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塵業童命以後急速한 技術單新에 의한 勞動의 質的 變化는 現代社會에 있어서 經濟成長

과 塵業化를 이푸게 한 주요한 原因이 되고 있다.\

塵業의 機械化 엽動化에 의한 籃視的勞動 및 단순한 肉體的 훨素가 별로 없는 勞勳괴

高度의 專門的 職業의 出現等은 勞動으로 부터 뭘體的언 요소를 減少시켜 精神的훨素의 비

중을 增大시켰다. 이러한 勞動의 質的 變化는 運動不足과 機械에 의한 人間짧外를 낳게 하

였고 또 童業化에 基因된 都市에의 A口 集中과 過密化는 公園， 空地， 綠地， 運動 빚 스포

요츠施設의 不足， 自動車， 工場에 의한 大氣펀梁， 等으로 因한 都市公害를 生成했고 이로

인해 都市 居住者들의 運動不足이 현저해 졌다.

한펀 科學의 눈부신 발달로 인한 自然餐源의 획득이 손쉬워지고 機械化， 自動化에 따라

A間의 生活資 획득에 대한 時間의 단축과 經濟成長의 急速한 上昇으로 인한 動勞者의 所

得과 自由時間은 크게 증가했다. 이에따라 現代人은 많은 餘假時間(leisure time)을 가지게

되 었￡며 바야흐로 大꿨餘假(mass leisure) 時代로 突入하게 된 기초적인 초건을 만블어 주

게 되었다.

이러한 諸훨素들은 必然的ξ로 레크리에이션(recreation)을 펄요로 하게 되었으며 러l크리

에 이 션 활동중에서도 특히 스포오츠의 活動을 몇求하게 되 었다.

왜 냐하면 스포오츠를 통해 A間의 基本的인 諸欲求를 충족시킬 수 있고 또 身體活動01

不足한 現代A에게 있어선 스포오츠가 가장 절실한 것으로 認定되었던 때문이다. 現代스포

오츠의 특정은 大架化이다. 스포오츠의 大架化란 스포오츠 參加者의 階層的 據大와 스포오

츠 參加者의 量的 增大가 同時에 進行되고 있는 狀況을 말한다(l) 前者의 階層的 據大란

종래 스포오츠를 행 하던 사람들이 主로 男性이었고 더우기 學生들이 대부분이었고 大企業

從事者란 階層이었떤 것이 近來에는 高度塵業짧達을 背황」즈로 해서 女性， 勞動者， 農民 그

리고 身心障害者에 이르기까지 스포오츠가 널리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고 後者의 參加者의

量的 據大는 階l활的 據大와 有機的인 관련올 가지면서 확싣혀 증가하고 있다.

그밖에 從來의 選手中心의 스포오츠로 부터 市民中心의 스포오츠， 個A中心의 스포오츠

(1) 體育社會學lilt究會 “現代X 멸{γ論” 道和뿔院.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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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하고 있는 實情이 다 (2)

불론 이러한 스포오츠의 大架化는 항상 쩔張속에서 허덕이며， 身體活亂!이 不足하고 各種

公害에 의해 健짧윤 害치는 現代A;들에게 있어서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現代生活속에서

사람들이 스포오츠에서 求하는 意味는 多樣하지만 대략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生

命이나 健康의 重視와 運動l不足에 관련된 健康이나 體力의 保持， 增進을 求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스포오츠를 통해 生活의 즐거움이나 만족을 求하려는 것이다 ( 3 1 그러나 스포오츠

의 大架化는 항상 플러스적인 면만 있는것이 아니라 마이너스적인 면도 있는데 특히 스포

오츠의 敎育的 價個에서 벗 어 난 푸로화와 勝利至上主義 등의 관념으로 점점 低質化되 어 가

할

심판에 대한 폭행， 시例를들면 各簡 鏡技大會에서의 不詳事， 즉 선수들꺼리의 난투극，

합의 포기， 터임의 해체， 선수스카움에 의한 각종 잡음， 등등은 모두가 스포오츠의 근본적

고 있으며 매너 (manner)不在의 스포오츠로 되고 있는것이 現代스포오츠의 寶像이라고

수 있다.

이겨야만 하겠다는 생각에서 나온 결과라고 본다. 물흔 대부분

우열을 가리거나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지만 경쟁에서 이겨야만

이기는가가 더욱 중요한 것이다.

안 정신을 외면하고 요로지

의 스포오츠는 경쟁을 하여

된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이러한 면에서 볼 째 요즘의 각급 학교에서의 스포오츠 활동과 각 싣엽팀의 경기 실태는

그저 이기기 위한 전쟁이 라고 볼 수 밖에 없다.

II. 스포오츠와 鏡爭

유희에는 반도시 鏡爭이 必몇한 것은 아니지만 sports에 는 鏡爭的몇因이 포함되어 鏡爭的

인 ε럴을 즐기려는 성질이 있다(4) 물론 모든 sports가 다 歸爭的인 것은 아니다. 매킨토

즈
「

쉬 (5) (P.c, McIntosh)는 sports를 세 가지로 分類하고 있다.

(1) 關技스포오츠(combat sports)

(2) 鏡技스포오츠(competit ive sports)

sports란 柔道나 복성， 레스렁 같이 직접적으로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

간접적으로 用貝를 媒介로 해서 상대방과 겨루는 形을 取하

며 克服 sports란 自己自身， 記錄， 障害와 같은 어떠한 條件이나 狀況에 도전하는 것을 말

(3) 克服스포오츠(conquest sports)

로 나누었다. 투기

는 形을 말하고 鏡技 sports는

요트， 수렴，스키같한다. 大部分의 球技는 다 경쟁 sports에 屬하며 克服 sports에는 등산，

은 종목들이 해당된다.

(2) 體育社會學없究會， 前최캉書.

(3) 홉原 禮， “體育社會學入門”， 大修館書店， 1975.
(4) 松田岩男， 淸原健司， “7.;f，'- γ e心理” 大修館書店， 昭 43.
(5) ~clntosh ， P.C. “Sport in Society" C.A. Watts & Co.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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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같이 많은 sports에 서는 勝敗를 다푼다. 모은 sports는 승패를 가리는 것 자체를 담的

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그 過程읍 즐기는 것이지만 그 줍거움은 단지 活폐의 즐거움 뿐만이

아니라 技術을 겨푸기， 記錄융 거루기， 없j敗을 겨푸는 것에 따른 즐거움을 本質로 하고 있

다. 즉 sports의 本質的 즐거움은 他者 흑은 自己에 대한 鏡환읍 寫한 努力에 따릎 즐거움

이 다. 다시 말해서 보다 높은 目標를 定해 努力하고 그 目標의 達成을 租害하는 條件을 딛

고 이긴다든가， 合理的인 練習에 의해서 自己의 技術을 높이기 f훨한 기쁨이 遊敵와는 다른

sports의 즐거움이 다.

여기에서 關敗를 겨루기 위해서는 相對方과 對等의 立場에 서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말

해서 양쪽이 다 같은 條件下에서 實力을 거푸지 않으면 얀펀다. 만일 이 2f等의 條件이 깨

어진다면 그것은 鏡爭은 아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sports에서는 鏡技規則(rule)이 設定

펴 어 그것에 따르는것이 必然的ξ로 顆求된다. 그렇지 않으면 單純한 關광으로 되고 훌않즉곽

이나 鏡技는 아닌것이다.

즉 關爭에서는 직접 상대방을 방해하고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것이 目標가 되지만 sports

에 있어서의 鏡훨이나 鏡技는 상대방을 방해하거나 넘어뜨려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쪽

도 저쪽도 경기해서 즐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rule의 범위내에서 싸운다는 기본적인 限界가 존재한다.

다른 集團 혹은 다른 접 단의 없員에 對立的으로 行動해 다른 정단에 그 “바람(회망)"을

버리도록 하는 事態가 바로 號爭이다. 그리고 이 鏡爭의 결과블 따라서 sports에서는 自당

가 不利한 立場에서도 rule을 충실히 지켜 公正히 경기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것에 의해서 sports가 關평的活動과 區別되고 sports를 價順있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

이다. sports의 rule은 勝敗의 決定方法과 安全， 興味를 고려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따라서

rule이 변하면 技術도 變하고 반대로 技術이 高度化되면 rule도 거기에 따라 복잡한 것으로

되는 것이 通例이다.

鏡爭이란 型은 우리들의 社會에 있어서 同-集團內의 成員이 鏡爭하고 있는것을 目標룩

하지만 鏡爭 그 自體는 目的。1 아니다. sports의 경우 그 發生이 훨體活動￡로서 相對方에

게 이긴다는 始作으로 한 鏡爭이 目的이다.

集團內의 경쟁은 「目標物의 유일의 主된 取得者로 되는것ξ:..1료서 집단내의 成員과 對立的오

로 行動하는 事態J (6) 라든가 「個A 흑은 少數의 成員야 目標에 到達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

떤 다른 成員은 그 바람(希뿔)을 버리지 않으면 안되는 事態J (7) 란 것처럼 同-集團內의 다

픈 成員에 對한 사래이지만 sports의 경우는 다른 집단， 흑은 집단의 成員이 마음에 불평없

이 承認하는 것이 되어 보복을 계획하고 다시 경쟁하는 것도 가능하다그것은 sports의

(6) 松田岩男， 淸原健司， 前觸書.

(7) 大西誠一郞， “體育ι :t3 1:J7.>社會的場η構造” 體育η科學， Vol, 11.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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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sports는 rule에 따라 행해지는 경쟁이다. 칩단은 다를지라도

各各의 成員은 共通의 rule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우면 안된다. 그 理由는 다른 접단， 혹은

갱단의 成員이 서로 그 rule을 지키기 위해 協力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01 協力

(cooperation)의 사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同一集團내의 協力은 「개인융 자극해 group의

다른 成員과 함께 目標物에 向하도록 함께 努力해 그 目標物을 손에 넣어 그것을 그틀간에

同等하게 分配하는 事?態J(8)를 말하며 sports에 있어서 鏡황과 協力은 언제나 뾰立하게 된다.

「能力은 直接的으로서 背定的이고 긍정적 행위에 의해서 目標와 사람들의 兩方을 判別한

다. 協力은 目標志向過程이고 언제나 參加者에 대해서 意識的 努力을 포함하고 있다J (9) 協

力의 例는 team의 成員의 協力이 成員의 最上의 관심이나 정단의 共週의 관심에 플러스로

되는 경우의 운동 team에 있어서 보여진다.

game은 경쟁 및 協力의 두가지 과정을 대개 쭈IJ用한 것이다 ( 10) sports나 game에 있어서

는 확실히 鏡슬홉의 測面이 彈調되는 경항이 있지만 鏡황이 rule이 나 作戰에 관해서 對戰者와

의 協同없이는 成立할 수 없고 投劃逢行과 훨‘任이란 것에 관해서 team mate와의 ， 協力없이

는 成立할 수 없다는 것 이 認識되고 있다. 쉴흉動部는 sports 活動을 中心오로 한 個A의 集

合이고 共通의 目標나 活動을 가지고 member로서 對面的인 相互依存 관계가 존재해 우려

들의 集團이란 의식을 가지는 것이다.

違動部의 目標는 試合에서 이 기 고， 보다 上位의 大會에 出戰하고 또는 sports의 技能을

높。1 거 나 sports률 즐기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목표는 一人으로서 寶現될 수 있는 것이 아

니고 상호의존적인 協力에 의해서 寶現되는 것이고 이러한 의존과 協力의 관계가 바로

team work인 것 이 다. 이 러 한 team work은 sports에 서 매우 중요한 것 o 로서 때로는 team

work이 개인기나 作戰보다도 앞서는 경우도 많은 것이며 sports칩 단에서 形成된 team work

은 team이 해체되거나 졸업후에도 꾸준히 그 영향을 발휘할 때가 많은 것오로서 社會生活에

있어서 매우 가치있는 일인 것이다. 이러한 면이 sports의 진정한 가치이며 보람인 컷이다.

III. 鏡爭의 搬念

엘개인 또는 어떤 集團아 큰 성공을 했을 해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칩단이 그만한 성콩

이나 획득이 별로없는 목표물을 얻거나 구하려고 할 경우에 對立이 存在한다. 이 對立은

鏡爭 또는 關爭￡로 된다. 경쟁이 일어나는 것은 規範이 目標達成을 寫해 “正當한 策略”을

제공할 때나 敗者가 쾌히 勝者에게 머리 숙이는 것이 기대되는 play에 있어서이고 이것에

대해서 rule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투쟁이 되고 흑은 制載가 발동된다. 對立은 보펀적인

(8) 松田岩男， 淸原健司， 前獨뿔.

(9) Ulrich, C. “The Social Matrix of Physical Education," Prentice-Hall. 1968.
(10) Ul rich, C.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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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過程에서， 경쟁은 對立의 非A格的인 構成部分이다(11) 鏡爭이란 말은 英語의 competi·

tion, 흑은 contest에 해 당된 다.

competition은 Latin語의 competetio에 由來하고 France語의 competere에 맞는 것으로 다

른 한사람이 확득하려고 努力하고 있는 것을 同時애 努力하려는 行寫이며， 同-對象에 대

해서 2A이 상의 사람이 抗뿔히-는 것， 무엇인가를 取得하려고 하는 다툼， 優낌을 가리기 寫

한 試合， 누군가의 후보자의 우월성， 혹은 적합성을 가리기 위한 能力의 시험 등을 말한

다(12) Simmel (1 3)은 투쟁과 경쟁이란 말을 쓰면서 투쟁은 「무엇인가에 이르기 위한 目的」

과 「그 自體로서의 目的」이라고 말해 目的의 二重性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으며 또 투쟁의

목적과 수단의 사이에 相互性이나 相互轉換이 보여지는 것을 지적해서 투쟁의 構造를 분명

히 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는 경쟁이란 투쟁의 간점적인 형태로서 분석해 경쟁이판 同一 상

품을 구해서 경쟁자간에 뾰行的오로 랭해지는 노력이고 따라서 직점으로 상대방의 태도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직전적 투쟁의 경우에는 상품이 적대자의 手中에 있고 그 획득은 동시에 상대방에 이기

는 것과 직정 연결되어 있지만 경쟁에 있어서는 상품은 적대자아닌 第3者 또는 公架의 手

中에 있고 장품의 획득이나 目的의 達成은 相對方에 대한 승리와는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이와같이 Simmel은 경쟁을 투쟁의 聞接的인 形態로서 취급해 적대자를 직정 상처 업히

거나 殺害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第3者의 手中에 있는 상품을 거누어서 경쟁자가 병행적

우로 노력히는 경우에 경쟁의 본질이 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 Weber(14)는 Simmel과 같이

투쟁의 하나의 형태로서 경쟁을 규정하고 있지만 Weber의 경우에는 現實的인 物理的인 폭

력행사플 행하지 않는 zp.和的 투쟁 수단에 의한 평화적 투쟁이 他者에 따라서도 바라는 기

회 (chance)에 대한 자기의 처리권을 구하는 形式上 zp.和的인 노력일 해에 t그것을 鏡爭이

라고 말하고 있다. 결국 Weber는 다른 경쟁자에 대해서도 바라고 있는 chance를 목표로

해 경쟁자가 서로 똑같이 펑화적인 수단을 利用하면서 그것을 획득하려고 努力하는 것이

경쟁인 것이다.

또 Wiese (l 5 )는 社會過程을 結合過程， 分離過程， 混合過程오로 나누어 說明한 가운데 分

離過程속에서 鏡쉴곽과 關쉴좋을 區別하고 있으며 그는 경쟁을 物質的 財貨나 非物質的 價f直에

指向하는 「對象指向的 鏡爭」과 경 쟁 자 자신의 才能， 能力의 전개 에 指向하고 있는 「主體指

向的 鏡황」ξ로 나누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쟁은 目標의 획득에 지향해 반드시 상대방

의 방해 또는 짧折에 指向하지 않는것， 경쟁자는 어떤 game의 rule의 존재를 인정해 그 법

(11) Ulrich, C. Ibid.
(12) 岩野雄三 外， “序說運動學”， 大修館뿔店， 昭46 .

(13) 上據훨.
(14) 上揚書.

(15) 上獨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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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에서 行勳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쟁과 區別된다고 하고 있다.

야혜에 日本의 松本(1 6)은 社會關係의 現象읍 論할 해에 敬對的關係에 매해 언급해 ro1
敵對， 反目의 현상을 通해서 상후적 배척， 거부의 사살이 당사자간에 정면충돌의 形우로

행해지든가， 또 간접적 拍抗의 모습을 띄고서 행해지는가에 따라서 충돌현상과 경쟁현상의

區別이 成立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圖式化하고 있다.

(格 關

r 肉體的 i 決 關

/直 接) l.戰 爭

I(衝突) 1 (딸 다 툼

I \精神的 f 談 判

歐 對 1 \訴 認

|、 f運動鏡技

l 間 接--{經濟鏡황
\(鏡爭) . I

L生存鏡爭

[v. 鏡爭과 平等

Cai1Iiois (1 6)는 game을 분류함에 있어서 4가지 기본적인 category를 들고 있지만 이것은

어떤 意味에서는 sports에 內在하는 기본적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Cai1Iiois의 4가지 기본

적 인 category 란

(1) agon (경쟁)

(2) alea (運)

(3) mimicry (擬態)

(4) ilinx (현기 증)

을 말하며 이 가운데 특히 agon과 alea가 sports에 직 점 관련이 있￡며 mimicry와 ilinx는

遊敵의 世界에서 더욱 강조되는 것들이다.

1. agon (鏡爭)

game을 行하는 集團은 서로 chance를 平等하게 가칠 수 있도록 배 려 되 어 있는 상태에 서

경쟁율 하는 것을 말한다. sports는 그 기본적 性格에 있어서 agon오로서 의 運動이다(17)

agon은 平等의 條件을 A寫的으로 設定해 그 규칙 (rule)을 서로 認定하는 가운데 힘과 技

롤 겨루는 것이다. 즉 rule·은 agon의 기본적 조건의 하나이다. rule이 설정돼 양쪽이 똑같은

조건과 상황하에서 서로 試合해야 하는 것이며 이 rule이 지켜지지 않을 째 agon의 세계는

붕괴한다.

(16) 松本潤一郞， “集團社會學原理 ”
(17) 竹之下休藏， 前播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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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on의 rule은 平等의 條件에서 겨푸기 위한 合意된 約束。1 고 鏡技者의 資格， 場所나 用

貝， 時間(回數)， 허용된 技術의 벙위， 鏡技者의 安全， H였者나 l順位의 決定方法， 審判등에

관한 여러가지 條件이 포함된다. 바람직한 가치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경쟁에 있야서는 처

음부터 “겨푸기”위한 영역이나 各各의 部門이 同等하게 배려되어 있다. team sports로서 의

球技나， 테 니 스， 탁구 등 근대 sports는 모두가 좋은 例이 다.

다시 말해서 모든 sports에 서 통등하게 기회를 주고 같은 조건하에서 싣력을 밸휘하치 위

한 방볍으로서 같은 회수의 서어브권 행사， 코오트 체인지 통과 특히 요즘 새로 개청펀 테

니스에서 의 tie break system등은 모두가 平等의 條件을 배 려 하는데 많은 神經을 쓴 rule이

라고 불 수 있다.

鏡爭은 時間的， 空間的 限界를 가점과 同時에 rule을 가진 다(18) ,

그러나 이러한 경쟁은 다만 人間世界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지 歡l物의 世界에서는 時間

的， 空問的 限界란 없으며 단지 무자비 와 잔혹한 투쟁으로서 송리 (生存)만을 追求할 뿐이

다.

또한 agon의 특정은 상대방과의 경쟁에서 어디까지나 自力으로서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

다. 他A의 힘이나 外部勢力에 의해서 勝利할 때 그것은 agon이 아니며 平等의 條件은 이

미 없어진 것이다.

2. atea(運)

agon은 :zp:等의 條件에서의 鏡爭-을 통해 自力으로서 勝利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지만 alea에

서의 경쟁은 경쟁자의 결단력에 근거를 두고 행해지는 것이지만 거기에서 승리즐 얻는다는

것은 自力에 의한 떳떳한 승리라기 보다는 그들 경챙자들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는 運

에 의해서 特定의 사람이나 集團에 &장利가 주어지는 것을 말한다.

즉 隨利한다는 것은 實力의 우월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敗者보다 運이 좋아서 이겼다는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것의 例는 主로 놀음 즉 주사위냐， 포오커，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지만 sports에 서 도 종종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alea의 훨素가 지배적인

game에서 의 경쟁자는 自己의 技術， 能力， 때力， 機챔 등을 발휘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

한 것안가를 알고 있기때문에 그들의 態度는 消極的이고 受動的이 되기 쉽 다. alea는 agon

처럼 努力의 結果로， 그리고 自己의 能力如何로 目的을 달성할 수 없기 해문에 努力， 忍耐

心， 경험， 技術이나 能力을 否定하거나 열심히 昭究하거나 연습하는 것을 배제하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alea的 요소는 경쟁자블 아주 不快하게 하거나 휴은 정신없이 기쁘게 하

거나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勞動， 練習， 苦않에 의해서 人間이 획득할 수 있는것 이 상의 것을 幸運

(18) 岩野雄三， 外. 前獨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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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쟁자에게 주게되기 때문이다. 경쟁적인 사태에 있는 선수는 자기자신을 신뢰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alea의 요소가 지배적인 game에 서는 自己以外의 것에 의존하려는 태도를

보이게 하여 결국 個A의 意志를 否定하고 自身쓸 週命에 맡기는 결과를 招來하고 마는 것

이다.

이 러한 alea的언 훨素의 例로서 축구경 기 나 하키 에 서 隨負가 무승부일 때 延長戰을 하게

되지만 延長戰에서도 무승부연 해는 추첨에 의해서 股者플 결정하게 된다. 이때 弱한 team

에서는 득점하기 寫해 努力하기 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無勝負블 만블어 추첨에 의해서 이

기려고 하는 例가 바로 이 alea의 代表的인 例라고 볼 수 있다.

3. 鏡爭의 했果

이와같이 agon의 경쟁에서 .zp:等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러한 경쟁면에 alea적 인 요소

가 많이 포힘되어 있을 때 거기에서 분쟁과 불만이 싹트게 된다. 흔히 학교교육이나 학교

sports에 서 지나치게 學生들에게 觀爭意識을 注入시켜 鏡爭에서 뒤떨어 진 학생들이 울고，

또는 士氣가 저하되어 每事에 의욕융 앓고 였等意識을 가지는 것융 흔히 본다.

「學生들의 performance(體育에서 기대하고 있는 能力)를 높이기 寫해서는 경쟁관계란 중

요한 것이 다J (19) 라고 Cratty는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경쟁자간의 능력이 너무 떨어지고 있

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效果는 별로 나티나지 않으며 오히려 週效果의 우려도 있다.

相對方콰 직접 얼굴을 맞대고 하지 않는 間接的인 경쟁 의 경우도 相對方과 能力이 接近하

고 있는 경우에는 경쟁효과가 높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경쟁효과를 생각할 경우에는 “핸다캡”을 설정하여 가능한 한 能力을 비슷하게 하

여 .zp:等의 條件을 確保하는게 중요하다: 이러한 것은 다른 見解에서 본다면 일종의 對立關

係(opposition process) 가 performance를 높인다는 것이다. 對立關係에는 갈등이나 투쟁 등

여러가지 다엽이 생각되지만 그것들도 위와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경쟁도 그 가운데

의 하나이고 어떤종류의‘共通性을 기반오로 가지고 있는 것이 특정이다. 그 意味로서 鏡爭

은 “安全한 簡爭”이라고 해도 좋다.

運動學習을 社會的 次元에서 본다면 그것은 동료나 자기 team내 의 效果的언 協力關係

(effective cooperation 즉 team work) 이고 상대 나 상대 team과의 協力的 鏡爭關係인 것 이

다. 協力윤 기초로 한 투쟁관계를 우리듭은 경쟁 (competition)이라고 부른다. 경쟁은 상후

의 rule준수를 전제로 한 투쟁이다. 따라서 경쟁면에서는 rule의 엄수는 물흔이고 한계노력

이나 公正함， manner의 준수 등이 강조되지 않으면 안되는 必然性이 있다. 그것은 다른것

의 彈制가 아니고 自律的인 自他의 社會關係이고 同好者끼리 의 相互敬愛의 뜻을 나타내는

(19) Cratty , ]. B. “Social Dimensions of Physical Activity." 1967.
(20) Parsons, T. “An olltline of the soci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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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때 경쟁의 效果란 學習者의 performance를 높이는 同時에 協力과 rule의 준수

란 社會性 함양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V. 스포오츠 規範

“서로 依仔的 現象찰 가진 한 組織體가 오랜 기간동안 그 조직체를 유지하고 있을 때

그 組織體는 어떤 特妹한 構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불 수 있고， 따라서 그 組織體를 하

나의 體制로 분리하여 分析의 對象으로 취급함이 유리하다" (20) 고 볼 때 스포오츠集團도 하

나의 社會體制로 볼 수 있을 것이다. 社會體制릎 構成하는 가장 기본적인 單位는 個A의

行動이며 이러한 行勳은 그 社會體制， 혹은 社會集團의 維持， 繼承에 펼요한 중요한 機能

을 가진 社會的 行動이 다.

個A은 社會集團속에서 自己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으며 그는 그 社會集團의 構成員

으로서 다른 構成員과의 관계 (相互作用)， 그리 고 自己가 構成員의 一員으로서 해 야할 投劉

等이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社會에는 規範 즉 法， 道德， 倫理， 慣習이나 慣例같은 社會

規範이 있어 이러한 規範을 따라 行動하지 않으면 안된다. Hormans (21)는 規範을 定義하기

를 “社會構成員 個個人이 어떠한 주어진 상태 아래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또 어떻게 行動

하기를 기대하는 내용이며 이 규척의 내용은 構成員 個個λ、의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고 成

文化될 수도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規範이 形成되는 理由는 社會體制나

집단， 휴은 相互作用이 계승，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능이 필요하기 째문이다. 규뱀의

기능은 첫째 구성원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한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서 個A의 않劃을 분명

하게 해주며 둘째， 어떤 共同目的블 델-성하기 寫해서는 구성원들은 相표作用(協同)해야하

며， 또 서로가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끼처야 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共同目的을 달성

함으로써 얻게되는 利點도 있지만 동시에 개인의 욕구가 희생될 수도 있다. 흔히 社會體制

가 彈化되려면 個人의 욕구는 희생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개인의 욕구블 최대한￡로 만족

시킬 수 있는 칩단일 수록 그 칩단이 더 강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社會規範에는 違背에 對

해서 制載가 엄격한 것과 비교적 부도러운 것이 있지만 各各의 方法￡혹서 行動을 규제해

社會生活에 縣序릎 가져온다i 마찬가지로 社會的드로 행해지고 rule이 있는것을 특성의 하

나로 하는 sports에도 물흔 規範이 있다. sports에 있어서 흑은 특히 sports와 관련이 깊은

rule이 sports規範이 다.

sports規範에는 rule, manner, 傳統， amateurlism , sportsmanship, fair play등 여 러 가지

말로 불리워 지고 있지만 각각 性格원- 달리하고 있다.

(20) Parson, T. “An outline of the Social System"
(21) Hormans, G. C. “ The Human Group" New York, Harcoart, Brace.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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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ule과 manner

rule이 란 成文化된 것으로서 반도시 위반했을 때는 物理的인 띔j載가 加해진다. 그러나

manner란 것은 일반적으로 “하는 족이 바람직 하다고 여겨지는 行動樣式”의 속에 들어 간

다고 불 수 있다. 그것은 sportsmanship이 나 amateurlism의 기츠적 개 냄 으로도 되는 것 이 지

만 rule과 같이 반드시 쫓아야 할것과는 다르다. 따라서 그 위반에 대한 제재도 rule과 같

이 物理的인 것이 아니고 “良心의 呵責”이라든가; 뼈笑， 非難과 같은 心理的， 社會的언 것

이다.

또 어떤 경우에는 칭찬이라든가， 心理的 만족감이란 賞(적극적 sanction)에 의해서 그 위

반이 방지되고 있다.

이와같이 “manner란 sports(共同作業)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社會的오로 바람직한 것

으로서 是認되고， 흑은 기 대 하고 있는 行動樣式이다" (22) 이 점 에서 rule과 manner는 다른

것이고 rule을 技術的 規範이라고 한다면 manner는 精神的規範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 rule과 manner의 관계는 法과 道德의 관계 와 같은 것이 며 rule은 referee란

권 리를 가진 사람이 그 위만에 대 해 서 外部로 부터 댐j載블 加히-지만 manner는 行‘寫者 自

身의 良心의 것인 것이다.

sports에 았어서 法的規制는 player의 自 由가 존중되지 않오면 안된다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의 문제가 된다.

그렇지만 sports의 本質的 條件우로서 중요한 것은 player의 自由와 동시에 rule 이 다. 경

기 sports이 건 克服 sports이 건 player는 一定의 社會關係에 들어 가 거 기 에서는 全體社會의

法이나 道德에 관련되는 sports규뱀 에 따르는 것이 요구띈다. 경기규칙 (rule)은 成文化되어

行寫者의 外部에 판장자가 있어서 명확한 제재가 주어진다는 意味에서 法의 系列에 屬하는

sports규뱀 이 며 manner나 etiquette은 관습적 규법에 속해 rule과 다른 것이 다. 그러 나 중요

시 여기지 않오면 안될 것은 이제까지 manner로서 처리되었던 문제가 法的規制의 대상안

rule로 되는 경향이 많아진 것이다. sports의 大꿨化가 이루어지면 이루어 질수록 rule보마

도 오히려 manner의 문제가 중요하게 되고 있는 것이다.

manner의 문제는 매우 광뱀위 해 서 t압野雄三等은 序說運動學(23 ) 에 서 다읍과 같이 manner

의 構造를 말하고 있다. 즉，

@ 相對方에 대 한 manner

@ 同應에 대 한 manner

@ 審判이 나 規則에 대 한 manner

@ 1}떠設이 나 用貝에 대한 manner

(22) 岩펠’雄三， 外， “l판說運動學"

(23) 上獨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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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勝敗에 대 한 manner

@ 練習에 대 한 manner

@ 觀짧에 대 한 manner

즉 자기펀등으로서 sports의 場은 언제나 自己 이외의 다른 사람， 동료， 상대방， 그리고

좋은

예의를 지

보다좋

경기를 하게 되는만큼 상대방에게

청찬과 격려를 보내면서 서로가 協同하여

경기의 접행자인 審判의 判定에 承服하며，관중들에게

경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선수가 지녀야 할

심판과 관중이란 기、格體로 구성된 集團속에서

키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하며. 동료에게

은 結果를 얻도록 努力함은 물흔이며

는 보다 훌륭한 技術과 태 도로서 次元높은

manner인 것이 다.

그외에 非A格體인 施設이나 用貝를 아끼며 소중히 다루는 태도， 그리고 g졌敗에 관계없

이 게임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 이겼다고 뽑내고， 졌다고 비굴해 하기보다 얼마나

play를 했느냐는 것으루 만휴을 느갤 수 있는 태도가 바로 sports장에 서 지켜야 할 manner

인 것이다. 졌다고 해서 투덜대며 /κ댈:도 없이 퇴장해 버리는 얼， 심판의 판정이 잘풋되었

추궁하거나 화다고 심판의 역살을 잡거나 욕설을 퍼 붓는 일， 동료가 찰옷했다고 책임을

블 내는 일， 상대방 선수에 대한 폭행， 관람자들의 응원이 펀파적이라고욕을 하는 일， 등

중요한요소등 우리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러한 사례들은 sports의 발전을 g且害하는

가 되고 있 o며 하루빨리 시정 되어야 할 문제들이다.

이와같이 우리나라에서 sports manner의 결여를 지적하는 事例가 많은 理由는 sports가

우리나라 固有의 것아 아니고 外來의 것이기 해문이다. rule은 成文化된 것오로 그대로 전

해졌지만 manner는 관습적인 것이고 더우기 社會의 性格이나 行動規準의 사고방식을 반영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한히 생각하기 쉽다.

sports규법중에 manner 이 외 에 sportsmanship이 있 다.

2. sportsmanship과 fairplay.

Cummings(241는 I sportsmanship이 란 sports의 分野에서 最善인 것ξ로서 貝體化된 倫理的

鋼領(ethical code) 이고 그 가운데 에는 行動이 나 態度의 公正함， 規則의 준수， 不正한利益

享受의 거부， 상대방에 대한 同情， 勝利나 敗北時의 컴허함이나 신중함의 깊이 등이 포함된

etiquette다」고 定義하고 있으며 三好商(25 )는 I sporstmanship이 란 sports에 있어서 manner나

융 총칭하는 말로서 sportsman의 行動의· 基準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으며 fairplay는 그 하

나의 內容이 라고 말했다.

우선 manner와 sportsmanship을 對比해 보면 sportsmanship이 상대 적오로 J直常的， 原理

的인 것에 대해 manner는 可變的이어서 다양성융 기-지고 있다. manner의 이러한 二面的 性

(24) Cummings, F. “ The dictionary of sports"
(25) 긍好 첩， “ A ;f~γ (!)制度一規範” 竹之下休藏外， “Z 멀~ ';l (!) 社會學" 1960.



때
格도 看過해서는 안될것이다.

sportsmanship을 어떤 種類의 社會的 價{直로서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부분 學習=社會化

(socialization)의 결과로서 個A의 內面에 內在化된 것이 다. 그러한 이 상 sportsmanship은

sports 이외의 領域의 價/直와 밀접히 結合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된다. 오히려 어떠

한 價個態度體系를 따르면 그 칩 단이 나 社會의 文化的 特↑生에 의 해서 規制되고 있다고 말

해도 좋다. 그 점에서 sportsmanship은 보다 넓은 社會性을 가지고 단지 “ sports 行動”에

만 영향을 주는것이 아니고 다른 生活領域에도 나타나게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Post(26) 는 sportsman ship아 學習되는 場所로서 m兒의 育兒헐， 學}갖， 그리고 試合의 場

이라고 했으며 그중에서 試合의 場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것은 sportsmanship이 요구되는 λ、間의 共同生活에 있어서의 態度， 그리고 鏡技의 場

이 重視되고 있는것은 sportsmanship이 란 말의 E침來를 니다낸 것이다.

sportsmanship쓸 갈 지 켜 몸에 밴 사람을 참다운 sportsman이 라고 할 수 있지 만 그것은

단지 sports를 경험했거나 기숲이 뛰어난 경기자였다는 의미만은 아니다.

fairplay는 agon우로서 의 sports가 成立되기 위한 기초적 조건이고 이마 말한 sportsman

ship의 불가결의 內容이 다.

rule은、 경 기 자에 zp.等의 chance가 주어지도록 만들어진 것 이 기 때문에 경 기 에 있어서 fair

play는 무엇보다도 rule에 따라서 行動하는 것이고 이 原則은 일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

쟁에도 적용된다. 鏡技로 부터 鏡爭의 모두에 통하는 德， 그것이 fairplay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意味때문이다.

Wischmann (27)은 fairplay란 말은 16세 기 英國의 상류-계급의 pastime(오락)가운데 에서 생

겨 이후 19세 기 의 초기까지 神土階級의 理想과 같은 정도의 의미를 가졌고 그리고 現代的

用法￡로서의 fairplay는 19세 기 public school의 sports에 의해서 자라나 그후 各國에 보곱

된 것이 라고 말해 敎育과의 관련에 대 해서는 fairplay는 sports에 E터來하는 知的 觀念이지 만

관념만으로서는 機能이 될 수 없다.

무엇인가 媒介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sports의 敎좁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fairplay는 sportsmanship의 內容을 이루는 것으로서 異論은 없지만 보다 엄밀히

따지자면 價f直的인 것으로서의 sportsmanship을 이루는 것은 rfairplay의 精神」이다.

이것은 “正正當當히 싸운다”는 것을 의미해 이기기 위한 비첩한 행위나 策略을 배걱해，

‘상대방에게 實力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자기자신의 실력을 발휘하여 후회없는 경쟁을 한다

고 하는것과 같은 價個態度體系를 의미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現代에서는 단지

sports의 分野에서만이 아니고 經濟， 政治， 社會 등- 여러 分템에서 使用뇌고 있는 用語이

(26) Post, E. “Etiquette" 1959.
(27) Wischmann, B. “Reflection on f<lirplay" “ Natan, A. edit. “ Sport and Society"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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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現代의 社會는 能力寫主로 되어있다. 能力은 鏡쩔、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경쟁

의 社會에 있어서 優勝폈敗는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동시에 萬人共存의 길을 찾는것이 필

요하다.

sports만이 아니고 모든 경쟁장면에서 상대방에 同情을 가지고 rule을 지키는 것을 本質

로 하는 fairplay가 近代의 경쟁사회와 그 歷史를 똑같이 해 그리고 매우 實用的인 德￡로

되는것은 충분히 수긍이 되는 것이다.

理想과 現實과의 거리는 크다. sports에 서 의 學習을 어느정도 현실의 生活에 적응시키는

가가 체육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VI. 結 語

現代의 sports의 특정은 sports의 大架化와 高度化이 다. 다시 말해서 sportsλ、 口 가 많아져

가고 있오며 sports의 階層。1 일반화되고 있다. 또한 經濟成長과 科學化에 따라 sports 技術

이 高度化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sports의 發展에 큰 영향을 끼친것은 사

실이 지 만 그 반면에 現代의 sports觀은 많이 그 樣相과 理念을 달리하고 있는 것 이 다.

Olympic경 기 의 창시자인 쿠베르땅 남작이 말한 “경기에 參加하는데 意義가 있다”란 理

念은 이제는 “참가한 이상은 꼭 이져야 한다”란 말로 바뀌고 말았다. 이렇게 sports 본래 의

理念인 參加해서 fairplay화여 自己의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協同心을 기르고， sportsman

ship을 기르며 강인한 精神力과 技術을 연마하려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해서든 이겨야 하겠

다는 勝利至上主義 思、想이 싹튼 것은 그간 sports가 軍國王義의 수단무로 사용되었던 것에

도 큰 理由가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shorts란 경쟁이며 이 경쟁은 agon으로서 의 경쟁인 것이다. 양 티임이나 선수에게 zp:等

한 條件이 주어진 가운데의 경쟁을 말하며 이 평등의 조건이 깨어졌을 때는 이미 그것은

경쟁이 아닌 것이다. 경쟁의 조건을 평등하게 하는 것은 결과릎 未知數 즉 不確實한 것으

로 해 경쟁에 있어서 興味나 흥분을 높이는 데도 있다.

agon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人寫的오로 설정된 zp:等의 條件下에서 自己의 힘만을 의지해

서 ι최선의 노력을 기우리는 것이며 이러한 fairplaY7} 경쟁， 능력주의의 現代社會와 agon을

연결짓게 되는 것이다.

agon은 비단 상대방에게 이기기 위한 것만이 아니고 어려운 障害에 이기려고 하고， 自己

自身에 이기려는 것인 것이다. 다시말해서 agon은 어떤 경쟁자에 있어서도 일정한 경쟁붐

야로서 자기의 우수성을 사람들에게 알려려는 욕망이다.

그령기 때문에 agon의 살천은 不斷의 注意、， 적젤한 훈련，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勝利에

의 意志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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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rts란 다른 무엇인가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活動이다. 다시말해

서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勝 • 敗로서 나다나는 결과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물흔 그 성

격상 手段化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에 있어서도 現代 sports를 특색짓는 것은 多面的안

수단화이다. pro. sports는 말할것도 없고 商品선전이나 기업체 선전을 위한 sports, 학교경

영이나 P.R.에 이용되는 sports, 국위선양을 위한 sports, 등 수단화의 動機는 여러가지 있

지 만 현대 sports의 변질이 나 多樣化의 實體는 手段化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 다.

手段化가 進行되 면 될수록 自己目的性을 反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sports의 수단화

는 선수의 수단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수단화의 sports에 서는 그 목표란 뚜렷한

것이다.

즉 “이져야 한다”란 것이며 이겨야 한다는 칩착때문에 sports는 병둡고 저질화 되어가고

있다.

수단과 방볍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이겨보려는 태도， ， alea的언 요소를 가능한 한 많。1

획득하려고 하는 태도， 不利하게 되면 경기릎 포기하거나 난동을 부라는 태도， 이러한 모

든 태도에서는 이미 manner니 ， sportsmanship이 니 ， fairplay란 찾아볼 수 없고 째로는 rule

마져 否定하려는 사태까지 發生하고 있다.

近來 우리나라의 sports場에 서 얼어나는 不靜事， 즉 심판에 대한 폭언과 폭행， 선수들간

의 난투극， 試合의 포기， 지연작전을 위해 아무데나 멀리 보올을 차 버리는 행위， 관중석

에서 명이나 방석을 내 던지는 행위， 그라고 응원단끼리의 패싸움， 등등은모두가 다 sports

의 進行過程보다도結果에 執홈하기 째문이며 이러한 風懶가 만연되면 그것이 곧 社會生活

에서도 재연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을 둬컵어 생각하면 社會의 不條理와 不義가 sports場에 침투되었다고도불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sports場의 情況은 곰 그 社會， 그 國家의 一面을 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

할 수 있오며 결코 소홀히 다풀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A間의 社會生活이란모두가 경쟁이다. 鏡爭의 개념이 不透明할 때 거기에서 요는 결과

란 염청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Huizinga (28)는 sports가 文化創造에 주는 機能을 重視해

그 째 문에 sports를 play(놀이 )의 영 역 에 포함시켜 그 純3햄性을 保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 立場으로 부터 그는 現代의 sports에 對해서 비 관적이 었 다.

그 이 유는 sports로 부터 play적 인 困子가 잃어져 가 순수한 경 쟁 이 아니 라 關爭化되 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sports의 場에서는 rule이 나 여러가지 規範이 절대의 권위와 가치를 가진다. 그것을 자기

네들끼리 지키면서 격렐한 경쟁을 전개한다. 여기에서는 상대방 티입에 이기기 위해 7}-능

(28) Hui?ine-a, J. 高橋英夫譯， “ *'1; . /νF’- :/ ν 7.", 中央公論社.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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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 자기네들끼리 協力하지 않으면 안되는 A間關係의 構造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協力

송F면 할수록 더욱 격렬한 경쟁을 할 수 있고 그 때문에 協同의 技術을 높일 필요가 생기고

自己의 능력을 높이는 것이 team을 강하게 하고 좋은 견과를 얻을수 있다는 것올 경험하게

한다. sports에 서는 鏡爭의 原理가 基本的인 뾰質을 이루고 있지만 이 경쟁의 원리는 個人

的， 社會的技術(能力)을 발전시키는 원 리도 있 다. 體力， 技術， 作戰이 나 team work등의 λ、

間關係를 기본오로 한 것으로서도， 또 sp.orts의 ruleol 나 내용 등의 文化， 그것도 발전시키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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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etition and norm in- sports

All the social life of human beings is considered to be competition. Particularly spea

king , although the principles of competition in sports has basic nature, the condition of

equality in this competition should be the given agon ‘ If the conditiom; of equality in

the competition were taken out, that is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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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the accidents in sports take place when many alea elements were involved and the

conditions of equality were not given. Referee should get rid of such alea elements,
contemplate the safety of players , and try to keep rules well.

The objective of sports lies in the cultivation of the values such as hardship-enduring

strong .fighting spirits, will powers, teamwork, cooperation for the competition against

himself, nature, and the opposing side in the course of the development of training by

formulating socially and individually worthwhile things, i.e. a system of values such as

physical strength, health, techniques, strategy cooperating spirits through the means

of competition. The procedure of “Who will win" or “Who is defeated" is not important

matter.

(師範大學 體育敎育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