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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2015년 12월 1일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에 체결된 ‘후원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
(카테고리 2)에 관한 협정’을 기반으로 올해 2017년도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가 대한민국 충청북도
충주시에 공식 설립되었습니다.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는 유네스코 인문사회과학부 카테고리 2기관으로, 무예를 청소년을 위한 교육적
도구로 활용하여 무예가 지니고 있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경, 자기규율, 페어플레이, 회복 탄력성, 문화적
다양성을 위한 존중등의 가치를 토대로 평화와 비폭력 문화의 형성, 청소년과 여성의 사회참여와 발달
촉진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이러한 센터의 비전과 목표 아래, 올해 개시된 ‘제1회 젊은 전문가 무예연구사업(Martial Arts Research
Initiative for Experts)’은 무예를 오랜기간 연마해 온 세계 무예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직접 경험한
무예의 긍정적 가치를 가시화하여 타인과 공유하고, 프로그램 기간 동안 다양한 무예 체험과 스포츠·무예
이론수업을 통해 무예의 발전과 보존 방안을 연구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ICM의 공식 설립과 함께, 처음 시행된 사업인 ‘제1회 젊은 전문가 무예연구사업’은 실제 추진과정에서
선발대상, 연구 결과물에 있어 기존에 계획했던 전문적 ‘연구 사업’과는 다소 다른 방향으로 추진이 되었으나
이번사업은 향후 다음 세대에 무예를 전파하고 보존해나갈 전문 무예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무예연구
기회와 의욕을 장려하고 서로간의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이 프로그램은 무예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사업으로서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며, 다양한 나라의
무예가 지닌 가치들을 찾고 그 가치들이 청소년, 여성 더 나아가 전 인류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 도구가 되도록
ICM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17년 12월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사무총장

김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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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젊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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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목표

Ⅰ-1
사업 개요
●사업명
- 국 문 : 젊은 전문가 무예연구사업
- 영 문 : Martial Arts Research Initiative for Experts (MARIE)
● 사업기간 : 2017. 9. 1. ~ 11. 27.
- 주요 프로그램 : 역량강화를 위한 무예·스포츠 이론교육, 택견 수업
- 결 과 물 : 참가자 제출 레포트 및 개별 발표자료
- 참가자 선정기준
영어 구사능력 상
청소년 및 여성대상 무예 교수경험 보유
무예 및 스포츠 관련 학위보유 및 유관기관 종사자
센터 해외이사,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및 기타 검증기관 추천자

사업 목표
● 다양한 무예 및 스포츠 교육프로그램 및 체험을 통한 무예의 긍정적 가치 가시화
● 청소년, 여성대상 교수경험이 있는 무예인들을 대상으로 무예 보존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기회 마련
● 무예기관 및 무예인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 젊은 연구원의 무예 연구 장려 (협약서 제6조 1항)

※ 유네스코 후원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카테고리 2)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간의 협약서 _ 제6조 1항
1. 연구 및 지식공유 분야에서 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다음 사항에 대한 연구 및 지식공유를 촉진한다.
(1) 평화와 화해의 문화를 공고히 하기 위한 무예의 역할
(2) 지역 내와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젊은 남녀의 무예에 관한 인식,
수용과 건강·사회적 영향에 대한 비교 분석
나. 젊은 연구원의 무예 연구를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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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전문가 무예연구사업 일정표 (17. 9. 1. ~ 11. 27.) ]
일정표
젊 은 전 문 가 무 예 연 구 사 업 (M A R IE)
2017

일

월

화

수

목

금
1

토

첫째 날

2

오리엔테이션
(Introduction)
4

3

5

6

역량강화를 위한

(실기 / 이론)

(세계무술아카데미)

11

10

9월

12
(실기 / 이론)

19
(실기 / 이론)

26
택견

(실기 / 이론)

충 주

9

★개별 연구주제
선정완료
15

16

22

23

택견

무예·스포츠 이론교육

(실기 / 이론)

(세계무술아카데미)

21
택견

무예·스포츠 이론교육

(실기 / 이론)

(세계무술아카데미)

27

세계무술축제
경험

14

역량강화를 위한

택견

(세계무술아카데미)

25

24

(실기 / 이론)

(세계무술아카데미)

20

역량강화를 위한
무예·스포츠 이론교육

무예·스포츠 이론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택견

(세계무술아카데미)

18

17

택견

13

역량강화를 위한
무예·스포츠 이론교육

8

역량강화를 위한

택견

무예·스포츠 이론교육

7

28

충주 세계무술축제
29

30

택견

세계무술축제 경험

(실기 / 이론)

세 계 무 술 축 제

일정표
젊 은 전 문 가 무 예 연 구 사 업 (M A R IE)
2017

일

월
2

1

역량강화를 위한

화

수

목

금

3

4

5

6

개천절

추석

추석

추석

10

11

토
7

무예·스포츠 이론교육
(세계무술아카데미)

9

8

한글날

공

(실기 / 이론)

16

17

22

23

24

일

12
역량강화를 위한

택견

15

휴

14

20

21

27

28

(실기 / 이론)

(세계무술아카데미)

18

13
택견

무예·스포츠 이론교육

19

10월
무주 태권도원
역량강화를 위한

26
역량강화를 위한

(실기 / 이론)

(세계무술아카데미)

30

29

25
택견

무예·스포츠 이론교육

택견

무예·스포츠 이론교육

(실기 / 이론)

(세계무술아카데미)

31
역량강화를 위한

택견

무예·스포츠 이론교육

(실기 / 이론)

(세계무술아카데미)

일정표
젊 은 전 문 가 무 예 연 구 사 업 (M A R IE)
2017

일

월

화

수
1

목
2

역량강화를 위한

(실기 / 이론)

(세계무술아카데미)
6

7

8

9

10

택견

13

14
역량강화를 위한

11월

15

택견

무예·스포츠 이론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실기 / 이론)

(세계무술아카데미)
19

20

21

26 (87일차)

27 (88일차)

28

16

23

24 (85일차)

25 (86일차)

출국

문화탐방

출국

18

(실기 / 이론)

(세계무술아카데미)

29

(실기 / 이론)
17

택견

무예·스포츠 이론교육
22

11

택견

(실기 / 이론)

문화체험
12

토
4

택견

무예·스포츠 이론교육
5

금
3

출국

30

출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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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소개

Ⅰ-2

참가자들은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해외이사 및 해외이사 소속 국가 유네스코 국가위원회(중국,
프랑스, 케냐, 스페인,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센터와 관계를 맺고 있는 유관기관의 추천을 통해 케냐
1명, 스페인 2명, 우즈베키스탄 2명으로 총5명을 선정하였습니다.

국 적
이 름
추천인
직 업
국 적
이 름
추천인
직 업

국 적
이 름
추천인
직 업

케냐 (나이로비)
Evans Omweri Oruru
케냐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사무총장 Evangeline Njoka
아프리카 KENPO 연맹 회장 James Ware
- 아프리카 Kenpo 연맹 회계담당
- 국가 스포츠 행사 심판장

스페인 (마드리드)
Matias Gomez Garcia
Jesus Mardaras Arrue
스페인 최고위원회(CSD) 부국장/ 국제무예센터 해외이사
가라테 프로선수, 스페인 국가 가라테 팀 소속 (상급),
CSD (스페인 최고 스포츠 위원회)
국 적
이 름

스페인 (발렌시아)
Carlos Lisart Avino

추천인

발렌시아 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Professor Carratala

직 업

발렌시아 대학교 유도 강사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Amir Sadulloev
-우즈베키스탄 문화체육부 국제협력 국장 Olimjon
Makhmudov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해외이사)
-우즈베키스탄 한국씨름협회 회장 Professor Lev Yagay
우즈베키스탄 단독 무예 고등학교 강사
국 적
이 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Jamil Yusupov

추천인

우즈벡 장사나티 연맹 회장 Pulat Usmanov

직 업

우즈벡 장사나티 연맹 어린이 및 청소년 팀 헤드코치, Samarkand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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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동내역

Ⅰ-3
3-1. 역량강화를 위한 무예·스포츠 이론교육

센터가 자리 잡고 있는 충주시에 위치한 국립대학인‘한국교통대학교 세계무술아카데미(WoMAA)’
와의 협력을 통해, 무예 및 스포츠 분야의 교수/강사를 초청하여 총 54시간으로 구성된 다채로운
주제의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국제 무예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9월~11월)

이론교육
참가자들의 무예 및 스포츠 분야 이론 역량강화
를 위해 일주일에 2일, 하루 평균 4시간, 총 54시
간으로 구성된 무예·스포츠 이론교육 수업을 실시
하였습니다.
수업 2일차에는, 연구보고서 및 논문 작성법 강
의를 통해 3개월간의 체류기간 동안 참가자들이 개
별적으로 작성할 레포트 주제와 초안을 결정하였습
니다.
특히 여러 강의들 중 ‘무예와 지역사회와의 관계
연구’, ‘무예를 통한 지속가능한 스포츠 이벤트 개
발’, ‘무예 도장의 인력 및 조직 관리’등 실질적인 주
제의 강의들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모든 참가자들이 자국의 스포츠 및
무예,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무예현황 등을 주제로
개별 발표시간을 가졌습니다. 발표를 통해 상이한
문화와 배경을 지닌 참가자들이 서로의 문화, 무예,
스포츠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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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발표
발표자

주제

요약내용

Evans
Omweri
Oruru

케냐 무예현황
Martial Arts Status in
Kenya

케냐 무예현황을 주제로 무예의 정의, 무예의 필요성과 함
께 케냐 현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무예종목소개(태권도,
유도등). 케냐는 전반적으로 전통무예를 비롯한 무예의 보
급과 보존이 부족한 상태로 무예 활성화를 위해 무예 지도
자 양성, 시설 증대, 교육정책 개발 등 정부차원에서의 정
책 변화가 필요.

Carlos
Lisart
Aviño

무예의 세계
A world of Martial Arts

유럽 스페인에 유도, 태권도와 같은 아시아 기반의 무예가
들어온 역사적 배경설명과 함께, 스페인 전통무예 루차
레오네사 소개.

Matías
Gómez
García

스페인 여성과 스포츠
(여성의 무예참여)
Women and Sport in
Spain (The inclusion of
women in Martial Arts”)

Amir
Sadulloev

우즈베키스탄 무예
Martial Arts in
Uzbekistan

우즈베키스탄 무예인 쿠라쉬, 투론, 우즈벡 장사나티에
대한 소개와 함께, 자국의 심각한 청소년 문제 중 하나인
폭력성을 해결하기 위한 무예 학습의 필요성설명.

우즈벡 장사나티
Uzbek Jang Sanati

자신이 연마하고 있는 무예 ‘우즈벡 장사나티’에 대한
소개. 2009년에 창시된 현대 무예인 우즈벡 장사나티가
타 무예와 비교하여 갖고 있는 차이점, 발전현황 등에 대해
설명.

Jamil
Yusupov

스페인 여성의 스포츠, 무예 참여가 남성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현황을 문제로제기(스페인 통계자료 기반). 이에
대한 스페인 정부 주도의 여성대상 무예 프로그램(유도,
카라테, 태권도)들을 소개하고 여성의 스포츠와 무예분야
참여증대의 필요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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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강화를 위한 무예·스포츠 이론교육 사진
■참가자 수업모습 (2017. 09. 04. ~ 11. 27.(월) / 한국교통대학교)

최윤석 교수 (9. 6. _ 무예 연구 방법)

전용배 교수 (9. 13. _ 체육 행정 및 정책)

조현주 교수 (9. 18. _ 무예와 지역사회)

한준영 교수 (9. 29. _ 스포츠 정책 이해)

박성주 교수(10. 11._ 무예와 스포츠 윤리)

하제현 교수 (10. 23. _ 무예와 스포츠 행사)

최원석 교수 (10. 25. _ 무예 지도이론)

서건우 교수(9. 4. ~ 11. 27. _ 연구 레포트 정기적 지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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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발표 (2017. 11. 16.(목) / 한국교통대학교)

1) Evans (케냐무예현황)

2) Matias (스페인 여성과 스포츠)

3) Carlos (무예의 세계)

4) Amir (우즈베키스탄의 무예)

5) Jamil (우즈벡 장사나티)

■역량강화를 위한 무예·스포츠 이론교육 수료증 수여식 (2017. 11. 16.(목) / 한국교통대학교)

개별 수료증 수여(Matias)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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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택견 수업 (2017. 9. 1. ~ 11. 27.)
택견 수업을 통해 각 참가자 개인이 오랜 기간 연마해온 전공 무예와 택견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인지
하고 이를 통해 더 넓은 시각에서 무예의 본질과 가치를 드려다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택견
실기수업 외에도 택견의 201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과정, 역사 등에 관한 이론수업을 통해
무예의 보존과 계승방안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실기 및 이론
젊은 전문가 무예연구사업 주요 프로그
램의 하나로, 충주시 사단법인 택견보존
회와의 협력을 통해 택견 실기 및 이론수
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일주일에 이틀, 하루 3시간씩 총 54시
간의 교육과정을 수강하였으며, 택견의
기본동작에서부터 응용동작에 이르기까
지 심도 있는 택견 실기수업과 더불어 택
견의 역사, 교육, 의미 등에 관한 이론수업
도 병행하였습니다.
택견 실기수업을 통해 참가자들은 자신
이 오랜 기간 연마해 온 전공무예와의 공
통점 및 차이점을 비교해 볼 수 있었고, 이
를 기반으로 더 넓은 시각에서 무예를 바
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택견의 유네스코 인
류무형유산 등재과정, 역사, 교육, 발전방
향등에 관한 이론수업을 통해, 전 세계 인
류가 함께 보호해야 할 문화유산으로서
무예의 가치, 발전방향등에 대해 공부했
습니다. 더 나아가 참가자 각자 국가의 전
통무예 또한 모두가 보호해야 할 무형유산
으로서 보존, 계승, 활성화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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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견 수업 사진

1) 한·영 수업교재(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 택견 전수관 전경

3) 이론교육 및 토론 (택견 전수관)

4) 실기수업 ① (택견 전수관)

5) 실기수업 ② (택견 전수관)

6) 기타활동 (단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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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무주 태권도원 (2017. 10. 16. ~ 10. 19.)
3박 4일 과정으로 참가자들은 전라북도 무주군에 위치한 태권도원 수련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총 4
일에 걸친 이 프로그램은 태권도 실기수업을 포함, 태권도 역사 및 발전 과정에 대한 이론수업도 함께 병행
하여 구성되었습니다. 택견수업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전공무예와 상이한 무예를 체험함으로써, 무예의 다
양한 가치와 기능에 대한 넓은 시각 함양을 목표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참가자들은 무예로서
세계적인 스포츠로 거듭난 태권도의 발전 및 계승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무예의 활성화, 활용방안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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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무예 및 문화탐방 (속초 / 서울·경기지역)
한국의 무예를 비롯한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탐방기회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수도인 서울 도
심에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위치한 무예기관 방문을 통해 나름의 방식으로 전통을 계승하
고 보존하며 발전시켜 나아가고 있는 현대의 무예기관 및 전문가들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속초 마상무예 체험
고구려 시대부터 호국, 사냥, 교육등의 역할을 했
던 한국의 마상무예 체험을 위해 하루 여정으로 강원
도 속초시에 위치한 ‘속초 화랑도체험 관광단지’를
방문하였습니다.
속초 화랑도 체험 관광단지는 지난 2012년, 미국,
일본, 이란 브라질등 전 세계 6개국 약 60여명의 마
상 무예선수단이 출전한 제 8회 세계기사선수권대회
가 열린 곳으로 한국 신라시대 청소년으로 조직된 수
양단체인 ‘화랑’의 교육적 가치와 내용을 현대에 맞게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
관입니다.
말을 타며 활을 동시에 쏘는 마상무예 동작은 전문가들만이 구사할 수 있는 동작으로, 참가자들은 승마와
활쏘기를 각각 따로 체험했습니다.

황학정 국궁전시관 활 만들기 체험
학정은 1899년 고종황제의 어명으로 경희궁 회
상전 인근에 세워진 활터로 민족 전통의 활쏘기를 중
흥시키고자 세워졌습니다. 그 후 1974년 국내 유일
의 활터 문화재로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 25로 지정
되었습니다. 황학정 안에 위치한 국궁전시관은 서울
시 종로문화재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연중 전통
활 만들기 및 활쏘기 체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
가자들은 이곳에서 한국 전통 활의 발전과정과 역사
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전통활 만들기 체험에도 참여하며, 쉽게 경험할 수 없었던 활 문화를 조명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내용출처 : http://www.hwanghakje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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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예 및 문화탐방 사진(속초/서울·경기 지역)
■속초 마상무예체험 (2017. 11. 14.(화) / 속초 화랑도 체험 관광단지)

1) 활쏘기 체험

2) 말타기 체험

■서울·경기지역 무예 및 문화 탐방 (2017. 11. 20. ~ 22. / 서울·경기)

1) 국궁 전시관 감상

2) 활 만들기 체험 ①

3) 활 만들기 체험 ②

4) 활 쏘기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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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음식 만들기 체험 (한국전통식품문화관 이음)

6) 한국음식 만들기 체험 (한국전통식품문화관 이음)

7) 마상무예 공연 관람 (용인 한국민속촌)

8) 한국 전통 가옥방문 (용인 한국민속촌)

9) 경복궁 방문

10) 서울 남산타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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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활동사진

Ⅰ-4

■젊은 전문가 무예연구사업 오리엔테이션 (2017. 08. 31.(목) /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1)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소개

2) 참가자 자기소개 (아미르 사둘로에프)

3) 참가자 자기소개 (에반스 옴웨리 오루루)

4) 단체사진

■환송회 (2017. 11. 23.(목) /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1) 참가자 수료증 수여 (까를로스 리사트 아비뇨)

2) 참가자 수료증 수여 (아미르 사둘로에프)

3) 참가자 단체 사진

4) 마지막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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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참가자
연구 성과물(레포트)

전쟁은 인간의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속이다
- 유네스코 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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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

참가자 연구성과물(레포트)

약 3개월의 프로그램 기간 동안 참가자들을 개별 선정한 주제를 가지고 레포트를 작성했습니다.
레포트는 자신의 무예 경험과 무예 및 스포츠 관련 논문, 통계자료등을 기반으로 작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일주일 1회 한국교통대학교 세계무술아카데미(WoMAA) 교수님께
레포트 작성 지도를 받았으며, 교수님을 통해 주제와 관련된 논문과 문헌자료들을 수령하였습니다.

1. 집단 따돌림 : 무예를 통한 예방과 중재 _마띠아즈 고메즈 가르시아
2. 교육과정 내의 전통 무예교육 _까를로스 리사르트 아비뇨
3. 전통무예를 통해 얻는 긍 정적인 마음가짐 _에반스 옴웨리
4. 평화를 위한 무예를 통한 국제 스포츠 관계발전 _아미르 사둘로에프
5. 아동 양육, 교육 발달에 있어 무예의 역할 _쟈밀 유수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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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따돌림 : 무예를 통한 예방과 중재
- Bullying : Prevention and intervention through martial arts -

마티아스 고메즈 가르시아 (Matías Gómez García)
스페인, 마드리드
프로 가라데 선수
유럽 및 세계 대학선수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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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자 소개
우선 자기소개를 하고자 한다. 나의 이름은 마티아스 고메즈 가르시아(Matías Gómez García)이며, 스
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서 200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 카스티야 라만차(Castilla La Mancha)에서 태
어났다.
올해로 27살이고, 7살에 가라데를 수련하면서 무도의 길을 걷게 되었다. 여러 해에 걸친 수련을 통해 높은
수준에 도달했고 많은 대회에 참여했지만 한 번도 우리와 항상 함께해온 전통의 본질을 잃어버린 적은 없다.
나는 언제나 학업과 운동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며, 현재 마드리드 공과대학교에서 스포츠 과학 학위과정의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다.
대회 참가를 통한 경험에서 얻은 결과로 나는 마드리드 하이퍼포먼스센터(High Performance Center,
C.A.R. MADRID)의 장학금을 받아 운동선수로서의 전문성을 기르는 동시에 더욱 편안하게 학업에 정진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학에 다니는 동안 유도라는 새로운 무예를 알게 되었고, 지금은 검은띠인 1단에 이를 정
도로 익숙해졌다. 두 가지 무예의 조합은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을 통해 운동과 인간적 측면 모두에서 나
를 성장시켜 주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가라데를 통해 세계 여러 나라를 방문하고 대회에 참가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배운 것은 정말로 특별
한 경험이었다.
또한 가라데에서 이어진 인연으로 감사하게도 ICM의 무예 전문가 연
구사업(MARIE)을 통해 현재 한국에서 생활하는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되었
다. 택견과 같은 새로운 전통 무예에 대해 알게 되고 이를 수련하는 것, 다
양한 교수님과 연구진으로부터 배우고 지식을 서로 공유하는 것, 세계무
술축제에 참가하는 것,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한국이라는 흥미로운 나라
를 방문하는 것과 같이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통해 무술인으로서 나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행
운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무예 전문가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은 17세에 터키 이스탄

지중해게임에 참가한
마티아스 고메즈

불에서 열린 세계 가라데 챔피언십에서 학생부 우승을 차지한 2007년일
것이다. 그 결과로 나의 삶이 바뀌었다. 고향에서 취미로 가
라데를 수련하던 내가 선수가 되어 마드리드의 하이퍼포먼
스센터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선수생활을 이어가는
동시에 마드리드 공과대학에서 학업을 지속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상당한 성공을 이루어 왔다. 국내에서
는 남성부 겨루기 심판으로 활동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유럽 챔피언에 두 차례 올랐고(2012년 스페인 테네리페,
2016년 유럽 챔피언 자리에 오른 마티아스 고메즈

2016년 프랑스 몽펠리에) 세계 대학선수권에서도 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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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우승을 차지했다(2012년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2016년 포르투
갈 브라가). 또한 세계선수권 성인부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는 등(2010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10년의 선수생활 동안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 향후
나의 주된 목표는 가라데가 사상 최초로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열리게 될
2020년 도쿄올림픽 출전자격을 획득하는 것이다. 또한 대학에서 연구자
로서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며, 무예와 체육 관련 분야에서 일하면서 이를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경험하고자 한다.
선수로서 이룬 이러한 성과 덕분에 나는 스페인에서 스포츠 분야의 최고
영예인 왕실훈장 동메달을 받았다.
내가 거둔 국제적인 성공으로 인해 국내외에서 세미나에 참석하고 가라

2016년 세계 대학생 챔피언 마티아스
고메즈

데를 가르칠 수 있는 기
회를 얻었다. 현재 나는 국내외의 여러 팀과 연락을 주고받
으며 가라데의 기술적, 전술적 측면을 개선할 수 있는 훈련
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나는 끊임없이 성장하고자 하는 욕망을 지닌 역동적이고
기업가적인 사람이다. 무예와 관련된 프로젝트에서 동기를
2015년 스페인 테네리페에서 열린 세미나

얻으며,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한다.

2. 요 약
집단 따돌림 문제는 늘 있어왔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에는 그 폭력의 빈도와 정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 문
제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정서적 안정과 학업 성적에 영
향을 미치며 학생의 신체적 무결성에도 영향을 주어 목숨
2017년 엘살바도르에서 열린 세미나와 회의

을 잃는 데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목표
는 직접적인 관련자(가해자와 피해자) 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영역(교사, 또래·관찰자, 가족 등)에 영향을 주며 학
교 내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는 이 심각한 사회 문제에 대해
탐구하는 것이다.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한 이론
적 체계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집단 따돌림이 무엇이고 관
련자는 누구인지, 그로부터 비롯되는 결과는 무엇인지 정
의한다. 또한 무예 수련을 통한 집단 따돌림의 예방과 중재

2014년 스페인 말라가에서 열린 세미나

를 제안하고 평화롭고 덜 폭력적인 성품을 발달시키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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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사이의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등의 이점에 대해 살펴본다. 이러한 것들은 무예의 근간이 되는 가
치관에 의해 뒷받침된다.
키워드 집단 따돌림, 무예, 가치관, 폭력, 성격 특성

3. 서론
우리는 “종말론적” 세계에 살고 있다. 우리의 일상은 사회 문제로 점철되어있다.
성공을 향한 욕망, 과도한 수요, 불공정한 경쟁, 한탕주의 등은 21세기의 사회문제가 되었다. 최근에는 미
래 세대 사이에서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항상 있어 왔지만 최근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교실의
통제를 벗어난 이 문제는 바로 집단 따돌림이다.
학교 폭력에 관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폭력을 찬양하는 사회적 문화가 존재한다 (Loscertales and
Núñez, 2001).
집단 따돌림의 역학은 학대이며, 통상적으로 한 학생이 보다 약한 다른 학생을 의도적으로 괴롭혀 상습
적인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다. 대부분의 가해 행동은 힘의 남용, 괴롭히고 지배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된다.
집단 따돌림은 학교와 가족, 사회 모두의 공동 대응을 필요로 한다. 대응을 정교화 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
만, 학교 또는 센터에서 주도권을 갖고 다양한 제안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교육 현장에서 가치관 교육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영역 중 하나가 체육이다. 실제로 많은 경우 체육 수
업 시간에 집단 따돌림을 보다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 수업 중에 학생이 보다 많은 감정을 표현하고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체육 부서에 제안을 함으로써 집단 따돌림 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가치관 교육은 어느 과목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지만, 체육과 무예는 사회적으로 연관성이 더 높을 뿐만 아
니라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고 젊은이들이 큰 관심을 갖는 분야로서 실천과 지식을 자극한다.
나는 “놀이와 스포츠” 등 보다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주제를 통해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
이 덜 흥미롭고 멀게 느껴질 수 있는 과목/주제에 비해 더 용이하다고 생각한다.
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동안 집단 따돌림 현상에 대해 연구한 다양한 저자의 논문과 문헌을 살펴보았다.
다양한 요인과 이들이 현대 사회에 만들어내는 효과를 분석하고, 다른 운동과 차별화되는 가치관과 수련자
들의 양상을 이용하여 무예를 통해 학교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맞서기 위한 행동을 제안하고, 문제
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관점으로서 체육과 무예를 강조한다.

4. 연구목표
본 연구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주된 목표와 제안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선행 연구와 저자, 관련 연구, 각국의 최신 연구를 분석하여 주제에 대한 문헌 연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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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 따돌림 문제를 분석하고 학교에서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인식한다.
- 관련된 서로 다른 주체와 그들이 겪는 결과, 중재 및 예방 프로그램, 가치관 교육에 대해 이해한다
- 집단 따돌림 방지에 있어 체육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한다.
- 문제 분석을 위해 체육 교육과 스포츠 분야에서 실시된 연구를 검토한다.
- 무예를 통한 사회적, 교육적 가치 발달과 조정, 균형, 유연성 등 신체적 능력발달에 대해 인식한다.
- 일반적인 스포츠와 무예 수련자들의 폭력성 수준을 비교한다.
- 무예 스포츠 수련과 관련된 가치와 긍정적 태도를 보여준다.
- 무예에 의한 예방 또는 중재의 모델에 대해 설명하여 향후 학교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이들 요점은 모두 사전 분석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며 관련 문헌을 읽고 종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
인적인 생각과 제안을 제시하였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내용들이 매우 흥미로울 것이라 생각한다.

5. 이론적 체계
5.1 집단 따돌림이란?
최근 수 년 간 학교 폭력 또는 교내 학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영어로는 이를“bullying”(집단 따돌
림)이라 칭하는데, 난폭하게 군다는 뜻의 “bull”에서 비롯된 말이다). 연구에 따르면 집단 따돌림은 한 명 또
는 여러 명의 학생이 다른 한 명을 의도적이고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형태로서 상대를 “나약한” 사람으로 정
의하고 지속적인 피해자로 만들어 자신을 방어하거나 상황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없게 만들어 집단에서 고
립되도록 조장하는 형태로 정의된다.
집단 따돌림은 또래 간의 단순한 토론이나 잘못된 반응을 넘어선 복잡한 과정이다. 이는 그 속성과 강도,
형태와 지속 기간, 개입하는 사람, 결과, 일어나는 환경의 측면에서 두 가지 모두와 구별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집단 따돌림은 괴롭히는 사람과 피해자 사이의 불균형 상황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일반
적으로 괴롭히는 사람이 자신의 폭력적인 행동을 따르는 집단의 지지를 받는 반면 피해자의 주된 특징은 무
기력하고 괴로운 상황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가해자와 피해자 주변의 사람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취
하기 때문에 따돌림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폭력이 처음 발생했을 때 개입했다면 상황이 반복되어 지속적인
괴롭힘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몇몇 연구자들이 내린 정의도 이와 같은 시각을 취하고 있다. 올웨우스(Olweus (1999))는 집단 따돌림
을 일부 아동의 타인에 대한 언어적 모욕, 사회적 배척, 심리적 겁박 및/또는 신체적 공격 행동이 지속되어
또래의 피해자가 되는 것으로 정의했다. 한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 의한 부정적인 행동에 반복적으로 오랫
동안 노출되면 공격을 받고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또한 그는 이러한 현상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 지적했다.
- 의도적인 위해 행동이다.
- 시간을 두고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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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권력의 불균형 하에서 생겨난다.
주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에 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정의는 가라이고르도빌(Garaigordobil)과 오녜데
라(Oñederra)(2010)의 것으로, 그들은 이 현상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또래 간의 지속적인 학교 폭력의
특정한 형태로, 더 큰 힘을 가진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가해자가 고통을 유발할 의도를 갖고 약한 학우를 폭
력적으로 다루는 것이다. 모든 형태의 폭력적 행위, 언어 또는 새로운 기술, 신체, 물체, 사회적 또는 심리적
기술의 사용을 포함하며 희롱,
겁박, 학대, 공격 등의 개념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최근 기술 발전과 청소년의 SNS 사용으로 인해 “사이버폭력(cyberbullying)”이라는 신조어
가 생겨났다. 이는 주로 인터넷, 이메일, 채팅, 휴대전화 앱 등을 통해 익명으로 피해자에 대해 해를 가하거
나 겁을 주는 메시지를 보내어 괴롭히는 것을 의미한다.

5.2 세계의 집단 따돌림 : 배경 및 스페인의 사례연구
우리는 집단 따돌림이 비단 최근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은 어떠한 맥락에서든 항상 존
재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시의성이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사례로 처음 기록된 것은 1969년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진행된 댄 올웨우스
(Dan Olweus)의 연구로, 학급 친구들의 끊임없는 괴롭힘으로 한 학생이 자살을 시도한 사건이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의 국가들이 이 문제의 연구에서 선구자 역할을 해온 이유 중 하나가 이 사건에서 비롯
된 것이다.
이후, 특히 90년대 들어 집단 따돌림에 관한 연구가 현저히 증가했는데, 주로 선진국 위주로 연구가 이루
어졌으나 개발도상국에서도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들이 있다.
가장 극적이고 가장 심각한 결과를 낳은 사례 중 일부는 미국에서 발생했다. 예를 들어 1990년 4월 두 명
의 학생이 친구들에게 총기를 난사해 (자신들을 포함한) 15명의 목숨을 앗아간 콜럼바인(Columbine) 참사
가 발생했다. 이는 학교 폭력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시작과도 같은 사건이다. 또한 미
국 콜로라도 리틀턴 시에서 학생들이 학교에 무자비하게 난입해 웃으면서 12명의 학생과 교사를 살해한 사
건도 일어났다.
세계로 눈을 돌려 보면 같은 대륙의 멕시코에서도 중등학교에서 일어난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이와 같은
사례들이 발생했다. 멕시코 교육부 장관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15세 아동 중 32%가 학교에서 학대 피
해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15% 이상은 모욕을 당했다고 답했고, 13%는 또래에게 맞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지구 반대편, 특히 한국을 보면 청소년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자살이라는 통계가 있다. 한국은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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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일 뿐만 아니라 자살률이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나라이다. 또한
2000년 이후로 청소년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집단 따돌림, 빈곤, 학대, 취약한 사회적
관계 등의 심리사회적 요인이 자살 충동 및 행동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세계적인 현상을 겉핥기식으로 검토한 것에 불과하며,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막아야 한다.
현재 스페인에서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 문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응 조치를 수립하고 있
다.
(스페인에서 시행된 연구인) “시스네로스 X(Cisneros X) 보고서”는 매우 중요한 데이터를 보여준다
(Oñate y Piñuel, 2007). 연구는 14개 지자체 초등, 중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 24,990명을 대상으로 시행
되었고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현황을 분석하여 스페인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 현상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
는 매우 연관성 있는 자료를 제시했다. 가장 일반적이고 중요한 데이터 중 하나는 학생 중 23.2%(남학생
24.4%, 여학생 21.6%)가 자신을 집단 따돌림의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치가 가장 높게 나타난 안달루시아 지방의 경우 학교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괴롭힘을 경험한 적
이 있다고 답한 학생의 비율이 거의 40%에 육박했다. 학년 또는 과정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폭력과 집단
따돌림은 초등교육의 마지막 단계와 중등교육의 초기 단계에서 발생했다.
스페인의 지자체별 괴롭힘 피해자 현황을 보여주는 2014-2015년의 최신 자료가 수집되었다. 아래에
그래프가 제시되어 있다.

출처 : 세이브더칠드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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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례와 연구를 살펴보면 집단 따돌림 현상은 스페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학교에서 발생한다는 사
실이 확인되며, 이에 따라 정부와 기관은 반드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구체적인 문제에 맞서 싸우기 위
한 프로젝트와 캠페인을 마련, 시행해야 하며 학교와 사회에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5.3 집단 따돌림의 영향과 결과
집단 따돌림에 관계된 모든 이들이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결과의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행동이 그들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집단 따돌림을 겪는 청소년(피해자)은 성격이 현저히 변화하게 되며, 두려움을 느끼고 자신을
닫아 감춘다. 수년에 걸쳐 일어나는 괴롭힘의 결과로 우울, 불안, 초조, 과민 등 다양한 영향을 경험하게 된다.
주된 영향은 다음의 네 가지 측면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 신체적 : 두통, 복통, 수면 장애, 피로, 식욕 부진 등.
- 심리적 : 공포, 고민, 스트레스, 자존감 하락, 우울, 자살 등.
- 학업 : 성적 하락, 동기 상실, 학교를 두려워하거나 나가기 싫어함, 무단결석 등.
- 사회 : 사회적 거절, 집단에서 소외, 어울리지 못함, 배제 등.
가해자도 부정적인 결과의 영향을 받는데, 이는 향후 범죄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힘과 관심을 갖
게 되면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태도가 길러지며, 이러한 행동은 이후 범죄나 사회적 학대, 노동 착취 등을
저지르는 인격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올웨우스(1998)는 그의 연구에서 스토킹 가해자가 24세에 범죄
를 저지를 가능성이 네 배 더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스토킹은 범죄를 예측하는 좋은 지표라고 결론 내렸다.
다른 한 편으로 우리는 “집단 따돌림의 삼각형”을 완성하는 나머지 부분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관찰자
또는 방관자들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죄의식을 느껴 자존감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는 자신
의 세계가 위협받을 수 있고 자신도 동일한 고통을 겪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한 자기방어적 현상이다.
따라서 이들도 피해자와 유사한 감정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집단 따돌림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학교가 속한 지역, 훈련 센터, 전반적인 공동체 그 자체에
이르기까지 “삼각형”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5.4 관련 주체 분석 : 가해자, 피해자, 관찰자
이 과정에서 두 가지 분명한 역할(스토커와 피해자)을 구분할 수 있으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목격하는
제 3의 인물(관찰자)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집단 따돌림의 삼각형”이라 불리는 분명하게 구분된 인물들의
형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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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피해자는 괴롭히는 사람에 비해 신체적으로 약한 것이 보통이다. 소심하고 자존감이 낮은 경향이 있다. 수
동적이고 유순해 보이며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 보통은 또래들과 관계를 맺지 못하며 집단에서 소외되
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 집단의 주변에 머무르거나 학업, 사회, 감정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때 자신이 겪
는 상황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이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된
다. 학대가 계속되면 자신이 쓸모없다고 여기게 되고 종종 우울에 빠진다. 겁주기가 계속되면 자존감이 바
닥까지 떨어지게 되고, 때로는 자해나 - 더 심각한 경우에는 - 자살을 시도할 수도 있다. 피해자는 종종 잠
재적인 괴롭힘을 경계하고 피하려 한다. 이를 위해 수업에 참석하지 않고 긴장으로 인해 학업을 그만두기도
한다. 그들이 더 멀어질수록 회복시키고 도와주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 집단 따돌림의 피해자는 자신을
표현하는 법과 또래와 관계를 구축하는 법을 배우고 집단에 소속되는 것 등 학령기와 청소년기에 반드시 경
험해야 하는 여러가지 경험에서 배제된다. 피해자의 모습에는 두 가지가 있다.
· 수동적이고 복종적인 피해자 : 가장 흔한 경우로, 성격이 유약한 아동이 가해자로부터 끊임없이 괴롭힘
을 당하는 것이다. 그들은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가해자를 마주했을 때 침묵을 지키는 편을 택한다. 방어할
수단이 거의 없으며 괴롭힘과 모욕, 폭력의 손쉬운 표적이 된다.
· 도발적인 피해자 : 흔하지 않은 경우이다.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경향이 있다(아마도 다
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일 수 있다). 또래에 의해 도발되어 비합리적이고 의도적
인 방식으로 행동하여 조롱과 창피를 당한다. 보통 그들의 행동과 반 분위기를 망치는 것에 대해 불평을 듣게
되는데, 이들이 집단 따돌림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실에서 이러한 상황을 만드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교사를 포함한 모두가 이들에게 등을 돌리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이 소외된다.
가해자

공감 능력이 부족한 이들이다. 공격적이고 우월한 성격을 드러낸다. 학급의 친구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며
조종하려는 필요를 느끼는 경향이 있으며, 동시에 “리더십”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이 완벽한 사람이
라고 생각한다. 보통은 학업 성적이 중하 정도이며, 낮은 경우가 가장 흔하다. 침묵의 순간을 악용해 관심의
중심에 서며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악행을 노출시킨다. 스토커의 모습은 여러가지로 나타난다.
· 지능적 가해자 : 파악하기 가장 까다로운 모습이다.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조직력과 학우들을 이끄는
능력 측면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우수한 학생이다. 이기적이고, 자신감이 넘친다. 이들이 따돌림을 시키
는 이유는 피해자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유발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지능적이지 못한 가해자 : 가장 흔한 모습이다. 반사회적이고 위험한 행동으로 또래의 관심을 끈다. 동
료를 협박하고 겁주어 자신을 지지하고 자신의 행동을 보며 웃는 친구들을 만든다. 매우 부정적인 경향이 있
고 자존감과 자신감이 부족하며 거듭된 실패로 인해 가득 찬 분노를 약자에게 푼다. 학업 성적이 좋지 않고
낙제나 유급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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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피해자 : 스토커와 피해자의 모습이 번갈아 나타나는 경우이다. 자신보다 작고 약한 이들에게
는 가해자가 되지만 동등하거나 강한 이들에게는 피해자가 된다.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보이는 이들은 다
루기가 매우 힘든데, 한편으로는 공격적이고 위협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약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고
위험군으로 간주되며 문제 행동과 우울 증상, 낮은 자존감, 낮은 사회적 역량을 보이고, 학업 성적은 점진적
으로 하락한다. 가족사가 이러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이들은 집에서는 피해자, 학
교에서는 가해자가 된다.
관찰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관찰자는 이러한 행동이 발생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다른 관찰자들
의 긍정적인 응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고,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거나 공격을 “용
인”함으로써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 사람이 바로 이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다양한 역할로 구분해 볼
수 있다.
· 협력자, 한패 : 보통 가해자의 친구들이다.
· 선동자 또는 보강자 : 상황을 지지하고 부추긴다.
· 무감각 : 상황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이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그러한 상황에
면역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 방어자 : 피해자를 응원하고 나서서 보호하며 가해자를 규탄한다.
일반적으로 관찰자는 피해자를 비인격화, 비인간화하고 목격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는 경향
이 있다. 패거리, 선동자와 다른 이들은 어떠한

영향이나 책임도 부인하며 겁나는 상황을 겪는 것에 예민

하다. 구경꾼들에게 학교 폭력이라는 현상은 자신이 그에 연관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포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하고 빈번한 행위로 간주된다. 이들은 상황을 두려워하며, 이는 그들의 정신과 심리에 영향을 주어
불의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관여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며 타인의 고통을 감내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이러한
위험한 과정에서 죄의식의 징후가 나타나는데, 폭력과 학대의 효과는 주연(피해자-가해자)뿐만 아니라 다
른 집단에게도 미치기 때문이다.

5.5 무예와 가치관
“화를 다스리는 자는 최고의 적을 제압한 것이다.” - 공자
무예에는 스포츠와 심리적, 철학적 측면은 물론 영적 측면까지 결합되어 있다. 수련하는 양식에 따라 학습
과정에 동양의 철학, 명상, 규율, 윤리적-도덕적 행동의 요소들이 포함된다. 중요한 점은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을 도장(수련의 장소)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상으로 전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종류와 유파의 무술이 존재하고(가라데, 유도, 주짓수, 쿵후, 태권도, 택견 …), 국가나 양식, 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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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사람에 따라 강조하는 측면이 달라진다. 무예는 서양에서 주로 스포츠로 이용되지만 하나의 “술기(術
技)”로 볼 수도 있는데, “무용(武勇)” 활동(즉, 싸울 준비를 하는 것)으로서의 전통주의는 결코 사라지지 않
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싸움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피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는다. 이러한 영역에서 무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도(道)”(평화의 길)라는 주장이 항상 제시되어 왔다.
또한 무예는 단순히 운동의 한 종류가 아니다. 다른 신체적 운동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는데, 바로 수련자
의 정신 건강에 도움을 주는 특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모든 무예에서 이상으로 삼는 것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 지식과 강인함, 정직을 통해 진정한 자신감을 구축한다.
- 우정을 쌓고 타인에게 공감하며 탄탄한 공동체를 구축한다.
- 옳은 것을 위해 힘을 기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결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싸우지 않는다.
문헌과 연구, 고서적을 통해 (일본의 고대 전사인) 사무라이의 무사도를 형성한 윤리적 원칙 중 일부를
파악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일련의 가치관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의로움 : 주저 없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 모든 상황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일 수 있는 능력.
-용기 : 어떠한 대가가 따르더라도 두려움 없이 옳은 일을 하는 것.
-선함 : 너그럽고 언제든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공손함 : 예의범절, 타인에 대한 존중과 개인적 행동의 올바름.
-진실성 : 항상 진실을 말하고 말한 대로 실천하는 것.
-명예 : 존엄을 중시하고 인정하며 보호하는 것.
-겸손 :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는 것.
-충성 : 자신과 남을 속이거나 배신하지 않는 것.
-절제 : 생각과 말, 행동과 감성을 조심하는 것.
-우정 : 나누고, 돕고, 협력할 줄 아는 것.
무사도는 오랜 시간에 걸쳐 전 세계의 다양한 무예의 인정을 받고 그들의 윤리 강령으로 채택되었다. 또한
인간의 속성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던 위대한 무예의 스승들은 가장 무서운 적이 “타인”이 아니라 자신의
결함과 약점,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무예를 단순히 힘을 쓰거나 방어를 하
는 방법이 아니라 각각의 수련자가 탁월성을 추구하는 가운데 인격 발달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개
해야 한다는 목표에 의견을 같이했다.
우리는 무예가 (다른 운동처럼) 이러한 윤리적, 도덕적 가치를 스스로 전달하는 것아 아니며 “스승”의 영
향과 가르침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그들이 제자에게 미치는 심리
적 영향을 엿볼 수 있다. 스승은 반드시 청렴, 공감, 인자, 성실, 불편부당, 적응, 인내, 진지, 자신감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사회에 진정으로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모든 가치에 대해 전통적 관점에서 다루어 왔다. 그러나 관점이 변화하면서 이제 우리는 무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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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나의 스포츠로 바라보게 되었다. 여기에서 제기되는 질문은 스포츠라는 측면에서도 이러한 철학이 교
육적, 사회적, 여가적 맥락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가치관의 전달이라는 측면에서 무예는 다른 스포츠와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 즉, 질투, 시기, 경쟁심, 승
리를 향한 욕망, 성적, 인재의 선택 등이다.
그렇다면, 무예는 어느 지점에서 경계를 넘어 스포츠로 간주되는가? 이에 대해 『최고의 전투(Combate
Supremo)』라는 책에서 A. 올리바(Oliva), F. 토레스(Torres), J. 나바로(Navarro)가 한 말을 인용하고자
한다. “팀 스포츠는 관심과 즐거움을 추구하며 규칙과 규율이 활동 그 자체와 맥락에 내재되어 있는 신체 활
동으로서의 의미를 얻는다. 전투는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 어떠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작된
다. 즉, 최고의 전투는 즐겁고 쾌활한 전투 활동을 통해 개인의 결심 외에는 달리 극복해야 하는 목표가 없이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방법이다. 격투기, 권투, 펜싱, 검도, 가라데, 유도, 태권도 등은 각자가 자신의 내면 깊
은 곳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탐색하는 다양한 개념과 아이디어, 방식이다. 신체적으로 힘든 대결을 통해 수련
자의 정체성의 심오한 측면이 드러난다. 무예와 스포츠는 전투 활동 측면에서 쌍둥이와도 같다.
대결의 순간은 힘들지만 아름답고, 극적이지만 고귀하며, 한정적이지만 진실되고 특별하다. 양측 도전자
모두의 모습과 그들이 겪는 신체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전투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술기와 스포츠 사
이에서 조화를 이룬다. 이에 따라 스포츠는 자신의 의미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얻게 되고, 전투는 그에 대해
막대한 파괴적 의미를 부여하는 이러한 주제들로부터 분리된다.”
요컨대, 우리는 무예를 망라하며 특성 짓는 철학이 오늘날의 사회에 매우 이로울 수 있는 일련의 사회적 가
치관을 전달해준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6. 예방과 중재
6.1 학교 내의 무예 : 이점
무예가 전세계에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이유는 수련과 호신이 주는 즐거움, 전세계 수백만의 부모가 무
예 지도자에게 자녀를 맡겨 사회적 가치와 건강상의 이점에 대해 가르치도록 만드는 교육적 가치 때문이다.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무예는 커다란 가치를 지닌 문화적 요소인데, 동양과 서양의 문화를 한데 모아 발전
시킴으로써 학교 내의 체육 수업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사회적 가치와 같이 무예가 주는 또 다른 이점은 스포츠 활동, 특히 무예 활동에 뒤따르는 신
체적 이점이다. 청소년기에 기본적인 신체적 능력과 함께 협응, 유연성, 체력, 지구력 등을 발달시킬 수 있다.
무예가 건강에 주는 신체적 이점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Bin Bu., Han Haijun., Liu
Yong., Zhang Chaohui., Yang Xiaoyuan., y Fiatarone Singh, M. (2010). Effect of martial arts on
health status.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Evidence-Based Medicine, 3 (2010), 205-219.
또한 이러한 운동을 학교 교육에 포함시키는 것은 대단히 유용한데, 특별한 재료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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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나 체육관에서 실시할 수 있어 악천후나 공간의 제약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의 교육과정은 기초 교육에서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기본적인 기술을 규정한 것이다. 무예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충족시킴으로써 이에 대해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 물리적 세계에 대한 지식과 상호작용 역량. 무예를 학습하는 동안 공간-시간 지각력과 협응 기술이 개
선되어 물리적 환경과 학생 사이의 관계가 개선된다.
- 사회적 역량과 시민 역량 : 무예는 파트너이자 적인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커다란
교육적 가치를 나타낸다. 동시에 우리는 훈련 파트너의 승리를 도우며 양자 모두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파트너에게 해를 가하지 않고 규칙을 준수하는 자기 절제의 본능이 형성된다. 무예의 핵심 가치
는 공격이 아닌 방어와 분쟁을 피하는 데에 있으며, 무예를 수련함으로써 그러한 역량을 발달시킬 수 있다.
- 문화적, 예술적 역량. 역량 발달의 주된 목표는 아니지만, 동양에서 기원한 무예의 뿌리를 고려할 때 무
예는 우리가 일상의 삶을 통해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관습과 가치관을 지닌 문화에 대한 지식을 제공해준다.
따라서 학교 교육에서의 무예는 사회적, 신체적 측면을 포함한 다양한 형성적 측면에 이바지하며 기여하
고자 하는 서로 다른 개념에 맞게 가르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체육 교육 분야의 교육과정은 세 가지 측면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바로 평생 동안 건강하고, 규칙적이며,
지속적인 운동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다. 평생에 걸쳐 단계를 오르고 기술적인 진화를 이루어 내고자 하는 동
기를 부여해 주는 무예는 이러한 지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는 대회와 스포츠에는 끝이 있
지만 “도”에는 끝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6.2 무예와 인격 발달 : 비교
전통적으로 무예에는 공격성과 폭력성을 연상시키는 잘못된 꼬리표가 붙어 있었다. 본 항목에서는 다양
한 연구를 통해 수련자들의 폭력성과 공격성 수준이 비수련자 또는 다른 스포츠에 비해 훨씬 낮다는 점을 입
증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살펴볼 첫 번째 연구는 C. 테헤로-곤잘레스(Tejero-González)와 C. 발살로브레-페르난데즈
(Balsalobre-Fernández)가 실시한 “청소년의 무예 훈련과 폭력에 대한 태도” 연구이다. 이를 위해 그들은
무예(가라데, 주짓수, 유도)를 수련한 104명의 학생과 불특정 스포츠를 즐기는 대조군의 폭력성 수준을 계
산하여 간단한 척도로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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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폭력성 수치의 평균값(녹색 - 무예그룹 / 주황색 - 불특정 신체활동 그룹)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1점(폭력성 전무)부터 5점(폭력성 최대)까지의 기준 척도를 놓고 볼 때, 무예를
수련한 청소년은 불특정 신체 활동을 하는 청소년에 비해 세 가지 변수인 일반적 폭력(1.95 vs. 2.18), 이유
없는 폭력(1.63 vs. 1.90), 자기 방어와 관련된 폭력(2.43 vs. 2.59) 측면 모두에서 더 낮은 폭력성을 보였다.
다음으로 제시할 내용은 “온화한 전사(Gentle Warrior)”라는 프로그램에서 발췌한 표이다. 이 프로그램
은 무예를 통한 아동의 폭력성 감소를 목표로 한 중재 프로그램으로 미국 중서부에 위치한 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중재 후 공격성, 피해성, 관찰자의 도움 행동 예측 회귀분석 결과 요약
단계
1
2
3
4

입력된 변수
종속변수 T1
성별
흑인
흑인
학년
온화한 전사 프로그램 참여
성별 X 온화한 전사 프로그
램 참여

공격성
△R
.43**
.01

피해성
△R
.21**
.01

.04**

β
.63**
.10*
.03
.00
.07
.03

.00

β
.16**
-.05
-.01
.02
-.03
.14

.03**

-0.30**

.00

-.12

2

2

관찰자의 도움 행동
△R2
β
.36**
.57**
.03*
-.07
-.01
0.02
-.17**
.00
-.09
.01*

.19*

주 : T1: 시간 1/중재 전 *p<.05, **p<.01.
무예 기반의 집단 따돌림 방지 프로그램 참여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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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는 프로그램 시행 후의 공격성 결과를 보여준다. 관련된 주체들의 지표를 살펴보면, 프로그램에 참
여한 가해자가 참여하지 않은 이들에 비해 더 낮은 공격성을 보였다. 피해자에게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으나, 관찰자의 도움 행동 측면에서는 프로그램에 더 많이 참여한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도
움 활동을 더 많이 보여주었다.
요컨대 두 연구는 무예 수련이 젊은 수련자의 폭력성 수준과 태도 감소에 상당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데
에 의견을 같이 한다. 비록 두 연구가 청소년의 폭력성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지만, 전통 또는
경쟁 지향성(전통적인 경우가 가장 낮은 공격성을 보임), 기술-전술적 측면의 목표를 넘어 일련의 가치를 주
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스승”의 인물상 등과 같은 조건 형성 요인들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도 중요
하다. 따라서 무예는 반드시 항상 끊임없이 “도”를 추구하는 평화적인 수업을 통해 실시되어야 한다(폭력의
지양). 그렇지 않으면 무예의 소중한 가치가 참가자들의 폭력적 행동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수 있다.

6.3 ICM과 전통 무예 진흥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ICM)는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사이의 협약에 따라 2015년 12월 1일 탄생
했다. 무예는 긍정적인 가치관을 보급하고 사회 통합을 촉진하며 젊은 남녀의 전인적 발달 및 공적, 정치적
참여에 필요한 생활 기술을 계발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이다.
ICM은 국제 심포지엄, 세미나, 무예 리더십 캠프 등의 사업을 통해 사회 변화, 사회 통합, 발전, 평화를 위
한 무예의 가능성을 부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ICM은 충주시에 위치하고 있다. 충주는 1998년부터 유네스코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비정부기구
인 세계무술연맹을 통해 세계무술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세계무술공원(617,000 m2)과 세계무술박물관이
있는 충주는 최초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무예인 택견의 도시이기도 하다.
ICM은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연구 및 지식 공유 : 무예 연구 사업 등.
● 역량 구축 : 공동체의식을 구축하고 봉사활동을 촉진하는 수단.
● 무예에 관한 정보 중심지로 발전 : 전 세계 무예에 관한 기록과 자료 수집, 보존, 배포.
● 남-북 협력 촉진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프로젝트 등.

마티아스 고메즈(2017 MARIE 연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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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진흥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힘과 열정, 수단을 갖고 있는 ICM은 전통 무예의 진흥에 있어 핵심
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아래의 표는 T.A. 노산척(Nosanchuk)과 M.L. 캐서린 맥닐(Catherine
Macneil)이 실시한 “전통 및 현대식 무예 훈련이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고찰” 연구의 결과이다.

표 2. 전통 및 현대적 도장의 초급, 중급, 고급 학생들의 공격성 점수
수준

전통 도장

현대적 도장

초급
중급
고급

3.1 (8)
1.9 (7)
1.6 (10)

3.4 (5)
3.4 (8)

표 2는 전통과 현대식 훈련의 차이를 보여준다. 현대식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급 및 고급 학생들은
초심자에 비해 더 높은 공격성 점수를 기록한 반면, 전통 방식의 훈련을 받은 학생들의 경우 점수가 훨씬 낮
았다.
따라서 우리는 경쟁적인 현대식 무예와 대비되는 전통 무예를 진흥하기 위한 ICM의 노력이 수련자의 공
격성과 폭력성 수준을 감소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6.4 무예 프로그램을 통한 폭력의 예방과 중재
집단 따돌림을 억제하는 “무예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서로 협력하고 상호작용하는 집단에 소속됨으로
써 공감과 확신 등의 느낌과 감정 표출을 독려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시민사회 역량을 통해 학교 안팎에서 모
든 형태의 폭력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할 수 있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집단 따돌림 또는 학교 폭력에 맞서기 위한 다양한 제안에 대해 검토하고 알아보았
다. 이들 중 대다수는 무예를 통해 전세계 청소년의 공격성과 폭력성을 줄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입증
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제안이 함께 모여 청소년의 폭력을 감소시키는 매우 긍정적인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특정한 하나의 제안 또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지 않을 것
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발전시켜 나가야 매우 중요한 분야를 하나 꼽자면 학교에서의 무예 교육이다. 학교
가 문제의 중심이며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라는 점을 기억하라.
(교습 체계를 통해) 학교 프로그램에 무예를 포함시키는 것은 학생들에게 커다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데, 단순히 체육 수업 시간에 전통에 대해 배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이러한 방식의 동기부여
를 새로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무예는 놀라운 교육적 가능성을 지닌 동시에 훈련을 통해 역할을 만들
어내도록 독려하고 학생들의 실행력을 배양하여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고 신체적, 윤리적 개선을 촉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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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밖의 삶 전체로 가치를 전달한다.
실제로 무예는 통제된 방식으로 에너지를 발산하는 데에 도움을 주며 (자기 절제) 이는 청소년의 정서 및
감성적 측면에 도움이 된다. 학생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운동능력의 한계를 극복하며, 두려
움을 없애고 또래와의 대인관계를 독려하며 정서적 유대를 형성한다.
다른 한편으로 ICM은 여러 학교와 협력하여 다양한 분야를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을 위한 무예 세
미나 또는 여름 캠프 등을 개최하는 것과 같은 아이디어는 ICM이 하고자 하는 일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
다. 집단 따돌림이라는 주제에 관해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이야기하는 무술인과의 회의, 강연, 인터뷰를 마
련하는 것이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운동선수라는 외부의 인물이 청소년에게 매우 긍
정적인 면으로 다가갈 수 있고 그들에게서 미래의 자기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태권도원과 같은 다양한 장소로의 견학 프로그램도 마련할 수 있다

“태권도원은 태권도를 향한 신체 단련과 끊임 없는 탐구를 통해 태권도형 인간에 이르는 ‘위대한 체(體)·
인(認)·지(至)’의 실천 공간으로 태권도 교육과 수련, 체험과 문화교류를 테마로 45가지의 다양한 프로그
램을 제공한다. 국내·외 태권도인은 물론 기업, 학생, 일반인 등 태권도를 통한 심신수련을 원하는 사람이
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http://korean.visitkorea.or.kr/kor/bz15/where/where_main_search.
jsp?cid=1904335
학교에서 얻은 경험이 우리 삶의 나머지 부분을 결정짓는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시기를 진흥, 발전시킴
으로써 청소년이 보다 희망찬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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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토론
본 연구를 통해 “집단 따돌림”에 맞서는 다양한 형태의 행동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다양한 무예 프로그램
을 통해 어린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맞서 개입할 수 있음도 살펴보았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이것이 “집단 따돌림”이라는 행위에 관여하는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조
직, 공공 기관, 교장, 교사, 부모 등 사회의 넓은 부분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재, 프로그램, 제
안 아이디어 등에 전문가들의 더욱 큰 노력과 활동이 요구된다.
집단 따돌림에 맞서 싸우는 수단으로 무예와 체육 교육에 관하여, 무예의 목적이 단순히 스포츠가 아니라
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공을 목표로 하는 경쟁적 스포츠 활동은 일부 개인을 다른 이들과 차별
화하여 학생들이 또래와 함께 사회화와 공감, 사회-정서적 기술을 배우는 데에 도움이 되는 가치관을 형성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지적해야 하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체육 수업 시간에 무예의 체계와 교수법을 포함시킬 때 이해의 충돌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학교 교육에 무예를 포함시킬 때 분명히 논란이 생길 수 있다. 교사에게 무예는 매우 복
잡한 운동 활동이며, 지식이 부족한 일부 교사는 무예를 폭력적이고 위험한 스포츠로 간주하여 수업의 발전
과 적절한 기능이 저해될 수 있다.
무예의 교습 체계와 수련을 학교 수업에 적용하고자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해의 충돌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교사의 학업적 훈련 : 교사는 무예에 익숙하지 않고 보다 일반적이며 덜 복잡한 스포츠를 선호한다. 이
지점에서 본 연구 전체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가치관의 전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승”(무예 지도
사범)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반면 교사는 이러한 점을 설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2. 교사의 경험과 관심 : 교육 분야에 있어 무예의 부재로 인해 교사가 무예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지식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이들이 무예를 가르치고자 하는 의향을 갖는 데에 큰 장애물이 된다.
3. 강습안의 부족 : 현재로는 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무예 관련 강습 자료가 거의 없다. 지식은 있으나 경
험은 많지 않은 교사들을 위한 교육-훈련 모형에 따라 무예별로 자료를 만들어 교사가 학교 교육에 무예를
포함시키는 것을 - 어느 정도까지는 - 지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노동력과 비용 : 위의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무예에 풍부한 경험을 지닌 외부 강사(스승)
를 채용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이는 학교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될 것이다. 또한 체육 수업을 진
행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지 못한 학교 외부인이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 체육 교과에서 무예를 배제하는 요
인이 된다.
본 장에서는 학교 환경에 무예를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해의 충돌에 대해 살펴보고
자 했다. 이는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관
점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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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충주시에서 3개월 간 진행된 사업의 한 단계가 마무리되었다. 그동안 위대한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주제에 대해 배우고 즐겼으며,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
주제로 돌아가서, “집단 따돌림”은 청소년들의 사회 전체에 엄청난 중요성을 갖는 현상이며 우리가 전문
가로서 무예를 깊이 갈고 닦는 과정에서 앞으로 마주하게 될 현상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본 연구를 통해 “집단 따돌림”은 청소년에게 더 나은 미래를 남겨주기 위해 우리 모두가 맞서 싸워야 하는
사회적 재앙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 무도인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야 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무예 수련을 홍보해야 하는데,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통해
무예가 공격적이고 부적절한 행동을 감소시키는 중재와 인식의 수단임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청소년에게 “
도”(무도인의 길)를 가르치고 폭력을 배격하며 무예의 가치관을 주입하는 것은 보다 희망적이고, 공정하며
평화로운 사회로 이어지는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글을 마치며, 이곳에 살면서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ICM)와 여
러 달 동안 연구를 진행하고 시설을 이용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세계무술아카데미
(WoMAA)와 한국교통대학교에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짧은 속담 한 마디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시작이 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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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선 본인에 대해 소개하고 본국의 다른 연구자들이 향후 본인과 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계기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협력은 무술을 통하여 공통의 목표를 달성
하고 각각의 지식 분야에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견고하고 진실된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름길이라
생각하는 바이다.
나의 이름은 카를로스 리사트 아비노(Carlos Lisart Aviñó)이다. 스페인 발렌시아 출신이고, 25세이다.
나는 발렌시아대학에서 스포츠과학을 전공했고, 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내가 공부한 분야는 나의 기초
가 되는 운동과 깊은 관련이 있다. 나는 13살에 유도 수련을 시작해 17살에 검은띠가 되었다. 22살에는 첫
번째 대학 선수권 대회와 스페인 3부 및 2부 유도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렇게 가파른 성장세는 운동,
특히 유도가 나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뿐만 아니라 나는 경쟁이 얼마
나 힘든 것인지, 엘리트 선수가 되는 데에 얼마나 많은 재정적 지원과 가족의 뒷받침이 필요한지도 경험했
다. 그 시점에서 나는 엘리트 유도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학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우선 학업
을 선택했다. 그때부터 매일까지 스페인 최고의 유도 선수들과 훈련하던 나의 일과는 고향의 6개 학교에서
유도를 가르치는 교사의 삶으로 바뀌었다. 항상 그렇듯 시작은 어려웠지만, 23살이 되자 그렇게 모은 월급
으로 공부를 하는 한편 발렌시아대학에서 유도 수련을 계속할 수 있었다.
또한 나는 군(軍)과도 관련이 있는데, 대학 졸업 후 처음으로 한 생각이 소방관이 되고 싶다는 것이었기 때
문이다. 각각 4년, 2년간의 학업을 마친 후, 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과 구조 활동에서 진정한 열정을 발
견했다. 이러한 일을 하기에 가장 좋은 곳은 공군이었고, 향후 몇 년 내에 대위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군
에 입대했다.
무예 전문가 연구사업(MARIE)에 연이 닿게 된 계기로 돌아가서, 우선 나의 친구이자 선생님인 안드레스
밍게즈(Andrés Mínguez)에게 감사한다. 그는 내가 유도를 배운 무도관의 관장으로서 내가 무예와 삶에 대
한 열정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는 나보다 겨우 몇 살 위일 뿐이지만, 항상 의미 있는 사람들을 만나
고 열심히 일하는 진정한 기업가이다. 그는 무도관의 철학인 로닌(牢人, 떠도는 무사)에 따라 전세계를 여행
하며 개발도상국에서 유도를 전파하는 데에 힘쓰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 가르침과 배움을 동시에 실천하고
있다. 그는 인도에 젊은 남녀를 위한 몇 개의 유도 학교를 세워 성(性)평등과 어린이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발렌시아대학은 안드레스를 통해 내가 가진 석사 학위와 10년 간의 유도 사범 경력을 바탕으로 이 프
로그램에서 스페인을 대표하는 역할을 맡아 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또한 내가 영어와 프랑스어를 배웠다는
사실도 강점으로 작용했는데, 이러한 사업에서는 대부분 영어로 대화를 하게 되지만 다른 나라에서 온 연구
자, 관계자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모든 언어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48 | 제1회 젊은 전문가 무예 연구사업(MARIE) 결과 보고서

������-7-2.indd 48

2018-03-14 �� 5:25:19

1.1 주제의 정당성과 역사적 맥락
혁신적인 이번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목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빠른 정보가 대량으로 유통되며 이미지
문화에 경도되어 있으나 한편으로는 무예가 지닌 예절과 시대를 초월한 가치가 빠져 있는 현대 사회의 맥락
에서 전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교육의 도구로서 무예에 대한 연구와 지식을 증진하는 것
이다.
세상의 거의 모든 무예는 분쟁과 전쟁에서 탄생했다. “무예(martial arts 또는 military arts)”라는 단어
자체가 전쟁, 도덕률과도 관련 있는 기술을 집대성한 개념을 직접적으로 지칭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
니다. 이것이 무예와 단순한 폭력, 싸움 사이의 차이점일 것이다.
오늘날 무기와 기술적 발전이 세상을 이끌고 있고 무예가 태어난 고향인 전장에서 무예가 낡은 것으로 치
부되고 있지만, 무예가 가진 다양한 목적성을 감안할 때 무예는 예전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큰 유용성을 가
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성장하고, 정복해 온 전장이 경제적, 정치적 전장으로 바뀌었을 수는 있다. 허나 우리는 반드시 교
육에 있어 우리의 진인(眞人)을 단련하는 방식으로써 무술이 가진 주요한 역할을 증진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정부가 국가와 민중, 시민을 보호하는 책임을 지지만, 가정과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는 책임은 - 어느 정도까지는 - 여전히 개인에게 있으며, 바로 이 지점이 무예가 필요
한 주요 영역 중 하나이다.
다른 한 편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는 무예가 인격의 형성과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특
정한 가치관을 도야해준다고 이야기한다. 여기에서 그 이유에 대해 잠시 살펴 보기로 한다.
문학과 예술, 연극, 영화와 다양한 형태의 문화에서 전쟁, 재난, 고난을 겪으면서 인물이 성장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충돌과 분쟁, 궁극적으로 죽음은 누구나 살아남기 위해 극복해야 하는 주적이다. 그러
한 종류의 적대성과 어려움은 인간의 몸과 마음 모두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위험을 먼저 겪어본 자의 시각으
로 삶에 있어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아는 마음가짐을 갖고 삶과 문제, 상황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
게 해준다. 삶과 명예, 사랑, 가족과 충성심은 어려운 시기에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다.
요점으로 돌아가서, 나는 무예가 풍요와 번영의 시기에 이러한 어려움들을 보여주는 표상이라 생각한다.
그러한 방식으로 교육에 무예를 접목함으로써 평화를 누리는 가운데 우리가 평화를 어떻게 달성했으며, 어
떻게 지켜야 하며, 어떻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지를 결코 잊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은 한 가지 간단한 질문에 답을 해 줄 수 있다. 왜 무예인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가지이다. 우선, 무예를 통해 스포츠에 입문한 사람들은 청소년기에 스포츠로 전향한다 할지라
도 향후 발전을 위한 탄탄한 정신운동 기반을 갖게 된다는 과학적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는 신체적, 생
리적 이유 뿐만 아니라 집단으로서 강해지는 데에서 기인한다.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요소들은 집단 내의 단결력과 자존감, 소속감인데, 아래에서 한국이 태권도를 기반으로 성공적인 왕따 방지
프로그램을 시행해 온 사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범 또는 “집단의 정신(ethos)”, 특정 사회
에서의 바람직한 행동 규칙으로 정의할 수 있는 예절이다. 스포츠를 통해 예절을 가르칠 수 있는가?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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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저명한 소설가이자 극작가인 알베르 카뮈의 입을 빌어 이야기하고자 한다. “도덕과 인간의 의무에 관해
내가 가장 확실히 알고 있는 한 가지는 내가 스포츠에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다른 나라들은 스페인의 교육 체계에 없는 것을 갖고 있다. 바로 진정으로 ‘우리
것’이라 부를 수 있거나 체육 교과의 일부로 받아들여진 싸움의 기술에 관한 문제이다. 일본에서 유도는 기
초 과목이며, 한국에서는 학교와 군대에서 의무적으로 태권도를 수련한다. 태국은 최근 교과과정에 무에타
이를 포함시켰고, 러시아에는 시스테마, 삼보, 코레쉬가 있으며 최근에는 유도를 받아들였다. 불가리아에는
불켐포와 코레쉬가 있고, 우즈베키스탄에는 장사나티가 있다. 이러한 예는 끝도 없이 이어진다. 하지만 여기
에서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무예가 교육적 목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는지의 여부이다. 본고를 통해 결
론을 찾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점이다.

2. 왜 무예 교육인가
체육은 여러 가지 장애물을 극복하고 학생의 전인적 발전의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지는 현재의 지점에 이
르렀다.
스페인 법률 제 87/2015호에 따르면, 체육은 기초적인 의무 교육의 맥락에서 의미를 갖는다. 체육은 아
동이 인지적, 정서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며, 신체 기술도 발달시킨다.
체육을 통해 학생은 자발성을 배우고, 창의성을 발달시키며 자신과 타인에 대해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갖
게 된다. 또한 동료들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운다. 이러한 이유로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무예의 핵심은 관계의 다양성과 어려움, 건강한 생활방식의 지도, 정적 생활방식의 타파에 있기 때문이다.
무예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청소년이 팀워크, 상호 존중, 동료의식 등의 사회적 기술과 가치관, 매너를 학습
하고 발달시킬 수 있게 해 주는 효과적인 사회적 도구가 되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신체 활동과 스포츠에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우리는 운동을 하며 여가 시간
을 활용하는데, 이는 우리가 건강을 생각하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집단 내외에서 더욱 탄탄한 정서
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체육 교육은 현재와 미래를 위한 해결책을 제공하고 발전하는 것이며,
그러한 이유로 그 내용과 평가, 방식이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는 자기계발과 내적 동기
부여를 통해 무예를 지도한다. 우리는 우리의 목표가 수련자의 급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를 계
승하는 방법으로서 전통 무예에 대한 학생들의 열정을 일깨우는 데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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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문화 전승과 예절 : 가치 교육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2017년 무예 세미나에서 스팍스(Sparks) 교수가 주장한 바와 같이 모든 방식의
신체적 수련은 교육 분야의 가치 측면에서 전부 동일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는 주로 운동 기술과 집
단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그의 연구 관점에서 볼 때 사실일 수 있다. 우리는 무예가 그러한 측면에서 농구나
축구와 다르거나 별반 특별할 것이 없다는 데에 동의한다. 증거 기반의 과학으로 아직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집단 운동이라는 점에서 농구나 축구가 집단 관계 측면에서는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다시 핵
심적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왜 무예 교육인가? 바로 문화적 전승 때문이다.
이는 간단하게 설명된다. 무예는 대단히 긴 역사를 갖고 있으며, 그것을 만들고 받아들인 나라의 문화적
측면이 담겨 있다. 무예는 다른 나라를 더 가깝게 알 수 있고, 자신의 나라를 더 잘 알 수 있는 방법이다. 무예
는 보통 완결되고 규범화되어 있으며, 이는 그 특유성과 가치관, 법도가 보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의 모
든 무예에는 존중과 절제, 노력을 바탕으로 하는 윤리 규범이 있다.
여기에서 한국의 택견을 예로 들어볼 수 있다. 충주시 소속의 택견 전수관과 ICM의 양재식 교수는 택견을
택견은 대한민국의 국가무형문화재 제 76호,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과 지정되어있다. 이는 그들이 택견을
한국 문화와 민속, 예술을 전승하는 방법이자 이를 보존하는 약속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다른 스포츠 대신 무예를 가르쳐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예절이다. 거의 모든 무예는 기술과 훈련의 집합
체일 뿐만 아니라 특정한 행동 규범을 중시하며, 해당 무예에서 바람직하고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으로 간
주되는 가치관이 있다. 예를 들어, 유도에는 8가지 핵심적 가치가 있다. 다음과 같은 가치는 나라마다 번역
의 차이만 있을 뿐 전세계적으로 동일하다.
➊ 예의. 상대방에 대한 존중
➋ 용기. 옳은 일을 하는 것
➌ 성실. 자신이 느끼는 바를 표현하는 것
➍ 명예.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것
➎ 겸손. 자신의 성취에 대해 적절한 방식으로 자부심을 갖는 것
➏ 존중. 신뢰의 기초
➐ 극기. 어려운 상황에서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힘
➑ 우정. 가장 순수한 인간의 감정
보다시피 기술과 기법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는 가치 또한 규범화되어 있다. 이는 오로지 긴
역사를 지닌 무예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여전히 전문가들이 중심 가치를 놓고 논쟁을 펼치고 있는
태권도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증거 기반의 자료가 필요하므로, 단순히 이러한 가치들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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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에 교육 분야와 관련 있는 다양한 주제에 관해 발표된 논
문들도 살펴 보기로 한다.
절제와 공격성에 관하여, 접목 지연과 절제 사이의 관계에 관해 매우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 칼레턴 대학의 T.A. 노산척(T.A. Nosanchuk)과 M.L. 캐서린 맥닐(M.L. Catherine MacNeil)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본 연구의 동기가 된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무예 훈련이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
와[Trulson, 1986] 전통적인 수련이 공격성을 감소시킨다는[Nosanchuk, 1981; Trulson, 1986] 무예
수련생에 대한 두 편의 선행 연구 결과를 재현하는 것이다. 둘째는 전통 무예에서 비롯되는 그러한 공격성
감소에 대한 두 가지 경합되는 설명에 대해 고찰하는 것으로, 하나는 수련을 통해 학생들이 공격성을 통제하
도록 사회화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선택에 따른 차별 사망력(differential mortality)의 산물로서 그러
한 결과를 설명하는 것이다. 전통적, 현대적 수련에 대한 선행 결과는 일반적으로 재현이 가능했다. 현대적
프로그램에서 중급 및 상급 수련생들은 초심자에 비해 어느 정도 높은 공격성 점수를 기록한 반면, 전통적
수련을 받은 이들의 점수는 그보다 낮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특히 초기에 중단한 이들과 수련을 지속한 이
들이 비슷한 공격성 수준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는 선택 가설보다는 훈련 가설을 뒷받침한다. 다
만, 적은 표본 크기와 두 가지 수련 방식 모두에서 초급에서 상급으로 나아가는 경우의 추세 분석이 부재하
다는 점에서 이러한 가설의 지지 기반이 약해진다는 점은 있다. 그러나 표본 크기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
연구를 단독으로 살펴보았을 때 뿐이다. 이 연구를 앞선 두 연구와 연결 지어 생각해 본다면, 표본 크기와 설
계, 대상 지역 측면에서 타당성을 빌어오고, 주된 결과를 재현하고 설득력 있는 대안적 설명으로 마무리함
으로써 타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선택 가설은 배제되었고 전통적인 수련 방
식이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현재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은 절제와 공격성 제어의 본보기가 되는 전통적 스승의 역할, 기술과 함께 예절과 철학을 가르치는 도(道)
의 효과, 품새(形)의 중심성의 세 가지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꿰뚫어보기 위해서는 전통적, 비전통적 수련
현장의 학생들을 주의 깊게 장기적으로 관찰해야 하며 흰띠로 시작하는 집단에 대한 종단적 자료가 필요하
다. 그러한 연구는 계획 중에 있다.”
이러한 연구는 기술이나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은 기술이나 무예 그 자체가 아니라 전통을
가르치고 해당 무예의 윤리 규범인 “도”를 따르는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청소년의 폭력성 치유에 관하여 스튜어트 W. 트웰로우(Stuart W.Twelow)와 팽크 C. 사코(Fank
C. Sacco)는 무예와 공동체 봉사를 통한 리더십을 강조했으며 이는 공립학교와 시설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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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콘신-매디슨대학의 킴벌리 D. 레이크스(Kimberly D. Lakes)와 윌리엄 T. 호이트(William T. Hoyt)
의 연구 결과는 심리학 연구자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이들에 따르면 무예를 배우는 학생들은 자기 절
제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으며, 이를 재미있고, 유익하며 매력적인 방식으로 가르칠 수 있다.

2.2 여성과 무예를 통한 성 평등
ICM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촉진자이자 수혜자, 연구의 주체로서 젊은 여성이 무예에 평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증진하는 것이다. 이는 특히 무예가 주로 남성적이며 무예의 모든 수준에서 여성 참가자들의 존재를 늘
려야 하는 명백한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 국가에서 여성의 스포츠 라이센스 획득 비율은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대표하는 좋은 예가 된다.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 세계화된 현대 국가에는 여성 스포츠인의 수가 더 많다. 여기에는 심층적이고 장
기적인 사회적 변화가 포함된다. 스페인에서 여성은 남성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은
지난 수십 년 간 크게 변화해 왔다. 그렇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는 한 우리가 여기에 안주해도 된다
는 뜻은 아니다. 우리는 성평등 문제가 남성과 여성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관한 문제이며 진정한 평등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해주고 하나로 만들어주리라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아래 통계에 나타나 있는 것처
럼, 2015년 스페인에서는 총 3,586,133건의 스포츠 라이센스가 발급되었다. 이 중 2,814,387건이 남성
(78.5%), 771,745건이 여성(21.5%)이었다.

그림 1. 2015년 성별 연맹 라이센스 발급건수

이러한 큰 격차는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이유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법률이 변화해도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하는 데에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여성은 전통적으로 남성에 비해 스포츠 수련을 덜
익숙하게 여기는데, 이는 스포츠를 하는 주된 이유가 성적이며, 남성이 더 빠르고 강했으므로 더 많은 인기
를 얻었기 때문이다. 또한 가치관과 고정관념에 관하여, 우리는 강한 신체, 운동을 하는 여성의 몸이 아름다
울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반드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많은 여성들은 스포츠를 하
면 몸이 마음에 들지 않게 바뀔 것을 두려워하며, 그러한 오해로 인해 건강과 스포츠가 주는 심리적 이점을
모두 잃게 된다. 아래 표가 보여주는 것처럼, 무예에서는 이러한 생각과 고정관념이 훨씬 더 강하다. 전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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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관점에서 보면 축구, 럭비, 무예 등 남성의 스포츠와 발레, 리듬체조, 피겨 스케이팅 등 여성만을 위한 스
포츠를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화,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누구나 어떠한 도덕적, 법적 제약 없이
자신의 선호, 성격, 목적에 따라 모든 스포츠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숫자로 살펴보
면, 2015년 스페인 왕립 유도연맹에서 발급한 라이센스 건수는 총 104,932건이었는데 이 중 83,829건
이 남성, 21,103건이 여성이었다. 여전히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점은 연맹 차원의 구체적인 사업
과 조치에 힘입어 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비율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발렌시아시 여성
및 스포츠 시범사업”과 “우리도 유도를 한다”는 이름의 원탁회의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사업의 시행
첫 해에 여성의 라이센스 발급 건수와 여학교의 특별 활동부 조직 건수가 2.3%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결론적으로, 새롭게 스포츠를 시작하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좋은 사례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디어에 남성이 드러나는 것만큼 여성도 드러나야 한다. 바야돌리드 출신
의 여성 유도 선수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올림픽 메달을 획득했고 차세대 여성 스포츠
인들에게 기준이자 개척자로 인식되고 있는 미리암 블라스코(Miriam Blasco)가 그 좋은 예이다.

3. 스페인 전통 무예
스페인 전통 무예의 정의와 그 기원에 대해 알아본다. 루차 레오네사(Lucha Leonesa)와 루차 카나리아
(Lucha Canaria), 펜싱을 꼽을 수 있다. 본 사업에서는 도수 무예에 초점을 둘 것이므로 앞의 두 가지에 대
해 보다 상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또한 본고에서는 스페인의 전통 무예 또는 교육 목적에서 그와 같은 방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유도에 대해서도 고찰해 볼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한다.
우리는 실크로드가 유럽 문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중국의 승려들은 상인들과 함께 무역로
를 오가며 그들을 보호했고, 그 여정 중에 자신의 무예를 이용해 싸우고, 기술을 시험했다. 이것이 동양의 무
예가 오늘날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이다. 스페인의 경우 바이킹, 켈트족, 이베리아족에게서 다양
한 방식의 레슬링을 배웠다.
이러한 고대 레슬링은 특히 북부의 바스크 지방과 레온 지역에서 잘 보존되어 있다. 바스크 지방은 수백
년 동안 로마나 이슬람 민족의 침입을 받은 적이 없어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문화와 언어가 보존되었기 때
문이다.
또한 아프리카 가까이에 위치한 스페인령 카나리아제도의 경우 지정학적 입지로 인해 항상 고립되어 있
었으며 전통적으로 배를 통해서만 연락이 가능했다. 이곳에서도 스페인과 다른 공식 언어를 사용했고 자신
만의 싸움 양식을 보전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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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무예 모두 레슬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루차 레오네사의 경우 허리 높이의 벨트를 잡고 시작하
며 상대방을 쓰러뜨리거나, 균형을 무너뜨리거나, 경기장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 목표이다. 루차 카나리아
도 이와 비슷하지만 상대방의 벨트를 잡지 않고 시작하며, 공격과 방어에서 잡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
라 다리 기술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현행 교육법과 이들 무예, 사회의 현황에 대해 살
펴보기로 한다.

3.1 교육과정 현황
현재 2014/2015년도에 시작해 2016/2017년도에 종료되는 새 교육법 시행의 마지막 연도가 진행 중
에 있다. “양질의 교육적 개선을 위한 유기적 법률(Ley Orgánica para la Mejora de la Calidad Educativa, LOMCE)”이라는 명칭을 지닌 이 법률은 다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기회에 대한 뒷받침으로서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끝까지 발달시킬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

하는 복합적인 조치
- 국제 평가 결과를 통해 드러난 교육 효과 문제의 개선
- 주변의 다양한 교육 체계를 관찰하여 교육과정의 간결화, 자율성과 특성화 촉진, 투명성 증대,
노력하는 문화의 촉진
- 모든 정당, 사회 및 교육 조직의 참여를 통해 기존 법률을 개정
- 국제 교육계에서의 위상 증진을 위한 구체적 조치
무예는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으나 수업 도입은 중등학교 교사의 결정에 달려 있으며, 구체적인 교과 단
위가 존재하지 않고 교사들은 카나리아제도, 레온 지역 출신이거나 스페인의 다른 지역에서 유도를 수련한
적이 있지 않은 한 무예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 본고는 정부와 교사들이 학교에서 무예를 활용
하여야 하는 정당성을 주장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으나, 또한 그 방법에 대해 안내하는 역할도 갖고 있
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유도 연맹 소속으로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 외부 유도 강사를 도입하여 체육 수업 시
간에 강의를 하거나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질을 높여줄 것이다.

4. 한국 태권도
한국에서 무예를 학제에 도입한 첫 번째 사례는 1953년 유도를 시작한 용인대학교이다. 40년 후에는 태
권도 교육을 시작했다. 태권도는 80년대 용인대, 경희대, 90년대 광운대, 조선대, 한체대 등 20개 이상의
대학에서 전공과목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태권도에 대한 개념과 체계 구축 등 연구의 성과는 아직까
지 많지 않다.
1988년, 한국은 태권도를 시범 종목으로 세계에 선보였다. 1992년 바르셀로나에서 유럽에 첫 선을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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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이렇듯 태권도는 한국 문화에서 빠르게 성장해 왔다. 이러한 발전은 신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더욱
특별한 것인데, 태권도는 일본의 가라데보다 늦게 발전을 시작했지만 그보다 먼저 올림픽 종목이 되었기 때
문이다. 이는 국기(國技) 경영 및 혁신과 전시적 성격에 열린 태도를 지닌 태권도의 스포츠 지향성으로 인
한 것이다.
어떠한 면에서 혁신적인 MARIE 프로그램의 목적은 태권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고유의 무예를 변화시
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우는 것이다.

5. 충주 세계무술축제

그림2. 세계무술축제 공연장

그림3. 경기장

그림4. 축제 전경

충주시와 세계무술연맹이 주관하는 세계무술축제는 국기 태권도의 전신으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택견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한국의 중심 충주에서 2년마다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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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는 2017년 축제를 이곳에서 탄생한 전통 무예 택견을 기리는 기회로 삼았다. 철의 산지로 유명한
충주는 몽골의 침략에 맞서 싸운 역사를 갖고 있다. 또한 6.25 전쟁에서 처음으로 승리를 거둔 동락전투의
격전지이기도 하다. 고구려 시대에 시작된 택견은 신한승 사범이 얼마 남지 않은 옛 사범들로부터 정보를 모
아 체계화함으로써 문화유산이 되었고, 이는 태권도의 부흥으로도 이어졌다.
한국의 전통 무예 택견은 1983년 6월 1일 중요무형문화재 제 76호로 지정되었다. 택견 전수관을 개관하
고 매년 세계택견대회를 개최하면서 충주는 세계무술연맹(WoMAU)의 중심으로 성장했다.
세계무술축제는 무예를 통한 행사 조직과 홍보의 대단히 훌륭한 사례이며, 다음과 같은 주요 행사들은 스
페인에서도 실행이 가능할 것이다.
- 무예 시범 : 모든 국가들이 세계 다른 나라에 자신의 무예의 화려함과 표현력을 보여주는 아름답고 인상
적인 볼거리이다. 첫 번째 전시에서는 인디언 전통 무예인
오키치타우(Okichitaw)가 도끼를 갖고 원형으로 움직이는 공연과 고유의 무기를 가지고 펼치는 육박 전
투를 보여주었다. 또한 가라데와 유사하면서 극적이고 묘기에 가까운 기술을 보여주는 우즈베키스탄의 장사
나티 공연도 많은 관심과 찬사를 받았다. 성평등에 중점을 둔 이 공연에서는 여성이 팀의 중심 역할을 했다.
그러나 나의 견해로 가장 전문적이고 인상적이었던 시범은 발차기로 송판을 격파하는 시범이 끝없이 이어졌
던 한국 군인들의 태권도 공연이었다. 놀라운 높이에서, 공중제비를 돌며, 곡예에 가까운 기술로 한 번의 도
약에서 셀 수도 없이 많은 발차기를 선보인 이 팀은 완벽한 준비로 경연의 수준을 최고 경지로 끌어올렸다.
- 택견 공연 :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선보이는 미지의 무예의 새로움과 색다름, 독특한 측면들이 주
된 매력인 다른 공연과 함께 펼쳐진 택견 공연은 연령과 조건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의 향수를 자극하는 데
에 중심이 맞춰져 있었으며, 새로운 무예를 접하게 된 것은 물론이고 택견을 오랜 시간 동안 수련해 온 이들
이 세계화된 택견의 새 시대가 열리고 응당 받아야 할 관심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매
우 감동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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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태권도원 체험

그림 5. 위에서 바라본 태권도원 훈련장

그림6.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의 모습

그림 7. 태권도 시범단

태권도원은 무예의 세계에서 독특한 시설이다. 무주군의 산자락에 자리잡은 이곳은 전 세계 태권도 수련
자들이 찾아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다. 또한 중심에 자리잡은 수준 높은 경기장은
공연과 대회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엘리트 사범들이 있는 이곳은 모든 무술가들이 찾아와 시간을 보내고 산
의 전경을 보며 감탄할 수 있는 꿈의 장소이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소중한 공간인데,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태권도 박물관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아이디어가 스페인이 미래에 꿈꿔볼 수 있는 표상
이라고 생각한다. 무예가 문화이자 역사로 여겨지고, 나라의 일부이자 자랑이 되는 것이다. 박물관에는 한
국 전통 무예와의 관계부터 올림픽 종목이 되기까지 태권도에 관한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다. 박물관을 거
닐며 태권도의 역사는 물론 영화, 만화 등 다른 형태의 문화와의 관계성, 다른 나라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다.
ICM 회원들은 이곳을 일주일 간 방문해 엘리트 사범들과 집중적인 태권도 훈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뿐만 아니라 역사와 철학에 관한 놀라운 깨달음을 준 계명대 송형석 교수의 강의도 들을 수 있었는
데, 본고는 그의 이론에 커다란 영향을 받았으며 아래 단락에서 이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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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통 무예의 개념 재정의
전통적으로 특정 국가에서 무예는 전쟁이나 사회적 분쟁으로 인해 필요할 때에 발달되었고, 때로는 춤이
나 놀이의 형태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무예는 그것이 만들어진 나라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오늘
날 우리는 무예가 실크로드와 같은 무역로를 따라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며 확장되고, 전파되며,
그러한 과정에서 변화된 모습을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다. 무예가 다른 나라에서 자리를 잡으면 그곳의 사
람들은 다른 요소들을 추가하기 시작하며, 이에 원형이 희미해지고 불명확해진다. 한국 태권도의 사례를 통
해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이 주제에 관한 두 가지 관점을 살펴보고 필요한 역사적 맥락에 대해 살펴본다.
전통적 관점에서 태권도는 주로 수박, 택견 등의 한국 전통 무예에서 자연스럽게 진화한 것이다. 기법과
발의 사용에 있어서의 유사성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택견, 수박의 스승들과 후신인 태권도 사이의 관계
에 대한 구전의 주장이 있다.
현실적 관점에서는 우선 증거 기반의 연구를 통해 태권도와 다른 기술의 스승들 사이의 관계를 부정한다.
또한 한국의 첫 번째 태권도장 5개 모두가 식민지화 이후 일본에서 온 한국인 가라데 수련생들에 의해 설립
되었다는 사실적 증거를 택한다. 이러한 이론은 태권도가 일본의 가라데에서 직접적으로 온 것이 명백하며,
가라데의 카타(型)와 태권도의 품새가 동일하며 최초의 사범 다섯 명이 모두 가라데를 공부했다는 점이 그
증거라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이들 사범 모두가 태권도에 관한 책을 수십 권 저술했음에도 불구하고 택견
이나 수박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유일한 연결고리는 자신이 어린 시절 택
견을 수련했다는 몇 차례의 발언인데, 그것이 그 관계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전부이다.
그러나, 태권도가 전적으로 일본의 것을 전환하여 만들어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한국 전통 무예의 영
향을 전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다. 이러한 시각에서 신 현실주의적 관점이 탄생했다.
가장 최근에 탄생한 이 관점에서 보면, 태권도는 일본의 가라데에서 수입된 것이다. 품새와 형태, 독창성
은 가라데의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분명히 그 기술을 변화시켰고, 이에 태권도는 발차기 위주가 되었고
매우 다양한 곡예적 기술과 공중 동작, 기술적 개선이 추가되었다. 태권도는 보다 스포츠 지향적이 되었으며
스스로 크게 변화하여 더 이상 일본의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모든 특성을 지닌 것이 되었다.
요점으로 돌아가서, 이 사례는 새로운 글로벌 세계에서는 과거에 무엇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는 중요
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며, 이에 따라 우리는 전통 무예의 새로운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새롭게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송형석 교수를 통해 이러한 새로운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철학자이자 역사학자인
송 교수는 (비록 이에 사람들이 동의하지는 않았으나) 태권도의 중심 가치를 선정한 위원회에도 참여했다.
전통 무예를 정의하는 새로운 특성은 다음과 같다.
- 독창성 : 어떠한 기술이 다른 나라에서 온 것이고 같은 품새를 공유한다 하더라도 자신만의 새로운 것을
더하거나 만들어내야 한다. 기술, 방식, 인기 등 무엇이라도 원형과는 반드시 달라야 한다.
- 역사 : 원형의 것이라면 모르되, 통상적으로는 독창성이 생기고 자신만의 역사가 생기기까지는 3-4세
대가 필요하다.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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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재성 : 반드시 그 시대에 살아있는 스포츠여야 한다. 어느 정도의 수련자와 라이센스가 있어야 하며,
그 새로운 나라의 사람들이 반드시 그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어떤 측면에서 이는 문화를 배경으로 갖기
위해서는 인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개방성 : 반드시 변화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수행과 수련, 규칙에 있어 혁신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
다. 결국 이는 원형의 품새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날의 무예는 생존을 위해 보다 스포츠 지향적
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특정한 측면들이 보다 커지고, 나아지는 동시에 올림픽에서 전 세계가
우리를 지켜보는 것과 같이 새로운 관중들을 위해 보다 재미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성들을 살펴본 후, 현재 스페인의 무예가 이러한 정의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재평가하고, 만약
부합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부합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스페인에서 “전통 무예”로 여겨지기에는 가장 큰 논란거리가 될 유도부터 시작해서 루
차 레오네사와 루차 카나리아에 대해 살펴본다.
첫째, 독창성이다. 스페인 유도가 일본의 것과 다른가? 그렇다. 또한 유럽과도 다르다. 이러한 일이 일어
난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맥락을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08년 일본의 유도 사범들
에게 프랑스 군인들을 가르쳐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유럽과 유도의 첫 만남이었고 그러한 이유로
프랑스는 유럽에서 유도가 가장 발달한 나라 중 한 곳이 되었다. 이 시기에 스페인 바스크 출신의 이나시오
알시바(Ignacio Alcibar)가 프랑스에서 일본의 사범들로부터 가르침을 얻었고 검은띠를 획득했다. 이후 그
는 스페인으로 돌아와 군대에서 다른 이들과 유도를 시험해 보는 한편으로 수련생들을 모집했다. 그리고 그
는 발렌시아에서 로닌(Ronin) 클럽을 만나게 된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통해 볼 때 우리는 스페인이 일본
유도의 첫 영향을 받은 나라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으나,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레슬링이
라는 동일한 전투 양식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도를 수련하는 새로운 방식의 독창성도 함께 공유한다.
실제로 유럽과 일본 또는 한국의 대결이 벌어지면 이러한 차이를 쉽게 알아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신체
적 강인함을 가지고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손으로 하체를 노리는 기술을 사용해 동양인의 완벽한 기술과 타
력을 이용하는 능력, 부드러움을 상대한다. 유럽의 유도인은 유도를 수련하는 레슬러들이다. 한국인들이 일
본의 가라데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유럽인들도 원형의 스포츠를 변화시켰다.
스페인의 역사에 관하여, 위와 같이 로닌 클럽의 창립자인 이나시오 알시바 아라사테에 의해 유도의 전통
이 시작되었음에 대해 살펴보았다. 안타깝게도 최근 그는 세상을 떠났고, 클럽의 현 사범이자 출판, 저술, 연
구에도 힘쓰고 있는 그의 아들 이나시오 알시바 로첼라(Ignacio Alcíbar Rochela) 6단과 현재 선수로 꽃피
울 나이에 이른 손자 이나시오 알시바 마타치(Ignacio Alcíbar Mataix)가 그의 뒤를 잇고 있다. 이는 스페인
에서 이미 유도 수련이 3대째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러한 요구사항은 이미 충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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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실행
우선 한국의 예에 대해 살펴보겠지만 일본의 경우도 살펴볼 텐데, 우리가 실행하고자 하는 무예 중 하나가
유도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2008년 중학교에서 전통 무예 시험을 시작했다. 일본은 이를 위해 시설을 새롭
게 만드는 데에 6,200만 유로를 사용했다.
결과에 만족한 일본은 이미 교사를 위한 자원과 대형을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다. 주요 실행 계획은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마련했다.
이후 2004년에 슈도칸(修道館) 무술협회와 일본 부도칸(武道館)이 정치인들과 함께 초등학교에 집중한
다는 목표를 세웠고, 2006년에 이 목표가 마침내 실현되었다.
둘째, 한국은 2008년 처음으로 전통 무예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률은 한국 무예의 독창
성과 전통을 보존하기 위함이었으나, 결국은 태권도의 발전과 변화가 일어난 이후에 생겨났다.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태권도를 과목으로 포함시키고자 처음으로 마련한 계획은
일부 학교의 체육 수업 시간에 태권도를 가르치고 방과후교실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었다. 1년 후 한국의
다른 학교에 대해서도 이러한 수업이 승인되었다.
위의 사례는 정부 내에서의 성장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지만, 이러한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연맹의 힘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연맹 라이센스 발급 건수에 따라 스포츠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있다. 현재 유도는 사냥에 이어
5위에 자리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사냥 또는 낚시를 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연맹의 면허를 받아야 하기 때문
이다. 그들이 무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는 논리적인 것이다. 유도의 경우 라이센스를 받아야 하는 수
련자의 비율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한 라이센스를 활용하는 사람은 대회에 참여하는 선수들 뿐인데, 이를
통해 의료 비용과 부상의 위험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련자는 과외 수업으로 유도를
배우며, 이들은 아직 대회에 참여하지 않거나 학교의 보험으로 수련에서 비롯될 수 있는 모든 의료적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라이센스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라이센스를 신청해야 하는 목적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라이센스 신청의 이점을 보다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 중 하나는 대회뿐만 아니라 훈련과 활동
을 위한 학교 회의를 통해 서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다. 유도는 대회로 한정되어서는 안 되
며, 우리는 선생으로서 훈련에서 대회로 넘어가는 순간에 갈등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많은 아동은 대회
가 주는 중압감으로 인해 유도 수련관을 떠나게 되며, 다른 이들은 대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유도를 그만두게
된다. 우리가 연맹 라이센스를 통해 다른 활동들을 마련했다면 아이들이 대련과 경쟁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
을지 모른다. 또한 이는 경쟁이 무예의 시작이나 끝이 아니라 그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여주었을 것이다.
양재식 교수의 택견 마스터클래스에서 이러한 방식의 무예 수련의 훌륭한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와 학
생들은 싸움 수련을 승자와 패자가 있는 경쟁으로 보지 않고 일종의 대련이나 의례적 훈련으로 여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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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문화 진흥과 발전에 있어 ICM의 역할
전통 무예를 뒷받침하는 데에는 강력한 연맹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더 나은 결과를
달성하는 데에는 공식적인 국제적 조직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International Centre of Martial Arts for Youth Development and Engagement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ICM)는 청소년들에게 가치관과 성평등, 문화적 다양성을 가르치
는 효과적인 교육 방법으로서 무예를 활용하기 위해 유네스코의 후원으로 탄생되었다. 스페인이 ICM의 혁
신적인 프로그램과 손잡는다면 청소년 발달과 리더십, 공동체 참여에 대한 무예 교육의 기여를 확대하고 강
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부터 대학까지 ICM과 전략적 연대를 구축하여 국내외에서 우리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협력은 유도와 다른 무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청소년 발달과 사회 통합, 평화라는 문화
가 구축될 것을 기대해볼 수 있다. 서로 다른 나라의 전통 무예가 상호 이해와 성평등, 문화 공유에 기여하는
방식에 대해 이해한다면 이러한 영향력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8.2 향후 연구 주제 : 전통 무예와 군대
무예의 성공적인 실행과 발전에 관하여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한 가지는 군대를 통하는 방법이다.
무예와 전쟁은 항상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오늘날에도 강력한 유대를 맺고 있다. 무예는 대중에게
군대를 소개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한국에서는 군인들이 펼치는 태권도와 곡예 공연에 관객들이 가득
하며, 사람들은 군인들이 자신을 지켜준다는 점을 쉽게 느낄 수 있다. 나는 이것이 군대가 무례함과 딱딱함
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보다 매력적인 조직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멋진 아이디어라고 생각
한다. 한국군의 예처럼 스포츠 이벤트와 음악회, 강당, 공식 행사 등에서 무예 공연을 통해 자신을 소개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프랑스군이 유도 사범들을 초청함으로써 유럽에 유도가 소개되었다. 이후 마찬가지 방
식으로 스페인에도 소개되었고, 다른 호신술과 혼합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무예가 나라를
지키는 기술의 집합체(첫 번째 효용)일 뿐만 아니라 문화 증진을 위한 방법이 된다는 점이 설명된다. 우리의
군인들과 군대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대단히 잘 훈련되어 있으나, 시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눈으로 볼
수 없다면 나라와 사람들의 생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예와 군대의 성취 사이에서는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가치 있는 것들은
쉽게 얻을 수 없으나, 그것을 얼마나 어렵게 성취했는지 잊어버리기는 쉽다. 무예의 방식은 우리에게 인내
와 노력, 명예와 존중이라는 교훈을 준다. 우리는 미래에 이러한 가치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적절히 지켜나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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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대형을 이루어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는 한국군인들

9. 유도 교육체계
9.1 제 1강
- 이론 : 교육 내용 설명. 유도의 철학과 역사, 무도. 메치기.
- 일반적, 구체적 몸 풀기 : 보법, 낙법, 유도의 구르기.
- 기술과 전략 : (손을 사용하지 않고) 등 뒤의 패드 지켜내기. “파인애플”, “거미줄” 등의 변형된 게임.
- 자유 대련 : 기본 잡기, 씨름으로 패드 지켜내기.
- 정리 : 어깨 돌리기, 짝을 이루어 스트레칭, 심호흡(복식호흡 배우기).

9.2 제 2강
- 이론 : 스포츠로서의 유도. 규칙(한판, 절반, 지도).
- 몸풀기 : 파트너와 움직이기, 보법(스기아시), 후방낙법, 도움 없이 구르기.
- 기술과 전략 : 기본 기립 위치. 굳히기와 비틀기. 보법 : 밭다리후리기 시작.
- 자유 대련 : 매트 두 장 위에서 등을 댄 자세로 씨름하기.
- 정리 : 짝을 이루어 스트레칭.

9.3 제 3강
- 이론 : 급과 단. 공식 심사의 잡기(도리)와 받기(우케)의 예.
- 몸풀기와 준비 : 선 자세에서 돌기, 옆돌기, 뒤돌기. 기본 동작으로 근력 훈련
(팔굽혀펴기, 턱걸이, 코어 근육과 하체 운동).
공부 소개 : “그림자” 훈련(단독 수련), 파트너와 함께하는 공격연습, 품새, 업어치기, 자유 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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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과 전략 : 바닥에서의 방어, 이동, 굳히기.
- 신체 부위별(다리, 엉덩이, 팔) 기술의 예. 자유 대련 : 발 묶고 씨름하기.
- 정리 : 변형된 “시계” 게임. 단독 스트레칭.

9.4 제 4강
- 이론 : 특기 발달, 누우며 메치기. 기술과 준비. 공격 연습, 파트너 바꾸기, 번갈아 가며 넘어지기
(파트너가 잡아채기). 근력 훈련 : 바꿔 잡기.
- 기술과 전략 : 회전과 전위. 방향에 따른 기술의 예.
- 자유 대련 : 유도 매트에서.
- 정리 : “살인자”의 관점과 인식. 개인별 근육 스트레칭.

9.5 제 5강
- 이론 : 방향에 따른 기술. 되치기, 견제, 조합.
- 몸 풀기와 준비 : 단독 연습(움직이며 업어치기), 뜀뛰기, 아래 사람 뛰어넘기.
- 근력 훈련 : 노 젓기, 역도.
- 기술과 전략 : 회전과 전위. 조합과 연쇄의 예. 자유 대련 : 서서 하는 기술.
- 정리 : 단독 공부. 거울과 벽 보고 기술 점검. 대근육과 근막 스트레칭, 심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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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무예를 통해 얻는 긍정적인 마음가짐

1. 요 약
본 보고서의 목표는 청소년과 여성들의 평화와 화해를 독려하고 촉진하는 도구로서 전통 무예 프로그램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사회 문제의 주요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
로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계발하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본다. 나는 스포츠 과학자이자 무도인 으로서
다른 시각에서 사회와 학교 내의 전통 무예의 활용에 대해 살펴보고, 전통 무예의 정신적, 신체적, 심리적 이
점에 대해 설명하며 전통 무예가 통합을 촉진하는 유일한 도구인 이유에 대해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전통 무예의 포용적 특성과 이점, 긍정적인 마음가짐의 중요성, 멘토이자 리더, 역할 모델로서
지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삶의 모든 측면에서 실행할 수 있는 성공적인 무예 프로그
램 구축에 도움이 되는 핵심 요소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한다.

2. 서 론
케냐 청소년과 여성의 사회 문제
오랜 시간 동안, 21세기가 된 지금까지도 세계는 빈곤과 기아, 실업과 성(性)차별, 약물, 폭력, 폭음 등 수
많은 사회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들이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케냐는 아프리카 동부에 자리한 아름다운 나라이다. 남쪽으로는 탄자니
아, 북서쪽으로는 남수단, 북쪽으로는 에티오피아, 동쪽으로는 우간다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케냐는 적도
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동쪽으로 인도양에 접해 있다. 케냐의 국토 총 면적은 약 580,367 km2이며, 인구
는 약 4,900만 명이다. 케냐는 다양한 문화와 민족이 아름답게 섞여 평화롭게 살아가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나라 중 하나이다. 케냐에는 총 43개의 서로 다른 민족이 있다. 오늘날 케냐에서는 다
양한 토착 언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공용어는 영어와 키스와힐리(Kiswahili)이다. 종
교적으로는 기독교가 주류로 인구의 82.5%가 기독교인이다. 교육 측면에서 케냐는 대륙에서 문해율이 가
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15세 이상) 케냐인의 87%가 읽고 쓰기를 할 수 있다. 석회석, 소다회, 소금, 보석,
야생환경, 아연, 규조토, 석고, 수력 등을 비롯해 다양하고 풍부한 천연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
은 케냐의 주요 문제이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얻지 못하는 청년들의 실업률은 40%에 달한다. 이는 청
렴과 헌신이 부족한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 지도자들의 형편없는 리더십으로 인한 것이다. 긍정적인 조치들
이 필요하다.
사회 문제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여건 또는 행동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여건 또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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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청소년과 여성의 내적 평화를 침해할 정도로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상황을 고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책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다. 시간을 들여 마음의 흐름을 온전히 이해할 때만 이것
을 달성할 수 있다.

마 음
마음은 인간의 가장 강력한 도구이다. 마음은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두뇌가 아니며, 신체의 일부분
도 아니다. 마음은 사물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기능을 하는 무형(無形)의 연속체이다. 마음은 형태가 없고 그
속성상 물질적이지 않으므로 사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마음이 평화로운 상태와 번민의 상태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분노, 시기, 욕망의 애착 등 내적 평화를 방해하는 마음의 상태를 망상(妄想)이라
하는데, 이는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이다. 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 부족한 물질적 여건, 또는 사회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이 현혹된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긍정적
인 사고는 최선의 환경으로 변화를 만들어내고 궁극적으로 망상을 척결하여 항구적인 내적 평화로 바꾸어
놓는 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것이 삶의 진정한 의미이다. 고통으로부터의 영원한 자유는 마음 밖에
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화함으로써 찾을 수 있는 것이다.

3. 내 용
1. 긍정적인 마음가짐
긍정적인 마음가짐, 긍정적인 사고는 삶의 밝은 면에 초점을 맞추고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정신적, 정
서적 태도이다. 긍정적인 사람은 행복과 성공, 건강을 기대하고 어떠한 장애물과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긍정적인 사고라는 개념을 모두가 믿고 따르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말이 되지 않는다며 그것을
따르는 이들을 비웃는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고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효과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
고 있다. 삶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존재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삶의 모든
부분에 긍정적인 사고라는 태도를 적용해야 한다.

2. 긍정적인 의사소통
의사소통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정보를 옮기는 행위이다. 이는 우리 자신과 타인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는 삶의 근간을 형성한다. 긍정적인 사고는 의사소통에서 시작한다.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전
에 자기 자신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항상 중요하다. 내적 사고의 힘은 삶을 형성하는 놀라운
능력이다. 이러한 형성은 언제나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의식적인 과정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
하다. 이상하게 들리더라도 한번 시도해 보라. 잃을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마음을 빛과
희망, 힘으로 가득 채우면 곧 삶이 변하고 이러한 특질들이 반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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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긍정적인 확신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지가 그 날 전체를 결정한다. 긍정적인 확신으로 하루를 시작하라. 우스워 보이더
라도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이야기하라.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거야.”“오늘은 아주 멋질거야.”“남들이 뭐래
도 나는 정말 아름다워.” 우리는 우리의 믿음대로 된다. 우리 삶의 결과는 우리가 매일같이 마음에 심고 가
꾸는 것의 결과물이다.

4.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은 일에 집중하기
삶의 좋은 일들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주변에서 기쁨을 찾으며 간과할 수 있는 작은
즐거움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이다. 작은 문제가 모여 산을 이루지 않게 하는 것이 대
단히 중요하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인식한다는 것은 좋은 것과 나쁜 것 모두를 의미한다. 우리는 하루의
중요치 않은 일들에서 가장 큰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다. 출근길의 파란 신호등, 라디오에서 좋아하는 노래
가 흘러나오는 순간,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길에 마주한 평안과 별빛의 아름다움에 대해 항상 생각하라. 물
론 우리가 가진 문제에 정신이 팔리고, 직장 상사와 배우자, 형제자매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기가 훨씬 더 쉽
다. 하지만 끊임없는 불평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막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고 힘이 된다. 작은 것이
라도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좋은 일들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자.

5. 실패를 교훈으로 바꾸기
성공의 적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 위험한 것은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 다른 모든 두려움처럼 그러한 두려움도 굴복시킴으로써 정복할 수 있다. 아
무것도 하지 않는 데 대한 두려움이 실패의 두려움을 앞서는 순간이 진정한 시작이다. 우리는 우리들의 과
거의 산물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실수로 규정되도록 할 필요는 없다. 과거가 바람처럼 되지 않았다 할지라
도 여전히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다. 실수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교훈을 얻어
야 한다. 실수는 문제가 아니지만, 실수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은 문제이다. 특히 실패
를 경험한 후에는 혼잣말이 엄청나게 해로운 작용을 할 수 있다. 혼잣말을 제어하고 특히 실패의 영향에 있
을 때 자신이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에 주의해야 하는데, 듣
는 이가 바로 자신이기 때문이다. 실패는 삶의 일부이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실패는 성공
의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6.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변화시키기
매일 우리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은 5만 가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이러한 생각들 중 70%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긍정적인 생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 속에 사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은 부정적인 것들에 집착하게 되고, 판단과 죄의식,
미래에 대한 생각이 만들어내는 불안감 따위에 사로잡히게 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현실을 만들 수 있는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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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있다. 대부분의 것들에 대해 같은 상황을 살펴보고도 좋은 것을 찾아내는 사람도 있고, 나쁜 것을 보는
사람도 있다. 긍정적인 면을 향하도록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긍정적인 상황을 만들어내기 때문이
다. 만성적인 부정적 사고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보는 대로 세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잔은 언제나 반
이 비어 있다. 우리는 마음의 필터를 바꾸어 긍정적인 생각들만 통과시킬 수 있다. 모든 상황에서 좋은 면을
보려고 노력하라. 섣불리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과도한 일반화의 유혹을 떨쳐야 한다.“감정”이라 불리는
에너지의 움직임을 제어하라. 염세주의 대신 긍정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긍정주의자는 모든 역경 속에서 기
회를 보지만 염세주의자는 모든 기회 속에서 어려움을 본다.

7. 참여와 전달
수천 년에 걸쳐 사람들은 개념을 이해하는 최선의 방법이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www.technkl.com). 우리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전달하는 동안 배움도 일어난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사회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지도자로서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는 왜 이것이 옳
은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것을 통해 어떻게 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가? 붕괴는 소통의 부재로 인해 시작된
다. 우리가 지도자로서 관여하는 지식은 그것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지 않는다면 아무런 가치도 없을 것이다.
우리의 청소년과 여성에게는 그들이 이미 본 것 이상의 것이 필요하며, 전문가를 통해 자신의 삶을 개선하는
방법과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 들려주어야 한다. 리더십이 실패하는 이유는 탐욕이며, 사랑의 힘
대신 힘을 사랑하는 것 때문이다. 이 모든 것들은 부정적인 사고의 결과이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법을
배워야 한다. 주는 자에게 복이 있기 때문이다. 부자와 빈자의 격차는 우려스러운 수준이며, 이는 건전하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나눔의 부족, 일자리 창출의 부족, 신이 주신 자원의 활용 부족으로 인한 것이다. 참여
하고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는 법에 대해 배워야 한다.

8. 무예의 이해
무예는 호신, 군사 및 사법, 정신 및 영적 발달, 오락, 국가적 무형문화유산 보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수련
되는 명문화된 체계와 전투 기술의 전통이다(Funakoshi 1981). 무예는 전쟁과 분쟁, 분쟁의 영향, 그 치
유법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준다. 우리가 전쟁과 분쟁의 시작에 대해 이해하고 위협에 대한 항구적 해결책
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도구가 무예이다. 전쟁은 마음속에서 시작되므로 마음을 통해 풀
어야 한다.

[정신적, 신체적 구성요소]
신체적 노력을 극대화하기를 원한다면 정신적 준비가 필수적이다(셰일라 & 낸시 오스트랜더(Sheila &
Nancy Ostrander)와 린 슈레더(Lynn Schroeder)의 초(超)학습). 신체적 훈련 없는 정신적 훈련은 가치
가 거의 없다. 반대로 신체적 훈련도 그 자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심신의 조화는 삶의 성공에 있어 핵심적
이다. 그러나 그러한 조화를 달성하기 전에 신체적 기술을 반드시 조건화된 반응이 가능한 수준까지 발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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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야 한다. 또한 반드시 의식적인 생각이 잠재의식으
로 자동적으로 전치되는 지점까지 마음을 발달시켜
야 한다. 이러한 잠재의식의 상태에서 “최고 수준의
자발적 단계”에 이를 수 있다. 무예에서 이것은 무기
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기능하는 상
태이다. 생각의 과정은 신체 전부를 관장하는 잠재의
식적 반응에 의해 규율된다. 의식적 사고와 느낌은
즉각적인 방어 또는 공격의 반응을 방해하지 못한다.
공격과 방어의 전략과 계획은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다. 공격이 진짜
라면, 반응도 진짜로 일어난다. 따라서 몸과 마음이 적절하게 훈련되어 있다면 주어진 상황에서 몸과 마음이
자동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동양 문화는 마음의 계발에 관해 많은 정보를 얻었고 수 세기에 걸쳐 그들의 삶
에 그것을 반영해 왔다. 마음의 준비와 관련이 있는 요소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건강의 네 가지
필수요소 중 하나는 고요한 마음 상태, 즉 차분하고 정리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는 주로 훈련
으로 얻어지는 것이고 환경의 영향은 부분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태도를 발달시킴
으로써 모두의 삶에 온전히 적용할 수 있다. 긍정적 태도를 구축하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게 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이에 따라 신체적 발달이 저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강된다. 뿐만 아니
라 모든 형태의 정신적 불안을 배격하는 것은 정신적 안정을 발달시킨다. 정신적 안정은 완수하여야 하는 목
표를 볼 수 있게 해주며 거대한 문제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아내는 데에 도움을 준다. 정신적 태도가 개선되
면 자신감도 향상된다. 자신감은 상대방에 대한 공포심과 망상을 지우는 데에 도움을 준다. 이에 당면한 문
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투 상황을 가늠하는 데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은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기
회를 만들어준다. 집중력이 부족하면 당황하여 배웠던 모든 자기 방어에 대한 지식을 잊어버리게 될 수도 있
다. 모든 노력에는 집중력이 필요한데, 이것이 중추신경계와 신체의 부위들을 훈련시켜 주기 때문이다. 따라
서 마음뿐만 아니라 건강한 몸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집중력은 마음이 몸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북
돋아주는 힘이다. 집중력으로 무장한 마음은 근육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복잡한 과업을 달성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정신력에 제한을 두지만, 정신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훨씬 능가할 수 있고 따라서 막대하
게 개선, 계발될 수 있다. 이러한 힘을 얼마나 발달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신체가 의지에 따라 움직이게 만
드는 능력에 달려 있다. 인간은 두뇌의 10%만을 사용한다는 말이 있다. 인간이 마음의 힘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라. 집중력과 관련된 힘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마음을 수련해야 한다. 그렇
지 않으면 마음의 힘이 떨어진다. 마음을 강하게 하는 주된 방법은 기억력을 개선하는 것이다. 기억이 마음
이 집중할 수 있게 만들고, 이에 의지에 따라 마음을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기억력을 개
선함으로써 배운 것을 더욱 빠르고 쉽게 생각해 내고 더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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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무예 전문가 연구사업 (MARIE)
연구는 지식의 보고를 넓히고 더욱 상세히 하기 위
해 취해지는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작업이다. 여기에
는 인간의 지식과 문화, 사회가 포함된다. 사실을 수
립, 확인하고, 기존 문제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는 데에 연구를 사용한다. 이처
럼 놀라운 계획을 마련한 ICM에 찬사를 보내는 바이
다. 무예 전문가 연구사업(MARIE)은 사회의 젊은 남
성과 여성들 사이에 평화와 화해의 문화를 독려하고
촉진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이들이야말로 사회적 문제로부터 피해를 받는 이들이다. 본 사
업은 삶을 감화시킬 뿐만 아니라 희망을 잃고 누구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청소년과
여성에게 희망을 줄 것이다. 그들의 마음은 상처를 입었고,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없어 마음은 중심을 잃었
다. 하지만 이제 터널의 끝에 빛이 있으리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본 조직의 창설과 대한민국-유네스코 간
의 중요한 합의를 이끌어낸 위대한 분들께 감사드린다. 세 달 전 내가 한국에 온 이후로 나의 삶은 변화되었
다. 많은 것을 발견했고, 문화적 경험을 했으며, 전통 무예의 진실을 깨달았다. 한국은 궁도, 합기도, 당수도,
수박, 태권도, 택견 등 다양한 무예의 역사가 깊은 나라이다.

10. 한국 최고(最古)의 전통 무예 택견
한국은 인도 다음으로 긴 전통 무예의 역사를 갖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50년 전에도 한국에서 가장 오래
된 전통 무예인 택견이 존재하고 있었다. (고구려 고분 벽화에 따르면) 택견의 뿌리는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
라간다. 고려시대에는 무예가 활발하게 행해져 많은 기술에 변화가 일어났다. 또한 무과 시험 종목으로도 채
택되었다. 조선시대에는 모든 이들이 즐길 수 있는 민중의 기술이 되었다. 현재 택견은 대한민국 국가무형
문화재 제 76호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도 지정되어 있다. 택견의 특징은 (공격
과 방어에 용이한) 손발 기술의 순환에 있다. 마치 춤의 리듬처럼 음악적 특징이 강하고, 다른 기술과 비교했
을 때 보다 방어적이며 상대방과 같이 발전할 수 있
다. 택견은 자연스럽고 순환하는 동작으로 인해 운동
과 스포츠를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으
며, 미적 가치를 지닌 문화적 기능으로도 볼 수 있다.
다른 전통 무예와 달리 택견은 보기에 즐겁고, 배우
기 쉬우며, 훈련 중에 큰 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무
엇보다 택견 지도자들은 친절하고 쾌활한 동시에 강
인하다. 이러한 자질은 대부분의 전통 무예 기관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택견은 실제적이고, 독특하며, 독창적인 설계를 갖고 있다. 세계로 퍼진다면 전통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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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11. 문화의 이해
문화는 인간 사회에서 관찰되는 사회적 행동과 규범이다. 여건을 개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성공을
거두는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른 문화 출신 사람들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관계를 맺고 다양한 문화
적 집단과 강력한 유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하다.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낼 만큼 강력한 공동체
를 위해서는 함께 협력하는 다수가 필요하다. 문화적 집단들이 힘을 합친다면 공동의 목표에 보다 효과적으
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의 문화적 집단은 저마다의 강점과 관점을 갖고 있으며 큰 공동체는 그로부
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관습,
지혜가 필요하다. 문화의 이해는 오해와 기회의 상실, 때로는 폭력을 초래하는 인종적, 민족적 분열을 극복
하고 방지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러한 혼란은 공동체의 재정적, 인적 자원을 좀먹는다. 문화적 다양
성의 인정은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와 궤를 같이한다. 문화적 집단들이 주류 역사와 문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
배우지 않는 것은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정확한 시각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것이다.

12. 택견의 발전
전통 문화유산이자 무예인 택견은 다양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스포츠, 무예, 교육과정 외에도 사람들이
보고, 참여하고, 경험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문화 관광을 통해 택견의
운명과 역사, 문화적 측면, 상징과 양식에 대해 배우고 즐기며,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경험을
하고 여가를 즐기며 우정을 쌓는 것이다. 이러한 고유성과 독창성, 접근성, 교육적 특징과 진실성을 지닌 택
견은 바람직한 자원이 될 수 있다. 택견은 다양한 방법과 이미지 구축, 스토리, 고객에 맞는 광고 전략, 성과
위주의 지원 체계, 통합된 지휘탑을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다. 모두에게 적합한 전통 무예를 찾고 있다면, 택
견이 정답이다. 택견에는 청소년과 여성을 위한 많은 가르침이 담겨 있으며, 특히 마음의 평화와 안정이 있
는 밝은 미래를 찾고 있는 이들을 위한 것이다.

13. 택견이 청소년과 여성에 주는 이점
미래는 대단히 밝고, 삶은 대단히 희망적이다(Nosanchuk, 1981).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던 현인들
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누가 미래인가? 미래는 언제인가? 미래를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은
아무 오랫동안 존재했으나, 답은 간단하다. 여성과 청소년이 세계의 미래이다. 여성은 사회의 기둥이자 가
정의 책임자이고, 창조의 연속체이다. 또한 청소년은 공동체를 보호하고 미래를 결정하는 이들이다. 이러한
청소년과 여성들이 가혹한 환경과 행동을 경험하면서 절망과 고뇌에 빠지고 있다. 우리가 오랫동안 지속되
는 해결책을 위한 최선의 소재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세계에 알리는 것은 무예 전문가이자 지도자인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가 무예를 취미가 아닌 생활의 일부로 만든다면, 무예 없는 삶은 결코 완벽할 수 없을 것이다.
무예가 청소년과 여성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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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의 저자 대니얼 골먼(Daniel Goleman)
듣기를 멈추고 말하기를 시작하기 전, 항상 시간을 두고 대화 상대(들)의 분위기가 어떠한지 - 즉, 감성적
인 수준에서 - 고려해 보아야 한다. 아무리 많은 아이디어와 통찰이 떠오른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흥분해 있
거나, 화가 나 있거나, 불만스러운 경우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시간이다. 참을성을 가져야 한다. 물
을 흘려보낼 기회를 주어야 한다. 상대방이 준비가 되면 의견을 구할 것이고, 그들이 답을 원한다면 질문을
할 것이다. 때로는 누군가의 감정과 듣는 이의 논리가 물과 기름처럼 섞이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주의 깊
게” 듣고 있는 와중에, 말하는 사람이 매우 감정적인 것처럼 보인다면, 무언가를 말하기 전 더 많은 참을성
을 갖고 들어주어야 한다. 끼어들어서 제안을 하기 전에 상대방이 말을 하고 자신의 모든 분노나 감정을 분
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랑의 힘]
사랑은 신이 우리에게 거저 준 선물이며, 따라서 우리도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거저 주어야 한다. 사랑
을 표현하는 사람의 의견은 존중을 받으며 종종 더 많은 기회를 얻는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다른 이들이
결코 가질 수 없을 기회가 주어진다. 다른 이들이라면 죽음으로 갚을 만한 일도 용서를 받는다. 다른 이들
이 결코 들을 수 없을 이야기들을 듣게 된다. 사람들은 그들을 감싸고, 그들을 위해 나서며, 항상 그들의 선
의를 믿는다. 여러분은 아마도 매우 설득력 있고 심오한 분위기로 접근해 온 사람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
다면, 누군가의 사랑을 받은 것이다. 언제든 우리 모두는 사랑으로 우리를 압도하는 재능을 가진 사람을 만
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를 정말로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의견을 중히 여긴다. 모든 주
의를 오로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에게만 쏟아준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는 주변에 누가 있든 다른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들은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중요한 사람인 것처
럼 느끼게 만들어준다.
그들과 함께 하는 순간이 너무나 즐거워서 비판적인 판단은 완전히 접어 두었을 것이다. 얼마나 멋진 기분
이었는지 기억할 수 있는가? 마치 백만장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을 것이다. 자기 자신을 멋진 사람으로 여
기가 만들어줄 수 있는 힘에 대해 생각해 보라. 그러한 힘은 무한한 것이다. 위대한 지도자들은 그러한 힘을
기르고, 성공하는 사람과 일류 연예인들도 그러한 힘을 기른다. 사람을 상대하는 거의 모든 이들이 사랑의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고자 하는 사람도 누구나 사랑의 태도를 길러야 한다. 언제 어
디서나 다른 사람이 이렇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상상해 보라. 개인적 삶에서,
또한 사업의 세계에서 이러한 선물이 얼마나 가치 있을 것인가! 말 그대로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다. 누군가
에게 특별한 느낌을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보상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이제 우리의 청소년과 여성이
사랑의 힘을 기르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연습하도록 결심하게 만들 시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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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존감]
심리학자들은 인격의 중심이 자존감이라고 이야기한다.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좋아 하는가”로
정의한다(당신이 얼마나 남을 배려하는가를 알기 전까지 사람들은 당신이 얼마나 아는지를 신경 쓰지 않는
다 - 루오 홀츠(LUO HOLTZ)). 자존감은 모든 순간 자신이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느끼는 감정의 총합이다.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논리적으로 정당화한다. 인간은 감정적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고, 특히
자신을 향한 다른 이들의 행동에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 우리는 유아기부터 부모의 행동과 반응에 과도하게
민감해지도록 조건화되었다. 이러한 초기 교류의 역학이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평생 지속되는 경우도 많다.
우리가 타인에 관해 하는 거의 모든 것들은 자존감, 내적 안녕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거나 다른 사람 또는
환경에 의해 그것이 손상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순수한 사랑을 만드는 비밀]
인간의 가장 깊은 욕망은 존중 받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얻는 것이다. 따라서 사랑의 비밀은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느낌을 받도록 하는 데에 있다.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게 만들수록 그들은 우리
가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여기게 될 것이다. 다행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좋게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지 알고 있다. 핵심적인 행동은 수용, 감사, 인정, 존경이다.

[수용]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무조건적인 긍정”의 태도이다. 즉, 인종, 문화, 민족, 성
별과 관계없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제한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결코 비판하거나 실수를 지적하지 않으
며, 그들이 마치 자연의 기적인 것처럼 모든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이 사랑의 시작이다. 미소
로 시작하라. 누군가를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 그들의 자존감이 자동적으로 상승한다. 그들은 자기 자신
에 대해 행복을 느끼고, 자신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입을 열
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 많은 사람이라고 여기게 될 것이다.

[감사]
크든 작든 상대방이 한 일에 대해 감사를 표할 때마다 그들의 자존감이 높아지게 된다. 그들은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느낌을 받고, 자신이 보다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들의 자기 이미지가
좋아지고 자기에 대한 존중심이 높아진다. 이렇게 멋진 감정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간단하다. 크든
작든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비서의 업무에 대해 감사하라. 배우자의 도움에 감사하라. 자녀가 하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는
두 배로 돌아온다. 누군가에게 미소를 짓고 감사의 말을 할 때마다 상대방의 자존감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우
리 자신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우리 자신을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된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더
좋아하게 만들어주는 말을 할 때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더 좋아하게 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좋아하게
78 | 제1회 젊은 전문가 무예 연구사업(MARIE) 결과 보고서

������-7-2.indd 78

2018-03-14 �� 5:25:21

될수록 다른 사람들을 더 좋아하고 신경 쓰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좋아하게 될수록 우리가 좋
은 인상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덜 염려하게 될 것이고, 더욱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인정]
“아기는 인정을 위해 울고, 남자는 인정을 위해 죽는다”는 말이 있다. 모든 인간은 삶 전체에 걸쳐 자신의
행동과 성취에 대해 인정받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필요를 갖고 있다. 어떠한 인정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그러한 필요는 마치 음식이나 휴식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항상 인정의 말을 할 기회
를 찾는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환영을 받는다. 어쩌면 인정의 정의가 “칭찬”일지도 모른다.

[존경]
아브라함 링컨의 말처럼 “누구나 칭찬을 좋아한다.” 누군가에게 그들의 특징, 소유, 성취에 대해 진심 어
린 칭찬을 하면 그들은 자동적으로 그들 자신을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게 된다. 그들은 인정받는다는 느낌
을 받고, 자신을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 그들 자신을 더 좋아하게 되고, 우리를 더 좋아하게 된다.
누군가가 입은 옷을 칭찬하라. 시간 엄수, 끈기 등 사람의 특징에 대해 칭찬하라. 상을 받거나 목표를 달성
한 사람을 칭찬하라. 큰 일 만큼이나 작은 일에도 칭찬을 하라. 항상 칭찬할 거리를 찾으라. 그럴 때마다 상
대는 우리를 더 좋아하게 되고, 우리가 사랑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예절과 윤리, 사랑과 보살
핌, 규율과 헌신은 전통 무예의 핵심이다. 바로 이곳에서 통합이 보장된다. 모두를 향한 보살핌과 존경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14. 멘토이자 리더로서 지도자의 역할
무예 지도자는 무예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www.bookmartialarts.com). 무예 지도자가 중요
한 이유는 기관의 얼굴이기 때문이다. 무예가 폭력을 가르친다고 믿는 사람들과 무예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다. 무예 전문가이자 지도자인 나는 그러한 논쟁을 가까이서 관찰했는데, 매우 건전한
논쟁이었다. 그러나 기술과 기술을 다루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예는 도구이고, 지도자는 도구
를 다루는 사람이다. 도구의 성능은 그것을 다루는 이의 역량에 달려 있다. 총이 사람을 쏘는 것이 아니라 사
람이 사람을 쏘는 것이다. 누군가는 방아쇠를 당겨야 한다. 따라서 총을 만진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 무예 훈
련에는 두 가지 종류의 지도자가 있다. 싸움꾼을 만드는 사람과 전사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싸움꾼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전
사는 공정한 대결을 믿고,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보호를 생각한다. 전사는 언제나 말을 가려하고, 상
대방이 승리하면 함께 기뻐한다. 전사의 혼은 파괴가 아닌 수호의 영이다. 지도자가 최고의 품성을 지닌 역
할 모델이 되어 학생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지도자는 리더이자 멘토
가 되어야 하고 동기 부여를 위해 학생의 능력과 잠재력에 신뢰를 보여야 한다. 많은 아동 또는 학생들의 경
우 우러러 볼 수 있고 자신을 지지해 주는 부모와 같은 사람을 만나면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아진다. 여학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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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할 때 지도자는 성에 대해 민감하게 대처해야 하고 배려와 사랑, 존경
으로 대해야 한다. 지도자는 학생들에게 형제애와 자매애의 중요성을 분
명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학생들은 서로가 형제자매가 되어 무슨 일이 있
어도 서로를 지켜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이 수련한 기술(절제, 존중,
협력)을 학교와 일상에서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하다. 인격의 일관성도 매우 중요한데, 지
도자는 모범과 본을 보여 이끌어야 하고 학생들이 기대하는 행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도자의 역할은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거나 체육관의 선
생 노릇을 하는 것 이상의 핵심적인 치료 요소이다. 본을 보이지 않는 무
예 지도자의 가르침은 학생들에게 그만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며 훈련 프로그램의 성공에 해가 될 수도 있
다. 무예 전문가가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교육자, 스포츠 전문가, 치료자가 되어 훈련이 보다 효과
적이고 전문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도자는 학생들의 학교, 가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학
생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신뢰의 유대감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통합적 중재에는 지도자
와 학교 전문가, 부모 사이의 효과적인 협력이 필수적인데, 이것이 모든 참여자의 공동 노력을 통해 만족스
러운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이다.

[지도자로서 학생들을 독려하는 방법]
①충성심을 길러준다
학생들이 수련을 그만두는 흔한 이유 중에서 지도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그저 “사범님이 싫어서”라
고 말하는 것이다. 물론 성격의 차이는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나 좋은 스승이라면 그러한 차이를 최소화하고
학생과 그들의 필요에 집중할 것이다.

②올바르게 교정한다
때로는 비판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사람이 아닌 행동을 비판해야 한다. 아마도 인신공격을 하거
나, 보법을 잘 가르쳐주기보다는 엉망이라고만 이야기하거나, 우리가 잠재력을 끝까지 발휘하도록 독려하
기보다는 나태한 모습을 보이던 코치나 선생 한 사람 쯤은 누구나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한 모욕이 즐
거운 기억으로 남아 있는가? 아닐 것이다. 학생이 실수를 하면 실수를 교정하라. 교정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학생에게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야기하라. “다시 해봐. 그 기술은 항상 망치는군”과 같은
발언은 피해야 한다. 즉, 학생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더 나아지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것들을 가르
쳐야 한다. 자신에 대해 탄탄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학생인 경우 긍정적인 피드백이 최소 60%는 되어야 하
며, 교정을 위한 피드백은 40%를 넘어서는 안 된다. 수줍거나 불안해하는 학생의 경우 긍정적인 피드백이
80% 이상, 교정을 위한 피드백은 20% 미만이어야 한다. 학생을 교정할 때는 한 번에 두 가지를 하려 해서
는 안 된다. 처음에는 제대로 하는 것보다 잘 못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이 당연하다. 해야 하는 것을 딱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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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짚어 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학생에게 할 일을 잔뜩 던져주면 방전되고 말 것이다. 한번에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주고 성공하는 것을 지켜보라. 성공하면 칭찬을 해 주어야 한다. 매번 수업을 꾸준한 비판
의 흐름보다는 작은 성공의 연속으로 만들어야 한다. 모든 학생이 성공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라. 매일
의 작은 “대회”에서 여러 번 우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③적절하게 의사소통 한다
모든 지도자가 비슷한 상황을 겪을 수 있다. 충성심을 무너뜨리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큰 원인 중 하나
는 학생들이 지도자가 자신에게 충실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기준
을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하는가? 학생들을 공정하고 정직하게 대하고 있는가? 대다수는 그러할 것이다. 그
러나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충성심이 무너질 때도 있다. 그러한 경우 우리 자신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지 살
펴보아야 한다. 기대가 합리적이고 분명한가? 학생들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바를 알고 있는가? 오래된 이야
기를 하나 소개한다. 훈련이 끝나고 수년이 지난 뒤에 학생과 멘토이자 코치였던 이가 다시 만났다. 코치가
학생에게 이야기한다. “나는 항상 자네를 자랑스러워했네.” 학생은 놀라고 충격을 받는다. 학생은 오랜 시
간 동안 자신이 단 한 번도 코치를 만족시킬 만큼 뛰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해 왔던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났
던 것일까? 아마도 의사소통의 붕괴였을 것이다. 코치는 학생이 향상되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밀어
부쳤던 것을 기억한다. 학생은 비판과 자신의 기술로 코치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것을 기억한다. 선생으
로서 우리는 반드시 학생에게 우리가 그들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
다. 그들의 큰 승리뿐만 아니라 작은 승리도 축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가 그들을 소중하게 여
긴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학생에게 그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한 가
지 방법은 손수 편지를 쓰는 것이다. 한 가라데 사범은 400명의 학생을 가르쳤다. 그는 매일 다섯 명의 학생
에게 손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다. 학생들은 약 3개월마다 직접 쓴 편지와 발전 상황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었다. 단 한 가지 조건은 편지의 내용이 개인적이고, 구체적이며,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각
각의 학생들에게 개인적이고 긍정적인 이야깃거리를 찾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학생들에
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거나 제대로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학생이 처음으로 수련을 시작한 매
년 기념일마다 쪽지를 써 줄 수도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아주 잘 해 주었다. 아주 많이 발전했다. 또 성장하
는 모습을 기대 하마”와 같이 간단한 내용이면 된다. 시험, 승진, 첫 대회, 첫 단독 강습 등 학생의 삶에서 기
념할만한 순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순간들은 학생에게 중요한 시간들이다. 우리에게 그들
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면 우리와 그들 사이에 유대감이 형성된다. 우리가 학생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또 하나의 간단한 방법은 생일 카드를 보내는 것이다. 처음 등록할 때 모든 학생이 자신의 생
일을 적도록 한다. 통판 카탈로그를 통해 적절한 카드를 구할 수 있고, 문구점에서 구입할 수도 있다. 누구에
게 카드를 보내야 하는가? 모두에게 보내야 한다. 적극 참여하는 학생과 쉬고 있는 학생, 어린이와 성인 모
두에게 이름을 쓰고 아래에 관장(가능하면 다른 사범들의 이름도)의 서명을 첨부해서 생일 카드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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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실패를 초월 한다
학생이 실패하는 경우, 실패는 좋은 학습의 도구가 된다. 실수를 허용하라. 실수를 큰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어린 아이가 걷는 법을 배우는 것을 생각하라. 걷기는 아주 복잡한 기술이다. 하지만 어린 아이는 그
것을 능히 배운다. 물론 넘어지지만 그때마다 일어나고 다시 시도한다. 그리고 결국 배우고 만다. 그들이 넘
어질 때마다 걱정하고 “실패”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렇게 놀라운 걸음을 뗄 수 있겠는가? 학생들
이 실패에 머무르기보다는 다시 일어나 시도하도록 가르치라. 실수를 발판 삼아 향상될 수 있는 방법을 가
르쳐야 한다.

⑤ 목표 설정
학생이 흥미를 잃는 또 하나의 이유는 자신이 하는 일에서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동작만
따라하는 학생은 곧 동작에 지겨움을 느낄 것이다. 학생은 목표와 우선순위를 필요로 한다. 그러한 것을 선
생이 해줄 수는 없지만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도록 도와줄 수는 있다. 학생과 앉아서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
기한다. 6개월, 1년, 5년 뒤에 어디에 있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어본다. 절대로 “그건 불가능해”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태고 적 부터 “불가능한” 일을 시도해 왔다. 그리고 누군가는 성공을 거두
었다. 학생들이 공중에 성을 세우더라도 그대로 두어야 한다. 우리의 할 일은 그런 성 아래에 기초를 쌓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그들의 꿈 아래에 짓는 “기초”는 불가능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닿을 수 있는 수많은
작은 목표들이다. 이렇게 작은 목표들은 일주일에서 10일 이내, 몇 시간 이내, 혹은 몇 분 이내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어떤 학생들에게는 단기적 목표가 눈을 뜨고 대련 내내 상대방을 쳐다보도록 하는 것
처럼 일견 너무나 간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주의력 결핍이 있는 이에게는 이것이 결코 작
은 성취가 아닐 수 있다. 운동능력이 뛰어난 이들에게는 뛰어올라서 발차기로 천장에 닿는 것이 목표가 될
수도 있다. 단기적 목표의 규모가 어떠하든, 목표는 학생이 그것을 성취했을 때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학생과 지도자 모두에게 분명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그러한 목표가 학생에게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은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쏟지 않을 것이다. 학생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들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학생이 그들의 앞에 놓인 목표를 지켜내도록 돕고, 그
러한 목표를 주시해야 한다.

⑥ 규율 문제
때때로 사고뭉치들을 만나게 된다. 반항적인 학생들을 다루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분위기를 망치
지 않고 문제 행동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꾸짖음은 수업의 동력을 깨뜨리고, 일부 민감한 학생들은 자신의
행동이 아니라 할지라도 긴장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성공적인 가르침을 위해서는 기강이 대단히 중요하
다. 손쓸 수 없게 되기 전에 문제를 “솜씨 있게” 올바로 규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때로는, 특히 어린 아동
의 경우 행동을 “굶겨 죽일”수 있다. 학생이 즉각적인 위험에 처하지 않거나 나머지 학생들을 잘못된 행동으
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무시하라. 학생에게 어떠한 강화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른 학생의 올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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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을 칭찬하라. 잘못된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잘못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다는 것
을 보여주어야 한다. 잘못된 행동은 관심을 끌기 위함인 경우가 많다. 학생이 다시 올바로 행동하기 시작하
면 다음 번 옳은 행동에 대해 학생을 칭찬한다. 학생에게 파괴적이거나 반항적인 행동보다 올바른 행동을 할
때 더 많은 관심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때로는 학생을 반드시 저지해야 할 때도 있다. 가능하면
항상 나쁜 행동에 대해 학생을 깎아내리기보다는 좋은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좋다. 학생이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줄을 서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달려든다면, “팔을 옆구리에 붙이고 조용히 기다릴
것”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학생이 그렇게 행동하면 칭찬해준다. 훈련이 잘 진행되면 그 점을 지적해준다. 특
히 예전에 문제가 있었던 반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집중하고 자기 절제를 하는 학생에게는 칭찬을 한
다. 학생이 위험해지거나 수업 분위기를 망치는 경우 즉시 교정한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 행동에 대해 자세
히 다루고자 할 때에는 남들이 없는 곳에서 해야 한다. 전체적인 규칙은 “칭찬은 공개적으로, 교정은 사적으
로” 하는 것이다. 일부 학생들에게 공개적인 망신은 마치 소 앞에서 빨간 천을 흔드는 행동과 같은 것이다.
그들은 앙갚음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사고뭉치들에게 초점을 맞
추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지만, 스스로를 경계해야 한다. 수업 중에 학생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마음속에 새겨
두고 있어야 한다. 때때로 몇 번이나 칭찬을 하고 몇 번이나 꾸짖는지 스스로 세거나 옆에 누군가를 세워두
고 세도록 한다. 잘못을 고치는 것보다 좋은 행동을 강화하는 횟수가 훨씬 더 많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학
생에게 “잘못된 행동이 제일 많은 관심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셈이다.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처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해야 한다. 다른 대안이 효과가 없거나 그러한 행동이 계속
되도록 두면 다른 학생이 위험해지거나 수업을 망치게 되는 경우에만 처벌을 사용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에
게 효과적인 처벌의 형태는 “타임아웃”이다. 학생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선생의 요구에도 교정하지 않으면
다른 학생들과 분리한다. “타임아웃” 기간 동안 학생은 활동에서 격리되어 매트 모서리에 앉거나 의자나 바
닥에 앉아서 문제 행동을 멈출 의향이 생길 때까지 기다린다. 몇 분 후 학생이 수업 규칙을 따를 용의가 있는
지 물어보거나 규칙을 따를 생각이면 돌아오라고 이야기한다. 타임아웃의 배경이 되는 생각은 잘못된 행동
을 하는 학생을 진압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하거나 주의를 분산시키는 행동을 격리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타
임아웃을 모욕으로 여기는 어린이도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그들이 훈련에 다시 합류하고 나면 분노나
적의의 징후는 없는지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이와 유사한 격리조치를 해야 할 수도
있다. 자신에게 물어보라. 나는 성격이 급한가? 누가 나를 자극하면 나중에 후회할 말이나 행동을 하는 편인
가? 수업을 책임지는 위치라면 냉정을 찾을 때까지 비슷한 방법으로 스스로를 타임아웃 시키는 것이 좋다.
우선 화를 유발한 상황이 위험한 것이라면 중단시킨다. 그리고 분위기를 바꾼다. 집중적인 지도가 필요하지
않은 활동으로 바꾸거나, 휴식을 선언한다. 조수에게 넘겨주거나, 잠시 다른 학생을 상대할 수도 있다. 화가
나게 만든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학생을 교정하거나 징계하기 전에 물러서서 냉정을 찾을 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 처벌의 수단에 대해 주의 깊게 생각한다. 무예 학교에서 흔히 사용되는 것으로는 팔굽
혀펴기나 다른 신체적 운동이 있다. 훈련의 일부로 팔굽혀펴기를 활용하는 경우 처벌 수단으로 그것이 어떠
한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팔굽혀펴기가 처벌이라면 학생들이 개인 훈련 시간에 그것을 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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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무엇인가? 만약 그것이 훈련의 중요한 일부라면, 진짜 처벌인가, 아니면 그저 또다른 훈련의 기회에 불
과한가? 처벌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고 훈련의 나머지 부분과 일관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⑦ 공동체 구축
학생들이 자신이 보다 큰 어떠한 것의 일부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가? 팀의 일원이거나, 그들의 안녕을 보
살피는 공동체의 일부인가? 어떤 학생들에게는 무술 학교가 그들의 주된 사교의 장이다. 어떤 이들은 이곳
에서 평생 친구를 찾을 수도 있다. 공동체의 일부가 되었다고 느끼는 학생은 훈련에서 보다 안정감을 느끼며
보다 정기적으로 출석한다. 지도자는 공동체의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15. 여성을 위한 무예와 그 이점
무예는 매우 남성적인 심신 수련으로 여겨지는 경
우가 많다(www.martialarts woman.com)이에 여
성들은 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많은 여성
들이 무예를 남성만의 것으로 치부하거나 소년들의
모임이라는 생각에 겁을 내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여성이 무예를 수련하는 것의 놀라운 이점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나이로비 슬럼가에서 강간범과 맞서 싸우는 케냐의 쿵후 할머니를
만나다_ 출처: En.newsner.com

[자신감과 능력 배양]
무예는 여성이 무력감을 덜 느끼게 하고, 자신감과 자존감을 향상시키며 정신적 강인함과 회복력을 발달
시킬 수 있게 도와준다. 대치 상황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매우 좋은 능력이다. 자기 방어는 자신에
게 힘이 있다는 느낌을 더해주고 공포의 부정적인 효과를 감소시켜 준다. 여성이 무예 수련을 통해 계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성은 규율이다. 정신적 강인함을 기르기 위해서는 끈기와 헌신이 필요하다. 급수가 향
상된다는 느낌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된다. 지속적인 성취감을 통해 얻는 이점은 평생 동안 지속될 수 있다.

[심혈관계 건강과 운동 기술]
적극적인 생활 양식이 주는 건강상의 이점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으나 여성이 활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시간과 동기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handfulofheaith.com). 여성에게 무예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을 증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주기적으로 수련하는 경우에 특히 그러하다. 반 체계의 일원이
됨으로써 혼자서 달리기를 하거나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하는 것에 비해 수업에 참석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학생이 성인이 되면 무예를 통해 운동 기술을 향상시킴으로써 신체적 사고에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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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되는 부상으로 인해 쇠약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수업을 통해 주기적으로 운동과 스
트레칭을 함으로써 여성이 건강을 유지하고 노년에도 더욱 활동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된다.

[스트레스 해소]
많은 사람들은 무예 수련이 일상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무예는 여성의 주의
력을 개선하고, 스스로 평화를 유지하는 데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준다. 신체 활동은 엔돌핀 분비를 촉진하
고 가벼운 우울 및 불안감과 관련 있는 증상을 감소시킴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기분을 좋게 해주는
놀라운 효과를 발휘한다. 최고의 무예 학교 중 많은 곳에서는 명상과 집중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가르쳐줄 것
이다. 신체 활동은 “움직이는 명상”으로 작용하지만, 명상을 추가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와 집
중력 증강에 더욱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된다.

[전통 무예를 통한 마음의 평화]
(www.atriumsoc.org) 지난 몇 년 간 여성과 청소년의 내적 평화에 영향을 준 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 중재 프로그램이 다수 시행되었다. 주요 프로그램은 브라질 전통 무예인
주짓수를 기초로 만들어졌으며 미국에서 에드워드 탈하이머(Edward Thalheimer) 박사가 가르쳤다. 6개
월 간 진행된 프로그램의 주된 목표는 사회적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폭력, 기아, 차별
의 가혹한 경험을 한 다양한 민족 출신으로 구성된 참가자 집단이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대부분의 구
성원들이 증오와 분노로 인해 서로에게 직접 이야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훈련의 형태를 실제적
치료에서 이론적이고 동기부여를 목표로 하는 포럼으로 변경했다. 매일 참가자들에게 긍정의 말을 주고 힘
든 과거의 경험이 생각날 때마다 그것을 연습해 보도록 독려했다. 두 달 후 수집된 데이터에 따르면 모두가
전보다 더 행복해졌고, “상대방을 해치는 것은 자신을 해치는 것이다. 해를 입히지 않고 공격성을 제어하는
방법은 평화의 기술이다”(모리헤이 우에시바(Morihei Ueshiba)라는 점을 배운 후에는 서로 소통할 수 있
게 되었다. 처음 시작할 때 세운 목표를 결국 모두 달성할 수 있었고, 하나의 팀으로 일할 준비가 된 참가자
들을 얻었다. 그들은 긍정적이고, 자신이 배운 것을 공동체에 전달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것이 긍정적인
마음가짐의 힘이다.

16. 전통 무예 수련 시설
무예 인프라는 대단히 중요한 핵심이다. 이는 기관
의 이미지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이러한 점은 케냐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커다란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케냐는
스포츠, 특히 무예에 있어 커다란 잠재력을 지닌 나
라이다. 많은 젊은 남성과 여성이 무예를 사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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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열광하고 있지만, 시설의 부족은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 있다. 특히 여성은 타일 바닥에서 수련하는 것
을 힘들어하는데, 그러한 환경으로 인해 자신이 노출되는 위험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이다. 관절에 충격이
가는 것부터 바닥에 넘어지는 경우 척추 부상을 입는 것까지 이와 관련된 위험은 커다란 문제이다. 양질의
체육관과 적절한 시설이 절실히 요구된다. 무예 학교 또는 시설을 운영할 때는 이미지가 전부이다. 잠재적인
학생이 처음으로 체육관을 방문하면 그곳에 다닐지 여부를 첫인상으로 결정하게 된다. 학교의 이미지는 지
도자의 이미지와 부합해야 하는데, 말한 대로 실천하는 것을 보여야하기 때문이다.

[기관 운영]
기관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체계와 구조가 있어야 한다(www.emeraldinisight.com, 고성능의 차
원). 기관의 성과와 성취를 결정짓는 것은 시스템이다. 시스템은 그 속성상 지속되도록 만들어진다. 성공적
인 시스템은 계속해서 이어진다. 또한 시스템에 대한 깊은 노력이 없이는 성공이 어렵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
다. 시스템은 기관의 성공을 담보하는 원칙들로 구성된다. 기관 운영의 지속적인 성공을 거두는 유일한 방법
은 이러한 원칙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노력이란 단순히 원칙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 이상을 말한다. 그러한 원칙은 성공의 “일반적 지침”이 아니라 “나의 성공”을 위한 지침이다.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아이퀘스트(IQuEST)”라는 원칙에는 기관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있다.
IQuEST는 진실성(Integrity), 품질(Quality), 열정(Enthusiasm),서비스(Service),팀워크(Teamwork)
를 의미한다. 이러한 원칙은 상호 의존적이며 서로 끝없이 연결되어 있어 하나가 다른 하나를 보완하고, 하
나의 부재가 다른 하나의 부재로 이어진다. 이들 중 하나, 둘, 또는 세 가지 요소가 없이는 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시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는 기관의 성공을 저
해하고 고객을 줄어들게 만드는 확실한 방법이다. 앞유리와 조수석 문이 없는 자동차도 멀쩡하게 움직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타고 가는 것이 회사에 출근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1. 진실성
우선 진실성에 노력을 기울이면 다른 모든 것들이
자리를 찾을 것이다. 진실성을 향한 헌신적인 노력
은 기관에서 하는 모든 일들로 퍼져나갈 것이다. 나
는 진실성을 “가치 규범에 대한 준수, 완전한 진정
성, 솔직함”으로 정의한다. 사업계획에 고객의 성공
을 우선시하는 노력이 빠져 있다면, 잘못된 사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체누아 아체베(Chenua
Achebe)는 그의 책에서 “진실성을 시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타협을 단호하게 거절하는지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종류의 진실성은 구조 또는 시스템의 온전함 또는 무결성을 의미한다. 자신의 도
덕률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은 개인적 진실성을 보장해주며, 시스템의 규칙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은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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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성과 기관의 성공을 보장해준다. 일관성을 갖고, 말한 대로 실천하며, 시스템을 따라야 한다. 시스템은
고객의 성공과 기관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진실성은 “규율”에 관한 것이다.

2. 품질
품질은 어떠한 종류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모든 사업체가 추구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고객 서비
스 부서는 고객의 문제를 처리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반면, 대부분의 품질 관리 부서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
질 문제를 다루도록 구성되어 있다. IQuEST를 5단계의 필터 시스템으로 생각해 보라. 첫 번째 필터가 충분
히 탄탄하다면, 다른 수준의 필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진다. 진실성을 향한 노력이 충분하고 일관된
다면, 기관의 품질을 담보하는 것은 쉬운 일이 될 것이다. 품질은 “탁월성의 정도”이다. 진실성과 마찬가지
로, 거의 모든 곳에서 어느 정도의 품질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품질의 진정한 척도는 탁월성에 있다. 품
질에 대한 기관의 주요 철학 중 하나는 “지속적이고 끊임 없는 개선”이다. 이러한 기업은 결코 안주하지 않
을 것이며, 모든 기관은 그러한 노력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탁월성의 수준을 나타내는 품질을 논함에 있어,
우리 중 누구도 이미 개인적으로, 혹은 직업적으로 최고 수준의 탁월성을 달성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
한다. 마찬가지로, 기관이 각자의 한계에 이미 도달했다고 말하는 데에도 무리가 있다. “개선 여지라는 이름
의 방은 언제나 존재하며, 대개 집에서 가장 넓은 방이 바로 그곳이다”라는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시간
을 들여 기술을 개선한다면 기관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항상 리더십의 품질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3. 열정
열정과 열심은 고객을 기관으로 끌어들이는 핵심 요인이며, 사람들이
기관을 추천하는 주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미국의 작가 수잔 라빈(Susan Rabin)은 “열정은 전염성이 있다. (열정의) 숙주가 되어라”는 말을
했다. 기관의 품질이 개인의 품질에 의해 좌우되는 것처럼, 기관의 열정도
우리에게서 시작된다. 리더이자 선생이며 지도자인 우리의 열정 수준이
직원과 고객, 기관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한다. 직원에게 전달하는 열정이
고객에게도 전해질 것이다. 직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부정적인 분위기
를 일소해야 한다. 매일매일 열정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다. 긍정
적으로 생각하라. 동기부여 서적을 읽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보라. 자신
에게 격려의 말을 하며 긍정적인 확신의 힘을 이용하라.

4. 서비스
기관의 목표는 최고가 아닌 전설의 고객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좋은 고객 서비스는 무엇으로 구성
되는가? 많은 고객 전문가들은 고객 서비스의 5가지 법칙에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이들 모두가 기관에게 대
단히 중요하다. 아래는 이들 법칙을 우선순위에 따라 나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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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줌
● 고객의 피드백을 독려
● 고객의 문제에 대응
● 반복적인 관계를 발전
●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것을 추구
이들 법칙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단 한 가지 법칙을 고수한다면 다른 모든 것들도 따라올 것이라 생각
한다. 바로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것이다. 이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 IQuEST를 따르는 것이다. “충
성심은 하루에 만들어낼 수 없다. 매일매일 쌓아가는 것이다.” 항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
을 제공해야 한다.

5. 팀워크
“팀워크는 너무나 중요해서 이에 능하지 않고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거나 원하는 돈을 버는 것이 사실
상 불가능하다.” 비즈니스의 구루(Guru)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브라이언 트레이시(Brian Tracy)의 말이
다. 기관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그 누구도 섬이 아니다. 팀으로 함께 일하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
다. “훌륭한 팀워크는 커리어를 결정짓는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함께라면 성공할
수 있다.

4. 결 론
전문가를 비롯해 많은 이들이 평화와 화해의 형태 또는 도구로 무예를 사용하는 것에 관해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일 때가 많다. 그들이 우려하는 주된 문제는 그러한 훈련이 폭력성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고 무예
지도자들이 평화 증진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만큼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전통 무예는 단순한 호신술 이상이라는 점이 입증되었다. 무예 지도자들은 전문가이자 리더이고
멘토이다. 전통 무예는 과학에 기반한 스포츠 교육, 생물학적 정보, 무예에 적용된 수학적 이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심신의 작동을 통해 영적 상태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길은 전통 무예이다.
전통 무예는 폭력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분쟁과 전쟁의 근본 원인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폭력의 예를
이용하는 것이다. 전통 무예는 학생들이 폭력의 영향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폭력에 대한 해결책을
가르쳐준다. 무예 전문가이자 스포츠 과학자인 나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배양하는 도구이자 전세계
모든 청소년과 여성의 평화와 화해를 촉진하는 도구로서 전통 무예의 활용을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다.
전통 무예는 문화적, 철학적으로 풍성한 체계이다. 환경적, 행동적, 정서적, 사회적 어려움에 대한 중재의
형태로서 무예를 강력한 교육적 도구로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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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스포츠관계 발전
(상호 존중, 지속가능성, 안정성)
- Developing international sports relations through
the martial arts for peace
(mutual respect, sustainability and stability) -

아미르 사둘로에프 (Amir Sadulloev)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우즈베키스탄 단독 무예 고등학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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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위한 무예를 통한 국제 스포츠관계 발전
(상호 존중, 지속가능성, 안정성)
아미르 사둘로에프, 우즈베키스탄

1. 요 약
21세기 최대의 위협 중 하나는 이데올로기의 위협이며, 정치 또는 다른 방식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스포츠와 무예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본 논문은 스포츠와 무예의 사상과
철학을 통해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 기구의
활동과 전통 무예에 대해 고찰하고 그러한 도구의 활용 측면에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경험에 대해
살펴보며, 청소년 분야에서의 실행 방법에 대해 분석한다.

2. 자기소개
보고서를 읽기 전, 삶의 성공과 행복했던 순간들에
대해 생각해 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본 보고서를 통해 내가 가진 최선의 것을 나누고
여러분도 이 보고서에서 답을 찾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나는 본 보고서를 통해 내가 나 자신의 경험에서
찾아낸 것을 최선을 다해 전달하고자 한다.
우선 나 자신과 나의 경험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우즈베키스탄 문화체육부 장관 바코디르 아크메도프(Bakhodir
Akhmedov)로부터 “공화국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상
을 받는 장면 (2016년 12월 28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나의 이름은 아미르 사둘로에프(Amir Sadulloev)
이며, 우즈베키스탄 태생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청소년에게 특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아주 일찍부터 스포츠 행정 업무에 뛰어들었다. 20세에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문화체육부에서 근무했다. 23세에는 국제심판이 되었는데, 우즈벡 역사상 최연소 국제심판 중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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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2017-2017 : 대한민국 충주시 세계무술아카데미 전문가 역량구축
이론 프로그램 수료
2012-2014 :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립 체육대학교,
스포츠 경영학 석사 학위 취득
2007-2011 :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립 체육대학교,
코치-트레이너 학사 학위 취득
경력사항
2017 - 현재 국제 스포츠 전문가
2017 - 현재 세계무술아카데미 연구원
2017-2017 세계 택견 센터 수련자/선수(ICM 프로그램)
2017-2017 ICM 및 세계무술아카데미 학생
2017 - 현재 스포츠 전문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가 체육문화스포츠 위원회 자문위원
2017-2017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가 체육문화스포츠위원회 국제관계부장
2008-2016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스포츠부 제 1차관보
2014-2017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일대일 무예 고등학교 지도자
2014-2016 우즈베키스탄 국립 체육대학교 강사
2011-2016 우즈베키스탄 가라데 연맹(WKF) 부회장
2008-2011 우즈베키스탄 쇼토칸(松涛館) 가라데 협회 부회장
2011-2014 우즈베키스탄 국립 패럴림픽협회 타슈켄트 지부 사무총장
2006-2008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문화체육부 강사-전문가
기타 경험 및 수상경력
2017년 세계무술아카데미 연구원 위촉
2017년 세계무술아카데미 전문가 역량구축 이론 프로그램 수료
2017년 세계택견센터 수련자/선수 과정 수료
2016년 제 25주년 우즈베키스탄 독립기념일 우즈벡 공화국 대통령 표창 수상
2016년 공화국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우즈베키스탄 문화체육부 장관상 수상
2014년 공화국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우즈베키스탄 문화체육부 장관상 수상
2006, 2010, 2014년 아시안게임 국가대표팀 단장
2008, 2012, 2016년 하계올림픽 국가대표팀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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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론
스포츠의 덕목인 용기, 정의, 지혜, 성취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다루어져 왔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스포츠를 통한 적절한 교육은 삶 전체를 통해 배우는 학교가 된다. 유네스코 체육과 스포츠 국제헌장(1978)
에 따르면 체육 교육과 스포츠는 교육과 문화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사회 관계를 풍성하게 하고 페어플레이를
발전시킨다.
그러나 스포츠가 최고의 가치를 발휘하는 순간은 국제적인 만남과 게임이다.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통의
언어를 공유하며, 따라서 인종, 종교, 민족, 국적을 불문하고 소위 말하는 “올림픽 휴전(Olympic Truce)”
하에서 모든 개인과 문화를 평화롭게 한 데 엮어준다.
뿐만 아니라 스포츠에는 전세계의 팬을 끌어오는 강력한 힘이 있어 이벤트와 대회가 미디어에 집중
노출되면서 삶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스포츠의 인기와 지구적 매력은 사람들이 국가, 문화,
사회경제적, 정치적 경계를 초월할 수 있게 해준다(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 International
Working Group 2008).
문화 외교는 문화적 교류와 상호 이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스포츠가 그 일환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체육과 스포츠가 제공하는 공통의 언어는 개인과 국가 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때로는
문화와 전통의 차이를 초월하기도 한다. 스포츠의 세계를 지배하는 경쟁적 환경을 고려할 때 이것은 대단한
성과이다. 올림픽, 월드컵 등의 국제적인 조직과 행사를 통한 아이디어의 교류는 상호 이해를 증진한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 간 대부분의 유럽 축구 대회는 2000년의 벨기에와 네덜란드, 2008년의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등 인접한 두 나라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그렇게 큰 행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 두 나라가 힘을 합치는 것은 양자 관계와 대화를 취한 추가적인 장이 마련되는 것이다.
문화 외교의 도구로서 스포츠는 이미 지역 및 국제 수준에서 다양한 성공을 거두었다. 실제로 스포츠와
평화 사이의 연결고리는 교전국 간의 일시적 평화 수립을 위해 사용되었던 고대 올림픽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평화 증진을 위한 스포츠의 진흥은 상당히 최근의 일이며 신흥 분야로 여겨진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올림픽 휴전의 전통이 유엔총회에서 되살아난 것은 1993년의
일이며, 코피 아난(Kofi Annan) 당시 유엔사무총장이 아돌프 오기(Adolf Ogi) 전(前)스위스 대통령을 제 1
대 개발 및 평화를 위한 스포츠 특별자문으로 임명한 것은 2001년이다.
최근 외교를 통해 많은 문제와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 역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문화와 인도주의는 인류 앞에 높인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 중 하나이다. 국제 기구와 국제 비정부조직의 참여가 없이는 이러한 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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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화의 요소로서의 상호 존중
인류 역사상 있었던 전세계적 파괴 중 가장 최근의 일은 20세기에 일어난 제 1차, 2차 세계대전이다. 이
러한 전쟁이 있은 후 인류는 다시는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려는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온전히 이
해하게 되었다.
현재 세계 인구는 70억 이상이며, 이 중 청소년 인구는 역사상 가장 많은 20억이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
래일 뿐만 아니라,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우리의 현재이기도 하다.
현재 법률 분야에서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움직임이 있다. 수많은 국제협약 중 하나인 청소년의 평화 이
념 및 국민 간 상호존중과 이해의 증진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Promotion among Youth of the
Ideals of Peace, Mutual Respect and Understanding between Peoples)은 1965년 체결되었다. 청
소년은 우리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가 되어가고 있으므로, 이 선언은 예전과는 달리 사용되어야
하며 청소년 분야에서 일하는 모든 전문가와 조직은 이 선언을 이해하고 이를 지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선언 개요 (http://www.un-documents.net/a20r2037.htm):
청소년의 평화 이념 및 국민 간 상호존중과 이해의 증진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Promotion
among Youth of the Ideals of Peace, Mutual Respect and Understanding between Peoples)
(1965)
(총회 결의 제 2037 (XX), A/RES/20/2037호, 1965년 12월 7일)

총회는, 유엔 헌장의 규정에 따라, 국민들 스스로가 다음 세대를 전쟁의 재앙으로부터 보호하기로 결정했
음을 상기하고, 나아가서 유엔은 그 헌장에서 인간의 기본권과 인간의 존엄성 밍 인간과 국가들 사이의 평등
권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였음을 상기하며, “세계인권선언”[*1], “식민지 국가와 인민의 독립 부여에 관한 선
언”[*2],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제거에 관한 유엔 선언”[*3], 평화에 대해 여하한 위협을 야기하거나 조장
하는 모든 형태의 선전을 비난하는 1947년 11월 3일의 총회 결의 110(II), “아동의 권리선언”[*4], 그리고
청소년을 평화와 국민 간의 상호 존중 및 이해의 정신으로 양육하는 것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 1960년 12
월 18일의 총회 결의 1572(XV)에 구현된 원칙들을 재확인하고,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의 목적
이 교육, 과학 및 문화를 통하여 국민들 간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평화와 안전에 공헌함에 있음을 상기하고,
청소년을 국제적 이해와 협력 및 평화의 정신으로 교육하기 위한 유네스코의 역할과 기여를 인식하며, 인류
가 대재난으로 고통당할 때, 청소년의 괴로움이 가장 컸고 청소년의 희생자 수가 가장 많았던 사실을 고려하
고, 청소년은 보장된 미래를 가지고자 희망하며, 평화, 자유 및 정의는 그들의 행복을 향한 욕구가 실현될 수
있게 하는 보증 중의 하나임을 확신하며, 인간 노력의 모든 분야에서 청소년이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과 그들
이 인류의 운명을 인도하도록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나아가서 위대한 과학적, 기술적, 문화
적 성취의 시대에 청소년의 에너지, 열정 및 창조력이 모든 국민들의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진보를 위해 바쳐
져야 함을 더욱 염두에 두며, 청소년이 자신의 나라가 지니고 있는 문화적 유산과 온 인류의 문화적 유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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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고 존중하며 발전시켜야 함을 확신하고, 나아가서 평화정신 및 국민간 상호 존중과 이해의 분야에서
행해지는 청소년 교육과 청소년 사이의 인적 및 사상적 교류는 국제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안전을 강화하
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하며, 본 “청소년의 평화이념 및 국민간 상호 존중과 이해의 증진에 관한 선
언”을 선포하고, 각국 정부와 비정부기구, 그리고 청소년 운동 단체가 이 선언에 제시된 원칙을 인식하고 적
절한 조치를 통해 그 원칙의 준수를 보장하기를 요구한다.
원칙I
모든 인간과 제국민의 평등권, 경제 사회적 진보, 군비축소, 그리고 국제적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촉진하
기 위해 청소년은 평화, 정의, 자유 및 상호 존중과 이해의 정신으로 자라야 한다.
원 칙 II
부모나 가족이 주는 안내 및 청소년을 위해 의도적으로 제공되는 가르침과 정보 등 중요한 수단을 포함한
모든 교육수단은 청소년들 사이에 평화, 인간성, 자유 및 국제적 유대의 이념과 국민들이 더욱 가까워지는데
도움을 주는 다른 이념들을 고취시켜야 하며, 평화의 보존과 유지, 그리고 국제적 이해 및 협력의 촉진 수단
으로서 유엔에 맡겨진 역할에 대해 청소년들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원 칙 III
청소년은 종적, 피부색, 인종적 출생성분, 혹은 신념에 대한 차별 없이 온 인류의 존엄성과 평등성에 관한
이해 속에서, 그리고 인간의 기본권과 인민의 자결권에 대한 존중 속에서 자라야 한다.
원 칙 IV
모든 국가의 총소년들이 본 선언의 취지에 따라 교육, 문화, 스포츠 활동을 위해 모일 수 있도록, 차별이
나 그에 유사한 행위 없이 교류, 여행, 모임, 외국어 학습, 도시와 대학간 결연을 장려하고 촉진하여야 한다.
원칙V
국가적 및 국제적 청소년 단체가 유엔의 목적, 특히 국제 평화와 안전, 그리고 국가의 동등한 주권존중에
근거한 국민들 간의 우호관계를 촉진하고, 식민주의와 인종차별 및 여타 인권침해의 궁극적 폐지를 촉진하
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본 선언의 취지에 따르고자 하는 청소년 기구들은 젊은 세대를 이러한 이상에 따라 교육하는 일에 아무런
차별 없이 기여할 수 있도록 각자의 활동 영역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기구들은, 결사의 자유의 원칙에 따라, 그리고 본 선언의 원칙과 국제연합 헌장에 명시된 국제연합
목적의 정신에 비추어, 사사의 자유로운 교류를 촉진하여야 한다.
모든 청소년 기구들은 본 선언에서 밝힌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원 칙 VI
청소년 교육의 주요 목적은 그들의 모든 재능을 개발하고, 그들이 보다 높은 도덕적 자질을 획득하고, 평
화, 자유, 만인의 존엄과 평등의 고상한 이상에 대해 깊은 애착을 가지며, 인간과 인간의 창조적 업적에 대한
존경과 애정에 고취되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족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97

������-7-2.indd 97

2018-03-14 �� 5:25:23

청소년은 자신들이 관리하도록 소명받은 이 세계에 대해 책임감을 의식해야 하며 인류 행복의 미래에 대
한 확신으로 고무되어야 한다.
제 1390차 총회
1965년 12월 7일
[*1] 1948년 12월 10일 결의 제 217A(III)호.
[*2] 1960년 12월 14일 결의 제 1514 (XV)호.
[*3] 1963년 11월 20일 결의 제 1904 (XVIII)호.
[*4] 1959년 11월 20일 결의 제 1386 (XIV)호.

5. 유네스코와 청소년 - 전략
(http://www.unesco.org/new/en/social-and-human-sciences/themes/youth/strategy/)
오늘날 젊은 남성과 여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그들 자신 및 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현실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청소년은 전세계에서 사회적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있으며 자신의
근본적 인권과 자유에 대한 존중을 주장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배우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추구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며, 프로그램 전체에서 청소년과 함께하는 활동과 청소년을 위한 활동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과 회원국 모두가 참여한 장기간의 검토와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된 청소년에 관한 운영 전략(Operational Strategy on Youth)(2014-2021)을
지침으로 삼고 있다. 이는 청소년을 위한 유네스코의 활동을 공고히 하고 혁신하는 데에 일조한다.
유네스코 청소년 전략
(http://www.unesco.org/new/en/social-and-human-sciences/themes/youth/strategy/)
전략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8년의 기간에 걸쳐 청소년 조직과 청소년 관련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구축될 건설적 파트너십의 틀을 제공해준다. 전략은 청소년이 발전과 평화를 위한 핵심적인 파트너이자
실행자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구축되었다.
전략은 유네스코의 교육, 문화, 자연, 사회, 인문 과학, 통신 및 정보 분야의 전문성을 십분 활용한 세 가지
다학제적, 상보적 축을 제시하고 있다.
1. 청소년의 참여를 통한 정책 형성과 검토
2. 성년기로의 전이를 위한 역량 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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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민 참여와 민주주의적 참여, 사회적 혁신
또한 유네스코 청소년 운영 전략의 시행은 제 8차 유네스코 청소년 포럼(프랑스 파리, 2013년 10월
29-31일)에서 마련된 제언을 지침으로 삼고 있다.

청소년의 참여를 통한
정책형성과 검토

성년기로의 전이를 위한
역량계발

시민 참여와 민주주의적 참여
사회적 혁신

여성과 스포츠
스포츠의 성비(性比)는 전세계적으로 여전히 매우 불균형하다. 스포츠계의 여성 소외를 줄이고 스포츠 프
로그램에 대한 여성의 참여를 늘려야 할 긴박한 필요성이 있다.
스포츠 정책의 성(性) 문제는 여전히 도외시되고 있으며 충분하지 않다. 스포츠를 뒷받침하는 공공의 조
치와 자금 할당 측면에 성 문제를 포함시켜 스포츠 발달 과정에서 여성의 소외를 줄이고, 스포츠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반드시 늘려야 한다.
제 4차 국제체육장관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f Ministers and Senior Officials Responsible for Sport and Physical Education)에
서는 여성, 스포츠 및 체육 옵서버토리(Observatory of Women, Sport and Physical Education)
창설안이 채택되었다. 유네스코 옵서버토리 설립은
제 175차 유네스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 유네
스코는 전세계를 정보를 수집, 분석, 정리, 배포하는

세계 택견 센터의 훈련 과정 (2017년, 대한민국 충주시)

웹 기반 옵서버토리의 설립을 위해 그리스 정부와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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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하고 있다.
 스포츠 정책에 성 문제의 통합 촉진
 여성의 스포츠 참여를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보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대
 성 주류화를 위한 상세한 조치가 반드시 취해져야 한다.
 이러한 긍정적인 정보의 확산은 미디어가 양질의 여성 스포츠라는 아이디어를 받아 들이고 이를 위해
노력할 때에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젊은 여성이 스포츠 활동의 이점을 누릴 수 있게 하려면 - 특히 평생교육을 통한 - 양질의 체육 교육과
스포츠 프로그램의 수립이 필수적이다.
 여성의 스포츠 참여를 위해서는 어떠한 종류의 희롱, 폭력, 통제도 금지되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성 스포츠 분야의 연구 지원
 스포츠 활동의 다양성 증진을 이끄는 정책의 주요 요소는 관할 기구의 여성화임이 입증되고 있다. 관
할 기구의 여성 참여 보장 측면에서의 할당제 도입은 이러한 차별을 근절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평화와 발전을 위한 스포츠
스포츠는 평화 증진의 도구로 인식되는데, 스포츠
가 지리적 경계와 사회적 계급을 모두 초월하기 때문
이다. 또한 다양한 지리적, 문화적, 정치적 맥락에서
사회 통합과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어 중요
한 역할을 한다.
스포츠는 사회적 연대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평

2017 세계무술축제 (대한민국 충주시)

화, 박애, 연대, 비폭력, 관용, 정의를 증진하는 강력
한 도구이다. 스포츠에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 있어 분쟁 후의 상황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스
포츠를 평화와 사회 발전의 기폭제로 사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네스코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사업
을 지원해 왔다.

 중앙아메리카 국가의 평화를 위한 스포츠 - 엘살바도르에서 시작된 이 지역 프로그램은 폭력, 비행, 약
물 방지의 수단으로서 체육 교육과 스포츠 진흥을 위해 고안되었다.
 ECOWAS 국가의 평화를 위한 스포츠 - 서아프리카 지역의 연대와 협력 강화를 위한 스포츠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우정의 만남(friendship encounter) - 이 프로젝트를 위해 많은 회원국과 교육 관계자들이 힘을 합쳐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젊은 세대 간의 문화간 교류와 지역간 소통을 증진하고자 했다. 다음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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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 International Friendship Encounter: Sport for a Culture of Peace. Highlights and Results,
Dinard, St Malo, France, 12-17 June 2001.
 디암바르(DIAMBARS)는 세네갈의 아동 훈련과 교육을 위한 축구학교 창설을 포함한 사회 및 스포
츠 프로젝트이다. 이는 유네스코의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 동원과 자문 서비스, 지도, 상담 제공 능력
을 보여주는 분명한 사례이다.
 HIV/AIDS와 스포츠 - YSPE 프로그램은 모잠비크에서 에이즈에 대한 인식 증진을 목표로 청소년을
체육과 스포츠 활동에 끌어들이기 위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유네스코는 HIV/AIDS와 스포츠 사업에 참여
해 왔다. 본 청소년 사업의 목표는 에이즈의 파멸적 결과에 대한 인식을 증대하는 것이다. 많은 나라에서는
문화적 장벽과 금기의 존재로 인해 부모와 자녀가 특정한 건강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에서는 질병에 대한 정보와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 젊은 세대의 태도 변화를 촉진함으
로써 에이즈에 대한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스포츠를 활용한다.

발전을 위한 혁신적 스포츠 교육의 가치
21세기 교육에서는 비활동성, 비만, 실업, 분쟁 등 세계적 과제의 해결을 위한 가치와 사회적 기술의 역할
이 점점 크게 인정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평생 통합교육 기회와 혁신적인 컨텐츠 전달을 주장하는 양
질의 교육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 4의 핵심이다. 교사가 적극적이
고 협력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스포츠를 활용하는 다양한 가치 기반의 교육을 학교
에 도입할 수 있다.
스포츠는 공정성, 팀워크, 평등, 규율, 통합, 끈기, 존중 등의 가치를 가르쳐준다.
스포츠는 가치관 학습을 위한 보편적인 체계를 제공하는 힘을 갖고 있어 책임 있는 시민이 되는 데에 필요
한 연성기술(soft skill)의 발달에 이바지한다.
스포츠를 통한 가치 교육(Values Education through Sport, VETS) 프로그램은 적극적 학습을 뒷받침
하고 인지 기술을 보완해주며 학생의 책임감을 고취하고 집중력과 참여도를 높여준다.
VETS 프로그램은 유연하며 다양한 교육과정에 적용될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기존의 교
육과정을 강화할 수 있으며 체육, 사회, 도덕, 영양, 생물, 예술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과목에 적용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은 학생이 공동체에 참여하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며 타인과 환경을
배려, 존중함으로써 이러한 가치를 학교 환경 밖의 행동으로 전환할 수 있게 도와준다. VETS는 자신감 발
달과 적극적이고 건강한 생활양식의 선택, 권리의 이해에 이바지함으로써 독립적 성인으로 나아가는 길을
뒷받침해준다.

6. 가장 널리 알려진 우즈베키스탄의 무예(쿠라쉬, 일대일대결투론)
6.1) 쿠라쉬(Kurash)는 오늘날 우즈베키스탄이 있는 영역에서 기원한 상의를 잡고 싸우는 고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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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이다. 최근의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쿠라쉬의 역사는 최소 3,500년 이상이 되었다. 쿠라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무예 중 하나이다. 쿠라쉬는 우즈벡 언어로 “정의롭거나 공정한 방식으로 목표에 도달하는 것”
을 의미한다. 탄생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쿠라쉬는 무예이자 명절과 축제, 결혼식의 여흥으로 이용되었다. 많
은 역사적 자료에서 쿠라쉬를 언급하고 있다.
약 2,5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역사가인 헤로도토스(Herodotus)는 그의 유명한 책 『역사』
에서 쿠라쉬가 오늘날 우즈베키스탄 지역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행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천 년
이 넘은 전설의 서사시 알포미쉬(Alpomish)에서는 쿠라쉬가 중앙아시아에 널리 퍼진 인기 있는 무예라고
이야기한다. 10세기 부카라에 살았던 위대한 동양의 과학자이자 현대 의학의 창시자 이븐 시나(Abu Ali Ibn
Sina)는 쿠라쉬의 수련이 몸과 영혼의 건강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14세기에는 역사상 가장
뛰어난 군주 중 한 사람이었던 티무르(Timur)가 군대의 신체 훈련과 호신을 위해 쿠라쉬를 활용했다. 티무
르의 군대가 세계의 절반을 정복하고 단 한번도 패배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수 세기가 지나
쿠라쉬는 우즈벡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존중하는 전통 중 하나가 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인들은 자신의 혈
관에 쿠라쉬의 피가 흐른다고 말하곤 한다.
현재 우즈베키스탄 전역에서 2백만 명 이상이 쿠라쉬를 수련하고 있다. 쿠라쉬는 3천 년 이상 중앙아시
아 지역에 머물러 있었다. 쿠라쉬의 기술과 전통, 규칙과 철학은 아버지에게서 자식으로 세대간에 구전되어
왔다. 최근까지 누구도 쿠라쉬의 유산을 체계화, 일반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반면 쿠라쉬는 다른 스
포츠의 기초로 사용되었다. 20세기 초 러시아인들은 쿠라쉬의 던지기 기술을 가져다 삼보(Sambo)를 만들
었다. 1980년이 되어서야 널리 알려진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쿠라쉬, 유도, 삼보 사범 코밀 유스포프(Komil
Yusupov)가 쿠라쉬 연구를 시작했다. 그는 10년에 걸쳐 쿠라쉬의 새로운 보편적 규칙을 완성했는데, 이는
수천 년에 걸친 용기와 인간의 철학이 담긴 쿠라쉬의 특징과 현대 스포츠의 엄밀한 요구사항을 결합한 것이
다. 그는 13가지 우즈벡 언어로 쿠라쉬의 체급과 동작, 용어를 만들었고 경기 시간과 선수와 심판의 유니폼
을 비롯해 현대 스포츠에서 필수적인 모든 사항들을 결정했다. 쿠라쉬의 규칙에서는 바닥에 누워서 하는 일
체의 행동이 금지되며, 오로지 서 있는 자세에서만 행동이 허용된다. 선수들은 그라운드 기술 없이 오로지
던지기와 다리 걸기만을 사용한다. 팔 꺾기, 조르기, 발차기, 벨트 아래 잡기 등의 기술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
다. 이에 따라 쿠라쉬는 단순하고 우호적이며, 흥미롭고 역동적이며, 안전한 스포츠이다.
코밀 유스포프가 규칙을 창설한 이후 쿠라쉬의 두 번째 생명이 시작되었고, 현재 쿠라쉬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의 국민 스포츠가 되었으며, 국제적인 스포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1991년 우즈베키스탄은 독립
국가가 되었다. 새로운 우즈베키스탄의 첫 번째 대통령인 이슬람 카리모프(Islam Karimov)는 1992년 코
밀 유스포프와의 만남에서 쿠라쉬를 국제적인 스포츠로 만들고 이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역사와 전통, 철
학을 세계에 널리 알린다는 아이디어를 전적으로 지지했다.
그러한 만남 이후 유스포프가 이끄는 쿠라쉬 활동가 집단은 우즈벡 대통령의 후원을 등에 업고 쿠라쉬의
국제적 홍보 및 전파 활동을 시작했다. 그들은 새로운 규칙을 적용하여 우즈베키스탄 각 지역에서 대규모 대
102 | 제1회 젊은 전문가 무예 연구사업(MARIE) 결과 보고서

������-7-2.indd 102

2018-03-14 �� 5:25:26

회를 여러 차례 개최했고,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때로는 대형 경기장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사람들
이 모여들었다. 또한 이들은 한국과 캐나다, 일본, 인
도, 미국, 모나코, 러시아 등의 명망 높은 스포츠 포럼
에 발표자로 참가했고, 곧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1998년 9월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서
는 최초의 국제 쿠라쉬 대회가 개최되었다. 아시아,
유럽, 미주 30여 국가의 선수들이 출전했다. 보통 우

국제 쿠라쉬 대회, 우즈베키스탄

즈베키스탄에서는 쿠라쉬 행사를 축구 경기장에서
개최한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상을 놓고 펼친 이 대회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회 기간 중에 타슈켄트에서는
또 하나의 역사적인 행사가 펼쳐졌다. 1998년 9월 6일, 아시아, 유럽, 미주 28개국 대표들이 모여 세계 쿠
라쉬를 대표하는 공식 국제 스포츠 기구로서 국제 쿠라쉬 협회(International Kurash Association)를 설
립한 것이다. 이때부터 매년 9월 6일은 새로운 국제 스포츠 쿠라쉬의 공식 창설일이 되었다. 제 1회 총회에
서는 새로운 조직의 정관과 쿠라쉬 국제 규칙이 비준되었고 협회 이사회가 선출되었다. 제 1대 대통령이자
쿠라쉬의 국제적 홍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슬람 카리모프가 종신 명예회장으로 추대되었고, 쿠라쉬 규
칙을 만든 코밀 유스포프가 협회 회장이 되었다. 이사회는 17석으로 구성된다. 구성원은 과반 투표로 총회
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규칙
한 명은 녹색, 다른 한 명은 파란색 상의를 착용한 선수들은 상대방을 바닥에 메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등으로 떨어지면 패배하고, 옆으로 떨어지면 상대에게 점수가 주어진다. 앞으로 쓰러지거나, 주저 앉거나,
약하게 옆으로 쓰러지면 상대에게 적은 점수가 주어진다. 동작은 심판이 중단할 수 있으며 선수의 한쪽 무릎
이 바닥에 닿거나 경기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 선 자세에서 재개한다. 상대방의 하의를 잡는 것은 허용되지 않
으나 다른 곳은 어떤 부위든 잡을 수 있다.

6.2) 일대일 대결 투론
6.2.1) 명칭의 의미
(투르(Tur), 투라(Tura)를 뿌리로 하는) 고대어(페르시아, 산스크리트) 투론(Turon)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민첩하고 강인하며 용기 있는 영웅이다. 일대일 대결 투론의 그러한 정의는 스포츠의 성격에도 대응한다. 즉,
좋은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민첩성과 강인함, 사기와 의지가 필요하다.
고대 우즈베키스탄의 일대일 대결의 다양한 종류와 형태, 양식에 관한 자료, 체육에 대한 높은 관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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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귀중한 자료 등은 체육 문화와 스포츠 측면에서 우즈베키스탄이 갖고 있는 역사적 가치의 필수적인 부
분이다.
고대 우즈베키스탄 일대일 대결의 종류와 형태, 양식을 반영하고 있는 일대일 대결 투론의 초석을 다진 것
은 우즈베키스탄의 국제 스포츠 마스터 바코디르 사이도프(Bakhodir Saidov)로, 그는 현대 스포츠의 방향
을 정의한 새로운 총체적 자료를 만들어냈다.
6.2.2) 일대일 대결 투론의 일반적 특징
일대일 대결 투론은 의학적 체조와 여가로서의 체
조, 스포츠 활동, 도덕 및 영적 가치의 발달을 결합
한 것이다.
1. 일대일 대결 투론 훈련은 남녀 아동이 5-6세가
되면 시작할 수 있다.
2. 일대일 대결 투론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일대일 대결 투론 훈련 과정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a) 건강 증진과 신체 발달
b) 신체의 효율 증대와 노화 방지
c) 지적, 도덕적, 의지적 자질의 발달, 나쁜 습관을 배격
d) 정신력 향상, 자기 관리 능력 증대
e) 논리적 사고 발달, 기억력 개선
3. 일대일 대결 투론 수련에서 신체적 자질의 발달을 판단하는 주

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a) 유연성
b) 민첩성
c) 협응
d) 뜀뛰기
e) 힘
f) 인내력
g) 속도
4. 일대일 대결 투론의 수련은 다음과 같은 생리학적 특성이 강화, 발달될 수 있게 해준다.
a) 신체의 기능적 역량
b) 심혈관계
c) 근 골격계
d) 근육 조직
e) 신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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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내부 장기, 내분비계
5. 심리-생리학적 자질의 발달
a) 체조, 곡예술
b) 육상 운동
c) 수영
d) 스포츠 게임 및 기타
6.2.3) 활동의 초점
일대일 대결 투론의 훈련 과정의 초점은 스포츠와 경쟁적 지향점에 맞춰져 있으며, 이는 준비와 참여의 형
태로 실현된다.
1. 대회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치러진다.
a)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신체의 다른 부위에 맞춰 조화롭게 손발의 동작을 선보이는 마루운동(마시크
(mashq)).
b) 신체 일부를 사용한 타격(자르바(zarba)), 상대의 자세가 변화하거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 사용하는
기술(우술(usul)), 고통을 주거나(오그리트마(ogritma)) 질식시키는(보그마(bogma)) 기술을 사용하는 일
대일 대결(장(jang)).
c) 선수가 마루운동과 일대일 대결에 모두 참여하는 종합 수행.
2. 수행을 통해 일대일 대결 투론의 기술적 완성도와 선수의 신체발달 정도를 파악한다.
부상을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 일대일 대결 투론 대회에 참가를 제한해야 한다.
a) 곡예 및 체조 훈련이 부족한 경우
b) 신체적 훈련이 부족한 경우
c) 기술적, 전술적 훈련이 부족한 경우
6.2.4) 일대일 대결 투론의 철학적 기초
일대일 대결 투론의 수련에서 행동 문화를 배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며 교육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위
치를 차지한다. 행동 문화는 존엄, 정의, 선(善) 등의 높은 도덕적, 윤리적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또한 일대
일 대결 투론에 참여하는 이들은 정직, 감수성, 타인에 대한 존중, 엄격한 자기 규율 등의 자질을 수련한다.
일대일 대결 투론 수련자의 정신적 발달은 훈련에 대한 인내력, 이해, 형제애, 너그러움, 인간애, 정의 등
을 훈련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써 순전한 의도, 아랫사람에 대한 존중, 윗사람에 대한 공경, 엄격한 규율,
자기희생, 상부상조, 높은 도덕성의 원칙이라는 더욱 높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6.2.5) 스포츠 진흥의 주요 수단으로서의 일대일 대결 투론
일대일 대결 투론을 수련하는 이들은 경기장, 무대, 여흥의 자리 등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기량을 성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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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뽐내며 시연자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힘과 민첩성, 용기를 입증할 수 있다.
일대일 대결 투론 선수는 모든 스포츠와 민속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참가자들이다. 그러한 공연은 스포츠
홍보에도 도움이 되며 사람들 사이의 우정을 쌓는 수단으로서도 의미가 있다.
풍성하고 아름다우며 즐거움을 주는 동작과 선수의 놀라운 기술을 보여주는 시범공연은 일대일 대결 투
론이 가장 돋보이는 순간이다. 영감으로 가득한 선수들의 공연에는 항상 엄청난 박수갈채와 대단한 찬사가
이어진다.
6.2.6) 일대일 대결 투론의 교육적 가치와 응용 가치
체육 교육은 일차적으로 조화로운 발달과 건강 증진, 창의력 발달, 감성적, 도덕적, 의지적 자질 함양을 통
해 보다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일대일 대결 투론을 수련할 때에는 동작의 발달뿐만 아니라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사안, 즉 기본 기술의
학습, 동작의 학습 방법, 기법, 보조 기술, 훈련이 수련자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식 습득에 대해서
도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
일대일 대결 투론의 응용도 매우 중요하다. 기술의 빠른 발전과 폭넓은 활용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
다.
1. 투론은 일상생활과 스포츠, 직업의 세계에서 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의지적 자질을 훈련하고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2. 투론은 특별하고 화려하다. 수련자는 올바른 자세와 안정, 조화로운 근육 발달을 얻게 되며 수련자의 동
작을 통해 뛰어난 협응력과 용기, 동작의 아름다움이 드러난다.
3. 동작의 복잡성과 다양성이 대단히 뛰어나다. 나이와 건강상태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단순한 동작도 있고, 통달하는 데에 평생이 걸릴 수도 있는 대단히 복잡한 동작도 있다. 투론의 독창성과 다
양성은 수련자의 높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며 서로 다른 신체 특성을 지닌 젊은 남녀 모두가 일대일 대결 투
론을 수련할 수 있게 해준다.
일대일 대결 투론의 수련이 직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직업이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어, 특히 까
다로운 장면을 준비해야 하는 스턴트맨의 경우 일대일 대결 투론을 공부함으로써 수련자의 전문적 준비성
을 향상시킬 수 있다. 어려운 조건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의 준비성 향상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7. 우즈베키스탄의 미래 세대 육성 경험
독립한 지 25년이 된 우즈베키스탄은 체육과 스포츠 분야에서 다양한 개혁을 실시해 왔다. 미래 세대의
양육 및 체육과 스포츠의 발전은 국가적 우선순위가 되었다.
2002년, 필수적인 아동 스포츠 인프라를 발전시키고 소년 소녀들이 어릴 때부터 신체 활동 및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기 위해 “아동 스포츠 발전기금(Children’s Sports Development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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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창설되었으며, 기금의 후원을 통해 현대식 스포츠 시설이 건설되었다.
2002년부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제 1대 대통령의 계획에 따라 “우미드 니홀라리(Umid Nihollari)”(중
등학교 학생 대상), “바카몰 아블로드(Barkamol avlod)”(중등 특수교육기관 학생 대상: 교육원과 직업학
교), “우니버시아다(Universiada)”(대학생 대상)의 3단계 멀티스포츠 모델이 적용되고 있으며, 2002년부
터 매년 스포츠 행사가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2010년 12월 27일 국제반도핑협약을 비준했으며, 2011년 6월 1일 협약에 가입했다.
2015년 9월 개정된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체육교육과 스포츠에 관한 법률에는 운동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제반도핑협약에 규정된 약물과 자극제의 사용을 금지하는 일반적 조항 및 체육과 스포츠 국제헌장의
최종 개정안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청소년 정책 경험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청소년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최근 문서 중 하나는 “국가 청소년 정책”에 관한 법률(2017년 9월 14일)이다.
국가 청소년 정책에 따르면 이 법률은 국가에 의해 시행되는 사회-경제적, 조직적, 법률적 조치 체계로 이
해되며 청소년의 지적, 창의적, 기타 잠재력의 사회적 형성과 발달을 위한 여건 마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서는 젊은 시민(14-30세), 젊은 가족, 젊은 전문가, 젊은 기업가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국가 청소년 정책의 주요 원칙은 개방성과 투명성, 청소년의 국가 청소년 정책 시행 참여, 청소년 계획의 지
원과 진흥, 영적, 정신적, 문화적 가치의 우선순위화, 청년에 대한 비차별 등이다.
법률에 규정된 우즈베키스탄 국가 청소년 정책의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권리와 자유, 법적 이익 보장
 청소년의 생명과 건강 보호
 청소년의 영적, 지적, 신체적, 정신적 발달 지원
 청소년에게 저렴한 양질의 교육 제공
 청소년의 취업을 위한 여건 마련
 애국심, 시민의식, 관용, 법률 준수, 국가적 및 보편적 가치, 유해한 영향과 유행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
삶에 대한 확신과 전망에 관한 청소년 교육
 도덕적 원칙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동, 테러, 종교적 극단주의, 분리주의, 근본주의,
폭력과 학대의 숭배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청소년의 법률의식 및 법적 문화 증진
 재능 있는 청소년을 지원, 독려
 청소년 기업정신 발달을 위한 여건 마련
 청소년의 건강한 삶에 대한 바람 형성, 의미 있는 여가 조직을 위한 여건 조성, 청소년 스포츠의 발전
 젊은 가족의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위한 통합 조치 체계 시행, 양질의 주거와 사회적 여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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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의 권리와 자유 실현 분야에서 활동하는 국제 기구와의 협력 발전
법률에는 권리와 자유의 보장, 청소년의 사회적 보호, 재능 있는 청소년과 청소년 기업가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명시되어 있다.
제 72차 유엔총회 일반토론(2017년 9월 19일, 뉴욕)에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당사국은 이러한 차
원을 사회 정책의 주요하고 핵심적인 우선순위 중 하나로 격상하기 위한 단호한 노력을 반드시 취해야 한다
고 생각한다”며 세계화와 정보통신 기술의 빠른 발달 속에서 청소년 정책의 형성과 시행을 목표로 하는 통합
된 국제적 법률 기구로서 유엔 청소년권리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ights of Youth)
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https://gadebate.un.org/sites/default/files/gastatements/72/uz_en.pdf).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매년마다 해당 연도의 전략을 선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
1997년부터 2017년까지의 전략 명칭은 다음과 같다.
2017 - 대화와 인류 이익의 해
2016 - 건강한 어머니와 자녀의 해
2015 - 노인 이익 보호의 해
2014 - 건강한 아동의 해
2013 - 웰빙과 번영의 해
2012 - 가족의 해
2011 - 소기업과 기업가정신의 해
2010 - 조화로운 세대 발전의 해
2009 - 마을 발전과 개선의 해
2008 - 청소년의 해
2007 - 사회적 보호의 해
2006 - 자선과 의료인의 해
2005 - 건강의 해
2004 - 친절과 자비의 해
2003 - 지방의 해
2002 - 노인 이익 보호의 해
2001 - 모자(母子)의 해
2000 - 건강한 세대의 해
1999 - 여성의 해
1998 - 가족의 해
1997 - 인류 이익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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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제무예센터(ICM) 참여 경험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ICM)는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사이의
협약에 따라 2015년 12월 1일 탄생했다. 무예는 긍정적인 가치관을
보급하고 사회 통합을 촉진하며 젊은 남녀의 전인적 발달 및 공적, 정치
적 참여에 필요한 생활 기술을 계발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이다. ICM은
국제 심포지엄, 세미나, 무예 리더십 캠프 등의 사업을 통해 사회 변화, 사회 통합, 발전, 평화를 위한 무예의
가능성을 부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연구와 지식 공유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젊은 남성과 여성의 건전한 개인적, 사회적 발달에 대한 무예의 기여
 평화와 화해의 문화 발전에 대한 무예의 역할
 폭력 예방에 대한 무예의 기여
 지역과 세계 수준에서 젊은 남녀의 무예에 대한 인식, 수용, 건강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비교 분석
 무예에서 여성의 역할
 청소년의 역량 발전과 공동체 의식 구축, 봉사활동 증진을 목표로 한 세계 전통 무예 개론(槪論)과
용어집 작성
 세계 곳곳의 젊은 남녀를 위한 무예 훈련 세미나와 여름 캠프 시행
 “열린 무예 학교”와 공동체/문화센터 설립 지원
 무예 관련 국제 세미나와 학술 회의 조직
 세계 청소년 무예 집회 조직
나는 제 1차 무예 전문가 연구사업(MARIE)에 전문가 중 한 사람으로 참여했다.
MARIE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3개월의 기간 동안 최고의 교수와 무예 사범들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다.
ICM 주최 행사
나는 충주시에서 열리는 세계무술축제에 참가하여 무주 태권도원에서 훈련을 받고, 춘천시에서 열린 유
네스코 청소년 무예포럼에도 참석했다. 세계무술아카데미의 전문가 역량 구축 이론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했으며, 수련자이자 선수로서 세계 택견센터의 택견 프로그램을 완수하고 향후 2년 간 세계무술아카데
미의 연구원으로 위촉되었다.
짧은 시간 동안 믿을 수 없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ICM과 ICM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진
정한 전문가이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경험을 “순백의 마음으로 검은띠에 이르는 길”이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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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교육
2017년 세계 인구는 75억 명이며, 이 중 12억 명이 청소년이다(1524세).

(http://www.prb.org/pdf17/2017_World_Population.

pdf). 이는 역사상 유례가 없이 높은 비율이다. 나는 오늘날 청소년이 우
리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우리의 현재가 된다고 생
각한다. 우리는 청소년이 성인이나 나이 많은 사람에 비해 충동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검은 길”과 “하얀 길”처럼 인생에서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길이 있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청소년을 선동하
는 것은 훨씬 쉽다. 오늘날에는 “우리 모두가 청소년 교육과 평화로운 미
타슈켄트 태권도대회의 우승자
라키모프 아프루즈
(Rakhimov Afruz)

래를 만드는 데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목표
를 이루기 위해 기존 세대인 우리들과 기관 또는 무도인들은 우선 그들에
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 행사, 훈련, 언론, 소셜 네

트워크, 영화, 쇼 비즈니스 등을 이용하여 “70대 30의 말하기 법칙”이라는 무예의 강력하고 분명한 사상
을 활용할 수 있다.
왜 무예인가?
제 8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스포츠는 우리
모두의 언어”라고 이야기했다. 무예와 무예에 참여
하는 사람들은 영향력의 요소이자 마음을 움직이는
요인이며, 사회에서 그 지위와 양상이 각기 다르다.
(무도인이자 배우였던) 이소룡과 (권투선수였던) 무
하마드 알리의 예를 보면, 무예의
특수성은 종교와 국적, 문화적 전통에 관계없이 많
은 이들을 하나로 모아주는 일종의 신조와도 같은 역

태권도 훈련 과정
(대한민국 무주군 태권도원, 2017)

할을 할 때가 있다.
국제적 스포츠 협력을 통해 타협과 합의를 추구하는 국가들 사이의 평화적 대화를 위한 여건이 만들어졌
다는 주장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개인적인 견해로, 인류의 이익과 평화, 안정을 위한 국제 스포츠
기구는 반드시 다음 세대의 이익과 번영에 이바지하는 데에 더 많이 참여하고 모든 자원을 쏟아 부어야 하며
조화로운 세대 양육에 특별한 관심을 쏟아야 한다.
평화를 위한 무예의 활용
이는 여러가지 면에서 생산적인 일이 될 수 있다. 물론 첫째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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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무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무예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무예는 가족과 땅, 지역을 보호하거나 군사적 이익을 위해 사
용되었다. 우리가 알다시피 21세기는 기술의 세기이다. 현재 안보, 보호,
군사 등을 포함한 모든 측면에서 기술이 더욱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이
에 무예는 19-20세기에 비해 그 중요성이 덜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개인적인 견해로 무도인이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무예에 관한 이야
기를 하게 된다면 70%는 무예에 관한 주제, 30%는 평화와 상호존중, 인
간애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는 우선 평화를 지키고, 다음으로는 지
역의 평화를 보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무주군 태권도원, 2017

인류 역사에서 전 세계적인 파괴는 제 1차와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일어났다. 전쟁이 끝난 후 인류는 앞으
로 다시는 그러한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다.
스포츠와 무예의 사상은 분명한 사상이라는 점을 역사가 보여준다. 우리는 현재 세계 평화를 지키는 일이
국제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평화를 지키고자 한다면 기술과 정치뿐만 아니라 무예와 스포츠가 지
닌 분명한 사상을 활용해야 한다.
실현 방법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다른 이가 아닌 우리 자신을 교육해야 한다. 과학자들은 스포츠의 세계에
서 때로는 이론적 관심으로 인해 너무 많은 일들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한다. 우리(무도인과 스포츠 기구)는
반드시 모두의 본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무예의 철학이 평화의 철학과 매우 가까우며, 무예의 기술은 오로
지 자신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개인적인 견해로 우리의 활동
은 항상 일관되게 긍정성과 진실성, 평화, 인간, 존엄, 성평등, 타인의 전통에 대한 존중, 인권, 인간의 웰빙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반드시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나는 이것을 “순백(純白)의 마음으로 검은띠를 향하는 길”이라 부른다.

9. 한국에서 가장 발달된 무예
a) 태권도
태권도는 머리 높이의 발차기, 뛰어올라 차기와 돌려차기, 전광석화같은 발차기 기술이 특징인 한국의 무
예이다.
태권도는 한국의 무예 중에서도 특히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7천만 명 이상
이 태권도를 수련한다. 태권도는 호신에 효과적인 과학을 바탕으로 한 무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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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는 1940-50년대에 가라데와 중국 무예의
요소를 택견, 수박, 권법 등 한국 무예의 전통과 결합
한 최홍희 장군에 의해 발전되었다. 가장 오래된 태
권도 기구는 1959년 한국의 9개 원류 도장의 대표
들이 설립한 대한태권도협회(KTA)이다. 오늘날 대
표적인 국제기구는 1966년 최홍희 장군이 설립한
국제태권도연맹(ITF)과 1972년, 73년에 각각 KTA
에 의해 설립된 국기원과 세계태권도(WT, 예전에는

제 1차 무예 전문가 연구사업(MARIE) ICM 팀의 태권도
훈련 과정 (2017년 대한민국 무주군 태권도원)

WTF로 알려짐)이다. 본격적인 대련의 한 종류인 겨
루기는 2000년에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올
림픽과 패럴림픽에서 태권도를 관장하는 기구는 WF이다.

b) 택견
택견은 조선시대 문헌에서 처음으로 언급되는 한
국의 전통 무예이다. 택견은 “품밟기”라는 흐르는 듯
역동적인 삼각형의 보법이 특징이다.
택견에서는 손과 발을 모두 이용해 상대의 균형을
무너뜨리거나, 넘어뜨리거나, 밀어내거나, 던진다.
손과 발은 항상 함께 사용한다.
택견은 다양한 발기술과 팔을 온전히 활용한 몸통
기술을 갖고 있다. 택견은 주로 차기와 주먹, 떨어져
선 자세에서 팔로 치기 등의 기술을 사용하고 그라

택견 수련자 아미르 사둘로에프에게 자신이 공동저자로 참여한
『택견의 이해와 수련』을 증정하고 있는 양재식 사범
(2017년 대한민국 충주 세계 택견센터)

운드 기술 체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타격기
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던지기, 넘어뜨리기, 잡기 기술을 채택하고 있다. 택견의 로마자 표기는
Taekkyon, Taekgyeon, Taekkyon, Taekyun 등으로 다양하다.
2011년 11월, 택견은 무예로서는 사상 처음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영예를 안았다.
택견인의 길
택견으로 조상의 얼을 이어,
하나, 마음을 닦고,
하나, 예를 지키고,
하나, 견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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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몸을 길러
겨레와 나라에 이바지한다.
위와 같은 선서는 택견의 유산을 이어받고자 하는 택견 수련자들의 좌우명이다. 이는 정신적 나침반이자
훈련의 지침 역할을 한다. 문구는 한국 최초의 인간문화재 신한승 대사범이 주창한 것이다.
아래는 각각의 선서에 대한 설명이다.
택견으로 조상의 얼을 이어 : 우리가 택견을 통해
세대를 초월한 한국인의 혼인 조상의 생각과 얼을 이
어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음을 닦고 : 마음의 동요가 없이 차분한 평정심
을 유지하도록 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련자에게
이는 도장 안팎 모두에 적용된다.
예를 지키고 : 쉽게 말해 자신을 포함한 모두에게
공손하고 배려심을 갖는 것을 뜻한다. 택견 수련자는

세계택견센터의 택견 훈련 과정 (2017년 대한민국 충주시)

나이, 성별, 사회적 지위 등에 관계 없이 자신과 타인
을 존중해야 한다.
견주며 : 자신과 타인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고 다른
이의 뛰어난 점을 배울 수 있다. 이는 무예를 넘어 일상 생활에도 적용된다. 모두가 스승이 될 수 있다. 이는
대련을 통해 비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을 통해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몸을 길러 : 말 그대로 자신을 수련하는 것이다. 단순히 물리적 속성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덕성을 기르는
데에 필요한 인격체가 되는 것이다.
겨레와 나라에 이바지한다 : 택견 수련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이를 타인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전통 문화를 매우 중시했던 신한승 대사범은 택견 수련의 목적으로 겨레와 나라에 이바지하
고 돕는 것을 강조했다. 그가 ‘나라’보다 ‘겨레’를 먼저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그가 가진 생각을 알 수 있다.
“택견인의 길”에 포함된 모든 문장은 신종근, 양재식 대사범의 저서 초판에 실려 있는 것이다(가이 에드워
드 라크(Guy Edward Larke) 사범 역(譯)). 모든 덕목 하나하나가 똑같이 중요하다. 택견을 수련하는 사람
이라면 누구나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삶과 수련의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대한민국 우수사례
2017 세계무술축제
축제 기간 : 2017년 9월 22-28일
장소 : 대한민국 충주시 세계무술공원
참가국 : 약 30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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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자 수 : 약 50만 명
주최 : 충주시
주관 : 세계무술연맹(WoMAU), 유네스코, 충주시
파트너 : ICM, 세계무술아카데미
1988년부터 충주 세계무술축제가 현저한 발전
을 거듭함에 따라, 한국 안팎의 28개 무예 단체가 축
제의 지속적인 성공을 담보할 지원기관의 창설을 희
망하면서 국경과 문화, 인종을 넘어 무예와 공동체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바탕으로 2002년 10월 2일 충주시에서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비영리사단법인 세계무술협

세계무술축제 (2017년 대한민국 충주시)

회(WoMAU)가 설립되었다. WoMAU는 2017년 4
월 현재 41개국 60개 회원단체로 구성된 국제 비정부기구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WoMAU는 2009년 유네스코 공식 파트너 지위를 인정받았고 2010년에는 유
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 자문NGO 인가를 받았다.
독특한 동작과 나라의 특징이 담긴 무예가 해당 국가의 문화유산의 중요한 일부라는 인식을 공유하며,
WoMAU 회원들은 무예를 통해 정의 실현과 세계 평화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무예는 공격과 방어의 기술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의 틀을 넘어 다양한 가치를 지닌 인류의 무형 문화유산
이다. 무예는 자기 규율을 통한 교수법이자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구축하는 방법이며 전통과 다양성이 담긴
문화 컨텐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외교와 비정부 교류의 발판이다.
2017 세계무술축제의 프로그램은 개회식과 폐회
식, 세계 무예 시범 공연, 국제 무예 대회, 초청국 행
사와 문화 홍보 부스, 세계 무술 교류 및 경험, 세계기
록 경연, 학술 세미나, 전시 등으로 구성되었다.
제 8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스포츠는 우리
모두의 언어”라고 이야기했다. 무예와 무예에 참여
하는 사람들은 영향력의 요소이자 마음을 움직이는
세계무술축제에 참가한 캐나다 전통 무예
(2017년 대한민국 충주시)

요인이며, 사회에서 그 지위와 양상이 각기 다르다.
(무도인이자 배우였던) 이소룡과 (권투선수였던) 무
하마드 알리의 예를 보면, 무예의 특수성은 종교와

국적, 문화적 전통에 관계없이 많은 이들을 하나로 모아주는 일종의 신조와도 같은 역할을 할 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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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무예 및 스포츠 협력을 통해 타협과 합의를 추구하는 국가들 사이의 평화적 대화를 위한 여건이 만
들어졌다는 주장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개인적인 견해로, 인류의 이익과 평화, 안정을 위한 국제
스포츠 기구는 반드시 다음 세대의 이익과 번영에 이바지하는 데에 더 많이 참여하고 모든 자원을 쏟아 부어
야 하며 조화로운 세대 양육에 특별한 관심을 쏟아야 한다.
ICM 팀원으로 본 행사에 참여하는 동안 나는
WoMAU가 무예의 내재적 가치와 기능을 증진, 연구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원과 유네스코 간의 긴밀한
교류 협력을 통해 잘 알려지지 않은
가치와 기능에 대해서도 홍보와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WoMAU는 전세계 사람
들의 마음 속에 무예의 가치와 기능을 전파하는 것을

세계무술축제 (2017년 대한민국 충주시)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지금의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타인의 전통을 존중하고 웅장한 축제를 통해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주는 유네스코와 WoMAU, ICM 등의
국제 조직 활동은 세계의 안정을 담보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축제 기간 중 나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일 중 하나는 ICM과 참가국이 청소년 분야에 대한 양해각서
를 체결한 것이다. 이는 국제 협력 발전의 엄청난 가능성을 만들어낼 것이며 지리적 위치에 관계 없이 조화
로운 세대 발전을 위한 교육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 사건이 될 수 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일 뿐만 아니
라 우리의 현재이기도 하다.
아름다운 인프라 -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평화
무주시 “태권도원” (http://www.tkdwon.kr/en/)
아름다운 분위기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불러오
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평화를 준다. 이것이 내가
태권도원에 도착했을 때 느낀 감정이다.
현대식 건물을 아름다운 자연이 감싸고 있는 태권
도원에는 특별한 분위기가 있으며, 그러한 분위기는
사람의 기분에 큰 영향을 준다.
한국의 전통 무예 태권도는 오랜 시간 동안 호신과
심신 수련의 귀중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2000년

태권도원 (2017년 대한민국 무주군)

시드니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으며, 오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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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개 국 7천 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태권도를 수련한다.
이러한 진전에 발맞추어 태권도진흥재단(TPF)에
서는 무주에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태권도원을
만들었다. 2013년 개장한 태권도원은 청량한 자연
환경에 자리잡은 전세계 청소년들의 수련장이자
꿈과 희망의 전당이 되었다.
무주에서 내가 방문한 태권도원은 2014년 4월 일
태권도원 세계 태권도 박물관 (2017년 대한민국 무주군)

반에 개장된 23만 평방킬로미터 규모의 심신 수련
시설이다. 전세계 학생들이 이곳에 모여 태권도의 역
사에 대해 배우고 태권도의 정신인 예의와 명예, 인

내, 절제, 끈기를 배운다. 대회에 참가하거나 수업을 듣는 경우 가족과 함께 머물 수 있는 숙소도 준비되어
있다.
태권도원은 무주 백운산 자락에 자리잡고 있다.
T1 복합 경기장은 최대 4,500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으며, 태권도 박물관과 체험 센터, 태권도 학습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태권도 박물관 안에는 1-7세기에 그려진 고분 벽
화가 전시되어 있는데, 이는 태권도의 원형이 된 한
국 맨손 무예의 역사를 보여준다.

태권도원 T1 경기장(2017년 대한민국 무주군)

한국의 방법 : 역사가 없이는 미래를 만들 수 없다.
역사는 인간의 정신을 교육하고, 구축하며, 때로는 변화시킬 수 있다. 한국에 있는 동안 나는 진정으로 사람
들의 평화를 느꼈다. 이는 나에게 정말로 흥미로운 것이었다. 그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한국인의 평
화와 진정성은 나에게 항상 놀라움을 주었다. 지난 10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무주군 태권도원을 방문했
다. 무주에서 강의를 듣는 동안 스포츠 철학을 가르치는 송형석 교수로부터 한국의 역사에 대해 들을 수 있
었다. 한국은 937차례나 외적의 침략을 받았으나,
역사상 단 한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다. 나는 이러한 사실과 역사가 한국인의 평화로운 마음과 한
국 무도인의 직업의식을 형성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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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원 세계 태권도 박물관 (2017년 대한민국 무주군)

10. 전략 - 청소년 무예 수련자의 교육을 위한 또 하나의 방법
“순백의 마음으로 검은띠에 이르는 길”
청소년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세력이다. 현재 세계
인구는 70억 이상이며, 이 중 청소년 인구는 역사
상 가장 많은 20억이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일 뿐
만 아니라,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우리의 현재이기
도 하다.
 본이 될 것 : 청소년을 교육하기 전 자신과 자신
의 행동이 본이 되어야 한다. 그들이 그것을 따를 수

태권도원 세계 태권도 박물관 (2017년 대한민국 무주군)

있기 때문이다.
 “70대 30”의 말하기 법칙 : 말의 30%는 항상 반드시 상호 존중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상호 존중을 통해 평화가 잉태되고 분명한 사상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에게 “네가 나보다 낫구나”라고 말하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을 것.
 청소년에게 규율을 가르칠 것. 규율은 결과와 지속 가능성, 안정성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친구가 될 것. 청소년은 우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무예는 오로지 호신을 위한 것임을 설명할 것. 진정한 무술가는 평화의 사람이라는 것을 역사가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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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결론
인류사의 멀지 않은 과거에 세계적인 파괴가 있었다. 제 1차,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인류는 다시는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려는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세계의 발전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21세기 지구의 평화는 다양한 형태의 위협에 빈번히 직면한다. 이러한
침략자들 또한 자연이나 동물이 아닌 사람이라는 점이 나를 슬프게 한다. 이러한 세력은 사람과 종교, 역사와
전통을 조종한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있다. 청소년은 필요한 삶의
경험이 부족하고 성인에 비해 충동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세력들에게 청소년은 주된 목표 중 하나가 된다.
나는 분명한 사상과 양육으로 위험한 사상에 맞설 수 있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 개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나는 독자 여러분이 바로 오늘, 바로 지금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일이면 너무 늦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우리에게 내일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의
종교, 전통, 언어, 국적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모두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직업에 관계없이 모든 자원을 이용해야 한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최소 30%는 상호
존중과 인류애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상호 존중을 통해 평화가 잉태되기 때문이다. 또한 지속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집중이 중요하다. 끊임없는 집중과 양육은 안정적인 성취에 기여하며 분명한 평화의
사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무예의 분명한 철학은 평화의 사상과 매우 가깝다. 미래에 대한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세계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필요로 한다. “순백의 마음으로 검은띠에 이르는 길”에 우리와 함께하라.
서두에 “보고서를 읽기 전, 삶의 성공과 행복했던 순간들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는가?
평화가 있기에 우리에게 성공과 행복, 즐거운 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지속과 가능성 등 우리가 가진 자원을 활용해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자. 마지막으로 모두의 행운과 가족의
평화를 기원하며, “진정한 삶은 남을 위해 사는 것”이라는 이소룡의 말이 생각난다.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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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양육, 교육 발달에 있어 무예의 역할
- The role of martial arts in(띄어쓰기) upbringing, education
and development for children -

쟈밀유수포브 (JamilYusupov)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우즈벡장사나티 연맹
어린이및청소년팀헤드코치, 사마르칸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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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기적인 스포츠와 체육 훈련은 사회적 활동 확대와 건강 증진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유용한 결과를 가져
다 준다. 이는 몸의 물리적 상태에 직접적인 건강상의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을 건강한 생
활양식으로 이끌어 활동성을 유지하고 비전염성 질병에 맞서 싸우는 데에 도움을 주어야 할 필요성을 만들
어낸다. 또한 세계보건기구에서 실시한 여러 연구들은 운동이 건전한 인격 형성과 정신적 발달을 촉진한다
는 것을 보여준다. 운동은 자존감 및 자신감 상승과 연관이 있으며 우울과 불안 증상을 겪는 사람에게도 긍
정적인 효과가 있다.
스포츠는 연령, 성별, 민족을 불문하고 인간의 웰빙에 기여한다. 스포츠는 모두를 위한 것이며 다른 무엇
보다 널리 보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계태권도연맹은 세계 곳곳의 난민촌에 태권도를 보급하기 위해 태권
도박애재단을 설립했다. 이러한 노력들은 지구촌 공동체가 난민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 인식할 수 있게 해주
며 특히 건강한 생활양식 확립이라는 목표와 부합한다.
아동, 청소년기에는 에너지가 넘쳐 신체 활동이 증가한다. 체육 교육과 스포츠는 학교 교육과정과 함께
종합교육을 위한 필수요소가 된다. 스포츠는 삶 전체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학교에 출석할
수 없는 아동에게는 대안적 교육을 제공해준다. 학생은 학교에서의 교육 활동과 더불어 스포츠 및 체육 교
육에 참여함으로써 스포츠의 기본적 가치, 규율, 관용을 배운다. 우즈베키스탄은 체육 교육과 스포츠 분야
에서 다양한 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체육과 스포츠를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적 우선순
위 중 하나이다.
2002년, 필수적인 아동 스포츠 인프라를 발전시키고 소년 소녀들이 어릴 때부터 신체 활동 및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기 위해 “아동 스포츠 발전기금(Children’s Sports Development Fund)”
이 창설되었으며, 기금의 후원을 통해 현대식 스포츠 시설이 건설되었다.
2002년부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제 1대 대통령의 계획에 따라 “우미드 니홀라리(Umid Nihollari)”(중
등학교 학생 대상), “바카몰 아블로드(Barkamol avlod)”(중등 특수교육기관 학생 대상: 교육원과 직업학
교), “우니버시아다(Universiada)”(대학생 대상)의 3단계 멀티스포츠 모델이 적용되고 있으며, 2002년부
터 매년 스포츠 행사가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2010년 12월 27일 국제반도핑협약을 비준했으며, 2011년 6월 1일 협약에 가입했다.
2015년 9월 개정된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체육교육과 스포츠에 관한 법률에는 운동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제반도핑협약에 규정된 약물과 자극제의 사용을 금지하는 일반적 조항 및 체육과 스포츠 국제헌장의
최종 개정안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오늘날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올림픽 종목과 함께 무예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중 한 가지가 내가 수
련하고 있는 우즈벡의 국기(國技) 장사나티(Jang Sanati)”이다. 우즈벡 장사나티는 2009년 시작되어 세계
최강국 중 하나로 빠르게 자리잡았다. 2010년 우즈벡 장사나티는 우즈베키스탄의 국기에 포함되었으며 그
발전을 위해 다양한 결정이 내려졌다. 전국 모든 지역에서 지부 활동이 시작되었다. 3천 명의 우즈벡 장사나
티 수련자로 시작한 연맹은 현재 1만 명 규모로 성장했으며 매년 세계 및 유럽 대회와 국제적인 스포츠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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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에서 2013년 최고의 스포츠로 선정되었고, 여러 조직의
회원으로 가입했다. 우즈벡 장사나티 연맹은 2009년 대한민국 충주에 위치한 세계무술연맹(WoMAU)에
가입했고, 2010년에는 이탈리아 국제전투무술기구(World All Style Combat Organization, WASCO)
회원이 되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장사나티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신규 시설이 건립되고 재
료와 기구가 스포츠 용품점을 가득 채우고 있다. 나는 장사나티 연맹 사마르칸드 지부 사무총장이자 사마르
칸트시(市) 청소년 및 주니어 팀 감독으로 재직하고 있다. 또한 사마르칸트 아동 청소년 스포츠스쿨 우즈벡
장사나티부의 선임 트레이너로도 활동 중이다. 내가 지도하는 그룹에서는 약 70명의 젊은이들이 장사나티
를 배우고 있다. 나는 네 번의 세계 챔피언, 여섯 번의 국제 토너먼트 우승, 다섯 번의 스포츠 마스터스, 한 번
의 선수권을 차지한 바 있고, 각종 대회와 국가적 행사, 포럼, 축제 개막식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사마르칸트 청소년 팀 선수 약 200명과 함께 다양한 사회적 행사, 훈련 코스, 포럼, 축제, 세미나, 회의,
컨퍼런스, 프레젠테이션 등에 초청을 받아 참가하고 있으며, 사마르칸트에 있는 두 곳의 고아원에서 무료로
스포츠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약 100곳의 고아원에서 국가 스포츠에 참여하며 사랑과 애국의 정신을 고취
하고 있다. 이는 장사나티가 청소년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무예로서 훌륭한 특징과 규율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아동의 양육, 교육, 발전에 있어 무예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Ⅱ. 본론
1) 무예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그 동안 유파와 학원의 선택 등 매우 다양한 측면에 관한 질문을 하는 부모들을 많이 만났다. 여기에서 몇
가지 일반적인 질문에 답하고 부모의 선택에서 중요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몇 가지 점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
다.
우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 필요한가?’하는 점이다. 어쩌면 아동에게 체조를 가르치고, 원을 그리게
하거나 춤을 가르치는 것이 더 도움이 될지 모른다.
그러한 경험은 도움이 되며 필수적이다. 그러나 무예가 모든 상황에서 최고의 선택은 아니라는 점을 염
두에 두어야 한다. 즉, 건강 증진에는 수영이 훨씬 더 도움이 되고 협응 능력과 리듬감 발달을 위해서는 춤
이 더 낫다.
그렇다면 다른 스포츠와 운동이 아동에게 줄 수 없는 무예의 이점은 무엇인가?
첫째, 규율이다.
물론 일반적인 수업에도 규칙이 있다. 그러나 무예 훈련에서는 규율이 중심이다. 규율이 없이는 훈련이 불
가능하며, 훌륭한 코치는 처음부터 이 점을 강조한다.
둘째, 자신감의 향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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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음 많은 아동이 맨손 대련에 참여하고 난 후 자신을 내세울 줄 알고 더욱 강하고 적극적인 아동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셋째, 무예는 과도한 공격성을 제거해준다.
부모들은 종종 “싸우는 법”을 배우는 아동이 보다 공격적이고 잔인해질 것을 걱정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훈련과 교육 과정에 대한 제대로 된 접근이 있다면 공격성이 줄어든다. 이는 신체 활동이 증가
하고 얻어맞는 것이 고통스럽고 불쾌한 느낌이라는 것을 아동 자신이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무예를 통해 발달되는 유용한 자질은 일상에서도 유용한 기술이다.
유용한 기술의 예로 딱딱한 바닥에 넘어져도 부상을 입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들 수 있다. 또한 현대 사회
에서 도움이 되는 자기 방어 기술도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무예가 기본적인 운동능력(유연성, 민첩성, 힘, 빠
르기, 지구력)을 완벽하게 발달시켜주는 매우 다채로운 신체적 훈련 체계라는 점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련(스포츠와 훈련)에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빠른 의사결정이 요구되며, 이는 - 엉뚱
한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 지적 능력 발달에 이바지한다.
우선 일반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무예가 존재하는지부터 살펴 보기로 한다. 제시된 분류가 과학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방향을 결정하고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결정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각각의 종류와 스타
일은 목적과 기술적 특징에 따라 분류해볼 수 있다.
● 목적별
- 스포츠 : 현재 공식적으로 발전된 스포츠(권투, 삼보, 유도, 자유형 레슬링, 태권도, 우즈벡 장사나티, 가
라데, 체조 등).
- 전통 : 합기도, 전통 가라데, 전통 우슈 등.
● 기술적 특징별 :
- 타격 : 주로 주먹치기와 발차기를 사용한다(권투, 우즈벡 장사나티, 태권도, 킥복싱, 가라데 등).
- 던지기(레슬링) : 주로 던지기, 잡기, 조르기 등의 기술을 사용(삼보, 브라질 주짓수, 유도, 합기도 등).
- 타격 & 던지기 : 치기와 던지기를 모두 사용 (주짓수, 종합격투기 등).
● 다양한 무예 중에서 아동을 위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7세 미만 아동을 위한 신체 활동은 반드시 체조 기반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프로그
램에는 어떠한 전투기술의 요소든 포함될 수 있지만 - 순전히 요소로서 포함되는 것을 의미한다 - 기본은 체
조여야 한다. 접촉이 있는 무예, 특히 때리기가 존재하는 무예는 7세 이후에 시작해야 한다. 처음에는 시간
을 통해 검증되고 과학적 근거가 있는 교수 기법이 존재하는 체계를 선택하는 편이 좋다. 다시 말해, 스포츠
의 세계에서 오랫동안 존재하고 발전되어 온 것이 가장 중요하다(레슬링, 권투). 대단히 중요한 점은 부모가
목표로 하는 점과 자녀가 다니게 될 클럽의 목표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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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호신, 전반적 발달, 건강 증진).
● 아동이 왼손잡이인 경우
왼손잡이 아동의 경우 우슈를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다. 우슈는 왼쪽과 오른쪽을 동일하게 이용하므로 조
화를 완성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우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코치의 동작을 뒤에서 보고 따라
하다가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는 이를 반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습 과정을 촉진할 수 있는 특
별한 운동도 존재한다. 아동을 연령대가 혼합된 그룹에 넣어서는 안 되고 적합한 연령대를 찾아야 한다. 우
선 아동이 자신보다 어린 아이들을 상대하는 데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수업을 그만
둘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코치가 아닌 선배 학생이 아동을 가르칠 수 있는데, 필수적이고 정확한 지식을 제
공할 수 있을지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
● 가정 수련
부모가 이 분야에 충분한 지식이 있고 아이를 가르칠 수 있다면 집에서도 아동에게 무예를 가르칠 수 있
다. 그러나 효과는 달라지는데, 아동이 자신의 부모를 코치로 인지하고 취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온
전한 훈련을 위해서는 반드시 적합한 환경, 즉 아동에게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코치와 체육관, 함께 훈련하는
또래가 있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종류나 유파가 아니라 선생(코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 트레이너의 선택
아동을 위한 코치를 선택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부모가 훈련 과정에서 무관심한 관찰자로 남아
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수업이 보다 성공적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
다. 아동의 성공과 실패에 관심을 갖고 아동의 관심을 지지해 주어야 한다. 집에서도 훈련하는 시간을 마련
해 아동이 체육관에서 배운 것을 복습하고 전반적인 신체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공개수업에
참여하라. 코치가 꺼려하지 않는다면 아동과 함께 여러 차례의 수업에 함께 참석하라. 일반적으로 (체육관과
가정에서) 부모가 아동의 훈련 파트너가 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일반적으로 현대 사회에서는 무예에 대
해 상당히 차별화되는 접근방식이 존재한다.
● 여기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
장점은 분명하다. 각각의 학생에게 자신만의 최적의 방법과 “자신만의” 지도자가 제공된다. 그렇지 않으
면 학생은 떠날 것이고, 지도자는 해고될 것이다. 생각해보라. 누군가가 그저 “싸우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한다면 당연히 정교한 기술이나 무예의 철학에 대해서는 다루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다.
차별화된 접근방식의 단점도 명백하다. 진리를 찾는 이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와 클럽은 스
포츠, 운동, 또는 호신을 찾는 사람들 위주로 돌아가게 된다. 또한 시스템 전체가 여기에 맞춰져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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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추구하는 이들의 기회를 앗아가는 것이며 지도자들의 자기 발전을 방해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 것처럼 “모두 자기 몫이 있기 마련이다.”
●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첫째, 학생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은지 파악한다.
둘째, 자신이 주장하는 것을 위한 자격과 물적 기반이 모자라지는 않는지 살펴본다. 충분치 않다면 배우
고, 마련하며, 물적 기반을 확충한다.
셋째, 분명한 입지를 정하고 홍보를 기획하여 관심 있는 학생들이 찾아오고 관심 없는 학생들은 찾아오
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선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이 학생을 선택한다”는
말이 맞다.
일반적으로 지도자가 할 일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
야 놓치지 않을 수 있는가? 결국 학생은 전문가가 아니다. 학생은 기껏해야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뿐
이며, 그마저도 항상 아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무도의 길을 걷고자 하는 자신감과 용기가 - 또는 어리석음
이 - 있다면, 다음의 몇 가지 실마리를 통해 무예의 스승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 무예의 스승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1. 얼마나 오래 수련했는지, 얼마나 오래 가르쳤는지 알아본다. 무예의 대가는 천천히 성장하는 법이다.
2. 배움의 이력에 대해 알아본다. 일반적으로 대가는 배움에 게으르지 않다.
3. 그가 쓴 책이나 논문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지 물어본다. 대가는 자신의 경험을 구조화할 줄 알며
같은 생각을 지닌 이들과 기꺼이 공유한다.
4. 과거와 현재에 그의 스승이 누구인지 물어본다. 일반적으로 대가는 스승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소중
히 여긴다.
5. 그가 가르친 학생들이 어떠한 결과를 얻었는지 물어본다(띠, 메달 등). 제자는 스승의 산물이자 얼굴
이다.
6. 성실히 참여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물어본다. 대가는 학생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알고 있으며 완
벽한 인간의 표상을 갖고 있다.
7. 훈련에 참관해도 되는지 물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는 스승이 참된 스승인지 간단하게 확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첨언하자면, 이러한 면들을 통해 대가가 아닌 사람은 거의 대부
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필수요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확실히 대가를 알아보려면
스스로 통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언가를 시작해야 한다.
● 한 가지 흔한 질문은 “무예가 철학인가?”하는 것이다.
철학, 또는 종교-철학적 요소는 동양의 것이며 불교의 영향으로 발전된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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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을 수는 없다. 무예의 근간은 전투 기술에 통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신체적 완성이다. 따라서 다양한
종교적-신비주의적 수련을 하는 곳이나 아동에게 정신물리학적 수련을 시키는 곳은 피해야 한다. 그러한 방
식은 성인에게조차 위험할 수 있고, 아동의 정신을 매우 심각하고 빠르게 손상시킬 수 있다. 조심해야 한다!

2)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무예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무예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한다. 무예가 앞
으로의 삶에 필요할 것인가? 몇 살부터 아동에게 강습을 시키는 것이 좋은가? 또한 아동에게 최선의 무예가
어떤 종류인지 정확하게 선택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자신의 힘을 사용할 곳을 찾아야 하
고, 넘치는 에너지를 발산할 필요성이 생기며, 부모는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그러한 일을 하기를 원한다. 아
동의 신체와 근육 발달, 체육 및 예절 교육에는 동양 무예 수업이 이상적이다. 어떤 부모든 그러한 일이 아동
의 건강과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혹은 아동이 다치지는 않을지 염려할 것이다. 중요한 점은 아
동 자신이 활동에 만족하면 모든 것이 이롭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건강이 증진되고 성품이 다듬어지며
삶의 역경에 대한 인내와 끈기가 길러질 것이다.
특정한 종류의 어려움에 대한 선택은 아동 자신이 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부모도 몇 가지 제안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자라나는 아동에게 중요한 점은 또래 앞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대부분의
소녀들은 불량배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소년과 이야기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선택을 위해서는 무
예의 종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야 한다. 이러한 선택에 있어 아동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보다 친숙하고
흥미로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 무예 스타일
“강한 스타일; 외적; 부드러운 스타일; 내적”.
다양한 스타일과 전투 방식이 있지만, 어떠한 경우든 전투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초점은 이미 자
기계발과 외부 세계와의 조화에 맞춰져 있다. 어떠한 종류를 선택하든 아동은 전투 기술을 배울 것이기 때문
에 항상 고통과 힘든 노력을 인내해야 하고 피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신체 접촉이 없는 싸움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동이 단순히 허공에 주먹을 내지르는 법만 배운다는
의미는 아니다. 어떤 종류의 무예를 배우든 아동은 반드시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하고, 무예 수련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은 낮다. 그러한 수업과의 관계는 연령에 따라 변화한다. 아동이 나이를
먹을수록 - 관심이 있다는 전제 하에 - 점점 더 흥미를 갖게 된다.
● 사람들이 무예에 참여하는 이유
오늘날 우리는 사람들이 무예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여러가지 요인들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사람들은 건강을 증진하기 원한다. 또한 신체적 향상(감량, 근력 상승 등)을 원한다.
둘째, 사람들은 호신 기술을 얻기 원한다. 이들의 동기는 안전에 대한 필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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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동기는 즐거움과 편안한 신체 활동을 얻는 것으로, 오늘날 “피트니스(fitness)”라 불리는 것이다.
네번째 동기는 의사소통의 부재를 해결하고 “집단 소속감”을 얻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계층의 높은 곳을 차지하고자 하는 욕구에 의해 움직인다. 일반적으로 그들의 목표는 “스포
츠의 지배자가 되는 것”, “검은띠를 따는 것” 등이다.
전문 지도자가 되기 위해 참여하는 이들도 있다. 무예에 대한 관심이 감소하는 오늘날 조차도 지도자라는
직업은 여전히 영예롭고 많은 수입을 가져다 준다.
또한 수업에서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아동에게 수업을 시
킬 때 어떠한 목표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챔피언을 만들고 싶은 것이라면 처음부터 이러한 길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즉, 자녀를 유소년 스포츠학교에 보내는 것이다. 하지만 아동이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가? 또한 그것이 아동에게 필요한 일인가? 종종 부모의 야심이 자녀를 짓눌러 자신이 필요로 하
지 않는 일에 억지로 참여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질문을 받곤 한다. “언제쯤 제 아
이가 다른 띠를 딸까요? 언제쯤 챔피언이 될까요? 언제쯤 대회에 나갈 수 있을까요?” 답은 오직 하나, 준비
가 되었을 때뿐이다. 위대한 스포츠에는 상과 명예, 챔피언의 칭호만 있는 것이 아니며, 선수의 지난한 노력
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동이 신체적, 심리적, 도덕적으로 준비되기 전에 밀어 부쳐서는
안 된다. 자녀가 차분해지고 자신감을 얻고 덜 다툰다면, 그것이야말로 수업에서 얻는 최선의 결과이다. 아
동이 보다 전문적인 수준에서의 공부를 지속하는 데에 관심이 있다면 띠, 등수, 대회에서의 승리 등은 저절
로 따라올 것이다.
● 아동에게 알맞은 스타일을 선택하는 방법
무예의 스타일은 특정한 기준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나이, 성격, 체형
마른 체질이라면 쿵후가, 조용하고 방정하며 부드러우면서도 적극성이 있는 아동에게는 택견이 더 나은
선택이다. 침착하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아동에게는 태권도, 우즈벡 장사나티 또는 가라데가 좋은 선택
이며, 아동이 느리고 무기력하다면 합기도가 좋다.
수련을 시작해야 하는 연령에 관해, 동양에서는 네 살이 넘으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아동이 성장
해서 선택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편을 택하는 이들도 있다.
자녀를 9세 이전부터 가르치기로 결정했다면 운동이 중점을 두는 방향과 일반적인 신체 훈련의 강도를 결
정하는 것이 좋다. 무예 훈련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나이는 10세이다. 아동의 새로운 정보에 대한 감수성
이 가장 높아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에 큰 관심을 갖고 있고, 흥미가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이다.
11살이 되면 많은 아동이 사춘기를 겪고 행동이 변화하며, 이 시기에는 아동이 보다 취약해진다. 운동을
그만두려 할 수도 있고 행동이 이상한 경우도 있는데, 다양한 요인들이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연령
대 아동의 심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올바른 강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치는 아동에게 권위 있는 사
람이 되어야 하고 신뢰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12세부터 14세까지는 무예 수련에 유리한 나이인데, 아동이
무예와 자기계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가능한 최대한으로 이를 성취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때 무예에 대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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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 계속 증가하며 싸우는 방법뿐만 아니라 무예의 역사 등에 대해서도 배운다. 15세에 아동은 완전한 독
립을 추구하지만 외부의 영향을 받기 쉽고 삶의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며 자존감이 불안정해지고 공격성이
나타난다. 무예의 문화는 여기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시기를 극복하여 성장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이 시기
에는 아동을 잘 관찰하는 것이 좋은데, 좋은 또래와 나쁜 또래의 영향을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기에 아동은 특히 또래들과 충돌하기 쉽고 자기를 표현하기를 원한다. 대단히 중요한 점은 아동이 반드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예를 지지하는 이들은 종종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그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성찰해 볼 필요가 있
다. 머리는 날아오는 주먹을 맞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때때로 생각이라는 것을 해야 한다. 하지만
물론 주먹을 맞는 쪽이 더 쉽다. 빗나간 공격의 횟수가 주어진 시간과 인생 전반에 걸쳐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적 이해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라.
전투 체계의 기법과 전술은 해당 체계의 목표와 목적을 바탕으로 하며, 이는 창시자의 사상과 세계관을 반
영한다. 사람들은 특정 종류의 활동을 위해, 또한 때로는 특정한 과업에 따라 특별히 선택된다(소위 말하는
전문 적성). 정신-물리적 상태, 사고방식, 세계관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고는 이러한 일
을 할 수 없다.
전투 체계와 무예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언급해야 한다. 우리는 무예를 통해 전투 체계에 대해 이
해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체계의 훈련을 통해, 또한 삶 전체의 바탕이 되는 원칙들에 대해서도 배우게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양에는 무예가 없다고 주장한다. 우리의 정의에 따르면 서양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종
류의 무기 또는 맨손 전투 기술의 복잡한 체계는 무예가 아니다. 그것의 근간이 되는 서양 문화와 정신은 동
양의 경우처럼 무예의 탄생에 이바지하지 않는다. 무예가 탄생하기에 가장 알맞은 장소는 동양이었다. 무예
는 조화롭게 발달된 인성을 만들어내며, 진정한 통달은 무엇보다도 영혼의 완성에 있다. 따라서 동양의 전투
체계는 기술의 복합체이자 수련자의 기능을 발달시켜줄 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이 된다. 그러한 것에서 완벽
의 경지를 달성하는 데에는 평생에 걸친 자기계발이 요구된다. 따라서 우리는 동양의 무예만이 그러한 기술
이라고 생각한다. 서양에서는 그러한 종류의 것이 존재하거나 만들어질 수 없었다.
현대 세계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예의 가치는 무엇인가? 전투 기술을 갖추는 것이 다수를 압도하기 위
함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건이 되는 곳은 어디인가? 인간은 무예를 통해서만 복잡하고 독특한 전투 체계를 배
우고,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발달시키며, 흥미로운 취미를 갖고, 건강과 웰빙을 유지할 수 있다. 무예 수업에
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신체적 가능성 뿐만 아니라 학생의 정신적 성향에 대해 파악하고 그들
의 세계관을 이해하며 수련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연
령과 사회 집단 출신의 사람들이 왜 무예에 시간을 쏟게 되는지 이해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무예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무예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과 신체적, 정신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이 오랫동안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가장 흥미로운 점은 무예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방식이 크게 다르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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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또한 특정한 사고의 과정(및 일반적으로 사고, 문제 해결, 문제)은 즉각적으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무예를 수 년간 수련한 이후에 발달한다는 것, 즉 “일차적” 신호인 신체적, 정신적 강인함과 함께 성장한다.
다음은 소규모 연구의 결과이다.
북동 지역 전통 무예 수련자는 상대편과의 (문제에는 최소한 두 편이 존재하게 된다) 협상과 문제 해결에
보다 치우친다. 문제 해결 과정 중에 상대방과 협력, 접촉하는 것은 주요한 “이차적” 특징이다.
남동 지역 전통 무예 수련자들은 보통 문제에 직접적으로 접근하고 문제를 직시하며 부차적인 선택지를
지양하고자 한다. 일본 무예 수련자의 특징은 공격적인 진행과 상대방의 다양한 반응에 대한 다채로운 대
책 구축이다.
아시아 유파를 지지하는 이들과 슬라브 지역의 무예를 수련하는 이들은 접촉과 협상의 가능성이 가장 낮
고 상대방이 가장 곤란해 할만한 대책을 준비하는 것을 선호한다.
물론 위와 같은 분류는 상당부분 많은 민족 집단의 대표에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며, “정의”에 따라 정리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주로 나의 동포와 다른 민족의 대표들에 관한 것이다. 이들이 갖고 있는 공통의
연결고리는 단 하나뿐이다. 그들은 모두 장기간, 즉 3년 이상 다양한 무예에 참여해 왔다.
● 무예별로 상이한 규칙
세계에는 수백 가지의 무예가 존재한다. 그 중 일부는 몇 백 년이나 되었고, 20세기와 21세기에 형성된 것
도 있다. 어떤 것은 오로지 실용적으로만 사용되고, 순전히 스포츠가 된 것도 있다. 무예는 기술과 스타일, 전
통과 종주국 측면에서 서로 다르다. 많은 무예는 공통의 뿌리를 갖고 있어 기술이 동일한 경우도 종종 있다.
무예는 싸움의 기술과 전술, 철학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발달에 필수적인 체계이다. 일반적으로 전통 무예
에는 건강, 전투, 스포츠, 전문적, 미적, 영적 측면이 포함된다.
전통 무예는 전통에 따라, 즉 왜곡되지 않고 스승에게서 학생으로 전승되는 무예이다. 학생은 자기 마음대
로 기술과 철학, 예법 또는 가르침의 다른 측면을 변화시킬 수 없다. 이는 전통 무예가 딱딱하고 변하지 않는
다는 의미가 아니며, 그저 변화의 순서가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전통과 동일하게 누가, 어떻게, 언제,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태권도는 한국의 전통 무예이다. 태권도라는 이름은 “발차기와 주먹의 도(道)”라는 뜻이다. 태권도는 한
국에서 가장 유명한 무예이다. 태권도의 특징 중 하나는 발차기와 뜀박질해 손발치기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
이다. 현재는 태권도의 두 가지 방향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최근 태권도의 인기는 무예의 진화의 결과이다.
태권도는 전투 기술과 호신술, 스포츠, 운동, 명상과 철학을 결합한다. 오늘날의 태권도는 조절과 자기 방어
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전반적으로 기술은 움직이는 자세에서 강력한 힘과 길이를 활용한 발차기를 강조한다.
태권도의 기술에는 막기, 차기, 지르기, 손날, 걸기, 꺾기 등이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무예는 오늘날 우즈벡의 국기로 인정받고 발전하고 있다. 새로운 모습과 100가지 이상의
새로운 손발기술을 특징으로 한다. 창시자는 풀랏 우스마노프(Pulat Usmanov) 대사범이다. 세 가지 도복
이 있는데, 우즈벡 무예에는 일곱 가지 종류가 있어 각각이 특정 종류를 나타낸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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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들이 맹세를 하는 유일한 무예라는 것이다. 무예의 종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대련 중에 상대방을 다
치게 하지 않고, 공격과 방어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선수는 상대방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승마, 총수, 복합적
인 동작, 곤봉과 봉, 검술 등의 특별한 훈련도 진행한다. 2016년 국제스포츠연맹이 창설되어 세계로 퍼졌으
며, 국제 대회와 스포츠 축제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합기도는 “기(氣)를 관리하는 방법”이라는 뜻이다. 1920년 우에시바 모리헤이(植芝 盛平) 대사범에 의해
창시되었으며, 현재의 중점 분야는 정신적 발달로 변화했다. 대회는 열리지 않는다.
주짓수는 던지기와 고통을 유발하는 기술을 널리 사용하는 일본 사무라이의 무예 양식이다. 강인함과 실
용성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규칙 없는 전투”에서는 주짓수 선수가 승리하는 경우가 많다. 유도와 합기유
술, 합기도 등의 스타일에서 비롯되었다.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타격, 꺾기, 채기, 던지기, 고통을 주는 기술
등을 사용한다. 주짓수의 주된 원리는 상대와 직접 맞서지 않고, 저항하지 않으며 상대의 맹공에 양보하고
덫에 걸릴 때까지 행동을 유도한 이후 적의 힘을 역이용해 되돌려주는 것이다.
유도는 주로 던지기와 고통을 주는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스타일이다. “유도의 천재(Genius of Judo)”라
는 영화에 나온 것과 같이, 20세기 초 유술(柔術)의 대가 가노 지고로(嘉納 治五郞)에 의해 만들어졌다. 강
력한 무예 유파인 유도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충격을 주는 장비와 기술이 배제되어 있다. 유도의 기술은 적
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생명을 해하지 않고 무력화하는 것이다. 유도를 수련함으로써
아동은 유연성과 균형 등의 신체적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호흡법을 터득하고 자기 절제와 가
장 위험한 상황에서 평온을 유지하는 법에 대해 배울 수 있다. 현재 유도는 거의 스포츠로 변화했으며 올림
픽 종목에 포함되어 있다.
가라데는 일본의 전통 무예이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후나고시 기친 (船越 義珍) 사범에 의해 오
키나와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가라데는 “공수(空手)의 도”라는 뜻으로 일본의 모든 현대 무예 양식을 집
대성했다. 분석력이 발달하는 10세부터 배우기를 권장한다. 가라데에는 잡기와 던지기가 없다. 주요 원리
는 속도이며, 주된 과업은 정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라데에서는 무엇보다도 균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수십, 혹은 수백 개의 가라데 유파가 존재한다. 그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다음과 같다.
쇼토칸(松涛館) - 고전 가라데 스타일. 후나고시까지 역사가 거슬러 올라간다.
고주류(剛柔流) - 오키나와테와 유사한 스타일. “부드러움와 강함”의 조화가 특징이다.
교쿠신카이칸(極眞会館)은 “강경한” 스타일의 가라데로, 황소를 때려잡은 것으로 유명한 최영의 사범에
의해 1960년대 만들어졌다. 영화 “바람의 파이터”에서 극진 유파의 탄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쿠도(空道)
아시하라(芦原) 가라데 등과 함께 “컨택트(contact)” 계열에 속한다.
무에타이(Muay Thai, 서양에는 타이 배틀(Thai battle)로 알려져 있음) - 강력한 팔꿈치, 무릎 공격으
로 널리 알려진 컨택트 계열의 무예이다. 장 클로드 반담의 “킥복서(Kickboxer)”라는 영화가 무에타이를
주제로 하고 있다.
켄포(Kenpo) - 일본에서 유래한 고대 전투 기술로 다양한 무예의 기술을 조합한 것이다. 켄포가 전세계
에 퍼지면서 가라데, 유도, 주짓수 등 다양한 무예가 생겨나게 되었다. 현재 “켄포”라는 명칭은 종종 무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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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많은 나라에서 켄포는 공식적인 스포츠로 인정 받고 있다.
그레코-로만(Greco-Roman) 레슬링은 유럽의 전투 기술로 선수는 특정한 기술을 이용해 상대방의 균
형을 무너뜨리고 어깨가 바닥에 닿도록 해야 한다. 그레코-로만 레슬링에서는 걸기와 다리 기술, 다리 잡기
가 금지되어 있다. 고전적인 형태는 고대 그리스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로마 제국에서도 나타났고, 현대적
인 그레코-로만 레슬링은 14세기 초반에 프랑스에서 형성되었다. 무예와의 주된 차이점은 선 자세 뿐만 아
니라 무릎을 꿇거나 누운 자세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타격이 금지되어 있다. 주된 기술은 던지기,
잡기, 굳히기, 조르기 등이다.
자유형 레슬링은 두 선수가 특정한 규칙에 따라 다양한 기술(잡기, 던지기, 되치기, 밀기 등)을 사용하는
전투 방식이다. 상대방을 덮쳐 어깨가 바닥에 닿게 만들면 승리한다. 자유형 레슬링에서는 그레코-로만 레
슬링과 달리 상대방의 다리를 잡거나 걸고 넘어뜨리는 것이 허용된다.
삼보(Sambo)는 종합적인 자기 방어 체계이자 스포츠, 전투 기술이다. 삼보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자
기 방어”를 의미한다. 삼보에는 스포츠와 전투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스포츠로서의 삼보는 고통을 유발하
는 조르기 기술과 던지기를 사용한다. 전투형 삼보에서는 주먹과 발차기도 허용된다. 따라서 많은 이들이 전
투형 삼보를 상대방의 신체를 타격하는 권투나 킥복싱과 비교한다.
합기도는 공격자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 일반의 방어 기술이다. 부드러운 원형의 움직임
을 통해 아동은 능히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 합기도는 우선 술기(術技)이며, 전투 기술로서의 성격은 그
다음이다. 즉, 정신적 자질을 먼저 훈련한 다음 신체를 단련하는 것이다. 합기도장에서는 남녀 아동을 모두
가르친다. 합기도가 일본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25년이다. 합기도의 특징은 적의 공격을 역이용한다는 것
이다. 방어 기술은 회전하는 움직임을 바탕으로 하여 충격과 잡히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다른 무예에 비해 합
기도는 방어적 성격이 분명하다.
우슈는 신체와 정신의 완성을 위한 가장 오래된 체계 중 하나로서 2천년 전 중국에서 유래했다. 서양에서
는 중국의 무예를 총칭하는 이름인 쿵후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
영춘권은 이소룡이 창시한 스타일이며, 고대 무예 양식인 태극권은 오늘날 건강 체조로 어디서나 볼 수 있
게 되었다. 우슈는 몸 전체를 활성화하고 모든 근육을 단련시켜준다. 일부 우슈 운동은 근골격계와 심혈관계
질환 치료에도 사용된다. 이 무예는 신체의 예민한 부위를 공략하여 승리를 얻는다(눈, 목, 고환, 무릎, 혈도).
대부분의 타격은 낮게 이루어진다(무릎뼈와 정강이). 정권은 많은 부분에서 권투, 가라데와 유사하다. 다양
한 동물과 새, 곤충의 동작을 따른 강인한 기술이 특징이다.
영국 고전 권투와 무예를 혼합한 킥복싱은 무예의 새로운 트렌드이다. 가라데처럼 발차기로 상대방을 제
압하는 것이 목표이다. 킥복싱은 1970년대 미국과 서유럽에서 거의 동시에 발생했으며, 약간의 시간이 지
난 뒤 태권도와 무에타이의 기술 요소를 추가했다. 킥복싱의 특징은 힘과 속도이며, 타격은 최대의 효율을
가지고 매우 빠르게 이루어진다. 권투와 태권도, 무에타이가 혼합되어 있다. 대회는 이지 컨택트(easy contact), 미디엄 컨택트(medium contact), 풀 컨택트(full contact)의 세 등급으로 열린다.
자신의 몸과 감정에 대해 배우고 승리의 소중함을 깨달아 스포츠와 무예에서 성공을 거둔 아동은 삶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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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성공을 거두고 건강해질 것이다.

5) 아동 양육, 교육, 발달에 있어 무예의 역할
21세기는 기술의 시대이다. 혁신적인 사업과 기술, 컴퓨터, 전화, 인터넷이 생겨나면서 청소년이 학교와
스포츠, 사회에서 멀어질 수 있는 조건들이 막대하게 형성되었다. 이러한 기회와 여건에 따라 사람들이 게으
르고 헛된 일에 빠질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의 손에 휴대전화가 들어가면 그들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
으며, 심지어 휴대전화에만 빠져서 온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그러한 경우 운동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전화와 컴퓨터는 마치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청소년을 중독시킬 수 있다. 물론 나이에 관계 없이 컴퓨터와 전
화 사용 훈련을 시키고 주기적으로 스포츠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예는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수업과 규율, 코치, 특히 무예의 대가들의 지
시를 통해 이러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어릴 때부터 체조, 아크로바틱, 수영, 육상, 필드 경기 등 다양한 종류의 스포츠에 참여했다. 각각의
스포츠는 저마다 특별하며, 운동은 인간의 발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스포츠
는 모든 연령대, 심지어 어린 나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성장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 인간을 머
리부터 발끝까지 발달시키는 것은 무예이다. 규칙과 규율, 어른에 대한 공경, 충심, 주도력, 지도력, 자유, 가
르침, 경기의 지배를 중심으로 한 무예는 아동의 양육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의 경험으로 볼 때, 모든 아동
은 코치를 이상적인 인간으로 생각한다. 코치의 동작, 이야기, 행동 하나하나가 학생에게는 본보기가 된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아동조차도 멘토의 말은 따른다. 따라서 코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코치의 능력은
그가 가르치는 학생의 자질과 특성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다음 세대로 전달해 주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이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운동을 하는 동안 규칙에 의한 통제를 통
해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는 아동에게 벌을 줄 뿐만 아니라 삶의 예시를 올바르게 설명해주고 필요한 경우 규
율의 책임자에게 아동을 데려간다. 그러한 규율이 있는 수련자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멘토의 기능을 한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무예에서 무엇을 원하며, 무예가 훈련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설문 참가자 분석에 따르면 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은 다음과 같은 기저의 요인들이다.
 호신 능력
 공격 능력
 고급 훈련(특수직 공무원 및 단체)
 스포츠에서의 성공을 통한 인기와 인정
 자기계발의 한 형태
 “자신을 위해” -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흔한 동기 중 하나이며 동양 무예가 다른 스포츠
나 전문적 훈련과 비교해 갖는 주된 장점 중 하나이다. 특히 많은 이들이 “품새”에 매력을 느끼지만 대련에
는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널리 알려진 동양 무예의 대가들의 전기를 보면 그들이 삶 초기에 다양한 수준의 정신-신체적 또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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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문제를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집안의 막내,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함, 신체적 장애 등). 우리는 성공적
이고, 건강하고, 완성된 인간에게는 무예가 필요 없다고 감히 주장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보다는 덜 어렵
고, 보다 평범하고,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되며 오락에 가까운 골프, 테니스, 축구, 비치발리볼 등을 하
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자기를 의식하고 자신만의 계획을 갖기 시작하는 나이에 무예를 시작하는 이들
에게 주로 적용되는 것이다. 무예, 특히 동양의 무예는 정신적, 신체적 힘과 성실성, 인내력, 목적의식, 깊은
생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오락으로 즐기는 아마추어들이 동양 무예 수련을 오래 버티지 못하는 것은 놀
라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가 어떻게 했고, 어떻게 자기가 최고가 되었는지 떠벌리는 것을 좋아
한다. 보통 이러한 “대가”들은 유명한 문헌과 피상적인 철학적 판단에 대한 지식, 지도자에 대한 대단히 너
그러운 태도로 구별할 수 있다.
자격 있는 지도자들은 항상 일반적인 선에서 벗어난 것 같은 학생들을 집단에서 찾아낼 수 있다. 이들은 소
위 ‘미친’ 혹은 ‘튀는’ 사람으로 불린다. 다만 이들이 정신장애가 있거나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
다. 그보다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특정한 상황에서 할만한 행동의 방향에서 일탈하는 듯 보이고 눈에
잘 띄도록 어느 정도 과장되어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발달이 늦은 아이들은 부모의 손에 이끌려 무예에 입문한다. 부모는 자녀가 수련을 꺼려하는
것이 눈에 명백히 보이는데도 수업을 계속할 것을 고집한다. 이러한 경우 부모는 “이게 아이에게 좋은 일일
것”이라는 원칙에 따라 아동을 대신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몇몇 아동이 간단한 운동 프로그램에 숙달
될 수는 있으나, 이들은 특별한 성공을 이루지 못하고 몇 년이나 수련을 계속한다.
흔히 마주하는 또 다른 문제에 대해 살펴보자. 학생이 지도자의 동작을 따라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생한다.
학생이 신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관절의 운동성 부족, 힘줄의 유연성 부족, 근력 부족)
 적극적인 집중력 부족
 근골격계 수용체의 신호를 올바르게 평가하지 못함(근육, 힘줄)
 속도, 궤적, 동작의 형태 제어 부족
첫 번째 원인은 관절 운동의 제한이 해부학적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체조 운동을 통해 해결
할 수 있다.
다른 원인들은 세부적인 공학 기술, 적절하지 않은 기술 사용에 대한 물리적 방해, 운동의 리듬 설정과 제
어, 특정 운동의 반복 횟수 증가 등 방법적 기법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지도자들이 수업 계획을 수립할 때 개별 학생의 심리 특성과 교육 과정의 요구사항을 연관시킬 것을 권장
한다. 이는 각 개인의 성과를 예측하고 최대한의 효율을 달성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학생의 심리 특성과 도
장을 찾아오게 된 동기가 교육 과정에 영향을 미친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예를 들어 학생이 타고나기를 공격
적이지 않다면 선제공격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이러한 학생은 반격형에 가깝다. 학생이 신
체적으로 강하거나 운동신경이 좋지는 않지만 유연하고 열심이며 관찰력이 좋고 재치가 있다면 “한방” 전술
을 가르치기보다는 “깔끔하고” 세련된 기술을 가르쳐야 한다. 그저 싸우는 법을 배우러 온 학생이라면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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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못할 것이며 보통 두어 차례 수업에 참가한 다음 사라진다. 이들의 인내심은 종종 2주 정도면 바닥난다.
수련자가 진지하게 성공을 원한다면 실패의 주된 우인이 외적 요인이 아닌 불균형, 부주의, 우울, 고정관
념, 과도한 자존심, 부족한 인내심 등 내적 요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무예에서는 내적 규율이 없이 정말로 높은 경지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하다. 학생이 스스로의 경험을 통
해 이것을 확인하고 나면 성공을 향한 욕구가 성품의 모자란 부분을 고치고자 하는 진지한 동기를 부여해줄
수 있다. 요점은 적에게 승리하거나 패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품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즉, 자기 자신에
게 승리하는 것이다.
스포츠를 통한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
스포츠와 체육 교육은 아동과 청소년의 초기 발달에 매우 중요하며, 게임과 체육, 스포츠를 통해 얻은 기
술은 청소년의 전반적인 발달에 이바지한다. 청소년은 스포츠와 체육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핵
심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배운다.
1. 정직
2. 팀워크
3. 공정
4.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
5. 규칙의 준수
이는 또한 청소년이 경쟁과 승리, 패배에 대처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장을 제공해준다. 이러한 학습의 측
면들은 체육 교육과 스포츠가 신체적 기술과 능력에 더해 아동의 사회적, 도덕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
명하게 보여준다.
아동과 청소년 발달의 신체적, 의학적 측면에서 볼 때, 스포츠와 체육 교육이 신체적 건강, 성장, 발달에 미
치는 (주로 긍정적인) 영향에 초점을 맞춘 증거가 다양하게 존재한다.
● 장기적 신체 활동 참여
체육 교육과 스포츠는 건강 측면에서 평생 신체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습관을 만들어준다. 이는 체육 교
육의 영향을 학교 밖까지 확장하는 것이며 체육 교육이 공공 보건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력을 분명하
게 보여준다. 교육과 발달 측면에서 보다 폭넓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포츠 프로그램은 단순히 스포츠의
기술만 발달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발달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의 신체적 이점
은 이미 잘 알려져 있고 대량의 실증적 데이터를 통해 뒷받침되고 있으며, 스포츠와 신체 활동은 교육적으로
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유인책”으로서의 스포츠
스포츠는 청소년에게 매력적인 활동이며 종종 아동과 청소년을 건강 및 교육 프로그램으로 끌어들이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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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용된다. 교육적 결과에 중점을 둔 스포츠와 발달 프로젝트는 스포츠를 참가자에게 - 때로는 관찰자에
게 - 교육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또한 출석과 리더십 등 교육의 다른 측면을 증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스포츠
가 그 자체로 긍정적인 교육적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문헌에서는 교육적 경험의 결정요인
으로 체육 교사와 신체 활동 및 스포츠를 제공하는 이의 핵심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엔난민기구(UNHCR)에서는 청소년, 특히 소녀와 젊은 여성이 전세계 난민 시설에서 학교에
출석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스포츠와 게임을 활용해 왔다. 또한 유니세프는 소녀의 교육과 활동 및 인식 증진
캠페인을 통한 교육 증진을 위한 스포츠 활용에 집중하고 있다.
● 수련의 효과
스포츠 기반의 프로그램이 아동 및 청소년 교육의 효과를 향상시키고 학교 참여와 학업적 성공의 추구를
독려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스포츠가 건강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선진국에서
시행되었으나, 개발도상국에서도 이러한 관계를 뒷받침하는 연구가 존재한다.

6) 전통 무예와 아동의 양육, 교육, 발달
아동 양육에 있어 국기 스포츠의 가장 중요한 역할에 관해 나의 경험상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스포
츠와 무예는 특정한 국가, 특정한 민족, 국가적 전통, 가치관, 풍습, 용어에 소속된다는 점이다. 이것이 해당
스포츠의 얼굴이자 기원이다. 이러한 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역사와 근간에 관심을 갖게 된다.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스포츠 또는 무예에 참여한다면 그 운동의 모든 특성들을 체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러한 운동이 그 나라의 국기라면, 청소년은 자기 나라의 문화, 역사, 전통에 대해 공부함으로써 자국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수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무예에서 규율의 강도와 규칙의 엄격한 준수는 청
소년의 모든 역량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국기 스포츠가 애국심, 충성, 국기와 전통에
대한 존중 등 가장 고귀한 자질을 형성한다는 점이다. 또한 스포츠를 통해 지식을 얻을 수 있다.

Ⅲ. 결론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의 제 1차 무예 전문가 연구사업(MARIE)이 진행되는 동안 센터의 조직, 회의,
투어, 세미나, 회의, 훈련, 수련 등을 통해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철저하고 사려 깊은지 알 수 있었다. 한국
최고의 대학 교수들이 강연과 워크샵을 진행했고, 다양한 나라에서 온 참가자들이 토론을 펼치고 전문가로서
서로 교류했다. 3개월 간 숙련된 코치로부터 한국의 국가적인 전통 무예인 택견을 배웠다. 물론 택견을 처음
접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그저 춤 동작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동작과 공격,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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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들이 핵심적인 동작에서 선택된 무예의 기술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택견의 도복에는 한국의 깊은
역사와 전통이 자연스럽게 담겨 있다. 대한민국 충주시에서 2년마다 개최되는 세계무술축제도 프로그램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였다. 축제의 구성은 방문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스포츠 조형물과 휴양 구역,
전시와 박람회 등이 잘 조직되어 있었고, 축제의 백미인 독특한 원형 경기장은 매년 점점 더 많은 참가자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모든 참가자와 관람객이 깊은 인상을 받아 다음 축제를 고대하게 만든다. 개인적으로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사진도 많이 보았다. MARIE 프로그램을 통해 축제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면서 나의 삶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역사적인 경험을 했다. 청소년들은 창의적인 워크샵과 ICM
의 무예 교류를 통해 적극성을 키우고 스포츠와 무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게
되었다. ICM은 무예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숭고한 이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가장 두드러지고 영향력 있는 조직이 될 것이다. 본 프로그램의 첫 번째 참가자의 일원이
되었다는 점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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