를 경우라고 하였'1- (Van Dalen,

1971:55).

1 이들의 敎育에 대한 目標는 自然의 法則과 縣序가 존재하는 實在에 대하여 다양한 知識

을 구하는 것이고 學生을 自然的 環境과 相互 관계하는 고도로 발달된 생물학적 유기체로

보았다 (Van Dalen, 1971:55'"'-'57).

이러한 實學主義를 그 업장과 方法에 따라 言語的， 社會的， 感覺的 實學主義로 단계척A

로 分類하고 있다. 初期의 實學主義者들은 古典의 文體나 表現形式을 모땅하는 形式主義에

반발하여 古典의 敎育的 의미를 재해석하였다. 그리하여 古典은 形式과 內容 자체가 중요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A間社會에 대하여 理解를 돕고 여러가지 歷史的， 科學的 思考의

原理를 제공하는 것￡로 보아 實生活에 주는 古典의 의미를 중시하였다. 이러한 人文的

(Humanistic) 또는 言語的 (Verbal) 實學主義者들로서는 스페 인의 비 베스 (Juan Luis Vives) ,

프랑스의 라블레 (Francois Rabelais) , 英國의 밀턴(John Milton) 퉁이 있다(韓基彦， 1980:

182, Van Dalen, 1971:89).

宗敎的 敬慶心을 키우고 敎育의 目的을 成就하기 위해 비베스는 體育을 강조하였다. 그

러나 지나친 體育活動이나 軍事的인 效用性￡로서의 體育은 사랑의 宗敎인 基督敎에 맞지

않는다 하여 라블레나 밀턴과는 다른 立場을 취하였다. 그는 體育活動은 마음이 지쳐 있을

때 힘을 북돋아 주는 再生의 作用을 하며 勞力을 유지하고 身體를 發達시키는 것으로 생각

하였다(Van Dalen, 1971:176). 體育에 관한 ￡괄적 인 프로그램￡로서 투창， 불게 임， 走，

레슬렁， 속보， 테니스， 축구 등을 포함시켰고 춤이나 주사위 놀이， 카아드 놀이 등을 엄격

히 금하였다 (Van Dalen, 1971:177).

비베스는 傳緣的 敎育에 體育을 중요한 내용으로서 간주했으나 宗敎的 立場 때문에 지나

천 體育活動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 다소 소극적인 점이 있었다. 그러나 그가 體育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점은 다른 많은 後世의 學者들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라블레는 당시의 偏쨌된 )、文主義 敎育의 文學 遊敵를 비난하고 實生活의 敎育을 주장하

였다. 그리하여 敎育은 社會的， 倫理的， 精神的， 身體的인 面에서 實生活과 연계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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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였다.

體育에 대한 라블레의 思、想은 “Gargantua의 이야기”속에 잘 나타나 있다. “Gargantu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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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한 體育의 커리률럼은 보통사람이 실시하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作品속

에 나타난 Gargantua의 敎育은 질생활에 맞는 실질적 인 것들이 었다.

Gar쟁ntua에 나타난 당시대의 運動으로는 각종 구기와 수영， 體操 그리고 전쟁에 필요한

劍術이나 궁술을 실시하였음을 알 수 있고 식후나 정신활동 후에 기분 전환을 위해 놀이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블레의 思想은 近代 體育이 형성할 수 있게 하는데 決定的인 投劃을 한 루소의 自然主

義 體育觀에 영향을 마쳤을 뿐 아니라 루소(J.]. Rousseau)의 敎育思想에 큰 영향을미치게

되었다.

밀턴은 敎育論 (Tractate on Education) 이 란 책을 통해 당시의 敎育方法에 대하여 공격하

고 改善策을 논하였다. 敎育을 쩌口識으로만 制限하지 않고 道德과 身體의 美的 目標를 중하

게 여겨 學問의 授業을 生活의 準備를 위한 것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밀턴은 體育을 戰爭에 필요한 個人의 能力을 양성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였다.

밀턴이 이처럼 體育을 運事的 目的ξL로 이용한 것은 그가 政治A이었다는 변수가 작용했을

것이다. 밀턴은 健康한 身體를 가진 國民은 國家의 國力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

하였다.

政治家이자 詩λ、이었던 밀턴은 體育을 軍事的인 팀的을 達成시킬 수 있는 몇素로 보아

體育의 軍事的 價f直에 대한 理解를 심어주었다는 점에서 近代體育이 형성될 時期의 國家主

義的 경향을 띄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비베스， 라블레， 밀턴과 같은 言語的 實學主義者들은 敎育內容에 있어서는

다분히 A文主義的이고 敎育目的과 方法은 實學主義的인 것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體育을

敎育의 중요한 內容으로 理解하였으며 라블레와 밀턴과 같은 사람은 軍事的 目的￡로서 體

育을 강조하였다.

社會的 實學主義란 上流階級의 貴族들과 公的 實務家들에게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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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神土的 品格”과 世

上을 보는 眼目을 중시하여 書籍에 의한 敎育보다는 社會生活의 參與를 통한 敎育을 원했

다. 그려하여 몽테뉴와 존 록크같은 思想家들은 敎育이 機能的인 生活의 몇求에 -致되어

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몽테뉴는 古典的 文法學校와 文學學校의 形式的안 敎育을 반박하면서 人間의 知慧， 判斷

力， 趣味， 道德， 態度 등을 기르는 行動的인 敎育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敎育에 대한 몽테뉴의 생각은 全體敎育을 위한 테두려속에서 꼭 필요한 異素로 생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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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身體즐 통해서 인간의 m識이 나 道德力이 表現되 기 때문에 “身體는 우리 라는 存在의 중

요한 부분무로 뚜렷한 地位를 점하고 있으므로 그 構造의 氣質이 올바르게 고려되어야 한

다" (Van Dallen, 1971: 180) 고 하여 身體를 통한 敎育을 彈調하였아. 敎育內容무로는 달리

기， 레스링， 舞觸， 수렵， 승마， 펜싱과 같은 運動과 레크레이션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몽테뉴의 敎育에 대한 功敵은 記憶보다는 오히려 생각하고 實錢하는 것을 彈調하는 道德

生活 敎育에 대한 計劃이다. 또한 身體的이고 精神的안 敎育이 A間을 育成하는데 필요하

다고 全A敎育을 주장하여 록크， 코메니우스， 루소와 같은 이들에게 영향을 마쳤다.

록크는 敎育()1린 가장 중요하게 行動하는 日常生活의 活動에 관한 陽究흘 통하여 A生을

위하여 知的， 身體的 o로 個A을 準備시키는 것(金大植， 1973: 23) 이 라고 定義 하고 있다.

또한 “敎育에 관한 考察”에서 敎育의 目的은 뼈的， 道德的인 神土를 育成하기 위해 體育，

德育， m育이 調和되도록 하며 體育은 德育보다， 德育은 知育보다 重훨하다고 하였다(韓基

彦， 1980:187).

록크의 體育思想의 核心은 健康이고 이것은 鍵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鍵鍵을 위해서는 健全한 生活習慣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록크는 健康의 유지

와 증진을 위하여 신선한 야외의 運動 및 水泳， 舞觸， 펜싱， 승마 등을 익혀야 된다고 하

였다.

록크는 體育活動을 知育이나 德育보다 우위에 두었다. 그리고 건강한 身體는 鍵練을 통

해서 이루어 진다하여 近代體育에 鍵鍵主義를 導入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

겠다.

社會的 實學主義의 敎育觀은 社會에서 機能的 生活을， 全A敎育을 目標로 하였다. 그러

나 이들의 敎育觀은 家底敎師에 의한 敎授法 등을 主張하여 近代 大꿨的언 敎育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었다.

言語的 實學主義가 古典을 통한 知識에 주안점 융 두고， 社會的 寶學主義가 古典을 통한

쩌識獲得은 實生活에 重點을 두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感覺的 實學主義는 生活에 관한

知識은 自然、의 힘이나 法則속에셔 發見할 수 있는 것이라 보고 敎育은 感覺힘11練을 통한 方

法을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感覺的 實學±義者로서는 베이컨， 말카스터， 코메니

우스가 있다.

베 이 컨 (F. Bac6n, 1561rv1626)은 그의 著書에서 “마음의 善과 身體의 善 사이 에는 어 떤

관계 흑은 一致되는 點이 있는듯 하다”고 말하고 그는 身體를 마음의 집으로 보고 “身體의

善을 健康과 美와 힘， 快樂”으로 分類하고 있다. 또한 連動의 技術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연습해야 되지만 과도한 運動은 보수를 目的으로 한 虛節에 지나지 않는다고 충고

하고 있다.

말카스터 (Richard Malcaster, 1531"-'1611)는 敎育은 實在的이 어 야 한다면서 人間은 팀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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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法則에 따라 訓練되어져야 하며 敎育과 鍵鍵의 目的은 自然으로서의 人間完成을 이룩하

게 하는 것이다 (Van Dallen, 1971 : 184) 라고 하여 敎育의 目標를 敎育의 內容보다는 A間

自體에 두고 있다.

말카스터의 體育思想은 身體活動을 個人의 健康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데 관심을 두었

A며 運動의 方法論과 運動전후의 위생적인 면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初學書”에서 體育의 커리큐렴￡로서 具體的인 內容을 說明하고 그것들에 對한 價

f直를 논하고 있다. 그러한 커리큐럼의 內容￡로는 舞觸， 步行， 走， 水泳， 승마， 사냥， 불게

임 등이 았다. 그는 위생적인 環境을 갖춘 運動施設과 기구가 제공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는

데 이는 現代體育에 큰 영향을 미쳤다.

코메니우스는 宗敎的 確信下에 自然的 發達을 고려한 學習方法이나 “學級制度의 原理를

내놓아 人間理性과 이로 얻어진 科學的 知識도 중요하게 여겼다. “大 敎授學”에서 코메니

우스는 敎育平等論을 피 력하고 있으며 身體에도 價f直가 주어 져 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한 아동들의 知力， 態度， 習慣을 짧達시키기 위한 매개체로서의 놀이를 강조하면서 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運動場을 펄수적인 施設로 보았다. 그러나 커리큐럼에서 복성， 례숨령， 수

영 등은 위험하므로 금지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말카스터나 코메 니 우스와 갇은 感覺的 寶學主義者들은 대부분 敎師들로서 遊敵活動이 敎

育的 의의를 높이는 중요한 몇素로 認識하여 아동들에게 感覺을 통한 科學的인 方法을 이

용하여 學習할 것을 主張하였다.

이들은 科學的인 敎授方法 적용은 體育에도 펄요하며 運動場 시설과 같은 근대 체육시설

을 강조하었을 뿐아니라 學習經驗 o로서의 體育活動을 주장하여 近代 體育理論 定立을 위

한 基鍵的인 근거를 제공하여 주었다.

이 상과 같은 實學主義 思想家들의 體育觀의 特徵은 @ 形式보다는 內容을 위주로 한 體

育은 日常生活에 重훨한 投害U을 담당하으로 @ 知育， 德育과 함께 敎育의 理想￡로 간주해

야 하며 @ 銀鍵에 의해 A間이 形成된다면서 그 指導方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 學校

體育을 中心으로 하여 社會生活에서도 體育이 강조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훌훌鏡主義와 體育

17세기 는 合理主義와 全體主義 사이에 격렬한 투쟁이 벌어지고 종교적 갈등에 빠져있던

時代였다. 종교개혁과 계몽시대 사이에 상인계급은 社會的오로나 政治的으로 강력한 권력

을 갖고 있었다. 또한 17세기 말은 세계가 知的 好奇心과 科學的 관심에 많은 노력을 기울

였던 時代였다.

존 록크(John Locke, 1632"'1704)는 이와 같은 복잡한 17세 기의 문제해결에 큰 정신적 치

주가 되었A며 계몽시대의 基調가 된 관념을 쿠체화했다. 그에 의하면 마음이라는 것은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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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기 전부터 뼈識이나 信念의 인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태어나면셔 부터 白紙와

같은 마음위에 경험이라는 A生의 경력을 기록하여 나아가는 것이었다. 따라서 학문은 감

각의 認知와 知的 反省의 所塵이며 反省이란 감각된 것을 종합하고 一般化하며 法則化하고

개념화시켜 나가는 合理化의 과정이라 하였다.

단련주의 교육은 젊은 貴族에게 세련된 몹가점과 고상한 성격을 소유하게 하기 위한 관

습을 몸에 배도록 하는 것을 目標로 하고 있다. 즉 理性의 判斷과 -致하지 않는 自然、의

欲求를 누르고 바람직한 行寫와 思考方式을 習慣的오로 歡鍵하기 위하여 個A을 교육하는

것이 鍵鍵主義이다.

敎育에 대 한 록크의 관심은 쩌識 獲得의 本質로서의 哲學的 考察에 그치 지 않고 保健과

體育에 있었다. 그는 感覺과 理性과의 관계에 대해 確立된 理論을 가지고서 잘 訓練된 性

格은 健全한 身體에 健全한 마음을 소유한 者만이 成就할 수 있다고 하였다. 록크는 좁少

年을 쩌的， 身體的으로 銀鍵하고 知力을 維持하기 寫하여 身體를 발달시 켜 全A을 敎育하

려고 하였다.

록크가 體育을 敎育이 라는 피 라맛의 基底라고 생각한 이유는 身體의 特質과 힘 이 性格의

形成과 발달의 限界를 규정하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아동들에 대한 록크의 體育 프로그램은 健康하게 짧핏鍵된 體格의 育成과 健全한 生活習慣

을 維持하게 하고 精神을 유쾌 하게 하는 레 크레 이 션의 經驗을 갖게 하여 上流社會에서 필

요로 하는 特珠한 能力을 發達시키는 것이었다.

스토아 (Stoic)적 엄격성을 띄고 있는 록크의 敎育 目的은 困難을 잘 견디어 이겨낼 수 있

는 身體를 발달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의 스파르타적 特性은 레크레이/션을 包含

시 킴 o 로써 zp:衝을 維持하고 있다.

그는 身體 運動이 레크레이션의 主몇 部分을 構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와 같은

運動은 身體플 鍵鍵시킬 뿐만 아니라 知뾰에도 活氣를 불어 넣어 주어 健全한 精神을 確立

시 키 는데 큰 投害U을 한다고 보았다.

당대의 貴族主義 體育은 社會的 目標를 志向하고 있었으며 貴族의 子弟는 上流社會의 細

土로서 學科와 讀書 外에 身體 活動에 의하여 얻어진 대담성， 자신감， 세련된 몹가집， 우

아한 처신， 건강， 힘 등 身體的 才能이 必흉흥하였다.

록크는 健康의 維持와 增進을 위하여 簡單한 購生法을 댐주究하고 新蘇한 野外의 대기， 운

동， 숙면 등을 중시하였다. 특히 아동들의 身體를 튼튼히 하고 振抗力을 기르는 데에 먼틈

없는 처치를 취하었는데 이는 담然的인 놀이를 전연 못하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들

이 즐기는 오락은 어떠한 것이라도 장려되었다.

록크는 수영， 무용， 승마， 펜성과 같은 신사를 양성하는데 필요한 특수한 기능을 강조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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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敎育을 뼈的 敎育보다 道德的 • 身體的 銀鍵외 과정 이 되 어 야 한다고 생각하었다.

그러 나 鍵鍵을 위한 鍵鍵이 아니라 바람직한 行寫의 習慣을 기르기 위한 合理的인 짧段鍵만

이 펄요하다고 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록크의 理論은 엄격한 성격을 따고 있지만 가능한 한 즐거운

가운데서 숨관을 형성하케 하는 과정이 바람직하다고 되풀이 하였으며 컬국 균형있는 鍵鍵

方法의 確立을 주창하였다.

4. 自然主義와 體育

18世紀는 흉豪主義 時代로 民聚을 無知에서 解故시키고 理性의 尊重과 批判的 精神을 隨

伴한 時代였다. 한편 體育은 실천화되어 古代 그리이스의 체육을 부활시켜 近代體育의 基

鍵를 確立시켰다. 특히 퍼愛派 敎育者인 바세도우(Basedow)， 살즈만 (Salzmann) , 구츠무추

(Guts-Maths)는 이런 體育觀 정 립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대표적인 형쫓王義 學者인 루소(J.]. Rousseau , 1721"-'1778)는 그의 著書 “에밀”에서 自

然主義 體育觀에 입각한 體育思想을 잘 나타내고 있다. 즉 팀然에 따르는 모든 變化하는

環境에 人間을 적용시키고자 하였다. 루소의 體育思、想에 대해 鄭應根(1978 : 6)은 體育은 知

育의 기초이며 精神力의 바탕일 뿐 아니라 아동을 위해 野外活動이라는 교육 방볍을 제시

한다고 보았다. 水野忠文 (1955 : 132)은 루소 體育思想에는 自主獨立의 思想이 내표되어 있

￡며 노동존중 정신이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各器官의 訓練，:zp.生體育實錢， 女子體育의

장려와 같은 당시로서는 華新的인 思想을 주장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표랑스 헥명 이후까지 금지된 自然主義 思懶때문에 그의 體育思想、은 독일에서 실현되어

프리드리히大王(1740"-' 1786) .5>...로 하여금 軍國主義 國家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우로 이용되

어지기도 했다.

1768年 바세도우(Johann Barnhard Basedow, 1723"-'1790) 는 루소의 思想을 실행하기 위

해 VL愛學校 (Phi1antropium) 에 서 그의 思想을 實錢하였다. 바세도우의 體育觀은 어 린이들

에게 遊敵롤 이용한 學習方法을 제 시 한 그의 初學書 (Elementarbuch)와 初等讀育 (Eleman

tarwerk)에 잘 나타나 있다. m愛學校에서는 오전 1시 간， 오후 2시 간동안 게 임 , 체 조， 스

포오츠， 레크레이션， 펜싱， 승마， 무용 등을 실시하였다.

바세도우의 m愛學校에서 실시된 敎育理念이나 實錢論은 전유럽과 독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살즈즈만 (Salzmann)은 쉬네펜탈 (Schnepfental) 敎育所라는 VL愛學校를 세워 루소의 自然主

義 思想을 실천하였￡며 體育을 主흉흥 敎科로 채택하였다.

살쪼만의 敎育方法은 知育과 訓育 및 體育에 역접을 두고서 人間 中心의 體育 授業시 교

사와 학줍자 사이에 신뢰 감과 따뜻한 人間美가 흘러 야 된다고 하였으며 , 體育授業을 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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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놀이와 다양한 형태의 學習 內容을 개발하였다.

구츠무츠는 살쪼만의 、m愛學校에서 體育을 體系的 o로 가르치기 시작했￡며 1793年에 말

간된 “좁少年을 위한 體操”를 비롯한 體育에 관계 된 그의 著書를 통해서 體育 敎育의 必몇

性과 체육의 目的과 實體 및 여러가지 게임에 대한 自然的 分類를 하였다.

그는 “좁少年을 위한 體操" (趙明烈， 1984:119; Gerber 1971:119) 에 서 신체순화의 必몇性

을 커슐할 뿐만 아니라 身體와 精神活動의 비교 및 自主的인 人間을 育成하기 위한 體育敎

育의 f뚱害U 등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體育의 方法論을 제시하고 實生活에 活用되는 身體닮If

練과 忍耐i 침착 등이 精神 關治에 미치는 영향을 피력하였을 뿐아니라 女子 體育 敎育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즉， 구츠무츠는 그의 著書를 통해 心身一元論的언 면에서 體育의 必몇性을 論하고 A間

의 寶生活에 必몇한 活動을 彈調하였다. 身體를 적절히 운동시키는 일은 A格形成을 하는

決定的언 投害U을 한다고 하여 學校敎育에 있어서 精神과 身體에 대한 관계에서 體育이 포

함되어야 함을 정당화 시켰다.

스위스의 敎育家인 페스탈로찌 (Heinrich Pestalozzi , 1746'"'-'1827)는 루소의 自由思想에 큰

영향을 받아서 그가 경영하는 학교에서 遊敵 및 身體運動을 장려하는 등 體育에 至大한 寄

與를 하였다. 놀이를 통해서 精神， 感情 및 身體의 調和的 발달을 할 수 있으며 신체활동

을 통해서 근력， 지구력， 통제략， 조정력이 강화된다고 믿었다.

이상과 같은 여러 敎育者들의 양쫓精神에서 비릇한 自然主義 體育顆은 民主的 市民性을

고취시키고 感覺의 링If練과 經驗으로 理뾰的인 사람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自然

主義者들은 體育의 擺念을 아이들에게 充分한 運動技術을 가르쳐주며 신체적 환경을 발달

시키고 가치있는 레크레이견을 하케 하며 모든 緊急事態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체를 강건

하케하며 동료들과 어떻게 어울려 일하고 놀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金

午件， 1984:86).

이 시대에 특커할만한 사실은 체육이 활발히 연구되어 신체가 學問的 관심의 대상이 되

기 시작했으며 身體 解音U學과 生理學이 연구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 近代 英國스포츠의 成立 過程

1. 中世의 英國스포츠

英國의 封建制度는 원시적인 혈연공동체가 村落共同體로 이행된 후 9세기 경 부려 성렵되

기 시작하여 노르만 정복에 의해 確立되었다. 즉 앵글로색슨족은 바다에 줄러싸언 독렵펀

지역을 갖고 있어 방어선은 해안선 뿐이었으나 1066년에 노르만족의 강작스런 침입 이후

英國의 封建制度는 시작되었다. 촌락공동체는 封建制의 確立以前 또는 노르만족의 英國移



118 師大論業 (32)

住 以前에 成立했기 때문에 村落共同體를 배경으로 한 l際式行事的 신체운동이 봉건제확립

이전부터 存tE했다고 할 수 있￡며， 이 신체운동은 당연히 封建制의 確立 후에도 村落共同

體가 붕괴되지 않는 한 계속되었다. 봉건사회의 身體文化는 中世 騎土階級의 生活에 직접

펄요한 것이었고 당시의 社會的 階級體系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中世의 身體文化는 물

론 古代나 近代의 身體文化는 일종의 戰廣j文化였다. 古代나 近代의 신체문화가 國家나 宗

敎機關흐로부터 하나의 世界觀을 定立할 수 있었던 반면 中世의 신체문화는 敎會나 學問으

로부터 認定받지 못하고 단지 전통과 습관으로 유지되었을 뿐이었다.

이러한 中世의 신체훈련은 투창， 투석， 승마， 검술， 수명， 달리기 등으로 軍事的 훈련

뿐만 아니라 生活樣式 자체를 학습하는 것이었다. 또한 騎士의 身體文化 領域은 馬術， 劍

術， 擔을 사용한 馬上試合，~術， 擊蘭， 7](泳， 펜싱 등 七藝가 특색을 이루었다. 이와 같

은 騎士의 신체훈련은 農民이냐 市民들과 구별을 짓는 하나의 독점물로서 또는 特權으로서

의 投害U을 하였다(成田十次郞， 1977:29).

중세의 농만은 초기에 있어서는 生塵者일 뿐만 아니라 兵士이기도 했다. 따라서 농민은

유사시 戰廣j能力을 위한 전투적 인 신체훈련과 무기조작의 훈련을 행하였다(越智武田， 1967:

223). 그러나 10세기 에 이르자 封建制度가 완성되어 政治， 軍事를 담당하는 騎土層과 農民

置으로 분리되어 농민층의 신체운동은 軍事닮I[練의 目的으로 실시하는 수단a로서는 意味가

없어지고 오히려 計劃的인 기술훈련 또는 基本的인 신체훈련의 意味를 강조하게 되었다.

이러한 封建的 軍事制度의 變化에 따라 騎土階級의 훈련내용이었던 무기의 조작， 송마， 엄

격한 야영생활 등은 이미 封建貴族의 몇求에 합치되지 못하고 騎士의 生活을 대표했던 마

상 창시합이 사라졌다.

Wahl은 農民， 市民 騎士， 모두가 같은 형 태로서 軍事的 性格을 갖고 신체운동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중세농민 이 나 시 민고유의 身體文化블 階層的 特質로서가 아니 라 민

속적 身體文化로서 파악한다J (上野卓郞， 1978:63)는 점에 주목한다면 민중의 신체운동은

봉건적 성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반면에 成田은 농민의 신체운동은 단순히 요

락의 形態였으며 騎士는 전쟁을 위한 軍事的 形態로서 하이가 뚜렷하다고 논하고 있다. 또

한 Wahl은 封建的 신체운동의 쇠퇴원인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특히 봉건군의 해산과 용병

군의 편성이라는 封建社會 權力構成의 개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封建軍의

해산과 용병군의 편성은 12세 기 말에 생긴 것으로 騎士는 단지 용병을 지휘하는 장교로서

장기간에 걸쳐 근무하는 소수의 騎土가 존재했다. 그러나 15세 기 말에는 「기사도의 서」와

같은 서적에서 기사의 表退를 취급했고 당시의 騎士道의 퇴폐를 한탄하면서 과거 영국 기

사도의 영웅을 회상하는 등 기사의 쇠퇴를 증명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기사의 신체훈련의

쇠퇴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절대왕권의 관료에 gentry가 등용했기 때문이며 그 時代의

gentry는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기사가 아니고 새롭게 학문을 몸에 익 힌 上流階級들이 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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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기사의 훈련이 그렇게 일찍 완전하게 소설했다고는 볼 수 없A며 Wahl이 지적

했던 것과 같이 英國華命에서 크롬웰의 군대와 싸웠던 왕당파의 군대는 전통적인 騎士的

훈련과 지휘의 통일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17세기 중엽에도 기사의 신체훈련이 殘存해 있

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봉건척 영국 스포츠의 發展은 그 時代의 社會階級간에 생기는 힘의 關係의 變化

와 社會的 • 經濟的 條件에 따라 決定되 어 졌다.

2. 近代 英國스포츠의 成立

英國스포츠의 전통은 오래전 헨리 2세 時代에 군역 면제세에 의해서 大l建의 종군으로 부

터 해방되었던 騎士貴族이 한가한 階級層의 취미로서 행하여졌던 때를 발단으로서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英國스포츠의 社會的 基盤은 上流階級의 貴族스포츠， 都市를 기반으로 하

고 있는 市民스포츠， 貴族과 市民을 배경으로 상금을 타려는 패트론스포측 향토에 오랫동

안 뿌리박혔던 전래의 농촌스포츠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自然發生的으로 成立한 社會的 塵

物이라 할 수 있다.

즉 英國스포측의 成立과 發展은 英國j、의 선천적인 A生觀의 結果이고 國民的 性格의

정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서구제국과 달리 영국은 政治와 宗敎에 연관된 스포츠가 生

活化되 어 A間形成에 至大한 영 향을 미 쳤으며 , 특히 스포츠는 階級的이면서도 투쟁 적 인

개냄으로서 국민 모두가 즐겨 사용하여 단체 스포츠를 통한 극기섬， 용기， 판단력을 기

를 수 있다고 하는 信念과 품위와 풍족을 느낄 수 있는 生活態度를 지향하고 있다. 이처

럼 近代 英國스포츠가 成立되기 까지에는 時代的 狀況에 따라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뒤따

랐다.

總對主義時代에 貴族의 사치와 낭비 특히 宮廷을 위 시 한 여 러 관직의 독점과 증가하는

관세는 商業의 發展을 저해시켰으며 宮廷에 바치는 뇌물을 보장하는 特許權 등이 經濟짧展

의 신장을 위축시켰다. 따라서 이와 같은 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社會 經濟的 體制의 붕괴

는 市民華命으로 가능하였다. 그 결과 I業， 交通， 技術， 文化， 藝術의 全盛을 이룰 수 있

는 가능성이 생커었다. 이에 따른 發展의 대책￡로서 신체훈련의 펄요성이 나타나게 되었

으며 華命的 思想家들도 身體運動의 펄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또한 식민지 시장을 점령

하려는 투쟁과 군대내에서 신병의 건강상태 등의 문제가 부르조아階級으로 하여금 신체훈

련에 대한 關心을 갖게 하였다. 이처럼 支配階級이 體育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면서 利益을

추구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게 되자 體育도 發展하고 國民들의 건강도 向上되고 富의 축척도

일어났다. 결국 스포츠에 대한 관심은 資本主義的 工業化와 함께 資本主義的 鏡爭 또는 階

級廣l爭의 結果로서 성 숙된 社會的 諸 흉흉因과의 관련의 영 향으로써 市民의 身體文化의 時代

가 시작되었다(‘않林正夫， 1977:8). 따라서 스포츠는 資本主義的 生塵에 콩헌을 하는 投害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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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신흉부르조아가 농촌에다 많은 토지를 구입하여 지주가 됨으로서

산업부르조아의 영향력이 강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스포츠에 많은 變化를 가져왔다. 이

러한 變化로 인한 민중스포츠의 基盤喪失은 上流階級과 신흥부료조아가 민중스포츠를 흡수

하는 機會가되었다.

s 英國의 스포츠는 대륙에 있어서의 體育觀처럼 결코 意識的o로 만들어져서 計劃된 것은

아니었다， 이처럼 英國이 서구제국과 체육의 表現이 근본적￡로 다른 이유는 영국에서는

학생스포흐가 自然發生的인 것으로， 敎育이라기보다는 오락적 측면이 강하면서 國家의 保護

나 원조없이 發展했기 때문이며， 또한 표면적으로 自由主義와 國民主義라는 자연적안 모습

으로 調和를 이룬 英國스포츠가 國民敎育이 라는 의도로서가 아니고 先進 資本主義 상황에

서의 생활의 여유로 부터 생겨났기 때문이다.

英國의 청교도 시인인 John Mi1ton (l608rv1674)은 貴族的인 敎育目標를 중하게 여기고 學

問의 수엽은 生活의 준비를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정신 못지않게 신체훈련이 社會에

대하여 유용하게 공헌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군대에 필요한 個人의 能力을 形成하는 수

단S로서 체육을 이용하였다. 그는 정정란이 戰關技術이나 전투행동을 위한 군사훈련으로

신체를 彈化시키는 것과 같이 民댔의 스포츠와 축제의 오락을 관리하는데 관짐을 가져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체육은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과 빌접하여 힘을 킬러주며1 호흡을 조

청할 수 있케 하고 A間을 튼튼하게 成長시켜 영웅적 기질을 불러 일으키게 하는 용기를

기르는 것이라고 하였다.

1830년 이후 부르조아의 政治的 송리 에 의 해서 생 겨 난 階級的 단층의 確立은 近代스포츠

를 탄생시키게 하였다. 여커서 아마츄어려즙이라는 득이한 性格이 출현한다. 즉 1866년의

아마츄어 規定의 本質은 단지 금전적안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고 階級差別이라는 것에 있

었다. 이전의 貴族과 gentry와 民꿨사이에 있었던 階級差別이 부르조아와 노동자 사이 에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1880년에는 아마츄어 規定에서 노동자 제외의 홉~分이 삭제되었

는데 이것은 노동조합의 노사협조노선의 활동전개， 勞動貴族의 대두， 新型組合의 成立이

-般的 現象으로 定看되었기 때문에 可能하었을 것이다.

스포츠가 첸틀맨의 양정이라든지， 스포츠의 目的은 승리가 아니며 페어플레이 精神에 았

다고 이 야기하는 것은 스포츠가 학교에 確實한 뿌리를 내 렀던 19세기 후반이 다. 특히 Rugby

學校의 교장인 Thomas Arnold(1795rv1842)는 종래와 같은 形式的이고 엄격한 훈련주의를

폐지하고 청소년이 정열을 쏟을 수 있는 스포츠活動을 敎育內容으로 취급한 것이다. 또한

Arnold는 規律과 縣序를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기숙사생활을 중심으로 스포츠를 장려했다.

따라서 이같은 방첨을 통하여 團結， 規則의 遭守， 傳統의 尊重， 公正 등 스포츠맨쉽을 충

분히 몸에 익히도록 수련시컸던 것이다. 이처럼 스포츠에 의한 단체훈련의 結果 강건한 신

체와 건전한 양식과 確固한 意志를 가진 신사가 양성됨￡로서 19세기 당시 래영제국의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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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에 공헌하는데 귀중한 投劃을 Public School이 담당하게 되었다. Piasecki는 영국의 고등

학교 즉 Public School의 특수한 傳統을 지적하면서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에 걸쳐 대륙에서

신체훈련이 완전히 경시되었을 해， 이 학교에셔는 태고의 민속적 유회가 유지되어 왔고 이

러한 유희로부터 스포츠가 發展했다고 하였다. 이러한 Public School에 서 부터 大學을 거

쳐 많은 스포츠클럽들이 發展되어 가면서 영국 스포츠의 말전은 더욱 활기를 띄게 되었다.

Public School이 근대스포츠의 成立 過程에 마 친 영 향은 지 대한 것이 었다.

영국스포츠에 있어서 英國人은 특히 鏡技態度 및 禮嚴， 페어플레이 精神 등을 運動

技術못지 않게 강조하였으며 神士道와 운동정신을 결부한 스포츠관을 중요시하였다. 따

라서 영국은 각종 스포츠의 요람지로서 근대스포츠의 발상지로서의 명예와 영광을 갖고

있다.

3. 社會階層과 스포츠

McIntosh는 英國의 社會構造를 上流階級， 中塵階級， 勞動者階級<:>로 나누고 스포츠에 發

展的언 영향을 미친 계급을 中塵階級이라고 주장하였다. 중산계급은 응용력과 창조력을 지

니고 진보주의적인 업장을 취하였다. 노동자계급은 중산계급의 예의와 행동을 따른다는 條

件하에서 중산계급으로부터 스포츠를 보급받았으며 이와 같은 社會階層에 따른 스포츠 보

급의 變化는 학교스포츠를 잔인하고 난폭한 힘의 鏡爭에서 예의와 기술 중심의 스포츠로

變化시켰다. 또한 새로운 스포츠 활동에서 노동자계층이 제외되었다는데 대해 중산계총으

로부터 강랙한 반대의견이 제시되어 중류층들이 그전에는 貴族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스

포츠에 몰입하게 되고 과거에 대중적이었던 스포츠에 대해 약깐의 變化가 생겼a며 의도척

부로 자기 계충에 맞는 새로운 레저활동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이러한 社會階層의 構造的

變化나 구분은 봉건사회의 騎土가 단순히 영주로 바뀌어가고 기사층에서의 大地主는 더욱

더 gentleman이 되고 gentry층을 形成해 간다. 또한 農民은 富農과 쓸農A로 구분되 어 富

農은 gentry 또는 자본가가 되 며 쏠農은 노동자로 변해 간다.

Schomer는 영국의 봉건층과 시민층을 구별하는 社會的인 경계션이 서로 혼합되어 소질되

었다고 주장하면서 上流階級의 스포츠이념이 下流階級에 침투함과 동시에 그 역기능도 가

능하게 되어 상류계급이 민속적 유회를 섭취함에 따라 유회에 스포츠적 성격이 부여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영국의 스포츠나 유회를 4영 역으로 구분하면 신분이 높은 상류계급

의 스포츠는 수렵， 승마， 매사냥， 일반 대중의 전원 스포츠로는 레스렁， 라켓트， 풋볼， 크

리켓， 도시주변의 기분전환으로서 댄스， 보울령， 동물놀이， 닭싸움， 가족의 오락으로 음악，

당구， 배드만턴， 주사위， 트렴프 퉁이 유행했다(布施善克， 1978:58'"'-'59).

농촌은 전통적 인 스포츠의 많은 종목을 보존하는 國民的 창고였다고 볼 수 있다. 농촌의

축제종목은 그물당기기， 옳跳， 六R棒의 試合， 레스렁， 木刀試合， 棒試合 등이 행하여 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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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축제일， 안식일에는 농민경커회가 열리고 종목들은 격투， 도약， 경주， 표적맞히기 등

이 행하여 졌다. 이러한 농민들의 경기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고 전쟁에 래한 준바를 위한

것이었다. 중세의 전투는 농민이 중요한 우력적 요소였다. 그 수적 역량에 따라서 전투가

결정될 만큼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농민은 강제에 의해서만이 아니고 자신의 안전도뚜

利益을 위해 참가하였다. 그러나 봉건군의 해산과 용벙군의 편성은 농민의 참전을 펄요로

하지 않게 되고 경기회나 신체훈련의 기회가 상실되고 봉건영주에 의해 금지된다. 馬上擔

試合과 함께 농민적 유희도 사라진다. 또한 농민충과 전 봉건층의 새로운 대 립으로 체육에

대한 관섬은 점차 저하되기 시작했다. 중앙집권이 성렵하기까지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농민봉기를 막기 위해 봉건영주는 전투준비를 향상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중앙집권이 確立

된 후에는 그 投害U을 국가가 맡게 되었기 때문에 영주층의 전투준비에 대한 펄요성은 없어

지고 체육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었다.

중세의 도시민은 자력오로 生命과 財塵을 지키기 위해 무장부대를 조직하였으며 특히 사

격대회를 중섬오로 都市經濟와 生活의 安全確保를 위해서 시민은 검술과 사격을 發展시켰

다. 즉 정기적인 시민의 방위의무의 훈련과 함께 성대한 사격대회를 개최하었다. 이러한

시민의 자위력은 도시의 방위를 위해서 뿐만이 아니고 通商의 安全을 위해서도 중요한 문

제가 되었다. 上流市民은 기사계급의 취미에 동화하므로서 신홍의 의기를 表示하려고 했

다. 한편에서는 중세의 전통적 권위가 쇠퇴됨에 따라 중앙집권적 형태가 대두하고 궁정을

중심으로 새로운 운동 및 오락이 꽃을 피기 시작했다. 시민계급은 귀족과 기사의 게임과

농촌의 게임을 혼용하여 실시하므로서 국민적 스포츠를 발전되게 하는 매개자의 投劃을 담

당하였다. 이러한 민중스포츠가 自然發生的이며 非組織的인 성격을 며고 있는 요인은 塵業

華命期의 交通機關의 發達과 都市化 現象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교통기관의 말달은

민중스포츠의 지방색을 없애고 천지역적인 스포츠를 形成하였고 都市集中化 現象은 띤중스

포흐블 도시에 집중시켰다. 평민들도 그들에게 맞는 향토적 스표츠를 즐겼는데 “장가샤”와

런던에서 크리켓형의 게임， 풋볼， 함마던지커， 레스링， 넓이뛰기， 투계 등이 성행했다. 그

러나 직업군인이 성벽을 쌓고 용병이 생기게 되면서 시민들은 전쟁 참전의 機會를 잃게 되

고 사격조합도 軍事的 機能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시민에게 있어서 신체운동은 경비와

시간의 낭비라고 認識되어지기 시작한다. 이런 現象은 階級的 이해관계에 의해 支配階級이

갖고 있는 독채적인 요구에 따라 결정되어 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한펀 騎士階層에서 생긴 운동규칙은 엄격했￡며 기사계층은 支配階級이면서 거치른 게르

만의 병사계급과 그리스도교와 결합해서 성립되었다. llrv12세 기는 기사제도의 황금기로

기사의 職務는 전쟁과 統治였으며 兵法의 중시와 신에 대해 헌신하여야 한다는 계급적 미

풍을 이루었다. 기사의 生活은 전쟁이 주가 되기 때문에 평상시는 走， 跳， 投， 수영과 같

은 신체훈련과 마술， 검술， 창술， 격투와 갇은 무술훈련， 수렵 등을 실시하였다. 이런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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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을 통해서 기사들에게 있어서는 명예 • 명성을 위해서 싸워서 이기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하였다.

또한 貴族은 스포츠가 그플의 사회적 지위플 나타내는 생활양식이었기 때문에 이를 유지

시켰으며 주로 수렵， 매사냥， 승마， 낚시와 같은 야외스포츠블 즐겨 행하였다. 귀족들은

신체말달의 문제에는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생활을 가능한 쾌적하게 하려는 생각으로 기사

적인 신체훈련에 치중하였다. Wahl은 土地貴族層과 부르조아 귀족층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貴族스포츠에 民聚스포추가 첨투되어 민중스포츠에 새로운 形式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한다.

그려나 단치 階級移動만 갖고는 민중스포츠가 上流階級의 사람들간에 침투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러한 現象은 階級的 상승이 一世代에 결쳐 社會的 o로 대규모로 얼어났기 때문

이다. 이 時代에 출세한 사람들이 민중스포츠를 上流階級의 스포추 즉 貴族스포츠로 연결시

키는데 中心的언 投힘을 하였다. 이에 따라 상류계층은 광대한 영지와 저액의 경바를 필

요로 하는 수렵대신에 서만이 행하고 있는 크리켓， 골프와 같은 가볍고 손쉬운 운동을

취하게 되어 즐거움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서민의 소박한 게임￡로 부터 상류계급과 민

중의 혼합텀이 탄생하였다. 결국 1900년대 에 들어서면서 많은 스포츠 단체가 계급이나 직

엽의 귀천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었으며 19301건 에 는 영연방 鏡技大會를 개최하

였다.

더우기 도로와 교통의 發達로 스포츠의 규모는 확대되었고 계급의 上·下를 불문하고 전

국적드로 스포츠는 보급되어 과거 스포츠 종목이 身分과 階級에 의해서 구별되었먼 전통은

사라지게 되었다.

4. 貴族스포츠

15세 기 에 서구에서는 封建的 社會의 諸關係가 더욱 붕괴되어 가고 生옳力의 發達과 부르

조아계급의 출현 벚 都市化 現象에 따른 새로운 制度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즉 부르조아계

급과 봉건군주와의 연합이 도시의 特權을 彈化함에 따라 수공업이 촉진되고 상품 • 화폐의

유통이 활발해치고 資本의 축적과정이 시작펀다. 이러한 부르조아계급과 왕과의 연합은 국

왕군의 편성을 가능케 하고 절대왕제의 권력은 새로운 방법으로 봉건제도를 유치시키게 하

였지만 봉건영주의 부르조아계급우로서의 종속화나 봉건 하충민의 빈민화의 진행은 저지시

킬 수 없었다. 이처렴 영국은 부르조아계급의 發展의 전형을 이룬 국가로서 거대한 식민지

정복과 산엽계에서 부르조아계급의 영향력 증대에 의해 절대주의적 諸制度의 해체뿐만 아니

라 有塵階級 전체의 生活樣式과 ” 世界顆을 變化시켜 토지귀족에게 까지 부르조아적 견해블

심어 토지귀족과 부르조아계급과의 융합을 가능케 하였다. 이러한 토지귀족과 부르조아계급

의 상호침투는 부르조아계급의 發展 뿐 아니라 영국스포츠의 發展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18세 기 말에는 勞動者 結社禁止法이 공포되 어 더 욱 부르조아계급과 로지귀족과의 동맹 이 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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化되어 갔고 이 동맹은 宗敎， 政治， 敎育， 社會의 각 분야에서 일어났다. 또한 영국의 식

민주의의 발전과 광대하고 풍요한 해외영토의 정복， 노예우역， 조직적인 해적행위 등에 의

해 거대한 富가 축적됨에 따라 부르조아계급은 무역이나 공업， 금융관계에서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초기 영국 부르조아의 전형적인 像이었던 근면하고 실천적이며 착상

이 풍부한 A間型은 부료조아계급의 새로운 요구와 社會的 地位에 적 합하지 않게 되 자

gentleman이 라 불리는 새로운 貴族階級이 출현하게 된다.

영국에서 스포츠라는 명칭의 부여는 기사의 훈련이 軍事的인 目的을 상실하게 되고 스포

츠가 귀족생활의 위치나 태도를 결정하는 活動의 요인으로 변하게 되었을 때부터 가능하게

되었다. Wahl은 원초적인 귀족스포츠의 成立은 英國華命의 結果로 나타난 近代的인 지주

의 등장과 동시에 나타났다고 설명하연서 귀족스포흐는 기사의 신체훈련을 압도해 가는 과

정이라고 주장한다. 최근까지 게임이라는 말이 상류사회에서 즐겼던 수렵스포츠의 意味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영국 스포츠의 貴族的 性格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18세 기 에 이를해까지 영국에서 「스포츠맨」이라 하면 오직 貴族을 가르키는 것우로 생각

되어 있었다. 더구나 그 귀족은 시간을 보내고 유쾌한 기분을 얻으려고 오락이나 유회에만

열중하고 있는 귀족이었다. 때문에 후에 스스로 근대스포츠의 전승자가 되었던 영국의 젊

은 부르조아계급이 貴族的 形式의 스포츠에 엄청난 반대투쟁을 시작한 세력이 된다. 왜냐

하면 그들은 스포츠가 바로 귀족의 태만한 생활을 유말시킨 요띤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다. 영국의 부르조아계급과 도시귀족이 행한 투쟁은 봉건층의 생활을 變化시키고 그들을

生塵에 직접 관계하지 않는 資本主義的인 生活人으로 바꾸었는데 그 결과 단지 貴族의 生

活樣式을 고정화시키고 한총 태만한 않格을 가져오게 하는데 불과했다. 또한 大陸의 狀況

과는 다르게 영국에서의 귀족의 위치는 단지 귀족의 혈통에서라기 보다는 싶제적으로 많은

부귀와 법정에서의 영향력과 상당한 수행력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귀족적 스포츠의 참여

는 부유한 중상층의 부류에서 貴族生活의 한 形態로서 경 쟁 적으로 행하여 졌ξζ며 이 러 한

과정에서 중류층의 사람들은 보다 고급스포츠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

해 신분의 상승효과를 얻게 되 었다.

귀족들은 신체발달의 문제에는 큰 관섬이 없이 생활을 가능한 한 쾌적하케 하려는 생각

만￡로 승마， 펜싱， 수렵 등의 기사척인 신체훈련의 수업을 했던 것이다. 이러한 종목들은

귀족들이 단지 여가를 즐기기 위한 수단이었￡며 일정한 敎育的언 目的의 形態블 지니지도

않은 채 방위의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난 狀況下에서 행해졌다. 또한 귀족은 귀족스포츠가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구별짓는 생활양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계속 유지시킴으로서 오

랜 역사의 發展 過쩔을 통해 近代스포츠의 成立에 큰 投害U을 하였다. 더구나 17세 기 에는

안식일의 제도가 쇠퇴해져 휴일에도 스포츠를 실시하는 것이 유행되었다. 또한 귀족은 휴

일 이외에도 수렵， 매사냥， 낚시， 승마와 같은 야외스포초를 실시했다. 특히 영국 신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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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하는 스포츠는 수렵과 승마이지만 이것은 특권적

은 수렵법에 의해서 금지되었다. gentleman에 있어서 특정스￡츠흘 행하는 것은 그들의

社會的 基盤을 상정했다. 그러나 귀족스포츠가 사치와 낭비， 그리고 태만한 생활을 유

발시키는 요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민들은 귀족스포츠에 반대하는

했다.

민중의

투쟁을

때문에

近f\;;體育 成立 過程에 있어 英國 貴族 스포츠의 f뚱劃에 關한 짧究

스포츠었기

1646년 및 1656년의 혁명의회에서 제정된 法律은 모든 生盧活動에서 귀족들을 더욱

하였다. 이 法律은 국가와 농민에 대한 義務에서 지주를 해방하고 봉건적 소유를

임대소유로 바꾸고 일하지 않고 지대가 보장되는 資本主義的 토지소유로 바꾸어 졌다. 따

라서 혁명은 귀족의 생활양식을 초금도 변화시키지 않았고 혁명￡로 인한 새로운 변화로

자기의 자산을 우력에 의해 지킬 필요가 귀족에게는 없어졌다. 이처럼 영국혁명은 봉건영

주층을 자본주의 적 지주충무로 변화시킴￡로써 그들의 生活樣式을 保存시키고 심화시 켜 여

유있는 자유시간을 스포츠 형태를 가진 유회와 오락우로 보내게 되고 이러한 유회와 요락

은 귀족의 사교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되었다.

또한 영국 귀족스포츠의 發展에 지대한

한편

벌어지게

퍼브릭스쿨 (Public School) 이 었한것은공헌을

다. 즉 퍼브릭스쿨은 귀족스포측의 오아시스었다. 17세기 중반에 부르조아계급은 퍼브릭스

한펀 신흉 부르조아는 그들 특유의 팀게임과 득정한 형식을 갖는 육상， 수영， 테니스와

같은 종목을 행하면서 수렵을 중심￡로 하는 귀족스포츠와는 달리 민중스포흐를 자기들의

生活樣式에 맞게 체계화시컸다. 특히 왕정복고와 반혁명시대의 신흥귀족은 모든 수단을 사

용하여 명문귀족의 오랜 전통과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하려고 하였다. 그것과 함께 부르조

아계급에서 유래한 새로운 취미생활 및 思考를 發展시켰다. 이로 인해 새로운 영국적인 제

련된 귀족층이 이루어졌다.

18세 기 전반과 塵業華命時期를 통하여 形成된 패트론 (Patron) 스포츠시대에는 당시 발전

된 經濟生活에 필요한 交通懶關의 發達로 鏡爭을 중시하는 경향이 생긴다. 테임ξ강 근

띈다던가， 말이나 보트를 단다던가 하는 어떤 수단무로 일정한 場所에 어느 정도

도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현상금이 붙은 경쟁 즉

도박의 침투와 함께 귀족， 부르조아에 의한 경마， 보트경기， 권투와 같은 대회가 성행하게

된다. 이와 같은 패트론 스포츠는 시합의 개최에 있어 운영의 組織化와 규칙의 명문화 등

새로운 鏡技形式을 정비하는 投劃을 하게 되었고 또한 경쟁이 도박금에 의해 강력히 행하

쿨과 대학을 귀족의 되폐와 무신앙의 소굴이라고 보고 기피했￡나 17세기 말에 가서는 부흐

조아계 급은 뉘족과 같이 행동하기 를 바라고 그의 자제들을 퍼브릭 스쿨에 보냈다. 따라서

귀족의 생활양식을 바꾸어 종래 경시했던 스포츠에 적극적으로 훌加하고 몰두하게 되었￡

며 민중들 사이에 전승되어 왔던 전통적 유휘 뿐만 아니라 그외의 많은 스포츠 종목들이 첨

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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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게 되자 패트런 스포츠는 점차 매력적인 종목무로 안기를 끌게 되었다. 특히 토지귀족

과 같은 부유한 부르조아가 패트론이 되어 민중의 경기회가 수없아 개최되어 이제까지 스

포츠라고 생각지 않았던 민속적 유희가 스포츠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이려한 점에서 패트

론 스포초는 과거 귀족스포츠가 일부 종목에만 한정하여 실시했던 것을 보다 광범위한 영

역￡로 관심을 폴리게 하였다는데 큰 意義가 있다고 하겠다(兒島盛芳， 1974:48).

IV. 結 論

中世의 體育은 금욕주의 思想과 스콜라 哲學思想의 영향을 받아 신체활동을 죄악시하는

경향ξ로 封建制度下의 騎土體育을 제외하고는 체육을 부정한 暗黑時代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近代體育은 르네상스를 계기로 A文主義者들과 實學主義者들 그리고 18세 기 홈豪

主義 思想家들의 노력과 in愛派의 체육실천으로 近代體育 發展의 초석을 마련하게 된다. 즉

근대체육은 르네상스와 宗敎改華이 일어나 神 中心에서 人間 中心S로 思考方式이 바뀌고

체육실천에 관한 인문주의자들의 열띤 주장이 실학주의 사상가들에게 전하여져 체육이 人

間形成에 중요한 沒劃을 하게 된다. 이러한 體育의 反省時代를 지나 계몽주의 사상가들에

의해 체육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 독일 뱀애파에 영향을 주어 강력한 체육실천의 시대

를 이품으로써 근대체육의 基盤을 形成한다. 이때에 유럽 각처에서는 華命이 일어나고 近

代市民社會가 형성되어 國民敎育과 近代學校制度의 確立을 촉진하게 된다. 또한 塵業華命

이 얼어나 상품의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되자 많은 失業과 노동자 保護問題가 사회문제로

등장하여 社會의 基底에 變化를 가져 왔고 이것이 유럽 전역에 파급되어 內的 改華과 外的

홉略이 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하여 이 時期의 체육실천가들은 체육을 통한 국민단결

과 애국심을 호소하였고 나아가 국력배양과 國陽力 增進의 수단으로 체육을 실천하였다.

한펀 中世 英國에서는 支配階級안 기사들의 군사적 목적을 위한 신체훈련이 실시되었을

뿐 농민이나 시민의 신체훈련은 지배계급의 이해관계에 의해 한정되었고 이것 역시 균사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

근대 영국스포츠의 成立은 영국인의 先天的인 A生觀의 結果이고 國民的 性格의 盧物이

라 할 수 있￡며 서구제국과 달리 영국스포츠는 階級的이고 關爭的이면서도 국민모두에게

自然發生的으로 成立되어 生活化된 스포츠로서의 特性을 갖고 있다. 또한 時代的 狀況의

變化에 따른 階級간의 갈등ξ로 發展과 훌退를 거듭하는 흔비속에서 스포츠의 成立은 이루

어 진다. 이러한 過程에 있어서 영국스포츠의 階級的 基盤은 상류계급의 귀족스포추， 도시

를 중심으로 한 市民스포츠， 귀족과 시민을 배경￡로 상금을 다려는 패트론 스포츠， 전통적

인 농촌스포츠 등￡로 구성되어졌다. 특히 貴族스포츠는 최초에는 身體發達의 문제에는 별

관심이 없이 한가한 시간을 보내기 위한 단순한 오락과 유희적인 성격을 떡고 사치와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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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발하기 쉬운 승마， 수렵 등의 종목에만 치중했었다. 따라서 이러한 귀족스포측에 불

만을 갖은 젊은 부르조아 계급과 시민들은 반대투쟁을 벌이게 된다. 또한 18세 기의 패트본

스포츠의 출현， 퍼블릭스쿨의 운영 및 역 할， 부르조아계급과 귀족간의 상호침투현상 등은

貴族스포츠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즉 이와 같은 階級간의 廣j爭， 社會制度의 變化，

時代的 思湖의 變化 등으로 귀족스포츠는 민중스포츠 종목뿐 아니라 전통적인 민속적 유희

들도 모두 수용함으로써 계급간， 종목간 구별없이 스포츠 活動이 행해진다. 이처럼 영국의

귀족스포츠는 최초에는 펀협적이고 소극척이었 a나 시대변천에 따라 진통을 겪￡면서 결국

에는 영국국민 모두가 參與하게 되는 大꿨的 스포츠 즉 近代體育의 成立에 중추적 인 짧害U

을 하는 至大한 공헨을 하묘로서 서구제국들에게 각종 스포츠;를 보급하게 되는 스포흐의

발상지로서의 위치를 굳히게 하는 原動力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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近代體育 成立 過程에 있어 英國 貴族 스포츠의 짧害U에 關한 陽究

A Study on the Role of England Aristocratic Sport in the

Process of Modern Sport Formation

Hee Duck Rho

Abstract

129

The scholasticism and the asceticism of the Middle Age hadbeen ended by the flow of

the modern trend accompanied by liberal movem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lies to research the effect of mordern England sport in the

process of modern sport formation. Modern sport had been developed by not only humanism

and realism in 18 centry but also naturalism.

The process of modern sport formation is to demonstrate as follows:

1. Through Renassance and the revolution of religion, the emphasis had been placed on

the role of physical education for the construction of human character.

2. Realism emphasized educational curriculum based on the real condition. Realism had

been devided into verbal realism, social realism and sense realism.

3. Realism influenced on ].J. R.ousseau, Basedow, Salzmann and Gutsmats who advocated

physical education as academic course and established modern sport.

4.Modern Sport had been conducted under the ways which modern sport had in

creased the military power arid stimulated the cooperation of common people.

On the other hand , Modern England sport which had been established through the conflict

among eachsocial classes and the change of social condition in each period compared with

other western countries , was devided into aristocratic sport, popular sport, patron sport and

farm sport.

Especially , England. aristocratic sport characterized the sensual entertainment had been

changed by the confrontation with not only young bourgeois and common people in city,

but also the presentation of patron sport, the management and therole of public school and

the correlation between bourgeois and aristocrats.

By the social change as the revolution of industry, the revolution of religion, nationalism

and realism, England sport to be participated all the people was contributed to the constr

uction of modern sport and the dynamics to be born the popular sport and be provided

many sport to the other western countr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