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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론

1.연구의 필요성

최근 TV의 한 능 로에 출연한 랑스 청년이 화제가 되고 있다.한국

인보다 더 공손한 태도와 의,겸손함은 그 푸른 의 청년에 한 묘한 호기

심을 불러일으켰다.그것은 잊 가는 우리의 가치가 먼 이국의 청년에 의해 환

기되는 신선함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그리고 호기심의 이면에는 우리의 문화

가 외국으로 확산해가고 있다는 자부심도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을 터이다.

근 화가 서구화와 등식을 이루면서 우리 사회는 그동안 오로지 서구의 문

화와 문명을 수입하기에 여념이 없었다.그러나 최근 한류의 확산으로 새로운

문화의 발신지가 되면서 어도 문화에 있어 서구 콤 스는 많이 치유되고

있는 듯하다.특히 한류에 한 심이 문화를 넘어 한국의 통문화로까

지 확산되는 양상은 민족 자 심을 불어넣기에 충분하다.택견과 살풀이를

멋들어지게 해내는 발의 외국인은 분명 한국인으로서의 지를 느끼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은 우리 사회가 아직 서구 콤 스에서 완 히 벗어나지

못하 다는 간 증거일지도 모른다.왜냐하면,힙합을 하는 한국인을 보면 미

국인들이 동일한 감정을 느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이는 아직 우리의 문화

인식이 비 칭 인것임을 의미한다.우리의 것에 애정을 가져주는 외국인,특

히 서구인들에게 흐뭇함을 느끼는 감정의 기 에는 문화의 높낮이에 한 열

등의식이 여 히 잔존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비 칭은 오로지 우리의 에서 문화의 유입과 확산을 바라보기 때

문일 것이다.사실 한류라는 상도 지나친 자기도취가 아닐지 자문해 볼 필요

가 있다.엄 히 말하면 한류는 발신지인 한국이 아닌 지역에서 수용된 한국

문화 체를 의미한다.따라서 한류에 한 모든 물음은 그 직 인 수혜자들

이 한국문화에 해 갖는 인식을 제로 해야 하며,그 유형과 구조를 밝히는

작업에 다름 아니다.이런 이된 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문화 상의 분석

과 악은 언제나 주 일 수밖에 없다.다시 말해 태권도에 빠져 있는 랑

스의 청년으로부터 한국문화의 우수성과 지를 도출하는 행 는 우리의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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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일뿐더러 문화의 에 한 객 분석으로 보기 어렵다.이때 객 성

을 담보하는 방법은 그들의 인식에 직 가가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런 의 이를 통해 우리의 문화가 서구에 되는 양상

을 살펴보고자 한다.특히 스포츠에 주목하여 한국의 통 신체활동이 랑스

라는 유럽의 심부에 어떻게 보 ·확산되어 가고 있는지에 주목하 다. 랑

스는 지리 으로도 유럽의 앙에 자리 잡고 있을뿐더러 문화 으로도 유럽문

화의 용 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랑스가 문화 강 국으로 불리는 이유도 이

런 인 문화 수용의 함에서 비롯한다.더욱이 동양의 문화를 바라보는 시

각은 유럽의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개방 이어서 많은 술가와 지식인에게

감을 주어왔다.

최근 랑스 사회에 두각을 나타낸 한국 통 신체활동의 참여는 서양의

근 스포츠가 극 인 확산을 이뤘던 것과는 다르게 동양의 신체움직임의 여러

형태가 서서히 랑스를 비롯한 서구사회에 보 된 것과(Guttmann,1978;

Maguire,2000;Brown,2013) 련이 깊다.가령,동양의 신체움직임 에 동양

무 를 참여하는 동기와 목 으로 호신술이 가진 신비감, 성 통로로서의

자아실 이라는 다양한 아래 들에게 주목을 받아왔다는 이다.특히

일본 무 의 경우 19세기 반부터 서구와의 에서 열린 통을 고수해오

면서(피터,2012:109)가라테,유도 등이 재 랑스 내에서 주요 스포츠로 안

착될 수 있었던 역사 토 에 발 되어 왔다.

그러나 태권도의 경우 1960년 ·후반 유럽 진출이후 88올림픽에서 시범

종목으로 채택된 후에야1)한국을 표하는 무도스포츠로 비로소 인식될 수 있

었다.이와 비슷한 시기 합기도 계열의 무 와 해동검도 등도 태권도의 후 을

등에 업고 랑스 진출에 합세할 수 있었다.하지만 택견의 경우 랑스태권도

보 30주년 기념행사에서 처음 택견을 유럽 내 알리게 되었다는(이용복,

2007:228)기록이 존재하지만 사실상 랑스 내 택견 보 의 시발 은 한국인

이 아닌 외국인,특히 랑스인 사범의 노력 덕분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그

의 최근 랑스 내 택견 활동 모습이 국내 언론을 통해 세간의 심을 끌면서

서양인에 의해 수되고 있는 택견이 새로운 각도에서 재조명되고 있다2).

1)한국 통 신체활동의 종목인 태권도는 1950년 부터 해외 진출이 시작되었으며, 차

국가의 지원을 통해 세계화가 진행되었다(나 일,허건식,천호 ,허인욱,방환복,강성

민,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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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으로 랑스 내 한국문화는 주-불한국문화원(1980년 설립)과 같은

소재 문화와 지 재불 한인들이 각종 공연과 행사를 주최하는 사회 교류에

의해 보 될 수 있었다.특히 주-불한국문화원은 1981년부터 발간해온 『한국

문화』3)잡지를 통해 한국 통무 와 무용에 한 문 인 지식을 제공해온

바 재까지 사물놀이,한국 통무용,선무도 등의 다양한 한국 통 신체활

동을 알려왔다.2000년 후반 이후부터는 한류의 출 과 만나게 되면서, 랑

스 내 한국문화의 보 속도가 가속화되는 실정이다.특히,코리안-커넥션

(Korean-connection)4)과 같은 한국문화를 사랑하는 마니아층의 확보에까지 이

르면서(손승혜,2011;2012),한국 통 신체활동을 향유하는 지참여자들을

기 할 수 있게 되었다.

랑스 리 시민들은 매년 열리는 ‘음악 축제(Fêtedelamusique)’를 통해

택견,태권도 등의 한국 통 신체활동을 하게 되면서, 리 람객 마리는

“택견이라는 것을 처음 요.한국 하면 ‘태권도’밖에 몰랐거든요.”라고 하

고, 리 택견수련생 몰리는 “택견을 처음 배울 때는 한국이 생소했는데 택견

을 통해 한국을 알게 되고 한국 문화를 좋아하게 되었다”고 답했다. 두

사례를 통해 랑스인들의 한국 통 신체활동 참여가 다양한 종목으로 확산

되는 것을 포착함과 동시에 한국 문화의 확산도 함께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19세기 말 랑스인들의 한국방문 목 은 선교활동으로 일축되었으나,

최근 외래 객 실태조사(2013:77)에 따르면,사업 문 활동(55.9%),여

가,친구/친지 방문(14.9.2%),여가 휴가(16.7%)종교 순례(0.4%)등의

목 으로 다양해졌다. 랑스인들은 한국 체류 동안 통문화 체험에 해 응

답하 는데 이는 박물 이나 역사 유 지 람을 선호하는 것으로 밝 졌다

2)YTN월드뉴스,「 리의택견 도사」2012년9월29일자.출처:http://www.ytn.co.kr/_ln/0104_201209290004000473

3)한국문화(CultureCoréenne)는 연 여름호,겨울호 2회 출 되는 잡지로 1981년부터 랑스에

출 되기 시작하 다.한국문화의 다양한 분야인 화,무용,문화,미술,언어,패션(한복 등),사

회,역사,음식 등의 주제를 소개하고 있으며,오늘날까지 약 700여 개의 기사가 소개된 바 있다

(2013년 기 ).발행되며,회마다 5,000부를 발행하고 있다.참조.http://www.coree-culture.org/
4)KoreanConnection은 한국 화,드라마 등을 온ㆍ오 라인 커뮤니티로 공유하고 있는 시

민단체(NGO)의 성격을 띤 한류 동호회 조직이다.이들은 특성은 랑스를 넘어 유럽과

남미 등 다양한 지역의 회원들과 활발히 그들의 활동과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는 에서

새로운 한류 팬덤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손승혜,2012: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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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사,2009).한류 백서(2013)는 랑스 한국문화 팬은 단순히 한국의

문화를 소비하는 것뿐만 아니라,한국 음식,한국어,한국 여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 문화에 한 심이 확 될 것으로 망하 다.이는 곧 해외

은이들이 한국어ㆍ태권도를 배운다거나,민요ㆍ춤ㆍ농악 등의 참여까지 확장

됨을 시사한다(최진호ㆍ류응재,2012:365)면서,최근 랑스 객의 증가

상을 통해 분석하 다.

역사학자 스턴즈(2003:17)는 힘의 측면에서 우월한 문화들이 완 히 승리

하는 경우는 그 지도자들이 이겼다고 믿는 경우에서조차도 거의 없으며 심지

어 우월하다고 생각되는 문화들조차 자신들이 한 사회의 념들에 향을

받는다고 하 다.최 호(前 주불-한국문화원장)는 “문화는 정치,경제와 다르

므로 우리를 령하거나,속박하지 않지만,가는 비를 오래 맞으면 스며드는

것과 같이 천천히 우리의 의식과 삶의 태도를 변화시킨다.”라고 언 하면서,

“ 랑스에서 한국 통문화가 차 으로 되는 양상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강조하 다.5)

그러나 세계화가 가속화되는 시 에서 동양의 움직임 형태가 서양 사회

과학 공동체(westernscientificcommunity)들 사이에서 이처럼 리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사회과학 학문분야에서 체육문화를 연구하는 문헌은 매우

부족하며,아직은 서양사회에서 이들의 향이 개인의 생활,정체성 그리고 수

행자들의 실천과 련하여 이해하려는 학문연구는 이제 막 진행된 수 이다

( 를 들어,BenderandCadge,2006;BrownandJohnson,2000;Goodger

and Goodger,1980;Irigaray,2002;Jamesand Jones,1982;Kohn,2003;

Levine,1991;Smith,2007;Strauss,2005;Tan,2004;Vilamonetal.,2004;

Wilson,1984). 한 국내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랑스를 비롯한 유럽국가에서

의 한국 통 신체활동을 겨냥한 논의는,서 편의 논문(김민호,2001a;김민

호,2001b;나 일 외 8명,2012)을 제외하곤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이에 본

논문에서는 랑스인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동양의 신체문화인 한국 통

신체활동 참여를 낯설게 바라보고 이를 역사 안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

다.

5) 랑스 한류팬들은 모두 한국어를 한다.최 호의 『서울신문』,2012년 12월 7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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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의 목 문제

본 연구의 목 은 랑스인들의 한국 통 신체활동 참여 과정을 살펴보고

랑스인들에게 각자의 참여 활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탐색하는 데 그 목

이 있다.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한국 통 신체활동을 매개로 하여 한국과

랑스의 원활한 문화 소통을 시도하고자 하며,한국인이 아닌 타자의 을

통해 본 한국 통 신체활동이 담고 있는 의미를 재탐색하고자 한다.이를 통

해 랑스 내 동양의 여러 신체활동 한국 통 신체활동은 어떠한 치에

있는지 진단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자는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리에서 체류하는 동안 랑스인들

의 한국 통 신체활동 참여를 직 하게 되면서 ‘랑스 내 한국 통 신체

활동이 어떤 구체 인 경로를 통해서 유입되었는지’에 한 의문을 자연스

품게 되었다.연구자가 목격한 한국 통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랑스인의 특

징이자 공통 은,한국 통 신체활동 각 종목에 한 세미나,수업,수련 등의

정보를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SocialNetworkingService),주-불한국문

화원,한ㆍ 체육 회(무 회)등을 통해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었다.이들 활동에서 주목할 은, 랑스인들의 한국 통 신체활동 참여

반경이 오 라인에서 온라인 장소까지 넘나들면서 한국 통 신체활동의 보

에 앞장서고 있다는 이었다.이런 일련의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본 연

구의 목 은 랑스라는 문화공간에서 한국의 통 신체활동이 유입 확산되는

과정을 참여자의 에서 추 하는 것에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자는 크게 두 가지의 측면에서 연구 문

제를 설정하 다.

첫째,한국과 랑스사회에서 랑스인들의 한국 통 신체활동은 어떤 참

여 과정을 통해서 개 는가?

둘째, 랑스인들에게 한국 통 신체활동 참여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문제의식은 스포츠가 문화의 형태로 유입되는 과정을 매우 생생하게

드러내는 작업이 될 것이다.특히 한국 움직임이 어떻게 모던성을 획득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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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행연구의 검토

본 에서는 한국 통 신체활동과 련하여 체육과 무용분야의 해외진출6)

에 한 연구와 한류와 한국 통 신체활동에 한 선행연구도 함께 검토하

다.

한국 통 신체활동의 해외진출 연구에는,나 일 외 8명(2012)의 『태권도

해외진출 역사 연구』를 통해 유럽 아 리카 국가의 지조사를 감행하여

태권도의 진출역사를 에 한 연구가 있다.『태권도 해외 진출역사 연구』가

주는 시사 은 기존연구에서,미국 심으로 한국 통 신체활동의 진출연구가

진행되었던 것에 반에 유럽과 아 리카지역의 국가까지 폭넓게 조사되었다는

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이 연구에서 나 일과 동료연구자들은 한국 통

무 가 세계에 진출하게 된 시기를,태권도가 유럽에 진출된 1960년 후반

으로 구분 짓고 있다. 랑스의 태권도 진출은 정확히 15년 후인 1975년 유럽

태권도 연맹(ETU)회원국으로 가입한 시기로 찾아볼 수 있었다.그 지만 아직

까지 한국 통 신체활동의 해외진출에 한 연구는 태권도 단일 종목에서만

연구가 진행된 실정이다.

소 신(2004:4)은 독일인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한 연구에서 「독일인의 태

권도 수련활동 참가에 따른 참여 동기와 참여 만족도의 계」라는 주제로 한

국의 태권도를 독일로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성화 측면에서 고려되어

야 할 다양한 요소 가장 근본이 되는 참여의 만족도를 지 하고 있다.독일

의 태권도를 활성화시키기 해 독일의 정부에서는 지역주민에게 태권도의 수

련활동으로 얻을 수 있는 장 등을 홍보하여 수련 참여를 권하고,독일의 태

권도 수련자들의 참여 동기와 참여 욕구에 합한 체계 인 로그램을 처방

하여 수련자들의 참여 만족도를 높여 수련자들의 자기계발과 자아실 의 기회

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 다.

한편,김민호(2001a,2001b)의「동양무 의 서구화– 랑스 보르도의 경우」

와 「오늘날의 랑스 무 지도자:보르도시의 경우에 한 연구」의 두 편의

논고에서 동양 무 를 하는 랑스인의 수련 체험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6)본 논문에서는 체육의 범주에 무용이 포함되지만,일반 으로 두 학문은 분리된 역이

있으므로 선행연구의 고찰에서도 체육과 무용을 따로 구분하 다.



- 7 -

여기서는 ‘동양 무 의 정체성’이 랑스사회에서 기존과 다른 양상으로 투

용되었다고 하 다(김민호,2001b).특히 랑스지도자들의 호칭, 랑

스지도자와 랑스 수련생들 간의 상호 계 특성을 주로 분석하 다. 를

들어 한국에서 무 지도자를 ‘스승님’이라고 호칭한다면, 랑스에서는 ‘교

(moniteur),교사(professeur),트 이 (entraîneur)그리고 스승(maître)등으로

다양하게 호칭하는 문화 차이에 기술하 다.이러한 특징이 의미하는 바는,

랑스 수행자들은 그들의 지도자가 갖춘 무 에 한 문자질과 역량에 따

라 네 가지 범주로 나 어 구별하는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김민호(2001a)의 다른 연구에서는 “ 랑스 무 인들은 도덕·윤리·철학·

인 추구보다,자기방어의 기술획득에 더 흥미를 느낀다는 ”과 “가르치는

사람과 학생들 사이의 계 형성은 ‘평등과 개인능력’이라는 랑스식 행동방

식에서 변화되었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 다.그러므로 랑스에서는 가르

치는 사람의 기술 우 성에 한 합법성,상호 우정 계,경제 계가 깨어

지면 인간 계의 유지는 어렵다.이는 토착화된 평등과 자유를 요시하는

랑스의 문화 속에서 동양의 무 가 어떻게 용되는지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그러나 이상의 논의들은 무 라는 역에 한정되어 있어 본 연구의 테마인

‘한국 통 신체활동’이라는 보다 넓은 스펙트럼과 일치하지 않는다.한국의

통 신체활동이 무 까지를 포함한 범 한 역이라면,그 하 역으로 간극

할 수 있는 태권도의 보 에 한 논의는 매우 다양하게 진행 다.한국 통

신체활동의 해외진출 세계화 활성화 방안에 한 연구는 스포츠 외교,스포

츠화(Sportisation)7)과정,국가이미지 쇄신,건강 측면의 기여와 같은 측면에

서 다양하게 연구 다.양진방(2002)의 「 통 무도의 세계화 방안」처럼 범

한 주제를 설정한 연구도 있지만,한국 통 신체활동을 종목별로 살펴본 연

구로,태권도(강석재,2012;강은석,2008;김동규,김기홍,김용규,2004;김주

연,2007;김백수,2007;박민호,2012;장 호,1995;유진산,2008;윤상화,김

갑수,2001;윤종완,2005,한승백 외 4명,2010)종목에서 압도 으로 많은 편의

연구가 선행되었다.

택견에서는 허인욱이 「태권도의 사례를 심으로 살펴본 택견의 세계화

방안 모색」 택견의 세계화를 해서는 ‘한국 택견 단체(한국택견 회, 한택

7)노베르트 엘리아스는 운동경기를 지배하는 정확하고 명시 인 규칙들이 출 한 것을 보

고 “스포츠화(sportisation)”라고 명명하 다(Cashmore,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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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회,결련택견 회 등)의 (기술,행정,정치 )통합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

이라고 지 하 으며,‘해외 견 사범들의 지원에서 해당 국가의 문화 언어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 다.이런 일련의 연구들은 해

당 종목의 세계화에 많은 시사 을 던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제한 을 가지고 있다.첫째,연구 상을 범 하게 선정하여 깊이 있

는 논의가 이 지지 못하 다.둘째,연구의 주 자료를 사범들의 구술에만 의

존하여 사범들의 나이,기억력 등에 따라 자료의 신뢰도에 향을 수 있다

는 이 그것이다.한편,무용 련 해외진출에 한 연구는 여러 편이 진행되

었다.이들 연구에는 최근 한국문화의 해외 확산에서 ‘한류’ 상이 세계의 주

목을 받아온 것에서 련성을 찾았다.

손승혜(2012:50)는 부분의 한류가 국,일본,동남아시아 지역을 심으

로 개되어왔으며,한류 상이 넓게는 아시아,미국과 남미,유럽의 여러 나

라로 확산되었다고 보고하 다. 기 한류연구(김철 ,2001;김휴종,2001;조

수,2001;김정수,2002;윤태진,2002;손병우,양은경,2003)에서는 한국 문

화가 미국과 일본문화를 량으로 유입한 틈새시장에서,특히 국과 동남아

지역에서 독창성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원인을 한국문화 콘텐츠들의 특

징에서 주목하면서,이를 더욱더 발 시켜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될 방안을 제시

하고자하고자 하 다(유정인,2013).그리고 이제까지의 한류 연구는 부분

국과 일본,그리고 아시아에만 집 되어 나타나는 상으로 보는 견해가 부

분이었다(강만석,2004;김 석,2006;유세경,2005;윤재식,2004;채지 ,

2005;시드니 정,2006;최혜린,2012).

2000년 이후 본격 으로 나타난 한류 연구들은 한국 문화의 국제 진

출과 수용을 부분 아시아에서 형성된 한류라는 을 반 하 다.그리고

정 인 평가로는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자 하 던 이나,

‘한국문화 상품의 경쟁력’을 민족주의 에서 묶어서 해석하려는 견해는

객 으로 우리문화를 진단하지 못하고,자칫 국수주의 사고에 매몰될 수

있는 험을 래한다.이러한 개과정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의 국내 한류

연구들은 아시아 지역의 수용자들이 한국의 드라마와 음악의 어떤 요소를 선

호하는지(선호 장르 내용 요소),한국의 문화상품들이 국외 시장에서 상업

으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수출 략), 그 경제 효과는 어느 정도

인지( ,마 ,국가 홍보 등에 미치는 향력)등의 여러 측면을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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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손승혜,2009).앞의 연구에서 논의의 결론은,한류가 한국 문화상품 자체

의 경쟁력에서 기인했다고 보는 가정에서 출발하여,결과 으로 수용 국가

지의 정서와 문화, 지 팬들의 일상생활과 가치 ,정체성 등이 요하게 고

려되는 않았다는 한계를 지 하 다(손승혜,2010).이에 따라 유럽과 남미,미

국 등으로 수용자의 문화 배경이 다양화하면서 수용의 환경에 한 이해의

필요성 더욱 요한 심의 상으로 주목받고 있다(김수정,2012;윤 선,

2011;손승혜,2012).

유럽국가의 한류 련 연구를 살펴보면,최아름(2012)의 「한국과 체코의

문화교류 주요 콘텐츠 황분석 활성화 연구」에서 한국과 체코의 짧은 수

교역사(2010년 수교 20주년)속에서 최근 한류 상과 함께 양국 사이에 속

한 문화교류 상이 나타남을 주목하 다.이 연구는 이제껏 연구되지 않았던

북유럽을 상으로 진행되어 “그동안 교류가 조했던 기타 국가들과의 문화

교류가 활성화되는 데 필요한 시사 제시 방안 모색에 도움이 될 것”이라

고 생각한다. 랑스 한류 련 연구로는 재 화,드라마,종교 등의 분야에

서 선행연구가 진행 되었다(류은 ,2011;한충희,2011).특히,과거 문화제국

주의 시각에서 우려하던 제1세계(미국과 유럽)로부터 주변국(한국)으로의 문

화 유입이 아닌 반 방향으로의 흐름이라는 새로운 특징을 가진 유럽, 랑스

의 한류 상은 연구자들에게 한류 연구의 주류를 이 왔던 아시아 지역의 문

화권 형성과 소비라는 시각과는 다른 각도의 분석을 요구하 다(정윤경,이

기태,2011;윤 선,2011;손승혜,2012).

무용분야와 련된 한류연구를 살펴보면,김옥순(2006)의 「한류를 통한 한

ㆍ 인터넷 이용자들의 한국무용에 한 이해」가 있다.김옥순은 국인들에

게 구축된 한국무용에 한 인식은 매우 낮다고 밝히면서,이와 같은 문제 을

개선하기 해서는 정부와 행정당국의 극 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

장하 다.이와 련한 후속연구로 한국무용의 에서 순수 술이 제2의 한

류로 자리매김하기 한 안이 시 히 필요함을 피력하 다(김옥순,2009).최

근 들어 김충환(2011)은 문화 상표로서 한국무용이 갖는 가치와 가능성을 심층

으로 분석하여 발 방안을 모색하려는 시도를 펼쳤다.유사연구로 한국

K-Ballet의 근황과 미래 과제에 한 연구들(김인숙,2011;유 이,2012)이 진

행되었다.지 까지 한국 통 신체활동의 국ㆍ내외 선행연구를 고찰한바,주

로 북미와 아시아를 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한국 통 신체활동의 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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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에 한 고찰이 충분히 이 있지 않은 실정이다.이러한 사실로 본

연구가 갖는 의의를 언 하고 있다.다시 말해 선행 연구의 흐름을 새로

운 측면에서 종합할 수 있는 분석의 틀이 필요하며,그 필요성을 필자는 ‘한국

의 통 신체활동’이라는 리즘으로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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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연구방법

본 연구는 체육사 는 무용사 연구방법과 질 연구방법의 사례연구 방식

을 채택하 다.먼 체육사의 연구방법은 역사 인 문제에 한 선택, 상

자료에 한 분류와 비 ,해당 자료에 한 상태와 사건을 설명하는 가설의

구성,새로운 사실의 발견 풀이 서술의 단계로 진행된다(나 일,1998:33).

한,연구문제의 특성,탐색이 필요한 주제,구체 인 시각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연구,연구 참여자들이 처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연구 상을 찰하기

해서 질 근을 동시에 진행하 다(Cresswell,2008).질 연구는 랑스

인이라는 연구 참여자 설정 구조에서 특이성을 갖기 때문이다.따라서 별도의

면담을 통한 개인의 서사(narrative)내용을 심도 있게 악해야 할 필요가 있

었다.왜냐하면,지 까지 랑스인의 한국 통 신체활동 참여에 한 연구는

없으므로 문헌고찰만으로 랑스인들의 한국 통 신체활동 참여의 의미를 탐

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례연구는 연구자가 시간 경과에 따라 하나의 경계를 가진 체계(사례)

는 경계를 가진 여러 체계들(사례들)을 탐색하고,다양한 정보원천( 찰,면 ,

시청각자료,문서와 보고서 등)들을 포함하는 상세하고 심층 인 자료를 수집

하며,사례기술과 사례에 기 하여 주제들을 보고(Denzin& Lincolin,2005;

Merriam,1998;Yin,2003)하는 것이다.

1)연구 참여자 선정

연구 상 문제선택의 단계는 체육에서 역사 사실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제재(題材)를 선택하는 단계이다.체육에서 역사 으로 선택해야 할 주제

는 가치,독창성,실제성,통일성이 있는 운동경기와 련된 이념,기록,제도,

이상,경험,행동유형 등 다양한 내용이 될 수 있다(나 일,1988:33).문제선

택의 단계에서 본 연구는 ‘랑스인들의 한국 통 신체활동 참여’를 선택하

다.질 연구에서 연구 상 선정은 일반화가 가능한 사례에 얽매이지 않고 연

구 주제에 근할 수 있는 가장 한 사례를 찾는 것이다(Goets &

LeCompte,1984).질 연구는 소규모의 모집단을 상으로 하고 그 모집단

내의 다양한 사례를 총체 으로 연구하거나,양 연구의 ‘확률 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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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abilistic sampling)’과 성역이 다른 ‘거 선택(criterion-based

selection)’을 통해 연구사례를 선정하게 해 다(이용숙ㆍ김 천,1998).본 연

구는 거 사례 이상 사례 선택(idealcaseselection)을 사용하 다.

Goets& LeCompte(1984)에 따르면, 거 선택은 질 연구의 목 과 장

의 특성에 따라 모든 사례선택,할당선택,네트워크선택,극단 사례선택,

형 사례선택,사례선택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조용한,1998재인용).본

연구에서의 이상 사례 선택은 한국 통 신체활동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

는 랑스인들 개개인을 의미하고 각각의 사례를 분석하여 공통된 특징을 기

술하고자 하 다.

No. 이름 생년 성별 종목
참여

기간

한국거주

/방문수
활동지역 직업

1 세박 1979 남 택견 8년 6년/-
리

(Paris)
택견 사범

2 기백 1977 남 택견 7년 5년/6회
리

(Paris)
택견 사범

3 랑크 1976 남 택견 17년 3년/5회
리옹

(Lyon)

택견 &

합기도 사범

스포츠코치

4 요크 1957 남 태권도 21년 無/5회
낭트

(Nantes)
태권도사범

5 스티 1972 남 태권도 28년 無/5회

엑상 로방스

(Aix-en

Provence)

태권도사범

6 데이 1970 남 태권도 30년 無/4회
몽펠리에

(Montpellier)

태권도 &

해동검도 사범

스포츠 코치

7 코 1961 남 선무도 31년 無/+50회
툴루즈

(Toulouse)

태권도 &

선무도 사범

8 캐서린 1979 여 한국무용 9년 12년/-
서울

(Seoul)
무용가

표.1.연구 참여자의 특성

본 연구와 부합하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기 해 다음의 두 가지 거를

기 으로 설정하 다.첫째,한국 통 신체활동을 진지한 여가의 목 으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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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고 있는 랑스와 한국거주로 한정한다.둘째,최소 3년 이상 한국 통

신체활동에 참여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선정한다.연구 참여자는 3명의 택견

사범,2명의 태권도 사범,1명의 선무도 사범,1명의 랑스무용가를 포함하여

총 8명으로 선정하 으며 자세한 특성은 <표.1>와 같다.

연구 참여자들의 랑스 (現)거주지를 지역별로 소개하면, 리(2명),낭

트(1명),리옹(1명),몽펠리에(1명),엑상 로방스(1명),툴루즈(1명)가 있으며,

이외 서울 거주자(1명)를 포함하여 7개 지역으로 구성되었다.8)출생국가는

랑스 7명,포르투갈(베트남과 포르투갈 혼 인)1명이 있다.직업은 택견 사범

3명,태권도 사범 3명,선무도 1명,무용가 1명으로 나타났다. 으로 한국

통 신체활동계통에 종사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는 5명(#3,#5,#6,#7,#8)이다.

결혼 상태는,기혼자는 4명 (#2,#4,#5,#6),이혼자 3명(#3,#7,#8),미혼 1명

(#1)이 있다.이 연구 참여자 #2는 한국인과 결혼하 다.

본 연구에서 랑스인을 특별히 선정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첫째, 랑스

국민들과 랑스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장엄한 이상의 발상지로 운동경

기와 체육이 정착된 국가로서 변모하 기 때문이다(정성태,김창규,1984:48).

둘째,사회문화 에서 랑스인들의 톨 랑스(tolerance)정신을 근거로

볼 때,이들은 유럽인들보다 타 문화에 한 심과 흥미가 높다고 볼 수 있

다.셋째,법 제도 에서 랑스 정부의 문화산업에 한 각별한 심

이 통 으로 강하다는 사실이다(송동 ;이호 ;조헌 ,2003:30).9)넷째,

연구자가 개인 으로 연구 참여자들과 라포(rapport)형성을 갖고 있다.다섯째,

기존의 연구에서 주로 북미를 비롯한 어권 국가를 상으로 편향 으로 연

구가 진행되어 서양인들의 인식을 다양한 에서 검토할 수 없었던 한계가

주목된다.이와 같은 근거는 체육학 연구에서 언어 어려움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서양인을 ·미 국가 등으로 편향하여 연구 상으로 삼아온 까닭에

서양인의 인식을 객 으로 검증할 수 없었다는 데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랑스인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한 그 당 성을 찾을 수 있다.

8)2013년을 기 으로 지역을 조사하 으므로 이후 지역에 다소 변화가 있을 수 있음.
9) 랑스는 문화외교에서 선두주자로 이미 20세기 반에 문화 술교류를 해 외교부에

랑스 술진흥 회(l’AFAA,l’AssociationFrançaisedesActionsArtistiques)를 신설

하여 지 까지 선도 인 활동을 해오고 있다.송도 ,이호 ,조헌 (2003),『 랑스의

문화산업체계:문화 술인력·문화산업·문화정책』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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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랑스 거주 연구 참여자들(7명) 그림.2.한국 거주 연구 참여자(1명)

2)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랑스인들의 한국 통 신체활동의 참여가 이루어진 시기

와 통로 분석 그 참여의 의미를 찾기 해 랑스인들과의 면담을 통해 그

들의 회고 인 이야기를 연구 자료로 활용하 다.이러한 자료를 수집하기

해서 부분 심층면담을 사용하 고,심층면담 자료를 보완하려는 방법으로 문

헌고찰,참여 찰,연구 참여자들의 페이스북(Facebook)활동의 모습을 찰법

으로 사용하 다.자료수집에 있어 페이스북 활동을 포함하게 된 경 는 페이

스북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이 주-불한국문화원,체육 회,자발 인 소규모단

체(동아리)등을 이용하 기 때문이다.이로써 연구자가 한국에서 랑스 지

의 연구 참여자들의 활동사항을 페이스북의 게시물을 통해 수시로 참조할 수

있었다.연구 참여자 모집은 랑스에서 만난 택견 사범 2명을 통해 선무도 사

범 1명을 소개받았으며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연구 참여자 선정 기 에 부합

하는 4명의 연구 참여자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었다.한국에 거주하는 연구 참

여자는 인터넷 보도 자료를 통해서 참여자를 검색한 후 페이스북에서 이름 검

색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 다.모집문건은 페이스북 메신 를 통해서 연구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을 구하는 방식으로 연구 참여의 동의를 얻었다.심층면담

은 한국 통 신체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랑스인으로 랑스 거주인 7명과

한국에서 활동하는 랑스인 1명을 연구 상으로 선정하 다.한 명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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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연구 참여자 캐서린과의

연락( 시)

2013년 8월 15일( 화)

그림.4.연구 참여자 데이 의

모집문건( 시)

2013년 9월 30일( 화)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랑스 지에서 한국 통 신체활동에 참여하고 있으

면서,이들과의 면담을 해,일차 으로 직 만남을 최선책으로 하 고,이차

으로 화와 화상면담을 차선책으로 실시하 다.부족한 자료는 온라인 메신

(페이스북,카카오톡,스카이 )를 통해 수집하는 방식을 이용하 다.

(1)문헌고찰

연구 참여자들이 한국 통 신체활동을 발견할 때 가능할 만한 참여 경로

는 문헌 고찰을 통해 살펴보았다.국내·외 각종 연구 결과물과 학술 연구지의

논문,각종 기 에서 발행해 온 공식문서,보고서,통계연감,정보지,소식지,

안내자료,그리고 랑스인의 한국 통 신체활동 련 논문, 로그램 자료집

등 다양한 문헌을 포함하여 분석이 진행되었다.1차 자료는 주-불한국문화원

에서 1981년부터 발행해온 『한국문화』 잡지를 선택하여 시 를 2000년 이

과 이후로 구분하여 고찰하 다.2차 자료는 연구 참여자들과 련된 신문기

사, 랑스무술잡지(KaratéBushido),TV 방송 로그램,인터넷 기사,축제

행사 포스터,워크 등이다.연구 참여자들과 련된 국내·외 기사들을 여

러모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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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층면담　

심층면담은 자연 으로 일어난 행동을 기록하는 수동 인 방법으로서 찰

법과 비교했을 때 참여자와의 화를 통해 그들의 행동을 유발한다는 에서

연구 상에 한 심층 정보와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극 인 방법이다(김

천,2006).본 연구에서는 한국, 랑스 이외에도 인터넷 가상공간을 연구 장소

로 포함하여 세 공간에서 다 지 조사(multi-sitedresearch)방법에 따른 심층

면담이 시행되었다.이와 같은 방법은 Fontana와 Frey(2005)가 자 인터뷰

(electronicinterview)혹은 가상공간에서의 면담(virtualinterview)이 머지않

아 양 연구뿐만 아니라 질 연구에서도 사용될 것이라는 논의에 근거를 두

었다.

심층면담은 반구조화 질문지를 사용하여 면담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 내에서 융통성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 고,연구 참여자가 같은 진술

을 반복하여 더 이상 결과를 추출할 수 없는 수 에 도달하게 되는 포화 상태

에 이를 때까지 실시하 다. 한, 장으로 나가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는 지속 비교(constantcomparative)를 통해 분석한 후 다시 장으로

나가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지그재그’

과정을 사용하여 자료 분석을 실시하 다(조흥식,정선욱,김진숙 역,2005).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5년 동안 한국거주경험이 있는 리 거주 택견

사범과 3월 13일 한국에서 비조사를 시행하 다. 비조사 결과 참여목 ,

성별,한국체류 경험 기간,언어구사 능력 등 다양한 요인에 인한 한국

통 신체활동의 문성(이론과 실기)에 차이가 있었다.이처럼 비조사에서 발

견한 요인을 토 로 본 조사의 면담내용은 한국체류 경험을 심 주제로 선정

하여,‘한국방문의 목 과 체육 활동’,‘한국( 랑스)에서의 수련생의 삶’,‘랑

스(한국)에서의 지도자로 사는 삶’세 주제 범 에서 질문을 구성하 다.이 밖

에도 자료를 수집할 때 심층 면담 결과뿐만 아니라 언어로 표 되지 않은 참

여자의 외모,정서 상태,면담태도,주변 상황들을 직 찰하여 이를 참여 노

트에 메모해 자료 분석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 다.

심층면담은 거주상황에 따라 8명 6명은 랑스(2명)와 한국(4명)에서 진

행되고 나머지 2명은 가상공간에서만 진행되었다.한국거주자 1명과는 2차례의

심층면담이 이 졌으며,직 만남이 불가능하 던 2명(스티 ,데이 )의 연구

참여자와 skype가상면담(virtualinterview)이 시행되었다.심층 면담 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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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2시간에서 6시간가량 소요되었다.연구 참여자들의 면담내용 검증을 해

그들을 잘 알고 있는 스승,동료,친구 등과의 보조면담을 시행하 다.10)

면담자 면담일 장소 기타

기백(1차) 2013.3.13 홍 페이스북

코(1차) 2013.4.29 동 문 페이스북

요크(1차) 2013.4.29 동 문 페이스북, 자메일

캐서린(1차) 2013.9.9 문래동 페이스북,카카오톡

캐서린(2차) 2013.9.18 서울역 와 동일

표.2.국내진행 면담

면담자 면담일 장소 기타

세박(1차) 2013.7.30 리 페이스북

랑크(1차) 2013.8.1 리옹 페이스북

기백(2차) 2013.9.27 리-서울(skype) 페이스북

요크(2차) 2013.10.7 낭트-서울(skype) 페이스북, 자메일

*데이 (1차) 2013.10.13 몽펠리에-서울(skype) 페이스북, 자메일

*스티 (1차) 2013.9.5 엑상 로방스-서울(skype) 페이스북, 자메일

표.3. 랑스 지 스카이 면담

*연구 참여자들과는 skype면담만 진행됨

10)이를 해 총 4회 면담이 진행되었다.한국면담은 2건:① L사범 ( 창기 랑스 태권

도 보 에 힘쓴 사범)② K택견인 ( 랑스 택견기술교류를 해 빙된 한국 택견강사)

페이스북과 화 면담 2건:③ J사범(리옹 지역 택견 연구 참여자의 스승으로 합기도

사범도 겸하고 있음)④ 주불-한국문화원 계자(택견 수업과 한국문화 인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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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각자료 사용

본 연구의 시각자료 사용은 시각자료 방법에 이론 바탕을 두고 있다.시

각자료 방법은 인류학에서 사진과 련된 연구에 활발히 목해 오면서 차

다양한 여러 학문 역에서까지도 용되었다.이러한 증가세는 일반 으로 문

화연구 역에서 시각자료 방법을 용하면 표 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 으로

제시할 수 있는 이 이 있다. 한,시각자료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사회세계를

보다 심층 으로 이해하는 데 효과 이다.

인류학자 Scherer(1990:136)는 역사 인 사진(historicalphotograph)의 인

류학 연구의 내용에 다음의 5개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을 지 하 다.(1)

사진 자체의 연구 다른 이미지와 련된 연구 (2)사진의 기술 인 제약이

나 습을 포함한 사진의 역사에 한 연구 (3)사진가의 의도 제약이나

습을 포함한 사진의 역사에 한 연구 (3)사진에 힌 상의 연구 (5)사진

의 사용 사진과 련된 역사 증거의 연구,이 같은 쉐러의 연구방법론은

앞으로 역사 사진 연구의 지침이 될 수 있다는 에서 참조가 요구된다(이

기 ,2011:131).최근에는 이와 같은 장 이 체육학에서도 리 인식되어가면

서 신체문화연구에 이를 극 으로 용하려는 추세다(Phoenix,2010).

일반 으로 시각자료 방법에서 사용되는 시각자료는 부분 사진이미지이

지만 지도,도표,스 치,포스터,웹사이트,표지 ,기호 등도 포함하고 있다.

표 인 시각자료로서 사진은 그 어떠한 언어 기술보다도 뛰어나게 포

인 기록을 가능하게 해주며 한 시각 찰을 기 로 한 기술을 통제[ 조]하는

요소로 활용된다.11)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술이나 문서에서 얻을 수 없는 “사

회 상호작용과 물질문화의 총체”를 한 에 보여주기 한 시도로서 연구자

들의 페이스북 사진자료를 주로 활용하 으며,이밖에 연구 참여자와 련된

포스터,메시지,신문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를 구체화하 다.본 연구자는 사진

자료의 원활한 사용을 해서 연구 참여자들의 페이스북 이용에 한 동의를

얻었으며 연구 결과에서 사용한 시각자료는 다음<표.4>과 같다.

11)함한희(2011).「인류학과 사회 참여」,『인류학의 치를 묻다』,한국문화인류학회 2011년

하반기 학술 회 자료집.p.25.



- 19 -

No. 분류 제목 날짜(기 일) 자료 출처

그림 3 메시지1
연구 참여자 캐서린과의

연락( 시)

2013년

8월 15일( 화)

연구자의

카카오톡

그림 4 메시지2
연구 참여자 데이 의

모집문건( 시)

2013년

9월 30일( 화)

연구자의

페이스북

그림 9 사진1
샤모니몽블랑도장에서

진행된 택견워크

2007년

10월 7일(시행)

택견 랑스

인터넷사이트

그림 11 사진2

베르사유 체육 에서

개최된 -제13회

택견최고수 회-

2012년

6월 30일(시행)

기백의

페이스북

그림 12 사진3
베르사유 시장과 양국의

택견인들과의 만남

2012년

6월 30일(개최)

기백의

페이스북

그림 13 포스터1
해동검도 세미나-바캉스

연수

2013년

10월21일~26일(개최)

데이 의

페이스북

그림 14 신문1
여성들 당신들을 한

스포츠

2013년

10월 6일(보도)

데이 의

페이스북

그림 15 사진4
설 운 스님의 선무도

강연(툴루즈)

2013년

6월 8~9일(시행)

코의

페이스북

그림 16 사진5 검무 수련 장면
2012년

1월 7일(방송)

tvN스페셜

코리아 랩소디

그림 17 사진6 바다향기 작품中에서
2013년

7월 31일(게시)

캐서린의

페이스북

그림 18 사진7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한국 무 세미나

2014년

2월 1~2일(시행)

데이 의

페이스북

표.4.시각자료 사용

SNS페이스북 찰은 본 연구에서 시각자료를 얻는 장소의 원천이자,

랑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을 한국에 사는 연구자가 직 만날 수

없는 한계를 좁히기 한 목 으로 활용되었다.SNS페이스북 찰은 가상공

간에서 공동체가 형성된다는 이론을 토 로 하 다.이런 사회 상이 도입된

로써,인터넷 채 방을 들 수 있다.요지는 인터넷이 고정된 장소(location)로

묶여 있거나 혹은 공유된 역(shared territory)으로서의 공동체의 개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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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ualizationofcommunity)속에 포함되어 가상과 과도 실(hyperreal)

의 장소까지 공동체 역으로 확장되는 것(Jones,1998;Lashua,2001;Sharpe,

2005)을 의미하며,이와 같은 주장은 최근 여러 학자에 의해 차 설득력을 얻

고 있다.

본 연구의 SNS페이스북 찰은 다음에 근거한다.첫째,1명을 제외한 연

구 참여자가 랑스에 거주하기 때문에 연구자가 그들의 참여 활동을 찰할

수 없다.둘째,모든 연구 참여자들이 친목,홍보, 화 등의 다양한 개인의 목

달성을 해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다.셋째, 지 방문에 따른 비용 감

차원에서 유리했다. 컨 ,SNS사이트인 페이스북 찰을 이용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연구자가 랑스에 거주하는 연구 참여자들을 일일이 직 만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한 응책으로써 연구 참여자들의 한국 통 신체활

동과 참여 활동을 각자의 게시물을 통해 수집 확인하고 면담 진술의 내용

과는 조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4.자료 분석

질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상의 구조를 악하는 작업이며(조용한,

1999),수집된 자료들에 일련의 질서,체계,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다(이용숙,

김 천,2002).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가 어떤 즈를 통해서 바라

보고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따라서 질 연구자는 수집된

자료를 어떻게 분류하고,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지에 한 깊이 있는 고

민이 요구된다.

심층면담을 통한 자료는 주요자료로 사용되었고,페이스북 네트워크상에서

의 연구 참여자들의 온라인 활동을 찰하여 수집된 자료는 보조 자료로써 활

용되었다.그리고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바로 사 작업을 통해 기록

지에 옮겨 은 후 녹취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재확인 작업을 수행하 다.본

연구에서는 Creswell(2003)이 제시한 질 연구자료 분석방법 6단계를 이용하

여 자료 분석을 시행하 다.질 연구자료 분석방법 6단계는 자료의 체 흐

름을 악하여 후 맥락을 악하는 동시에 아이디어를 획득하는데 좋은 방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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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인 질 연구자료 분석방법 6단계의 구체 인 순서는 다음<그림.5>

과 같다.자료는 주제별로 몇 개의 하 범주로 나 는 귀납 연구 분석이 시

행되었다.1단계는 인터뷰 면담과 심층면담 자료를 분류하고 녹음 녹화

자료를 사하는 등 수집된 체 자료를 조직화한다.2단계는 연구 참여자들이

일 이고 반복 으로 이야기하는 모든 자료를 정독함으로써 공통의 아이디

어를 획득한다.3단계는 코딩 단계로 자료를 범주화한다.4단계는 코딩을 발

시켜 심주제(theme)를 도출하고 그 심주제가 생성된 맥락에 해 기술한

다.5단계는 결과를 보다 효율 으로 달하기 한 제시방식을 결정한다.마

지막 6단계는 기존문헌과 이론,연구자 개인의 경험 등을 이용하여 결과를 해

석하고,연구 체가 갖는 궁극 의미를 제시한다.

그림.5.연구 분석의 순서

구체 인 분석 방법으로는 우선 랑스인들의 개인진술에서 요한 의미단

를 찾아 일차 인 분석을 시행한 후 연구 참여자 간 비교를 통해 공통 과

차이 을 도출해내고, 심 주제를 구체화하다.이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이 어

떤 참여 경로를 사용하 는지,참여가 본격 으로 진행되면서 어떠한 공통된

참여 과정을 경험하 는지,이러한 과정에는 개인과 종목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참여 과정에 투 된 가치,신념,정서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도출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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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 반복되어 나오는 용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 혼동을 피하고자 본

연구의 방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의하 다.

1) 랑스인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랑스인은 피부색과 인종과 계없이 랑스 국

을 소지한 사람으로 3년 이상 한국 통 신체활동에 참여한 자로 하 다.그리

고 과거 체류경험자 는 재 한국 체류자로 하 다.아울러 랑스 귀국 후

에도 여 히 한국 통 신체활동에 참여 는 유지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2)한국 통 신체활동 참여

본 연구에서의 한국 통 신체활동은 한국의 통무 , 통무용, 통놀이,

통음악 등을 포함한다.한국 통 신체활동으로 포함될 수 있는 하 요소는

통무 (택견,태권도,선무도), 통무용(살풀이,승무,궁 무용 등), 통놀

이(사물놀이,농악,강강술래,탈춤 등)로 사용되었다.이와 함께 ‘참여’는 ‘자발

인 의지’를 가지고 활동하는 각 종목인 택견,태권도,선무도,한국무용 종목

들의 참여를 의미한다. 의 차원에서 한국 통 놀이도 본 연구의 ‘참여’활

동에 포함하 다.

3)한류

한류와 련해서 아직까지 국내의 여러 학문에서 검증을 받고 있는 단계이

므로,본 논문에서의 한류는 보편 인 해외에서 한국문화의 인기를 일컫는 사

회 상 의 차원에서 사용되었다.한류는 기존한류와 신한류로 구분될 수 있으

며,기존한류는 1999년 즈음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로 국 동남아 지

역에서 유행하는 한국 문화 열풍을 의미를 갖고 있다.신한류의 개념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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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한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나,기존한류와는 지리 으로 더 넓은 지역으로

확장되어 랑스 외 다수의 유럽국가에서 나타나는 ‘한국문화의 인기’로 정의

하 다.

6.연구의 제한

첫째,본 연구를 한국 통체육에 참여하는 모든 랑스인에게 일반화 하는

데 한계가 있다.질 연구의 목 은 일반화가 아닌 특정 상을 선정하여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해서 연구의 결과를 실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다.이에 따

라 본 연구에서 진행된 한국 통 신체활동 지도자 문가로 구성된 랑

스인의 참여활동에 한 본 논문의 결과를 보 수련생 는 여타 외국인들에

게 확 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랑스인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한 특성상 언어의 제약이 있었다.면

담시 사용한 언어는 (1) 랑스어 (2) 어 (3)한국어 순이었으며,주제 설명

이 용이성과 주제 상황에 따라 연구 참여자가 수용하기 쉬운 언어로 자연스럽

게 단하여 화를 이끌어 나갔다.그 지만 질문지는 한국어, 어, 랑스어

순으로 작성하 다.녹취록 사 시 되도록 연구 참여자가 사용한 언어 그 로

기록하 지만,녹취록 분석에서 수반되는 2차 번역에서 한국어 오역이 수반될

수 있다.이 경우 연구 참여자들과 재차 검토를 시도 하 으며,면담 내용의

의미를 독자에게 명료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는 표시를,해석이

모호한 단어들은 ‘()’안에 어나 랑스어로 인용문 에 표기하 다.

셋째, 통 인 지조사 방법이 장시간 동안 장 속에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와의 긴 한 계를 통에 연구가 진행되지만,본 연구는 1차례 랑스

방문을 통해 2명의 연구 참여자와 지에서 심층면담만 진행되어 통 인

지조사 방법과는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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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 배경

1.문화 이론

문화 인류학과 문화 지리학,문화 는 독일의 인류학자인 로베니우스

(LeoFrobenius,1897)에 의해 처음 개념화되었다.문화 란 한 사회의 문

화요소들이 다른 사회로 해져서 그 사회의 문화과정에 정착되는 상을 말

한다(김종균,2004).문화 의 실질은 사상, 념,경험,기술과 다른 문화 특

징으로 하여 한 사회로부터 다른 한 사회로 하는 것이고,한 곳에서 다른

한 곳으로 하는 과정이다.문화 는 외래문화의 향을 받는 문화교류를

통해 이 진다.

문화변동으로는 한문화가 다른 문화와 장시간 동안 하여 한쪽 는 양

쪽의 문화가 변하는 ‘문화 변(acculturation)’이 있다.문화인류학자와 사회학

자들은 다른 문화와 한 뒤 그 문화를 흡수하여 자신의 문화로 개조하는

(acculturation)것을 문화 변용이라고 부른다.이보다 넓은 개념으로 문화

으로 생기는 모든 종류의 문화모방,문화차용,문화 (culturediffusion)를 포

함하고,두 문화가 하여 타문화에 한 동화와 반발의 과정을 거치면서 새

로운 제3의 문화가 형성되는 ‘문화변형(transculturation)’등이 있다.이러한 문

화의 가변 특성에 비추어 볼 때,정보화,세계화가 속하게 진행되고 해외

여행의 확 로 타문화와의 이 빈번해진 사회에서는 문화변동의 속도

가 가속화되고 그 폭 한 확 될 것으로 망된다.1)

문화 의 경로는 의 종류에 따라 직 ,간 ,자극 로 분

류된다(참조.그림.6).직 는 두 문화체제 사이의 직 인 에 의한

로 이민,선교활동,식민, 쟁,교역 등을 통하여 새 물질이나 지식이

달되는 것이다.간 는 매체인 라디오,텔 비 ,신문,인터넷 등의

매개체로 통한 정보,사상, 념 등의 로,선교사,무역 개인,교육자,여

행자 등에 의해서 받아들여진다.자극 는 문화요소의 가 발명을 자극한

1)김복수 외 4명(2003).「문화의 세기,한국의 문화정책」,한국정신 문화연구원,보고사.p.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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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문화의 구체 인 내용이 해지지 않고 일반 인 개념만 되어 발

명을 자극하는 것이다(김 석,2008:219).

그림.6.문화의 경로( 시)

※자료 출처:『세계 문화 교류의 이해와 비 』 (한승덕,2010)

문화변용은 한 문화권에서 다른 문화권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새로운 문화

에 응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이문화에 체류하는 인구수가

증함에 따라 이와 같은 문화변용에 한 연구들은 국제결혼,해외취업 등의 이

주민들(권복순,2009;김 란,2007;박주회,정진경,2007;심인선,2007;최운

선,2007;최혜지,2009)뿐 아니라 유학생들 상(김선남,2007;이수범,김동우,

2009;최 해,2008)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 간 이동민들은 이동의 기에는 그들의 고유한 문화와 거주국의 이질

인 문화가 충돌하여 어려움을 겪지만 문화간 커뮤니 이션 과정을 거쳐

차 거주국 문화에 응하여 동화된다(Gudykunst,2002).문화 변용 과정은 언

어의 습득뿐 아니라 의식주 습 , 문화 소비행태,자문화 타문화 사람

들과의 소통 빈도 등의 변화를 동반하는데(Berry,2003;Birman,1998;Marin,

Sabogal,Marin,Otero-Sabogal& Perez-Stable,1987;Zimmeman,1995),그

기 때문에 문화변용 정도는 거주문화권의 구성원 문화,언어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과 얼마나 친숙해지는가에 달려 있다(Birman,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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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주와 회(1997)에 따르면,이러한 요인들은 크게 커뮤니 이션 요인

과 인구사회학 배경 요인으로 분류하여 살펴볼 수 있다.커뮤니 이션 요인

은 지인들과의 교류와 같은 인 채 ,그리고 TV,신문 등과 같은 미디어

채 이 있으며,인구사회학 배경 요인으로는 개인의 의사소통 능력과 해당

국가에 거주한 기간,해당 국가에서 받은 교육의 정도 등이 있다.이는 개인의

문화변용 과정이 거주 국가의 언어 능력 취득과 함께 가치와 습,문화 등을

이해하기 한 문화간 커뮤니 이션능력(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ICC)을 갖춤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2)

2.한국 통 신체활동 소개

에드워드 쉴즈는 통을 시간 배경 에 정치 ,경제 ,사회 , 술

등의 문화 배경이 첩된 삶의 역사로 보았다.그리고 ‘의로 문화유산을

뜻하며 주 인 가치 단에 의해 악되어 승된 것’이라고 풀이하 다.송

수남(1988:26)은 통이 집단 주체 개념이므로 개인의 창조물이라도 이는

집단 ·주체 의식과도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 다.따

라서 통문화의 계승은 역사 의식과 시 의식에 의한 자주 비 정신

을 통한 창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 다. 한,나 일 등(2001:307)은

통의 구분은 ‘변화,지속성,고유성, 재성’의 네 가지 속성을 지녀야 하며,

통무 의 경우에는 ‘이론화,체계화, 기반’등이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고 하 다.

통이란 기본 으로 과거로부터 재로 해 내려오거나 물려받은 것으로 유

산(traditum)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략)...통의 결정 인 기 은 인간행동에 의

해 창조되었고,사상과 상상력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한 세 에서 다른 세 로

래되어 왔다는 것뿐이다.(에드워드,1992;재인용,24-25)

통무 라 함은 국내에서 자생하여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

2)재인용,박민지(2012).재한 외국인의 소셜미디어 이용이 문화변용에 미치는 향:문화간 커

뮤니 이션능력(ICC)을 매개변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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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독창 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 공법·기법,격투 체계로서

국가 차원에서 진흥할 통 ,문화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무 를 말한

다(이경명,2011).한국 통무용은 무용가 자신의 몸체의 움직임에 의하여 계승

되어 온 것3)으로 이를 나 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첫째,춤을 추어온

신분과 장소에 따른 분류로서 궁 무용(정재)과 민간무용(민속무용)이 있다.

둘째,춤의 유형 형태에 의한 분류로서 궁 무용,민속무용,의식무용,신무

용 등이 있다(성경린,1984).큰 범주로 한국 통 신체활동이란,신체단련을

통해 이 지는 활동을 범주로 통무 , 통놀이, 통음악(가무악 형태),근

스포츠(태권도),한국 통무용 등의 한국과 련된 통 신체활동으로 구분

할 수 있으므로 앞서 나열한 것들을 모두 본 연구의 조사 상에 포함하 음을

밝힌다.

한국 통 신체활동(KTPA;KoreanTraditionalPhysicalActivities)은 장

구한 역사 속에서 자문화와 외래문화의 교류를 통해 발 과 변용을 거듭해 온

것부터 비교 근 에 만들어진 신체활동( ,태권도)까지 모두 포함한다.그러

나 그 원류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근간으로 하여 그 신체활동에는 한국인의 정

신과 기술이 농축되어 있어야 한다.한민족의 정체성은 한국에서 발 된 세속

종교,가무악(笳舞惡),‘한’의 정신,풍습, 법 등의 요소가 부분 으로 용해되

어 있어 여타 동양의 움직임과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그리고 ‘신체활동’에는

‘sport’의 의미를 의 으로 포함하나 통 인 요소가 담겨 있어야 한다.본 연

구에서는 한국 통 신체활동을 세부 으로는 통무 (택견,태권도,선무도),

통무용(살풀이,승무,궁 무용 등), 통놀이(사물놀이,농악,강강술래,탈춤

등)로 구분하여 사용하 다.

1)택견

택견 는 태껸은 한국의 통 민속놀이,무 이다.독특한 리듬으로 스텝

을 밟으며 다리걸기,발차기,던지기 등으로 공격한다. 한민국의 요무형문

화재 제76호로 등록되어있으며4),문화재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체육 을 도장

이 아니라 「 수 (傳修館)」이라고 부른다.2011년 11월 28일,택견은 세계

3)황경숙(2000).「한국 통무용가의 무용경험에 한 민속지학 근」,p.11.
4)문화재청: 요무형문화재 제76호,명칭:택견,지정:1983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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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 가운데 최 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5) 재까지

택견에 한 가장 오래된 문헌은,만물보(萬物譜,조선정조,이성지)이다.이 책

은 삼재만물의 옛 이름과 우리나라 역 의 제도와 문물의 이름을 기록하고 이

름마다 일일이 설명을 제시하 으며,특히 간간이 한 로 풀이되어있다.재물

보(才物譜)라고도 하는 이 책은 오늘날의 백과사 과 유사한 성격의 것인데 재

물보 기희조(技戱條)에 『卞 手搏爲卞 角力爲武 若今之 탁견』다음과 같은 기

록이 있다.이것을 풀이하면,“변”,수박을 변이라고 힘을 겨룸을 무라 하는데

지 의 탁견이다.

그림.7.『코리언 게임즈』,HTAIK-KYEN-HA-KI(택견하기)

※자료 출처:스튜어트 콜린 (1895),p.39.

서양에서 택견 종목이 알려지게 된 정확한 시기는 밟 있지 않지만,서양

인들이 택견 종목에 해 기록한 자료는 1895년 스튜어트 콜린의 『Korean

Games』와 『한불  뎐』이 존재한다(참조. 그림. 7). 택견은 ‘택견하기

(Htaik-kyen-ha-ki)’라는 국어의 명사 표 으로 랑스 통 복싱인 ‘사바트

(Savate[savat])’6)와 견주어 소개되었다. 랑스의 사바트 명칭을 함께 소개했

던 이유를 추측해보건 ,두 종목이 하체를 이용하여 ‘발차기’를 주의 신체활

5)SBS뉴스,「쿵후 제쳤다…무 최 인류무형유산」2011년 11월 28일 자.
6)Savate의 불어 발음은 ‘사바트’[savat])이며, 통복싱 스포츠로 19세기 갑자기 등장하

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그 기원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지며(Loudcher,2001:168),

에 이르면서 랑스식 킥 복싱으로 boxefrançaise로 더 잘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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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기 때문일 것이다.서양인에게 택견은 한국의 낯선 놀이 기 때문에 1895

년 당시 존재했던 사바트와 유사하게 인식하 던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8.『한불  』 HTAIK-KYEN-HA-TA(택견하다),P,510

※자료 출처:택견 랑스 홈페이지

의 자료는 1880년 리외방선교회 한국선교단7)이『한불  韓佛字典

DICTIONNAIRECOREEN-FRANCAIS』에 택견에 해 기록한 내용이다.이들은 택

견을 ‘택견하다’라는 동사형으로 기록하 고,그 해석을 살펴보면 ‘택견하기’는

아이들의 놀이로 다리와 팔로 상 방과 겨루는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바닥을

차다(battredelasemelle)”처럼 기술 형식에 한 해석도 내용에 포함되었

다.그리고 “사바트하다(jouerdelasavate)”와 같이 지필 되었을 당시 랑스

의 통복싱인 사바트 종목을 견주어 택견을 이해하고자하는 당시 자의 의

식이 의 자료에 드러나 있었다.

택견의 해외 에 한 활동 기록은 “1996년 미국,캐나다,멕시코,일본

등 여러 국가에 해외시연단체를 견하 고,1999년 랑스에도 처음으로 소개

되자 한국 언론에서는 세계 문명변화에 맞는 ‘상생공 (相生共榮)의 철학’을 가

진 택견이 크게 주목받을 것이라고 보도하며 기 하 다”는 보도 자료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을 뿐이다.8)이후 랑스에 택견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은

7) 자는 다수로 리외방선교회한국선교사들(LesMissionairesdeCoree·delaSocietedes

MissionsetrangeresdeParis)이다.『한불  』은 병인교난(1866)때 우리 나라를 탈출한

리델(Felix-ClairRidel)주교가 서울출신의 독실한 신도 최지 (崔智 )의 도움을 받아 만주

짜코우(岔溝)에서 편찬한 것인데 그 원고를 일본으로 가져가서 1880년 출 한 것이다.『한불

  』 (한국민족문화 백과,한국학 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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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택견본부(Taekkyon France etde l’association Centre Français du

Takkyon)가 2010년도에 조직되면서부터이다. 창기 랑스 택견은 세박과 기

백을 통해 ‘통무 ’,‘민속놀이 택견’이라는 수식어를 통해 2010 랑스택견본

부(TaekkyonFranceetdel’associationCentreFrançaisduTaekkyon)가 세

워지면서 태동하 다.이 태동기에 세박을 통해 랑크가 택견을 하게 되지

만,이들은 서로 다른 단체의 택견 수련을 추구하게 되면서 2014년 재까지

랑스에 한택견연맹과 통택견 연맹이 별개의 단체로 존립하게 되었다.

2)태권도

태권도(跆拳道)는 빠른 속도와 강함을 겸비한 발차기 기술을 근간으로 하는

한민국에서 만들어진 무술로, 한민국의 국기이다. 재 세계 역에서 많

은 사람이 수련하고 있다.해방 직후 표 인 인물로서 이원국의 청도권,노

병직의 송무 ,윤병인의 YMCA권보도장(후에 창무 ), 상섭의 연무 (후에

지도 ),황기의 무덕 등 근 무술의 모체가 된 5 가 모두 일본에서 무술을

배운 사람들이 해방 ·후 귀국하여 가르치기 시작한 데서 비롯한 것이다.9)세

계화의 추진과 더불어,1962년 6월 28일 한체육회의 경기단체로서 한태수

도 회가 가입되고,1963년 10월 24일 태수도가 국체육 회에 시범종목으로

참가하게 된다.1964년 9월 3일, 한태수도 회가 한태권도 회(Korea

TaekwondoAssociation;KTA)로 개명되었고,1972년 11월 30일에는 국기원

이 공되었다.1973년 5월 25일 제1회 세계태권도 선수권 회가 열리고,이어

5월 30일에는 세계태권도연맹(WorldTaewondoFederation;WTF)이 결정되

었다.1975년 10월 5일에는 WTF가 국제경기연맹(GeneralAssemble of

InternationalSportsFederations;GAISF)에 가입하면서,일본 가라테를 제압

하며 성공한다.

태권도는 1988년 서울올림픽 시범경기를 시작으로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후 세계 206개국,8,000만 명 이상의 수련생을 확보하

고 있는 세계인의 스포츠로 자리 잡았다(세계태권도연맹,2011).이후 2004년

8) (재)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2013). 「택견을 사랑하는 랑스인의 외로운 투쟁」 출처:

http://m.kofice.or.kr/
9)강경화(2006).「 태권도의 정체성 고찰 –한국 무 의 역사,문화를 심으로-」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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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테네올림픽,2008년 북경올림픽,2012년 런던올림픽까지 4회 연속 올림픽 정

식종목으로 채택됨으로써 무도스포츠10)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하 다.

오늘날 세계 태권도 인구의 황은 WTF11)산하 204개국,8,000만 명 이상

의 수련생을 확보하면서,세계인의 스포츠로 자리 잡았다(세계태권도연맹,

2013). 랑스태권도 회는 1975년에 유럽태권도연맹(European Taekwondo

Union)에 가입하 으며,법 조항 1901에 의거하여 국가 승인 임을 받고

있다. 랑스의 토 내 존재하는 태권도장은 공공을 한 서비스 행과 련

하여 스포츠, 산 행정,소송, 임 자체의 내용,교육 방법이 정의되어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졸업식을 구성하도록 명시되었다. 한, 용

구조를 통해 모집하여야 하며,높은 수 의 경쟁 교육을 보장하고 있다. 랑

스태권도 회에서는 모든 기 국가에서 태권도의 개발에 참여하고자 하는

트 를 담당한다. 랑스 내 태권도 수련자는 88서울 올림픽 이 불과

24.000명이었지만,이후 36,000명의 수련생이 늘어나 재는 50,000명이 참여하

고 있다.

3)선무도

선무도는-불교무술,승가무술-몸과 마음,호흡의 조화를 통해 깨달음을 얻

는 통 인 불가의 수행법을 계승한 것으로,한국불교의 표 인 통무 의

하나로서도 리 인식되고 있다.선무도의 유래는 한국의 불교 래와 호국사

상,화랑도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선무도의 사상과 화랑도는 호국불교의 동

력이 되었는데,화랑도 정신은 세속오계로 유명한 원 법사(遠光法嗣)로부터

그 뿌리를 내렸다.사기(史記)에 의하면 화랑집단에는 약간의 승려들과 화랑을

따르는 낭도로 구성되어 있는데,이들은 3년 동안의 수련기간을 통해 주로 경

주 인근의 남산과 함월산, 강산,지리산,등 명산을 찾아 자연과 하며 국토

에 한 애착심과 호연지기를 익히며 교양과 무 를 수련하 다고 하고 있

다12).오늘날 선무도는 청호당 양익 사(1934-2006)가 1971년에 범어사에서 불

10)무도스포츠:태권도는 한국 고유의 통 무도이자 스포츠(국기원)
11) 륙별로 보면 아시아,43개국,아 리카 49개국,유럽 49개국,팬아 리카 44개국,오세

아니아 19개국으로 2013년 4월 재 기 이다.

참조.http://www.wtf.org/wtf_eng/site/about_wtf/intr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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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수행무술을 복원하면서,불교 강 (佛敎金剛靈觀)이라 명명하고,연수

원인 강승문(大金剛乘門)에서 수하면서 시작되었다.선무도는 최근 들어

경북지역의 표 인 상품인 템 스테이의 인기콘텐츠로 부상하 다.경

주 골굴사의 선무도 체험의 경우는 태권도 등 무 단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경주 기림사는 한국 공사 리지사와의 의로 유럽 배낭여행

객 유치활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북일보,2010년 5월 1

일 자).최근 선무도는 템 스테이의 인기에 힘입어 불교를 표하는 한국

통무 로 인식되면서 많은 외국인의 심을 받고 있다.한편 랑스에 선무도

를 보 한 코는 1983년 처음 선무도를 하 다.그가 랑스에 선무도 회

를 설립하기까지는 15년이란 시간이 흐른 뒤에야 1998년 마침내 툴루즈에 정

식으로 설립되었다. 재 랑스 심으로 진출하여 최근에는 독일에서도 선무

도 수련원이 개설되면서 총 14군데에서 선무도를 배울 수 있다.

4)한국 통무용

한국 통무용은 크게 궁 무용,의식무용,민속무용으로 구분된다.

궁 무용의 특징을 볼 때,정재(呈才)는 주로 궁정을 심으로 발 ,계승된

춤이다.춤을 추는 처음과 끝에 춤의 내용을 노래로 설명한다.궁 무용은 담

당하고 유유한 장단의 흐름과 함께 춤가락이 우아하고 선이 고와 실을 월

한 것처럼 신비스러운 멋을 다. 한,의상이 란하며 옷의 색깔과 춤의 구

성의 기본은 음양오행설 등 동양사상에 기 를 두고 있다.

의식무용은 의식 차와 음악에 따라 손에 들고 추는 무구가 달라지며,개

인의 감정이나 개성 인 표 이 억제되고 있다.한편 민속무용은 민간에 의해

서 해 오는 춤으로 개인이나 집단 는 락 단 로 각각의 특징을 갖고 있

다.역사 인 기원에 있어서 작가와 발생된 연 가 미상인 경우가 많다.

민속무용에 담긴 내용은 주로 평민 계 의 단순하고 소박한 생활 감정을

표 하고 있다.무용의 생성과정과 발 과정이 민 의 정서를 반 하는 까닭에

무용의 내용이 실 풍자 이고 해학 인 것이 많다.무용의 기교나 움직임의

행태에 있어 지방색이 짙으며 개성이 종류는 농악무(農 舞),승무(僧舞),강강

12)김보람(2010).「종교문화원형 활용콘텐츠 기획에 한 연구 선무도를 심으로」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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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래,한량무(閑良舞),남무(男舞),살풀이춤,무당춤,무동춤 장고춤,소고춤 등

이 있다.

랑스에서 한국 통무용의 와 련된 보고는 리와 리근교(Ilede

France)에서 열리는 랑스 상상축제(Festivaldel’Imaginaire)와 리 가을축

제(Festivald’AutumnàParis)가 있다. 랑스 세계문화의 집이 주최하는 상

상축제는 비단 ‘통’이라 불리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감각을 살린 음

악,무용,연극,의식 등의 다양한 세계의 은 술가와 거장들을 매년 청하

고 있다. 리 가을축제는 한국을 주빈국으로 청받아 한국의 국립국악원이

민속무용, 소리,사물놀이, 동굿,꼭두각시,하회탈춤,한국 화제 등 10개

분야에서 술인 160여 명이 출연해 60여 회의 공연, 시회,시사회를 가진

바 있다.13)

3. 랑스와 문화·외교 계 변화

랑스는 나폴 옹 이후,자유,평등,박애를 주장하는 명을 통해 유럽

의 심국가로 거듭 태어났다.1836년에는 3명의 랑스인 선교사들이 조선에

처음으로 발을 디뎠지만 이들은 3년 뒤인 1839년의 ‘기해박해’로 인해 순교했

다.이에 랑스는 1846년 함 를 보내 조선 정부에 항의하는 한편 통상조약을

체결하고자 했지만,목 을 달성하지 못했다. 원군은 랑스와의 동맹 체결

을 포기하고 천주교를 탄압했고,그 결과 1866년 수천 명의 천주교 신도와 12

명 9명의 랑스 신부를 처형당한 ‘병인박해’가 발생하자, 랑스가 자국인

의 인명손실에 한 항의와 보복으로 강화도에 침공하여 병인양요를 일으킨다.

랑스는 서울 령을 목표로 1866년 군함과 해군이 견해 ‘병인양요’사건을

도발하 고,이를 계기로 조선은 랑스와 수교하기 까지 계를 유지했

다.당시 랑스 해군은 강화도궁 내에 있던 다량의 은괴와 외규장각에 보 되

어 있던 의궤 189종과 340여 책과 기타 자료 등을 약탈하 다.14)

13)김 희(2014).「한국의 무형문화유산 보 과 활용」 p.258-259를 참고하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4)박병선(2013).『 랑스인이 기록한 병인양요 1866병인년, 랑스가 조선을 침노하다』

정부와 학계가 끊임없이 반환운동을 벌여 1993년에 1권이 먼 돌아오고 2011년에 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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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는 종교문제로 갈등을 겪던 1886년 조선과 수교했고,1888년 조선

에 외교사 을 견을 시작으로 한국과 랑스 간에 우호통상조약이 체결되었

다.당시 최 의 공식 표 자격으로 빅토르 콜랭 드 랑시(Vitorcollinde

Plancy)가 서울에 부임하 다.이후 을사조약 체결로 1906년에 외교 계가

단되었다가 1945년에 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재수교하 다.이와 같은 맥락

으로 한국과 랑스는 120주년이 넘는 수교의 역사를 맺었지만,한국 쟁

(1950-53)이 까지 양국은 별다른 외교의 흔 을 찾아볼 수 없었다.15)당시

랑스와 한국의 단 된 외교상황은 Oliver- Lacamp의 서『lepay de

matincalme:Coréed’hieretd’aujourd’hui』(1977)에서 명시된 부분을 통해서

더욱 명확해진다.

이웃국가인 국ㆍ일본과는 달리 1945년 복 이 까지도 고립된 국가로,1950

년 6·25 쟁 발발 까지도 랑스의 소수의 문가, 진 도양학자(amateurs

éclairésdeextrême-orient)를 제외하곤 “한국이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조차”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한반도는 세계 의 시작부터

일본 식민시 말기까지 장작 35년의 일제 지배의 상황에서 진정한 암 (véritable

black-out)을 경험하게 되었다.

“lepaydumatincalme-조용한 아침의 나라” 는 “lepayinconnu-알려

지지 않은 나라”는 한 나라를 표하는 수식표 으로 다소 소극 이고 부정

인 표 이 사용되었음을 통해서 한동안 세계 속에 한국이란 단어조차 존재하

지 않은듯했다. 와 같은 수식 표 은 랑스인들이 동양을 바라보는 시각 즉

오리엔탈리즘 성향에서 비롯하 는데,「1860~1890년 랑스 오리엔탈리즘 회

화」에서 19세기 랑스에서 그려진 오리엔탈리즘 회화가 랑스와 식민지

계에 따라 달라지는 미묘한 차이 을 보이고 있다고 논의하 다.베일에 싸인

장각 의궤 297권이 145년 만에 고국의 품으로 돌아왔다.그러나 임 방식으로 돌아온 것

이어서 완 히 되찾기 해서는 꾸 한 심과 노력이 필요하다.p.133.
15)양국의 국교 수립은 1886년 당시 조선(1892-1910)의 한성 윤 김만식과 랑스 권

표 조르주 코고르당 간에 서울에서 체결되었다.인 교류는 몇몇 개인 을 제외하

면 6·25가 그 시발 이었으며,유엔 평화유지군에 소속된 천여 명의 랑스 지원병을 포

함하여 총 3천 2백여 명의 랑스 지원병들이 한국에 병되면서 역사상 최 로 양국 간

다수의 랑스인과 한국인을 만나게 되었다. 주한- 랑스 사 -역사편 참조, 출처:

http://www.ambafrance-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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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에 한 왜곡된 이미지,동양에 한 폄하,그리고 이러한 동양의 이미지

를 통해 서양이 추구하는 다른 가치를 표출하고자 하는 오리엔탈리즘의 모

습으로 결론지었다.

한편 한국과 랑스의 체육과 스포츠의 역사 상호 계에 해 밝 진 학

술 문헌의 부족으로 단편 인 사건에 의존하여 소개할 수밖에 없다.일반 으

로 우리나라에 스포츠가 유입된 시기를 두고 1884년 갑오경장 후로 구분 짖

고 있으므로,양국 간의 체육교류도 조선의 문호가 개방된 그 시기를 크게 벗

어나지 않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미흡하나마 축구의 도입과정과 련된 아래

의 자료를 보면 랑스인에 의해 축구가 도입되었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랑스인 교사인 마텔의 지도로 치러진 랑스어학교의 운동회

에서 축구경기를 가진 것이 우리나라 최 의 축구경기 다는 기록이 있다.

축구도입과 련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엇갈리지만 1905년 외국어학교의 외국

인 교사가 소개한 것으로 해지고 있다.1906년 3월 11일 조직된 한체육구락부가

우리나라 최 의 축구 으로 꼽히고 있다.같은 해 5월 4일 동소문 밖 구사에서

랑스인 교사 마텔의 지도 아래 치러진 랑스어학교 운동회에서 축구경기를 가진

것이 우리나라 최 의 축구경기 다고 한다.

그 뒤 축구는 우리 국민성에 잘 맞아서인지 각 학교,사회 체육 단체,친목

단체 등이 자주 경기를 갖게 다고 하고 있다.16)1894년 갑오경장(甲午更

張)직후 랑스의 쿠베르탕17)에 의해 1896년 근 올림픽이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에서 부활하고,1930년 우루과이에서 제1회 월드컵이 개최된다.앞서 열

거한 두 스포츠이벤트의 공통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랑스인에 의

해 창립되었다는 이며 둘째, 재 세계인들로부터 폭발 인 인기와 지지

를 얻고 있다는 데 있다.양국의 체육교류는 근 올림픽의 출 을 시작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가설은 자료의 부족으로 추정에서 그칠 수밖에 없다.한

국은 복 직후 1946년 런던올림픽을 통해 올림픽에 첫 출 하 으며,LA올림

픽(1982)에 출 한 김은배,권태하 등의 선수들에 의해 ‘스포츠’,‘아마추어리즘’

처럼 서양에서 발달한 용어와 이념들이 유입이 가능했을 것이다.

16) 한체육회 90년사(2009).p.17.
17) 1896년 근 올림픽(les jeux olympique)은 랑스의 쿠베르탕(Baron de Pierre de

Coubertin)남작이 세계 “평화의 제 ”을 이룩하고자 하는 취지를 바탕으로 재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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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리즘 한 랑스의 체육문화의 한 부분임을 염두 해 본다면,간

으로라도 랑스인이 창립한 올림픽을 통해 그 당시 한국체육의 발 을 도

모하는 데 직·간 인 향을 주었을 것이다.훗날 한민국은 88서울올림픽

의 개최를 통해서 정치,경제,사회,문화 성장을 거두기 시작하여 2002한ㆍ

일 월드컵과 같은 형 메가 이벤트를 성공 으로 치르면서,우리나라를

세계에 리 알리게 되었다.이와 함께 동남아시아에서 형성된 한류 상은 최

근 몇 년 사이 서방세계(고정민,2009;류은 ,2011;방정배,2007)로까지 확장

되면서 2000년 를 들어서면서는 랑스와도 활발한 교류가 진행되고 있다.

양국의 외교 계는 2004년을 시작으로 포 동반자 계18)를 채결하면서

정치,경제,문화,과학,교육 반에 걸쳐 폭넓은 변 의 길에 한 발짝 들어섰

다.2006년은 한국과 랑스수교 120주년을 맞이하여 랑스뿐만 아니라 한국

에서도 술,문화 분야와 과학 첨단기술 분야에서 다양한 문화외교 행사들

이 개최되면서 일반 국민들도 상 국에 해 더 많이 알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2010년 11월 12일 사르코지(NicolasSarkozy) 랑스 통령의 한

국방문과 이명박 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양국 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었다.두 나라의 과거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문화 풍부함과 다양성은 양

국 계의 재와 미래의 발 을 해 성공의 조건이 될 것으로 망한다.

2012년 5월 랑수와 올랑드 신임 통령 취임 후 한불 외교 장 은 2012년 6

월 G20정상회의가 열린 로스 카보스에서 회담을 가졌으며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 9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리라 화’)에 참석한 양국 국방장 은 지속 인

력을 약속하 다.

유럽순방에 오른 박근혜 통령은 2014년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첫 번째

국가로 랑스를 공식 방문하 다.11월 4일 엘리제궁에서 랑수와 올랑드

통령과 정상회담 오찬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정치 경제 분야에서의 력 방

안 국제 문제에 한 의견을 교환하 다. 한 장 마크 애호 총리가 주최하

는 만찬에 참석하 다.박근혜 통령은 랑스 기업연합회에서 열린 한불 경

제인 간담회에 참석해 랑스어로 기조연설을 하 다.1974년 그르노블에서 수

학한 이후 랑스를 다시 찾게 되어 남다른 감회를 여러 차례 표 하 다.19)

18)2004년 한국과 랑스 간 “21세기를 한 포 동반자 계”가 수립되면서 양국은 더

욱 우호 력 계로 새롭게 발돋움하 음을 의미한다. 와 같은 사이트.
19)주한- 랑스 사 (2014).역사편,출처:http://www.ambafrance-kr.org/%EC%97%AD%EC%82%AC,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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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의 동반자 계는 문화다양성을 토 로 하는 문화,과학 기술 력의

강화를 포함하고 있다.이것은 학 연구 분야에서의 교류뿐만 아니라 문화

술 시청각 분야에서의 교류를 바탕으로 한다.특별히 앞으로 몇 년간 야

심 찬 력들이 비되고 있으며,실제로 2015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상

호교류 행사인 ‘랑스 속의 한국’,‘한국 속의 랑스’가 열리게 된다.이 행사

들은 문화ㆍ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ㆍ정치 분야에서의 양국 간 교류의 풍

성함을 보여 기회가 될 것이다.20)

4. 랑스인들의 한국문화 인식의 변화

본 에서는 조선 기 랑스와 조선과의 계에 있어 당시 랑스인들이

한국문화에 한 인식이 어떠하 는지 서술하고자 한다. 랑스인들의 조선에

한 인식은 체로 과거 부정 인 견해에서 로 오면서 차츰 정 인 견

해로 변화해가는 흐름을 읽을 수 있었다.과거 랑스인들이 인식하는 조선,

조선인,조선의 문화에 한 문헌은 역사 사료로 매우 의미가 있다고 평가될

수 있는데,이는 과거 랑스인들의 견해를 본 논문의 연구 참여자들에게 실시

한 심층면담질문 에서 ‘재 랑스인들이 인식하는 한국,한국인,한국문화

(한국 통 신체활동) 련 내용과 함께 비교하여 해석해 으로써,주체 인

평가에만 의존하기보다,외부인 즉 타자가 평가하고 바라본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통해 객 인 입장에서 재의 한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조선에 한 인식 연구는 일 이 한국을 방문한 랑스 선교사,학자,탐험

가,외교 ,군인들이 남긴 개인 작물 분석을 통해 다수 이 졌다.특히 다블

뤼(1818-1866)주교21)가 남긴 작물로 한국의 역사 소개 로 구성된 『Notes

pourl’Introduction à l’histoiredeCorée』가 있어,홍이섭(1958)과 조 범

20)주한- 랑스문화원(2013). 와 같은 사이트.
21)이유진(2011)은 다블뤼가 15년이나 되는 오랜 세월 동안 조선에서 살며 견문과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쌓은 뒤에 을 남겼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 비교해서 오류가 을

것이라 참작하여 자주 인용되고 있다고 언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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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이 그의 작물을 번역 연구하여 그 당시 서양인들이 가졌던 한국에

한 역사를 어떻게 인식하 는지 엿볼 수 있었다. 한,사회ㆍ문화ㆍ종교 활

동에 한 연구가 있다(노길명,1978;조 범,2002;정덕재,2005;한승억,

2005;이유진,2011).

선교 련 연구는 창기 랑스연구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이다. 랑스

인의 한국거주사 문헌에 따르면 1836년 최 의 랑스 선교사인 피에르 모방

(PierreMaubant)22)은 한국에 카톨릭 포교활동을 해 발을 들이게 되지만 카

톨릭교도학살이 거행되어 처형당하게 된다.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인과 랑스

인의 교섭이 일 음에도 불구하고 한ㆍ불 수교가 이행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19세기 엽 랑스선교사들의 조선 문화 은 가령 다

블뤼 주교가 ‘소리’에 특별한 애착을 가졌던 것으로 하며,“조선의 놀이

소리를 지칭하면서 이들의 놀이는 단순하면서 친 하기도 하지만 어린아이

와도 같은 그 무엇이 있다고 말한다.즉,단순하고 솔직한 만큼 가식이 없이

해학 인 즐거움을 가져다 다.”고 묘사하 다(조 범,2002:121;이유진,

2011:236). 소리에 해서 훌륭한 오락성을 갖고 있었다고 호평하고 있는

다블뤼의 한국놀이 문화에 한 인식23)을 통해서,당시 일부 서양의 선교사들

이 한국문화에 한 편린을 엿볼 수 있다.

한국에 한 이미지는 랑스인 함장으로 겪은 경험들을 수록하 던 것이

해지고 있다(Jouan,1866).요한의 서에 따르면, 랑스 함 가 강화도 침

략인 병인양요(1866)와 두 나라가 공식 인 외교 계로 맺어진 한·불통상우호

조약(1886),만국박람회(1900)등의 기록 등을 수록하고 있다.이를 통해 서양

인이 본 한국과 한국인,개화기 한국과 세계와의 상호이해는 어떠했는지 분석

하려고 시도하 다.이 밖에도 타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한국에 한 이미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여러 연구가 있다(백성 ㆍ이 우,1999;조 범,2002;오인

,2003).

22)조 범(2002).「19세기 엽 랑스 선교사들의 인식과 문명 」에는 PierreMaubant은

국을 거쳐 들어온 기 랑스 선교사로 “은둔의 나라”한국에 발을 들여 놓아서는 안

된다는 당시 외국인들에 한 기에 용감히 맞섰지만,결국 1839년,1849년 1866년 고문

당하거나 처형당했다.
23)다블뤼(Daveluy,MarieNicolasAntoine)의 작(Notes)을 통해서 소리와 함께 한바탕

어우러지는 춤과 오락의 여흥 문화에 해 제3자의 에서 당시 조선의 문화를 평가한

사료 가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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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외교 들처럼 기득권들 부분은 창기 한국인에 해서 미개인

(sauvage)이자 야만인(barbare)으로 묘사하면서 조선인의 개화 문명화가 필

요함을 언 하 다고 한다.그러나 병인양요 이후 한국에 한 호 인 정신

의 흔 을 발견하 다는 기록이 지 된다.군수품과 무기가 재되어 있어 서

울 령은 불가능할 뿐 아리나 무모한 시도이며,우리의 무기로는 맞설 수 없

다는 기록이 나온다.24) 한,인종학 에서 한국인을 묘사한 주베르의 기

록에서,키가 크고 건장하며 군인 같은 태도를 지니고 있다면서 실제로 무

(武官)의 모습을 17세기 랑스 근 병에 비유하기도 했다.25)19세기 한국

을 묘사한 여러 삽화에 나타나는 ‘활 쏘는 한국인’의 모습도 이러한 사실을 반

한 것이다.한국인의 이러한 민첩함은 산과 가까이 사는 습 때문이라고 그

들은 지 한다.

한국인들은 몽골족의 분 이다.그들은 타타르인(몽골)과 닮았고,일반 으로 크

고 아주 튼튼하다.그들의 민첩성은 매우 놀라운데,이는 그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산에서 같이 모여 뛰어다니면서 생겨난 듯하다.26)

한편 작가 로티는 왕궁에서 본 무희의 춤을 통해서 조선 이미지를 권태와

느림으로 이미지화하면서도 리듬감 있고 우아한 술에 한 느낌을 다음 인

용문에서와같이 역설 으로 묘사했다고 하 다(김성택:2010:109).

호랑이춤을 출 때와 마찬가지로,고함치는듯한 재미없는 음악에 맞추어 교태를

부리는 것같이 부자연스럽고 반복되는 느린 몸짓이 이어졌다.마치 인생의 한없는

권태를 표 하듯,신비로울 만큼 조용하며 지루한 춤을 우리 모두는 잘 구경했고,

음악을 들으며 약간 매료되기도 했다.이 모든 것에 우아함과 리듬, 술이 담겨 있

었다.27)

이후에도 이폴리트 랑댕을 비롯한 많은 랑스인은 한국인들의 신체

우수성과 용맹,나아가 이웃을 침략하는 담성을 ‘야만성’과 연 짓고 약탈자

로서의 이미지를 강조한다.그러므로 미개하거나 호 인 한국인의 ‘야만성’이

강조됨으로써 18세기 계몽주의 시 에 형성되었던 ‘동양의 자’이미지는

24)재인용,김성택 외 3명 (2010).『 랑스인의 에비친 한국』 p.103,원자료,H.Jouan,1871,p.212.
25)재인용, 와 같은 책,p.103.H.Zuber.(1871).p.185.
26)재인용, 와같은책,p.103.원자료,H.Zuber.(1873).「L’illustration」JournalUniversel,p.407.
27)재인용, 와 같은 책,p.109.원자료,P.Loti.(1905).『매화부인의 제3의 청춘기 ‘latroisième

jeunessedemadamePrune’』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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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그들의 기록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다.

이처럼 조선 기 한반도에 도착한 랑스인들은 부정 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지만,한국문화의 인식과 이해의 부족으로 낯설고 이질 인 문화로 받아들

을 것이란 해석이 지배 이다(김기원,2004). 한, 랑스인들이 보여 주었

던,다른 민족이나 문화에 한 서구인으로서의 우월감과 한국의 문화 가치

를 인정하는 모순을 통해 문명과 야만에 한 서구 사유의 이 성을 재확인

할 수 있다.이러한 모순된 인식의 양면성은 타자에 해 가지는 일반 인 인

식의 한계 이기도 하다(김성택,2010:114-115).근래 들어서는 랑스인 우베

르트(Hubert,2005)의 「ExpériencesvécusàBusan」 부산생활에 한 연구

가 있다.그는 부산에서의 거주 경험을 타자의 시선으로 다음과 같이 기술하

다.

lesadultesd’uncertainâge(plusde30ans...)aimentbeaucouplamontagne.les

beauxsentiersderadonnéesleursemblentréservésetonestétonnéd’ycroiser

desjeunes.J’aimemarcheretjesuishabituéàmepromenerdanslesAîpesqui

offrent d’innombrables possibilitées d’escapades pédestres…( 략)…c’est

véritablementun endroitoù on refaitle plein d’énergie naturelle.on aime

d’ailleursycriestrèsfort,cequinelaissepasdesurprendrelesétrangers!

인용문의 내용을 보면, 자인 우베르트가 한국문화를 비 보다는 옹호

에서 종교,여가,스포츠,한국 통문화( 소리,한국무용,한국음악

등)를 소개하고 있다. 한,한국인의 인 여가활동으로 등산을 기술하면

서 아직 한국인들에게 여가활동은 등산 이외 많은 활동이 보편화되지 않았다

고 자의 생각을 하 다.그 구체 인 사회 상으로 30세 즈음 많은 한국인

이 등산에 참여를 지 하며,한국의 등산 문화형성 요인을 국토의 80% 이상이

“비교 험 하지 않은 낮은 산”으로 구성된 지리 특징으로 보았다.그리고

보편 으로 동네마다 존재하는 크고 작은 동호회와 산악회에서 근거를 찾는

이 인상 이었다.

끝으로 자신의 개인 경험으로 랑스 알 스에서의 트 킹과 견주어보며,

등산에 있어 랑스인들보다 한국 사람들에게서 더 많은 참여가 있는 듯하다”

며 그 을 놀라운 듯이 진술한다.그는 한국인들은 한국의 등산 문화와 더불

어 한국의 통문화에도 심을 보이며, 소리,굿,한국무용에 해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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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신앙과 토속신앙이 어우러져 형성된 문화라고 언 하면서,흥미롭고 아름

답다고 서술하고 있다(Hubert.2012:283).그가 가진 한국에 한 시선은,조

선에서 살다 끝내 순교로 죽음을 맞이한 다블뤼 주교가 소리,한국 춤과 음

악에 해 가졌던,개인 인 심과도 일치하는 부분을 보이면서,과거 다블리

주교와 2005년 한국을 경험한 우베르트 사이의 존재하는 긴 시 의 차이

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단한 한국 통문화에 한 시각은 그

다지 많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 후반이 되면,한류 붐이 를 통해 미주,유럽 등지로 뻗어 나

가면서 랑스 내에도 K-pop열풍이 불기 시작한다.본 조사에서는 K-pop열

풍을 제3세 한류로 보고,이를 ‘신한류(lanouvellevaguecoréenne)’라는 용

어와 신(nouvelle)을 제외한 한류(lavaguecoréenne) 는 자 그 로 l’hallyu’

와 같이 쓰기도 한다.한류의 명칭은 이와 같이 다양하나 랑스사람들은 한류

(l’hallyu)나 한류(lavaguecoréenne)와는 상 없이 한국문화 그 자체를 인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랑스가 한류에 환호하게 된 배경은 한국의 국가 상

에 한 암묵 인정함과 동경에서 비롯한 환상이 자리하 기 때문이라고 한

다.특히 랑스와 같이 문화 자본이 뿌리 깊은 나라의 문화 상은 신화

속성 없이 결코 형성될 수 없다.

랑스에 존재하는 한류 마니아로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동호인 모임인 ‘코

리언 커넥션(Koreanconnection)’의 막심 (Maxiam Paquét)회장은 “아시

아와 한국의 역동 인 경제 발 이 오늘날 한국 콘텐츠가 성공하는 데 요한

몫을 하 다고 한다.이 단체는 2010년 4월 결성된 비 리단체 성격의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동호인 모임으로, 공식명칭은 ‘Association Korean

Connection’으로 지정하 고,이 단체의 목 을 한국문화에 한 지식과 정보

를 교류하고 다양한 한국문화 련 행사를 주 하는 데 두었다.그간 이 단체

는 한국문화축제, 통한복패션쇼,한국문화여름캠 등을 개최하 고,한국

화ㆍ드라마 상연토론회,K-pop 스교실 등을 운 하여왔다.2011년에는 ‘한국

문화 축제’를 주최하 으며,K-pop 리공연을 후원하 다.28)만일 한국의 다

른 조건들이 지 과 같아도 경제가 발 하지 않았다면 K-pop에 한 인식은

분명 달라졌을 것이며,지 처럼 성공을 거두지도 못했을 것”29)이라고 분석하

28)코리안커넥션 사이트,출처:www.koreanconnection.org/
29)국가 랜드 원회(2011).『HallyuinEurope』,『소 트 워가 국가 랜드 경쟁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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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물론,이 환상이 원형 있는 신화를 구 하며 랑스 문화의 한 층을 이

루게 될 것인지는 아직 단언할 수 없지만, 어도 시 에서 분명한 것은

랑스 한류의 기 에는 자국이나 일본과 달리 국제 으로 비상 일로에 있는 한

국에 한 동경과 환상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5.스포츠와 신체활동 참여의 의미

참여는 어떤 일에 끼어들어 계함을 뜻한다.반면에 비슷하게 쓰이지만 모

임이나 단체 는 일에 계하여 들어감을 뜻한다.참여의 일반 인 의미는

리 의사결정 과정에 한 향력의 행사를 목 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일컫

는다.특히 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에 해서 향을 미치는 것을 목 으로 한

일반시민의 활동을 가리켜 말하는 경우가 많다.30)이른바 ‘참여의 활성화’는 정

부에 한 시민의 의사 투입 감시 활동이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화에 한 구조이론과 개인 내면화 모델에 근거한 주요 연구들은,스

포츠 참여와 련해서 세 가지 요인으로,(1)개인의 능력,성격 그리고 자원,

(2)부모,형제자매,교사,교우,그리고 본받고 싶은 사람(rolemodel)등 주요

타자의 향 (3)개인 으로 만족스러운 스포츠 참여 기회의 유효성 등 의 요

인을 받는다(Coakley,2011:102).스포츠에 참여한다는 것은 자신의 의사에 의

해 게임이나 스포츠에 신체활동을 수단으로 하여 참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Spirduso,1994).참여 스포츠 형태를 경쟁 스포츠와 비경쟁 스포츠 형태로

나 수 있는데 첫째,경쟁 스포츠(competitivesports)는 같은 종목의 스포

츠라 하더라도 농구,축구,배드민턴,골 회와 같은 경쟁에 의식하고 공격

으로 하는 승리 지향 ·조직 스포츠로 정의한다.즉,참여함으로 수를 획

득할 수 있는 스포츠를 말한다.둘째,비경쟁 스포츠(recreationalsports)는

인라인,러닝 등과 같이 어떠한 경쟁에 한 부담감 없이 즐기면서 할 수 있으

며,스포츠에 참여함으로 수와 상 없이 자발 으로 함께 어울려 할 수 있는

다』,국가 랜드 국제 컨퍼런스 발표집.p.169.
30)참여 [participation,參 ],(21세기 정치학 사 ,2010.1.5.,한국사 연구사)

출처: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29677&cid=42140&categoryId=4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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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라 할 수 있다.31)이를 자율 활동 는 스포츠·비조직 스포츠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한국 통 신체활동에 포함하는 하 종목(택견,태권

도,선무도,한국 통무용 등)은 태권도를 제외하고 비경쟁 참여 신체활동

는 체육활동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스포츠 참여는 다양한 상과 련되어

이루어지는 사회 행동으로서 참여의 방법,참여 시간,참여 장소 등에 의해

참여 형태가 상이해지므로 스포츠의 여러 측면에서 세분화시켜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되어 왔다(임번장,1987).스포츠 참여 형태에 하여 참여자의 내면 ,

외면 행동과 련이 있다고 주장하 으며,참여 내용의 형태에 따라서 행동

참여,인지 참여,정의 참여로 구분하 고,스포츠 참여를 역할에 따라

서 참여자와 간 인 참여자인 생산자,소비자로 구분하고 있다(Kenyon,

1969).

행동 참여는 스포츠가 실제로 행하여지고 되는 스포츠역할에 의해서

일차 참여와 이차 참여로 나 수 있다.즉,일차 참여는 게임에 의해서

스포츠에 신체활동을 수단으로 하여 참여하는 경기자 자신에 의한 활동이며,

이차 참여는 선수로서의 참여가 아닌 그 이외에 스포츠 생산과 소비과정에

포함되는 참여 형태이다.인지 참여는 학교,사회기 ,매스컴, 화 등을 통

하여 스포츠에 한 일정 정보를 수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참여이다.이러한

정보에는 스포츠 역사 규칙,기술, 술, 수, ,경기 등에 한 지식이

있다.정의 참여는 실제 스포츠 상황에 참여하지는 않지만,간 이나마 어

떤 특정선수나 는 경기상황에 하여 감정 태도 성향을 표출하는 참여

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참여의 정도는 참여의 빈도,기간 강도를 의미하며 각 요인에 따라

참여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먼 참여 빈도는 특정 개인이 스포츠 활동에

직 참여하고 있는 횟수를 의미하며,일반 으로 스포츠 활동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고 있는지를 악하면서 측정할 수 있다. 한 참여기간은 특정개인의

스포츠 활동에 참여한 시기의 경과 정도를 조사함으로써 측정할 수 있으며,참

여 정도는 특정 개인이 스포츠 직 참여에 개입 는 몰입하는 정도로 정의되

며 스포츠 참여 역할이나 지 를 알아보거나 1회 스포츠 활동에 소요하는 시간

31)재인용,송은 (2009).「참여 스포츠 형태에 따른 스포츠 성향별 신체 자기효능 생활 만족의

차이」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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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참여한 경험이 있는 종목의 수를 조사함으로써 측정할 수 있다.그러므로

참여의 빈도,기간,강도의 배합 정도는 특정스포츠 상황에 한 각 개인의 개

별 여도의 지표로 간주할 수 있다.따라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정도의 빈

도나 기간,강도를 가지고 스포츠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스포츠 참여의 유형

한 달라진다(최용구,2002).32)

32)재인용,이정수(2011).「스포츠 활동 참여가 청소년들의 인성 도덕성 발달에 미치는 향」

p.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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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랑스인들의 한국 통 신체활동 참여의 과정

1.한국 통 신체활동 입문

1)한국 통 신체활동 참여 경로

랑스 내·외 한국 통 신체활동 참여 경로는 다음의 두 가지 특징을 가

진다.첫째,연구 참여자들은 한국 통 신체활동의 참여를 해 최소 1가지

이상의 참여 경로를 교차와 반복을 통해 사용하 다.즉,한 가지 경로를 통해

서 한국 통 신체활동의 참여가 진행되었다기보다는 표 으로 교육 ,인

,인터넷 정보의 세 가지 자원을 개인에게 주어진 시기와 상황에 따라 사용

한 것으로 나타났다.둘째, 기 주요 참여 경로는 ‘교육 자원’ ‘인 자

원’이 주로 이용되어 ‘한국 통 신체활동의 발견’이 진행되었다.근래 들어 인

터넷 자원이 가장 활발히 이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인터넷이 세

계 으로 보 된 시 과 련이 깊다. 랑스의 인터넷 사용 황의 경우,

2000년도 반까지도 인터넷이 으로 보 되지 않았으나,최근 들어 인터

넷은 다수의 랑스인에게 리 사용되고 있다.

(1)교육 자원

교육 자원을 통한 한국 통 신체활동 정보획득은 국공립 표기 인 이

날코(INALCO;Institutnationaldeslanguesetcivilisationsorientales)1))동양

어학교를 통해 가능하 다.이곳 이날코에 한국어 수업이 개설됨에 따라 한국

통 신체활동에 심이 있는 지 랑스인이 이와 련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참여 경로로 이용되었다.이밖에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할 수 있는 한국

1)INALCO(Institutnationaldeslanguesetcivilisationsorientales)는 랑스 명 이후인

1795년에 리에 설립되었다.아 리카,아시아,동유럽,오세아니아,미국 원주민들의 언

어를 포함하여 총 93가지 언어와 그들의 문명을 배울 수 있는 교육기 이다. 자를

한 수업은 물론 석·박사 과정도 개설되어있다.출처:http://www.inalco.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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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샤모니몽블랑도장에서 진행된 택견워크

세박( 앙 빨간색)-택견사범, 랑크(우측 맨 끝 회색)의 첫

택견 참여 모습,2007년 10월 7일(시행)

※ 자료출처:택견 랑스 인터넷사이트

어교육 기 인 리 제7 학(Paris7),소르본 학,세종 학당(L'institutRoi

SejongàParis),주-불한국문화원(CCC:LeCentreculturelCoréen)등이 존

재한다.다음 인용문은 택견 종목에서 기백의 사례로 그가 이날코 한국어 과정

을 하면서 본격 으로 한국 체류를 결정하게 된 경 를 나타낸다.

INALCO에 다녔어요(2000년도).동양어에 한 학교에요.처음 1년 동안은 한

국문화에 해 많이 몰랐어요.그런데 학교 다니면서,그냥 한국어 배우고 싶어서

그러면 '문화수업'나와요.단군신화에 해서도 배워요…( 략)…그때 수업 들으면

서 한국친구 사귀면서,한국식당에 가보고,먹어보고 이 게 [한국]문화를 알게 되었

어요.그다음에 한국 가서 사물놀이,춤 이런 통 술! 통,그 술을 알게 되었

어요(기백과 스카이 면담,2013년 9월 27일).2)

2)기백이 택견워크 목 으로 한국에 방문하여 2013년 3월 13일 서울에서 비면담을 시

행할 수 있었다.이후 기백의 이사,결혼,취업 등의 개인 인 상황으로 면담이 오랫동안

유보됨에 따라,2013년 9월 27일 스카이 2차 면담을 시행 하 다.연구 참여자 기백

과의 면담은 유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어로 진행될 수 있었다.따라서 면담진술 내

용은 연구자의 2차 번역 없이 사용하 고,‘의미,맥락,표 등’이 훼손되지 않는 범

안에서 문법의 오류로 ‘다듬는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만 수정을 시행하 다.



- 47 -

한국 통 신체활동을 해 볼 수 있는 사립교육기 으로 국내·외 한국

통 신체활동 도장 무용학원, 랑스 지의 스포츠클럽 도장 등이 존재

하 으며,이와 같은 시설을 통해 태권도,합기도 등의 한국 무 에 참여하

던 것으로 나타났다.기백과의 면담 내용에서 “ 랑스에서 태권도 역사(를)배

우면 택견에 한 내용이 나와요.옛날에 택견이 있었는데 이제 태권도로 되었

다”고 진술 하 다.이 목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연구 참여자들이

지 태권도 도장의 한인 사범을 통해 태권도에 한 역사와 더불어 택견의 역

사도 할 수 있었음을 확인 하 다.

(2)인 자원

인 자원으로는 한국인 스승(사범,무용선생님)동료,재외교포,유학생,해

외시연단체와 랑스 지동호회를 통해서 한국 통 신체활동에 한 문화교

류가 이 져 왔다.세박의 경우 랑스에서 만나게 된 한국인 유학생을 통해서

택견을 발견하게 되며, 코는 태권도 수련을 해 한국에 여러 차례 방문하다

가 자연스 선무도 종목을 태권도 스승을 통해 하게 되었다.이들에 의해

택견과 선무도가 랑스에 보 되면서 다른 연구 참여자들도 본 활동에 참여

하게 되었다.세박의 경우,2007년 당시 한국에 장기 체류 이었지만 잠시

랑스로 귀국하여 같은 해 10월 7일 샤모니에서 택견워크 을 열었다(참조,그

림.9).택견에 심이 있었던 랑크는 세박의 청으로 택견워크 에 참가를

통해 처음 택견을 체험하게 되었다.다음 인용문은 리에서 택견 사범으로 활

동하고 있는 기백이 재 자신과 활동 인 동료 택견 사범인 세박의 도움으

로 택견 참여에 입문하게 되는 정황을 잘 보여 다.

제가 세박에게 한국의 어디에서 택견을 배우면 좋으냐고 물어봤어요.그러고 나서

몇 분 뒤에 에게 회신(답장)이 왔어요.회신 내용에 아직도 (세박이)한국에 있고,

OO구 택견 수 에서 택견에 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그곳에서 내일

괜찮으면 다음 날 만나자고 해서 그래서 그 다음 날 갔어요(기백과 스카이 면담,

2013년 9월 27일).

다음<표.5>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한국 통 신체활동에 한 정보를 입수

하여 직 참여까지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사용하 던 인 자원의 내용을



- 48 -

의미 단 세부 단 정보 이용자

련 종목의

스승

① 랑스와 한국의 스승

(한국 무 각 종목)

② 한국인 스승

① 6명(*스티 제외)

(참여 정보 입수)

② 캐서린-택견,태권도,

(한국무용 등의 참여)

가족과 동료

① 세박(랑스 택견 보 )

② 코(랑스 선무도 보 )

③ 스티 의 친형

(現 국내 태권도 학과 교수)

① 기백, 랑크-택견 참여

② 요크,데이 외 선무도 참여

③ 스티 -태권도 정보 입수

재·외 동포
&

해외시연단체

① 재미교포 한국 무용가

② 랑스 태권도 유단자 (택견 소개)

③ 해외 택견 시범단체

① 캐서린-정보 입수 참여

② 세박-택견 정보 입수

③ 기백-택견 정보 입수

표.5.인 자원 경로 내용

제시하 다.

한국의 해외시연단체와 랑스 지동호회은 공연 행사활동을 통해 랑

스에 한국 통 신체활동의 보 에 기여하 다. 재 랑스 지에서 활동하

고 있는 단체로는 우리 춤 동호회의 ‘울Neoul’과 리풍물 회 ‘얼쑤

Olsou’(AssociationdepercussionscoréennesOlsou)라 표 이다.이들 단체

의 특징을 살펴보면,자발 인 참여 의지에 의해 결성된 단체로 재외동포,유

학생, 지인들이 포함되며, 랑스와 한국 등지에서 한국 통 신체활동에 참

여할 수 있는 직 인 경로이다.이에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종

목과 취지에 걸맞은 회와 동아리에 가입하여 한국 통 신체활동에 참여해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세부 으로 택견,태권도,선무도,한국 춤,합기도,해

동검도에서부터 사물놀이,탈춤 등으로 폭넓은 범주의 활동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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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터넷 정보자원

세계 으로 격히 인터넷 사용이 확산됨에 따라 연구 참여자들의 한국

통 신체활동과 련한 SNS의 사용보고 특히 facebook를 통한 정보수집이

목격 되었다.3)이들의 인터넷 사용에 한 언 은 2000년 ㆍ후반 로 나타

났으며,주요 목 은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한국 통 신체활동과 련된

정보를 입수하기 해서라고 밝혔다.8명의 연구 참여자 4명(세박,기백,데

이 ,캐서린)은 인터넷을 참여 경로를 통해서 한국 통 신체활동을 탐색하

다고 답변하 다.

그 세박과 데이 는 인터넷을 통해서 기존에 참여하고 있던 한국 통

신체활동 이외에 새로운 한국 통 신체활동에 참여하기 한 노력을 해서

인터넷자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인터넷을 통해 입문하게 되는 경우

일차 으로 한국 통 신체활동에 한 정보를 교육 차원과 인 자원을 통

해 획득한 후,본격 인 참여를 해 수련장소를 찾기 한 본격 인 검색활동

이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음의 인용문은 연구 참여자의 인터넷 자원 활

용사례이다.

서울에서 사물놀이를 찾아다가 탈춤도 찾아봤는데 수업을 찾기가 무 어려웠

어요.마찬가지로 택견도 쉽게 찾을 수 없었지만,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동작구의 택

견 수 을 찾았어요.탈춤 배워보고 싶어서 검색해봤는데 정말 찾기 어려웠고요.

암튼 처음 시도했을 때는 찾기 어려워서 그만두고 나 에 택견 수 에서 만난 사

람을 통해서 찾을 수 있었어요(세박과 리 지면담,2013년 8월 4일).

일반 으로 인터넷 자원 활용의 목 은 첫째, 재 한국 통 신체활동 참

여 종목과 련하여 한국에서의 심화 수련활동 찾기.둘째,각 종목의 역사와

련된 문지식 습득하기.셋째,한국에 한 일반 인 정보 탐색하기 등으로

압축되었다( : 랑크는 2010년 한국으로 이사 가기 한국어 습득을 해

재ㆍ불 한인의 한국어 교정사이트 이용).그러나 의 세박의 인용문에서 인터

넷 사이트를 통해 “찾기 어려웠다”는 반복 표 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랑스

3)2005년 즈음 랑스인들의 인터넷 사용은 체인구의 50%를 넘었으며,2012년에는 체인구

(약 6,570만)83%(54,473,474)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랑스는 유럽에서 인터

넷 보 률이 3번째로 높은 국가로 화가 된 시 을 2000년 반쯤으로 볼 수 있다.

[인터넷사용통계]출처: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number_of_Internet_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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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외국인)들의 한국 통 신체활동과 련된 정보의 근에 문제가 있음을 발

견할 수 있다.이와 련해서 여러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 통 신체활동에

한 인터넷 자원 이용 시 다음<표.6>과 같은 이용 제약요인을 보고하 다.

내용 의미 단

인터넷 자원

이용제약

언어 인 한계

련 사이트의 부족

문지식의 부족

표.6.인터넷 자원 이용 제약

2) 기 한국 통 신체활동 참여 동기

참여 동기는 참여의 경험에 앞서 참여의 여부를 결정짓는 요한 요인이다.

즉,무엇이든 참여 동기는 개인이 어떠한 활동을 선호하고,선택하며,참여하게

되는지에 한 의식 는 무의식 이유라고 할 수 있다(신갑호 외,1999).

체육은 신체를 통해서 배움이 구체화되는 학문이다.한국 통무용 참여자인

캐서린이 체육 련 서 을 통해 간 인 체험활동을 하 으며 이것은 인지

참여의 행 와 같다.이와 같이 책을 읽는 행 는 신체를 통해 체험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발 된 것을 단편 으로 입증해주며,나 에 캐서린은 한

국거주를 통해 행동 참여로까지 이어졌다.

연구 참여자 의미 단

세박,캐서린 개인 호기심

랑크,요크, 코 종목의 특성

기백,* 랑크,데이 주거 공간과의 근성

스티 가족의 향

표.7. 기 한국 통 신체활동 참여 동기

*표시는 복을 의미함

연구 참여자들에게 나타난 참여 동기는 주로 개인 호기심,종목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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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공간과의 근성,가족의 향 요인과 련하여 조사 되었으며 <표.

7>와 같다.다음은 스티 와 캐서린의 한국 통 신체활동 참여의 입문에서

우연성과 련된 진술이다.캐서린의 경우 뉴욕에서 유학하는 동안 무용수로

공연하던 시 객으로 찾아온 재미교포 한국 무용가들을 만나게 되었다.캐

서린은 ‘우연한 계기’를 통해 알게 된 ‘한국 통 무용의 발견’은 본인 스스로

경험하게 되는 자발 인 의지와 ①개인 호기심의 정서 ➁“가본 이 없다”

는 구체 인 사유가 발 되었다고 답하 다.캐서린의 참여 동기는 이처럼 복

잡한 심리상태와 맞닿아 있었다.

맞아요.①정말 궁 했어요.그래서 는 흔쾌히 그곳[뉴욕에 치한 무용교습소]에 찾아가

겠다고 답했고 그곳에 갔어요.그 당시 는 아시아[동양]에 해 몰랐어요.제 말은 배

우긴 했어도 ➁그곳에 가본 경험이 없다는 얘기에요.그래서 는 아시아를 알게 되었고요.아!

그리고 처음 제가 살풀이 공연을 감상했을 때의 느낌은 제가 이 춤을 모르지만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2013년 9월 9일 캐서린과의 면담).

신체활동의 특성과 련 없이 오로지 ①에서처럼 “주거 공간과의 근성”

때문에 한국 통 신체활동(태권도)을 시작했다고 답한 연구 참여자는 3명(기

백, 랑크,데이 )이다.주거 공간과의 근성은 어린 시 부터 한국 통 신

체활동을 참여하게 되면서 자신의 선택보다는 안 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부모

의 의견이 반 된 것임을 알 수 있다.이는 부모의 입장에서 집과 가까운 곳에

있는 스포츠클럽이 가까운 거리의 이 은 지니고 있으므로,신체활동을 선택할

때 종목의 특성 못지않게 요시되는 덕목으로 주거 공간과의 근성이 작용

하 음을 입증한다.

연구 참여자 랑크는 주거 공간과의 근성과 한국 신체활동의 선호로 2

개의 복합 인 참여 동기가 나타났다.이 에 유도를 그만두게 된 배경을 살펴

보면,“기존 선생님이 싫어서”라는 심리 변화에 의해 태권도로 종목을 환

하게 되었음을 주목해야 한다.이후 참여하게 된 결정 동기를 “태권도의 화

려한 발차기”처럼 ‘종목의 기술 특성’과도 한 련이 있었다.

집에서 태권도장이 가까워서 가봤는데…. 쎄 그곳에서 [태권도의]날려차기 동작

(손을 아래서 로 올리면서)을 봤는데 …( 략)… 그래서 바로 ‘Yes!’하하하 (몸을

술 이며)‘Yes!’그래 바로 이거야!( 랑크와 리옹에서의 지 면담,2013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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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6살 때부터 태권도를 여가로 시작했는데요.그 당시 몽펠리에(Montpellier)

에서 조 떨어진 도시에서 살고 있었죠.그곳에 유일하게 태권도 도장이 있었는데,

엄마가 별다른 이유 없이 집 근처에서 가깝다는 이유만으로,그곳에 있는 태권도 도

장에 다니라고 하셨어요(데이 와 스카이 면담,2013년 10월 7일).

Kay(2000)의 연구를 따르면,유년기 체육 활동은 가족이라는 요소와

한 연 성을 갖기 때문에,가족의 사회계 ,부모의 지원 수 ,부모님의 스포

츠 선호도를 자녀 자신들의 신체활동 결정권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하

다.연구 참여자들의 기 참여 동기는 신체활동의 종류,참여 시기와 련

해서 나 에 자신의 기호에 맞는 한국 통 신체활동의 선택 과정에까지 연결

되어 있었다.

2.한국 통 신체활동 탐색

입문과정에서 살펴보았던 기 참여 동기와 련하여 유년기 신체활동 경

험과 한국 통 신체활동 종목 간의 변화에 한 발견은 연구 참여자들의 참

여 동기가 신체활동의 종류와 종목이 이동하면서 변화됨을 의미한다.그러므로

이들 참여 종목들의 이동 단계에서 나타나는 결정 사건과 상황을 살펴 으

로써 연구 참여자들의 한국 통 신체활동 참여 탐색과정을 자세히 드려다 볼

수 있었다.본 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공통 으로 기 신체활동의 경험을

들 수 있다.첫 째,연구 참여자들의 유년기 신체활동 내용에서 일본, 국의

무 는 한국 통 신체활동과 유사한 동양의 신체활동으로 나 에 한국 통

신체활동 참여와도 연 성을 갖고 있었다.둘째,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한국

통 신체활동 참여를 하 으며,주 종목을 바꾸는 사례가 목격되었다.

1) 기 신체활동 참여의 흐름

Côté와 동료연구자들(2003)이 발표한 바로는,조기 신체활동의 경험은

생애 신체활동 참여를 지속시키는 데 한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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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rk(2005)의 연구에서는 신체기능발달이 신체활동참가 지속과 연 성을

맺으며,신체기능의 자각을 통해 신체활동 참여를 계속해서 유지해나갈 수 있

는 핵심 인 동기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연구의 논의와 같이 조기 신체활동

의 경험과 련하여 본 연구 참여자들에게도 유사한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이름 서양의 신체활동 동양의 신체활동 종목 유지/추가/ 단

세박 자 거
기:일본합기도,

쿵후(1990,11세)
-추가(태권도)

기백 사바트(savate)
기:일본합기도

변화:태권도(1990~,10세 )
- 단(태권도 2000,23세)

랑크 다양한 일반스포츠
기:유도(1983년,6세)

변화:*태권도(1983,12세)
-추가(합기도)

*요크 마라톤,체조,자 거 없음 -추가(태권도)

스티

다양한 개인 스포츠

(테니스,축구,농구

등)

기:쿵후

변화:*태권도(1987,

15세)합기도

-유지(태권도)

-추가(택견)

데이 다양한 일반 스포츠 기:태권도(1976,6세)
-유지(태권도)

-추가(합기도)

코
무용,발 ,

다양한 일반스포츠

기:유도

변화:태권도
-유지(태권도)

*캐서린 수 ,발 무용 없음(*비고 참조:서양무용)

-추가(소매틱스, 무용,

릴리즈테크닉,아 리카 춤,

카포에이라 등)

표.8.유년기 동·서양의 신체활동 참여 경험

*두 종목을 병행하는 연구 참여자

요크와 캐서린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연구 참여자들은 유년시 부터 동양

무 를 경험하 다. <표.8>에서처럼 해당 연구 참여자들은 이후 성인기 동

안에 한국 통신체활동에 참여하게 된다.이들의 조기 신체활동 경험에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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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 향성과 유의한 연 성을 발견하 다.구체 으로 유년기 신체활동은 일

반 으로 서양의 신체활동에서 차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동양의 신체활동 참

여가 추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년기 신체활동에서 나타난 규칙은 <표.

8>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동양의 신체활동 경험을 자세히 살펴보면,일

본의 유도처럼 외래무 를 한 이후에 태권도 종목과 같은 한국 통무 로

의 참여 변화 양상을 발견하 다.

일반 으로 스포츠 참여는 요한 사회 계를 통해서 이 지게 된다

(Coakley,2009:103).연구 참여자들의 기 일본 무 참여와 련하여 일반

인 신체활동 참여의 맥락을 입해보면, 역사 시 상황, 주요타자

(significantothers),개인의 선호도 요인과 한 계가 있었다.먼 역사

시 상황과 련하여,일 이 랑스사회에는 일본의 무 가 한국 무 보다

약 110여 년이나 먼 되면서 유도,가라테 등이 으로 정착된 사실

을 주목해야 한다.

주요타자와 련하여 랑크 증언을 살펴보면 ①‘당시’는 1983년 가리키고,

유도가 한국 통무 인 태권도보다 랑스 부모들에게 선호의 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그 이유는 ➁“폭력성이 덜 할 것이라”는 부모들의 의견이 반 되

면서 그 당시 부모들의 유도에 한 인식도 함께 드러난다. 를 들어 유도의

주요기술로 ‘들어서 내려치는 기술’은 신체 부 를 이용해서 실제로 ‘때리기’,

‘차기’와 같은 직 인 싸움의 기술이 포함된 무술과 달리,덜 폭력 이라고

여겨져 왔다.이 듯 특정 신체활동에 한 주요타자인 부모들의 선호도는 어

린 자녀들의 신체활동 참여 결정 시 에서 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

났다.다음 인용문을 통해서 랑크가 일본 무 를 참여하게 된 상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제가 6살 때(1983)유도를 시작했을 때,①그 당시 일본 무 가 부모님들 사이

에서 인기 어요.부모님들 사이에서 ➁유도가 덜 폭력 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12살 되던 해(1989)도장을 바꿨는데 사범님들이 다 별로 어요.그래서

그만두고 는 집에서 가까운 태권도장에 가게 되었는데요.와!날라차기 모습에 이

거다 싶었어요( 랑크와 리옹 지면담,2013년 7월 30일).

다음 인용문은 요크의 신체활동 경험 내용으로 그가 일반 스포츠로 신체활

동을 시작하지만,성인이된 후 한국 통 신체활동을 참여하게 되면서 차 다

른 종목까지도 참여해 왔던 것을 포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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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제 삶은 스포츠에 토 를 두고 있어요.마라톤,체조 활동,자 거,수 ,

태권도,선무도 경험,한국에 한 지식도 마찬가지고요.앞으로 30년은 더 이 게

반복하고 싶네요(요크와 페이스북 면담,2013년 10월 4일).

제가 학생 시 15살인가 그때 우연히 태권도를 찾게 되었어요.아마도 1969

년 이 사범이 랑스에 태권도를 보 하 으니,그 이후니까 1987년일 거 요

(스티 와 스카이 면담,2013년 10월 10일).

의 인용문에서 스티 의 경우, 문체육기 인 체고에 진학하여 태권도

공을 한 개인의 이력과 형제자매 그 당시 역 태권도 선수(現 한국 학의

태권도 교수)가 존재하 던 가족요소에 인해 유년기부터 태권도를 공할 수 있

는 토 를 갖추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한국 통 신체활동 참여 종목의 변화 양상

말도 갈아타는 것이 좋다는 마호체승(馬好替乘)의 뜻처럼 연구 참여자

들4)의 한국 통 신체활동 참여에서 ‘종목 간의 변화’가 발견되었다.특히 주

목해야 할 은 유년기 일본 무 에서 한국 무 로 참여 종목이 변화된 결과

이다.Donohue와 Taylor(1994:23)는 일본 무 는 단체 무 특성이 강하지만

한국 무 는 개인 무 특성에 훨씬 가깝다( ,태권도,택견,선무도)라는 선

행 연구의 논의처럼,한국 무 의 특징으로 나타난 개인 무 특성은 연구 참

여자들이 운동 종목 선택에서 요시 고려되는 사항으로 개인의 선호도에 포

함되는 부분이었다.세박,기백, 코, 랑크,데이 등의 연구 참여자들의 특

징으로 시간이 경과할수록 민 특성이 강한 개인 무 의 참여로 이동하

다(함께보기,참조.표.8).연구 참여자들의 참여 종목의 변화 양상은 다음<표.

9>처럼 3가지 계열로 첫째,캐서린의 경우 한국 통무용,무 ,놀이 순으로

나타났다.둘째,세박과 기백의 경우 한국 통무 ,놀이,음악 순으로 변화가

4)연구 참여자 ① 재 태권도 사범을 겸하는 코,② 과거 태권도 선수 는 사범이

었던 랑크,③ 10년 넘게 태권도 수련을 했던 기백의 사례를 보조 자료로 활용하 다.

한국 통신체활동(KTPA;Koreantraditionalphysicalactivities)은 한국 통 신체활동

을 뜻하는 약칭으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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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종목

캐서린

무용 무 놀이

살풀이(2000),승무(2001)

부채춤(2001),산조(2001)

택견(2006)

태권도(2006)
탈춤

세박

무 놀이 음악

주요 보조 보조 보조

택견(2004)
해동검도

(2002~2004)
강령탈춤(2004) ‘얼쑤’풍물패(2010)

기백 택견(2008) 태권도 (결별) 강령탈춤(2010) ‘얼쑤’풍물패(2010)

코

무

주요 보조

*선무도 태권도

요크 태권도(1990) *선무도

랑크 합기도,택견(2007)
호신술(1998년

태권도와 결별)

데이 태권도(1990),해동검도(2007) 택견,선무도

스티 태권도,합기도 택견(2010,선무도

표.9.한국 통 신체활동 참여 종목의 변화 양상

있었다.마지막으로, 코,요크, 랑크,데이 그리고 스티 의 경우 한국

통무 의 종목 간의 변화가 있었으며 이는 각자가 선호하는 우선순 에 따라

주요 종목과 보조 종목으로 나뉜다.

* 재 참여 종목과 계없이 연구 참여자들이 선호하는 종목

캐서린은 12년 이상 한국에 거주해오면서 가장 다양한 참여 종목 변화를

나타냈다(참조.표.9). 랑크는 앞서 일본 무 인 유도에 참여하다 태권도로

변경하지만 12살 때부터 태권도를 꾸 히 활동해 오면서,태권도 선수가 된 이

후로는 잦은 부상과 회참가로 권태감과 실증을 느끼면서 ‘탈진(burnedout)’

을 경험하게 된다.이것은 나 에 태권도와 결별을 선언하게 되는 결정

사유로 연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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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직업 상황(종목)/참여 기간 수련공간(학생 수) 그룹

코 2개 종목(선무도,태권도)사범/31년 14곳

A.

생업유지

데이 2개 종목(태권도,해동검도)사범/30년 1곳(약 500명)

랑크 2개 종목(택견,합기도)사범/17년 4곳 임

스티 태권도 사범 외 스포츠 교습 자격/28년 개인소유 1곳

요크 태권도 사범(여가),행정사무원(*본업)/21년 1곳 임

세박 1개 종목(택견)사범,보조 사무원 겸업/8년 5곳 임

B.

생업유지

어려움

기백 1개 종목(택견)사범,여행사 직원)/7년 5곳 임

캐서린 리랜서(무용가)/12년 여

표.10.연구 참여자들의 직업 상황

다음은 연구 참여자들의 경제 상황을 알아보기 심층면담을 통해 경제

고충의 정도를 질문하 더니 다음<표.10>과 같이 도출되었다.총 8명의 연구

참여자 5명( 코,데이 , 랑크,스티 ,요크)은 경제 고충이 없다고 답

하 고 나머지 3명(세박,기백,캐서린)은 경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다음의 결과 내용을 검증하기 하여 직업 상황과 련된 세부 내용으로

종목의 참여기간,보유도장,본업 여부 등을 확인하 으며 이와 같은 지표는

경제 상황과 유의한 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등학교나 학교에서 문 체육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5명( 코,데

이 , 랑크,스티 ,캐서린)이며,나머지 3명(세박,기백)은 어린 시 부터

신체활동을 여가의 차원에서 참여해왔다. <표.10>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한

국 통 신체활동 참여 종목의 수에 따라 1개의 종목에는 3명(세박 기백,요

크)이 있으며,2개 이상으로 5명( 코,데이 , 랑크,스티 ,캐서린)이다.특

히 1가지 종목만 참여하는 세박,기백,요크의 경우,다른 생계를 한 본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그룹별 A그룹의 연구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은 특

징을 나타냈다.첫째,한국 통 신체활동을 가르칠 수 있는 두 가지 이상의

지도자 자격증을 갖고 있다.그리고 실제로 이들의 도장의 로그램을 살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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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2가지 종목 이상 함께 가르치고 있었다.둘째,한국 통 신체활동의 평

균 참여경력이 다른 그룹에 비해 평균 으로 높은 편이다.이 그룹의 평균경력

은 약 25.4년으로 B그룹은 약 9년으로 월등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셋째,4명

모두 체육교육과 련된 문기 의 교육을 받았다.체육 문기 을 나왔다고

해서 모두 다 경제 으로 안정될 수는 없지만,기능 차원에서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단할 수 있다.B그룹에서 요크와 캐서린도 문체육기 출신이라는

을 참작해야만 할 것이다.한편,요크는 경제 인 면에서 어려움이 없었으며,

캐서린은 자신이 의지로 선택한 리랜서라는 직업 특성상 수입이 일정치 않

다는 면을 참조해야 한다.

생업유지 어려움이 있는 B그룹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보았다.첫째,

1가지 종목의 자격증을 소유하 다.둘째,지도자로서 얻는 수입이 부족하여

주 수입원을 조달하기 해 다른 직업을 겸하고 있었다. 를 들어 택견이

랑스에서 비인기 종목에 해당하므로,택견 사범들은 택견을 에게 노출하기

한 활동에 주력하 다. 리의 2택견 사범들은 참여 경력이 A집단보다 짧

다는 차이 이 발견되었다.‘경제 어려움’은 개인특성 교육요인과 연 성

이 깊었다( :보유 자격증).개인의 특징은 문성으로 한국 통 신체활동

참여 경력, 문체육과정 이수 여부,보조 종목 자격증 취득 여부가 있었으며,

개인의 환경 인 요인으로 개인 도장 유무,가족의 지원,자신의 의지 등으로

나타났다.

를 들어,캐서린은 재정 인 문제 해결을 해 다양한 직업 활동을 하면서

한국 생활을 해왔다.5)요크는 태권도 단일 종목 사범으로서 참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단일종목 사범인 세박과 기백이 경제 어려움을 실토한 사정과는 다

르게,튼튼한 본업이 따로 있어 경제 어려움이 없었다.달갑지 않은 의무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시간에 사람들이 벌이는 자발 인 활동을 여가라고 하며,그것

의 보다 심화한 기술,지식,경험 등을 열정 으로 추구하는 활동을 진지한 여가

(Stebbins,2007:4-5)라 정의 한다.이를 미 봤을 때,요크의 태권도 사범활동

은 특별한 기술과 경험치를 요구하는 진지한 여가와 련 있다고 단된다.

5)캐서린은 다른 연구 참여자들과 달리 자신의 직업을 리랜서라고 소개하 다.캐서린은

종종 불안정한 재정 상태에 처했기 때문에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다.(한국

통무용가들과의 무용 공연,한불문화원을 통한 다수의 번역일, 랑스 고등학교에서 무용

교사로 2년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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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 내용을 종합하면,태권도에 참여하 던 연구 참여자들이 ‘택견’,‘선

무도’와 같은 종목으로 참여의 변화가 나타났는데,이는 랑스인들의 한국

통 신체활동의 종목에 한 인식변화 속에서 구체 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이

에 랑스 사회에 소개된 지 얼마 안 된 비교 진출기간이 짧은 와 같은

종목들의 참여 흐름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3.한국 통 신체활동 습득

연구 참여자들의 한국 통 신체활동의 참여 습득 과정은 한국방문·체류라

는 체험 인 구조를 통해서 나타났다.이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형태는 거주를

목 으로 하는 장기체류와 단기수련,세미나,워크 , 회,행사 등의 참여 목

인 단기체류로 구분되었다.

1)단·장기 한국 체류를 통한 한국 통 신체활동의 지속

수련생 입장에서 한국방문은 한국 통 신체활동의 습득을 한 기 이자

최상의 실천 방법으로 밝 졌다.연구 참여자들에게 한국방문이 의미하는 바는

한국 통 신체활동과 한 련이 있어, 부터 한국 통 신체활동에 참

여 해왔던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지속 인 습득의 장을 부여해 주었으며,참여

경험이 없었던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한국 통 신체활동의 입문과 체험의 장

을 부여해 셈이었다. 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귀국 후 랑스 지에서 한

국 통 신체활동에 참여하다 보면 여러 기술 인 문제에 부딪힌다고 진술하

다.그러므로 각 종목의 기술 한계의 극복과 문성을 구축하기 한 실천

노력으로 연구 참여자들에게 한국 방문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진정한 참여

습득을 한 필수요소 다.한편, 랑스에서 비슷한 수 의 동료 외국인들하

고만 수련을 하다보면 실력의 하락이 발생될 뿐 아니라 련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만족감도 반감된다는 진술이 나왔다.이런 맥락에서 한국방문은 자신

들의 수련 종목 실력 향상에 요한 덕목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이 듯

연구 참여자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목 은 수련 종목의 실력향상이라는 제1항



- 60 -

목 아래 한국에 사는 사범님의 지도,훈련생들과의 교류는 요한 덕목이자 자

신의 실력을 검증받을 수 있는 문이었다.

(1)단기 한국체류자들의 한국 방문

단기체류를 경험했던 연구 참여자들에게서 다음<표.11,12>과 같이 크게

2가지 특징을 발견하 다.첫째,한국방문의 목 은 짧은 기간 동안 한국 통

무 습득 연마에 있었으며 더불어 한국을 훨씬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하

는 목 에 있었다.그 지만 단기체류자들은 한국에 한 이미지를 매우 정

단편 으로 묘사하고 있었다. 를 들어,한국에 한 부정 인 부분에

한 진술을 이야기할 때 단답형으로 언 한다든지. 정 인 진술도 세부 인

내용에 한 진술보다는,자연,음식, 통처럼 일반 인 사항들에 해 언 하

다.단, 코의 경우 장기간 한국을 방문해오면서 한국을 정 인 면모 이

외에도 부정 인 면을 언 하면서 더욱 폭넓고 깊게 한국을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단기 체류를 경험한 연구 참여자들은 일회 인 한국방문으로 끝나지 않

으며 지속 이고 정규 인 방문으로 이어졌다. 표 인 로 선무도 사범

코의 첫 한국 방문은 88서울 올림픽이 개최되기 이 인 1982년으로 최다

최 한국을 방문한 연구 참여자이다.그는 1년에 최소 4회 이상 한국에 방문

하여 어도 50회 이상 한국에 방문하 다고 답변하 다.6)

이름 시기 목

* 랑크(F) 2001- 재/9회 단일

요크(Y) 1984- 재/6회 다양

스티 (S) 2004-2010/5회 다양

데이 (D) 2003-2008/4회 다양

코(P) 1983- 재/50회 다양

표.11.단기체류자들의 목 별 분류

내용 세부 내용

수련
회참가,세미나,골굴사

템 스테이, 학교 강의,국기원

여가 통사찰 탐방 자연탐방

유 지 ,여러 도시 방문

일상 어른에 한 우,음식,온돌,한복

표.12.단기체류자들의 한국 체험 내용

* 랑크는 장기체류 이 8회 방문

6) 코의 한국 방문 횟수가 불분명한 원인은 그가 첫 방문 이후 자주 한국에 방문하게 되

면서 정확한 횟수를 기록하지 않았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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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는 최 한국 방문자답게 82년도의 한국의 경제 상황과 지 의 한국을

비교하면서 격한 경제 성장을 언 하기도 하 다.특히 88서울 올림픽이 개

최와 련해서는 “태권도가 한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건강한 체력과 정신수련

의 한 양식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는 언 을 통해 태권도에 한 국제

심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코의 지속 한국 방문의 동기는 선무도 참

여 시작 이후 “태권도와 선무도 양쪽의 사범님을 뵙고자 꾸 히 한국에 방문

하고 있다”고 답변하 다. 한 그의 활동 개 모습에도 랑스 내 선무도 보

을 한 기술 연마 목 이 내재하여 있음을 발견하 다.

(2)장기 한국체류자들의 한국 방문7)

이름 시기 목

캐서린

(K)
2000-2013 단일

랑크

(F)
2010-2012 단일

세박

(S)
2004-2010 다양

기백

(Q)
2003-2008 다양

표.13.장기체류자들의목 별분류

내용 세부 내용

수련

사제 계(S,K,Q,F),동료 계(모두)

한국인과의 공연(K),지도자 자격증 취득(F),

한국 인 표 방법 습득(K),다양한 한국

통 신체활동 종목 참여(S,K,Q,F)

일상

한국인과 결혼(Q,K),시골생활체험(모두),

한국인의 외국인에 한 양면 잣 (K)

생업을 한 직업(S,K,Q),소통의

어려움(S),한국음식(모두),한복(S,K),

렴한 생활비(Q),동그라미문화(Q,S,F,K)

세속 무속 는 샤머니즘(K),불교(K,Q)

역사 신분제도(Q),일본과의 계(S,Q,F)

표.14.장기체류자들의 한국 체험 내용

장기체류로 분류되는 연구 참여자는 <표.13,14>과 같이 총 4명으로 그

캐서린은 연구가 진행되던 2013년까지도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다.연구 참

여자들 장기체류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7)장기체류자들은 장기간 량으로 이문화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를 들면,장기간

이문화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일을 하며 학습한 사람(가장 형 인 것은 유학생과 이민

자)들이 포함된다.



- 62 -

먼 단일 목 한국거주자인 랑크의 경우,한국 거주는 오직 택견과 합기도

수련이었다.다목 한국거주인 경우, 기 세박과 기백은 폭넓게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한국을 방문하 지만 한국 체류가 장기화되면서

이러한 거주 목 은 한국어 습득,탈춤,장구,연극 등에까지 확 되었다.이들

은 장기 한국체류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비교 손쉽게 한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 다.다음 인용문은 택견 종목의 랑크가 수련 생

활에서 같은 종목에 참여하는 집단과의 계에 있어 사범과 동료에 한 지속

인 교류의 의미를 표 한 것으로 참여 집단 내에서 가족 계에서 느낄 수

있는 ‘형제애’가 강하게 발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 발생지에서 수련하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나의 사범님과 동료들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이었어요.그리고 한국 사람만 있는 것은 좋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친구는 그냥 친구일 뿐이지.친구 간에 국 은 상 없어요.그런데 모두 택견,합기

도를 하면서 만난 친구들로 부분 한국과 랑스에 있어요.한국 친구들은 제 형제

같아요. 는 그냥 제 형제들을 보고 싶은 거 요.그리고 한국 통 무 를 통해

만나게 된 의 형제들은 세계에 있어요( 랑크와의 리옹 지면담,2013년 7월

30일).

장기체류 연구 참여자들의 특징은 한국방문 목 의 변화 다.방문의 목

이 변화되는 시 은 한국 통 신체활동 참여와 한 계를 맺고 있었다.

를 들어 택견 종목의 참여에서 한국 거주의 목 이 택견을 배우기 해서라

고 답했던 연구 참여자는 랑크와 기백이었다.반면에 세박의 최 한국거주

목 은 ‘택견습득’만 해당하 던 것이 아니었지만,택견을 한 이후 한국거주

기간의 연장에도 직 인 향을 끼쳤다.

결과 으로 한국거주 동안 세박,기백 랑크는 택견을 진지한 활동으로 간

주할 수 있게 되었다.특히 세박의 경우,원래의 한국방문 목 이 한국 통문

화 경험부터 한국에서의 배우활동에 한 기 처럼 다양한 목 을 가지고 있

었지만,택견참여 이후에 ‘택견 사범의 자격’이라는 보다 명확한 목 을 갖게

되는 변화가 있었다.장기체류를 경험한 연구 참여자들은 다음번 한국 방문은

아마도 단기 체류가 될 것이라고 답하면서 재방문의 이유는 사범님과 동료들

과의 교류,한국 통 신체활동의 근원을 찾아서 수련하기,이밖에 한국 음식,

값싼 물간 등의 목 으로 한국에 다시 방문할 것이라고 답변하 다(참조.그

림.10).그리고 자신들의 주요 목 이 달성된 이후 본국으로의 귀국이유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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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단·장기 체류 목 과 단요인

범자격획득,가족,비자만료, 문제, 랑스 내 택견 보 택견 세계

보 을 해서라는 답변을 발견 하 다.

요컨 ,연구 참여자들이 한국에 장기 거주하 다는 사실에는 오늘날의 한

국의 삶을 자연스럽게 체득하 음을 내포한다.그리고 이들 부분은 한국의

통과 역사에 해 심이 보다 집 되어있어 문화와 발 된 한국

의 모습은 그들에게 그다지 요치 심의 상이 아니었다.그러므로 한국

통 신체활동의 참여는 그들에게 훨씬 매력 인 목표로 다가갔을 것이다.왜

냐하면,이들 랑스인들이 의 일상에서 한국 통 신체활동의 종목을 참

여함으로써 과거 한국의 삶과 발자취를 회상해보고,간 인 체험도 가능하

다.그 기에 이들에게 한국 통 신체활동 참여 그 자체가 재의 삶에서

과거를 이어주는 훌륭한 매개체로 작용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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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습득 과정에서 나타난 수련생의 참여 종목에 한 인식 변화

연구 참여자들은 신체 ,정신 ,환경 요청에 의해 기존에 자신들이 참

여해왔던 한국 통 신체활동 종목을 다른 종목으로 변경하 다.즉,참여 종

목의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연구 참여자들의 습득 과정에서 종목에 한 인식

의 변화가 있었음을 의미한다.공통 으로 한국 통 신체활동 종목의 환기

에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다거나, 통 인 색다른 활동을 체험해보고 싶은

욕구에 기인하 다.이에 따라 본 에서는 이들이 각 종목의 특징에 한 언

을 제시하여주는 인용문을 통해 참여 종목에 한 인식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참여자인 세박,기백, 랑크의 택견 종목에 한 기 인식은 ‘진지하

지 않다’,‘이상해’처럼 다소 부정 인 이미지를 구축했었다.그러나 세박의 경

우 다른 택견 수 으로 옮겨가서 새로운 스승과의 만남이 계기가 되어 택견

을 정 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재까지 지속 으로 세박과 기백이 택견에

참여하는 데 큰 향을 주었던 주요 인물이자 세박의 한국 택견 스승인 M 사

범을 만나게 되는데,그에 인해 ‘택견의 참맛’을 느 다고 하 다.그 M 사범

을 통해 세박과 기백은 택견 종목의 특징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서,모든 무

가 진지해야만 한다는 그들이 가졌던 기존 통념은 해체될 수 있었다고 진술

하 다.

는 약 2년 뒤쯤 다른 수 에 갔어요.문 사범님을 만났고,그 사범님이 상

방과 겨루기를 할 때, 를 안 다치도록 힘 조 하는 것을 목격한 후 …( 략)…

“와 정말 단하다”고 생각했어요(세박과 리 지면담,2013년 8월 4일).

택견에 참여하 던 연구 참여자들의 종목 인식 내용은 ‘상 방을 배려하는

움직임과 정신’,‘용, 제(moderation)’,‘덩실덩실 부드러운 품밟기’에 한

부분이다.택견의 철학 인 측면으로 ‘택견 정신’과 동작의 특징으로 동작이 지

닌 ‘부드러운 움직임’과 련이 깊었다.이 두 주제와 련하여 연구 참여자의

진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택견에는 놀이정신(leséspritsdejeux)이 있어요.상 를 으로 여기지 않고,

상 를 배려하는 자세가 있는 거죠. 는 품밟기처럼 “굼실굼실,능청능청”한 택견

춤과 부드럽게 몸을 움직이는 것에 재미를 느끼면서 매료되었어요.다른 나라 무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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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들이에요.그리고 택견 경기를 할 때는 상 를 안 다치게

합니다. 를 들면,발차기는 주로 발꿈치로 하지 않고,발등이나 발바닥으로 어

차서 공격하거든요.이런 기술은 일반 발길질보다 상 를 덜 아 게 하는 방법이에

요.…( 략)… 그래서 택견을 시작했어요.왜냐하면,정말 는 “진정한(Authentique)

것”을 찾던 이었고.한국인들이 한복을 입는 것을 보고 싶었고,그랬죠.왜?한국

사람들은 한복은 안 입고 양복을 입을까?한때 이런 고민 많이 했어요(세박과 리

지면담,2013년 8월 4일).

택견 사범으로 살아가는 세박,기백, 랑크는 다른 무 종목에서 찾을 수

없는 택견만의 매력에 집 하게 되는데 이러한 특징은 민 무 (Civilian

Arts)의 기술 인 특성인 비폭력성과 련이 깊었다. 를 들어,태권도는 상

으로 타격(打擊)성이 강하며 딱딱한 움직임으로 구성된 것에 반해,택견은

부드럽고 능청능청한 움직임으로 구성되었다.택견 종목의 연구 참여자들은 특

히,공격 특징인 “ 어서 차는 것”과 상 방과 자신을 보호하는 기술에서 ‘

제’와 ‘배려심’이 내재한 무 로 인식하고 있었다.게다가 택견에는 이들이 원

하는 진정한(Authentique) 통 인 요소로 한국의 옛 민 의 복식,언어, 법

등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하 다.

태권도를 종목의 연구 참여자 데이 ,요크,스티 의 진술 내용을 보면,태

권도가 무인의 술로 성과 신체를 한 심신 훈련이라고 하 다.태권도의

분류를 개인 스포츠로서 나이에 구애를 받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인식하 다.태권도 동작설명으로는 “딱딱하며,과격하고 폭력 인”특성이 담

겨있다고 하 다.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태권도가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데

요한 역할을 하 다는데 강하게 동의하 으며,이를 두고 데이 는 진열

(vitrine)효과로 표 하 다.태권도에 한 인식 에서 종교와 련한 내용

은 다음 데이 의 인용문에서 구체 으로 확인할 수 있다.

“어떤 것이 진짜 태권도에서 좋은 이라고는 딱 꼬집어서 말 드릴 수 없지만,

뚜렷한 것은 에게 있어 태권도는 매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그런 의미에서 가끔

생각 드는 것은 에게 있어 종교와 같다고 생각합니다.신을 좋아한다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제 생각에 사람들이 신을 좋아하는 마음처럼 도 태권도를 그

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그 지만 제가 태권도를 좋아하는 이유는(명확히는)모르

겠어요.그냥 태권도가 항상 필요하고,휴가 동안에도 에게 항상 태권도가 필요합

니다(데이 와의 스카이 면담,2013년 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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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무도 사범으로는 유일한 연구 참여자로 코가 있으며 그는 선무도 참여

를 “개인의 성 여행(levoyagespirituel)”이라고 표 하 으며,“선무도를

통해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는(soignerlecorpsetcoeur)”인식을 갖고

있었다.그리고 “진정한 자신의 본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returntomy

truenature)”으로 바라보았다.반면에 코는 선무도를 종교 차원과는 별개

의 것으로 인식하 다.그는 자신의 삶에서 요시하는 덕목으로 “ 정 인 에

지,건강,인류애”등을 언 하 으며,이를 유지하는데 선무도는 그의 표

을 빌리면 “개인의 성취 수단일 뿐이지 하나의 종교로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선무도는 나의 정 인 에 지를 공유할 수 개인의 성취 수단으로 볼 수 있어

요.수련과 운동은 단순히 도구일 뿐입니다.제가 선무도를 하는 것은 풍성한 건강,

인류애 정신세계로의 개방을 해서입니다( 코와 페이스북 화,2013년 10월 15

일).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면면히 이어져 오는 각종 민속 신앙의 향으로 민간

의 습이나 생활 속에 샤먼/무속 인 요소가 용해되어 이와 련된 인생 ,

세계 ,우주 등이 고스란히 투 되어있다(정수일,2002:521).한국 통무용

에 참여한 캐서린은 오랜 한국 거주 경험을 통해 한국의 세속 인 정신문화로

서 무속을 자연스 받아들인 것 보인다.비단 한국 통무용의 참여(살풀이,

칼춤,승무 등)를 통해서만이 아니라,한국 일상의 의식주 양식을 통해 먹고,

느끼고,만지는 모든 것에서 ‘샤먼’즉 무속 인 경험을(친근함,익숙함,자연스

러움)하 다면서-샤먼을 의식(ritual)이라는 용어로 표 하 다.

샤머니즘은 특별한 의례입니다.*그러나 는 샤머니즘과 자연과의 소통에 해

서 말하고 있어요.자연은 변하고 사회,지구처럼 고정된 것은 없잖아요.제 생각에

한국은 마치 제가 인간이라고 느낄 수 있는 곳 하나라고 생각해요.그래서 는

한국을 믿어요.깊은 심층 인 곳에 어떠한 기억이 아직 살아 숨 쉬고 있는 것 같아

요.음 !!즉흥성과 소통하는 것이죠.…( 략)… 알라,무당,스님이 엄청나게 진지하

게 기도드리거나 명상하는 행 !이런 것보다 더한 행 들 있잖아요.(목소리 톤을

높이며)머 그 다 쳐도 지 은 무당들은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차는 더 간

단해졌고 훨씬 가까이에 존재하게 된 거죠(캐서린과 한국면담,2013년 9월 25일).

캐서린에게 종교는 더는 격리된 공간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이



- 67 -

종목 한국 통 신체활동의 인식 내용 인식 변화

택견

과

거

� 동작-무용과 유사한 품밟기,이상함,장난스러움,

나비움직임,카포에이라 움직임과 흡사

� 정신-진지함이 없는 무

� 기합-어색한 ‘이크 에크’

기:다소

부정 으로 인식

(*무용 공자

제외)

재:우호 인

인식변화
재

� 정신-도(道),놀이,배려, 용(비폭력성),옛 한국의

진정함

� 동작- 제미,율동미(덩실덩실)

� 역사- 통 무 와 함(태권도의 신으로 인식)

태권도

과

거

� 동작-화려한 날려 차기,

� 여가-엔터테인먼트

� 꿈 -인생의 부

� 심신-무인의 술, 성과 신체를 한 수행

� 사범-카리스마,존경심,감탄 기:우호 으로

인식

재: 체로 정

*부정 변화 나타남.

(스포츠화,개인의

선호)
재

� 심신-무인의 술, 성과 신체를 한

� 제도-스포츠화되면서 통 무도의 가치를 많이 상실

� 형태-개인 스포츠

� 보편성-나이와 상 없이 할 수 있는 운동

� 동작-딱딱함,과격함,폭력 ,수행 실증 권태

� 종교-신처럼 매일 필요한 것

� 올림픽 홍보-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진열 (vitrine)

효과

표.15. 랑스인들의 한국 통 신체활동에 한 인식 변화

아니라는 인식의 바탕 속에서 한국 통무용의 가치를 자연에서 찾는 경향이

있었다.이를 인용문에서 과거와 비교하여 묘사하 다.자신에게 “알라,무

당,스님들의 존재”는 종교 인 차원이 아니라,일상 속에 자연스 편재된 것

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캐서린은 택견,한국 통무용의 여

러 무용 참여의 경험을 체득해오면서 한국의 세속 문화 속 종교를 샤먼을 만

나는 체험의 연장선으로 바라보았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요컨 ,수련생 습득

의 참여 종목 인식의 변화는 다음<표.15>을 통해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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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무도
재

� 성 여행(levoyagespirituel)

� 심신 수양-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것 (soignerle

corpsetcoeur)

� 진정한 자신의 본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returnto

mytruenature)

� 정 에 지 공유의 수단

� 윤리 회복-인간미,인성

� 종교가 아니라고 인식

� 세상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음

정 인 시각에서

선무도를 인간성

회복의 수단으로

바라 .

한국

통

무용
재

� 신앙-샤먼과의 소통의 통로,불교의 윤회사상

� 풍습-자연스러운 풍습의 일부분

� 통-보존가치를 지님

� 소통-즉흥성과의 소통(캐서린),한(恨)의 정서

� 혼종-인도의 춤처럼 외국 문화의 유입과 상호 교류

한국 통무용의

가치를 자연과의

조화와 함께 민속,

무속 종교 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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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국 통 신체활동 심화

에서 언 하 듯이 연구 참여자들은 단·장기간 한국과 랑스를 넘나들

며 자신의 종목 참여활동을 개해왔다.이와 같은 습득 과정에서 이미 이들은

지도자로서 참여의 습득 장소를 다양한 무 로 확장해 가면서 제자들을 양성

해왔다.본 에서는 랑스인들의 한국 통신체활동(택견,태권도,선무도,

한국 통무용)참여에 한 심화 과정 내용으로 이제까지 연구 참여자들이

수업과 공연 활동을 통해 습득할 때 어떠한 방식은 채택하 는지 각 종목별로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지도자로서 참여활동 방식의 차이

외래문화나 산물과의 만남에 한 흔한 응으로 ‘응’,즉 진 인 차용

을 통해 통 인 구조로 통합하는 행 가 있다(버크,2009:139). 랑스인들

의 한국 통 신체활동 참여 과정에도 이러한 문화 차용과 재사용의 과정이

포착되었다.무도의 경우 동양의 움직임과 서구 문화가 결합할 때 문화의 수

과정에서 주로 남는 것은 신체 기술( 유)이므로 서양으로 갈수록 무도가 순

수 스포츠화되어가는 경향(재사용)이 있다.연구 참여자들로부터 개인별 수련

방식에는 모방과 변용의 차이가 나타났다.일반 으로 무 종목의 신체 기술

의 틀은 고스란히 수하는 유로서는 모방의 방식을 채택하 으나,시연이나

공연처럼 들의 이목을 끄는 활동에서 특히 자신들의 방식을 입 재사용

하는 변용이 나타났다. 를 들어,한국 선무도는 불교에 바탕을 두어 발 되

어온 무 이다.그러므로 불교 색채를 축소하는 한편,일반인들에게 보편

인 지지를 얻을 수 선무도의 특성 요가나 무용이 가진 성격을 부각하는

략이 랑스 내 선무도 참여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이었다.

본격 으로 랑스에 택견이 태동하게 된 것은,2010년 리 지역의 세박과

기백이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랑스에 돌아와 리의 동쪽 외과에 치한 바

뇰 (Bagnolet)의 태극 (MaisondeTaiji)에 택견 수업을 개설하게 되면서부

터다.2년 만에 주-불한국문화원에서 택견 수업이 개설되면서 랑스 택견은

본격 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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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박과 기백이 개해온 활동은 택견을 알리는 홍보 부분에 집 해왔다.한

국에서 습득한 택견기술의 양식이 바 지 않도록 수하려는 노력을 펼치면서

문화 수 즉,차용이 이 져 왔다. 리 지역의 세박과 기백의 택견 종목의

구체 인 홍보활동은 제13회 최고택견고수 (13èmeChoegosuJeon)8)이 표

이다.이 회는 2012년 6월 30일 베르사유 궁 의 몽보롱체육 (Gymnasede

Montbauron)에서 해외사상 처음으로 개최되면서 랑스 내 택견을 알리는 큰

역할을 그었다.이 행사를 해 한국인 사범들이 랑스에 청되고,행사를

마친 후 베르사유 시장과의 외교 차원의 만남이 진행되었다.이들의 택견 홍

보활동은 랑스에 매년 개최되는 각종 행사 축제에 참가로 이 졌다.

그림.11.베르사유 체육 에서

개최된-제13회 택견최고수 -

(맨 좌측에서 양복 2명이 세박과 기백)

2012년 6월 30일(개최)

※자료 출처:기백의 페이스북

그림.12.베르사유 시장과 양국의

택견인들과의 만남

(맨 우측 세박과 기백)

2012년 6월 30일(개최)

※자료 출처:기백의 페이스북

리와 리옹의 택견 사범들의 택견 참여에서 공통 과 차이 은 다음<표.

16>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리옹 지역의 랑크는 자신의 한국인 스

승인 J사범을 통해 택견과 합기도를 배운 후 리옹 지역에 리의 한택견연

맹과는 다른 장르 스타일인 한국 통택견(taekkyontraditionnelcoréen)을 수

업을 시작한다.리옹 지역(3곳),샤모니 지역(1곳)이 존재하고 있으며,차이 은

8)연합뉴스,김흥태 기자.『 통무술 택견 최고수 랑스서 첫 개최 』2012년 6월 28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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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크는 택견과 합기도를 함께 가르치고 있다.‘(Kwan)’은 어떤 기 이나

건물의 이름을 의미하는 단어를 그 로 사용한 것은 한국의 “택견 정통성

(taekkyonlegitimacy)”을 계승해나가는 과정에서 외국 기술 용어를 획득하는

행 가 포착되었다.태극무을지 은 리의 택견 수 과 로그램이 차이를

보 는데 가령 일반 스포츠지도 수업과 합기도와 택견 수업이 함께 개설되었

다.

심 지역 공통 차이

리 거

(세박,기백)

한국식 택견 용어사용

정기세미나 진행

매체를 통한 택견 홍보 활동

(페이스북,홈페이지,

지역 방송과 신문)

택견 철학 법 교육

소속 단체( 한택견연맹)

수업 내용(호흡법,마사지)

리옹 거

( 랑크)

소속 단체(한국택견 회)

추가 종목(합기도)

수업 내용(여성을 한 호신술)

표.16. 리와 리옹 지역의 택견 활동 비교

낭트,몽펠리에,엑상 로방스,세 지역의 연구 참여자들인 요크,데이 ,스

티 는 랑스 내 태권도가 스포츠로 도약하도록 각자가 맡은 도장을 열

심히 운 해오고 있다.태권도가 이미 랑스 내에서 스포츠로서 가치를 인정

받아 종목 홍보에 그다지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는 않다고는 하지만, 랑스

지에서 태권도 화라는 더 큰 목표 안에서 다른 종목(가라테,축구 등)과의

경쟁 구도에서 살아남기 해 다양한 로그램을 계발하려는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가만히 있어도 축구는 아주 많은 사람이 좋아하죠.그 지만 제가 하는 태권도

는 말이죠. 는 수강생들을 유치하기 해서 정말 많은 홍보를 해야 합니다.축구

선생님들은 이런 것이(홍보)필요 없죠.왜냐하면,마 부분에서 다수의 아이들

이 축구를 하고 싶어 하니까 엄청나게 쉽죠(데이 와 스카이 면담,2013.10.13).

몽펠리에의 데이 는 태권도 로그램을 새롭게 구상할 때, 랑스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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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과 연령 ,취향과 유행의 흐름 등을 고려하여 지화하려는 노력을 하

다.그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몽펠리에를 주요 거 으로 하여 한국 통 신

체활동인 태권도를 주축으로 활동해왔으나,최근에는 해동검도를 랑스에 다

각 으로 보 하려는 활동 모습이 발견되었다.

그림.13.해동검도세미나-바캉스연수

2013년 10월 21~26일(시행)

※자료 출처:데이 의 페이스북 게시물

그림.14.여성들,당신들을 한 스포츠

2013년 10월 6일 자(보도)

※자료 출처:데이 의 페이스북 게시물

-몽펠리에 스포츠-

를 들어,바캉스워크 <그림.13>과 여성들을 한 스포츠로 해동검도

<그림.14>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바캉스워크 포스터 내용에서 모집 상

은 7~14살이며, 로그램은 1주일(월~ )간 진행되며 세부종목은 해동검도,태

권도, 차쿠(nunchaku),합기무도(hapkimudo)로 구성되어있다.9)특이 사항으

로 바캉스워크샵의 참가 비용은 “스포츠 카드(cartesport)”소지자에게 거의

무료에 가까웠다.스포츠 카드의 연간 등록비는 5유로로 한화 약 6천 9백원에

9) 차쿠(nunchaku)는 일부 동양 무술에서 사용되는 곤.12인치~14인치 길이인 2개의

견목 막 기가 짧은 가죽과 체인 등으로 연결되어 있다.막 기는 클럽처럼 함께 쓰이기

도 하고,하나의 막 기를 잡고 다른 하나를 돌리거나 상 방의 목을 조이는 데 이용되기도 한다.

출처: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75543&cid=50344&categoryId=50344(체육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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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며,몽 리에 시민이라면 구나 시청을 통해 카드 발 을 신청할 수 있

다.이 스포츠 카드의 혜택은 방학동안 진행되는 50개 이상의 다양한 스포츠

로그램을 거의 무료에 참여할 수 있다는 에 있다.데이 가 소속된 스포츠

클럽을 포함한 각 스포츠클럽은 40시간 당 약 2,500유로를 몽 리에 시청으로

부터 지 받는 형식으로 스포츠 로그램이 운 되고 있다.10)

일반 으로 여성들을 한 스포츠로,배드민턴,농구,골 ,카 ,체조 등은

자주 거론되는 편이나 해동검도가 여성을 한 추천 스포츠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것은 드문 경우이다.이것은 연구 참여자 데이 가 남성 인 스포츠로 여

기는 해동검도의 선입견을 깨트리기 한 시도로 랑스 지의 다양한 상

에게 해동검도 참여를 장려하려는 모습이 포착되었다.이 밖에 랑스태권도

회 수 에서는 태권도 홍보방침의 하나로 태권도 회,태권도자격증,태권도홍

보 포스터를 만들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랑스 내 랑스태권도수련자

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한편,툴루즈 지역의 코는 재 랑스를 넘어 유럽의 다른 나라에까지

자신의 선무도 활동 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랑스 툴루즈에 선무도 활동

이 활발하게 이 질 수 있었던 요인은, 코가 선무도 사범으로 활동하기 그

훨씬 이 부터 태권도 사범으로서 이 지역 내 입지를 다져왔기 때문이다.선무

도가 랑스 내 진출한 배경은 1983년 무렵 코가 선무도를 처음 하면서

재까지 한국과 랑스를 왕래하면서 선무도 수련을 지속하 던 것에 기인한

다.

1998년에 랑스 선무도 회가 설립된 이래 재는 랑스뿐만 아니라 독

일에서도 선무도 연마할 수 있어져 총 14개 스포츠클럽이 유럽 내 존재한다.

이러한 그의 넓은 행보는 태권도 도장을 운 하면서 지역 내 입지를 다지면서

다수의 수련생을 확보하고,기존의 수련생에게 선무도 수업을 실천해 오면서

선무도가 택견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랑스 지에서

지속 인 참여가 이 질 수 있었다.

2013년,11월 랑스 툴루즈에 선무도 학교의 정식 설립으로 랑스 지인

들은 한국을 직 방문하는 수고를 들이지 않고도 툴루즈를 비롯한 랑스 소

재 여러 선무도 센터에서 선무도 교육과정(formationdusonmudo)의 이수가

10)몽 리에 시청 홈페이지의 “LacarteMontpelliersports”에서 참조.

출처:http://www.montpellier.fr/484-carte-montpellier-sport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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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5.설 운 스님의 선무도 강연(툴루즈)

2013년 6월 8~9일(시행)

※자료 출처: 코의 페이스북 게시물

가능해졌다.한국의 선무도는 운동,요가보다는 불교 특색이 짙은 한국의

통무 로 더 잘 알려졌으며,다른 여타의 무 와 달리 인의 주목을 얻지

못하는 실정이다.하지만 코가 채택한 선무도 홍보 방식은 불교 인 특색을

랑스 에게 인식시키기보다 ‘한국식 요가,심신 수련,명상 등으로 비교

일반인들에게 친숙한 용어를 사용하 음을 발견하 다.

다음<그림.15>에서와같이 선무도 학교의 설립 몇 달 인 2013년 6월에

코의 선무도 스승인 설 운 스님이 툴루즈에 방문하여 랑스 선무도 수련

생들을 해 강습회(seminar)를 열었다.이처럼 랑스의 선무도는 코가 한

국의 선무도 본원과의 긴 한 유 계를 이어오면서 선무도 기술의 승과

보 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통해 본격 으로 랑스 내 선무

도 학교가 설립할 수 있었으며,선무도 교과 과정도 체계 으로 수립하게 되었

다.

선무도 교과 과정은 보자부터 상 자까지 모두 참여가 가능하지만,일정

기간 동양 무 를 수련해온 사람만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랑스 선무도

의 특징은 한국의 선무도 본원과는 달리 종교 교리보다,과학학문의 근을

채택한 것에서 차이가 있었다.한국 선무도의 교육 과정의 경우 마음수행(마음

알기,마음나눔,마음가꾸기,마음기르기)을 근간으로 하 으나,선무도 수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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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교과로 이 져 있으며 서양과학의 근간이 되는 해부학,생리학,교육심리

등의 하 학문을 포함하고,동양 측면에서는 도, 법,선무도의 역사,자오선

학,동양철학,선무도 기술 기 ·심화 기술이 랑스의 선무도 지도자 양성 수

업에 포함되었다.다음<표.17>을 통해 한국과 랑스의 선무도 로그램의

차별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서양에서 한국의 동양 무 를 소개할 때 한국

의 방식을 그 로 빌리는 것이 아니라,서양사회에서 통용되는 지식체계 체

육학 근을 도입하 다.이러한 수업방식의 차이는 코 자신이 이수한 교

육과정을 응용한 것이기도 하지만 서구인들의 요구와 취향이 반 된 결과이기

도 하다.

비교 공통 수업 근의 차이

한국 선무도 기술,철학 법 교육

정기세미나 진행

단체(선무도 골굴사)

매체를 통한 선무도 홍보 활동

(페이스북,지역 방송과 신문)

만행( 사 활동,산행 해외 배낭여행)

문화( 통춤,국악: , 소리)

랑스

해부학(인간의 몸,근육계)

생리학( 양,호흡 순환계,호르몬 체계)

교육심리(신경계)

표.17.한국과 랑스의 선무도 수업 내용 비교

캐서린은 12년 동안 한국에 거주하면서 서서히 한국 통무용을 습득해왔

다.캐서린의 작품에는 한국 통무용의 재사용 흔 이 나타났는데 그 근거를

유추해보면,캐서린이 무용가로서 자신의 작품 세계 구축할 때 유년기부터 배

워온 서양 무용-발 ,컨템포러리(동시 )무용,즉흥무용 등-의 향을 받았던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즉,캐서린에게 한국 통무용 참여는 본인이 종 부

터 구축해온 무용 스타일을 버리는 행 가 아니라 한국 통무용을 통해

자신의 스타일을 발 시키고자 하는 혼합과 변용의 작업과 맞물린다.그러므로

자신의 기존 무용의 틀과 한국 통무용의 특색이 자신의 작품 안에서 조화를

이룩해 내고자 하는 그녀의 신념이 자신의 작품 안에 투 되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는 1년 조 넘게 꽹과리를 제 방식 로 연습하고 있어요. 를 들어 는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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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을 사용하지 않고 제 손만을 이용해서 연주하죠.그 게 해서 는 꽹과리를 들고

춤을 출 수 있는데,아직도 연습 입니다.스틱을 들고 [춤을]추면 소리가 엄청나

게 커요.그래서 춤을 출 때 곤란해요.시간이 걸리겠지만,그리고 모든 것들이 잘되

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잖아요.어 든 지 부터 는 조 씩 한국 인 표 으

로 작업하려고 근하고 있어요. 통 인 것만 참여한 건 아니었고요(캐서린과 국

내면담,2013년,9월 9일).

의 인용문에서 캐서린의 한국 통움직임 참여 방식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 방식은 한국 춤의 순서를 ‘그 로 외워서 답습하는 모방 방식’의 추구보다,

한국 춤 안에 있는 다른 방식의 ‘즉흥성’과 ‘자연스러운 호흡법’에 집 하여

체 인 이미지를 자신의 것으로 재창조하는 것을 가리킨다.앞으로의 포고를

“지 부터는 통 인 것보다 진정으로 한국 인 표 과의 소통을 시도해 보

고자”한다고 밝히면서 모방보다는 자신만의 안무색깔을 고수하고자 하는 의

지가 표 되었다. 통에 한 캐서린의 의식 체계는 한국의 통 인 것이 곧

‘한국 ’이라고 하는 보편 인 사고방식과는 차별된다.

그림.16.캐서린의 검무 수련 장면

2012년 1월 7일(방송)

※자료 출처:tvN스페셜<코리아 랩소디>

그림.17.바다향기 작품中에서

2013년 7월 31일(게시)

※자료 출처:캐서린의 페이스북

제 수업에서 배운 부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소화하는 것을 극 으로 찬

성합니다.그 지만 당신이 말한 것처럼,한국에서 제가 추는 수의 솔로 한국

춤의 느낌과 굉장히 한 계가 있습니다.그러나 “ 는 단 한 번도 제 춤이 살

풀이의 새로운 형태이다."이런 식은 발표한 이 없어요.왜냐하면,이러한 춤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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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 것이고,최근 공연인 “바다향기"에서 꽹과리를 이용하면서 한 꼭지를 도살풀

이를 이용했었지만 이건 도살풀이가 아니고,도살풀이에 한 것도 아니고,그냥 이

건 “바다향기”일 뿐이지요.그래서 “이용한다.”라는 말이나,“나는 나의 모던 스에

도살풀이를 혼합해서 춤춘다.”이런 말도 싫어요.나는 그냥 나의 작업을 하는 겁니

다.만약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한다면 정말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 조심스러워

져요.그게 한국 통문화이든지 상 없어요.제가 참여하는 모든 것과 소통하는 것

이 요해요!(캐서린과 국내면담,2013년,9월 9일).

그러나 캐서린은 “Itisnotpossibletotouchthatyouknow?”라고 언 하

면서 한국사회에서 한국 통무용을 통해 배운 기술을 자신만의 안무를 통해

서 새롭게 재창조해내는 공연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고 하 다.왜냐하

면,한국의 보수 무용가 사이에서 빚어질 수 있는 모방,표 시비의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하 다.오늘날 문화 혼종의 개념이 국가와 민족 심의

문화 개념에서 출발해 일상생활 속 미디어스 이 (mediascape)의 차원 문화

는 특정한 시공간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문화에 한 지구 인식과 자연

인식,그 문화 실천에 한 새로운 이해를 해 ‘로컬 문화 환경’에 한

문제 의 시각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에서 출발해야만 한다(김훈순,2013

:5).그런 의미에서 그녀의 한국 문화 응 과정에서 투 된 동·서양 무용기법

은 모방 근보다는 문화 혼종성의 형태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2)공동체 수련을 통한 기술교환

연구 참여자들의 한국 통 신체활동 참여 심화 과정에서 나타난 공통 인

특징으로 세미나,워크 ,공연,시연(démonstration)등의 다양한 활동에 가담

하여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들은 한 공간에서 소극 으로 참여 활동을 벌

이기보다 한국과 랑스 각 지에서 서로의 기술을 교환하는 극 이며

범 한 참여 형태를 보이고 있다.

랑스 내 한국 통 신체활동의 수련 활동은 한국 무 를 수련하는 사람

들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확연하게 드러났는데,이들 데이 에 의해

2008년에 한국무 축제(lafêtedesartsmartiauxcoréens)가 조직되면서, 랑

스와 주변국의 한국 무 수련자들이 다양한 한국 통 무 에 참여해 보는

학습의 장이 열리게 되었다(참조.그림.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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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8.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한국 무 세미나(SÉMINAIREDESARTS

CORÉENS-Beaucoupdemonde!),2014년 2월 1~2일 몽펠리에 알랑 델일

체육 에서(GymnaseAlainDelyle,※자료 출처:데이 의 페이스북

부가활동으로는 서 ,한국어,한국 음식 등의 한국문화도 함께 배우고 있

었다.한국의 경우 캐서린은 아시아즉흥 술교류(AIAE;Asiaimprovisation

artexchange)단체를 통해서 각국-일본, 만,홍콩,말 이시아, 랑스,벨기

에,이탈리아,오스트리아,스 스,뉴욕 남인도,캄보디아,싱가포르-들과 즉흥

무용의 기술 교류를 펼쳐오고 있다.캐서린은 학교,어린이들을 한 교육,

일반인들의 움직임,장애인과 공동 작업을 통한 술 환원 작업으로 개발도상

국의 어린이들을 돕기 해 은 안무가들과 업을 통한 술교육 로그램을

실천해 오고 있다.11)

종합하면 연구 참여자들은 다음<표.18>에서와같이 자신이 참여하는 각자

의 종목에서 지도자로서 입지를 굳 가기 한 노력으로 국경이라는 지리

경계를 훌쩍 뛰어넘으며 활동해왔다.최근에는 인터넷 가상공간을 통한 활동도

극 으로 활용하는 추세다.이러한 이들의 각 활동은 랑스와 한국의 미디

어,신문, 련 서 을 통해 자주 포착되고 있으며,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종목

과 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아카이 작업을 구축해오고 있다.

재 랑스인 연구 참여자들은 가상공간에서 한 각자가 참여하는 종목 소

개뿐만 아니라 한국과 련된 정보의 소개 를 들어, ,음식, 문화 등

11) 에오시무용단의 “Et Aussi Project 2013”공연 설명문에서 내용 발췌. 출처:

http://www.kaist.ac.kr/_pr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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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립

연도
단체 &주요 행사

세박

&

기백

2010
- 리 바뇰 (Bagnolet)포함 10곳

- 랑스 택견 본부(CentreFrançaisdutaekkyon)

2012 -12회 최고수 베르사이유 궁 에서 개최

랑크
2012

-태극무 을지

(합기도 택견:Hapkidoettaekkyontraditionnel)

2013 - 랑스 통택견(TaekgyeonTraditionnelFrance)

요크 2012 -학교태권도 낭트(HakgyuTaekwondoNantes)

스티 2004 -한국어무술도장(KoreanMartialArtsMaitreberDojang)

데이

1994 -몽펠리에 태권도 회(MontpellierTaeKwondo)

1994 -몽펠리에 태권도도장 (TaekwondoàMontpellier)

2008 -한국 무 축제(laFêtedesartsMartiauxcoréens)

코

1994

(태권도)

1998

(선무도)

-툴루즈 통태권도 선무도 본부

(lecentretraditioneldetaekwondoetsonmudoàToulouse)

2013
- 랑스 유럽 선무도 학교 (EcoleFrançaiseet

EuropéennedeSonmudo),선무도 센터:2014년 기 총 14곳

*캐서린

2000

~

2013

-SIDanceFestival(SeoulInternationalDance)의 공연 참여

-서울 무용 축제(SeoulPerformingArtsFestival)

-즉흥 춤 축제(SeoulImprovisationdanceFestival)

-춘천 마임 페스티벌(7년 동안)외 다수

2007
-아시아즉흥 술교류

(AIAE-*前에오시당스 무용단:[Etaussidanse])

표.18.연구 참여자들의 단체 행사 조직(참여) 황

을 자신이 속한 지역의 지인들에게 달하는 매개체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캐서린의 경우 공연 참여연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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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랑스인들의 한국 통 신체활동 참여의 의미

지 까지 랑스인들의 한국 통 신체활동 참여의 과정으로 입문,탐색,

습득,심화의 4과정을 소개하 고,본 장에서는 랑스인들이 한국 통 신체

활동 참여의 의미를 개인 ,사회 ,문화 측면에서 해석하 다.본 연구자는

3가지 측면을 본 연구에서 가장 뚜렷한 특징이라고 단하여 그 역 안에서

의미를 살펴보았지만,결과 도출과정에서 이들 각 측면의 내용은 서로 교차

으로 의미를 공유하는 것을 발견 하 다.따라서 각 측면을 아우를 수 있는 통

합 측면의 필요성이 요구되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연구 목 의 방향,분량

시간 등의 한계로 개인·사회·문화 측면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마무리하 다.

단,부분 으로나마 경제,외교 측면의 의미가 함축되었음을 밝힌다.

개인 측면에서 랑스인들이 한국 통 신체활동 참여를 넘어 다양한 한

국의 문화에 까지도 자연스럽게 심을 갖게 된 경 는,동서양의 교류가 서로

다름(상이성)의 제조건이 수반되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상이성은 ·부정 인 내용물과는 상 없이 상 의 문화에 심을 두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정수일,2002:5).한국인은 외국인을 인식할 때 다름의 차별성

에 주목하고,인종과 국가로 구분한다.그러나 다름의 에서 양쪽의 계가

시작되어 나 에 유사성의 발견을 통해 호의 인 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를 들어 랑스인이 한국말로 유창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 하는 행 ,한국인

들에게도 생소할 수 있는 한국 통 신체활동을 참여는 랑스인들이 한국에

서 거주하게 되면서 계를 맺는 일반 한국 사람들에게 다름,생소함,특별하

고 좋은 것, 정 인 것 등으로 인식되었다.

일반 으로 사람들은 정작 친한 계에 소홀한 경우가 있으나,친분이 은

계 는 외국인에게는 반 로 매우 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연구 참여

자들의 진술에 따르면,한국인은 체로 랑스인들을 우호 으로 인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이 으로 한국 체류동안 자신들은 한국인들과의 교제에

서 매우 유리한 지 에 이를 수 있었다.이와 련해서 한국인이 연구 참여자

인 랑스인들에게 취했던 태도는 연구 참여자들이 한국인과의 교류에서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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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 함’,‘특별함’을 느 다는 언 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앞으로 연구 참여자들이 한국 통 신체활동에 참여에 있어 제한 으로 개

인 ,사회 ,문화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한다.우선 개인 측면에서 자아실

,자기 수양,한국문화의 이해,생계수단의 의미들을 찾을 수 있었다.사회

측면에서는 한국인과의 교류,자신들의 코뮤니타스(communitas)형성,한국

통 신체활동의 보 을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마지막으로 문화 측면에서 한

국거주 방문 지속,한국에 한 이해 인식의 확 ,한국 통 신체활동

의 보 랑스화에 한 주제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1.개인 측면

Donohue와 Talylor(1994)는 개인들은 수많은 이유를 통해 무 를 시작한다

는 가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한국 고유의 무도인은 한국의 민족정

신과 통사상 속에서 신체활동을 통해 자아실 에 달성하는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데 철학 바탕을 두고 있다.무 에 참여한다는 것은 수나 사범 혹은

장으로부터 인정받는 일,띠의 색깔이나 증명서,믿을만한 증거를 획득하는

것도 요할 것이나,무도는 직 자신의 삶에 목한 이상 인 무도인으로서

도(道)즉,무도인이 사는 삶의 방식이 된다. 요한 것은 무도인으로서 그가

어떤 인간인가 하는 이다(김정행,최종삼,김창우:272).무 종목 태권도

의 궁극 인 목 은 자아의 인격완성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교육이다.그리고

태권도라는 용어에서 ‘도(道)’라는 표 이 나타나 있듯이 자기방어로서 투기의

폭력성을 월하고,궁극 목 은 바로 인간성의 완성에 두어 변화시키는 것

을 목표하고 있다.진정한 의미에서의 무도는 실행자의 세 가지 완 성,즉 지

,신체 ·정신 ‧완 성을 추구하게 된다.이처럼 무도의 진정한 가치는 심

신일여(心身一如),즉 동과 정이 용으로 이루며 승부나 경쟁에 탈하고,자

기발 과 자아발 을 해 심신을 수련함으로써 올바른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자 노력하는 데 있다.

랑스인들의 한국 통 신체활동 참여는 개인 측면에서 자신의 꿈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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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과 깊게 연 되어 있었으며 좋아하는 분야에서 직업으로 종사하고 문성을

높이는 행 는 ‘자아실 ’과 한 련이 있다는 측면이다.각 종목의 참여는

그들의 삶에 있어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최상의 실천으로 행해졌기에 ‘신체발

달과 정신수양’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다.마지막으로 특정한 종교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한국 통 신체활동의 참여는 ‘일상생활에서 신성한 성 체

험’을 경험할 수 있는 도구의 역할로서 세속 종교로서의 의미를 수반하 다.

1)자아실

개인 측면에서 한국 통 신체활동의 참여는 랑스인들에게 자아실 의

통로이자 수단으로 나타났다.유년기부터 무 를 수련한 연구 참여자에게는 한

국 무 의 사범이 되는 것은 어려서부터 간직해 온 일종의 오랜 꿈이자 일생

의 과업이었다.마치 쿵푸팬더 화에서처럼 상징화된 ‘ 한 마스터들(les

grandsmaîtres)’과 조우하여 동양 무 를 연마하는 것 는 이들 개인이 택견,

선무도,한국 통무용 발상의 근원지에서 체계 으로 수련하는 것은 인생에서

의 한 계획이자 자아실 이었다.이처럼 한국에서 한국인 사범의 지도로

한국 통무 연마 기회를 얻는 것은 “어린 시 의 꿈(unrêvedegosse)”

으로서 마침내 국내 장기체류를 통해 가능했다고 언 하 다.

랑크의 경우 한국 거주를 달성하기 해 랑스의 거주 주택을 처분하고

사범활동을 통해 얻는 경제 수익도 포기하 다.이러한 행 는 지도자가 된 이

후 택견 참여가 경제 활동으로 보상받는 것과 연 이 있었다.그러므로 지도

자로서 수익을 창출하는 시 부터는 한국 통 신체활동 참여는 오랜 어린 시

의 꿈을 실 하는 것과 달리 직업의 개념으로 근해야 마땅하다.

세박의 경우 “사실은~”의 목에서와 같이,택견을 배우기 이 에 랑스에

서부터 펼쳐왔던,자신의 연극 활동 역을 확장하려는 목 으로 한국행에 올랐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그러나 택견 참여를 시작은 인생의 환 을 가져온

계기가 되어 한국에서의 연극배우가 되고자 했던 꿈은 택견 사범이라는 새로

운 목표로 변경한다.이와 같은 맥락에서 세박의 택견 참여는 자아실 이자 이

를 통해 그의 삶이 변화되면서 더 큰 이상을 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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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사실은 한국문화를 발견하기(discover) 해서 왔지만,그 지만 그 이

에 내가 실제로 코미디 뮤지컬배우 거든 그래서 한국에서 사실은 한국에서 화배

우로 활동하고 싶었어요(세박과 면담,2013년 8월 4일).

수련생으로서의 연구 참여자들의 한국 통 신체활동 참여는 개인 측면

에서는 ‘자아실 ’이라는 개인의 과업 달성에 국한되지만,지도자로 거듭난 이

후부터 이들의 한국 통 신체활동 참여는 확장되어 사회 측면에서의 해석

이 요구된다.왜냐하면,이들 랑스인들이 랑스에서 한국 통 신체활동의

가르치는 행 는 우리 그리고 공동체를 한 지식의 재생산과 연장선에 있기

때문이다.지도자로서 이들의 한국 통 신체활동 참여는 사회라는 큰 울타리

로 확장되면서, 랑스인들의 한국 통 신체활동 참여의 의미는 자아실 이라

는 개인 목표를 넘어, 랑스 에게 각자가 참여하는 종목을 보 함으로

써 그 역이 보다 넓은 사회로 확 되어가고 있다.

2)신체발달과 정신수양

한국 통 신체활동과 몸에 한 인식과 련하여 신체와 정신 수행의 측

면이 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랑스어로 “soignerlecorpsetles

ésprits”라는 답변에서 soigner는 “마음을 쓰다”“보살피다”는 의미부터 “치료

하다”,“스포츠에서 몸의 상태를 조 하다”는 의미로까지 다양하게 해석된다.

즉 수련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로써 신체와 정신을 단련하고자 하는 개인 수양

의 의미를 지니고,호신술(self-defence)수련을 통해 자신의 몸을 조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상 밖의 사고에서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신체조 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된다.그러나 신체발달

측면보다 정신수양에 한 이 월등히 높았다는 것을 미 본다면,한국

통 신체활동에 내재한 정신 측면과의 한 연 성을 발견할 수 있다.그들

의 진술을 신체수련을 곧 정신 수양과 뗄 수 없는 동양의 심신 일원론과도 연

하여 한국 통 신체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것을 알 수 있다.특히 지도자

로서 학생들의 교육방침으로 인내심,인간을 사랑하기,건강을 내세우면서 자

신의 실천 경험을 통해 학생들의 정신과 신체를 함께 함양시키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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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상에서의 종교 체험

개인 변화를 넘어 성과 종교 민감화와 련된 주제는 무 수련자들

에게 빈번히 나타나는 기 진술(biographicalaccounts)로 나타났다.이와

련된 유명한 연구로는 Polly(2007),Powell(2006),Preston(2007) 그리고

Twigger(1997)가 연구가 있다.무 와 종교의 계성에 한 연구로,서양 남

성의 내러티 에서 일부의 동양 무 가 법가,유가,도가 종교들을 바탕으로

확립되었다는 논의가 학계와 무 인들에 의해 진행되었다.1)세속 인 종교수

련으로의 기능이 있다고 설명되기도 하며,마치 습 과 같이 세속 인 수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종교의식에서 느낄 수 있는 신성한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

는 것이다(Jennings,G;Brown,D;Sparkes,AC,2010)이와 비슷한 로 연

구 참여자 태권도의 데이 는 특정 종교를 믿지 않지만,자신에게 태권도

참여는 종교를 믿는 행 와 같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나의 로 한국 통

무용 참여의 캐서린은 세속 인 종교의 의미가 있었다.그녀가 한국에서

하는 모든 사물을 통해서 무속을 느끼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느낌의 주체는

정신이 담긴 신체로써 표 되며,무용은 그 수단이 되었다.그 수단은 비단 한

국 통무용만 용되는 것은 아니나,살풀이와 같은 한국 민속무용을 통해서

샤먼의 무속 특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선불교(ZenBuddhism)를 바탕으로 발 해온 선무도는 종교 인 형

태를 보이고 있지만,선무도 참여의 코는 “모든 신체활동은 종교성을 배제해

야만 한다”면서 선무도 참여를 종교와 연 짓는 것에 반하는 의사를 표명하

다.이런 의미에서 선무도의 실천은 종교 차원보다는 자신의 본성을 만날

수 있는 성 체험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었다.선무도 수련과

함께 템 스테이에 한 언 이 자주 거론되었는데,그들에게 템 스테이는 진

지한 여가의 활동으로 성 여행(voyagespirituel)의 수단으로서 가치를 지

1)참조.C.CAMPBELL,TheEasternizationofthWest.London2007.J.GOODGER,“그노시스

로서의 유도선수”,in:Religion12(1982),p.333-344.R.SCHMIDT,“ 성교육으로서의 일본

무 ”,in:S.KENINMAN (ed.),마음과 몸:동양이 서양을 만나다,Champaign,IL,1986,

p.69-74.P.PAYNE,무 : 성 ,London1981.C.CRUDELLI,무도인의 길:세계의 무

와 련 기술,London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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녔다.2)연구 참여자 데이 는 특정종교를 믿지 않았지만,종교를 믿는 사람들

의 모습과 비교하여, 어도 자신에게 태권도 참여는 종교를 믿는 행 와 같다

고 진술하 다.

2.사회 측면

사회 측면에서 봤을 때,한국문화의 학습과 공유를 재확인함으로써 동질

성을 확인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사회화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회세계와

스스로에 하여 알게 되는 복잡한 상호작용 과정이다.연구 참여자들의 랑

스 내 외 참여 활동은 랑스 내 존재하는 한국 통무 를 한 자리에서 만

날 수 있는 사회화 경험의 장을 랑스 내 마련하 다는 것이다.그들 개개인

은 한국 통 신체활동을 매개로 하여 자연스럽게 세미나,워크 ,축제 등에

참가하게 되었다.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개인들이 특수한 경험과 기술을 상호

교류를 이루게 되었다.

1)한국인들과의 소통

한국방문 거주는 랑스인들 각자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 통 신체활동

각 분야를 문 으로 배울 기회를 열어 주었다.특히 한국생활에서 한국인과

의 원활한 인간 계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러한 학습의 장은 한층 풍성해질 수

있었다.그러나 그 반 상황의 경우,특히나 스승과 제자의 상하 구조 계가

분명한 한국 사회에서 소통의 부재,언어의 장벽 등의 원인으로 불편한 계로

치닫게 되는 문제에 직면하기도 하 다.이들이 한국인들과의 소원한 사이는

‘교류 없음’즉 ‘진정한 수련의 기회 없음’과 같은 상실의 의미와 상통한다.이

는 곧 한국 무 사범들에게는 자기발 의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의 경제활동에까지 을 받게 된다.그러므로 한국인과의 교류,특히 스

승과의 원만한 인간 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은 그들의 사회 활동에 매우

2)여기서 템 스테이는 경주 골굴사를 지칭하며,주요 활동으로 선무도 수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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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치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먼 정 인 사례를 살펴보면,한국에 살면서 자신이 존경하는 사범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자신의 어렸을 때 꿈과 굉장히 련이 깊으므로 ‘자유의지’

가 강하게 작용하여 한국 거주를 각오한다.이를 통해 랑스 사회에서 동일한

인간 계 속에서 느껴보지 못한 가치들을 한국인들과의 계 안에서 새롭게

발견함으로써 특별한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시,한국에서 손윗사람을 우하

는 계질서). 를 들어 그들의 사고 속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리고 불필요했

던 습을 따르게 되는 것은,실제로 랑스에서 보편 인 경험이 아닌

‘이례 인 배려’다고 진술하 다.‘(禮)’는 서양의 신체활동보다 동양의 신

체활동에서 더욱 요시되어온 덕목이다.한국 통 신체활동에는 한국인의

, 습이 오랜 세월을 거쳐 투 되었다.이와 같은 정황으로 랑스인들은

이러한 정신 측면을 실제로 한국 통 신체활동을 참여하면서 구 시켰음을

암시한다.

랑스인들의 이와 같은 한국 문화 응과정 속에서 형성될 수 있었던 한

국인과의 교류는 이들 개인이 끈끈한 인간 유 감을 느끼기에 충분하 다.

랑스인들은 한국인과의 정서 교감을 한국 통 신체활동의 참여라는 구체

인 매개체를 통해 표 하 다.이들은 한,한국 사회세계에서 공유하게 되는

인간 계의 틀을 통해 개인의 인식 변화를 겪게 되었다.만약 연구 참여자들이

한국 통 신체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경험하지 못하 을 한국인들

의 습에 불과하 겠지만,이들에게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한국 통 신체활

동의 참여는 한국인과의 교류를 통해서만이 원활히 유지될 수 있었음을 의미

한다.

부정 인 계에 한 사례는 한국 통무용참가자인 캐서린에게서 두드러

지게 나타났다.캐서린의 한국 방문의 제1목 은 한국 통무용을 수련이었

다.그러나 한국거주가 장기화하면서 태권도,택견,탈춤 등으로 신체활동의 참

여 종목도 다양해졌다.한때 캐서린은 택견 지도자 과정 이수를 진지하게 고려

하기도 하 으나,외국인으로서 문가 과정을 이수하는 것은 매우 민감한 사

항이었다고 진술하 다.왜냐하면,수련비 측면에서 문제와 직결되므로

한국인 사범들과의 의사소통에서 사소한 문제가 있었다고 회고하 다.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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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의 문제는 한국 통 신체활동의 체험,장기 한국체류로 서서히 서로의 차

이 을 받아들이게 된다.그러나 캐서린의 경우처럼,장기간 한국인과 계를

맺어 오면서 자신이 조 씩 한국사회에 맞게 변하게 되었지만,결국에는 소통

의 문제가 동서고 을 막론하고 요시되는 덕목으로 나타나면서 원활한 인간

계를 제해야만 자신들이 원하는 한국 통 신체활동의 참여를 문제없이

성취할 수 있었음이 나타났다.

2)자신들의 코뮤니타스(communitas)형성

공동체는 자연 으로 생성되어 고의성이 없는 본질의지에 입각한 어떤 사

회 인 실체의 일반개념을 추출하여 공동사회(共同社 ,Gemeinschaft)(토니스

(Tönnies,F,1957)로 구축된다. 사회의 구조화된 커뮤니티 안에서 반복되

는 일상으로서의 노동과 일에 종속된 사람들은 일시 인 일탈을 통해 모호함

과 불확실성의 마법과도 같은 세계를 경험하고자 하며(Turner1982;Sharpe

2005:256재인용),이 새로운 공동체는 ‘코뮤니타스’라 명명하며 이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으로 자유(freedom),평등(equality),동료애(friendship),동

질성(homogeneity)등을 지 했다.즉,다양한 형태의 사회 구속에서 벗어나

평상시에는 입어볼 수 없는 옷을 입거나,아니면 모든 옷을 다 벗어버릴 수도

있고,요란한 치장과 화장 는 분장할 수 있는 ‘자유’를 만끽한다. 구나 사

회·경제 지 의 종 계에서 벗어나 동등한 입장에서 횡 으로 ‘평등’한

계를 맺을 수 있다.이 속에서는 자신과 어떤 친 한 계를 갖지 않았던 사

람과도 단번에 진한 ‘동료애'를 느끼며 이를 통해 모든 이들이 ‘동질성’속에서

합일되는 것이다.이와 같은 코뮤니타스 특성과 련하여 본 연구에서도 유

사한 상이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국 ,나이 등의 사회 지표를 떠나 한국 통 신체활동

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과의 동료애를 느 다고 보고하 으며,이와는 다르게

일반 한국인들과의 교류에서는 종종 소통의 문제 이 있었다고 회고하 다.한

국 통 신체활동 참여는 공유된 소통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하 다. 를

들어 캐서린은 자신의 한국 통 무용의 스승들과의 원활한 인간 계에 해

서 진술하면서,같은 활동 참가하는 것의 의미는 사회문화 소통의 행 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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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국 처럼 소통에서의 방해 요소들을 극복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해외 각지에 형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한국 통 신체활동을 함께 공

유했었기 때문이다.특별히 한국인이라서 아니라 인종을 뛰어넘어 구라도 형

제로 느낄 수 있다.한국 통 신체활동은 인종이 다른 사람들과의 계에서

‘끈끈한 아교’와 같은 역할을 해 다.공유된 같은 신체활동을 통해서 얻는 공

감 형성은 일반 인 신체활동에서보다 그 규모가 작지만,터 가 말하

는 주류사회에서 격리된 일종의 ‘코뮤니타스’ 인 공동체 안에서 이들만이 느

끼는 동료애(friendship),동질성(homogeneity)이 드러났다.

3)여가와 경제 사회활동

연구 참여자들의 한국 통 신체활동 참여는 경제와 여가의 양면 측면을

포섭하는 사회 활동 이었다.연구 참여자들은 한국 통 신체활동의 지도자로

서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룹과 생업을 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두 그룹

으로 나뉘고 이들의 참여 내용은 여가와 경제 측면으로 양분되었다.유년기

기의 신체활동을 놓고 봤을 때,캐서린(1명)을 제외하고 모두 신체활동을 여

가로 시작하 고,한국 통 신체활동도 부분 조기에 참여하게 되면서 그들

의 유년기에는 여가차원에서 주로 한국 통 신체활동이 이 졌었다.그러나

한국 통 신체활동을 자신의 진로로 결정한 랑크,스티 ,데이 , 코와

같은 4명의 연구 참여자는 차 시간과 경력이 쌓이면서 문성도 함께 갖추

게 되었다.이들의 경우,한국 통 신체활동이 공으로 환되는 시 은 미

래의 직업 활동과 연 이 깊다.그 시 부터는 여가의 개념이 아닌 경제 사

회활동으로서의 참여로 의미로 확장하게 된다.

그러나 재 랑스 연구 참여자들의 지 실정을 살펴보면,한국 통무

사범으로 살아가는 것은 완 한 직업으로서 경제 독립이 충족되는 것을 의

미하지 않는다. 랑스 사회에서 한국 통 신체활동을 직업으로 선택한 바가

내포하는 것은,이들이 일정동안 경제 어려움을 감내해내야 함을 의미한다.

가령,축구처럼 인기 종목의 스포츠 코치의 월 과 비교했을 때 그 수익은 꽤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택견이 운동으로 아무리 훌륭한 가치가 있

다고 해도,이러한 들이 에게 달되지 않는다면,직업의 의미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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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 내에서 그들의 사범활동은 각자의 ‘진지한 여가 활동’으로만 그칠 것이다.

데이 의 진술에 의하면,“학교에서 일반 교사로 살아가는 것이 한국 통

신체활동 련업을 택한 것보다 훨씬 우가 좋다”고 하 으며,“태권도 사범

(한국 통 신체활동을 직업)을 직업으로 선택함으로써,더 많은 시간과 노력

을 쏟아야만 했고,그래야만 같은 수익을 벌수 있다”고 하 다.이 을 미

봤을 때, 실정에서 경제 어려움은 한국 통 신체활동 종목의 사범으로

살아가는 랑스인들에게 피할 수 없는 결과 다.그뿐만 아니라 랑스에서는

수련 장소를 구하는 문제도 지에서 한국 통 신체활동을 참여하는데 난항

으로 지 되었다.데이 는 “한국에는 사범들이 각자 도장을 운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랑스는 그 지 않아요.모든 스포츠에 해당하는데,우리는 지방

자치제의 시설물(dessallesdemunicipales)을 이용해야 합니다,그래서 이런

시설물은 시나 구역에 소속된 홀로 여해야만 사용할 수 있어요.그래서 장소

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라며 제한 인 랑스 지의 체육 운 방침

에 해서 기술하 다.

한국 통 신체활동 참여를 통한 생업유지 여부를 알기 해서는 먼 각

각의 종목들의 랑스 내 구축된 이미지와 련이 있다.가령,태권도나 합기

도는 택견보다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생계유지에는 어려움이 없었다.이 특

이 은 선무도의 경우로,한국에서는 택견보다 훨씬 인지도가 낮은 편이지만

선무도 학교의 수강생 유치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같

은 원인을 다음의 3가지 요인으로 분석해 보았다.첫째,선무도 사범의 경우

태권도 사범으로 오랫동안 활동해오면서 기존 태권도 수강생 즉,잠재 인 선

무도 수강생을 확보할 수 있었다. 리 지역처럼 수도도 아닌 툴루즈지방에서

선무도가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배경은, 코의 오랜 태권도 사범경력 때문이

다.툴루즈에서 약 30여 년 부터 태권도 사법으로 시작해오면서 서서히 인지

도를 쌓아 나가면서 차츰 선무도 수업을 시도하 고,이와 더불어 교사로서의

문성도 보증되어왔기 때문이다.그래서 기존 태권도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선

무도 수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둘째,선무도 학교는 실재행정가,경 인,

실무자로는 사범으로 구분하여 운 되고 있다.선무도는 일반 인 스포츠와는

달리 들에게 많이 노출되지 않아,경 과 홍보 측면이 선무도를 알리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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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요시되었다.따라서 문 인 자질이 요구되는 경 업무를 사범 혼자

도맡아 하지 않고, 문 경 인이 따로 두고 운 하는 방식을 채택하 다.

3.문화 측면

유럽의 서구 사회를 표하는 랑스에서 한국 통 신체활동이 계속해서

실천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는 것일까.McFarlane(1991:356)은 앞으

로 무술연구에 있어 주의 깊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문화 맥락 안에서

서양에서 동양의 움직임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행동양식 그리고 수련생들의

추정들이 어떻게 실천되는지에 한 추 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 한

바 있다.

에드워드 사이드는 “모든 문화의 역사는 문화 차용의 역사다”라고 말하

듯이 문화를 보는 시각에 우리가 동양 ,한국 이라고 상정하는 문화도 결

국은 과거 문화교류의 결과로서 만들어진 통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를 들어 일본의 경우 서구와의 문화 충돌을 통해서 일본인 자신의 통 일

부를 재발견하거나 재 가치화하는데 서구문화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은 틀림없

는 사실이다(버크,2009:147).그러나 문화는 원래 그것이 나온 지역으로 ‘재수

출’하는 순환성(circularity)을 갖고 있다는 을 주목할 때,그에 인해 지구

화가 가속화되어 랑스에서 한국 통 신체활동이 융융되어 문화 균질화

(homogenization)로서 변모하게 되는 시나리오도 함께 고민해 야 할 것이다.

문화 측면에서 봤을 때, 재 한국 통 신체활동에 가담하고 있는 랑

스인들의 참여 모습은 문화교류를 통한 한국 문화소비의 확산을 가져다주므로

정 인 측면이 있다.그러나 입문,탐색,습득,심화의 참여과정 속에서 랑

스인들은 한국을 심층 으로 받아들이게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문화 균질화

라는 역기능 발생할 수 있다.이를 고려해서라도 한국 문화의 고유 가치를

지닌 한국 통 신체활동의 서양사회에서의 화 계획을 비 인 시각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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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거주 방문의 지속

연구 참여자들의 한국방문은 자신들의 수련 종목 실력 향상에 가장 필요한

덕목으로 작용하 다.왜냐하면 연구 참여자들의 굳은 신념 하나로,한국

통 신체활동의 문 자질은 한국에 거주하는 사범으로부터 도제식 지도를

직 받음으로써 향상될 수 있으며,한국 체류동안에는 다른 훈련생들과의 원

만한 계 형성을 통해서 기술 교류가 가능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이들에게 한국거주는 한국 통 신체활동을 습득할 수 있는 최선의 덕목이자

자신의 재 실력을 검증받을 수 있는 일종의 필수 문이었다.

국내 장기체류경험이 있는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 통 신체활동에 참여하

게 되면서 계획에 없었던,장기 체류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이와 비슷한 양

상으로 국내 단기체류경험이 있는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 통 신체활동 참여

를 해 한국에 방문하 다.이밖에 한국을 계속해서 방문하고자 하는 이유는

연구 참여자들의 최 목 은 모두 한국 통무 습득 연마에 있었지만,

이와 더불어 한국과 한국문화를 심층 으로 이해하고자 방문하 던 것으로 확

인되었다.그래서 이들은 한국을 떠나 본국에 돌아가서도 ‘한국 통 신체활동

의 지속 인 연마’,‘한국의 스승 친구와의 재회’등의 이유로 한국에 방문

할 것이라고 진술하 다.결론 으로, 랑스인들에게 한국 통 신체활동은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 지속요인으로 주요 동기이자 목 이라고 볼 수 있다.이

처럼 한국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체험에 인해 한국 방문은 개인들에게 보

다 더 값지고,특별한 의미로 다가갔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이

들은 한국방문의 구체 인 계획에 해 진술함으로써 이들 각자의 한국 통

신체활동의 목 과 의미는 한국의 재방문을 통해 구체 으로 실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한국에 한 이해 인식의 확

랑스인들에게 한국 통 신체활동은 일종의 문화 경험의 수단으로 제1의

활동을 넘어 제2의 활동,제3의 활동까지 확장하게 시키는 통로의 개념과 같



- 92 -

다.이들은 한국 통 신체활동에 참여하면서,배움의 장이자 무 를 랑스에

서 한국으로 확 했다.장소의 이동은 개인을 통한 양국의 문화교류가 진행되

는 것을 의미한다.이들의 한국 지 한국 통 신체활동의 참여는 문화체험,

여행과 ,일상에까지 그 인식의 범 가 확 되어 갔다.특히 자신의 직업

과 련해서는 문성 향상의 의미로 해석되었다.자신들의 문성은 결국에는

문화자본으로써 경제 가치로 환원된다.이들은 한국에 한 ·부정 인 인

식을 고루 경험한 이후에야 한국을 심층 이고 다원 으로 이해할 수 있었으

며,한국 방문을 통한 단·장기체류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서 자신의 편견과 사

고방식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이 시 에 이들은 기 부정 으로 한국을

인식했던 부분들을 차츰 불식시키고,그제야 한국을 제 로 받아들이는 이해의

단계로 진입한다.

컨 세박은 한국 통 신체활동의 ‘탈춤 참여’를 통해서 과거 조선 시

계 사회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까지 지식을 확

장 시켰다.세박은 한국에 오면 모든 한국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있을 것이라

는 오리엔탈리즘의 선입견을 품고 있었다.그러나 한국 통 신체활동인 택견

에 참여하면서 한국도 이러한 한복과 같은 옛 복식은 통이라는 이름으로 보

존의 가치 역으로 넘어간 것으로 인식하게 되면서,과거와 달리 많이 변화된

한국의 생활을 이해하게 된다. 신 세박은 한국 통 신체활동 종목인 택

견 참여를 통해서 “ 통다움”과 “한복 복식에 한 아쉬움”을 해소할 수 있었

다.그는 택견 참여를 통해 자신이 갖고 있는 통문화에 한 개인 심과

선호를 일상에서 옛 복식을 차려입고 통의 사물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진정한 것(Authentique)”을 찾을 수 있었으며,한국을 심층

으로 알아가는 교육의 기회로 삼았다.

3)한국 통 신체활동의 보 랑스화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 통 신체활동의 보 를 해 각자가 참여

하고 있는 하 종목에서 다각 인 노력을 펼치고 있었다.특히,택견의 종목

의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택견이 2011년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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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택견의 보 과 련하여 세계화, 화에 한 막 한 책임의식이 있었

다.“택견 수련 방법을 1 1방식으로 환”의 필요성 는 “여러 유럽 국가에

방문하여 택견을 보 하고 싶다”는 직 인 언 을 통해 한국 통 신체활동

을 리 보 하고자 하는 구체 인 계획이 드러났다.

그러나 한국 통 신체활동이 단시간에 세계화를 경험할 경우 정 인 면

만을 가져다 수 없다.만약 한국 통 신체활동이 별도의 원형 보존의 그 어

떠한 제약 없이 랑스를 넘어 유럽의 여러 나라로 무분별하게 확산될 경우

마냥 달콤해 보 던 “한국 통 신체활동의 세계화”는 표면 가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문화의 ‘격리(insulation)’유지가 어려워져 본래 가치에서 많이 벗

어날 험에 처할 수 있다.즉,시간이 흐른 뒤 한국의 통 신체활동은 랑

스식 는 다른 방식의 서구화 혼재로 지 의 고유 가치를 훼손될 가능성

을 염두 해야만 한다. 랑스인들의 한국 통 신체활동의 참여를 옹호하는 입

장에서 손 만 칠 것이 아니라 문화가 한쪽으로만 흐르는 것이 아님을 직시하

고 원형보 을 한 작업과 해외 보 시 요구되는 제도 기반을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요컨 , 랑스인들에 의해 한국 통문화가 보 되는 것은 우리의 직 인

노력을 들이지 않고,한국 문화를 유럽 속으로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다져주는 정 작용을 한다.하지만 태권도의 사례처럼,태권도가 스포

츠화되면서 일부 통 가치를 잃어 버렸듯이,우리가 무방비 상태에서 한국

통 신체활동을 서구화 형식으로 환되는 과정을 지켜만 본다면,태권도의 행

동의 자취를 같이 밟게 될 수도 있다.따라서 택견,선무도,한국 통무용,합

기도 등의 한국 통 신체활동이 제2의 태권도 철을 밟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해서 먼 이들 종목이 가진 소 한 통 가치들을 재정립하고,소실될 수

있는 부분에 해 철 한 사 연구를 통한 기록을 통해서 랑스 내 한국 통

신체활동의 보 을 옹호와 비 의 양 측면에서 바라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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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결론 제언

1.결론

본 연구는 연구자가 한국과 랑스에서 한국 통 신체활동에 극 으로

참여하고 있는 랑스인들을 선정하여 기 한국 통 신체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경로와 동기 규명을 시작으로 각 참여 과정에서 나타난 공통된 경험의

내용을 소개하고,궁극 으로 그들의 한국 통 신체활동 참여의 의미를 찾는

데 그 목 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해 본 연구자는 Cresswell(2003)이 제시한 질

연구 자료 분석방법 6단계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연구의 시작은 2013년 3월

13일부터 한국에 방문한 기백과의 비조사를 진행으로 다 지 조사(한국,

랑스,인터넷 가상공간)를 통해 8명의 연구 참여자와 심층면담을 시행하 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통 신체활동 참여 과정을 입문,탐색,습득 심화의 4과

정으로 구분하 다.

참여 입문 과정에서는 참여 경로인 교육,인 ,인터넷의 자원의 3가지 주

제로 나타났다.각 하 요인은 먼 교육 자원에서 랑스의 동양어 교육기

인 이날코(INALCO) 학교,사설 한국 통 신체활동 수련원,주- 랑스문

화원이었으며,인 자원으로 한인과 랑스인 한국 통 신체활동 종사자,재

외 교포와 유학생,한국 통 신체활동 시범단체와 공연단 등이었고,인터넷

자원으로 국기원과 같은 한국 통 신체활동 련 웹사이트,개인 블로그

SNS활동 등이 참여 경로로 이용되었다.참여 동기는,‘개인 호기심’,‘동양

의 신체활동 선호’,‘주거 공간과의 근 성’이라는 의미가 발견되었다.

참여 탐색 과정에서는 기 신체활동의 경험 내용과 추후 한국 통 신체

활동 종목 참여 변화의 유의미한 연 성이 포착되었다.유년 시 (청년기 이

)의 신체활동에는 서양의 신체활동(일반스포츠,사바트,체조,무용 등)과 동

양의 신체활동(유도,일본검도,쿵후,태권도,합기도)형태로 구분되었다.추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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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통 신체활동 종목 참여의 변화는 세 가지 형태로 분류되었으며 각각

한국 무 ,놀이,음악,무용의 참여 내용으로 나타났다.요컨 ,1983년 당시

일본무 가 여타 동양 무 보다 우 성을 확보하 고,유년시 에 태권도,합

기도를 수련해온 연구 참여자들이 성인기에서 다양한 한국 통 신체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연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 습득 과정에서는 랑스인들이 한국 통 신체활동의 습득을 해 한

국방문을 통하여 단ㆍ장기 체류를 선택하는 것을 확인하 다. 한,단ㆍ장기

체류 동안의 내용에서 수련활동 이외에도 ,여가,역사,세속,일상의 문화

체험과 련된 의미가 함께 도출되었다.단기체류를 경험한 연구 참여자들은

세미나,템 스테이, 회참가, 등처럼 다양한 목 을 가지고 있었으며,

장기체류를 경험한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앞서 열거한 활동을 포함하나,차이

은 수련 연마에 한 단일 목 이 뚜렷하고 한국 사범들과의 교류에서보다

더 심층 인 사제 계의 형성이 확인되었다.이러한 사제지간의 원활한 인간

계 형성은 신체 통(Bodylineage)이 승계되는 것을 의미하며 그들의 주로 활

동 무 에서 지도자로서 유사한 수련방식을 재생산하는 것과 련이 있었다.

참여 심화 과정에서는 한국 통 신체활동의 참여에 있어 랑스인들이 자

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단계로 크게 모방과 변용의 방식으로 재 각각 나타났

다.가령 한국과 랑스의 수업내용 비교에서 랑스에서 랑스화한 수련방식

이 있었다.연구 참여자들은 공동체 수련을 통한 기술교환을 통해 다양한 기술

을 교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먼 한국거주자의 경우 한국은 물론 동남아

유럽의 여러 나라와의 공동체를 구성하 으며, 랑스 거주 한국 무 연구 참

여자들은 연구 참여자 한 명이 자발 으로 조직한 한국무 축제를 통해 상

호기술 교류가 이 지고 있었다.이 듯 심화 과정에서는 지 까지 자신들이

구축한 기술을 총망라하여 통합하려는 의지가 포착되었으며 그 표 의 장은

랑스와 한국을 넘어 다양한 국가에서 세미나,워크 ,축제,공연 등의 개최

를 통해 그들이 속한 지사회의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구체화 되었다.

랑스인들의 한국 통 신체활동 참여의 의미는 개인·사회·문화 측면의

틀에서 나타났다.먼 개인 측면에서 심리 욕구 달성,신체의 함양, 성

안녕의 내용으로 ‘자아실 ’,‘신체발달과 자기 수양’,‘일상에서의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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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의 의미가 있다.사회 측면에는 랑스인에게 있어 한국인들과 동료

수련생과의 인간 계 공동체 활동,직업과 련하여 ‘한국인과의 소통’,‘자

신들의 코뮤니타스(comunitas)형성’,‘여가와 경제 사회활동’의 의미로 분석

되었다.문화 측면에는 랑스인들은 ‘한국거주 방문 지속’을 통해 한국

통 신체활동 경험을 구체화 다양화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에 한 이해

인식의 확 ’를 경험하 고,‘한국 통 신체활동의 보 랑스화’를 실

하는 데 참여의 의미가 있었다.이 듯 랑스인들의 한국 통 신체활동 참

여는 한국문화를 심층 으로 이해하는 통로로서 이행 으며,그 참여의 4단계

인 입문,탐색,습득,심화의 과정은 곧 자기화하는 과정이자 랑스화의 과정

으로 해석하 다. 랑스인들에게 한국 통 신체활동 참여가 제하지 않았다

면,한국문화를 알아가고자 하는 극 인 노력은 수반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진술을 토 로 와 같은 노력은 한국 통 신체활동을 참여함으로써 얻는 부

가 활동으로 분류되었다.이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랑스인들의 한국 통 신

체활동 참여 과정 악과 함께 그 의미를 탐색하 다.이를 통해 본 연구자는

랑스인들의 한국 통 신체활동 참여의 랑스 내 주소를 함께 엿볼 수

있었다.



- 97 -

2.제언

랑스인들의 한국 통 신체활동 참여는 한국과의 한 상호교류를 바

탕으로 발 해왔으며,본 논문에서는 이들의 참여 과정을 통해 구체 인 경험

내용과 그 참여의 의미를 탐색해 볼 수 있었다.하지만 연구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제한 을 발견하 다.이에 앞으로 외국인의 한국 통 신체

활동 참여 증진에 한 방안과 함께 련 연구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

록 후속연구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한국 통 신체활동의 학술 정보 구축 마련

과 인터넷을 통한 다국어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민 순(2002)의 연구에서

한국 통 무형문화의 해외홍보 방안으로 통 술에 한 재인식이 필요하며,

이와 련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기 ,단체,개인들이 실질 인

조사,교육자료,연구자료나 창작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능 측면의 네트

워크를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하 다.본 연구의 랑스인들은 한국

통 신체활동에 참여하기 한 자료수집 통로가 부족한 까닭에 실제 참여시

근 방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호소한바,이와 같은 개선 방안으로,먼

한국 통 신체활동과 하 종목에 한 학술 정보를 한국 통 신체활동

과 련된 인터넷 사이트에 구축하고 동시에 기본 으로 문화 작업을 시작

으로 차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랑스인들의 랑스 지 한국 통 신체활동 수과정을 활발히 육

성하기 해서는 한국과 기술 인 교류가 긴 하게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연

구 참여자들은 한국 통 신체활동 참여 심화의 과정에서 지도자로서 수활

동의 제약요인으로, 문기술 부족,지도자 양성 등의 필요성을 지 하 다.이

에 한 안으로 한국의 문지도자들과의 정기 인 기술교류를 통해 랑스

지에서도 한국 본토와 동등한 실력 유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본 연구가 한국을 주요 거 으로 진행된 까닭에 랑스인들의 지

한국 통 신체활동에 한 생생한 참여모습을 담고 있지 못하 으며,이들이

참여 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 도 면 하게 찰하지 못한 한계 이 있다.한

국 통 신체활동을 한국 문화상품 자체로서 자체의 경쟁력을 가졌다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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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볼 때,수용국가인 랑스 지의 정서와 문화, 지 수련생들의 일상생활

과 가치 ,정체성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만 한다.따라서 앞으로 양국 간 력

을 통한 다양한 근(종단 ,양 ,생애사,민족지,내러티 )의 연구가 진행된

다면 기존의 문제 을 심층 으로 발견하고,실질 으로 지 한국 통신체활

동의 참여증 를 한 해결방안의 모색도 가능할 것이라 기 한다.

이와 같은 후속연구가 진행된다면 본 논문에서 도출된 의미의 재확인

새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이를 통해 한국 내에서의 한국 통 신체

활동과 랑스 내에서의 한국 통 신체활동이 어떠한 차이 이 있는지 큰 그

림 안에서 명확한 비교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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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연구 참여 동의서(국문)

연구 참여 동의서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구제목: 랑스인의 한국 통 신체활동 참여과정과 그 의미

연구자:서울 학교 체육사ㆍ철학 공 학원 석사과정 박지

Tèl:010-5468-9007,e-mail:danseavecjy@snu.ac.kr

안녕하십니까?석사학 논문으로 한국과 랑스에서‘랑스인의 한국 통

신체활동(택견,태권도,선무도,한국 통무용,합기도 등)의 참여 과정과 그

의미’에 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이와 같은 목 으로 귀하께 소 한

면담을 요청하는 바입니다.이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진행됩

니다.

첫째, 랑스인들의 한국 통 신체활동을 참여하게 되는 역사 흐름을

악하고자 한다.둘째, 랑스인들의 한국 통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주요 동기

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셋째, 랑스인들의 한국 통 신체활동 참여

경로와 참여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귀하는 연구에 한 참여 여부를 자유롭

게 결정할 수 있으며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언제든지 참여 단여부를 변경하

실 수 있습니다.연구가 시작되면 한국 통 신체활동을 배웠던 과거경험을 토

로,느낌,경험,교육방법과 련된 질문들에 해서 응답을 요구 받으실 것

입니다. 한 어떤 질문이던지 답변하기 곤란할 경우 거 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가 끝난 후 연구 결과는 함께 공유할 것이며,익명성을 보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마지막으로 본인은 본 동의서를 충분히 검토한 후 서명하 다는 것

을 확인해주십시오.

2013년 월 일

연 구 자: (서명)

피 연 구 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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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연구 참여 동의서( 문)

ResearchParticipationAgreement

ThisstudyistoinvestigatethemeaningandprocessofparticipationinKorean

TraditionalPhysicalActivities(KTPA;taekwondo,taekkyon,sonmudo,Korean

dance,hapkidoetc)byFrenchandtogaininformationofwhichkindsoffuture

actionsarenecessarytoactivatetheparticipationofKTPA inFrance.This

workwillbeusedforfuturelearnersandteachersofKTPA inSouthKorea,

FranceandacrossEurope.Inordertoattainthisgoalyouwillbeaskedseveral

questionsduringtheinterview.

Intermsofresearchproblemsthatwerefoundthroughthisstudy,itwas

indicated,first,ItistounderstandthehistoricalaspectsofFrenchwhojoinedin

theKTPA.Second,Itistounderstandwhatthemostsignificantmotivationon

participationofKTPA forthem.Third,Itistoverifyinwhichprocessyou

havebeenexperiencedforparticipationofKTPA sofarandtoclarifythe

contentsofyourlivedparticipationexperiences.

Asthispurposeyouwillhavesomequestionsorbeobservedaboutyour

experiences,feeling,and teaching methods related yourpastofadaptation

procedure.Thedatawhichwillbecollectingandcollectedfrom youwillbe

usedbyanassumednamethroughwholeprocessandtheresearchworkersdo

theirbesttokeeptheprivatesecret.Interview willberecordingandsavedin

mycomputer.Thosedatawillbekeptsafelyandnobodycanuseitexceptthe

mainresearcher,soyoucanfeeleasy,andanswerhonestlyaspossibleasyou

canthroughwholequestions.

Youhaverightsthatyoucanstoptoparticipateandtorejectfortheanswer

questions theresearchanytimewithoutanydisadvantageslimited.Youcan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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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m theresultoftheresearch.Ifyouhaveanyquestionspleaseasksenior

researcher(ParkJi-Young:danseavecjy@snu.ac.kr)anytimeyouwant.

Ireadandunderstoodallresearchcontents,researchprocedure.

Hereby,Ivolunteertoparticipateasaresearchparticipant.

Date: ..2013

ResearcherName: (Signature)

ParticipantName: (Sig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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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연구 참여 동의서(불문)

Accorddeparticipationàunerechercheuniversitaire

CetterecherchemèneuneenquêtesurlesensquedonnentlesFrançaisàleur

pratiquedesActivitéesPhysiquesTraditionnellesCoréennes(APTC:taekwondo,

taekkyon,sonmudo,hapkido,dansescoréennes),qu’ilsexercentenFranceet/ouen

Corée,etsedonneégalementpourobjectiflarécolted’informationsdestinéesà

servirledéveloppementfuturdesAPTCenFrance.

CestravauxservirontauxfutursapprenantsetenseignantsdesAPTCenCorée

duSud,enFranceouàtraversl’Europe.Lesinterrogationsauxquellescetteétude

sedoitderépondrecorrespondent,dansunpremiertemps,àlacompréhensiondes

aspectshistoriquesquipoussentdesFrançaisàpratiquercesactivités.Ellesportent

deuxièmementsurlacompréhensiondeleursprincipalesmotivations.Ellesportent

enfinsurlareconnaissancedesmoyensparlesquelslesFrançaisontdécouvertet

ontétéamenésàpratiquercesactivitéstraditionnelles.

Danscebut,vousserezinterrogésetobservésausujetdevotreexpérience,de

vossentimentsetdesméthodesd’apprentissagequevousavezvous-mêmesuivies.

Lesdonnéesvousconcernantquiserontcollectéesetconservéesserontutilisées

sousun faux nom duranttoutleprocessusderechercheetleschercheurs

s’engagentàrespecterlesecret.

Lesentretiensserontenregistrésetsauvegardéssurmonordinateur.Cesdonnées

serontprotégéesetpersonneneseraautoriséàlesutiliseràl’exceptiondu

chercheurprincipal.Vouspouvezainsiêtreassurédeladiscrétiondevosproposet

doncrépondreaussihonnêtementquepossibleàl’ensembledesquestionsquivous

serontposées.

Vousconservezledroitdemettreuntermeàvotreparticipationàl’enquêteo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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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usopposeràl’utilisationdevosréponsesàn’importequelmoment,sansaucun

inconvénient.Vouspouvezégalementréclamerlesrésultatsdecetterecherche.Nous

restonsàvotredisposition pourtouteinformation complémentaireàl’adresse

électronique de la responsable de ces travaux : Park Ji-Young,

danseavecjy@snu.ac.kr

J’ailuetcomprisl’ensembledesobjectifsetdesprocéduresderecherche.

Parlaprésente,jemedéclarevolontairepourparticiperàcetterecherche.

Date ..2013

Nomduchercheur:(Signature)

Nomduparticipant:(Sig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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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연구 참여자 면담질문지(국문)

인터뷰 가이드

<배경질문>

1.귀하의 나이를 말 해 주실 수 있나요?

2.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3.귀하께서는 한국에 방문한 경험이 있나요?

4.귀하께서는 한국에는 얼마나 계셨나요?

5.귀하께서는 한국에 어떤 계기와 목 으로 가게 되었나요?

6.귀하께서는 한국 생활에 해 만족했나요?

7.한국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나 경험에 해서 말 해 주세요?

8.한국인은 랑스인을 어떤 시선과 태도로 하던가요?

9.한국과 비교하여 자국에서의 외국인에 한 시선은 어떤가요?

10.귀하께서는 한류 상에 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1.귀하께서는 한국 방문 신체활동에 참여하셨나요?

12.귀하께서는 한국과 랑스의 역사 계에 해서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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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생 경험>

1.귀하께서는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KTPA를 처음 하게 되었나요?

-인터넷,주 사람,책,주-불한국문화원 등

2.처음 수련원에 갔을 때 느낌은 어떤가요?

-사람들의 인상,수련원시설

3.처음 한국 통 신체활동 수련이 있은 후 얼마 동안 꾸 히 수련을 해왔나요?

-자신의 내 동기,개인의 경제 측면,직업과의 연계성

4.귀하께서 외국인이기 때문에 KTPA를 배울 때 어려웠던 /특혜 이 있었다

면 말 해 주세요?

5.한국에서 KTPA수련할 때 다른 수련생들과의 계는 어떠했나요?

-인간 계

6.과거 귀하께서 다녔던 수련원의 장ㆍ단 에 해서 말 해 주시겠어요?

-수련원 환경,수련지도자 문성(기능,인성,인문 측면)

7.귀하께서 참여하고 있는 KTPA에 한 역사에 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

요?

-한국문화에 한 역사지식 수 ,자발 인 내 동기 수 과 계성,한국

통체육의 인식평가

8.일반 으로 KTPA참여할 때 가장 요구되는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9.인터넷을 통해서 KTPA활동에 해서 얻은 이 있나요?

-인터넷 SNS사이트를 이용한 KTPA활동에 한 홍보

10.한국과 랑스 지에서 KTPA참여할 때 개선되어야 할 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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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 경험>

1.KTPA참여 후 귀하의 삶의 변화가 있었나요?

2.KTPA참여를 통해 부가 으로 흥미를 갖게 된 한국문화가 있으신가요?

3.KTPA참여를 함으로써 한국을 이해하는 데 조 이나마 도움이 되었나요?

-한국문화(한국인,음식,언어, 습)

4. 랑스인들의 KTPA의 참여가 한국의 이미지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

요?

-그 다면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될까요?

5. 랑스에서 KTPA사범으로 활동하는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6. 랑스에서 KTPA사범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은 의미 하나요?

-인내해야 할 부분,당신이 얻는 정 인 혜택

7.KTPA를 참여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장 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8.다른 체육종목과 KTPA의 차이 에 해서 말 해 주시겠어요?

-KTPA의 가치,인식에 한 조사

9.한류 상이 랑스에 두한 이후로 KTPA의 인기에 변화가 있었나요?

10.한국 체류의 목 이 KTPA와 직 인 계를 맺고 있나요?

-KTPA참여 이후 한국 체류기간 변동 여부,한국 재방문 여부

11.귀하 인생의 우선순 에서 KTPA는 어느 지 에 있습니까?

12.앞으로 KTPA참여 방향에 해서 말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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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기 계획,한인 사회와의 연계성(주- 랑스한국문화원), 랑스 사회와

의 연계성

13. 랑스 지에 KTPA와 련된 경기가 결성된다면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아

요?

14.만약 귀하가 참여하는 KTPA종목이 올림픽 스포츠로 채택되는 것에 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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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연구 참여자 면담질문지( 문)

Interview guide

<BackgroundQuestions>

1.Couldyougivemeyourage?

2.Whatisyourprofession?

3.HaveyoueverbeentoKorea?

4.How longdidyoustayinKorea?

5.WhatbroughtyoutoKorea?Whatwasthemainmotivationtovisitto

Korea?

6.WereyousatisfiedwithlifeinKorea?

7.CouldyoutellmeyourhappiestexperienceormomentinKorea?

8.Couldyoutellmehow theKoreantreatedyou?-e.g.eyesandmanners

9.DoFrenchhaveregardforeignersdifferentlytocomparedtoKorea?

10.WhatdoyouthinkaboutKoreanWave(Hallyu)?

11.Haveyouparticipatedinanyphysicalactivitiesorsportsbeforecoming

to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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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Doyouknow thehistoryoftherelationsofKoreaandFrance?

<Experiencesasapractitioner>

1.Could you tellus how you first learned about KTPA? -Main

participationresources;internet,surroundingpeople,books,Koreancultural

centreetc.

2.CouldyoutellusaboutfirsttimeyouwenttotheKTPAclubinKorea?

-ImpressionofKoreanpractitionersorcolleagues,facilities,installations

3.How longhaveyoupracticedKTPA sincethefirstclass?Andwhat

reasonmainlyabout?-Periods,intrinsicmotivations,master’scareer,job

issue

4.Doyourecognizeanydifficulties/advantagesduringtheKTPA classes

duetothatfactthatyouareaforeigner?

5.How aboutyourrelationwiththeseniorpractitionersormastersduring

thepracticesinKorea?-Humanrelationship

6.WhatarethegoodandbadpointsinyourpastKTPAClubinKorea?

-Facilities, Environment, Master’s level and Professional

knowledge(techniques,personality,humanisticknowledge)

7.DoyouhaveanyknowledgeaboutthehistoryofKTPA inwhichyou

participatein?

8.Whatdoyouthinkofthemostrequestedqualitiesforparticipationof

KT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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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HaveyoueverseeninternetadvertisingaboutKTPA?Haveyouever

usedinternetadvertisingforyourKTPA?

10.Couldyoutellusyouropinionthatwhatwillbenecessaryforimproving

participationofKTPAinFranceandKorea?

<Experiencesasacoach>

1.CouldyouTellusmoreaboutyourlifechangesafterparticipationof

KAPA?

2.Haveyoubeen interestedinotheraspectsofKoreanculturebydoing

theKTPA?

3.Doyou think thatyou understand betteraboutKorean culturethan

beforedoingonKTPA?-GeneralKoreanculture;foods,language,people,

traditionalcostume

4.DoyouthinktheparticipationofFrenchinKTPA wouldhelpimproving

Korea’simageinternationally?-Anyspecificsector,forexample?

5.WhatarethedifficultiesasbeingaKTPAmasterinFrance?

6.WhatismeaningfulaboutbeingamasterofKTPAinFrance?

-Whatyouhavetoendure,whatarethepositivebenefits

7.WhatisthebiggestadvantageofdoingKTPA?

8.CouldyoutelluswhatisthebiggestdifferencebetweenKTPA and

other sports(including occidentaland Asian sports)? -The valu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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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enessofKTPA

9.IsthereanychangeofthepopularityofKTPA aftertheKoreanwave

appearedinFrancerecently?

10.DoesyourpurposeofstayinKoreahaveadirectlinktodoingKTPA?

-After taking experience on KTPA which has an effect on your

extensionofstayinginKorea(stayingperiodsinKorea),revisittoKorea?

11.WhereistheKTPAsituatedamongtheprioritiesinyourlife?

12.WhatyoudohavefutureplansfortheparticipationofKTPA?

-Medium & long term schemes,Connectivity with Korean & French

community(KoreanCulturalCentre,Paris)etc.

13.Could you tellusyouropinionsin thecasethatany competitions

shouldbeheldinFrancewithothermartialarts?

14.Could you tellusyouropinionsin casethatoneday KTPA(taekkyon,

Haedong-gumdo)shouldberegulatedasadisciplineofOlympic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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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연구 참여자 면담질문지(불문)

Leguided’entretien

<Questionsdefond>

1.Pourriez-vousmedonnervotreâge?

2.Quelleestvotreprofession?

3.Avez-vousdéjàétéàlaCorée?

4.Combiendetempsêtes-vousrestéenCorée?

5.Qu'est-cequivousaamenéàlaCorée?Quelleétaitlamotivation

principalepourvisiterlaCorée?

6.Avez-vousétésatisfaitdelavieenCorée?

7.Pourriez-vousmedirevotreexpérienceheureuseou un momenten

Corée?

8.Pourriez-vousmedirecommentlescoréensvousatraité?-e.g.les

yeuxetlesmanières?

9.QuelleestladiffèrencederegardsauxétrangèresparávoiràFranceet

Corée?

10.Quepensez-vousdelavaguecoréenne(Hallyu)?

11.Avez-vousparticipéauxactivitésphysiquesousportivesavantdevenir

enCorée?

12.Connaissez-vousl'histoiredesrelationsdelaCoréeetla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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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érienceentantquepraticien>

1.Pourriez-vousnousdirecommentvousavezapprissurKTPA?

-Principalesressourcesdeparticipation;Internet,lesgensenvironnants,

livres,centreculturelcoréensetc

2.Pourriez-vousnousparlerdelapremièrefoisvousêtesalléauclub

KTPA enCorée?-Impressiondespratiquantscoréensoudescollègues,

lesinstallations

3.Combien detempsavez-vouspratiquéKTPA depuisledébutdela

première classe? -Et quelle raison principalement sur? -Périodes,les

motivationsintrinsèques,lacarrièredemaître,questiondel'emploi

4.Reconnaissez-vouslesdifficultés/avantagespendantlescoursKTPA en

raisondecefaitquevousêtesunétrangerparvous-même

5.Quediriez-vousvotrerelationaveclespraticienschevronnésoumaîtres

pendantlesessaisenCorée?-Relationhumaine

6.QuelssontlespointsfortsetnégatifsdansvotreclubKTPAenCorée?

-Les’installations etl'environnement,niveau maître,les connaissances

professionelles(techniques,personnalité,connaissancehumaniste)

7.Avez-vousdesconnaissancessurl'histoiredeKTPA danslequelvous

participezà?

8.Quepensez-vousdesqualitéslesplusdemandéespourlaparticipationde

KTPA?

9.Avez-vousdéjàvulapublicitésurInternetsurKTPA?Avez-vousdéj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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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lisélapublicitéinternetpourvotreKTPA?

10.Pourriez-vous nous dire votre avis que ce sera nécessaire pour

améliorerla participation des KTPA comme instructeurde KTPA en

France?

<Expérienceentantquecoach>

1.Pourriez-vousnousdireplussurvotreviechangeaprèslaparticipation

deKTPA?

2.Avez-vousétéintéresséàd'autresaspectsdelaculturecoréenneen

faisantlesKTPA?

3.Pensez-vousquevouscomprenezmieuxdanslaculturecoréenneque

avantdefaireleKTPA?Culturecoréennegénéral;aliments,lalangue,les

gens,costumetraditionnel

4.Pensez-vousquelaparticipationdufrançaisdansKTPA contribueraità

améliorerl'imagedelaCoréeàl'échelleinternationale?-Toutesecteur

spécifique,parexemple?

5.Quellessontlesdifficultésqued'êtreunmaîtreKTPAenFrance?

6.Cequiestimportantd'êtreunmaîtredeKTPAenFrance?

-Qu'est-cequevousavezàsupporter,cesontlesretombéespositives

7.QuelestleprincipalavantagedefaireKTPA?

8.Pourriez-vousnousdirequelleestlaplusgrandedifférenceentreKT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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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utressports(Encecomprislessportsoccidentalesetasiatiques)?-Les

valeursetlaconsciencedeKTPA

9.Yat-ilun changementdelapopularitédeKTPA aprèslesvague

coréenneestapparueenFrancerécemment?

10.Est-cequelebutdevotreséjourenCoréeontunliendirectàfaire

KTPA?

-Aprèsavoirprisl'expériencesurKTPAquiauneffetsurvotreposte

deséjournerenCorée(périodesenCoréeduséjour),derevoiràlaCorée?

11.OùestlaKTPAtrouveparmilesprioritésdansvotrevie?

12.Qu'est-cequevousn'avezplansfuturspourlaparticipationdeKTPA?

-Régimes moyen-long terme,laconnectivitéaveclacommunauté

coréenneetfrançaise(CentreCulturelCoréen,Paris),etc

13.Pourriez-vousnousparlerdevosopinionsdanslecasoùtoutesles

compétitionsdoiventêtretenusenFranceavecd'autresartsmartiaux?(ce

quipourraitêtrepassésicequen'importequelcombatauralieuenFrance

avecd'autresartsmartiaux?)

14.Pourriez-vousnousparlerdevosopinionsdanslecasqu'unjour

KTPA(Taekkyon,Haedong-Gumdo)devraitêtreréglementéecommeune

disciplinedesportolymp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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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호) 일자 *체육 통무 /@ 통놀이/ 통무용

한국의 정체성(1) 1981.7 @양주 별산 놀이,사자놀이 @탈춤,처용무

거북선(2) 1981.12 북춤군무ㆍ부채춤

신안 앞바다

보물이야기(7)
1983.5 *화랑의 역사 (p.25),88올림픽 비 련 소식

서양에 나타난

한국고지도(8)
1983.12 *씨름,올림픽 련소식

한국 통무용(9) 1984.6 *88올림픽 문화,한국양궁,민속무용, 통무용,무속무용

한국의

통 술(10)

1985.

2-3
*88올림픽 비안내 김백 의 춤 일정 소개

한국연극(11) 1985.6 *태권도‘86아시안게임’겨냥

한국의

통놀이(14)
1987.11 @농악,무동놀이, 뛰기,강강술래

한국의

통놀이(16)
1988.12

@ 다리기 윷놀이,88올림픽

축제무용행사(서울국제무용제)

한국의

통보자기(18)
1989.9

*한국 시회 88서울올림픽 사진 시회,일정:4월23-5월1,

@그네뛰기, 지역의 한국 시회:화 무

한국과 서양종교의

만남(20)
1989.1 @농악

제주도 노인들의

치(21)
1990.4 @ 뛰기,윷놀이

한국 화 70년(22) 1990.7 @지신밟기(농악패와 마당굿),춘천의 민속놀이 수 싸움

한국선사시 의

그림(23)
1990.11

@사자놀이ㆍ다리 밟기,안동,의성의 놋다리밟기,

기와밟기(여인들), 다리기,양주오 놀이,모심기노름 등

한국문화잡지(1-49) 단 :*체육,@ 통놀이

부록3.주불-한국문화원『한국문화』에기록된한국 통신체활동

『한국문화』(1981-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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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재료의 진정한

인식의 조건(25)
1991.3 *활쏘기 회(국궁)씨름 회,@해서탈춤

한국의 부채(26) 1991.7 @농악,무당춤,부채춤,(1853-1922),강강술래

*과거 한국의

거리(27)
1991.10 *태권도와 택견ㆍ수박희의 역사와 연 성

한국에 한

궁 증(32)

1992.

(겨울)
@모내기 놀이할 때 함께 행해진 춤과 노래

사진으로 본

리의 한국(34)

1993.

(여름)

@사물놀이,풍산탈춤 공연(4.16-18),국악원 공연(4.2-25)-

신검무(무당춤),창작한국무용

한국의무형문화재

(38)
1994.11

무용(舞), 양백청놀이,종묘제례악(기악( )과 노래(歌)와

무용(舞), 양백청놀이 @ 강령탈춤,처용무

한국 사회의

유교사상(39)
1995.4 종묘제례

유네스코세계문화

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보물(48)

1996.7 *축국,태권도,@사물놀이,종묘제례

FIAC한국의

해(43호)

1996.10 한국 음악과 춤

아비뇽페스티벌

교황청의

한국아티스트(49)

1998.11

살풀이/@사물놀이:김덕수와 타악 연주자의 장구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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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호) 일자 *체육 통무 /@ 통놀이/ 통무용

세계 문화의 집에

울려 퍼진 한국

음악(51)

1999.

4
살풀이

에 종과 슬

설(52)

1999.

7

@사물놀이,농악,

한국무용(삼고무,장구춤 등)

시 별로 본 한국

문화(53)

1999.

11
@굿(홍인선)

제1회 한불문화상

시상식 장(54)

2000.

3
*국궁 제조과정 소개

도빌 국제 아시아

화제에서 성공을

거둔 한국 화(55)

2000.

7
김정애의 통 무용공연:장고춤(6.16)

20주년을 맞은 랑스

한국 문화원(56)

2000.

12

@사물놀이 이미지 수록(p.13)(11.13-14)

국립국악원단원들의 다양한 한국 통무용공연(p.3,6)

기메 미술 "한국의

향수" 시 -

17세기부터 19세기

그림과 병풍(59)

2001.

12

동서양의 만남 ‘FeelingKorea장고춤,태평무 등 다수의

무용과 음악공연(10.5)

*취지:‘2002년 한국&일본 월드컵을 앞두고 아시아의 미’를

랑스 객들에게 선사하기 함

리에 문을 연 서울

정원(60)

2002.

4

*축국(옛날 통놀이식축구)과 한국축구의역사 비교분석(p.10-12)

*고구려 무 와 태권도와의 계서술(p.20-21.9)

리 가을 축제에

받은 160명의

한국 아티스트(61)

2002.

8

31회 리가을 축제:각종 궁 무용,민속무용(강강술래,

@사물놀이,탈춤 등),@사물놀이,무속의식 ‘굿’(p.2-6)

리 가을 축제의

한국 로그램(62)

2002.

12

리가을축제 로그램소개:궁 무용,승무,@김덕수사물놀이(p.2-4),

안숙선 소리(p.5),@은율탈춤(p.7)@김 화무속의식‘굿’(p.8-9)

한국 화 열풍 소개 ‘취하선’,‘오아시스’

한국문화 잡지(51-86)

『한국문화』(1999-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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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년을 맞은

한국 술종합학교(64)

2003.

8
한국 술 종합학교 소개:한국 통 술과 무용과

창경궁 -가로지른

공간(66)

2004.

4

*“Canne”페스티발부터충주페스티발까지:제5회충주무술축제에서

랑스의 ‘Cannedecombat’(지팡이무술)이소개됨(p.22-26)2)

국립국악원(67)
2004.

8

국립 국악원의 창립 배경 역사:역할 기능

한국 통무용 음악소개:궁 무용(포구락),사물놀이(p.1-6)

화:칸진출‘올드보이’(그랑 리),살인의추억(르몽드격찬)의인기

르타뉴 지방에서

열린 한국 축제(68)

2004.

12

르타뉴에서 ‘오리엔트’의 주제로 열린 한국,페스티발(p.2-5)

연극:“귀족”,무용공연이 2주간 진행됨(약 4.200명의 객유치)

*태권도 도서 고:태권도‘한국의 정신’(번외)

※한류에 한 언 (LaCoréedeSudetlavaguecoréenne):

한류의 역사 소개 앞으로 나아갈 (p.6-12)

황석 의‘손님’불언번역 출 기념행사- 리한국문화원에서

진행(p.20-21)

한국 건축(69)
2005.

4

연등축제:다클리마타시옹 공원;Jardind’acclimatationet

theatreZingaroauxcouleursdelaCorée:unebelleréussité

한복(70)
2005.

8

한국연극 속에 포함된 요소:신체 이미지,무용, 통악기

연주 한국 연극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랑스와의 교류(p.2-15)

유교사상,동양 종교와의 연 성(p.16-23)

한국 화:칸에 진출한 김기덕 감독의 “활”

리에서 열린 한국

불교 특별 주간(71)

2005.

12

“천수바라무”연산재의식 바라춤,나비춤의일부분(승무:진유림

11.5-6,p.3-5)3),배연신 굿4),‘배 에서의 의식’김 화 만신

공연(12.2-3.국립해양박물 )

랑스와유럽에서의“한국문화성공의개요”(p.24-26)이듬해

한불수교120주년행사 고수록,(번외)“CoréeauCoeur”(1886-2006)

한국

아티스트(72)

2006.

4

유교 성인식 ‘’소개(p.24-28)

20명의 한국 미술가 청(p.2-5)

랑스의 한국미술가의 역사 소개(p.6-9)

제33회 앙굴렘 국제만화 페스티벌“한국만화 참가”

1)『한국문화』(1999-2013)에서는 한류처럼 주목해야할 굵직한 주요 상이나 사건도 함께 조사하 음.
2)출처:http://fr.wikipedia.org/wiki/Canne_de_comb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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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수교 120년

기념호(73)

2006.

A/W

<Laprière>:기도,무용,무속의식 공연(국립극단)이

베르사유 오페라극장서 진행됨

창무회의 김매자 공연단과 랑스의 CarolynCarlson과

합동무용공연 “보름달(FullMoon)”(p.12-15)

“부르주아드몰리에르”종합오페라극:무속 인유혹(11.20-30,p.16-19)

“CoreeauCoeur”한불수교 120주년 행사 -한명숙 총리 방문,

티에리 통(랑스경제장 )과베르사유궁 에서진행됨(6.8)

가수 ‘비’의 국제 인 성공에 한 소개(p.24)

한스타일–한식(74)
2007.

여름

*여행, 을 주제로 태권도 소개(p.31)

“한국의비보이문화와역사 한류<비보이를사랑한발 리나>

소개(p.22-23), 리의 아티스트: 리오페라발 단소속

“발 리노김용걸”인터뷰소개(p.29)

창기한국방문단: 리지엥으로 칭할 수 있을까?(p.17-21)

제60회칸페스티발- 화“양”으로 도연여우주연상입상(p.25)

한스타–한지(75)
2007.

A

이숙재“ 물 무용단”의 <한 ,25시>작품 소개 (p.7)

페스티발 “Cine-Scenes2008:Corée”,에 참가

한국의 <우투리>작품:한국 인 춤사 소개(p.18-22)

한국의 비극“디아스포라”의 역사(p.10-13)

황석 의 “오래된 정원” 다수의 한국소설 소개

한국어 문화문법(76)
2008.

S/S

‘뤼드(Fluide)’리공연 SEO무용단 소개(p.22-23)

비보이 뮤치컬‘비빔밥’:힙합과 숙명가야 의 합동공연이

랑리 박물 [QuaiBranly]에서 올려짐(6.26-28),(p.24-25)

TV드라마의 성공: 장 ,겨울연가 등(p.17-19)

한국 역사의 한

여성(77)

2008.

A/W

*한국과 랑스의 태권도(p.11-13)

‘황진이’에 한 역사 기술(p.5-7)

페스티발“어린이들의꿈(rêvesd’enfants)” 사물놀이소개(11.24-29)

한국을 향한

랑스인의 기

시선(78)

2009

S/S

하용부의 춤 바스티유 오페라극장에서 공연(p.16-17)

디종 극장(보르곤류:Bourgogne)에서 ‘우투리’공연(p.27)

랑스 출 기록 서 에 나오는 한국에 한 비유(p.3-9)

앙리 쥬베르,로즈제독의 한국탐사의 놀랄만한 증언(p.10-13)

‘한’과 오늘날의 한국여성(p.18-20)

2009: 랑스에서 한국 화의 성공의 비결(p.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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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드 르

특별호(79)

2009

A/W

페스티발 “어린이들의 꿈”(11.23-29,p22-23)

앙드 르(AndreFabre): 에 뛰는 업 들(p.3-7)

30주년을 맞은 랑스

한국 문화원(81)

2010

A/W

*무 ‘택견’이 스윙(swingue)하다(p.26-28)-

택견의 역사,택견 로그램(랑스) 랑스택견

벌써 30년!(Trenteansdéjà!)랑스한국문화원 30주년 행사:

재까지 행해진 굵직한 공연행사에 한 리뷰총평(p.3-9)

“어린이들의 꿈”2010년 페스티발(p.24-25)

랑스에서 성공한

한국 아티스트(82)

2011

S/S

*해동검도:역사, 랑스 활동상황(p.16-19)

조(Contrastes):서미숙의 춤 2011(p.20-21)

이선아(춤추는거미)가2011툴루즈“MadeinAsia”축제에참가(p.24)

나윤선:한국 째즈 “madeinFrance”(p.6-7)

K-pop의 랑스본토의습격(LaK-popl’assaultàde’Hexagone),(p.8-10)

랑스 한국사회:정체성,조직,동화(p.11-13)툴루즈의한류(La

vaguecoréenneaToulouse),(p.24-26)

한국 불교의 어제와

오늘(83)

2011

A/W

한국불교소개:사찰음식,템 스테이,주요사찰,사찰의삶(p.3-11)

K-pop의 성공담(p.22-23),

화 ‘시(poésie)’의 성공비결:감독 이창동과의 담화(p.24-26)

고 홍보:2012년 여수세계박람회(p.30-31)

한국의 가족(84)
2012

S/S

*여행, 편:한국에서의트 킹일주(Circuitsdetrekkingen

Corée),(p.31)

한국의 교육,결혼,재래시장,미지의 것 소개(p.3-17)

한국 여성(85)
2012

A/W

여행, 편:한국 통문화 탐방의 7가지 여행 로그램:

*태권도:신체와 정신건강증진을 한 태권도 로그램(p.31)

다양한 종류의 난타(타악)공연 소개(p.26-28)

한국여성의“어제와오늘”:문학작품,화등에서반 된한국여성(p.3-12)

아시아의 세계:

한묵(86)

2013

S/S
여행, 편:강남-“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서울지역(p.32)

3)김 렬(2008),佛敎 靈山齋의 문화 콘텐츠화에 한 硏究.원 학교 박사학 논문.
4)서해안 일 에서 배 진수식을 거행하면서 베푸는 마울굿인 배연신굿 띠배 장면.굿의 마지막 거리

로 온갖 질병,잡귀 수비 산들을 실어 보냄으로써 재액을 막는 거리이다.서해안의 배연신굿과

동굿은 1985년 요무형문화재 제82호로 풍어제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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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랑스태권도 前 표선수

박로랑의 개인사진 에서

2013년 4월 11일

그림.2. 랑스의 이 용(맨 좌측 앞)

태권도 사범과 그의 오랜 제자 박로랑

2013년 4월 11일

그림.3. 코와 그의 태권도수련생

일행과 동 문에서 녁식사

2013년 4월 20일

그림.4. 코의 두 제자의 태권도

발차기 모습 2013년 4월 20일

부록 4.한국과 랑스에서의 면담 (비)참여 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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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랑크와의 면담 후 리옹역에서

2013년 8월 1일

그림.6. 랑크의 택견동작 시범

2013년 8월 1일

그림.7.세박과의 면담 후 리 방센느궁

,2013년 8월 4일

그림.8.한국에 방문한 랑스

택견수련생들과 (비)참여 찰

2013년 9월 14일

그림.9.즉흥 춤 참여 찰 후 문래동

술공장에서(1),2013년 9년 10일

그림.10.즉흥 춤 참여 찰 후 문래동

술공장에서(2),2013년 9년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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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MeaningsandProcessofParticipation

inKoreanTraditionalPhysicalActivitiesby

FrenchPeople

Park,Ji-Young

DepartmentofPhysicalEducation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Withtherapidpropagationofculturalglobalization,arecentphenomenon

thathasswepttheglobeistheKoreanwave.Thisresultedinagreat

dealofinternational interestinK-popandcausedsometoslowlytake

interest in other aspects of Korean culture, for example Korean

TraditionalPhysicalActivities(KTPA)such as taekkyon,taekwondo,

Son(zen)mudo,and variousKorean traditionaldances.Thisdeveloping

popularity in KTPA actsasan externalreflection,providing uswith

valuableinsightsthataidinrediscoveringhiddenvaluesinKTPA that

havebeenignored.

Intoday’sKorea,westerninfluenceshavelargelyshapedphysicaland

leisureactivities;thevastmajorityofKoreansenjoywesternsports more

thanKTPA.Ironically,KTPAhasbeensuccessfulonitsowntermsasone

theEasternmovementforms(EMF)thathasbeenquietlyspreadingand

transformingwithinWesternculturesoverthepastfew decades.Despite

growingpopularityintaekwondoandrecognitionoftaekkyonbyUNESCO,

relatively littleresearch hasbeen doneofKTPA.In thisregard,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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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aimstotracetheprocessofthespreadandproliferationofKTPA

in France as a centerofculturalspace from the perspectivesofthe

participants,anditsultimateobjectiveistointerpretthemeaningofthe

participationofFrenchpeople.

Weemployedhistoricalandqualitativemethodsforamorein-depth

interview andsurveybasedonmulti-sitedinterviewsinKorea,Franceand

through the internet.Additionally,we collected data using of visual

materialsand participation observation through SNS such asFacebook,

Skype,andKakaotalk.

Inthispaper,weproposedfourparticipationstagesofKTPA among

Frenchpeople.Intheintroductionstage,wefiguredouttheparticipation

channelswiththemainmotivationfactorsforparticipation.Intheinitial

stage,mostparticipantsutilizededucationalandhumanresourcesandthen,

inthelate2000s,theirusageswereexpandedtointernetresources.Inthe

investigation stage,thepatternsfortheirearly physicalactivitieswere

classifiedintoAsian andwestern physicalactivity patterns.Theirearly

participationbeganwithJapanesemartialartsbutthispatternlatermade

toatransitiontotheKTPA.Intheacquisitionstage,theystayedinKorea

forvariousdurations,from shorttolong,tolearnaboutanddiscovertheir

own practice activities as wellas otheraspects ofKorean culture(i.e.

tourism,leisure,Koreanhistoryorsecularculture).Intheintensivestage,

theytookproactivesteps,buildingtheirownorganizationstoshareand

spreadKTPAlocallyinFrance.

We then analyzed thesignificanceofparticipation in KTPA among

FrenchPeopleintoIndividual,SocialandCulturalPerspectives.Individual

perspectives1)self-actualization,2)developmentformindandbody,and3)

experience of secular religion in daily life; Social perspectives 1)

communication with Koreans 2)structure ofown communitas,and 3)

leisureandeconomicalactivities;Culturalperspective1)livinginKoreaand

persistentvisits2)understandingofKorea& extensionofitsawareness

and 3) diffusion of KTPA and frenchification. The perspectiv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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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Koreans,theFrench participantsin thisresearchmay serveasan

opportunitytorediscoverdeepseatedvaluesinKTPA thatwemayhave

overlooked.

………………………………………

keywords :French,Koreanmartialarts,Koreantraditional

dance,participationofphysicalactivities,culturaldiffusion,

Koreanculture,SNS-facebookobservation.

StudentNumber :2011-2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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