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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 택견의 스포츠창업 활성화 연구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Sports Start-up in Taekkyeon, a 
traditional Korean martial art 

정명섭*, 김재호**

Myeong-sub Jung*, Jae-Ho Kim**

요 약 본 연구는 전통적인 무술인 택견의 사업화 가능성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 방법은 첫째,

대한택견회와 한국택견협회의 설립목적과 주요 사업을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둘째, 최근 3년간의 대한택견회의 사업

실적과 학회에 발표된 관련 논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새롭게 출발하는 통합

택견회는 기존의 영역인 전통문화와 스포츠를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에 도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스포

츠산업(창업)영역을 발굴해야 한다. 둘째, 창업 및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주요어 : 융합, 택견, 창업. 스포츠창업, 스포츠산업, 기업가정신

Abstract The study aims to provide the potential for commercialization of traditional martial arts selection. First, 
we was reviewed by comparing  the general purpose and major enterprise of the Koreataekkyon and the Korean 
Taekkyon Association. Second, analyzed the related results of the Business and the related papers published in 
the recently 3 years. Through this, I have  following suggestions.  A new departure from the emerging world 
should challenge the new paradigm beyond traditional culture and sports.  To do so, one must first excavate the 
sports industry (startups). Second, there should be education about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ship. Third, 
we need to establish a dedicated organization that supports business.

Key words :  Fusion, taekkyon,  start-up, Sports startup, Sports Business, Entrepreneurship

Ⅰ. 서 론

한국 전통무예 시장은 전통적으로 상명하복을 기본

으로 하는 사제중심의 도장(道場)문화를 바탕으로 지역

중심으로 오랫동안 뿌리내려 왔다. 그러나 한국의 경

제성장에 따른 국민소득의 증가와 아시안게임, 올림픽

등 범세계적인 스포츠 행사의 영향으로 스포츠가 다변

화되고 글로벌화 되면서 전통무예는 스포츠 영역으로

변화되기도 하고 사업 영역도 국제적으로 점차 확대되

고 있다. 정부에서도 대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교

육인적자원부 등의 지원채널을 통해 다양한 지원 사업

을 진행하면서 탈도장화, 탈종목화 및 형태로 변화를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Sports Start-up in Taekkyeon, a traditional Korean martial art 

- 154 -

유도하고 있다.

최근 국내외 경제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적으

로 양극화 및 청년실업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

다. 특히 무예나 스포츠를 전공한 청년들은 초중고 및

대학생활을 운동만 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의 전

공과는 다른 분야로의 사회진출이 타 전공에 비해 어려

운 측면이 있다.[1] 따라서 청년실업의 어려움에 다른

전공에 비교해서 더 크게 노출되어 있다. 국가차원에

서도 이와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스포츠와 관

련된 재화나 서비스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스포

츠산업일자리 창업지원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

하고 있으며 그 방법으로 산업 간 융합을 적극 장려하

고 있다.[2] 전통무예 시장 역시 최근 타 영역과의 융

합을 통해 스포츠산업일자리 창출이 다양하게 시도되

고 있다.

택견 계에서도 2011년 사회적 기업 (주)우리청년사

업단을 시작으로 2014년 예비사회적기업 (주)이크택견

등이 창업을 하면서 공연사업과 체험관광사업에 진출

하게 되었다. 또한 2013년 미국 LA에서 전통문화와 택

견을 융합한 공연을 선보였으며, 2014년에는 프랑스에

서 한국무용과의 융합공연을 시연했다. 이는 전공자들

이 선수 및 지도자로 진출한 경우가 아닌 새로운 일자

리 창출 방법을 제시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후 소셜벤처(Social Venture)과 같은 분야로 청년

들의 창업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2017년 6월 18일 대한택견회와

한국택견협회는 통합을 위한 실무적인 논의를 시작하

였다.[3] 논의 과정에서 택견의 전통계승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안건으로 제시되고 있다. 많은 택견

종사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침체된 택견계가 새롭

게 도약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통합과정에서는 택견이 전통적인 무형문화재 측면과

서열과 순위를 다투는 스포츠경기의 측면과는 다른 새

로운 융합산업으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는 이러한 논의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여 동기부여를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택견에 대한 정부의 지원 내용과 택견유관 기업

의 사업내용, 그리고 택견 관련학과의 커리큘럼을 분석

하고 기업가정신을 통한 창업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하

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택견관련 현황 분석

1. 택견협회 분석

1) 대한택견협회

대한택견회[4]는 문화체육관광부 허가법인이며 2015

년 12월 1일 인가받았다. 설립목적과 주요사업은 아래

와 같다.

Ÿ 설립목적

택견회는 택견을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체력

을 향상케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

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

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

Ÿ 주요사업

- 택견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택견 경기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 택견 국제경기대회의 개최 및 참가

- 택견 전국규모연맹체와 지부의 지원 및 관리· 감독

- 택견 대회의 개최 및 주관

- 택견 경기기술의 연구 및 경기시설·장비의 개량 및

공인

- 택견 선수·지도자·심판 및 운영요원 등의 양성

- 택견 지도자 자격증 및 단·품 심사, 인증서 발급에

따른 제반사업

- 택견 수련 범국민운동 전개 및 보급 사업

- 택견에 관한 자료수집, 조사통계 및 홍보

- 택견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 택견 생활체육활성화 및 택견회의 목적달성에 필요

한 사업

대한택견협회 사업을 보면 전반적으로는 스포츠대회

를 개최하고 운영하며 운동선수 및 단체를 지원·육성

하고 있다. 다만 주요 사업 중에 단증 및 인증서 발급

과 관련된 제반 사업, 클럽육성 지원 등 일부나마 택견

의 스포츠산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2) 한국택견협회

한국택견협회[5]는 대한택견회와 달리 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으로 1999년 7월 28일 설립되었으며 충주시

무형문화재과를 주관부서로 하고 있다. 충청북도 충주

시에서 개최하는 세계무술축제를 통한 마케팅 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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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제목 출처 비고

안재식

외 3명

무형문화재 택견복원 및 활

용방안

한국체

육학회
2015

고윤영
공연예술로서 택견의 가능성

탐색

석사

학위
2016

김관섭

스포츠방송의 전통문화콘텐

츠 수용양상과 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

학위
2014

택견원을 활용한 각종 사업 진행으로 택견 관광상품과

공연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다. 설립목적과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Ÿ 설립목적

민족고유의 무예이자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

된 택견의 원형을 계승 보존, 적극적으로 전수 보급 국

민의 건전한 의식 및 체력증진과 민족적 자긍심을 함양

Ÿ 주요사업

- 택견의 원형보존과 전수를 위한 활동

- 택견을 널리 알리고 보급하기 위한 각종 행사와 강

습회의 개최 및 주관

- 택견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

- 택견인의 교류와 기능향상을 위한 각종 수련회

- 택견의 보급, 선전, 계몽 및 이를 위한 각종 출판물

의 간행

- 산하 가맹단체와 지부의 관리 및 감독

- 택견의 발전을 위한 체육단체와의 교류

한국택견협회의 정체성은 스포츠단체가 아닌 문화단

체다. 따라서 전국체전 등 경기대회에 참여할 수 없고,

국제교류 측면에서도 문화예술에만 국한되고 있는 등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유단의 단위도 단이 아닌 동

으로 표현하고 있다. 택견이 한층 더 도약하기 위해서

는 이러한 문화에 제한을 둔 한계를 넘어 일반적인 스

포츠 산업으로 발전해야 한다. 충주세계무예축제에 참

가한 각국의 전통 무술들 중 일부 종목에서는 아시안

게임의 정식종목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들

이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택견협회가 지향해야 할 모습

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국택견협회는 이러한 시대

적 환경을 이해하고 또한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해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인 대한택견회와 2017년

3월 7일 충주시청 회의실에서 상호간 업무 협약을 체결

하였다. 이는 택견 통합을 통해 문화, 스포츠, 산업을

어우르는 스포츠산업 진출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택견협회는 충주시 문화예술과(문화재담당)의

지원으로 아래의 그림과 같이 시범단을 운영하고 있으

며, 스포츠산업보다는 문화·관광 상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택견협회

의 지향점은 아래와 같이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전통무예 택견은 전통무예, 스포츠, 문화상품 3가지

의 형태로 구현 되어야 한다. 첫째, 유네스코 무형문화

재인 전통무예로서 원형 보존과 문화재적 가치를 보존

해야 한다. 둘째, 현재 스포츠로서 전국체전 시범종목에

머물고 있으나 시범종목이 아닌 정식종목으로 발전 시

켜야 하며 더 나아가 아시안게임의 정식 종목으로 발전

시켜야 한다. 셋째, 사업적 측면으로 공연과 관광 상품

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2. 택견관련 연구 동향

택견관련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네이버 전문

정보와 국회도서관, 구글 학술검색을 이용해서 최근 3

년간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연구 중 택견 관련 학위논

문, 학술발표자료, 학술지 자료에서 경기력 향상과 같이

무도체육과 직접적인 주제를 제외하고 관광, 경영 등

본 연구와 관련 있는 주제를 표로 정리하였다

표 1. 택견 연구 동향

Table 1. List of Taekkyon study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최근의 택견관련 연구 주제가

경기력 향상과 전수관 활성화 관련 주제를 제외하면

융·복합 스포츠 산업과 관련된 연구는 아직까지는 논의

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다양한

접근방법으로 택견의 산업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

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택견학과 커리큘럼 분석

택견관련 학과는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소재 Y대학

으로 하며 체대 특성상 실기를 제외한 학과를 아래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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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명 내용

동양무예론 무예의 개념과 발달 원리

체육행정

관리학
무도행정관리 기본적인 이론, 실무내용습득

중국무술연구 동양 무술에 미친 영향 연구

레져스포츠론 레저스포츠의 효과와 의미를 분석

신체활동검사 에너지소모량의 측정법과 비만도 측정법

비교무도학
다양한무도의특성과기술들역사, 문화, 환

경과 관련하여 비교

무도정보분석

현대정보과학화에 발맞춰 인터넷상의 마케

팅과무도정보를검색및관리할수있는능

력을함양하고, 자료관리를 설계하고 ,구현

하게 한다.

무도자료분석

무도와 관련된 각종 정량적 자료들을 수집

하여필요에따라정리할수있는능력을배

양한다. 기술통계의기법과기본적인추리통

계 기법을 실습을 통하여 학습한다.

무도기획

무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해 봄

으로서 그 효용성을 증가시킨다. 또한 무도

에 필요한 법규 및 경영, 스폰서, 도장의 활

성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대중들에게 소통이 되는 내용을 파악하여

무도기획자로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연

구 한다

무도진로설계

무도의 진로에 관한 적성분석을 통해 무도

현장인도장이나학교, 관련기관에서필요로

하는 인재의 적정분야를 설정하고 이를 위

한 구체적, 실제적 준비를 통해 무도지도자

로서의미래진로를설계할수있도록한다.

학자 창업의 정의

Schumpeter

1934
창조적 파괴

Longenecker et.,al

1997

새로운 사업을 시작

타인의 사업을 인수하여 시작

Timmons

1985

창업가, 자원욕구, 기회인식의

창업요소

Hisrich & Brush

1985

위험 감수하고 시간과 노력으로

가치있는새로운것을창조하여

보상과 만족 누리는 것

Gartner

1990
새로운 조직 설립하는 행위

표 2. 택견학과 커리큘럼 분석[

Table 2. Table of Curriculum in Martial Arts

위와 같이 택견 전공에서는 아직 융·복합 산업에 필

요한 교과목이 설치되지 못한 상황이다. 택견사업의 활

성화를 위해서는 현장의 수요를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Ⅲ. 창업 및 창업교육

1. 창업의 개념

하버드대학의 경제학교수였던 Schumpeter(1934)는

창업을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라고 정의하였으며, 혁신

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창조적파괴의 방법으로는

전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타인의 사업을 인수하

여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것 등 5가지의 방법을 제시

하였다.[6] 또한 Babson College Ronstadt(1990)[7]는

창업은 “빨간 신호등 앞에서도 때로는 이를 무시하고

돌진하는 것”과 같다고 정의한 바 있고, “스스로 사업

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 인생에서 가장 즐거

운 일로 여기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창업은 위험

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기업가정신의 정의

Table 3. Definition of Entrepreneurship

2. 창업 교육

창업교육에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가 중요

한 문제이다. 국내 창업교육프로그램의 선구자인 조병

주[8]는 논문에서 창업교육을 위해 교과목을 개발할 때

네 가지 관점을 점검해보고 이들을 종합함으로써 이론

적 윤곽을 만들어 보고자 했으며, 네 가지 관점으로

Ronstadt의 New School개념, McMullan과 Long의 전

략적 독창성 모형, Vesper의 창업관, 그리고 Shapero의

기업가적 사건 개념으로, 이들은 연구를 통해 창업에

대한 정의를 다르게 하였으며, 이에 따라 창업교육의

범위 및 창업교육에 필요한 중요학습 방법에 대해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9] 또한, Hisrich & Peter는

기업가에게 필요한 능력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창업교

육에서 교육되어야 할 내용이라 할 수 있다.

Hisrich & Peter는 기업가에게, 요구되는 능력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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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능력

Communication

Monitoring Environment

Technical Business Management

Technology

Interpersonal

Listening

Ability to Organize

Network Building

Management Style

Coaching

Being a Team Player

경영능력

Panning and Goal Setting

Decision Making

Human Relations

marketing

Finance

Accounting

Management

Control

Negotiation

Venture Launch

Managing Growth

개인적

능력

Inner Control/Disciplined

Risk Taker

Innovative

Change Oriented

Persistent

Visionary Leader

태를 기술적 능력․경영능력․개인적 기업가 능력 등

을 주요한 영역으로 구분하고 그것을 다시 세분하여 아

래의 펴와 같이 제시하였다. 이것은 창업교육을 위한

내용으로서 창업교육에 포함해야 할 내용들을 의미하

는 것이다.[10]

표 4. 기업가정신의 역량

Table 4. Skills of Entrepreneurship

Ⅳ. 결론

택견은 스포츠를 담당하는 대한택견회와 유네스코

[14]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 단체인 한국택견협회

로 양분되어 발전하고 있었지만 통합단체로 나가기로

결정함에 따라 새로운 문화콘텐츠 발굴이 필요하다. 이

에 2018년부터 새롭게 통합된 대한택견회는 조직내부

에 산업화를 전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조직형태를 만

들어서 새로운 관광 상품과 기존 경기단체가 아닌 문화

콘텐츠와 창업을 포괄하는 (가칭)산업화지원단이 필요

하다. 이를 위해서는 택견관련 유관학과에서도 관광,

경영, 창업 등의 교과를 개설하여 기업가정신과 경영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 ‘스포츠산업실태조사’(2014)

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스포츠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의 매출 규모는 41조 3,700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종사

자는 27만 4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11] 사업규모 및 참

여인력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내수위주의 사업구조와 일부 업종에 편중된 사업구

조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스포츠창

업의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창업과정 프로그램의 지원,

관광벤처창업 등의 지원을 통해 스포츠창업에 대한 지

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택견 단체의 통

합을 통한 새로운 출발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전통문화의 계승과 스포츠로서의 위상 정립을 통

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스포츠산업이라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야 하며 그에 맞는 연구와 교육을 포괄하

고 지원하는 마인드셋과 과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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