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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el FORTE, Sensei and Student, Philippines, 2018

무예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7월 2일부터 8월 20일까지 약 50일간 연수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무예 교육 전반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각국 무예 정책과 교육 방법 등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스스로 무예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센터는 다음 세대에 무예를 전파하고 보존해 나갈 무예인들의 연구를 장려하는 한편, 각국의 무예

전문가들이 더 나은 무예 교육 방법으로 청소년의 발달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무예 지도자 ·
전문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무예 전문가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무예의 긍정적 가치가 더욱
퍼져나갈 수 있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총장 김 시 현

(재)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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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개요

참가자 소개
참가자는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국제무예센터 해외이사, 그리고 센터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유관기관들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였고,

사업소개
- 사업명

총 9개국(네팔, 라오스, 바레인, 베트남, 벨리즈, 우즈베키스탄, 케냐, 키르기스스탄, 한국) 9명의 무예 전문가가 제 2회 무예 전문가 
연수사업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국 문 : 무예 전문가 연수사업

영 문:M
 artial Arts Research Initiative for Experts Programme (MARIE)

- 사업기간 : 2018. 7. 2 ~ 8. 20 (50일)
- 장 소 : 대한민국 충주시

- 주요프로그램 : 역량강화 무예 이론 수업, 실기 수업
- 참가자 조건

- 청소년 및 여성대상 무예 교습 경험이 2년 이상 있는 자
- 무예 및 스포츠 관련 학위보유 및 유관기관 종사자

네팔

Achutam Lamichhane
현, 고등학교 교장, 태권도 교사

라오스

Lounna Sodouangdenh
현, 라오스 스포츠 학교
태권도 코치

바레인

Abdulla Isa Al-doy

현, Alody 국제 스포츠 &
무예 센터 회장, 태권도 코치

-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센터 해외이사, 유관기관을 통한 추천서 발급
- 여성 무예 전문가 우대

- 영어 구사능력 우수한 자

- 결과물 : 연구 보고서

베트남

Nguyen Thi Hao Tam

사업목표

현, 태권도 선수 및 코치,
체육대학교 학생

벨리즈

Herman George Pastor Jr.
현, Cayo Shotokan 가라테 교사,
Belize 노동부 관료

- 무예·스포츠 이론수업, 무예 실기수업, 자국 무예 현황 발표 활동 등을 통한 무예의 

우즈베키스탄

Irina Sukhorukova

현, 우즈베키스탄 우슈 연맹 비서,
우즈베키스탄 국립 체육대학 교사,
우슈코치

긍정적 가치를 이끌어내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청소년 · 여성 무예 교수경험이 있는 무예인을 대상으로 무예 보존, 발전방향 조사
및 연구 및 지식공유 촉진

- 무예기관 · 무예인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협약서 제6조 1항

- 젊은 남녀의 개인적·사회적 발달을 위한 무예의 기여, 무예에서의 여성의 역할 등
무예가 지닌 사회·교육적 가치에 대한 연구

- 젊은 연구원의 무예 연구 장려

케냐

Abiero Lona Apiyo

현, Weight Watchers Kenya
가라테 강사

키르기스스탄

Konstantin Kim

현, 키르기스스탄 올림픽
태권도부 선임 트레이너

한국

안배현

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대학원 석사 연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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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동내역

무예 전문가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무예 · 스포츠 이론교육, 실기교육, 컴퓨터교육
각 분야별 전문교수 · 강사를 초청하여 무예 전문가 역량강화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역량강화 이론교육

참가자들의 무예 및 스포츠 분야 이론 역량강화를 위해 주 2회(하루 평균 3시간, 총 33시간) 무예 · 스포츠 이론교육 수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나 '무예 발전을 위한 리더십' , ‘UN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체육 정책 동향’, ‘무예를 통한 여성의 지위 확보 및 역할’, ‘무예와 지역사회와의 
관계 연구’ 강의는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 실기교육

참가자들은 이론수업 외에도 주 2회(하루 평균 2시간, 총 24시간) 다양한 무예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택견 외에도 무에타이, 용무도 등 참가자들이 그동안 경험 해보지 못했던 무예를 경험해보며 무예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지하고, 이를 통해 보다

넓은 시각으로 무예의 긍정적 가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또한, 각 국 참가자들과 함께 다양한 실기교육을 받으며 무예 지도자로서 청소년, 여성 등
모두를 위한 무예 교육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연구해볼 수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무예 외에도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으로부터 재활 훈련 교육을 받았습니다. 재활 훈련은 어깨, 무릎, 팔꿈치 관절 등 근골격계 이론 학습

부터 고관절과 십자인대 등에 테이핑 하는 실습 수업을 포함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해당 교육을 통해 무예 교육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예방, 부상 
부위의 재발 방지, 훈련 시 고정 및 응급 처치 등의 실용적 테크닉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 컴퓨터교육

주 1회(2시간, 총 12시간) 컴퓨터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파워포인트, 인포그래픽, 프레지(Prezi), 스웨이(Sway) 등 다양한 프로그램 사용법을 익히며

참가자들은 무예보급을 위한 홍보자료 및 청소년과 여성을 위한 교육지도안 등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키웠고, PT자세 및 기기 활용법을 익히며 발표를
위한 기본기를 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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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동내역

문화탐방 (충주 / 경주 / 서울 · 경기지역)

· 충주 조정 체험

충주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을 방문해 충주 조정체험아카데미에서 조정을 배워보았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론 및 안전교육을 마친 뒤, 실내 로잉머신
을 활용해 조정 기본자세를 익혔고, 4인 1조로 팀을 이뤄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지상체험 후에는 국제조정경기장으로 나가 수상 경기도 즐겼습니다.
하나 된 힘과 원동력으로 나아가야 하는 조정 체험을 통해 참가자들은 서로 간 이해 의 폭을 넓혔고, 공동체 의식과 협동 정신을 길렀습니다.

· 서울 · 경기 문화탐방
- 경기 / 한국민속촌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한국민속촌을 방문하였습니다. 참가잗르은 한국인의 얼과 흥을 느낄 수 있는 농악놀이, 아슬아슬한 기계와 재담
이 어우러진 줄타기, 말 위에서 기예를 펼치는 마상무예, 전통 혼례식 등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경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 서울 / 황학정 국궁전시관

황학정은 1899년 고종황제의 어명으로 경희궁 회상전 인근에 세워진 활터로 민족 전통의 활쏘기를 중흥시키고자 세워진 곳입니다. 참가자들은 
황학정 안에 위치한 국궁전시관에서 국궁의 역사, 활쏘기 문화, 우리 활의 우수성과 특수성을 배우고, 대나무 활과 화살재료로 자신만의 전통활을
만들어 직접 활을 쏘아보며 색다른 경험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 경주 문화탐방

경주는 대한민국의 주요 관광지로, 도시 곳곳이 유적지나 고대 유물들로 채워진 곳입니다. 신라 천년의 고도를 자랑하는 경주시에서 참가자들은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석굴암과 불국사를 방문하여 신라인의 뛰어난 과학 기술, 건축술, 예술성을 감상하였으며, 아름다운 야경

으로 유명한 안압지를 방문, 신라 특유의 우아한 아름다움을 느껴보았습니다. 또한, 한국 전통문화 체험의 일환으로 칠보공예 공방을 방문해 직접 
고른 핸드폰 고리, 열쇠고리 등에 다채로운 색의 칠보를 올려 참가자만의 액세서리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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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Nepal

네팔의 현안

모든 개발도상국의 상황이 그러하듯, 각 나라마다 여러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를 통해 네팔의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는 네팔에서 이미 심각
한 인권 침해로 인식되고 있는 문제이다. 네팔의 가정 폭력에 대한 여러 사례 연구가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관에서 연구한 내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2차 수집 자료(인터넷)

아추탐 라미흐하네
(Achutam Lamichhane)

· 현, 고등학교 교장, 태권도 교사

· 추천기관 - Harati Shiksha Mandir
고등학교

우선 본 데이터는 ‘가정 폭력’을 배우자에 대한 권력 또는 통제력을 얻거나 유지하기 위하

여 관계에 있어 사용되는 학대적 행동 양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는 협박, 조종, 모욕, 

ICM과 본인의 관계

소외, 겁주기, 공포 조장, 강요, 위협, 비난하거나 상처, 부상, 해를 가하는 것이 포함된다.

우선 젊은 전문가 무예연구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시고 충주로 초대해 주신 유네스코 ICM

따라서 여성에 대한 가정 폭력은 보편인권선언에 보장된 모든 인간의 권리를 억압하는

과 충주시청, 선생님, 교수님, 코치님, 모든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특히 일정을 

것임이 분명하다. 세계보건기구의 새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여성의 35%가 평생 한 번 

조율해 주시고 공항에 나와 맞아 주셨으며 여러가지 일들을 도와주신 이다영씨께 감사

이상 여러가지 형태의 폭력을 경험한다. 이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드린다. 본 프로그램은 내가 어디서든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었다. 나는 많은 

근절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식을 배웠다. 몇몇 이론과 실습수업은 대단히 훌륭했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전에
우리는 서로 공식적으로 알지못하는 사이였다. 이제 우리는 매우 가까워졌으며 한 가족이

인구

자 ICM의 일원이 되었다. 이제 나는 ICM을 위해 네팔에서 최선을 다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2,800만

출산율

2.5%

2.4%

일인당 GNI

$15,030

$2,420

영아 사망률

소개

기대수명

네팔연방민주공화국은 아시아 남부에 위치한 내륙국가이다. 북쪽으로는 중국, 남쪽과 
동쪽, 서쪽으로는 인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히말라야 산맥이 네팔 북부와 서부를 가로
지르며, 에베레스트를 비롯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10개 중 8개가 네팔에 있다. 네팔의

국토 면적은 147,181km2이며 동-서 길이는 800km, 국토의 남-북 너비는 90 ~ 230km이다.
네팔은 북위 26° 26’ – 30° 26’, 동경 80° 03’– 88° 15’에 위치하고 있다. 네팔의 고도는 해발
70m에서 시작해 에베레스트산의 꼭대기인 8848m까지 올라간다.

네팔 인구는 약 2,700만 명이다. 교육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읽고 쓸 수 있는 인구의 약
57% 정도이다. 네팔의 주요 종교는 힌두교와 불교이다. 이슬람교, 키라트교(Kirat), 자이

나교(Jainism), 기독교 등도 존재한다. 네팔에는 60개 이상의 민족이 살고 있으며 저마다
고유의 문화를 갖고 있다.

네팔의 국기는 매우 특이한 형태를 갖고 있다. 삼각형이 두 개 합쳐진 모양의 
네팔 국기는 세계에서 유일한 것이다. 위쪽 삼각형에는 달, 아래쪽 삼각형에는

태양이 그려져 있다. 국기를 둘러싼 파란색은 자연을 사랑하는 네팔인의 성품을
상징한다.

51.48

%

2016년 네팔의 여성 연구 비율
※ 세계은행 개발 지표 자료

네팔

98억

도시 인구

시도해 보고자 한다.

세계
53%

37%
71세

18%

33%
6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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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1. 네팔의 5개 지역 가정폭력 발생 현황
0%

10%

20%

동부지역
중부지역
극서부지역
중서부지역
서부지역

9%

30%

18%

40%

50%

60%

70%

80%

90%

100%

63%

그래프 3.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래프 3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보여준다.

세계보건기구의 새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여성의 35%가 평생 한 번 이상 여러가지 
형태의 폭력을 경험한다.
60 %
50 %
40 %

9%

30 %

1%

20 %
10 %

·자
 료에 따르면 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의 63%가 다른 지역에 비해 심각한 폭력
의 영향을 받고 있다.

0%

남편

· 다음으로 중부 지역의 경우 18%의 여성이 다양한 형태의 폭력의 피해를 받고 있다.

친구

비면식범

· 연구에 따르면 53%의 여성이 남편에 의한 폭력을 경험한다.
· 마찬가지로, 20%의 여성은 이웃의 손에 피해를 입는다.
· 또한 가족과 친구, 비면식범에 의한 피해에도 취약하다.

그래프 2. 네팔 5개 지역에서 나타나는 폭력의 형태
3% I 살인

가족구성원

" 총 1,581건 중 1,019건이 가정 폭력 사건이다."

· 이어 극서부, 중서부, 서부 지역의 순서로 나타났다(9%, 9%, 1%).

1% I 기타

이웃

그래프 4. 피해자의 혼인 여부와 폭력 간의 관계

1% I 기타

그래프 4는 피해자의 혼인 여부와 폭력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4% I 강간

64

16%
사회적폭력

가정폭력

14%

%

4% 2%

피해자의 혼인 여부
결혼

80%

미혼
독신
이별

■ 자료에 따르면 결혼한 여성의 80%가 폭력 피해자가 된다.
여성에 대한 가정 폭력은 보편인권선언에
보장된 모든 인간의 권리를 억압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 또한 미혼 여성의 14%가 폭력을 경험한다.

■ 마
 찬가지로 독신 여성의 4%와 과거 혼인 관계에서 이별한 여성의 2%가 폭력
의 피해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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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5. 여성의 교육 수준과 폭력 간의 관계
그래프 5는 여성의 교육 수준과 폭력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0%

10%

20%

30%

40%

50%

60%

(자료 분석에 따른) 결론
70%

80%

90%

100%

여성의 교육수준과
폭력관의 관계

신체적,
정신적 강인함

문해
문맹

· 연구에 따르면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에 대한 폭력 발생률이 높다는 새로운 

경제적 독립

증거가 있다.

· 예전에는 문맹인 여성이 폭력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졌다.

예방
프로그램
입법

공식 / 비공식
무예교육

처벌

· 그러나 통념과는 달리 문해력이 있는 여성의 78%가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보다
인권우선
관료,관리자

100 %

비율

자금확대
조직자원

90%
80%

70 %

무예는 성인과 아동 모두를 포함해 많은 이들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부모는 

60 %

집중력과 규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녀를 도장에 보낸다. 많은 성인들은 삶의 방식으로서 

50 %

무예를 수련한다.

40 %

무예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0 %

여기에서는 무예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살펴본다. 무예를 수련하는 사람들이 얻는 이점과

20 %

의미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10 %
0%

문해율

입법부, 고위

의회의 여성 비율

각료 중 여성

2012년 성 지수 보고서에서는 문해율, 정치 참여, 공공 부문과 같은 범주에서 남성과 여성의

호신 I 자신감 I 집중력과 주의력 I 우정 I 스트레스감소 I 건강과 인성 증진

격차를 측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문해율은 48%로 남성의 73%에 비해 낮았다.

무예가 중요한 이유

비율이 33%인 것은 성공적인 결과이나 여전히 남성의 절반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각료

집중력과 규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녀를 도장에 보낸다. 많은 성인들은 삶의 방식으로서

입법부와 고위 관료의 남녀 비율은 86%대 14%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의회의 여성 

구성원 중 여성의 비율은 15%에 불과해 85%를 차지하는 남성이 요직을 독점하고 있다.

무예는 성인과 아동 모두를 포함해 많은 이들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부모는 
무예를 수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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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신

건강

는 점이다. 세상에 폭력이 존재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폭력은 예상치 못하게, 

발달시킬 수 있다. 신체가 강해지고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신체적으로 더 나은 느낌을 

무예를 배워야 하는 가장 명백한 이유는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다

무예는 완전한 운동이다. 체력과 힘, 유연성을 기를 수 있다. 또한 조절력과 균형감각을 

피해자가 누구인지와도 무관하게 발생한다. 폭력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갖게 된다. 호흡이 향상되고, 온몸으로 보다 자유롭게 혈액이 운행하게 된다. 무예는 건강

그러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훈련의 핵심은 싸우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다. 특정

을 유지할 수 있는 재미있는 방법이다.

한 기술을 배울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다툼을 견디는 데 필요한 강인함과 체력을 기를 수 
있다. 이러한 지식과 여건의 조성은 단순히 기술을 갖추는 것 외의 이점들을 가져다 준다.

인성발달

자신감

이다. 인사와 악수가 흔하게 이루어지고, 서로 돕는 곳이 규율인 환경에서 상대방과 협력

도장에서는 존중과 규율, 협력, 겸손을 배운다. 이 모든 요소는 무예의 완성에 이르는 길

자신을 신체적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발달한다.
고개를 더 당당히 들고 걸을 수 있게 되며, 준비되고, 차분하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 도장에서 제대로 된 대련을 하고 난 뒤의 마음가짐에 생기는 변화에 놀라게 될 것이
다. 자신이 인내할 수 있고, 실제적인 호신 기술을 적용할 수 있으며, 자신이 능력이 있고
강하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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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방향을 탐색해 나가는 데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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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예를 통해서 단순히 친구를 사귀는 것이 아니다. 스승과 동료는 가족이 된다. 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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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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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Quigley, Rachel, ‘New York family claims daughter living
in Nepal was driven to suicide by her abusive husband
as they call for an investigation into her 'mysterious'
death’ available at http://www.dailymail.co.uk/
news/article-2375250/Bhoomika-Kochhars-familyclaims-daughter-living-Nepal-driven-suicide-abusivehusband.html#ixzz2ajwEBYIk

Ranjit, Ashmina, Artist, Interview, July 13, 2013 availble at
ashminaranjit@gmail.com
Sarojini, Sharma, ‘Domestic violence in Nepali Society:
Root Cause and Consequences, pg 55, May 2007

‘The Kathmandu Post’ http://www.ekantipur.com/thekathmandu-post/2013/07/03/related_articles/muslimleaders-say-gender-based-violence-behind-honourkillings/250740.html July 3rd, 2013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vailable at http://www.un.org/en/documents/
udhr/index.shtml
United Nations Resident and Humanitarian
Coordination’s Office, ‘Violence against women: a study
on underlying causes and survivor’s challenges to justice
in Udaypur district’, Issue 53, March 2013, p.g. 1
Women’s Empowerment and Spousal Violence in
Relation to Health Outcomes in Nepal, Further Analysis
of the 2011 Nepal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Kathmandu, Nepal , March 2013, pg 38 available at
http://www.measuredhs.com/pubs/pdf/FA77/FA77.pdf
Women’s Empowerment and Spousal Violence in
Relation to Health Outcomes in Nepal, Further Analysis
of the 2011 Nepal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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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en’s Empowerment and Spousal Violence in
Relation to Health Outcomes in Nepal, Further Analysis
of the 2011 Nepal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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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rtional representation, pg1, 2011, August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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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자신을 개선하기 위해 비판을 활용한다. 무예 도장은 인내와 탁월성의 중요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훌륭한 환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무술인들이 훈련을 삶의 방식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삶에
스며들어 견고한 관계를 형성하고 정의감과 존중 의식을 발달시킨다. 무예가 이토록 중요
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점들이다.

향후계획

젊은 전문가 무예연구 프로그램에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고국에 돌아가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도시 및 교외 지역 연구 I 일부 대상 선정(대부분 여성) I 무예 교육 개시
무예의 효과에 대한 평가 I 결과 생성 I ICM에 보고

다양한 세미나와 학술회의 조직 I 모든 관련 프로그램에 있어 ICM과 협력
나의 논문은 가정 폭력 증가, 가정 폭력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네팔 여성의 건강과 
역량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취한 기존의 조치와 시행 측면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나는 네팔에서 다음의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가정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지키기 위한 무예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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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Laos

강요된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민족 집단의 경우 여성에게 배우자를 자유로이 선택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 혼인을 주선하는 것은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을 위한 

결혼을 하고자 하는 바람은 무시당하고, 부모가 선택한 사람과 결혼을 하도록 강요 받는다.

또한 여성의 행동은 종교와 역행적 인습, 차별적 사상과 습관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는다. 
이혼한 여성은 재혼할 권리가 없지만, 남성은 동시에 여러 부인을 둘 수 있다.
신체적

35 %

로우나 소도우앙덴
(Lounna Sodouangdenh)
· 현, 라오스 스포츠 학교 
태권도 코치

· 추천기관 - 유네스코 라오스 위원회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 중앙에 위치한 내륙국이다.

국토의 총 면적인 236,800 km , 인구는 650만 명이다. 현재 라오스에서 여성과 소녀에 
2

대한 폭력, 특히 가정 폭력이 만연해 있다. 그러나 사회에서 대부분 ‘감춰진’ 문제이며, 
근본 원인으로는 폭력 행위에 대한 법제상의 정의와 구분의 빈약성 또는 부재, 침묵과 
무사안일의 문화, 농촌 및 민족 집단 공동체 여성의 사법 접근성 제한, 폭력 발생에 관한 
자료와 정보의 부족, 생존자를 위한 서비스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문제의 심각성과 

라오스 여성의 3분의 1 가량이 배우자에 의한 신체적 폭력, 성폭력 또는 감정적 학대를 
경험했으며, 가해자의 대부분은 남편이다. 보고에 따르면 배우자에게 폭력을 당한 여성 중

5분의 1만이 지역 당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비율은 4%, 보건 서비스에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은 3%에 불과하다.

남편에 의해 신체적 또는 성적 학대를 당한 여성의 거의 절반 가량이 잦은 신체적 부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폭력의 피해자는 자살을 생각할 가능성이 네 배나 높다. 여기에는 강제

· GOL - 라오스 정부(Government of Lao)
· Lao PDR - 라
 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 STS - 스포츠 인재 학교(sport talent school)
· VAW - 여
 성에 대한 폭력
(violence against women)

감정적

25 %

소개

이해가 부족한 것이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 DV - 가정폭력(Domestic violent)

신체적/성적

30 %

그 원인, 결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러한 현상의 공동체별 유사성 또는 차이에 대한 

약어 및 두문자어

성적

성관계(강간), 강간 시도, 동의 없는 성적 접촉, 성희롱, 돈 또는 물품을 대가로 성을 파는 강요
된 매춘, 성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 성적 학대와 인터넷을 통한 착취 등이 포함된다.

강간과 같은 성폭력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고 도움

이나 처벌을 구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 혼외의 성적 행동에 연루된 소녀/여성에게는 낙인
이 찍히고 비도덕적 행동에 대한 비난을 받지만 남성의 똑같은 행동은 용인된다. 학교에

서는 체벌이 허용된다.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은 깊이 뿌리 박혀 있으며 남성은 여성보다 
우월한 것으로 인식된다.

소수 민족 중 일부는 낡은 풍습과 습관을 여전히 갖고 있다. 대부분의 여성은 18-20세에

결혼을 한다. 가정에 더 많은 남성의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4-15세에 부모에 의해 

20 %
15 %
10 %
5%

0%

합계

도시

교외

도로 없는 교외

생애 경험률

· 결혼한 적이 있는 여성의 15%는 남편에 의한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을 경험한다.
· 26%는 남편에 의한 감정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 30%는 신체적, 성적, 감정적 폭력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 결
 혼한 적이 있는 여성의 6%는 현재 남편에 의한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을 경험
하고 있다(최근 12개월 이내).

· 결혼한 적이 있는 여성의 11%는 현재 남편에 의한 감정적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
· 여성의 생애 성적 폭력 경험률은 5%이다.

국가 통계부가 2014년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에 의한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절반 가량
(43.2%)이 당황하거나 사회적 낙인을 두려워하여 사건을 신고하지 않았고, 공공 기관과

다른 사람의 도움을 실제로 구한 비율은 30%가 되지 않았다. 이들 중 64.2%는 더 이상 폭력을

견딜 수 없어서 도움을 구했고, 39.7%는 가족과 친구의 독려로 도움을 청했다. 도움을 구한
여성의 대다수는 지역의 지도자 또는 경찰 등의 공식적 네트워크와 서비스에 기대기보다는

가족과 친구라는 친밀한 네트워크를 찾았다. 배우자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즉각적

인 해결책 중 하나는 집을 떠나는 것이다.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을 경험한 여성 중에서 
도시 여성의 15.2%, 농촌 지역 여성의 13.6%가 최소 한 차례 이상 집을 나온 적이 있는 
반면, 도로가 없는 교외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의 경우 3.1%만이 집을 나올 수 있었다. 일부

MARIE I 22 · 23

무예 전문가 연수사업 결과보고서

는 자녀에 대한 걱정 때문에(66.1%), 남편이 행동을 바꿀 것을 기대하여(38.6%), 또는 남편에
대한 애착 때문에(21.7%) 결국 가정으로 돌아갔다. 현실에서는 3분의 2가 폭력이 공개되거

나, 집을 떠났을 때 자신과 자녀들에게 보복이 가해지거나, 별거, 이혼과 관련된 문화적, 성적
규범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을 두려워하여 가정에 남아 있는 것을 선택했다. 여성의 자기 방어

와 관련하여, 21.2%가 최소 한 차례 이상 맞서 싸운 적이 있으며, 51%는 맞서 싸운 후에 폭력
발생이 줄어들었다고 답했다.

태권도, 가라테, 무에라오(라오스식 권투) 등과 같은 무예 스포츠는 수십 년 동안 널리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수련 장소와 학교는 여전히 대도시로 제한되어 있으며 지도자와 
훈련 자료가 부족하다. 오늘날 태권도는 동남아시아 경기 대회와 아시안게임에서 라오스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룬 성취로 인해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태권도 수련 바람이 불면서 
자기 방어의 측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무술이 되었다.

라오스와 한국은 1975년부터 약 20년 동안 교류를 하지 않았다. 태권도는 한국인들의 
전통 무예이며, 군경 등의 라오스 정부 기관에 지속적으로 보급되어 꾸준한 수련이 이루어
지고 있다. 2017년 현재 라오스에는 약 30개의 태권도장과 700명의 수련자가 있다.

내가 일하는 곳은 향후 준프로 또는 프로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선수들을 훈련시키
는 스포츠 인재 학교이다. 이에 여성과 십대 소녀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줄이기 위한 역량
강화 프로젝트가 필요해졌다. 프로젝트는 다음의 5가지 핵심 목표를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01

02

태권도를 중심으로 한 자기 방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13-17세의 젊은

여성을 매년 약 200명 가량 훈련시킴으로써 소녀들에 대한 차별을 감소
시킨다.

매년 라오스 국가대표가 될 태권도 선수 10명을 훈련시키고 최소 연간
3회 이상 국제 경기 대회에 참가한다.

03

태권도 학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매년 스포츠 인재 학교에서 20명의

04

고등학교인 스포츠 인재 학교를 체육대학으로 격상시킨다.

05

태권도 지도자에 대한 훈련을 실시한다.

비엔티안에 있는 스포츠 인재 학교의 지부를 루앙프라방, 사반나케트,
참파사크 등 라오스의 주요 도시에 설립한다.

기대효과

자기방어의 효과

· 자기 방어는 여성과 소녀가 폭력에 성공적으로 저항할 수 있으며 부상의 위험을 증가
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한다.

· 여성주의 자기 방어는 지식과 노하우를 통해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트라우마 증상

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위에서 제안한 연구는 훈련이 폭력성을 감소시
키고 공격의 완수 가능성을 낮춰준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다. 즉, 폭력을 예방하는 것이다.

· 자기 방어는 성적 불평등을 만들고 유지하며 여성을 학대하는 체계를 파악함으로써 뿌리
깊은 강간 문화를 철폐한다.

태권도의 이점

신체적 발달 : 건강한 습관, 위험 관리 기술

지적 발달 : 생활 기술, 직업 기술, 학교에서의 성공, 비판적 사고, 의사 결정, 탐색

심리적 & 감성적 발달 : 정신 건강, 긍정적인 자기 인식, 자기 규율, 대응 기술, 자율성,
시간 활용
사회적 발달 : 교류, 소속감, 사회 집단에 대한 애착, 문화적 맥락 탐색, 사회 참여

라오스의 스포츠 분야

· 본 프로젝트는 라오스의 태권도를 인접 국가 수준과 동일하게, 또한 종주국인 한국과 
같은 수준으로 혁신할 것이다. 훈련과 기술적 발전을 통해 라오스의 엘리트 선수들이

더 나은 결과를 이루어내고 일반인들의 스포츠와 신체 활동을 보다 쉽고 즐거운 것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전형적인 유인책으로는 혁신적인 자료, 새로운 경기 방식, 스포츠 시설,
매일의 활동량을 기록하는 스마트폰 앱 등을 들 수 있다.

· 라오스 정부는 조직의 지식 습득과 공유를 독려하여 스포츠에 전문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들이 믿을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하고 최신의 과학적 정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스포츠 협력을 통해 라오스 정부와 한국의 양자 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스포츠 인재 학교의 이점

스포츠 인재 학교는 현재 스포츠 경기에서 뛰어난 성과를 발휘하는 관계자만을 위한 곳
이다. 따라서 학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라오스 선수들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의 잠재적
능력을 향상시켜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스포츠 인재 학교는 라오스의 태권도 중심지가 되

어 모든 사람들이 적절한 시설과 훈련에 접근하고 그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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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지표 및 실행 계획
목표 1

태권도를 중심으로 한 자기 방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13-17세의 젊은
여성을 매년 약 200명 가량 훈련시킴으로써 소녀들에 대한 차별을 감소
시킨다.

스포츠 인재 학교는 수도인 비엔티안시에서 약 20 km 떨어진 낙사이통 지구 시케우트 
마을에 위치해 있으며, 2013년 설립되어 2013년 10월 11일부터 훈련을 시작했다. 현재
54명의 직원과 103명의 학생이 있다. 학교는 1) 고등학교 일반 교육과정 강습, 2) 선수의
국가적, 국제적 경쟁을 위한 훈련, 3) 스포츠 과학 분야의 연구 센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목표 2

매년 라오스 국가대표가 될 태권도 선수 10명을 훈련시키고 
최소 연간 3회 이상 국제 경기 대회에 참가한다.

등급, 역량, 예산 등의 요인으로 인해 스포츠 인재 학교 학생 103명 중 일부만이 국내 대회

와 국제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다. 본 목표는 태권도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경쟁하는 인재
를 길러내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목표 달성을 위해 스포츠 인재 학교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설명

지표

산출물

기간

스포츠 인재 학교는 매년 약 50-6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30-50명의 선수들이 국내외의

1

전국 공, 사립 스포츠
교실에서 체육 인재를 선발

30명의 선수를
후보로 선정

2019 - 2020

으로 줄여준다. 따라서 태권도를 활용한 자기 방어를 위한 구체적인 무술 교육 과정과 전문

2

태권도 교육 및 훈련을
위한 기술 보조 또는
전문가 고용

10명이 라오스 국가대표로
국내 또는 국제 대회에
참가

한국 또는 국내에서
전문가 1명 고용

최소 12개월 간의
훈련을 반드시 시행

2019 - 2020

3

한국 등의 선진국 및
인접 국가와 견학 교류

3개월 간 해외 훈련

3개월 훈련 완수

2019 - 2020

경기에 참가한다. 앞선 연구에 따르면 여성이 맞서 싸우는 것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절반
태권도 지도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첫 번째 목표 달성을 위해 스포츠 인재 학교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설명

1
2
3

자기 방어 프로그램과
교육과정 마련

관련 위험 집단의
관심 있는 13-17세 여성에
대한 태권도 훈련
스포츠 인재 학교의
모든 여성 학생 교육

4

폭력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관련 기관과 협력

5

태권도 교육 및 훈련을 위한
기술 보조 또는 전문가 고용

지표

산출물

기간

교육과정 공개
및 배포

기본 자기 방어 지침 1식,
핸드북 1식

2019

연간 2회 훈련 실시

200명의 여성에게
훈련 실시

2019-2020

모든 여학생의 과정 이수

2019-2020

여성 피해 및 폭력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최신화

2019-2022

최소 2차례 이상
역량 강화 과정 이수

2019-2020

모든 여학생에 대해
필수적 자기 방어 교육과정
이수 요구
경찰, 여성 기관과
네트워크 생성
및 자료 교환

한국 또는 국내에서
전문가 1명 고용

목표 3

태권도 학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매년 스포츠 인재 학교에서 
20명의 태권도 지도자에 대한 훈련을 실시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스포츠 인재 학교의 태권도 지도자들이 반드시 학생들의 
자질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고 가르쳐야 한다. 현재 라오스에서는 700명 이상이 태권도 
수련에 참여하고 있으나 지도자의 수는 여전히 학생 수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은 제대로 된 지도자 과정을 밟지 않은 전직 국가대표 선수인 경우도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목표 달성이 필요하다.
설명

지표

산출물

기간

1

스포츠 인재 학교 및
기타 공, 사립 기관의 모든
지도자에 대해 전문 태권도
지도자의 훈련 실시

지도자 과정 2회 실시

20명의 지도자에게 수료증
수여 및 공, 사립 스포츠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능력 배양

2019 - 2020

2

지도자가 반드시 계발해야
하는 역량에 대한 지침서

지도자용 지침서 작성

지침서 200부 인쇄, 배포

2019 - 2020

3

한국 등의 선진국 및
인접 국가와 견학 교류

3개월 간 해외 훈련

3개월 훈련 완수

2019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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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4

예산 수요 및 시행 계획

고등학교인 스포츠 인재 학교를 체육대학으로 격상시킨다.

위와 같은 활동과 목표 달성을 위해 스포츠 인재 학교는 각 항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예산을
필요로 한다.

현재 스포츠 인재 학교는 다음과 같은 7개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설명

1개 직원동 I 2개 훈련동 I 1 개 식당 I 1개 기숙사 I 2개 야외 경기장
모든 요소의 수용능력이 150명에 불과하며 일부 스포츠 경기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스포츠 인재 학교 졸업생은 고등학교 졸업장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스포츠 인재 학교를

라오스 교육부의 계획에 따라 체육대학으로 격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스포츠 인재
학교를 체육대학으로 격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설명

지표

산출물

기간

예산

(US$)

담당

연도

1

태권도를 중심으로 한 자기 방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13-17세의 젊은 여성을
매년 약 200명 가량 훈련시킴으로써
소녀들에 대한 차별을 감소시킨다.

50,000

스포츠 인재 학교,
기부자, 관련 기관

2019 - 2020

2

매년 라오스 국가대표가 될 
태권도 선수 10명을 훈련시키고
최소 연간 3회 이상 국제 경기 대회에 참가한다.

50,000

스포츠 인재 학교,
기부자, 관련 기관

2019 - 2020

3

태권도 학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매년
스포츠 인재 학교에서 20명의
태권도 지도자에 대한 훈련을 실시한다.

50,000

스포츠 인재 학교,
기부자, 관련 기관

2020 - 2025

1

스포츠 경영 및 관련 분야에서
최소 석사 이상 학위를
갖추도록 하여 스포츠
인재 학교 교사의 역량을 강화

석사 이상 학위
보유 교사 10명

5명 이상이 스포츠
관련 분야학위 취득

2020 - 2025

4

고등학교인 스포츠 인재 학교를
체육대학으로 격상시킨다.

200,000

스포츠 인재 학교,
교육부

2022 - 2025

2

스포츠 시설 개선 및 신축

필요한 건물의 건축

실내 태권도 훈련장 등의
핵심 건물 건설 완료

2022 - 2025

5

비엔티안에 있는 스포츠 인재 학교의
지부를 루앙프라방, 사반나케트, 참파사크 등
라오스의 주요 도시에 설립한다.

100,000

스포츠 인재 학교,
교육부,
스포츠 관련 학교

2022 - 2025

합계

450,000

목표 5

비엔티안에 있는 스포츠 인재 학교의 지부를 루앙프라방, 사반나케트,
참파사크 등 라오스의 주요 도시에 설립한다.

전국적인 태권도 수련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루앙브라방, 사반나케트, 참파사크 등
대도시에 태권도 인재 학교의 지부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필요한 활동은 다음과 같다.
설명

지표

산출물

기간

1

파트너로 적합한
기존 학교 선정

대도시에 태권도 센터
건설을 위한 협력 및
양해각서 체결

5명 이상이 스포츠 관련
분야 학위 취득

2020 - 2025

2

지부에서 훈련 및 교육 제공

훈련실시

지부에 교사 및 지도자
배치 완료

2020 - 2025

3

필수 시설 건축

실내 스포츠 시설

건물 완공

2020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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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01. 가정 폭력은 라오스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다.

02.정부는 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인프라를 마련했으나 이러한 것들이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03. 라오스 태권도 협회는 13-17세 여성의 적극적 활동과 역량 구축을 위한 
태권도 프로그램의 설계 및 시행을 제안한다.

04. 협회는 정부의 여성 아동 담당 부서 및 교육부와 협력하여 학대 신고를 하거나
폭력 및 학대 위험이 높다고 이야기하는 젊은 여성을 파악할 것을 제안한다.

05. 젊은 여성들에게 자신감과 자존감을 구축해 주는 경쟁적 스포츠인 태권도로

의 전환을 독려하는 한편 태권도의 숙련된 자기 방어 기술을 익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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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레인

Bahrain

퍼지면서 움직임이 크게 제한되었고, 사람들은 덜 걷고, 5분 거리조차 교통수단을 이용
하기 시작했다. 오늘날의 가정에서 소비하는 음식에는 10-20년 전과 비교해 수백 가지의 변
화가 일어났으며, 따라서 건강 문제는 부모와 청소년 모두에게 커다란 걱정거리가 되었다.

아동과 청소년은 현대 세대의 중요한 부분이며 현대 생활과 기술 발전의 영향을 받는 
주된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성공적인 코치 또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부모와 청소년의 필요를 이해하고 그러한 목표에 다다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태권도는
건강과 호신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효과가 검증되었다.

압둘라 이사 알-도이
(Abdulla Isa Al-Doy)

· 현, Alody 국제 스포츠 & 무예 센터
회장, 태권도 코치
· 추천기관 - 바레인 교육부

서문

한국의 무예 태권도는 나의 종착지이다.

가라테, 유도, 합기도, 무에타이, 권투 등 다양한 무예를 수련한 수 청년이 된 나는 잡기와
던지기 기술에 얽히지 않는 것을 선호하게 되었다. 나는 항상 원거리에서 치고 빠지기를

좋아했다. 이 모든 것을 “태권도”에서 찾았다. 기본적으로 태권도는 스포츠이자 실생활의
호신을 위한 타격 체계이다. 초심자부터 야심만만한 상급 수련자의 단계를 거친 다년간의
태권도 수행을 통해, 나는 마침내 국내외에서 더욱 많은 지식을 쌓아야 하는 전사가 되었다.

태권도의 발상지 한국은 언제나 나와 모든 태권도 수련자, 전사, 지도자에게 가장 매력적

인 장소이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나는 오랫동안 태권도가 널리 퍼진 미국, 브라질, 
멕시코,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이란, 덴마크, 러시아, 이집트, 모로코, 영국 등의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선수, 코치, 국제 심판으로서 태권도를 수련했다.

35년 가까운 시간 동안 태권도를 비롯한 여러가지 무예, 격투 스포츠를 수련했고 25년의

시간 동안 5세 아동부터 20대의 국제대회 우승자까지 수많은 챔피언들을 가르치고 훈련
시킨 나는 향후 민, 군, 경 팀에서 국내, 국제적으로 국가를 대표할 바레인 최고의 태권도
선수를 길러내기 위한 나의 최선의 교수와 훈련 방식을 전수하여야 한다고 결심했다.

현대 청소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교수법의 활용

현대 청소년의 심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커다란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지속적

으로 발전하는 우리의 일상생활은 언제나 성장하는 기술의 영향을 크게 받아 왔으며, 
그 결과 우리의 필요와 인내, 기분, 사회 생활과 미디어가 우리의 학습, 창조, 발전, 수행, 
지배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 전통적인 방식의 효과가 점점 감소함에 따라, 교수 기술과 
방법을 적절히 수정하여 반드시 최신의 것을 유지하여야 한다. 현대 생활과 세계의 지속적

인 변화는 많은 필요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부모와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태권도의 측면
에도 변화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과도한 소셜미디어와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청소년

들은 매우 수줍게 되었으며 자신감과 자존감이 부족해졌다. 자동차와 교통수단이 널리 

효과적인 태권도 교수를 위한 지도자의 조건
01. 도전을 받아들일 것

도장에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것은 도전으로 여겨진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이루어야 할

목표를 갖고 있으며, 필요로 하는 것은 저마다 서로 다르다. 도장을 찾는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쉽게 알 수 있으며, 성공적인 지도자는 그러한 각각의 사람이 가져
오는 도전과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저마다 서로 다르다.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사람도 있고, 자기
계발, 새로운 지식 습득을 추구하는 이들도 있다.

많은 청소년들이 겪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에서 가장 중요한 현대의 질병으로 꼽고 있는
비만과 같은 신체적 도전과제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건강 측면의 전신 운동을 통해 해결
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인 자신감과 자존감 부족은 태권도 수련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는 즉시
대부분 사라질 수 있다.

지도자가 직면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도전과제 중 하나는 다운증후군, 자폐증 등의 정신
지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적절한 방식을 사용한다면 이러한 이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다. 이들 각각에게는 열쇠가 있고, 그러한 열쇠를 통해 정신적, 감성적으로 접근하여 
환경과 지도자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면 가르침이 훨씬 쉬워질 것이다.

02. 지식을 쌓을 것

성공적인 지도자는 항상 다른 사람의 향상을 돕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향상을 추구해야 
한다. 끊임없는 독서는 언제나 수련 현장에서 성과를 발휘할 것이다. 스포츠 분야의 전문성
을 추구하는 것이 최선이다. 스포츠 과학, 건강, 영양 등에 대한 공부와 독서를 통해 지도자

는 수련생을 위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과학적이고 정확한 기초 위에서 훈련과 영양
계획을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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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리더십을 갖출 것

성공적인 지도자는 수련생에게 친구이자 강력한 인물이 되는 사람이다. 리더는 수련생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필요를 이해하고 목표를 달성, 성취하도록 돕는 사람

이다. 성공적인 지도자는 수련생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자신의 승리로 여기기 
때문이다.

04. 설득력과 소통의 기술을 갖출 것

소통은 성공적인 지도자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사람들이 소통하고, 정보

A

겨루기

를 받고, 이를 처리하는 방식은 저마다 다르다. 각자에게 최선의 의사소통 방식이 무엇이

효과적인 교수 체계에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

Step.

01

Step.

02

Step.

03

Step.

04

Step.

05

Step.

06

Step.

07

Step.

08

Step.

09

Step.

01

함께 몸 풀기

Step.

02

정적 스트레칭

Step.

03

Step.

04

Step.

05

Step.

06

Step.

07

Step.

08

Step.

09

몸 풀기

기본과 기초

고 가능한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은 코치의 책임
이다.

태권도 교수에 있어 지도자의 태도는?

성공적인 태권도 지도자가 되는 일의 4분의 3은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마무리 운동

생각이다.적절한 시스템과 체계를 갖추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며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조깅

주 프로그램

명상

체조

토론

마무리 의식

된다.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진 지도자는 자신감을 갖고 가르칠 수 있으며, 수련생, 보조, 
다른 코치, 지도자와 함께 일할 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25년 동안 어린이와 청소년

에게 태권도를 가르쳐 온 나에게는 개인별 교수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였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가 가르치는 이와 (그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다고 생각 할 때 안심하고 깊은 대화를 열 수 있다. 가르침을 받는 이는 더욱 깊이 
탐구하고자 할 것이며,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고자 할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수련생의 생각과 믿음이 자신과 다르다 할지라도 존중함으로써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수련생은 그러한 해결책을 지도자보다 더 반길 것이며

그러한 것을 시행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뛰어난 마음가짐을 가진 지도자의 
주된 요소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능력이다. 다른 이를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는 과감히 떨쳐 버리고 이해를 위해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로써 가르치는 
대상과 열린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 수많은 부침을 겪고 다양한 연령과 남녀 모두의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해 공부한 끝에, 나는 마침내 최고의 태권도 교수 방법과 체계를 개발했다
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B

품새와 무도

품새 훈련

심층 스트레칭

영상 교육

명상

품새의 기본과 기초

교차 토론

마무리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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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있는 교수 체계를 뒷받침하는 필자의 태권도 승급 프로그램
1 단계 : 흰띠에서 노란띠로 (기간 : 2개월)

4단계 : 녹색띠에서 보라띠로 (기간 : 2개월)
서기

모아 서기

나란히 서기

주춤 서기

앞서기

돌려차기

찍기

돌려차기

반달차기

옆차기

뒷차기

후진

얼굴지르기

서기

모아 서기

나란히 서기

주춤 서기

앞서기

앞굽이

반달차기

지르기

주먹 지르기

막기

아래 막기

회축차기

가벼운 겨루기

손날막기

앞굽이

몸통 막기
일보 전진

차기

얼굴 막기
일보 후진

앞차기
짓기
품새

찍기
전진

태극1장

2단계 : 노란띠에서 주황띠로 (기간 : 2개월)

옆걸음

서기

모아 서기

나란히 서기

주춤 서기

앞서기

돌려차기

반달차기

옆차기

지르기

주먹지르기

앞굽이

앞 주먹 지르기
손날막기

일보 후진
겨루기

뒷굽이 서기
막기
짓기

발 바꿔

차기

아래막기
전진
품새

앞차기

몸통막기
후진

태극 1장

가벼운 접촉(팔뚝, 정강이, 발등 보호대)

찍기

얼굴막기

일보 전진
태극 2장

모아 서기

나란히 서기

주춤 서기

앞서기

돌려차기

반달차기

옆차기

뒷차기

지르기

주먹지르기
아래막기
짓기

발 바꿔

태극 3장

앞 주먹지르기
몸통막기
전진

뒤로 일보 전진
겨루기

차기

아래지르기
얼굴막기
후진
품새

앞차기

얼굴지르기
손날 막기
일보 전진
태극 1장

찍기
막기

손날 아래 막기
일보 후진
태극 2장

가벼운 접촉(팔뚝, 정강이, 발등, 몸통 보호대)

지르기
막기

손날 아래막기
일보 전진
품새

겨루기

꼬아서기

주먹지르기
아래막기

한손날 몸통막기
일보 후진
태극 1장

차기

앞 주먹지르기
몸통막기
짓기

발 바꿔

태극 2장

앞차기
아래 지르기
얼굴막기
전진

뒤로 일보 직진
태극 3장

중간정도의 접촉
(팔뚝, 정강이, 발등, 몸통 보호대, 헤드기어)

5단계 : 보라띠에서 파란띠로 (기간 : 2개월)
서기

모아 서기

나란히 서기

주춤 서기

앞서기

앞차기

찍기

돌려차기

반달차기

옆차기

앞굽이

앞 주먹 지르기

서기

뒷굽이 서기

태극 4장

뒷차기

3단계 : 주황띠에서 녹색띠로 (기간 : 2개월)
앞굽이

후진

뒷굽이 서기

막기

손날 아래막기
후진

옆걸음

태극 3장

뒷굽이 서기
회축차기

아래 지르기
아래막기

한 손날 몸통막기
일보 전진

90도 옆걸음
태극 4장

전자호구 사용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

꼬아서기

앞/뒤 후리기
얼굴 지르기
몸통막기

한 손날 아래막기
일보 후진
품새

태극 5장

범서기
지르기

내려/모아
주먹 지르기
얼굴막기
짓기

발 바꿔

태극 1장
겨루기

차기

주먹 지르기
등주먹 치기
손날막기
전진

뒤로 일보 전진
태극 2장

완전한 접촉

(모든보호장구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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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 파란띠에서 갈색띠로 (기간 : 3개월)

단순한 싸움이나 물리적 기술, 앞으로의 목표를 향한 점진적 진보를 반영하는 등급을 넘어

서기

모아 서기

나란히 서기

주춤 서기

앞서기

앞차기

찍기

돌려차기

반달차기

옆차기

앞굽이
뒷차기

주먹 지르기

등 주먹 치기
얼굴 막기

몸통 바깥 막기
후진

옆걸음

태극 2장
겨루기

뒷굽이 서기
회축차기

앞 주먹 지르기
팔꿈치 치기
손날 막기

바깥 팔목 아래
헤쳐 막기
일보 전진

90도 옆걸음

태극 3장

꼬아서기

앞/뒤 후리기
아래 지르기
막기

손날 아래 막기
바탕손 몸통
안막기
일보 후진

발바꿔 90도
옆걸음

태극 4장

완전한 접촉 (모든 보호장구 착용)

범서기

밀어차기&
앞 밀어차기

얼굴 지르기
아래 막기

한 손날 몸통 막기
짓기

발 바꿔
품새

태극 5장

차기

지르기

내려/모아
주먹지르기
몸통 막기

한 손날 아래 막기
전진

뒤로 일보 전진

태극 1장
태극 6장

전자호구 사용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아동이 태권도 승급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 예를 들어 - 녹색띠를 딴 아동이 녹색띠를 딴 성인만큼 뛰어난 기술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렇다

면 어떤 기준으로 아동의 승급이 이루어지며,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필자의 견해로 띠 체계는 수련자들이 자기 자신의 발전을 측정할 수 있게 해주는 접근 
도구이다. 띠의 의미는 개인과 관련이 있다. 심지어 똑같은 학교에 다니는 두 명의 성인

이 똑같이 검은띠라 하더라도 두 사람을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작했을 때의 능력, 
기술을 달성하고자 들인 노력의 양, 신체적 한계 또는 예전에 입은 부상 등과 같이 고려
하여야 할 변수와 요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나이를 불문하고 사람 사이의 판단은 공정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아동의 노란띠는 해당 아동이 더 이상 흰띠를 매지 않아도 될 정도로 충분히 노력

했고 충분한 기술 발전을 이루었다는 표시에 불과하다. 다른 띠도 마찬가지이다. 무예는

선 지식과 철학, 이해로 가득하기 때문에 수련생의 띠를 연령 또는 발전 단계가 다른 사람

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성인이라면 한 번에 발을 하나씩 올려 놓으면서 빠르게 계단을
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린이는 난간을 붙잡고 계단 하나에 두 발을 모두 올려서 꾸준히
한 계단씩 올라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두 사람 모두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
가기 위한 첫 번째 발판(검은띠)을 향해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동과 성인의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세 살과 일곱 살 모두 아동이다. 또한 22살과 40살 모두 성인이다. 폭넓은 지도 
경험을 가진 나는 늦게 시작한 사람들보다 10살짜리가 무예에 더 뛰어난 것을 봐왔다.

나의 태권도장에서는 3세부터 아동을 받고 있다. 이들에게 10대와 같은 기준을 들이댈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띠를 통한 진보는 기본적인 지르기, 막기, 차기, 간단한 품새 등과 
같은 추가적인 기술들을 학습하는 것의 문제이다. 띠 체계와 승급은 어린 수련생의 동기

부여를 위한 수단이다. 제대로 된 도장이라면 이는 아동이 해당 수준에 필요한 기술과 
형식에 있어 일정 수준의 숙련도를 보여주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여기에는 일정 수준
의 힘, 조절력, 인내력, (내적 및 외적) 통제, 세부적인 것을 보는 능력 등이 요구된다. 이러
한 것들은 모두 좋은 자질이며, 아동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질을
더 많이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12세가 되면 나는 40세 성인과 같은 기준으로 시험을 치르기 시작한다. 당연히 
힘을 비교하지는 않지만 이들이 같은 기술을 수행하고, 대련을 할 수 있으며, 성인과 같은

품새를 배우고, 성인과는 재질이나 두께가 다르더라도 판을 격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서 12살짜리가 성인을 이길 수 있는지와 같은 질문
을 하곤 한다. 대부분의 경우 나의 대답은 어렵다는 것인데, 덩치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

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또래의 12살짜리와 싸운다면 나의 수련생이 항상 이점을 가질 것
이다.

여기에 더해, 나는 경험을 통해 성인이 되어서 시작한 사람들이 종종 신체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대부분 동작을 시도해 보는 것을 겁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고급 
동작 중 일부는 뛰기, 돌기, 차기 등과 같은 많은 기술을 필요로 하고, 10대들은 항상 이러
한 것들을 시도해 보려 한다. 조기에 무예를 가르치는 것은 평생에 걸친 학습의 기초이자

토대이다. 일찍 습득한 정보와 기술은 발전하는 태도를 형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성인
이 되면 이는 인성의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되므로 성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훨씬 높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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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태권도 수련의 효과와 부모가 자녀를 긍정적인 학습 환경에
참여시켜야 하는 이유

머릿속에 당장 떠오르는 것은 호신, 즉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행위로서 힘을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태권도는 호신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 태권도
는 규율, 즉 행동 양식에 복종하는 연습을 하는 것에 대해 가르쳐준다. 또한 특히 어려운

상황, 마음 챙김과 수용의 상황에서 감정과 욕망의 자기 절제에 대해 가르쳐준다. 이러한
것들은 연령을 불문하고 중요한 특성이며 학교는 물론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곳에서 아동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나는 아동의 심리적, 신체적 웰빙이 두 가지 아동의 심신을 강화하는 데 있어 커다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아동의 신체적 건강은 여러가지 운동을 통해 개선할 수 있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서적 건강 또한 개선되며 자존감과 자신감이 높아진다. 뿐만 

아니라 태권도 수련을 통해 긴장과 스트레스, 우울증이 완화되는 것을 보았다. 또한 아동의 
사회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도장에서 내가 가르치는 태권도의 이점을 보다 깊게 연구함으로써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좋은 도장은 항상 실제적인 무예 수련을
최신의 것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 한가지 중요한 요인은 집중력이다. 아동을 가르치고 집중력을 높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

한 측면이다. 아동은 반드시 당면한 과제에 집중하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 한편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로써 아동은 신체적 능력과 집중력을 높일 수 
있고, 도장과 가정, 학교에서 경청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태권도가 주는 또 다른 긍정적인 영향은 사회성 발달이다. 아동의 발달에는 팀워크가 
필수적이며, 따라서 우수한 도장은 모두 팀워크를 지향하는 환경을 제공하여 아동이 수련
과 가정, 학교에서 더 많이 협력할 수록 더욱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것들에 더하여,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중 한 가지는 존중이다. 아동은
수련을 통해 스승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법을 배운다. 또한 자기 자신과 상대방을 존중하는

법에 대해서도 배운다.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스승과 부모를 존경하는 것
의 중요성에 대해 토론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보낸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왕따는 실제적 또는 인지된 권력의 불균형을 수반하는 원치 않는 적대

적 행동으로 정의된다. 따돌림을 시키는 아이들은 신체적인 힘, 수치심을 주는 정보에 대한 
접근 또는 인기 등의 통제력을 사용해 타인을 지배하거나 상처를 입힌다. 왕따에는 겁주기,
근거 없는 소문 퍼뜨리기, 신체적 또는 언어적 비판, 의도적인 배제 등과 같은 행동이 포함된
다. 협박을 당하는 아동과 따돌리는 아동 모두 심각하고 오래 지속되는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

나의 도장에서의 왕따 방지 접근법은 방향 전환과 단호한 주장이라는 무예의 원칙을 따른다.

학생들에게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상황을 관리하는 법에 대해 배우고, 따돌림에 있어 주된

역할을 하는 위협을 평가하는 법과 언어적 폭력의 방향을 돌리고 주변 사람을 동원하는 법에
대해 학습한다.

결론적으로 학생들은 태권도의 승급을 위해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훈련이 대단히 중요하다. 집에서 훈련 동작과 태권도의 기술을 미리 연습하고
세계적인 지도자들의 영상을 시청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 있겠는가! 영상 기반의 학습

체계를 통해 보고, 따라하고, 배우는 동안 수련을 즐기고, 승급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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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Vietnam

- 1954년 9월 최홍희라는 젊은 장교가 자신의 부대에서 무술 운동을
시작했고 이승만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만들어낸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게 되었다. 이 시범은 이승만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최홍희는
한국 최대의 무술 학교인 청도관의 관장으로 임명된다.

- 1955년 4월 11일 현대화된 택견을 바탕으로 한 무술에 태권도라는
이름이 부여된다.

- 1959년 한국 무술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대한태권도협회가 
설립된다.

응우엔 티 하오 탐
(Nguyen Thi Hao Tam)
· 현, 태권도 선수 및 코치
체육대학교 학생

· 추천기관 - 베트남 태권도 연맹

I. 서론

- 1966년 3월 22일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서독, 미국, 터키,
이탈리아, 이집트, 한국의 9개 국이 국제태권도연맹을 설립한다.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 동쪽에 위치한 국가이

- 1973년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는 새로운 국가 태권도 교육기관인

아시아에서 8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이다. 1976년 하노이가 수도로 지정되었고, 인구가

정의하는 측면에서 대한태권도협회의 기능을 대부분 수행하게

며, 수천 년 동안 농업국가였다. 2018년 현재 인구는 약 9,650만 명으로 세계에서 15번째, 
가장 많은 도시는 호치민이다. 베트남의 국도 면적은 331,698 km²으로 육지가 327,480

km², (대형 담수호, 강, 연안 수역 등) 내륙 수면이 4,500 km² 이상이며 연근해에 2,800개

이상의 섬과 대형 암초가 존재한다. 여기에는 베트남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스프래틀리
군도(쯔엉사 군도)와 파라셀 군도(호앙사 군도)가 포함된다.

II. 태권도에 관하여
1.역사의 시작

- 한국의 무예는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긴 역사를 지니고 있다. 한국의 전통 무예는 기원전
37년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 고려시대(918-1392년)에 현재 수박희로 알려져 있는 한국의 무예가 최소 2건의 문헌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수박희가 왕 앞에서 펼쳐질 정도로 매우 인기있었음을 의미한다.

- 특히 정조(1777-1800년) 시대에 발간된 한국의 풍습과 전통에 대한 책 재물보에 따르면
수박희는 택견이라는 오늘날의 태권도와 매우 비슷한 이름으로 불렸다.

- 조선왕조 말기 수박희는 왕실의 무관심으로 인해 쇠퇴하기 시작했고, 평민들의 여가
활동으로만 존재하게 되었다.

- 1945년 8월 15일 광복 후 한국의 전통 무예를 복원하고자 했던 이들이 다시 이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서울에 새로운 무술 도장이 생겨났다. 이 시기에 태권도는 한국군이 사용하면서
민간 무예 학교에서 인기를 얻게 되었다.

국기원을 설립한다. 국기원은 정부가 후원하는 통일된 태권도 양식을

된다. 같은 해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는 태권도를 세계적인
스포츠로 알리기 위해 세계태권도연맹(World Taekwondo

Federation, WTF. 이후 2017년 약자 표기의 혼동 문제로 World
Taekwondo로 영문 명칭을 변경한다)을 설립한다.

- 2000년 이후 태권도는 유도와 더불어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된
아시아의 무술이 되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시범종목으로
채택된 후 이듬해 팬암게임에서 메달이 걸린 경기가 펼쳐졌고,

2000년 시드니 올림픽부터는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2010년
태권도는 커먼웰스게임(Commonwealth Games)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2. 태권도 소개

- 태권도는 한국의 국기이자 가장 많이 수련되는 무술이다.

-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 하나이기도 하다. 태권도는

밟을 태(跆), 주먹 권(拳), 길 도(道)를 의미한다. 즉, ‘손과 발을 
이용하는 무술’이라는 뜻이다.

- 태권도는 머리 높이의 발차기, 도약, 돌려차기, 빠른 차기 기술을
강조하는 한국의 무술이다.

2.1. 등급 체계

- 태권도에는 18단계가 있으며, 8급부터 시작해 3-6개월마다 1급씩
올라간다. 검은띠를 딴 다음부터는 2년마다 시범을 치른다.

2.2. 경기 종류
품새

공인 품새 경기

자유 품새 경기

여성 개인전

여성 개인전

남성 개인전
남성 단체전
여성 단체전
페어전

남성 개인전
남성 단체전
여성 단체전
페어전

혼성 단체전

(남성과 여성 각각 2명 이상인 5인 팀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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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루기

· 올림픽 체급
58kg 이하

남성

58 kg 이하

68kg 이하

58 kg 초과, 68 kg 이하

80kg 초과

80 kg 초과

80kg 이하

68 kg 초과, 80kg 이하

49kg 이하

57kg 이하

67kg 이하

67kg 초과

· 세계 청소년 챔피언십 체급
45kg 이하

남성

45kg 이하

42kg 이하

48 kg 초과, 51 kg 이하

46kg 이하

48kg 이하

45 kg 초과, 48 kg 이하

55kg 이하

51 kg 초과, 55 kg 이하

51kg 이하
59kg 이하
63kg 이하
68kg 이하

73kg 이하
78kg 이하

78kg 초과

55 kg 초과, 59 kg 이하
59 kg 초과, 63 kg 이하

63 kg 초과, 68 kg 이하

68 kg 초과, 73 kg 이하
73 kg 초과, 78 kg 이하
78 kg 초과

· 청소년 올림픽 체급
48kg 이하

남성

57 kg 초과, 67 kg 이하
67kg 초과

42kg 이하

44kg 이하

42 kg 초과, 44 kg 이하

49kg 이하   

46 kg 초과, 49 kg 이하

52kg 이하

44 kg 초과, 46 kg 이하

49 kg 초과, 52 kg 이하

55kg 이하

52 kg 초과, 55 kg 이하

63kg 이하

59 kg 초과, 63 kg 이하

59kg 이하
68kg 이하

68kg 초과

55 kg 초과, 59 kg 이하

63 kg 초과, 68 kg 이하
68 kg 초과

여성

44kg 이하

55 kg 초과, 63 kg 이하

55kg 이하  

49 kg 초과, 55 kg 이하

73 kg 초과

63kg 초과

63 kg 초과

48 kg 초과, 55 kg 이하

73kg 이하

63 kg 초과, 73 kg 이하

73kg 초과

49 kg 이하

49 kg 초과, 57 kg 이하

여성

49kg 이하

63kg 이하

44kg 이하

44 kg 초과, 49 kg 이하
55 kg 초과, 63 kg 이하

III. 태권도와 소녀

- 무술은 강한 운동이며 배우기가 매우 어려운데, 무술을 배우는 학생에게 강한 체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무술, 특히 오늘날의 태권도는 더 이상 ‘남성’의 스포츠가 아니다. 
많은 젊은 여성, 특히 소녀들이 여성성과 “아름다움”의 기품을 잃지 않고 자기 발전과 
호신을 추구하기 위해 태권도를 배운다.

- 남성에게도 무술을 익히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여성이 특정한 무술을 추구하고 학습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도복을 입고 머리를 높이 묶은 후 자세를 유지하고 소년들과

같이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무술을 배우는 많은 소녀들이 이러한 일들을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다.

비해 물리적으로 우월한 신체를 갖게 된다. 바위를 격파하고 공중

소녀들이 “망가지고” 거친 외모를 갖게 될 것이라고 오해하지만,

조건이 좋을수록 유리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여성 선수는 훨씬

여성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우리는 종종 무예를 배우는

48kg 이하

55kg 이하  
63kg 이하

여성

- 그러나 많은 소년들은 무예의 강한 성격으로 인해 여성이 고유한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전반적인 무예, 특히 태권도는 건강에 매우
좋은 운동인데, 단순히 스포츠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동과 체형
관리, 지방 연소 등으로 인해 몸매가 더욱 잘 살아나기 때문이다.

대련을 배우는 소녀와 품새를 익히는 소녀의 몇 가지 차이점
대련하는 소녀

수련하거나 경기에 참가할 때
화장을 하지 않으며, 메달을
화장
따서 시상대에 섰을 때 예쁘게
보이지 않음

체중

- 체급을 맞추기 위해 
종종 체중 감량을 함
- 허용된 체급 이내로 
항상 체중 관리를 함

- 좋아하는 음식을 매일 
먹을 수 없음

- 남성과 훈련할 때 고통을 
견뎌야 함. 남성이 타협하거
나 힘을 줄이지 않음
- 땡볕에서 달리기

- 무거운 웨이트 트레이닝

훈련
- 생리 관련 문제가 있음
시간
(강하게 움직이는 것이 이후
출산에 영향을 줌)
- 부상률이 높음

- 종종 집을 떠나서 훈련을 함
- 자기 방어

품새를 익히는 소녀

수련하거나 경기에 참가할 때
화장을 하며, 메달을 따라서
시상대에 섰을 때 항상 예쁜
모습을 유지함
- 균형 잡힌 신체와 날씬한 
몸을 유지함, 비만이 되거나 
영양 부족이 되지 않음
- 많이 먹거나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음
- 매일 근육 유연성 운동을 
할 때 고통스러움
- 대부분의 신체 활동은 
저녁에 이루어짐

-생리 관련 문제가 있음
(강하게 움직이는 것이 이후
출산에 영향을 줌)
- 부상률이 높음

- 종종 집을 떠나서 훈련을 함
- 자기 방어

1. 태권도의 장단점
1.1. 단점

1.1.a. 신체적

- 강한 것이 이점이라면 여성 태권도 선수들에게는 신체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질이란 근육의

특성과 힘, 민첩성이다. 달리 말해 신체의 변화와 기능에 있어 상대적
으로 안정적인 인간 신체의 물리적 특성은 교육과 훈련을 포함한

내재적 조건과 생활 환경에 의해 형성되고 발달된다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활동적인 성향을 가진 대부분의 남성들은 여성에

에서 화려한 동작을 선보이는 태권도와 같은 무술에서는 신체
많은 어려움을 겪고 발차기나 어려운 동작을 배울 때 남성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들인다.

- 소년이라면 : “괜찮아요.”

- 소녀 : “열심히 운동하고 많이 노력해야 하고, 시간과 의지, 땀, 
물이 필요해요.”

1.1.b. 심리적

- (특히 스포츠의 세계에서) 여성만 이해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는데,

바로 생리 기간이다. 생리기간 때문에 활동이 제한되고 어려운

동작을 할 수 없는 것은 고문과도 같다. 매달 두려운 순간을 
맞이하거나, 피하는 방법을 찾게 된다. 실제로 여성은 적절히 
운동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스포츠를 위해 자신을 “불사를”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다. 하지만 생리기간이 되면 소녀와 여성들은 쉬운

것을 찾고, 움직이는 것을 꺼리며, 심지어 배나 허리에 통증을 느껴서 
어떤 것도 하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선수들의 훈련

일정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녀’가 될 권리는 없는
것이다.

- "아, 오늘 꼭 운동해야 하는데 생리 기간이네…… 상관없어, 
그래도 운동하는 거야!”

1.1.c. 가족

- 태권도를 수련할 때, 그저 단순히 운동으로만 하는 것이라면 아주 

간단하다. 하지만 전문 선수의 길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 선수의 
생명은 가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가족의 지지가 있는 경우
성공은 나눌 수 있고, 실패하는 경우에도 강력한 정신적 지주가
되어준다. 하지만 가족이 반대하고 지지해주지 않는다면 꿈과 야망이

묻히고 마는 경우도 있다. 또한 여성 선수가 결혼할 나이가 되면
많든 적든 관심을 갖기 마련이다. ‘그냥 아내, 엄마’가 되고 싶을 수도

있고, 더 기술을 발전시키고 싶을 수도 있다. 최고조를 지나는 ‘젊은
엄마’의 신체는 어느 정도 제한을 받게 된다.

- 소년이라면 : " 가족이 저를 지지해 줘요.” “결혼 후에도 선수 생활
을 계속할 수 있지만 가족을 부양해야 해요.”
- 소녀 : "너는 영원히 싸우고 다닐 거니?” “왜 이렇게 몸이 무거워?”

MARIE I 42 · 43

무예 전문가 연수사업 결과보고서

1.2. 장점

1.2.a. 유연성

-소
 년은 항상 활동적이고 뛰기 좋아하며 신체의 힘과 민첩성을 
사용하고 싶어하며, 어렵지만 새로운 기술을 탐구하는 것을 즐긴다.
소녀의 경우 신체는 유연하고 대단히 끈기가 있으며 긍정적이다.

또한 두 가지 상반되는 측면으로 인해 여성 선수들은 종종 

유연성이 필요한 기술을 혼합하는 반면, 남성 선수는 도약이나 
묘기 같은 기술에 더 능하다.

- 소년이라면 : “귀찮아, 더 높이, 높이!”

- 소녀 : "더 높이, 더 아름답게 하려면 열심히!”

1.2.b. 아름다움

- “아름다움”에 있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특히 돋보이는

소녀의 모습에는 묘한 매력이 있다는 점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소녀”가 주먹을 지르고, 발차기를 하고, 음악에 맞춰 
가벼운 동작으로 뛰어오른다면 “남자”가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 얼마나 강한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 보일 것이다. 꽃이 한없이

05. 오혜리(한국)

1.3. 성공률

- 전부는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에 참가할 때, 특히 전문

남성과 여성의 수는 동일하다. 올림픽에 4체급의 남성 세계 챔피언이

있다면, 분명히 4명의 여성 챔피언도 존재하는 것이다. 팀, 클럽,
국가대표 팀 등에서도 남성 선수들이 더 두드러진 업적을

만들어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품새 대회에서는 여성이 뛰어난 
성과를 낸다. 세계 챔피언의 성별 비율은 언제나 동일하다(본문에서

성은 전적으로 챔피언이 달성한 지위를 바탕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즉, “여성 개인전” 우승자는 “여성”으로 본다).

1.2.c. 돋보이는 성품

01. 태미(한국)

- 오늘날의 도장에서 늘씬한 소녀들을 만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02. 제
 이드 루이스 존스

(Jade Louise Jones)(영국)

사람이자 소녀들 사이에서 두드러지는 존재가 될 것이다. 춤, 
배드민턴, 수영 따위를 배우는 소녀들 사이에서 돋보이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 소년이라면 : “평범하네. 다들 운동 하나쯤은 해야지.”
- 소녀 : “우와, 태권도라니!”

겨루기의 스포츠이다. 이를 보다 긍정적이고 현대적, 혁신적인

콘텐츠로 변화시키기 위한 경기가 만들어졌다. 2011년 세계
태권도 연맹은 공식 태권도 경기에 자유 품새 경기를 도입했다.

이것이 매우 흥미로운 이유는 태권도의 강렬한 정권과 유연한 기술,
까다롭고 흥미진진한 춤의 발동작을 결합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음악이 ‘이바지’하는 바도 있다. 무관한 분야처럼 보이지만

03. 차우

투옛 반

(Chau Tuyet Van) (베트남)

04. 툽스 카산드레 니콜

(Tubbs Casandre Nicole)(캄보디아)

된다.

- 태권 댄스는 고난도의 절도 있고 힘있는 동작과 곡예로 구성되고,

에어로빅 댄스 태권도는 춤의 동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태권무는 베트남 태권도 팀의 공식 훈련 콘텐츠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한국에서는 이미 익숙할 수도 있지만, 베트남에서 태권무를 접한

사람들은 진정으로 매료된다. 일종의 공연이기 때문에 구성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정해진 규칙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에어로빅 댄스 태권도는 기본적인 동작을 완벽하게
결합하고 있으며, 가장 놀라운 점은 생동감 넘치는 음악과 새로운
동작으로 무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조합을 오늘날 우리는 태권무라는 친근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3.2. 선구자

재탄생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자신만의

- 1974년 민간 외교 단체로 설립된 국기원은 태권도와 한국 문화를

- 음악과 무술을 결합하는 것은 한국의 전통 무술을 새로운 모습으로

동작을 만들고 하나하나의 동작이 음악과 어우러진 완벽한 무대를
선보이며 더욱 많은 관객을 매료시키게 되었다.

- 최근 태권무는 새로운 형태의 무술로 자리를 잡았으며 베트남 
역할을 하고 있다.

-무
 예를 배우는 소녀들의 이야기가 오랫동안 인기를 얻어 왔고 
배우는 소녀의 이야기는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될 것이고, 주목받는

- 태권도는 강력한 발차기, 유연한 손기술, 끝없이 치열하고 거친

에서는 태권도 품새 국가대표팀이 태권무 연구와 수련에 선도적인

개선과 인격 도야를 위해 오는 것이다.

이야기이다. 그런 사람을 보면 관심과 호기심이 생긴다. 무예를

3.1. 태권무란?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베트남

그들은 전문 선수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한 사회 활동, 건강 

점점 익숙해지고 있지만, 주변에 도복을 입은 소녀들이 있을 때의

3. 태권무

이제는 무예와 아주 깊은 관련성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미묘한

2. 태권도로 유명한 세계의 여성들

준다. 또한 “태권무”는 공동체에 이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이는 태권 댄스와 에어로빅 댄스 태권도라는 두 가지 범주로 분류

선수의 길이 여성보다 남성에게 훨씬 쉽고 더 넓게 열려있다고
- 실제로는 지역부터 세계 수준까지 모든 태권도 대회에 참가하는

좋은 것도 없다. 음악은 무술의 수련에 있어 커다란 이점을 제공해

- 또한 태권무는 세계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경기 콘텐츠가 되었다.

인식은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것이다. 아마도 “사회”에서는
이야기할 것이다.

물론 즐겁고 편안하며 흥미로운 분위기 속에서 수련하는 것만큼
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태권도를 좋아하고, 배우게 만든다.

건강, 신체, 생리 등의 측면에서 대부분의 경우 가족과 사회의 

영감을 주는 것처럼, 태권도도 마찬가지이다.

- 소녀 : “힘차네! 너무 멋져… 그리고 너무 아름다워…”

(Kubra Dagli) (터키)

무술의 세계에 뛰어들 때 남성이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연약하다 할지라도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으며 주변의 사람들에게
- 소년이라면 : “오, 정석적인 동작이네. 힘도 좋고.”

06. 쿠브라 다글리

- 태권도는 오랜 역사를 가진 분야이지만 여전히 “젊은” 스포츠
이다. 전문적인 경기 환경과 강력한 공동체, 날로 발전하는 기술적

이론을 통해 태권도는 모든 시대의 맥락에 맞는 강력하고 끊임없는
에너지의 흐름을 만들어낸다.

- 또한 태권무는 새로운 것, 건설적인 태도와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

젊은이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새로운 시대에 베트남 태권도의
일부가 되었다. 무술과 관계 없을 것처럼 보이는 음악이 기술과

신체적 강인함, 인격을 도야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해주었다. 

1. 국기원

전세계에 소개하고 전파하기 위해 매년 약 10여 개 국가에서

시범을 펼치고 있다. 해외와 국내를 찾는 중요 인사를 위한 무대를

펼치는 시범단은 그 자체로 뛰어난 외교 사절의 역할을 한다.
그러한 시범 공연은 태권도의 글로벌한 매력을 강화하고 한국
문화의 가치를 높여준다.

- 또한 시범단은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는 동시에 필요한 변화를

주는 태권도 시범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을
찾는 해외 관광객들을 위한 정기 시범 공연을 계획하고 실시함
으로써 관광 산업에도 이바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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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 타이거즈

- K 타이거즈는 세계 최고의 태권도 시범단 중 하나로 1990년

서울에서 시작되었다. 팀은 남성팀과 여성팀, 어린이팀인 “리틀
타이거즈” 등 총 6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
 기에는 단순히 태권도와 묘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다 많은 춤 동작과 음악을 접목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케이팝 스타일의 음악을 선곡하는 추세를 보인다.

발전 방향

- 6년 전 베트남 태권도 팀은 2010년 호치민 스포츠축제 개막식에서

처음으로 음악과 함께 동작을 선보였다. 이후 2012년 호치민에서

열린 대회에서는 힙합 부문 3위를 차지했다. 이후 춤의 요소를
향상시키기 위해 춤의 기술들을 연습하기 시작했다.

- 태권무 팀이 세계 각국에서 조직되던 시기에 베트남에서도 2015년
두 개의 전문 무술 댄스팀이 만들어졌는데, 베트남 어린이 태권도
팀인 V-스카이 T 키즈(V-Sky T Kids)와 베트남 태권무 팀인 V
라이온즈(V-Lions)가 그것이다.

- V-스카이 T 키즈는 6월 1일 세계 어린이의 날에 처음으로 태권무
영상을 선보였다. 이후 V 라이온즈 태권무 팀은 태권도 연맹 20

주년을 맞아 영상을 발표했다(2016년 12월). 이 영상은 베트남

무술계에 새바람을 일으켰고, 특히 많은 젊은이들이 태권도라는
무예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4. 베트남 태권도 품새팀

- 베트남 태권도연맹 사무차장이자 베트남 국가대표팀 감독인

응우엔 탄 후이(Nguyen Thanh Huy)가 베트남 태권무팀 설립
초기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

- 그는 세계적으로 무술을 접목한 춤이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쉴
틈도 없이 전력을 다해 태권도 품새를 수련하는 선수들을 보고

베트남에서 태권무팀을 만들어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또
 한 태권무는 선수들에게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들이 긴장을

풀고 신체적인 강인함과 팀워크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태권무는 음악과 함께 동료들과 협동하며 경기에서 더욱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준다.

-초기에는 선수들이 한국 음악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전통 무술 공연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을 했고, 이후 베트남
음악으로 전환했다. 무술의 동작은 기본적인 법칙에서 벗어나

더욱 다양해졌고, 베트남 무술의 특징이 가미되었다. 춤은 기술적
훈련과 태권도의 경쟁을 뒷받침해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 호치민시에서 두 개의 태권무 팀이 조직되어 주요 행사에 참가하고
있다. 2016년 베트남 국제 유도 챔피언십, 제 21회 세계 군인체육

대회 개막식, 2018 베트남 아시아 태권도 챔피언십 등 다양한
국내외의 스포츠 행사에서 공연을 펼친 바 있다.

- 세계태권도연맹은 2017년 그리스에서 열린 제 2회 세계 태권도
챔피언십에서 태권무를 처음으로 경기 종목에 포함시켰다. 베트남의
태권도 팀은 전세계 태권도 팀과 겨루게 될 것이다.

- 두 팀이 다양한 행사에 참여함에 따라 태권도는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와 학생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태권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스포츠 전반은 물론
특히 태권도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 태권무 팀들은 베트남에서 태권도를 홍보하는 역할도 맡고 있으며,
많은 지지자들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베트남의 다양한
무술을 선보인 TV 프로그램 “마셜 댄스 파이어(Martial Dance

Fire)”에 출연해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이는 태권도가 더욱 많은
사람들에 대해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5. 태권도의 이점

- 태권도는 오래 전부터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명약

으로 여겨지고 있다. 태권도가 주는 놀라운 이점을 모두가 깨닫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유연성이 증대되고, 근육이 정리되며, 동시에 
폐활량이 좋아지고 더욱 쉽게 호흡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태권도는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도와준다. 마지막으로 세계의 많은 
이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해준다. 모두가 항상 바쁜 
요즘 시대에는 서로 교류할 시간이 거의 없다. 태권도는 친구를 
만나고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 태권도를 수련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안정성 향상 I 기억력 향상 I 자신감 향상

스트레스 감소 I 수면에 도움 I 삶의 에너지

생체 기능 개선 I 질병 예방 I 성장 I 기쁨과 사랑

IV. 결론

- 태권도를 반드시 배워야 하는 이유는 몸과 마음의 힘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정확성과 인내, 규율, 팀워크와 헌신에 대해

가르쳐주기 때문에 매우 이롭다. 또한 우리가 약점을 극복

하고 삶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준다. 
과단성을 기르고 긴장과 화를 줄여 행복을 느끼게 해준다.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하여 모든 문제를
쉽게 다룰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스포츠에는 국경도, 나이도,
종교도, 피부색의 구분도 없으므로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준다.

- 어떤 일이든 어려운 부분이 있고, 태권도 수련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여성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태권도를 십분 활용한다면,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시간이 날 때마다 수련한다면 건강이
증진되고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생활과 음식, 잠이 전부인

소녀들에게 태권도는 어떠한가? 긴 시간 열심히 노력하고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운동의 성취를 위해 젊음을

바쳐 노력한다. 여성의 존재로 인해 태권도는 더욱 아름다워
진다. 여성 태권도 선수들은 분명히 사람들의 마음과 기억에
깊은 인상을 남긴다. 태권도는 정말 놀랍고, 태권도와 함께
숨쉬는 모든 여성들에게 경이로움을 선사한다.

- 세계태권도연맹이 태권무를 공식 경기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이후 참가국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며 긍정적인 결과를
달성했다. 또한 베트남에서도 괄목할만한 성취를 이루었다.

이는 전통의 아름다움을 잃지 않고 가장 현대적인 방식으로
무예의 성공적인 개혁을 달성한 세계태권도연맹의 놀라운
전환점이자 대단한 성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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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리즈

Belize
헤르만 파스토르 주니어

(Herman George Pastor Jr.)
· 현, Cayo Shotokan 가라테 교사,
Belize 노동부 관료
· 추천기관 -벨리즈 가라테 연맹

목표
· 청소년 범죄자 교화 프로그램으로서 가라테 프로그램을 설계, 실행. 벨리즈와 카요
(Cayo) 지구의 위험에 처한 아동, 초범, 위법 청소년(12-17세)을 대상으로 함
(시범사업)

· 벨리즈에서 평화와 화해의 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젊은 여성과 남성의 역량을 
배양하는 데에 가라테를 활용

프로젝트 요약

1975년 설립된 벨리즈 가라테 연맹(Belize Karate Federation, BKF)은 벨리즈의 각종

가라테 유파를 아우르는 스포츠 단체이다. BKF는 벨리즈가 세계에서 살인 사건 발생률이
가장 높은 3개 국가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아동과 초범, 청소년을 위한 교화
제안하였다.

대안적 체계이다(Moore 2013).

가석방 또는 중재 조치의 일환으로 본 프로그램을 통해 BKF에서 훈련을 받는 본 프로젝트를

것이다. 이상적으로 이는 수감자가 되고 마는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ORANGE WALK
BELIZE
Belmopan
CAYO

TOLEDO

STANN
CREEK

산 이나시오

레드 드래곤 무술
아카데미
벨리즈 시티

하우스 오브 쇼토칸
아카데미
벨리즈 시티

청소년 범죄자 교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중재에 도움을 준다.
· 강력한 소속감 증진

이러한 기술은 자존감과 전반적인 책임의식을 육성해준다.

· “내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성공할 수 없어”와 같은

본 프로그램은 주기적인 가라테 지도, 신체 훈련, 영양 지도, 명상, 마음 지도로 구성된다.

카요 쇼토칸 가라테 클럽

형사 기소로 법정에 서고 투옥되어 전과 기록이 남는 일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전문가와 함께 청소년을 존중과 규율을 바탕으로 한 스포츠에 참여시킴으로써 상

황과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이로써 폭력적이거나 부정적인 행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

벨모판

(국가 학술원 발표, 2013)

본 사업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보다 심각한 범죄도 포함될 수 있음) 청소년에게

대상이 되는 집단을 기존의 부정적인 행동 양식 또는 주기에서 벗어나게 하고 재활시키는

카요 쇼토칸 가라테 클럽

“청소년 사법은 비행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일 이상의 것이다.”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의 청소년 시스템과 협력하여 일부 청소년이 재활 /

본 프로젝트의 주된 목표는 가라테 수련을 통해 집중, 지원, 개입의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COROZAL

청소년 교화 프로그램

월별 진도 보고서를 통해 학생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합의된 핵심 목표를 측정함
으로써 프로그램의 성공을 판단한다.

벨리즈 가라테 연맹

1975년 설립된 벨리즈 가라테 연맹(Belize Karate Federation, BKF)은 벨리즈의 각종

가라테 유파를 아우르는 스포츠 단체이다. 연맹의 주요 기능은 가라테를 홍보, 조직화,
주관하고 보급하는 한편 선수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클럽, 협회, 국가 연맹
간의 우호 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 친사회적 성인, 또래, 공동체에 대한 긍정적 애착 증대
잘못된 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인식을 역전

· 자존감, 자기 통제력, 의사소통 기술 증대
· 책임감 발달

이는 세계적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갖는 것으로 알려진다.
· 청소년 범죄자의 재범 감소

· 수감 인구 감소에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

· 사회와 청소년 인구에 혜택을 주기 때문에 벨리즈의 청소년을 사법 체계에서 적절히
교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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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리즈의 청소년 교화 프로그램

비교

(Moore A. 2013) 지원 및 중재 수단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0만 명 당 45건의 살인 사건이라는 엄청난 살인 사건 발생률을 기록하고 있는 벨리즈는

현재 벨리즈에는 종합적인 국가적 청소년 범죄자 교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 중 하나이다. 그와 비교하여... 일본 인구 10만 명 당 살인 사건

· 초범 프로그램

발생률은 1명이 채 되지 않는다.

· 벨리즈 공동체 상담 센터(Belize Community Counselling Center, BCCC)
· 유스호스텔

일본의 무예 문화

· 청소년 및 공동체 변화 프로젝트 (벨리즈 시티 남부)

무예는 직접적인 수련의 측면 뿐만 아니라 문헌(만화 포함)과 영화 등 다른 형태의 중요한

벨리즈의 범죄 통계

간접적 영향력 측면에서도 일본 문화의 가장 익숙한 측면 중 하나이다(Grivas 2016).

벨리즈 경찰부 합동 통계센터 (2018년 1월 6일 범죄 통계 종합)
항목
범죄
살인
강간
강도
강탈
절도
불법적 성관계
합계

2017
70
8
92
329
45
35
579

합계

합계

2018
82
6
150
378
48
29
693

나라이름

벨리즈
카요
코로잘
오렌지워크
스탠크릭
톨레도
합계

17.1
-25.0
63.0
14.9
6.7
-17.1
19.7

살인
2016
70
34
7
11
11
5
138

2015
66
27
6
7
8
5
119

일본의 8가지 무술

%

12
-2
58
49
3
-6
114

벨리즈의 살인 통계

검도 I 유도 I 궁도 I 야부사메 - 마상 궁술

합기도 - 잡기, 조르기, 던지기 I 가라테 - 손발을 이용한 타격

▲
▼
▲
▲
▲
▼
▲

스모 - 전신 레슬링 I 고류 - 다양한 범주의 무술

무예가 청소년에게 주는 이점

2017
83
26
8
10
12
3
142

벨리즈 지구별 범죄 통계

벨리즈 경찰부 합동 통계센터 (2018년 1월 - 6월 범죄 통계 종합)
벨리즈
1 - 6월
2017 2018
38 59
3
2
59 73
175 160
25 22

범죄
살인
강간
강도
강탈
절도
불법적
10
6
성관계
합계 310 322

총격사건

83

105

카요
코로잘 오렌지워크 스탠크릭
톨레도
1 - 6월
1 - 6월
1 - 6월
1 - 6월
1 - 6월
2017 2018 2017 2018 2017 2018 2017 2018 2017 2018
14
9
6
4
4
3
5
5
3
2
1
1
1
1
1
0
1
2
1
0
13 30
6
14
2
10 11 21
1
2
51 64 16 32 16 40 57 69 14 13
6
13
4
4
0
1
8
7
2
1
13

98

17

12

129
16

4

37
5

3

58
4

4

27
7

3

57
7

벨리즈

4

86
9

4

108
16

0

21
9

1

19
2

합계
1 - 6월
2017 2018
70 82
8
6
92 150
329 378
45 48
35

29

579 693

130 150

신체발달

건강한 습관, 위험 관리 기술

지능발달

생활 기술, 직업 기술,
학교에서의 성공, 비판적 사고, 의사 결정, 탐색

심리적 ·
정서적발달

정신 건강, 긍정적 자기 인식, 자기 규율, 대응 기술,
자율성, 시간 활용

사회적발달

유대, 소속감, 사회 기관에 대한 애착, 문화적 맥락 탐색,
시민 참여의 노력
출처 : 황승현, 스포츠과학연구소
2018년 8월 7일, 세계무술아카데미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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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요약

· 벨리즈에는 위험에 처한 아동과 초범, 청소년을 위한 교화 프로그램이 없다. 본 사업의

목적은 정부의 청소년 시스템과 협력하여 일부 청소년이 재활/가석방 또는 중재 조치의
일환으로 본 프로그램을 통해 BKF에서 훈련을 받는 것이다.

· 본 프로젝트의 주된 목표는 가라테 수련을 통해 집중, 지원, 개입의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이 되는 집단을 기존의 부정적인 행동 양식 또는 주기에서 벗어나게 하고 재활시키는
것이다. 이상적으로 이는 수감자가 되고 마는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 청소년을 존중과 규율을 바탕으로 한 스포츠에 참여시킴으로써 상황과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활동 계획안
01. 프로젝트 운영위원회 구성(스포츠 인력 발전 및 재정부)
02. 사무국 조직
03. 인력 채용

04. 훈련 시설 확보

05. 훈련 프로그램 & 일정 확정
06. 학생 파악 및 등록
07. 프로그램 개시

이로써 폭력적이거나 부정적인 행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기술은 자존감과
전반적인 책임의식을 육성해준다.

· 본 프로그램은 주기적인 가라테 지도, 신체 훈련, 영양 지도, 명상, 마음 지도로 구성된다.

· 월별 진도 보고서를 통해 학생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합의된 핵심 목표를 측정함
으로써 프로그램의 성공을 판단한다.

프로젝트 개요

청소년을 위한 가라테

· 공격적 행동 감소

배경

벨리즈에는 위험에 처한
아동과 초범, 청소년을 위한
교화 프로그램이 부재

결과

청소년을 존중과 규율을
바탕으로 한 스포츠에
참여시킴

모니터링

월별진도 보고서,
합의된 핵심 목표 측정

· 긍정적 또래 집단 제공

· 긍정적인 목표와 도전 과제 제공

01

· 멘토와 롤모델 제공

02
03
04
05

목표

대상이 되는 집단을
기존의 부정적인 행동 양식
또는 주기에서 벗어나게
하고 재활시키는 것
활동

주기적인 가라테 지도,
신체 훈련, 영양 지도,
명상, 마음지도

· 자존감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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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Uzbekistan

초점과 목표를 갖고 있다. 건강과 웰빙을 주된 목표로 강조하는 형태도 있고, 전통 문화와
본래의 기술 유지를 강조하는 것도 있다. 보다 최근에는 독특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인해

전세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즐기고 수련하는 세계적인 경쟁 스포츠로 발전했다. 우슈 스포츠는
두 가지 범주인 투로(동작 경기)와 산타(자유 대련)로 나뉜다.

형태를 의미하는 투로는 우슈의 수련 요소이다. 투로의 동작은 공격과 방어의 기술과 원리를
적용한 특정한 원칙과 철학에 따른 사전에 결정된 기술과 안무의 지속적으로 연결된 집합
으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손기술, 발기술, 도약, 쓸기, 형세와 보법, 잡기, 던지기, 누르기,

인사말
이리나 슈코루코바
(Irina Sukhorukova)

· 현, 우즈베키스탄 우슈 연맹 비서

· 추천기관 - 우
 즈베키스탄 우슈 연맹

우즈베키스탄 체육문화 및 스포츠부 대표로 MARIE 프로그램에 참여하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나는 내가 교육적 관점에서 대단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프로그램에 선발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그리고 이제 흥미진진하고
생산적이었던 프로그램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최종 보고서를 통해 내 나라를 대표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우선 국제무예센터와 MARIE 프로그램 조직위원회, 강의를 해
주신 모든 교수님과 박사님, 택견, 무에타이, 용무도를 가르쳐주신 스승님께 감사 드린다.

프로그램 기간 동안 나는 무예의 역사와 가치, 무예의 프로그램 구성, 무예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리더십, 도장 관리, 무예와 성평등, 무예 지도 이론, 체육 교육 행정 및 정책, 무예 및

스포츠 윤리, 무예 및 청소년 교육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해 지식을 확장했다. 또한 파워포인트와

프레지(Prezi), 스웨이(SWAY)로 작업한 컴퓨터 교실에서도 기술을 익혔다. MARIE 프로그램은
습득한 지식을 다음 프로젝트에서 실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었으며, 우즈베키스탄에서
실행,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제 2회 MARIE 프로그램 체계에 따라 실시하였음
2018년 7월 2일 – 8월 20일, 대한민국 충주시

계획안

우즈베키스탄에서 우슈 산타와 같은 수준의 우슈 투로 발전.

투로는 청소년과 여성의 신체적 능력을 강화하는 기술과 동작으로 구성되기 때문.

동료들이 이미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여성과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자기 방어를 위한 무예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는데, 이는 이러한 점이 여전히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나의 연구는 청소년과 여성의 신체적 및 정신적 재활과 성취 수단으로서의 무예에 초점을
두고 있다. 나의 경우 우슈, 우즈벡에서 우슈의 발전, 우즈벡에서 채택 과정에 있어서 우슈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다룰 것이다.

우슈란? (투로와 산타)

쿵푸로도 불리는 우슈는 중국에서 기원, 발전된 무예를 집합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이며,

우슈는 아시아 무예의 기원이다. 오늘날 우슈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으며 각각 자신만의

균형 등이 포함된다

산타는 전통 우슈 기술에서 발전된 현대의 맨손 격투 스포츠이며 주로 주먹, 차기, 던지기,
잡기, 방어 기술을 사용한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자료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은448,978 km2의 면적을 갖고 있다. 세계에서 56번째로 큰 나라이며,

인구는 42번째인 32,979,000명이다. 우즈베키스탄은 12개 주(빌로야트), 자치공화국인
카라칼파크스탄, 독립시인 타슈켄트로 나뉜다.

SKM(우즈벡 체육문화스포츠부 인증 및 전산 센터) 자료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에는 우슈
연맹을 포함해 36개 무술 연맹과 협회가 공식 운영되고 있다.

2018년 우즈베키스탄 우슈 연맹 자료
우즈베키스탄 우슈 연맹

우즈베키스탄 우슈 연맹(Uzbekistan Wushu Federation, UWF) 본부는 타슈켄트에 있다.
UWF는 10개 지역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4개 지역은 자체적으로 도장을 갖고 있다. 모든

지부와 도장에서 우슈 산타를 수련하며, 투로를 수련하는 곳은 5개 지역 뿐이다. 이 중
타슈켄트시에는 우슈 투로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타슈켄트시
안디잔 지역
카슈카다르야 지역
수르칸다르야 지역
나망간 지역
지자크 지역
사마르칸트 지역
타슈켄트 지역
부크하라 지역
카라칼파크스탄
페르가나 지역
시르다르야 지역
나보이 지역
코레즘 지역

0

2

투로

4

산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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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존재의 이유

문제는 투로가 산타에 비해 까다로운 고도의 신체 조율 활동이라는 것이다. 투로 선수에게는
고도의 유연성과 도약력이 요구된다. 또한 많은 양의 정보와 기본 요소를 공부해야 한다.

우슈의 두 가지 범주의 복잡성에 대해 살펴보면, 투로 선수가 국제 또는 국내 챔피언 수준으로
수련을 하기 위해서는 7-9년 이상의 훈련이 필요하다. 한편 동일한 수준의 산타 선수는 3-5년
정도의 수련이면 준비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짧은 기간 내에 대회에서 성공을 거두기를 원하는 코치는 산타를 선호한다.

힘든 격투 스포츠인 산타는 우즈베키스탄의 여성과 아동에게 인기가 없다. 이에 투로는 
무시되고 있으며 건강과 조화의 스포츠로서의 면면을 보여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왜 투로인가?

02. 발표자료를 지닌 UWF의 투로 전문가들을 지부로 파견

각 지역에서 세미나를 주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을 세우고 필요한 교육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이 교육 자료에는 투로의 규칙과 규율에 대한 발표가 포함될 것이다. 또한
파워포인트, 프레지, 스웨이 등 MARIE 프로그램에서 습득한 기술이 사용될 것이다.

03. 체조 선수들을 초청

이는 초기에 투로 선수들을 빠르게 늘리는 첫 걸음이다. 경험이 많은 체조 선수들은 투로의
기본 요소들을 빠르게 익힐 수 있으며, 이는 지역의 초심자들에게 투로를 익히는 본보기가
될 것이다.

한 지역에서 이미 이러한 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투로는 모두에게 적합하기 때문이다.

스포츠의 요소를 제외한 투로는 다양한 운동의 요소와 복잡성을 갖고 있으며 이는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지닌 모든 연령대에 적합하다. 즉, 아동, 여성, 심지어 노인까지 자신에게

적합한 투로 운동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건강을 증진하거나 신체를 완성시킬 수
있다.

기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안한다.

01. 타슈켄트의 UWF에서 지역 코치들을 위한 수련 코스 개최

02. 발표자료를 지닌 UWF의 투로 전문가들을 지부로 파견(투로의 규칙과 규율에
대한 것. 파워포인트, 프레지, 스웨이 등 MARIE 프로그램에서 배운 기술을 활용)

요약 및 전망

많은 체조 선수들은 투로의 기본 요소들을 빠르게 익힐 수 있으며, 이는 지역의

또한 제안된 해결책을 통해 제시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03. 체조 선수들을 초청. 이는 초기에 투로 선수들을 빠르게 늘리는 첫 걸음이다. 경험이
초심자들에게 투로를 익히는 본보기가 될 것이다.

01. 타슈켄트의 UWF에서 지역 코치들을 위한 수련 코스 개최

이는 최대 7-10일의 기간 동안 UWF의 연중 일정에 포함된다. 이는 일정의 포화도, 투로

전문가들의 바쁜 일정, 지역 대표단의 수도 내 숙박 비용 등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이

업무가 UWF에 필수적인 것으로 정의된다면 연초 한 달 이내에 UWF 연중 행사에 포함되어

투로 전문가들이 행사를 미리 조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UWF 지부 지도자들은 지역
참가자의 코스 참가를 위한 재정 지원을 통해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 사업은 매우 현실성이
높다.

본 보고서를 통해 관련성에 대한 설명이 되었기를 기대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전망한다.

(2018년 5개 지역에서 투로 수련 -> 2021년 10-12개 지역에서 투로 수련)
감사드린다.

2018년 8월 14일, 대한민국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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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Kenya

케냐에서 가장 발달한 스포츠는 영국 식민지 시절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공식적인 학교가

설립되기 이전인 1922년부터 영국에서 넘어와 정착한 이들과 아시아계 업자들이 클럽 
형태의 프로 스포츠 팀을 만들기 시작했다. 학교 교육에 스포츠가 도입된 것은 1925년이다.
학교에서의 체육 훈련을 통한 스포츠 학습 (교과 외 활동) 계획이 만들어진 것은 1935년의
일이다. 처음으로 프로 조직이 만들어진 스포츠는 축구와 육상(트랙 및 필드 경기)이다.

무예
정의

아비에로 로나 아피요
(Abiero Lona Apiyo)

· 현, Weight Watchers Kenya
가라테 강사

· 추천기관 - 케냐 가러데 연맹

무예는 호신과 오락, 국가의 무형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격투 기술의 체계화된 시스템과

감사의 글

전통이다. 전통 가라테 철학(도조쿤)은 무예 훈련에 있어서의 윤리 지침으로, 다음의 5가지

우선 이번 수련 기간 동안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나를 도와 주신 ICM과 교수님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유네스코 ICM에 나를 추천해 주신 아그한 오데로(Aghan Odero)씨 또한

잊어서는 안 될 분이다. 세계 각국에서 온 동료들과 ICM 팀에게 이번 프로그램 동안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 무엇보다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전능한 신께 감사
드리고 싶다.

원칙을 의미한다.

01. 인격의 완성을 위해 노력한다.
02. 진리의 길을 따른다.

03. 노력의 정신을 배양한다.
04. 예의의 원칙을 존중한다.
05. 만용을 경계한다.

서론

케냐는 인도양을 접하고 있는 동아프리카의 국가로서 사바나 초원과 레이크랜드, 그레이트

리프드 밸리, 강, 호수, 고원 등을 품고 있다. 또한 사자, 코끼리, 코뿔소 등 야생동물의 서식지

기원

오는 것으로 유명한 마사이 마라 호수, 높이가 5,895미터에 달하는 탄자니아의 킬리만자로

유럽의 격투 체계를 지칭하는 단어였다.

이기도 하다. 관광객들은 수도인 나이로비에서 출발해 매년 야생동물들이 대규모로 이동해
산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암보셀리 국립공원 등을 찾는다.

최신 유엔 추산에 따르면 2018년 8월 7일 화요일 현재 케냐 인구는 51,060,685명이다.
케냐의 평균 연령은 19.2세로 청소년이 거주자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공식적으로 인정된
자료를 편찬하여 작성된 세계은행의 개발 지표에 따르면 케냐의 여성 인구는 2016년
50.3%로 알려지고 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케냐 인구 (인구수 : 백만 명)

10.9

1969

15.3

21.4

28.7

38.6

52.6

65.9

‘마셜 아트(martial art)’라는 용어는 동아시아의 격투 기술과 관련이 있으나, 본래 1550년대
무예의 가치

아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의 일부이다.

존중

인내

집중

· 존중 – 모두를 최고의 존중심을 가지고 대한다.

· 인내 – 삶의 모든 측면에서 강함을 유지하고 성공을 위해 노력한다.
· 집중 – 성공을 향한 길에 결코 흐트러짐이 없도록 한다.

1979

고결

1989

1999

2009

2020

2030

· 고결 – 정직의 덕을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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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성과 리더십
계획

동기부여

개성의 인정

시각적,
청각적 교습

연습

리더십은 개인이 공동의 목표 달성을 향해 집단을 이끌고 동기를 부여하는 진행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최근까지도 리더의 자리는 남성이 대부분 지배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서

남성이 보다 효과적인 리더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최신 연구를 통해 이러한 추세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으며, 지난 20년 동안 특히 경영자와 리더 지위에서 여성의
존재감이 높아져 왔다. 아래 그래프는 지도자의 선호도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목표

대부분의 가라테 도장은 3세부터 아동의 수련을 시작한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자신감과 집중력, 자존감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이, 인종, 소수 집단,

정치 분야의 여성 리더십 (케냐 2011-2016)

장애 등은 무예에 있어 한계를 정하는 요인이 되지 못한다.

80%

리더십

60 %

남성이 더 나은 정치 지도자가 된다.

70 %

리더란?

자신의 분야에서 지배적이거나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으며 다른 사람에 대해 높은 수준의

통제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사물이다. 내적인 측면에서 정의하는 리더십은

내적인 관점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의 성향과 강점, 접근방식을 타인과 교류하고,
소통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50 %
40 %

75%

30 %
20 %

2011

아래 도식은 조직의 순조로운 운영 또는 거너번스를 위해 좋은 리더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자질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팀에 초점을
맞춤
분명한
목표
창의성
비전과
결단력

영감과
동기부여

22%
2014

25%
2016

무예는 어떻게 좋은 리더를 만드는가?

분명한
의사소통

좋은리더

모범

73%

무예와 리더십

전략

지지와
독려

76%
22%

10 %
0%

좋은 리더의 특징

최선을
기대함

여성이 동일한 선출 기회를 가져야 한다.

집중력

무예는 규칙을 준수하고, 반복적인 동작을 따라하고, 자신의
주변에 대한 인식을 높일 것을 요구한다. 리더의 역할을 수행
하는 데에는 과업을 지속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집중력이 
필요하다.

인내력

어려운 상황에서 까다롭고 복잡한 기술을 완성하는 것은 
무예의 일부이며, 좋은 리더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유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뒷받침하고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선택을 한다.

고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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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

무예는 구체적인 행동 규칙을 따름으로써 규율을 높일 것을
독려한다. 성공적인 리더는 일정한 정도의 규율을 유지하며,
이를 통해 비전을 설정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성평등

성평등은 성별에 관계 없이 경제 활동 참가와 의사결정을 포함한

자원과 기회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는 상태이며, 성별에 관계 없이

서로 다른 행동과 바람, 필요의 가치를 존중하는 상태이다(ABC Of
Women Worker's Rights And Gender Equality, ILO, 2000. p.

자신감

자기관리

목표달성

의사소통

겸손

무예는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역량을
구축함으로써 자신감을 높여준다. 자신감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공간을 허용해 준다. 또한 일터에서 마주할 수
있는 부정적인 압박과 외부의 힘에 대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
무예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이해할 것을 요구한다. 자기 관리를
보여주고 실천하는 리더는 자신의 힘과 영향력의 사용에
집중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다. 또한 자기 관리는 다른 사람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무예의 형태는 대부분 다양한 띠
승급 체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리더 역할을 맡은 개인은
자신의 경력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하는 방법을 이해하며,
이로써 다음 단계에 이르기 위해 어떤 것들이 앞길에 놓여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무예는 침묵의 힘에 대해 이해하고 언제, 무엇을,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알 것을 요구한다. 모든 효과적인 리더들은
다른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의사소통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단순히
언어적인 것을 넘어 신체적인 소통과 글로 하는 소통까지
포함한다.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은 성공적인 리더의 기본이다.
위대한 리더는 겸손하며 앞장서서 앞으로 나아간다. 그들은
단계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
하고 있다. 그러함에 있어 자신의 부족함과 잘못된 결정을
인정하고 이를 강점과 약점의 신호로 본다.

48.). 유니세프는 성평등이 “여성과 남성, 소녀와 소년이 동일한

권리, 자원, 기회와 보호를 향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소녀와
소년 또는 여성과 남성이 동일해야 하거나 완전히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17년 현재 성평등은 유엔의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5번째 목표이다.

케냐 리더십의 평등

케냐 헌법은 여성이 의회 의석의 최소 3분의 1, 모든 임명직 직위의
3분의 1을 여성이 차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현실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으로 ‘정부가 정치의 성 격차를 줄이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낳게 한다. 현재 국회의 의석
349석 중 여성은 76명으로 전체 인원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헌법에 따르면 의회에는 117명의 여성 의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41명 모자란 수치이다. 상원 또한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23석이

아니라 21명의 여성 의원만을 두고 있다. 법률만으로는 여성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정당들 또한 공약에 성평등을
포함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 직위에

여성을 지지하거나 임명하지 않고 있다. 또한 여성은 최근의 2017년

선거를 포함한 정치 활동에서 언어적, 신체적 폭력에도 직면하고
있다.

성평등 증진

새천년정상선언에서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빈곤과 기아, 질병에
맞서는 효과적인 방법이자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필수적 수단으로서 성평등의 증진과 여성 역량 구축을 위해 지속적

으로 노력할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 끈질기고 팽배한 성 불평등은
자원에 대한 접근과 관리를 저해하고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자원을 불평등하게 분배하는 행위를 영속화한다. 이는 사실상
사회적 불안, 기회의 부족을 부추기며 깊은 무력감을 불어넣고
남성과 여성 모두의 삶의 질을 낮춘다. 여성 역량 구축과 여성과
남성의 평등은 단순히 여성의 문제가 아닌 인권과 정의의 문제이다.

평등과 무예

어떻게 무예가 성평등을 증진할 수 있는가?

무예는 성평등을 크게 증진한다. 남성과 여성 모두 무술인이 될 수

있다. 소녀는 학교에서 남학생과 동일한 운동을 하고, 같은 방식으로

대련하며, 많은 경우 소녀들이 소년들과 같은 수준의 동작을 하거나

더 나은 동작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자존감 증진과 여성이
성별로 인해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여성들이 무예 수업에 참가
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두샨베(DUSHANBE), 타지키스탄 – “강한

남성은 여성을 존중한다.” 타지키스탄에서 성 기반 폭력과 차별에
맞서는 싸움에 있어 무예 운동을 이끄는 데 일조하고 있는 세계 태권도

챔피언 달러 튀르야예프(Daler Tyuryaev)의 말이다. 28세의 튀르야
예프는 타지키스탄 태권도 킥복싱 연맹의 일원으로 UNFPA 및 UN

국가위원회와 협력하여 성평등을 증진하고 성 기반 폭력을 예방

하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 튀르야예프와 명망 높은 전사들은 여성의
권리와 평등을 옹호하는 남성들의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타지키스탄

태권도 킥복싱 연맹이 조직한 이 모임은 UNFPA, 유엔 위민(UN
Women)을 비롯한 유엔 기관의 후원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무
술인들에게 성평등, 폭력 예방, 공동체 조직, 여론 형성 등에 대해

가르치는 “여름 캠프”를 개최해 왔다. 이러한 도구들로 무장한

– 대부분 남성인 – 전사들은 무예 수업과 시합, 공적 모임 등에서
성 불평등과 폭력에 반대하며 영성과 주요 미디어 캠페인을 통해
대중에게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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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끄는 저명한 아프리카 인물들로 구성된 아프리카 연합 패널의
중재에 따라 두 분쟁 당사자가 국가 협약에 서명함으로써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졌다.

무예와 소수 집단

세계 가라테 연맹은 전세계의 모든 가라테 수련과 경기를 관장하는

규정집을 보유하고 있다. 이 단체는 소수자 차별에 강력히 맞서 싸우고

있으며 모든 경기에서 모든 성별, 인종, 민족 집단, 종교를 받아들이고
있다.

인종, 성별, 민족 출신, 종교, 철학적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소수자
정의

소수 집단은 사회에서 사회적 권력의 주요 직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다수와 구분되는 부류의 사람을 가리킨다.

소수 집단

“소수 집단”이라는 용어는 20세기 경에 두드러진 시민권과 집단적

권리에 대한 담론과 함께 종종 등장한다. 소수 집단의 구성원들은
그들이 사는 국가와 사회에서 다른 대우를 받기 쉽다. 이러한 차별은

개인의 성취에 대한 고려 없이 해당 개인이 소수 집단 소속이라는
인식에 직접적으로 바탕을 둔 것일 수 있다. 또한 모두에게 공평한

접근권이 주어지지 않은 사회적 구조로 인해 간접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다양한 문제에 대해 활동을 펴는 활동가들은 아동 권리, 학생
권리, 소비자 권리, 동물 권리 등 소수 집단 권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소수 집단의 종류

성적 소수 집단 I 종교적 소수 집단 I 연령 소수 집단
장애인 I 정치적 소수 집단
교육에 있어서 비자발적 소수 집단 I 지역적 소수 집단

리더십의 소수 민족 문제

케냐의 민족 집단은 크게 세 개의 언어 집단인 반투(Bantu), 닐로틱

(Nilotic), 쿠쉬(Cushite)로 분류된다. 이들 중 어떤 집단도
케냐 인구의 과반을 차지하지 않지만, 최대의 민족 집단인 키쿠슈

(Kikuyu)가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규모가 큰 5개
집단인 키쿠슈, 루오(Luo), 루흐야(Luhya), 캄바(Kamba), 칼렌진

(Kalenjin)이 약 70%를 차지한다. 케냐 국민의 97.58%가 32개

참가자 간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반면 축구와 같은 다른 스포츠의 경우 여러 선수들이 인종이나

종교를 이유로 차별을 당하거나 야유를 듣는 것을 호소하고 있다.
규율의 기술인 무예는 소수 집단 차별에 강력하게 맞서 싸운다.

주요 원주민 집단 소속이다.

장애

리더십의 소수 민족 문제 발생의 원인

장애는 손상, 활동 제한, 참여 제한 등을 망라하는 포괄적 용어이다.

· 정치적 원인 – 차별적 정부에 의한 부추김

· 사회적 원인 – 정치적 억압과 결합된 문화적 지배가 민족적
소수 집단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된다.
· 경제적 원인 –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에 의해 유발

케냐의 민족주의 문제 해결

정의

손상은 신체 기능 또는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활동 제한은 개인이

과업 또는 행동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참여
제한은 개인이 삶의 상황에 관여하는 데 있어 경험하는 문제이다.

장애는 단순히 건강 문제가 아니며 개인의 신체와 그가 사는 사회의
기능 사이의 상호작용을 반영하는 복합적인 현상이다.
- 세계보건기구, 장애

무예와 장애인

2008년 설립되었다. 케냐의 근대 역사는 자유를 위한 투쟁 뿐만

가지 이유가 있다. 다음은 9가지의 잠재적인 이점이다.

아니라 1982년 쿠데타, 쉬프타 전쟁(Shifta War), 2007년 선거 후
폭력 사태 등 민족적 분쟁, 준독재 체제, 소외, 정치적 폭력 등으로
점철되어 있다.

2007년 선거 후 폭력사태로 인해 약 1,500명이 사망했고 3천 건의
강간 사건이 발생했으며 3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 분쟁에서
가장 심각했던 사태는 선거일인 2007년 12월 27일부터 2008년 2월
28일까지 59일의 기간 동안 발생했다. 코피 아난(Kofi Annan)이

높여주고 동기부여에 도움이 된다.

03. 정
 해진 순서를 관리 가능한 덩어리로 나눌 수 있다. 무예의
기술 또는 형태는 서로 다른 수십 가지 동작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아동은 점진적으로 배우며 단계를 반복하고 추가
할 수 있다. 다음에 어떤 단계가 오는지 예상하는 법을
배우고 마침내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는 법을 배운다.

04. 자기 관리와 집중을 강조한다. 아동의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지도자가 “준비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이 자세는 다시
시작하고 다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준다.

05. 조
 절 능력에 도움을 준다.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무예의

동작은 아동이 공간 속에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감각을
발달시킬 수 있게 도와주며, 이는 운동 능력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정신력이 신체를 지배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며, 이는 ADHD가 있는
아동에게 중요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케냐 진실 정의 화해 위원회(Truth, Justice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는 케냐의 민족주의와 부족주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를 때마다 다른 색상의 띠를 매게 된다. 이는 자존감을

학습 및 집중력 문제가 있는 아동에게 무예가 좋은 짝이 되는 여러
01. 팀 경쟁이 아닌 개인의 성장에 초점을 둔다. 무예에서의
초점은 개인의 개선에 맞춰져 있다. “팀에게 폐가 되는 일”
이 없는 것이다.

02. 구
 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제시한다. 무예에서 아동은
자신의 속도에 맞게 수련한다. 매번 새로운 기술 수준에

06. 행
 동에 대한 구조와 분명한 기대를 설정한다. 좋은 무예
지도자는 분명한 규칙을 갖고 있으며 이를 끊임없이 강화

한다. 또한 수업 안팎으로 좋은 행동을 강조한다. 어떤
지도자는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갈 때 행동 보고서를 보내어

부모의 서명을 받도록 한다(이 아이디어가 마음에 드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인쇄용 행동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다).

07. 잉
 여 에너지를 안전하게 발산할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한다.

발차기와 지르기는 아동이 실망감 또는 분노를 해결하는
한편 자기 통제를 연습할 수 있게 해준다.

08. 포
 용적인 공동체적 환경을 제공한다. 무예의 핵심 가치는

존중이다. 학생에게는 지도자와 동료에게 존중을 보일 것을
요구된다. 수업 중에 부정적인 태도는 용납되지 않으며 서로
지지해줄 것을 독려한다.

09. 무
 예는 멋진 것이다. 학습 및 집중력 문제가 있는 아동은
종종 어색함을 느끼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많은 아동이 무예가 멋지다고 생각한다.

도복을 입고 송판을 쪼갤 때 특별함을 느끼지 않기란 어려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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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Kyrgyzstan

청소년 범죄율

2005-2016년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범죄 수준은 모든 지역에서 감소하고 있다.

남성
여성

2005

콘스탄틴 김

(Konstantin Kim)

· 현, 키르기스스탄 올림픽
태권도부 선임 트레이너

· 추천기관 - 유네스코 
키르기스스탄 위원회

서론

2010

2015

2016

2016년 키르기스스탄 스포츠 참여 인구

2016년 통계에 따르면 전용 공간에서 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는 15% 증가했다.

본 프로그램(MARIE)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노력해 주신 ICM의 모든 직원들께
감사 드린다. 프로그램을 통해 습득한 기술과 정보는 나의 지식을 완벽하게 보완해 줄 것

이며, 나는 이를 무예 발전을 위해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름 무예 캠프를 주최해

15%

주시고 나의 고국에서 여름 무예 학교를 열 수 있게 노력해 주신 무예센터에도 감사 드린다.
나는 더욱 폭넓은 협력을 할 준비가 되었으며, 이에 아래의 계획을 제안한다.

스포츠에
참여 하지않음

제 2회 젊은 전문가 무예연구 프로그램

2018년 7월 2일 – 8월 20일, 대한민국 충주시

스포츠에 참여함

85%

키르기스스탄 인구

키르기스스탄 인구는 6,247,771명으로

무예를 통한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조직

7개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정부

지역별 0-15세 아동 숫자
남성
여성

청소년 체육문화
스포츠청

15세 이상 인구

여성 888,401명

15세 이상 인구

남성 924,187명

키르기스스탄
태권도 협회

아동 청소년 올림픽
상비군 학교

"인티마크(Yntymak)"
조화, 합의, 일치

키르기스스탄
교육과학부

UNODC 프로젝트
라인 업 리브 업
(Line Up Live Up)

제 17호 기숙학교
(토골록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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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지원으로 다음 조직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청소년 체육문화 스포츠청

카니베크 오스모나리에프(Kanybek Osmonaliev) 원장은 역도선수 출신으로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세계선수권 4회, 유럽선수권 2회 우승 기록을 갖고 있다.

(State Agency for Youth, Physical Culture and Sport)

(www.sport.gov.kg)

국내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무술과 사업을 관리한다. 기관의 스포츠 대장에는 키르

기스스탄의 태권도를 포함한 20종류의 무술이 등록되어 있다.

· 키르기스스탄 태권도협회 (www.taekwondo.kg)

태권도 특화 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이 학교에서 나는 수석코치로 근무하고 있다
태권도협회와 학교의 지원을 받아 두 곳의 체육관에서 훈련을 실시한다.
· 유포리아(Euphoria) 훈련실

1993년 6월 설립된 키르기스스탄 태권도협회는 올림픽 스포츠인 태권도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태권도 수련자는 5-16세의 아동과 청소년이며, 이들은
국가의 미래이다. 태권도 수련을 통해 과업을 해결해 나가며 운동에 필요한 기술뿐만

아니라 삶에서 필요한 자질들을 발달시킬 수 있다. 키르기스스탄 태권도협회는 “더 빨리,
더 높이, 더 강하게”라는 올림픽 정신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선수들을 길러내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태권도협회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조화롭게 발달된 시민을 만들어냄으로써

이곳에서 수련하는 초심자와 전문 선수 모두는 국가대표팀의 일원이다.
· 제 71호 기숙학교(토골록 몰도(Togolok Moldo))

모국을 위한 진정한 애국자를 길러내는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다.

· 아동 청소년 올림픽 상비군 학교 “인티마크(Yntymak)” (조화, 합의, 일치)
2017년 개소한 학교이다.

이 학교는 다음의 스포츠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수상 스포츠 I 역도 I 육상 I 복싱 I 태권도

기숙학교에서 나는 고아들의 재활과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태권도를
수련한다. 청소년 폭력 방지책으로 “라인 업 리브 업(Line Up Live Up)” 프로젝트를 실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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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은 변화의 주체로서 센터에서 행해지는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스포츠가 범죄에서
멀어지는 데에 도움을 준 부분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위험에 처한 다른 청소년
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라인 업 리브 업

UNODC의 증거 기반, 스포츠 바탕의 생활 기술 훈련 과정인 라인 업 리브 업 프로젝트는
스포츠를 통해 범죄와 약물 남용을 예방하고 생활 기술을 훈련하는 데 있어 유엔과 다른
협력 기관들의 누적된 경험을 전수할 수 있도록 고안된 도구이다.

스포츠 코치, 교사, 스포츠 환경에서 청소년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라인 업 리브 업 프로

그램을 통해 비행에 참여하라는 사회적 압박에 대처하는 방법, 불안을 극복하고 또래와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 등과 같은 소중한 생활 기술을 일련의 상호작용과 재미있는

태권도를 통한 문제 해결 방법과 “라인 업 리브 업” 프로젝트
스포츠를 통한 청소년 범죄 예방

스포츠 기반의 프로그램과 생활 기술 훈련을 통한 청소년 범죄 예방

제 13차 유엔 범죄예방 및 사법 총회에서 채택된 도하 선언의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UNODC는 평화를 위한 도구로서 스포츠의 힘을 이용하는 전세계적인
청소년 범죄 예방 계획을 출범시켰다.

이 사업은 범죄를 예방하고 위험에 처한 청소년의 회복력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스포츠 및 관련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청소년의 생활 기술 강화는 범죄, 폭력,
약물 남용과 관련된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고 보호 요소를 극대화하기 위한 핵심 목표이다.
범죄와 약물 남용의 결과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생활 기술을 강화함으로써 위험에 처한

청소년의 행동과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반사회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방지하는 것을
추구한다.

발달과 범죄 예방을 위한 스포츠

2030 지속가능 발전목표는 관용과 존중의 진흥에 있어 평화의 도구로서 스포츠가 이바지

하는 바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가 개인(특히 여성과

청소년) 및 건강, 교육, 사회 통합을 위한 공동체 역량 강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포츠는 위험에 처한 청소년의 생활 기술을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상 속의 도전에 보다 잘 대처하고 폭력,
범죄 또는 약물 남용에서 멀어질 수 있게 해준다.
변화의 주체인 청소년

UNODC는 정부, 스포츠 단체 및 시민사회화의 파트너십을 통해 시민사회 가치를 증진하고
청소년을 범죄와 폭력에 연루되지 않도록 지키는 데 있어 스포츠의 이점을 널리 알리기
위한 국가적, 지역적 청소년 중심의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운동을 이용해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다.

이 훈련 프로그램은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중동, 남미 등을 포함한 세계 전역의 많은 국가
에서 시행될 것이다.

국가 스포츠 기관 소속으로 일하는 나는 “컴 인투 라이프(Come Into Life)” 프로그램을

통해 훈련을 받았으며 현재 프로그램의 공식 대표이기도 하다. 컴 인투 라이프의 주요
과정을 이수한 후 모든 심리적, 기술적 역량을 고려하여 태권도를 이 프로젝트에 적용하였다.
나의 주된 과업은 다음과 같다.

01. 청소년을 태권도 교실로 유치
02. 건강한 생활양식 증진

03. 훈련 과정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 필수적인 생활 기술 전수
04. 태권도를 통해 문제 청소년의 재활 시행

결론

2020년까지 다음을 실현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01. 나를 찾아 도장에 오는 문제 청소년들의 재교육

02. 수련생의 교육을 통해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03. 수련생들이 위험 구역을 떠나거나 발을 들여놓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
04. 수련생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활 기술을 길러 줌
2018년 8월 14일, 대한민국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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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Korea

대표들이 소집하여 통합논의를 하게 된다. 대표들의 토론 끝에 태권도(跆拳道)의 ‘태’와

공수도(空手道)의 ‘수’를 따서 ‘태수도(跆手道)’라는 명칭으로 결정해 1963년 2월 23일
대한체육회에 가입했다(대한태권도협회, 2014). 공식적인 통합 단체로서 대한태수도협회가
처음으로 발족된 것이다. 그러나 무덕관과 지도관은 대한태수도협회에서 탈퇴하고 대한
수박도회를 조직하는 등 당시에도 통합은 이루어지지 못한다.

유명무실한 단체로써 명맥을 이어가던 대한태수도협회는 무예명칭을 ‘태권도’로 통일했던
최홍희의 재등장으로 인해 전환기를 맞는다. 당시 최홍희는 1962년에 말레이시아 대사직을
2년여간 수행하고 1964년 한국으로 돌아온 상황이었다. 귀국 후 최홍희는 국내 태권도계

안배현

· 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대학원 석사 연구생

· 추천기관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상황이 체육회 산하에 대한태수도협회와 수박도회로 조직되어 있음을 확인하지만, 정작

자신이 작명한 태권도는 이름조차 없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다(최홍희, 2000). 이에 최홍희는

국제태권도연맹(ITF)의 출현

‘태수도’를 ‘태권도’로 개명할 계획을 세웠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1965년 1월 15일 대한

현대적 의미에서 태권도장의 출발은 해방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한 이원국의 청도관,

태수도협회 3대 회장에 오른다. 이후 최홍희는 명칭 개명 작업을 곧바로 진행했다. 1965년

전상섭의 조선연무관 공수도부(지도관), 윤병인의 YMCA권법부(창무관), 황기의 운수부

8월 5일 대한체육회 제15차 이사회 결의에서 대한태수도협회와 대한수박도회를 통합한

무우회 당수도부(무덕관)와 개성을 중심으로 노병직의 송무관 정도이다.

다는 명분으로 태수도와 수박도도 아닌 제3의 이름을 사용하기로 제안했고, 해외에 이미

(강원식·이경명, 2002).

알려진 명칭5)인 ‘태권도’로 사용하자는 설득 끝에, 무예의 공식 명칭이 태권도로 결정됐다.

당시 산재해 있던 관(館)의 구심체를 만들기 위해 사범들은 관통합을 추진하고자 했다. 이에

그러나 당시 최홍희의 이같은 행보는 대한태권도협회 이사들에게 독단적인 행동으로

사범들의 이해관계 탓에 회의는 성사되지 못했다. 이후 구체적인 통합 시도는 6·25전쟁 중인

퇴진을 하게 됐다.

비쳤고,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이를 문제 삼아, 1966년 1월 최홍희는 회장직에서 불명예

1946년 7월 태권도 모체관의 대표들이 2, 3차례 모여서 협회 조직을 위한 논의를 하였으나1),
1953년 5월 부산에서 진행되는데, 이때 사범들이 합심하여 대한공수도협회를 발족했다2).

한편, 협회에서 물러난 최홍희는 태권도 세계화를 위해 국제기구를 결성한다. 1966년 3월

그러나 창립된 지 1개월 만에 대한공수도협회 소속이던 무덕관이 탈퇴하고, 이듬해는

22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구)조선호텔에 한국, 서독, 미국, 터키, 베트남, 말레이시아,

청도관이 탈퇴하면서 협회는 통합체로서의 중심을 잃게 됐다(강원식·이경명, 2002). 이와

싱가포르, 통일아랍공화국, 이탈리아 등 9개국의 대표들이 모여6) 태권도 국제기구인 ‘국제

함께 독립한 무덕관은 1953년 9월 대한당수도협회라는 독자적인 단체를 조직했다. 앞서와

태권도연맹(International Taekwon-Do Federation)’을 발족한 것이다(대한태권도협회,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관 통합의 목표는 무산되고 말았다(허인욱, 2008).
1) 대한태권도협회(1971). 『태권도』. 창간호.

2) 허 인욱(2008)의『관을 중심으로 살펴본 태권도 형
성사』에서는 동란 속에도 협회 결성 논의가 이뤄질 수

있었던 이유를 “전쟁으로 인해 관의 기득권을 주장할 수

조차 없는 상황이었고, 향후 (관들의) 재건을 위해서는 개
별 관의 힘으로는 힘들다는 공감대가 형성” 됐기에 가
능한 일이었다고 보고 있다.

3) 송형석(2008)은 화수도(花手道)는 무덕관 황기 관장이
신라시대 화랑의 花를 차용해 만든

4) 1954년 9월 최홍희는 당시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앞에서 본인이 이끄는 보병 제29사단의 당수 시범을

보인 적이 있다. 이를 본 이승만은 “저것이 우리나라에 옛

날부터 있던 택껸이야.” (최홍희, 1998; 336)라며, “택껸이 좋

아. 이것을 전국에 가르쳐야 해.” (최홍희, 1998; 337)라
고 했다고 한다. 무술 시범을 본 이승만은 우리나라 고유
의 택껸을 연상했고, 최홍희는 이에 영감을 얻어 택견과 발음
이 유사한 ‘태권도(跆拳道)’란 명칭을 창안하게 된다.
(최홍희, 1998; 346).

2014).

195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정도관, 오도관, 지도관, 한무관, 강덕원 등 모체관에서 파생된

남한에서 배척된 ITF태권도

신생관이 대거 출현했다. 많아진 관들에 비례하여 무예의 명칭 또한 공수도·당수도·권법·

태권도·화수도 등으로 난립하게 됐다. 당시 청도관과 오도관 을 주축으로 활동한 최홍희는
3)

1970년대 초까지 국제태권도연맹은 대한태권도협회와 해외사범 파견 및 단증 발급, 품새

이를 문제 삼아 자신이 작명한 “태권도(跆拳道)4)”로 무예 명칭을 관철하고자 시도한다.

통합 문제 등으로 인해 주도권 싸움을 계속해서 벌였다(대한태권도협회, 2014). 이때 국제

그의 목표가 이루어져 ‘태권도’라는 명칭이 각 유파 및 문교부, 체육회 등에서 승인되었고,

이에 따라 관 통합도 진행되어 1959년 9월 3일 ‘대한태권도협회’가 결성됐다(강원식·이경명,

2002). 그러나 ‘태권도’라는 명칭에 거부감이 있던 무덕관이 협회를 탈퇴하여 ‘대한수박도회’
라는 독립적인 조직을 형성하는 등, 이 무렵에도 완전한 관통합은 성사되지 못한다(서성원,
2012).

그 후 1961년 군사쿠데타로 대한민국을 장악한 군부세력은 포고령 제6호를 발표하여
전국에 있는 사회단체의 재등록을 지시했고, 문교부는 유사단체 통합을 재촉했다. 이에
따라 당시 대한태권도협회와 대한수박도회, 창무관, 송무관, 강덕원, 한무관 등 각 단체의

5) ‘태권도’라는 명칭이 국내에 공식적으로 채택되기 전
1958년 국군태권도시범단이라는 이름으로 베트남과

자유중국에서 해외활동을 벌였으며, 1965년에도 국기태

권도친선사절단이라는 이름으로 유럽과 아프리카, 중동,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해외 순회시범을 벌인 바 있다.

6) 이때 국제태권도연맹에 가입한 국가는 최홍희가 1965년

국기태권도친선사절단을 이끌고 방문 시범을 보였던
나라들이다.

7)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국제태권도연맹의 구애 받음
없이 해외 태권도 보급 및 사범 파견을 독자적으로 진행
해갔다(대한태권도협회 50년사, 2014).

태권도연맹의 입지가 국내에서 점점 좁아지게 되는데, 이는 최홍희와 박정희의 관계가 좋지

않게 되자, 정권으로부터 최홍희의 국제태권도연맹이 정치적 압박을 당했기 때문이다
(허인욱, 2008).

이후 국제태권도연맹이 대한태권도협회에 주도권을 뺏기는 결정적인 계기는 1971년 1월
17일 당시 청와대 경호실 보좌관인 김운용을 대한태권도협회 제7대 회장으로 등용하면서

이다. 김운용 집권 후 대한태권도협회는 정부의 도움을 받으며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다.
대표적으로 국기 태권도 지정, 국기원 건립, 세계태권도연맹(WT) 창립, 미국체육회(AAU),
국제경기연맹(GAISF), 국제군인체육회(CISM)에 태권도 경기종목 가입, 해외 태권도 보급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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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모스크바 IOC 총회에서 WT의 태권도 정식 승인, 86서울아시안게임 공식종목 채택,
88서울올림픽대회와 92년 바로셀로나올림픽에서는 시범종목 채택 등을 진행한 것이다

10) “최홍희선생이 인솔하는 태권도시범단이 평양에서
첫 시범출연”. 『로동신문』. 1980년 9월 24일.

(대한태권도협회, 2014). 특히, 1973년 5월 28일 남한이 주도하게 되는 태권도 국제기구인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 제6차 조선로동당대회에서 발표된 ‘고려민주연방제’라는

통일방안에 적합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고려민주연방제는 ‘제도적 통일’이 어려워진

이에 1972년 최홍희는 해외에 있는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 국제태권도연맹의 근거지를

상황에서 ‘민족적 통일’을 달성하자는 목표에서 제안된 것인데, 당시 이러한 과업을 지녔던

토론토로 옮긴 후 1973년 국제태권도시범단과 함께 ITF태권도 해외보급 사업을 이어갔다.

북한은 남한 인물인 최홍희를 끌어들임으로써 민족적 통일의 완수는 물론, 북한이 태권도의

1978년 동유럽 공산국가인 폴란드와 헝가리에 ITF태권도 시범단을 파견했고, 1979년

창시자를 끌어들임으로써 태권도의 정통성을 거머쥘 수 있다는 판단에서 진행된 것으로

동유럽 4개국과 서유럽 10개국이 모여 통일유럽연맹을 조직하는 등 동서진영의 이념에

보고 있다. 아래의 <그림 2>는 홍성보(2006)기 언급한 앞의 내용을 정리한 자료이다.

상관없이 ITF태권도 보급에 힘쓴 것이다. 그러던 중 최홍희는 당시 북한의 지도자인 김일성을

만나 1980년 북한에도 ITF태권도를 보급하게 됐다(최홍희, 2000). 이것이 계기로 남한에서는
북한에 태권도를 보급한 최홍희를 친북인사로 낙인찍고, ITF단체는 친북 단체라고 배척하기

최홍희의
ITF 태권도

시작했다(나영일 외 5명, 2010). 이후 최홍희와 ITF태권도를 금기(禁忌)하고 평가 절하하는
사회 풍조는 계속된 남한 내의 반공주의 이데올로기 탓으로 인해 2000년대 들어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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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자료

선생과 그가 인솔하는 태권도시범단일행이 왔다.”.[로동

“<배달신보>발행인이며 국제태권도련맹 총재인 최홍희선생과

신문]. 1980년 9월 21일.

그가 인솔하는 태권도시범단일행이 왔다.”

9) 1980년 이전 북한에 태권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로동신문]. 1980년 9월 21일.

최홍희의 자서전인『태권도와 나』2편에서 확인해 볼 수

“최홍희선생이 인솔하는 태권도시범단이 평양에서 첫 시범

있다. 최홍희는 1980년 9월 19일, 태권도시범 공연 차

출연”. [로동신문]. 1980년 9월 24일.

북한 방문을 하루 앞둔 전날, 당시 자신의 측근이었던

최덕신에게 이번 시범 기회를 통해 북한에 태권도를
보급할 것이라는 계획을 전한다. 이에 최덕신은 “아우님

너무 욕심이 과하오. 시범단을 받아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보급까지 하겠다니. 듣건데 거기에도 격술이라는 무술이
있다는데 태권도를 그리 쉽게 받아줄까요?”라며 대화를
이어가는 부분이 나온다(최홍희, 2000; 304).

대화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북한에는 ‘격술’이라는

무술은 존재하였지만, ‘태권도’는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격술은 북한군대에서 실시하는 무술로서, 차력,

유술, 레슬링 등의 장점을 결합하여 응용한 격투 기술이다
(이정연, 2007).

선보였다(정재훈, 2004).

한편, 홍성보(2006)는 1980년 북한의 김일성이 최홍희에게 태권도를 요청한 이유를 1980년

WT가 조직되면서 국내에서 ITF 세력은 대거 축소되었다.

잔존하게 됐다(김주연, 2009).

이때 방북한 최홍희와 ITF태권도시범단은 평양10)과 원산에서 태권도시범을 처음으로

* 그림 1. 1980년 9월 20일 공식적으로 방북한 최홍희와 ITF태권도시범단의 모습
* 출처 : 1980년 9월 21일 [로동신문]기사에서 발췌

북한 1980년 제 6차 로동당대회
(고려민주연방제)

북한 + 최홍희의 ITF태권도
1. 민족적 통일 완수
2. 태권도 정통성 확보

* 그림 2. 북한으로 보급된 태권도(1980년)
* 출처 : 홍성보(2006) 논문의 제2장의 제1절을 그림으로 표현하였음.

이후 북한은 본격적으로 태권도를 북한 내에 도입하기 위해 국제태권도연맹에 1981년

태권도사범요원교육을 요청했다. 이에 최홍희는 그의 제자인 박정태 7단을 보내 1기 사범

교육을 실시했으며, 그해 9월에는 태권도 1기 교육생을 심사하여 교육생 44명 중 19명이 4

단, 나머지는 3단을 취득해 태권도 고단자를 배출했다(최홍희, 2000). 또한, 이들은 평양 남포,
청진으로 순회시범을 보이며 북한에 태권도의 외연을 넓히는 데 공헌한다. 이후 최홍희는

ITF태권도 국제화를 북한의 재정적인 도움으로 이어갔으며, 북한에서도 태권도를 민족
무도(武道)로 발전시켜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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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1

Martial Arts Research Initiative for Experts (MARIE)

월

화

수

목

컴퓨터 수업
택견 실기수업

무예 · 스포츠
이론수업

무예 · 스포츠
이론수업

컴퓨터 수업
택견 실기수업

무예 · 스포츠
이론수업

무예 · 스포츠
이론수업

컴퓨터 수업
무에타이 실기수업

무예 · 스포츠
이론수업

무예 · 스포츠
이론수업

컴퓨터 수업
무에타이 실기수업

무예 · 스포츠
이론수업

2

3

오리엔테이션

8

9
택견 실기수업

7월

15

16
무에타이 실기수업

22

23
무에타이 실기수업

29

30

수업 용무도
실기 수업

10

17

24

31

무예 · 스포츠
이론수업

4

11

18

25

5

12

19

26

금
6

무예 전문가 연수사업 일정표

토
7

13

2018

14

20

21
문화탐방(경주)

27

28

일

5

8월

12

19

조정제험

26

월

6

재활훈련
이론 및 실기 수업

13

Martial Arts Research Initiative for Experts (MARIE)

화

7

무예 · 스포츠
이론수업

14

워크샵
개별발표 및 수료식
최종결과물 제출

20

21

송별회

출국

27

28

수

목

컴퓨터 수업
용무도 실기수업

무예 · 스포츠
이론수업

재활훈련
이론 및 실기 수업

무예 · 스포츠
이론수업

1

8

15

공휴일

2

9

16

금

토

10

11

3

4

컴퓨터 수업

17

18

문화탐방(용인/서울)

22

23

29

30

24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