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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근대 이후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서양의 물질문명(과학만능주의) 일
변도로 발전하여 왔다. 그동안 철학의 부재로 인하여 휴머니즘 상실 등
다양한 문제들이 야기되었다. 이 연구는 과학중심 발전으로 인한 체육학
의 부작용을 찾아보고, 과학과 철학의 ‘균형과 조화’를 동양(論語)사상에
서 살펴본다. 論語는 2,500년 동안 동양사상(儒學)의 제1 서적(經典)으
로 알려져 있다. 이 연구는 우선, 현대 체육학계에 일어나는 다양한 문
제점들은 선행연구를 통해 정리하고, 다음으로 이에 대응할 체육철학은
論語를 통해 디자인하려 한다. 즉 論語를 통해 동양적 체육ㆍ스포츠 휴
머니즘(=道)을 설계하려는 것이다. 동양의 聖人(君子)라고 일컫는 孔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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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言行을 기록한 論語를 통해 체육학의 道(=체육ㆍ스포츠의 휴머니즘,
윤리 등)를 스케치하는 것은 우리 동양 체육문화의 정체성을 위해서 반
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주제어
논어, 공자, 도(道), 체육, 휴머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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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연구의 목적
지금부터 2,500년 전, 古典古代 동서양은 王政時代였다. 동양(중국)의
공자(孔子: BC 551-BC 479)는 왕정(정치)에서 ‘禮義社會’를 꿈꿨고, 서양
(유럽)의 플라톤(Platon: BC 429-BC 347)은 ‘哲人政治’를 理想國家로 보
았다. 같은 시대 이들(동서양) 중간 지역(인도)에 있었던 싯다르타
(Siddhārtha, Gotama; ? - ?; 釋迦牟尼의 출가하기 전, 태자 때 이름)는
‘佛敎를 통해 인간의 이상사회’를 설교하였다. 근대에 이르러 베이컨
(Bacon, Francis; 1561-1626; 영국의 철학자ㆍ정치가)은 생산의 극대를
근거로 한 ‘자본주의제도를 이상사회’로 간주하였다. 토마스 모어(Sir
Thomas More, 1478-1535)는 ‘사회주의를 근거로 한 공산제사회’를 유
토피아(Utopia)라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현대의 理想社會論은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동서양 여러 철학자들의 ‘東道西器論을 통한 이상사회구
현에 대한 주장’이 있다1). 즉 동양-인문학과 서양-과학의 통합론이 그
1) 東道西器論은 “19세기 중엽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정세 속에서 대내적으로 사
회모순이 심화되어 체제변혁의 요구를 맞고 있던 한(韓)ㆍ중(中)ㆍ일(日) 3국이
상황의 타개를 위해 내세웠던 서구문명의 수용 논리이다. 이 논리를 한국에서는
'동도서기론', 중국에서는 '중체서용론'(中體西用論), 일본에서는 '화혼양재론'(和
魂洋才論)으로 표현했다(다음 백과사전).” 이 이론은 동양의 “유교적 질서(東道)
를 지키는 가운데, 서양의 우수한 군사ㆍ과학기술(西器)을 수용함으로써 국가체
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다음 백과사전).” 즉, 서양에 대적할 힘
을 기르기 위해 동양의 道는 고수하되 서양의 기술은 받아들여야 한다(노대환,
2004)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동양의 道는 무엇인가? 동양의 道는 동양의 사상
이며 질서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동양인의 인간 활동에 대한 지침이 內在되
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동양의 사상과 질서라고 볼 수 있는 동양의 道
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것은 우선, 동양의 제1사상이었던 儒學을 통해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儒學의 道는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儒學의 道를 찾기
위해서는 孔子學堂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孔子學堂에는 동양적 사유
체계와 행동지침이 內在되어 있기 때문이다. 2500여 년 동안 동양의 제1사상으
로서 동양사상을 이끌었던 儒學은 孔子에 의해, 孟子에 의한, 朱子의 정리가 지
금까지 이어져 왔다고 해도 큰 오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동양의 제1사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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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는 20세기 후반부터 미래를 예측하지 못할 만큼 급속한 발전
을 하고 있는 서양의 과학문명, 그것의 병폐(dystopia)에 대한 ‘염려와
반성으로써 동양의 휴머니즘을 찾아보는 것’이다. 이것은 2,500년 전 공
자 혹은 플라톤이 주장했던 ‘이상사회론’으로 돌아가는 듯한 모습, 즉
‘古典古代로의 還元’과 같은 착각이 든다.
이 연구는 지금부터 2,500년 전 동양의 孔子를 위시한 諸子百家 등과
서양의 플라톤(Platon)과 소피스트(sophist) 등 그리고 동서양 중간 지역
의 인도에서 석가모니 등이 그렸던 이상사회를 살펴보고 이들 고대 철학
자들이 그렸던 이상사회를 재구성하여 현대에 맞는 이상사회를 그려보는
거대 담론의 첫 출발이다. 이 연구는 집단연구 혹은 개인적으로는 평생
연구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 거대 담론을 동양
의 공자, 서양의 플라톤, 그 중간(인도)의 석가모니(釋迦牟尼)를 중심으
로 담론의 크기를 좁히고, 다시 공자의 이상사회를 살펴보면서, 현대에
어울리는 이상론을 재구성해보는 것을 첫 단계로 삼는다. 그러나 공자의
이상사회 담론도 상당히 거대한 담론이 될 수 있어 이 연구는 論語로
한정한다. 論語 역시 큰 담론이 될 수 있어 체육학 분야로 그 크기를
대폭 수정하여 가능한 한 연구의 범위를 줄이고 또 제한점을 여러 각도
로 둔다. 그러나 이 또한 살펴보면 연구내용과 그 범위가 크다. 이것은 
論語가 그 만큼 폭넓고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동서양 고전시대의 이상사회를 꿈꿨던 많은 성인ㆍ학자들
의 ‘이상사회론’ 연구 중 첫 발걸음으로써 동양의 유학을 論語를 중심
으로 전개하면서 세부사항으로 ‘체육의 道’를 풀어보려 한 것이다.

2)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요즘 사회학자는 물론 철학자들은 첨단과학의 급속한 발달로 철학이
이를 뒤쫓아 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체육학에서도 마
로서 儒學의 道는 무엇인가? 굳이 요약한다면 仁義禮智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외향적인 서양사상과 달리 내향지향이라고 볼 수 있다.

136

論語에서 살펴본 체육의 道(주동진)

찬가지이다. 따라서 체육학계의 현상은 과학의 비약적인 발달에 반하여
정신적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은 채로 科學 一邊倒라는 불
균형의 편향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이러한 체육과학에 대한 문제는 크
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체육과학 일변도로 발전하여 철학과 균형을 이루지 못해 휴머니
즘 부재의 문제를 안고 있다. 둘째, 체육과학의 거듭되는 발전은 전문화
와 세분화를 촉진시켜 ‘인간신체의 움직임의 학문’이라는 전체적 측면에
서의 체육학적 정체성을 잃고 있다.
이러한 체육학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선행연구들의 주장은 첫째에 대
한 해결책으로 체육 현상에서의 휴머니즘 부재를 체육과학과 체육철학의
불균형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체육철학의 필요성, 즉 체육철학
연구의 활성화를 주장한다. 다음 둘째에 대한 해결책으로 체육학 하위학
문, 특히 체육과학 분야는 더욱 전문화와 세분화되어 체육학이란 학문적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하면서 체육학의 학문 간 소통을 하자는 주장
(학제 간 연구)이 형성되고 있다.2)
이처럼 문제점 해결을 위해 좋은 연구들이 여러 차례 발표되었다. 그러
나 구체적인 대안이 부족하다. 이는 첫째, 선행연구들은 문제제기의 수준
에 그치고 있다.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없고 늘 큰 그림만 그리고 있다. 둘
째, 서양의 체육과학과 동양의 체육철학을 소통시켜 통합연구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동양 체육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가 미흡하다. 즉,
많은 선행연구들은 한결같은 동도서기를 외치며 동양과 서양의 소통이 해
답이라고 하지만 동양의 체육철학이 제대로 연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는 2,500년 동안 동양의 제1사상이었던 유학의 근원인
2) 예를 들면 최근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권오륜(1999), 체육학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동양철학적 접근, 한국체육학회지
38(2). / 권오륜(2003), 陽明學과 21세기 體育學, 陽明學, 9. / 김동규(2004),
체육학ㆍ체육철학의 정체성 찾기,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 12(2). 23-4
1 / 김동규(2009), 체육학 연구에 있어서 동서학문간 통섭론의 의의와 과제, 움
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 17(2). / 김동규(2012), 체육ㆍ스포츠철학의 제
문제, 경산: 영남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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論語를 통해 동양의 道를 밝히고 이를 통해 동양적 휴머니즘(=道)을
오늘날의 시각에 맞추는 눈높이 유학을 설정하려는 것이다. 특히 공자사
상은 실천학으로써의 인간학이므로 연구결과는 체육철학과 체육현장에
실천적인 이론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체육학계
에서 심층적으로 시도되지 않았던 論語 (孔子)에 대한 연구이다. 특히
동양 체육철학의 정체성 확보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연구
의 의의가 자못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儒學(孔孟思想과 儒學의 經書)을 통해 東道西器論을 풀어가
려는 첫 시도로써의 동양체육의 도(道)이다. 처음부터 현재까지 儒學은
개인의 교육(修身)에서부터 국가를 다스리는 질서체계(治國)를 논하고 있
다(修身齊家治國平天下, 大學). 따라서 이 연구는 개인적 修身(論語)과
사회적 敎育(孟子) 그리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妙(中庸)와
성인의 길(道)과 국가정치(大學) 등이 담겨져 있는 儒學 經書들을 통해
東道의 사유구조를 체육철학의 입장에 살펴보는 試論的 談論의 첫 출발
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이 연구는 東道西器論을 기반으로 한 儒學(論語-孔孟思想)을 통
해 체육철학의 길(道)에 대한 즉, 나(修身)와 우리(사회敎育) 그리고 國家
(정치행정)의 질서(체육윤리와 스포츠 휴머니즘의 틀)에 대한 빗장을 열
어보는 試論이다.

2. 통섭적 人文ㆍ社會學으로써 論語
1) 論語 의 구성과 내용
論語는 동양 최초의 語錄이며 2,500여 년 동안 학자와 지식인들의
필수교과3)로 간주되어 왔다. 論語 의 소재는 공자의 언행, 공자와 제
3) “유교의 경전, 四書三經(論語, 孟子, 大學, 中庸 그리고 詩經, 書經, 易經)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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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의 대화, 공자와 당시 사람들과의 대화, 제자들 간의 대화 등이며,
그 내용은 공자의 人本主義를 중심으로 한 自覺自律의 道德說을 제시하
고 있다.
論語의 구성은 482장, 20편(學而, 為政, 八佾, 里仁, 公冶長, 雍也,
述而, 泰伯, 子罕, 鄉黨, 先進, 顏淵, 子路, 憲問, 衛靈公, 季氏, 陽貨, 微
子, 子張, 堯曰)으로 나누고 있는데 각 편과 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특히
다른 점이 없고 그 내용이 산만하다4). 편의 구별은 첫 장의 첫 글자를
따서 이름(편명)을 붙인 것이다.
“論語는 孔子 門人弟子들에 의해 편집된 것으로 춘추ㆍ전국시대에
이미 작성되었다. 이후 많은 유가의 사람들은 이를 가지고 학습, 연구,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다(宋秉烈, 2015: 324. 論語의 敍述方式과 修辭
에 대한 硏究, 한문학회지, 근역한문학회 40집).” 처음에는 傳, 記, 論,
語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다가 후한에 지금 형태로 정리하고, 송대에 이
르러 주희(朱熹)에 의해 정립되면서 동양 최고의 서적(유학의 제1경전)
으로 존재한다(주동진ㆍ정연택, 2011: 203).
일본의 에도시대 유학자인 오규 쇼라이(荻生徂徠)는 論語徵의 序文
에서 “論語는 성인(공자)의 말씀이면서, 문인(제자)의 글이다. 그것을
성인의 글이라고 말하는 것은 헷갈린 것이다. … 詩에는 서문이 있지
만, 論語에는 서문이 없다. 무엇을 가지고 공자가 말한 까닭을 알겠는
가?(宋秉烈, 2015: 324).”하면서 論語는 공자의 말이나 의도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5). 그러나 宋秉烈(2015: 325)은 論語의 서술방
四書五經(四書三經에 春秋와 禮記를 포함) 중 가장 으뜸이다. 중국 宋代에 확정
된 儒家의 13經書(論語, 孟子, 書經, 詩經, 易經, 禮記, 儀禮, 爾雅, 周禮, 穀梁傳,
公羊傳, 春秋左氏傳, 孝經)에도 역시 논어가 핵심이다(주동진ㆍ정연택, 2011: 2
03).”
4) 이에 대하여 于丹은 “論語는 엄격한 논리성(logic) 없이 그저 일이 있으면 그
때그때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論語에는 논리적인 설명을 위
한 긴 문장이 거의 없고 짤막한 글들이 주를 이룬다(宋秉烈, 2015: 324).”고 하
였다. 또한 “결론적인 말(頭括式)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이해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여러 번 곱씹어 읽거나 혹은 事前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주동진ㆍ정
연택,2011: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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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공자의 어록이나 행동 등은 일정한 논리적 전개를 가질 수 없는 원
천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편집을 한 문인제자들은 서술적인 전개를
갖추려고 애를 썼음이 밝혀졌다고 하였다.6)
결국 論語는 공자의 제자들 혹은 그 제자들의 제자들 등이 공자의
어록을 모은 것으로 공자의 사상이 최대한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편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論語의 수사에 대우법이 많은 것이 그
예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論語는 공자의 어록으로써 공자가 원
했던 세상(政治社會)과 교육(溫故知新을 통한 仁과 禮, 道와 德) 그리고
행위(君子적 삶)가 그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 論語의 가치 : 통섭의 人文ㆍ社會學
공자는 論語를 통해 동양 제1의 聖人이 되었다. 그렇다면 공자는 왜
동양의 성인인가? 이것은 다시 論語에서 찾아 볼 수밖에 없다. 공자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를 따르던 제자가 3천명을 넘는다고 하였는데, 이
5) “論語에 나오는 말들은 모두 ‘공자’의 생각을 표출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공자의 직접 기록이 아니고 문인제자들의 기록으로 전해진 것이므로 ‘공자의
글’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자의 글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사실과 거리가 멀
어진다. 쇼라이는 계속해서 문인제자들이 스승의 말씀을 어느 날 홀연히 잊어버
릴까 기록을 한 것이라고 말한다. 말은 공자가 했지만, 그 말을 전하는 문장은
문인제자들이 썼기 때문에 論語는 이미 공자의 의도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는 뜻이다(宋秉烈, 2015: 325).” 따라서 “論語는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처
럼 공자의 문인 제자들이 공자의 말을 기록하기 위하여 기록한 것이지만, 기록
자는 공자 스스로가 아니며 또한 기록자와 함께 기록에도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
에 공자의 의도를 벗어날 가능성이 많다(宋秉烈, 2015: 325).”
6) 宋秉烈(2015: 325)은 “또한 편집자는 위정편의 맥락을 만들어 보려고 단락별로
하나의 키워드로 내용을 편집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단락군의 편집방식
은 논어의 주된 서술방식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成篇은 공자의 의도가
아니다. 논어의 수사에는 대우법을 많이 쓴다. 그러나 수사에 어긋난 유사대
우를 사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 이유는 편집자들이 공자의 최초 언급, 또는
의도에 가깝게 전달하기 위한 것임이 잘 드러났다. 따라서 논어는 成篇에 있
어서는 편집자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 되며, 修辭에 있어서는 공자의 뜻이 반영
된 것이 된다. 이는 오규 쇼라이의 언급처럼 논어는 여전히 ‘공자의 말이요,
문인제자의 글’에서 오는 모순인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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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제자들은 공자의 학생으로서 공자를 스승으로 섬겼다. 그렇다면 공자
는 교육자로서 또 어떤 교육을 했을까? 그것은 論語를 통해 보면 인간
이 갖추어야할 자격으로서 지금도 동양인들이 거론하는 仁7), 義, 禮, 智
와 道 그리고 德의 함양이며 목표는 君子가 되는 것8)이다. 이것은 교육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공자는 말하고 있다. 論語의 이러한 내용은 지금도
동양인이 지켜야 할 윤리의 指針으로 존재한다. 결국 공자는 그러한 길
(道)을 추구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스승(聖人)으로 받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공자의 삶(聖人ㆍ君子의 행위)과 論語의 가치
가 ‘현실적=이성적=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공자가 추구한 삶=論語 의 君子像’은 다음 장에서 논하기로 하고, 이
장에서는 論語가 오늘날에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살펴본다. 즉, 통섭
의 인문ㆍ사회학의 가치를 논하려 한다.
論語는 교육(學), 정치(공자의 정치는 王政), 역사(溫故知新), 수양
(君子 象, 仁義禮智와 道德) 등 인간중심의 교육과 노력에 대한 것으로
그 내용이 매우 다양하다. 이것은 오늘날 인문사회학의 모든 내용이 거
론되고 있다. 제사 외에 종교적인 문제는 거론함이 거의 없다(子不語怪
力亂神, ｢述而｣). 이 때문에 이 연구자는 공자사상 혹은 論語를 인간학
이라고 여기며 ‘통섭의 인문사회학’이라고 여긴다.
論語에서 공자는 자신이 스스로 교육자로서 스승으로서 그가 원하
는 인간의 목표인 君子, 그 길(道)을 살아갔다. 이러한 이유로 공자의 제

7) “공자의 중심 사상인 仁은 그의 언행을 수록한 論語 에 이 단어가 106번이나
나온다(주동진ㆍ정연택, 2011: 205).” 어질다는 漢字的 의미와 달리 다양한 의
미를 지니고 있다. “공자가 살던 春秋 末은 예가 붕괴되어 혼란했던 시기이다.
그러므로 공자의 주 관심은 춘추말기의 무너진 정치, 사회, 도덕의 주례를 회복
함으로서 극복하고자 하였다. 단지 형식적인 예뿐이 아니라 본질이 결여된 예의
형식성에 인간에게 내재화된 도덕적 자연성인 仁의 개념을 부여하였다(선우미
정, 2006: 244).”
8) 공자는 聖人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지만 君子는 열심히 하면 인간은 누구든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결국 공자는 君子가 되는 것이 배우는 이들의 목표이라고
하였다. “公子學堂(儒家學派)은 공자가 지은 五經(易經, 書經, 詩經, 禮記, 春秋)
등을 통해 군자의 길을 추구하였다(주동진ㆍ정연택, 2011: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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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 그리고 그들의 제자들이 공자의 어록을 모아 인간이 추구해야 할
지침서로서 論語를 엮어 낸 것이다. 여기에는 공자가 원했던 세상으로
써의 사람의 길(道)이 기술되어 있다. 또 그가 원했던 교육의 길(道)이
소개되어 있다. 또한 君子를 끌어들여 인간이 지켜야 할 윤리와 삶의 모
습(사람의 길, 道)을 그려냈다. 결국 論語는 책 한 권에 다양한 인문ㆍ
사회학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論語를 다시 읽고 또 한 번 더 생각
해 보라면 ‘당연한 말, 쉬운 내용들을 왜 다시 보냐?’며 論語를 헌신짝
버리듯 할 것이다. 사실, 論語의 내용은 고리타분하다. 그리고 당연한
말들이다. 그것은 동양인, 특히 한국인에게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다.
결코 특별한 내용이나 혹은 비밀스럽거나 신비한 내용도 없다. 그리고
새로운 내용도 아니다. 따라서 그동안 서양의 과학문명(첨단기술과 대량
생산 등)의 놀라운 발전과 물질문명의 혜택에 익숙한 현대인들, 결과 혹
은 성과위주에 급한 사람들에게 천천히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정
신문화, 그것도 수천 년 전의 케케묵은 사상을 들고 나오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할 것이 틀림없다. 현대인들은 공자가 그토록 강조한 실
천에 대한 내용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론과 실천은 곧 하나라는 공
자, 즉 論語의 가르침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訓戒이다.
그리고 사람은 사람의 길(道)을 항상 염두에 두고 성실히 임해야 바른
사람(君子)이 된다. 이것은 반복된 수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
이 論語의 길(道)이다.
결국 論語는 개인적으로 끊임없는 반복적인 수양을 하며, 자신이 바
르게 교육되었을 때 그제야 사회(국가 정치)에 나서기를 바라고 있다. 이
를 위해 바른 사람(君子)으로서의 仁義禮智와 道德을 갖추어야 한다고
한다. 이것은 사회에 유익한 것이며, 그것은 배움(學習)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論語를 수십 번 반복해서 읽다보면, 이 책은 ‘통섭의
인문사회학 서적’임을 자연스레 알게 된다. 그리고 論語는 개인의 삶
의 모습과 사회윤리에 대한 지평을 열어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연
구자는 論語의 가치를 인간학의 기초교양으로 휴머니즘을 지켜줄 堡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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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듯이 안락하고 풍부한 서
양의 물질문명의 혜택에도 反휴머니즘이라는 위험한 틈이 있다. 그 非人
間的인 틈을 메우는데 있어서 論語의 가르침은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
라고 본다. 論語는 고대 思想書이자 敎育書이며 또한 政治倫理書로써
‘通涉의 人間學(人文社會學)’ 書籍이다.

3. 論語 에서 살펴본 체육의 道
1) 레저와 스포츠의 道
論語에는 다양한 체육문화가 소개되어 있다. 예를 들면 오늘날의 스
포츠에 해당하는 弓道-활쏘기(執射), 乘馬-마차몰기(執御)와 말타기(御),
그리고 장기(博)와 바둑(奕), 낚시(釣), 음악(樂) 등을 통한 遊戱(레저; 놀
이; 餘暇)문화이다. 특히 활쏘기(弓道)는 심오한 의미로 다루고 있다. 이
는 교육(심신수양)과 함께 君子의 행위로써 논하고 있다. ‘공자는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보다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보다 못
하다(子曰 知之者不如好之者 好之者不如樂之者, ｢雍也｣)’고 하였다. 이것
은 무엇을 하든지 ‘즐겁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레저문화의
의미와 상통된다.

(1) 레저문화의 道
① 장기(博)-바둑(奕)과 음악(樂)
論語에서 공자는 장기(博)와 바둑(奕)에 대하여 좋은 평을 주지 않
았다. 그냥 할 일 없이 빈둥대는 것 보다는 장기(博)와 바둑(奕)이라도
두라고 했다. 즉 “공자는 종일토록 배불리 먹고 머리를 쓸데가 없다면
참 곤란하다. 장기와 바둑이 있으니 그것이라도 하라. 그것이라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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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안 하는 것보다 현명하다(子曰 飽食終日 無所用心 難矣哉 不有博奕
者乎 爲之猶賢乎已, ｢陽貨｣).”고 하였다. 이것은 장기(博)와 바둑(奕)이라
는 게임 혹은 레저의 가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장기와 바둑이라는 “유희를 통한 여가(餘暇, leisure) 활용법의 범례를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주동진ㆍ정연택, 2011: 208).” 論語를 통
해 본 공자는 성실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공자, 자신이 우선 항상 공부
를 한다. 그러므로 공자가 본 장기와 바둑은 시간을 흘려보내는 유희이
므로, 끊임없이 공부하는 성실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그냥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머리를 쓰는 것,
즉 장기와 바둑이라도 두는 것이 좋다고 한 것이다.
이것은 레져(餘暇)문화에 대한 공자의 편견이라고 본다. 사실, 공자는
음악을 매우 좋아하여 곁에는 항상 악기가 있었고 마음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音(樂)을 취하였다. 그의 레저(遊戱)활동은 악기연주인 것이다.
그러나 장기ㆍ바둑은 경쟁과 재미가 있어 공자가 보았을 때 음악처럼 정
신적인 내면의 세계를 수양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던 것
같다. 음악의 심미적 세계와 달리 경쟁과 승부가 있는 장기ㆍ바둑은 공
자에게 있어서 음악세계보다는 낮게 여긴 것으로 보인다. 경쟁과 승부가
드러나는 것, 즉 장기ㆍ바둑은 君子의 유희가 아니라고 본 여긴 공자의
편견으로 보인다.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잘 쉬는 것도 사람의 문화(레저
생활)이다.

② 낚시(釣)와 사냥(弋)
공자는 낚시(釣)를 직접 즐겼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子 釣而不綱(｢
述而｣)’라는 문장에 의한 것이다. 이를 풀어보면 “공자는 낚시를 하지만,
벼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공자는 낚시(釣)를 하지만 벼
리(綱: 그물의 위쪽 코를 꿰어 오므렸다 폈다 하는 줄)를 사용하여 물고
기를 가두어 꼼짝 못하게 하여 잡지는 않는다(주동진ㆍ정연택, 2011:
207).”는 것이다. 이것으로 낚시, 즉 레저의 道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君子(공자)는 낚시를 즐기는 것이다. 그러나 먹기 위해 고기를 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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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잡는 것은 君子의 행위가 아님을 제시한다. 이 해석이 비약적 혹은
부족한 풀이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이어지는 다음 내용, 즉 사냥(弋;
주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좀 더 명확해 진다. 이어지는 文은 ‘弋不
射宿’이다. 이를 풀어보면 “공자는 활을 쏠 때 숙(宿: 묵다; 머물다; 망설
이다; 오래다; 지키다 등의 뜻을 가짐: 다음 한자사전)하고 있는 (사냥감
은) 쏘아서 맞추지 않는다(子 … 弋不射宿, ｢述而｣).”는 뜻이다. ‘射’는
“첫째, 쏘다, 둘째, 맞히다. 쏘아서 명중시키다. 셋째, 진(秦)대의 벼슬이
름, 넷째, 싫어하다. 등(다음 한자사전)”의 뜻을 갖고 있다. 그리고 ‘弋’은
그 뜻이 “첫째, 주살-오늬에 줄을 매어 쏘는 화살. 둘째, 사냥하다. 셋째,
잡다. 넷째, 말뚝 등(다음 한자사전)”이다. ‘不射’의 해석에서 ‘射’를 ‘쏘
아서 맞추다’로 해석하는 것이 한결 편하다. 정리하면, ‘사냥할 때, 졸고
있는 것(사냥감)은 쏘아 맞추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결국, 낚시와 사냥을 할 때 공자(君子)는 졸고 있다든가 혹은 새끼를
밴 짐승, 어린 짐승, 다친 짐승 등을 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사냥(레저)에 대한 공자, 즉 論語의 道라고 할 수 있다. 확대 해
석하면 약자를 배려하고 유희를 유희로써 즐기라는 것이다. 결과(사냥감
의 획득)를 강조하지 않다는 것이 論語의 가르침(道)이다.9)

③ 음악(樂)
공자는 악(音樂)에 조예가 깊었고 또 즐겁거나 기쁠 때 혹은 한가할
때 현을 타고 이에 심취한 審美的 樂人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공
자는 詩로써 興을 일으켜 세우고, 禮로써 자신을 바르게 하고, 樂으로써
이룬다고 하였다(子曰 興於詩 立於禮 成於樂, ｢泰伯｣).” 공자에게 있어서
詩-禮-樂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일종의 수양과정이며 君子를 향한 길
(道)이다. 주동진ㆍ정연택(2011)은 “시를 통한 정서, 예에 의한 품위, 음
악에 의한 군자의 도를 설명한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 詩-禮-樂은
9) 이에 대하여 주동진ㆍ정연택(2011: 207)은 “이는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의 언행
을 통한 군자의 유희예법(낚시와 활쏘기 등)의 예를 당시 사회에 示唆한 것이라
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사회ㆍ정치ㆍ문화적 해석까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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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당시, 중국의 귀족자제들이 배워야 했던 필수과목으로써의 ‘六藝(
周禮에서 이르는 여섯 가지 기예)’에 포함되어 있다. 즉, ‘禮ㆍ樂ㆍ射ㆍ
御ㆍ書ㆍ數’ 중 ‘禮ㆍ樂ㆍ書’가 바로 그것이다. 나머지 ‘射ㆍ御ㆍ數’는 활
쏘기-弓道와 마술-마차몰기와 말타기 그리고 算數(算學과 博과 奕 등도
수를 계산하므로 이에 포함)이다.
六藝를 좀 더 살펴보면 첫째, 禮와 樂은 마음상태와 정서에 대한 것이
다. 글자 그대로 예절(君子의 품위)과 음악(정서의 안정)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어릴 때 배워야 두어야 할 교육으로써 외적 표현인 예절, 보이지
않는 마음의 관리로써 내적 정서의 음악이다. 보이는 신체표현으로써 몸
가짐의 예절과 보이지 않은 심적 관리로써의 음악연주인 것이다.
둘째, 신체활동과 관련된 것으로써 射와 御는 심신수련의 교육이다.
射는 論語뿐만 아니라 유학의 많은 經書에 자주 등장하는 스포츠이다.
활(弓)을 쏘는 것은 君子의 유희이며 또 심신수련과 관련하여 활의 예를
들어 隱喩하고 있다. 그리고 御는 論語에서 공자가 스스로 잘 한다고
말하고 있다. 공자가 스스로 말 몰기를 잘한다고 한 것은 이것은 君子가
갖추어야 할 기본 교육이며 또한 교육해야할 君子의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書와 數는 論語에서, 즉 공자가 중요하다고 명시한 내용은 없
다. 즉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 없다. 書는 글(文)과 書藝(붓글씨)를 배
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知的 학습과 관련된다. 數 역시 지적
학습과 관련된다. 수를 배우는 것은 算學이라고 볼 수 있다. 공자는 처
음부터 學習은 매우 중요하게 여겼지만 論語에는 書와 數에 관련한 내
용이 거의 없다. 즉 정치ㆍ사회ㆍ문화ㆍ교육ㆍ역사 등에 대한 언급은 많
이 있지만 글ㆍ붓글씨(書)와 算學(數)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았다. 이
러한 이유로 이 연구자는 공자, 즉 論語를 ‘人間學’이라고 부르고 싶
다.
한편, 論語는 체육(스포츠-궁도, 승마, 낚시 등)과 예술(음악-악기연
주)에 대한 내용은 곳곳에 있다. 따라서 예체능계에서 큰 관심을 둘만하
다. 그리고 六藝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禮와 樂, 射와 御 그리고
146

論語에서 살펴본 체육의 道(주동진)

書와 數라는 순서이다. 이것은 먼저 몸으로 표현하는 예절과 마음을 수
양하는 정서차원에서의 음악(禮와 樂), 다음으로 신체를 통한 심신의 수
련(射와 御), 끝으로 지식의 습득(書와 數)이다. 이 배움의 순서는 ‘몸가
짐(예절)과 정서(안정)-신체의 발육발달(심신수련)-지식의 습득’으로 연
결된다. 이는 오늘날 현대교육 시스템과 거꾸로 된 모습이다. 즉 상급진
학을 위해 우선 많은 지식으로 배우며 체육을 등한시 하며 대학에 진학
하고 나서 다음으로 사회에 취직하고 그 때에 가서 上司에 대한 예절을
배우는 모습이다. 체육도 초등학생에게 체력육성보다 스포츠기술을 더
많이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다.
공자는 論語에서 ‘자신부터 잘 배우고 준비하여 사회에 나가라’고
하였다. 修身(배움) 다음이 治國)(사회진입, 국가의 관리로 취직)이다.

(2) 乘馬-말타기(御)와 마차몰기(執御), 弓道-활쏘기(執射)
① 승마-말타기(御)와 마차몰기(執御)
공자는 오늘날의 생명공학이나 과학기술 분야의 기술과 지식을 제외
하고 인문사회 그리고 예체능 방면에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는 다방면에 박식한 사람이었다. 특히, 그는 옛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지키려 했던 전통적 보수주의자였다. 그렇기 때
문에 옛날의 道와 德을 배우고 익혀 그것을 실천하려고 했던 정치가였
다. 말년에는 학교를 세워 동양 최초의 사립학교의 교장(교육자)이기도
하다. 또한 그는 개인적으로 악기도 잘 다루었던 음악가일 뿐만 아니라
활쏘기와 마차몰기도 잘 했던 오늘날 수준급의 스포츠맨이기도 하다.
다음 내용은 이처럼 박학다식한 공자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나 어느
한 분야에서도 최고가 되지 못한 공자를 비난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스
스로 반성하면서, ‘내가 잘 하는 것이 무엇일까?’하면서 ‘나는 활쏘기(執
射)보다 마차몰기(執御)를 더 잘한다.’라고 스스로 문답을 한 일부 내용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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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항(당)의 사람이 ‘공자, 당신은 위대하다. 그리고 박학하지만 명성
을 드러낸 것이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이 말을 듣은 공자는 제자에
게 묻고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전문적으로 잘 할까? 마차를 잘 몰까?
활을 잘 쏠까? 나는 수레를 잘 몰겠구나.’하였다(達巷黨人 曰 大哉 孔子
博學而無所成名 子聞之 謂門弟子曰 吾何執 執御乎 執射乎 吾執御矣, ｢
子罕｣)

이것은 스스로에 대한 위안일까? 아니, 그보다 이 내용을 기술한 제자
들의 의도가 더 궁금하다. 이것은 아마도 공자의 인간적 모습을 그려내
려 한 것으로 여겨진다. 위 문장에는 공자는 射御(六藝)에도 능통했음을
알려주는 例文이다. 또한 활쏘기와 마차몰기는 君子가 갖추어야 할 기본
사항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이 문장에서는 공자는 활도 잘 쏘고 마차몰
이도 (더욱) 잘 했음을 알 수 있다.
공자가 살았던 당시는 춘추말기였고, 힘의 논리가 지배했던 시대였다.
당시 마차와 활쏘기는 전쟁에 필요한 기술이다. 그렇다면 공자는 마차몰
기를 잘하고 활도 잘 쏘았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武人 혹은 軍人의 능
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자는 자신을 비난
한 사람들에게 성내지 않고 스스로 반성적 고뇌를 가졌다. 이것은 공자
의 인간다움을 제시한 論語의 一例라고 본다. 잘한다고 하여 타인에게
잘 하는 것을 과시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이며, 잘하는 것보다 잘못된 것
에 대한 반성적 고찰의 중요함을 일깨우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② 활쏘기(執射) 10)
가) 君子의 유희 로써 활쏘기 의 法 道
論語에는 활쏘기에 대한 예절과 교육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온다.
10) 弓의 道, 즉 활쏘기를 통해 본 스포츠의 道는 선행연구, 주동진ㆍ정연택(2011)
의 ‘고대 동양 弓문화의 가치와 의의 : 논어를 중심으로’와 김영범ㆍ주동진(201
2)의 ‘고대 동양 궁도(弓道)의 교육철학적 의의’가 세밀하게 연구되었다고 여겨
이를 정리하면서 보완하는 형식으로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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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弓의 道에 관한 것이다. 다음 내용은 君子의 유희로써 활쏘기의 성격
과 예법을 설명하고 있다.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다툼이 없다. 그러나 활쏘기를 할 때는 반
드시 그러하다. 상대에게 읍(공경하는 예의의 한 가지)하고 양보하며 올
라가고, 활을 쏜 뒤에는 내려와 술을 마시니, 이것이 군자의 다툼(형식)
이다(子曰 君子無所爭 必也射乎 揖讓而升 下而飲 其爭也君子, ｢八佾｣;
주동진ㆍ정연택, 2011: 209).”

이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경쟁하지 않지만
활쏘기를 할 때는 그렇지 않다. 열심히 활쏘기를 하면서 경쟁하지만 활
쏘기를 마치면 함께 술을 마신다.’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 스포츠에서 있
어서, 경쟁이라는 유희의 요소를 설명하고 있다. 즉, 공자가 스포츠로써
의 활쏘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쟁이 없으면 안 되는 스
포츠로써의 활쏘기이기 때문에 君子는 활쏘기를 할 때 서로 경쟁하고 다
투지만, 활쏘기(스포츠 경기)가 끝나면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면서 즐긴
다는 것이다. 경쟁과 조화가 엇갈리는 순간이다. 이 모습은 오늘날 생활
체육 동호인들이 운동을 마치고 함께 모여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즐겁게
술자리를 가지는 것과 비슷하다. 승리보다는 ‘운동 과정’과 ‘경쟁하는 즐
거움’을 만끽하는 것이다. 이는 스포츠의 참여, 즉 과정으로써의 스포츠
를 중요시 여겼던 19세기 영국 스포츠맨들의 운동정신(아마추어리즘)과
흡사하다.

나) 활쏘기의 예법과 풍습
“공자는 활을 쏘는데 과녁을 뚫는 것을 주로 하지 않음은 종류가 동
등하지 않고, 힘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것이 예전(주나라 때)의 (활 쏘는)
예법이다(子曰 射不主皮 爲力不同科 古之道也, ｢八佾｣; 주동진ㆍ정연택,
2011: 210-211).” 라고 하였다. 이것은 당시 弓道人들의 화살이 과녁
(皮: 과녁 중심에 붙은 가죽, 鵠, 正鵠)을 뚫는 것을 뽐냈는데 공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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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질책했다는 내용이다. 공자는 고대 활쏘기의 예법을 존중하였다.
그는 활쏘기를 통해 고대의 예법과 풍습을 배우고 익혀 예와 덕을 갖춘
君子가 되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論語에서 살펴보는 체육은 ‘활쏘기, 즉 弓의 道(弓道)’가 가장 많이
거론된다. 이것은 공자 스스로가 활쏘기를 하면서 弓道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六藝에도 활쏘기(射)가 있듯이 공자는 활쏘기
를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었다. 즉 공자는 활쏘기를 君子의 유희라고 주
장하면서 활쏘기를 통해 君子의 기풍과 법도를 배우기를 원했던 것 같
다. 이러한 이유로 “고대 동양에서 弓道는 일상의 문화이자 군자의 척도
였다(김영범ㆍ주동진, 2012: 101).” 그리고 “당시 궁도는 무엇과도 비교
할 수 없었던 敎育界와 思想界의 절정에 있었음이 특별하다(김영범ㆍ주
동진, 2012: 115).” 따라서 “궁도는 心身合一을 추구했던 고대 동양사상
을 이해하는 키(key)문화이며, 동양의 체육교육철학을 살펴보는 데 있어
서 제1의 스포츠유산이라고 볼 수 있다(김영범ㆍ주동진, 2012: 116).”
지금도 궁도는 다른 스포츠 종목보다 예와 도가 중요시된다.11) 또한
심신의 수련(안정)이 중요하다. 이것은 활쏘기가 근대까지만 해도 살생이
가능했던 잠재적 무기였던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자는 활쏘기를
‘교육과 스포츠’의 입장에서 보았기 때문에 弓의 道(禮法)와 과시함(화살
이 과녁을 뚫는 것)을 좋지 않게 여겼던 것이다. 공자는 스포츠는 스포
츠로 존재해야 하지, 힘을 과시하는 것은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경계
한 것이다. 즉 공자는 활쏘기와 같은 스포츠를 할 때 승리와 과시보다는
‘참여’와 ‘경쟁의 과정’에서 즐거움을 가지라고 訓戒한 것이다.

2) 論語 의 체육정신(道)12)

11) 활쏘기는 인류의 어느 곳에서나 행한 것(Dongjin Joo, 2010: 83)이었지만 동양
은 특히 심신수련, 즉 교육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던 스포츠였다.
12) 이 장은 論語에서 찾아보는 체육정신(道)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사회윤리ㆍ
도덕보다는 개인적인 입장에서의 교육과 자아성찰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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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날 체육현상과 동도(서기)론의 필요 13)
현대사회는 과학의 급속한 발달로 철학이 이를 뒤쫓아 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체육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체육학이 체육과학 일변도로 발
전한 것은 시대적 조류(근대, 물질문명 선호)에 의한 역사적인 현상이다.
이로 인하여 체육학은 과학적인 측면에 반하여 정신적인 입장에서는 여
러 가지 문제점을 안은 채로 편향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14) 스포츠맨십
과 페어플레이 등이 승리와 금전주의에 희석되고15) 명예로운 아마추어
13) 첨단기술과학에 의존하고, 금메달이 우선인 승리주의 그리고 금전적 보상이 무
엇보다도 중요한 현대 체육현장에서 내재적 가치를 지향하는 儒學(東道)의 매
력은 修身과 타인에 대한 配慮라는 人間主義(humanism)이다. 결과(승패)와 점
수(메달)로 사람(선수)을 평가하는 현대 체육현장에서 과거(19세기 말∼20세기
중반) 아마추어리즘을 회복하려는 것은 그리스 고전고대(Socrates-Plato-Aris
totle 시대)에서 찾는 것보다 고대 동양(孔子-孟子 시대)에서 살펴보는 것이 더
수월해 보인다. 왜냐하면 동양에서는 여전히 孔孟思想이 살아있고 처음부터 동
양고전은 인본주의를 다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서양의 많은 학자들이 東道西
器論을 이야기 한 것이 이러한 이유이다.
14) “오늘날 스포츠 세계는 과거의 규칙위반, 부정선수, 심판매수 그리고 경기장
소란 등의 범주를 넘어 도핑, 담합, 승부조작, 경기장 폭력, 속임수와 같은 비도
덕적 행위들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정응근, 박현우: 1995)임을 미루어 볼 때,
경쟁중심의 스포츠와 그에 대한 승리의 강조 자체가 경쟁적인 자본주의사회 내
에서 큰 매력을 얻고 있다(김현수, 2012: 34).”
15) 경향신문의 사설(제21717호, 2015년 5월 27일 수요일 31면), 즉 ‘스포츠를 존
폐의 위기로 내모는 승부조작’의 내용은 우리나라도 이제는 승부조작에 자유로
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중심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스포츠의
미래가 걱정되는 순간이다. 이는 서양식 승부주의와 자본주의의 병폐를 고스란
히 표출하고 있다. 다음은 이 사설의 내용이다. “2013년 당시 동부감독이던 강
동희씨 사건은 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스타출신의 현역 감독이 브로커
들로부터 4,700만원을 받고 후보 선수들을 투입하는 수법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가 인정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 지금까지 농구 외에도 야구와 축구,
배구 등이 모두 연루되어 홍역을 치르지 않았던가. 도박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게 고질적인 문제이다. 불법도박 세력들은 선수나 감독, 심판 등 경기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검은 손길을 내민다. 예컨대
프로배구에서는 승부조작 관련자들이 출소한 후에도 선수들에게 접근하려는
움직임이 파악되기도 했다. 사실 어떤 제도나 법으로도 도박의 유혹을 근원적으
로 막기란 쉽지 않다. 개인의 마음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스포츠도박은
다르다. 한 사람의 탈선이 종목 전체를 존폐의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 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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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즘이 사라지고 있다.
체육학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행연구들은 동양과 서양의 소통,
즉 동도서기(東道西器)를 주장한다. 학문적 균형발전(체육과학과 체육인문
ㆍ사회학)을 위해 서양의 체육과학의 발전을 수용하면서 우리 것(동양 체
육철학의 道 : 人本主義)을 다시 살펴보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2) 論語 에서 살펴본 체육의 도(道)
① 自覺自律의 道德素養 : 學習의 길(道)
현대사회는 서구의 체육과학 일변도로 체육학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결과위주, 재미위주, 기술위주로 스포츠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스포츠 현장에서 선수들은 스포츠맨십과 스포츠 윤리 및 철학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다. 즉 인간주의에 대한 교육과 기초적인 소양교육도
받지 않고, 처음부터 스포츠 훈련에만 전력을 다한다. 그야말로 학교 교
실에는 가방만 갖다놓고 운동장에만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승
리를 위해 약물복용과 또 금메달만 목에 걸면 된다는 성과위주가 蔓延화
되어 있다. 선수생활을 마치면 어떤 현상이 다가올지에 대한 예상은 하
지 않고 임시방편적인 스포츠 기술교육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자아수련과 자기성찰이 부족하고 심신의 조화가 불균형이 된다.
지도자(감독ㆍ코치) 역시 인간주의에 대한 교육철학과 스포츠 윤리에
대한 사상이 부족하여 결국, 승리 및 결과(성과)위주의 승부조작과 스포
츠 도박에 빠져든 사례가 종종 사회문제로 나타난다. 이것은 선수와 감
독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관객ㆍ시청자들도 책임이 있다. 승부에 집착하
여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나 선수가 지게 되면 잠시 소동이 일어난다. 훌
을 살펴보면, “인간은 호모루덴스(Homo Ludens, 유희적 인간)이자, 또 호모
알레아토르(homo aleator; 도박적 인간)이기도 하다(Gerda Reith/김영선, 200
6).” 놀이와 도박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간적 습성을 공자
는 교육으로 정화시키고자 하였다. 즉 성실한 교육태도로써 늘 반성하며 이 반
성의 교육시스템을 항상 가동시켜, 수없이 되풀이되는 반복적인 노력으로 君子
의 길(道)을 걸어가라고 훈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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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건(hooligan)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관람자 역시 결과와 승리 혹은
흥미위주로만 스포츠에 참여를 한다면 스트레스 해소에는 도움이 되겠지
만 스포츠의 미래를 보장받지 못한다. 선수들의 안전은 물론 감동적(인
간적)인 스포츠 경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운동선수들은 물론
지도자 역시 올바른 스포츠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스포츠맨십이다. “스포츠맨십은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개
인적으로, 사회적으로 항상 보유해야할 도덕적 정신이며, 이는 공명정대
하면서 상대방의 입장과 규칙을 존중하여 명랑한 행동을 하려는 정신을
의미한다(김주화, 1995: 96; 이천희, 1994).” 따라서 스포츠맨십은 선수
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좋은 경기와 또 선수 자신들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스포츠의 길(道)인 것이다. 이것은 훌륭한 선수의 행위나 학습
등을 통한 교육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論語는 의미가 있다. 論語의 주인공인 공자는 배
움을 강조하였다. 仁義禮智 그리고 道와 德을 강조하며 自覺自律의 道德
素養을 중요시 여긴 것이다. 바로 學習의 길(道)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
은 孔子學堂의 모든 이들이 따랐다. 이러한 배움에 대하여 오늘날에 있
어서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倫理와
道德에 대한 素養교육을 당시는 물론 심지어 오늘날에도 무시하는 경우
가 많다. 선수들에게 있어서 인문학적 소양교육, 즉 ‘공부하는 것은 아무
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공부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 혹은 학자들
이 하는 것이다. 한가하게 책을 읽는 사람들이 모두 그런 사람들이다.’라
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배움은 인생에 있어서 중
요한 길(道)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는 아침에 도에 대하여 들으면 저
녁에 죽는 것도 괜찮다고 하였다(子曰 朝聞道 夕死可矣, ｢里仁｣).’
공자는 공부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
때문에 결국 말년에 孔子學堂이라는 일종의 사립학교를 세운 것이다. 그
는 ‘학문에 발분하면 밥 먹는 것도 잊고, 즐거워서 근심 걱정도 잊으며,
늙어가는 것조차 알지 못한다(發憤忘食 樂以忘憂 不知老之將至, ｢述而｣).’
고 하였을 만큼 학문에 심취하여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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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보이는 승리와 결과를 위해 운동부 학생들의 수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 고등학교 때는 대학입시 때문에, 대학생들이 되어서는 취업
문제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승리, 즉 결과가 있어야 입시와 취업에 유
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에서는 이들의 수업을 방치한다.
인간의 기본적인 素養敎育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선수들에게
필수조항으로써 ‘기본적으로 닦고 쌓아야 할 소양교육’을 반드시 이수하
게 하여야 한다. 이것은 선수들에게 필요한 스포츠 윤리와 철학이며 또
한 인간적인 삶을 위한 기본교양이다. 論語는 스스로 자신을 교육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自覺自律의 學習의 길(道), 仁義禮智와 道德的 素養교
육을 잘 배우고 익히라고 하였다.
한편, 스포츠는 그 자체로도 윤리와 정의 그리고 사회성을 가르칠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1957년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까뮈(Albert
Camus)는 ‘윤리에 대해 완전히 배워 알게 되었던 것은 스포츠로부터였
다.’고 술회했다(김주화, 1995: 96; Albert Camus Resistence, 1962:
241).” 또한 “미국의 故 후버(H. C. Hoover) 대통령도 ‘종교 다음으로,
근래 미국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위대한 善의 요소는 스포츠였다.’(김주
화, 1995: 96; Frank Leahy, 1951: 198).”고 말했다. “운동하는 사람들
은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법과 규칙을 지킨다. 따라서 스
포츠에 임하는 공정한 태도와 말로 파트너십, 상대방에 대한 존중, 기회
균등, 팀 정신 등과 함께 스포츠의 기본가치들을 형성할 수 있다(손규태,
1990: 182; 김현수, 2012: 34).” 이것은 “스포츠는 그 자체로서 윤리적,
도덕적 규범 교육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김현
수, 2012: 34).”
그러나 다시 역으로 기본적인 교양을 배우지 않고 스포츠의 기술과
반칙 등 일탈적인 스포츠 기술을 먼저 접하고 배운다면 이것은 사회적
탈선을 조장하며 결국은 비사회적인 사람을 양성하게 될 수 있다. 따라
서 스포츠 선수들이 배워야 할 스포츠 윤리와 철학 그리고 인문학적 소
양교육을 배우지 않거나 혹은 부족하면 비록, 스포츠 현장에서는 스타가
될 수 있지만 스포츠 세계를 떠나 사회현장으로 오면 비사회적인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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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하다.
일생을 통해보면 정규교육과정은 대학까지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중ㆍ
고등학교에서 선수로서 그리고 대학에서도 선수로서 생활을 하면서 기본
적 소양과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결국 남아 있는 교육은 스포츠현장
에서의 기술과 체력단련 그리고 반칙기술이라는 일탈이 몸에 배이고 남
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이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 사회적 일탈을
기술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소양교육은 매우 중요한 인간의 도(道)이므로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스포츠 윤리와 철학을 잘 갖춘 지도자에게서 스포츠교육을 받을
경우 지도자의 행위에 따라서 바른 성장을 할 수 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라는 모토가 이러한 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
한 이유 때문에 체육・스포츠 지도자는 중요한 사람이다. 그들은 선수들
에게 체육의 길(道)을 인도해 줄 키워드이다.

② 克己復禮=仁 : 지도자의 길(道)
論語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仁이다.16) 그것은 공자가 仁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공자는 仁에 대하여 ‘자신을 잘 다스리고 禮로 돌
아오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하면 세상이 仁으로 돌아온다고 하였
다. 그리고 仁을 행함은 자기에게서 시작한 것이지, 타인으로부터 출발
한 것이 아니다(子曰 克己復禮爲仁 一日克己復禮 天下歸仁焉 爲仁由己
而由人乎哉, ｢顏淵｣)라고 하였다. 이것은 유학의 핵심사상인 ‘克己復禮=
仁’에 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자는 禮가 아니면 보거나 듣지나
말하지도 행동하지도 말하고 하였다(子曰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顏淵｣). 이러한 입장에서 論語에서 살펴본 체육의 道(체육
정신)는 仁을 전제로 한 克己復禮를 사상적 기저로 전개한다. 論語에
서 교육적 목표로서의 인간은 君子이다. 이러한 ‘君子的 人間’을 통해 체
16) 論語에는 禮(48번 나옴)보다 仁이란 글자가 106개 등장하며, 논술도 58개
조목이다. 따라서 仁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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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지도자 혹은 교육자의 길(道)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가. 君子의 네 가지 덕목(知者, 仁者, 勇者)과 체육ㆍ스포츠 지도자
論語에서 “공자는 지혜로운 사람(知者)은 미혹(惑)되지 않고, 어진사
람(仁者)은 근심(憂)하지 않으며, 용기가 있는 사람(勇者)은 두려움(懼)이
없다고 하였다(子曰 知者不惑 仁者不憂 勇者不懼, ｢子罕｣).” 이것은 君子
가 갖추어야 할 3가지 덕목(智ㆍ仁ㆍ勇)으로 곧, 유혹ㆍ근심ㆍ두려움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공자가 말한 知者, 仁者, 勇者는 어떤
사람인가? 이를 살펴보면서 체육의 길(道)을 살펴본다.
知者, 즉 博學한 지식을 갖게 되면 세상(사람과 사물)의 이치를 잘 알
게 되므로 옳고 그름과 잘된 것과 잘못된 것을 잘 판단한다. 그러므로
헷갈리지 않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이 배우는 것이 중
요하다. 論語의 첫 문장이 “공자가 말하기를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子曰 學而時習之 不亦說乎, ｢學而｣)”이다. 이는 배움의
중요함을 第一로 내세운 공자와 그 제자들의 通論이다. 배움은 모든 인
간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시작이다. 체육ㆍ스포츠 현장이나 지도에 있어
서도 당연하다. 많이 배우고 익히는 것은 지도자의 기본사항이다.
仁者, 즉 어진사람은 私的인 욕심을 품고 있지 않으므로 흠이 없어 어
떤 일에도 굴하지 않고 넓은 포용력이 있다. 이러한 仁者는 특히 체육지
도자에게 필요한 자격조건이다. 지도자가 존경을 받으려면 너그럽고 인
자해야 한다. 그리고 잘못을 용서할 줄 알아야 하며,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체육지도자는 강하고 빈틈없어 보이는 것도 중요
할 수 있다. 그러나 어진 것만 못할 것이다.
勇者, 즉 용감한 사람은 정의로운 일을 하므로 겁날 것이 없다. 잘못
이 없기 때문에 일의 결단도 쉽게 할 수 있다. 보편적인 정의와 일반적
인 상식에 벗어나지 않고 일을 행하는 사람은 무엇이든 두렵지 않다. 하
늘이 알고 대중이 알기 때문에 외롭지도 않다. 그러므로 용감한 사람은
사리사욕이 없는 義에 충실한 사람이다. 즉 不正이 없는 사람이다. 따라
서 용감한 지도자는 위엄이 저절로 설 것이다. 체육지도자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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勇者를 많이 운운하는데 그만큼 체육스포츠는 정신이 맑고 부정이 없는
깨끗한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스포츠에는 승부조작
이나 비인간적 행위는 존경받을 수 없다. 부정행위, 예를 들면 편파판정
(심판)이난 승부조작(지도자ㆍ선수)을 한다면 이것은 처음부터 정정당당
하게 최선을 할 수 없는 경기이다. 스포츠 경기의 큰 매력 중에 하나는
경기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승부조작은 가장 중요한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조작하는 것이므로 체육지도자가 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금기사항이다.

나. 君子가 하지 말아야 할 네 가지(공자의 絶四)와 체육ㆍ스포츠 지도자
공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은 선입견을
없애고,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하지 않으며, 고집으로 점철하지도 않고,
아집이 없다(子絶四 毋意 毋必 毋固 毋我, ｢子罕｣). 이는 지도자 혹은 일
반 선수들도 갖추어야 할 태도이다. 지도자나 선수들은 가끔 혼자 생각
하고 또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키려하는 경우가 많다. 고집과 아
집으로 경기운영을 하기도 하고 또 잘못되어도 아랫사람의 말이나 혹은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경기운영 또는 훈련을 하다보
면 상황에 애매하게 돌아갈 때가 있다. 이때는 전문가나 선후배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타인의 시선 때문에 무리하게 강행하
는 경우가 종종 있다. 스포츠에는 언제나 예외상황이 발생한다. 이때 여
러 사람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자신만이 최고가 아니
기 때문이다. 승리의 공로가 타인에게 돌아갈 것을 두려워하는 지도자
(감독이나 코치)는 최선을 다하는 스포츠맨십의 기본을 버리는 것이 된
다. 그래서 論語 의 첫 편인 ｢학이｣편, 첫 문장에 “남이 나를 알아주
지 아니하여도 노여워하지 아니하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人不知而
不慍 不亦君子乎, ｢學而｣).”를 제시한 것일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사람들
은 자신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스포
츠 현장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공자는 제자들에게도 질문하고 또
물어보고 자신의 잘못을 살펴보고 바른 방법을 강구했다. 君子는 배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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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것이 君子스타일이다.

다. 論語  의 內聖外王 스타일과 체육ㆍ스포츠 지도자
論語를 통해본 지도자 스타일에 대하여 송갑준(2004: 151-152)은
內聖外王이라고 하였다. “유가의 학문적 지표는 수기치인이다. 물론 치
인의 결과는 안인(安人)이어야 한다. 수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치인은 안
인이 될 수 없다. 수기가 성취된 상태를 내성(內聖)이라하고, 안인의 목
표가 달성된 상태를 외왕(外王)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유가의 도를 내성
외왕의 도라고도 한다. 이렇게 볼 때 유가의 학문은 일종의 정치철학이
다. …유가에서는 훌륭한 자질을 갖춘 이상적인 인간상을 聖人 혹은 君
子라고 부른다.” 송갑준(2004: 151-168)은 君子의 본질을 네 가지로 규
정해 보고 이 네 가지가 현대사회의 지도자에 다음과 같은 의미를 준다
고 하였다. 즉, 첫째, 지도자는 근본에 대한 성찰을 전제로 한 인(사랑)
의 실현자이어야 한다. 둘째, 지도자는 규범과 신의를 바탕으로 한 정의
의 실현자이어야 한다. 셋째, 지도자는 보편성과 조화를 지향해야 한다.
넷째, 지도자는 언행일치의 인격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어느 조직, 어느
사회, 어느 국가이건 최고 지도자는 일정한 덕성을 자격요건으로 갖추어
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그 조직, 그 사회, 그 국가의 안전성과 건전성이
확보되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 점은 개인의 경우
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러한 입론이 가능하다면, 어느 집단이건 그 지
도자는 군자의 본질적 요소들을 두로 갖출 필요가 있고, 바로 그 점에서
군자의 현대적 의의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송갑준, 2004: 168).”
君子는 論語의 스타일의 지도자이다. 이는 오늘날 체육ㆍ스포츠 지도
자에게도 당연한 내용이다. 즉, 論語 스타일의 체육ㆍ스포츠 지도자는
自覺自律의 道德素養, 즉 선수들에게 學習의 길(道)을 잘 이끌어줄 스포
츠 세계의 君子인 것이다. 고전고대(공자시대, 論語)의 지도자 이미지
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동양 전통사회는 “삶과 앎이 하나였다. … 전통교육은 만물과 세
158

論語에서 살펴본 체육의 道(주동진)

상의 이치를 배우고, 사람의 도리를 깨우치는 공부였다(이동기, 2014:
554).” 그러나 현대인들은 지식과 자신의 삶, 교육과 행동을 분리하며,
학문과 인성(道와 德)을 二元化하고 있다. 스포츠에 있어서도 처음의 운
동정신, 즉 아마추어리즘은 동양의 전통교육과 같이 일상의 삶과 스포츠
현장이 하나의 명예로운 삶의 모습이었다.

③ 論語식 아마추어리즘(스포츠맨십, 페어플레이) : 忠(名譽)과 道
德(스포츠윤리)
“스포츠 규범 중 하나인 페어플레이는 역사적으로 19세기 윈체스터,
이튼, 해로우 그리고 럭비와 같은 영국 공립학교들에서 이루어진 스포츠
의 발달 및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에서 행해진 스포츠 교육과 연관되
어 있고, 아마추어적 신사를 이상으로 했던 만큼 스포츠는 청년들의 신
체와 정신의 강건함과 학교와 팀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페어플레이에 대
한 실천이 요구되었다. 이것은 강제성인 것이 아니라 관념이자 미덕에
가까운 것으로서 실천적인 도덕성에 가까운 것이었다(McIntosh, 1979;
김현수, 2015: 106).”17) 이것은 “이른바 정해진 것은 없고 아마추어리
즘, 애틀레티시즘, 프로페셔널리즘 등과 같이 페어플레이와 관련된 모든
항목들이 하나의 개념을 이루면서 사건, 사태에 따라 별 다른 인과관계
에 대한 고려 없이 처방적인 성격의 규범으로 굳어진 일종의 관념이었다
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념들은 스포츠맨들이 스포츠맨십이
나 페어플레이와 같은 도덕적 규범에 대해 현장에서 습득한다는 교육적
믿음을 낳았으며, 스포츠맨들의 행위 또한 모범적이어야 함을 요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김현수, 2013; 김현수, 2015: 106)”이다. 따라
서 “‘스포츠다운 스포츠’가 되기 위한 도덕적 실천의 선행이 우선시 되
어야하기 때문이다(서경화ㆍ황정현, 2013: 61).”
17) 이러한 영국 스포츠맨십은 論語의 법규보다 덕으로써 인도하고 예의로써 이
끌면 부끄러움을 면한다는 것과 상통된다. 즉, 백성을 정치로 인도하고 형벌로
다스리면 백성들은 형벌은 면하여도 부끄러움이 없다(子曰 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 道之以德 齊之以禮 有恥且格, ｢爲政｣)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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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처음의 운동선수들은 아마추어리즘(스포츠맨십, 페어플레이
등)에 의해 체육활동이나 스포츠 현장에서 스스로 참여하는 그 과정에서
최선, 그리고 정정당당함과 명예를 매우 중요시 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반성하였다. 中庸에서 “공자가 이르기를 활쏘기는 군자와
닮은 것이 있다. 과녁(正鵠)을 맞추지 못하면, 돌아보며 그 원인을 자신
에게서 살핀다(子曰 射有似乎君子 失諸正鵠 反求諸其身, 中庸 14장).”
라고 하였다. 즉 모자람(잘못)이 있을 때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자신
에게서 그 원인(부족함)을 찾고 남을 모함하지 말라는 것이다. 결국, 이
상의 내용들은 스포츠는 스포츠법규에 의한 것보다 스포츠 정신이나 스
포츠맨들의 자율성에 의한 것이 더 좋다는 의미이다. 自覺的 忠에 의한
道와 德이라는 논어의 지침, 즉 공자가 周禮의 復原을 이야기 한 것처럼
오늘날 스포츠 현장에 아마추어리즘의 복원을 빗대어 설명할 수 있다.
공자의 周禮復原이 과거와 같이 복원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아마추어리
즘의 복원 역시 과거와 같은 복원은 아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思惟體系
는 둘 모두 人本主義에 의한 인간을 위한 철학적 고뇌와 배려가 깊은 사
유임을 자각하여 이를 현대에 어울리도록 잘 복원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인류의 역사는 어떤 면에서 꿈과 현실과의 辨證的 과정이다. ‘공자 죽
이기 VS 공자 살리기’식의 담론18)은 이성적 혹은 합리적이지 못하며 또
18) 십오 년 전 갑을논박으로 출판 즉시 베스트셀러가 된 두 책이 있다. 주동진ㆍ정
연택(2011)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김경일, 1999년 5월. 바다출판사)이
나온 직후 다시 「공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책(최병철, 1999. 8월. 시아
출판사)이 나왔다. 물론 앞의 책을 반박하기 위해 집필된 책이며, 유교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또 이를 통해 동서양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김경일 교수(갑골
학전공, 문학박사)는 책을 통하여 유교에서 파생되는 각종 폐단(예를 들면, 공자
의 도덕은 사람을 위한 도덕이 아니라 정치의 도덕이고, 기득권자를 위한 도덕
이라고 비난)을 지적하면서 유교문화 때문에 우리 사회가 후퇴를 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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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지도 않다. 옳고 그름을 바르게 살펴야 한다. 이솝우화에 나오
는 ‘여우의 포도’는 사실 시지 않다. 자신이 가질 수 없다고 또 할 수 없
다고 배척하거나 폄하하여서는 답을 찾을 수 없다.
근대 이후 동서양 할 것 없이 인류는 물질문명의 혜택 아래 과학 일
변도로 전개해왔다. 동양인(한국・중국・일본)들도 자신들의 지배담론으
로 존속해왔던 동양철학(유학)과 그 經書들을 가볍게 보고 있다. 이는 동
양사상은 서양의 과학문명에 비해 불분명하고 또 인본주의(인문학)를 다
루고 있어 가시적인 생산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동양인들은
근본(동양철학: 유학 등)에 대한 인식을 망각하고 서양의 과학일변도(물
질문명)를 추구한다면 언젠가는 우리의 전통을 모두 잃게 될 것이다.
수천 년 동안 우리 곁을 지켜온 동양철학 = 儒學 = 論語 의 교훈을
폄하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論語는 총체적이며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동양적 인간학이다. 論語는 동양의 정체성과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전통사상을 지키고 보호할 때 우리 동양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 그리고 古典은 우리 전통의 삶과 사유체계를 살필 수 있다는
그것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인간적인 학문
이 論語(유학)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현대 물질과학문명에 대한
인간학적 문제 해결의 코드를 論語에서 찾아보는 것은 우리의 전통과
근본을 다시 살펴보는 의미가 있다.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지 않으면 철
학은 늘 과학의 뒤만 쫓아갈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급속한 과학발전에
는 철학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주히 노력해야 한다. 미리 미래를
내다보고 설계하며 또 다양한 시각으로 인류의 과거사도 돌아보며 제 역
주장하였다. 그러나 최병철 교수(동양철학전공, 철학박사)는 論語는 되새겨
볼만한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시대가 흐름에 따라 왜곡 혹은 변질되었다고 하
였다. 즉 2500년 전의 공자의 언행은 그동안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하였
다. 오래된 동양의 전통철학을 ‘공자 죽이기 VS 공자 살리기’의 공식으로 접근
하여 해결 할 수는 없다. 김경일 교수가 주장하는 한국인의 문화적 폐쇄성과
콤플렉스의 원인이 유교문화 때문이라고 한다면 너무 억지가 강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지적이 있어야 유교가 가진 병폐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새로운
코드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유교문화권에 있는 우리들의 몫이며 우
리들의 과제가 분명하다(주동진ㆍ정연택, 2011: 20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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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이 연구는 체육학에서도 체육과학 일변도로 인한 병폐에 대해 체육철
학의 역할, 즉 人本主義를 외친 孔子學堂의 서책인 論語를 통해 지혜
를 발휘하려 한 것이다. 어쩌면 우리시대 스포츠는 발전만 하고 있는 것
이 아니라 한쪽에서는 퇴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첨단의 과학기술 아래
오늘날의 스포츠세계는 인간(휴머니즘)을 내팽개치고 자본주의와 승리주
의에 그리고 경기의 탁월성만 강조하여, 숨어 있는 인간적 매력(아마추
어리즘)은 살펴보지 못하고 있다. ‘연봉이 얼마인가?’와 ‘몇 승을 하였는
지?’는 과거 스포츠맨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얼마나 재미가
있었는가?’ 혹은 ‘누가 멋진 경기를 하였는가?’가 더 매력적인 ‘스포츠
활동’이었다.
이 연구는 古典古代에 人本主義를 주장했던 공자, 즉 論語를 통해
오늘날 체육계에 있어서 아마추어리즘의 재생산과 인간주의 스포츠
(sports humanism)을 再考하는 각성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이 논문은 2015년 5월 2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5년 5월 26일부터 6월 9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5년 6월 9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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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Dao(道) of Physical Education
Reflected in the Analects of Confucius
Joo, Dong-jin
Korean society has been greatly influenced by western
materialistic culture (scientism) since the beginning of the
twentieth century, which has caused various problems including
the loss of humanism due to the lack of solid philosophical ideas.
This study investigated side effects from science-centered
progress in the field of physical education and explored the balance
and harmony in science and philosophy in asian philosophical ideas.
Various problems in the modern physical education were
addressed in the literature review of this study. Physical education
philosophy responding to these problems was conceptualized
based on the Analects of Confucius regarded as the book
presenting the most authoritative asian philosophical ideas. In
other words, asian humanism in sports and physical education
(Dao) was conceptualized based on the Analects of Confucius.
Conceptualizing Dao in physical education (humanism and ethics in
sports and physical education) based on the teachings of Confucius,
the great asian thinker presented in the Analects of Confucius is
essential to establish the identity of asian physical education
culture.

Key words : the Analects of Confucius, Confucius, Dao(道), Physical
Education, hum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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