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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오리엔탈리즘이론을 통해 서구사회가 태권도를 어떻게 바라
보았는지를 규명함으로써 태권도의 세계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것이
다. 태권도의 세계화 역사를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해석해보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오리엔탈리즘이 태권도 담론에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미시
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주로 국내의 입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태권도의 세계화에 대한 연구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태권
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에 최종적인 목적을 두었다.
태권도가 형성 과정에 있어서의 오리엔탈리즘을 분석해보면 일본형 오리엔탈
리즘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부과한 오리엔
탈리즘의 영향에 의해 일본형 무도가 한국에 크게 자리 잡아 한국의 무예는 일
본화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해방 후에도 지속되어 일본 가라테의 무비판적인 수
용을 초래하였고, 가라테를 한국의 무예로 동일시하게 되면서 태권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일본형 무도 틀 안에서의 발전’이라는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근대의
태권도는 일제가 한국에 부과한 오리엔탈리즘의 영향으로 해방 후에도 한국적인
무예 문화를 발전시키지 못한 채 형성된 태권도는 일본의 가라테와 차별성을 가
지지 못한 형태로 미국에 진출하게 된다. 결정적으로 태권도 보다 먼저 미국에
진출하여 자리 잡은 가라테와의 유사성은 태권도가 가라테의 기준으로 평가되며,
가라테로의 편승 혹은 종속된 모습을 보여준다.
1962년~1973년『블랙벨트』의 태권도 담론에는 일본형 오리엔탈리즘과 네오-

오리엔탈리즘이 중층적으로 형성되어있다. 그리고 가라테의 한 종류로서 미국인
들에게 인식되는 모습, 그리고 태권도 자체도 가라테와 차별되는 모습을 보여주
지 못하는 오리엔탈리즘의 전형을 보여주며, 가라테의 인기에 편승하여 저변을
넓히게 되는 과정에서는 네오-오리엔탈리즘이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태권도가 세계화되는 과정에서 내재된 오리엔탈리즘을 분석해보면 스포츠화
되고, 올림픽종목에 채택되며 세계화를 이루는 과정에서는 서구에 의해 만들어진
오리엔탈리즘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국주의 시대를 거치며 확산
된 서구의 근대스포츠들은 한국에서도 크게 성행하여 한국의 전통스포츠를 하위
문화로 만들어버렸다. 태권도 역시 이러한 상황에서 발전하려면 스포츠화로의 길
을 모색해야 했고, 이훼 겨루기 경기를 중심으로 한 서구형스포츠로 전환되었다.
특히 올림픽 종목으로의 채택은 태권도가 스포츠화된 이후 최대의 업적이 되었
지만, 이 역시 올림픽이 가지고 있는 제국주의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오리엔탈리
즘의 재편으로 볼 수 있다.
1974년부터 2000년 사이『블랙벨트』의 태권도 담론을 종합해보면 태권도가
스포츠화 되면서 무예라는 측면이 약해져갔고, 도장이라는 공간도 역시 상업 활
동을 하는 공간으로서 전환을 이루게 된다. 도장 기능의 전환은 전통적인 사제
관계를 계약관계로 만들었고, 더는 도장이 심신의 수련을 위해 오는 공간이 아닌
개인의 건강과 즐거움을 찾기 위한 공간으로 전환되었다. 태권도가 스포츠화 되
며 보여준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태권도 기술체계의 변화였다. 60년대부터 발전하
기 시작한 태권도의 발차기를 중심으로 하여 품새와 호신술 등은 배제되고 점차
경기에 적합한 형태로 변화하였다. 이는 미국사회에서 특히 복싱과 결합의 형태
로 나타났고, 복싱의 가벼운 발놀림, 손놀림 등을 채용하여 미국식 스포츠로 변
환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태권도의 스포츠화는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절
정을 이루었다. 태권도는 전문화, 세속화, 경기화, 관료화, 합리화를 거치며 서구
스포츠가 가진 거의 모든 제반 요소를 받아들였으며 이를 토대로 체계화되고 조
직적인 형태의 스포츠로 자리매김하였다.
국제스포츠사회에서의 오리엔탈리즘적인 현상은 올림픽의 세계에서 태권도의

위상변화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태권도는 올림픽의 종목으로서 부합하기 때문
에 받아들여지기는 했지만 퇴출 위협은 지속되고 있고, 태권도를 비롯한 가라테,
우슈 등 여러 동양 무예의 올림픽을 향한 맹목적 추구는 IOC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우월한 이미지로 형상되었다.
태권도가 세계화되어 많은 사람이 즐기는 스포츠가 되었음에도 역사적인 정통
성에 대한 문제 제기, 철학의 부재, 무예와 스포츠 사이에서의 고민 등 극심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이유가 태권도가 그동안 주체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로 나타났다. 앞으로 태권도의 지속적인 발전
을 위해서는 동양스포츠문화의 주체로서 구체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1)

주요어 : 동양스포츠, 세계화, 오리엔탈리즘, 제국주의, 태권도
학 번 : 2011-23662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1
2. 연구의 목적 및 과제 ·······································································6
3. 선행연구 검토 ·····················································································7

1) 태권도 세계화 관련 선행연구 검토 ························································7
2) 오리엔탈리즘 관련 선행연구 검토 ··························································9

4. 연구방법 ····························································································13

1) 문제선택 ······································································································13
2) 가설설정 ······································································································13
3) 자료의 수집과 분류 ················································································14
4) 담론 분석 ····································································································15
5) 시기 구분 ····································································································18

5. 용어의 정의 ·······················································································19

1) 태권도 ··········································································································19
2) 세계화 ··········································································································20

Ⅱ. 이론적 배경 ················································································23
1. 오리엔탈리즘 ·····················································································23

1) 오리엔탈리즘 ······························································································23
(1)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 ·····················································23
(2) 네오-오리엔탈리즘 ············································································25
2) 문화제국주의 ······························································································28
3) 한국 문화에 내재된 오리엔탈리즘 ························································31
(1) 일제에 의해 형성된 오리엔탈리즘 ···················································31
(2) 서구(미국)에 의해 형성된 오리엔탈리즘 ········································34

2. 『블랙벨트』 와 태권도 담론 ······················································37

1) 종합무예전문지 『블랙벨트』 ································································37
- i -

2) 『블랙벨트』 내 태권도 담론 ································································41
(1) 세계화 이전(1961～1973) ···································································42
(2) 세계화 이후(1974～2000) ···································································44

3. 태권도의 해외진출과 세계화 ························································46

1) 태권도의 해외 진출 과정 ········································································46
(1) 한인 사범들의 해외진출 ·····································································46
(2) 코리안 가라테의 등장 ·········································································50
2) 태권도의 세계화 과정 ··············································································53
(1) 국내협회 창설과 국기원 건립 ···························································53
(2) 해외단체 및 국제기구 가입, 국제대회 개최 ··································55

Ⅲ. 태권도의 세계화 과정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 ···············59
1. 태권도의 형성과정에 내재된 오리엔탈리즘(1930~1961) ·····59

1) 일본형 무도의 유입과정에 내재된 오리엔탈리즘 ······························59
2) 일본형 무도 틀 내에서 형성된 태권도 ················································62

2. 태권도의 정체성확립 과정에 내재된 오리엔탈리즘(1962~1973) ·····68

1) 가라테로의 편승과정에 내재된 오리엔탈리즘 ····································68
2) 신흥무예로 부각되며 정체성이 확립된 태권도 ··································73

3. 태권도의 세계화 과정에 내재된 오리엔탈리즘(1974~2000) ····78

1) 스포츠화 과정에 내재된 오리엔탈리즘 ················································78
2) 서구형스포츠 틀 내 세계화된 태권도 ··················································81

Ⅳ. 『블랙벨트』에 나타난 태권도 담론과 오리엔탈리즘의 규명········87
1. 세계화 이전(1962~1973)의 태권도 담론 ···································87

1) 가라테의 한 부류로서의 태권도 인식 ··················································87
(1) 사범들의 일본형무도 지도 ·································································87
(2) 수련자들의 가라테로의 인식 ·····························································95
2) 신흥무예로서 태권도의 부각 ································································101
(1) 태권도의 경이성 부각 ·······································································102
- ii -

(2) 가라테 시합에서의 차별성 부각 ·····················································113

2. 세계화 이후(1974~2000)의 태권도 담론 ································120

1) 태권도의 현대화 ······················································································120
(1) 도장 경영의 고급화 ···········································································120
(2) 태권도 기술의 현대화 ·······································································125
2) 태권도의 스포츠화 지향 ········································································134
(1) 훈련방식의 전문화 ·············································································135
(2) 수련목적의 세속화 ·············································································139

3. 태권도의 세계화 과정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 ····················143

1) 가라테의 한 부류로 인식된 태권도 ····················································143
2) 경이적인 신흥무예로 인식된 태권도 ··················································149
3) 서구형스포츠로 재구성되어야할 대상으로 인식된 태권도 ············154

Ⅴ. 결론 ····························································································160
참고문헌 ·························································································164
Abstract ··························································································174

<표 목차>
<표.Ⅱ-1> 해외에서 100회 이상 발행된 무예 잡지 ···············································39
<표.Ⅱ-2> 블랙벨트 태권도담론 양적 추이(1962~1973) ······································43
<표.Ⅱ-3> 블랙벨트 태권도담론 양적 추이(1974~2000) ······································45
<표.Ⅲ-1> 조선교육령 시대 구분 ·················································································60
<표.Ⅲ-2> 태권도 도장의 관 계보 및 도장 명칭 ····················································64
<표.Ⅲ-3> 唐手의 型 ········································································································65
<표.Ⅲ-4> 태권도 명칭의 변화 ·····················································································67
<표.Ⅲ-5> 근대 스포츠와 태권도의 특징 ··································································84
- iii -

<그림 목차>
<그림.Ⅰ-1> 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 분석 ·························································16
<그림.Ⅳ-1> 1960년대 코리안 가라테 사범들 ·························································88
<그림.Ⅳ-2> 한국 군산 Karate team ········································································92
<그림.Ⅳ-3> 코리안 가라테와 이행웅 ········································································94
<그림.Ⅳ-4> 코리안 가라테인과 대결 ········································································97
<그림.Ⅳ-5> 맹호부대 태권도 수련 장면 ································································103
<그림.Ⅳ-6> 지휘관 Yoon의 정권단련 모습 ··························································103
<그림.Ⅳ-7> 맹호부대원의 정권 단련 장면 ····························································103
<그림.Ⅳ-8> 실전에서의 번개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장면. ·······················103
<그림.Ⅳ-9> 당수도 시범 ·····························································································106
<그림.Ⅳ-10> 발차기 격파 시범 ················································································106
<그림.Ⅳ-11> 수도 격파 시범 ·····················································································106
<그림.Ⅳ-12> 여성을 위한 태권도 호신술 ······························································109
<그림.Ⅳ-13> 여성 태권도 호신술 ············································································110
<그림.Ⅳ-14> 이주상 각목 격파 시범 ····································································111
<그림.Ⅳ-15> 이주상 벽돌 격파 시범 ····································································111
<그림.Ⅳ-16> 이마 격파 장면 ·····················································································112
<그림.Ⅳ-17> 팔굽 격파 장면 ·····················································································112
<그림.Ⅳ-18> 이단 옆차기 장면 ················································································112
<그림.Ⅳ-19> 손날 격파 장면 ·····················································································112
<그림.Ⅳ-20> 안대섭 시범 ···························································································113
<그림.Ⅳ-21> 김복만 태권도 시범 장면 ··································································113
<그림.Ⅳ-22> 척 셰리프 시범 ·····················································································113
<그림.Ⅳ-23> 척노리스와 시합장면 ··········································································115
<그림.Ⅳ-24> 루이스 델가도와 시합장면 ································································115
<그림.Ⅳ-25> 론 마치니와 시합장면 ········································································115
<그림.Ⅳ-26> 미국 top 10 karate player ······························································117
<그림.Ⅳ-27> 조 헤이스 시합장면 ············································································119
<그림.Ⅳ-28> 전화번호부 광고 ··················································································123
<그림.Ⅳ-29> 검은띠 장사 ···························································································123
- iv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태권도는 전 세계 5개 대륙에서 205개의 회원국2)을 확보하면서 명실공히 세계
인의 스포츠가 되었다.3) 태권도는 1988년 서울올림픽 시범종목을 시작으로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 시범종목을 거쳐 2000년 시드니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이
후 2004년 아테네올림픽, 2008년 북경올림픽, 2012년 런던올림픽까지 4회 연속 올
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며 스포츠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올림픽에서 동양의 대
표적인 스포츠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올림픽종목으로서 태권도가 가지는 의미는
한국의 대표문화라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서구문화에서 비롯된 스포츠가 대부분
인 올림픽 무대4)에서 동양의 스포츠문화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역시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태권도가 올림픽을 통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
며 국위를 선양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지만 세계가 주목하는 올림픽의 무대에서
유도와 더불어 유일한 동양의 스포츠라는 점은 재고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올림
픽은 서구세력의 주도 하에서 서구의 근대스포츠 종목들 위주로 구성되어있는 실
정이며, 동·서양 모두가 이러한 현상을 당연시하거나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사이드가 주장하는 오리엔탈리즘 즉, ‘동양에 대한 서양의 사고방식이자 지
배방식’이 국제스포츠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올림픽이 서구편향적인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올림픽이 제국주의 시대를 거치
며 식민지 동양에 이식되어 빠르게 확산된 서구의 근대스포츠를 기반으로 조직된
것에 기인한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의 역사에서 서구문명과 동양문명의 충
돌은 서구문명의 완승으로 종결되어 국제정세의 헤게모니는 서구문명이 완전히
2) 2013년 7월 14일 멕시코 푸에블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보츠와나, 시에라리
온, 퀴라소, 남수단, 코소보가 회원국으로 최종 승인되어 총 회원국 수가 205개로 확대되
었다, 무카스뉴스, 2013년 7월 15일 자.
3) http://www.worldtaekwondofederation.net, 세계태권도연맹 홈페이지, 2013년 12월 4
일 검색.
4) 하계올림픽의 41개 종목과 동계올림픽의 15개 종목 중 태권도와 유도만이 동양의 스포츠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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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악하게 되었다(강정인, 2001; 존 톰린슨, 1991; 이민호, 2009). 그리하여 약 1세
기 동안 전 세계가 서구제국주의 열강들에 의해 지배되는 현상이 일어나 동양은
서구의 문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유럽과 미국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 열강의
세계진출과 분할통치는 20세기 중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까지 지속되었
다(존 톰린슨, 1991, 박지향, 2000; 양윤모, 2000; 서정훈, 2007, 정상수, 2009; 이
민호, 2009).
제국주의 열강들은 정복지를 지배하며 자신들의 문화를 피지배 국가에 강제적
으로 이식하였고, 동양은 서구가 교묘하게 이식한 서구식 제도와 이데올로기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야만 했다(서유석, 2008; 김민호, 2000). 그 결과 식민시대가
끝난 이후에도 식민지국가들의 정치적 해방은 완전한 의미에서의 해방은 아니었
으며, 피지배국가의 문화는 여전히 제국주의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이민
호, 2009). 이렇게 서구제국주의 열강들의 문화지배현상은 전 세계에 걸쳐 패권적
지위에 도달하게 되는 과정에서 서구 중심적인 우월주의로 표출되었지만, 동양은
자신의 의식마저 식민화되어 스스로를 서구적인 기준에서 평가하게 되어 자신들
의 문화와 정체성을 무시하고 왜곡하게 만들었다(Choi, 1993; John and
Comaroff, 1992). 이렇게 동양은 제국주의 시대를 거치며 주체성을 잃고 서구의
방식을 좇아 변화해야만 했으며, 중심적인 사고의 틀 안에서 성장하며 근대를 지
내온 동양은 식민시대가 끝났음에도 아직도 문화적으로 서양문화에 전적으로 의
존하고 있다.
서구의 근대스포츠 역시 제국주의 열강들의 문화 이식의 한 방편으로서 ‘계몽’
이라는 명목으로 식민지를 효율적으로 통치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들은
사회적 불만을 안전하게 승화시키는 수단으로 스포츠를 사용했고, 스포츠를 통해
서구인들은 자신들의 우월한 실력을 근거로 신체적인 우월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또한, 서구의 근대스포츠가 식민지국의 전통스포츠에 비해서도 우월한 것이라는
이미지도 형성하면서 서구의 우월성과 제국주의 지배의 정당화를 부추기게 되었
으며, 서구스포츠의 국제적인 확산을 가져오게 되었다(Guttmann, 1996;
Cashmore, 2001). 이러한 스포츠계의 문화제국주의적 현상은 현대에도 지속되어
국제스포츠사회에서의 주도권 역시 IOC를 위시한 서구세력이 장악하고 있다. 이
러한 상황에서 태권도가 올림픽 무대에 자리하는 것은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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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는 점 외에도 서구편향적인 스포츠 세계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촉구하는 효
시로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서구화로 대변될 수 있는 근대의 역사 속에서 동양의 문화인 태권도
는 어떻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인가? 태권도는 근대스포츠의 틈바구니에서 어떻
게 서구사회의 주목을 받은 것이며 서구스포츠의 상징과도 같은 세계화를 이루어
낼 수 있었는가? 그리고 태권도는 한국의 고유한 문화로서 주체성을 가지고 발전
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태권도의 세계화 과정에서 또 다른 측면의 오리엔탈리
즘이 내재해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려면 태권도 세계화의
역사를 재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태권도는 다른 무예들에 비해 늦은 1950년대부터 조금씩 해외에 알려지기 시작
했다. 태권도를 수련한 유학생들과 6·25전쟁 당시의 주한미군 병사와 각국의 유엔
군 병사들이 태권도를 수련하고 본국에 돌아가 현지인 사범 1세대가 되었으며,
1960년대 초반에 국군태권도교관단의 월남파견으로 태권도가 세계에 알려지기 시
작해(윤종완, 1998; 김길평, 1998; 이진, 김홍석, 곽정현, 2001), 1970년대에 국기원
과 세계태권도연맹을 중심으로 태권도계가 행정 단일화를 이루고, 국가가 지원하
여 해외로 진출하게 된다(나영일 외 5인, 2010).
태권도는 뒤늦게 해외에 소개되었음에도 다른 무예에서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
을 만큼 급격한 성장을 거듭하여 현재는 세계무예 수련 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
할 만큼 확산되었다. 게다가 태권도가 이루어낸 서구사회에서의 놀라운 성장현상
을 빌어 한국 무예가 국제스포츠사회에서 ‘문화제국주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
장마저도 대두되고 있다(허건식, 2002). 그러나 전 세계로 확산되며 성장한 외적인
모습의 크기와는 달리 태권도는 철학과 내용 면에서 점차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 이유는 그동안 태권도가 급속히 이루어낸 양적인 성장이 질적인 성장을 동반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2005년 IOC 총회에서 태권도가 올림픽종목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결국 2012년 런던올림픽 경기종목
선정회의에서 종목별 개별투표까지 진행되었던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였다.
다행히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 태권도가 잔류하는데 성공하면서 올림
픽 종목으로서 태권도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으나 가라테와 우슈 등의
동양무예가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안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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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이러한 상황은 올림픽 무대에서 태권도가 언제든 다른 동양 무예로 대체
될 수 있다는 것에 유념해야 하며, 그동안 올림픽 종목으로서 최적화된 ‘경기태
권’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태권도가 올림픽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국제스포츠사회
에서 태권도의 위상이 한순간에 급락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올림픽에서뿐만 아니라 국제 스포츠 사회에서 태권도가 입지를 확고히 하고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려면 태권도의 세계화 과정을 자세히 살
펴보고 이를 근거로 하여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태권도의 세계화에 관한 역사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한국 외교의 문
화적 수단으로서 태권도에 관한 연구」(신창화, 1993),「태권도의 세계화 과정에
관한 고찰」(윤종완, 1998), 「태권도사 발전과 세계화에 따른 역사 연구」(김길
평, 1998), 「태권도의 세계화와 인지도 향상에 관한 실증적 연구」(윤종완,
1999), 「무도(태권도)의 세계화과정에 따른 문화 외교적 발전 방향 연구」(윤상
화, 김갑수, 2001), 「세계화에 따른 태권도의 정체성 확립」(이진, 김홍석, 곽정
현, 2001), 「광복 이후 요람기부터 성장기까지 태권도변천사」(양현석, 2004),
「태권도 세계화 및 올림픽 종목 가입과정」(윤용진, 2007), 「태권도의 세계화과
정에 대한 고찰」(정찬모, 2008), 「스포츠화 과정으로서의 태권도 세계화」(한승
백, 오현택, 권창기, 이상호, 2010) 등의 논의들을 살펴보면 주로 태권도 세계화의
원인을 스포츠화와 올림픽 종목채택에서 답을 찾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
은 국내의 입장에서 태권도가 이룩한 양적인 팽창의 결과만을 토대로 연구되었
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왜 태권도에 관심을 두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해
의 부재라는 허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양진방(2002 : 95)은「전통무도의 세계화 방안」에서 “국내 태권도가 지
금까지 스포츠화를 중심으로 하여 국제경기에의 채택과 성적에 의존하는 발전전
략을 이용해 왔고, 국내 도장의 발전 역시 상당 부분 이러한 경기적 측면의 발전
에 힘입은 바가 컸다. 하지만 미주와 유럽의 태권도 보급과 발전은 비경기적, 무
도로서의 태권도의 가치와 문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해외 태권도
의 실태와 요구에 대한 우리의 이해 수준은 상당한 괴리를 가져오지 않을 수 없
다.”고 언급하며 한국 태권도계가 가지고 있는 맹점을 정확히 지적했다.
현재 흔히 알려진 태권도는 겨루기, 즉 올림픽과 각종 대회를 통해 알려진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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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태권도는 경기 외에도 품새, 격파, 호신술, 정신
수양 등 다양한 내적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경기태권도만을 중
점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오히려 태권도의 발전을 제한하는 것이며 앞으로 확실
한 한계를 보일 것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국내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태권도가
세계화될 수 있었던 발판이 된 서구사회의 입장에서 다시금 태권도의 역사를 되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태권도가 어떻게 서구사회에 접근하였고, 왜 서구
사회가 많은 동양 무예 중에서 태권도에 주목했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연구가 필
요하다.
본 연구자는 태권도의 세계화 요인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달리하기 위해 오리
엔탈리즘이론을 통해 태권도의 세계화를 논의했다. 오리엔탈리즘이란 ‘동양’과 ‘서
양’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 만들어지는 존재론적이자 인식론적인 구별에 근거한
하나의 사고방식으로(Said, 1993) 서구의 관점에서 그리고 제국주의 시대를 경험
한 한국의 입장에서 태권도를 논의하는데 중요한 이론적 도구로 사용되었다. 그
리고 태권도의 역사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고, 오리엔탈리즘 이론을 적용하기
위해 역사적 배경을 근대 세계역사로 넓혀 조망하였다. 이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은 한국의 근대 역사와 태권도의 역사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며, 태권도가 세계화될 수 있었던 주 무대가 서구사회이기 때문이다.
동·서양의 문화교류 과정에서 반드시 작용하는 오리엔탈리즘(김미연, 2004; 이지
연, 2007; 정진농, 1998; Said, 1993)은 문학, 미술, 음악, 건축, 무용 등 다양한 분야
(이경은, 2003; 이지은, 2007; 임보람, 2007; 윤명자, 1992; 정흔, 2010; 조영주, 2005;
조예진, 2009; 최문희, 2011; 홍귀순, 1990)에서 연구되어 동·서양 문화교류현상과
포스트모더니즘을 이해하고 문화적 다양성과 동·서문화의 긍정적인 발전방향을 모
색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처럼 다른 문화 분야에서 오리엔탈리즘은 중요하
게 연구되고 있고, 태권도 분야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연구이지만 현재까지 오리엔
탈리즘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오리엔탈리즘을 통해 태권도
의 세계화의 역사를 재조명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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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및 과제
본 연구의 목적은 근현대 역사의 흐름 속에서 태권도의 세계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오리엔탈리즘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망하는 것이다. 기존 태권도
연구들과 달리 서구사회의 관점에서 태권도 세계화의 역사를 이해하여 실제로
서구사회가 태권도를 주목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서구인들은 태권도의
어떠한 가치에 주목한 것인지, 태권도는 근대스포츠 사이에서 어떻게 세계화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답을 찾는 데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태권도 세계화의 역사에 오리엔탈리즘이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지를 분석
하여 태권도의 세계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앞으로 태권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태권도의 세계화와 오리엔탈리즘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연구문제 2: 태권도 담론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은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
본 논문의 Ⅲ장에서 다루어진 연구문제 1에서는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전후로
부터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된 2000년까지 기존 태권도의 세계화 관련 연
구들과 한국에 내재된 오리엔탈리즘관련 연구들을 중심으로 오리엔탈리즘이 태권
도의 세계화에 어떻게 관계했으며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논문의 Ⅳ장에서 다루어진 연구문제 2에서는 1962년부터 2000년까지『블랙
벨트』에서 미국인의 시각으로 구성된 태권도담론을 분석하였다. 태권도라는 동
양 무예가 서구인들에 의해 『블랙벨트』내에 어떠한 담론으로 재구성되었는가
를 살펴보고, 그 들에 의해 구성된 태권도 담론 내에 오리엔탈리즘이 어떠한 형
태로 존재하는가를 분석하였다.
다시 말해 연구문제 1에서 태권도의 역사를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거대 담론의
차원에서 조망하면서 태권도의 세계화에 대한 관점을 확장하였고, 연구문제 2에
서는 『블랙벨트』에 구성된 태권도 담론을 통해 실제 서구인들이 태권도를 어
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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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검토
1) 태권도 세계화 관련 선행연구 검토
태권도의 세계화는 한국의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에 걸쳐 많은 영향을
미쳤다(김범식, 곽택용, 2011; 김중, 2011; 박우호, 2006; 이충영, 2002; 윤상화, 김
갑수, 2001; 주형철, 2008). 태권도는 한국의 성장과정과 맥을 같이하여 어느 스포
츠도 이루지 못한 압축적 성장을 이루었으며, 이는 동·서양의 스포츠문화에 커다
란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태권도의 세계화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논
의 되어야한다. 태권도 세계화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세계화의 요인을 초기 전파
사범들의 노력과 태권도의 스포츠화 과정에서 큰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는데 동
의한다. 또한, 국가 정책, 경제성장과 태권도의 세계화에 관한 연구, 국제태권도
연맹과 세계태권도연맹의 전략에 따른 세계화 연구 등의 조직과 정부에 관한 연
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윤종완(1998)은 태권도의 세계화 과정으로는 한국 사범들이 개인 자격으로 이
민 또는 유학을 통해, 한국정부가 조직적으로 순회 시범단을 파견, 외국의 정부
부처가 태권도 지도자들을 초빙함으로써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되었다고 논의했
으며, 구효송(2001)은 태권도가 세계화되기 위한 견인차 구실을 한 것을 민족주
의적인 해외 전파 사범들의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논의 한다.
그리고 태권도의 세계화 과정을 태권도의 스포츠화에 중점을 두고 논의 한 연
구들인 「태권도 발전과정과 세계화 전망」(장태호, 2004), 「태권도 세계화 과정
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임군덕, 2006), 「광복 후 태권도 세계화의 변천 과정
의 연구」(양현석, 2006), 「한국 태권도 경기사 연구」(장권, 2010), 「스포츠화
과정으로서의 태권도 세계화」(한승백, 오현택, 김동제, 권창기, 이상호, 2010),
「태권도가 지니고 있는 무도와 스포츠 요소의 비교」(임일혁, 2010)등 에서는
과거의 무예, 무도 문화의 현황을 분석하고 태권도의 변천 과정을 탐구하여 스포
츠로서의 발전방향과 세계화를 모색하였고, 태권도의 세계화 과정에 경기화가 큰
영향을 주었으므로 그에 따라 경기규칙도 바뀌었다고 논의 하며, Maguire의 ‘스
포츠화 5단계 이론’을 분석체계로 사용하여 태권도의 세계화 현상을 스포츠화 되
는 과정에 따라 고찰하였다. 그리고 태권도가 세계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요소
- 7 -

중 하나는 스포츠화의 성공이며 태권도는 보호 장비를 갖추고 상대와 내가 한정
된 공간 안에서 직접 타격을 함으로 실전 무술의 가치를 인정한 점이 세계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논의 한다.
국가 정책적인 지원과 경제 성장이 태권도의 세계화 요인으로서 작용했다는
연구들인 「제3·4공화국의 태권도 진흥정책에 대한 고찰」(김기홍, 2003), 「박정
희·전두환 정권의 태권도 진흥정책 연구」(김용국, 주동진, 김기홍, 김동석, 윤상
문, 2001), 「경제성장에 따른 태권도 변천 과정에 관한 연구」(장유섭, 2006)등의
연구에서는 박정희와 전두환 대통령은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민족의 자주성을 살
릴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태권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고, 정권의 안정을 위하
여 스포츠의 세계화 실현과 태권도를 통한 민간외교정책을 꾀했다고 논의한다.
따라서 제3,4공화국의 박정희 대통령과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의 태권도 진흥정
책으로 태권도가 적극 지원되었다고 고찰했고 1960년 이전부터 2000년대까지의
한국의 압축적 경제 성장이 태권도의 세계화 요인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
「崔泓熙와 金雲龍의 태권도철학과 세계화 전략」(김동규, 김기홍, 김용규,
2004)은 최홍의와 김운용의 세계화 전략을 구분해 국제태권도연맹은 최홍희의 명
칭제정과 태권도 역사적 전통성을 확립하였고, 시범을 통해 그리고 그가 창안한
24개틀에서 볼 수 있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의 습득, 무도 정신을 강조한 것을 바
탕으로 세계화되었으며, 세계태권도연맹은 스포츠화된 방식으로 경기규정의 개
정, 몸통보호구 개발, 국제경기가맹단체의 가입 등으로 발전하였다고 논의한다.
그리고 아직도 태권도의 세계화는 끝난 것이 아니며 더욱 발전해야 한다는 연
구들도 지속되고 있다(안재찬, 2010; 윤종완, 정길상, 2004; 정길상, 김학신, 강진
형, 2004; 변재연, 2005; 조광민, 1999). 또 한편으로는 태권도의 세계화를 연구하
여 타 무술 종목의 세계화에 응용하려는 연구들도 있고(장계생, 2009; 허인욱,
2009; 장계생, 김중헌, 성백천, 2008), 중국, 태국 미국등 다른 국가로의 진출 역사
에 관해 논한 연구들도 있다(유진산, 2008; Petlada Sathitchalalai, 2012; 김주연,
2007).
위와 같이 태권도의 세계화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
존의 연구들은 태권도는 한국의 신체 문화로 세계화와 동·서양문화교류 과정에서
스포츠화 되었고 또 서구의 스포츠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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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모두 태권도가 스포츠화 되고 세계화되고 난 후의 연
구들이 대부분으로 태권도가 근대 한국의 역사 속에서 어떠한 영향을 받아 어떻
게 변모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 그리고 국내의 관점이 아닌 해외
의 관점은 고려되지 않아 태권도 세계화의 발판이 된 서구사회가 실제로 태권도
의 어떠한 가치에 주목했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한 맹점을 가지고 있다.

2) 오리엔탈리즘 관련 선행연구 검토
오리엔탈리즘연구는 문학, 미술, 음악, 의상, 건축, 무용 등 다양한 문화현상 전
반에 걸쳐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데 이 연구들은 동서양 문화교류현상을 이해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대부분의 오리엔탈리즘연구는 특정
문화 현상에 대한 서구의 시각과 방식을 이해함으로써 기존의 문화제국주의 혹은
서구중심주의에 대한 비판과 문화적 다양성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오리엔탈리즘과 관련된 최근의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미술과 관련된 오
리엔탈리즘 연구로 김상미(2010)의 「빌 비올라와 매튜 바니의 비디오 작품에 나
타난 오리엔탈리즘 연구」에서는 빌 비올라와 매튜 바니의 비디오 작품에 나타
난 동양이 다분히 전통적이며 미지의 동양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힌 듯하고, 동양
성이 내포되어 있으나 기법적인 부분 모두 동양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상
적인 측면에서 동양과 일치하고자 했다고 한다. 하지만 ‘동양적인’ 성향이 드러나
는 것일 뿐, 여전히 서양은 동양을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이는 매우 형
식적이고 피상적인 접근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이해리
(2012)는 「1860~1890년 프랑스 오리엔탈리즘 회화」에서 19세기 프랑스에서 그
려진 오리엔탈리즘 회화가 프랑스와 식민지관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미묘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고 논의하며, 베일에 싸인 동양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 동
양에 대한 폄하, 그리고 이러한 동양의 이미지를 통해 서양이 추구하는 또 다른
가치를 표출하고자 하는 오리엔탈리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결론지었다.
문학작품과 관련된 오리엔탈리즘 연구로 박성창(2008)의 「오리엔탈리즘과 옥
시덴탈리즘을 넘어서」에서는 서로 이질적인 사상과 표현 체계를 지닌 문학들을
비교한다는 점에서 서구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비교문학이나 한국·일본·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비교문학과는 그 이론적인 지향점이나 체계가 다를 수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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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학의 일환으로서 한국비교문학은 한편으로 세계문학
의 틀과 다른 한편으로는 동아시아 문학의 틀 속에서 오리엔탈리즘과 옥시덴탈
리즘을 넘어서서, 보편성과 상대성, 공통점과 차이의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관계
를 사유해야 할 것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강은(2010)은 「막심 고리키와 오리엔
탈리즘」에서 고리키에 대한 일원적 해석의 틀을 극복하고 보다 역동적이며 다
원적인, 그리고 모순적이기까지 한 그의 문학 세계를 현대적으로 새롭게 고찰하
고자 고리키 문학의 발전과정을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함으로써 고
리키 문학의 현대적 연구방법의 일단을 모색하고자 했다.
건축과 관련된 오리엔탈리즘 연구로 오장환(2004)은 「 근대지향 의 서양예술
에서 오리엔탈리즘의 의미에 관한 연구」에서 서양의 근대 오리엔탈리즘, 특히
19세기에서 20세기로의 전환기에 건축을 포함한 서양예술에 등장한 자포니즘을
중심으로 그 영향의 예와 의미를 고찰하였다. 당시 일본열 은 서양이 추구했던
근대성에 대한 하나의 한 예증이며, ‘새로운 탐구’를 위한 중요한 교훈을 전
달하게 되어 극적으로 서양으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새로운 창조성으로 나아
수 있게 하였다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김소연과 이동언(2005)은 「“오리엔탈
리즘”의 재해석으로 본 일제강점기 한국건축의 식민지 근대성」에서 서구와 일
본의 근대건축은 제국적 자아의 근대성, 문명, 우월함을 상징하고, 식민지 타자의
건축은 전근대성, 야만, 열등함의 증거 로 인식되어 식민지 조선의 근대건축은
근대와 전통을 러 모방과 저 의 틈새에서 혼종적인 정체성을 겪으면서 다
양한 식민지 타자성을 구성한다고 결론지었다.
의상과 패 에 관련된 오리엔탈리즘 연구에서는 최정연(2010)이 「2000년대
유 패 에 표현된 오리엔탈리즘에 관한 연구」에서 오리엔탈리즘의 개념과 역사
를 고찰하고, 에스 스타일의 개념을 도출하여, 2000년대 패 디자인에서의
인도, 중국, 일본의 전통 스타일 디자인을 분석하여 한국 전통 문양을 위한
스타일 디자인의 세계화에 대한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동양 문화의
혼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례를 정리,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미를
표현할 수 있는 스타일 디자인의 개발 및 세계화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그리
고 김소영(2002)는 「현대 패 에 나타난 동양자수에 관한 고찰」 에서 동양자수
를 통해 패 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복식자수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동양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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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념과 변천 과정을 현대 패 에 나타난 동양자수의 문양, 기법, 색채를 디자
이 의 작품을 중심으로 알아보았으며 동양자수의 활용 정도를 알아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패 에 나타난 동양자수의 활용도를 한국의 대표적인 디자이 들
이 사용하는 문양, 기법, 색채를 통해 현대패 에 동양자수의 활용정도를 알 수
있었고, 자수의 문양이나 색채 등은 자수가 아닌 기계자수나 프린트를 통해 현대
인들에게 이미 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음악과 관련된 오리엔탈리즘 연구로 김성 (2009)는 「 터키 행진곡 에서
라이언 까지 소리로 재현된 오리엔탈리즘에 관한 단상」에서 선 문화에
대한 서구의 상상에서 비롯된 오리엔탈리즘이 서구 사회와 비서구 사회를 가로
막던 언어, 이념, 인종, 문화, 종교의 을 허 고 설음을 상대방의 있는 그대
로의 모습으로 인정하는 다원주의적 가치 속에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하
여, 무의식중에 세상을 바라보는 개인의 향과 관점을 서구식으로 재단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논의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로만 음악을 판단하
는 관화된 시각은 하지 않은 비서구 음악 고유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오리엔탈리즘을 반복하고 답습하는 결
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우실하(1997)는 「음악 교
육과 오리엔탈리즘의 재생산」에서 한국의 교육과정에서 우리의 전통 음악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통 음악을 형성하고 지 해온 세계관이나 철학적 토대에 대해
서 아무것도 배우지도 가르치지도 않는 현실이 서구음악편향적인 음악교육에 의
해 종속적인 음악문화는 재생산되고 있고 오리엔탈리즘이 강화되고 있다고 비판
하였다.
영화와 관련된 오리엔탈리즘 연구로 박진 (2006)은 「오리엔탈리즘을 넘어」
에서는 중국의 영 인 파 란의 신화를 소재를 재구성한 스 의 『여인무
사』와 영화 『 란』을 통해 그들이 재현하는 동양의 이미지와 가치를 살펴보
았다. 논자는 동양에 대한 관심은 모순적이게도 동양보다는 서양에서 활발히 이
루어져 와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이름하에 동양의 이미지로 재현되어 왔다는 점에
주목하여 스 의 작품이나 디 니 만화영화 같은 대중문화는 그것이 사회적으
로 종속된 상황에서 생산되고 향유되며 사회내의 권력에 연루되기에 특정한 사
회 안에서 관계를 는 구체적 재현행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문소
션

너

션

너

션

친숙

혜

<

〈

〉

킹>

낯

벽

물

낯

취

객

친숙

탱

숙

웅

뮬

킹

뮬

킹

턴

즈

맺

- 11 -

턴

영(2007)은 「한국영화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 연구」에서 영화 파이란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 분석을 통해 한국 사회가 같은 동양권의 다른 국가를 어떻게 타자
화하고 재현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오리엔탈리즘은 다양한 범주와 접합하여 나타
나며, 또한 오리엔탈리즘을 확장하여 권력관계가 존재하는 에서 적용할 수 있
음도 연구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무용과 관련된 오리엔탈리즘 연구로 이지은(2007)의 「피나 바우 (Pina
ausch)의 「 ough Cut」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 연구」에서는
「 ough Cut」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을 토대로 무용작품 안에 재된 오리엔
탈리즘을 중심으로 접근했으며, 이를 통해 무용작품과 그 작품에 영향을 준 문화
의 성향의 유사성과 관계성을 통해 무용이 문화의 기재로써 어 역할을 수행하
는지 알아보았다. 그리고 김유미(2013)는 「유럽 현대발 에 나타난 오리엔탈리
즘 양상」에서 서양의 발 에 수용된 동양에 대한 재현을 바탕으로 서양의 발
작품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을 분석하고 그것이 발 의 발전과정에서 어떻게 상
호관련을 으며 변화하고 발전하였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서양에서 시작
된 발 에 내재되어 있는 서구중심주의의 오리엔탈리즘을 혀 새로운
기
로써 발 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였다. 연구결과 동양의 여성을 관능적인 성적 대
상으로 묘사하고 있고, 서양 우월주의로서 동양과 서양을 이분화 시키고, 동양을
야만적이고 력적으로 그리고 있으며, 동양을 미개한 문명으로 그리고 있다. 동
양종교에 대한 예찬으로 네오오리엔탈리즘 성향이 나타나기도 하며, 작품에 표현
된 서양인의 시각과 관념에는 동양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그대로 답습되어 이
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위에서 살펴본 오리엔탈리즘연구들에서 알 수 있듯이 제국주의 시대를 거치며
서양과 동양의 양 문화 모두에 서구 중심적이고 왜곡된 문화관이 형성되어 있
다. 오리엔탈리즘이 반드시 부정적인 형태로 나타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동양과 서양의 문화교류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서구와 유기적으로 관계하며 세계화된 태권도의 역사는 반드시 오리엔탈리즘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한국의 시각에서만 연구되어 오던 태권도의 역사를
비한국의 시각에서 해석하는 것은 태권도 역사연구에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곳

쉬

B

R

R

잠

떤

레

레

레

레

맺

레

밝

레

폭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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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 읽

4. 연구방법
체육사 연구의 방법은 역사적인 문제에 대한 선택, 대상 자료에 대한 분류와
비판, 해당 자료에 대한 상태와 사건을 설명하는 가설의 구성, 새로운 사실의 발
견, 이 및 서술의 단계로 진행 된다(나영일, 1988 : 33). 이러한 연구방법을 기
초로 하여, 본 연구는 문제선택, 문제를 바라보는 이론적 시각 설정, 자료의 수집
과 분류 및 분석, 결론 도출의 단계로 진행하였다.
풀

1) 문제선택
연구 대상 및 문제선택의 단계는 체육에서 역사적 사실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제재( )를 선택하는 단계이다. 체육에서 역사적으로 선택해야 할 주제는 가치,
창성, 실제성, 통일성이 있는 운동경기와 관련된 이념, 기 , 제도, 이상, 경험,
행동유형 등 다양한 내용이 될 수 있다(나영일, 1988: 33). 문제선택의 단계에서
본 연구는 ‘태권도의 세계화’를 선택하였다.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중 하나인 태권도는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태권도 그 자체로서도 세계인의 스포츠로서 각광받고 있다. 그리고
태권도는 올림픽에서 동양을 대표하는 스포츠중 하나이다. 수많은 동양의 스포츠
중 태권도가 세계의 이목을 집중 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고, 세계화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 오리엔탈리즘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다
시 말해 서구사회의 시각에서 태권도의 역사를 연구하기 위하여 이 주제를 선택
하였다.
題材

독

록

킬

2) 가설설정
‘가설설정’ 은 전 단계에서 선택한 문제와 알아보고자 하는 변인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단계이다. 가설설정 단계에서는 먼저 연구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역사가나 사회학자, 심리학자, 경제학자, 정치가 등의 의견이 어떠한지를 혀야
한다(나영일, 1988: 34).
위의 관점에서 본 연구의 ‘가설설정’ 단계에서는 동·서양문화 교류로서의 태권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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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세계화, 더 나아가 동·서양의 문화교류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리엔탈리즘’을
이론적 시각으로 설정하였다. 오리엔탈리즘을 통해서 서구인들이 태권도에 은
관심을 갖게 된 이유와 서구사회에서 태권도가 급속하게 확산된 경위를 적절하
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구인들이 태권도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오리엔탈리
즘이론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태권도의 세계화과정의 역사 속에 오리엔탈리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깊

3) 자료의 수집과 분류
태권도가 진출하기 시작한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각종 문헌 자료들을 우선
적으로 수집하였다. 국내연구자들에 의한 태권도의 세계화에 관한 문헌 및 연구
자료들, 국외 연구자들에 의한 동양 무예 및 태권도에 관한 문헌 및 연구 자료들
을 중점적으로 수집하였다. 특히 태권도가 세계화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지역
인 미국의 자료들을 보충하기 위하여 미국 ‘ cti e Interest’에서 발행하는 『블랙
벨트』를 1962년부터 2000년까지 Google도서5)를 통해 총 450권의 『블랙벨트』
를 열람 할 수 있었다. 단 『블랙벨트』는 1961년부터 발행되었지만 당해의 자료
는 구할 수 없었기에 1962년부터 자료를 분석하였다. 『블랙벨트』는 종합 무예
잡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의 무예기사를 담고 있다. 특히 유도와 가라테
태권도에 관한 기사가 주를 이루고 있어 태권도에 대한 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었으며, 미국에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무예들과 의 관계성을 파악하기에 적합
했다.
『블랙벨트』에서 태권도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우선 orea, orean 두
개의 단어를 중심으로 검색했는데, 이는 태권도의 명칭이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는 통일되지 않아 미국사회에서 arate, ongsoodo, angsoodo, orean st le
arate, orean arate, orean St le Martial rts 등으로 불렸기 때문이다. 하
지만 태권도와 관련된 기사에는 반드시 orea라는 단어가 등장했으므로 orea,
orean 두 단어를 중심으로 태권도 기사를 검색하였다. 검색 결과 1962년부터
A

v

풍

K

K

K

K

K

K

K

y

T

K

K

y

A

K

K

5) http://books.google.co.kr/books/about/Black_B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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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2000년 까지 총 648건의 태권도 관련 기사를 수집할 수 있었고, 수집된 자료 중
에서 무예전문가들이나 사범들이 태권도에 관해 논한 사설과 기사들 그리고 일
반 수련자들이 투고한 기사를 중심으로 미국인들이 인식한 태권도에 관한 기사
들을 중심으로 기사의 주제별로 분류하였다.

4) 담론 분석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태권도의 세계화 과정에 오리엔탈리즘이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지 혀내기 위하여 서구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태권도 담론을 분석하였
다. 우선 본 연구는 코의 담론 개념을 이용하였다. 미셀 코( oucault, 2011:
161)의 『담론의 질서』에 따르면 “담론이라는 말은 본래 논증적 언어, 즉 우리
가 사용하는 말 중에서 학적인 체계를 갖 언어들을 말한다. 그러나 현대로 올
수 담론의 범위는 확대되어 현재는 인간이 사용하는 일상적인 담화, 문학적,
종교적, 정치적 담론, 지식으로 체계를 갖 언설들, 나아가 과학적 명제들까지
포 하는 말이 되었다.”라고 담론의 개념을 제시한다. 이러한 코의 담론 개념
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태권도에 관한 기존의 스트들을 지식체계로 간주하여
담론의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담론을 분석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반다이크( . . an i )와 어 러프( orman airclough)의 담론 분석방법을
빌려태권도 담론이 생산되는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들과 특정 정치적 사회
적 맥락 속에서의 담론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반다이크가 담론을 분석하는 과정은 미시적 구조(local structure) 분석과 전체
적 구조(glo al structure) 분석으로 이루어진다(유우현, 2003: 24). 미시적 구조
분석은 스트의 단어, 구, 절 등의 문장형식과 같은 표면적 구조에서 어 선택
이나 문장표현 그리고 수사전략 등을 분석한다. 전체적 구조 분석은 단어나 문장
수준보다 더 큰 영역을 포 하는 전체 담론 수준에서 분석하는 것으로, 스트의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요점을 명확하게 해주는 제목(headline)이나 주제(theme)를
분석한다. 나아가 스트의 거시 구조 즉 전체적인 의미를 조직하기 위한 담론의
형식(form)에도 관심을 다. 신문 사설의 경우 상황, 전개, 권고 등의 구조를 분
석하거나, 이야기체 스트일 경우 배경, 등, 종결 등의 구조를 분석한다(나미
수, 1990). 이렇게 담론의 전체적인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태권도 담론의 관점이나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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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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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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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탈리즘의 구현 양상을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어 러프의 비판적 담론분석은 스트 자체의 분석, 스트의 생산
유통·소비 과정의 분석, 담론 사례의 정치·사회적인 맥락 분석의 세 측면을 통합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airclough, 2004). 이러한 비판적 담론분석의 장점
은 스트에만 함 된 협소한 분석이거나, 사회적 실천에만 함 된 피상적 분석
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비판적 담론분석 이론의 구조는 그림1
과 같이 사회적 실천, 담론적 실천, 스트의 세 차원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 airclough, 2004).
페

클

텍

텍

․

F

텍

몰

몰

<

>

텍

F

<그림.Ⅰ-1> 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 분석(Fairclough, 2004)

먼저, ‘사회적 실천(social ractice)’ 차원의 분석은 담론 발생의 정치·사회적 맥
락을 히는 것이다. 담론은 사회의 여러 조건, 즉 담론이 발생하는 정치적, 경제
적 그리고 가치·이념 등의 문제와 관련된 문화적 조건 등을 포함한다( airclough,
2004). 본 연구에서는 태권도 담론이 생겨난 역사적인 상황과 미국과 일본의 제
국주의적 헤게모니의 교체현상, 그리고 한국의 현실인식과 이념적 지향점 등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담론적 실천(discursi e ractice)’ 차원의 분석은 스트를 담론 생산
과정의 산 과 해석과정의 차원으로 보면서 스트와 담론구성체 간 상호작용의
과정을 살피는 것이다( airclough, 1992).6) 따라서 담론적 실천 차원에서 『블랙
p

밝

F

v

p

물

텍

텍

F

6) 재인용, 서덕희(2003), “교실 붕괴” 기사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교육인류학연구,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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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트』 내에 구성된 태권도 담론의 상호작용적 측면, 즉 개별 스트나 담론이
생산, 유통, 소비되는 과정에서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스트적 실천은 어 사건, 상황, 관계, 사람 등을 어떻게 표현
(re resentation)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airclough, 2004). 즉, 『블랙벨트』의
태권도 담론을 생산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위치, 이해관계 그리고 목적에 따라 다
른 모습( ersion)의 실재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블랙벨트』 의 태권도 담론에
대한 분석은 결국 태권도를 논하는 데 있어서 어 선택과 배제가 이루어지는가,
태권도의 어떠한 측면이 주제화되고 비주제화되는가, 어 과정 유형( rocess
t e)과 범주가 태권도를 표현하는 데 이용되는가 등을 설명하는 것으로 귀결된
다.
이러한 스트 표현에 대한 분석은 다시 스트의 형식(form, 형태)과 내용
(content, 의미)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다( airclough, 2004). 스트 형식 분
석이란 스트의 전반적 내용을 스트의 제목이나, 주제·화제(to ic) 등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다(이원표, 2005). 스트의 내용 분석이란 스트 내용에 대한 미
시적 접근이다. 문장이나 단락을 단위로, 그 속에서 특정 어 의 선택이나 용어
의 사용에 주목함으로써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다(이원표, 2005).
따라서 특정 현상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어 들은 이미 특정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선택되어 배열된 것이다. 어 들이 모여서 문장을 구성하고, 그러한 문장의
형태도 저자의 의도를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유화정, 2006) 태권도
담론의 어 와 더불어 문장 단위의 의미 파악에도 유념하였다.
이러한 반다이크( . . an i )와 어 러프( orman airclough)의 연구
방법과 절차를 따라 본 연구에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태권도의 세계화 역사에
내재된 오리엔탈리즘을 규명한 후 이를 태권도 담론 분석의 기준으로 하여 미시
적인 관점에서『블랙벨트』의 기사에 서구인이 타자화하는 대상인 태권도가 어
떻게 담론화되었는지 분석하였다. 그리고 스트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블랙벨
트』의 기사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양적인 분석이 동반되었다. 태권도 기사를 시
기별, 주제별로 세분화하여 분류하면서 『블랙벨트』의 전반적인 담론 구성 방식
에 대한 윤곽을 잡았다. 그 후 분류된 기사들의 내용을 수차례 검토하여 태권도
텍

텍

떤

p

F

v

떤

떤

p

yp

텍

텍
F

텍

텍

텍

p

텍

텍

휘

휘

휘

휘

T

A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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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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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

N

F

담론이 그동안 어떠한 의미를 구축해왔는지, 역사적으로 그 의미가 어떻게 변화되
었는지, 그 의미의 구성 주체와 권력은 어 것들이었는지를 오리엔탈리즘의 관점
에서 분석했다.
떤

5) 시기 구분
일반적인 태권도 역사 연구의 시대구분은 한국사의 시대구분 방식을 따라
조별로 시대를 구분하거나7) 서양사의 방식을 따라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
로 구분한다.8) 본 연구는 태권도 역사의 시대적 범위를 1930년부터 2000년까지
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근현대에 태권도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세계화되기 때문
이다. 그리고 격변하는 태권도 변화의 양상을 이해하려면 근현대 내에서도 시기
구분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중요한 사건을 기준으로 시기를 구분하였다.
본 연구자는 근현대 태권도의 역사를 세시기로 구분하였다. 먼저 일제강점기 무
사도 교육이 강요된 1930년대부터 공수도가 한국에 소개되기 시작한 1940년대, 그
리고 대한태권도협회의 전신인 대한태수도협회가 창립되는 1961년까지 태권도가
체계화 되어가는 기간을 번 시기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국군태권도교관단
이 월남에 파견되는 것을 시작으로 태권도가 본격적으로 해외에 소개되고 알려지
기 시작한 1962년부터 세계태권도연맹이 창설되고 제1회 세계태권도대회가 개최
된 1973년까지 한국의 무예로서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세계화되는 기간을 두 번
시기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미국체육회에 가입한 1974년부터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거쳐 시드니 올림픽이 열린 2000년까지를 태권도의 스포츠화시기로 구
분하여 태권도가 세계화된 이후의 기간을 세 번 시기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시기 구분은 연구에 중심적인 사료로 사용된 『블랙벨트』의
태권도 담론과도 큰 연관이 있다. 『블랙벨트』의 태권도 담론의 내용이 세계태권
도연맹이 창설되는 1973년과 태권도가 미국체육회에 가입되는 1974년을 기점으로
왕

첫

째

째

째

7) 양진방(1997)은 태권도 역사정립에 관하여 최홍희, 이선근, 이종우 그리고 체육사학계 나
현성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정찬모의 작업에 의해서 체육사적 형식으로 가다듬어지는 과
정을 통해 정리된 태권도사의 골격이 한국사의 일반적 기술방식인 왕조별 사실 정리의 형
식을 띠게 되었다고 언급한다.
8) 대한태권도협회와 세계태권도연맹은 태권도의 역사를 고대, 중세, 근세, 현대 시대로 구분
하고 있다. (http://www.koreataekwondo.org/, 대한태권도협회 홈페이지, 2013. 12. 2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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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시기를 구분하는 데 있어 1974년이 중요한 이
유는 김주연(2007)의 연구에 나타나 있다. 「태권도의 미국진출과 미국체육회
가입-미주 한인 무도 사범들의 구술자료를 중심으로-」에서 김주연은 태권도가
미국체육회에 가입하면서 공식적인 한국의 스포츠로서 국제 스포츠사회에 발을
내디 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김주연의 연구를 수용하여 본 연구에서도 1974년을
태권도 세계화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설정하여 1974년 이전을 세계화 이전
(1961~1973), 1974년 이후를 세계화 이후(1974~2000)로 구분하였다.
잘

첫

뎠

5. 용어의 정의
1) 태권도
태권도는 구나 제한 없이 아무런 무기를 지니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손과
발을 사용해 방어와 공격의 기술을 연마하여 심신의 단련을 통해 인간다운 길을
도 하는 무도이자 스포츠이다.9) 태권도의 자를 이하면, 태( )는 발로
고, 차고, 는다는 이고, 권( )은 주 을 의미하며, 도( )는 정신 수양을
말하는데, 이를 총 적으로 말하면 호신을 위하여 고, 차고, 막고, 피하는 등의
기술을 적절히 적용함으로써 움직이는 목표를 재 리 포 하는 동시에 최대의
타격을 주는 기술이다(최홍희, 1976; 안종 , 2000; 김경지, 1993).
또한, 태권도의 ‘도’는 태( )와 권( )의 목적을 향해 몸을 완성시 가는 과정
을 의미하는 것이고, 수련을 통해 신체와 의식의 일원적 합일로 자기완성을 이루
는 과정이다(류병관, 2000). 그리고 싸움을 제 또는 진정시키고 평화를 유지한
다는 의미가 있으며, 이 개념은 ‘주 을 통제하다’라는 ‘태권’의 의미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태권도는 ‘신체 부위를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다 을 추고 더
나은 세계, 더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방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10)
최홍희(1976)는 태권도의 유용성에 대해 “몸에 아무것도 갖지 않고 다만 손과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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밟

뜻

拳

풀

跆

먹

괄

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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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

착

웅

跆

拳

켜

억

먹

툼

멈

9) http://www.koreataekwondo.org/, 대한태권도협회 홈페이지, 12월 7일 검색.
10) http://www.wtf.org/wtf_kor/site/about_taekwondo/taekwondo.html, 세계태권도연
맹 홈페이지, 12월 7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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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을 단련하여, 언제 어디서 어떠한 상대가 무엇을 갖고 어떻게 공격해 오더
라도 능히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자신력과 고도의 정신수양을 한 무술”이라
고 하였다. 태권도는 어 무기의 사용도 없이 인체를 사용함에도 가공할 공격력
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태권도는 방어를 우선하는 기술습득원리를 강조한
다.11) 이는 수련의 목적을 타인을 공격해서 제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극복의
고결한 태도에 두도 만든다(김경지, 1993).
태권도는 신체운동으로서, 스포츠로서, 교육적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데
어린이의 성장발육, 장년과 노인의 체력증진, 여성의 건강과 미용증진에 큰 효
과를 주고, 대회는 론 올림픽 경기장의 관중들이 환호하는 새로운 스포츠로서
의 가치를 지니게 되었으며, 수련자를 사람다운 사람, 즉 인간의 신체적 조건과
아울러 정신적 기틀을 보다 개선하겠다는 지향점을 갖는 교육적 역할은 자아완
성에의 의지를 실천하도 안내한다는 점으로 귀결된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태권도는 명칭, 특징, 가치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
로 정의 내릴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태권도라는 용어를 서구중심적인 국제스
포츠사회에서 자리하는 상징성에 중심을 두고 사용하였다. 올림픽 종목 중 단 2
종목만이 동양스포츠라는 점을 미루어 을 때 국제스포츠사회에 내재한 오리엔
탈리즘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태권도가 동양의 문화를 대표하는 소수의 스
포츠중 하나라는 사실은 스포츠계의 저변에 아직도 사이드식의 오리엔탈리즘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태권도라는 용어는 서구
편향적인 국제스포츠사회에서 활약하는 동양스포츠의 상징으로서 사용되었다.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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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청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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봤

2) 세계화
세계화라는 용어는 서구 학계에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세계에서 일
어나는 문제와 현상을 설명하는 타이론으로 간주된다(한수경, 2011). 세계화
(Glo ali ation)는 국가 영역 간의 연계가 심화되어 국가의 영향력이 약화된다는
의미의 ‘지구화’ 혹은 ‘전지구화’로 번역할 수 있는 말로써(이동수, 2008) 바라보
는 시각에 따라 여러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현상을 설명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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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11) http://www.koreataekwondo.org/, 대한태권도협회 홈페이지, 12월 7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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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이해하기 위해 이고 있음에도 세계화에 대한 합의된 이론은 아직까지 존
재하지 않는다. 톰린슨(1999)에 의하면 세계화는 다차원적이며 중층적 성격을 지
니고 있기 때문에 세계화현상의 다양한 양상의 일부분만을 보고 전체를 파악하
기는 지 않다(김덕호, 2006).
세계화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중심으로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는 연속 적
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치, 경제중심의 세계화 과정에서 사회, 문화중심
의 세계화 과정으로 그 논점이 확대되며 복잡해지고 있다. 비서구권의 학자들과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기초한 세계화 비판 학자들은 주로 이 세계화 담론을 단지
문화제국주의를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서 서구화 특히 미국화 또는 동질화나 표
준화를 경계하며 비판해 왔다(한수경, 2011). 부르디외는 지금의 세계화를, 진정
한 의미의 세계화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규정한다. 진정한
의미의 세계화가 여러 나라들의 고유한 색 을 지니면서 동등하게 통합되는 것
이라면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미국의 주도하에, 미국의 군사력·경제력·문화력을
통한 자국의 이 을 관철하기 위한 왜곡된 세계화라고 할수 있다(하상복, 2006).
반면 세계화를 근대성의 결과로 보는 기든스, 워터스, 톰린슨 등의 학자들은
세계화는 문화제국주의 또는 서구화, 특히 미국화와 구별되는 현상이라 주장한
다. 기존의 세계화 담론을 비판하는 일부 학자들 또한 현 미디어에 나타난 현상
을 문화제국주의나 서구화 또는 미국화와의 관련성을 부정하며, 정치경제적 해석
을 단선적이라 거부하고, 다원주의적 해석의 필요성을 강조한다(한수경, 2011).
그리고 지역 및 지방을 강조한 로버트슨( o ertson)의 로 (Glo al)과 로
( ocal)이 합성된 개념인 ‘ 로 리제이 (Glocali ation)’은 위의 ‘세계화’ 담론에
대한 비판과 함 현재 미디어를 통해 나타난 세계의 현상을 설명하는 적합한
용어로 받아들여져 세계화가 지역 또는 토 문화를 말살시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완충장치의 역할을 하고 있다(한수경, 2011).
세계화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세계화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 세계화 속에 강
대국의 힘의 논리가 작용하지만 긍정적인 가능성이나 전망을 전혀 제시해주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경제의 세계화로 인해 시장 경제가 확대되고 업
의 문이 더 넓어진 것은 사실이며, 경쟁성을 갖 외국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
은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터 을 이용한 국가 간 또는 개인 간의 의
쓰

쉽

깔

익

R b

L

글

컬

션

글

벌

b

컬

z

께

착

킬

취

춘

넷

- 21 -

사소통을 자유롭게 하고 빠르게 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이 조
성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전원재, 2010). 론 세계화가 긍
정적인 발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 것이다. 세계화의 조건과 특성에 대한 면밀
한 분석과 이해가 없이 추진하는 세계화는 경쟁력을 갖추지 못해 오히려 역으로
강대국 문화의 확산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의 세계화 현상에 대한 연구역시 스포츠의 세계화 과정이 동질화된 전
지구적인 스포츠 세계화를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어 왔다
( onnelli, 1996; Guttman, 1994). 그리고 Maguire(1999)는 이와 같은 의미들을 간
단히 다양성과 단일화라고 한다. 이들 연구는 스포츠 세계화의 측면에서는 다양
성, 문화제국주의 측면에서는 단일화로 표현하고 있다. 이를 두고 Maguire(1999)
는 스포츠의 전 지구적 과정은 어느 정도 특정한 문화적 동질화를 수반하면서도
동시에 지역 행위자들의 차이, 개별성, 다양한 문화적 향과 구, 그리고 지역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재확인하는 복잡한 과정이라고 말한다(전원재, 2010).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적 자본과 미디어의 이동, 그
리고 사람의 이동으로 인해 오 날 인류사회는 동·서양의 이원적, 배타적 관계
역시 이완, 해체되어가고 있다. 동양문화 역시 서구 중심의 문화권에 반성적 충
격과 상호 보완의 주체로 복권하는 양상을 보여주며 기존 오리엔탈리즘에서 벗
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여준다. 이와 맥락을 같이하여 본 연구자는 태권도의 세계
화를 일종의 포스트오리엔탈리즘의 일환으로 간주하여 태권도의 세계화가 동양
각국의 전통스포츠는 론 서구의 스포츠문화에 새로운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
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계화’라는 용어를 탈( )오리엔탈리즘의 관점에서 사
용하였다. 기존 서구 스포츠의 세계화는 문화제국주의적인 측면이 강하나 태권도
가 국제스포츠사회에서 많지 않은 동양의 스포츠중 하나라는 점에 기인했을 때
태권도가 가지는 문화적 가치와, 서구식스포츠로 단일화 되어가는 국제스포츠사
회에서 동양의 스포츠인 태권도의 세계화는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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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

Ⅱ. 이론적 배경
1. 오리엔탈리즘
1) 오리엔탈리즘
어원상으로 볼 때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은 오리엔트(Orient)에서 기원된
말이다. ‘오리엔트’란 라 어의 ‘오리엔스’에 해당되는 말로서 ‘해 이’ ‘해가 는
방향’이란 에서 발전하여 ‘동방’ 또는 ‘동양( he ast)’을 의미하게 되었다. ‘오
리엔트’에 ‘이즘’이 합성된 용어이자, 서양의 입장에서 타자인 동양에 대해 인식
하며 만들어진 용어로 옥시덴트 즉 서양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진 용어라는 특징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오리엔탈리즘은 동양학을 가리키기도 하고, 어 장르의
만적 환상문학 혹은 이국적 그림의 특징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는가 하면,
최근에는 주로 서구 제국주의의 산 로서 동양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한계를 설
정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정진농, 2003).
이렇게 오리엔탈리즘이란 개념은 상당히 포 적으로 이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오리엔탈리즘 연구의 큰 흐름인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과
‘네오-오리엔탈리즘’을 중심으로 태권도의 세계화를 분석하였다.
틴

돋

뜻

T

뜨

E

떤

낭

물

괄

쓰

(1)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
에드워드 사이드가 정의하는 오리엔탈리즘이란 “‘동양’과 ‘서양’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 만들어지는 존재론적이자 인식론적인 구별에 근거한 하나의 사고방식이
다.”(Said, 1993 : 111) 에드워드 사이드에게 오리엔탈리즘은 오리엔트 동양에
관계하는 방식으로서, 서양인의 경험 속에 동양이 차지하는 특별한 지위에 근거
하는 ‘동양에 대한 서양의 사고방식이자 지배방식’인 것이다.
동양은 유럽에 단지 인접되어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유럽의 식민지 중에서도
가장 광대하고 요하며 오 식민지였던 토지이고, 유럽의 문명과 언어의 연원
이었으며, 유럽문화의 호적수였고 또 유럽인의 마음 속 가장 은 으로부터 반
복되어 나타난 타인의 이미지이기도 했다. 나아가 동양은 유럽( 서양)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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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금 스스로를 동양과 대조가 되는 이미지, 관념, 성격, 경험을 갖는 것으로 정의
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Said, 1993 : 20).
그러나 이러한 동양은 어 의미에서도 단순히 상상 속의 존재에 그 것은
아니다. 그것은 유럽의 ‘실질적인’ 문명과 문화의 구성부분을 형성했다. 오리
엔탈리즘은 동양을 문화적으로 또는 이데올로기적으로 하나의 모습을 갖는 언설
로서 표현 및 표상된다. 그러한 언설은 제도, 말, 학문, 이미지, 주의주장, 나아
가 식민지의 관료제도나 식민지적 스타일로써 구상된다(박홍규, 2003).
‘동양’은 서구에 의해 ‘구성’되고 대상화된 타자라는 점에서 동양의 진정한 모
습이라고 할 수 없다. 단지 ‘오리엔탈리즘’에 의해 표상된 ‘동양’은 서구에 의해
‘재구성’되거나 ‘표상된’ 허상일 따름이었다. 이러한 허상의 배후에는 정복자가 피
정복민의 정세를 파악하기 위한 ‘식민지적 정보’로서의 의미가 들어 있으며, 나
아가서는 서구 이외의 지역과 구별해서 서구인 자신만의 자적 정체성을 확고
히 하려는 의도가 어 있다. 이런 오리엔탈리즘의 배후에는 서양의 동양에 대한
체계적인 편견과 서양의 우월주의, 인종차별적 왜곡이 어 있으며, 전 지구를
대상으로 자신의 지배력을 확산하기 위한 제국주의의 정당화 논리로도 작용해
왔다. 론 이런 정당화 논리는 우월함을 전제로 힘이 서양이 자신의 이 을
위해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힘없는 동양을 정의하고 구성하는 전략이다(주재홍,
2009).
에드워드 사이드는 자신의 저서 3장에서 두 가지 오리엔탈리즘의 용어로서 ‘
재적 오리엔탈리즘( atent Orientalism)’과 ‘명시적 오리엔탈리즘(Manifest
Orientalism)’을 제시한다. 에드워드 사이드가 말하는 재적 오리엔탈리즘이란
동양에 대해 서양인이 가지는 무의식적인 확신이며 변하지 않는 고정관념이다.
무의식에 복되어 있기 때문에 밖으로 표출되지 않지만, 서양인의 내면에 고정
적으로 형성되어 있다(Said, 1993 : 100). 그리고 명시적 오리엔탈리즘은 재적
오리엔탈리즘이 말과 행동으로 표현된 것이다. 명시적 오리엔탈리즘은 고정된
재적 오리엔탈리즘과 달리 동양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로, 예를 들어 동양의
사회, 언어, 문학, 역사, 사회학 등을 말하며 이들의 변화를 수용한다(Said, 1993).
재적 오리엔탈리즘과 명시적 오리엔탈리즘은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
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에드워드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의 목적을 “동양을 지배하고, 재구성하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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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에 대해 권위를 갖기 위한” 서양의 지배담론으로 규정한다. 오리엔탈리즘에서
서양이 자신의 부정적인 내면을 투사시 만들어낸, 자신과 대조적인 동양의 이
미지는 변화가 없고, 정체적이고, 일적이며, 자기 스스로를 대변할 능력이 없는
열등한 타자이다. 이것은 유럽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지적, 문화적 우월감을 갖게
했고 그 결과 서양은 동양에 비해 스스로를 역동적이고, 창의적이며, 팽창적인
문화로 자부했다. 오리엔탈리즘은 그 자체로 서양의 제국주의적 자만심의 근거가
된 것이다.
에드워드 사이드의 재적 오리엔탈리즘과 명시적 오리엔탈리즘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이옥순(2002)은 그의 저서 『우리 안의 오리엔탈리즘』을 통해 ‘박제
오리엔탈리즘’과 ‘복제 오리엔탈리즘’의 개념을 제시한다. 박제된 서구인의 동양
에 대한 인식은 복제오리엔탈리즘으로 인해 동양인에게 감 된다. 이는 ‘동양이
구성한 동양’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사회의 오리엔탈리즘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
할을 한다. 이옥순은 서구에 의해 창조되고 어진 동양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점
차 본질적이고 비역사적인 것으로 박제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이미지를 창조해
내는 서구의 담론을 ‘박제 오리엔탈리즘’으로 명명했다. 반면 복제 오리엔탈리즘
은 박제 오리엔탈리즘에 감 된 동양인이 바라보는 동양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
속에 서양이 주입한 오리엔탈리즘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이옥순, 2002).
에드워드 사이드가 제시하는 오리엔탈리즘은 제국주의의 열강들의 동양 지배
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서의 오리엔탈리즘으로 이해될 수 있다. 동양의 문화를
서구화 하려는 의도에서 서구는 자신을 우상시 하고 동양은 언제나 서구적 틀
안에서 서구를 동경해야하는 영원한 타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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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오-오리엔탈리즘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용어를 반드시 에드워드 사이드의 개념으로만 이해할 필
요는 없을 것이다. 서양 각각의 나라와 각각의 역사적 시기, 혹은 각각의 사람들
에게 동양과 동양 문화에 대한 서로 다른 특정한 이해방법이 나타날 수 있는 바,
그와 같은 보다 넓은 사고형태를 가리키기 위해, 다시 말해 ‘지배와 위압’을 위
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동양에 대한 특정한 사고방법을 가리키기 위해 오리엔탈
리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에드워드 사이
폭

- 25 -

드식의 오리엔탈리즘과 더불어 네오-오리엔탈리즘의 개념을 도입하여 더
넓은 의미로 사용 할 것이다.
에드워드 사이드가 제시하는 오리엔탈리즘의 한계는 제국주의의 정당성을 위
한 담론이라는 단선적인 논리에 있다. 리사로우, 아더 버스루이스, J.J. 라크 등
이 논의한 대로 오리엔탈리즘은 아시아를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낸다. 오리
엔탈리즘의 의미를 보다 포 적으로 본다면 그 기원의 역사는 동서양의 교섭사
로 거 러 올라가 고대 그리고 로마시대로 까지 소급될 수 있을 정도인데 에드
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은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의 문화교류에 소 한 면이
있다(정진농, 2003). 네오-오리엔탈리즘이라는 사조가 서구사상에 영향을 으로,
18세기 오리엔탈리즘이 아닌 동양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 발현된 동양사상에
관한 논의 또한 적지 않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불교나 요가, 선사상에 관한 논의
이외에도 동양사상에 대한 그동안의 생각들을 재정비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19세기말과 20세기 초에 이르면서 서구 제국주의의 동양에 대한 지배가 가속
화되고 그때까지 신비에 가려졌던 동양 여러 나라의 문화가 거의 대부분 개방
에 따라 동서양의 거리가 한층 가까워졌다. 이 시기 서양의 동양에 대한 태도는
정치 경제적으로 거의 대부분 제국주의적 경향을 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서양의 지성인들 중에는 동양의 예술이나 정신문화에 대해 이 심 하거
나 존경의 태도를 보인 인 들이 적지 않았다. 예를 들면, 1898년 하 스
( ar er’s)지의 겨울호에, 놀로사는 “ he Coming usion of ast and est”
라는 을 통해 동서양의 결합론을 제창하였다(박 진 , 2007).
동서양의 결합론은 초기 비판과 반대를 일으키기도 했지만, 제1차 세계대전 이
후 일부 지식인들이 서구문명에 대한 한계를 절감하면서 동양으로부터 정신적인
활력소를 구하려는 움직임을 전개하게 된다. 이러한 움직임의 대표적인 인 로는
오스발트 슈 러, 헤르만 헤세, 로맹로 등이 있다.
20세기 들어서 동양사상이나 동양예술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크게 어났다.
일본시 하이꾸와 단가의 영향을 받은 초기 이미지스트들로 . . , .S. 린트
등이 있고, 그들을 계승한 에 라파운드, 러스 스 스, 존 드 처, 리
로스 리 스 등이 일본시와 중국시, 그리고 서구에 전해진 동양화를 통해
서 동양화의 특한 이미지와 기법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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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븐

굴

플레

플

윌

두 시인 중, 예이츠는 일본의 노( oh)극에 심 하게 되었으며, 리엇은 인도철
학, 특히 불교에 경도되었음은 알려진 사실이다(박 진, 2007).
1960년대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된 선( ), 요가( OG ), 크리슈나 배운
동 등에 의한 트리즘( antrism), 도교( ), 역경( )등 동양에서 기원된 종
교나 사상에 대한 관심 및 이것들을 바탕으로 한 실천운동을 총칭하는 네오-오
리엔탈리즘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새롭다”라는 의미의 네오가
게 된 것은, 19세기 “그대가 되이 보낸 오 은, 어제 은자가 그토 가지고
어 하던 내일이다”라는 명언을 남 . . 에 슨이나 . . 로 등에게 영향
을 준 동양사상의 유행이 되었고, 소수의 지식인들의 관심에서 백만이라는 사
람들이 번져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의 다수가 중산계급의 백인 출신 년들
이다. 이들은 1960년대에 학원 신과 사회 여를 부르 어 온 미국을 뒤흔든 ‘스
튜던트 파워(student o er)’, 인종평등, 군비출 , 불간섭주의를 제창한 ‘신 ’
의 절을 체험한 년들이, 자본주의 사회를 부정하는 거점을 이러한 사상이나
종교에서 구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20세기 동양 문화의 서구 문화 투는 서양보다 동양 자
신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오리엔탈리즘의 또
다른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오리엔탈리즘은 동양인에게 있어 서양사회에서 대
안적 담론이었던 것 못지않게 동양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족주의를
자극했다. J.J. 라크(Clar , 1998:305-306)에 따르면, “오리엔탈리즘이 식민지 동
양문화의 말살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에서 힌두교, 선, 그리고 유교와
같은 동양적 전통들의 부활을 재천명했다.” 에드워드 사이드와 달리 그는 “오리
엔탈리즘은 자신들의 전통을 탐색하려는 아시아 학자들을 격려하고, 기능을 상실
하여 소 의 위기에 처한 지식체계를 복원하도 고무”하여(Clar , 1998:306),
2004) 역사적으로 유럽인의 지배에 저 하는 지식체계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J.J. Clar 는 오리엔탈리즘에는 식민주의의 논리라는 부정적 기능만 아니라 동양
이 자기의 문화 전통에 대한 권위를 득하고 나아가 서구문화를 비판하는 비판
자 역할을 통해 서구에 대한 권력을 성 하는 긍정적 기능도 있음을 강조한다
(주성옥, 2010).
네오-오리엔탈리즘은 196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사조로서 서구사회가
동양의 문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들이 가진 한계를 보완해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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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 문화로서 인식한 동양의 정신문화를 고양하는 관점이다. 비판적이고 부정
적인 에드워드 사이드의 시각과는 다른 면을 보여주지만 서양이 인식한 동양이
라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한다. 본 연구에서는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광범위한 현상
의 범위를 제한함과 동시에 이론적인 관점의 형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사이
드식의 오리엔탈리즘과 네오-오리엔탈리즘을 중심으로 태권도 세계화의 역사를
재조명하였다.
균

2) 문화제국주의
강상중(1997 : 187)은 “오리엔탈리즘은 정치나 권력의 심층부에 작용하여 위력
을 발 하는 힘이며, 특히 식민지를 지배하기 전에 그들의 존재를 일정한 틀 속에
가두는 문화적 장치와 담론의 세계이다”라고 강조하며 식민지에 대한 제국의 담
론을 구성하는 오리엔탈리즘은 제국의 문화적 헤게모니를 지 하는 중요한 축으
로서 제국의 지배는 리적 압 장치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기제를 이용하여
식민지인들이 제국의 문화적 헤게모니에 종속되면서, 의식의 식민화를 수반하게
되어 제국에 대한 자발적 복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화제국주의의 연장에서 이
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는 한 세대 동안에는 전 세계가 서구제국주의
열강들에 의해 지배되는 현상이 일어났고(박지향, 2000; 서정훈, 2007; 정상수,
2009), 동양은 서구의 문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양윤모, 2000; 이민
호, 2009). 민주주의, 사회주의, 과학기술, 교육, 언론제도, 예술, 종교 등의 사상과
제도들 등, 동양의 사회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대부분의 것들이 서구문화에
서 비롯되었다(서유석, 2008). 서구의 식민지로 전락한 동양은 서구의 문화를 무
조건적으로 수용해야 했다. 서구는 동양을 식민지화 하며 동양에 자신의 문화를
강요하고 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서구적 가치관마저 이식했다. 그리고 그 이
면에는 미개한 동양을 ‘계몽’ 해야 한다는 구원자이자 해방자로서의 우월의식이
자리하고 있었다(박홍규, 2003). 즉 군사적 략에 의한 경제적 탈이 19세기 제
국주의의 주된 모습이었다면 제국주의에 의한 문화 영역 전반의 비가시적 식민
지화가 현대 문화제국주의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다(김지후, 2013).
에드워드 사이드(Said, 1994: 56)는 “ 리 어져 있고 타인이 살면서 소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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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 즉 자신의 소유가 아닌 에 정 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을 한다”고 제국
주의에 대해 정의 내린다. 에드워드 사이드에 의하면 제국주의란 자신의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소유하여 살고 있는 나먼 을 조종하고 정 하고 생각하
는 것을 한다. 군인들과 대포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관념과 형식, 이미지들
과 상상에 대한 것도 포함한다. 그리고 에드워드 사이드(Said, 1993 : 269-272)는
19세기 유럽이 어떻게 식민지를 종속시 는지 그들의 교묘함을 힌다. 는
원격의 토지와 인민을 관찰하고 지배하며, 그것들로부터 이 을 얻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무역업자, 행정관리, 학술조사자, 식민지 전문가라는 계급이 생겨났다.
는 이 의 창출을 이데올로기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해 ‘원주민이란 지배되고
관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식민지 학교, 대학이
설립되고 원주민 리트들이 새롭게 창출( )되었다. 는 그 ‘문명화 사명’
을 통한 서양의 구출과 구제라는 사고방식이다. 서양의 지원을 받아 후진 지역을
서양화한다는 제국주의적 발상을 통해 서양세력은 세계 에서 안정된 지위를
확보한다. 는 정복자가 행한 력에 대해 그 진실을 은 하는 것이고, 다
는 원주민을 그들의 역사로부터 단절시키고 왜곡하여 반제국주의 시도 자체를
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원주민의 역사는 제국에 의해, 제국의 일부로‘창
조’된다. 이렇게 식민지 지배자는 식민지 내부의 계급 등을 이용하여 식민지 지
배자 측에 어들일 수 있는 원주민 리트를 철저히 서양화시 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영어와 영문학 교육이었다. 그것은 원주민을 매개로 한 식민지배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영문학을 통하여 영국과 영국인의 ‘인간성’, ‘ 관성’, ‘보편
성’, ‘합리성’을 주입시 으로써 실현된 것이다. 여기서 영문학 연구는 ‘인간주의’
적이고 ‘계몽주의’적임과 동시에 영국의 우월성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과제로서
도 기능을 했으며, ‘이성’, ‘인간성’, ‘통치’, ‘제국주의’와 같은 다양한 ‘관심’과 ‘이
’을 결부시키면서 영국의 문화적 지배기구를 피식민지인의 심성속에 성공적으
로 확립하여 인도 리트를 식민지화하는 것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했다(박홍
규, 2003).
원래 문화제국주의의 대표는 유럽중심의 국가들이었지만 2차대전 이후 판도가
바뀌어 현재는 미국이 문화제국주의국가로서 행세를 하고 있다. 미국은 처음부터
제국주의적 관념, 인구와 영토를 확장하고 힘과 권력을 증대시키는 지배와 주
권에 기초해 세워진 국가였다. 그런데 미국문화와 정치 및 역사와 관련하여 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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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로기로서의 제국주의는 거의 언급되지 않거나 최근에 와서야 겨우 조금 언급
되고 있을 뿐이다. 왜 하면 미국의 이 추구는 자유를 위해 싸운다거나 선행을
하는 것으로 위장되어 미국의 제국주의적 속성이 모호하게 은 되어 왔기 때문
이다. 한국에서야말로 그러한 미주의는 가장 철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정치적, 이념적, 경제적, 사회적 실천에서 언제나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여전히 남아 있다(박홍규, 2003).
제국주의도 식민주의도 단순한 경제적 축적과 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
것은 어 지역과 사람들이 지배를 받아야만 한다는 생각을 포함하는 이념에 의
해, 그리고 지배와 연관된 지식에 의해 추진되었다. 이미 고전적인 제국주의도
‘열등함’, ‘종속인종’, ‘복종하는 사람들’, ‘의존’, ‘확장’ 그리고 ‘권위’와 같은 개념으
로 가득 다. 품위 있는 서양인이 동양인을 복종시 야 한다는 생각, 서양인
이 제국의 에 지를 충전하여 종속적이고 열등하며 후진적인 동양인을 지배하여
야 한다는 생각이다. 나아가 그러한 동양과 서양의 목가적인 평화를 공산주의자
들이나 말 부리는 자들이 교란한다는 생각이다. 자주와 립은 백인들만의 것이
고 과학, 학문, 역사도 모두 서양에서 만든 것이다(박홍규, 2003). 한국의 경우는
일본에 의한 제국주의를 경험하였다. 서양에 의해 강제 개국된 일본이 자기를 재
현하기 위해 타자를 재현하는 방식도 이와 유사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서양에
의해 ‘야만적인 원주민’으로 타자화 된 일본은 스스로를 야만이 아닌 문명으로
재현하기 위해 또 다른 ‘야만’을 만들어낼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가지게 된다
(김지후, 2013).
제국주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제국주의는 아직도 의문의 여지없이 경제, 정
치, 군사관계에서 상당히 강력한 세력으로 남아 있으며 경제적으로 저개발국가는
더 부강한 나라에 종속되어 있다. 언론계나 국제정치학계에 알려진 월터 리프
먼이나 조지 , 리처드 호프스테드, 새 헌 , 루시언 파이, 해 드 라스
, 네디, 알란 블 , 리 버 등도 미국을 새로운 대영제국으로 구상했
다. 슨, 루스벨트, 존슨, 슨, 부시나 이건 등과 같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이나, 리 키신저나 러스크와 같은 국무장관들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
한 미국의 주류에 대한 소수의 저 ( 스키나 포크와 같은)이 있었으나 그 수는
매우 적었다(박홍규, 2003). 이렇게 문화에 대한 일방적인 종속의 형태는 제국주
의의 산 임에 틀림없다. 제국주의 시대를 거치며 이루어진 동양의 서구화는 아
냐

익

폐

친

착취

떤

찼

곧

켜

너

썽

독

잘

케넌

웨 폴 케

뮤얼

룸 윌

잭

엄

넷

닉

헨

레

딘

항 촘

물

- 30 -

팅턴

럴

직도 문화의 종속이라는 측면에서 제국주의의 연장인 문화 제국주의에서 벗어나
지 못하고 있다.

3) 한국 문화에 내재된 오리엔탈리즘
한국의 오리엔탈리즘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중층적으로 형성되어있다. 한
국문화에 내재된 오리엔탈리즘과 태권도 세계화의 역사는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먼저 한국문화에 내재된 오리엔탈리즘에 대해 규명하겠다.

(1) 일제에 의해 형성된 오리엔탈리즘
한국의 경우 근대는 일제의 식민지배와 더불어 시작되면서 식민지 조선을 통
제해 내는 권력은 우리 스스로 생산해 내는 권력이 아니고 일제의 근대적 제도
에 내제되어 있는 지배의 책략인 식민주의 권력이었다. 이러한 일제의 식민주의
권력을 구성하는 담론은 식민사관, 일선동조론, 황국사관 등으로서 이 모든 지적
헤게모니의 중심에는 일제의 오리엔탈리즘적 시선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권력과
결 한 오리엔탈리즘적 지식은 근대적 제도를 통하여 피식민지인들의 의식에 진
리의 강제로 스며드는데 이러한 과정은 식민지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식민지
지배의 기본적 전제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타자화하는 한편, 자기 자신
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근대적 주체가 되게 한다(김인 , 2011).
한국의 오리엔탈리즘은 특이하게도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중층적으로 형성
되어있다(강상중, 1997; 정용화, 2004; 김소연·이용언, 2005; 안현정, 2009; 김인 ,
2011; 주성옥, 2011; 박홍규 외 8명, 2012). 미국을 위시한 서구열강이 형성해낸
오리엔탈리즘과 일제에 의해 보다 강압적이고 체계적인 오리엔탈리즘이 만들어
지면서 한국 오리엔탈리즘은 복잡한 형태를 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유럽이 오리엔트의 발견을 통해 오리엔탈리즘을 만들어갔고 미국이
조선에 대한 선교활동 등을 통해서 오리엔탈리즘을 만들어 갔다면, 이지유신
(
, 1868)이후 일본은 ‘동양’을 발명하면서 한국 내에 일본 특유의 오리엔
탈리즘을 만들어내었다(박홍규 외 8명, 2012; ana a, 2004). 일본은 탈아입구(
)를 표방함에서 볼 수 있듯이 동양에 위치하면서 다른 동양과의 문화적 차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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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임없이 강조하고, 서양에 대해서는 일본의 자성을 강조했다( 운옥,
2007)12)
이에 따라 일본 역사가들은 일본, 조선, 중국, 심지어 아시아의 과거로 을 돌
려 계몽주의 역사가들이 규정한 것과 같은 진보적 정신의 발전이라는 의미의 일
본과 아시아의 역사를 서술해 유 을 찾았으며 이를 통해 근대 일본이 아시아
의 최선진국으로서 유럽과 대등한 나라이며, 중국과 다를 뿐 아니라 문화적·지리
적·구조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점을 확립하였다( ana a, 2004 : 31)13).
문명국임을 자처한 일본은 이토 히로부미(
)의 조선 식민정책을 필두로
니토베 이나조오(
, 1862～1933)14) 그리고 시라토리 구라키치(
,
1865～1942)15)와 같은 학자들과 ‘동양’을 발명해내는데 앞장 다(박홍규 외 8명,
2012). 이렇게 일제가 발명해낸 ‘동양’ 중 한 국가인 조선은 근대화라는 미명 아
래 일제에 의해 한국의 전통과 한국인 주체들을 해체하는 재 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임선 , 2010). 이러한 방식으로 일제는 서구가 구성한 오리엔탈리즘 즉,
동양인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한국에 주입하였고, 이것이 한국인들에
의해 내면화되면서 한국인의 자아상으로 구체화되었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
이 한국은 근대화시기에 서구에 의한 충격과 일본의 충격을 겪으면서 문명적, 인
종적, 민족적, 개인적 자아의식을 변형해 갔다(정용화, 2004 : 34).
이렇게 일제가 발명해낸 ‘동양’ 중 한 국가인 조선은 계몽되어야 할 대상이었
고, 그 구체적인 ‘계몽’은 조선을 일본화 하려는 식민정책을 통해 이루어진다. 무
단통치시기(
), 문화정치시기(
), 동화정치시기(
)의 과정으로 전개된(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실, 2002 : 295) 일제의 식민정책
은 1930년대의 동화정치시기(
)에 오리엔탈리즘의 전형을 보여준다.
민족성 말살운동을 강행한 동화정치는 ‘황국신민화’정책에 따라 일본과 조선은
리가 같은 ‘신민’이므로 몸과 마음을 다해 ‘성전( )’에 임해야 한다는 ‘일선
동조론(
)’, ‘내선일체론(
)’의 선전과 함 전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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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염운옥(2007)은 일본 오리엔탈리즘의 특징을 ‘오리엔탈 오리엔탈리즘’으로 표현했다.
13) 재인용, 주성옥(2011). 야나기 무네요시의 민예론과 오리엔탈리즘. 미학, 68. 한국미학회,
pp.35-66.
14) 동경제국대학(東京帝國大學)에 식민학 강좌를 개설함.
15) ‘만선역사지리조사부’(滿鮮歷史地理調査部 1908)를 만들어 만주와 조선에 대한 역사적·지
리적 연구를 수행하여 1913년부터 1914년 사이에 『만주역사지리(滿洲歷史地理)』와 『조
선역사지리(朝鮮歷史地理)』 등을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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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는 대륙진출을 위해 군국주의를 강화하고, 만주사변(1931), 중일전쟁(1937),
태평양전쟁(1941)을 통해 제국의 세력권을 넓혀나갔다. 그리고 성공적인 전쟁완
수를 기한다는 목적 아래, 조선인들에게 군수 자·인력동원 등을 일본인들과 동
등한 의미로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였다.16)
이러한 사고 뒤에는 식민지 조선에 있어서의 ‘내선일체’와 ‘황민화’를 추진하기
위한 일제의 ‘반도신체제운동(
)’이 자리하고 있었다. 조선인의 사
상통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신체제운동은 1940년 10월 조선총 미나미 지로
( )에 의한 ‘국민총력조선연맹(
)’의 ‘국민총력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일제는 조선의 인적· 적 자원의 동원을 위해 본토에서보다 더욱 강
력한 ‘황민화’정책을 추진했고, 조선민중을 일본인화시 국책에의 협력과 순종을
‘자발적으로’ 이 어내려 했다(안현정, 2009).
신체제 운동과 함 일제가 추구한 전략은 ‘대동아공영권’이었다. 신체제운동으
로 발족한 일본의 고노에( ) 내각은 ‘황도(皇 )의 시대정신에 따라 먼저 일
본·만주·중국을 그 일환으로 하는 대동아 공영권의 확립’을 통해 세계평화의 수
립에 공헌하겠다고 발표하고, 일본의 아시아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작업에 수
했다. ‘대동아공영권’은 ‘서양’에 대한 ‘동양’이라는 문화적·지역적·인종적 개념을
대치시 서구 열강이 략하기 이전 동아시아의 전통적 질서원리에 의해 서구
열강에 대응한다는 논리로, 일본이 이를 주도하겠다는 것이었다.
일제는 ‘아시아 해방’이라는 논리에 의거해 1941년 12월 20일, 태평양전쟁을
‘대동아 전쟁’이라고 명명하고 1937년 이후 중국과의 전쟁도 여기에 함 포함시
다(김정현, 1994). 즉 ‘신체제’는 일본의 천황제파시즘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체
제라는 의미로 해석되었으며, 과거의 모든 구관구습(舊慣舊習)을 타파하고 새 질
서를 확립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손정목. 1996 : 173)17).
일제가 식민지 교육에서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고유한 민족문화를 모
든 특징을 열등시하도 교육했던 것은 문화말살 정책이나 창씨개명, 식민사관에
의한 역사왜곡과 같은 교육내용이나 교육정책 등의 관적 현상에서 나타나지만,
더욱 심각하고 심층적인 일제 교육의 영향은 우리 민족의 의식뿐만 아니라 심리
적, 감정적, 체질적 동질성에 까지 변화를 일으키려 했다는 점에 있다. 이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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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재인용, 이재학(2005), 한국 무도의 근대적 변천 과정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대학원.
17) 재인용, 안현정(2009), 일제강점기 시각매체와 조선미술전람회 연구: 근대의 시각주체와
규율권력을 중심으로, 성균관 대학교 일반대학원, p.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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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의 교육환경과 방법을 통해서 드러난다. 과밀학급 속에서 군국주의의
일적이고 강제적인 방법으로 교육받음으써, 그것도 모국어의 사용이 금지된 상태
에서 지식교육 뿐만 아니라 일본식 예·체능의 감성교육과 신사 배를 통한 종교
교육까지 강제당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전인적 변화의 정도는 측정할 방법조
차 없는 잔인한 것이었다(김인회, 1988).18)
획

참

(2) 서구(미국)에 의해 형성된 오리엔탈리즘19)
20세기 초부터 일제의 군사적 지배와 경제적 지배와 동행된 문화지배를 경험
한 한국은 식민지 자본가 계급과 지식인들에게 민중적 생활기반과는 유리된 서
구문화를 교육받도 하였다. 그 결과 자기민족의 민중문화를 경 하고 자기를
비하하며 문화는 본질적으로 정치나 질생활과는 무관한 순수 히 정신적 교양
이라는 식민지 문화관을 심어주었다. 결국 오리엔탈리즘은 동양에 대한 서구의
사고방식임과 동시에 동양에 대한 동양인의 사고방식이기도 하기 때문에(우실하,
1997) 이와 같은 식민지시대에 리를 오도된 문화의식은 그 뒤 서구외래문화
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의 기반이 되었고, 한국인이 한국에 대해 오도된 문화인식
을 가지게 만들었다(황성진 외 2인, 1983).
이러한 의미에서 1945년 일본으로 부터의 해방은 한민족의 주체성 회복의 계
기였다기보다는 조국분단과 미국문화의 투의 계기였다. 일제로부터 한국의 주
체성을 회복하는 듯이 보였지만 자주적인 해방이 아닌 미국에 의한 해방의 한계
에 부딪혀 다시금 미군정의 통치하에 놓이는 지경에 이른다. 해방군의 자격으로
한반도에 진주한 미국은 정치·경제·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을 철저히 미국화
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한국의 삶은 또 한 번 문화 식민지국으로 전락해버렸다
(역사문제연구소, 2001; 이향순, 2002).
오리엔탈리즘이 서양이 동양을 지배하기에 편리한 술수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만이 아니라 정신과 육체까지 지배하듯이(Said, 1993) 한국의 오리엔탈리즘
록

멸

물

뿌

둔

침

18) 재인용, 김달우(1992). 해방이후 학교체육의 재편 및 정착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8-9.
19) 오리엔탈리즘은 서구의 시각에서 본 동양으로 오리엔탈리즘이란 용어 자체에 서구의 시
각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형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나, 본 연구의 특성상 일본형 오리엔탈리즘과 구분하기 위하여 서구형 오리
엔탈리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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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특히 미국식 자본주의경제, 미국식 대통령제 정치, 미국식 개인주의사회의 맹
목적인 모방에서 나타난다.
한국이 미국문화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은 일제 강점기(1910-1945)로 본다
(김덕호, 원용진, 2008). 이 시기는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하듯, 미국이 세계무대에
서 정치적, 경제적 강국으로 자리 잡은 때이며 세계 질서가 유럽 중심에서 미국
중심으로 옮겨 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미국은 미국중심
의 세계질서와 권력관계, 서구 백인우월주의의 문화가치와 사회평가를 보편화하
고 재생산했다(김인 , 2004).
유럽과 미국 등 제국주의 열강의 세계 진출과 분할통치는 20세기 중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까지 지속되었지만, 미국은 제1차와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
면서 성장하여 국력과 헤게모니에 있어서 유럽 열강들을 완 하게 압도했다(존
톰린슨, 1991). 그리고 이제 미국은 유럽 열강들을 하위 파트 로 삼아 냉전이후
세계의 정치·경제·문화 영역에서 패권국가로 군림하고 있다. 이렇게 세계 패권의
중심은 미국으로 이동했고, 미국은 오 날 신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무기로 자
본주의적 축적체제의 재활을 도모하며 ‘세계화’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박 희, 2002; 이경원, 2003; 최수아, 2003; . . Stead, 2008).
미국문화의 본격적인 한국 유입은 6.25라는 역사과정과 이를 통해 전개된 미국
의 원조 자를 통해서라고 볼 수 있다. 식민지시대와 미군정기를 통해 단절 되다
시피 한 민족문화는 아직 외래문화의 수용 준비도 갖추기 전에 6.25를 맞았고 미
국의 원조 자와 더불어 밀려들어온 외제문화의 홍수는 당장의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난 문화적 충격을 주었다. 그 후 50년대에 계속된 국제정치
의 냉전논리로 말미암아 미국문화는 압도적인 지배문화가 되었고 기타 서구문화
가 그 뒤를 따랐다. 일제 식민지적 문화관에 젖어 있던 지식인들은 그러한 문화
상황의 모방에 급급하였다(황성진, 1983).
그리고 트루만 트린 이후 미·소가 냉전체제로 돌입하고 한반도가 미·소 냉전
체제의 대결장으로 변화함에 따라 한국에 대한 문화적 투는 단순히 미국상품
에 대한 소비 구의 강화에서 벗어나 이데올로기적 투로 발전한다. 자본주의시
장의 방어를 위한 전초기지로서 자본주의의 생존을 민족적 생존과 일치시키는
이데올로기적 투에 의해 남한은 자본주의의 전략적 주변부로서 미국문화의 극
심한 유입을 받게 된다(강경란, 1985; 박홍규, 2003).
숙

벽

너

늘

WT

물

물

엄청

독

침

욕

침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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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에서부터 남한의 모든 문화제도, 교육제도, 사회제도, 정치제도 등이 미
국화되며 이는 기본적으로 미국자본의 논리를 자체적으로 재생산해낼 뿐 아니라
자본주의 수호의 전략적 전초로서 한반도의 위치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었다(이범재, 1985).
한국에 미국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전하는 것만이 주한미군의 목적이 아니
었다. 한국사회의 표면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미군은 효과적으로 미
국문화와 생활방식을 한국전역에 이식하였다. 미국인들은 한국인을 계몽하는 것
이 가장 큰 의무라고 생각했기에 극적으로 미국에 대한 흥미를 촉진하는 것이
목표였다. 미군정은 자본주의 체계를 한국에 성공적으로 이식하기 위해서는 한국
인이 미국의 문화에 거부감이 없도 만들어야 했다( im, 1995 : 247). 특히 교
육제도와 그 내용의 미국화는 남한에 미국 우월주의를 정 시키는 중요한 요소
로 작용하였다. 미국이 미군정으로 한반도에 들어오기 전까지 일본, 소련, 중국
등과 밀한 관계에 있던 한반도에서 단시일 내에 미국 우월주의가 정 하게 된
것은 주로 이데올로기의 투와 교육제도의 미국화에 기인한다(이범재, 1985).
한국은 미국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국가이다. 오 날 한국인의 삶에서 미국
을 통한 서구화가 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미국적인 가치관은 한국사회의
사회제도와 생활방식, 정신 구조에까지 게 스며들어있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
와 맥도날드20) 의 범람으로 입맛이 서구화 되었고, 할리우드 영화나 V쇼의 미
국 프로그램 등으로 길이 서구화 되었으며, 팝송·재 · 큰롤·힙합을 위시한 귀
가 서구화 되었고, 스포츠· 등 몸놀림이 서구화되었다(하세봉, 2003).
한국에 서구 문명이 유입 된지 반세기 이상이 지났으나, 어느 때 보다도 많은
미국상품이 널리 소비되고 있으며, 영어를 필두로 교육, 학문과 지식, 대중문화
등 미국 상품 소비를 통한 정신적 측면의 미국화, 즉 미국의 체화( )가 두드
러지면서 미국담론은 그 자체로 지식/권력을 형성하게 되었다(김동 , 2007 : 2).
이렇게 한국이 미국을 체화( )하게 된 이유는 우리 현대사의 구호로 사용된
근대화가 근대 서양의 자본주의를 국가사회의 발전지표로 삼았기 때문이다. 해방
후 미국이 계몽을 전제로 한국에 주입한 서구문화는 에드워드 사이드가 제시한
궁

록

K

착

긴

착

침

늘

깊

T

눈

즈 록

춤

體化

겸

體化

20) 코카콜라식민화(Coca-colonization), 맥도날드화(McDonaldization), 스타벅스라이제이션
(Starbucksliation), 할리우디제이션(Hoolywoodization)이라는 용어가 존재할 정도로 미
국의 미디어, 패스트푸드, 비즈니스 브랜드는 공격적인 보급을 통해 전 세계로 일상에 스
며들었다(최수아,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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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오리엔탈리즘처럼 한국인 스스로를 타자화하여 서구문화를 동일시화 하
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 안에서 서구적인 평가의 기준으로 한국적이거나
전통적인 것에 대한 무관심이나 편견 그리고 왜곡된 인식 등으로 재생산되어 서
구적인 가치관은 한국사회의 사회제도와 생활방식, 정신 구조에 까지 게 자리
잡아 한국의 문화는 한국적인 것을 찾기 힘들 정도가 되어버렸다.
잠

깊

2. 『블랙벨트』 와 태권도 담론
본 연구자는 서구사회에 구성된 태권도 담론을 분석하기 위한 역사적 사료로
서 『블랙벨트』라는 무예잡지를 선택하였다. 이 잡지가 태권도가 본격적으로 해
외에 진출하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발행되었다는 점, 미국사회에 존재하던 여러
무예 중 태권도의 위상과 다른 무예와의 관계를 파악 할 수 있다는 점, 무예 전
문가, 수련자, 자들의 의견들이 한데 모여 다양한 양상의 태권도 담론을 확인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독

1) 종합무예전문지 『블랙벨트』
동양의 무예가 서구사회에서 큰 관심을 받게 되자 많은 종류의 무예들이 서구
사회에 소개되었다. 서구인들은 무예 사범들이 보여주는 경이적인 신체의 움직임
에 매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 심오한 정신세계에 역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서구 사회에 소개된 무예들이 점점 서구화 되어 감에 따라 무예수련의
목적이 스포츠와 같은 ‘경쟁’으로 변해갔다. 영적이고 철학적인 측면은 사라지고
서구형의 스포츠로 변화한 것이다( ic ie ic , 2006).21) 무예의 스포츠화는 수련
방식과 지도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쳐, 전통적인 동양의 수련법과 지도법은 서구
식의 합리적인 새로운 형태로 변할 수밖에 없었다( e is, 1998).22)
깊

L k w z

L w

21) 재인용, Przemysław Pawelec(2011), “Black Belt” as an
about martial arts, IDO MOVEMENT FOR CULTURE.
Anthropology”, 11(3), pp. 20–26
22) 재인용, Przemysław Pawelec(2011), “Black Belt” as an
about martial arts, IDO MOVEMENT FOR CULTURE.
Anthropology”, 11(3), pp.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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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of a magazine
Journal of Martial Arts
example of a magazine
Journal of Martial Arts

무예에 대한 서구인들의 관심은 대중매체에 의해 더욱 확산되어 무예가 대중
화 되는데 기여를 했고, 특히 무예산업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는데 높은 기
여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사회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미국의 경우,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상품들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았고,
미디어를 통한 상업화가 가장 활발히 진행된 나라였기 때문이다( damo s i,
2008).23)
한 예가 바로 『블랙벨트』로 정기 간행 과 인터 을 통해 무예라는 문화 콘
텐츠를 상품화 시키고 대중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블랙벨트』는 세계 여러
국가에 발행되는 무예 잡지로서 많은 종류의 전통무예와 현대식 무예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블랙벨트』는 1961년부터 발간되기 시작하여 무예가들의 인
터뷰와 각종 문헌자료들을 통해 각종 무예의 철학, 역사, 기술, 전략, 무기술, 호
신술, 단련 및 수련법, 현재의 동향들에 대한 정보들을 담는다. 그리고 무예 교본
과 V 강 등 무예 수련에 필요한 부가적인 자료들도 출시하고 있다.
『블랙벨트』외에도 수 많은 무예전문지들이 존재 한다. 본 연구과정에서 발견
한 무예전문지는 185종24)이나 대부분 발행이 중단되었고, 2013년 현재 까지 발행
되고 있는 것은 『블랙벨트』를 포함한 22종류의 잡지다. 표.Ⅱ-1 는 2013년을
기준으로 발행시작부터 100회 이상의 발행분을 가지고 있는 잡지들을 표로 정리
한 것으로 24개의 무예 잡지가 이에 해당되었다.
A

물

D D

w k

넷

좌

<

>

23) 재인용, Przemysław Pawelec(2011), “Black Belt” as an example of a magazine
about martial arts, IDO MOVEMENT FOR CULTURE. Journal of Martial Arts
Anthropology”, 11(3), pp. 20–26
24) http://ma-mags.com/Magazines.php, Ma-Mag(무예잡지 판매 사이트), 2013년 1월
25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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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2> 해외에서 100회 이상 발행된 무예 잡지

잡지명

BlackBelt
Inside ung u
Com at
ighters
Martial rts Illustrated (U )
raditional arate
Im act
Official arate
ai Chi
ae on o imes
arate Illustrated
Inside arate
ae on o & orean Martial rts
Martial rts Professional
Miscellaneous Magazines
arate & Oriental rts
Master of ung u
ung u Monthl
Inside ung u Presents
e Martial ero
Shoto an arate
M Success
ighters Onl (U )
K

F

b

F

A

T

K

K

p

K

T
T

Kw

D

T

K

K

T

Kw

D

K

A

A

K

A

K

K

F

F

y

K

F

N w

H

k

K

A

F

y

K

발행 기간

1961 – 2013
1973 – 2011
1974 – 2011
1978 – 2012
1988 – 2013
1987 – 2009
1992 – 2010
1969 – 2013
1977 – 2012
1981 – 2013
1969 – 2000
1984 – 1999
1995 – 2009
1996 – 2010
1953 – 2013
1966 – 1988
1973 – 2003
1975 – 1979
1979 – 1996
1971 – 2008
1984 – 2013
2001 – 2014
2005 – 2012

발행 횟수 비고
649
442
434
390
306
263
227
220
207
195
189
178
164
155
139
137
127
124
123
120
117
103
103

표.Ⅱ-1 에서 알 수 있듯이 50년 이상 지속적으로 발행된 잡지는『블랙벨
트』와『Miscellaneous Maga ines』두 잡지 밖에 없고, 『블랙벨트』는 649회,
『Miscellaneous Maga ines』는 139회를 발행하여 두 잡지의 발행횟수 역시 차
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

>

z

z

- 39 -

『블랙벨트』가 무예연구의 사료로서 중요한 이유는 많은 무예전문가들과 수
련자들 그리고 자들의 정보와 의견을 모아 하나의 지식체계를 구성했다는데
있다. 또한, 단순한 흥밋거리로서의 소재가 아니라 서구사회에 문화로서 동양무
예의 역사, 철학, 기술체계 등 기존의 서구의 스포츠에서 볼 수 없었던 동양무예
특유의 특징들을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사설, 자투고 등을 통해 전문적인 정보
를 제공한다.
표.Ⅱ-1 에서와 같이 무예에 대한 별다른 인 매체가 없었던 1960년대에
『블랙벨트』는 무예관련 정보들을 점 할 수 있었기 때문에25) 당시 미국사회
내 무예계의 동향을 대변할 수 있는 자료로서 활용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또
한 2013년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발간되는 안 되는 무예매체로서 대표성을 가
진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블랙벨트』가 제공하는 정보 덕분에 미국사
회에서 무예에 대한 인지도는 높아지기 시작했고, 무예인들은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으며, 각 종 논란이나 타 무예 간의 상이점 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가장
큰 변화는 각각의 무예에 관한 정보 교류가 활발해 지면서 각자의 전통을 고수
하던 무예들이 점점 합리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블랙벨트』의 시작은 1961년에 로스앤젤 스에서 James와 Mitochi U ehara
(아이키도 수련자)형제 와 ouis imce 가 ‘ lac elt, Inc’를 설립하면서 부터
이다. ‘ lac elt, Inc’의 대표 U ehara가 히기를, “도복에 매는 가 가지는
상징성에 기인하여 회사이름을 선정하였다. 단을 득한다는 의미, 사범의 자격
을 갖 다는 의미, 무예의 전문가라는 의미에서의 블랙벨트는 그 용자에게 큰
의미를 부여한다.” 1960년대에는 거의 일본의 가라테와 유도가 미국에 널리 져
있었기 때문에 유도, 아이키도, 가라테 유단자들이 용하는 검은 는 무예에 관
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수련의 성 를 나타내는 상징이
었다(U ehara, 1961).26)
『블랙벨트』가 1960년대 무예라는 소재를 점한 종합무예전문지라고 할 수
있지만 스포츠에 광적으로 집 하는 미국사회에서 동양무예는 그리 대중적인 것
만은 아니었다. 전문적으로 무예를 다룬 매체가 없던 상황에서 『블랙벨트』는 무
예 수련자 혹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만 히는 서적이었다
독

독

<

>

쇄

독

몇

레

L

B

K

k B

y

y

B

y

k B

밝

띠

취

춘

착

퍼

착

띠

취

y

독

착

읽

25) http://www.blackbeltmag.com/about/, 블랙벨트 홈페이지 2013년 10월 22일 검색.
26) 1961년대의 블랙벨트는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블랙벨트 홈페이지의 글을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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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 em sła Pa elec, 2011).
처음 설립자들이 잡지 발행을 시작할 당시의 자본은 500달러 밖에 되지 않았
고, 분량도 이지도 68 내외였다.27) 잡지가 다루는 무예의 종류도 초반의 간
행 들은 안 되는 일본의 무예만을 중심으로 하여 유도, 검도, 가라테에 관한
기사가 주를 이루었다. 그 후 1964년에 『블랙벨트』는 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발
행하기 시작해 1965년에는 월간 잡지가 되었다. 10년 후, U ehara 형제는 ouis
imce 와 협력을 고 ‘Ohara출판’ 을 설립하게 되었다(Mil o s i, 2008).28) 설
립 후 년 동안은 다시 재정 상황이 악화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예가 아직도
다른 스포츠만큼 인기가 없었고, 『블랙벨트』역시 오직 무예수련자들 사이에서
만 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 rece ee(이소룡)’가 미국사회에 일으킨 무예열 으로 인해 무예는 미
국인들의 발적인 관심을 받아 대중화되기 시작했고, 『블랙벨트』역시 호황을
리기 시작했다. 이소룡의 사진과 기사들을 담은 『블랙벨트』는 이전 보다
배 더 많은 부수가 판매되었고, 잡지에 포함되는 내용들 역시 부해져 액 스
타, 무예시합 우승자들(척 노리스 , 스 시걸 , 성룡 , 돈 ‘더 드래곤’ 슨, 장
로드 반담 등)을 소재로 한 기사들을 중심으로 그 동안 무예에 관심이 없던 대
중들에게도 널리 히기 시작했다.
z

y

w

w

페

물

쪽

몇

y

K

y

끊

L

k w k

몇

읽

B

L

풍

폭

누

몇

풍

션

티븐

윌

클

읽

2) 『블랙벨트』 내 태권도 담론
『블랙벨트』의 내용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번 는 여러 무예의
‘역사와 철학’에 관한 주제로 『블랙벨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
다. 특정 무예의 역사와 철학 등 이론적인 배경들은 론 유명한 인 과 유명선
수들의 삶의 철학, 시합에 임하는 자세, 무예의 가치 등을 전문가의 사설이나 특
집 인터뷰를 통하여 구성한다.
두 번 는 무예의 실제 ‘기술’에 관한 주제이다. 『블랙벨트』에서는 다양한 사
진자료나 특정 선수의 움직임에 관한 정보를 중심으로 특정 무예나 무예 간의
첫

물

째

물

째

27) 현재 『블랙벨트』는 175 쪽 내외로 발행되고 있다.
28) 재인용, Przemysław Pawelec(2011), “Black Belt” as an example of a magazine
about martial arts, IDO MOVEMENT FOR CULTURE. Journal of Martial Arts
Anthropology”, 11(3), pp.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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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를 통해 분석한다. 이를 통해 무예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특성과 타 무예
와의 차별성 등을 보여주며, 또한 각 무예가 가진 장단점을 비교하고 보완점을
제시하기도 한다.
세 번 는 무예를 수련하는 ‘인 ’에 초점을 맞 주제이다. 영화에서 멋진 무
예를 선보이며 스타가 된 유명 배우들이나 각종 무예시합에서 인기를 얻은 선수
들 그리고 전설적인 인 등 무예인으로서 대표되는 사람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무예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기사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 유도한다
(C nars i, 2000; Mos , 2004; Z gmunt, 2006).29)
네 번 는 다양한 형태의 광고들이다. 『블랙벨트』에는 보험, 경기 소식, 무예
용품, 강습용 V 그리고 개인 도장 등 상품화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광고
한다. 도장의 운영자들은 자신 도장의 시설이나, 수련 방식 등을 홍보하고, 자신
들이 주최하는 시합을 소개한다. 그리고 수련자나 선수들에게 필요한 각종 무예
관련 도구와 책, V 등 상업성이 강한 광고들로 이루어져 있다.
『블랙벨트』 내 태권도관련 기사들 역시 크게 역사와 철학, 기술, 인 , 광고
로 구분할 수 있으며 60년대부터 현재까지 태권도가 변화해온 흐름을 어낼 수
있다. 본 논문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 1962년부터 2000년까지의 블랙벨트 매
거진에 담 태권도 관련 자료들을 모두 수집하여 분석해보았다. 1960년대에는
태권도의 명칭이 혼재하여
GSOO, O , O
,
O
S 의 키워드로 기사를 검색하였다.
째

물

춘

물

록

y

k

z

y

째

D D

D D

물

읽

긴

TAN

K REAN

K REAN

K REAN

KARATE

TYLE

(1) 세계화 이전(1961～1973)
『 lac elt』가 간행을 시작한 1961년30)부터 세계태권도연맹이 창설되고 제
1회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가 열리며 태권도가 세계적인 스포츠의 면모를 보이
는 1973년까지, 180권의 ‘ lac elt’에서 태권도에 관한 기사들을 발췌해본 결과
171건의 기사를 발견하였다. 이 시기의 ‘ lac elt’에서 태권도의 명칭은 다양하
다. 가라테( arate), 코리안 가라테( orean arate), 코리안 스타일 가라테
B

k B

B

k B

B

K

K

k B

K

29) 재인용, Przemysław Pawelec(2011), “Black Belt” as an example of a magazine
about martial arts, IDO MOVEMENT FOR CULTURE. Journal of Martial Arts
Anthropology”, 11(3), pp. 20–26
30) 『블랙벨트』는 1961년부터 발행되었으나, 발행 첫 해의 『블랙벨트』를 구할 수 없어
1962년부터 『블랙벨트』의 자료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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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ean stl e arate), 당수도( ang Soo o), 공수도( ong Soo o), 태수도
( ae Soo o), 수박도(Soo a o), 권법( on o )과 같은 이름들 그리고
도관(Chung o an), 창무관(Chang Moo an), 송무관(Song Moo an),
무덕관(Moo u an), 지도관(Chi o an)과 같은 관 자체의 이름을 고
있었다. 위와 같이 명칭의 혼재 때문에 이들 명칭 모두를 태권도로 분류하였고,
이 명칭들과 관련된 기사를 모두 발췌하여 분석하였다.
K

y

T

K

T

D

D

B k D

D

K

Kw

Kw

D

B p

청

Kw

D k Kw

D

Kw

Kw

쓰

<표.Ⅱ-3> 블랙벨트 태권도담론 양적 추이(1962~1973)

년도

총 개수

지도
자

선수

미국 외

한국

역사,

소식

소식

철학

수련자

기술

1

1

4

1

1

1

1

시합

기타

1962
1963
1964

2

1965

8

1966

4

1967

30

2

1968

25

3

1969

14

5

1

1970

20

1

4

2

1971

25

1

1

1972

22

5

1973

21

총계

171

1

5

2

1
1

1

7

9

5

6

5

1

2

1

3

5

1

4

2

5

5

1

4

2

3

1

1

5

4

4

3

3

1

2

3

1

22

16

24

13

29

31

16

18

6

1

4

1

3

1

3
7

2

표.Ⅱ-2 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1964년부터 태권도에 관한 기사가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여 1967년을 기점으로 급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기간은 한
국이 베트남에 전하기 시작한 기간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리고 1966년 베트남
에서 파월 한국사령부 태권도 교관단이 창립된 다음해인 1967년에 태권도에 관
<

>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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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사가 급증했다는 점, 1967년 1968년 한국에 대한 기사가 많아졌다는 점 그
리고 태권도를 수련한 한국군의 활약에 대한 기사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당시
미국사회에서 태권도가 주목받게 되는데 베트남전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유
추 할 수 있다.

(2) 세계화 이후(1974～2000)
태권도가 U( merican thletic Union)에 가입하여 미국사회에서 공식적인
스포츠로 인정받게 되는 1974년부터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시
드니올림픽이 열린 2000년까지의『 lac elt』총 324권에서 태권도 관련 기사
477건을 발췌하여 분석하였다. 표.Ⅱ-3 에서 가장 확연히 드러나는 점은 태권
도가 시범종목으로 채택된 1988년과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2000년을 기점으로 기
사량이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80년대에 들어서 태권도가 스포츠로서
의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며 기술에 관한 기사가 급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80년대에 전체적인 기사의 양은 어드는데 새로운 무예들의 출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브라질리언-주짓수, 이종격투기 등 새로운 형태의 무예가
주목받으며 태권도에 관한 기사의 양은 어들었으며, 태권도의 실전성에 관한
기사들과 무예성의 상실에 대한 기사들을 접할 수 있다. 그리고 2000년대에
『 lac elt』에서는 전통 태권도와 현대 태권도를 비교하고 태권도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기사들이 등장하며, 스포츠화 되어버린 태권도에서 결여된 무예적인
측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AA

A

A

B

<

k B
>

줄

줄

B

k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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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4> 블랙벨트 태권도담론 양적 추이(1974~2000)
한국

역사,

소식

소식

철학

3

2

총 개수

지도자

선수

수련자

1974

14

2

3

3

1975

15

3

1

6

2

1976

19

7

8

1

1977

29

9

1

6

1

4

1978

27

9

1

6

1

3

1979

25

9

2

9

1

1

1980

20

7

7

1

1

1981

17

2

7

3

1982

10

1

1

2

2

1983

14

1

2

3

3

1984

15

2

2

2

4

1985

21

5

3

6

1986

22

7

3

7

2

1987

21

7

2

5

4

1988

25

7

3

6

3

1989

15

4

2

2

2

1990

28

3

11

6

1991

18

2

6

8

1

1992

18

1

5

7

3

1993

16

2

4

10

1994

3

1

2

1995

6

2

3

1996

7

1997

9

1

1998

20

4

1999

19

5

2000

24

총계

477

1

기술

미국 외

년도

1

시합

기타

1
1

2

1

1

4

1

3
2

5
3

1

1

2

2

3

1

1

2

2

4

1

1

3

3

1

1

2
1

1

3
1

2

2

1
3

6

2

3
1

7
1

3

4

4

6

4

4

1

2

2

1

3

7

5

4

2

1

2

104

35

127

94

19

3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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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

8

3

1

3. 태권도의 해외진출과 세계화
1) 태권도의 해외 진출 과정
태권도가 해외에 소개되는 과정에서 한인사범들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한
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있는지도 모르고, 태권도라는 이름역시 전혀 알려지지 않은
해외에서 한국의 무예를 알린 사람들이 그들이었으며, 태권도가 전 세계적인 스
포츠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 것도 한인사범들이었다. 본 절에서는
이번 연구의 지리적 범위인 미국에 진출한 한인사범들에 관한 기 을 종합해보
았다.
록

(1) 한인사범들의 해외진출
한국인에 의해 해외에 처음으로 한국의 무예가 소개된 것은 1949년 8월 미육
군보병학교에 유학중이던 최홍희에 의해서 이다. 최홍희는 1949년에 미국에 가서
미육군종합학교와 고등군사반에 다녔는데, 그 에서 동료들에게 태권도를 소개하
였다(최홍희, 2007). 이후 1952년 4월에 남태희와 우종림이 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포트 베닝에 가면서 ‘존 포포’라는 배의 선상에서 시연한 것이 당시 지역신문에
실리기도 했다. 남태희와 우종림은 1952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정도 보병학
교에서 군사훈련을 받는 동안 여러 차례 시연과 함 동기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나영일외 5명, 2010).
1954년에는 유병철(柳柄哲)이 미국인의 양자로 입양되어 미시건에 건 가 태권
도를 지도했다.31) 이준구는 1957년에 사스 주립대학에 유학, 대학생 서 을 만
들면서 사범생활을 시작했다.32) 미국 태권도의 아버지라고 불리울 만큼 태권도를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그는 Jhoon hee라는 이름으로 미국에서 무예를 가
르쳤다. 그는 군 복무 중에 미국 exas에서의 연수를 했는데, 이를 계기로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되었으며(이준구, 2005), 대학졸업 후인 1962년 6월 워싱 C의
가에 3층 방 하나를 빌려 도장을 차렸다. 같은 해 Jac ang으로 활동한
황세진은 유학을 위해 도미하였다.33) Shiha enr Cho라는 미국명으로 활동한
곳

께

너

텍

클

R

T

턴 D

K

첫

k Hw

k H

31) 『태권도』 7·8호, 1973, pp.71.
32) 매일경제신문, 2005, pp.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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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조시학(趙 學)은 유학을 위해 1958년 7월 미국 시카고에 정 하였고,34) 1961년
에 ‘ arate Institute’를 개관하였다.
ichard Chun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에서 활동한 전인문은 1962년 조지워싱 대
학이 있는 워싱 C로, 이행 은 1959년 이후 한국의 오산 미군부대에서 당수도
를 지도하다가 만난 제자인 ichard eed의 초 으로 1962년 네브라스카의 오마
하로 갔다.35) 김기황은 1963년 릴 드 실버스프링으로 건 가 당수도를 지도하
기 시작했으며(Son & Clar , 1968), 같은 해에는 미8군에서 당수도를 가르치전 손
덕성이 뉴 으로 진출했다. 1963년에는 a id Moon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문대
원이 유학을 위해 도미했다.36) 심상규는 1957년에 서울에서 미군 지도를 한 경력
으로 1961년에서1962년까지 미국전역을 순회하였고, 1964년 미시간주의 디트로이
트로 건 가 정 했다(심상규, 1998).37) 같은 해에 강명규도 미8군 헌병대에서 4년
동안 가르 경력을 인정받아 미공군사관학교에 초 을 받아 콜로라도 스프링스
로 가게되었고, 그 후 캘리포니아주의 새크라멘토 주립대학에 유학을 하며 당수도
를 지도했다(김주연, 2007).
1967년에는 공영일이 볼 모어에서 이수 과 도장을 개관하였고, 박철희·김대
현도 미국으로 이주하였다.38) 1968년에는 ung u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유병
용이 캘리포니아의 버 리에 도 하였는데39) 그는 미국에서 열린 여러 가라테
시합에 출전하여 태권도를 알리는데 큰 공을 세웠다. 그리고 같은 해에 오산에서
미군들을 지도하였고, 척노리스의 사범으로도 유명한 신재철이 뉴저지의 버링
으로 도미했다. 그리고 1968년에 im Soo로 미국에서 활동한 김병수가 한국에서
미군들을 개인 지도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스의 휴스 에 진출하였다.40) 김병수
는 『블랙벨트』의 기자로 활동하며 태권도의 역사에 관한 들을 기도 했다.
1969년에는 Chung Su 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에서 활동한 정석종이 미국으로 유
時

착

K

R

턴

턴 D

웅

R

R

메

청

랜

너

k

욕

너

D v

착

친

청

티

웅

By

클

Y

착

턴

K

텍

턴

글

쓰

k

33) 재인용, 김주연(2007), 태권도의 미국진출과 미국체육회 가입, 서울대학교 대학원.
34) www.henrycho.com/hcho.html, 조시학 사범의 미국 도장 홈페이지, 2013년 3월 11일
검색)
35) www.ataonline.com/about/history.asp, 미국태권도협회 홈페이지, 2013년 3월 11일
검색.
36) 재인용, 김주연(2007), 태권도의 미국진출과 미국체육회 가입, 서울대학교 대학원.
37) 재인용, 김주연(2007), 태권도의 미국진출과 미국체육회 가입, 서울대학교 대학원.
38) 『태권도』, 1986년 57호, 대한태권도협회, p.69.
39) 재인용, 김주연(2007), 태권도의 미국진출과 미국체육회 가입, 서울대학교 대학원
40) www.kimsookarate.com/intro/intro-gmks.html, 김병수 사범의 도장 홈페이지, 2013
년 3월 11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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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을 갔으며41), 같은 해에 강서종·김재준42) 등이 미국에 진출했다.
1970년에는 조희일이 일리노이의 보스 으로, 강동원은 로스앤젤 스로 이주하
였다. 1971년에는 권부길이 시범을 위해서 매릴 드의 볼 모어에 방문한 후 정
하게 되었고, 박동근이 태국에서 태국군과 미국군을 지도하다가 뉴 으로 건
와 정 하였다.43) 그리고 같은 해 권덕근은 약사이민으로 미국에 갔으나, 약사
업이 어렵고 생활이 곤란해 시카고에 도 해 태권도장을 개설했다.44) 1971년
11월 신승의는 업이민으로 테네시주로,45) 같은해 김일회는 태권도 사범으로 펜
실바니아 해리스버그로,46) 이무용은 1972년 2월 토목기능인으로 이민 출국을 하
였다.47) 1973년에는 남태희가 일리노이의 시카고로 진출하였는데 1952년 월남교
관으로 파견되었다가 이민 한 것이다.48) 1974년에는 권재화가 뉴 으로 이주했는
데 그 역시 1966년부터 일에서 활동하다가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송영길은
1974년 오하이오로,49) 이상철은 1975년 뉴 으로 각각 이민을 갔다.50)
이 밖에도 수많은 한인 사범들이 미국으로 진출하였다. 이렇게 1950년대 후반
부터 미국에 많은 사범들이 도미를 하기 시작한 것은 미국의 무예 열기도 한몫
했다. 1955년 최남석은『권법교본( 法 本)』에서 미국에 가라테와 쿵 가 많이
보급되어 있으며, 미국인들이 호신술과 스포츠로 무예수련을 하고 있음을 언급하
고 있다(崔男碩, 1955). 그리고 1960년대 후반에 태권도인들의 진출이 급증한 이
유 중에 하나는 1965년 이민법의 개정 때문이었다. 국내에서도 외국에 나가는 것
을 격히 통제했으며 미국 측에서도 스폰서가 없으면 받아주지 않았다. 1965
년 발효된 새로운 이민법인 하트-셀러법( art-Celler ct)51)때문이었다. 미 U.C.
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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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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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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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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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A

재인용, 김주연(2007), 태권도의 미국진출과 미국체육회 가입,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아일보, 1971년 6월 10일 자.
재인용, 김주연(2007), 태권도의 미국진출과 미국체육회 가입, 서울대학교 대학원.
『태권도』, 1987년 63호, 대한태권도협회, p.73.
『태권도』, 1977년 21호, 대한태권도협회, p.46.
『태권도』, 1984년 50호, 대한태권도협회, p.81.
『태권도』, 1985년 52호, 대한태권도협회, p.90.
재인용, 김주연(2007), 태권도의 미국진출과 미국체육회 가입, 서울대학교 대학원.
『태권도』, 1984년 50호, 대한태권도협회, p.82.
『태권도』, 1985년 52호, 대한태권도협회, p.91.
하트-셀러법(Hart-Celler Act)은 태평양연안 아시아국가에서 연간 17만명의 미국 이주를
허용하는 법안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2만 명 정도가 할당되었다. 이 법안의 발효는 전문기
술인력을 비롯한 단순 노무자들의 미국 이주의 계기가 되었으며, 이때 서독에 취업했던 광
부, 간호사들도 이 이민법의 적용을 받아 기술자나 전문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으
로 이주한 사례가 많았다. 태권도 사범들도 전문직으로 미국에 이민을 가기 쉬워졌던 것이
다(유길상,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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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리대 전 교수 민경호에 따르면, “이민법 개정으로 특별기술이민이 허용되자
태권도 사범, 간호사, 병아리감별사 등의 이민이 증가하였고 그 중 태권도 사범
의 이민이 제일 활발했다고 한다”(국사편찬위원회, 2004 : 30)
1967년 이후 태권도 사범들의 미국 진출이 증가하는데, 이는 먼저 1967년 미국
이민법 개정으로 동양인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이고, 다른 한 가지는 베트남전쟁에
서 태권도의 강인함을 보거나 태권도교관단으로부터 배운 미국인과 그들의 스승
격인 한국인 사범들의 유대가 미국 진출에도 영향을 미 것이었다.
그리고 당시 한국인들의 미국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었던 탓에 미국에 가장
많은 진출을 이룬 원인이었다. 20세기의 한국은 고살기 바쁜 시절이었기 때문
에 당시 힘이 있고 사는 나라인 미국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이호성(2007 : 238)에 의하면 “동남아시아로 간 무도인들은 보수적인
토에 적응해야 했고, 유럽으로 간 사람들은 이민자를 제한하는 법규나 외국인 불
법 업 규제법 등에 걸려 도장을 여는 데 어려움이 무 많았다.”고 언급하였
다. 미국 현지의 전통적인 무예도 존재하지 않고, 개방적인 미국을 발판으로 한
인 사범들은 태권도 세계화의 기반을 세우게 된 것이다.
미국에 대한 동경은 많은 태권도 사범들이 도전을 해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
고, 아울러 1967년 국내 사범의 이민을 적극 장려한 대한태권도협회의 행정도 한
몫을 했다(김주연 2007). 또한 태권도 사범의 증가는 대한태권도협회와 국제태권
도연맹의 대립으로 인한 배경에서 어진 점도 있었다. 당시 대한 태권도 협회에
서는 국제태권도연맹을 제명시키고 태권도 해외보급 및 지도자 해외파견등 대외
관계를 전담할 ‘국제위원회’를 신설하여 양 단체 간에 많은 등을 빚고 있었다
(허인욱, 2008).
태권도가 세계에 알려지게 된 중요한 계기는 베트남전 때문이다. 1958년 이승
만 대통령의 초 으로 서울을 방문한 월남의 고 디엠 대통령이 전방의 29사단
의 태권도 시범을 보고 매료되어 시범단의 월남 유치를 간 했다. 이에 국방부
주도로 우리나라 최초의 국군 태권도 시범단이 구성됐고 최홍희가 인 책임자로
임명되어52)베트남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을 순방하면서 시범을 보이고, 각국의 국
가원수를 예방하여 시범연무를 하였다. 이 시범단은 태권도가 공식채널을 통해
조직적으로 세계에 소개된 최초였으며 그 명칭도 “태권도”였다(신창화, 1993).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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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딘

청

솔

52) 태권도 신문, 1998년 10월 5일 자

- 49 -

홍희에 의해 이루어진 전 육군의 태권도 보급과 국군 태권도 시범단의 베트남
및 대만 등 아시아 순방 시범은 태권도 세계화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이경명, 강원식, 1999).
태권도는 위와 같이 시범을 통해 월남(越 ) 및 미군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 월남(越 )측 과 미국최고사령관측과의 합의를 거치며 ‘태권도 교관단’ 이
주요 거점에 배치되는 성과를 거두게 된다. 이것으로 태권도 교관단은 본격적으
로 태권도 보급 및 교육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것이다(이경명, 강원식, 1999).
이렇게 베트남 전쟁에 여한 한국군의 태권도 수련 및 시범 장면이 외국인들에
게 큰 반향을 일으 다. 자신들의 으로 태권도의 경이로운 모습을 확인했던 주
요 전국 장성들은 본국으로 귀대한 후 태권도 교관단들을 자국으로 초 했고
그것이 바탕이 돼 오 날 태권도는 전세계 205개국에 8천만 명 가까운 수련생들
이 배우는, 세계에서 가장 지명도 높은 무술이 된 것이다(강창진, 2006).
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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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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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리안 가라테의 등장
한인사범들은 미국에 진출한 후 자신의 출신 ‘관’을 기본으로 하여 개인 도장
을 개관한다. 그러나 김주연(2007 : 52)에 따르면 “이 당시의 한인 사범들의 대부
분은 자신의 도장에 대한 구체적인 도장의 이름과 연도를 명확하게 지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그 이유는 미국 내에서 초기 태권도 사범으로 언급되고
있는 사범들이 도미 초기에 ‘가라테’라는 명칭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이다.
김주연(2007 : 53-55)은 초기 태권도 사범들이 미국진출에 있어서 ‘가라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된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서술한다.
“ 번 이유는 1960년대 미국에 진출한 초기 한인 사범들이 한국전쟁 직후
각 관들에서 ‘가라테’의 한문 음을 그대로 사용한 ‘당수(唐手)’ 또는 ‘공수(空
手)‘라는 명칭을 미국에서 각자 자신의 도장을 개설하고 활동하는데 있어, 자신이
배운 도장의 명칭인 ’당수( ang/ ang Soo)’,‘공수( ong Soo)’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이다. 두 번 이유는 초기 사범들이 진출한 1960년대의 ‘가라테’의
인기 때문이다. 초기 사범들이 진출했던 1960년대 이전에 유도와 더불어 카라테
의 미국진출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였고, 특히 카라테는 유도를 통해 이루어진 일
본무도의 아성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놓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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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카라테의 인기 속에서 초기 한인 사범들이 ‘카라테’ 이외에 다른 명칭을
사용하기가 지 않았던 것이라는 점이 짐작된다.”
김주연이 언급한 것처럼 미국사회에서 가라테의 인기는 지배적이었다. 특히
1950년대 초기에 오야마 마츠다츠(大山倍達)53)가 1952년 3월부터 11월 까지 일본
유도대표 엔도 코오키치와 함 미국 순회시범공연을 가졌는데 공연 중에 병목
날리기, 송판쪼개기, 복서 및 러와의 실전 겨루기 등을 통해 주최측을 놀라
게 하였고, 이 장면들이 텔 비전에 여과 없이 방영되어 미국인들을 경악시 다.
이 순회공연은 가라테가 신비한 동양무술로서 미국 매스미디어에 등장 하는 최
초의 계기가 되었으며, 최영의는 이로써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라테 마스터가
되었다(송형석, 2005).
이렇게 최영의에 의해 인기를 더하게 된 가라테는 더 먼저 미국에 진출한 유
도와 함 일본무예로서의 아성을 견고히 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태권도는 1960
년대에 와서야 체계적으로 미국에 진출하기 때문에 약 10년 정도 늦다고 할 수
있다(송형석, 2005).54) 따라서 이러한 미국내 가라테의 인기 속에서 초기 한인 사
범들이 ‘가라테’ 이외에 다른 명칭을 사용하기가 지 않았던 것이라는 점이 짐
작된다(김주연, 2007).
1960년대 가라테의 인기는『블랙벨트』에 나타나있다. 『블랙벨트』는 1967
년 10월호에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내 무예 수련인구에 관한 설문조사라
는 것을 강조하고, 무예의 인기 상승과 인기 무예인 유도와 가라테의 성장에 관
한 기사를 집중 조명했다. 1967년 10월호 실린 설문조사에 따르면 1966년 미국의
가라테 수련자가 113,000명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가라테가 1956년에 소개
된 이후 수련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다가 1960년대가 되어서 급격한 상승세를
기 시작했다. 1965년에는 85,000명 1966년에는 113,000명으로 급격한 가라테 수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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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오야마는 전라도 출신의 한국인으로서 본명은 최영의(崔永宜)이다. 그는 1923년 김제에서
태어나 9세때부터 ‘차비’라는 무술을 익혔고, 아버지가 고용한 이북출신 소작인으로부터
소림사무술을 배웠다고 한다. 그는 1937년에 일본으로 건너가 야마나시현의 군관 학교에
입교하여 송도관(松濤館) 가라테를 배우기 시작했다. 후나고시 기친의 사설도장에서 정식
으로 가라테를 2년간 배우고, 18세에 입대한다. 부토쿠카이(武德會)에 들어가게 되는 20
세에는 4단이 되었고, 군에서 게릴라정탐부대 사범으로 활동하였다. 1945년 전쟁이 끝난
후에 미야기 쵸우준(1888-1953)의 제자인 한국인 조녕주(曹寧柱)에게서 2년 동안 고쥬류
(剛柔術) 가라테를 배웠다.
54) 송형석에 의하면 1950년부터 해외진출을 시도했던 태권도 지도자도 있었지만 산발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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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상승을 보여준다.55)
1967년 10월호 『블랙벨트』에서는 이러한 가라테의 인기의 원인을 미국 내
범죄율 증가, Chuc orris와 Joe e is같은 개성강한 선수들의 대결구도, 미군
들의 영향에서 찾았다. 특히 여성들의 가라테 수련인구가 1965년 985명에서 1966
년 2,210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는 미국내 범죄율의 증가로 인해 자신을
보호하려는 여성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혔다. 또한 한국식 가라테의 Chuc
orris와 오키나와식 가라테의 Joe e is의 대결은 굉장히 흥미로운 관심거리였
으며, 이는 가라테의 인기 이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고 있다. 마지막 중
요한 원인으로는 미군들이 군에서 복무하며 힌 가라테를 제대 후 에도 계속
수련하기를 원해 가라테가 널리 져나갔다고 힌다.56)
주목할 점은 이중 한국 스타일의 가라테가 32%의 인기를, 일본스타일은 31%
로 두 스타일이 인기에 있어서는 박빙의 승부를 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블랙벨트』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한국식 가라테가 미국에 소개 된 지
는 마 되지 않았지만 이준구, llen, 조시학 과 같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활동
하며 어난 리더 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Chuc orris와
같은 많은 가라테 스타들이 부각 에 따라 자연히 한국식 가라테의 인기가 높아
졌다고 한다.57)
1973년의 ‘태권도’지에서도 역시 『블랙벨트』를 인용하여 당시 태권도의 인기
를 서술한다. “‘일본 스타일의 가라테’ 가 1966년 에는 58,000명, 1967년에는
62,000명으로, 39,000명과 43,000명의 수련생을 확보한 코리안 스타일 가라테를
19,000명의 차이를 보이며, 1위를 고수하였다. 그러나 1968년부터 일본 가라테 수
련인구가 쿵 수련으로 돌아서면서, 코리안 스타일의 가라테가 우위를 차지했
다. 1969년에는 다시 일본 스타일 가라테로 돌아오면서 한국식 가라테와는 2,000
명 차이로 어들었다. 1970년부터는 한국식 가라테가 56,500명으로 47%, 1971년
에는 75,000명으로 51%, 1972년에는 68,000명으로, 각각 41,000명(34%), 50,000명
(34%), 44,000명(27%)인 일본식 가라테를 앞서고 있다. 1972년에는 오끼나와 가
라테가 46,000명으로 28%를 차지하며 일본식 가라테를 앞서가고 있다.58)” 고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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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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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Belt』, 1967년 10월호, ‘KARATE OUTPACES JUDO IN THE U.S.’, pp.29-32.
『BlackBelt』, 1967년 10월호, ‘KARATE OUTPACES JUDO IN THE U.S.’, pp.29-32.
『BlackBelt』, 1967년 10월호, ‘KARATE OUTPACES JUDO IN THE U.S.’, pp.29-32.
『BlackBelt Yearbook』, 197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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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했다.
이렇게 등장하게 된 코리안 가라테라는 명칭에 대해 김주연(2007 : 59)은 코리
안 가라테는 미국내 가라테의 인기 속에서 한국의 무예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지
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가라테라는 용어를 고
있음은 당시 코리안 가라테가 가지고 있던 결정적인 한계라고 볼 수 있다. 당시
가라테가 미국사회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우슈, 아이키도, 유도
는 고유한 명칭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타 무예들과 비교해 볼 때 태권
도가 초에 가라테와 차별화된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면 코리안 가라테라는 명
칭은 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코리안 가라테가 가라테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완전한 가라테가 아닌
한국식의 가라테라는 점을 강조하는 모습은 일본식 가라테 그대로가 아닌 한국
적인 가라테를 찾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코리안 가라테를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쓰

애

탄

2) 태권도의 세계화 과정
(1) 국내협회 창설과 국기원 건립
태권도는 국방체육의 한 분야로 붐을 이루어 한국전쟁 이후 그 필요성이 인식
되어 급진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1958년 이승만대통령의 초 으로 한국을
방문한 월남의 고 디엠 대통력은 전방에 있는 크사단의 태권도 시범을 관람
후 1959년 3월에 한국군의 태권도 시범단을 공식 초 함으로써 월남과 대만에서
해외 선을 보인 순회시범을 가져 태권도를 소개했으며, 월남전에 파견된 태권
도 시범단과 교관단의 활약과 한국군의 태권도 훈련모습은 월남전에 전한 다
른 나라의 군인들에게 태권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게 되어 태권도의 ㅐ
외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였다(최홍희, 1997).
하태은(1999), 강원식·이경명(2002)은 1962년 후반기 육군본부 방첩부대에서 오
도관 출신을 주축으로 10여명의 태권도 선수단(백준기, 남태희, 고재천, 우종림,
한차교, 차수영, 장태 , 이은상, 김길성, 최태윤 등)을 발족하여 오 날의 국군체
육부대식의 모체가 되었다고 한다. 초대 교관단장으로 월남에 파병된 백준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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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의 우수성과 위력을 알리는데는 시범이 제격이라고 판단하여 이에 주력했
으며, 한국 대사관 정원에서 펼쳐진 연무 시범 때문에 월남에 파견된 각국의 언
론기관원과 외교사절단 등이 려와 문전성시를 이루었다고 한다(서성원, 1997).
이렇게 태권도의 세계화 역사에서 군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태권도가 군을 통해 해외에서 주목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명칭, 기술, 수련
방식등 통일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태권도계
를 통일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단체가 필요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1961년에 대한태수도협회에서 시작되었다. 그 이후 1965년에 ‘태권도’가 정식명칭
으로 확정되며 대한태권도협회로 개칭되어 지금에 이르렀다. 1966년 3월22일 대
한태권도협회 동의를 얻어 최홍희를 주축으로 하는 국제태권도연맹이 창설되었
다. 국제태권도연맹은 태권도 최초의 국제기구로서 가국은 월남, 말 이시아,
싱가 , 서 , 미국, 터키, 이탈리아, 아랍공화국 등으로 국제기구를 만들고, 명예
총재 김종필, 명예 부총재 김완용, 김용채, 총재 최홍희, 부총재 이상희, 조하리
(말 이시아 상공부장관), 노병직, 사무총장 운규 등으로 구성되었다(최홍희,
1998).
1968년에는 제1회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대회를 홍콩에서 개최하여 29개국이
가하였으며, 경기방식과 규칙은 일본의 가라테의 것과 비슷하게 진행되었다.
1970년대 초반까지는 사실상 태권도가 각국에 이 정 되기 시작하여 세계
100여개국 1000여만 명에 달하는 수련생을 보유하게 되었다. 태권도의 경기화가
이루어지면서 모국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대한태권도협회와 국제태권도
연맹간의 등은 상당히 심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1973년에 대한태권도협회는 경기규칙을 개정하여 제1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를 서울에서 개최하였고, 중 도장인 ‘국기원’의 건립으로 태권도계가 안정이 되
자 같은 해 5월 30일 서울에서 프랑스, 홍콩, 대만, 크 르, 미국, 아이보리코스
트, 말 이시아, 싱가포르, 보르네이 등의 대표가 모여 세계태권도연맹( )을
창설함으로써 태권도의 세계적 중흥에 앞장 다. 총재에는 1971년에 대한태권도
협회장에 임한 김운용이 임하게 되었다. 외교관 출신으로 어학에 매우 능한
그는 임 직후부터 태권도의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추진을 강구하여 태권도의
본격적 스포츠화를 시도하였다. 태권도의 세계화를 위해 1973년 11월 시범단을
구성해 유럽,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13개국을 차례로 순방하며 시범을 보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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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11월 10명으로 구성된 시범단을 이 고 도미니카, 콜롬비아 등지에서 순
회시범을 가졌고, 1978년 5월에도 스 덴을 비롯하여 사회주의 국가인 란드,
헝가리, 유고 등에도 태권도 보급에 힘썼다(강원식, 1999).
국기원은 한국의 서울에 1972년에 설립되었다. 국기원의 설립 후 같은 해 심사
규정을 제정하였고, 73년에는 품새의 통일을 위해 “태권도 교본”을 발간하였다.
또한 73년 5월 25일~27일에는 제1회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를 개최되었고, 5월
28일에는 세계태권도연맹( orld ae ondo ederation)을 창립하기에 이른다.
이후 동년 7월에는 I 의 국내 등 이 소되고 해외 공관에서도
만을 정
식 단체로 인정하게 되었다(강기석, 2001). 최홍희의 I 는 최초의 태권도 세계
기구로서 66년 한국을 중심으로 베트남, 말 이시아, 싱가 의 동남아 국가와 서
, 미국 등 총 10개국이 여한 조직으로 결성되었다. 그러나 결성당시 I 의
회장 최홍희는 국내 통합기구였던 대한태수도협회의 회장직에서 불신임 당한 상
태였고, 국내 태권도계와 등 등으로 인해 이미 국내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이 쇠
퇴하고 있었다. 결성이전 I 가 69년 홍콩과 71년 쿠알라 르에서 개최
한 아시아 선수권대회에 한국선수단이 불 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
다. 결국 I 는 의 결성과 함 정치적 주도권 경쟁에서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당시까지 I 가 태권도 국제기구로서 세계무대에서 확고한 위
치를 점유하지 못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한편 70년대 초반부터 해외 각지에서는 현지인 사범들이 속속 등장하고 세계
각국의 사범들이 국기원에 와서 국제심판 교육을 받아 시합규칙의 통일을 기하
게 된다. 74년에는 각국에서 개별적으로 다양하게 실시되던 품세를 표준형으로
통일하고 영어판 태권도 교본을 발행하여 각국에 보급한다(조선일보, 74년 3월 7
일자). 국기원은 국내적으로는 각 관을 통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중 도장으로서
의 역할과 그리고 세계 각지에 산재에 있는 태권도에 전통성을 부여하는 총 본
부( orld ae ondo eadquarters)이자 성지로 자리매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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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단체 및 국제기구 가입, 국제대회 개최
1974년에는 태권도가 미국체육회( U)에 정식으로 가입하였고, 1975년에는 세
계태권도연맹( )이 국제경기연맹합회(G IS )의 정식 가맹단체로 승인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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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됨

써 끝까지 G IS 가입 경쟁을 이던 일본의 가라테를 따돌리고 명실 공히 세
계적인 스포츠로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에 해외에서도
만을 정식단체로 인정하게 되었다.
미국체육회( U: mateur thletic Union)가입은 태권도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태권도가 처음으로 해외에서 공신력을 확보한
스포츠로서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이전에 태권도가 가라테의 한 유파로서 인식
되었다면, 이후부터는 가라테와는 별개의 자적인 무예로서 미국사회에서 목소
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김주연 2007).
김주연(2007 : 128)은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미국에서 태권도를 스포츠로 공
인한 것이 1975년 10월에 세계태권도연맹을 통한 G IS 59) 가입에 영향을 미쳤
고, 이후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까지 이어지는 스포츠로서 태권도의 세계화 과정
에 전환점이 되었다.”고 하여 U가입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태권도의 미국체육회 가입은 미국사회에 태권도라는 스포츠를 인식시
키는 계기가 되었고, 가라테와의 관계를 차단함으로써 이후 태권도의 대외적인
활동에 기여하였고, 미국체육회 가입 과정에서 세계태권도연맹이 태권도의 대표
기구로 선정되어 태권도의 세계화를 촉진시 으며, 한국이 태권도의 종주국으로
해외에서 처음으로 공인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김주연, 2007).
1970년대 초반부터는 현지인 사범들이 등장하여 세계 각국의 사범들이 국기원
에 와서 국제심판 교육을 받아 시합규칙의 통일을 기하게 된다. 또한 1974년에는
각국에서 개별적으로 다양하게 실시되던 품새를 통일시키고 영어판 태권도 교본
을 발행하여 각국에 보급하였다. 이 시기에는 많은 국제 대회를 창설하게 되었는
데, 1973년 세계 선수권대회, 1974년 아시아 선수권 대회, 1976년 유럽 선수권 대
회, 1978년 팬암 선수권대회, 1979년 아프리카 선수권 대회 등이 창설되어 2년
혹은 1년에 한 번씩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태권도는 세계인의 스포츠로 목할만
한 성장을 하게 되었다.
태권도 세계화 과정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점은 IOC가 를 승인한 것으로
1980년 7월 모스크바총회에서이다. 이러한 성과는 태권도가 한국의 전통무예에서
올림픽종목으로 세계화를 이룬 것으로 불과 23~30년만의 일이다. 지구촌 최대의
축제이고 가장 서구적인 문화인 올림픽에서 동양의 한국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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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고 이를 통해서 한국은 세계 여러 나라에
한국을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한국어는 올림픽 공식 언어인 영어, 프
랑스어, 일본어에 이어 네 번 로 올림픽 언어의 반열에 올랐다. 그리고 ‘유사종
목은 올림픽종목이 될 수 없다’는 IOC 규정에 따라 일본의 가라데, 중국의 우슈
등 타 격투기보다 우위를 점하게 된 것도 주목해야 할 사 이다.
세계태권도연맹의 노력으로 1988년 서울올림픽과 1992년 스 인 바르셀로나올
림픽, 1996년 틀 타 올림픽에서 시범경기로 채택되어 국제 스포츠 사회에서
인정을 받았으며, 200년 시드니, 2004년 아테네, 2008년 베이징, 2012년 런던 올
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명실상부한 태권도의 세계화를 이룬 것이다.
국기원과 세계태권도연맹의 창설은 해방이후 태권도 계에 난립해 있던 여러
세력들 간의 경쟁, 등, 통합, 분열이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발생한 산 이었
다. 근대 태권도의 역사는 해방 직후, 서울에서 도관, 조선연무관, 무덕관, 창무
관, 그리고 개성의 송무관 등 이른바 5대 기간도장이 문을 열고, 오도관, 강덕원,
한무관, 정도관으로 대표되는 신흥 4개관이 형성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강원식
이경명, 1999). 각각의 관은 자신들 만의 고유한 기술, 형, 지도법이 있었으며, 그
명칭도 태권도, 수박도, 당수도, 공수도 등으로 달랐고, 나름대로의 자성과 자
부심 그리고 발생근거를 달리하고 있었다. 각 관은 세를 확장하는데 주력하였고,
서로 간의 경쟁, 등의 양상은 단일협회로의 통합의 과정과 분열로 이어졌다(한
광령, 2001).
즉 해방이후 태권도계의 난립해 있던 관들은 대한공수도협회(1950), 대한태권
도협회(1959), 대한태수도협회(1961) 등으로 통합과 분열을 반복하였다. 한광령
(2001)은 당시 국내 태권도계의 이합집산이 반복되는 양상을 리아스가 제시한
결합태의 발전과 변동으로 설명하였다. 분열되어있는 태권도계는 경합을 통해 상
호의존이 높아지게 되면서 결합태60)를 형성하고 결합태는 발전, 등, 변동의 과
정을 반복하면서 결과적으로 안정적인 결합태 양상을 만들어 내는데, 이 자체가
문명화과정이란 것이다. 안정적인 결합태의 양상이라고 할 수 있는 국기원과 세
째

항

페

애

랜

갈

물

청

․

독

갈

엘

갈

60) 엘리아스는 사회를 인간들이 상호결합욕구 때문에 서로 형성한 상호의존의 고리로서, 끊
임없는 변화의 흐름 속에 놓여있다는 기본적인 사회인식과 아울러 인간을 사회 밖에 존
재하는 고립된 개인으로 보지 않고, 수많은 상호의존관계를 통해 서로 얽혀 있는 사회 속
의 개인으로 설정하는 인간관을 가지고 있었다. 엘리아스는 ‘결합태’(Figuration)란 인간
들이 자신의 통해 형성하는 인간관계의 구체적 형태로서 사회 속의 개인들과 개인들로
구성된 사회를 동시에 표현하는 관계개념이다(박미애,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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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태권도연맹의 설립은 이와 비슷한 시기로 분류되는 서구의 스포츠화
(S ortisation) 3단계의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Maguire(1994)가 분류한 스포츠화 과정의 1단계와 2단계가 스포츠화의 준비기
및 민속경기가 스포츠로 전환된 시기를 의미했다면, 스포츠화 3단계는 국제기구
의 설립과 스포츠의 제도화를 통해 근대적 의미의 스포츠정 과 본격적인 세계
화가 시작된 시기이다. 국제기구의 설립 후,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칙제정, 세계대
회의 개최, 국제경기단체의 가입 등 70년대는 다양한 측면에서 태권도의 세계화
가 활발히 진행되었던 시기였으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스포츠화 3단계와 유사한
성격을 나타낸 시기였다.
p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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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태권도의 세계화 과정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
1. 태권도의 형성과정에 내재된 오리엔탈리즘(1930~1962)
1) 일본형 무도의 유입과정에 내재된 오리엔탈리즘
일제는 자신의 식민지를 관리하기 위해 서구가 ‘오리엔트’를 발명해 낸 것과
같이 ‘동양’을 발명해 내었다. 특히 일제의 식민지 중 전략적 요충지인 조선을 효
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하여 교묘하고 체계적인 식민지 정책을 통해 일본식의 오
리엔탈리즘을 조선 내에 만들어 내었다(강상중, 1997; 정용화, 2004; 김소연·이용
언, 2005; 안현정, 2009; 김인 , 2011; 주성옥, 2011; 박홍규 외 8명, 2012;
ana a, 2004). 일제는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의 지배 사례와 비교할 때 강력한
국가기구와 상부구조를 구축하여 조선을 지배함으로써 압성과 력성에 있어
세계 식민지사상 가장 강도 높은 식민지 정책을 전개하였다. 고도로 중 집권적
인 강력한 식민지 관료기구와 경찰 및 군대는 일제하 조선인들에 대한 가장 효
율적인 압 수단으로 작용하였고, 제도적인 학교교육은 우리의 문화를 왜곡하고
민족의식을 말살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재적 압수단으로 작용하였다(김인회,
1988).
일제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조선을 일본화 시키는데 열중했고, 특히 조선인
을 일본화하기 위하여 일본형 무도를 조선에 강요함으로서 일본의 군국주의적
사상인 ‘무사도’정신을 이식했다. 일본형 무도역시 주로 교육을 통해 한국에 유입
되었는데, 무도과목이 학교 교과로 편성된 시기는 한일합방 이후로 볼 수 있다.
일제식민지 지배에 따른 학교 무도교육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된 것은 ‘학교
체조교수요목(學{校 操 授要目)’을 제정하여 시행한 1914년으로 볼 수 있다.
즉, 일본식민지시기인 무단정치기(1910년), 문화정치기(1919년), 민족말살시기
(1931년)를 통하여 학교체조교수요목의 개정과 시행규칙에 의해 일본에 의한 무
도교육이 실시된다.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조약의 공포와 함 시작된 일제의 한국에 대한 식
민정치는 적극적으로 우리민족을 정치적으로 예속시키고 경제적으로 지배와
를 일삼았고, 1911년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여 한국인을 충량한 일본의 신민으로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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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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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잠

體

억

敎

께

착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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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하기 위한 교육정책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보통교육 4년, 실업교육 2년,
전문교육 3년의 3대 지주에 의한 식민지 교육체계를 정비하였다. 일제의 교육은
식민정책을 담당하는 총 부가 주도하면서 민족적 성격을 말살하는 내용으로 진
행되었다(노희덕, 1999; 정재철, 1982; 윤재석, 2003).
민족적 성격을 말살하려는 의도는 일제의 한국인에 대한 교육 정책 및 제도로
명확히 드러나며 이를 뒷받 하기 위한 일관된 교육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이 각
급 학교 교과 학과목의 편재와 교과서 정책이었다. 이러한 일제 강점기의 교육과
정은 조선교육령시대(1911-1922), 개정교육령시대(1922-1938), 그리고 제 3·4차
개정교육령시대(1938-1945)로 나 어 살펴 볼 수 있다(김달우, 1992).
독

침

누

<표.Ⅲ-1> 조선교육령 시대 구분

구분

주요 내용

조선인을 일본신민으로 육성함을 교육의
조 선 교 - 극적
목적으로 한다.
육 령 시 - 점진주의로
한다.
대
습관을 형성하도 한다.
(1911- -- 근로의
보통교육과
실업교육에 역점을 다.
1922) - 국어 (일본어)의
보급을 도모한다.61)
사립 중학교 교과목에 대한 제한 철
개 정 교 - ,각교원자격
완화
육 령 시 - 교육령의 개정으로
기존 4년 원칙의 수업
대
연한을
6년까지
연장.
(1922- - 보통학교 교과목에 일본역사와 지리 첨가.
1938) 이과, 도화, 체조를 필수과목으로 지정
3차 개정 교육령
지
제 3·4 -- 조선어
황국
신민맹서
차 개 - 황국 신민체조 암송
정 교 육 - 학도병 징용 실시
령시대 - 창씨개명
(1938- - 신사 배
1945) 4차 교육령 개정
“황국의 도에 따른 국민 연성”
궁

록

특징
- 일어와 실과교육 중심.
- 소수의 한국인 하급 식민지
행정요원을 양성을 목적.

둔

폐

폐

참

- 일본 소학교와 대체로 동등
한 정도로 교육령 개정으로 일
본과 비슷한 학제를 갖 .
- 일본 본토의 교육제도에 준
하여 새 교육제도가 만들어짐.
- 일본인화를 위한 교육과 근
로인의 육성에 그 초점.
- 군국주의적 식민통치를 용이
하게 하기 위한 목적.
- 국체명징, 내선일체, 인고단
련을 교육이념으로 내걺.
- 전시 하의 교육정책으로 전
환, 교육은 철저한 일본화교육
과 전쟁완수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

61) 高橋濱吉(1927), 「朝鮮敎育史考」, 帝國地方行政學會 朝鮮本部, p.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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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

특히 제3차와 제4차 교육령 개정에 주목해야한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부터 조
선총 부는 조선에서의 최고 통치 목표로 ‘내선일체(
)’62)를 설정, 이에 초
점을 맞추어 정책을 추진하였다(김재우·이학래, 2000). 김달우(1992 : 28)에 의하면
“이 시대의 일제의 교육과정은 조선을 일시적인 의 대상이 아니라 완전하고
영구적인 예속지로 만들려 했고, 전시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조선으로부터 충당하
려는 목적의 교육이었다.”고 언급하며 일제의 교육과정의 실체를 혔고, 박경식
(1973 : 49)에 의하면 “전력의 강화를 위하여 일제는 군국주의 정신의 상징인 ‘무
사도’ 교육을 강요했다. 일본인과 같은 ‘무사도’ 정신으로 무장한 한국인을 육성하
여 전시에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황국신민’을 육성하려는 것이 최종 목표였
다.”고 언급하며 황국신민교육과 무사도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제시한다.
1938년 3월 30일 조선총 부 훈령 제 38호로 새로운 ‘학교체조교수요목’을 개
정하여 학교체조교수요목의 교재내용과 교재배당은 남학생의 경우 사범학교, 중
학교 및 실업학교는 체조, 교련, 유희 및 경기, 검도(劍 ) 및 유도(柔 )로 하고,
도(弓 )와 스모를 부가할 수 있으며, 여학생의 경우 사범학교는 체조, 교련,
유희 및 경기, 검도(劍 ) 또는 유도(柔 )의 기본 동작으로 하고, 도(弓 ), 치
도(薙刀)를 더할 수 있게 하였다(이재학, 2005). 고등여학교 및 여자실업학교는
체조, 교련, 유희 및 경기로 하고, 검도(劍 ) 또는 유도(柔 )의 기본 동작과
도(弓 ), 치도(薙刀)를 부가할 수 있게 하였다(조선총 부관보, 제3358호, 1938년
30일자).
이처럼 무도가 학교 교육의 교과에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국에 대한 일본식민지지배라는 군국주의적 목표를 위하여 실시한
것에 불과하며, 일본의 무도가 한국으로 유입되면서 일본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
가 강해지면 질수 무도의 이념은 강요된 상태로 인식되었다(Ste en .
Ca ener, 1998). 일본의 ‘무사도’를 교육하기 위해 ‘검도’, ‘유도’, ‘황국신민체조’와
같은 일본의 무도가 강제적으로 한국에 유입되었고,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교육되
면서 한국 무예 문화의 저변에 자리 잡게 되었다. 한국 내에 확산된 일본의 무도
문화는 한국인의 내면에 한국의 무예를 일본형의 무도와 동일시하는 인식을 만
들어내고 한국 내에 일반화된 일본 무도문화는 해방 후 한국 무예지도자들에게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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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내선일체란 제창자인 제7대 조선총독부 미나미지로(南 次郞)에 의하면, ‘半島人을 忠良한
황국신민으로 만듦’이란 한마디 말에 귀결된다(宮田節子, 1985: 148). 그리고 忠良한 황
국신민으로 만들기 위한 모든 정책이 황국신민화정책(皇國臣民化政策)으로 총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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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답습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 실례가 바로 일본 유학생들에 의한 가라테
의 유입과 무조건적인 수용,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태권도의 형성이라 할 수
있다.

2) 일본형 무도 틀 내에서 형성된 태권도
일제는 ‘황국신민체조’, ‘유도’, ‘검도’를 위시하여 군국주의적인 무도교육을 식민
교육체제를 통해 한국에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의 무도교육을 통해
구체적인 무도의 규범과 개념, 그리고 그 정신주의를 처음으로 접하게 된다. 당
시 뚜렷한 무예 또는 무도의 개념이 부재한 상황에서 일본의 무도와 그 개념은
우리 사회에 아무런 비판이나 거부 없이 수용되었으며, 그것이 일반에 널리 보급
되어 무예 또는 무도에 대한 우리들의 일반적인 관념으로 정 되었다(양진방,
1986).
나영일(2000)은「한 일 무도비교」에서 ‘일본은 오래전부터 무( )의 문화로서
의 리가 있었고 한국의 경우에는 최근에 무( )의 문화로서의 무도문화가 새롭
게 존재하고 있음을 혔다. 이에 무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
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일본의 무도는 음이라는 상황을 앞에 종교적이고
신 적인 것에서부터 싹튼 반면, 우리의 무도는 놀이와 합리성에 바탕을 두고 있
다. 무도의 수련자와 지도자들은 무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
고 설명하면서 일본무도와 한국무도문화의 기원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하며 일본
무의 문화는 종교적이고 신 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경석(2004 : 23)은 “무예의 이름에 ‘ ’자가 포함되기 시작한 시기가 일본의
이지유신(
) 이후 이며 근대이전 검술 또는 격검이라는 명칭은 이지
유신 이후 검도로 바뀌게 되고, 柔術은 柔 로, 唐手는 空手 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무도의 ‘ 개념이 일본에서 비롯된 개념이라는 것을 강조했
다. 그리고 무예를 수련하는 장소인 ‘도장’에 대하여 이진수(1999 : 399)는 중국에
서 수나라 때에 절을 도장이라고 불렀다고 하고, 가노지고로가 강도관을 세운
도 절이었음을 상기하면서 도장이 불교에서 유래한 것이고, 오 날의 도장 문화는
일본의 에도막부 말기에 시작된 講 所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논한다(김경석,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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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석 역시 자신의 저서『태권도사 신론』(2008) 에서 ‘무도’라는 개념이 일본
문화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강조한다. 송형석은 오 날 한국 무예가 아무런 거
부감 없이 사용하고 있는 ‘무도수련자의 정신적 태도’, ‘무도인의 긍지’, ‘무도철
학’, ‘무사도’ 등의 개념들이 모두 일본형 무도의 산 이고, 문치주의에 역점을 두
었던 우리나라의 정신사적 전통에서 볼 때 형이하학적 개념인 무와 형이상학적
개념인 도의 결합, 즉 무도라는 말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논한다.
양진방(1986)은 그의 학위논문 「해방이후 한국 태권도의 발전과정과 그 역사
적의의: 경기태권을 중심으로」에서 일제의 식민 통치는 한국의 무예에 많은 영
향을 준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임을 히고, “조선 조의 쇠퇴와 외래문화의
급격한 유입과 전통문화와 가치의 동요에 이어 조선 조의 망과 식민통치의
도래 등으로 특징 지워지는 이 시대의 변동이 전통무술에 미 영향 역시 적지
않았다.” 고 주장한다. 양진방(1986)에 의하면 “태권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이
시대의 요인은 식민교육체제를 통해 소개되기 시작한 일본의 유도와 검도를 중
심소재로 한 군국주의적 무도교육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식민시대의 무도교육을
통해서 우리들은 최초로 구체적인 무도의 규범과 개념 그리고 그 淸神主義를 접
하게 되었고, 뚜렷한 무예, 무도가 없었던 당시로서는 그것들이 비판이나 거부
없이 수용되었고, 그것이 널리 져 무술 또는 무도에 대한 일반적인 관념이 되
어버렸던 것이다”라고 논한다.
이렇게 한국무예에 체화된 일본형 무도는 후에 가라테가 한국에 거부감 없이
유입되는 계기를 마련한다. 일본에서 유입된 무도의 개념은 점차 우리들의 일반
적인 무도 관념으로 정 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광복을 전후하여 유입된 가
라테(唐手 또는 空手)의 수용과 보급을 매우 용이하게 만들어 주었다. 20세기 초
기 오키나와에서 일본 본토로 건 간 가라테(唐手)는 가라테(空手)로 명칭을 개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 무도문화의 영향을 받아 각종 규범과 형식을 덧 게
된다.
이렇게 일본형 무도의 분위기를 짙게 기기 시작한 가라테가 1930년대 중반
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소개되었고, 광복을 전후해서 적극적으로 보급되었는데,
이미 36년 동안 일본의 무도 개념과 교육에 해져 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그것을 거부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일본의 식민통치기에 유입된
무도 관념은 향후 태권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무예들이 발전해 나가는데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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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오 날에도 여전히 태권도는 무도가 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의 의식 속에는 여전히 일본적 무도 관념
이 살아 고 있다고 할 수 있다(송형석, 2008).
1930년대에 가라테가 한국에 처음 소개 되었지만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광복 전후의 일이다. 광복을 전·후하여 일본에서 유학하던 학생들이 귀국하
였고, 이들 가운데 유학시절 ‘공수도’63)를 힌 이들이 다수 존재하였다. 당시 한
국에 유입된 ‘공수도’는 특정 유파가 유입되어 체계화된 무예로 발전된 것이 아
니라 일본의 유학생들에 의해 동아리 형태로 보급되어 졌다. 국내 유입 초기 ‘공
수도’는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기존 체육시설이 수련장소로 사용
되었다. 초기 공수도 도장은 1947년 말경에 이르러 도관, 조선연무관, 무덕관,
MC 권법부, 송무관 등 5개 계파로 정립되었다(김태양, 2011; 서성원, 2012).
5대 도장의 계보 및 무예 용어를 표로정리하면 표.Ⅲ-2 과 같다.
늘

숨 쉬

익

청

Y

A

<

<표.Ⅲ-2>

태권도 도장의 관 계보 및 도장 명칭(김길평, 1998)

구분 1945년 해방 전후
도관
도 (이원국)
장 송무관
명 (노병직)
칭 연무관
및 (전상섭)
대 무덕관
표 (황기)
자
MC 권법부
(윤병인)
청

Y

>

A

1950년 6·25사변
도관
(손덕성, 운규)
송무관(노병직)
지도관(윤쾌병)
청

엄

무덕관(황기)
창무관(이남석)

※자료출처: 김길평(1998 : 2)

1960년대
도관( 운규)
오도관(최홍희)
정도관(이용우)
송무관(노병직)
지도관(이종우)
한무관(이교윤)
무덕관(홍종수)
관리관(김인석)
창무관(김순배)
강덕원(박철희)
청

엄

비고
당수도
당수도
공수도
택견
십팔기
가라데
당수
권법

표.Ⅲ-2 에서처럼 현재 태권도의 모태가 되었다고 하는 1세대 태권도 지도자
들이 가르 것은 확실히 일본의 가라테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술체
계(황기, 1959 & 1970; 최홍희, 1966 & 1968)와 이론은 당시의 일본 공수와 당수
의 지도자들(大家, 1957; 遠山, 1958) 들과 비교해 보면 그 내용에서 큰 차이를
<

>

친

63) 공수도는 가라테(Karate, 空手道)의 한국발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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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형(황기,
1959 : 19 최홍희, 1966 : 126)64)을 살펴보면( 표.Ⅲ-3 조) 이들의 기술체계는
전적으로 일본의 당수를 받아들인 것임을 확실히 알 수 있다.
<

>참

<표.Ⅲ-3> 唐手의 型(괄호 속은 異名, 大家, 1957: 101-103)

平安

三 (三進)
戰

鐵騎( 步進)
拔塞(拔砦)
公相君(觀空)
鏡(鷘牌)
岩鶴(鎭東)
鎭定(松陰)
五十四步(鳳豕)
十手
松喬
慈思
燕飛(汪)
內

轉掌
月
十八
三十六
百八(百步 )
最破
二十四步(撥雲)
雲手
天·地·人之型
太極
松風

비고

半

明

運

※자료 출처 : 양진방(1986 : 17)

이처럼 근대 태권도의 형성은 일제강점기 유입된 일본형의 무도인 가라테의
틀 안에서 진행되었고, 철학과 기술 등 내용면에 있어서 가라테 제반의 요소를
차용하며 후에 태권도가 세계화되는 과정에서 큰 모순을 보여주게 된다. 결국 일
본이 부과한 무도를 내면화하고 그 안에서 태권도가 형성되는 오리엔탈리즘적인
상황은 태권도라는 한국 무예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준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지만 이미 리 게 한국무예에 자리 잡은 일본형 무도가 가진 철
학과 기술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가라테의 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송형석(2008)
과 양진방(1986)에 의하면 가라테가 한국에 정 하여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지도
자들은 가라테를 한국무예로 바꾸어야만 한다는 것을 자각하고, 이 무예의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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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재인용, 양진방(1986), 해방이후 한국 태권도의 발전과정과 그 역사적의의: 경기태권을 중
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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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본에 있지 않고 한국에 있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명칭을 개정하고 기술
용어를 바꾸며, 기술을 변경하고, 역사를 만들어내려는 노력으로 구체화 된다고
언급한다. 그러나 한국무예계에 만연한 오리엔탈리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운 일이 아니었다. 1940년대 말까지도 태권도는 공수, 당수 등으로 호
칭되었다. 공수나 당수는 가라테의 한자식 표현이다. 이런 이유에서 지도자들은
명칭을 한국적인 것으로 변경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지만 역시 ‘도( )’에서 벗어
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준다.
명칭 개정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느끼고 실천한 사람은 황기로 1945년 무덕관
당수도장을 창설하였다. 1950년 화수도(花手 ) 교본을 출간하면서 당수라는 명
칭을 화수라는 명칭으로 바꾸려고 시도하여 화수도로의 명칭변경을 통해 자신의
무예를 신라시대의 화랑에 리를 두고 있는 우리의 전통 무예로 어올리려 했
다. 그리고 황기는 1960년 고려시대의 맨손무예 수박을 본떠 수박도(手搏 )라는
이름을 또다시 창안하였으며, 사단법인 ‘수박도회’를 만들어 문교부에 등 까지
하였다(서성원, 2007). 수박도를 통해 황기는 다시금 자신이 수련하는 무예가 신
라와 고려에 리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통무예임을 강조하려 했지만 여전
히 가라테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황기의 저서 『수박도 대감』의 내용을 분석
해보면 대부분의 기술이 가라테의 기술과 많은 부분을 공유한다. 예컨대 그의 저
서에 소개되고 있는 24가지 형 가운데 태극권형 1가지를 제외하고 모두 가라테
형이다(송형석, 2008).
명칭개정을 시도한 두 번 인 은 최홍희였다. 그에 따르면 1954년 9월 제1군
창설 4주년 29사단 창설 1주년 기념식장에서 가라테시범을 보이던 중 그것을
태껸으로 각한 이승만대통령의 “저것은 예로부터 전해오는 태껸이야. 앞으로
전 군에 보급시 야 해!(송형석, 2008).”라는 말에 힌트를 얻어 태권도란 말을 구
상하게 되고, 이듬해인 1955년 4월 사회의 저명인사를 중심으로 한 명칭제정위원
회를 구성하여 자신이 제안한 태권도를 기존의 당수 또는 공수를 대신하는 용어
로 채택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새로운 명칭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아
이것이 일반화되기까지는 10년이라는 세월이 소요되었다(서성원, 2007).
1960년 대한수박도회, 대한태권도회, 공수도창무관, 공수도송무관, 강덕원무도
회, 한무관중 공수도장 등으로 불리던 각 계파들이 통합된 조직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명칭의 문제가 대두되어 공수, 당수를 주장하는 측과 태권을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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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사이에 마찰이 빚어졌다. 이 때 타협의 산 로 태수도( 手 )가 결정되어
1961년부터 1965년 8월까지 공식적인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1965년 1월에 최홍희
가 대한태수도협회 회장으로 임한 후, 같은 해 8월 5일 통합단체의 공식명칭이
대한태수도협회에서 대한태권도협회로 바뀌면서 태권도가 공식적인 명칭이 되었
다(서성원, 2007). 태권도의 명칭 변화를 시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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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취

<표.Ⅲ-4> 태권도 명칭의 변화

시기 광복직후～1950
년
당수도
명칭 공수도
권법

1950～1960
당수도
공수도
권법
화수도
태권도

1961～1965
태수도
수박도

1965년 이후
태권도

※자료 출처 : 양진방(1986), 해방이후 한국 태권도의 발전과정과 그 역사적의
의: 경기태권을 중심으로, . 20.
p

일제는 조선의 인적· 적 자원의 동원을 위하여 본토에서 보다 더욱 강력한
‘황민화’정책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도적인 일본의 식민지교육은 우리의
문화를 왜곡하고 민족의식을 말살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일제는 교육을 통
해 일본의 문화를 조선에 강압적으로 수용하도 만들었으며, 특히 군국주의적인
‘무사도’ 정신을 조선인에게 주입하여 일본인화 하는데 최종목적을 두었다. 일본
의 제국주의에 의해 일본화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해방은 되었지만 문화적으로
는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는 한국무예역시 마찬가지로 일본에
의해 이식된 일본형 무도가 한국무예의 저변에 리 게 자리 잡아 한국인 스
스로가 일본형 무도를 한국무예의 기준으로 삼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무
예가 형성하게 되는 한계를 보여준다.
이렇게 일본형 무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한국무예는 ‘무도정신’, ‘기술체계’에
서 일본형 무도와 차별성을 갖지 못했다. 태권도는 특히 일본 무도의 하나인 가
라테를 답습하여 가라테가 가진 명칭, 기술, 철학에서 주체성을 갖지 못하여 가
라테가 가지고 있는 ‘도( )’라는 개념의 고수, 空手 에서 파생된 일본식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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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가라테식의 기술을 고수하는 오리엔탈리즘의 양상을 보여주고, 이는 후에
태권도가 해외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가라테와 조우하며 정체성에의 혼란을 야기
하는 단초가 된다.

2. 태권도의 정체성확립 과정에 내재된 오리엔탈리즘(1963~1973)
1) 가라테로의 편승과정에 내재된 오리엔탈리즘
19세기말과 20세기 초에 이르면서 서구 제국주의의 동양에 대한 지배는 동양
이 서구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비극을 초래했지만 그동안 신비에 가려졌던 동양
의 문화가 개방되면서 서구는 직접적으로 동양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서구인들
은 새롭게 접하게 된 동양문화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뿐만 아니라, 사상적으로 존
경하는 태도를 보이는 인 들65)도 많아지게 되었다(박 진, 2007). 동양에 대한
서구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서양에서 동양 문헌의 번역이 확산되었고, 동양 문화
의 유입이 빈번해짐에 따라 서구문화가 그간 알지 못했던 동양철학과 종교에 대
한 인식이 서양에 널리 확산되었고, 이와 더불어 ‘초월적 명상( ranscendental
meditation)’, ‘요가’와 ‘태극권(太極 )’에 이르기까지 동양무예 역시 번성하여 동
양적 전통에 대한 연구와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되었다(Clar e, 1997; 정진농,
2003).
이러한 20세기의 네오-오리엔탈리즘의 사조는 서구사회의 철학, 종교, 문화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변화를 초래했다. 서구사회에서 동양사상의 전래는 그 여파
가 상당하여 미국 내에서 성장한 초월주의운동의 영향과 함 기존 유럽적 사고
로부터 벗어나고자하는 움직임과 맞 려 동양에 대한 관심이 더욱 급증하였다.
특히 선불교(Zen uddihism)는 1950-1960년대에 미국을 중심으로 널리 유행하여
인습적인 생활과 사상에서 정신을 해방시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으로 간주되었
다(장은화, 2013; 정진농, 2003).66) 서구사회에서 선( )이 주목 받은 이유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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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대표적인 인물로는 오스발트 슈펭글러, 헤르만 헤세, 로맹로랑 등이 있다. 20세기에 들어
서는 일본의 하이꾸와 단가의 영향을 받은 초기 이미지스트로 T.E. 흄, F.S. 플린트 등이
있고, 그들을 계승한 에즈라 파운드, 윌러스 스티븐스, 존 굴드 플레처 등이 있다.
66) 선불교 연구의 대표적 인물로는 잭 캐루악, 알렌 긴즈버그, 로렌스페르링게티, 그레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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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서양 사회를 지배해왔던 과학, 철학, 종교 등 문화 전반에 대한 회의적 반
성의 분위기와 함 지나 과학, 기술 중심의 서양적 소비 사회에서 탈피하려는
미국의 젊은이들이 선불교의 신비스러움에서 대안적인 생활 방식과 사상을 발견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합리적 사고의 관습에 속하지 않은 선의 역설적 세계는
그들에게 매우 특한 매력을 느끼게 한 것이다( unmoulin, ., 1992; 장은화,
2013).
미국에서 급증한 선의 대유행은 문학, 음악 등의 미국문화 다양한 분야에 영
향을 주었지만, 비동양인으로서 사상적 차이나 문화적 차이 때문에 종종 오해되
거나 왜곡되어 있었으며, 실제 불교수행은 훨씬 더 드 었다. 실제로 선이 많은
관심을 받기는 했으나, 서구인으로서 이해하기 힘든 동양사상을 이 이해하는
사람은 드 어 단지 “동양의 신비”에 이 린 호기심적인 성격이 강했다(장은화,
2013). 그리고 이러한 선에 대한 서구인들의 호기심은 동양무예의 수련을 통하여
충족된 부분이 매우 크다(Ca ener, 1998)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
는 선( )이 동양 무예의 근간이 되는 철학이기 때문이다(양성국, 김대식, 권봉안,
1984).
Ste en . Ca ener(1998)는 그의 박사학위 논문 「동양 무도 수련관의 변천과
현대적 의미」에서 ‘동양무예가 서구인이 주목한 동양의 종교, 사상, 주술적 기술
등 제반 신비주의적 요소를 모두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서구사회에서 동양무예
가 동양문화에 대한 서구인의 호기심을 가장 서구인들의 기대에 맞게 충족시
준다’고 논의한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신체적 기술을 통해서 구체적으
로 관찰가능하고, 경험 가능한 형식으로 존재하는 무예야말로 서구인들이 동양문
화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최적의 매개 이 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김용옥
(1990 : 130-131) 역시 “동양의 서양화와 동시에 서양의 동양화는 어김없이 진행
되었던 것이다. 서양도 어김없이 ‘개화’의 역정을 았던 것이다. 동양의 서양화
의 전초는 기 교였다. 그런데 서양의 동양화의 전초는 바로 무술이었다.” 고 주
장하여 기 교에 대응하는 문화로서 동양무예의 영향력을 강조하였다.
실질적으로 미국사회에서 선불교(Zen uddihism)의 유행은 일본 무도와 밀접
한 연관이 있는데 일본무도에서 보이는 내면적 정신성의 이는 일본의 역사가
가지는 특한 문화적 산 이며 무도의 이론은 선( ) 사상에 의해 많은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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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소, 개리 스나이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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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기 때문이다(최종 , 2002). 최종 (2002 : 174)에 의하면 무도인 들의 생활
전반에 격한 자기규제는 선승의 수행생활과 많은 공통점이 있고, 선불교는 중
세 일본 무사들에게 생사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격성과 실천성에 근거하여
일본 무도의 도덕적 규범과 내면적 세계관을 형성하였다고 한다. 다시 말해 서구
사회의 네오-오리엔탈리즘의 사조는 일본 무도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무예를 위시한 동양 각국의 무예는 19세기 중반부터 서양문화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중국무술은 미국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발생한 골드러시시기에 중
국 노동자들에 의해 1848년부터 소개가 되기 시작했고, 하와이와 캘리포니아에
진출한 일본인 농업이민을 통해서도 소개되었다( ang, 1996). 또한, 1879년 일본
을 방문한 미국의 Grant 대통령이 19세의 ano Jigoro67)의 시범을 관람하였으며
(김민호, 2000), 1902년 일본인 amada osia i는 미국에서 Judo를 지도하기 시
작했다(Corocoran & ar as, 1983).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본격적으로 일
본, 오키나와, 중국, 한국에 주 했던 미군들에 의해서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USU , 1990).68) 1952년에는 최영의가 미국에서 가라테 투어를 하며 대중에게
가라테를 소개했고, d ard aloudis가 뉴 에, illiam ometrich가 entuc
에, o ert rias가 ri ona에 그리고 sutomu Ohishima가 os ngeles에 동양
의 무예를 소개했다(Cocoran & a as, 1983). d Par er 는 est Coast 에
em o- arate를 소개했고, Jhoon hee가 exas에서 태권도를 가르치기 시작했
다. 1959년에 ruce ee가 Seattle로 이민했으며, 같은 해에 lan ee가 ast
Coast에 소림쿵 를 소개했다(Cocoran & ar as, 1983).
동양무예의 지속적인 유입과 저변확대는 1960년대에 미국사회에서 ruce ee
에 의해 대중에게 발적인 관심을 받게 된다. 1972년에 “ ung u”, 1973년에
“ nter the ragon” 등으로 동양무예는 할리우드와 V쇼에서 인기테마가 되었
고, 각종 연예계에서 무예스타들이 출현하면서 동양 무예는 인기를 얻기 시작했
다( onohue, 1994; Gra er, 1983). 특히 1950년대 초기에 오야마 마츠다츠(大山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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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일본의 Kano Jigoro에 의해 Kodokan(講道館)유술이 유럽에 20세기 초에 보급되기 시작
했다(Corocoran & Farkas, 1983).
68) 재인용, YANG(1996), AMERICAN CONCEPTUALIZATION OF ASIAN MAETIAL
ARTS: AN INTERPRETIVE ANALYSIS OF THE NARRATIVE OF TAEKWONDO
PARTICIPANTS,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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達)69)가 1952년 3월부터 11월 까지 일본유도대표 엔도 코오키치와 함 미국 순
회시범공연을 가졌는데 공연 중에 병목격파, 송판격파, 복서 및 러와의 실전
겨루기 등을 통해 주최 측을 놀라게 하였고, 이 장면들이 텔 비전에 여과 없이
방영되어 미국인들을 경악시 다. 이 순회공연은 가라테가 신비한 동양무술로서
미국 매스미디어에 등장 하는 최초의 계기가 되었으며, 최영의는 이로써 세계에
서 가장 유명한 가라테 마스터가 되었다(송형석, 2005). 이렇게 최영의에 의해 인
기를 더하게 된 가라테는 더 먼저 미국에 진출한 유도와 함 일본무예로서의
아성을 견고히 하고 있었다.
이렇게 19세기 말엽부터 동양의 무예가 서구사회에 유입되면서 조금씩 스포츠
시장을 식해 들어갔으며, 1953년에 유진 헤리겔( ugen errigel)의 『 술의
선( en in the art of archer )』의 출판 이래로, 20세기 말엽에 이르러서는 ‘대안
적 스포츠( lternati e s orts)’ 라는 명칭으로 불리우며, 서구문화의 한 부분으로
정 하기에 이르렀다(유태 외 1인, 1992; 송형석, 2005). 양진방(1989)은 “스포
츠가 노출하고 있는 문화·역사적 요인에 연유한 교육적 가치실현의 한계, 현대
상업주의 스포츠의 타락상, 그리고 자신들의 지적 전통 속에서 체육에 대한 적절
한 철학적 기반 마련의 난감성 등에 반(反)해서, 동양의 무예교육이 보여주는 교
육적 강건성, 종교적일 만큼 철저한 도덕성과 진지한 철학적 분위기 등이 그들에
게 신선하고 주목할 만한 것들이었는지 모른다.”고 논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당시 네오-오리엔탈리즘의 사조와 동양 무예의 인기
가 같은 역사적 맥락에서 이루어져왔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서구사회에 밀려
들어오는 여러 동양 무예 속에서 태권도는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였고, 서구사회
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인식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인 사범들이 자신의
무예를 전파하며 사용한 ‘ arate’라는 명칭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 무예의 인기 속에서 한인 사범들이 한국의 무예를 알리는 것은 운 일
이 아니었다. 선행 연구자인 양진방(1986 : 52)과 김광성, 김경지(1988 : 38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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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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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오야마는 전라도 출신의 한국인으로서 본명은 최영의(崔永宜)이다. 그는 1923년 김제에서
태어나 9세때부터 ‘차비’라는 무술을 익혔고, 아버지가 고용한 이북출신 소작인으로부터
소림사무술을 배웠다고 한다. 그는 1937년에 일본으로 건너가 야마나시현의 군관 학교에
입교하여 송도관(松濤館) 가라테를 배우기 시작했다. 후나고시 기친의 사설도장에서 정식
으로 가라테를 2년간 배우고, 18세에 입대한다. 부토쿠카이(武德會)에 들어가게 되는 20
세에는 4단이 되었고, 군에서 게릴라정탐부대 사범으로 활동하였다. 1945년 전쟁이 끝난
후에 미야기 쵸우준(1888-1953)의 제자인 한국인 조녕주(曹寧柱)에게서 2년 동안 고쥬류
(剛柔術) 가라테를 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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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1960년대 초기 한인 사범은 조시학, 이준구, 신현
옥, 손덕성, 전인문이다. 이들은 모두 미국에 진출한 원로 태권도 사범들로서 그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이견을 없지만, 이들이 초기에 ‘가라테’라는 명칭을 사용했
다는 점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김주연, 2007). 한인 사범 중 미국에서 최초로
도장을 개관한 것은 조시학이었다. 1961년 ‘ arate Institute’라는 도장을 뉴 에
개관한 조시학은 1965년부터 Madison Square Garden에서 ‘ ll merican arate
Cham ionshi ’을 개최하였고, United State arate ederation의 회장으로 활동
했다( arr inder aum, 1977 : 35).70)
조시학은 1969년 Self-defense arate, 1970년 etter arate for o s를 연이
어 출판하면서 가라테의 대가로서 명성을 얻게 되었다(Cho, 1969).71) ‘미국 태권
도의 아버지( he father f US ae ondo)’로 불리는 이준구는 1958년 9월부
터 1960년 5월까지 South est exas eacher’s College(Sanmarcos, exas) 가
라테 럽에서 지도를 하였고, 1960년 9월부터 1962년 5월까지는 Uni ersit of
exas( ustin, exas)의 가라테 럽에서 활동했다. 그리고 1964년부터 이준구
는 Jhoon hee’s ational arate Cham ionshi ( ashington, .C.)을 개최하였
다(Stom, 1970 : 16).72) 1971년 발간된 이준구의 저서들( hee, 1971)73)은 ‘태권도’
밑에 호를 이용하여 ‘가라테’와 혼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1962년 이후에도 이준
구가 가라테라는 명칭을 계속적으로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손덕성은 orld ae on do ssociation과 ae an arate ssociation을
조직하여 활동하였고( arr inder aum, 1977 : 149)74), 신현옥은 현재까지도 가
라테 라는 명칭으로 홈 이지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초기 활동 당시를 짐작
할 수 있다. 전인문은 1960년대 중반부터 매년 ‘Uni ersal O en arate
Cham ionshi s’를 개최했고, 현재까지 Chun ichard arate School Incor orated
라는 회사를 운영한다는 점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한인 사범들의 가라테라는 용어의 사용은 가라테와 조우하며 이들과 다른 한
국의 무예라는 정통성을 주장하기 어려웠다는데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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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용,
재인용,
재인용,
재인용,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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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연(2007),
김주연(2007),
김주연(2007),
김주연(2007),
김주연(2007),

R

태권도의
태권도의
태권도의
태권도의
태권도의

미국진출과
미국진출과
미국진출과
미국진출과
미국진출과

미국체육회
미국체육회
미국체육회
미국체육회
미국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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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가입,
가입,
가입,
가입,
가입,

p

K

p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대학원.
대학원.
대학원.
대학원.

표.Ⅲ-4 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에서도 일본식 이름인 당수도,
공수도로 불리고 있는 상황은 가라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큰 거리낌이 없었
을 것이고, 기술체계나 철학적인 측면에서도 가라테와 유사점은 서구사회에서도
한국인이 가르치는 가라테 정도로 알려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1960년대의 초반에 해외에 진출한 한국의 무예는
가라테의 인기에 편승 혹은 종속된 형태라는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이는 후에
태권도라는 세계적인 스포츠가 생하는 초석이 되었다는데 큰 의미를 가진다.
비 가라테와 차별화되지 못한 한계와 가라테의 한 부류라는 인식 그리고 가라
테의 인기에 편승하는 형태를 보이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한인 사범들의 각고
의 노력으로 인해 태권도라는 한국의 스포츠가 생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 것
이다.
<

>

탄

록

탄

2) 신흥무예로 부각되며 정체성이 확립된 태권도
1960년대를 전후로 한 네오-오리엔탈리즘의 사조는 서구사회에 동양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유발했고, 나아가 동양무예가 서구사회에서 대중적의 인기를 얻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다. 동양 무예 중에서도 일본의 가라테는 1960년 중 후반까지
미국에서 가장 큰 인기를 차지하고 있었다(김주연, 2007).
그러나 태권도는 1950년대 6.25전쟁과 1960년대 베트남전쟁을 계기로 주로 미군
이나 한국군에 의해 뒤늦게 서구사회에서 소개되기 시작하여 미국 무예계의 저변
에 확고한 지위를 차지한 가라테에 비해 인지도가 어질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1945년을 전후로 일본형 무도의 틀 안에서 형성된 태권도는 가라테와 확연한 차
별성을 가지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서구사회에 소개되는 과정에서 일본
의 가라테와 조우하면서 공수도( ongSoo o), 코리안 가라테( orean arate) 혹
은 코리안 스타일 가라테( orean St le arate)라고 불리 우며 정체성의 극심한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75)
김주연(2007)은 초기 태권도 사범들이 미국진출에 있어서 ‘가라테’라는 이름으
로 활동하게 된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논의한다. 번 로, 1960년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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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태권도가 인기를 얻기 전에는 미국사회에서 일본의 무도가 지배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다.
가라테는 Japanese Karate, Okinawa Karate, Ishinryu Karate, Shorinryu Karate등
으로 구분되는데 Korean Karate는 후발 주자로서 가라테에 합류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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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진출한 초기 한인 사범들이 한국전쟁 직후 각 관들에서 ‘가라테’의 한문 음
을 그대로 사용한 ‘당수(唐手)’ 또는 ‘공수(空手)‘라는 명칭을 미국에서 각자 자신
의 도장을 개설하고 활동하는데 있어, 자신이 배운 도장의 명칭인 ’당수
( ang/ ang Soo)’, ‘공수( ong Soo)’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데 있다. 김
주연(2007)이 힌 가라테라는 명칭에서 벗어나지 못한 두 번 이유는 미국 내
‘가라테’의 인기 때문으로 이미 미국사회 내에 무예는 가라테라는 인식이 지
배적이었고, 미국 내 가라테의 인기 속에서 한인 사범들이 다른 명칭을 사용하기
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더 살펴보면 한인 사범들의 가
라테 용어사용을 단지 가라테의 인기 탓으로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시 미국사회에서의 다른 동양의 무예들 예를 들어 유도, 쿵 , 아이키도등의
무예들은 자신들 본래의 명칭을 고수한다. 쿵 를 차이니 가라테라고 부르지
않는 것과 같이 각기 정체성이 뚜렷한 무예들은 가라테라는 용어를 차용할 필요
가 없었다. 다시 말해 코리안 가라테라는 명칭이 생겨나게 된 것은 당시 한인사
범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시점에서 가라테와 조우하며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 국
내에서 가라테의 틀 안에서 형성된 태권도는 가라테와 크게 차별화되는 특징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역시 가라테의 한 부류로 인식된 것이다. 이
에 한국인 사범들도 자신이 기존에 수련해오던 가라테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
고 스스로를 가라테로 칭하며 전파한다. 이렇게 1960년대의 태권도는 일본형 무
도인 가라테의 한 부류로서 인식되어 자적인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 채, 서구사
회에서 일본의 가라테와 역사적 맥락을 같이 하게 된다.
‘코리안 가라테’ 라는 명칭의 등장은 한인 사범들이 일본의 가라테와 한국의
무예를 차별화 하려는 노력의 과정에서 생했다고 볼 수 있다. 김주연(2007)에
의하면 ‘코리안 가라테’라는 용어의 생에 대하여 “ , 사범의 국적에 대한 강
조는 일본 무도로 강하게 인식되어 있었던 가라테를 한인 사범이 가르 다는 점
을 명칭으로서 부각시킨 것인데, 이는 한인 사범들이 활발한 활동을 통해 명성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즉, 한인 사범들이 ‘가라테’라는 명칭을 사용했던 자신
의 활동이 일본의 가라테 사범으로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존재하여, ‘코
리안 가라테’라는 명칭을 통해서 한인 사범이라는 점을 강조하고가 했던 측면이
다. ‘가라테’ 명칭의 사용을 기피하고자 ‘코리안 가라테’를 사용했다는 점은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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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 orean arate』를 출판한 조시학의 한국방문 기사를 통해서 엿볼 수 있었
다. , 초기의 사범들은 가라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가라테를 가르쳤지만, 점
차 일본 가라테와의 차이를 강조하고자 하는 한인 사범들이 가라테에서 변형된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서 ‘가라테’와 구별되는 ‘코리안 가라테’라는 다른 명칭이
필요하게 된 측면이다.”고 언급하며 한국이라는 점과 기술의 차이라는 점을 강조
하기 위해 ‘코리안 가라테’라는 명칭이 등장했다고 주장한다.
절차와 형식에 얽매였던 일본인 사범들의 가라테의 수련 방법과는 달리 한인
사범들은 미국인들의 흥미에 맞 다른 수련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
도 가장 미국인들의 흥미를 유발시킨 것은 실전성이 강조된 발기술이었다는 점
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당시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발을 이용하는 운동
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양한 발기술을 동원한 한인 사범들의 도장은 새
로운 흥미를 유발시 수 있었기 때문에 인기를 얻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김주
연, 2007).
당시 대중의 인기를 얻은 여러 가라테 경기에서 일본식 가라테가 보여주는 단
순한 주 지르기동작과 발차기는 실전성이 부족했으나 한인 사범들의 도장에서
가르치는 이동성을 강조한 연속 발차기와 을 공격하는 발차기 등의 큰 기술
들은 대중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한인 사범들의 도장에서는 발기술
훈련에 치중했으며, 다양한 발기술이 득점으로 허용되면서 한인 사범들의 경기대
회가 인기가 높아졌고, 이를 관람하는 수련생들도 자연스럽게 발기술 수련에 관
심을 갖게 으로서 점차 한인 사범들의 도장에서 발기술을 중시하는 변화가 생
기게 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76)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의 경기 규칙이 발기
술을 2점으로 하는 차등 득점제라는 점은, 미주 한인 사범들의 도장이 발기술에
치중하게 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지는 부분이다(김주연, 2007).
‘코리안 가라테’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코리안 가라테’를 기점으로 하여 미
국 내에서 한국의 무예 ‘태권도’가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한인 사범들이 가라테를 극복하려는 각고의 노력이 결국에는 미국 내 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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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Korean Karate를 수련한 척 노리스 나 유병용등이 다양한 발기술들을 통해서 각종 가라
테 대회를 석권하였다는 점은 코리안 가라테의 우수성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효과가 있
었다. 척노리스는 상대방을 얼굴 돌려차기로 제압하는 등 화려한 발기술로서 유명해졌고
(John Corooran & Emil Fakaras, 1977: 84), 유병룡은 Black Belt Magazine에서 매년
투표로서 결정하는 우수 선수 10위안에 2번이나 선정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다(John
Corooran & Emil Fakaras, 1977: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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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는 측면이다. 즉, 일본 가라테를 배워서 가르
쳤고 일본 가라테가 넓은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었다는 점 때문에 가라테라는
명칭을 벗어날 수 없었던 한인 사범들의 ‘가라테 콤 렉스’가 결국에는 한인 사
범들로 하여금 ‘코리안 가라테’를 통해 가라테와의 차이를 부각시키고자하는 노
력의 촉진제로 작용되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한인 사범들의 ‘가라테’ 사용함으로
써 그들이 미국의 가라테세계 내에서 지지기반을 다질 수 있었고, 이후 발기술을
강조한 도장 운영과 경기대회 개최를 통해서 일본 가라테와 차별화를 시도하여,
‘코리안 가라테’가 태권도와 연결된 인식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김주연, 2007).
이렇게 미국사회에서 가라테의 한 부류로서 인식되던 태권도는 점차 부각되기
시작하는데, 주목해야 할 점은 아이러니하게도 태권도가 주목받기 시작한 이유
가 가라테 시합에서의 인기 때문이다. 김주연(2007)은 미국 내 가라테 수련생들
에게 ‘코리안 가라테’가 일본 가라테에 비해 높은 인기를 얻은 것은 ‘오픈 토 먼
트(O en ournament)’를 통한 경기 대회와 관련되어 있다고 힌다. 당시 일본
가라테는 자신들만이 ‘전통 가라테’라는 자부심이 지나쳐 미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스타일을 배척하고 경기의 가자를 일본 가라테로 한정 짓고 있었다.
이렇게 일본 가라테의 수련생만으로 경기 대회의 차가를 제한하는 ‘닫힌 토 먼
트(Closed ournament) 에 대한 일본인 사범들의 보수주의(保守主義)가 결국
1968년 일본 가라테 수련생의 급락에 결정적인 요인77)으로 작용되면서 일본 가
라테의 보급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었다. 이는 일본 가라테가
자신들의 선택에 의해서 가라테의 스포츠화라는 변화에 도달하게 되었음에도 일
본식 전통을 고수함에 따라 미국식 스포츠 경기 운영과의 상충된 측면을 해결하
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 것이었다.
반면에 “‘코리안 가라테’는 오픈 토 먼트 대회의 개최와 가에 앞장서면서,
‘가라테 경기’를 통해 인기를 높일 수 있었다. 다양한 대회에 등장했던 ‘코리안
가라테’는 전통만을 고수하는 일본 가라테와는 달리 기술에서도 다양한 변화를
주었고, 특히 ‘코리안 가라테’의 특징인 다양한 발기술들은 경기에서 더 큰 위력
을 발 할 수 있었다. 경기를 통한 ‘코리안 가라테’의 인기는 대중성을 확보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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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BlackBelt』, 1969, "Th 3rd Black Belt Magazine Survey", Black Belt Yearbook, P.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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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는 미국인 수련생들이 경기를 통해서 이기는 가라테 종류를 가장 우수한
것으로 여겼고, 이를 통해 드러나는 각 가라테의 종류별 장단점과 특징들을 파악
하여 자신이 수련할 가라테의 스타일을 결정하였기 때문이다”(Corcoran &
ar as, 1977 : 84-85). 즉, 각 가라테 도장들을 자유분방하게 다니며 각각의 스
타일에서 좋은 점들을 실리적으로 습득하고자 했던 서양인들의 성향과 ‘코리안
가라테’의 경기를 통한 실전 효용성의 확인이 결국에 코리안 가라테의 인기로 연
결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한 ‘코리안 가라테’는 인간의 몸으로 실현 불가능
해 보이는 경이적인 발차기나 월한 호신술로 미국인이 가지고 있는 동양무예
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을 충족시 고, 가라테보다 더 많은 수련인구를 확보하게
된다. 미국에서 이룬 저변 확대는 가라테의 아류라는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나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위에서 언급한 ‘가라테 시합’에서의 인기로 미루
어 을 때 경기적인 측면 에서 태권도의 가치는 이미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1960년대 초기 미국사회에서 태권도는 수련
방식, 용어 등 가라테의 특성을 그대로 간직한 채 가라테의 인기에 편승 혹
은 종속된 형태로 알려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1960년대 후반에는 베트남전,
가라테시합을 중심으로 태권도의 실전성과 기술적인 효율성이 입증되면서 가
라테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무예로서 가치를 인정받는다. 주목할 점
은 태권도가 미국사회에서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전통적인 가
라테에서 탈피하고, 차별성을 가지기 위해 변화하는 시점이었다는 것이다. 가
라테에서 볼 수 없던 태권도의 파격적인 변화는 기존 전통적인 방법만을 고
수하던 가라테를 앞질러 태권도가 미국사회에서 저변을 확대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다시 말해 태권도가 미국사회에서 주목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가라
테가 가진 일본 무도적인 특성만을 고집하지 않고 새로운 형태로 전환을 시
도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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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태권도의 세계화 과정에 내재된 오리엔탈리즘(1974~2000)
1) 스포츠화 과정에 내재된 오리엔탈리즘
태권도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태권도가 세계화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써 스포츠화를 논한다(김영선, 1987; 장태호, 2004; 임군덕, 2006; 임일
혁, 2010; 양현석, 2006; 장권, 2010; 한승백 외 4인, 2010). 태권도가 스포츠화 되
어 가는 과정에서 일정한 형식과 체계를 세울 수 있었고, 경기로 발전하며 각종
대회가 개최되고 조직이 확대되고, 국제 경기가 활성화 되고 상업주의가 나타나
면서 태권도가 크게 변화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21세기에 접어든 현재 아직도 한국은 서구의 문화적 식민지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임없는 미국상품을 과소비 하고 있으며, 영어를 필두로 교육, 학문과 지
식, 대중문화 등 정신적 측면의 미국식 오리엔탈리즘이 내면화 되어 한국문화에
서 미국담론은 그 자체로 지식/권력을 형성하게 되었다(김동 , 2007). 이러한 원
인은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세기 초부터 일본과 미국을 위
시한 제국주의 열강들에 의한 서구문화의 유입과 그에 대한 무비판적인 수용은
한국의 문화의 많은 부분이 서구화 되는데 큰 원인이 되었다.
일제는 한국을 식민지화 하여 군사적, 경제적 지배를 통해 했고 그들의 문
화를 한국에 이식했다. 이에 대 할 문화적 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일본을
통해 유입되는 일본식 서구 문화를 교육받는 바람에 한국의 민중문화를 경 하
며 자기를 비하하는 오도된 문화의식이 형성 되었고 이는 해방 후 서구문화에
대한 무비판적, 맹목적 수용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강경란, 1985; 주재홍 외 2
인, 2003). 1945년 해방으로 일제로부터 한국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듯이 보였지만
자주적인 해방이 아닌 미국에 의한 해방의 한계에 부딪혀 다시금 미군정의 통치
하에 놓이는 지경에 이른다. 미소신 통치의 결과로 조국은 분단되고 해방군의
자격으로 한반도에 진주한 미국은 정치·경제·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을 철저
히 미국화 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한국의 삶은 또 한 번 문화 식민지국으로 전
락해버렸다(강경란, 1985; 역사문제연구소, 2001).
해방 후 미국이 계몽을 전제로 한국에 주입한 서구문화는 에드워드 사이드가
제시한 재적 오리엔탈리즘처럼 한국인 스스로를 타자화 하여 서구문화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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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 안에서 서구적인 평가의 기준으로 한국적
이거나 전통적인 것에 대한 무관심이나 편견 그리고 왜곡된 인식 등으로 재생산
되어 서구적인 가치관은 한국사회의 사회제도와 생활방식, 정신 구조에 까지
게 자리 잡아 한국의 문화는 한국적인 것을 찾기 힘들 정도가 되어버렸다. 대표
적인 예가 바로 코카콜라와 맥도날드, 할리우드 영화나 V쇼, 팝송·재 · ·힙합
의 범람으로 한국인의 입맛, 길, 귀가 서구화 되었고, 미국의 스포츠· 등의
영향으로 신체활동마저 서구화되었다(하세봉, 2003).
서구 스포츠는 근대화시기에 ‘계몽’이라는 이름으로 수용된 선진적인 문 로서
약 이백 년 간의 서양사회 및 서양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생겨난 하나의 문화현
상으로 시작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동일한 서구스포츠를
모두가 즐기고 있다(김영선, 2007). 서구의 근대스포츠는 제국주의시대를 거치며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각 지역의 전통스포츠를 대체한 결과 현재 전 세계적으로
즐기는 일반적인 스포츠로 자리하였다. 그 결과 동양의 전통스포츠는 쇠퇴하거나
잊혀져갔고, 극기 소수의 전통스포츠만이 행해지고 있을 뿐이다(임영무, 안희 ,
2001).
주목해야 할 점은 서양의 근대 스포츠는 근대 서양의 노동자를 규율하는 수단
이었다는 점이다. 서구 제국주의 열강들은 자신들의 식민지에 군사적 통치 외에
도 스포츠를 전파하여 이를 식민지 지배에 사용하여 사회적 불만을 안전하게 승
화시 다는 점에서 서구의 스포츠들은 다분히 제국주의 성향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Guttmann, 1996; 박홍규, 2003; 김영선, 2007). 다시 말해 서구의 스포
츠는 인류 보편적으로 나타난 사회적인 현상이 아니라, 영어의 전파와 같이 서구
제국주의의 략에 의한 굉장히 특수한 사회현상의 하나로서, 노골적인 문화 이
식에 해당한다.
한국은 서양의 스포츠를 가장 열광적으로 받아들인 나라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 수용된 일 및 스 덴의 체조, 영국의 각종 근대스포츠, 미국의
야구와 농구 및 배구, 그리고 일본의 유도와 검도가 식민지시대에 우리에게 수용
되었으며, 식민지시대 이래 교육체제에서도 서양식·신체교육의 개념이 적극적으
로 수용되었다(심승구, 2010; 옥광, 2004). 근대 스포츠는 다른 문화와 마찬가지로
한국적인 스포츠들을 쇠퇴하게 만들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인에 내재된
오리엔탈리즘에 의해 무관심속에 잊혀 갔다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한국의
깊

T

눈

즈 록
춤

물

숙

켰

침

독

웨

- 79 -

전통적인 신체활동은 비과학적인 운동경기이자 낡은 놀이문화로 치부된 반면에
근대스포츠는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지각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운동이요 문명
인의 상징으로 비쳐졌다(심승구, 2010).
1960, 1970년대의 한국정부는 근대화의 목표를 추진했고, ‘조국의 근대화’를 통
해 한국의 스포츠는 자본주의적인 근대화의 이름으로 서구적인 것으로 합리화
되었다. 전통놀이와 같은 운동형태가 개량되고 경쟁적인 서구 스포츠가 대중화하
게 되었다. 실제로 미국식 프로스포츠는 러텔 비전의 보급률이 90%에 달하면
서 대외적으로 ‘조국의 근대화’, 개인적으로는 ‘성공’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았다(박
노자, 2005 : 37). 이렇게 서구의 근대스포츠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식하고 있
는 상황에서 태권도는 어떻게 세계화 될 수 있었던 것인가! 태권도는 다른 여러
무예들과의 경쟁에서 압축적인 성장과 세계화를 이루어낼 수 있었는가! 태권도
역시 스포츠 경기로서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다른 전통스포츠처럼 쇠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서구형 스포츠와 같은 합리적이고 경쟁적인 형태로 바뀌어야 했다.
태권도는 몸과 마음의 단련을 중점으로 수련하던 과거와는 달리 세속화되면서
수련자의 태도, 수련자와 사범과의 관계 그리고 결정적으로 태권도가 가지는 본
질적인 의미 등이 합리화되고 합법화되었다. 수련자들 역시 과거의 전통적인 수
련법을 수련보다는 현대식의 경기적 측면의 수련법을 더 선호하기 시작했다(이
재학, 2005). 현재 태권도 수련의 대부분은 겨루기 경기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방어와 호신적인 측면이 강한 태권도수련 에서 겨루기 경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격 중심의 겨루기 훈련으로 전환되었고,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장비가
고안되고, 경기에 대한 규칙과 득점기준이 제시되면서 스포츠화로 전환되는 경정
적인 요소가 되었다. 그리고 과거 태권도가 강조하고 있던 무예적인 장점인 신비
로움, 강인함, 동양의 사상, 경외감등이 소 하게 으로써 스포츠화로의 전환에
따른 무예적인면의 부재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임일혁, 2010).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서구문화의 유입은 한국의 스포츠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서구 중심적 사고가 리 게 자리 잡은 한국에서 한국문화는 자성을
유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한국의 신체활동이 서구화된다는 것은 서구스
포츠가 가지고 있는 훈련방법이나 조직, 체계 역시 서구화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서구스포츠의 기준에 맞지 않는 한국적인 신체활동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 갔고 그 자리는 서구스포츠로 대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권도가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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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

독

하기 위해서는 서구형 스포츠로의 변환이라는 전환을 감행해야만 했다. 그 결과
겨루기를 중심으로한 대중화와 경기화는 태권도가 세계적인 스포츠로 거듭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2) 서구형스포츠 틀 내 세계화된 태권도
주목할 점은 태권도의 스포츠화 과정에서 기존 일본형 무도가 가지고 있던 요
소들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무예가 상업화 되면서 태권도를 수련하는
수련자의 태도, 수련자와 사범과의 관계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예가 가지는 본질
적인 의미 등이 합리화되고 합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수련자들 역시 과거의
전통적인 수련법을 수련보다는 현대식의 수련법을 더 선호하기 시작했다.
무예로서 시작된 태권도가 경기스포츠로 성공적으로 변모한 것은 태권도의 세
계화 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였다. Sheard(1992)가경기의 규칙
을 제정하는 것이 문명화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언급한 바
와 같이, 스포츠화를 위해서는 태권도가 지니는 무술적 특성을 배제하고 규칙이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우열성이 증명될 수 있도 재조직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경기태권도를 위한 노력은 1973년 제1회 세계태권도 대회가 개최되고 가
창설되기 훨씬 이전부터 진행되었다. 다음을 통해 초창기 경기태권도의 모습을
알 수 있다. 경기태권의 기원은 50년대로 거 러 올라간다. 1950년대부터 국내에
서는 태권도 심사 때 겨루기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때는 손으로 치거나,
잡아 넘기는 등 전통무술의 형태였고 각 관마다 룰도 달랐다. 이 시기의 겨루기
에는 앞차기 옆차기 등 매우 단순한 기술들만이 사용됐으며 손으로 을 공격
하는 것도 허용이 됐다( S, 2000).
이와 같이 겨루기에서부터 시작된 경기 태권도가 대한체육회의 정식가맹단체
로 가입이후(1962), 전국체전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진 것은 1963년 이었는데, 당
시의 규칙은 가라테와 태권도의 경기방식이 완전히 다른 방향을 지향하고 있음
을 보여준다. 즉, 가라테의 겨루기는 촌지방식(寸止方式)78)이었던 것에 반해, 태
권도는 이와 달리 대나무로 만든 호구의 용하고 완전한 타격방식을 선택하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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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촌지방식이란 기술을 발휘하여 직접 상대의 신체에 타격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목표 부
위에 기술이 당기 직전에 멈추게 하는 방식이다(양진방, 1986)

- 81 -

으며, 손으로 을 가격하는 것을 금지 시 으로써 발 기술이 발달하는 계기가
된다(경기규칙, 1967; 양진방, 1986). 이 같은 규칙의 제정에 따라 이후의 태권도
는 발기술의 우세한 발전과 함 전반적인 겨루기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기 시
작하였다.
의 회장으로 김운용이 임하면서부터 경기태권도의 발전은 가속화되는
데, 다음은 김운용이 태권도의 세계화를 위해서 경기태권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
요함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얼굴

킴

께

WTF

취

잘

“무예는 좁은 문을 강조하죠... 그러나 세계화의 길을 가는 경우에 혼
자서는 안 됩니다. 조직적인체계, 분석적 방법, 세계의 공통적이고 보편
적인 룰을 내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S, 2000: 김운용과의 인터뷰
중에서)
KB

언급된 바와 같이 는 그 시작부터 세계화를 지향하고 있었으며, 김운용은
이를 위해 표준화된 규칙에 의한 경기태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70년대 이후에는 경기태권의 발달하면서 각종 세계대회가 지속적으로 개최되
었고, 이를 통해 태권도 기술에 혁명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공격에 대한 반격적 발기술이 발전하면서, 받아치기, 뒤후려차기 등 새로운 기술
이 등장했고 겨루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거리조절을 위한 발놀림 기술이 개발
됐다. 계속된 경기태권을 통한 기술의 발전은 80년대를 거치면서 더욱 성 되기
시작하는데 공중에 떠서 발로 두 번 세 번 연타로 공격하는 나래차기는 80년대
이후 나타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태권의 기술 발전을 선도한 것은 종주
국 한국이었고, 경기태권의 기술발전 과정을 통해 태권도는 아시아의 여러 무예
스포츠 가운데 확실한 정체성을 구축하는데 성공한다.
한편 경기태권도의 발전은 태권도가 각종 국제경기대회에 가입을 가능하게 하
였다. 그 결과 75년 10월 는 국제경기연맹(G IS )에 가입하고, 1980년 7월
17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 83차 IOC 총회에서 올림픽스포츠로, 세계태권도연맹
은 IOC가 공인하는 국제연맹으로 승인을 받게 된다(동아일보, 1980년 8월 8일
자). 또한 1988년 서울 올림픽과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는 시범종목으로 채택되
었으며, 1994년에 열린 국제올림픽 위원회 에서 2000년 시드니 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감격을 맛보게 되었다.
W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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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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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대에 공식적으로 등장한지 불과 30년이 채 안된 기간을 통해 태권도는
유사 무예와의 스포츠화 경쟁 속에 월등한 위치를 점유한 것은 론 경기화된
가장 성공적인 무예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김영선(1987)은 로이가 제시한 스포츠의 특징인 놀이성, 경쟁성, 결과적 속성,
신체적 기량 등을 기반으로 태권도의 스포츠적 특성을 놀이성, 규칙성, 안전성,
공정성, 허구성, 경쟁성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수련자구성면, 정신면, 기술면,
행정조직면, 사회면에서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고 논한다.
앨런 거트만( allen Guttmann, 1978)은 그의 저서 『근대스포츠의 본질』에서
근대스포츠의 특징을 세속화, 평등, 전문화, 합리화, 관료화, 계량화, 기 추구로
정의했다. 거트만은 과거 신의 명예를 위하여 경쟁을 하던 스포츠가 세속화되어
순수한 이성에 의해 명확한 신기 을 위한 경쟁이 되었고, 피부색이나 직업, 종
교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모든 이가 동등한 조건하에 여의 기
회를 가지게 되었고, 전문화되어 직업선수와 경기별 포지 , 스포츠전문기관이
생겨났고, 경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합리화된 경쟁의 규칙이 생겨났
고, 현대 스포츠의 규칙을 결정하고 복잡한 대회를 통제하기 위해 관료조직화 되
었고, 관인 경쟁의 판단을 위해 길이, 무게, 초 통계 등으로 계량화 되었고, 최
고기 의 수립에 대한 열망으로 기 을 추구하게 되었다고 제시한다.
이러한 근대 스포츠의 특징들은 현재 스포츠화된 태권도가 가지는 특징들과
아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김학덕(2001)은 거트만이 제시한 근대스포츠의
특징과 현재 태권도가 가지는 특징의 유사성에 대해논의 했다. 김학덕이 논의한
바를 표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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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5> 근대 스포츠와 태권도의 특징

구분

근대스포츠
태권도
인간의 자율적인 경쟁 도의 개념이 무도스포츠로 세속화
세속화 종교행사에서
으로 변화함
선수층이 다양해짐
않고 모든 이가 동등한 조 태권도의
평등 차별받지
여성의
가가 이루어짐
건하에 여의 기회를 가지게
체급이 분화
전문포지
,
직업스포츠선수,
체육전
겨루기 중심의 경기, 태권도 전문 학과,
전문화 문기관의 등장
태권도 국가대표선수의 등장
합리화 합리화된 경쟁의 규칙이 등장
경기규칙의 제도화, 보호장비의 발달
결정하고 복잡한 대회를 통제 세계태권도연맹과 대한태권도협회,
관료화 규칙을
하기 위한 관료조직의 등장
국기원의 주도로 시합의 체계관리
관인
판단을
위해
길이,
무게,
초
차등 점수제의 개발, 전자호구의 개발,
계량화 등 수량적인 요소가 등장
경기 시간의 변화.
품새 경연대회, 태권도 한마당,
기록 경쟁의 가속으로 기 에 대한 구가 태권도
태권도
에어로빅
경연대회 등에서의 기
추구 최고기 에 대한열망을 만듦
화
*표 8 은 본 연구를 위해 논자가 거트만이 제시한 근대스포츠의 특징과 스포츠화된 태권도
의 특징을 비교하기 위하여 김학덕(2001)의 논문을 기반으로 만들었음을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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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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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으로 태권도는 경기화를 추진하면서 서구스포츠가 가진 경쟁적이고 오
락적인 형태로 변화하며 대중이 릴 수 있는 스포츠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기화는 태권도가 가라테로부터 완전히 차별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된다. 경기화
된 태권도는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되면서 공식적인 세계스포츠로 인정받게 된다.
그러나 태권도의 올림픽 합류는 오리엔탈리즘의 관점에서 재 검토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서양 근대올림픽은 유럽에서 비롯되었으므로 비서양인은 근대스
포츠의 유럽식 체제에 따라야 한다는 모순을 처음부터 갖게 되었다.79) 올림픽을
제창한 쿠베르 역시 스포츠올림픽을 ‘세계의 문명화라고 하는 신성한 서양의
누

탱

79) 제1회 올림픽에 참가한 300여명의 선수 중에서 비-서양 출신은 칠레인 한 명 뿐이었다.
1904년 최초로 두 명의 아프리카출신 선수가 영국소속으로 참가했고, 1908년 최초로 러
시아인 다섯 명이 참가했으나 영국인은 710명이었다.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 선수들을
발굴하고자 했으나, 그들의 영양상태가 좋지 않아 실패했다. 아프리카 선수들이 금메달을
확보한 것은 1960년 맨발의 아베베가 마라톤에서 우승한 이후였다. 그러나 1988년까지
아프리카 선수들이 메달을 받은 수는 1%에 불과했다. 아시아 선수로는 1912년 일본 선
수단 4명이 참여한 것이 처음이었다(제프리 시그레이브, 도널드 추,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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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명’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본 전형적인 제국주의자였다.
올림픽을 서양이 지배한다고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모든 올림픽 경
기종목이 서양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근대 서양적인 것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이
다. 다음은 올림픽이 정한 정식종목채택의 기준이다.
최소한 75개국 4개 대륙에서 남성에 의해 널리 시행되고 있고, 동시에 최
소한 40개국 3개 대륙 이상에서 여성에 의해 널리 시행되고 있는 종목.
동계올림픽 종목일 경우 최소한 25개국과 3개 대륙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는 종목.
모든 종목은 최소한 해당 올림픽 대회 7년 전에 올림픽 대회 프로그램
에 의해 채택되며 이를 변경할 수 없다.80)

정식종목에 채택될 수 있으려면 많은 나라에서 널리 즐기는 스포츠여야 하지
만, 제국주의적 확장 과정의 결과 전 세계적으로 용이하게 확산될 수 있었던 서
구의 스포츠와 달리 제3세계 민속 스포츠의 다수는 이런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
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결국 제3세계의 민속 스포츠들은 스포츠 인구의
국제적 확산을 통해 올림픽 정식종목에 채택 으로써 공인된 스포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이게 된다81). 유도82)와 태권도를 비롯하여 많은
민속 스포츠들이 정식 종목에 포함되고자 목을 매고 있는 현실은 올림픽 종목이
지니고 있는 권위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림픽 종목이 제3세계 전통스포츠의 가치를 절하시 다는 점 외에 더 중
요한 것은 이를 통해 서구의 우월성과 나아가 제국주의 지배의 정당화가 이루어
질 수 있었다는 점이다. 축구와 야구 등 서구 스포츠의 전 세계적 확산과정을 헤
게모니 창출의 과정으로 설명하는 이론가들이 보여주고 있듯이 올림픽 종목
은 한편으로 서구 스포츠가 제3세계의 민속스포츠에 비해 더 우월한 것이라는
이미지를 형성했으며 나아가 서구인들의 우월한 실력을 근거로 제국주의적 지배
됨

벌

켰

좀

잘

80) http://www.olympic.org/, IOC홈페이지, 2013. 10. 22 검색.
81) IOC는 여전히 서양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최초의 IOC는 쿠베르탱에 의해 유럽의 귀족이
나 부호에 의해 구성되었다. 1993년에도 아프리카 16명, 아메리카 18명, 아시아 15명 유
렵 38명, 오세아니아 4명으로 구성되었다(제프리 시그레이브, 도널드 추, 1984).
82) 태권도외에 비-서양에서 기원을 갖는 예외적인 종목인 유도는 일본의 유도를 근대스포츠
로 완전하게 개량한 것으로 1882년 일본에서 고안되어 1964년 도쿄올림픽에서 일본에
대한 서비스로 채택되었으나 1968년 대회에서는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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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83) 이러한 올림픽에 가하는 동양의
국가들은 서양의 우월주의와 오만과 선이 만들어낸 ‘오리엔탈리즘’에 스스로
매 되어 자신들의 신체능력을 서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그리고 동양
인들은 서구인들이 점하고 있는 종목에서의 우승을 목표로 분투한다. 즉, 동양
보다 우월한 서양인과 겨루어 승리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렸다.
올림픽은 ‘오리엔탈리즘’을 만들어낸 서양사상을 기반으로 발전되어 왔다. 올림
픽의 종목은 대부분 ‘절대공간’과 ‘절대시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
가 마나 리 주어진 공간을 이동하는가’로 승패를 결정짓기 때문이다. 규칙과
절대시간과 공간이라는 가설을 배경으로 한 올림픽에서 서양의 합리성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하지만, 각 종목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신체적 조건을 필수로 하며 우
열의 승패를 가리는 것이 우선되는 것은 정복전쟁의 변형이며 올림픽이 가지는
오리엔탈리즘의 전형이라 할 수 있겠다(정준영, 2008).
이러한 올림픽의 무대에서 태권도는 정식종목으로서 배재의 위협을 느끼며 고
군분투하는 실정이다. IOC의 계속되는 태권도의 퇴출 의도는 유도와 함 유일
한 동양의 스포츠인 태권도가 아직도 서구 중심의 올림픽의 세계가 형성한 오리
엔탈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참

독

몰

독

누

얼

빨

께

83) Eliss Cashmore, 『스포츠, 그 열광의 사회학』, 정준영 역(2008), 한울 아카데미, 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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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블랙벨트』에 나타난 태권도 담론과
오리엔탈리즘의 규명
1. 세계화 이전(1962~1973)의 태권도 담론
20세기의 오리엔탈리즘은 서구문화에 대한 대안적인 문화의 필요에 의해 만들
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선불교를 위시한 동양문화에 대한 호기심은 무예를 통해
급격히 미국사회에 번져나갔다. 특히 동양 무예는 선 적인 인기를 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가라테는 미국사회에서 가장 대중적인 동양의 무예로 자리매김했다.
한국의 태권도 역시 1950년대를 전후로 하여 미국사회에 진출하게 되지만 한국
국내에서부터 가라테와 차별화되지 못한 채 해외에 진출하게된 태권도는 미국사
회에서 가라테와 조우하며 극심한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온다.
미국사회에서 태권도는 가라테의 한 부류로서 인식되고, 지도자들 스스로도
오리엔탈리즘을 극복하지 못하고 가라테, 코리안 가라테, 코리안 스타일 가라테
로 자신의 무예를 소개하며 가라테의 방식으로 지도한다. 수련자들 역시 한국인
이 가르치는 가라테로만 인식 할 뿐 일본식 가라테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한 채
태권도 도장에서 태권도가 아닌 가라테를 수련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풍

끌

1) 가라테의 한 부류로서의 태권도 인식
(1) 사범들의 일본형무도 지도
일제강점기에 한국에 이식된 일본형 무도의 틀 안에서 형성된 태권도는 가라
테가 가지고 있는 훈련방식, 철학, 기술체계를 답습할 수밖에 없었다. 가라테의
요소를 내재한 태권도는 6.25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거치며 주한 미군들에 의해
또는 한국 군인들에 의해 해외로 진출하게 된다. 하지만 이시기에 가라테와 거의
동일한 태권도는 해외에 진출하며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된다. 특히 미국
사회에서 가라테, 코리안 가라테 내지 코리안 스타일 가라테 등으로 불리며 가라
테의 한 부류로 인식되었고, 해외에 진출한 지도자들 역시 가라테의 형식을 그대
로 답습하여 지도하는 오리엔탈리즘의 전형을 보여준다. 다음 표 9 에서 볼 수
있듯이 지도자들은 가라테 혹은 코리안 가라테로 자신의 무예를 소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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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1>

1960년대

코리안

가라테

INSTRUCTOR'S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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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들(『BlackBelt』,

1964년~1970년,

1960년대의 태권도 사범들은 동양의 무예가의 전형을 보여주며 한 인성과
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무예인으로서 인식된다. 특히 태권도 지도자들이 강
조하는 몸과 마음의 조화는 미국인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왔으며, 가장 대표적인
무예정신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이러한 측면은 일본형 무도의 특성이었기에 태권
도가 가진 철학과 기술이 가라테보다 심오하거나 어나서 주목받았다고 할 수
없다.
훌륭

뛰

뛰

디트로이트의 작은 당수도 도장에서 나는 흥미로운 경험을 했다. 약
50명이 수련하는 도장에는 수련생들이 내가 본적도 없는 강도 높은 가
라테 수련을 하고 있었다. 지도자인 심상규는 6단은 막대기로 수련자들
의 다리와 발바닥을 내리치며 수련자들의 실수를 교정하고 있었다.84)
대부분의 수련은 격식 없이 진행 되었고, 나는 격한 훈련 방식에
충격 받았다. 수련은 3시간 동안 지속되었는데 강력한 발차기와 주 을
사용하며 대련을 했고, 이러한 강력한 공격들이 상대에 닿기 전 1인치
앞에서 추었다. 어 차기, 옆차기, 뒤차기 모두 힘이 넘쳤고 한
조절능력을 보여주었다. …(중략)… 이 도장의 수련에 비하면 나의 수
련은 굉장히 운 편이었고 나는 이러한 힘든 수련에 감 했다. …(중
략)… 나는 인사를 나 면서 심상규의 손함과 예절에 큰 감명을 받았
다. 왜 큰 도장에서 가르치지 않느 고 묻자 이 도장에서 관원들은 회
비를 내지 않는다. 심상규는 “나는 돈을 원치 않는다! 그저 좋은 수련
자를 찾을 뿐이다.” 라고 말했다. …(중략)… 경쟁과 시범에는 아무 흥
미가 없다고 답했다 …(중략)… 그저 수련에만 열중한다고 말했다.…(중
략)… 파람을 불어서 3개월간 도장에 못나온 관원도 있고, 도복을 더
럽히거나, 고단자에게 인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도장을 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85)
엄

먹

멈

뛰

훌륭

쉬

탄

누

겸

냐

휘

위 기사의 필자는 그가 목격한 심상규의 격한 지도 방식과 각종 불손한 행
위를 할 경우 도장출입을 제재하는 등의 도장 운영에 놀라워하고 있다. 합리적인
미국인에게 이러한 방식은 충격적이었으나 관원들이 묵묵히 이 지도법을 따르는
것은 순응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반영한다. 결과적으로, 필자는 심상규의
엄

84) 밑줄은 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친 것으로 이하 동일한 용도로 쓸 것이다.
85) 『BlackBelt』, 1967년 8월호, ‘BROOMSTICK DICIPLINE’,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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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예 철학과 성품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필자는 한국인 사범인 심상규86)가 가르치는 무예를 가라테로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심상규 역시 가라테의 대련 방식인 촌지(寸止)를 지도하고 있
음을 미루어 생각했을 때 수련방식서 가라테와 차별성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 ood, exas. 소속 30명의 군인들이 도복을 입고 도장에서 당수
도를 수련하고 있다. …(중략)… 당수도의 은 ‘수도( nife and)’로서
발기술과 수도에 중점을 두어 수련하며 현대 가라테 중에 가장 효과적
인 호신술이다. …(중략)… 럽을 지 하고 있는 병장 inis Martin은
3년 전 한국에서 주 할 때 당수도를 1년간 수련하였다. …(중략)…
1963년에 구와 같이 수련하기 시작한 것을 계기로 당수도 럽을 열
게 되었고, 한국의 무덕관과 연계하여 모든 승급체계나 지도방식을 따
르고 있다...한국에서 당수도는 학교, 군에서 의무 과목이며 수련자들은
손(modest )과 양(humilit )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높게 평가
된다. …(중략)… 무덕관 회장 황기는 수련자들에게 무예 수련을 선배
들로부터 배우는 것에서 출발하라고 명시했다. 황기의 조언 덕분에
inis Martin은 초보자에서 리 벗어날 수 있었다.
황기가 말하길 “당신이 가진 지식과 배운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게
되면, 당신은 법도를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행동하게 된다. 이것이 무예
이다. 그저 스포츠가 아니다. 우리는 상 믿음을 가져야 한다.”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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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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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에서 필자는 당수도를 소개하며 황기가 가진 무예 철학을 강조한다. 그
리고 당수도 수련자들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손과 양
을 갖추고 있는 무덕관 당수도 수련자들이 신체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품위를 갖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에서 당수도를 수련한 inis Martin병장
겸

춘

겸

F

86) 재미와 스릴을 즐기는 미국인에게 태권도의 형만 반복해 가르쳤다가는 6개월 이상 붙잡
아 두기가 힘들었다. 항상 새로운 것을 내놔야 했다. 그는 발차기보다 끊임없이 무도 철학
과 무도 정신을 강조했으며, 무도란 엄격한 서열이 있고 사범에게 절대 복종해야한다고 가
르쳤다. 그는 절대로 시합에 나서지 않았다. 마스터인 그는 고단자만 가르쳤기 때문에 일
반 회원들은 그에게 한 번이라도 배우기를 소망했다. 그러나 그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는
몇단계의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만 햇다. 어려운 과정 끈테 마스터 앞에 서는 제자의 대단
한 기쁨을 예비한 것이다. (이호성(2007), 한국무술 미 대륙 정복하다, 한국학술정보(주),
P.131)
87) 『BlackBelt』, 1965년 8월호, FT. HOOD Tang Soo Do, pp. 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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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황기의 무도철학을 명심하고 수련한다는 점에서 미군들이 당수도 수련 중 정
신수양에 역시 주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자는 당수도를 현대 가라테 중 가장 효과적인 호신술이라고 소개하였는데
이는 당수도 역시 가라테의 한 부류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당수도라는 명
칭 자체가 용어 적으로 공수도라는 명칭으로 바뀌기 전의 것이다88).
rnest ie 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에서 태어났다. …(중략)…
동 에서 서 으로 탈출하여 다시 미국에 이민을 간다. …(중략)… 당
시 미국인에게는 일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을 때였다. 13세였던
rnest ie 은 영화를 보러 가던 중 이웃의 또래 아이들이 두른 에
크게 다 다. 왼 팔을 심하게 다쳤고 큰 수술을 해야 했다...그 후
rnest ie 미국에서 살아가려면 스스로 자신을 지 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호신술을 배우기로 마음을 었다. …(중략)… 고등학교 졸업
후 그는 ac land ir orce ase에 입대하였다...군입대후 동료인 Otis
로부터 arate를 배웠는데 그가 군 생활 중 Otis가 한 때 한국에서 주
하며 arate를 배운 것을 알게 되었다. rnest ie 한국에서 arate
를 배우기로 하고 한국에 있는 군산으로 떠난다.
한국에서 그는 군산 arate팀 감 인 im o ae(6단)를 만나게
되어 군산 arate팀에서 수련하게 된다. …(중략)… rnest ie 은 군
산 arate팀에서 하루에 3시간씩 고된 훈련을 했다. 그가 말하길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기간 동안 ata와 대련 그리고 훈련을 한 것이 믿
어지지 않는다.”. …(중략)… rnest ie 은 고된 수련결과 공군대표팀
으로 발 되었고, 남원에서 열린 arate대회에서 2위를 차지했다.
rnest ie 은 1964년에 군제대 후 미국으로 돌아왔고 Michigan의
Mus egon에 arate 도장을 열었다. 그는 지금 사범이지만 im o
ae가 해준 말을 아직도 기 한다. “ 상 학생같이 배우려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워나가는 자세로 살아
야 한다. 가라테를 배우는 이유는 이러한 삶의 지 를 얻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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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88) ‘당수(唐手)’ 또는 ‘공수(空手)‘라는 명칭은 카라테의 한문 독음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89) 『BlackBelt』, 1965년 9월호, ‘A LIFE TIME OF ADVENTURE’, pp.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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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2>

한국 군산

Karate team(『BlackBelt』, 1965년

9월호,

‘A

LIFE

TIME OF

ADVENTURE’, pp.39-41.)

위 기사에서 rnest ie 은 일인이라는 이유로 미국에서 차별을 당하고 신
변의 위협마저 느낀다. 그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가라테를 시작했고, 마 내
한국에서 그 꿈을 이루었다. 특히 김혁래 사범이 자신에게 해준 한마디가 평생
그의 철학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rnest ie 은 한국에서 배운 태권도를 완 하게 가라테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군산에서 김혁래 사범으로부터 가라테를 배웠다고 말하고 있
으며, 그림 19 에는 한국의 군산 가라테팀 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또한, 김혁래
가 가르 ata(形)90)를 수련했다고 언급하는 점 그리고 미국에 돌아가서도 가
라테 도장을 연 것으로 보아 한국 군산에서 김혁래로부터 배운 그의 무예가 태
권도가 아닌 가라테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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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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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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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K

나는 상 동양인 무예인이 미국 가라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에 대해 금했다. 어느 날 est 23rd Street을 지나면서 arate
Institute 광고를 보게 되었다. 이 도장 광고를 보고 그동안 금했던
것을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도장을 들어서서 한 사범을 만나 자초
지종을 이야기했더니 ‘Su er Im ’를 만나보라고 했다. 그것은 S. enr
Cho의 별명이었다. …(중략)… Cho 사범은 135 ound(약 60 g)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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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가라테에서 태권도의 품새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形)이라는 의미의 일본 독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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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나가고 키는 5.6feet(약 170cm) 정도밖에는 안 돼 보이지만, 나는 그
가 지도관 스타일 5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중략)… Cho는 서울
에서 14살 때 가라테수련을 시작했는데 서울대학교 교수인 un ung
ee(7단)에게 가라테를 배웠다.
“내가 서울에서 지도관 가라테를 처음 보고 나서 이것이 내가 찾던
것으로 생각했다. 지도관 스타일은 깨끗하고, 빠르고, 힘 있는 간결한
동작들 선보였다.”
...나는 동양의 가라테와 미국 가라테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조시학
의 의견을 었다. …(중략)… 조시학은 ”한국의 가라테 수련이 더 격
하고 수련자 간의 위계질서를 중요시한다. 지도자 역시 수련자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 지도하려고 노력한다. …(중략)… “라고 대답했다.
Y

By

H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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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위 기사를 통해 필자가 실제 동양 가라테의 모습은 어떠한지 금해하는 경향
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미국의 가라테와 비교하는 것으로 보아 가라테
자체가 미국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필자는 조시학 사범이 일본인이 아님을 알게 되었음에도 한국의 가라
테와 일본의 가라테의 구분 없이 동양의 가라테로 일반화하여 질문한다. 조시학
사범 역시 도장 명칭을 ‘ arate Institute 로 사용하고 있고, 자신의 무예를 지도
관 스타일 한국 가라테라고 언급할 뿐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가
라테와의 차별성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92)
궁

K

'

한국에서 온 이행 수석사범은 Omaha-가라테 스쿨이 자랑하는 최
고의 가라테 지도자이다. 이행 사범은 년 전 한국에 있을 때 자신
이 지도한 제자인 ichard eed의 초 으로 미국에 왔다. ichard
eed는 미국 공군으로 한국에 주 할 때 이행 을 만나 그에게서 가라
테를 배웠다.
이행 의 다양한 지도방식은 한국에서 북파 교육을 받은 것에서 비
롯됐다. 이행 은 한국의 중 정보부(re u lic of orea’s s ecial
intelligence force)에서 교육을 받았다. 이 부대는 북파공작원으로서 어
둠 속에서 오직 맨손과 한 자루로 작전을 수행해야 했다. 지금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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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BlackBelt』, 1967년 8월호, ‘NO NONSENSE IN KOREAN KARATE’, pp.45-46.
92) 조시학의 저서인 『KOREAN KARATE』에 수록된 기술들은 가라테의 동작들과 거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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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오마하의 최고 사범이고 한국에도 1,500여명의 제자가 있다.
ichard eed와 이행 의 지도로 명의 어난 사범들이 배출되어
Omaha 지역에 도장을 설립했다. 이들은 Omaha대학교와 Strategic ir
Command eadquarter, MC 등에서 코리안 가라테를 가르 다.
한국 가라테 협회에서는 8가지 주요 스타일들을 가르 다. 그러나
Omaha 도장에서는 도관 스타일을 가르 다. 도관 스타일은 고대
한국의 발차기 기법이다.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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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3> 코리안 가라테와 이행웅(‘『BlackBelt』, 1968
년 3월호, ‘KOREAN KARATE AND MR. YI’, p.48)

위 기사를 에서는 이행 의 다양한 지도방식이 그가 북파공작원으로서 훈련받
은 경험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그의 무예가 범상치 않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행 사범이 Omaha 가라테 스쿨의 사범으로 있다는 점, 한국에서
미국인 제자에게 가라테를 가르 점, 미국에서도 제자들에게 코리안 가라테를
가르쳤다는 점, 한국 태권도 협회를 가라테 협회로 소개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행 사범의 무예가 가라테와 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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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담론들을 종합해 볼 때 한국인 지도자들은 대부분 가라테와의 강한 연
관성을 가지고 있고, 지도 방식이나, 용어 사용에 있어서 가라테의 방식에서 크
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대부분의 한국인 사범들이 가라테라
는 명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ata 수련, 촌지(寸止) 방식의 대련 등 가
라테의 훈련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당시 가라테의 인기가 동양의 여타
K

93) 『BlackBelt』, 1968년 3월호, ‘KOREAN KARATE AND MR. YI’,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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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무예가 모두 arate라는 명칭으로 일반화 되었다고 논하는 사람도 있으나
중국의 ung- u, 일본의 i ido, Judo 등은 모두 고유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
로 보아 가라테의 인기 때문에 한국의 태권도를 가라테 내지 코리안 가라테라고
명명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당시에 한국인 지도자들이 가라테라고 불리는
것에 큰 반론을 제기하고 있지 않은 이유도 일본식 가라테와 코리안 가라테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K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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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

(2) 수련자들의 가라테로의 인식
위 기사들을 통해서 본 바와 같이 『블랙벨트』에서는 태권도 지도자들이 보
여주는 정신적 지주로서의 모습은 무예인으로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
리고 이러한 한국인 태권도 지도자들의 격한 지도 방식과 철학을 배운 제자들
역시 태권도를 자신의 종교와 같이 인식한다. 이렇게 1960-1970년대『블랙벨트』
에 수련자들은 격한 태도로 자신의 철학을 고수하는 태권도 사범을 자신의 삶
의 구도자로 여기고, 태권도를 수련하면서 자기절제와 극복의지를 배워나가는 것
이 태권도라는 담론이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렇게 무예정신의 강조와 사범과 제자와의 특별한 관계는 당시 미국
에 가라테가 대중적인 이유였기 때문에 태권도가 가진 특징이었다고 말하기 힘
들다. 분명 태권도가 대중화 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초석이 되었지만 여전히 가라
테로서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지도 방식과 기술체계는 수련자들이 태권도를 배
우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가라테를 배우고 있다는 인식의 정도로 그 다.
엄

엄

친

Joe a es는 미국 가라테 세계에서 매우 어난 선수 중 한 명이다.
…(중략)… “나는 학생 시절 매우 거 소년이었다. 복싱을 조금 배워서
세상 모두를 이길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나의 형은 군대에서 가라테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형이 들려주는 가라테에 관한 이야기에 흥미를 느
끼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구 중 하나가 그의 가라테 도장에 나
를 초대했다. 그날이 내가 처음 ichard Chun을 만난 날이다.
“나는 그에게서 가라테를 1년간 배운 후 초 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철부지 어린 였다. 어느 날 나는 내 사범인
ichard Chun에게 내가 어떻게 한 녀석의 이 을 부러트려 나가 어지
H y

뛰

친

친

R

록 띠

애

R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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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

게 했는지 말했다. 나는 내가 사범님에게 그 말을 한 날을 잊을 수가
없다.” 라고 a es가 말했다. “Chun은 나를 불러 마치 아버지처럼 조
언을 해주었다. Joe, 가라테는 를 거리의 불량배로 만들기 위해 수련
하는 것이 아니다. 가라테를 수련하는 이유는 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Mr. Chun이 나에게 해준 말을 나는 상 학생들에
게도 해준다. 지금 나의 학생 중에는 예전의 나와 같은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Chun사범이 나에게 가라테의 가르 을 주었듯이 나도 역
시 내 제자들을 같은 방식으로 지도한다.94)
H y

너

너

항

침

위 기사에는 가라테 스타인 Joe a es가 어릴 적 ichard Chun 사범으로부터
지도받을 때의 일화에 대해 언급되어 있다. Joe a es는 자신을 바로잡아준
Chun 사범의 한마디가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기 하고, 자신과
닮은 관원들에게 자신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 Chun 사범이 자신에게 해준
조언을 그대로 해준다.
그리고 위 기사를 통해 Joe a es가 ichard Chun사범으로부터 가라테를 배
웠고 자신도 자신의 무예를 가라테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역시
자신의 제자에게 가라테의 정신을 가르치고 있다.
H y

R

H y

억

록

H y

R

31세의 ie 은 그의 가라테 철학을 그의 Sensei에게 전수받았다. 한
국의 전일섭 사범과 오키나와에서 온 adashi amashita로부터 가라
테를 배웠다. “전일섭 사범은 나에게 생명을 주었다. 내가 지금까지 생
각한 결과. 그는 내게 승자와 도전을 받아들이고 정복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ie 은 전일섭을 1962년 한국에서 만났다 ie 은 미 공군으로
서 한국에 주 하고 있었는데 한국에 와서 가라테에 대해 많은 것들을
깨달았다.
전일섭 사범은 ie 에게 코리안 가라테의 발차기 기법들을 알려주었
다. 전사범의 지도로 이 미국인 제자는 점점 발차기를 능 하게 사용하
기 시작했고, 1963년에 한국에서 시합에도 출전하게 되었다. 1964년에
미국으로 돌아온 그는 그의 고향인 Michigan의 Mus egon에 도장을 열
었는데 전사범과 같은 사범을 찾기 시작했다.
“나는 5년간 전사범과 같은 Sensei를 찾아다녔다. 태도, 능력, 인성
L b

T

L b

Y

L b

둔

L b

숙

k

94) 『BlackBelt』, 1970년 7월호, ‘Joe Hayes’, pp.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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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그와 비슷한 사람을 찾고 있었다.” 바로 그가 adashi amashita이
다. “그는 내게 가라테가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mashita는 ie 에게 마음을 열고 다른 이를 존중하라고 가르쳤다.
사람들은 어떻게 한국인 지도자에서 일본인 지도자로 바꿀 수 있느
고 묻는다. ie 은 간단하게 대답한다. “두 사람 모두 내게는 같다.
다 가라테의 정신을 가지고 있고, 내가
고 살아 있는 것 같이
그들도 같다.”
그리고 ie 은 가라테인으로서의 성공적인 삶과 가라테의 성 를 두
지도자의 덕으로 돌린다. 그에게 가라테는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삶의
철학이다.95)
T

Y

Y

L b

냐

L b

둘

숨 쉬

L b

<그림.Ⅳ-4>

취

코리안

가라테인과

대결(『BlackBelt』,

1972년

7월호,

THE

KARATEKA

WHO

LAUGHED IN DEFEAT, pp.29-31.)

위의 기사를 통해 ie 은 한국에서 전일섭 사범으로부터 무예의 정신과 기술
등 많은 것을 배웠다. ie 은 전일섭 사범이 무예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을
골고루 갖 사람으로 설명하며,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위 기사에서 언급되는 가라테 철학, Sensei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점, 그
리고 전일섭 사범을 일본 가라테인과 모두다 같이 가라테인으로 생각하는 점으
로 미루어 볼 때 그가 코리안 가라테와 일본 가라테를 거의 동일시한다고 볼 수
있다.
L b

L b

춘

95) 『BlackBelt』, 1972년 7월호, ‘THE KARATEKA WHO LAUGHED IN DEFEAT’, pp.
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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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SO (18세), …(중략)… merican eut
Pageant 미인대회에서 처음으로 가라테 수련자가 우승을 차지했다. …
(중략)… 110-POU (약 49 G)인 가녀린 이미지의 그녀는 Colom ia
근처에 orman . ar oot의 도장에서 코리안 스타일 가라테를 2년간
수련하여 초 를 득했다. 그녀는 미인대회에서 격파시범과 호신술
을 선보였다. 그녀는 미인대회 시상식에서 송판을 격파하고, 시연자의
손에서 총을 빼앗으며 위력적인 발차기와 주 지르기로 제압했다. …
(중략)… 그녀는 2년 전에 가라테를 자기방어차원에서 시작했다. 그러
나 6개월간 학교생활이 바빠 시 중단했다가 다시 가라테 수련을 시
작했다. …(중략)… 그녀는 미인대회에 가하여 자신의 끼를 보여주기
위해 가라테 실력을 사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어떠한 기술을 선보일지
고민이었다.
“ ar oot 사범은 내게 미인대회에서 ata를 시연하도 권유했다.
ata는 배우는데 보통 3개월 걸리지만, 나는 운 좋게 4주 만에 배울 수
있었다...“나는 가라테를 계속해서 수련할 것이다. 가라테는 내게 단지
건강을 위한 운동뿐만이 아니라 호신술이다. 그리고 가라테는 내 삶의
길이다”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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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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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는
I
SO 이라는 미인대회 우승자가 미인대회
에서 가라테기술을 선보인 것이 화제가 된 인 을 집중 조명했다. 코리안 가라테
를 2년간 수련했다고 힌 그녀는 자신의 코리안 가라테 사범인 ar oot이 미인
대회에서 ata를 시연할 것을 제안해 4주만의 힘든 연습 끝에 멋진 시연을 할
수 있었다고 전한다.
코리안 가라테의 ata를 연습했다는 것을 미루어 보아 미국인 코리안 가라테
수련자들은 일본식 가라테의 수련방식인 ata(形)97)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EBERLY

RENE BRAN

N

물

밝

B

k

K

K

K

다음 기사는 1964년 5월 호 자 편지에 자신을 ouis . arrah, Jr라고 힌
자가 투고한 편지이다. 그는 다양한 가라테의 차이점에 대해 『블랙벨트』의
편집자에게 질문을 했다.
독

L

T F

밝

독

96) 『BlackBelt』, 1968년 1월호, ‘A KARATE WINS A BEAUTY CONTEST’, pp.56-57.
97) 가라테에서 태권도의 품새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形)이라는 의미의 일본 독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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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저는 오키나와 가라테를 수련하고 있습니다. 가라테를 수련하던 중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금한 점은 여러
종류의 가라테들 예를 들어 한국, 일본 그리고 오키나와 가라테가 어떠
한 차이점을 가졌는지 에 대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어 특정한 스타일
이 더 좋고, 낫다고 하지만 각 스타일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편견 없이 각 스타일에 대한 차이점을 알고 습니
다.- ouis . arrah, Jr.-98)
궁

떤

싶

L

T F

- Answer
r. illiam C,C, u가 가라테의 역사에 대해 블랙벨트에서 다룬 적
이 있습니다. 그는 가라테의 기원에 관해 논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훈련
방식과 목적이 약간 다릅니다. 심지어 주요 가라테인 코리안 스타일과
오키나와 스타일 등은 그 안에서도 제각각의 스타일이 존재합니다. 하
지만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스타일들은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
니다. 블랙벨트에서 역시 앞으로 다양한 스타일의 가라테를 다루려고
합니다.
각 스타일이 마나 효과적인가는 마만큼 그 스타일에 달되었는
가에 따라 다릅니다. 각 스타일은 모두 효과적입니다. 어떠한 스타일이
나은가에 대해서는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선호도에 따라 달라집니다.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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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질문한 자는 오키나와 가라테 수련자로서 미국의 가장 인기 있는 가라테의
종류인 코리안 스타일, 일본 스타일, 오키나와 스타일의 가라테를 언급하며 각
스타일의 차이점에 대해 금해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름을 히지는 않았지만 한 편집자가 『블랙벨트의』 1964년 4월
호에 ‘ r. illiam C,C, u’가 쓴 ‘가라테의 역사’를 조하길 권유하며 결론적으
로 수많은 스타일의 가라테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가라테는 거의 비슷하다고
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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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BlackBelt』, 1964년 5월호, ‘UNBIASED EXPLANATION WANTED’, p.40
99) 『BlackBelt』, 1964년 5월호, ‘UNBIASED EXPLANATION WANTED’,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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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Par er와 Jhoon hee는 다 미국에서 가라테로 성공한 무예인
이다. 많은 측면에서 은 다르다. Par er는 호놀룰루에서 태어나 est
coast에서 도장을 운영하고 있고, hee는 한국에서 와 워싱 .C에
그의 본부인 U.S. orean ae on o ssn을 설립했다. 그러나
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모두 그들의 경력에 오명을 남
길 수 있는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고 위험부담이 큰 도박을 했다는 것
이다. 그 도박이란 현재 분열되어 서로의 기득권만을 주장하고 있는 미
국 가라테의 발전을 위해 수많은 우수한 가라테인들과 미국 가라테의
정치판에서 새롭게 가라테 협회를 설립했다는데 있다.
이 새로운 조직은 아직 이름이 없어서 여러 이름을 생각중이다. ‘U.S.
arate Congress’ 아니면 ‘ arate lac elt ederation’ 등. 그러나 이
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라테인들이 협력하여 가라테의 조직으로서
자격을 갖게 되었다는데 있다....이 새로운 조직은 서로간의 이 다 으
로 분열되어 있는 미국가라테를 통합하여 힘을 기르는데 있다.
이 그룹의 회장은 미국 의원인 Milton이 맡기로 했다. d Par er와
Jhoon hee, Milton을 중심으로 하여 이들을 돕기 위해 enr Cho,
sutomu Ohshima, a u ota, umio emura는 이들은 이사회를 맡아
조직의 운영과 재정을 관리로 결정했다.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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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에서는 여러 계파로 분열되어 서로의 기득권만을 주장하는 미국 가라
테계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주요 인 로서 d Par er와 Jhoon hee에 대한
활약을 말하고 있다. 통합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두 가라테인의 노력을 높게 평가
하고 있다.
d Par er는 일본식 가라테의 대표라고 할 수 있고, Jhoon hee는 U.S.
orean ae on o ssn의 대표라고 할 수 있으나 필자는 모두를 가라테
인으로 인식하고 있고 모두가 가라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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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담론들을 종합해 볼 때 미국인들은 코리안 스타일의 가라테를 가라테
의 한 부류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인 코리안 가라테 수련자들은 대
부분 한국인 지도자에게서 코리안 가라테를 배우면서 그들의 무예인으로서 가지
100) 『BlackBelt』, 1966년 7월호, ‘THE RACE FOR THE AAU’. pp.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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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격과 철학에 큰 감명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코리안 가라테를 수련한 미국인들은 자신의 무예를 arate라는 일본식
명칭으로 일반화해서 말하고 있고, 훈련방식도 일본식 ata 훈련을 그대로 답습
했음을 알 수 있으며, 사범을 의미하는 일본식 표현인 Sensei 등을 그대로 사용
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가라테와 큰 차이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리
고『블랙벨트』의 무예전문가들 역시 코리안 가라테와 여타 다른 가라테와의 큰
차이점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K

K

2) 신흥무예로서 태권도의 부각
한국 국내에서 가라테와 차별되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 채 해외에
진출하게 된 태권도는 미국사회에서 가라테의 한 부류로서 인식된다. 일본 무도
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러한 한계는 한국인 사범들에게 반드시 극복해야
할 명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1960년대 후반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다. 아이
러니 하게도 태권도는 오히려 가라테 시합에서 가라테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였고, 신흥 무예인 태권도로서 부각되기 시작한다. 가라테 시합에서 보여
주는 태권도인들의 우수한 성적으로 인해 코리안 스타일 가라테는 주목 받기 시
작했고, 태권도인들이 시합에서 보여주는 실전적인 기술들 예를 들어 회전 발차
기, 어 차기, 연속 차기 등은 가라테를 압도하는 아주 효과적인 기술체계로 인
식되었다.
그리고 태권도가 지닌 실용성은 미국 군과 경찰에게 인정받아 가라테를 능가
하는 실전 무예로 자리매김했다. 게다가 태권도 시범에서 보여지는 격파와 공중
발차기 등으로 인해 차츰 미국인들은 코리안 스타일 가라테가 신비한 한국의 무
예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가라테와는 확연히 차별화된 무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숙

뛰

- 101 -

(1) 태권도의 경이성 부각
태권도는 스포츠화 되기 이전에 미국사회에서 굉장히 실전적인 무예로 평가
받았다. 특히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의 선전과 그들이 사용한 태권도라는 무예는
당시 베트콩들에게 고전하던 미국군 사이에서는 한국의 신비한 무예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우리는 southern inh dinh ro ince에서 정찰 임무 수행 중이었다.”
그가 설명했다. “어느 날 밤이었다. 우리 분대는 정찰 중 접전지역에서
수상한 소리를 듣고 들었다. 선임관이 시 추라는 신호를 보내며 살
짝 웃자 우리는 무언가 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우리는 서서히
소리가 나는 으로 접근했다. 우리가 그 지역에 접근했을 때 우리는
총성 한번 듣지 못했음에 놀랐다. 그러나 거기는 많은 사람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을 듣게 되었다.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한국 군인들이 베트콩 들과 백병전을 이고 있었다. 한국인들은 압도
적으로 베트콩 들을 제압했으며 베트콩 들의 시신이 여기저기 널려있
었다. 나는 이제껏 그렇게 많은 부러진 목들과 함 된 비뼈들을 본
적이 없다. 우리는 거기에 남겨진 시체 수습을 도와야 했다. 이 전투는
전설이 되었다.” 맹호부대가 무예를 살인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자들은 그리 좋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고 기 관이 말했다. 만약
실전 무예의 지 서가 있다면 맹호부대의 무예일 것이다.
맹호부대는 하루에 두 번 난 강도의 태권도 훈련을 한다. 한국
공식 가라테 조직은 한때 여러 관으로 나뉘어 있었지만, 현재는 하나로
합쳐져 International ae ondo ederation으로 통합되었다. 미국과는
달리 베트남에서 가라테라는 말은 이해 못 하지만, 태권도는 확실히 알
만큼 베트남에 태권도의 명성은 높다.
…(중략)… 맹호부대의 태권도 부대 지 관인 oon ong o 대령은
태권도 3단이다. 그러나 그는 대령으로서 뒷짐만 지고 있는 군인이 아
니다. 그는 부대원들에 섞여 부대원들을 려하고 특수 훈련을 직접 지
도한다...윤 대령은 베트남에서 15,000 명이나 되는 맹호부대의 태권도
훈련을 책임지고 있다. 맹호부대원 중 200명은 이 중 29명은 3, 4단의
유단자들이고 57명은 2단, 115명은 1단이다. 600명의 간 들과 2,300
명의 파란 그리고 9,000명의 흰 들로 구성되어있다. 게다가 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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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

명의 군인들이 태권도 수련을 시작했다.
맹호부대원들은 베트남에 도 하자마자 qui nhon부대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받는다 …(중략)… 유 대장이 말하는 태권도 철학은 “ e ill
e the rotector of the ea and maintain high etiquette, honor,
fraternit and ser ice.”라고 언급하며, 태권도 훈련의 주요 목적은 부
대원에게 군인정신과 매서운 기운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한다.101)
착

W

b

p

w

y

w

k

v

<그림.Ⅳ-5> 맹호부대 태권도 수련 장면

<그림.Ⅳ-8> 실전에서의 번
<그림.Ⅳ-6> 지휘관 Yoon의
정권단련 모습.

<그림.Ⅳ-7>

맹호부대원의

정권 단련 장면.

개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장면.

(『BlackBelt』, 1968년 11월호, ‘THE ROAR OF THE TIGER’, pp.12-16)

위 기사는 베트남전에 전한 한국의 맹호 부대에 관한 기사이다. 이 기사에서
는 맹호부대가 베트콩과의 교전에서 어떻게 적들은 제압했는지, 미군들의 목격담
을 통해서 말해준다.
아무런 무기 없이 백병전으로 베트콩을 제압한 한국 군인들이 사용한 믿을 수
없이 강한 무예가 태권도이며, 이러한 베트남에서의 일화들은 태권도를 무기 없
참

101) 『BlackBelt』, 1968년 11월호, ‘THE ROAR OF THE TIGER’, pp.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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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맨손으로 손 게 적군을 일 수 있는 무예로 인식하게 했다.
미군들의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군들은 이 일화를 거의 전설로 까지 여기
고 있고, 실전에서 태권도의 실용성은 미국사회에서 태권도가 발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한 이유 중 하나이다.
쉽

죽

폭

다음 기사들 역시 베트남전쟁과 관련된 내용으로 태권도의 인지도를 보여주는
실례라고 할 수 있다.
① 미국 부통령 u ert um re 는 베트남에서 한국병사들이 보인
태권도 시범에 큰 감명을 받았다. u ert um re 는 최근 극동 지역
을 순방하면서 베트남에 들려 한국의 태권도의 명성을 듣고 시범을 관
전하였다. 한국인 병사들이 맨손으로 돌을 격파하고 바위를 격파하고
두꺼운 판을 단지 세손가락으로 격파하는 것을 보고 박수와 채를 아
끼지 않았다. 102)
H b

H

p

y

H b

H

p

y

벽

갈

② 사이공- 베트남에 있는 미국 건축사는 자신의 보안팀에게 태권도
를 가르칠 유단자 120명을 고용하겠다고 혔다. 1964년 남한 정부가
베트남에 파병한 이후에 태권도는 남부 베트남에 널리 알려졌다. 한국
장교들이 태권도를 남부 베트남군에 지도하면서 베트남에 태권도가 전
파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베트남 국민 역시 한국인과 태권도에 대해 호
의적이다. M - J 건설사는 이런 태권도의 긍정적인 모습에 주목했
고, 월 500달러103)에 회사의 보안 팀에 태권도를 가르칠 사람을 구한
다.104)
밝

R

K BR

위의 두 기사는 태권도가 베트남에서 마나 큰 영향을 발 하고 있는 지 알
수 있는 기사들이다. 특히 두 번 기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당시
M - J는 월남에서 가장 큰 규모로 사업을 이고 있던 미국의 건설회사105)
이다. 이 건설회사가 태권도를 선택한 이유는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큰 성과를 거
두지 못하고(이보형, 2005), 반미 감정이 고조 에 따라 미국기업들 역시 베트남
얼

휘

째

R

K BR

벌

됨

102)
103)
104)
105)

『BlackBelt』, 1966년 6월호, ‘KARATE SHOW IN VIETNAM’, p.50.
1960년 당시 한화로 약55만원
『BlackBelt』, 1966년 12월호, ‘U.S Firm Seeks Black Belt in Taekwon-do’, p.49.
경향신문 1969년 6월 3일 자

- 104 -

내에서 보안에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에서의 M - J의 사업은 베트콩들로부터의 위험을 동반하는 반면 한
국군의 태권도는 실전적인데다 베트남사람들에게 우호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태권도 사범을 채용해야 기업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나온 대책으로 유추할 수 있다. 베트남전을 통해 한국의 태권도가 미국
인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R

K BR

태권도의 실전성은 베트남에서만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미국국내의 군대에서
도 인정받아 여러 군대에서 전투력 증강을 목적으로 채용한다. 군인들의 신체능
력 향상 그리고 정신 수양에 이르기까지 태권도 수련에서 나오는 효과들은 미국
군대에 태권도를 군 훈련의 일환으로 채용하는데 적합했다.
한국 무덕관 당수도 협회는 미국에 당수도 협회를 설립했다...가장 큰
미국 당수도 럽은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의 March ir orce as
e106)에 있다. 1960년에 한국에서 주 했던 공군 일병인 Calos orris(1
단)107)이 남부 캘리포니아 당수도 팀을 지 하고 있다. …(중략)… 미국
당수도팀은 병장 o ert hom son(2단)이 황기의 위임을 받아 1961년
에 창단되었다. …(중략)… 현재 March ir orce ase의 당수도팀 에
서는 40명이 수련하고 있다. …(중략)… rchie J. 중장은 “내 부대에서
신체능력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수도를 수련하는 것은 매
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중략)… 리버사이드 경찰, 보안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March ir orce ase의 당수도 시범에 관심을 보였다. …(중략)… 이
들은 당수도 시범을 보면서 기, 총, 등을 빼앗는 방법 등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신기해하며 따라 했고, 송판과 기왓장을 아무렇지 않게 격파
하는 것을 보고 감 했다. …(중략)… 보안관 ice는 당수도가 경찰들이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한 형태라고 말했다. 그리고 보안관 트 이닝
터에서 바로 정기적인 수련을 하기를 원했다.”.
…(중략)… 일병인 Calos orris는 “당수도의 주요 수련목적은 자신
감과 속도 몸과 마음의 조화를 포함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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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Headquarters of the strategic Air Command’s Fifteenth Air Force.
107) 미국인 가라테 스타인 Chuck Noriss 의 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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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

도 극의 목표는 승리가 아닌 인격의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
했다.108).
궁

<그림.Ⅳ-9> 당수도 시범

<그림.Ⅳ-11> 수도 격파 시범

<그림.Ⅳ-10> 발차기 격파 시범

(‘Black Belt’, 1964년 3월호, 기사, Tang Soo Do Flies High At March Air Force Base, pp. 32-34.)

위 기사에서 March ir orce ase에 당수도 팀이 창단되어 군사 훈련에 긍
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rchie J. 중장은 당수도 수련이 군
인들의 전투력이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크게 만족하고 있다.
그리고 리버사이드 경찰, 보안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March ir
orce ase의 당수도를 훈련과정에 도입하려는 의도역시 상 위험에 노출된 직
업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지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26, 27, 28 은 두 명의 수련자가 하얀색 도복을 입고 수련하는 장면으로
당수도의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 두꺼운 송판을 주 과 발차기로 격파하는 시범
과 맨손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기술은 리버사이드시 경찰, 보안관, 캘리포니아 고
속도로 경찰들에게도 주목을 받았고, 상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 경찰들을 보호
하기 위해 채택되었다.
위의 기사를 통해 미국 군인과 경찰이 당수도의 호신술을 접하고 그 실전성을
인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 장된 상황 속에 처해있는 March ir orce
ase의 군인들과 리버사이드 경찰들에게 당수도는 실용적인 격투기술 및 호신술
로 인식되었고 또한, 신체 단련뿐만 아닌 정신수양의 가치 역시 높게 평가되었다.
A

F

B

A

A

F

B

<

항

>

먹

항

항

긴

A

F

B

108) 『BlackBelt』, 1964년 3월호, ‘Tang Soo Do Flies High At March Air Force Base’,
p.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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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사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 lac elt’ 에는 태권도가 미군이 인정한
실용적인 무도로 나타난다. 전쟁 시에는 적과 상대하여 일순간에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해주는 무예이고, 군대 내에서는 군사들의 육체적인 능력
향상과 정신 수양을 도모할 수 있는 한국의 신비한 무도라는 담론이 형성되어있
다. 이렇게 미국인들의 실전 지향적이고 실용적인 태권도라는 인식은 일반무예수
련자들 사이에도 전파되어 가라테와는 다른 차원의 무예라는 것을 인지하기 시
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B

k B

① ong은 태권도의 실전성에 대해 시험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새
크라멘토 대학의 학생시절에 그는 1962년부터 태권도를 수련하여 4단
을 가지고 있다. ong은 태권도가 쿵 만큼의 다양한 움직임은 없지만,
태권도의 발차기에 감명을 받았고, 태권도의 이동성과 위력을 높게 평
가했다. ong은 태권도가 다른 무술보다 실전에 적용 가능한 호신술로
서 적합한 형태라고 판단했다.109)
F

F

푸

F

② 무덕관 당수도협회는 1945년 한국의 황기가 설립한 단체다. 당수
도의 기술은 위력적이고 빠른 발차기이다. 한국에서는 5 feet 4 inch 의
사람이 7 feet 높이의 송판과 기왓장을 깰 수 있다. 당수도는 80%의 발
차기로 이루어져 있지만, 손기술 역시 위력적이어서 1단을 가진 수련자
는 시속 100mile 주 속도를 가지고 있다.110)
먹

①번 기사에서 ong은 복싱, 쿵 , 유도, 태권도를 힌 무예 수련자로서 각
무예의 실용성에 대한 나름의 분석을 시도했다. 여러 무예가 가진 특징을 비교하
여 그가 내린 결론은 태권도의 움직임이 상대방과 대치했을 때 적절한 상황을
만들어 수 있는 점을 강조했고, 강력한 발차기는 실전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결론을 내린다.
②번 기사는 당수도 수련자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신비롭게 생각하고 있다. 165cm 정도로 미국인에 비해 작은 한국인
수련자가111)2미터 높이의 송판을 격파하는 것은 미국인들에게는 믿을 수 없는
F

푸

익

줄

109) 『BlackBelt』, 1970년 11월호, ‘PUTTING THEORY INTO PRACTICE’, p.26.
110) 『BlackBelt』, 1965년 11월호, ‘Tang Soo Do: Child’s Play’, pp.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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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경인 것이다.
다음 기사는 여성들에게 역시 주목받는 태권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1960
년대 후반 혼란한 했던 미국사회는 계속해서 문제를 야기 했고 특히 범죄율의
증가는 많은 사람들을 무예도장으로 가게 했다(이호성, 2007). 미국여성들은 호신
술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태권도의 실전성에 주목하여 많은 미국인들이 태권도를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중략)… 남편과 나는 특별 교실을 열어 여성용 호신술을 가르
다. 호신술을 가르치기 위해 모든 종류의 가라테와 무예들의 기술들을
접목한다 …(중략)… 그 중에서 배우기 고 실제 상황에서 기 힘든
것들은 제외시킨다 …(중략)… 태권도에서는 발차기가 가장 중요하다.
여성이 상대방과 접근할 필요 없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 태권도는
발차기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가까이 있을 때에는
태권도의 손, 팔꿈치, 발 기, 뒷차기, 리를 이용한 공격들을 가르쳐준
다. …(중략)…내 학생들은 6개월간이나 호신술을 배울 수 없다. 학생들
은 당장 내일이라도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유도
수련의 단계인 낙법만 배운 상태에서 범죄와 맞닥 린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만약 강간범을 만난다면 에 어지는 법을 보여
것인가? 나는 유도를 호신술로서 의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만약
무기를 소지 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유도는 매트위에서는
좋은 운동일지 모르나 실제 상황에서 유도가 할 수 있는 기술은 제한
적이다. 112)
친

쉽

밟

쓰

머

첫

뜨

땅

떨

줄

위의 기사를 통해 미국의 높은 범죄율이 당시의 여성들에게 호신술의 필요성
을 느끼게 만든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상대
적으로 약한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인들에게 태권도는 근력이
약한 사람도 체격이 크고 근력이 강한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신비의 무예로 인식
되어 있어 위급한 상황에서 실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1) 1960년대에서 1970년대 『BlackBelt』의 전반적인 기사에서 한국인은 굉장히 작게 묘사
되며, 작은 사람들이지만 믿을 수 없는 위력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112) 『BlackBelt』, 1973년 7월호, ‘CAN’T RELY ON JUDO IN THE STREET’,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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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율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구나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시대
에 있고 무예의 유단자라도 자신의 자기보호를 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
지 않을 정도이다. 도장에서 수련을 해도 실제 위험한 상황에서 대처하
는 법을 매일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때문에 언제 어떻게
상황에 맞는 기술을 사용해야할지 알고 있어야한다. …중략… 태권도의
호신술 기법들은 당신이 배우고 있는 무예의 실제적용을 연습하는 것
이기 때문에 재미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동작 하나 하나에 당신의 목
이 달려있기 때문에 연습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당신은 언제 어디서
나 위험에 닥칠지 모르지만 준비되어 있으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113)
누

숨

잘

<그림.Ⅳ-12> 여성을 위한 태권도 호신술 (『BlackBelt』, 1971년 5월호, ‘JUDO, IT CAN SUDDENLY HAPPEN TO
YOU, p.13.)

113) 『BlackBelt』, 1971년 5월호, ‘JUDO, IT CAN SUDDENLY HAPPEN TO YOU’, p.13.

- 109 -

<그림.Ⅳ-13> 여성 태권도 호신술 (『BlackBelt』, 1968년 1월호, ‘A KARATE WINS A BEAUTY CONTEST’, pp. 56-57.

위의 기사와 함 실린 사진 그림 28 은 1971년 5월 이준구의 여성 태권도
호신술을 보여준다. 힘이 약한 여성들도 태권도를 통해 범죄로부터 자신을 지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림 29 역시 여성 수련자의 태권도 호신술 수련장
면으로 실전에 쓸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들을 선보이고 있다.
께

<

>

킬

<

>

위의 기사들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미국사회에서 태권도는 실제 상황에서
적이나 범죄와 마주했을 때 위력을 발 할 수 있는 강인하고 실전적인 무예로
인식되었다. 특히 근력이 약한 여성들도 게 배울 수 있는 호신술은 무예는 남
성의 전유 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게 하고 여성들에게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무예라는 인식을 갖게 했다.
휘

쉽

물

그리고 실전적인 태권도의 위력은 격파와 시범을 통해 배가되었다.
이주상은 두 명의 보조자 사이로 한발을 내딛었다. 보조자 사이
에는 송판이 놓여있었고, 이 송판은 보조자가 들고 있는 과 종이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주상이 준비 됐다고 카 라맨들에게 말하고 에
격파하겠다고 말했다 …(중략)… 을 세는 순간 1인치의 송판은 산산
조각이 났다 …(중략)… 격파는 상당한 속도를 필요로 한다. 과 같이
날카롭고 가속하기 운 체는 게 체를 자를 수 있지만 이주상과
같은 사람은 손이 과 같이 되도 단련시킨 것이다. 이렇게 까지 단
련 하는 데는 상당히 오 시간이 걸린다. …(중략)…114)
둘

칼

메

셋

셋

칼

쉬

물

칼

쉽

물

록

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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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14>이주상 각목 격파 시범

<그림.Ⅳ-15> 이주상 벽돌 격파 시범

『BlackBelt』, 1972년 12월호, ‘THRILLSEEKERS’, pp.26-30.

위의 기사에서는 리학자의 실험을 통해 격파의 원리에 대하여 논의했다. 격
파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설명함과 동시에 태권도수련자인 이주상의 손을 에
비유함으로서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면 인간의 손이 이 되어야한다는 논리와 통
해 태권도의 경이성을 보여준다.
물

칼

칼

ran o ueno가 말했다. “미국인들은 가라테를 호신기술로 알고 있
다.”, “가라테는 사람을 일 수 도 있다.” 왜 이런 것을 배우려고 하려
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이 사람들의 시범을 보고 생각이 달라졌
다. 이들은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력을 보여주었다. 나는 동양
무예가 의 철학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에 흥미가 생겼고, 가라테인들의
정신과 신체능력은 모두 태권도의 철학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았다. 가
라테는 거의 그들의 종교와 같았다. 이 방송의 P. .인 arr o lan은
“격파 시연자인 유병용과 같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미국국민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정말 굉장하다. 내가 보고 촬영한 것
을 믿을 수 없다.” 고 말했다.115)
F

k

B

죽

D

114) 『BlackBelt』, 1972년 12월호, ‘THRILLSEEKERS’, pp.26-30.
115) 『BlackBelt』, 1972년 12월호, ‘THRILLSEEKERS’, pp.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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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y K p

<그림.Ⅳ-17> 팔굽 격파 장면
<그림.Ⅳ-16>이마 격파 장면

<그림.Ⅳ-18> 이단 옆차
기 장면

<그림.Ⅳ-19>

손날

격파 장면

『BlackBelt』, 1972년 12월호, ‘THRILLSEEKERS’, pp.26-30.

블랙벨트 1972년 12월에 실린 “ I S
S” 라는 방송프로그램에 태
권도인인 유병용과 이병주 가 출연하여 태권도의 격파 시범을 보였다. 지루한 일
상에서 벗어나 오감을 자극하는 소재를 찾아다니는 이 프로그램은 격파 시범을
촬영하는 내내 태권도의 위력에 대해 놀라워했다.
이렇게 여러 장의 돌과 송판을 격파하는 시범을 통해 태권도가 과학적으로
도 설명해도 그 위력을 가늠 할 수 없는 경이로운 무예라는 인식이 더해진다.
『블랙벨트』에서 격파 시범은 앞의 사진들이 보여주는 이미지와 같이 태권도
를 신비하게 인식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인간의 몸으로 낼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위력격파와, 허공을 나는 듯 한 발차기는
미국인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충분했다. 특히 기존의 가라테에 없는 높이 어서
발로 격파하는 동작들은 당시의 미국인들에게 태권도가 가진 기술적인 차별성을
인식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THR LL

EEKER

벽

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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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섭 시범

<그림.Ⅳ-20>

(『BlackBelt』,

1970년

1월호,

‘TAEKWONDO MAN OFF TO

)

MEXICO’, p.14.

김복만 태권도
시범 장면 (『BlackBelt』, 1973
년 7월호, ‘
S GS
O
O O’,
..26-30.)
<그림.Ⅳ-21>

THREE

F

<그림.Ⅳ-22>

(『BlackBelt』,

TA E

척 셰리프 시범
1970년

6월

‘Karate Joins The Air Force

TAEKW ND

academy, p.53.

pp

)

그림 30, 31, 32는 모두 어서 높은 목표 을 차거나 공중에서 여러 번 차는 동작
을 시범보이는 장면이다. 미국인들은 손기술이 주를 이루던 가라테에서 보기 힘든
위력적인 발기술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태권도가 새롭고 경이롭게 느껴졌을 것
이다.
뛰

물

이상의 담론들을 종합해보면 베트남전에서의 활약을 계기로 미국군대와 경찰
과 연계를 하면서 실전 무예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고, 서구사회가 원하는 합
리성과 실용성을 가진 무예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미국무예인들에게도 전
해지기 시작하여 일순간에 상대를 제압하는 치명적인 격투기술, 약한 힘으로 강
한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호신술, 그리고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자신의 신체를 완
하게 제어하여 위력적인 기술을 펼치는 태권도라는 담론으로 재구성되었다.
벽

(2) 가라테 시합에서의 차별성 부각
『블랙벨트』에서 가라테 시합을 통해 스타로 떠오른 선수들에 관한 일화들은
언제나 주요 기사화된다. 이 스타들에 대한 미국내 무예인들의 관심은 스타들 각
자가 힌 무도의 인기에도 영향을 미 다. ‘ lac elt’에서 매해 10월마다 조사
하는 우수 선수 10인안에 태권도를 힌 선수들이 차지하는 비율과 미국 내 무
도의 점유율에서 태권도 수련인구는 큰 상관성을 보인다.
‘ llen Steen’, ‘Chuc oriss’, ‘ o o ’, ‘Joe a es’, ‘ ung u(유병용)’
익

친

B

k B

익

A

k N

B b L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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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y

By

Y

등은 블랙벨트 60-70년대의 가장 주목받는 가라테 스타들이다. 이 선수들이 힌
무예는 한국식의 가라테였고, 미국인들에게 태권도가 가라테로 분류되던 당시에
시합을 통해 태권도의 차별성을 인식 시 준 중요한 인 들이다. 『블랙벨트』에
서는 가라테 스타들의 인기의 원인과 그들이 성공 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 즉, 그
들이 가진 무도 철학을 강조한다.
익

켜

물

“...Steen은 허리가 완전히 들어간 옆차기를 보여주었다. 이것이 한국
인의 옆차기이다. 일본의 옆차기는 거의 정면을 바라보기 때문에 허리
가 덜 돌아간다. 일본식 옆차기는 위력이 별로 없고 견제하는 용도로만
인다. 일본식의 옆차기가 빠르고 막기 힘든 장점이 있는 반면 한국식
옆차기는 더 위력적이어서 큰 상대방의 움직임을 막을 수 있다.”116)
쓰

llen Steen은 이준구의 제자로서 가라테 시합에서 태권도 기술인 이단옆차기
를 즐겨 사용하는 선수이다. 위 기사에서 한국식과 일본식의 옆차기를 비교하며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시합에서 태권도의 옆차기가 더 효율적이라는 것과 같
은 옆차기이지만 가라테의 기술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주로 주 과의 연계를 중요시 하여 발차기를 짧고 간단하
게 하는 가라테의 옆차기에 비해 태권도의 옆차기는 주 지르기와의 연계성을
생각하지 않고 허리를 더 돌려 넣음으로서 발차기 자체에 힘을 더 집중시킨다는
것으로 보아 태권도의 기술이 가라테와는 확연히 다르게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

먹

먹

다음 기사는 미국 무예계의 아이돌과 같은 Mitchell o ro 선수에 관한 기사
이다. Mitchell o ro 와 같이 태권도를 힌 스타선수들이 시합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태권도의 인기로 이어졌고, 가라테를 압도하는 발차기 기술들은 점점 태
권도의 대표 기술로서 인식되게 된다.
b b

b b

w

w

익

워싱 .C.는 열린 merican In itational Cham ionshi 의 결승전을
보러온 수많은 관중들로 들어차 시 벅적했다. 키 크고 생 젊은 남
자가 경기장으로 들어 다. 그는 말끔한 가라테 도복을 입고 있었으며,
턴 D

A

v

끌

섰

116) 『BlackBelt』, 1970년 12월호,

‘ALLEN STEEN’,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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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잘

긴

검은 를 매고 있었고 많은 소년들에 러싸고 싸인을 해주고 있었
다. 그가 소년들에게 싸인하는 와중에 팬들은 동경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 젊은이가 바로 Mitchell o ro 117), 떠오르는 가라테계
의 별이다.
o ro 는 어린이들 그리고 또래의 젊은이들에게는 아이돌이다 …(중
략)… 아무도 19세의 190cm의 80 g의 어린 선수가 어디를 가든 사람들
이 따르게 만드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
가 보여주는 태권도의 경이로운 발차기는 그의 대표적인 기술이다. 118)
띠

청

둘

청

b b

B b

w

w

k

<그림.Ⅳ-24>루이스 델가도와 시합
<그림.Ⅳ-23> 척노리스와 시합장면

<그림.Ⅳ-25>론 마치니와 시합장면

장면

『BlackBelt』, 1970년 4월호, ‘Through the Fist Of Mitchell Bobrow’, pp.17-22.

위의 기사에서 필자는 당시 o ro 의 인기에 주목하고 있다. 주로 년층에게
인기가 많았던 Mitchell o ro 는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어린 무예인들에게 동
경의 대상이었다.
나 M 의 유명 스포츠 스타가 큰 영향력을 발 하듯이 가라테 시합이
배출해낸 o ro 같은 무예스타가 수련하는 태권도는 대중의 관심을 유도했으
며, 경기에서 보여주는 멋진 발차기는 많은 미국인들에게 태권도를 인식 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B b

b b

NBA

w

w

LB

B b

청

휘

w

다음 기사는 주로 미국인 중심의 가라테 선수들 사이에 안 되는 동양인 선
수인 유병용에 대한 기사이다.
몇

117) Mitchell bobrow: 한국인 사범인 김기황의 제자이다.
118) 『BlackBelt』, 1970년 4월호, ‘Through the Fist Of Mitchell Bobrow’, pp.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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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스포츠 영 들의 인기는 나이와는 상관이 없다. Satchel
Paige, o t ilhelm 이들은 나이 많은 노장의 투수로서 야구계의 전
설이된 사람들이다. George landa, 는 아직도 미식축구 경기장으로 매
주 일요일 44세의늙은 몸을 이 고 달려간다. 하키에는 Gordie o e,
경마에는 Johnn ongden 그리고 illie Shoema erm 그리고 테니스
에는 갑자기 되살아난 55세의 o iggs가 있다.
가라테 경기는 아직 다른 스포츠만큼 크게 인기가 있는 것은 아니지
만 가라테 나름의 노장스타 들을 만들고 있다. 그가 바로 38세의 유병
용이다. 그는 가라테 경기에서 가장 이색적이고 열정적이고 성공적인
선수이다. 그는 겨루기와 품새 시연에서 우수선수 10명의 명단에 올라
갔다 …(중략)… 그의 태권도 실력은 다른 보수적인 동양의 스타일과는
매우 다르다. 유병용은 끔한 도복을 선호한다. 그리고 그의 검은
리카락과 최신스타일의 헤어스타일, 그리고 팬들에게 보내는 멋진 제스
쳐 등은 보수적인 다른 동양인들과 다르다. …(중략)… 그의 가라테는
기존 가라테가 보여주는 경직되고 무거운 모습보다는 가볍고 경쾌한
발차기로서 관중의 인기를 얻었다.119)
웅

H y

W

B

끌

y L

H w

W

k

B bby R

깔

머

위 기사는『블랙벨트』가 뽑은 OP
10(최고 가라데인 10명)중
에서 상 순위권 안에 있는 에서 주목받는 안 되는 동양인 중에 한명인 유
병용에 관한 것이다.
필자는 가라테 선수중 에서도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하는 유병용을 기존의 보수
적인 가라테인들과 다르다고 표현하였다. 당시 전형적인 일본인 가라테인들은 굉
장히 보수적인 성향이 강했다. ishi ama120)와 같은 전통을 중시하는 인 들은
다른 무예에 대해 배타적이고 무 일본형의 무도만 고집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유병용과 같은 태권도인들은 가라테인들에 비해 전통과 형식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이러한 점은 태권도가 미국사회의 요구에 맞춰 변화
하는데 큰 거부감이 없었을 것이다.
유병용은 기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의 월한 발기술 덕분에 동양인으로
서 오 기간 동안 가라테 선수로서 인기를 얻을 수 있었고, 『블랙벨트』에서
매년 결정되는 우수 선수 10위안에 2번이나 선정되었다.
T

KARATEKA

항

몇

N

y

물

너

탁

랜

119) 『BlackBelt』, 1973년 9월호, ‘KARATES GEATRIC SUPRESTARPP.’ pp.16-22.
120) Hidetaka Nishiyama(1928-2008), All American Karate Federation (AAKF) 설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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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기사는 JO
IS라는 오키나와 스타일 가라테를 힌 선수이다. 이 선
수도 가라테시합에서 유명한 선수 중 하나이다.
E LEW

익

JO
IS는 전직 해병으로서 오키나와 가라테를 혔다. 조루이스
가 말하길 “S i er121) 는 매우 공격적인 선수다. 그가 힌 코리안 스
타일은 매우 공격적이고 이러한 면이 한국선수들이 토 먼트에서 활약
하는 이유다.”
“코리안 스타일 가라테를 힌 선수들은 아주 좋은 발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몸 안 으로 들어가 다리를 봉 할 수 있다. 코리
안 스타일을 힌 사람들은 가까이 어있는 상황에서 매우 불리하다.
왜 하면 상체가 유연하지 하고 주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을 절대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 그들의 발차기는 굉장하기 때문에
몸 안 으로 들어가 다리를 봉 한다는 것이 어려운 점이기 때문이다
.”122)
E LEW

익

kk p

익

너

익

쪽

쇄

익

붙

냐

먹

쪽

쇄

<그림.Ⅳ-26> 미국 top 10 karate player (『BlackBelt』, 1967년 4월호, ‘TOP TEN KARATE PLAYERS IN
AMERICA.’ pp.26-33.)

JO
IS는 굉장히 거 선수 중 하나이다. 강력한 옆차기가 특기인 이 선
수는 강력한 힘을 주 무기로 하여 호쾌한 경기를 보여주는 선수로 알려져 있다.
E LEW

친

121) Skkiper Mulin, 태권도 스타일 선수
122) 『BlackBelt』, 1967년 4월호, ‘TOP TEN KARATE PLAYERS IN AMERICA.’ pp.
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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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서 그는 1967년에 선정한 미국 최고 가라테인 10명중 1위로 등극했다.
이 기사에서는 JO
IS스스로가 상 태권도 스타일의 선수를 만나면 그
들의 발차기로 인하여 고전을 면치 못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실제로 그림 49 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시기에 태권도 스타일은 가라테 경
기에서 지배적이었다. 선정된 10명중 JO
IS 혼자만이 오키나와 가라테 스
타일의 선수이고 나 지 5명은 태권도 스타일이, 2명의 쇼토칸 가라테 스타일, 1
명의 쿵 선수로 이루어져 있다. 태권도 선수들이 마나 가라테 경기에서 활약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E LEW

<

항

>

E LEW

머

푸

얼

1964년에 내가 가라테를 수련한 지 1년이 되었을 때다. 나는 노란
를 매고 번 토 먼트에 가했다. 그 대회는 MC
C MPIO S IP이었는데 이단 옆차기, 어 돌려차기, 뒤차기를 사용
하여 우승했는데 그 세 가지가 그 당시에 내가 아는 전부였다. 전사범
과 그의 보조였던 ran uente는 내게 가라테를 더 이 수련할 것
을 제안했다. 실제로 나는 그랬다. 나는 갑자기 가라테를 정말로 배우
고 어졌다. 승급심사가 있을 때마다 그만두고 은 마음이 들었지만,
극복했다. 그리고 나는 태권도의 기술들을 배우려고 정말 노력했다.
…(중략)… 내가 훈련하는 원칙은 기본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다. 많
은 사람이 한 달 뒤에 고급기술을 배우려고 한다. 그러나 소설가가
C를 모르고 소설을 쓸 수 없듯이, 피아니스트가 기본 연습을 매일
하듯이 그렇게 가라테 수련을 해야 한다.
나는 시합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기술들만을 사용한다. 상대방을
다치게 하고 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사용하는 기술 중에 반달차기라
는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은 아주 유용해서 상대방을 게 지치게 할
수 있다. 나는 이 기술을 내가 통제할 수 있을 만큼 연습했고 상대를
다치지 않게 할 수 있기에 시합에서 사용한다. 대부분의 선수는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기술을 사용하고 상대방을 다치게 한다. 나는 모든 선
수가 그가 단이든 상관없이 상대방을 다치게 하지 않는 것에 책임
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한다.123)
띠

첫

HA

째

너

참

N H

Y

A KARATE

뛰

F

k

F

깊

싶

싶

곧

AB

싶

쉽

몇

123) 『BlackBelt』, 1970년 7월호, ‘Joe Hayes’, pp.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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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27>조 헤이스 시합장면 (『BlackBel
t』, 1970년 7월호, ‘Joe Hayes,’ pp.14-19.)

Joe a es는 1969년에 열린 제4회 merican In itational arate
Cham ionshi s의 우승자이다. 필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그는 시합에서 최고의
기량과 최고의 무예 정신을 보여주는 선수로 유명하다.
자신의 공격을 완 하게 제어함으로서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으려는 그
의 자세는 많은 무예인들의 본보기가 되었다.
Joe a es역시 태권도의 발차기를 주 무기로 하여 시합마다 우위를 차지했으
며 챔피언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다.
H y

p

A

v

K

p

벽

H y

이상의 담론들을 종합해보면 가라테 시합에서 태권도를 수련한 선수들이 거두
는 좋은 성적은 태권도가 가라테로부터 차별화될 수 있는 실마리가 되었다. 서로
다른 종류의 가라테를 힌 선수들이 시합을 통해 어느 한 이 승리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성향의 미국인들이 생각하기에 그 무예가 가장 실용적인 무예로 인정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태권도를 수련한 선수들은 각종 가라테 시합에서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었고
시합을 통해 주목받기 시작한 ‘ llen Steen’, ‘Chuc oriss’, ‘ o o ’, ‘Joe
a es’, ‘ ung u(유병용)’ 등은 미국 내에서 태권도가 대중화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 선수들이 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실용적이고 화
려한 발차기 기술들은 다른 가라테의 기술을 압도하였고, 태권도의 가장 큰 기술
적 특징으로 대중에게 인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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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화 이후(1974~2000)의 태권도 담론
1) 태권도의 현대화
태권도가 다른 무예에 비해 미국사회에서 빠르게 성공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미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자신의 모습을 변화해 나갔기 때문이다. 이러
한 태권도의 모습은 분명히 셀프-오리엔탈리즘124)의 요소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분명 태권도의 변화는 태권도가 주체가 되어 변화한 것 보다는 주변 흐름에 영
향을 받아 변화한 측면이 크다.
특히 미국에서는 동양의 무예를 더 합리적으로 변화하고, 실용적인 목적으
로 사용하려는 성향이 강했다. 이러한 미국인들의 의지는 1960년대에는 전투와
호신술의 목적으로 나타났으며 1970년대에는 대중화된 무예의 상품성을 활용하
여 사업을 확장하거나 스포츠화를 통한 합리적인 기술 개발에서 그 변화는 확연
히 드러난다.
좀

(1) 도장 경영의 고급화
1970년대 이후 미국의 선진자본주의를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의 결은 21세
기에 접어든 현재 전 세계의 정보화, 로 화를 이 고 있다. 로 화에 따른
신자유주의의 영향력은 단지 경제 분야에 국한된 것은 아니며, 사회와 정치, 문
화 등 모든 분야에서 지배 이데올로기적 특성이 나타난다(정성호, 김창우, 이광
호, 2009). 미국 무예계 역시 이러한 이념에 의해 지배되어 상업화의 특성이 강하
게 나타난다. 이는 도장 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설을 현대화하여 전체
적으로 전문성을 갖 고급문화로 어올리려는 노력에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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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만약 미래에 성공적인 무예도장이 있다면 어떠한 점이 다
를까? 이러한 성공적인 도장을 우리의 문화에서는 대략 이런 용어로
통한다: P O SSIO . 그러나 “P O SSIO ”이 구체적으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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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오리엔탈리즘이 서구가 동양의 지배담론을 기본으로 한 메타이론인 반면 셀프-오리엔탈
리즘은 동양스스로가 오리엔탈리즘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는 이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태
권도의 이러한 측면에 대해 깊게 논의 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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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을 말하는가?
, 사범이 될 자격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가짜 사범은 금방 알 수
있다. 성공적인 사범이 되려면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지 확실히 알고 있
어야한다. 이미 요즘 학생들은 전세대의 사람들보다 더 교양을 갖추고 있
다. 학생들은 도장에 찾아와 스타일과 기술에 관한 수준높은 질문을 한다.
, 사범은 약삭빠른 비 니스맨이 되어야한다. 좋든 싫든 간에 미국
은 상업에 지향적인 국가이다.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돈을 위해 일해야
한다. 최소한 빵과 크에 저장할 가 린을 채울 수 있어야 하는데 요즘
의 인 이 때문에 지만은 않다. 부업으로 무예를 가르 다는 것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경쟁력과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중략)… 같은 방식으로 사범들은 사업적인 방면에 더 주의를 기울
여야 한다. 사범의 슨이 질과 비용, 경기 모두에서 경쟁력이 있는 계
이 세워져 있는가? 마나 그의 비 니스를 확장할 수 있는가? 아마
도 사우나 와 조 그리고 헬스장은 운동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사와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범
들은 자신이 일종의 ‘무예헬스스파’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성 감에 대한 홍보를 일으키는 것은 가장 큰 관심사이다.
ello Pages(전화번호부의 광고란)은 적절치 않다. 무예인들은 자기
자신을 홍보할 방법을 찾아야한다. 그러기 위해 입소문을 통한 광고가
그의 능력을 알릴 수 있다.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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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에서 필자는 더 이상 무예 정신 하나로만 성공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필자는 도장을 성공적인 사업으로 확장하려면 자신의 무예실력이
나 지도력은 필수로 갖추어야 할 사 이고, 경영감각 까지 갖추어야 한다고 언급
하며, 결국 피트니스 터와 같은 형태의 무예도장으로 변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무예의 상업화의 특징은 미국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동양
에서 무예는 고한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상업화를 추구하는 것은 무예의 정
신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미국은 상황이 다르다 본래 상업을 기반으로 하여 세워진 나라이며,
신자유주의의 사상과 상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프래그 즘
항

센

숭

항

머티

125) 『BlackBelt』, 1976년 11월, ‘EDITORIAL: THE SUCCESSFUL MARTIAL ARTS
SCHOOL OF THE FUTURE’,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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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을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예 도장의 경영 역시 이 이
남지 않으면 성공한 도장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익

다음 기사는 무예를 수련하는 은행의 도장 경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중략)… 그래서 내가 은행가인 on ili o에게 이야기 하는 것이
다. ili o는 한국식 가라테인 무덕관 태권도 수련자이다. 그리고 그는
그의 가라테 도장을 가지고 있다. ili o는 M ung u ang으로부
터 태권도를 배웠는데 M ung u ang은 진정으로 강경한 태권도 사
범으로서 현재 California의 Sacramento에 있는 미국 무덕관 협회장이
다. …(중략)… ili o 역시 1960년대 북부캘리포니아 최고의 선수였다.
그는 캘리포니아 남부로 옮겨와 1969년에 ellflo er에 태권도 도장을
열였다.
ili o의 도장은 ruce ee에 의해 가라테붐이 일기 바로 전에 개
관했다. 그리고 1970년대 ruce ee가 음으로 야기된 가라테의 불황
에서 살아남았다. ili o의 도장이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는 그가 가진 마 능력과 비 니스 감각 때문이었다. “가라테 도장
을 운영한다는 것” 그가 말했다. “그것은 은행을 운영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 당신은 고 이 있고 당신을 위해 일할 사람들이 있고, 구
매와 판매 그리고 고려해야할 경상비가 있다.
…(중략)… ili o는 금융에 대해 무지한 도장들을 돕기 위해 못
된 정보로 인해 생기는 두 가지 오해들을 찾아내었다.
번 로 ello Page광고가 가라테 도장 사업을 촉진하는 도구로
서 가치가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많은 가라테 도장 경영자
들은 이 광고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전
화번호부에 실린 다른 도장들의 큰 광고를 보며 자신은 그보다 더 나
은 광고를 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 달에 200~300$나 하는
돈을 비한다.
두 번 , ili o는 또한 공공시설에서 짧은 코스로 단기간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은 스스로의 목을 자르는 것이라는 것을 찾아내었다.
…(중략)… ili o와 다른 사범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최고의 광고는
입소문 광고이다. “내 관원들이 다른 관원들을 데려온다.” 그가 말했다.
“이러한 사실은 한 가지를 가리킨다. 내 관원들은 그들의 돈이 가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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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인다는 것을 안다. 그것이 전부이다.” 126)
쓰

<그림.Ⅳ-28> 전화번호부 광
고(블랙벨트, 1972년 8월호,
기사, Through the yellow
pages, p.45.)

<그림.Ⅳ-29> 검은띠 장사(블랙벨트, 1972년 2월호, 기사, AND SO IT
GOES, p.61.)

위 기사에서 은행가이자 무예인인 ili o는 도장 경영을 은행을 운영하는 것
과 동일시 여 다. 당시 1970년대에는 주로 전화번호부의 뒤에 나온 노란색 종이
로 된 부분에 광고를 했다. 무예 도장을 운영하는 사람들 역시 여기에 광고를 많
이 실었는데( 그림 51 조) ili o는 이것이 무의미하다고 언급한다. 그리고
괜한 시범을 보인다고 일일 체험이나 무료 체험 같은 것을 하지 말고 입소문 마
전략을 활용하여 도장을 경영할 것을 제시한다. 이 기사를 통해 더 이상 무
예인들이 안일한 방식의 도장운영은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일깨우며 세련된
경영감각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W

pp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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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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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기사는 도장의 시설도 관원들의 요구에 맞추어 다양화하고 고급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Paramount ealth qui ment Cor oration of os ngeles의 홍보
책임자인 John icholson이 대답했다. “우리는 구식의 헬스장을 싸고
더러운 지하로부터 건져내었다.” icholson이 말했다. “이것이 무예가
앞으로 거쳐야할 과정이다. 무예도장들은 그저 그런 시설에서 탈피하여
운동하기 좋게 더 크고 흥미로운 그리고 아름다운 시설로 변해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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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BlackBelt』, 1977년 3월호, ‘Banking on Students for a Successful Karate
School’, pp.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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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략)… 미대륙에 걸쳐 icholson은 무예산업의 새로운 트렌드
가 될 헬스와 무예산업에 여하고 있다. 다양한 방면에서 이러한 트렌
드는 헬스장에 들어선 스파의 변화와 비교될 수 있다.
① ee Il Cho는 California의 Santa Monica에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
고 있다. 그의 도장에는 5년동안 Uni ersal od 사의 헬스기구를 사용
하고 있다. 그는 이 기구를 무예훈련과 함 보조기구로써 사용하고 있
다.
“관원들은 헬스 기구들을 힘을 기르기 위하여 사용한다.”고 Cho가 말
했다. “어 사람들은 무릎에 문제가 있어 전반적인 몸의 상태를 관리
하고 어 한다. 예전에는 우리는 이러한 이구들이 없어서 그저 장된
수련을 하고 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호흡법만을 사용했다. 그러나 지
금은 모든 종류의 효과적인 기계들을 가지고 있다. 더 이상 관원들이
스스로 수련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할 필요가 없다. 관원들은 근
육을 하게 만들기 워졌고 그들의 수련과정을 분석한다.
② 다른 사범인 ee Chae Son는 ansas의 o e a에 있는 자신의
태권도 도장인 Suni’s cadem of ae on o autilus사의 헬스
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다. “나는 autilus사의 용품을 그저 선
수들을 위해 설치한 것이 아니고 특별히 중년관원들과 여성들을 위하
여 설치했다. 헬스기구를 사용하는 것은 근력을 기르고 지방을 이는
데 효과적이다.
③ etroit에 도장을 가지고 있는 o ung Chung “처음에 나는 하
나의 무예도장만을 가지고 있었다. U.S. ae on o Jido an
ssociation. autilus헬스 트 이닝은 체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
어서 2년 전에 나의 도장에 설치했다.
Chung은 헬스기구를 설치하기 위해 도장을 확장했다. 도장 앞 의
방은 무예를 가르치는 구역이 되었고 뒤 의 방은 사우나, 락커 , 샤워
그리고 autilus기계들을 배치했다.
④ im은 a en ort에 있는 재적인 관원들에게 시범을 보이고 그
가 운영하는 도장의 무예적인 측면 강조한다. 그러나 헬스와 무예를 구
분하여 관원을 받고 있다. im이 말하길 헬스기구는 관원들에게 중요
하게 스이고 있다.
“많은 관원들이 6시 전에 온다.”고 그가 말했다. “그들은 30분이나 1
시간 전에 도장에 도 하여 헬스기구를 사용한다.
Santa Monica의 Cho가 말하길 관원들이 또한 헬스기구를 사용하는
N

참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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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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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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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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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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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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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

데 무예수업외의 시간을 사용한다. “때로 관원들은 발차기와 지르기를
하고 지 않ㅇㄹ 때가 있다. 때때로 헬스기구를 사용하러 도장에 방문
할 때가 있다. 만약 내가 기구들을 치워버린다면 많은 관원들이 실망할
것이다.”
ee 말하길 헬스기구를 사용하는 관원들은 이를 정말 좋아한다. 내
관원 모두가 이 기구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많은 관원들이
흥미를 보인다.127)
싶

Y

갈

위 기사에서 필자가 언급한 4명의 사범들인 ee Il Cho, ee Chae Son, o
ung Chung, im은 모두 자신들의 도장을 확장하고 새로 정비하여 이전보다
더 쾌적한 환경에서 관원들이 수련할 수 있도 시설에 투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더 더 많은 관원을 유치하기 위해 예전의 허름한 도장에서 벗어
나 현대화된 고급의 피트니스 장비와 스파와 같은 시설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다.
H

Y

Y

H

K

록

좀

이상의 담론을 종합해보면 도장 운영과 시설의 변화는 태권도가 스포츠화 과
정에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도장은 더 이상 무예를 통해 정신 수양을 하는 이
아니라 서구형 헬스 럽과 결합하여 건강을 위한 장소로 변해가고 있고, 도장의
사범들은 제자들에게 무예의 정신과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효율
적 도장 경영을 통한 관원 유치로 점점 합리화 되고 세속화 되어가고 있다는 사
실을 알 수 있다.
곳

클

(2) 태권도 기술의 현대화
태권도가 스포츠화 되어 감에 따라 변화된 가장 큰 요인은 바로 기술체계의
변화다. 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경쟁 스포츠에 열광한다. 이것은 미국뿐만이 아
니라 서구 근대 스포츠의 본질로서 합리성과 세속성을 추구하는 것과 같다. 특히
Melting Pot이라 불리우는 미국은 미국내 유입된 모든 문화를 미국식으로 변화
하려는 경향이 있다.
127) 『BlackBelt』, 1979년 10월,
pp.30-36.

‘MARTIAL ARTS SPAS THE FUTURE ARR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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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역시 이러한 변화를 겪은 동양문화 중에 하나이다. 다음의 기사는 당시
무예계에서 일어나는 무예의 미국화 현상에 대한 red amilton의 논의이다.
F

H

red amilton은 가라테 계에서 급진적인 개혁가로 통한다. …(중
략)… amilton은 또한 다양한 양상의 동양문화를 보호하려는 사람이다.
그는 미국내의 동양 문화와 무예에 관해 논의 하였다.
미국 무예계에서 전통적인 동양의 무예는 미국식으로 바뀌어야만 한
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사실상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차이 때문에
격하게 동양 무예가 가진 전통을 고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위에서 한 말은 근시안적인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중략)… 미국인들
이 다른 모든 문화를 미국화할 필요는 없다. …(중략)… 나는 미국인들
이 다른 문화를 빼앗고 그 기원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 정말 좋지 않게
생각한다. 미국인들은 무예문화역시 타락시 위험이 있다. 만약 우리
가 무예를 “미국화”하려 한다면, 미국 우월주의 그리고 형편없는 미국
식 기술로 무예를 훼손하지 말고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발전에 노력해
야 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무예를 새로운 형
태로 만들어야한다. 그리고 무예의 본질과 근원은 반드시 보존해야만
한다.128)
F

H

H

엄

킬

위 기사에서 red amilton이 언급하듯이 미국내 무예계는 미국인들에 의해
큰 변화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red amilton이 감지한 변화는 그
다지 긍정적인 면이 아니며 무분별한 미국화로 인해 동양 무예의 본질 자체가
훼손 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사회가 문화적 우월주의로 자국내 유입된 문화를 미국
화하려는데 있다 다시말해 ‘미국내 미국화’ 현상으로 이는 문화 제국주의적 성격
이 다분하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무예계의 변화 양상을 두고 보았을 때 동양
전통의 무예는 정체되고 발전이 없으며 시대에 뒤 어진 것으로 인식하는 전형
적인 에드워드 사이드식의 오리엔탈리즘을 나타낸다.
F

H

F

H

떨

128) 『BlackBelt』, 1976년 9월호, ‘SO WHAT’S WRONG WITH ORIENTAL CULTURE?’,
pp.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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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기사에서는 이러한 오리엔탈리즘의 경향이 더욱
고 있다.

잘

드러나는 내용을 담

최근 새로운 형태의 가라테 선수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들은 시합에
서 직접 타격을 하지 않던 구식 가라테 선수들로서 단지 보호장비를
용하고 약간의 힘만 더함으로서 시합에 변화를 가져오려는 사람들이
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중략)… 기존 가라테의 공격방식은
직접타격 경기에서 수 많은 결함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선수
들은 직접타격 경기에서 살아남으려면 전혀 다른 시각의 접근이 필요
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선수들은 그들의 결점들을 보완하기 위
해 가장 유사한 형태의 경기인 복싱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다.
…(중략)… 가라테 선수들은 구식과 새로운 방식을 적절히 활용하여
적합한 타격 방식과 시합 요령을 터득하게 되었고, 경기에서 좋은 모습
을 보여주기 시작하였다. 그래도 그들의 가장 큰 장점이자 전문 분야는
발차기이다. 그리고 확실히 복싱기술은 이들을 도와 수 없다. 그럼에
도 선수들은 옛날방식보다는 타격에 힘을 싣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긍
정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은 진행 되고 있는 것 같다. 발차기로 인한
녹아웃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점은 개선될 것이라 보인다.
…(중략)… 직접타격방식의 경기는 바로 발전이란 것이 무엇인지 보
여준다. 피를 본 선수들은 미래 형태의 복싱같아 보였다. 그리고 거기
에 실질적인 훈련과 조언이 있다.129)
착

줄

잘

위의 기사는 전통적인 가라테의 변화 과정에 있어서 기술적인 측면만을 보고,
합리화 하는 과정에서 미국인들에게 한 격투 스포츠인 복싱에서 그 답을 찾
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결국 동양의 무예를 서구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구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복
싱과 결합을 시도 하고 있으며 가라테의 정신적인 측면은 완전히 배재하고 접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친숙

다음 기사는 OM aPUPP 1960년대에 활동한 가라테 선수의 무예의 미국
화에 대한 의견이다.
T

L

ET

129) 『BlackBelt』, 1976년 3월호, ‘OLD DOGS AND NEW TRICKS’,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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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OM aPUPP 130)은 1960년대 최고의 챔피언중 한사람
으로 1969년에 블랙벨트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중략)… 현재 뉴 의
Metro olitan U의 의장으로서, 1981년에 열린 11th orld
Macca iah Games team의 코치로서 그리고 Pla o arate, ung
u, and ae on o Classic의 공동 주최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그
가 가라테 수련자로서 보낸 지난 25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과거 가라
테의 모습을 돌아보고, 현재 가라테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가
라테의 현재상황은 어떠한지, 마지막으로 가라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
아가야하는지를 생각해보았다.
…(중략)… “요즘의 선수들은 60년대의 선수들보다 더 멋진 움직임을
보여준다.” aPUPP 이 말했다. “예를 들면, 요즘 선수들은 가능한 강
하게 가능한 많이 공격하려고 한다.” aPUPP 이 말을 이었다. “예전
태권도 선수와 겨룰 때 당신이 그를 이기려면 상대의 앞발만 따라
가면 이길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태권도 도장이나 ishin-r u( arate)
도장에 가면 당신은 구나 특정한 자세나 단지 한두 가지의 발차기와
지르기를 사용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하면 그들은 시대
가 변화 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지금 모두가 태권도 식의 뒤돌려 차기와 앞돌려 차기를 사용하고 모
두가 반대지르기, 등주 , 심지어 어 돌려차기를 사용한다. 이와 같이
무예는 미국인의 스포츠가 되어버렸다.131)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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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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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

뛰

위 기사에서 OM aPUPP 이 언급한 바와 같이 무예의 기술들은 많은 변
화를 겪었으며 특히 태권도의 기술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OM aPUPP 은 1960년대 가라테식의 태권도는 움직임이 단순하고 예측하기
웠기 때문에 앞발만 보고 움직임을 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큰 변화가 생겨 태권도의 기술은 다양해 졌고 그리고 다른 무예역시
태권도 발기술의 영향을 받아 더 이상 다양한 발차기가 태권도만의 전유 이 아
니게 되었다는 점 도 알 수 있다.
T

T

쉬

L

L

ET

ET

읽

물

130) 1960년대 미국 스포츠 가라테의 초창기에 활약한 가라테선수
131) 『BlackBelt』, 1982년 5월호 ‘TOM LaPUPPET-VIEWS
pp.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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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

CHAMPION’,

다음 기사는 미국인 들이 태권도의 기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또 변화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중략)… 미국의 무예인들은 채울 수 없는 개선의 구로 전통태권
도를 계속해서 대담히 변화하려한다. …(중략)… 전통적인 태권도로부
터 탈피하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im은 hee와 미국인 수련자들에
가담하여 더욱 실용적이고 현대적인 무예를 추구하기로 하였다. 한국에
서 지난 년간 태권도는 조금 바뀌었다. 분단되어 있는 조그만 나라
의 태권도는 넓은 보 의 안정된 낮은 자세와 경직된 수평적인 팔동작,
꽉 쥔 주 , 전진 하는 지르기와 발차기들이 상징이었다. 이러한 방식은
무 예측하기 운 동작들이었다.
Jim ustin은 1973년 한국에서 열린 제1회 세계태권도대회에 가했
다. 그는 초기 한국 태권도를 생생하게 기 하고 있다. “그 당시에 나는
상대의 을 이용한 공격과 사타구니 차기, 잡고 지르기 등 한국에서
금지한 모든 기술들을 이용해 경기에서 이기고 있었다.” utin이 설명
하였다. utin은 오 라호마에서 도장을 운영하고 있다. 무예의 한계를
받아들이기보다 utin과 동료들은 태권도의 좋은 점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추가한다.
…(중략)… 동양 철학은 전통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다. hee가 말했
다. “미국인들이 하는 방식과 같이 우리는 전통을 고수하느라 발전을
희생하지는 않는다.”
…(중략)… utin이 말했다. “나는 전통적인 태권도를 고수하는 사람
들은 미국에 와서 종합적인 방식과 전통적인 방식보다 마나 더 효율
적인가를 확인 해보아야 한다. 미국인들이 더욱 다양한 기술들과 체계
를 볼 것이다. 아마도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해야할 것이다. 그렇지 않
으면 뒤쳐질 것이다.132)
욕

K

R

몇

폭

먹

너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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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억

깃

B

B

클

B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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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

위의 기사에서 미국인들이 과거 태권도의 기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1960년대의 태권도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당시 태권도는 자
세가 낮고 전진 중심의 동작들로 구성된 전형적인 일본형 가라테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32) 『BlackBelt』, 1984년 11월호,

‘MODIFIED TAE KWON DO’, pp.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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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의 기술변화에 관한 논의는 다음 기사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진다. 미국
인에 의해 변화된 태권도와 전통 태권도를 비교하고 있다.
전통적인 태권도 인지? 아니면 미국 태권도인지? 어느 이 더 나은
지는 미국에서 년 논쟁 중 이다. 이 질문은 아마 제대로 답을 얻
기는 힘들 것이다. 왜 하면 무예인들은 “무예란 것은 수련자에 달렸
다.”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두 태권도 사이에는 고려해 보아야 할 다른
점들 이 있다.
전통적인 태권도는 창시된 세기 전부터 아주 조금 변화했다. 자세,
기술 그리고 철학들은 100년전과 같다. 품새의 형태는 바뀌었으나 각각
의 기술 동작들은 그대로 남아있다. 반면 미국 태권도는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진화했고 훈련과 지도방식은 현대화 되었다.
Ste e rnett은 미국 태권도 고단자이다. 그가 말하길 “전통 태권도
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수련시간을 봐라: 그들은 10년 전과 같은 태도,
방법과 기술들을 가르 다. 미식축구 선수들을 보자 그들은 가 헬멧
과 보호구를 용하지 않았었다. 지금 그들은 라스틱 헬멧과 몸 전체
를 감싸는 보호장비를 용한다. 이것이 진화 이다. 그리고 미국 태권
도는 이와 같은 것을 해냈다. 시간이 지날수 진화 하는 것이다.
쪽

몇

째

냐

몇

v

A

친

죽

착

플

착

록

① 두 태권도의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겨루기 자세이다. 전통 태권
도는 뒷굽이 자세이거나 낮은 자세를 한다. 미국 태권도는 움직이기
용이한 복싱과 비슷한 자세를 사용한다.
취

② 두 태권도의 차이 점 중 또 다른 점은 손기술의 차이이다. 전통
태권도의 손기술은 직선으로 움직인다. Jeong 이 말하길 “손날이나 손
날등을 사용하는 것은 훅을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전통 태권도인들
은 등주 이나 반대지르기를 주로 사용한다. 대부분의 전통 태권도인들
은 오직 한가지의 기술 예를 들어 빠른 등주 이나 강한 반대지르기만
을 사용하고, 공격을 다. 그들은 모든 공격이 파괴적이거나 남을 불
구로 만들정도의 공격이라는 전제하에 겨루기를 한다.
미국인 사범들은 어 컷, 잽 그리고 훅 등을 손기술에 적용하였다.
이러한 손기술들은 2,3,4가지 콤비네이 으로 가르 다. 미국 태권도 선
먹

먹

멈춘

퍼

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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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수들은 예를 들어 잽과 우측 크로스, 왼 훅 그리고 어 컷을 조합한다.
그들은 손과 발을 한 가지 동작으로 가르 다.
퍼

친

③ 전통 태권도인 들이 가르치지 않는 것은 공격 후 동작이다
(clearing techniques). 이 기술들은 공격 후 동작을 가다듬는 순간 상대
가 가할 수 있는 반격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방으로부터 어져 나오는
기술을 말한다. 재빠른 잽을 이용하여 뒤로 빠져 나오는 것이 공격 후
동작의 대표적인 예이다. 그래서 공격한 다음 상대방의 공격권에서 빠
져나온 후 옆차기로 상대방의 추격을 막는다.
떨

④ 대부분의 미국 태권도 수련자들은 기존의 품새를 가르 다. 그러
나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기 위해 가르 다. John과 다른
미국 태권도인의 동생인 Jim Graden에게 었다. 왜 사범들이 새로운
품새를 개발하지 않는 것인지 미국 태권도는 활용하고 있다. 그는 말했
다. “내가 초보 학생들을 가르칠 때 품새는 태권도의 미적인 형태를 가
지고 있고 격투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한다. 그러나 품새를
수련하면 형감각을 길러주고 협응력을 길러주고 자기 절제력을 길러
주는 효과가 있다고 믿는다. 나는 또한 품새 수련을 명상의 형태로 사
용한다.
…(중략)… 그의 형인 John역시 동의한다. “나는 품새 수련이 마음과
신체를 같이 수련하는데 월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품새
수련이 호신술로써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주 을 옆구리로 빼는
동작은 턱을 방어 할 수 없다.”
전통 태권도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품새를 그들의 ‘기술 은행’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들은 품새에 격투 기술의 비밀이 겨져 있다고 생
각한다. 그들은 품새의 기술들이 겨루기에 응용되어야하는 격투에서
이는 실전 기술이라고 생각한다.
친

친

물

균

탁

먹

숨

쓰

⑤ 심지어 두 태권도 사이의 발차기 기술역시 다르다. 전통적인 태권
도발차기 기술은 신장 과 신체 구조를 고려하지 않거나 발차기가 어떻
게 사용되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
이 지도된다. 예를 들어 앞돌려차기는 학생들이 다리를 몸 뒤에서 접어
올린 후 무릎을 수평으로 목표에 가져가도 지도된다. 다양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차기는 상 이러한 각도에서 행해져야한다.
록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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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미국 태권도 지도자들은 이러한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왜 수련자들에게 같은 방식을 강요하며 나중에 기술을 바꾸라고 하는
가? 대신에 전통 태권도인이 아닌 수련자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상대방
에 따라 다른, 목표에 따라 그리고 수련자의 신체 구조에 맞는 발차기
를 배운다. “이 것은 수련자들에게 나쁜 습관이 지속되게 방치한 후에
2년 뒤 그 습관을 깨도 만드는 것과 같다.” John Graden이 말했다.
“왜 수련자들의 몸에 맞는 기술을 처음부터 가르치지 않는가?”
“전통주의자들은 모두 강력한 발차기를 구사한다.” Graden이 덧 였
다. “이것은 수련자가 가져서는 안 되는 습관들 중 하나이다. 는 모든
기술을 치명적으로 만들고 지 않다. 가라테의 낡은 방법과 같다. 많
은 발차기들을 사용하려면 가볍게, 마치 복서들이 잽을 날리듯 상대와
의 간격을 리는 듯이 차야한다. 같은 방식이 발차기를 하는데 적용되
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강력한 발차기에만 의존한다면 당신은 두 번
라운드 이후 체력이 다할 것이다.
록

붙

너

싶

벌

째

⑥ 몸의 움직임 역시 주요한 차이점이다. 전통 태권도인 들은 상하로
몸을 움직이거나 우로 몸을 움직이는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 상대
의 공격을 피하기 위하여 전통주의자들은 그들의 몸 전체를 피하는 것
에 의존하거나 공격을 막으려고 한다. 그들은 상대와의 거리를 두려 하
는데 이것은 반격하기에 매우 어렵게 만든다.
미국 태권도인 들은 복서들이 사용하는 것 과 같은 동작인 상하움직
임이나, 우 움직임을 연습하는데 표적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맞추기 어렵다는 가정 하에 훈련한다. 그들은 또한 상대방의
지르기와 발차기를 미끄러트리는 동작을 공격을 막는 것만큼 연습한다.
그들은 이러한 움직임의 기술들을 모두 연결하는 것이 반격을 가하는
데 날리는데 간격을 만든다고 믿는다.
미국화된 무예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또한 전통적인 방식의 막기와
부드럽고 방향을 바꾸는 막기 기술을 결합하였다.
좌

좌

⑦ 두 태권도의 차이는 또한 시합에서의 차이이다. 전통 태권도인 들
은
의 예외를 제외 하고는 오직 태권도 시합에만 출전한다. 미국
태권도인 들은 많은 o en tournament에 가하고, 특정 전통적인 규칙
에 구 받지 않는다. 게다가 전통적인 태권도 시합에서 선수들은 발차
기와 지르기가 보호 장비를 용한 가슴 부위에 그리고 리에는 발차
몇 몇

p

참

애

착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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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허용되지만 주 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다리를 거는 기술을 전통 태권도인 들에게 간과되었다. 가르치지도
않고 시합에서도 금지기술이다. 미국 태권도 지도자들은 다리걸기 기술
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시합과 거리에서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발견해
내었다.133)
먹

위 기사에서 Ste e rnett은 전통적인 태권도가 100년간 거의 바뀐 것이 없는
반면 미국 태권도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현대화 되었다고 한다. 이는 전형적으로
동양의 것들은 정체되었다고 보는 견해로 사실과 다르게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기사가 실린 블랙벨트는 1984년도에 발행된 것으로 이미 태권도
는 경기화 되어 이전 가라테의 모습에 서 완전히 탈피하여 새로운 스포츠로 거
듭났다.
v

A

①에서 미국태권도와 전통 태권도의 차이점을 겨루기 자세에서 찾으며 미국
태권도는 복싱과 비슷한 자세를 사용한다고 언급한다. 이 역시 미국에 한 스
포츠인 복싱을 태권도에 대입하여 변화한 것으로 미국화의 연장선상에서 이해
할 수 있다.
친숙

②에서는 손기술의 차이를 설명하며 전통적인 태권도는 등주 과 반대지르기
와 같은 단순한 손기술을 주로 사용하는 반면 미국 태권도에서는 어 컷, 잽, 훅,
그리고 여러 가지 콤비네이 기술들을 가르 다고 설명한다. 이는 거의 다 복싱
의 동작들로 ① 과 같이 복싱을 통한 태권도의 미국화라고 볼 수 있다.
먹

퍼

션

친

③에서 필자는 전통태권도와 미국태권도의 차이점을 공격 후 자세를 가다듬는
clearing techniques에 대해 설명하며 논의 하고 있다. 큰 공격을 하고 비교적 작
은 동작인 잽을 이용하여 자세를 가다듬는 것은 복싱 기술의 하나이다. 필자는
이 후 옆차기로 상대방의 추격을 막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④에서 필자는 기존 품새에 관한 인식의 차이를 설명한다. 전통태권도 수련자들
은 품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며 품새 안에 태권도의 비밀이 있다고 생각한다
133) 『BlackBelt』, 1987년 5월호 ‘AMERICA V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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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6-50.

고 설명한다. 미국인의 입장에서는 품새수련이 마음과 신체를 같이 수련하는데
월한 효과가 있을 뿐 호신술이나 실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다고 논한다.

탁

⑤에서 John Graden은 발차기 기법의 차이에 대해 설명한다. 전통적인 태권도
의 발차기는 수련자의 신체구조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도한다
고 말한다. 반면 미국 태권도 수련자들은 다양한 각도와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수련자 개개인의 신체조건에 맞는 발차기를 지도한다고 힌다.
밝

⑥에서는 몸의 움직임도 주요한 차이점이라고 한다. 전통 태권도인들이 상하
우로 움직이는 이동성이 부족한 반면 미국 태권도인들은 복서들이 사용하는 것
과 같은 덕 과 위빙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표적을 상대로 연습한다고 설명한다.

좌

킹

⑦에서 전통 태권도인들이 간과한 점은 신체의 하단에 대한 공격이라고 설명한
다. 미국 태권도 지도자들은 시합과 실전에서 이러한 기술이 유용하다고 주장한다.
위 기사를 종합해 보았을 때 전통태권도의 기술 체계는 정체되어 변화하지 못하
고 도태되었으며 미국의 태권도의 기술 체계는 현대화 하여 더욱 진보한 형태의
태권도가 되었다고 논의 하고 있다.
이상의 담론을 종합해보면 미국 태권도 지도자들이 논의한 경향은 대체로 복싱
을 태권도에 접목 하면서 기술의 진보를 가져왔다는 견해이다. 결국 미국의 태권
도가 서구의 대표적인 격투스포츠를 모델로 삼으면서 정체된 태권도를 발전시
현대화를 이루어 낼 수 있었다는 인식이며, 태권도는 스스로 발전할 수 없으며 서
구스포츠를 모델로 미국인에 의해 재구성 되어야 한다는 오리엔탈리즘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켜

2) 태권도의 스포츠화
미국사회에서 태권도는 스포츠화 되어가며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미국 내에서 산발적이고 통일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난 것일 뿐
이다. 스포츠로서 태권도가 조직적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은 올림픽 종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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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채택되는 과정에서였다.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되며 스포츠로서 체계를 갖추었
다고 볼 수 있으며 훈련방식의 전문화와 수련목적의 세속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서부터 서구형 오리엔탈리즘의 영향으로 인해 이루어졌
다고 볼 수 있으며 서구형스포츠가 가진 틀 내에서 스포츠화 되었다는 것에 주
목해야한다.

(1) 훈련방식의 전문화
아래 기사는 im ong(US ae ondo ederation협회장) 이 말하는 스포츠
화된 한국 태권도에 관한 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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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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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미국의 태권도는 수준이 높다.” im ong(US
ae ondo ederation의 협회장)이 말했다. “한때 미국은 태권도를 한
국으로부터 수입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태권도를 다시 수출할 수
도 있을 정도이다.”
…(중략)… 사실 미국인들은 세계대회에서 한국 선수들을 상대로 거
의 이기지 못한다. 이유는? “한국 선수들은 한 분야에서 전문화되었기
때문이다.” 그가 말했다. “한국인들은 태권도를 스포츠화 하려고 한다.
그러나 무예적인 측면은 잃고 있다. 주 지르는 방법이나 막기 던지기
등을 한국인들은 수련하지 않는다. 한국인들이 원하는 것은 높은 차기
기술과 경기에서의 점수뿐이다.
…(중략)… “한국에서는 태권도 경기가 많이 치러진다.” 그가 강조했
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심지어는 초등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다.” …(중략)… “이러한 학생들은 선수로 선발되
면 오직 경기를 위해서만 태권도를 수련 한다.
im 이 말하길, “ 무 경기에 특화된 한국의 태권도는 그 본질을 망
각하게 되었다.”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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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에서 im ong은 미국의 태권도와 달리 한국 태권도가 경기적 측면에
서 전문화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태권도가 스포츠화 되면서 경기외의 여
러 가지 무예적인 측면은 배재 당했다고 언급한다. 이러한 태권도의 전문화는 근
K

Y

134) 『BlackBelt』, 1983년 5월호, ‘TAE KWON DO TRAINING’, pp.6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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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스포츠가 가진 특징이다. 축구, 야구, 농구 등의 스포츠들이 모두 자신만의 포
지 이나 특정 역할이 있다.
태권도 역시 마찬가지로 태권도의 품새, 호신술, 격파 등의 많은 부분에서 오
직 겨루기만을 위한 선수층이 생했고, 태권도 선수들은 경기를 위해서만 전문
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션

탄

다음 기사는 미국내 한국인 사범들의 현재 태권도에 대한 견해를 인터뷰한 것
이다.
…(중략)… Jong Soo ee 태권도 도장에 Jong Soo ee의 관원들의
심사를 위해 Cheung, ai, Pa , lee가 모였고, 미국 무예에 관한 견해와
올림픽 태권도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 었다 …(중략)… 1971년 3월 태
권도는 한국의 스포츠가 되었다. 최근 한국에서 온 ee가 말했다. “한
국에서 태권도는 미국의 미식축구와 같다. 미국에서는 체육시간에 모두
가 미식축구와 야구를 배운다. 한국에서는 1971년에 체조, 축구, 배구와
함 태권도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중략)… 1973년에 세계태권도연
맹이 창설되었고, …(중략)… 회칙과 규정을 만들었다. …(중략)… 한국
외에도 다른 무예단체들이 있다. 그렇지만 왜 국기원 태권도만이 올림
픽 종목에 채택된 것인가? 결정적으로 세계태권도연맹이 오 기간 동
안 스포츠 조직으로서의 조직 구성과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중략)… “사람들은 올림픽 태권도와 국기원 태권도를 혼동해서는
안된다.” ai가 충고했다. 올림픽 태권도는 스포츠이다, 복싱과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품새는 어떠한가? “품새는 좋은 선수가 되는데 아주 중요하다. 그러
나 올림픽에 품새경기는 열리지 않을 것이다.” ee에 의하면 품새 훈련
은 속도와 바른 호흡법, 형감각을 길러준다. “이것들은 어 스포츠에
서도 중요한 것들이다. 그러나 태권도는 이를 더욱 중요시 생각한다.”
품새 경기의 문제는 판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겨루기는 득점을
했는지 않했는지 알 수 있다. …(중략)… 모두가 조금씩 다른 품새를
보여주기 때문에 판정을 내리기가 힘들다. 현재 세계태권도연맹은 이러
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
…(중략)… 세계태권도연맹이 관리하는 올림픽 태권도는 다르다. 가
장 명백한 기술적 차이는 겨루기 자세이다. “뒷굽이 자세에서 나오는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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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방식과 현대의 앞서기에서 나오는 경기방식이 차이점이다.” ee
가 말하길 “현대의 앞서기에서 나오는 겨루기 방식이 더 빠르고, 강한
기술을 보여준다. 이것은 나의 견해이다.”
ee는 현대식 태권도를 가르치지만 모든 태권도 도장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가르치지는 않는다. “현대의 방식이 더 낫다. 이전의 방식보다
기술적인 측면과 연속공격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현대의 방식이
더 낫다. ...태권도는 변화가 많은 발차기와 연결발차기가 특징이다. ai
에의하면 올림픽 위원회가 국기원 과 세계태권도연맹 하의 태권도를
채택한 이유는 “우리는 진실성과 태권도계의 단합력을 증명했기 때문이
다.”135)
L

L

B

위 기사에서 한국인 사범들은 한국의 태권도가 미국의 야구, 미식 축구와 같이
완전히 스포츠화 되었고, 올림픽 경기로서 훈련방식이 전문화 에 따라 기술 체
계역시 변했다는 것을 설명한다.
됨

태권도가 전문화 되면서 품새와 격파 같은 경기외적인 요소들은 고려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무예로서의 성격은 약해지고 스포츠의 성격만이 남게 되었다고 논
하고 있다.
IM: 점수 체계가 훨씬 격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체계를 바꾸었
는데 그 이유는 선수들이 서로 위험한 부위를 치고받는 상황에서 시합
을 운영할 수 없었다. 그것은 정말 위험하다. 사고는 지금보다 훨씬 빈
번했다.
: 보호 장비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IM: 내 의견으론 손과 발을 보호하는 장비가 알려져 있지만 나
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장비들은 기술을 엉성하게 만든다. 선수들
은 지르기와 발차기를 조절하는 방법을 기를 수 없거나 거리감과 타이
밍과 같은 무예의 특징을 힐 수 없다. 가슴 보호구의 경우 보호라는
개념을 놓 것 같다. 시합에서 발생하는 주요 부상은
부상이다.
입술이 찢어지거나 코피가 나거나 이 붓는 등등 아마도 5%의 선수만
이 몸과 가슴 부분에 부상을 입을 것이다. 따라서 몸통 보호장비는 경
기를 안전하게 만들지 않는다. 사실, 국제 태권도 규칙은 발차기에 의한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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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BlackBelt』, 1983년 9월호 ‘TAE KWON DO AND THE OLYMPIC IDEAL’,
pp.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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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과 녹다운을 인정한다. 이러한 규칙은 보호되지 않는 에
강력한 공격을 하도 유도한다.
…(중략)…
IM: 이 품새에 관한 것이 정말 나를 괴롭히는 문제이다. 일본식의
가라테에는 두 가지의 근본적인 규칙이 있다. 이것은 가라테의 기본 구
조와도 유사한 것이다. 번 규칙은 ata nashi, arate nashin, 이
의미는 형 없는 가라테는 얻을 수 없다는 이다. 형은 가라테의 영혼
이라고 할 수 있다. 형들이 가라테를 “art”로 만드는 것이다. 형이 없는
가라테는 단순히 싸움이고, 소동이며 자아도 일 뿐이다. 이러한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인가?
: …(중략)… 전통적인 태권도에서는 기본자세와 기술들 현재 한국
의 태권도 경기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손날치기와 등주 같은 기술들
을 사용한다. 현재 태권도 선수들 역시 겨루기를 할 때 전통 태권도가
가진 기술들을 사용하지 않고 발차기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의 측면에만 집중하는 것을 스포츠 의학에서는 이것을 두고 ‘특수
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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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에서는 태권도가 겨루기로 전문화 에 따라 안전의 중요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 IM은 현행 보호 장비의 허술함에 부정적
인 견해를 보이고 있지만 태권도의 전문화는 전문적인 선수들을 육성함과 동시
에 이들을 스포츠선수로서 안전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보호 장비의 개발은 필
수인 것이다.
이러한 점이 무예와 스포츠의 다른 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인 무예
의 개념에서는 승패로 생사가 결정되지만 스포츠는 오락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
므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됨

록 K

아래 기사에서 필자는 태권도가 경기화 되면서 변한 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태권도는 1988년 시범경기가 될 수도 있다. 태권도는 현재 무예보다
는 무예스포츠로 여겨진다. 품새는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 변형되
었고, 효율적인 겨루기는 인기가 많아졌다. 다른 무술들과는 다르게 태
록

136) 『BlackBelt』, 1987년 1월호, ‘TAE KWON DO IN THE UNITED STATES’, pp.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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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는 겨루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범들이 지도한다.
그들은 점수를 얻기 위한 기술들을 구사한다. 때때로 이 지도자들은
태권도가 재적으로 치명적인 무예라는 것을 잊을 때가 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러한 점을 간과 한 채 지도한다. 심각한 부상이 경기와
연습 중에 발생한다.
많은 사범들이 호신술을 가르치나 합기도의 꺽기나 넘어 리기를 따
라할 뿐이다. 무 자주 사범들은 태권도의 진짜 격투 기술을 간과한
다. 태권도의 예전 방식은 어떠했는가? 효율적인 한국의 무예는 전투에
서 호신술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 졌는가? 격투적의미의 태권도는 어
디에 있는가? 안전의 중요성을 가르치는가?137)
잠

뜨

너

위의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겨루기만을 위한 태권도 선수가 양성되고 있다.
그리고 과거 태권도를 하나의 무예로서 지도하던 사범들이 이제는 겨루기만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태권도의 기술은 득점이라
는 목적을 가지고 변화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현재 지도자들조차 태권도
가 무예라는 측면을 간과 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논한다.
이상의 담론을 종합해보면 태권도가 스포츠화 되면서 훈련방식과 기술이 변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점은 태권도 수련의 목적이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과거 태권도를 수련하는 목적이 몸과 마음의 조화를 위해, 인
내와 극기를 함양하기 위해 수련하였다면 스포츠화된 태권도의 수련 목적은 경
기에서 이기는 것이 되었다.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경쟁을 기본으로 태권도를 수
련하며 시합에 가하여 달을 득하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게 된다.
참

메

획

(2) 수련목적의 세속화
아래 기사는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으로서 기존의 종목들과 같이 경쟁스포츠로
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목에 금 달을 목에 걸고 관중들에게 손을 흔들며 올림픽 시상식 단
메

137) 『BlackBelt』, 1985년 12월호, ‘THE COMBAT KICK OF TAEKWONDO’, , pp.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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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서있는 자신의 모습이 마나 멋있을지 상상해 본적이 있는가?
꿈을 꾼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꿈을 이루려면 재능과 지식을 고루
갖추어야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1988 미국 태권도 대표팀에 들어 자
격을 얻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 할 것이다.
…(중략)… US U에 가입한 후에는 state cham ionshi 에 가해야
한다. 비 지방의 작은 단위의 시합들이 있지만 주 단위의 시합에서의
결과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US U의 일원이면 구나 주 단위의
시합에 가할 수 있다. 주 단위 시합의 1,2,3 위의 선수들은 약 2달 뒤
의 전국대회에 나 수 있다. 전국 대회 상위 4위까지의 미국 태권도
국가대표팀에 합류할 수 있다.
올해에는 전국대회가 4월에 Ohio의 a ton에서 48개 주에서 650명의
가자들이 그들의 기술을 시험하려고 도전하였다. 86팀은 국가대표 코
치 아래서 1년간의 훈련을 거치고 국제 경기에 출전하게 된다.
그리고 87년도 국가대표팀 선발전이 87년 1월 2월에 시작될 것이다.
만약 당신의 꿈이 올림픽에 가하는 것이라면 늦기 전에 지금 시작해
라. 왜 하면 번 올림픽 태권도 대회가 남한의 서울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금 달을 득하는 사람은 당신이 될 수 도 있다.138)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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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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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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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필자는 미국 태권도 대표팀의 가 목적을 오직
경기에서 이겨 올림픽에서 금 달을 따는 경쟁적인 측면에서만 논의하고 있다.
태권도선수로서 올림픽에 가하려면 수많은 대회를 치르며 대표팀이 되어야하
며, 이는 무한한 경쟁을 낳게 된다. 태권도는 이제 올림픽스포츠로서 경쟁의 측
면만이 남게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겠다.
참

메

참

다음 기사는 태권도대회에 출전하려고 자신의 종목까지 바꾼 무예수련자에 대
한 일화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은 태권도가 급격히 1980년대에 유행하리라
고는 생각도 못했을 것이다.” ang이 말했다. “U.S. 올림픽 위원회와
국제 올림픽 위원회는 태권도가 1988년 올림픽에 시범경기로서 마나
흥미를 지에 대해 놀라워 할 것이다.”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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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

138) 『BlackBelt』, 1986년 7월호, ‘HOW TO MAKE THE U.S. OLYMPIC TAE KWON DO
TEAM’, pp.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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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태권도 토 먼트에 소림 쿵 와 가라테를 힌 사람이 출
전 했다면 어떠한 일이 어질까? Chicago에서 온 rlene imas, 그
녀는 여자부 웰터급에서 강하고 어난 기술로 우승했다. 21세 imas
는 올림픽에서 금 달을 따기 위해가라테 선수로서의 경력을 포기했다.
“내가 어렸을때, 오 과 같은 쿵 와 스포츠 가라테 토 먼트가 없었
다.” imas가 말했다. “내가 싸울 수 있는 기회는 오직 태권도 경기에
서 밖에 없었다. 그래서 Chicago에서 많은 태권도 사범들을 만나고 한
국식 무예를 배우기 시작했다.”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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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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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rlene imas는 원래 쿵 와 가라테 수련자이다.
하지만 그녀는 무예를 수련하는 목적이 오직 대회 가에만 있었다,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이 되자 기존에 수련하던 쿵 와 가라테를 버리고, 금
달을 목에 걸기 위해 태권도 선수로 전향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미국인들의 무예수련의 목적이 경기와 시합에 가하여 좋
은 기량을 보여주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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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당신이 가라테나 태권도 선수로서 올림픽에 출전 하고 다면
이 기사를
어야 할 것이다. 당신은 아마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군가 가라테, 태권도 그리고 올림픽에 관한 진실을 이야기 하
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만약 당신의 목표가 가라테 선수로서 올림픽에서 금 달을 따는 것
이라면 당신은 정말 어려야 한다. 왜 하면 가라테는 올림픽에서의 기
반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근 미국 올림픽 위원회 회장인 o ert elmic 은 가라
테가 1992년 올림픽 스포츠로서 채택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현재로서 위원회에서는 1992년에 가라테를 달 이나 시범종목으
로 채택할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고 혔다.
심지어 88년에 시범종목으로 확정되면서 가라테에 비해 올림픽에 다
가 지만 태권도역시 1992년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지는 알 수
없다.
무 많은 스포츠들이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되는 좁은 문을 통과하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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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BlackBelt』, 1987년 8월호, ‘13th U.S. TAE KWON DO CHAMPIONSHIPS’,
pp.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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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중략)… 만약 가라테 선수로서 올림픽에 가하려는 것이 목적이
라면 당신에게는 세가지 선택권이 있다. 하나는 포기하는 것이다. 두
번 는 계속해서 가라테를 수련하며 당신이 늙기 전 언젠가 가라테가
올림픽 종목이 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다. 세 번 는 지금 태권도 선
수로 탈바꿈하는 것이다.140)
참

째

째

위의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무예 수련의 목적은 금 달을 목에 거는데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금 달을 득하려면 태권도로 전향
하라”는 것은 여러 무예들인 마나 올림픽의 무대를 동경하고 있는가를 반영한
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태권도가 올림픽종목으로서의 가능성이 커지자 다른 무예들도 올림픽
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기 경쟁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태권도와 마찬가지
로 무예수련의 목적이 더 이상 자기수양이나 심신의 단련이 아니고 올림픽에 출
전하여 달을 득하는 것이 되었다.
메

메

획

얼

메

획

이상의 담론을 종합해보면 태권도가 완전한 스포츠로 변모했음을 알 수 있다.
태권도는 전문화, 세속화, 경기화, 관료화, 합리화를 거치며 서구스포츠가 가진
거의 모든 제반 요소를 받아들였으며 이를 토대로 체계화되고 조직적인 형태의
스포츠로 자리매김하였다.

140) 『BlackBelt』, 1987년 11월호, ‘SO YOU WANT TO COMPETE IN THE OLYMPICS?’,
pp.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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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태권도의 세계화 과정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
본 연구의 목적은 오리엔탈리즘이론을 통해 서구사회가 태권도를 어떻게 바라
보았는지를 규명함으로써 태권도의 세계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것이
다. 서구스포츠 편향적인 양상을 보이는 국제스포츠 무대에서 동양에서 비롯된
스포츠인 태권도가 세계화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태권도의 세계화 역사를 오리
엔탈리즘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해석해보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오리엔탈리즘
이 태권도 담론에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미시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주로 국내의 입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태권도의 세계화에 대한 연구
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태권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에
최종적인 목적을 두었다. 본 장에서는 Ⅲ장 Ⅵ장에서 논의된 사 들을 종합하여
세계화 과정에서 태권도 담론에 오리엔탈리즘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항

1) 가라테의 한 부류로 인식된 태권도
1960년~1970년대의 『블랙벨트』의 기사들을 종합해 보면 60년대 중반기까지
의 태권도 담론에는 가라테의 한 부류로서 가라테가 가진 일반적인 모습을 그대
로 보여준다. 대련 방식으로 촌지(寸止)를 사용하고, ata를 수련하며, 사범을
Sensei라고 부르고, 격한 지도방식을 고수하며, 결정적으로 arate에서 파생된
orean arate, orean st le arate 등의 명칭 사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상
당히 많은 부분을 일본식 가라테와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
은 가라테와 차별성을 가지지 못한 채 해외에 진출하며 겪게 된 정체성의 혼란
으로 볼 수 있으며, 이미 미국사회에 진출해 있던 가라테와 만나며 더욱 심한 경
향을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오리엔탈리즘의 전형으로 ‘가라테’라는 틀 안
에서 형성된 태권도는 차별성을 가지지 못했고, 미국에서 가라테의 기준에서 평
가되는 바람에 가라테로의 편승 혹은 종속된 형태로 나타난다.
태권도가 형성되는 과정에 내재된 오리엔탈리즘을 분석해보면 일본형 오리엔
탈리즘이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부과한 오리
K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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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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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탈리즘의 영향에 의해 일본형 무도가 한국에 크게 자리 잡아 한국의 무예는
일본화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해방 후에도 지속되어 일본 가라테의 무비판적인
수용을 초래하였고, 가라테를 한국의 무예로 동일시하게 되면서 태권도의 초기역
사가 가라테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 연구자들의 논의(강상중, 1997; 김인 , 2011; 김소연, 이용언, 2005; 정용
화, 2004; 안현정, 2009; 주성옥, 2011; 박홍규 외 8명, 2012; ana a, 2004)에서
알 수 있듯이 일제는 자신의 식민지를 관리하기 위해 서구가 ‘오리엔트’를 발명
해 낸 것과 같이 ‘동양’을 발명해 내었다. 특히 일제의 식민지 중 전략적 요충지
인 조선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하여 교묘하고 체계적인 식민지 정책을 통해
일본식의 오리엔탈리즘을 조선 내에 만들어 내었다. 이렇게 일본이 만들어낸 한
국의 오리엔탈리즘은 해방 후 약 6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사회에 존재한다.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일제가 만들어낸 오리엔탈리즘이 근대에 태권도가 형성
되는데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이다. 노희덕(1999), 정재철(1982), 윤재석(2003)은
일제가 식민지 정책의 하나로 일본문화를 조선에 이식하면서 일본사상의 중심이
라 할 수 있는 ‘무사도’ 교육을 강요했고 이 ‘무사도’ 교육을 통해 전시에 언제든
지 동원할 수 있는 ‘황국신민’을 육성하려는 것이 최종 목표였다고 주장하였다. 그
리고 김달우(1992), 이재학(2005), 박경식, (1973)은 일본의 ‘무사도’를 교육하기
위해 ‘검도’, ‘유도’, ‘황국신민체조’와 같은 일본의 무도가 무비판적으로 한국에 유
입되었다고 혔다.
이들의 연구를 오리엔탈리즘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조선의 일본화를 목적으로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교육된 일본의 ‘무사도’ 교육은 한국 무예 문화의 저변에
자리 잡게 되었고, 이렇게 한국에 주입된 일본의 무도문화는 한국인의 내면에
게 자리하게 되어 해방 후에도 한국의 무예 지도자들에게 그대로 답습되어 가라
테가 한국 무예와 동일시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일본에서 유입된
무도의 개념이 점차 한국에 일반적인 무도 관념으로 정 하게 되면서 광복을 전
후하여 유입된 가라테의 수용과 보급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는 결과를 가져오
게 되었으며, 태권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일본형 무도의 틀 안에서의 발전이라
는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송형석(2008)에 의하면 20세기 초기 오키나와에서 일본 본토로 건 간 가라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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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手)는 가라테(空手)로 명칭을 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 무도문화의 영향
을 받아 각종 규범과 형식을 덧 게 되고, 일본형 무도의 분위기를 짙게 기기
시작한 가라테가 193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소개되어 광복을 전후해
서 적극적으로 보급되었는데, 이미 36년 동안 일본의 무도 개념과 교육에 해
져 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그것을 거부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라고
하며, 일본의 식민통치기에 유입된 무도 관념은 뒤에 태권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무예들이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김태양(2011)에 의하면 1930년대에 가라테가 한국에 처음 소개되었지만 본격적
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광복 전후의 일이라고 논한다. 광복을 전후하여 일본
에서 유학하던 학생들이 귀국하였고, 이들 가운데 유학시절 ‘공수도’를 힌 이들
이 다수 존재하였고, 당시 한국에 유입된 ‘공수도’는 특정 유파가 유입되어 체계
화된 무예로 발전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유학생들에 의해 동아리 형태로 보급된
것이며, 국내 유입 초기 ‘공수도’는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초기 공수도
도장은 1947년 말경에 이르러 도관, 조선연무관, 무덕관, MC 권법부, 송무관
등 5개 계파로 정립되었다고 논의한다.
이 연구들이 주장하는바와 같이 근대의 태권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일본의
무도가 유입되는 과정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며, 일제에 의해 강
압적으로 조선에 형성된 일본형 무도는 일제가 만들어낸 오리엔탈리즘의 하나이
다. 이러한 일본식 무도 문화의 바탕 위에 가라테라는 일본 무도가 유입되면서
근대 태권도가 형성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근대의 태권도는 일제가
한국에 부과한 오리엔탈리즘의 영향으로 해방 후에도 한국적인 무예 문화를 발
전시키지 못한 채 일본형 무도의 틀 안에서 형성되었고, 이렇게 형성된 태권도는
일본의 가라테와 차별성을 가지지 못한 형태로 미국에 진출하게 된다. 결정적으
로 태권도 보다 먼저 미국에 진출하여 자리 잡은 가라테와의 유사성은 태권도가
가라테의 기준으로 평가되며, 가라테로의 편승 혹은 종속된 모습을 보여준다.
1962년~1973년『블랙벨트』의 태권도 담론에는 일본형 오리엔탈리즘과 네오오리엔탈리즘이 중층적으로 형성되어있다. 가라테의 한 종류로서 미국인들에게
인식되는 모습, 그리고 태권도 자체도 가라테와 차별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
는 오리엔탈리즘의 전형을 보여주며, 가라테의 인기에 편승하여 저변을 넓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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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되는 과정에서는 네오-오리엔탈리즘이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미국을
기반으로 해외에 진출하기 시작한 태권도는 가라테의 인기에 편승하여 가라테의
한 부류로서 저변을 확대하지만, 한국인이 가라테를 가르 다는 점은 심각한 정
체성의 혼란의 원인이 되었다. 가라테, 코리안 가라테 또는 코리안 스타일 가라
테 등으로 불리며 가라테의 한 부류로 인식되었고, 해외에 진출한 지도자들 역시
가라테의 형식을 그대로 답습하여 지도하며 가라테의 틀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
는 오리엔탈리즘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다.
당시 가라테 인기의 원인은 미국에서 유행한 네오-오리엔탈리즘의 사조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박 진(2007), 정진농(2003), 장은화(2013)가 주장하듯 20세기
의 서구사회의 철학, 종교, 문화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변화를 초래했다. 서구사
회에서 동양사상의 전래는 그 여파가 상당하여 미국 내에서 성장한 초월주의운
동의 영향과 함 기존 유럽적 사고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과 맞 려 동
양에 대한 관심이 더욱 급증하였다. 특히 선불교가 1960년대에 미국을 중심으로
널리 유행하여 인습적인 생활과 사상에서 정신을 해방시 수 있는 한 가지 대안
으로 간주되었다. 미국에서 급증한 선의 대유행은 문학, 음악 등의 미국문화 다양
한 분야에 영향을 주었지만, 비동양인으로서 사상적 차이나 문화적 차이 때문에
종종 오해되거나 왜곡되어 있었으며, 실제 불교수행은 훨씬 더 드 었다. 실제로
선이 많은 관심을 받기는 했으나, 서구인으로서 이해하기 힘든 동양사상을 이
이해하는 사람은 드 어 단지 “동양의 신비”에 이 린 호기심적인 성격이 강했다.
Ste en . Ca ener(1998)는 동양무예가 서구인이 주목한 동양의 종교, 사상,
주술적 기술 등 제반 신비주의적 요소를 모두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서구사회에
서 동양무예가 동양문화에 대한 서구인의 호기심을 가장 서구인들의 기대에 맞
게 충족시 주었고, 신체적 기술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관찰가능하고, 직접적으로
경험 가능하므로 서구인들이 동양문화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최적의 매개
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사회에서 선불교가 유행한 것에 주목해야 할 필
요성이 있는데 그 이유는 선( )이 동양 무예의 근간이 되는 철학이기 때문이다.
최종 (2002)의 주장처럼 신체를 정신적으로 단련하여 경지에 도달하는 것은 선
( )의 영향으로 일본무도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진다. 일본 무도에서 보이는 내면
적 정신성의 이는 일본의 역사가 가지는 특한 문화적 산 이며 무도의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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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은 선( ) 사상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았다. Ste en . Ca ener(1998)는 이러한
선( )에 대한 관심이 동양무예를 통해 고조되었다고 주장한다.
위의 논의들을 통해 선과 일본 무도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
으며, 네오-오리엔탈리즘이 선과 일본 무도의 인기에 중요하게 작용하였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블랙벨트』의 태권도 담론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1960년대의『블
랙벨트』에 나타난 한인 태권도 사범들은 자기절제와 극복의지를 배워나가는 것
이 태권도 정신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격한 지도 방식과 철학을 강조한다.
다음은 『블랙벨트』, 1967년 8월호에 ‘ O O S S I O
’ 라는 제목으로 실린 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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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동양의 가라테와 미국 가라테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조시학
의 의견을 었다. …(중략)… 조시학은 “한국의 가라테 수련이 더 격
하고 수련자 간의 위계질서를 중요시한다. 지도자 역시 수련자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 지도하려고 노력한다.” …(중략)…
물

엄

한인 사범들의 이러한 모습에 미국인 태권도 수련자들은 태권도를 자신의 종
교와 같이 인식하고 한인 사범들을 정신적 지주로, 자신의 삶의 구도자로 여기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무예 정신의 강조와 격한 지도방식은 선수행의 일면
으로 당시 미국사회에서 가라테가 주목받던 이유였기 때문에 태권도가 가진 고
유한 특징이었다고 볼 수 없다. 태권도가 대중화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초석이 되
었지만, 여전히 가라테로서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지도 방식과 기술체계는 수련
자들이 태권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가라테를 배우고 있다는 인식의 정도
로 그 다.
또한,『블랙벨트』의 태권도 담론 속의 한국인 지도자들은 대부분 가라테와의
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지도 방식이나, 용어 사용에 있어서 가라테의 방식
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다.
다음은『블랙벨트』 1965년 9월호에 ‘ I IM O V U ’라는
제목으로 실린 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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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그는 군산 arate팀 감 인 im o ae(6단)를 만나게
되어 군산 arate팀에서 수련하게 된다. …(중략)… rnest ie 은 군
산 arate팀에서 하루에 3시간씩 고된 훈련을 했다. 그가 말하길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기간 동안 ata와 대련 그리고 훈련을 한 것이 믿
어지지 않는다.”. …(중략)… rnest ie 은 고된 수련결과 공군대표팀
으로 발 되었고, 남원에서 열린 arate대회에서 2위를 차지했다.
rnest ie 은 1964년에 군제대 후 미국으로 돌아왔고 Michigan의
Mus egon에 arate 도장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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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한국인 사범들은 가라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ata 수련, 촌
지(寸止) 방식의 대련 등 가라테의 훈련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호성
(2007)은 당시 미국인에게 가라테는 일본 무술이라기보다 동양 무술을 하여
1990년대 동양 무예 지도자들이 미국인으로 세대교체가 될 때까지 가라테는 동양
무술의 대명사로 였다고 주장한다. 김주연(2007)은 한인 사범들의 ‘가라테’명칭
사용의 이유 중 하나로 가라테의 인기 속 에서 태권도를 알리기 위해 전략적으로
가라테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언급한다. 그러나 미국에서 가라테가 동양 무예를
대표했고, 가라테의 인기 때문에 가라테라는 용어를 사용했는지는 재고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블랙벨트』에서 가라테의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중국의
ung- u, 일본의 i odo, Judo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동양의 무예들이 고유한 명
칭으로 소개되고 있고, 모두 모국어에서 비롯된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 점을 미루어 유추해 보았을 때 가라테의 인기를 이유로 한국의 태권도를
가라테, 코리안 가라테라와 같은 가라테에서 파생된 용어를 사용한 것은 설득력
이 없으며, 오히려 가라테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이 가라테와 차이가 없었음
을 알 수 있는 사실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시에 한국인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무예를 가라테라고 불리는 것에 큰 반론을 제기하고 있지 않고, 가르치는 기술들
역시 일본식 가라테와 코리안 가라테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인임에도 자신의 무예가 가라테로 급받고, 일본 무도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
는 이러한 한계는 한국인 사범들에게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명이었다.
이상의 『블랙벨트』에 구성된 담론들을 종합해 볼 때 미국사회에서 태권도가
가라테의 한 종류로 인식되었다는 점과 한국인 사범들이 가라테를 지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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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은 일본무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형태의 오리엔탈리즘이 내재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태권도가 당시 가라테의 인기에 편승하여 미국대중에
알려지게 된 점은 네오-오리엔탈리즘이 태권도가 저변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
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경이적인 신흥무예로 인식된 태권도
가라테에서 벗어나 태권도라는 정체성을 득하는 과정은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중반의『블랙벨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는 미국사회에서 태권
도가 가라테의 한 부류로 인식되다가 한국의 새로운 무예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
어지며 기존에 내재되어 있던 일본형 오리엔탈리즘을 극복하는 기간이었다. 그리
고 가라테에서 볼 수 없었던 태권도만의 경이성이 미국인들에게 주목받으면서
새로운 차원에서의 네오-오리엔탈리즘이 작용한다. 태권도가 가진 실전성과 효율
성은 미국인들에게 한국의 신비한 무예라는 인식을 심어주었고, 이는 태권도시범
에서 볼 수 있는 위력격파와 공중 격파를 통해 배가되었다.
1960년대의 후반『블랙벨트』에 나타난 태권도 담론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가
라테와의 차별성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주로 태권도와 가라테의 차이점은 두 무
예의 기술체계에서 나타나는데 가라테의 기술체계는 주로 손에 의한 공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태권도의 기술체계는 이동성과 다양한 발기술을 강조하는 무예로
묘사된다. 송형석(2008)은 가라테의 영향을 받은 태권도의 형성과정은 지도자들
에게 태권도가 한국의 무예로서 역사적 전통과 기술적인 고유성을 증명할 필요
성을 느끼게 하여 기술용어를 바꾸고, 기술을 변경하고, 역사를 만들어내는 노력
으로 구체화되었다고 언급한다. 그리고 김주연(2007)은 1960년대 초 가라테와 별반
다르지 않았던 태권도의 기술체계가 변화하게 된 것이 한국인 사범들에게 태권도
가 가라테의 아류로 인식되는 것이 콤 렉스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블랙벨트』에 구성된 태권도 담론에서도 초창기 한인 사범들은 오리엔탈리
즘의 영향으로 가라테가 가진 기술체계를 그대로 답습하는 경향을 보여주었지만,
점차 가라테에서 벗어나려는 변화의 움직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의 결실은
가라테와 차별화된 기술체계의 개발로 나타난다. 기술체계 외에도 시합방식의 변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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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무예단체간의 교류 등 기존 일본인 주도의 전통적인 가라테와 여러 면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미국에서 일본인 가라테 지도자들은 전통을 중시하고, 보
수적인 성향이 강해 원형을 지키려는 노력에 중점을 두어 변화에 부정적이었던
것과는 반대로 한인 태권도 지도자들은 이러한 일본식 전통에 얽매일 필요가 없
었고, 가라테에서 벗어나고 었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었다.
『블랙벨트』에서 주로 언급되는 기술적인 차이점은 기존 가라테의 약점인 손
공격 위주의 단발성 기술과 무거운 움직임과 달리 발동작에 중점을 두어 몸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고, 단발적인 손 공격보다는 연속적인 공격이 가능한 발차기
와 위력적인 회전발차기 등 기술적으로 진보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또한, 시합의
주최와 다른 무예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개방적이고 서로의 장점을 수용하는 태
도를 보여주어 기존 적인 가라테단체들보다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었
던 점은 기술적인 차이 외에도 태권도 단체가 가지는 특징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태권도가 이루어낸 기술적 진보는 미군과 경찰에게 인정받아 가라테를
능가하는 실전 무예로 자리매김했다. 『블랙벨트』의 태권도 담론에서는 태권도
가 미군이 인정한 실용적인 무예로 나타난다. 이호성(2007)과 강원식, 이경명
(2002)은 미국에서 태권도가 알려지게 된 중요한 계기가 베트남전이었다는 것과
베트남에서 한국군에게 태권도를 배운 미군들이 귀국하면서 태권도의 세계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것에 동의한다.『블랙벨트』에서 역시 베트남전에서 한
국군의 활약을 집중 보도함으로써 태권도의 실전성을 강조 하였다. 당시 미군은
베트남전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던 반면, 한국군은 베트남전에서 베트콩들
을 상대로 좋은 성과를 얻고 있었고, 베트남 정부와도 우호적인 관계를 고 있
었다. 실제로 태권도 교관단은 베트남의 수상, 국회의장 등의 고위층 인사들과
군인, 경찰, 학생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었다.
아래 기사는 『블랙벨트』 1968년 11월호에 ‘
O O
IG ’라
는 제목으로 베트남에서 한국군의 활약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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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한국 군인들이 베트콩 들과 백병전을 이고 있었다. 한
국인들은 압도적으로 베트콩 들을 제압했으며 베트콩 들의 시신이 여
기저기 널려있었다. 나는 이제껏 그렇게 많은 부러진 목들과 함 된
비뼈들을 본 적이 없다. 우리는 거기에 남겨진 시체 수습을 도와야 했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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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다. 이 전투는 전설이 되었다.” …(중략)…미국과는 달리 베트남에서 가
라테라는 말은 이해 못 하지만, 태권도는 확실히 알만큼 베트남에 태권
도의 명성은 높다.

이렇게 베트남전의 중심에서 큰 역할을 하는 태권도는 미군들에게 경이로운
무예로 인식되었다. 『블랙벨트』에서 태권도는 전쟁에서 적과 상대하여 일순간
에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해주는 무예이고, 군대 내에서는 군사들
의 육체적인 능력 향상과 정신 수양을 도모할 수 있는 한국의 신비한 무도라는
담론이 형성되었다. 실전 지향적이고 실용적인 태권도라는 미군들의 인식은 일반
무예 수련자들 사이에도 전파되어 가라테와는 다른 차원의 무예라는 것을 인지
하기 시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미국사회에서 베트남전을 통해 주목받기 시작한 태권도는 결정적으로 한인 사범
들이 주최하는 다양한 가라테 대회를 통해 대중에게 알려졌다. 한인 사범들이 가라
테 대회를 주최하고 가라테 대회를 통해 태권도가 부각되었다는 점이 아이러니하다
고 볼 수 있지만, 미국 국내 가라테 단체들을 움직일 수 있는 행정력이 이미 한국
인 사범들에게 있다는 점과 태권도가 가라테와 다른 새로운 무예라는 점을 동시에
각인시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었다.
『블랙벨트』의 1967년 4월 호에는 ‘ OP
P
S I
M IC ’ 라는 제목으로 미국의 가라테 선수들 10명을 선정하였다. S i er
Mullins, Chuc oriss, lan Steen, homas a Pu et, Julio a Salle은 태권도
수련자이고, Joe e is는 오키나와 가라테 수련자, Ste e oring은 중국 켄포 수련
자, Carlos unda는 중국 쿵 수련자, ran Smith와 onn ulleners는 일본 쇼
토칸 가라테 수련자로 10명중 5명이 태권도 수련자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일본 가
라테 수련자는 단 2명으로 미국 가라테 세계에서 태권도가 어떠한 활약을 하고 있
는지 확연히 구분된다. 가라테 시합에서 보여주는 태권도 수련자들의 우수한 성적
으로 인해 코리안 스타일 가라테는 주목 받기 시작했고, 태권도 수련자들이 시합
에서 보여주는 실전적인 기술들 예를 들어 회전 발차기, 어 차기, 연속 차기 등
은 가라테를 압도하는 아주 효과적인 기술체계로 인식되었고, 경기적인 측면에서
의 재력 역시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블랙벨트』에서 가라테 시합을 통해 스타로 떠오른 선수들에 관한 일화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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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주요 기사화된다. 이 ‘아이돌’화된 스타들에 대한 미국 국내 무예인들의
관심은 스타들 각자가 힌 무예의 인기에도 영향을 미 다. 『블랙벨트』에서
매해 10월마다 조사하는 우수 선수 10인 안에 태권도를 힌 선수들이 차지하는
비율과 미국 내 무도의 점유율에서 태권도 수련인구는 큰 상관성을 보인다. 서로
다른 종류의 가라테를 힌 선수들이 시합을 통해 어느 한 이 승리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성향의 미국인들이 생각하기에 그 무예가 가장 실용적인 무예로 인정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태권도를 수련한 선수들은 각종 가라테 시합에서 최
고의 기량을 보여주었고 시합을 통해 주목받기 시작한 ‘ llen Steen’, ‘Chuc
oriss’, ‘ o o ’, S i er Mullins‘, ‘Joe a es’, ‘ ung u(유병용)’ 등은 미
국 내에서 태권도가 대중화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 선수들
이 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실용적이고 화려한 발차기 기술들은 다른 가라테의
기술을 압도하였고, 태권도의 가장 큰 기술적 특징으로 대중에게 인식되었다.
시합을 통해 알려진 태권도의 경이적인 우수성은 일반에게도 알려져 효율적인
호신술로 인식되었다. 1960년대의 미국은 치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였다. 이
보형(2005)에 의하면 베트남전쟁의 막대한 량소모에도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고, 미국의 국론은 전쟁지지파와 전쟁반대로 라져 차츰 반전 운동이 일어나
기 시작하였으며, 맬컴 엑스(Malcom X), 스토 리 카마이 (Sto el Carmichael)
등의 과격한 흑인들의 민권 운동의 촉발은 미국의 사회적 분위기를 더욱 혼란스
럽게 만들었다고 한다. 이호성(2007)역시 1960년대 후반 혼란한 했던 미국사회는
계속해서 문제를 야기 했고 특히 범죄율의 증가는 많은 사람들을 무예도장으로
가게 했다고 언급한다.
1960년대 후반의 『블랙벨트』의 태권도 담론에서는 태권도가 실제 위급상황
에서 적이나 범죄와 마주했을 때 위력을 발 할 수 있는 경이로운 무예로 인식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력이 약한 여성들도 게 배울 수 있는 태권도는
무예는 남성의 전유 이라는 통념에서 벗어나게 하고, 여성들에게도 스스로를 지
키는 데 필요한 무예라는 인식을 하게 했다. 1960년대 후반 혼란했던 미국사회에
서 범죄율의 증가는 많은 사람을 무예도장으로 가게 했다. 미국여성들은 호신술
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특히 태권도의 실전성에 주목하여 많은 미국인 여성들이
태권도를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태권도는 근력이 약한 사람도 체격이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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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력이 강한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신비의 무예로 인식되어 있어 위급한 상황에
서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블랙벨트』 1973년 7월호에 자가 투고한 이다.
독

글

…(중략)… 태권도에서는 발차기가 가장 중요하다. 여성이 상대방과
접근할 필요 없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 태권도는 발차기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가까이 있을 때에는 태권도의 손, 팔꿈
치, 발 기, 뒷차기, 리를 이용한 공격들을 가르쳐준다. …(중략)… 내
학생들은 6개월간이나 호신술을 배울 수 없다. 학생들은 당장 내일이라
도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략)…
밟

머

위의 에서 태권도는 원거리에서 혹은 근거리에서 모두 유용한 호신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빠르게 습득하여 실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호신술이라는 점 역시 강조하고 있다.
실전적인 태권도의 위력은 격파와 시범을 통해 배가되었다. 『블랙벨트』에서
격파 시범은 태권도를 신비하게 인식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인간
의 몸으로 낼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위력격파와 나는 듯한
발차기는 미국인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충분했다. 특히 기존의 가라테에 없는 높
이 어서 발로 격파하는 동작들은 당시의 미국인들에게 태권도가 가진 기술적
인 차별성을 인식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태권도 시범에서 볼 수
있는 태권도의 위력으로 인해 차츰 미국인들은 코리안 스타일 가라테가 신비한
한국의 무예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가라테와는 확연히 차별화된 무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 까지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1960년대의 후반에 들어서며 태권도는 오리엔
탈리즘의 경향을 탈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준다. 태권도는 가라테와 점점 차별화
되는 기술체계와 시합에서의 효율성이 부각되면서 가라테와는 다른 무예로 인식
되기 시작한다. 특히 베트남전에서의 활약을 계기로 미국군대와 경찰과 연계를
하면서 실전 무예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고, 서구사회가 원하는 합리성과 실
용성을 가진 무예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미국무예인들에게도 전해지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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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여 일순간에 상대를 제압하는 치명적인 격투기술, 약한 힘으로 강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호신술, 그리고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자신의 신체를 완 하게 제
어하여 위력적인 기술을 펼치는 태권도라는 담론으로 재구성되었다.
벽

3) 서구형스포츠로 재구성되어야할 대상으로 인식된 태권도
태권도가 세계화되는 과정에서 내재된 오리엔탈리즘을 분석해보면 스포츠화
되고, 올림픽종목에 채택되며 세계화를 이루는 과정에서는 서구에 의해 만들어진
오리엔탈리즘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Guttmann(1994)이 말하듯이
제국주의 시대를 거치며 확산된 서구의 근대스포츠들은 한국에서도 크게 성행하
여 한국의 전통스포츠를 하위문화로 만들어버렸다. 태권도 역시 이러한 상황에서
발전하려면 스포츠화로의 길을 모색해야 했고, 겨루기 경기를 중심으로 한 서구
형스포츠로 전환되었다. 특히 올림픽 종목으로의 채택은 태권도가 스포츠화된 이
후 최대의 업적이 되었지만, 이 역시 올림픽이 가지고 있는 제국주의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오리엔탈리즘의 재편으로 볼 수 있다.
강경란(1985), 황성진(1983), 박홍규(2003)등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한국문화
에 내재된 오리엔탈리즘은 주로 해방 후 미국을 통한 무비판적인 서구문화의 수
용으로 나타난다. 20세기 초부터 한국은 일제의 군사적 지배와 경제적 지배와 동
행된 문화지배를 경험했고, 바로 한반도에서 일본을 아낸 해방군의 자격으로
들어온 미국에 의한 지배를 받는다. 결정적으로 한반도가 미국과 소련의 냉전체제
의 대결장으로 화함에 따라 정치·경제·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에 대한 이데올
로기적 문화 투가 감행되어 한국은 철저히 미국화 되었다. 강경란(1985)은 미군
정의 통치를 받으며 식민지 자본가계급과 지식인들에게 민중적 생활기반과는 유
리된 서구문화를 교육받게 되어 자기 민족의 민중 문화를 경 하고 자기를 비하
하며 문화라 본질적으로 정치나 질생활과는 무관한 순수하게 정신적 교양이라
는 식민지 문화관을 심어주었고 이와 같이 식민지시대에 리를 오도된 문화
의식은 서구문화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의 기반이 되었다고 논의한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전통 스포츠에도 영향을 주었다. 한국 문화에 서구 스포
츠의 유입은 개 과 함 시작되었다. 심승구(2010)와 박홍규(2003)는 근대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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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

산 로 출현한 근대 스포츠는 개 기 한국사회에 도입된 후로 문명개화와 자강
을 이루는데 일정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주장하며, 한국사회가 서구적 모델을
따라 ‘근대화’ 되어감에 따라 한국사회에서 스포츠로서의 권위를 득하게 되어
전통적인 스포츠들을 주변화 하여 서구 근대 스포츠의 도입을 당연한 것으로 전
혀 의심하지 않은 채 받아들이게 되었고, 서양 근대 스포츠의 열기에 눌려 전
통스포츠는 발전되지 못했으며, 지금 까지도 대중적인 인기를 리지 못하고 있
다고 논의 한다. 김영선(2007)은 국제사회의 헤게모니가 유럽에서 미국으로 전도
되는 상황과 맥락을 같이하여 근대 서구스포츠는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했지만
현대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더욱 확대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박노자(2005)는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근대화, 산업화 과정에서 상업화된 프로스포츠는 러
텔 비전 보급률이 90%에 달하면서 대외적으로 ‘조국의 근대화’, 개인적으로는
‘성공’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고 언급했다.
결국 한국의 자본주의적 근대화의 이름으로 전통 스포츠는 서구적인 것으로
대체되거나 합리화되고 합법화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한국인의 내면에 형성된
오리엔탈리즘에 의해 서구문화를 동일시하고 서구의 기준에서 전통스포츠를 타
자화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태권도 역시 스포츠 경기로서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다른 전통스포츠처럼 쇠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서구형 스포츠와 같은
합리적이고 경쟁적인 형태로 바뀌어야 했다. 태권도는 몸과 마음의 단련을 중점
으로 수련하던 과거와는 달리 세속화되면서 수련자의 태도, 수련자와 사범과의
관계 그리고 결정적으로 태권도가 가지는 본질적인 의미 등이 합리화되고 합법
화되었다. 수련자들 역시 과거의 전통적인 수련법을 수련보다는 현대식의 경기적
측면의 수련법을 더 선호하기 시작했다.
Guttmann(1994)에 따르면 서구의 근대 스포츠가 가진 특징은 세속화, 평등성,
전문화, 합리화, 관료화, 계량화, 기 추구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김학덕
(2003)은 Guttmann이 제시한 근대 스포츠의 특징과 태권도가 스포츠화되면서 가
지게 된 특징들은 정확히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태권도는 경기화를 추진하면서
서구형 스포츠의 틀 안에서 경쟁적이고 오락적인 형태로 변화하며 대중이 릴
수 있는 스포츠가 되었다. 그리고 이는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가
속화되는데 태권도가 올림픽을 통해 세계적인 스포츠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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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나 서구중심의 스포츠이벤트인 올림픽에의 여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
1973년에서 2000까지『블랙벨트』에 나타난 태권도 담론에는 태권도가 변화하
는 과정에서 일본형 오리엔탈리즘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서구형 오리엔탈리즘으
로 전도되는 형태의 오리엔탈리즘이 나타난다. 그리고 담론 속에는 태권도가 스
포츠로 재구성되어야할 대상으로 인식되어 도장경영의 고급화, 기술의 현대화,
훈련방식의 전문화, 수련목적의 세속화와 같은 합리적이고 경쟁적인 스포츠로 변
화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블랙벨트』에 구성된 태권도 담론을 통해 당시 미국사회에서 태권도 도장경
영이 더욱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자유주
의의 사상과 상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프래그 즘 철학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에서 태권도 도장의 경영 역시 이 이 남지 않으면 성공한
도장이 아니었다. 태권도 도장을 성공적인 사업으로 확장하려면 경영자 자신이
태권도실력이나 지도력은 필수로 갖추어야 할 사 이고, 경영감각까지 갖추어야
하며, 결국 피트니스 터와 같은 형태의 무예도장으로 변해야 한다는 담론이 형
성되어 있다. 『블랙벨트』에서 한국인 사범들은 주도적으로 도장 경영의 변화를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관원을 유치하기 위해 예전의 낙후된 시설에서
벗어나 도장을 확장하고 새로 정비하여 이전보다 더 쾌적한 환경에서 관원들이
수련할 수 있도 개선하고, 현대화된 고급 피트니스 장비와 스파 같은 시설에 투
자를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음은 『블랙벨트』 1979년 10월호에 ‘M I
S SP S
UU
IV S’라는 제목으로 실린 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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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도장 운영과 시설의 변화는 태권도가 미국식으로 합리화 되고 상업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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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도장은 더는 무예를 통해 정신 수양을 하는 이 아니
라 헬스 럽같은 형태의 장소로 변화한 것이고, 도장의 사범들은 제자들에게 무예
의 정신과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효율적 도장 경영을 통한 관원
유치를 목적으로 하여 경영이 세속화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태권도가 스포츠화 되어가며 수련방식이 변화되었다. Melting Pot이라
불리는 미국은 미국 국내에 유입된 모든 문화를 미국식으로 변화 하려는 경향은
『블랙벨트』에 그대로 드러난다. 미국사회가 문화적 우월주의로 자국내 유입된
문화를 미국화하려는 현상이 나타나 동양의 무예들을 미국화하려는 움직임을 감
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미국내 미국화’ 현상으로 이는 문화제국주의적 성격이
다분하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무예계의 변화 양상을 두고 보았을 때 태권도는
정체되고 발전이 없으며 시대에 뒤 어진 것으로 인식하는 전형적인 사이드식의
오리엔탈리즘으로 이해할 수 있다.
『블랙벨트』의 담론 속에서 태권도 수련은 정신적인 측면과 품새 수련은 배제
되고 경기기술의 발전만을 내세우는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인들은 전통 태권도는
움직임이 단순하고 예측하기 기 때문에 변화시 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그
들에게 한 격투 스포츠인 복싱에서 그 답을 찾았다. 이는 태권도를 서구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구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복싱과 결합을 시도한 것이다. 미국인
들이 서구의 대표적인 격투스포츠인 복싱을 모델로 삼아 정체된 태권도를 발전
시 현대화를 이루어 낼 수 있었다고 인식하는 점은 태권도는 스스로 발전할
수 없으며 서구스포츠를 모델로 미국인에 의해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오리엔탈리
즘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태권도가 스포츠화의 절정을 이룬 것은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된 것이다. 이재
학(2005), 강석재(2012)가 논의한 바와 같이 태권도가 스포츠로서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되는 과정에서였다.
김학덕(2001)은 올림픽의 태권도는 완전히 경기적 측면만을 발전시킨 것으로 겨
루기 선수의 육성이라는 전문화를 가져왔고, 수련의 목적이 세속화 되었다고 논
의한다. 『블랙벨트』의 태권도 담론 속에는 태권도가 전문화되면서 품새와 격파
같은 경기 외적인 요소들은 배제되기 시작했고, 무예로서의 성격은 약해지고 스
포츠의 성격만이 남게 되었으며, 태권도 수련자들이 경기를 위해서 양성되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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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선수가 되어가는 과정이 나타나있다. 그리고 태권도가 겨루기를 중심으로 전문
화 에 따라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태권도의 전문화는 전문적인 선
수들을 육성함과 동시에 이들을 스포츠선수로서 안전을 고려해야 하므로 보호
장비의 개발은 필수였다. 이러한 점이 무예와 스포츠의 다른 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인 무예의 개념에서는 승패로 생사가 결정되지만, 스포츠는 오락
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게 된 것이다.
황건수(2000)는 태권도가 스포츠화되면서 동양의 전통적 사상과 문화가 점차
서구화 되며 스포츠적인 성격이 강해지면서 지나 경쟁심과 승부에 집 등이
나타나기 시작해 교육적 차원의 무도성이 사라지고, 승리지향적인 면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블랙벨트』의 태권도 담론에서도 태권도 수련 목적의 변화를 감지
할 수 있다. 과거 태권도를 수련하는 목적이 몸과 마음의 조화를 위해, 인내와
극기를 함양하기 위해 수련하였다면 스포츠화된 태권도의 수련 목적은 경기에서
이기는 것이 되었다.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경쟁을 기본으로 태권도를 수련하며
시합에 가하여 달을 득하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게 된다. 『블랙벨
트』에서 나타나는 태권도 수련자들의 특징은 태권도 시합 가의 목적을 오직
경기에서 이겨 올림픽에서 금 달을 따는 경쟁적인 측면에서 만을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올림픽 대표팀에 가하기 위해 수많은 대회를 치러야
하는 점은 무한한 경쟁을 낳았다. 게다가 태권도 외의 무예 수련자들이 올림픽에
서 금 달을 득하기 위해 기존에 자신이 수련하던 무예를 버리고 태권도 선수
로 전향하는 모습도 보여준다.
다음은 『블랙벨트』 1987년 8월호에 ‘13th U.S. ae on o Cham ionshi s’
이란 제목의 기사로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미국 무예계에 마
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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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Chicago에서 온 rlene imas, 그녀는 여자부 웰터급에서
강하고 어난 기술로 우승했다. 21세 imas는 올림픽에서 금 달을
따기 위해가라테 선수로서의 경력을 포기했다.
“내가 어렸을 때, 오 과 같은 쿵 와 스포츠 가라테 토 먼트가 없
었다.” imas가 말했다. “내가 싸울 수 있는 기회는 오직 태권도 경기
에서 밖에 없었다. 그래서 Chicago에서 많은 태권도 사범들을 만나고
한국식 무예를 배우기 시작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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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사례는 태권도 수련자들뿐만 아니라 무예 수련의 목적이 경기와 시
합에 가하여 좋은 기량을 보여주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리
고 태권도가 올림픽종목으로서의 가능성이 커지자 다른 무예들도 올림픽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기 경쟁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태권도와 마찬가지로 무예
수련의 목적이 더는 자기수양이나 심신의 단련이 아니고 올림픽에 출전하여
달을 득하는 것이 되었다.
1974년부터 2000년 사이『블랙벨트』의 태권도 담론을 종합해보면 태권도가
스포츠화 되면서 무예라는 측면이 약해져갔고, 도장이라는 공간도 역시 상업 활
동을 하는 공간으로서 전환을 이루게 된다. 도장 기능의 전환은 전통적인 사제
관계를 계약관계로 만들었고, 더는 도장이 심신의 수련을 위해 오는 공간이 아닌
개인의 건강과 즐거움을 찾기 위한 공간으로 전환되었다. 도장을 운영하는 사범
들은 점차 전문 경영인으로 바뀌었고, 더 많은 관원을 유치하기 위해 도장을
확충하고, 고급 헬스 시설을 설치하는 등 제자가 아닌 고 을 어드리기 위한
투자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태권도가 스포츠화 되며 보여준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태권도 기술체계의 변화이다. 60년대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태권도의 발차기를 중
심으로 하여 품새와 호신술 등은 배제되고 점차 경기에 적합한 형태로 변화하였
고, 가라테식의 낮은 자세에서 나오는 큰 동작과 한 두 번의 공격으로 끝나고 마
는 단발성의 공격 대신 빠르고 연결 공격이 가능한 발기술로 변화했다. 이는 미
국사회에서 특히 복싱과 결합의 형태로 나타났고, 복싱의 가벼운 발놀림, 손놀림
등을 채용하여 미국식 스포츠로 변환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태권도의 스포츠화
는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절정을 이루었다. 태권도는 전문화, 세속화, 경기
화, 관료화, 합리화를 거치며 서구스포츠가 가진 거의 모든 제반 요소를 받아들
였으며 이를 토대로 체계화되고 조직적인 형태의 스포츠로 자리매김하였다. 마
내 서구식의 체계화된 모습으로 발전한 태권도는 올림픽에 받아들여졌고, 올림픽
이라는 또 하나의 틀 안에서 세계화를 이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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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태권도의 세계화는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에 그 중요
성을 인정받아 그동안 많은 연구자의 연구대상이 되어왔다. 실로 다양한 측면에
서 연구되어 오고 있는 태권도의 세계화는 태권도가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연장으로, 태권도의 세계화를 새로
운 시각으로 분석해보았다. 국내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태권도가 세계화될 수 있
었던 발판이 된 서구사회의 입장에서 다시금 태권도의 역사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태권도가 어떻게 서구사회에 접근하였고, 왜 서구사회가 많은
동양 무예 중에서 태권도에 주목했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답을 얻기 위해 이 연
구를 시작하였다.
근대 역사의 흐름 속에서 태권도의 세계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서
구의 시각으로 태권도 세계화의 역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이를 위해 오리엔
탈리즘이론을 적용하여 태권도가 서구사회에 어떻게 접근하게 되었는지, 서구인
들이 태권도의 어떠한 가치에 주목했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답을 찾으려고 노력
했다. 이러한 본질적인 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먼저 Ⅱ장과 Ⅲ에서 기존
의 오리엔탈리즘연구와 태권도연구들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에 내재된 오리엔탈리
즘을 분석하여 오리엔탈리즘이 한국사회에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지와 태권도
세계화의 역사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규명하였다. 그리고 태권도의 세계화
역사에 내재된 오리엔탈리즘의 관점으로 Ⅳ장과 Ⅴ에서 미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블랙벨트』에 구성된 태권도 담론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 문화에는 일본
과 미국을 위시한 제국주의 열강에 의한 오리엔탈리즘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한국문화에 내재된 오리엔탈리즘이 태권도의 형성부터 세계
화되는 과정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오리엔탈리즘은 『블랙벨트』에 구성된 태권도 담론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
났다. 1960년대의『블랙벨트』초·중반의 태권도 담론에는 일본형 오리엔탈리즘과
네오-오리엔탈리즘이 중층적으로 형성되어 태권도가 가라테의 인기에 편승 혹은
종속되는 모습으로 미국사회에서 대중의 인기를 얻는데 성공한 반면, 가라테 틀
내에서 형성된 태권도는 미국사회에서 가라테의 한 부류로 인식되는 한계를 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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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었다.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중반을 거치며 태권도는 탈( ) 오리엔탈리
즘의 경향을 보여준다. 베트남전쟁에서의 활약으로 말미암아 인정받게 된 태권도
의 실전성은 미국군대와 경찰에 보급되는 등 무예로서 실용성을 인정받았고, 효
율적인 호신술과 가공할 위력,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수련자의 움직임
을 종합했을 때 ‘태권도의 경이성’이 미국사회에서 주목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
렇게 신비한 무예로 재인식되기 시작한 태권도는 결정적으로 가라테 시합을 통
해 대중화되며, 기존 가라테의 한 부류라는 인식에서 탈피할 수 있을 가능성을
찾게 된다. 태권도를 수련한 선수들이 구사하는 다양하고 강력한 발차기는 다른
가라테를 압도했고, 시합에서 보여주는 실용적인 발차기 기술들은 태권도 선수들
의 대표 기술로 자리매김한다.
마지막으로 태권도는 서구형스포츠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스포츠화 되면서 큰
변혁을 맞게 된다. 이 시기에는 태권도의 스포츠화가 한국과 미국에서 조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먼저 미국에서는 태권도가 변화를 모르고 정체되어 있다고 인
식되어 미국인에 의해 현대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태권도는 스스로
발전할 수 없으며 미국에 의해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오리엔탈리즘적인 시선을 내
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서구 스포츠의 틀 내에서 스포츠화
되며 오리엔탈리즘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태권도는 전문화, 세속화, 경기화, 관료
화, 합리화를 거치며 서구스포츠가 가진 거의 모든 제반 요소를 받아들였으며 이
를 토대로 체계화되고 조직적인 형태의 스포츠로 자리매김하였다. 결정적으로 이
렇게 서구식의 체계화된 모습으로 발전한 태권도는 올림픽종목으로 선정되었고,
올림픽을 통해 세계화를 이루게 되었다.
태권도가 세계화된 지금 오리엔탈리즘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서구 스
포츠의 상징인 올림픽에 있다. 올림픽은 그 자체가 문화 제국주의적 성격을 가지
고 있으며, 올림픽 경기 내에서는 모든 것이 서구의 기준에서 평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았을 때 태권도의 올림픽 종목으로의 채택은 또 다른 측면에서 오리엔
탈리즘을 내재하고 있다. 사이드가 주장하듯이 서구에게 동양은 이국적인 문화로
서의 호기심과 탐구의 대상이라는 긍정적인 면과 식민지로서의 지배와 의
대상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함 가지고 있다. 동양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측
면이 더 강하게 자리 잡아 서구의 열등한 보완체로서, 서구문명 자신의 우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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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시 주는 대립적인 타자로서 인식되었다. 현 올림픽의 형태도 이와 다르지
않아 서구편향적인 종목구성과 IOC의 막강한 권한 내에서 동양의 올림픽 가는
국제스포츠로서의 구색 맞추기에 지나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제국주의시대에 지
배자의 주체로서 피지배지인 동양을 타자화하여 서구문명과 동양문명 양 측 모
두에 왜곡된 인식을 남기게 되었던 상황과도 맥을 같이하여 동양인은 올림픽의
기준에서 그들의 신체적인 능력을 평가받게 되었다. 이렇게 서구 스포츠는 서구
문명의 특허 이 되었고, 동양의 전통스포츠는 서구스포츠의 하위 격으로 전락하
였다.
이러한 국제스포츠사회에서의 오리엔탈리즘적인 현상은 올림픽의 세계에서 태
권도의 위상변화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태권도는 올림픽의 종목으로서 부합하
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기는 했지만 퇴출 위협은 지속되고 있고, 태권도를 비롯한
가라테, 우슈 등 여러 동양 무예의 올림픽을 향한 맹목적 추구는 IOC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우월한 이미지로 형상화한다. 이러한 서구 중심적인 올림픽의 틀 안
에서 이루어진 태권도의 세계화가 과연 태권도가 주체성을 가지고 발전한 진정
한 의미에서의 세계화인지 의심해보아야 한다. 태권도가 세계화되어 많은 사람이
즐기는 스포츠가 되었음에도 역사적인 정통성에 대한 문제 제기, 철학의 부재,
무예와 스포츠 사이에서의 고민 등 극심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이유가
태권도가 그동안 주체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
이다.
태권도는 이미 오리엔탈리즘에서 벗어나는데 성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가라테의 한
부류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무예인 ‘태권도’로 주체성을 득하는 모
습은 오리엔탈리즘을 극복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비 다른 형태의 오리엔탈리즘
으로 전도되는 한계를 보여주었지만, 태권도가 시나마 주체성을 가지고 움직였
던 순간이다. 본 연구자는 제국주의 시대가 끝나고, 포스트모더니즘을 지향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찾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오히려 태권도는 이에 반하여 예속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음에 문제를 제기한다. 세계적인 스포츠로 성장한 태권
도인 만큼 이제 주체성을 찾고 오리엔탈리즘에서 빠져나와 더 큰 개념으로서 태
권도를 지향해나가야 할 것이다. 태권도의 역사가 보여주었듯 다시 한 번 태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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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인식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순간 동·서양의 문화
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스포츠문화가 창조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태권
도가 어떠한 변화의 림길에 서 있는지는 신중하게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갈

본 연구자는 태권도의 세계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려고 시도했으나,
부족하게도 구체적인 태권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향 후 새로운 관
점에서 태권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제국주의 시
대가 끝나고 식민지시대를 극복한 동양의 여러 국가가 일어서고 있는 현재에 국
제스포츠사회에서 올림픽의 서구중심주의는 종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동안 서구스포츠에 밀려 동양인 스스로에게도 무시되었던 전통 스포
츠들의 가치를 되찾아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동양 스스로가 기존의 오리
엔탈리즘에서 벗어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전통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동양 문화로서 재 생되어야 한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측면에서 동
양스포츠의 가능성과 가치를 재탐색하는 후속연구도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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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dentification of orientalism in globalizing Taekwondo
-Focused on the Taekwondo discourses in『Black Belt』Sung Je oon
e f. of Ph sical ducation
he Graduate School
Seoul ational Uni er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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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entalism ithin the orean culture as created in a multi-la ered a
since the 19th centur
im erialistic o ers li e Ja an and the United
States. he Orientalism that has een affected the im erialistic o ers
other-li ed the orean culture, ma ing it seemless de elo ed and inferior to
others. his has rought a huge change to the orean culture as a hole.
he Orientalism created ithin the orean culture has had a ig im act in
‘ ae ondo’ hich is the most re resentati e of the orean culture and
la ed a ma or role in hel ing ae ondo ecame a orld class s orts.
his stud anal ed discourses on ae ondo sho n in 『 C
』, hich co ers martial arts and com at s orts, from 1960 to date, in order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rocess of ma ing ae ondo a orld
class s orts and the form of existence of orientalism during that rocess’.
s a result, Ja anese orientalism, eo-orientalism and estern orientalism
ere em edded in the histor of ae ondo glo ali ation. he ae ondo
as no n as the arate of Ja an
mericans at the initial stage of its
glo ali ation and the notion that it is one of Ja anese martial arts as
dominant. Interestingl , ae ondo goes along ith the o ularit Ja anese
arate at the stage of o erseas ex ansion. ae ondo esca ed from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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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and esta lished its identit as orea s martial arts demonstrating
and a ealing technical differences and attem ting to ecome s orts.
ae ondo transformed itself from a traditional martial arts to modern
martial arts and s read across man countries. inall , ae ondo oined the
Ol m ic games and as recogni ed as a glo al s ort. It has the
characteristics to esta lish itself as an agent in the ost-orientalism time
here the existing s orts culture is mostl dominated the estern orld.
s such, anal ing discourses on 『 C
』, researcher found
out that during the rocess of ae ondo s glo ali ation, ae ondo has
attain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orientalism hich de end greatl to arate,
a Ja anese martial art, and esterner’s modern s orts and the characteristics
of ost-orientalism hich are the de elo ment that came from o ercoming the
internal orientalism created im erialism.
o e er, ae ondo in the Ol m ic Games could e another face of
orientalism. hat is ecause the Ol m ics are a legac of estern
im erialism. he IOC is s m olised as estern o er in the international
s orts societ ecause arious inds of sian martial arts are no
challenging the IOC to e acce ted as Ol m ic e ents.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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