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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신체는 어떻게 이해되어 왔는가? 한 시대
의 신체에 대한 관심은 신체에 대해서 적극
적인 가치를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전제
로써 신체의 가치를 어떻게 보는가, 즉, 어떠
한 신체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함으로써
알 수 있을 것이다. 참다운 신체활동은 인간
의 신체를 매개로 하여 행해지는 인간형성에
목적을 두고, 이 인간 형성은 인간을 인간답
게 하며, 보다 높은 인간정신의 진보를 나타
내어 개인의 정신력이나 민족혼을 형성시키
기도 한다. 이러한 신체활동을 통한 인간정신
의 진보를 이르게 하는 하나의 모형을 체육
사상적 고찰을 통해 살펴보면 우리의 화랑도
(花郞道)가 여기에 해당된다(이동건, 황정현,
2005). 특히 사상적으로 삼국통일의 역사적
배경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화랑도는 오늘날
한국인의 의식 저변에 깔려 있는 민족성을
이해하는 대표적 가치관이다. 화랑도는 신라
의 청소년들이 무리를 지어 명산대천을 순례
하면서 지․덕․체의 수련을 통해서 국가의
필요로 하는 유능한 인재로 등용되었고 나라
를 위해 헌신한 단체이다.
화랑도는 신라의 삼국통일에 기여한 바와
국난 속에서 나라를 구하고 신라사의 전개에
끼친 영향이 확실히 큰 것이었다. 이 화랑정신
과 그들의 신체활동을 통한 심신의 단련은 삼
국통일이라는 위대한 과업달성의 밑바탕이 되
었고, 이것은 신체활동을 중시함으로써 국민의
일체감과 강력한 체력을 도출해 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 단체가 그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적 상황과 국가적 정책
이 서로 잘 부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
점에서 볼 때, 화랑도의 신체관과 신체활동은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였을 것이다. 체
육사상사적 측면에서 한민족의 정신적 초석을
놓은 것은 신라의 화랑이다. 화랑이 창설될 당
시의 신라는 강력한 고구려와 백제의 침략을
자주 받아 열세를 면치 못했지만 한민족의 혼
을 간직한 정신적으로 무장된 나라였다. 그리
고 그 중심에는 신체활동과 정신이 어우러져
형성된 신체관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삼국사기’, ‘삼국유
사’, ‘화랑세기’ 등의 문헌자료와 기타 자료를
통해 화랑도의 신체관과 신체활동에 대해서
고찰하고 시대적인 변화와 함께 교육에도 많
은 변화가 있는 오늘날에 신체활동을 통한
시대적 정신을 찾아보고자 하는 데 있다.

Ⅱ. 화랑도의 신체관
화랑도의 신체관을 고찰함에 있어서 신체
관이란 인간의 신체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이다. 인간의 신체가 정신인가, 물질일 것
인가 하는 사고는 근대 체육 성립 이전부터
존재하여 왔다. 신체와 정신과의 관계는 고래
(古來)로부터 여러 가지로 논의되어져 왔고
특히 철학자들 간에 크게 관심을 가지는 난
제로써 철학 상의 근본적인 명제이기도 하다.
물질을 앞세운 유물론(Materialism)은 고대

* 이 논문은 부산교육대학교 2005년도 교과교육 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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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철학자 탈레스로부터 스토아학파를
거쳐 마르크스로 이어지는 사상으로 이들의
신체관은 정신을 육체의 일부인 물질의 소산
으로 본다. 정신을 육체에 앞세우는 유심론
(Idealism)은 플라톤이 주장하여 근대의 헤겔
이나 쇼펜하우어, 베르그송에 이어지며 육체
를 정신에 종속된 것으로 생각하고 주종의
관계로 보는 사상이며, 정신과 육체는 별개의
것으로 주장하는 심신이원론(Dualism)은 기
독교적 금욕사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동양의
불교적, 금욕적 사상에서도 나타난다. 또한,
마음의 움직임과 몸의 움직임이 한치의 오차
도 없이 일치되어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심신일여(心身一如)는 동
양 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신체와 정신의
이원적 긴장관계가 소멸되고 새로운 전망이
보이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간의 신체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참고로 하여 화랑도의 신
체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신체활동을 통한 도(道)를 체험한 화랑들은
그들의 몸에 체득한 화랑도의 관념 속에 내
재된 가치 개념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을 통
해 품격 있는 삶을 살았으니 그것이 바로 화
랑도의 신체관이다. 화랑도의 신체관을 신라
문화의 특징적인 면과 화랑제도의 운용적인
면을 관련지어 살펴보면 「삼국사기」신라
본기 진흥왕조에 초기 단장을 원화(源花)라
하여 아름다운 여성을 선발하였다(김대문, 이
종욱 역, 1999). 그 후 원화제도가 폐지되고
귀족의 자제 중에 아름다운 자를 택하여 분
을 발라 화장시키고 이름을 화랑이라 불러
나라 사람들이 모두 떠받들어 섬겼다. 「삼국
유사」미륵선화(彌勒仙花)조에는 화랑의 자격
을 “양가남자(良家男子), 유덕행자(有德行者)”
로써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화랑이 갖추어야
할 자격을 미와 덕으로 표현하였는데 미모(신
체미)만으로도 아니 되고 덕행(정신미)만으로
도 아니 되는 미모와 덕행이 조화된 사람이
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었다(유영철, 1995).
따라서 「삼국사기」에서는 “미”를 「삼국
유사」에서는 “덕”을 내세운 것은 신라 사람

들의 신체관인 심신일원론적 사상의 표현일
것으로 생각된다. 신체와 정신은 하나의 실체
가 안과 밖이 되어 어느 한 쪽이 나타나면
다른 한 쪽은 반드시 함께 하는 심신병행설
(竝行設) 사상이다. 이러한 사상은 화랑도의
단장을 선발하는 제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신라의 청소년 화랑 낭도들이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이것이 덕을 기르는 일이다.”라는
말을 바꾸어 말하면 “덕을 기르고 쌓으면 그
것이 바로 외모를 아름답게 하는 길이다.”라
는 의미이며 이는 유가(儒家)의 내실을 위한
형식을 중요하게 보는 경향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신체의 훈련을 통해서 체력을 기르고,
덕행을 쌓고 정신을 수양하는 화랑은 지․
덕․체의 조화적 발달을 통한 전인교육을 지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화랑도의 교
육과 훈련 중 유오산수(遊娛山水), 가무(歌
舞), 무술(武術) 등의 수행과정이 나라에서 필
요로 하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등용하기
위한 제도로서 오늘날의 교육이념과 맥을 같
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화랑의 교육은 이러한 신체관을 바탕으로
화랑의 신체활동은 인간의 신체를 매개로 하
여 행해지는 인간 형성에 그 목적을 두고, 이
인간 형성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며 보다 높
은 인간정신의 진보를 나타내어 개인의 정신
력이나 민족혼을 형성시키는 계기를 마련하
였다. 이러한 신체 사상을 바탕으로 화랑들은
화랑도를 체득하기 위하여 부단한 신체수련
을 행했는데, 이는 한시대의 지도자로서의 위
엄과 인격도야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행동이
라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신체수련의 목표는 심신수련과
무술연마에 있었는데, 먼저 정신수련은 신체
활동이 인간 정신에 강한 영향력 행사로 인
해 형성되는 용기라는 정신력을 형성시키는
데 있으며, 신체수련은 신체의 장대함과 수렴
함을 목표로 하고, 무술연마는 고도성과 숙련
성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 목표를 수단으로
하여 신체수련을 통해 도를 행한 화랑들은
그들의 신체에서 체득한 화랑도를 관념 속에

김상용

내재된 가치개념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
얻어진 가치개념으로 인식하였다.
「삼국사기」진흥왕 37년조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유오산수(遊娛山水), 무원
부지(無遠不至)” 화랑은 전국 명산대천을 거
리에 관계없이 두루 찾아다니며 즐겼다고 한
다. 여기서 화랑이 전국의 명산대천을 유람한
것은 단순히 놀기 위함보다는 한 시대적 사
명을 몸에 지닌 지도자로서의 심신연마를 위
한 것이었다(김부식, 이강래 역, 2001). 인자
는 산을 찾고 지혜자는 강을 찾는다고 했다.
화랑은 빼어난 산하에서 자강불식(自强不息)
하며 심신의 수련에 들어가 산 정상에서 산
하를 바라보며 일망무제(一望無際)(정비석,
1978)한 가운데 호연지기(浩然之氣)의 기운을
터득하며 굽이굽이 흘러내리는 큰 강과 광대
한 바다를 통하여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수
용하는 광대무변(廣大無邊)의 포용정신을 신
체를 통하여 얻었으리라 생각된다.
한편, 화랑의 유오산수는 오늘날 각 팀의 ‘전
지훈련’에 해당되는 말로 의미심장한 내용을
담고 있다. 화랑은 이 같은 팀의 전지훈련적
성격을 띤 명산대천의 유오를 통하여 신체수련
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들은 한시대의 삶을
살면서 명산의 정기를 받으며 신체활동을 통한
심신연마로 하늘과 땅 사이에 넘치게 가득 찬
넓고도 큰 원리 즉, 호연지기를 몸에 체득할
수 있는 마음을 대천을 통하여 광대무변의 넓
은 마음으로 연마하였다(이동건, 황정현, 2005).
이러한 신체수련을 중심으로 한 인간형성에 방
향을 두었으니 이것이 바로 화랑도의 신체관이다.

Ⅲ. 화랑도의 신체활동
화랑도들이 아름다운 신체미를 바탕으로
실시한 신체활동은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
하기 위한 시대적, 정치적 시기이다. 국가의
요구내지 시대적 요구는 강력한 군인양성이
라는 고대국가가 갖는 보편적 특수성으로 이
같은 국가적, 시대적 요구가 무사들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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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투능력 향상을 위한 무예중심의 신체활
동과 스포츠적 신체활동, 레크리에이션적 활
동 등으로 실시되었다.
이러한 신체활동은 「삼국사기」와 「삼국
유사」에서 잘 나타나는데 화랑도들이 실시
한 신체활동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1. 무예중심의 신체활동
무예중심의 신체활동으로는 궁술(弓術), 마술(馬
術), 기마(騎馬), 검술(劍術), 창술(槍術) 등이 있다.
진흥왕 당시의 삼국은 전제왕권을 중심으
로 결속된 고대국가이며 영토확장의 욕망으
로 끊임없는 전쟁시대였다(김진범, 2000).
삼국은 내부적으로는 호국적인 국민정신
무장과 강화된 무사훈련을 실시하고 국가 정
치체제는 군사훈련 중심으로 편제되고 외부
적으로는 국토방위와 통일을 목표로 국력을
기울일 때였다. 화랑도들은 유오산수하면서
무예중심의 신체활동인 궁술, 마술, 기마, 검
술, 창술 등을 수련하였다. 이것들은 다음과
같은 기사(記事) 등으로 보아 알 수 있다.
「삼국사기」관창조(官昌條)에 보면
관창은 소년으로 화랑이 되었는데 … 말을 타고 창
을 휘둘렀다.
나이는 16살, 기마만궁(騎馬彎弓)에 능하다.

이는 화랑의 신체활동 중 궁술과 기마에
대한 기록으로 당시 화랑도의 훈련과정에 말
타기(騎馬術)와 활쏘기(弓術)를 하나로 묶은
기사술(騎射術)이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졌음
을 짐작케 한다.
「삼국사기」진흥왕조(眞興王條)에 보면
사다함(斯多含)이 처음으로 전쟁에 참가할 때의 과정
을 보면, 임금이 나이가 어리다고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무 간곡하게 수차에 걸쳐 참전할 것을 상
소함으로 그 뜻을 가상히 여겨 허락하게 되고 귀당
비장(貴幢裨將)의 계급으로 전투에 나갔을 때 그를
따르는 낭도(郎徒)가 천여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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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화랑은 무사
로서의 훈련은 이미 정규군과 대등한 내용이
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삼국사기」실성이사금조(實聖尼師今條)에 보면
왕이 친히 혈성원(穴城原)에서 군사들을 열병하고 또
금성 남문에 나아가서 군사들이 활 쏘는 모습을 보
았다.

이는 고대로부터 중요한 무기의 하나인 활
은 수렵이나 전쟁에서 주력 무기로 사용되었
고 활쏘기 훈련이 화랑전사의 중요한 신체활
동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삼국사기」문무왕 상조(文武王 上條)에 보면
이 때 왕은 목장을 무려 174곳이나 나누어 주었는데
소내(所內)의 말 거두는 곳 안에 22소, 관청에 10소
를 속하게 하고 태대각간(太大角干) 김유신에게 6소,
태각간(太角干) 김인문에게 5소, 각간(角干) 7명에게
각각 3소, 이창(伊滄) 5명에게 각 2소 … 적당하게
나누어 주었다.

위의 기록으로 볼 때 기마의 상황과 화랑의
신체활동 속에 말타기가 중요한 과목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전투에서 말을 타고 싸울 때 칼
과 창, 그리고 말 다루는 기술이 요구되었을
것이다. 화랑이 싸움에 나가면 물러서지 않는
다는 화랑정신에서 보면 필사적인 신체활동이
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화랑들의 무예중심의 신체활동의 목표
는 무기연마에 있었는데 신체활동이 인간정신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임전무퇴(臨戰無退)
의 정신력을 형성시켰다(고기채, 이재구, 2000).
또한 무예중심의 신체활동은 고도성과 숙련성
을 목표로 하여 이를 매개로 하여 새로운 인간형
성에 그 방향성을 두었으니 그것이 화랑의 신체활
동 사상이라 볼 수 있다.

2. 스포츠적 신체활동
스포츠적 신체활동으로는 축국(蹴鞠), 수박
(手搏), 석전(石戰), 수렵(狩獵) 등이 있다.

1)축국
「삼국유사」태종춘추공조(太宗春秋公條)에 보면
김유신은 정월오기일(午忌日)에 춘추공과 함께 자기
집 앞에서 축국을 하다가 일부러 춘추공의 옷끈을
밟아 그의 소매를 찢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동국세시기」에는
연소(年少)한 장정이 축국놀이를 한다. 그 축국은 큰
탄환과 같은데 위에는 꿩의 깃을 꽂았다. 두 사람이
서로 마주서서 다리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계속 차
서 떨어지지 아니함을 좋은 기술로 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축국은 일설에서 제기
한 ‘제기차기’와는 다르며 오늘날의 축구와
같은 스포츠로 생각된다. 김유신과 김춘추가
축국을 하다가 김춘추의 옷깃이 찢어졌다는
것으로 보아 축국이 단순한 ‘제기차기’정도라
면 옷깃이 찢어졌을 리가 없다. 당시의 축국
이 공을 차고 뺏고 하는 오늘날의 축구와 같
은 격렬한 신체활동이었음을 말해 준다. 그러
면 축국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을까?
당나라에서는 예전의 축국놀이를 변경하여
축구(蹴毬)로 삼았다. 그 방법은 높이가 두어
길이나 되는 두 개의 긴 대(竹)를 세우고, 그
위에 망을 치고 공을 판단한다. 선수는 좌우
두 패로 나누어 승부의 경쟁을 본다(나현성,
1978).라고 한 것을 보면 축국은 심판이 참석
한 가운데 편을 나누고 정해진 규칙대로 대
항전 형식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2)수박
수박 또는 택견이라 부르던 태권이 신라로
넘어오면서 손기술과 발기술이 분화되어 발전
된 것으로 추측된다. 수박이란 손기술의 명칭
으로 상류층에 치중된 기술이고 평민들은 몸
이외에는 다른 무기가 없으므로 위력이 강한
발을 중심으로 발전시켰으니 이는 대련(代鍊)
이란 말이 이두에서 비롯되었다 함과 후일 이
말이 택견이란 한자로 표기되었음을 봐도 짐
작할 수 있다. 신라시대의 무예의 발달은 불
교의 호국사상에 힘입은 바가 크다. 따라서

김상용

화랑들의 무술 역시 호국무술이었고 불교도
호국사상의 정신적 역할을 담당하였던 관계로
호국을 담당하는 무인들의 풍모나 기질이 불
교와 영합하면서 그들의 맨손 무예인 택견 인
왕상이나 금강 역사상 같은 무예적인 기능과
관련된 불교 조각이 등장하게 되었다.
3)씨름(角抵)
씨름은 두 사람이 각기 띠를 두르고 이를
서로 잡고 힘을 겨루며 기술을 사용하여 상
대방을 넘어뜨리는 것으로 승부를 결정한다.
신라시대에 무기를 들지 않은 호신술이 있었
는데 각저와 수박이며 개인 경기적인 체육활
동으로 행실을 갖추어 나갔다(이재구, 2001).
신채호(1977)는 조선상고사(朝鮮上古史)에서
선배를 신수도 단전(壇前)의 경기회(競技會)에서 뽑
아 학문(學問)을 힘쓰며 수박(手搏), 격검(擊劍), 기마
(騎馬), 덕견이, 깨끔질, 씨름 등 각종 기예(技藝)를
하여 원근산천(遠近山川)에서 탐험(探險)하며, 시가
(詩歌)와 음악(音樂)을 익히며...

라고 하는 기록으로 보아 씨름은 고구려, 백
제뿐만 아니라 신라의 풍속이 백제와 같다는
사실을 비추어 보면 신라에서도 화랑들이 신체
활동으로 씨름이 행해졌다고 추정할 수 있다.

3. Recreation적 신체활동
화랑들이 실시한 신체활동 중 Recreation적
활동은 가무(歌舞), 수렵(狩獵), 석전(石戰),
연날리기 등이 있다.
1)가무(歌舞)
화랑도의 수련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노
래와 춤이었다(김원중 역. 2003). 가무는 전장
에서의 전승을 기원하고 전사들의 사기를 진
작하며 전승을 축하하는 유희적 활동이었다.
「동국여지승람」 화랑의 가무에 관한 기록을 보면
무검의 희(戱), 황창랑은 신라인이다. 언전에는 황창
랑이 백제에 들어가 시중에서 검무를 추었다. 관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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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처럼 모였으므로 백제왕이 이것을 듣고 보려하여
당에 올라와 검무를 하도록 명하였다. 창랑이 그 기
회를 보아 왕을 찔렀으므로 국인(國人)이 창랑을 죽
였다. 신라인은 이를 슬퍼하여 그 후 가면을 쓰는 검
무를 만들었다. 이것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기록으로 볼 때 화랑에 있어서 가
무는 제의의 사이에 무기를 들고 춤을 추었을
것으로 보이며 화랑 등의 무용(武勇)을 주제로
한 전투무(戰鬪舞)로 행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2)수렵(狩獵)
화랑들이 활동하던 당시의 사회는 전쟁에서
이기면 지배자로 군림하지만 패배하면 노예로
전락하였다. 따라서 효율적인 무예단련방법이
필요했고 그에 가장 적합한 신체활동이 수렵
이었다(김부식, 김중권 역, 1972). 신라에서 수
렵의 모습을 말해주는 증거로는「삼국사기」
유리 이사금 19년 8월조에 헌강왕이 혈성원에
서 수렵을 하였다는 기록과 1934년 경주시에
서 발견된 수렵문전이 있어 당시의 사냥모습
을 밝혀 주고 있다. 「삼국사기」열전의 김후
직조(金后稷條)에는 진평왕이 수렵의 즐거움에
빠져 정사를 태만히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삼국유사」이혜동진조(二蕙同塵條)에
수렵에 관한 기록을 보면

나오는

승려 혜숙은 화랑 호세랑의 낭도였으나 호세랑이 화
랑을 그만두었으므로 혜숙도 적선촌에 은거하여 20
년이 지났다. 그때 국선 구참공이 일찍이 교외에 나
가 사냥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혜숙이 길가에 나
가 말고삐를 잡으며 “소승도 따라가고 싶은데 괜찮
겠습니까?”라고 하니 구참공이 허락하자 혜숙은 이
리저리 내 달리며 옷을 벗어 젖히고 앞을 다투었으
므로 화랑은 크게 즐거워 하였다.

이와 같은 기록을 종합해 보면 화랑들의 신체
활동 속에 수렵을 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석전(石戰)
석전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동물에 비해 인간은 추적하는 능력이 약
하고 기구를 사용하여 이를 대신한 것이 돌팔매
질이며 이러한 행위가 발전하여 석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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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사기」남해차차웅11연조(南解次次雄11年條)의
석전에 관한 기록을 보면

Ⅳ. 결 론

11년 왜인들이 병선 100척을 이끌고 해변에 침입하
여 민가를 약탈하므로 왕은 6부의 군사로 이를 막았
다. …(중략)
밤에 유성이 적의 진영에 떨어지자 적병이 두려워하
며 퇴각하다가 알천가에 주둔하면서 돌무더기 20개
를 쌓아놓고 도망하였다. 이때 6부의 군사 1000명은
적을 추격하여 토함산 동쪽 알천에 이르렀으나 돌무
더기를 보고 아직 적들이 무리를 지어 진을 치고 있
는 것으로 알고 추격하지 않았다.

신라 화랑도의 신체관과 신체활동이 무엇
이었는지 에 대하여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화랑도의 신체관은 신라문화의 특징
적인 면으로서 신체관은 화랑이 갖추어야 할
자격을 미와 덕으로 표현하였는데 미모(신체
미)만으로도 아니 되고 덕행(정신미)만으로도
아니 되는 미모와 덕행이 조화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것은 아름다운 신
체와 아름다운 마음의 조화를 추구하는 심신
일원론적 신체관을 나타내고 있다. 화랑제도
의 운용적인 면으로서 신체관은 신체의 훈련
을 통해서 체력을 기르고, 덕행을 쌓고 정신
을 수양하고 지․덕․체의 조화적 발달을 통
한 전인교육을 지향하였다. 이는 신체수련을
중심으로 한 인간형성에 방향을 두었다는 것
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화랑도의 신체활동은 고대국가에서
무사들의 연무(鍊武)수단이 됨은 물론 때로는
무사들의 스포츠로 때로는 여가를 즐기는 레
크리에이션적 성격을 띠고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는 정복적, 군사적 성질이 명확
하여 대내외의 전쟁에 응할 수 있는 힘이 강
하고 용엄한 무사의 야성이 요구되었다. 이러
한 가운데 화랑도의 신체활동은 무예중심의
신체활동으로 궁술(弓術), 마술(馬術), 기마(騎
馬), 검술(劍術), 창술(槍術) 등이 있고, 스포츠
적 신체활동으로 축국(蹴鞠), 수박(手搏), 씨름
(角抵) 등이 있으며, Recreation적 활동으로 가
무(歌舞), 수렵(狩獵), 석전(石戰), 연날리기(風
鳶)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이 화랑도의 신체관과 신체활동
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필요한 지도적 인물로
현명한 재상과 충신, 그리고 훌륭한 장군과
용맹스러운 병사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었
으며 이러한 교육목적은 부족국가 형태의 삼
국경쟁체제에서 민족단위의 통일국가체제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시대적 요구였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신라의

위의 기록으로 보아 이때 이미 석전이 있
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삼국사기」직관무관조(職官武官條)에 보면
문무왕 때 4설당(四設幢)을 설치하였는데 첫째는 노
당(弩幢), 둘째는 운제당(雲梯幢),셋째는 충당(衝幢),
넷째는 석투당(石投幢)이라 하였으며 그 직위는 무령
이라 하였다. 신라에서는 일찍부터 석투당이라는 석전
부대를 편성하여 전투기능의 일부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기록을 종합해 보면 신라의 석
전은 이미 1세기 초부터 존재하고 있었으며
군대에 편성될 만큼 중시된 것으로 보아 화
랑들에게도 놀이적 요소와 함께 무예적 활동
으로 시행된 것으로 본다.
4)연날리기(風鳶)
연날리기는 정초에 실시하는 민속놀이로
세계 어느 곳에서나 즐기며 지연, 풍연, 풍비
연이라고 부른다.
연날리기의 기록을 「삼국사기」 김유신조에 보면
대신 비담, 염종이 군사를 일으켜 반란하매 김유신이
허수아비를 만들어 불씨를 넣고 풍연에 실어 월성에
떨어진 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연출하여
비담과 염종을 퇴치하였다.

이와 같은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화랑
도 사이에서 연을 날리며 심신을 달래고 놀
이의 즐거움을 얻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김상용

화랑도 교육은 삼국통일 과업에 필요한 인재
를 양성하는데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신라의
화랑도에서 추구하였던 지적, 정서적 도야와
신체적인 연마, 수련은 지덕체를 겸비한 조화
로운 인간상을 구현하는 오늘날 체육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의미로써 되새겨
볼만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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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Physical View and Physical Activities in Hwarangdo
Kim, Sang-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hysical view and physical activities in
hwarangdo.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Surveyed the status quo of korean
scholar`s studies on the hwarangdo. Inquiring into what were the physical view in
hwarangdo and what were the physical activities in hwarangdo. The conclusions were
drawn as follows.
First, The hwarangdo pursues the item of the integrity, the purity and the honesty.
Physical view for the hwarangdo manifests the unity of the body and the mind. In other
words, the hwarangdo had the physical thoughts of mind and body monism that required
beauty and goodness.
Second, Physical activities in hwarangdo consisting of singing, dancing, games, recreation,
and sports. Relies on singing, dancing, pilgrimage, martial arts and hunting for the
formulation of a strong and beautiful unity of the body and mind.
The hwarang was supposed to be a youth of perfect health and undaunted courage and
one boldly stood up to an injustice. The ideal of the hwarangdo sought was to become a
balanced personality with sufficient intellectual and emotional cultivation as well as being a
master of martial arts by constantly practicing physical training.
For the emergence time, the hwarang accomplished the military acts consisting the
young-warrior and gave the motivating force to the unification of the Sill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