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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컨퍼런스에 참석해주신 귀빈과 교수님 그리고 태권도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곳 무주 태권도원에서 개최되는 국제 태권도 컨퍼런스에서 여러분들을 맞이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위해 참석해주신 Vitale 

박사와 김중섭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토론자로 참여해주신 장회식, 

Achutam Lamichhane, 김동원, 최윤규, 그리고 Khalil Jabran님께도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더불어, 이번 컨퍼런스를 주최·후원해 준 태권도진흥재단과 컨퍼런스 조직 

위원회 임직원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컨퍼런스의 주제는 “태권도원을 활용한 태권도 외교 활성화 방안”입니다. 태권도 

외교는 태권도를 통한 국가간 우호협력 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는 외교정책 중 하나

입니다. 최근 국제관계에 있어 태권도 역할의 중요성은 전 세계적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태권도 종주국인 한국에서도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권도 외교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은 본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발제자 및 토론자 분들을 

통해 다양한 의견으로 도출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다양한 의견들을 어떻게 

현실적인 방법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조언은 앞으로 태권도 외교가 나아갈 방향과 비전, 정책

수립에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태권도 외교에 활력을 주는 학술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외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호응에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 1일

개  회  사

국제태권도학회 회장   송   종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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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내외 태권도인, 관련 교수 및 연구자 여러분, 그리고 문체부, 전라북도, 

무주군 관계자 및 이 자리에 함께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이번 컨퍼런스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신 송종국 교수님을 

비롯한 국제태권도학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태권도원을 활용한 태권도 외교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국제태권도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태권도원은 ‘세계 태권도의 중심이자 성지’입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태권도원이 전 세계 ‘태권도 교류 네트워크의 중심’지이자, 태권도 

가치 창출 및 확산을 통해 ‘태권도 문화외교진흥’의 리더로서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경험과 지식을 전수해 주시고, 태권도 가치를 함께 

공유하여 태권도원의 외교 경쟁력이 강화 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합니다.

앞으로 재단은 태권도계 뿐만 아니라 태권도 그 이상의 분들과도 화합·단결하고 소통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컨퍼런스 참석을 위해 태권도원을 방문해 주신 참가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 1일

환  영  사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김   성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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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외교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드외교는 2개 이상의 정치기구나 국가 

간의 공식적인 정부관계와 관련되어 있으나 소프트 외교는 비정부 단체들 간에 이루어지

는 좀 더 비공식적인 외교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비정부 단체들은 간혹 정부의 지원을 받

기도 하지만 대체로 민간교류로서 운영된다. 소프트 외교에서는 정부가 관여함으로써 서

로 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더 나아가서 정치적 협력이 증가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스포

츠, 음악, 예술전반 그리고 기타 문화교류 등을 통해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결

집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다. 태권도는 정부의 지원과 암묵

적 승인으로 소프트 외교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태권도(Taekwon-Do)”로 표기하는 것

은 국제 태권-도 연맹(ITF) 회원들이 행하는 태권도 스타일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반면에 “태권도(Taekwondo)”는 올림픽이나 국기 스타일의 태권도를 의미하게 된다. 본 

글의 목적은 태권-도가 지금까지 이룩했던 소프트 외교로서의 여러 가지 성취들을 제시

함으로써 이러한 노력을 더욱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외교에 대한 정의

태권도 외교의 여러 가능성들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서 먼저 외교에 대한 정의를 내

린 다음 이것이 지닌 한계를 이해하고자 한다. 외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될 수 있다: 

1.  교역협정 체결, 조약수립 등과 같이 일정한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국가 간에 이루

어지는 공식적 활동(3),

2. 이러한 협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

3.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포함해서 효과적이고 긍정적으로 사람들을 다룰 수 있는 

기술(3)(예를 들어, 요령이나 기지), 

4.  한 국가(혹은 국가 내의 단체나 개인)가 대화나 협상을 통해서 다른 국가들과의 관

계 속에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수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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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든 국가들의 문제와 필요에 대해 이해하고 가능하다면 상호적으로 유리할 수 있

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게 유도함(2),

6.  국가 내지는 국제기구, 혹은 군주와 봉신 관계처럼 지위가 서로 다른 조직들 간에 

양자 및 다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연맹, 조약, 협약 등을 협상함으로써 국제관계를 

수립하는 기술 및 활동(3),

7. 적대감을 피하거나 완화할 수 있게 사람들을 잘 다룰 수 있는 요령 및 기술(3).

스포츠 외교

스포츠와 예술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공통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좋은 기

회를 제공해 준다. 결국 공통의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타인을 바라볼 때 인지하게 되는 여

러 가지 외적인 차이들을 넘어설 수 있게 해준다. 스스로를 다르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함

께 좋아할 수 있는 공통의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외적인 차이들을 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사람들은 이와 같이 표피적인 차이보다 더 많은 공통

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에 이르렀을 때 더욱 의미 있

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 이 깨달음은 정부 간의 교착상태를 깰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상호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 사람들이나 외국정

부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할 수 있게 해준다. 

태권-도의 소프트외교 역사 

한국 현대정치에서의 태권-도

태권-도는 1959년부터 해외 외교활동을 시작했다. 태권도의 창시자인 최홍희 장군은 

군 태권-도 시범단을 이끌고 남베트남과 대만을 방문했다. 이 시범단은 한국군(태권-도

가 처음 시작되었던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소속 군인들로 구성되었다. 이 역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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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을 통해서 태권-도가 최초로 해외에 선을 보였다. 또한 남베트남과 대만 모두 상징

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 두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은 공산국가

와 분단대치 중이었다. 

이 방문은 당시 베트남 대사였던 최덕신 장군의 노력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었다. 최덕

신 장군은 일찍이 태권-도의 국제적인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이 방문을 통해서 태권-도는 한국을 해외에 알리는 소프트 외교활동으로 

최초의 한국문화 수출품이 되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배와 625 전쟁으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제 태권-도는 최초의 한류로 불려질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전세계인들이 한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훌륭한 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방문으로 최홍희 장군은 군대의 태권-도 사범들을 베트남(1962)과 대만(1967)에 정

식으로 파견할 수 있었다. 

1961년 5월 16일에 군대에 의한 쿠테타가 일어나면서 한국은 다시 큰 혼란에 빠져들

게 되었다. 이로 인해 결국 최홍희 장군은 외교사절단으로 말레이시아에 파견되고 최초

의 말레이시아 한국 대사관이 되었다. 이곳에서 최초의 한국 대사관을 설립한 후에 그는 

자신의 서예기술을 이용해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그가 이용했던 전술 중 하나는 전

통 서예기술을 이용해서 태권-도를 글씨로 쓰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이 기자회견은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최홍희 장군은 태권-도가 한국의 무술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현지 신문에 이 기자회견이 보도된 후에 한 젊은 말레이시아 남성이 대사관으로 전화

를 걸어왔고 최홍희 장군은 이 사람에게 대사관을 찾아오라고 말했다. 유도 유단자인 이 

말레이시아인은 말레이시아 최초의 태권-도 학생이 되었고 한국 대사관은 최초의 태권-

도 도장이 되었다. 그러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전역한 한국군 출신 태권-도 사범이 그를 

보내서 현지인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게 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말레이시아 태권-

도 연맹(1963)과 싱가포르 태권-도 연맹(1964)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1965년 말에는 베트남에서도 태권-도 연맹이 설립되었으며 그 이후로 베트남인들에

게 태권-도를 가르치기 위해 700여 명의 군 태권-도 사범들이 베트남으로 파견되었습

다. 한국은 베트남전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큰 규모의 군대를 파병했었다. 따라서 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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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 거주했던 최초의 한국인들은 군 태권-도 사범들이었다. 

최홍희 장군은 말레이시아에서 대사로서의 임기를 마친 후에 서울로 되돌아왔으며 대한 

태수도 협회의 세 번째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1965년 8월에는 태권-도로 이름을 변경하도

록 협회에 압박을 가하는 데 성공을 거두었다. 마침 이 당시에 그는 한국 정부가 후원하는 

국기 태권-도 친선 투어를 지휘했다. 이 국제 투어에서 최홍희 장군은 특사로서 영어로 된 

태권-도 책을 배포했으며 이를 통해 태권-도를 전세계에 소개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 

투어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중동을 거치면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 투어는 박정희 대통령의 군사정부의 지원과 최덕신 장군의 노력으로 실현될 수 있

었다. 당시에 최덕신 장군은 서독에서 대사관으로 근무했다. 이 투어에 포함된 나라들은 

1966년 3월 22일에 ITF 설립 회원국이 되었다. 최홍희 장군의 지휘 하에서 ITF는 태권-

도 세계화의 동력이 되었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알게 되

었다. 

첫 ITF 시범단이 각각 1967년과 68년에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태권-도 시범을 선보

였었다. 1968년에는 최홍희 장군이 ITF 시범단을 이끌고 Conseil International du 

Sport Militaire(CISM, 국제 군 스포츠 위원회) 심포지엄 개최도시인 프랑스 파리로 향

했었다. 파리에서 태권-도 시범은 군 올림픽을 위한 행사로 선보였다. 최홍희 장군은 서

울로 복귀했을 때 한국정부로부터 첫 리서치 스포츠 상을 받았다. 

1973년에는 세 번째 ITF 시범단이 23개국을 방문했다. 이 투어는 미국의 중앙정보부

(CIA)가 지원했다. 시범단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의 여러 지역에서 태권-도 시

범공연을 했으며 그 이후에 5개국이 ITF에 가입했다. 이 투어에서 최홍희 장군은 여러 

정부인사들과 만남을 가졌다. 그리고 당시에 이미 ITF는 서울에서 캐나다 토론토로 이전

했다. 

올림픽 태권도를 통한 소프트 외교의 지속 

올림픽 태권도 교육본부인 국기원은 대한 태권도 협회(앞에서 언급한 대한 태수도 협

회)의 중앙 체육관으로 문을 열었으며 이곳에서 제1회 태권도 세계 선수권 대회가 열렸

다. 세계 선수권 대회가 끝난 후에 참가국들에 의해서 세계태권도연맹이 설립되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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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국기원에서는 1974년 시범단이 결성되었다. WTF는 올림픽 태권도의 아버지로 불

리는 김운용의 지휘로 태권도를 전세계에 전파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다. 

김운용의 비전은 태권도를 한국의 국민 스포츠로 만든 후에 국제화하는 것이었으며 최

종 목표는 태권도를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하는 것이었다. 그는 거의 기적적일 만큼 

단기간 내에 이러한 목표를 달성했다. 스포츠를 통해서 태권도의 인기를 높아지자(특히 

올림픽과의 연관성을 통해서) 더 많은 나라들이 태권도를 수용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한

국에 대한 이해와 평가가 더 높아졌다. 물론 국가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는 국제교역에 도

움을 주는 것을 포함해서 한 국가의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국

기원은 태권도 사범들을 해외로 파견하는 데에도 많은 투자를 했다. 

ROC 없는 ITF의 지속적인 소프트 외교

다른 한편 ITF는 정부지원의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은 공산주의 국가들과 

어떠한 외교관계도 맺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ITF 태권-도는 ITF 사범들과 ITF 회원들을 

통해서 공산권으로 진출했다. 이제 캐나다 시민이 된 최홍희 장군은 냉전시대에 유럽을 

둘로 나누었던 철의 장막 뒤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1978년에 그는 다

섯 번째 ITF 시범단을 데리고 공산주의 국가들을 방문했다. 이 역사적인 투어는 1979년

에 범유럽 태권-도 연맹의 설립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당시에 민주 진영이었던 유럽 서

부지역과 공산주의 진영이었던 유럽 동부지역을 모두 아우른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름

이 붙여졌다. 이것은 태권-도를 통해서 이룩된 놀라운 성취였다. 

올림픽에서의 태권도

ITF는 계속해서 공산권으로의 태권-도 전파를 주도했다. 이것은 국제 올림픽 위원회

(IOC)가 태권도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왜냐하면 올림픽 종목

은 전세계적인 인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만약 세계의 절반이 태권도를 하지 않는다

면 올림픽 태권도는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1988년에 ITF는 공산국가(헝가리 부다

페스트)에서 첫 태권-도 세계 선수권 대회를 개최했다. 당시에 한국은 공산주의 국가들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aekwondo 13

과 어떠한 외교관계도 맺지 않고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은 1988년 올림픽에서 당

시 공산주의 국가였던 헝가리와 처음으로 관계를 수립하게 되었다. 

공산주의를 통한 태권-도 전파

ITF는 북한(DPRK)으로 태권-도를 소개하면서 절실하게 필요한 추진력을 얻게 되었

다. 최홍희 장군은 1980년 9월에 일곱 번째 ITF 시범단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했다. 그리

고 그는 한국전쟁 시에 북한과 직접 싸웠던 지역 출신의 태권-도인들을 시범단에 포함

시키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냈다. 그는 태권-도를 통해서 적과도 친구가 될 수 있

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또한 그는 또 다른 공산주의 국가였던 유고슬라비아 출

신의 회원을 시범단에 포함시켰다. 이것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는 

공산주의 국가들이 태권-도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에 북한은 유고슬라비

아와 친선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방문은 유고슬라비아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북한이 태권-도를 받아들이면서 ITF의 주요 회원국이 되었고 마치 한국이 WTF를 지

원했던 것과 비슷하게 ITF를 지원했다. 결국 북한의 사범들이 전세계의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그리고 외교관계를 맺고 있었던 비동맹 국가들로 파견되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초반부터 북한과 남한 모두 태권-도를 전세계로 전파하는 데 일조했다. 소련

이 해체되고 철의 장막이 붕괴되면서 냉전이 종식되자 한국은 발 빠르게 공산권으로부터 

해방된 동유럽 국가들과 더 긴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당시에 WTF는 태권-도 단체

들과 자유롭게 교류하면서 ITF 스타일의 태권-도에서 올림픽 태권도로 전환하도록 유도

했다. 그리고 1994년에 태권도는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북한이 이용했던 그 외 다른 소프트 외교 전술:

• 1982년에 최초의 공동 한국 태권-도 시범단을 개최함. 

•  1989년에 태권-도가 포함된 행사에서 180여 개 국가 출신의 30,000여 명에게 문

호를 개방함. 

• 1992년과 그 이후에 ITF 세계 선수권 대회를 개최함. 

•  2007년과 2011년에 잡지 ‘태권도 타임즈’와의 협력으로 북한 태권-도 시범단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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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을 방문함. 

•  2015년(러시아 첼리야빈스크)과 2017년(한국 무주 태권타운)에 WTF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시범공연을 선보임. 

올림픽 태권도의 소프트 외교 활동

이제 WT의 회원국 수는 유엔보다 더 많은 208개국으로 성장했다. 이것은 국제 축구

연맹인 FIFA의 회원국 수에 야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그러나 WT는 학술회의나 국

제친선 등에서 앞장서고 있다. 현재 WT는 올림픽 경기 프리미어 국제연맹 중 하나로 빠

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IOC 국제연맹 상을 받기도 했다. 또한 WT는 태권도 

평화단을 설립하고 전세계의 여러 분쟁지역에 있는 난민캠프에 훈련장을 세웠다. 실제로 

가장 최근에 열린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는 난민들이 난민자격으로 경기에 출전하기도 했

다. 이러한 점은 태권도 외교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반도에서의 태권도/태권-도 외교활동

앞으로 북한을 WT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보 전진이 될 것이다. 

오늘날 분단된 한반도가 전세계에서 가장 주목 받는 분쟁지역 중 하나라는 점은 부인하

기 어려울 것이다. 아마도 한국이 태권-도를 통해서 전세계와 공유했던 매직이 이제 남

북한의 한국인들이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ITF와 WT

는 중국에서 열린 청소년 올림픽 경기에서 체결된 기념비적인 협약을 통해서 이미 이러

한 과정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이 협약에서는 오직 한 가지만이 시행되었다. 즉 각 연맹의 시범단이 바로 이곳 

태권도원의 같은 지붕 아래서 시범공연을 했다. 공동 시범공연 이전에 북한 시범단은 남한 

전역을 투어하면서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이 2개의 시범단은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평화

롭게 서로를 존중하면서 함께 시범공연을 했으며 전세계 언론으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성공적인 시범공연은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세계에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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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이제 WT, KTA, 국기원, 태권도원 그리고 그 외 다른 태권도/태권-도 단체들이 참여

할 수 있는 다른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시도해볼 때가 되었다. 이를 통해서 태권도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한편 남북한의 한국인들이 입은 상처를 치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제 참가자들과 함께 몇 가지 가능한 혁신들에 대해 토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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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세계화 방안에 대한 제언
-세종학당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  중  섭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경희미래위원회 사무총장, 前 세종학당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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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태권도 세계화의 역사와 당면한 과제

 1. 태권도 세계화의 역사1)

우리 역사에서 태권도의 기원은 고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태권도는 상고시대부

터 자기방어 혹은 공격법인 “태권”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삼국

시대 기록 및 유산에서도 태권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기록에 따르면 고구려의 장수

왕, 소수림왕은 무술을 중시하여 관련 기관을 세우고 무술교육을 진흥했다고 한다. 백제

의 경우 고구려와 신라에 비해 실증 자료는 부족하나, 삼국의 문화적 동질성과 승무를 근

본이념으로 삼았다는 점 등을 통해 태권도가 행해졌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한편 신라에

서는 화랑도를 선발하는 데 태권도가 한 종목이었으며, 석굴암 금강 역사탑에 부조된 보

살상의 모습을 통해서도 태권도가 행해지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고려시대의 태권

도는 “수박희”라는 이름의 무예로 존재했다. 고려사에 따르면, 수박희는 대중적으로 행해

졌으며, 왕 앞에서 수박희를 경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태권도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잠시 힘을 잃었다가, 광복 이후 다시 되살아나게 된다. 

이승만 전 대통령 대에 대통령 앞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임으로써 한국의 독자적 무예임

을 증명해보이고, 1954년에 비로소 ‘태권도’라는 명칭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후 태권도는 

1963년  전국체육대회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고, 1971년에는 국기(國技)로 지정되는 등 

발전을 계속한다. 이후 1972년 국기원 개원, 1973년 세계태권도연맹 창설, 제1회 세계태

권도선수권대회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 태권도는 발전을 거듭하여 세계화의 길목으로 접

어들게 된다.

1973년 세계태권도연맹 창설 이후, 태권도는 국내외 단체와 사범들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세계적인 스포츠 종목으로서 인정을 받기 시작한다. 1975년 태권도는 미

국 체육회(A.A.U.)와 국제 경기연맹연합회(GAISF)의 정식종목이 되었고, 1980년 IOC 

총회에서 마침내 태권도를 올림픽 경기종목으로 채택할 것을 승인한다. 이후 태권도는 

1988년 서울,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시범종목으로 선보이고, 세계태권도연맹은 

1) 김동연(1984), 태권도의 기본정신과 역사적 발달에 대한 고찰, 建美 17호, 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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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하계올림픽종목협의회(ASOIF)에 가입하게 된다.

21세기에 들어서서 태권도는 확고한 올림픽 스포츠로 자리를 잡는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을 기점으로 태권도는 공식종목으로 인정받게 된다. 2005년 IOC 총회에서는 태권

도를 2012년 런던 올림픽에도 정식종목 유지를 결정하였고, 2009년 총회에서는 2016년 

리우 올림픽의 26개 핵심종목 안에 들게 된다. 또한 2015년에는 ‘2020 도쿄 패럴림픽’에

도 태권도가 포함되게 되었다.

정부 역시 태권도의 세계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1990년 외교통상부는 국제

협력단을 통해 태권도봉사단원들을 세계 각지에 파견하고, 1991년 정부에서는 사범 파견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1996년에는 태권도원 조성 계획을 시작하여, 

2005년 이를 운영, 관리하기 위해 태권도진흥재단(2012년 ‘태권도원’으로 개명)을 창립

하고, 태권도진흥 기본계획을 세웠다. 이후 2014년 태권도원이 개원되었으며, 정부는 태

권도를 한글, 아리랑과 함께 3대 문화브랜드로 선정하여, 태권도를 세계화의 중심에 두

고 있다.

2. 당면한 과제

태권도는 그간 꾸준한 양적 성장을 거듭해왔지만, 앞으로 보다 성숙한 발전을 이룩하

기 위해서는 질적 발전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송종국(2014), 허건식(2014)의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태권도계가 직면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태권도장과 태권도 수련인구의 문제
국내 태권도장 수는 2015년 기준 국내 총 11,356개로, 2005년 10,121개에 비해서는 

증가했지만, 2014년 도장 수는 9,362개에 불과했다. 즉 2015년 들어 잠시 태권도장 수

가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태권도장 수는 상승세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태권도 수련인구의 경우, 유치부와 초등부 학생이 90% 가까이를 차지하며, 방과 

후 수업 선택 역시 초등학생이 80%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

우, 국민과 세계인의 인식 상 태권도 수련 대상이 어린이로 좁혀질 위험성이 있다. 게다

가 고령화된 한국 사회 특성 상 유소년 인구는 하락세에 있기 때문에, 어린이 수련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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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수련생만큼 확고한 수요가 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다.

2) 태권도 단증과 태권도 지도자·심판 교육의 문제2)

현재 국기원의 단증 및 지도자 교육 체제는 여러 면에서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한혜진

(2006)에 따르면, 국기원 단증은 불공정한 심사제도와 단증의 남발, 서류심사 진행, 월

단심사, 국가협회추천이외 개인 자격 추천자들과의 마찰 등으로 단증으로서의 그 역할과 

명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불신의 원인이 표준화되지 못한 심사제도와 

무예 태권도의 구성요소가 심사내용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심사내용이 주 

심사대상인 어린이의 수준에 맞춰지면서, 진정한 태권도 실력을 평가하는 기능을 잃어가

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세계태권도연맹에서 발급하는 글로벌 라이센스(global licence)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국기원 품·단증 소지자만이 글로벌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만약 각국 협회의 자체 단증으로도 글로벌 라이센스 발급이 가

능해진다면, 국기원 품·단증은 그 효용 가치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송종국(2014)은 국기원과 세계태권도연맹에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인격적 소양

을 갖출 수 있는 태권도 지도자 및 심판을 교육시키고 양성하고 있는데, 이 연수교육 역

시 형식적인 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많은 태권도 지도자들은 사범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도 수련생을 지도하는 방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인격적인 소양이 부족하여 

지도자로서 부도덕한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교육 방식이 세계화의 

흐름에 맞지 않게 전통적인 과정을 고집하고 있다는 점(고영철·정진용, 2003), 교과목

에 주입식 내용이 많아 현장의 태권도 도장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임태희, 2006)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3) 태권도의 세계적 입지 문제
현재까지 올림픽에서 태권도의 입지는 구축되었으나 태권도경기의 흥미요소가 부족하

며 판정시비가 잦은 종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을 강조했다.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에

2) 한혜진(2006) 태권도 부정단증 발급관련 국기원 국정감사 실시, 무토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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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퇴출될 경우, 국내외적으로 태권도의 입지는 크게 흔들릴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보

다 올림픽 종목으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질 필요가 있다.

한편, 주변 국가인 중국과 일본 또한 자국 무예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올림픽 종목화 하

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중국의 경우,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로 우슈를 정식종목

으로 등록하려는 홍보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의 가라테는 2020년 도쿄올림픽에 시

범종목으로 채택되었고, 한시적이긴 하나 2024년 이후에도 시범종목으로 유지될 경우 

태권도의 지위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도 있다.3) 

4) 태권도 기관의 분화 문제
현재 대표적인 태권도 기관으로서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대한태권도연맹, 태권도원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국제태권도연맹을 포함한 독립적인 태권도 기관들이 존재한다. 

각 기관들은 태권도의 진흥, 세계화 등 목표를 내걸고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기관 간 적지 않은 사업이 중복되고 있어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관들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통제할 상위 기관도 부재한 실정이며, 기관들 간 내부적 갈

등과 이해관계로 인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으로 전망되지 않는다.

5) 태권도 문화 산업과 방향의 문제
1990년대 후반부터 스포츠는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되었으며, 이러한 흐름에 걸맞은 

스포츠산업 5대 추진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태권도는 상당한 경제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화하는데 기술과 인력,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다. 허건식

(2014)은 주변 국가들의 사례를 들어 낙후된 태권도 산업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중국은 

무협 영화와 소림사 등을 이용하여 ‘소림전기’라는 애니메이션과 동명의 온라인게임 제작

을 진행하였다. 또한 일본은 ‘에도시대 배경의 검도시리즈’ 등 다양한 문화상품을 개발하

고 각종 무술가가 등장하는 게임인 ‘스트리트 파이터2’를 모바일로 출시하기도 했다.

한편, 허건식(2014)에 따르면, 최근 전통 무술은 세계적으로 ‘관람스포츠화’되는 경향

이 있는데, K-1, UFC와 같은 이종격투기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이종격투기

3) 가라테에 쫓기는 태권도 … 도쿄올림픽 ‘마셜 아트’ 빅2 대결 [출처: 중앙일보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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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재 국내외로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는데, 태권도는 이 흐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깊이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6) 태권도의 연구 및 연구 여건의 문제
현재 태권도의 정책적 연구는 오랜 역사에 비해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이에 국기원은 

2006년 태권도계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 연구소를 설립했다. 그러나 허건식(2014)에 따

르면, 이 연구소는 이후 태권도 정책, 교육, 산업경영연구, 태권도 정신, 문화, 운동능력 

등을 연구하고 이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구조 상 독립적이고 창

의적 연구를 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었다고 한다. 덧붙여, 많은 국내외 대학에서 태권도학

과 학부 과정과 대학원 과정이 설립되어 있지만, 지나치게 실기 위주로 되어 있고 태권도 

전문인으로서의 소양과 자질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Ⅱ. 세종학당 사례 소개4) 

1. 설립 목적

세종학당재단은 정부가 지원하는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의 대표 브랜드로,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은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교육하고 한국문화를 알리

는 데에 그 목적을 둔다. 이 재단은 국외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기관인 ‘세종학당’을 지

4) 세종학당재단 누리집(www.ksif.or.kr)과 세종학당재단 연차보고서(2015)를 바탕으로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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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창현, 오광근(2005) 참조

원하는 공공기관이며, 정부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 보급 사업을 총괄·관리하기 위해 「국

어기본법」 제19조의2에 근거하여 2012년 10월에 설립되었다. 사실, 세종학당재단의 시

작은 ‘한국어세계화재단’이었다. 2000년 10월 23일, 국립국어연구원(前 국립국어원)에서 

있었던 대회를 거쳐 2001년 1월 13일 문화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한국어 세계화 

및 한국어 국외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 허가를 받았다.5) 

2. 추진 과정 및 현황

세종학당 사업은 세계적인 한국어교육 브랜드 육성이라는 비전 아래 출발하였고, 명실

상부 대한민국 대표 한국어교육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무엇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

부, 외교부 등이 별개로 진행했던 한국어교육을 통합·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내실 있

는 국외 한국어교육이 가능해졌다. 2017년 7월을 기준으로, 총 54개국에 171개소의 학당

이 운영되고 있다.

표 1. 세종학당 연혁 및 추진 과정

2016년	 07. 12 세종학당 브랜드 통합 (국무회의)
2014년	 10. 31 ‘법정기부금단체’, ‘전문예술법인’ 지정 
2013년	 01. 31 ‘기타공공기관’ 지정 (기획재정부)
2012년	 10. 24 세종학당재단 출범
	 10. 11 세종학당재단 임원 임명 및 창립총회 개최
	 08. 24 국어기본법 시행
	 05. 23 국어기본법 개정, 공포
2011년	 국어기본법 개정안 (세종학당재단 설립 등 추천)
2010년	 세종학당 관련 국어기본법 개정안 부처 협의
2009년	 7개 부처 합동 “한국어 보급 확대 및 세계화 방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국가브랜드위원회 보고
2008년	 국무회의 시 “한글의 국제 경쟁력 제고 방안” 대통령 지시
2001년	 한국어세계화재단 설립 허가 (문화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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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세종학당 현황 (2017년 7월 기준 ; 출처 : 세종학당재단 누리집)

표 2. 연도별 세종학당 개설 현황 및 수강자수 변화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종학당수 3개국
13개소

4개국
14개소

6개국
17개소

13개국
23개소

31개국
60개소

43개국
90개소

52개국
120개소

54개국
130개소

54개국
138개소

54개국
143개소

수강자수(명) 740 2,906 4,301 6,016 18,508 28,793 37,339 44,146 49,908 -

출처: 한류노믹스(김덕중, 2017)

3. 사업 분야 및 내용

그림 2. 세종학당 주요 사업

1

3

2 5

6

4

한국어교육·한국문화 보급을 
위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세종
학당 지정 및 운영지원

온라인을 통해 한국어·한국문
화를 배울 수 있는 홈페이지 
‘누리-세종학당’ 개발 및 운영

세종학당의 표준 한국어 교육
과정 및 교재 보급

한국어 교원 파견 및 교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양성과정 운영

한국문화 보급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및 문화 인력 파견

그밖에 한국어·한국문화 보급을 
위해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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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어교육

① 표준 한국어교육과정 및 표준 교재 보급
전 세계 세종학당 어디서나 동일한 과정의 한국어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 통용 한

국어교육 표준 모형'에 따라 한국어교육 단계, 내용, 시간을 표준화하여 체계적인 교육과

정을 마련하였다. 

표 3. 세종학당 표준 한국어교육과정

그림 3. 세종 한국어 표준 교재

세종학당 기본과정 세종학당 심화과정

교육과정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초급 초급2 중급1 중급2 고급1 고급2

교재운영
표준안

세종1 세종2 세종3 세종4 세종5 세종6 세종7 세종8
기관선택

개발완료 개발완료

세종학당에서는 국립국어원이 개발한 표준 교재 ‘세종 한국어’를 출판하여 보급하였다. 

재단에서는 교재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세종 한국어>을 판매하고 있다. 세종 한국어 1

권~4권은 2013년 6월부터, 5권~8권은 2014년 4월부터 출판판매를 시작하였다. 또한 

현지 교육 환경에 맞춰 지역별 또는 언어권별로 특성화된 익힘책(워크북)을 개발해 세종

학당 한국어교육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재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몽골어, 베트남어 총 

5개 국어로 출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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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종학당 성취도 평가 개발 및 시행
전 세계 세종학당 내 표준화된 평가 체계 도입으로 세종학당 학습자의 한국어 성취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학습자의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영역의 종합적 한국어 

사용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세종학당 표준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성취도 평가 문

항을 개발하여 시행하였다. 2013년 처음 개발된 성취도 평가 문항은 초급~중급 전 영

역에 대한 지속적인 문항 개발이 진행되어, 2015년에는 초급 2세트와 중급 1세트를 새

롭게 개발하였고 이를 통해 전 세계 세종학당 교육과정 및 평가의 표준화를 위한 기반

을 마련하였다. 

2) 한국문화 교육
재단은 세종학당의 수요에 맞춰 특화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지원하고 있다. 특히, 

문화 전문가를 파견하고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확대할 수 있도록 문화

상호주의 관점에서 다양한 문화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①  세종문화아카데미 운영……세종학당의 특성, 학습자 수요, 현지 문화 등에 따른 맞

춤형 문화과정 개설·운영 지원

②  문화 전문가/인턴 파견……유관 기관, 대학 등과 협업하여 문화예술 전공 인력을 문

화교원으로 선발 및 파견하여 학당 내 문화 강좌 개설 및 운영

③  한국문화 특강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및 지원……한국문화 체험 꾸러미, 세종 한국

문화영상 등 각종 한국문화 관련 프로그램 및 자료 발굴, 학당 지원

④ 	문화교재 개발……한국 음식, 인사법 등 다양한 한국문화 소재를 담은 ‘세종 한국문

화’교재 개발(2016년 시범운영), ‘세종 한국문화’ 교재 기반의 교원용 지침서, 부교

재(PPT), 관련 교구 개발을 통한 내실 있는 문화 강좌 지원

그리고 세종학당재단 연차보고서(2015)에 따르면, 재단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개발

과 함께 한국문화 전문가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한국문화 전문가 및 전공자를 파견하여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세종학당 문화교류 활성화를 지원하였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문

화 관련 전문 기관과의 협력으로 문화인턴을 파견하여 한국영화·드라마, K-pop, 한국

무용, 사물놀이 등의 강의를 진행하였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립국악원과의 협업으로 

한국문화 전문가를 파견하여 한국 문학, 부채춤 등의 특강을 진행하였다. 현지의 세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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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수강생뿐만 아니라 한국에 관심이 있는 현지인들도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지속

적인 재단의 노력으로 세종학당 문화 교류활동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270회 2014년
총 1,046회

2015년
총 2,116회

647회

776회

■ 문화행사 수     ■ 문화프로그램 수

1,469회

그림 4. 세종학당 문화 교류활동 확대 (출처: 세종학당재단 연차보고서, 2015)

그림 5. 세종학당 한국문화연수 및 장학프로그램 (출처: 세종학당재단 누리집)

세종학당 문화 교류활동 확대

뿐만 아니라 재단은 매년 세종학당의 우수한 학습자를 초청하여 한국문화를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세종학당재단은 한국문화홍보 및 문화교류에 기여

할 우수 인재를 발굴·양성함을 목적으로 하며, 전 세계 세종학당의 수강생이 참여하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고 본선 진출자를 한국에 초청하여 연수 참가 기회를 제공

한다. 

3) 세종학당 지정 및 관리
세종학당재단은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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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국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국외에 세종학당을 지정한다. 지정 신청기관에 대한 

현지 공관의 의견 조회, 실사 등을 통해 체계화를 모색하고 있다. 단, 한국어 및 한국문

화 보급 대표 기관으로서의 질적 향상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전문성 우선 고려한다. 

신규 세종학당은 지역별 한국어·한국문화 수요 및 세종학당의 균형적 확산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지정하고, 기존 세종학당이 없던 국가를 중심으로 지정한다. 최근에는 공공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전략 지정(한국관광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용산구청 등)이 이루어

지기도 하였다.

그림 6. 세종학당 지정 절차 (출처: 세종학당재단 누리집)

표 4. 세종학당의 종류

표 5. 세종학당 지정 요건

독립형 세종학당을 국외 현지운영기관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유형의 세종학당

연계형 국외 현지운영기관과 국내운영기관(대한민국 재외공관 포함)이 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공동으로 운영하는 유형의 세종학당

협업형 세종학당재단이 대한민국의 공공기관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정, 지원하는 세종학당

설립
주체

현지 
운영
기관

현지 국가의 정부 기관, 대학(원) 또는 대학 부설 기관(부속 기관)에서 
한국어교육기관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하려는 기관
현지 국가에 공식 등록된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한국어교육기관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하려는 기관 
※ 개인 및 사설 학원은 제외

국내 
운영
기관

국내 정부 기관(재외공관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국외에서 한국어교육기관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하려는 기관
국내 대학(원), 비영리 법인, 민간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국외 기관과 
협력하여 국외에서 한국어교육기관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하려는 기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설 기관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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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세종학당 지정 방법

구분 심사항목 내용

수행능력

사업 계획의 체계성
-사업 목표의 명확성 및 계획 추진의 실현 가능성
-세종학당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 현황
-예산 운영의 체계성

운영인력 구성의 전문성 -학당장 및 운영요원, 교원의 관련 업무 전문성
-한국어·문화 교육과정 운영 체계성

입지여건 한국어·한국문화 수요 및 지역 파급
효과

-사업 목표의 명확성 및 계획 추진의 실현 가능성
-세종학당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 현황
-예산 운영의 체계성

시설
(강의실) 10명 이상의 수강생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 2개 이상 확보
(행정실) 세종학당 운영 관리 업무를 위한 행정실
(자료실) 한국어, 한국문화 자료 열람 및 비치가 가능한 자료실

교원 한국어
교원

전체 교원의 100%가 다음 각 요건 중 1가지 이상 충족
-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 14조, 문화체육관광부 고시[한국어 교원 자격심
사위원회,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 및 한국어교원 자격증 발급 규정]에 의거) 
※ 중등교사 자격증 해당사항 없음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자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의거)
- 어문 계열 또는 언어 교육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국어교육 경력이 최소 1년 이상인 자 
※ 교원 자격 해당 요건에 따른 증빙 서류 반드시 첨부

문화
강사

전 한국문화 강사 채용은 필수 사항은 아니나 채용 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강좌 관련 학사 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 경력 최소 2년 이상인 자

과정
최소 초급 또는 중급 수준 2개 과정 이상 개설하여 연 30주 이상 강좌 운영
한 강좌는 주당 120분(쉬는 시간 포함) 이상의 한국어 강좌
문화 강좌 최소 1개 이상 운영 권고

운영

세종학당을 총괄 관리할 ‘세종학당장’ 선임 
※ 세종학당장: 운영 신청 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직위에 있으며, 현지에서 실질적으로 운영 총괄이 가
능한 자를 원칙으로 함
한국인 또는 한국어에 능통한 운영 요원 1명 이상 확보 
※ 재외공관 연계형의 경우 공관 채용 직원(행정원)과 별도의 세종학당 운영요원 확보
교원 및 운영요원 등 학당관계자는 학당 근무에 적법한 비자 소지 여부 확인 후 채용
세종학당 운영 지원금 독립 계좌 개설 및 관리·집행
(운영 기관 명의의 별도 계좌 개설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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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원 전문성 강화

①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세종학당재단은 전 세계 한국어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원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

해 연 1회 국외 한국어교육 관계자를 초청한다. 세계 각지의 한국어교육 사례를 공유하며 

교원 교육을 통해 한국어 교원의 전문성을 키운다. 세계 한국어교육 종사자들의 협력망 

강화 및 현지 한국어교육 담당자의 교육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매년 7월 중에 개최

된다. 이들을 대상으로 포럼 및 한국어교육, 한국문화 연수를 실시한다. 공통 프로그램으

로는 초청 특강, 우수 수업 사례 발표, 학당 운영 교육, 한국문화체험 등이 있고, 교원의 

성격(원어민/비원어민) 및 경력에 따라 맞춤 재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② 한국어 교원 파견
재단은 세종학당 교육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문 교원이 필요한 국외 학당에 한국어 교원

을 충족시키고, 한국어 교원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파견 사업을 실시한다. ‘국어기본법’

에 따른 한국어 교원을 파견하며, 파견 기간은 최초 10개월을 시작으로 계약 기간 종료 시 

평가에 따라 1년 연장이 가능하다. 파견 교원은 한국어교육 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을 안정

화하고, 한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자료 개발 및 학당 행정 업무를 지원한다. 

표 7. 파견 기관 선발 및 역할

표 8. 파견 교원 선발 자격

선발기준 역     할

파견 교원 요청 세종학당
학생 수 대비 교원의 수가 부족한 세종학당
전문 교원 비율이 부족한 세종학당
표준모델로서의 역할이 가능한 세종학당
※		참고 : 파견 교원 지원이 가능한 세종학당 (비자 발

급, 숙소 지원, 체재비 지원 등)

파견 교원의 교육 활동 지원 및 관리
파견 교원의 현지 생활 적응 지원
파견 교원 업무 수행 능력 및 근무 태도 평가

가급 나급 다급 라급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
관련 전공 석사 학위 이상
경력 6년(2,400시간) 이상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
경력 2년(800시간) 이상 
~ 6년 미만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
경력 6개월(200시간) 이상 
~ 2년 미만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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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 운영
재단은 세종학당 현지에서 채용된 한국어 교원의 자격 향상을 위하여 2010년부터 세

종학당 교원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원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총 466명이 수

강하여 그 중 326명이 수료하였다. 교원양성과정은 온라인 75시간, 현장 교육 45시간 등 

총 120시간으로 구성되며, 과정 운영을 통하여 교원의 교육능력향상을 지원하고, 한국어 

교원 자격증(3급)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2010년 제작되어 낙후된 

교원양성과정 온라인 콘텐츠를 전면 재개발하여 102시간, 총 30과목의 신규 콘텐츠를 제

작하였고, 세종학당 한국어 교원의 실질적인 한국어 교수 학습에 대한 이해와 실행 능력 

향상을 위한 온라인 재교육과정을 새롭게 개발하였다. 

그림 7.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출처: 세종학당재단 누리집)

5) 정보화 및 홍보
세종학당재단이 만든 ‘누리-세종학당’은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와 교원을 대상으로 다

양한 한국어 강의와 한국문화 관련 영상, 웹툰, 애니메이션 등 13,000여 건의 멀티미디

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세종학당재단은 누리-세종학당을 통해 한국어·한국문화

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특히 아리랑TV, 한

국방송공사(KBS)등 타 기관과 협력하여 한국어·한국문화 보급 관련 콘텐츠를 지속적으

로 제공한다. 또한 한국어 교원들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보조 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그리고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활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한국어·한국문화 학습이 가능한 모바일 누리-

세종학당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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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누리-세종학당 누리집 http://www.sejonghakdang.org/ 메인화면

그림 9. 모바일 누리-세종학당 화면 (출처: 누리-세종학당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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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온라인을 통한 한국어·한국문화 보급 성과 (출처: 세종학당재단 연차보고서, 2015)

온라인(누리-세종학당)을 통한 한국어·한국문화 보급 확대

2014년

2015년

회원가입자 수(누적) 44,554명

회원가입자 수(누적) 61,155명

접속 횟수(연간) 379,818명

접속 횟수(연간) 456,222명

학습자에게는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와 표준 교재인 ‘세종 한국어’의 전자

책을 제공하며, 학습자의 수준과 목적을 고려한 학습 자료를 제공한다. 교원에게는 한국

어교육 관련 최신 정보와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자료, 자가 연수 프로그램

을 제공한다. 더불어 전 세계 한국어 교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관

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한국어 교원들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보조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또한 통합업무관리

시스템을 제공하여 전 세계 세종학당의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지원하고, 세종학당 교원들

의 교육업무를 지원하고 운영업무 관련 통계정보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인프라가 미흡한 국외에서도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한국어 학습 애

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제공한다. 세종 한국어 어휘, 회화, 문법 애플리케이션을 앱스토

어,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아 학습을 용이하게 한다. 

누리-세종학당은 2017년 기준, 가입자 10만명을 돌파했으며 가입자 수와 이용자 수가 

매년 증가하여 온라인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다음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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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학당재단은 홍보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재단 추진 사업과 세종학당 

관련 주요 소식을 보도 자료로 작성해 언론에 배포한다. 또한 재단 주관 행사 등을 언론 

매체가 취재하는 데 집중 지원한다. 정기 간행물로는 ‘세종학당 재단 새 소식’이라고 하는 

월간 자료를 발행하고, 연 2회 ‘세종학당’이라는 인쇄물을 통해 전 세계 세종학당의 소식 

및 재단 추진 사업, 한국문화 등을 소개하고 국내외 유관 기관과 세종학당에 발송한다.  

그림 11. 세종학당재단 정기 홍보물 (출처: 세종학당재단 연차보고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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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태권도 세계화 방안에 대한 제언

1. 국외 태권도장 관리 및 지원 확대

1) 국가별 거점 도원 지정 및 설립
태권도는 국가와 단체, 태권도인의 열정과 노력으로 빠른 시간 내에 세계화를 이룰 수 

있었다. 특히 태권도는 한류의 인기와 함께 세계인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를 지

속·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외 태권도장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세종학당재단

의 경우, 표준화된 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올바른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전 세계에 보급하

기 위해 각 나라에 세종학당을 설치하였다. 특히 각 대륙별 거점이 될 만한 국가와 지역

을 선정하여 학당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각 실정에 맞는 지원을 하고 있다. 이처럼 태

권도 역시, 기존에 세워진 태권도장을 관리 대상으로 정하거나 새로운 태권도장을 개설

하여 정통 태권도를 전 세계에 보급하여야 한다. 

국외의 경우 다양한 문화적, 지역적, 국가적 정체성을 가진 개개인들이 태권도로 하나

가 되어 만나는데 이 경우에는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들에 당면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효

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거점 도원을 지정하여 확대 발전해 나가야 한다. 거점 도원의 역

할은 해당 지역을 총괄, 지역의 노하우와 운영 경험을 축적, 강사 재교육, 인근 지역의 

태권도장을 지원하는 등 각 국가별로 상이한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다. 

거점 도원을 토대로 하여 태권도원을 양적으로 확대하고,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 지정

될 태권도원의 운영과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기대할 수 있다.

2) 관장 및 사범의 국외 파견사업 및 재교육 실시
태권도를 세계에 보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지도자 양성의 문제이다. 또한 현지

에 파견된 교원들이 낯선 환경에서 잘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현지어 교육, 현지 문화교

육, 한국문화교육, 인성 교육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이들이 외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

제를 혼자서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며, 재단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 및 감

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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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학당재단은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나라에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전공

한 교사와 문화인턴을 파견하여 보다 전문적인 지식의 보급에 힘쓰고 있다. 또한 현지교

원의 경우,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태권

도의 경우에도 국외에는 재교육이 필요한 태권도 지도자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이들

을 대상으로 한 지도자 재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태권도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국내 대학 지정 관리제도
세종학당재단은 학당을 신규 지정할 때, 공공기관이나 대학과 연계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국내 기관이나 대학이 가진 행정·실무적인 노하우를 세종학당 관리 및 발전에 기

여하여 상호 협력하는 관계를 맺고 있다. 국내의 태권도 관련 학과는 총 68개이다. 재학

생 수는 총 7,527명으로 적지 않은 태권도 학도 수를 자랑한다. 각 대학마다 태권도에 대

한 수련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태권도 전문가들이 교수로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

다. 이들의 우수한 연구 성과와 실무 능력을 현지 태권도장에 반영하고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4) 분야별 전문가 초청 간담회 정례화
거점도원을 양적·질적으로 발전시키려면 거점도원의 위치 선정부터 지도자들의 외국

어 및 현지 문화교육, 운영의 구체적인 내용, 홍보 등에 이르기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

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각국의 도원을 기획하고 설립하는 데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또한 이런 간담회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최

되어 안정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 국외 태권도 수련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1) 한국어 교육 연계 프로그램 개발
한국인의 역사와 혼이 담긴 태권도를 배움에 있어서 수련생들이 한국어를 함께 학습한

다면 태권도에 대한 관심은 배가 될 것이다. 실제로 외국에 있는 태권도 수련생들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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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 품세를 외우고 수련을 받기 때문에 태권도 수련과 기본적인 한국어 학습이 함께 이

루어지면 태권도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 것이다. 현재 외국인 단체를 대상으

로 태권도 및 한국문화를 알리려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태권도-

한국어교육’을 포함한다면, 수련 중에 사용하는 한국어의 의미를 파악하고 태권도에 대해 

한 걸음 더 알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세종학당재단, KOICA 등 국외의 기관들

과 협력하여 태권도와 함께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안도 생각

해볼 수 있다.

2) 국내 초청 연수 프로그램 확대
한국은 태권도의 종주국으로서 태권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역사, 표준화된 교육 과

정을 전파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국내는 물론, 국외 태권도장에서 태권도를 수련하는 

인구는 굉장히 많다. 국외 태권도 수련생과 지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

여 태권도 홍보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한 실정이다. 전 세계에서 관리가 잘 

되고 있거나 한국과의 거리가 멀어 표준화된 태권도 전파가 필요한 도장의 수련생과 관

계자를 초청하여 한국 정통 태권도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태권도를 통한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태권도의 종주국인 한국에서 태권도를 배운다면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

다. 표준화된 태권도 교육·평가 시스템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또

한 수련자들은 국외에서 태권도를 수련한 것을 계기로 하여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한 관

심으로 영역을 확장시킬 것이다. 국외에서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

에 없으므로 한국으로 초청하여 한국과 한국문화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드라

마나 영화에서 본 촬영지나 음식, 유명 관광지 등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의 구성이 필

요하다.

3) 온라인 프로그램 구축 및 홍보 강화
세종학당재단은 지속적인 온라인 교육자료 개발로 한국어 및 한국문화의 보급에 힘쓰

고 있다. 또한 교원들이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통합업

무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행정 업무를 원활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태권도와 한국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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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접할 수 없는 지역에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온라인 자료를 개발하고 언제 

어디서나 수련생들이 태권도 관련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외 태권도 

지도자들의 재교육 및 최신 태권도 관련 정보 전달을 위한 웹사이트 구축 역시 태권도 세

계화에 필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태권도 관련 연구 결과, 각종 행사 등을 전 세계 언론 및 웹사이트, SNS에 알

리는 등 홍보 활동에 힘써야 한다. 최근 소셜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홍보의 중요성이 증대

되고 있다. 이런 시대의 흐름을 읽고 태권도를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 방안을 

찾는 것도 하나의 과제로 여겨진다. 

3장에서 제언한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12. 태권도 세계화를 위한 과제와 효과

태권도가 세계 속에서 생활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거점도원이 전 세계에서 안정되

게 운영이 되기 위한 과제들을 세 단계로 요약하면, ‘질적 내실화’, ‘양적 지원 확대’, ‘연

관 분야와 연계 및 협력’으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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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내실화’를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평가 도구 개발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

야 한다. 질적 내실화 과정이 선행되면, 본격적으로 태권도원의 세계화를 위한 작업이 후

행된다. 먼저 국가별 거점도원을 지정하여 태권도가 단계적으로 발전·확대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반 업무 수행이 필요하다. 거점도원을 토대로 하여 인근 지역의 태권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거점도원 역시 국외에 존재하므로 국

내에서의 지원이 필요한데, 물적·행정적 지원 외에도 관장·사범 급의 지도자를 파견하

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내의 개별 대학이 태권도원을 관리·협력하게 하여 노하우를 

공유하고 상호 교류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태권도원을 운영하는 데

에는 세부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

의 정례화가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는 태권도와 관련된 연관 분야와 연계하는 단계이다. 태권도를 수련하기 위

해서는 정해진 도복을 착용하며 태권도에서 강조하는 신념·가치 등을 통칭하는 태권도 

정신을 접하게 된다. 태권도를 수련한 경험은 한국과 한국인, 한국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

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수련생들의 요구 충족을 위해 태권도는 다양한 

분야와 지속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무도로서의 태권도’가 ‘스포츠로서의 태권

도’로 발전하여 외교·정치·경제·비즈니스 분야에서도 빛을 발하게 하는 요소이다.

본고에서 제언한 내용이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 제고, 태권도 홍보 효과, 국내 태권도에 

대한 관심 증대, 태권도 교육자 양성, 태권도인의 목적의식을 제고하는 데에 효과가 있기

를 기대한다.

Ⅳ. 결론을 대신하여

1장에서는 태권도 세계화의 역사와 국내외 현황을 살펴보고, 현재 태권도가 당면한 과

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일제강점기 후, 광복을 맞이하며 태권도는 명칭을 통합하

고 세계무대로 뻗어갈 기초를 다지기 시작했다. 약 반 세기만에 태권도는 폭발적인 성장

세를 보였고, 많은 어려움과 한계를 극복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체성, 표준화, 

활성화, 홍보 등 태권도가 당면한 과제와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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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에서는 한국어·한국문화 국가 대표브랜드인 ‘세종학당재단’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한국어교육 역시 한류의 영향과 글로벌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급속 성장을 하였다. 하지만 

한국어교육의 역사는 길지 않았고, 전문적인 교육을 거치지 않은 교사와 기관마다 다른 

교육과정, 교재 등 문제점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세종학당

재단’을 설립하여 교재와 교육과정의 표준화를 이루고 전문 교원 및 문화 인턴 파견, 교

원 재교육, 학습자 초청 및 프로그램 개설, 온라인사업, 홍보사업 등 한국어와 한국문화

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  모하고 있다. 

3장에서는 태권도의 세계화 방안을 세종학당재단의 사례를 통해 태권도 표준화 작업 

추진, 국외 태권도장 관리 및 지원 확대, 국외 태권도 수련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제

언하였다.

그림 13. 태권도 브랜드 창립 예시 (가칭)

현재 국내외에 있는 태권도 기관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상이하다. 하지만 ‘태

권도’라는 같은 주제를 분리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해관계가 대립되거나 유사한 사업

이 중복적으로 진행되는 등 비효율적인 구조가 반복된다. 따라서 이를 통합할만한 재단

의 설립을 제안한다. 태권도의 지속적인 발전, 진정한 세계화와 표준화를 위해서는 종주

국인 한국에서의 통합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종주국에서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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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면 아무리 세계에서 태권도가 많은 인기를 얻고, 수련생이 늘어난다고 해도 결국

에는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세종학당의 경우,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이름을 차

용하여 만든 국가브랜드이다. 태권도는 용맹함을 상징하는 한국 역사 속 장군의 이름(충

무공 이순신, 을지문덕, 김유신)을 차용하여 ‘그림13’과 같이 가칭 ‘충무도장’, ‘을지도장’, 

‘화랑도장’이라는 통합 브랜드를 수립할 수 있겠다. 

태권도는 역사와 전통을 지닌 한국의 자랑스러운 무예이고, 많은 지도자와 연구자들이 

그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미 태권도봉사단원이나 사범 파

견 사업을 실시하기도 하고, 태권도 심포지엄, 태권도캠프, 태권도원 설립 등 다양한 방

법을 모색하여 태권도 진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태권도의 세계화와 지속 가능

한 발전을 위해서는 앞서 제언한 내용들을 더욱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 제언의 

내용은 세종학당재단의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태권도의 실정과 다소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태권도 역시 자랑스러운 한국문화의 일환이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부분

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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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과 한국어교육기관대표자협의회, 국제한국어교육

학회, 세종학당재단, 이중언어학회, 국어국문학회, 한글학회 등 다양한 한국

어 교육 관련 기관에서 24년간 리더십을 발휘해 한국어 교육의 저변을 확대

하고 질적 성장을 이끌어 왔다. 또한 한국어 평가 전문가로서 국립국제교육

원의 한국어 능력시험(토픽) 출제와 채점 위원장을 10여 년간 역임하면서 한

국어 평가의 표준도 정립해 왔다.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원장,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회장, 다문화교류네트

워크 이사장 등으로 활약했으며, 한국어 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를 다수 

수행하였다. 현재는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경희한국어

문화연구센터장, 미래위원회 사무총장으로 활동 중이며, 대외협력처장, 총

장실장 등을 역임했다.

그간 한국어 교육을 매개로 국가 간 우호 증진 활동을 펼친 공로로 베트

남 문화교류 훈장과 일본 외무대신 표창, 교육부 장관 표창 등을 받았으며, 

세계 3대 인명사전을 발행하는 마르퀴즈 후즈 후의 ‘2017 알버트 넬슨 마르

퀴즈 평생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개인의 영광에 머물

지 않고 경희대학교가 국제화 선도 대학으로서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

였다. 이외에도 세계적인 이슈인 국제빈곤퇴치를 위해 설립된 세계백신면역

연합(GAVI Alliance)의 한국대표를 역임하고 한중우호협회 이사로서 국제

적인 교육, 교류 활동도 활발히 참여해왔다. 

국제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책임 연구원과 재외동포 한국어교재 개발 

책임 연구원으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정립을 위한 연구와 한국어의 세계

적 보급에 힘쓰고 있다. 더불어 한국어교육의 정책과 외국인 학생 유치사업, 

세계지역별 교육특성화 사업 정책 등 제시함으로서 한국어와 한국어 교육을 

우리나라 21세기 세계 브랜드로 새롭게 가치 창조해 낸 열정적이고 헌신적

인 최고 전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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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원의 외교

장  회  식
(태권도진흥재단 대외협력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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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의 성지인 태권도원은 2013년에 지어졌지만 북한에서도 거의 모를 정도로 세계

에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름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

력을 해야 한다. 필자는 태권도원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두 가지의 외교 방법을 제

시한다. 북한의 태권도전당과 교류를 하고, 태권도원을 전 세계의 교육과 훈련의 중심지

로 만들어야 한다.

 우선, 태권도원 시설을 운영하는 태권도진흥재단은 1992년에 지어진 북한의 태권도

전당과 교류를 추진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북한과 한국 사이의 정치·군사적 사정 때문

에 교류가 어렵지만, 우리는 스포츠 교류가 정치를 넘어서야 한다는 맥락에서 만남을 미

리 준비해야 한다. 2018년 2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한다면 

교류의 물꼬가 터질 수가 있다. 가장 현실적이며 쉬운 방법은 매년 국제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열리면 상대국 시범단을 초대하는 것이다. 또한, 태권도원과 태권도전당이 교대

로 태권도 관련 문서나 자료 등을 보여주는 전시회를 열 수도 있다.

그림 1. 평양의 태권도전당

둘째, 태권도원은 교육과 훈련 기관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태권도원에 위치한 세계태권도연맹 중앙훈련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5

개 대륙의 지역 훈련센터(이란, 중국 2,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를 연계해야 할 것

이다. 연맹 중앙훈련센터의 현판은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와 집행위원들의 참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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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세계태권도연맹 중앙훈련센터

로 2016년 5월 진행되었다. 

이란의 세계태권도연맹센터는 세계

태권도연맹의 감독 아래 2010년 5월 

설립되었다. 724 제곱 미터 공간에 4

개의 층으로 총 2,896 제곱 미터의 면

적이 사용되었고, 센터는 레스토랑, 

호텔, 체육관, 훈련 공간, 마사지 공

간, 병원 등이 갖춰져 있으며, 테헤란

의 가장 아름다운 지역 중 하나에 위치

하고 있다.

베이징 스차하이체육학교는 1958년 

설립되었다. 부지 33,696 제곱 미터와 

건축 면적 46,839 제곱 미터로 이루어

져 있으며, 베이징 스차하이 강 서부 

해안에 위치하고 있다. 이 학교는 베이징 공공체육국과 국가수준의 중등 직업학교가 연

계된 국가수준의 중등 직업학교 중 하나이다. 이 곳은 수준 높은 스포츠 전문가를 양성하

그림 3. 이란의 세계태권도연맹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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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스포츠 재능을 기르도록 하는 책임을 지니고 있다. 전임 학교는 나중에 베이징 스차하

이 스포츠 학교로 개명된 젊은이들을 위한 베이징 스차하이여가스포츠 학교이다. 경쟁력 

있는 스포츠에 대한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이 학교는 태권도 7개의 전문 팀을 만들었다.

중국에 있는 선전체육학교의 태권도 전당은 세계 태권도연맹으로부터 주니어들을 위

한 지방훈련 센터로 지정되었다. 303 제곱 미터의 태권도 전당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태

권도 훈련 공간 중 하나이다. 현판식에는 조정원 세계태권도 총재와 중국태권도협회 및 

선전체육학교의 고위 간부들이 참석했다.

그림 4. 베이징 스차하이체육학교

그림 5. 선전의 태권도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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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르바이잔의 MUSADO센터는 세계 태권도 발전을 보여주는 눈에 띄는 예시이다. 

이 곳은 세계태권도연맹을 위해 지어진 독특한 건축물이다. 센터에는 3개의 대회장과 훈

련 장소, 수영장, 그리고 26개의 수용 가능한 호텔룸이 있다. 2003년 10월, 건축물의 개

원식이 진행되었다. 세계태권도연맹의 전 총재 김운용과 함께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대

통령 일함 알리예프, 그리고 이 외에도 많은 귀빈들이 행사에 참석하였다. 2009년 6월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조정원의 지원으로 MUSADO센터는 세계태권도연맹의 지역 훈련 

센터로서의 지위를 얻어 낼 수 있었다. 2011년 8월, MUSADO센터는 재건축되었고, 새

로운 스타일의 건물로 변모하였다.

그림 6. 아제르바이잔 MUSADO센터 

태권도원은 또한 6개 대륙에 태권도원 분관을 설치해야 하고 외국인 학생과 교수들에

게 개방되는 2년 과정의 국제태권도대학원대를 설립해야 한다. 이 학교는 태권도원의 기

존 시설들을 사용할 수도 있다.

셋째, 태권도진흥재단은 전문가들로부터 각국 태권도협회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세계 

태권도 정상회담을 열어야 한다는 제의를 받았다. 정상회담의 주 목적은 태권도계 현안

문제와 미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다루는 것이다. 재단은 이들이 한국에 있는 동안 체재

비를 부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 제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국제태권도연맹(ITF), 세계태권도연

맹(WT), 국내 태권도 단체 그리고 한국과 북한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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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외교

Khalil Jabran*
(파키스탄 태권도 진흥 재단 이사)

* Corresponding author: kjtaekwondo@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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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대한민국은 1960 년대 이후 국가 브랜드 구축 캠페인을 통해 태권도 외교를 활성화 하

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태권도가 올림픽경기에서 국제스포츠로서 정식종목이 되도록 하

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상 엄청난 성과였다. 따라서 태권도의 외교

적 성공사례는 태권도를 통한 세계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전 세계인들에게 태권도를 습득할 수 있는 방법과 외교적 도구로서 태권도

의 역량을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가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론

중독을 극복하기 위한 태권도의 역할

태권도 기관에서는 중독자들에게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의 일환으로 태권도 실천을 촉

진시키는 캠페인을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태권도를 싸움, 폭력과 연관 짓지만 태권

도는 몸과 정신을 수련함으로써 정신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더욱 중점을 둔다. 

그렇기에 태권도가 중독자들이 재 중독에 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태권도 수련은 재활을 위해 매우 유익하고, 긍정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알코올, 약물 남용은 건강의 악화를 야기시키지만, 태권도의 신체적 단련은 악화된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다. 개인 스스로의 자기 수련은 성공적인 재활에 필수적이며 

매우 중요하다.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은 끊임없는 노력과 희생을 필요로 한다. “인

내”와 “자기 절제”의 태권도 교리를 적용한 재활 프로그램으로서 태권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물질에 중독된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은 경향이 있는 반면 태권도 수련자들은 몸과 

마음의 자기 통제력을 얻게 된다. 즉, 태권도 수련은 중독자들의 자존감을 향상 시

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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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독이 회복의 단계에 접어들면, 중독자들은 소비한 시간을 되찾기 위해 다른 방법

들을 찾아봐야 한다. 이러한 빈 시간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

지 못할 경우 지루함을 느끼고 다시 중독에 빠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

다. 따라서 태권도 수련은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실행하고, 혼자서도 할 수  있기 때

문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조기 재활은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일 수도 있다. 주로 감정 롤러코스터로 설명된

다. 신체적 활동인 태권도는 사람들에게 억눌린 긴장을 방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한다. 태권도의 명상은 사람들이 자신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는 점에서 유용할 수도 있다.

태권도는 분노를 조절하는 도구를 제공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고 일상생활에서 설명할 수 없는 좌절을 표출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불행하게도, 이런 종류의 행동은 개인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

으킬 수 있다. 물론, 조절하지 못한 분노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결과를 일으키는 위험

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규칙적으로 극심한 상태의 분노는 개인의 면역 체계와 전

반적인 정신 상태에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몸을 가

로지르는 얼얼한 느낌과 심장 고동, 혈압 증가, 극심한 두통, 부비강 압박, 그리고 피

로를 경험할 수도 있다.

인생의 다양한 측면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압도된 감정을 느낌으로써 분노가 생긴다. 

이 경우에, 스트레스 해소는 사람의 분노와 폭발 조절 능력을 크게 향상 시킬 수 있다. 이

때부터 태권도 수련이 작용하기 시작한다. 태권도 수련은 몸과 더불어 뇌에도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태권도는 집중력을 향상시킨다. 

태권도의 여러 가지 동작을 정확하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생각에 집중해야 한

다. 강한 집중력과 체계적인 훈련을 통하여 어린이도 손 기술을 사용해 송판을 격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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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가정해보면 어린이가 할 수 있다면 성인에게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송판을 격파

하는 것은 단순히 격파의 목적이 아니라 그 행동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외부의 방해를 차

단하고 한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행동은 삶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극복

하는 것과 같고 태권도 수련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태권도는 감정을 조절한다. 

태권도는 여러 가지 감정을 조절하는 안정적인 수단이 된다. 태권도를 통해 자신의 감

정 에너지에 집중할 수 있고 동시에 무거운 가방을 세게 치고 스파링 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 화를 조절하고 일상 속에서 성취 할 수 있는 목

표에 집중할 수 있다. 도장에서는 이러한 능력과 신체적인 노력을 결합하여 삶에 평화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태권도는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

움이 될 수 있다. 

고령자를 위한 호신술 

고령자들은 태권도 수련을 통해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고령자들은 젊은 성인에비

해 더욱더 많은 신체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태권도를 습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태

권도는 몸 전체를 활발하게 움직이게 할 수 있고, 팔, 다리, 허벅지, 복부와 가슴 등 신체 

모든 부분을 강해지도록 도와준다. 태권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많은 이익 중 더 강하고 

적합한 몸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크고 효과적인 장점이다. 

고령자들은 뇌졸중, 심부전, 고혈압과 심근경색을 포함한 심장혈관계 질환에 매우 민

감하다. 따라서 신체의 산소의 양을 늘리고 심장을 운동시킨다면 이러한 질환을 피할 수 

있다. 또한 규칙적인 태권도 수련을 통해 심박수를 증가시키므로 유산소 운동의 획기적

인 자원이 될 수 있다. 

또한 태권도는 고령자에게 호신술로 쓰일 수 있다. 태권도는 무기나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호신술의 일종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독거노인들은 스스로를 지키거나 보호하

기 위한 무기를 준비하지 않을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주택 무단 침입과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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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대한 공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태권도에 대한 기본지식은 노인들이 스스로를 보

호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태권도 수련은 공격을 돋보이게 하는 추가적인 정신적인 효과가 있다. 일반적으로 노

인들을 공격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노인들이 허약하고 무방비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권도 수련생들은 연습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자신을 공격대상으로 삼는 것을 

인지하여 공격을 막고 예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태권도는 노인들에게 사회적 편익을 제공한다. 흔히 노인들은 외로움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도장에서 태권도 수련생으로서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매일 수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태권도 수련은 비슷한 관심사를 가

진 노인들끼리 모일 수 있도록 만드는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결   론

개인의 삶에 대한 태권도의 효과는 매우 크다. 태권도수련을 통해 어린이와 노인들에

게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태권도원은 전 세계 모든 사람

에게 이러한 방법을 하나의 태권도 외교 일환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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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수많은 무도인들의 노력과 연구를 통해 태권도의 폭넓은 개념이 1940년대와 1950년

대 사이에 개발되었고, 태권도라는 새로운 무술을 탄생시켰다. 현재 세계태권도연맹에는 

208개의 회원국이 있으며 1980년 7월 17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국제올림픽 위

원회의 83번째 세션에서 태권도는 국제스포츠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다. 현재 태권도는 

올림픽 경기에 포함되어있는 2개 종목의 아시아 무술 중 하나이다. 태권도는 1988년 서

울올림픽에서 시범종목으로 처음 선을 보였으며,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는 정식종목

으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태권도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학, 심리학 분야에서 역동적인 플랫폼을 형성하면서 다양한 세계적 책임을 지는 폭넓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스포츠는 인간 모두를 위한 것이다. 스포츠는 자신감과 강인함을 얻기 위한 훌륭한 방

법으로. 스포츠를 통해서 절제하는 법과 리더십을 배울 수 있고 자존감과 동기부여, 자긍

심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향상으로 신속한 반사능력과 민첩함

을 얻게 된다. 다른 무술과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태권도는 지속적인 노력과 헌신, 그리고 

지도자들의 노력으로 뛰어난 운동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잘 알려져 있듯이 태권도 도복은 태권도인의 순수함을 상징하며, 태권도가 종교적이거

나 인종차별주의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태권도는 계급주의나 차별주의를 고수하지 

않기 때문에 세계를 덮는 하늘과 같다고 말할 수 있다. 태권도는 강인한 체력과 정신을 

갖게 해주기 때문에 전 세계의 많은 태권도인들이 태권도의 힘을 믿고 있으며 태권도와 

함께 하는 삶을 살고 있다.  

세계적인 스포츠로서 태권도는 자신만의 독특한 외교를 제공한다. 정치와 스포츠는 서

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두 영역은 서로 영향을 미치고 상호 작용한다. 지금까지 

스포츠의 역사는 스포츠외교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포함하고 있다. 

다양한 스포츠 행사들을 통해  각기 다른 정치적 사고와 이념으로 인해 많은 전쟁과 냉전

의 관계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스포츠는 정치적 긴장과 적대감을 제거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해 서로 다른 시기에 촉매 역할을 한다. 따라서 태권도 전문가들은 태권도 외교의 긍정

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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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와 국제 정치

그림 1은 태권도의 외교적 성과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다. 즉 미국과 북

한에서 개최된 태권도 시범은 양국 사이의 우호증진과 상호교류를 하는데 여러 가지 긍

정적인 정치적 반응을 가져왔다. 즉 태권도 교류를 통해 평화와 화합을 위해 중요한 역할

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1. A historic appearance from the North Korean Tae Kwon Do team

그림 2는 2013년 11월 1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스포츠 외교 행사로서 조정

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가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명예 태권도 검은띠와 

도복을 수여함으로써 태권도가 어떻게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마찬

가지로 그는 2016년 2월 4일 네팔의 비디바 데리 반다리 대통령에게 명예 검은 띠를 

수여했다(그림 3). 반다리 대통령은 최근에 “태권도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인기있는 스

포츠 입니다.”라고 하였고, “태권도는 스포츠 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잘 훈련된 차세대 

육성을 돕는 교육이다” 라고 말했다. 현대 사회에서 태권도는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 

사회적, 사회 심리학적 집단 간의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는 새로운 형태

의 교육 혁명이다.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태권도는 현재 가장 좋아하는 전투용 스포츠이다(그림 4).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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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공동체, 학교, 그리고 대학에서 사람들 사이의 공생, 존경심, 조화를 이끌어내기 위

해 태권도를 교과 과정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것은 우정과 함께한 경험을 통해 사람들에

게 관계를 형성시켜 주고 공유 원리와 철학을 가르쳐 줌으로써 모든 배경의 사람들을 연

결시켜 준다. 

반면에 태권도 시범단이 보여준 현란한 호신술과 다양한 격파기술을 포함한 시범 공연

은 전 세계 많은 군대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예를 들어 양국간의 유대감을 강화시키기 위

해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은 나이지리아 군 지도자들 앞에서 공연을 펼쳤다.

그림 2.	 Vladimir Putin earns 8th-degree 
black belt in Taekwondo

그림 3. Honorary black belt

그림 4. Merrick Champion’s Tae Kwon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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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난민 노력

정치적인 현안 외에도, 태권도는 문화, 관습, 종교 사이에서 사람들 간의 협조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 스포츠의 주된 형태로 태권도를 자극하고 있다. 개인의 

생각과 인종에 상관없이 태권도는 사람들을 같은 목적과 목표로 묶는다. 태권도는 태권

도 연습이 허용되지 않는 인종차별이나 종교적 편협성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인간의 의

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사실 외에도 태권도의 주된 목적은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스포츠를 통

한 좀 더 나은 소통을 위해서 태권도는 전쟁과 범죄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건강한 마

음과 몸을 만들어 준다. 이것은 태권도를 전 세계에 무술과 스포츠로 홍보함으로써 달성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태권도 자원봉사자들은 난민 캠프의 학생들 사이에서 평화, 조화, 

존경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들은 화면 뒤의 영웅들이고 그들의 노

력에 대한 엄청난 존경심을 얻었다. 따라서 태권도는 피부색, 성별, 종교에 상관 없이 인

간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 왜냐

하면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 영향을 

미치는 평등함의 원리를 따르기 때

문이다.  

이러한 결과로 태권도는 이제 사

회적 네트워크가 되었다. 우리는 태

권도의 플랫폼 덕분에 전 세계적으

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작

용은 아주 놀랍게 비춰진다. 사람들

은 태권도가 바라보는 평화, 사랑, 

존경, 수용과 같은 매우 숭고한 이

유들을 위해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그림 5).
그림 5. Peace love Taekwondo pillow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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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관광

태권도는 대중의 관심과 참여 때문에 태권도 행사가 열리는 곳마다 스포츠 관광과 사

업을 추진한다. 사람들은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스포츠 행사를 관람한다. 태권도 관광객

들은 현지 기업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제공하는 현지 숙소, 제품, 음식 등을 구입하고 있

다. 즉, 태권도 관광은 직접적인 경제 활동을 불러일으킨다. 즉 태권도는 주최국과 국가

들의 투자와 경제활동을 촉진한다. 

더욱더 스포츠 관광객들은 지역 문화와 풍습을 주로 관광하는데, 이는 다른 민족들에 

대한 이해를 넓혀 준다. 따라서 태권도는 참가국들과 그 국민들 간의 상호 관계를 구축하

고, 이는 우정, 화학, 사랑, 존경, 그리고 평화를 확립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태권도는 세

계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우리는 태권도가 그러한 플랫폼을 만들어 

내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 태권도가 미래 세대를 위해 준비하는 황금빛 미래 덕분에 세상

은 활짝 필 수 있다. 

결  론

태권도는 무술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서비스 도구이기도 하다. 하지만 태권도의 세

계 기여는 스포츠에만 관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인도 주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치적, 전문적, 재계 지도자들을 소집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태권도는 모든 직업에서 높

은 윤리 규범을 고취시키고 전 세계의 호의와 평화를 증진시킨다. 따라서 인종, 피부색, 

신념, 종교, 성별, 정치적 선호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 정치적, 비정부 기구가 

계속해서 개방되어야 한다.  

북한과 남한은 좀 더 효과적이고 역동적인 스포츠를 만들기 위해 단결하여 태권도를 

병합해야 한다. 태권도를 통해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태권도 선수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국가의 미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태권도는 우수하고 훌륭한 교육을 통

해 우수한 지도자들을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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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가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많은 다른 방법들이 있다. 태권도 병

원, 태권도 은행, 태권도 상담소, 태권도 명상센터는 어떠한가? 또한 스포츠, 기업, 지역

사회의 지원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태권도 관련 의약품과 영양 식단 등이 생겨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태권도가 모든 분야와 연관될 수 있기에 위와 같은 생각들은 가

능한 것들이다. 

태권도 학교는 스포츠 분야에서도 역시 뛰어난 과학자, 철학자, 정치가, 사업가, 의사 

그리고 엔지니어 등을 양성해낼 수 있다. 세계 태권도 연맹과 다른 태권도 기관에는 이러

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태권도인들끼리 협력한다면 못 이룰 것

이 없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슬로건을 제안하자면, 이러하다. “ 전 세계의 모든 가정에

는 태권도 선수가 한 명씩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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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원을 활용한 태권도 외교활성화 방안

김  동  원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겸임교수)



60

소프트파워(soft power)라는 용어는 미국 학자 조지프 나이(Joseph S. Nye, Jr.)가 

1990년대에 최초로 만들어낸 개념으로 소프트파워는 매력 공세를 전개함으로써 타국의 

선호(preference)에 영향을 미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라 정의할 수 

있다다(신종호, 2009).

한 국가의 소프트파워는 ‘사람의 마음을 끄는 문화’, ‘국내·외에서 따르고 실행되는 그 

나라의 정치적 가치관’, 그리고 ‘적법하고 도덕적 권위를 지니는 것으로 인식되는 그 나라

의 대외정책’ 이 세 가지에 의해 좌우된다고 분석하였다(Joseph Nye, Jr. 2004).

표 1. 군사력, 경제력 및 소프트파워의 차이

행위 주요 매개수단 정부정책

군사력 강압(위협), 제재 보호 위협, 무력 위협, 외교, 전쟁, 동맹

경제력 유인, 위협 물질적 보상(매수, 제재 워놎, 회유(뇌물), 제재

소프트파워 매력, 의제 설정 가치, 문화, 정책, 제도 공공·쌍무·다자외교

자료출처 : 전가림(2010), 중국의 소프트파워 발전 전략과 그 영향력

평화 시대에 국제관계의 성격이 하

드파워(군사력, 경제력) 중심에서 소

프트파워(문화, 가치) 중심으로 이동

하였으며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이 증대

하는 추세가 보인다고 한다. 또한 소

프트파워를 담는 세 가지 그릇을 공공

외교(Public Diplomacy), 문화외교

(Cultural Diplomacy), 그리고 국가브

랜드(Nation-Brand)로 보았다. 소프

트파워 의 주요 자산은 <그림 1>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문화

가치 및 제도
인적자산

관광

소프트파워

그림 1. 소프트 파워의 주요자산
자료출처: 외교통상부, 『문화외교 매뉴얼』,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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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외교로써의 태권도 

태권도 기반 문화외교관련 컨텐츠 계발과 확산을 위해 세종학당과 공자학원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종학당과 공자학원은 해외에 설립된 언어 및 문화 교육기관으로

서 한국과 중국 각국의 문화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 기관의 설립 배경 

및 과정, 운영 방식,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두 기관이 문화외교의 측면에서 어떤 효

과를 발휘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태권도의 문화외교적 시사점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공자학원 & 세종학당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에서 발간한 중국현대를 읽는 키워드 100에서 공자학

원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자학원의 시작
세계 최초의 공자학원은 2004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공자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설

립되었다. 중국 정부는 세계에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1987년 ‘국가대외한

어교학영도소조(國家對外漢語教學領導小組)’를 설립했다. ‘공자학원’은 바로 이 기구에서 

세운 것이다. 공자학원본부는 2007년 4월 9일 베이징에 설치되었다.

외국의 공자학원은 지사 기구로서 주로 중외 합작 형식으로 설립되었다. 세계 최초의 

공자학원은 2004년 11월 21일 한국 측의 (사)한중문화협력연구원과 합작하여 설립한 서

울 공자 아카데미이다.

설립목적
전세계에 중국어를 보급하고 중국문화와 그 가치를 전파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

의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며, 세계 최초의 공자학원은 2004년 대한민국 서울에

서 공자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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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학원의 유형
현재까지 설립된 공자학원은 총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1) 중국과 외국 고등교육기관의 합작

(2) 중국과 외국 중등교육기관의 합작

(3) 중국의 고등교육기관과 외국의 공익단체의 합작

(4) 중국의 지방정부 혹은 고등교육기관과 외국정부의 합작

(5) 중외합자기업과 고등교육기관의 합작

이들 중 (1)의 형태가 전체 공자학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모든 공자학원은 

외국의 기관이 먼저 중국 내 기관과의 쌍방 협의 하에 공자학원총부에 신청을 하고 심사 

비준을 거쳐 개설하게 된다.

2015년에는 전 세계 134개 나라와 지역에서 공자학원과 공자교실(孔子課堂)의 수가 

각각 500개와 1000개에 달했다. 등록 수강생은 190만 명을 넘었다.

표 2. 공자학당 전세계 현황

지역 공자학원 공자교실

아시아 32개국 100개소 18개국 90개

유럽 40개국 169개소 28개국 257개

아프리카 32개국 46개소 14개국 23개

대양주 3개국 18개소 4개국 86개

미주 18개국 157개소 8개국 544개

자료출처: 세종학당과 중국의 공자학원 비교 연구(2016)

 세종학당

‘세종학당’은 정부의 한국어 및 한국 문화 보급 사업을 총괄 및 관리하기 위해 [국어기

본법] 제19조 의 2에 근거해 2012년 10월 설립되었다. 글로벌 시대에 들어서면서 한류 

영향력의 확산, 국제결혼과 다문화가정의 증가,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 등으로 국내

외 한국어 교육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의 전략적 자국어 보급 사업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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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근거로 국외 한국어 교육을 총괄 및 지원하는 전문적 브랜드 육성의 필요성을 인식하

게 되었다. 세종학당재단의 주요 사업은 외국어 또는 제 2언어로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

를 교육하는 기관이나 강좌를 대상으로 한다. 한국어 교육을 통해 문화교류를 활성화하

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세종학당을 지정ㆍ운영ㆍ위탁ㆍ관리

하기 위한 세종학당 본부를 두고 있다. 

설립목적
한국어·한국문화 수요 증가

국외 한국어 교육을 총괄하는 대표 브랜드 육성

국가위상제고

표 3. 세종학당 전세계 현황

지역 현황

아시아 17개국 96학당

유럽 18개국 42학당

아프리카 6개국 6학당

오세아니아 2개국 4학당

아메리카 11개국 23학당

자료출처: 세종학당재단 (2017.07)

1. 전세계 태권도를 바라보는 관점변화의 필요성

세계 200개국 이상에 보급된 태권도를 바라보는 관점을 문화외교 시대와 결합하여 국

가간 문화 외교 형식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소프트파워라는 개념에서 

태권도는 스포츠 외교를 넘어 한국의 문화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시킬 수 있는 네트워

크 채널로 활용이 가능하며 세계 각국과 소통하는 방식을 up-down 방식에서 down-up

방식의 소통을 위한 방안마련이 논의 되어야 한다.  

또한, 국내 기관과 기업의 연계를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해외 보급 사업은 자율적

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 된다면 한국 문화자원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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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관련 사업 사업대상 추진목적

한국국제교류재단
(KF)

·	 	KF글로벌 e-스쿨
·	 	한국학교수직 설치
·	 	한국(어)학 교원 고용지원
·	 	한국(어)학 객원교수 파견
·	 	한국어펠로십
·	 	한국전공대학원생 펠로십
·	 	박사후과정 펠로십
·	 	방한연구 펠로십
·	 	외교관언어문화연수
·	 	외국교육자한국학워크숍
·	 	KF한국학특강

해외 대학 한국어교육자, 
한국어 교육연구전문가, 
일반 한국어 학습자(학생), 
유관 학회 인사 등

해외 교류를 통해 국
제사회에서 한국에 대
한 올바른 이해 도모

한국국제협력단
(KOICA)

WFK 해외봉사단원(한국어 교육 단
원 파견)
공무원 초청 국내 대학 한국어 위탁 
연구

개발도상국 각 기관(교육
기관 등)

한국과 개발도상국과
의 우호 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

재외동포재단 한글학교 운영(민간자생설립)
재외동포(청소년), 외국인, 
현지 대학생

재외동포에게 민족 정
체성 함양 차원에서 국
어, 역사, 문화 등 교육

를 통해 태권도에 대한 지원을 강화와 상생의 방안이 논의 되어야 한다.  

 

2. 기존 문화 외교의 기관과의 시너지 

세종학당 교원양성과정의 교육 과정은 크게 한국어학,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외

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한국문화, 그리고 한국어 교육 실습으로 나눠져 있다. 그 중에 

한국문화 교육 과정에서는 한국현대사회의 이해, 한국 역사의 이해, 한국문학의 이해와 

한국전통문화의 이해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한국의 역사 맥락과 현대 사회에 대한 이해

가 중요하나 일방적인 문화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진경, 2014).

국내의 다양한 민-관 기관이 그 목적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태권도 유관기

관들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소프트파워 강화를 위한 교육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표 4. 한국전통문화 관련 기관 및 목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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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현황 교육대상 추진목적

한국문화원
(한국어교실)

24개국 28개
(2016년 현재 기준)

국민, 재외동포, 외국인  
어문정책 주무부처로 외국
인 대상의 한국어 교육 및 
문화교류 지원  세종학당 53개국 224개

(2016년 현재 기준)

한국학교
(정규학교)

15개국 32개교
(2015. 3. 1 기준) 일시 체류인 재외동포 자녀 재외국민의 평생교육과 동

포 자녀에 대한 모국 이해 
차원의 국어교육 지원  한국교육원  17개국 39개원

(2015. 3. 1 기준) 재외동포

위 기관들은 기관들은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대상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

다. 재외동포 대상으로 하는 교육 기관만 교육부 산하의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그리고 

한글학교가 있다. 태권도 이외에도 다방향으로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기 위한 조

직과 기관들이 존재하며, 태권도를 무도와 스포츠기반의 소프트파워 강화를 위한 협력이 

필요하며 태권도원이 그 교육과 행사의 중심적 역할이 필요한 때이다. 

3. 문화 외교를 통한 소프트 파워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

IT강국인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다양한 영상 강의 콘텐츠를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가  E-bok, 오디오, PDF로 구성된 교재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또

한, 동영상, 사진, 그림, 애니메이션, 웹툰과 간행물 등 다양한형식의 콘텐츠를 통해 학

습자들이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정보화 시대에 하드

파워를 활용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 해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은 더 효율적으

로 진행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마려되어 있다. 이와 같은 자원을 전 세계 태권도 교육 기

관들과의 협업이 이루어 지도록 논의가 필요하다.

문화외교의 형식은 주로 각종 국제문화교류 활동, 국제행사의 주최와 자국어의 해외 

보급을 위주로 문화외교 정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하지만 국가간 문화외교 수행 체제

의 혼란으로 인해 업무의 중첩 수행이 발생하여 각 부분의 직능이 불확실하다는 단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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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기도 한다. 

태권도원은 국내 기관과 기업이 협력하여 지원을 받는 동시에 세계 곳곳에서 태권도 

관련 기관 및 협력이 가능한 단체 및 기관들과 한국 브랜드와 가치를 선양하고 국가 이

익을 창출해야 한다. 태권도원은 태권도에 기반한 문화외교 활동을 태권도에만 국한하지 

말고 대외협력의 모색을 통해 긍정적인 국가이미지를 제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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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외교 수단으로서 태권도의 역할 

최  윤  규
(전북연구원 문화관광연구부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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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테크놀리지의 발달과 함께 시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국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에서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거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충돌하던 냉전주의 상황에서 정치, 경제, 군산 등 전통적

인 하드 파워(hard power)를 중심으로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 채널을 통해 외교

가 주로 행해졌다.

외교부는 외교를 전통외교와 20세기 공공외교, 21세기 신공공외교로 구분하였다. 전

통적인 외교는 자국 정부가 상대국의 정부들을 대상으로 수평적 위치에서 공식적인 대화

를 통해 협상한다. 하지만 공공외교는 상대국의 정부들뿐만 일반 대중(Foreign Public)

을 주 대상으로 소프트파워를 통해 상대국 대중에게 영향을 미친다.

표 1. 공공외교의 변화 유형

  전통외교 20C 공공외교 21C 신공공외교

주체 정부 정부 민간주체의 다양화, 정부

대상 정부 민간, 정부 민간, 정부

수단
(자원과 자산) 하드파워 소프트파워 소프트파워

매체 전통적 정부 간 협상, 대화 PRs, 캠페인 디지털 매체 등 다양화

커뮤니케이션 타입 수평적(정부간) 수직적(top down) 
일방적(unilateral)

수평적, 쌍방향적(bilateral) 
교류 및 대화 

출처 : 김영미·정성화(2017). p.10

공공외교의 주요 수단인 소프트파워(Soft power)는 지식자산(Knowledge assets)과 

문화자산(Cultural assets)으로 구성된다(김태환, 2011). 소프트 파워는 대중의 호감을 

이끌어내 이익을 획득하는 능력으로 문화와 가치를 기반으로 대화와 동의를 얻어낸다(두

진호, 2014). 소프트파워는 정치경제적 가치 및 제도와 관광, 문화, 언어/교육/학문, 인

적자산 영역으로 구성된다(김태환, 2011). 

외교부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확대하고,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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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중앙정부의 공공외교 현황(2016년)

부서명 주요 사업내용 건수

교 육 부 해외 초중등 한국어 채택, 한국학 진흥, 한국유학 박람회 개최 4

국 방 부 정책실무회의, 국방전략대회, 세미나 개최 및 해외 TV 다큐멘터리 방영, 국제인사 방
한 및 방문, 세계 군악제 참가, 기술 전수 등 6

국 토 교 통 부 양해각서 체결, ODA 사업추진, 국제회의 참석 및 컨퍼런스 개최 및 공동연구 추진, 초
청연수 등 4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협력강화, 종자협회 개최, K-Food Fair 개최, 세계 막걸리 토크콘서트 개최, 한국 
농기업 애로사항 협력방안 협의, 올림픽 및 엑스포 개최시 한국 농식품 시식, 양해각
서 체결 및 초청연수 등

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류, 스포츠 교류, 국제관광분야 사업 등 19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대담, 로컬 TV 방영, 원활한 소통을 위한 앱 개발 및 중문 홈페이지 개설, 양해각
서 체결 및 초청연수 등 10

보 건 복 지 부 Medical Korea & K-Hospital 개최, 국제세미나 개최 및 워크숍 개최, MOU 체결 및 
국제협력 면담, K-Pharmacy 개최 등 4

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유럽통상경제장관회의, 기술협력, FTA 체결 및 회의, ODA 사업 및 에너지 인
프라 사업투자, 산업기술페어 개최 등 5

여 성 가 족 부
여성직업능력개발 초청연수, 개발도상국에 한국형 여성직업능력 개발센터 설치, 아시
아청소년 초청연수, 한-중 청소년 교류 대표단 파견 및 국가간 청소년 교류사업 시행,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개최 등

5

통 일 부 주변 4강 대상 한반도 통일 공감대 확산 강화 사업 등 4

해 양 수 산 부 연안국과의 협력(ODA): 물자지원,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등 1

행 정 자 치 부

전자정부 설명회 개최, 주한외교사절 대상 공공행정 설명회 개최, 새마을지도자대회 
및 교육개최 및 세계기록 총회 참석, 국가협력을 위한 MOU 체결 및 행정한류 추진 협
의회, 개발도상국에 지방행정 과정 운영, 전자정부/국가데이타 등 초청연수 및 사업
지원 등

6

환 경 부 글로벌환경장학프로그램 (강의 및 현장 실습) 1

고 있다. 외교부 외교백서(2016)에 따르면 2015년 대통령이 유네스코를 방문하여 교육 

강국의 이미지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기여도를 알림으로써 위상을 제고시켰다. 더

불어 같은 해 전 세계 67개국 84개 공관에서 K-Pop 페스티벌을 현지 맞춤형으로 진행

하였다.

출처 : 김영미 등(2017). pp.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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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외교를 실현하기 위한 소프트 파워 가운데 스포츠를 빼놓을 수 없다. 2000

년 UN은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밀레니엄 선언과 새천년 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al Goals: MDGs)를 발표했다. UN(2003)은 새천년 개발목표의 일환으로 

‘스포츠를 통한 평화유지 및 사회개발(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 SDP)’에 따

라 회원국에 엘리트 스포츠 육성에서 사회개발에 스포츠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도

록 요청했다. 우리나라도 스포츠 용품 지원 또는 지도자 파견 등 개발도상국에 대한 스

포츠 외교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통한 스포츠 외교 노력은 부족하다(김범식·이장우, 2009).

스포츠를 통한 ODA는 주로 태권도를 통해 이루어졌다. 외교부 산하 국제협력단이 실

천하고 있는 ‘태권도 사범 파견 사업’이 대표적 사업이다(김범식·이장우, 2009). 이 사

업은 태권도를 통해 개발도상국에게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해당 국가의 체육문화를 발

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궁극적으로 태권도를 활용한 ODA는 개발도상국에게 “태

권도 기술 전파를 통하여 스포츠를 통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기틀을 제공하고 더 나아

가 태권도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알리는데 목적”(김범식·곽택용, 2011, p.34)이 있다. 

태권도는 단기 기술연수 초청교육과 의료진 파견, 무상원조, 공연예술단 파견 등 국제

협력단의 주요 사업 가운데 적은 비용으로 한국의 고유한 가치관을 전파할 수 있는 효율

적인 문화외교 수단이다(강도원·이충영, 2002). 김두한과 서현석(2017)은 외교적 수단

으로서 태권도의 특성을 접근성과 경제성, 흥미성, 확장성 등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

째, 접근성은 태권도가 전 세계 어느 곳에나 보급되어 있어 한국 브랜드로 이미 자리매김

하고 있다. 둘째, 경제성은 다른 문화 콘텐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수용자

표 3. 태권도의 외교적 가치와 특성

가치 특성

전 세계에 보급되어 있어 외국인들이 이해하기 쉬움 접근성

태권도 콘텐츠를 준비하는데 비용대비 효과가 높음 경제성

누구나 쉽게 호응이 가능한 콘텐츠 흥미성

공공 또는 민간 모두 외교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 확장성

출처 : 김두한·서현석(2017). p.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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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태권도의 외교수단

내용 주체 목적

태권도 시범(부대 행사), 지도자 파견 자원봉사 정부 공익

태권도 시범(주 행사, 부대 행사), 지도자 파견, 자원봉사 정부 공익

태권도장 운영, 태권도 경기, 태권도 시범(부대 행사), 지역사회 공헌 민간 사적수익

출처 : 김두한·서현석(2017). p.639.

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 셋째, 흥미성은 태권도 시범 등 다양한 볼거리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재미를 이끌어낼 수 있다. 넷째, 확장성은 시범, 공연, 파견 등 다양한 형태

로 쉽게 변형할 수 있다. 

태권도의 해외진출은 시범단과 지도자 파견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다. 강도원과 이충

영(2002)은 태권도를 통한 스포츠 외교를 5단계로 구분하였다. 1단계는 1940년대부터 

1957년 전후로 태권도 사범들이 개인 자격으로 해외에 진출하여 태권도를 코리아가라

데로 처음 알린 시기이다. 2단계는 1985년부터 1972년까지 군대 태권도 시범단을 중심

으로 베트남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에 태권도를 전파한 시기이다. 3단계는 1973년부터 

1985년 전후로 세계태권도연맹(WT) 창설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기점으로 경기화된 

태권도가 세계화된 시기이다. 4단계는 1986년부터 1992년 전후로 서울 아시안게임과 올

림픽을 계기로 역사적 재도약된 시기이다. 5단계는 1993년부터 현재까지로 2000년 시드

니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으로 한국만의 태권도가 아닌 전 세계의 태권도로 성장한 시기

이다.

김두한과 서현석(2017)이 선행연구를 통해 태권도의 외교수단을 분류한 결과, 대부분 

태권도 시범과 지도자 파견, 자원봉사, 지역사회 공헌이 주를 이루었다.

태권도 외교의 주요한 축으로 시범이 자리 잡고 있다. 태권도 시범은 광복 이후 각 관

(館1)의 홍보와 세력 확산을 위해 시작되었다(장권, 2016). 1958년 방한해 태권도 시범에 

매료된 베트남 고딘 디엠 대통령의 초청으로 1959년 베트남에서 최초로 해외 시범이 시

작되었다. 태권도 시범은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약동’과 1988년 서울 올림픽 ‘벽을 넘

어서’를 통해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었다(응웬뚜언아잉·박미숙,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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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시범은 최근 저개발 국가에 대한 인도적 지원까지 확대되어 스포츠 외교를 통

한 대한민국 이미지 제고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장권, 2016). 하지만 태권도 시

범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기 때문에 태권도 기술표현 행사에 머물러 태권도의 심도 깊

은 이해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지속적인 기술교류와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을 통해 외

교기술을 고도화 시켜야 한다(김범식·곽택용,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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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afternoon, distinguished guests, professors, and Taekwondo family members!
It is my great pleasure to welcome all of you to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aekwondo here in Muju at the Taekwondowon. I would like to thank to Dr. Vitale and 
Dr. Joongsub Lee for honoring us with their speeches this conference. I would also like 
to thank to Hoi Sik Jang, Actutam Lamichhane, Dong Won Kim, Yoon Kyu Choi, and 
Khalil Jabran for participating today as panelists. In addition, I am very grateful to the 
conference’s organizing committee and the Taekwondowon for hosting this event and all 
of their strong support.

Our conference theme is “Promoting Diplomacy through the Taekwondowon.” My 
understanding is that Taekwondo diplomacy can be thought of the appropriation of 
Taekwondo by national governments as a tool for conducting soft diplomacy. Over 
the past few years the importance of Taekwondo in international relations has been 
increasingly important all over the world, and nowhere more important than here in the 
Republic of Korea. 

We have a lot of interest in Taekwondo diplomacy, and many good ideas on the table 
for today’s conference. It is now time to start thinking about how to turn those ideas 
into concrete actions. We need to find ways to execute the valuable recommendations 
you make here. This conference event is an important first step in doing just that. 
Consequently, I am sure that this conference will be a memorable, highly educational, 
and not-to-be-missed event.

I hope you will have interesting and stimulating discussions. I wish that this conference 
will be a success to share knowledge and experience in Taekwondo diplomacy. I truly 
value your participation and support for this conference.

Thank you very much.

Opening Address

Jong Kook Song, Ph.D.
President,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aekwondo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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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 distinguished professors and researchers from Korea and abroad, and the 
representatives from the Ministry of Culture of Jeollabuk-do, Muju-gun:

It’s wonderful to see you here today.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appreciation 
to Professor Jong-Kook Song and all of the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aekwondo Research (IATR) for their active cooperation in order to organize this 
conference.

Today, we are hosting the International Taekwondo Conference under the theme of 
“Promoting Diplomacy through the Taekwondowon.” As you know, the Taekwondowon 
is the center of Taekwondo activity today and a sacred place for Taekwondo practitioners 
around the world.

Through this conference, the Taekwondowon will be the center of a global “Taekwondo 
Interchange Network.” Here today we are laying the groundwork to be the leader of 
“Taekwondo Cultural Diplomacy Promotion” by creating and spreading the value of 
Taekwondo diplomacy. 

We can achieve this goal by passing on the experiences and knowledge of those 
who participated in this conference. Additionally, we hope that good strategies will be 
developed to strengthen the diplomatic competitiveness of the Taekwondowon by sharing 
the values of Taekwondo. In the future, the Taekwondo Promotion Foundation will 
provide the moral and material support needed to develop it into a meaningful place of 
harmony, unity, and communication, not only within the Taekwondo community but also 
for people beyond Taekwondo. 

Once again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all of the participants for visiting 
the Taekwondowon for this conference. I also wish you all good health and good luck.

Thank you.

Welcoming Address

Seong Tae Kim
Chairman, Taekwondo Promotion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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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here are basically two types of diplomacy. Hard diplomacy involves official 
government relations between two or more political subdivisions or countries. The other, 
soft diplomacy, is the more informal diplomatic engagements between non-government 
entities that sometimes operates with some government support, but more often as 
a private exchange. Soft diplomacy has even governments to a place where greater 
understanding happens, which in has led to increased political cooperation. History shows 
us that sports, music, the arts in general, and other cultural exchanges have had some 
positive impact in bringing different peoples together. Taekwon-Do has played a soft 
diplomatic role with some government support and sometimes tacit approval. The spelling 
“Taekwon-Do” is used to differentiate the style of Taekwondo practiced by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Taekwon-Do Federation (ITF) whereas the spelling “Taekwondo” will 
refer to Olympic or Kukki-style Taekwond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llustrate the 
numerous achievements soft diplomacy Taekwon-Do tactics have already achieved in 
hopes of sparking further such efforts. 

Defining Diplomacy

Before discussing the possibilities for Taekwondo diplomacy, we first must define 
diplomacy and understand its limitations. Diplomacy can be defined in part as the:

1.  Formal work conducted between nations to establish regular relations, such as 
establishing building up trade agreements and making treaties (3),

2.  Skills required to conduct such negotiations,
3.  “[S]kill of dealing with people effectively in a positive way including the foreign 

relations with other countries (3); i.e., tact,
4.  “Instrument by which a state (or, by extension, an organization or individual) 

attempts to achieve its aims, in relation to those of others, through dialogue and 
negotiation” (1),

5.  “[U]nderstanding the concerns and needs of all and, if possible, guiding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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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 decisions that are mutually agreeable” (2),
6.  “[A]rt and practice of conducting international relations by negotiating alliances, 

treaties, and similar such agreements bilaterally or multilaterally, between states 
and someti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r even between policies with varying 
status, such as those of monarchs and their princely vassals” (3),

7.  “[T]act and subtle skill in dealing with people so as to avoid or settle hostility.” (3).

Sports Diplomacy

Sports and the arts provide wonderful opportunities for different peoples to come 
together through shared activities. After all, the love of shared activities can and does 
transcend the many overt differences that people see when they look at others. Once a 
people, who looked at themselves as different, take the time to engage in a shared activity 
that they both love, many of the obvious superficial differences fade. At some point, 
they realize that they also have more commonalities than superficial differences. When 
these breakthroughs occur, opportunities to make more meaningful connections can and 
often do take place. It is these realizations that can not only break through government 
stalemates, but allow people to implement contracts with foreigners or foreign 
governments for their mutual benefits. 

Taekwon-Do’s Soft Diplomacy History

Taekwon-Do’s to Modern Korean Politics

Starting in 1959, Taekwon-Do began its overseas diplomatic outreach. General Choi 
Hong-Hi, the principle founder of the original Taekwon-Do, led a military Taekwon-Do 
demonstration team to South Vietnam and Taiwan. The team was comprised of members 
of all four branches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military: the army, where Taekwon-
Do initially began; the navy; marines; and air force. This historic trip marked the first 
time Taekwon-Do was performed outside of Korea. There was additional symbo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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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ce as both South Vietnam and Taiwan: both democracies like the Republic of 
Korea, were engaged in standoffs with their other halves; i.e., communist aggressors. 

This trip was made possible through the efforts of General Choi Duk-Shin, the 
then Korean Minister to Vietnam and who played important early roles in supporting 
Taekwon-Do’s growth and global development. It also established Taekwon-Do as the 
first Korean export in a soft diplomacy effort to help raise foreign awareness about Korea. 
As we know, Korea suffered a long debilitating occupation by the Empire of Japan and a 
succeeding devastating civil war. 

Taekwon-Do would become what is now called the first Korean Wave. This wave 
would create many opportunities for people all over the world to come to understand 
more about Korea; its long, proud history; and wonderful culture. This important trip 
would lead General Choi Hong-Hi to dispatch military Taekwon-Do instructors officially 
to Vietnam in 1962 and Taiwan in 1967. 

The ROK was to again experience much turbulence when a military coup took 
place on May 16, 1961. This eventually led to General Choi Hong-Hi being sent on a 
diplomatic mission to Malaysia as the first Korean Ambassador to that country. After 
he set up the first Korean Embassy there, he used his calligraphy skills to hold a press 
event. One of the tactics he employed was writing Taekwon-Do using his artful hand in 
Chinese Calligraphy. The press was intrigued by this new name, giving General Choi the 
opportunity to explain that Taekwon-Do was a Korean martial art. 

After newspaper accounts reported the event, a young Malaysian man phoned the 
embassy and General Choi told him to come down. This Judo black belt became the first 
Malaysian student of Taekwon-Do with the Korean Embassy being the first Taekwon-Do 
dojang (martial arts practice hall). Within a couple of months, recently retired ROK Army 
Taekwon-Do instructors sent him to teach Taekwon-Do to the local civilian population. 
This lead to the Malaysian Taekwon-Do Association being formed in 1963 and the 
formation of the Singapore Taekwon-Do Association in 1964. 

Later in 1965, the Vietnam Taekwon-Do Association was established as well. Over 
time, approximately 700 military Taekwon-Do instructors were deployed to Vietnam 
to teach the martial art. After the United States, the ROK had the greatest number of 
troops dispatched to the Vietnamese Civil War. It should be noted that the first Koreans in 
Vietnam were the military Taekwon-Do instru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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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Ambassador Choi Hong-Hi’s diplomatic assignment in Malaysia ended, he 
returned to Seoul and was elected the 3rd President of the Korea Tae Soo Do Association. 
In August of 1965, he was successful in pressuring them to adopt his Taekwon-Do 
name. This was just in time for him to lead the famous ROK government sponsored 
Kukki Taekwon-Do GoodWill Tour around the world. On this international journey, 
Ambassador-At-Large Choi Hong-Hi would distribute his new English language 
Taekwon-Do book, which helped introduce Taekwon-Do to the world. The successful 
tour visited Asia, Africa, Europe, and the Middle East. 

This trip was made possible with the support of General Park Chung-Hee’s military 
government and the efforts of General Choi Duk-Shin, who was by then serving as 
the Korean Ambassador to West Germany. The places visited would become founding 
member nations of ITF on March 22, 1966. The ITF, under General Choi Hong-Hi’s 
leadership, would become the driving force for the globalization of Taekwon-Do, which 
of course would lead to more foreigners learning about Korea and the Korean people. 

The 1st ITF Demonstration Team performed throughout Southeast Asia in 1967 and 
1968. In 1968, General Choi led the 2nd ITF Demonstration Team to Paris France, the 
host of a Conseil International du Sport Militaire (CISM, or the International Military 
Sports Council) symposium. Taekwon-Do was demonstrated there for what is called the 
Military Olympics. When General Choi returned home to Seoul, he was awarded the first 
Research Sports Award by the ROK government. 

In 1973, the 3rd ITF Demonstration Team visited 23 countries. This tour was supported 
by the United States’ 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 The team performed in different 
parts of Europe, Africa, Asia, and the Middle East, with five countries joining the ITF 
afterwards. On this tour, General Choi would meet with numerous government officials. 
The ITF by this time had relocated from Seoul to Toronto, Canada. 

Olympic Taekwondo’s Continued Soft Diplomacy

The Kukkiwon, the educational headquarters for Olympic Taekwondo, had opened 
as the Central Gymnasium of the Korea Taekwondo Association (the aforementioned 
Korea Tae Soo Do Association), which hosted the 1st Taekwondo World Championships. 
After the championships ended,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 (WTF; now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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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kwondo or WT) was formed by the participating nations. The Kukkiwon formed a 
demonstration team in 1974. The WTF, under the leadership of Dr. Kim Un-Yong, known 
as the father of Olympic Taekwondo, took the responsibility of global dissemination of 
Taekwondo. 

Dr. Kim’s vision was to make Taekwondo the national spor t of Korea, then 
internationalize it, with the end goal of gaining Taekwondo official Olympic sport status. 
He did this in record–almost miraculous–time. As Taekwondo raised its popularity 
through sports, especially with the connection to the Olympics, many more countries 
would embrace Taekwondo, which in turn led to a greater understanding and even 
increased appreciation for Korea. Of course, greater and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country is a vital part of its success, including aiding its trade interests. The Kukkiwon 
also invested many resources in dispatching their instructors abroad to teach. This was 
especially true on the African continent. 

The ITF’s Continued Soft Diplomacy without the ROC

The ITF meanwhile suffered from a lack of government support. However, the ROK 
had no diplomatic ties with any communist countries. ITF Taekwon-Do was however 
seeping into the Communist Bloc by ITF instructors and other ITF members. General 
Choi, now a Canadian citizen in good standing, was also free to travel behind the Iron 
Curtain that was dividing Europe during the Cold War era. Therefore, in 1978, he took 
the 5th ITF Demonstration Team to communist countries in 1978. This historic trip led 
to the formation of the All Europe Taekwon-Do Federation in 1979. It was thusly named 
as it included “all” of Europe, both the democratically-aligned West and the communist-
aligned East. This was a remarkable accomplishment made possible through Taekwon-
Do. 

Taekwondo in the Olympics

The ITF continued to lead the spread of Taekwon-Do to the communist world. This was 
vitally important to gaining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s (IOC) recognition of 
Taekwondo, since Olympic sports need to have a global appeal and worldwide foll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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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ympic Taekwondo did not stand a chance if half the world did not participate in 
the sport. In 1988, the ITF hosted the first Taekwon-Do World Championships held 
in a communist country (Budapest, Hungary). The ROK at this time did not have any 
diplomatic relations with any communist country. Ironically, it established its first such 
relationship with Hungary, then a communist country, in 1988 during the Seoul Olympic 
Games.  

Communism furthers Spreading Taekwon-Do

The ITF was given a much-needed boost when it introduced Taekwon-Do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or North Korea). General Choi led the 
7th ITF Demonstration Team there in September 1980, and he had the ingenious idea to 
include Taekwon-Do-in (Taekwon-Do practitioners) from counties that fought against 
the North during the Korean Civil War. He did this to send a message: that one can 
make friends with their enemies through Taekwon-Do. He also included a member from 
Yugoslavia, which was another communist country at the time. The subliminal message 
in doing so was that communist countries can practice Taekwon-Do effectively and well. 
The trip was helped by Yugoslavia, because the DPRK had a good relationship with 
Yugoslavia. 

Once the DPRK accepted Taekwon-Do, it became a key member of the ITF, supporting 
it similarly to how the ROK supported the WTF. Eventually, DPRK instructors would 
be dispatched around the world to the communist, socialist, and non-aligned countries 
with which they had diplomatic relations. Thus, from the early 1980s, both halves of 
Korea were spreading Taekwon-Do globally. Once the Soviet Union collapsed and the 
Iron Curtain came down effectively ending the Cold War, the ROK quickly established 
more relationships with the newly liberated Eastern Bloc countries. The WTF then could 
freely engage with the Taekwon-Do groups there, getting many to switch from ITF-style 
Taekwon-Do to Olympic Taekwondo. This in turn led to Taekwondo being accepted as an 
official Olympic sport in 1994. 

Other soft diplomacy tactics employed by the DPRK have included:
• Hosting the first joint Korean Taekwon-Do Demonstration Team in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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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ing its doors to approximately 30,000 people from about 180 countries in 1989 
in an event that featured Taekwon-Do.

• Hosting the ITF World Championships in 1992 and in other subsequent years.
• Working with the magazine Tae Kwon Do Times to bring the DPRK Taekwon-Do 

Demonstration team to the United States in 2007 and 2011
• Demonstrating at the WTF World Championships in 2015 (Chelyabinsk, Russia) and 

2017 (Taekwondowon; Muju, ROK)

Olympic Taekwondo’s Soft Diplomacy Efforts

The WT has now grown to 208 member nations, which is even more members 
countries than the United Nations. They are closely behind FIFA, the international 
governing body of football (soccer), in number of member nations. However, they are at 
the front of the pack when it comes to academic conferences and international goodwill. 
The WT is now quickly becoming one of the premier international federations for 
Olympic sports, even winning an award for the top IOC International Federation in 2016. 
It also created a Taekwondo Peace Corps and has established training at refugee camps in 
several hotspots around the world. In fact, at the last WT World Championships, refugees 
competed under a refugee banner, because of their displaced status. This shows the far-
reading influence of Taekwondo diplomacy. 

Taekwondo/Taekwon-Do Diplomatic Efforts 
on the Korean Peninsula

One important step forward is to establish the DPRK as a WT member nation. Few 
can deny that one of the most visible hotspots the world faces today is right here on the 
tragically divided Korean Peninsula. Maybe some of the magic that Korea shared around 
the world via Taekwon-Do can now help the Korean people come to know each other 
better. The ITF and WT have already started that formal process with their landmark 
Protocol of Accord agreement that was signed at the last Youth Olympic Games in China. 

Thus far, only one aspect the accord has been implemented, which was when their 
respective demonstration teams performed under the same roof right here 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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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kwondowon. Prior to the joint demonstration, the DPRK team toured the ROK giving 
numerous, warmly welcomed performances. The two teams peacefully and respectfully 
performing together at the World Championships of course garnered a tremendous 
amount of international media attention. That successful demonstration illustrated to the 
world that it is possible for the North and the South to work together.

Conclusion

It is now time to work on other creative ideas that the WT, KTA, Kukkiwon, 
Taekwondowon and other Taekwondo/Taekwon-Do groups can engage in, with hopes 
of bringing the Taekwondo world together, as well as help the two Koreas heal. I look 
forward to discussing some possible innovations with the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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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The history of globalization and imminent challenges for Taekwondo

Sinc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 (WTF) in 1973, Taekwondo 
has risen into global preeminence thanks to the effor ts of Korean and foreign 
organizations, Taekwondo instructors, and the Korean government. In 1975, the martial 
art became an official sport of the United States Amateur Athletic Union (AAU) and the 
Global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ports Federations (GAISF). Five years later in 1980,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General Assembly approved the motion to 
elevate Taekwondo to an official Olympic event. Taekwondo was then an exhibition event 
in 1988 during the Seoul Olympics and at the 1992 Barcelona Olympics. The WTF also 
successfully joined the Association of Summer Olympic International Federations (ASOIF) 
in 1995.

In the twentieth century, Taekwondo strengthened its position as an Olympic sport. 
For the Sydney Olympics held in 2000, it was recognized as an official event. The 2005 
IOC General Assembly decided to maintain Taekwondo as an official event for the 2012 
London Olympics, and the 2009 assembly put it as one of the twenty-six core events for 
the 2016 Rio de Janeiro Olympics. In 2015, the IOC included Taekwondo to the 2020 
Tokyo Paralympics as well.

The Korean government has not been sparing support for the globalization of 
Taekwondo. In 1990,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dispatched the 
Taekwondo service corps through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and the national government launched Taekwondo Instructors, a program which 
continues to this day. In 1996, the plan to build the Taekwondowon was developed: The 
Taekwondo Promotion Agency was founded in 2005 in order to promote Taekwondo. The 
Taekwondowon opened later in 2014, and the Korean national government designated 
the martial art as one of the three Korean culture brands alongside Hangeul, the Korean 
alphabet, and Arirang, the iconic Korean folk song. In only half a century, Taekwondo 
grew at an explosive rate, weathering difficulties and overcoming limitations. Despite the 
outstanding performance of the sport, many tasks and problems lay ahead in the path for 
promoting Taekwondo, including the sport's identity, standardization, and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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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A Case Study of the King Sejong Institute 

1. Purpose of the institute

The King Sejong Institute was founded in October 2012 by the Korean government to 
promote the Korean language and Korean culture as a part of its national brand. It aims to 
provide Korean language and cultural education to foreigners seeking to learn more about 
the country. 

2. Development and the current state of the institute 

The King Sejong Institute project was launched under the vision of developing a global 
Korean language education brand. Through painstaking efforts, the institution came to 
represent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brand. Moreover, the institute integrated the 
manage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which used to be executed separately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Ministry of 

Figure 1. Current State of the King Sejong Institut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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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Affairs, thereby enabling efficient and beneficial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foreigners. By July 2017, one hundred seventy-one Korean language schools in fi fty-four 
countries are operated by the King Sejong Institute.

3. Project areas and contents 

Figure 2. Key projects of the King Sejong Institute

1)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order to provide the same curriculum of Korean language courses in all of the 
King Sejong Institute schools across the world, the organization standardized the levels, 
lessons, and hours of the classes systematically,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Korean Language Education Model (Table 1). The institute also developed workbooks 
for learners in different educational environments and linguistic backgrounds in order to 
elevate the efficiency of the language education programs offered. The Korean language 
workbooks (Figure 3) are published in five languages: English, Chinese, Spanish, 
Mongolian, and Vietnam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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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orean culture education

The foundation also develops and supports various cultural programs specialized for 
different demands. The cultural programs focus especially on providing services under 
the principle of mutual cultural exchange, with the ultimate goal of helping foreigners 
expand their interest about and understanding of Korea through multiple Korean culture 
experts. The programs include:

1) Sejong Culture Academy:
•  Opens and supports cultural programs customized for various center characteristics, 

learner demands, and local cultures.
2) Cultural expert/intern:
•  Coordinates with affiliated agencies and universities to select and dispatch culture 

Table 1. King Sejong Institute standard Korean language curriculum

Figure 3. King Sejong Institute standard Korean language textbooks

Basic course intensive course

Curricula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Level 5 Level 6

Elementary 
level 1

Elementary 
level 2

Intermediate 
level

Intermediate 
level

Advanced 
level 1

Advanced 
level 2

Text
Operation

Sejong 1 Sejong 2 Sejong 3 Sejong 4 Sejong 5 Sejong 6 Sejong 7 Sejong 8
Selection of Institute

Development Completed Development Compl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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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rts professionals as teachers who provide cultural lessons at the institute.
3) Development and support for special lecture programs on Korean culture:
•  Finds and supports various Korean cultural programs, such as Korean Culture 

Activities and Sejong Korean Cultural Images.
4) Development of cultural program textbooks:
•  Develops the Sejong Korean Culture Textbook, including information about various 

aspects of Korean culture, such as food, greetings, and manners.
•  Stabilizes operation of cultural programs by developing teacher guidebooks, 

PowerPoint presentations, and other lesson materials based on the Sejong Korean 
Culture Textbook. 

 According to the 2015 yearly report by the King Sejong Institute Foundation (Figure 
4), the foundation developed various cultural programs and dispatched Korean culture 
experts and professionals to areas with a low supply of such personnel, with the goal of 
introducing Korean culture and vitalizing the institute’s cultural exchange functions. The 
foundation also sent cultural interns with the cooperation of cultural institutions, such 
as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who taught classes on Korean film, TV drama, 
K-Pop, dance, and samulnori (traditional Korean percussion band music). Collaboration 
with the Arts Council Korea and the National Gugak Center allowed the King Sejong 
Institute to dispatch Korean culture experts to teach Korean literature and fan dance as 
well. Local residents interested in Korea as well as local King Sejong Institute students 
participated in these programs, demonstrating the popularity of the classes. Such 

270 2014
total 1,046

2015
total 2,116

647

776

■ Number of cultural events     ■ Number of cultural exchange programs

1,469

Figure 4. Expansion of King Sejong Institute Cultural Exchange Activities
(Source: Yearly Report of the King Sejong Institute Foundatio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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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d efforts by the foundation are enabling the expansion of the cultural exchange 
activities by the King Sejong Institute.

In addition, the foundation has been inviting outstanding students in local King 
Sejong Institutes to participate in programs in which they can experience Korean culture 
firsthand. With the goal of finding and training talent who can promote Korean culture 
and contribute to the cultural exchange efforts, the King Sejong Institute Foundation 
continues to host Korean speech competitions across the world for local institute students, 
whose winners are invited to Korea to participate in special training sessions. 

3)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King Sejong Institutes

The King Sejong Institute Foundation designates King Sejong Institute schools 
overseas in order to provide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promote Korean culture. 
The foundation works with the local Korean embassy and conducts onsite surveys on 
where to establish new institutions, in an attempt to systematically select and designate 
King Sejong Institute schools. In doing so, the foundation prioritizes the expertise of the 
institutions that apply, in order to advance the quality of Korean language and culture 
education offered by the centers and to enhance the brand image of the King Sejong 
Institute. New local centers are strategically designated by considering a balanced 
expansion of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in various regions across the globe, with 
priorities given to institutions located in areas without a King Sejong Institute school. 
In recent years, the foundation collaborated with Korean public agencies, including 
the Korea Tourism Organization, Korea Information Society Agency, and the Yongsan 
District Office to strategically designate new schools.

4) Enhancement of instructor expertise

(1) World Korean educator conference
Every year, the King Sejong Institute Foundation invites Korean language instructors 

working overseas to enhance the expertise of global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create a network of Korean language educators. The participants share case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various areas of the world and seek to expand their expertis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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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eld. The goal is to enhance the cooperative network among the overseas Korean 
language educators and improve their educational capabilities. The conference is 
held every July.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cultural seminars are provided to the 
participants. Typical programs include special lectures, class case study presentations, 
school administration lectures, and Korean cultural activities. Depending on the level of 
the educator (i.e., native/non-native Korean speaker), customized re-training programs are 
also offered.

(2) Korean language teacher dispatch
In order to strengthen the expertise of the education provided by the King Sejong 

Institute, provide overseas schools with professional teachers, and generate jobs for 
Korean instructors, the foundation dispatches Korean language teachers overseas. This 
dispatch program is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Korean Language: the instructors are 
contracted for ten months initially, but their term may be extended to one year depending 
on the evaluation score at the end of the original contract. The dispatched teachers 
work to manage Korean language education, stabilize curriculum operation, develop 
educational materials, and support administrative duties. 

(3) Korean language instructor training program
The foundation has operated a Korean language instructor training program since 2010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fications of the teachers locally hired by individual King 
Sejong Institute schools. The program was attended by four hundred sixty-six students 
in 2015, among which three hundred twenty-six completed the course. The instructor 
training program is composed of one hundred twenty hours of classes, including 
seventy-five hours of online courses and forty-five hours of on-site training programs. 
The curriculum is designed to improve the instructors’ educational capabilities and 
help the teachers obtain a level 3 Korean language teacher certificate. In addition, the 
foundation redeveloped online contents for the previous teacher training program, which 
was outdated after its initial development in 2010. One hundred two hours of thirty new 
courses were created with new content that will help King Sejong Institute teachers 
enhance their understanding and execution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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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nformatization and promotion

Nuri-Sejong Hakdang, developed by the King Sejong Institute Foundation, is an online 
platform providing thirteen thousand multimedia items, including Korean language 
classes as well as videos comics and animated clips on Korean culture. The foundation 
continues to develop various content that can promote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through Nuri-Sejong Hakdang. In particular, the foundation collaborates with Arirang 
TV, the Korea Broadcasting System (KBS), and other agencies to develop and supply 
content on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In addition, Korean language and culture 
class materials are developed and distributed through this project. Nuri-Sejong Hakdang 
services are also offered on mobile devices, enabling users to learn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regardless of time and location. 

Ⅲ. A Proposal on the Globalization of Taekwondo

1.	 	Expanding the management and support for overseas 
Taekwondo studios 

1) Designation and establishment of national hub Taekwondo studios

Taekwondo was able to achieve globalization in such a short amount of time thanks to 
the passion and efforts of individual Taekwondo practitioners, groups, and the national 
government. Populations around the world display interest in the martial art as the 
popularity of the Korean culture increases worldwide; in order to continue and develop 
this phenomenon, support for overseas Taekwondo studios must be expanded. The King 
Sejong Institute Foundation installed local schools in order to promot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through standardized curriculums. The foundation selects countries and 
regions that can serve as hubs in their respective continents to install schools and provides 
appropriate support to them. In a similar fashion, existing Taekwondo studios overseas 
may be designated for focused management, or new studios may be founded to distribute 
authentic Taekwondo to the world. 

People with various cultural, regional, and national identities will come together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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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kwondo, but this will create many challenges as well. As such, the hub Taekwondo 
studios must be designated to respond to potential problems effectively and achieve 
expanded development. Hub Taekwondo studios will work to efficiently adapt and 
respond to different environments in different countries. The network of Taekwondo 
studios can be expanded quantitatively based on the hub studios, and the accumulated 
knowledge can be expected to provide realistic support in the operation and growth of 
new Taekwondo studios.

2) Overseas dispatch and re-training of masters and instructors

Instructor training is the most important aspect of distributing Taekwondo worldwide. 
The King Sejong Institute Foundation dispatches Korean language and culture teachers 
and cultural interns to various countries to distribute more professional knowledge on 
Korea. Local Korean language instructors have access to online and offline retraining 
programs as well. In case of Taekwondo, instructors will require retraining. Programs that 
fulfill such needs may be opened to provide local overseas instructors with opportunities 
to acquire new knowledge about the Taekwondo.

3) Designation of Korean universities as Taekwondo hubs

When designating new schools, the King Sejong Institute Foundation occasionally 
works with public institutions and universities. These organizations provide their 
administrative knowledge to the King Sejong Institute. There are sixty-eight university 
programs related to Taekwondo in Korea. The number of total students is significant, with 
7,527 students in these programs. Each university program has independent training and 
research programs on Taekwondo, with experts instructing students as professors. Their 
outstanding research results and practical skills should be utilized.

4) Regular Taekwondo conferences

In order to develop Taekwondo centers in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terms, multiple 
challenges must be overcome, from location of the center to language barrier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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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ctors, details of the operation, and promotion. As such, experts from diverse 
fields must be collected when planning and establishing Taekwondo centers in different 
countries. In addition, the administrators must find ways to continue such conferences, 
rather than allowing them to be one-time events.

2. Programs for overseas Taekwondo students

1)	 	Development of Taekwondo programs connected with Korean language 
classes

Interest in Taekwondo will increase if students learning Korean simultaneously. As 
overseas Taekwondo students receive instruction in Korean, basic Korean lessons in 
conjunction to Taekwondo training will increase the efficiency, as well as the students’ 
interest in Taekwondo and Korean culture. As such, Taekwondo centers may partner with 
organizations such as the King Sejong Institute and KOICA to provide programs teaching 
Taekwondo and the Korean language together.

2) Expansion of training programs in Korea

As the leader of Taekwondo, Korea has the responsibility to distribute knowledge, 
history, and standardized curriculums on the martial art to the world. There are 
many students of Taekwondo in Korea and overseas. Training programs for overseas 
Taekwondo students and instructors must be provided to promote the martial art and 
establish a network. That is, there is a necessity to invite students and instructors in 
overseas Taekwondo studios that are well-managed, or those requiring more standardized 
curriculum due to their distance from Korea, to provide authentic Taekwondo in the 
mainland. Such programs will allow the practitioners of Taekwondo to exchange with 
each other and form a network among themselves. 

3) Establishment of online programs and enhancement of promotion

The King Sejong Institute Foundation makes an effort to distribute th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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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and culture by continuing to develop online educational materials. In addition, 
the foundation posts materials for Korean language instructors to use in their classes and 
has developed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to facilitate the administration. In a 
similar fashion, Taekwondo administrators in Korea must also develop online materials 
for students living in areas with a low accessibility to Taekwondo and Korean culture, 
thereby enabling them to view and read materials on the martial art. In addition, a website 
for retraining overseas Taekwondo instructors and promoting the latest information on 
the martial art is a necessary aspect for the continued globalization of the sport.

In addition, research indicates that various Taekwondo events must be promoted via 
press media, websites, and social media platforms. With the development of social media, 
the importance of promotion through the medium is increasing. Finding a marketing 
method using such trends of the times is another challenge for those seeking the 
globalization of Taekwondo. Figure 5 shows the three proposals made in this chapter.

Figure 5. Challenges for the globalization of Taekwondo and their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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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bilization of quality, quantitative expansion of support, and cooperation and 
affiliation with related fields are the three core challenges to overcome to distribute 
Taekwondo to communities across the world (Figure 5). First, hub Taekwondo studios 
must be designated in each country, which will receive administrative and other support 
that will lead to the growth and expansion of the martial art in the region. Nearby 
Taekwondo studios can be efficiently managed and supported based on the hub studios. 
In addition, individual universities in Korea may manage or cooperate with overseas 
Taekwondo studios to share their know-hows and further mutual relationships. More 
detailed support will be required to operate overseas Taekwondo studios, which can be 
satisfied with regular conferences with participation from experts in various fields.

The last challenge is to establish cooperation with other fields related to Taekwondo. 
The experience of training in Taekwondo will give the students an opportunity to expand 
their interest to Korea, the Korean people, and their culture in general. Taekwondo must 
sustain its cooperation with related fields in order to fulfill such demands by the students. 
This will enable the development of Taekwondo as a martial art to Taekwondo as a sport, 
making it an effective tool of foreign affairs, politics, economics, and business as well.

Ⅳ. Conclusion

The first section of this paper reviewed the history of globalization in the field of 
Taekwondo, the current state of the martial art in Korea and broad, and the challenges 
that it must overcome. After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ended in 1945, Korean 
traditional martial arts were integrated into Taekwondo, creating a basis for expansion 
in to the world. In only half a century, Taekwondo grew at an explosive rate, weathering 
difficulties and overcoming limitations. Despite the outstanding performance of 
the martial art, many challenges and problems lay ahead in the path for promoting 
Taekwondo, including the sport's identity, standardization, and marketing. 

This paper’s second section discussed the case of King Sejong Institute, a national 
brand for Korean language and culture education. Korean language education also 
rapidly grew as the Korean popular culture became more popular and with the advent 
of globalization. However, the histor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s not lo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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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ctors and institutions lacking professional education began displaying issues such 
as dissimilar curriculums and textbooks. As such,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established the King Sejong Institute to standardize the Korean language 
textbooks and curriculums in addition to achieve the sustained development of Korean 
language and culture education through dispatching expert instructors, retraining 
teachers, inviting students, opening new programs, launching online platforms, and 
engaging in promotional activities. 

Section 3 used the King Sejong Institute as a case study to standardize Taekwondo 
instruction curriculums, expand management and support for overseas Taekwondo 
studios, and develop programs for overseas Taekwondo students. 

Various Taekwondo organizations have different projects for distributing the martial 
art, which may cause the projects to overlap, or even worse, create conf licts among 
different organizations with similar agendas, generating an inefficient structure. This 
study, therefore, proposes a foundation to integrate these efforts. The integration of 
Taekwondo projects must take place in Korea, the leader of Taekwondo, in order to 
achieve continued development, globalization, and standardization. If there is no true 
integration in the leading country, any amount of popularity and students overseas will be 
unsustainable. The King Sejong Institute is a national brand that was named after King 
Sejong the Great, the inventor of the Korean alphabet. For Taekwondo, institutions could 
be named after icons of bravery and martial spirit in the Korean history, such as Admiral 

Figure 6. Prospective Taekwondo brands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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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 Sun-shin, General Eulji Mundeok, and General Kim Yu-shin. As shown, in Figure 
6, Chungmu Studio, Eulji Studio, and Hwarang Studio are prospective names for the 
integrated Taekwondo studio brand. 

Taekwondo is a proud cultural heritage of the Korean people with a long history and 
tradition. Many instructors and researchers are making sustained efforts to continue its 
great legacy. Taekwondo volunteer service corps and instructor dispatch projects are 
already under way, and various promotional programs such as Taekwondo symposiums, 
Taekwondo camp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educational facilities like the Taekwondowon 
are taking place. However, the globaliz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Taekwondo 
can only be achieved with the proposal set forth in the current paper. While the current 
proposal may not be aligned with the field of Taekwondo since it is based on the case of 
King Sejong Institute that primarily works to promote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author maintains that the case is applicable as Taekwondo is a part of Korean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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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kwondowon, a sacred land of Taekwondo, was built in 2013, but it is not well 
known  in the outside world and even the north side of the Korean peninsula. We, 
therefore, need to make our utmost efforts to propagate the name to the outside world. 
This author suggests two ways of diplomacy for Taekwondowon in order to achieve 
that purpose: exchange with Taekwondo Hall in North Korea; make Taekwondowon the 
world's education & training hub.  

 First, Taekwondo Promotion Foundation, which operates Taekwondowon facilities, 
should disseminate the latter to the North Korea through the vital exchange with North 
Korea's Taekwondo Hall which was built in 1992. Although at present it is difficult to 
engage the authoritarian regime mainly due to political and military matters between the 
two Koreas, we need to prepare the engagement in the context that sport exchange should 
go beyond politics. There is a hope for success, if a North Korean delegate participated 
in the Olympic Winter Games which will be held in February 2018 in the South Korea. 
One of the possible and easiest ways we can do right now may be to invite each other's 
demonstration team on the yearly basis, when international Taekwondo championships 
are held. Also, two facilities in turn can hold an exhibition of Taekwondo-related 
documents and materials, etc.

Figure 1. Taekwondo Hall in Pyung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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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Taekwondowon should strengthen its role as a central education & training 
center hub. To achieve the goal, it will need to connect five regional training centers(Iran, 
China(2), Azerbaijan, and Uzbekistan) with the cooperation of WT Central Training 
Center.

Figure 2. WT Central Training Center 

The opening ceremony for the 
center was held at Taekwondowon in 
May 2016, with the presence of Dr. 
Chungwon Chou, WT president and 
executive board members.

 Iran's World Taekwondo Federation 
Center was established in May 2010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World 
Taekwondo, with the presence of 
WT president. Built on a 724-square-
meter area and constructed in 4 floors 
with an overall 2,896 square meters 
of area, the center is equipped with a 
restaurant, hotel, gym, training room, 

Figure 3.		Iran's World Taekwondo Federatio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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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age room, and medical clinic, and enjoys being located in one of the most beautiful 
areas of Tehran. 

Beijing Shichahai Sports School was established in 1958. It is located on the west 
coast of Shichahai Lake in Beijing with a total f loor area of 33,696 m2 and a building 
area of 46,893m2. It is one of the State-level Key Secondary Vocational Schools affiliated 
to Beijing Municipal Bureau of Sports and National High-level Sports Reserve Talent 
Base. It shoulders the responsibility of cultivating high-level sports professionals and 
building sports talent reserves. Its predecessor was Beijing Shichahai Spare-time Sports 
School for Young People, later renamed as Beijing Shichahai Sports School. Based on the 
general plans of Beijing on competitive sports, the school set up 7 professional teams of 
Taekwondo. 

Figure 4. Beijing Shichahai Sports School 

The Taekwondo Hall at the Shenzhen Sports School in China has been designated as 
a regional training center for juniors by the World Taekwondo. The 303 square meter 
Taekwondo Hall is one of the largest Taekwondo training spaces in the world. The board-
hanging ceremony was attended by WT President Chou and other dignitaries from 
Chinese Taekwondo Association and Shenzhen Sports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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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aekwondo Hall in Shenzhen 

Figure 6. Azerbaijan MUSADO Center 

MUSADO Center is the evident example of progress of the World Taekwondo of 
Azerbaijan. This is the unique construction built for the sports federation in the world 
for its capacity and facilities. The center has 3 competition and training halls, swimming 
pool, and hotel with capacity of 26 rooms. In October 2003, official opening ceremony of 
the construction was set. Mr. Ilham Aliyev, president of the Azerbaijan Republic, as well 
as the late Un Yong KIM, former president of World Taekwondo Federation and other 
honorable guests attended the event. In June 2009, by the decree of WT President Dr. 
Chungwon Choue, MUSADO Center acquired the status of WTF Regional Taekwondo 
Training Center. In August 2011, MUSADO Center was reconstructed and was given a 
new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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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wondowon also should support building a Taekwondowon branch on six continents 
and establish a two-year course International Taekwondo Academy which is open to 
foreign students(90%) and professors. The academy may use the existent facilities of 
Taekwondowon.  

Third, a suggestion came from Taekwondo experts that Taekwondo Promotion 
Foundation should hold a World Taekwondo Summit that hosts a yearly meeting 
participating NF leaders. The main purpose of the summit will cover pending issues, 
future development directions, etc. The foundation may bear board and lodging expenses 
during their stay in Korea. 

Finally, the conditions of success on the above suggestion is to get a strong support 
from ITF, WT, NF, and the North and South Korean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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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he Republic of Korea has promoted Taekwondo Diplomacy in an image-building 
campaign since the 1960s. This effort has been so successful that Taekwondo is now an 
official sport in the Olympic Games. To be recognized worldwide with honor has been 
a tremendous achievement for Korea’s national sport. We can use this kind of approach 
to further promote peace through Taekwondo. This paper therefore offers suggestions in 
how Taekwondo can be taught in constructive ways to people in need, thus broadening 
the capacity of Taekwondo a diplomatic tool.

Taekwondo Assists in Recovery from Addiction

Taekwondo organizations can establish campaigns to help addicts incorporate 
Taekwondo practice as part of their rehabilitation. Taekwondo can strengthen people’s 
minds as well as their bodies. Many people associate Taekwondo with fighting and 
violence, but Taekwondo practice focuses more on teaching self-discipline and 
encouraging mental cultivation. As these are essential traits addicts require to avoid 
returning to their addictions, Taekwondo could be a great benefit to people in recovery.

Practicing Taekwondo in recovery can be highly beneficial for several reasons:
•  It allows addicts to regain their physical health. Alcohol and/or drug abuse causes 

great harm to the body, and the physical practice of Taekwondo has been shown to 
restore deteriorated health.

•  Self-discipline is essential to a successful recovery. Staying sober requires persistent 
effort and a bit of sacrifice. By adopting the tenets of Taekwondo, two of which are 
“perseverance” “self-control,” addicts will be able to utilize Taekwondo as part of 
their recovery program.

•  People who become addicted to substances tend to suffer from low self-esteem. 
Taekwondo practitioners gain mastery over their bodies and minds. Thus, Taekwondo 
practice will greatly increase addicts’ self-confidence.

•  When addicts enter recovery, they must find ways to occupy the time they spent on 
their addictions. It is advisable that they make good use of these empty hours, or they 
may begin to experience boredom, which is dangerous because it can lead the add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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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s a relapse. Taekwondo classes are often held every day of the week and can 
be practiced alone, thus providing a productive use of time for addicts.

•  Early recovery can be a stressful time. It is often described as an emotional 
rollercoaster. The physical activity Taekwondo provides gives people the opportunity 
to release some of their pent up tensions. The meditation aspects of Taekwondo can 
be useful for helping people manage their stress as well.

Taekwondo Provides Anger Management Tools

Millions of people have difficulty controlling their anger and have unexplained bursts 
of frustration during the course of a normal day. Unfortunately, this type of behavior 
can cause serious problems for the individual. There is, of course, the danger that their 
uncontrolled anger will harm others as a result. However, their regular, intense states 
of anger can also cause damage to that individual’s immune system and overall mental 
state. These people, who lack anger management skills, may experience a tingling feeling 
across the body, heart palpitations, increased blood pressure, severe headaches, sinus 
pressure, and fatigue.

For some, anger results from feeling overwhelmed with various aspects of life. When 
this is the case, stress reduction can greatly improve the person’s ability to control 
the outbursts of anger. This is where Taekwondo practice comes into play. Because 
Taekwondo workouts are for the brain as well as for the body, the training can really help 
a person avoid and overcome stress in life.

Taekwondo Improves Concentration 

In order to perform many of Taekwondo movements correctly, a person has to be 
able to focus his or her thoughts. Through intense focus and with the proper training, a 
small child can break a board with a hand technique. Imagine then, what an adult could 
accomplish with the same abilities. Moreover, it is not just about the board, but the ability 
to focus on a task without allowing outside forces to disrupt or disturb you. This is what 
is needed in order to overcome the stresses of life, and much of that can be accomplished 
with the help of Taekwondo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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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kwondo Harnesses Emotions

Taekwondo can also provide a safe outlet for all of their emotions. It can teach a 
person to focus their emotional energy while sparring or striking a heavy bag. From this, 
students learn to harness one’s anger and to focus it on an acceptable target, which is 
transferable to their daily lives. The physical exertion combined with the ability to work 
through these things in the dojang (martial arts practice area) can provide a person peace 
in other areas of life. For this reason, Taekwondo can be used to help people who have 
problems controlling their emotions. 

Self-defense for the Elderly 

The elderly can benefit most from Taekwondo practice. It can be vital for them to learn, 
because people of advanced aged require exercise. Taekwondo utilizes the whole body, so 
an elderly person’s legs, arms, thighs, stomach, and chest all become strengthened they 
practice Taekwondo. A stronger, fitter body is thus one of the many benefits that they can 
realize almost immediately. 

Elderly people are very susceptible to cardiovascular diseases, such as stroke, heart 
failure, and hypertensive heart disease. Exercising the heart and increasing the amount 
of oxygen in the body can help avoid these. Taekwondo practice can also be an amazing 
source of aerobic exercise, since it increases one’s heart rate easily during regular 
training. 

Taekwondo can also be used by the elderly for self-protection. Taekwondo is a self-
defense system that does not use any weapons or tools. This important since the elderly 
live by themselves and may not have help or weapons readily available. Furthermore, 
home invasion and attacks on the elderly are on the rise. Knowledge of basic Taekwondo 
could be enough for an elderly individual to protect him or herself when attacked.

Taekwondo practice provides an additional mental advantage that may foil an attack. 
Attackers often choose the elderly as their prey, because they think that they are weak 
and defenseless. However, Taekwondo practitioners gain self-confidence as a byproduct 
of their training. Thus, the self-confidence an elderly practitioner may exude could deter 
attackers from choosing them as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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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kwondo can provide social benefits for the elderly, too. Senior citizens can often feel 
very lonely. By joining a dojang, Taekwondo practitioners gain get a sense of community, 
since classes have plenty of people who attend class every day. Practicing Taekwondo can 
be a great way for senior citizens to meet new people that have similar interests. 

Conclusion

The impact Taekwondo can have on a person’s life can be great. There are many 
positive qualities that addicts, children, and the elderly can adopt through its practice. 
There are many positive qualities that Taekwondo practitioners can adopt. The 
Taekwondowon can use all these methods throughout the world as a type of Taekwondo 
diplomacy to bring people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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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he broad concept of Taekwondo was developed during 1940s and 1950s. The joint 

effort and research of various martial artists gave birth to a new martial art called 
Taekwondo. Now, World Taekwondo (WT) has 208 member nations.(1) In its 83rd Session 
on July 17, 1980 in Moscow, Russia (then in the Soviet Union),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recognized Taekwondo as a sport.(2) Now, Taekwondo is one of two Asian 
martial arts included in the Olympic Games. It made its debut as a demonstration sport 
at the 1988 Seoul Olympic Games, and became an official medal sport at the 2000 
Sydney Games. Yet, Taekwondo is nowadays not only a sport; it has broader values in 
maintaining various global responsibilities as it has formed a dynamic platform in various 
political, economic, sociological, and psychological fields.

Generally, sport is for everyone, because it is a great way to gain self-confidence and 
strength. It helps us to develop discipline and leadership; improve our self-confidence, 
self-motivation, and self-esteem; enhances our flexibility; and provides quick reflexes 
and agility by heightening our physical and mental abilities. As with all martial arts and 
sports, Taekwondo offers these benefits as well as provides an excellent workout through 
continuous hard work, dedication, and support of all its practitioners.

It is well known that Taekwondo has a clean white dobok (martial art training 
uniform), which symbolizes purity of the practitioner. In one interpretation, the dobok 
indicates Taekwondo is not religious or racist; nor does it adhere to any caste system 
or discrimination doctrine. Taekwondo is therefore like the sky that covers the world. 
Taekwondo builds a healthy body and mind, so its huge number of practitioners believe in 
the power of Taekwondo, and they live their lives by practicing Taekwondo.

Being a global sport, Taekwondo offers its own unique sport diplomacy. Politics and 
sports are closely related to each other. Both fields influence and interact with each other. 
Indeed, sport history provides many positive and negative examples of sports diplomacy. 
There have been many wars and cold relationships due to different political thoughts 
and ideologies that have been played out through various sporting events. Sports act in a 
catalyst role at different times to correct and neutralize political tension and hostilities. 
Nevertheless, our concern as Taekwondo practitioners should always focus on the brigh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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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 and positive possibilities of Taekwondo diplomacy.

Taekwondo and Global Politics

Figure 1 provides a clear image of Taekwondo’s diplomatic possibilities. The two 
Taekwondo Goodwill Tours brought about numerous positive political reactions in the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onsidering the current state of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countries, these tours illustrate that Taekwondo could play 
a significant role in balancing peace and harmony between them.

Figure 1. A historic appearance from the North Korean Tae Kwon Do team

To illustrate how Taekwondo brings people together, Figure 2 depicts World 
Taekwondo President Choue Chung-won giving an honorary Taekwondo black belt and 
uniform to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at the Lotte Hotel in Seoul on Wednesday, 
November 13, 2013. Likewise, he awarded Nepali President Bidhya Devi Bhandari an 
honorary black belt on February 4, 2016 (Figure 3). President Bhandari also said recently 
that “Taekwondo is a very popular sport in our country.” She continued by stating, 
“Taekwondo is not only a sport, but also it is education, which helps form a new well-
disciplined generation.”(3) In the world of modernization, Taekwondo is truly a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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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of educational revolution where students learn not only socialization, health, and 
sportsmanship but also how to maintain healthy relations between different political, 
economic, socio-psychological groups.

Regardless of age and gender, Taekwondo is the most liked combat sport now (Figure 4). 
Small communities, schools, and colleges include it in their curriculums to bring about 
togetherness, respect, and harmony between practitioners. It connects people of every 

 Figure 2.	 	Vladimir Putin earns 8th-degree 
black belt in Taekwondo

Figure 3. Honorary black belt

Figure 4. Merrick Champion’s Tae Kwon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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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rough friendship and shared experiences by teaching them discipline as 
well as shared principles and philosophies. 

On the other hand, effective self-defense techniques and many other breath taking 
demonstrations done by the Taekwondo teams throughout the world have earned the 
respect of many armed forces from around the world. For example, the Kukkiwon 
Taekwondo Demonstration Team performed in front of Nigerian military leaders in order 
to build stronger bonds between the two nations.(4) 

Taekwondo Refugee Efforts

Besides political issues, Taekwondo plays mediating roles to assist cooperation 
between people from different cultures, customs, and religions by making them think 
globally. It also stimulates Taekwondo as a major form of sport in today's world. 
Regardless of individuals’ thoughts and colors, Taekwondo chains people together with 
the same purposes and goals. Taekwondo serves all as true human beings: it bridges the 
distance between two individuals, since there is no racist or religion intolerance allowed 
in Taekwondo practice.        

In addition to these facts, the main purpose of Taekwondo is to establish peace in the 
world. By facilitating better communication through sports, Taekwondo creates healthy 
minds and bodies in those affected by war and crime. This can be achieved by promoting 
Taekwondo as a martial art and sport throughout the world. For instance, Taekwondo 
volunteers are playing important roles to maintain peace, harmony, and respect among 
the students in refugee camps. They are the heroes behind the screen, and they have 
earned a huge amount of respect for their efforts. Therefore, it concludes that Taekwondo 
helps connect people regardless of their color, gender, and religion, because it follows the 
principle of equality in the eyes of everyone it impacts.

Taekwondo, due to such outcomes, now has become a social network as well. We can 
see many global interactions thanks to the platform of Taekwondo. These interactions are 
wonderful to witness. People are connecting globally for very noble causes like peace, 
love, respect, and acceptance, which Taekwondo promotes (Figur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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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kwondo Tourism

Because of mass interest and involvement of people, Taekwondo promotes sports 
tourism and business wherever Taekwondo events are held. People come to witness 
sports events with their families and friends. Taekwondo tourists purchase local 
accommodation, products, and food that provide significant benefits for local businesses; 
namely, Taekwondo tourism directly boosts economic activities. To sum up, the 
promotion of Taekwondo facilitates investment and economic turnover in host cities and 
countries. 

Moreover, sports tourists observe the local culture and customs in host locations, 
which broadens their understanding of different peoples. Taekwondo is thus building 
bilateral relations among the participating countries and their citizens, which establishes 
friendship, harmony, love, respect, and peace among each other. Hence, Taekwondo can 
be a solution to every problem in the world, and we should thank for Taekwondo to create 
such a platform. The world could bloom because of the golden future that Taekwondo 
provides for future generations. 

Figure 5. Peace love Taekwondo pillow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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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Taekwondo is not only a martial art; it is also an international service organization. 
Yet, Taekwondo’s contributions to the world should not be only be concerned with sports. 
Taekwondo, which has been shown to bring together political, professional, and business 
leaders in order to provide humanitarian services, encourages high ethical standards in 
all vocations and advances goodwill and peace around the world. Therefore, it should 
continue to be a non-political and non-sectarian organization open to all people regardless 
of race, color, creed, religion, gender, or political preference. 

In my point of view, North and South Korea should unite and merge Taekwondo to 
make it a more effective and energetic sport. Reuniting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aekwondo could play a vital role in the countries’ futures as we are trying to build 
leaders not only players. Taekwondo provides a unique and excellent education to make 
practitioners into visionary leaders.  

There are many possible other ways Taekwondo can have positive inf luences on 
the world. Why not encourage Taekwondo hospitals, Taekwondo banks, Taekwondo 
counseling centers, and Taekwondo meditation centers? Taekwondo medicines and 
nutritional diets can be created to promote sports, businesses, and community support. 
As documented in the paragraphs above, all of these ideas are possible, since Taekwondo 
can be can be incorporated into every field. 

Taekwondo schools could make excellent scientists, philosophers, political leaders, 
businesspeople, doctors, and engineers in the field of sports, too. The large number of 
people in the WT and other Taekwondo organizations have the people who can do these 
things; therefore, truly nothing is impossible if our members join together in cooperation. 
Finally, let’s make one slogan: “Every home throughout the world has one Taekwondo 
p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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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he term soft power was coined by Joseph S. Nye Jr. in the 1990s. It is defined as a 
country’s approach to international relations that uses economic or cultural influence (2). 
Nye states that a country’s soft power is determined in three ways: a culture that attracts 
people, a political value that is highly acceptable both within and outside the country, 
and an acceptable foreign policy that possesses legitimacy and moral prestige (1). The 
differences between military (hard) power and soft power are depicted in Table 1.

The characteristic of international relations during peace times has affected the 
focalization from hard power (military, economic value) to soft power (cultural, intrinsic 
value) diplomacy, which has increased the importance of soft power diplomacy in recent 

Table 1. Differences in military/economic power and soft power(5)

Action Medium Government policy
Military 
power Threat, sanction Threat, power Threat, diplomacy, war, ally

Economic 
power Attract, threat Tangible benefits, sanction Aid, conciliation 

(bribery), sanction

Soft power Allure, agenda setting Value, culture, policy Public, bilateral and 
multilateral diplomacy

culture

value 
and 

policy
human 

resources

tourism

soft power

Figure 1. The major assets of soft power(6)

From left to right, starting with the largest circle: culture, tourism, value and policy, and human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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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 Moreover, soft power utilizes public diplomacy, cultural diplomacy, and national 
brand recognition specifically (Figure 1).

Taekwondo as Cultural Diplomacy 

Inspecting the examples of the King Sejong Institute and the Confucius Institute can 
bring light to Korea’s development and diffusion of foreign-related soft power diplomacy 
efforts. Both are overseas language and cultural education institutions established and 
operated as part of the cultural foreign policies of Korea and China, respectfully.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the two organizations on cultural diplomacy 
through each institution’s history, education process, mode of operation, and educational 
programs to discuss their cultural and diplomatic implications on Taekwondo.

The Confucius Institute 

Beginnings of the Confucius Institute 

The first Confucius Institute was established in Seoul, South Korea in 2004. Its goal, as 
mandated by the Chinese government, was to spread Chinese and Chinese culture to the 
world. The organization’s headquarters was founded in April 9, 2007 in Beijing. Overseas 
branch Confucius Institutes were established as a type of Sino-foreign joint venture. 
The world's first Confucius Institute, which was established on November 21, 2004 in 
cooperation with the Korea-China Institute for Cultural Cooperation.

Purpose of Establishment 

The Confucius Institute was created to spread Chinese language and Chinese culture 
around the world. Through this movement, it increases the international influence of 
China through a type of soft power. The very first establishment of Confucius Institute 
was named the Confucius Acad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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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s of Confucius Institutes

There are currently five types of Confucius Institute. Their missions are to enhance the 
cooperation between: 

1. China and foreign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2. China and foreign secondary educational institutions 
3. Chinese tertiary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foreign public organizations 
4.  The Chinese federal government or tertiary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foreign 

governments
5.  Joint ventures between Chinese and foreign investors and tertiary educational 

institutions 
The first type of Confucius Institute, those that focus on building relations between 

Chinese and foreign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makes up more than 90 percent of 
the total Confucius Institutes. All of the institutes first applied to the Confucius Institute's 
headquarters with an understanding that they would work bilaterally. The overseas 
institutes only opened after undergoing an examination and receiving approval.

Table 2. Status of various Confucius Institutes(4)

Region Number of Confucius Institutes Number of Confucius Academies

Asia 32 nations, 100 institutions 18 nations, 90 academies

Europe 40 nations, 169 institutions 28 nations, 257 academies

Africa 32 nations, 46 institutions 14 nations, 23 academies

Oceania 3 nations, 18 institutions 4 nations, 86 academies

America 18 nations, 157 institutions 8 nations, 544 academies

As shown in Table 2, the Confucius Institutes and Confucius Academics numbered 
over 500 and 1000, respectfully, worldwide by 2015. There are over 1.9 million students 
registered in the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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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current state of King Sejong Institute (7)

Region Number of King Sejong Institutes
Asia 17 nations, 96 institutions

Europe 18 nations, 42 institutions
Africa 6 nations, 6 institutions

Oceania 2 nations, 4 institutions
America 11 nations, 23 institutions

 

King Sejong Institute

The King Sejong Institute was founded in October 2012 under the Korean Language 
Fundamental Law Amendment Article 19-2, which regulates and generalizes the Korean 
language and Korean culture enterprises. In this era of globalization, the Korean Wave 
has brought an increased interest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international marriages, 
multicultural families, and expansion of Korean corporations overseas. In addition, based 
on the success of strategic international language projects around the world, the King 
Sejong Institute recognized the necessity of overseeing and supporting Korean language 
education overseas. 

Therefore, the major businesses of the King Sejong Institute organization is to provide 
Korean as a second language and Korean culture education. It also promotes cultural 
exchange through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headquarters of the King Sejong 
Institute designates, operates, consigns, and manages these tasks with the support of the 
South Korean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Purpose of Establishment 

The purpose of the King Sejong Institute is to 1) increase the amount of Korean 
language and Korean culture opportunities worldwide, 2) to promote brands associated 
with Korean language education overseas, and 3) improve the national status of the 
Republic of Korea. Table 3 lists the regions and number of King Sejong Institutes 
worldwide, thus illustrating the organization’s success.



128

Table 4. Korea traditional cultural institutions and business purposes

Necessity of the Change in Perspective towards World Taekwondo 

It is necessary to discuss how Taekwondo can develop into a type of soft power, 
cultural diplomacy between South Korea and other nations in the current cultural 
diplomatic era. According to the definition of soft power diplomacy, Taekwondo can be 
used as a vehicle that can go beyond the idea of sports diplomacy and be used to disperse 
Korean culture. More importantly, the method of discussion needs to change from up-
down to down-up. Meeting the demands for Korean language and Korean culture by 
linking domestic institutions and companies could be a cornerstone of Korean cultural 
resources overseas. Because of this, we also need to examine specific methods to 
strengthen the support for Taekwondo. 

Synergy in the Current Institutions for Cultural Diplomacy

The curriculum of the King Sejong Institute training courses is largely divided 
into Korean language, general linguistics and applied linguistics, Korean as a foreign 

Institution Related business Partners Purposes

Korea 
Foundation (KF)

KF global e-school
Establishment of Korean 
Language/Professorship
Dispatch professor
Fellowship for graduate 
school student
Fellowship for post Doc
Fellowship for visiting Korea
Workshop for Foreign educator
Special lecture for KF 
Korean Language

Korean Teachers at 
overseas universities;
Korean education, 
researcher, General 
Korean Learner, related 
institution staff

To better understand Korea 
in International society 
through external exchange

KOICA

WFK Overseas Service 
corporation (dispatch 
Korean educators);
Korean commissioned research 
for invited public officials 
at the university level

Institutions for 
developing country

To improve of co-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developing countries

Overseas 
Koreans 

Foundation
Operation for Korean school

Overseas Korean 
(adolescents), foreigners, 
local college student

Education of Korean, 
history, and culture in terms 
of cultivation of identity 
for overseas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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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Korean culture,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practice. Especially within 
the Korean culture education process, the curriculum provides education on Korean 
contemporary society, Korean history, Korean literature, and Korean traditional culture. 
Of cours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Korean history and modern society within 
context, but the curriculum is centered on unilateral cultural education (3). Currently, both 
domestic and foreign institutions are working to fulfill the educational roles; nevertheless, 
more discussion on how to bolster Korean education for soft power purposes by utilizing 
Taekwondo-related organizations is required.

The institutions in Tables 4, 5, and 6 tend to have diverse goals for various subjects. 
There are educational institutions under the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such as 
Korean language schools for Koreans and overseas residents. There are other methods to 
reinforce Korean soft power not limited to Taekwondo. Yet, there is a necessity for the 
Taekwondowon to be a major player for developing Korean education and cultural events, 
which could strengthen Korean sports-related soft power diplomacy and Taekwondo as a 
form of mudo (martial arts).

  Establishment status Subject Purpose

Korean Culture Center 28 for 24 countries in 2016
Overseas Korean, 

foreigners

To support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cultural 
exchange for foreigner Sejong Institute 224 for 53 countries in 2016

  Establishment status Subject Purpose

Korean school
(Regular school)

32 schools in 15 countries 
as of March 1, 2015

Overseas Korean children 
with temporary stay

To support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terms 
of continuing education 
and understanding of 
mother country for 
overseas Koreans

Korean Education 
Center

39 centers in 17 countries 
as of March 1, 2015 Overseas Korean studies

Table 5. Korean Culture Center and Sejong Institute subjects and purposes

Table 6. Korean regular schools and Korean Education Center subjects and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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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stitutions in Tables 4, 5, and 6 tend to have diverse goals for various subjects. 
There are educational institutions under the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such as 
Korean language schools for Koreans and overseas residents. There are other methods to 
reinforce Korean soft power not limited to Taekwondo. Yet, there is a necessity for the 
Taekwondowon to be a major player for developing Korean education and cultural events, 
which could strengthen Korean sports-related soft power diplomacy and Taekwondo as a 
form of mudo (martial arts). 

Amplifying Methods to Strengthen Soft Power 
through Cultural Diplomacy 

Contemporary Korean society possesses the IT ability to provide video lectures on 
Korean language and culture. These lectures can be supplemented with E-textbooks, 
audio, and PDF files with diverse information. Moreover, this capability can increase 
learners’ interest in Korean culture with access to cultural videos, pictures, images, 
animations, web-comics, and other published material. In the information age, this type 
of education system is based on hard power and combines online and offline materials 
to provide a more efficient infrastructure for Korean and Korean culture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discuss such resources in order to collaborate with Taekwondo educational 
institutions around the world.

The format of soft power diplomacy is mainly engaged in various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activities, hosting international events, and actively promoting cultural foreign 
policy based on the overseas dissemination of native languages. However, due to the 
confusion of the cultural diplomacy system between countries, there is a disadvantage 
that this type of work can be overlapped, thus affecting efficiency, as well as the nature of 
each task.

The Taekwondowon needs to support Korean organizations and companies across 
the globe to bolster the Korean brand and values. It, the Taekwondowon, should not be 
restricted to Taekwondo-based cultural diplomacy activities; it should also broaden itself 
to the task of enhancing the Korean national image through both internal and externa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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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Confucius Institution and Broadcasting Media as the main focus, INSTITUTE 
OF CHINESE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 Vol.50

6.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0). Cultural diplomacy manual.
7.  King Sejong Institute Foundation. http://www.ksif.or.kr/business/locSejong.do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aekwondo

132

The Role of Taekwondo as a Means of Sports Diplomacy

Yoon Kyu Choi
(Assistant Researcher; The Jeonbuk Institute)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aekwondo 133

With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technologies, globalization is rapidly settling 
in,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time and space while integrating the world. Under such 
circumstances, the Korean government is making diverse efforts to improve the national 
imag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Cold War era, during which the liberal democracy conf licted against 
communism, diplomacy mainly consisted of official channel communications among 
governments, using traditional hard powers such as politics, economics, and military 
power.

The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categorizes diplomacy into traditional 
diplomacy, public diplomacy of the twentieth century, and the new public diplomacy of 
the twenty-first century. In traditional diplomacy, the government negotiates with other 
countries on an equal footing, through official dialogs. Public diplomacy, on the other 
hand, works with government players as well as the foreign public in order to influence 
the target country through soft powers. 

An important asset for public diplomacy, soft power is composed of knowledge assets 
and cultural assets (Kim Tae-hwan, 2011). Soft power is the ability to acquire benefits by 
generating favorable opinions by the public, and is a method of creating conversation and 
agreement based on culture and values (Doo Jin-ho, 2014). Soft power is composed of 
political and economic values, policies, tourism, culture, language, education, academics, 
and human resources (Kim Tae-hwan, 2011). 

The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s making an effort to expand the role of 
Korean in the international stage and elevate its status. According to the ministry’s white 
paper (2016), the president visited UNESCO in 2015 to promote Korea’s image as an 
educational stronghold and its educational contribution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reby elevating the status of the country in the world. In addition, eighty-four Korean 
diplomatic missions in sixty-seven centuries hosted localized versions of K-Pop festival.

Sports is an indispensable element of soft power as a tool of public diplomacy. In 
2000, the UN announced its Millennium Declaration and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In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SDP, 2003), the UN made a request 
to its member countries to change course from nurturing elite sports to using sports for 
social development.  Korea is also conducting sports diplomacy for developing countries, 
providing sports equipment and dispatching instructors. However, the efforts for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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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lomacy through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is still lacking (Kim Beom-sik 
and Lee Jang-woo, 2009). 

ODA through sports is mainly conducted with Taekwondo in Korea. Taekwondo 
Instructor Dispatch Project, executed by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unde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s a representative one (Kim Beom-
sik and Lee Jang-woo, 2009). This project aims to promote Korean culture to developing 
countries, as well as to grow the sports culture in such nations. Ultimately, ODA using 
Taekwondo has a goal of “providing a framework for happier lifestyles by distributing 
Taekwondo skills, and further promoting the superiority and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sport” (Kim Beom-sik and Gwak Taek-yong, 2011, p.34). 

Among KOICA projects including short-term technical training, medical aid, grants, 
and cultural performance, Taekwondo is the most efficient tool of cultural diplomacy 
that can promote Korean values with low costs (Kang Dong-won and Lee Chung-young, 
2002). Kim Doo Han , Seo Hyun Suk (2017) categorized the feature of Taekwondo as 
a diplomatic means into four areas: accessibility, economic scalability, interest, and 
expandability. First, Taekwondo is distributed in most places in the world, and is already 
a representative Korean brand with high accessibility. Second, Taekwondo can induce 
high participation by the recipients with lower costs, compared to other cultural contents, 
displaying good economic scalability. Third, Taekwondo is interesting, as it can provide 
many visual performances such as demonstrations. Fourth, Taekwondo is expandable to 
various forms, such as demonstrations, performances, and instructor dispatch projects. 

Overseas expansion of Taekwondo began with demonstration teams and instructors 
sent overseas. Kang Do-won and Lee Chung-young (2002) categorized sports diplomacy 
through Taekwondo into five phases. The first phase is from the 1940s to 1957, when 
Taekwondo instructors went overseas as private individuals to promote Taekwondo 
as “Korean karate.” During the second phase from 1985 to 1972, military Taekwondo 
demonstration teams promoted Taekwondo in Vietnam and elsewhere in the world. The 
third phase, from 1973 and 1985, saw the foundation of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 
(WT) and the development of Taekwondo as a global competitive sport, through World 
Taekwondo Championship Games. The fourth phase is from 1986 to 1992, when 
Taekwondo experienced a historical renaissance through Seoul Asian Games and the 
Olympics. In the fifth stage beginning in 1993 to today, Taekwondo was selected as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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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ial event of the Sydney Olympics in 2000, growing it into a sport of the world from a 
sport of the Korean people.

The diplomatic methods using Taekwondo was researched by Kim Doo-han and Seo 
Hyun-suk (2017); Taekwondo demonstration, instructor dispatch projects, volunteer 
services, and local community services were main forms of Taekwondo diplomacy. 

Demonstration is an axis of Taekwondo diplomacy. Demonstrations began after 
the independence of Korea from Japanese occupation, in order to promote individual 
Taekwondo studios and expansion of their influence (Jang Kwon, 2016). The Vietnamese 
president, who was mesmerized by Taekwondo demonstration he viewed in 1958 during 
his visit to Korea, invited Korean Taekwondo demonstrators in 1959, which marked the 
first overseas performance of the martial art. The Taekwondo demonstration performance 
titled “Yakdong” in 1986 Seoul Asian Games and “Breaking Down the Wall” in 1988 
Seoul Olympics inspired the world (Nauyen Tuan Anh and Park Mi-suk, 2012).

Taekwondo demonst rat ions are of ten packaged with humanitar ian aid for 
underdeveloped countries in recent years, playing a leading role in the enhancement 
of Korean national image through sports diplomacy (Jang Kwon, 2016). Taekwondo 
demonstrations, however, are one-time events that show techniques of the martial art, 
and cannot generate deeper understanding of it. As such, the techniques of Taekwondo 
diplomacy must be developed further through continued technical exchange and support 
of human and physical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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