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體훌훌-으l λ擬學的 康理어l 對한 小考

權 潤 芳

(體育敎育科)

1. 績 論

/\間과 λ、間의 連動은 그것이 寶現되고 또 그 寶現된 것이 여러가지 次元에서 昭究되었

을 때에만 비로서 理解될 수 있다. 그 違動은 生理學， 生物學， 心理學， 社會學， 歷史 그리

고 人類學을 通하여 알 수 있다.

A間을 完全히 이해하려면 그의 現在뿐만이 아니라 괴거도 살펴볼 必훨가 있다. 이렇게

A間과 人間의 과거 에 대 한 짧究를 히는 것이 A類學의 機能이 다. anthropology라는 말은

人間을 뜻하는 anthropos와 %究를 意味하는 logia라는 그리 이스語에서 유래 한 것이 다. 따

라서 人類學은 人間을 %究하는 學問이며 또 그 領域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人間에게 接하

는 모든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A聞科學이 라고도 할 수 있다. A間을 對象으로 하는 학문

은 여러가지 있다. 그러나 A類學의 그들과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은 人類學은 A間을 하나

의 통일된 전체로서 돼究한다는 것이다. 이 學問의 根本的인 前提는 A間의 모든 面은 全

體와 결부되어 理解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A類學은 全體로서의 A、間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全體는 部分的인 것들의 이해없이는 정확히 感知할 수 없다는 문제를 수만하게 된

다. 이 처 럼 人類學의 領域은 매우 다양하여 진다. 그러 나 이 다양화된 부분들은 궁극적으로

는 항상 전체와 관련되어 살펴지는 것이며 이 全體는 그 學問에의 統一性의 R度가 된다.

λ、間은 그가 만들어냈고 이제는 그것으로 인하여 풍부하여지는 文化와 분리할 수 없으묘

로 文化自體가 人類學者의 關心事기 된다. 이처럼 A類學은 λ、間과 A間 自身이 設立한 文

化에 의하여 제한 된다. J、間과 文化는 서록 密接하게 連關되어 있고 어느 하나도 서로 분

리될 수 없다. 따라서 人類學은·자연히 自然A類學과 文化人類學의 양면에 기초한 두 주류

로 나누어지게 된다.

自然A類學은 연간의 生物學的 本質에 대하여 연구하며 A間의 身體構造， 有機體的 本質，

生理學， 解홉U學에 중점을 둔다. 여기에서 彈調퍼는 것은 時間에 依한 양상의 重훨性이다.

人間은 우선 生物學的 存在이 며 二次的으로 文化를 갖는 社會的 存在이 다. 文化A類學者들

은 火石， 現代靈長類， 現代原始人 그리고 現代A의 文化 等의 4가지 重要 媒介體를 통하여

昭究한다. 그 연구는 여러가지 方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또한 그 學閒에 여러가지로 細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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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重쩔한 接近은 A間의 進化블 通한 것일 것이다. 또 다른 接近方

法은 解音U學과 인간의 生物學的 ↑生質을 알아내기 위한 원숭이의 행동이 연구되는 영장물학

이다. 또 하나의 분야는 人性과 行動에 대한 關係를 알기 위하여 인간의 體格과 構造를 연

구하는 生體學이다.

文化人類學은 社會의 한 部分으료서의 인간이 배워 얻은 행동의 특정인 文化와 관련펀다.

이는 배워 익힌 것은 물론 사회집단에서 다른 사람과 나누는 모든 행위， 신앙， 종교， 정치

적집단， 언어 경제， 과학기술， 예술 等01 모두 포함된다. 自然人類學이나 文化A類學은 모

두 많은 細分된 형태토 나누어지며 그것이 나누어진 대로 각각 전문분야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體育이 의존하는 科目의 基짧的 근거는 生物學이란 점에 비추어 보면 體育指導者는

A類學에 정통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A間이 나 그의 文化는 짧지 않은 歷핏블 가지고 있다. 그리고 人間과 그의 文化는 過去

를 가졌고， 現깐E에 存在하며 未來에도 영향을 미 칠 것이 다. (Hoebel 1966: 12) 現在의 人間과

文化는 過去의 소산물이요， 미래 그들이 될 것은 過去와 現在에 부딪치는 힘과 미래에 그

들을 기다라고 있는 새로운 힘의 所逢物일 것이다. 이처럼 과거에 대한 知識이 없이는 現

代人類를 완전히 理解할 수도 없으며 未來플 예견하여 했果的언 計劃을 세울 수도 없음을

알 수 있다. 이 러 한 뻐識은 文化的進化와 自然的進化의 1jff究를 몽하여 얻을 수 있다. 그둘

은 同時에 發生하었고， 이 떤 意、味에 서는 히 나기- 다른 하나의 所塵物인 까닭에 그둡은 완전

히 분리될 수는 없는 것이다. (Harold 1971 : 206) 따라서 體育指導者는 λ、類學에 依하여 제공

된 새후운 次元의 知識을 밑바탕으로하여 A間의 統-→性을 이 해 하여 야 한다. 따라서 本 昭

究者는 A間의 生物學的 進化와 文化的 進化의 過程을 밝혀 體育指導者 및 體育昭究者가

고려하여야 할 A類學的 基本原理를 論述하고자 한다.

II. 生物學的 進化

/\閒本質의 永續性은 體育의 本質的 根源、中에 매우 重훨한 事贊이 다. 인간의 觸肉組織은

처음 進化過程에서 發生되고 身體의 묘든 다른 組織은 그 훨求의 反應에서 일어난다. 그러

나 重훨한 것은 우리가 A類의 發達-과 變化過程에 대한 說明을 할 때에는 언제나 언급하는

進化過程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오랜기간이 지나야 얼어난다는 事寶이다. 즉 A間의 生物

學的 生活의 基本이 되는 짧求， 性格， 資質은 지 난 마지막 3000年에 는 비교적 變하지 않았

다. 따라서 앞으로 닥아올 수천년 내 에는 人間의 生物學的 本質에는 커 다란 變化가 없으리

라고 보는 것이 우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개념은 進化의 결과에서 오는 인간

본질에서 나온 것이다. 進化에 대한 昭究는 수백만년 동안에 진행되어 온 그리고 마침내는

!오늘날 알려진 형태의 언간이 출현하게끔 한 變化블 영벡히 밝혀 줄 것이다. 단세포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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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시작한 진화과장은 수없이 많은 세대블 거처 진행되어왔고， 節.찜組織의 出現。1 마

침내는 유사이전의 인간이 나타나게끔 촉매작용을 하였다. 그러므로 人間行動을 지넌 人間

으로서의 A類의 起源에 대한 知識은 매우 큰 意、味를 갖는다. 또 그것은 人間을 더 完全히

理解할 수 있고 복잡한 工學的 社會로부터 나오는 풀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빙법이기도 하다. 인간은 무한히 긴 先史時代에 살아왔기 때운에 인간이 이 신

비에 싸인 분명치 않은 시대에 한 종족으로 어떻게 발란하였는지를 이해하면 지난 몇 세기

특히 20세 기의 꽁학적 사회의 극적인 변회에 의하여 일어난 문제플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A類學者둡은 주장하고 있다. 연간의 출현을 과거의 버1 일 속에서 정획히 다시

재생할 수 있다변 종족의 역사를 요약할 헤 어린 세대의 成長괴- 發逢에 대하여 더욱 명확

히 이해할 수 있을 젓이다. 그러나 현대인의 형성유래블 뜸-적조사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科學者듭이 인간의 과거 될- 밝히는 근거 인 유꽃， 유풍등꾀 난은 흔적은 아주 부분적 이 다.

초기 영장륜-에서 人類까지의 進化過程은 先史時代에 수백만1간을 거쳤다. 사싣상 先史時

代에 相對되는 歷史時代는 기록의 發明에서부터 시작한 것으로 흔히 인정되며 약 50001건

전이다. 이 5000년이 란 수펙만년이다는 인간진화의 time-scale에 비추어 보면 아주 조그마

한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기장 최츠 영장류로서의 선사시대의 人間先祖와 가강 최초의 人

間사이에는 수백만년에 걸친 알 수 없는 간격이 있다. 靈長類는 약 70，000，000년의 진화과

정을 겪었다고 알려져 있다. (Hoebel 1966 : 106) 人類學者들은 이 gap에 대한 해담을 탐구하

고 있으며 이는 불가피하게 추측과 高等人類獲에 대한 탐구로 이어진다. 그러나 인간과 類

A、鐘이 공통적 션조로서는 하나의 高等類人獲。1 아니라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었음은 이제

널려 알려진 사싣이다. 이 과정에서 人間行動을 지난 人類가 그 짧은 기간에 걸쳐 출현한

것 같지도 않으며 수십만년 동안애 점차적으로 일어난 변화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모호하

기만 하다. 그때까지도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를 定義내리는 것에 의좀한다. 이 λ、間

。1 천 시대로 부터 인간시대까지 억쩌면 그 추 고등류인원시대까지의 오랜 변화과정속의 사

람과 또 영장류-가 발달한 조상빨언 션조블은 별망하였다. 오직 세월만이 新生代地域을 構

成하고 있는 바위속에 묻혀있는 화석의 형태로서 그들의 存낌E 자취가 발견되고 證明될 수

있을지를 알려줄 것이다.J...類는 아마 10만년 전 쯤에 출현하였을 것이다. 그들이 어느정

도 환경올 지배하고 미래를- 設定할 수 있는 지식을 임을수 있었띤 때가 이때 즘인 것이다.

科學은 A間의 신비를 벗기는데 많은 풍歐을 하였다. 아마 가장 중요한 공헌은 A類學의

많은 技流에 依하여 야푸졌으며 이것을 중에서 많은 부분이 지난 몇십년 동안에 이룩되었

다. 여기에서 進化의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 進化自體는 人間이 살기 시작하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우주블 또 地球를 構成하고 있는 物質을 이루는 非有機體的 物質로부터 시직

된다. HoebeI(1966 : 17)은 非有機體的 物質로부터 시작된 수십 억 년에 걸친 여 러 水準의 進

化過程이 있음을 지적한다. 훨씬 뒤에 그 非有機體는 극적인 새로운 種類의 질서 1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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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機體르 發展하며 性.質上 새로운 차원에 도달하였다. 또 훨씬 둬에 有機體가 進化하는 봉

안 어떤 生의 形態가 神經組織을 發達시킴으로써 精神有機體的 次元이 첨가되었다. 이것

역시 性質上 매우 극적인 變化이었다. 기장 둬의 次元은 精神文化的 組織이며 이로 인하여

文化를 創造하껴 시작하였으며 이는 또한 言語에 의하여 버로소 가능하여졌다. 言語는 記

隱을 하고 思考하는 A間으로 이끌었으며， 記펌‘은 創造와 ;想像을 가능하게 하였다. 恩考는

人間의 進化는 좀 더 動作의 면밀함에 의하여 좀 더 適應力있는 행동을 하케 하였고 따라

서 사람은 새로운 行動 뽑만이 아니 라 다른 여 러 가지 人間文化의 物質的 形態를 創造하고

發明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生物學的進化블 통하여 인간은 그의 文化를 形成할 能力을

얻었으나 차례로 그 自뭘文化의 塵物이 된 것이 다.

우주가 태동하기 시작하여 지구가 탄생하기까지는 우주 시간으로 약 40억 내지 60억 년으

로 추산된다. 地質學的 時間은 대략 45억 년전의 지구의 탄생으로부터이다. 地球는 太陽으

로부터 떨어져 나온 太陽物質에서 생겨난 것으로 추측되며 이 모든 기원 물질은 化學物

質로 구성되어 었다. 그런고르 모든 動植物은 地球物質호부터 創造되었고 모든 生命體는

化學物質로 구성되어있는 것이다. 그후 약 5억 년의 생명이 없는 시대기 지난 후에 어떤 化

學物質은 신비 한 방법으로 단백 잘의 형 태 로 결합되 어 새 로운 젤서 -生命←→을 創造한다.

처음으로 생겨난 동물은 原生動物類이고 이때부티 生命을 유지하기 위하여 生物學的 변

화가 物理化學的 法則에 따라 실현되기 시작하었다. 原形動物은 後生動物로 進化히-였고，

이 後生動物은 多細腦 生物로서 달팽 이 , 해 파리 , 오징 어 等 無흉推動I物의 根源、이 된다. 그

후 흉素動物 혹은 흉推動物 f뽑代는 魚類의 進化로 이루어졌으며 이어 兩樓類， 파충류， 포

유류의 순서로 進化發達하였다.

이 여러가지 生物의 出現에 대한 순서는 地質學者들이 여러가지 岩石層에서 발견하여 낸

火石으로부터 추정한 것이다. 地質學的 時代는 여려 암석층에서 발견한 화석으로부터 얻은

지구에 격렬한 변화를 기준으로 여러 시대로 구분된다. 이 地質學的 時代를 크게 다섯으로

구분하떤 始生代， 原生代， 高生代， 中生代， 新生代 等 으로 볼 수 있다. 始生代에는 生命

體가 없었다. 原生代에 原生動物이 처음 생겨났고 그 이후 끊임없이 더욱 복잡하고 異質的

인 生命體들이 生塵됨에 따라 그 進化過뿜은 더욱 더 복잡히게 되었다. 이 시대는 15억 년

에서 20억 년전 사이에 시작하였다. 高生代는 5억 년 전에 시작되었고 無침5推動物이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中生代는 2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대에는 魚類， 兩樓類， 파충

류， 포유류가 벤성하였다. 다섯 시대중 가장 마지막인 新生代는 7천만년전 부터이려 이때

부터 靈長類의 進化가 시 작되 었다.

新生代는 曉新世， 始新世， 漸新世， 中新世， 縣新"lit， 그리 고 更新世 等 여 섯으로 다-시 구

분할 수 었다. 이중 마지막 세개 시대는 그 기간에 영장류의 進化가 얼어났기 때문에 人間

先祖들의 出現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 기-장 마지막 시대인 更新世는 人間이 마침내 출현한



時期이다.

가장 최초의 영장류는 작은 봄체의 원숭이 비슷한 포유류인 prosimia인데 약 6000에 서

4000만년까지 계속된 始新世의 특정을 갖고 있다. 이 작은 동물은 유인원의 祖上이 되며

그 다음 漸新世에 초기 類人動物의 出現을 보게 된다. 人間에 近接한 類人鐘 先祖가 출현

한 때는 그 다음- 時代 始新世이며 약 200만년 가량 지속되었다.

그 다음 時代는 解新世이 며 時代的으로 A間에 가장 가까우나 先史時代 部分中 아직 기

록을 찾지 못하는 시기이다. 更新世에 발견된 가장 마지막 화석과 인간의 기장 초기 變種

인 Homoerrectus의 출현 사이에는 1000만년의 간격이 있다. 이 部分이 소위 missing links

이 며 앞으로 언젠가 발견되 기 까지 에는 알지 못할 과거의 한 부분이 다 Homoerrectus 이

후에는 100만년 이상 계속되는 석기시대의 발전과정이 된다. 이 時期동안 人間의 精神過

程이 천천히 發達하게 되 었다. 그라고 약 50만년 전 츰에 Homo sapiens로 알려 진 영 리

한 A間이 출현한 것이다. 그후 약 10만년전 쯤에 Homo sapiens라고 하는 현대인이 나

다났다.

動物로서의 人間이 훨正한 人問으로서의 변천은 비록 느렸으나 그러한 변천이 일어닐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驚累였다. 그것은 環境的인 영향에 대응하여 얼어 난 生船하1인 進展과

그것에 수반되어 얼어난 수백만년에 결친 계속적이고 그칠줄 모르는 過程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環境要因과 生服的인 훨因의 相互作用이 終局에는 他生命體와 人間을 구분짖게 하

였고， 뼈的 끼、間 즉 Homo sariens의 출현을 유도하였다. 人많이 다른 生物과 다른 점은 그

變化過程에 있어서 Darwin의 自然짧沈의 法測이 適用된다는 점과 細뼈質의 再生에 있어서

發生의 變異， 自然發生 等이 얼어 난다는 點이 다. (Hoebel 1966 : 123)

發生學에 있어서 生命의 久續뾰을 保障하여 주며 變化를 서서히 일으키는 核心이 되는

두 過程。1 있는데 이것이 有絲分짧와 減數分짧인 것이다. 有絲分짧은 細뼈分離를 통한 細

R包再生 過程으로서 固有의 生體保存의 基鍵기- 되는 것이며 동시에 遺傳에 있어서의 一買‘性

을 확고히 하여 주는 것이다. 細R包分離란 이것에 의하여 세포가 졸로 나뉘게 되고 나뉘어

진 각각의 세포는 같은 遺傳物質을 함유하게 된다. 人閒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세포는 단하

나를 제외하고는 23쌍의 염색체를 만들어 내고 이 염색체는 자기복제를 하여 수없이 많은

세포를 만들어낸다. 成長과 進化는 이 細脫分離에 依하여 이루어 진다. 各各의 細뼈成長과

分離時에 有絲分짧은 23쌍의 염색체를 복’제시켜 46개 로 만든다. gametophytes 라고 불리우

는 性細脫는 減數分짧에 속한다.

減數分짧의 過程에는 물론 많은 可變性의 흉§因이 內킴E되 어 있는레 이는 염색체의 결합에

있어서 새로운 자손은 各各의 父母로부터 여러 方面으루 多樣하여짚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렇게 滅數分짧은 遺傳因子의 再結合을 통하여 進化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염색체를 츰더 細分하여 보면 그 속에는 遺傳因子라 불리우는 염색체를 構成單位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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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 유전얀자야 말로 遺傳의 根幹을 。1루는 것이다. 왜냐하면 遺傳因子들은 자손의 遺傳

子型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D.N.A로 구성되는 유전인자의 수는 무수히 많고 이 D.N，A는

遺傳에 있어서 특징을 결정짖는다.

有絲、分짧과 減數分짧의 두 過程은 평형상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수백만년에 걸쳐 原生

動物로부터 λ、關에 이르기까지 生船的인 構造에 서서 히 變化를 일으킨 適應이라든가， 可變

性을 기-져올 훨因을 플림없이 갖고 있는 것이다. 그 가장 重훨한 훨因이 突然變異와 自然

짧lj(언 것이다.

突然變異는 그 過程에서 變化가 일어날 때에 나다니는 것으로 그것에 依하여 父母의 特

性이 자손에게로 전하여진다. 이러한 變化는 細뼈成長과 遺傳훨因의 變動에 영향을 주는

D.N.A 암호에 교차가 있을 때 일어 난다. 이 러 한 變化가 자주 일아 나서 安定狀態에 이르게

되고 遺傳的 特性으로 定휩될 때에 비로소 突然變異라고 불리우는 것이다. 이러한 突然變

異가 규칙적으로 거듭되고 그리고 그것에 의하여 얻어진 새로운 발생요인을 받은 집단야

그러한 발생요인을 받지 않은 진단보다 오래 산다면 결국에는 유전형질은 바뀌게된다.

自然짧앙;는 適者生存에 맞도록 發生훨因을 變化시 키는 환경 에 의 하여 영 향을 받는다. 自

然의 初期段階에는 自然海lj(는 自動的인 것 갚。1 보언다. 發生學的으로 말하여 個體들이

일반적인 集團으로부터 多據{生을 따게 되고 변경을 받지 않은 것들보다 오래 살아서 그러

한 異體를 再生塵하게 펀다면 그들은 환경조건에 더 찰 적응할 것이다. 그리하여 새로운

種이 선택되고 남은 種은 사라지게 된다.

변화하는 환경은 발생요인의 變動에 새로운 基鍵를 확럽하는데 이는 유기체가 환경에 어

쩔 수 없이 적응하여야 하면 그렇지 않으면 짧沈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인간은 더욱 복

장하고 다양한 環境과 λ、間本性의 所塵인 것이다. 發生에 있어서의 다양성과 自然鴻&에

의한 특별한 환경에의 적응은 類j、鐘을 낳게한 끊임없는 進化過程에의 核心이 되는 것이다

有絲分짧과 減數分짧의 두 過程에서 生塵된 發生的인 差異 때문에 交配가 불가능하여 짐에

따라 새로운 種이 出現하게 된 것이다. }、間의 遺傳的 훨素의 變化는 걸고도 느련 過程야

었다. 그것은 한 세대나 휴은 열 세대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즉 人間의 生腦的

인 進化는 3만1건을 걸쳐 어느 한 시기에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계속하여 서서히 일

어난 그리고 지금도 進行되고 있는 과정인 것이다. 그것은 遺傳的언 훨素의 再結合， 突然

變異， 自然짧lj(， mixing population과 random drift의 相互作用의 結果인 것이 다. 進化의

過程에 있어서 環境的 훨因을 역시 看過할 수 없는 것이다. 환경이 바뀌면 動物에게는 2가

지 선택의 길이 있다. 그 하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고 다흔 하나는 前의 환경을

찾아 移佳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自滅하게 될 것이다. 일단 生腦的인 변화에 의

하여 새로운 환경에 성공적으로 適廳하게 되면 그 새로운 변화는 그의 生物的인 本性의 한

部分。1 되는 것이고 그것은 다시 다음 세대에 전하여지게 된다.



- 183-

한펀 윈시 인은 現代人과 마찬가지고 살기 위하여서는 3가지 可能性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인간은 生船學的으로 適廳할 수 있고，

둘째， 새로운 環境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고，

셋째， 變化에 I順應할 수 있도록 文化를 受定할 수 있다.

지난 수천년 동안 人間은 生船的인 것 보다는 文化的으로 環境에 더욱 適應하여 왔-떤 것

이다. 이러한 事實은 지난 3만년 동얀 눈에 띄는 生船的인 進化는 별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事實을 말하여 준다. 원래 A間은 生存에 맞도록 꼭 갖추어져/ 있지는 않다. 그러나 애써

이룩한 文化에 依하여 人問의 生存은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삶에，는 3가지 견이 있

으냐

첫째， 適應에 失敗한다면 自滅의 結果를 기-져올 것이고，

둘째， 환경이 變化하지 않고 安定펀 狀態에 있거나 文化를 통한 환경에의 적응이 없다면

아무란 훨體的 變化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셋째， 새 환경에 적응하는데 成功한다면 身體애 새로운 進化가 일어난 것이다.

人間의 文化가 發達하고 人口기- 증기함에 따마 社會의 相互協助가 이푸어지게 되었고，

이는 種族과 國家問의 분쟁을 줄어들제 하였다. 人間의 祖上에 얼어난 변화는 身體的인 것

만이 아니고 거기에는 社會的인 것도 포함되어있다는것을 體育을 船究하는 사람들은 알아

두어야 할 것이다.

)、間出現의 마지막 章인 지난 10，000，000年이 란 기간은 많은 미묘한 變化가 일어났고 어

떤 變化가 안제 일어났는지는 오직 추측에 의 할 뿐이 다. 形服學上의 變化에는 3단계 가 있

는데 첫째는 가슴， 어깨， 팔이 매달리거나 휘두르기에 알맞게 변화하였다. 이로 부터 몇가

지의 극적인 변화가 얼어 났는데 즉 손톱이 무엇올 잡기에 알맞게 되었고 엄지 손가락과

다른 손가락이 마주 보게 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變化는 )、間으로 하여금 나무에서도

잘 수 있게 하였고 이리 저리 움직일 수 있게 하였다. 팔 다리의 사용은 무엇보다도 移動

을 수월하게 하고 여러가지 조직적 활동을 하게 하여 뇌의 발달을 가져왔다. 둘째벤 변화

는 골반과 四展에 일어나 위를 보고 설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백만년전에서 부터 이백만년

전 사이에 이루어컸다·고추측이 된다. 人關이 나우애서 내려와 초원아 種템、地가 되고 고기

가 主흉이 됨에 따리- 사냥을 하게 된 것이 更新世이다. 直立총勢가 가져온 가장 큰 效果는

그것으로 因하여 판의 使用이 自머로와 짐에 따라 방어할 수 있게 되었고 여러가지 操作的

連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直立흉勢블 취하게 된 A間은 그들의 눈을 效果的으로 利

用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음의 세째벤 변화륜 기-져오게 하는데 획기적인·역할을 한 언어를

사용하게 하였다. 셋쩨벤 변화는 턱과 열굴을 연결하는 두개골의 변화이다. 즉 턱， 치아，

코의 크기가 줄어들고 눈이 앞으로 나오게 되고 망막에 象이 맺게 되었다. 그리고 가장 중

요한 변화는 두개골에 空뽑이 넓 어 점에 따라 띔의 용적 야 750ct로부터 1500cc까지로 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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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이다.

ill. 文化的 進化

이제까지 뭘體的인 面만을 다루었는데 人間의 進化에 文化的인 發展을 결코 無視할 수 없

다. 身體的인 進化기- 시 작된 時期가 70，000，000年 前인데 비 하여 文化的인 것은 오직 추측

해 볼 수 밖에 없다. 어떤 사람은 A間이 도구를 시용함과 때를 같이 하여 言語흘 사용하

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도구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150만년 내지 200만년 전 부

터리고 한다. 아무튼 文化의 進化는 生物學的인 進化보다 늦게 일어 났으니- 文化的인 要因

의 變化없이는 現在와 같은 生物學的인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을 것이다. 픔語는 文化의 홉

積을 가능케 하여 人間의 思考力， 記憶力， 想像力， 創造力， 發明力을 發達시켰다. 이리하

여 生腦的인 進化는 文化的 進化를 초래할 단계에 이르렀고 다시 이 두개의 相互作用에 의

하여 더욱 진전되어 결국 理性을 가진 人間을 단생시컸다.

A間의 進化는 未來의 文化的인 進化를 調整한 수 있게 하였을 뿐 아니 라 어 느 정 도까지

는 生服的언 面까지도 支配할 수 있게 하였다. 지난 30，000년 동얀은 아무한 生物的안 進

‘化가 얼어나지 않았고 더 이상 遺傳훨因혹는 變動이 없였다. 띠라서 突然變異려든가 自然

海tt를 훨하는 環境條件에 있어서의 變化는 새로운 양상을 띄게 되었다. 이제 人間은 그의

文化를 통하여 環境의 變化에 適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사살상 環境에 適應이라기

보다는 그것을 극복하기에 이르렀다.

文化는 遺傳物質보다도 빡르고 쉽게 環境에 適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한가지 확실히

알아 두어야 할 事實은 生物的인 體質의 範圍內에서 環境에 適應하였다는 것이다. A間이

란 원래부터 뭘體的으로 特別하게 만들어진 動物은 아니다. 環境이 適應하는 동안에 突然

變異에 의하여 뭘體的언 특별한 構造가 생겨난 것이다. 01 身體的으로 特別한 構造中 不利

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週轉이 不可能하다는 것이다. 身體的언 變化가 얼단 일어나면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環境의 인절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리하여 環境에 急進的으로

變化가 다시 일어나면 高度로 특수화된 有機體;는 새로운 適應을 할 수 없게 되어 自滅하고

마는 것이다.

生物的인 適應보다 環境的으로 適應하게 되었다는 사싣은 人‘問이 이제는 더이상 遺傳에

依하여 支配받지 않는 다는 것을 意、味한다. 이제 人間은 必훨에 따라 환경을 마음대로 바

꿀 수 있고 따라서 더 이상의 生뻐的인 變化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生物的언 유산과 文化的인 遺塵의 差異블 바교하는것은 매우 가치있고 재미있는 일이다.

生物的인 것이 單純함에 비하여 文化的인 것은 多樣하다. 生腦的으로 모든 A間은 형제이

지만 文化的으로는 慣習， 傳統， 技術的언 發展의 程度에 따다 差異가 있다. 부모로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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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生物的언 휴성은 산택의 여지가 없음과 동시에 수정할 수도 없다. 科學者에 의하여

遺傳因子의 造f연時代가 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 반면 文化라는 것은 태 어 난 후에 習得하는

것이고 그가 태어난 곳의 文化에 의하여 어느 程度 制約을 받게 되며 生物的언 遺塵의 限

度內에서는 아떠한 文化라도 이룰 수 있다. 生物的 進化의 기계적인 作用언 突然變異， 自

然泡沈 등이 언제 어떼한 연속과정에 의하여 얼어났으며 어떼한 環境밑에서 그의 行動에

變化블 초꽤하였는지를 알 수 있으면 理解가 훨씬 빠를 것이다. 行動의 變化는 社會的이고

文化的으로 되어갔고 다시 그것은 生物化할 수 있다는 것이 重훨한 것이다.

類人獲으료 부터 높은 水準의 人間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生存의 必훨에 依히-여서

일 것이다. 生휴이란‘食뚫. 공직즈ζ로부터 의 방어， 그리고 種族의 먼식을 意保하는 것이다.

λ、周은 先祖들 그들이 食隱을 구하거나 生存을 寫하여 투쟁을 할 때에 集團의 힘을 利用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리하여 協同的인 活動이 시작되었고 이러한 活動을 함으로써 知

力을 增加시키고 言語를 使用하게 까지 되었다. 이러한 모든 훨素가 文化를 이룰 수 있게

하였다. 言語는 )、問의 文化的 進化가 궤도애 요르도록 가장 큰 윷斷을 히고 또한 彈化시

켰다. 왜 냐하면 言語는 /\間으로 하여금 相互協同을 하는데 必훨한 意思傳達의 方法。1 되

기 때문이다. 만일 룹語가 없었다면 오늘난 같은 文化的 짧達은 괄가능하였을 것이다. 言

즙펌와 象徵은 모든 文化의 가장 重愛한 特徵이다. 백 만년 전의 人間은 간단한 기구블 사용

할 수 있고， 言話를 사용할 수 있는 知能을 갖고 있었으며 이때부터 人間의 文化的 進化가

시작되었다고人類學者들은 말하고 있다.

協同的 活動이란 文化에 對하여 또 다른 -意、味를 가져 왔다. 즉 그것은 勞動에 변형과 專

門化플 불러 일으컸다. 이는 또!한 인간의 生挑學的， 心理學的 變化 뿐만이 아니라 社會學

的얀 變化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言語플 ;vIJ用한 協同活動， 기구를 사용함으로써 이루어

진 手二E的 操作能力은 思考過程을 刺軟하여 수천년 동안 精램l的 技能이 높아지고 이 에 따

라 뇌의 크기도 점접 커지고 또한 頭部의 부피도 점점 증-대되었다. 頭部가 커진 것은 머리

가 큰 아이를 出塵할 수 있도록 女↑生의 골반이 점점 넓어지고 體型 全體에 變化를 가져

왔다.

精神的 能力이 좋은 사람이 더유 彈하게 되자 어린이들의 보호기는 점점 칠어지고 이라

한 어련이틀을 보호하기 위한 女性들의 일과 이에 대한 男性들의 일은 점점 고정되고 전문

화 되 었 다. 0]와같은 과정을 통하여 일어 난 生理的 變化는 스스로 社會活動에 變化를 가져

왔다. 여성들은 사냥을 하기에 별로 유리하지 못하며 자식들의 보호기간이 걸어짐에 따라

가정에서 쉬운 일을 하도록 하였다. 아와같은 條件은 처음 부부관계플 가져오게하고 또 家

處， 家族集團을 이루는 基짧가 되고 性的인 同質二像 즉 男性과 女性의 區分을 확실히 하

였다.



- 186-

IV. 體育指響홈가 考慮하여야 할 體育으I A類學的 原理

/κ類學의 댐究는 體育이란 전문분야의 문제플 解決하여 주기 보다는 오히려 더욱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A間의 文化 그리고 進化에 對한 船究는 人間의 變化블 理解하는데

새로운 展옆을 열어준 반면에 A間運動에 關한 知識--過去， 現iE， 未來에 있어 서 의 違動

의 沒뽑u-에 ’대하여는 A間의 未來에 심각한 문제를 얼으킨다. 體育學者나 指導者들은

그들만으로는 이 도전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多科덤的 接近으로만 해결이 기-능하고

-다른 것들 중에서 心理學者， A類學者， 社會學者， 生物學者， 生理學者， 醫師 等이 그 역할

을 조금씩 분담하여 야 한다.

體育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인간의 根源과 文化에 대하여 쩌究하는 가장 휠뿔한 이유는

오늘날의 A間의 문제를--그의 社會的 行寫의 存在로 뿐만이 이니라 生理的， 心理的， 存

在로--더욱 잘 理解하고자 하는 것이다.

λ、閒이 進化함에 따라 그의 生存을 違傳的언 能力애만- 전적으로 依存하떤 狀態에서 *口力

을 증대시키고 可動的안 활體를 육성하게 됨으로써 혁신과 말명과 創造、를 통하여 새로운

환경에 適應할 수 있게 되었다. A間은 그의 本能을 배우고 생각하는 能力과 대체하였다.

어떼한 生物도 인간과 같이 生物學的 검재능력과 적응력을 기르고 환경을 조작하는 힘을

갖지 못하였다. 그러나 A間은 先史時代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인간의 사회적 행동의

근원은 지난 과거의 야만성에 깊은 관계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人間의 社會的 進

化는 社會的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生物的이라 볼 수 있다. 즉 인간의 社會的 發達은 生理

的 構造냐 心理的 認知 構造와 마찬가지로 육식동불의 위협이 있고， 자연적 채난이 비일벼

재한 황량한 과거의 환경에셔 生存을 目的으로한 活動에서 비릇되었다. 위대한 인간의 適

應力에도 불구하고 시펴적 진화가 일어날 수 있는 기간을 생각할 때 급속히 확대되어가는

工學的 世界에 맞게 人間이 文明化하고， 社會化 될 수 있는 가능성은 時間的으로 보아 불

가능하다. (Barrow 1971 : 220) 순벤적요로 따져 인간의 社會的 進化가 生物學的 進化에 密接

한 關係가 있다고 본다연 그 行動에 있어서의 變化는 주로 週傳과 自然海it의 過程을 통하

여 얼어니-며 또 이것이 이푸어지려면 매우 오랜 기간을 통하여서만 가능하다. 이려한 점에

서 인간은 어떤 종족으로 변환하기 보다는 환경에 빨리 적응하거나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인간은 생식작용， 어린이의 보호， 食習慣， 運動， 공격성 등등

을 포함하는 면에서의 基本的안 生物學的인 面은 가까운 미래에 쉽게 변할 수 없는 사실을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들이 쉽게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自身의 動物에 가까운

根本的이며 基本的인 衝動에 따라 살 수 있도록 文化플 구성하고 文明을 형성하지 않으면

얀된다. 다시 말하변 인간의 유전적인 전통을 변화시킬 수 없으므로 근본적인 면에서 動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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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間의 本質을 이 해 하고 社會文化的 遺塵의 한계내 에서 知能을 이용하여 生物學的 遺傳

形質을 변형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 A間의 先祖--類A鐘부터 영장류까지-←들이 모두 도태되었다는 사싶은 매우 홍마있

는 일이다. 이 째의 사람들은 그들의 환경에 대하여 身體的으로나社會的으로 適應하지 못

하고 悔沈된 것이다. 만일 오늘날의 인간。1 먼저와 같은 숙명을 피하려면 아직도 先史時代

가 회상되는 그려한 行動規範에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으며 또 미래에 얼어날 것이라 생각

되는 가속적인 사회적 변화에 대응토록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인간의 全歷史는 인간이 知

的能力을 갖고 있기 때문에 社會文化界에서도完全하지는 않지만 언제나 適應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적응은 오랜기간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인간의 適廳力

은 오늘날 비교적 짧은 기간에 예측할 수 조차 없을 정도의 변화에 의한 도전에 비추어 볼

때에 별 뚜렷한 방도가 안펀다. 相互作用에 의한 A動滅亡의 가능성을 내포한 生物學的이

며 文化的안 進化눈 인간의 공격에 대한 근본적 경향성을 극복할 수가 없을 것이다. 원시

인과 그 先祖 類/κ錯에게는 공격적 본능을 발휘할 시간과 장소기- 있었다. 이 先祖들이 進

化함에 따라 그들 自身이 社會的 계급조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공격성을 발달시킬 필

요가 있게 되었다. 이리하여 生物學的 進化는 先祖들로 하여금 더유 꽁격적이 되도록 어떤

生理的 變化를 일으키게 하였다. 그리하여 오늘날 인간이 문화라는 치장으로 겉치례 하지

만 아직도 그의 꽁걱적인 근성은 그대로 전존한다. 여러가지 스트레스와 압박감 밑에서 수

백만년에 걸쳐 副띔좋은 혈액속에 다량￡로 쏟아져 들어왔다. 이 副뽑은 심장， 호흡， 근육조

직 등의 신체조직에 여러기지 작용을 일으컸다. 生理的으로 이 과정은 身體를 즉시 움직일

수 있게하고 身體的 自制作用을 일으켜 힘든 운동을 가능하게 한다. 動物的인 活動力과 때

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캅작스런 節收縮을 가능하게 하는 것 들이다. 그 당시

에 A體內의 暗뾰生成物은 생명유지를 위한 투쟁이나 흑은 패주에 사용할 에너지로 모두

사용하였다. 여러가지 스트레스하에 있는 현대에도 같은 生理過程이 일어난다. 그러나 閒

閒質은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 한채 그대로 A體內에 남아있고 退行性病愚을 얼￡키게 한

다. 그러나 文明은 文化的 기구를 통하여 활발한 활동에 대한 衝動을 調節할 수 있지만 情

縮나 行馬는 그러질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인간은 투쟁이나 패주에 대비하려고 만들어 축

적하였던 情縮를 통제하는 방법을 배우거나 혹은 그의 혈액속에 잔존하는 치명적 생성물을

소모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투쟁하거나 패주하는 상태의 대용품을 발견

하여야만 한다. 이것은 매일 매일의 활발한 스포요츠 활동에서 찾을 수 있다.

A間의 生物學的 進化는 社會文化的 進化로 부터 결코 완전히 분리할 수 없다. 社會文化

的 進化는 수백만년을 지내오는 동안 생물학적 진화에 따라 일어났지만 그들은 아직도 진

행되는 과정으로 存在하고 있다. 단세포 생물로 부터 시작한 진화는 물고기， 양서류， 파충

류? 포유류， 유언원， 인류 등 여러가지 단계를 통하여 진행되어 왔다. 진화 단계에서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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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가 점점 넓어지면서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한 것은 역시 운동이다. 活發한 運動을 통한

觸組織의 發達은 낮은 狀態에서 높은 상태의 생활로의 上向的 투쟁에서의 生命體의 全體的

發達의 핵심이았다. 進化의 맙f究로부터 얻게 되는 교훈을 무시하는 것은 현명치 옷하며 바

보스려운 일이다. 그와같은 연구는 인간의 성장 말I갈 유지는 운동에 의하여 좌우됨을 보여

준다. 적의적이고 변화무쌍한 환경을 헤적나가는데 있어 신체활동은 生存의 기본적인 수단

이다. 사살상 환경은 인깐으로 하여금 활동을 하도록 강요하며 위험한 상태의 세계에서 生

存을 위한 계속적인 투쟁 속에 운동은 가장 증요한 부분이 된다. 이리하여 人閒의 生物學

的 文化的 週塵은 活動的 存在려는 것이다. 이와같은 유전적 헝갚을 알고 인류 복지에 관

련시켜 그 意味블 理解하는 것은 체육을 전공하는 학생둡이 꼭 하여야 、할 일이다.

進化의 意味에 관한 인간이 당면한 또 다른 문제는 양족수직 자세에 대한 非適廳이다.

체육지도자들은꼴완전한 상태의 진화로 부터 오는 이 약점을 알고 01 플 땅지하고 개량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그 한가지 땅법은 수직을 유지하는데 관계되는 폼통과 꽉-부

의 근육을 강화하도록 고안한 體育計劃을 彈調하는 것이다.

個體發生이 系統發生論을 說明하여푸는 生物發生法則이 있다. 이것은 成長과 發生의 過

程에서 젊은이블은 여러 단계의 進化的 變化를 통하여 이푸-아진 그들 種族의 歷史를 되풀

이 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01 法則은 몇몇 無誠意한 科學者뜰에 의하여 너무나도 막연하게

해석 되었다. 그러나 그 개념 속에는 어느 정도 휩理를 나타내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 태

아는 A類가 발달한 歷史와 비슷한 단계로 발달한다는 것은 찰 알려진 일이다. 태아의 형

태적 발달은 원숭이와도 비슷할 뿐만이 아니라 그 전단계의 인종과도 버숫하다. 또한 成人

에게도 미저골과 같은 흔적이 있다. 생태학은 한때 인간의 先祖에겐 중요한 역할을 하였￡

나 현재에는 별반 기능이 없는 구조가 된 그러한 흔적을 잘 증명하는 것이다. 現代人의 知

的 發達의 進化는 일만적으로 손과 運動의 相關關係가 짧究의 더 좋은 基盤을 제공한다.

運動技術의 一般↑生과 特珠↑生에 關한 論爭도 만일 基本的 技術의 遺傳的인 기반이 밝혀갚

수 었다면 완전히 종결될 것이다.

흉쫓 考 文 歡

Cratty, Bryant, ]., 1969 Movement Behavior aηd Motor Learηing， Philadelphia, Sea &

Febiger.

Barrow, Harold M. , 1971 Mαχ and his Movement , Philadelphia, Sea & Febiger ,

Hoebel, E.A. , 1966 Aηthropology; The Study of Maη， New York, McGraw-Hill Book

Co.

Jokl , Ernst (1964) Medical Sociology and Cultαrα1 Antropology of Sports and Physical

Education , Springfield Ill., Charles Thomas



m@

A Study of the Anthropological Principles in Physical Education

Kwon Yoon-Bang

Abstract

Physical activities are considered as a core of physical education. To carry out the

programs of physical education effectively, we ought to. understand the various aspects

of human beings-the principles of human physical activities and the effects of human

physical activities on human body and mind. Therefore, the present study aims to ex

amine and discuss the anthropological principles of physical education in the hope that

this study may become a guideline for future performance of physiciil education

programs.

There were at least· three decisive stages of change in the morphological make-up

of hominoids , which paved the way for the arrival of Homo Sapiens. The first of these

stages was the critical modification of the chest-shoulder-forearms complex which was

necessary for adaptation to brachiation. The second involved the modification of the pelvis

and lower limb complex for the upright stance and bipedal locomotion. The third crucial

change brought the modification of the jaw-face-cranium.

It is estimated that as far back as a million years ago man acquired suflicient intellig

ence to speak as well as to use simple tools. Thus, as biological evolution progressed ,

man reached a level. where he achieved the ability to produce his own culture,
and in turn he became a product ofhis own culture. Cooperative behavior had other im

plications for culture. It brought a type of diversification and specialization of work.

This level led to significant biological, psychological, and sociological changes. Cooperative

behavior along with the use of language and hand-eye coordination acquired through

the use of tools stimulated the thinking process which in turn enhanced mental functions.

This led over many thousands of years to an increase in the size of the brain together

with a corresponding increase in cranial capacity.

While the study of man, his culture and his evolutions has opened some new vistas

for the understanding of man both in his diversity and in his unity, knowledge of human

movement has presented a tremendous challenge for the future. The researchers and

theorists of physical education alone can hardly meet this challenge. To this , a multi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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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plinary approach should be made in which psychologists, sociologists, biologists , phy

siologists , anthropologists and medical rese.archers must have chance to participate.

The development of muscular system through vigorous physical exercises was the key

to an overall deve1opmlOnt for organisms in an upward struggle from a lower form of life

to a higher form. It behooves the researchers of physical education then to understand

the full implications of human heritage and.to grasp its significance in terms of human

welfare.

Those who are involved in physical education should be aware of various weaknesses

in human physique which ar.e resulted from evolutionary inadequacies. They should know

how these weaknesses can be overcome and how soine of these wealmesses can be pre

vented in the course ofphysical education. On the other hand, they should en<::ourage

sl!ch programs in physical education as to help straighten the trunk and the abdominal

muscles which is very important for the maintenance vertical pos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