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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한·미 여자축구의 역사와 발전과정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국내 
여자축구의 역사는 미국과 비교하여도 상당히 길다. 그러나 한국전쟁과 같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긴 침체기를 겪었
다. 둘째, 학교 여자 축구부의 발전을 위하여 법적토대 마련과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 미국의 타이틀 나인을 토대로
한 학교체육진흥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프로축구에 있어서, 다수의 여자 축구선수들이 해외로 진출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여자 프로축구에 대한 지원과 대우는 남자 프로축구와 비교하여 상당히 부족하다. 즉,
기업의 후원과 더불어 대한축구협회의 적절한 예산 분배 등이 이루어 질 필요성이 있다.

주제어 : 여자, 축구, 미국, 역사, 현황

Abstract  This study found the following results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history and 
development process of the Korean·U.S. women's soccer. First, the Korean women's soccer has a long 
history compared to U.S. soccer. However, the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the Korean war made the 
long years of gap. Second, to vitalize the women's soccer team in school, the legal and financial base 
are needed. School Sports Promotion Acts needs to be revised based on the Title IX in U.S. Third, in 
terms of professional soccer, many women's soccer players play abroad and are recognized. However, 
women's professional soccer players treatment is not enough compared to men's soccer. Therefore, 
corporate's financial support and the proper distribution of budget from the Korea football association 
a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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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 축구는 1882년 제물포(인천)에 상륙한 영국 해
군에 의해서 국내에 처음 소개되었으며, 전국적으로 근대
식 학교가 개교하면서 본격적으로 전파되었다[1]. 이후 

1928년 국내 최초의 축구 조직인 조선심판협회가 창립
되었으며, 1933년 조선축구협회가 조선심판협회를 계승
하며 창립되었다[1]. 조선축구협회는 축구대회 개최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으나, 1938년 일제강제점령 중 해
산되었다[1]. 광복 후 1945년 조선축구협회는 복원되었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1. No. 3, pp. 227-235, 2020

ISSN 2233-4890 / eISSN 2713-6353
https://doi.org/10.15207/JKCS.2020.11.3.227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1권 제3호228

고, 1948년 현재의 대한축구협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FIFA에 정식 가입하였다[1]. 대한축구협회의 주도하에 
축구는 체계적이고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며, 1983
년에 이르러서는 프로리그를 출범시켰다[1]. 프로리그인 
K리그는 2018년 기준 총 22개 구단이 K리그1(12개)과 
K리그2(10개)에서 활동 중이다[1]. 대한민국 축구는 
1986년 멕시코 월드컵부터 2014년 브라질 월드컵까지 
8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였으며, 2002년 한일 월
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국제축구계에서도 두각
을 나타내며 축구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1].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1933년 조선축구협회로 부터 
시작된 축구 역사 84년 만인 2017년 10만 번째 선수를 
등록하였으며, 역사적인 10만 번째 선수는 부산 연산 초
등학교 5학년 김한결 선수이다[2]. 10만 명의 선수가 등
록된 스포츠종목은 국내에서 최초이다[2]. 이 같은 급성
장을 이룰 수 있었던 계기는 생활축구연합회와 대한축구
협회의 통합으로 볼 수 있다[2]. 2017년 기준 총 10만 
명의 등록 선수 중 엘리트 선수는 전체의 26%인 2만 
6,058명이며, 생활축구팀 소속 선수가 74%인 7만 
3,942명으로 집계됐다. 팀 숫자로는 총 3,365팀 중에서 
엘리트 팀이 939팀(28%), 생활축구팀이 2,426팀(72%)
이다[2]. 이처럼 국내 축구는 엘리트선수와 프로리그 중
심에서 벗어나 생활스포츠로 영역을 확장하며 누구나 즐
길 수 있는 스포츠로 거듭나고자 노력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축구 참여 및 지원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일예로 대한축구협회의 등록 선수 중 
남자는 96.7%인데 반하여 여자는 3.3%에 불과하다[2].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여자축구 실업팀은 총 11개 
팀에 246명의 선수가 활동하고 있는 반면, 남자축구 실
업팀은 총 53개 팀에 1,745명의 선수가 활동하고 있다
[3]. 대학축구팀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전국 대학 
여자축구팀은 총 12개가 등록되어 있으나, 남자축구팀은 
85개가 등록되어 있다[3]. 대학 여자축구 리그에 있어서
도 남자 축구는 U리그를 통하여 대학 간의 활발한 경기
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자 리그의 경우 춘계한국여자축
구연맹전, 여왕기전국여자축구대회, 전국여자축구선수권
대회, 추계한국여자축구연맹전 등[4]과 같은 소수의 전국
규모 대회를 제외하면 공식 경기가 거의 열리지 않는 실
정이다. 프로축구 관중 수에 있어서도 여자축구는 남자축
구에 비하여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여자
축구 WK리그의 한 경기당 평균 관중 수는 600여명에 
불과[5]한 것으로 나타나, 같은 시기 남자축구 K리그 평
균 관중 수 7,800여명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6]. 
학술연구에 있어서도 여자축구에 대한 연구는 남자축

구에 비하여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그 동안 여자축구와 
관련된 운동심리학적 측면의 연구[7,8], 스포츠 마케팅적 
측면의 연구[9,10], 운동생리학적 측면의 연구[11,12] 등
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체육사적 측면에서 여자축구의 역
사 및 발전과정 등에 대하여 학술적으로 정립한 논문이 
많이 부족하여, 여자축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 여자축
구의 역사와 발전과정을 현재의 시점에서 고찰해 볼 필
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여자축구의 도입 과정과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나라 여자축구의 역사 및 발전과정
을 체계적으로 고찰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에 대
하여 다음 같은 연구 과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여자 축구의 역사와 발전과정이 어떻
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현재의 여자축구 현황 파악을 중
심으로 그 의미를 밝힐 것이다. 

둘째, 미국 여자 축구의 역사와 발전과정 그리고 현황 
파악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여자 축구와 비교하여 그 의
미를 밝힐 것이다.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전반적으로 문헌분석방법(Text Analysis 
Method)을 사용하여 국내외 학술논문자료와 간행물 및 
국내외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문헌분
석방법은 체육사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바 있다
[13]. 1차 자료는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먼저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서 제공 중인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 “여자 축구”
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86개의 학
위논문과 184개의 국내학술지논문이 검색되었다
(2019.11.28 기준).

184개의 논문 중 대다수의 논문이 운동생리학, 스포
츠생체역학, 스포츠사회학, 스포츠심리학 등과 관련된 분
석이 주를 이루었다. 여자 축구의 역사 및 발전과정 등과 
관련된 논문은 소수에 불과하다. 예를 들면, 김혜리의 한
국 여자축구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14], 장민기의 대학
여자축구동아리의 결성과정에 대하여 분석한 연구[15], 
여자축구의 선구자 김화집의 생애사에 대한 연구[16] 등
이 여자 축구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논문이라 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1차 자료인 논문을 통하여 최대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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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Name Country Team Year
1 Lee, Jin- Hwa Japan Kobe Inac 2005
2 Jung, Mi-Jung Japan Kobe Inac 2006
3 Park, Hee-Young Germany SC Bad Neuenahr 2009
4 Cha, Yeon-Hee Germany SC Bad Neuenahr 2009
5 Lee, Jang-Mi Germany FFC Frankfurt 2010
6 Kwon, Eun-Som Japan Kobe Inac 2011
7 Ji, So-Yun Japan Kobe Inac 2011
8 Park, Eun-Sun Russia WFC Rossiyanka 2014
9 Jeon, Ga-Eul U.S. Western N.Y. Flash 2016
10 Jo, So-Hyun Norway Avaldsnes 2018
11 Lee, Min- A Japan Kobe Inac 2018

Table 1. List of athletes playing abroad[20-26]
No. Name Region Player
1 Uiwang sports council Gyeonggi 17
2  Changnyeong WFC Gyeongnam 19
3 Gumi Sportstoto Gyeongbuk 23
4 Daegu WFC Daegu 18
5 Boeun Sangmu Chungbuk 27
6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eoul 24
7 Suwon Urban development corp. Gyeonggi 25
8 Hyundai Steel Incheon 27
9 Korea Hydro & Nuclear Power Gyeongbuk 27
10 Hwaseong sports council Gyeonggi 12
11 Hwacheon KSPO Gangwon 27

Total 246

Table 2. List of women's professional soccer teams [3]

자료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논문의 부족으로 인하여 충분한 자료가 수집되지 않아 
부득이 하게 2차 자료를 사용하여 추가 자료를 수집하였
다. 2차 자료로는 신문, 잡지 등과 같은 각종 미디어와 스
포츠단체의 공식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특히 국내 여자축구와 해외 여자축구를 비교 분석한 
연구에 있어서는 팔레스타인 여자축구와 한국 여자축구 
발전 사례를 비교한 논문[17]이 있으나, 이를 제외하고는 
관련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즉, 이 연구에서는 한
국 여자 축구와 비교하여 그 역사와 발전이 먼저 이루어
진 미국 여자축구의 사례를 비교하고자 한다. 미국 여자
축구의 자료 수집 방법은 한국여자 축구의 자료 수집방
법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이상의 접근방법을 통하여 수
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의 목적에 맞게 분석하여 연
구결과를 도출하였다.

3. 결과

3.1 국내 여자축구의 역사 및 발전과정
3.1.1 도입기
국내 여자축구의 역사는 1946년 한국최초의 여자 축

구팀인 중앙여중 축구부가 창단[18]되면서 부터라고 볼 
수 있다. 이후 1949년 제 2회 전국여자체육대회에서 국
내 첫 공식 여자축구경기가 개최되었다[18]. 이 대회에는 
무학여중, 중앙여중, 그리고 명성여중 등 3개 팀이 출전
하며 여자축구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되었으나, 곧 이
어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동력을 잃었다[18]. 그러
나 잉글랜드 축구협회(The Football Association; FA)
가 1969년 공식적으로 여성 축구를 인정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국내 여자 축구역사의 시작은 늦지 않았다고 봐야
할 것이다[19].

3.1.2 과도기
한국전행 이후 1973년에 이르러 여자축구 경기가 남

자고교축구 결승 오픈 전으로 치러지며 여자축구는 다시 
활력을 얻었다[19]. 당시 여자축구 경기를 관람하기 위하
여 약 1만 명의 관중이 서울운동장으로 결집할 정도로 
여자축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다[19]. 1985년에
는 대한축구협회 직할 팀으로 여자축구단이 발족되었으
며, 1990년에는 최초의 여자국가대표팀이 출범하였다
[18]. 특히 2001년 한국여자축구연맹이 창립되면서 여자
축구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2009
년에 이르러는 여자축구리그(WK 리그)가 시작되었다[4]. 

특히 이천대교는 WK리그의 단골 우승팀으로 여자축
구의 명문으로 자리 잡았다. 이천대교는 2002년 대교캥
거루스로 창단한 이후 총 4회의 WK리그 우승 및 준우승
을 차지하였으며, 전국체전과 전국여자축구선수권에서 
다수의 우승을 거두었다[27].

3.1.3 확장기
여자축구는 국제무대에서도 그 영역을 넓혀갔다. 

2010년에는 여자 U17(17세 이하)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여자대표팀이 마침내 우승을 차지하면서 국제무대에서의 
경쟁력을 높였다[19]. 여자축구선수들의 해외 무대로의 
진출 또한 이어졌다. 예를 들면 지소연이 2016년 한국인 
최초로 잉글랜드 여자프로축구리그(Women's Super 
League)의 강팀인 첼시 레이디스에 입단하였다[28]. 뿐
만 아니라 2016년에는 전가을이 미국 여자 프로축구 전
미여자축구리그(National Women's Soccer League)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1권 제3호230

Type Team Player

Elementary School 18 418

Middle School 17 351

High School 16 371

Total 51 1,140

Table 3. List of women's school soccer teams[3] 

No. Name Region Player
1 Gangwon provincial college  Kangnung 24
2 International University of Korea Jinju 18
3 Munkyung College Mungyeong 20
4 Uiduk University Gyeongju 22
5 Daeduk University Gwangju 25
6 Hanyang Women's University Seoul 23
7 Korea University Sejong Campus Sejong 27
8 ULSAN COLLEGE Ulsan 26
9  Incheon National University Incheon 16
10 Sehan University Yeongam 23
11 Jeonju University Jeonju 20
12 Dankook University Cheonan 20

Total 264

Table 4. List of women's college soccer teams[3] 

웨스턴 뉴욕 플래시 팀으로 입단하였다[24]. 또한 조소현
은 2018년 노르웨이의 아발드스네스에 입단하였다[25]. 
참고로 해외에 진출한 여자축구 선수들의 명단은 Table 
1에 정리되어있다.

그러나 최근 여자축구는 팀 해체 등과 같은 요인들이 
겹치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여자축구 명문 이천대
교가 2017년 시즌을 마지막으로 해체되면서 여자축구의 
큰 축을 잃었다[27]. 또한 1993년 창단한 한양여대 축구
부 또한 재정위기를 이유로 2019년을 기준으로 팀해체
를 발표하였다[29]. 여기에 더하여 여자축구 선수들에 대
한 처우 또한 매우 열악하다. 국내 여자축구 선수들의 연
봉은 5,000만원을 넘기 힘든 상황이다[30,31]. 이에 반
하여 남자축구의 경우 억대 연봉은 물론이며 15억 이상
의 연봉을 지급받는 선수도 있다[32]. 물론 선수 개개인
의 실력 및 리그 규모 등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를 직접 
비교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으나, 남녀 축구의 지원 및 대
우의 격차는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

여자축구 팀 및 선수의 규모는 남자축구와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먼저, Table 2와 같이 실업팀에 있어서는 
여자축구 팀은 총 11개가 활동 중에 있으며 총 246명의 
선수가 등록[3]되어 있다. 이에 반해 남자축구는 총 53개 
팀에 1,745명의 선수가 등록되어 있어(2018년 10월 17
일 기준), 여자축구에 비하면 상당한 규모의 차이를 살펴 
볼 수 있다[3]. 

이러한 남녀 축구의 차이는 초·중·고등학교의 축구팀
에서도 살펴 볼 수 있다. Table 3과 같이 초·중·고등학교
의 여자 축구팀은 총 51개가 등록되어 있으며, 1,140명
이 활동 중이다. 반면 남자축구는 총 723개 팀에 19,867
명의 선수가 등록되어 있다[3]. 남녀선수의 비율은 약 
17.42:1이다. 특히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남학
생 축구선수의 경우 6,002명이며, 여학생의 경우 371명
[3]으로 비율은 16.17:1이다.

대학축구팀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대한체육회에 등록
되어 있는 대학 여자축구팀은 총 12개 이다[3]. 대학 남
자축구팀 85개에 비교하면 상당히 작은 규모이다[3]. 학
생리그로는 춘계한국여자축구연맹전, 여왕기전국여자축

구대회,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 추계한국여자축구연맹
전 등이 있다[4]. 참고로 여자축구 대학팀은 Table 4에 
정리되어 있다.

3.2 미국 여자축구의 역사 및 발전과정
3.2.1 도입기
20세기 초반 여자의 축구 참여는 제한적이었다. 남자

축구와 달리 여자축구는 대학에서 체육수업의 일환으로 
주로 진행되었으며, 비공식적 교내 경기만 이루어졌다. 
그러던 중 1951년, 미국 최초의 공식 여자축구 리그인 
크레이그클럽걸스축구리그 (The Craig Club Girls 
Soccer League)가 개최되었다. 이 리그는 총 4개 학교
의 팀이 참가하였으며 두 시즌 동안 개최되었다. 경기는 
고등학교 및 대학에서 치러졌으며 이후 미국 여자축구 
발전의 초석이 되었다[33].

3.2.2 과도기
미국에서 여자축구가 본격적으로 발전되기 시작한 시

기는 1970년대로 볼 수 있다. 다른 여자 스포츠종목과 
마찬가지로 여자 축구 발전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친 
계기는 1972년 제정된 타이틀 나인 (Title IX)이다[33]. 
남녀 성별에 구분 없이 모두에게 동등한 교육을 제공하
고자 하는 취지의 타이틀 나인으로 인하여, 여자축구의 
양적 및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33]. 

1978년 아이비리그의 종목으로 여자 축구가 포함되
었으며, 같은 해에 브라운 대학(Brown University)에서 
최초의 여자 아이비 챔피언십(women’s Ivy 
championship)이 개최되어 대학 간의 여자축구 경기가 
이루어졌다[34]. 전미대학체육협회(National Colleg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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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 League names
1 The National Women's Soccer League(NWSL)

2
the Women's Premier Soccer League(WPSL) 

United Women's Soccer(UWS)
3 United States Adult Soccer Association(USASA)

*Division

Table 6. 2018 women's soccer league in U.S.[45-47]

Name Year Type

The USL W-League 1995-2016

The Women's Premier Soccer League (WPSL)  1997-present 

Women's United Soccer Association (WUSA) 2000-2003 Fully professional

Women's Professional Soccer (WPS) 2009-2012 Fully professional

The National Women's Soccer League (NWSL) 2013-present Fully professional

United Women's Soccer (UWS) 2016-present

United States Adult Soccer Association (USASA) 1995-present

Table 5. Brief history of women's soccer league in U.S.[42-48]

Athletic Association; NCAA) 최초의 여자축구 토너먼
트는 1982년에 치러졌다. 여자축구 NCAA 디비전1은 
1982년, 디비전2는 1988년, 디비전3는 1986년에 각각 
등록되었다[35]. 2018년 기준 NCAA 디비전1에는 333
개의 여자축구 대학팀이 존재하며 총 8,300여명의 선수
들이 활동하고 있다[36]. 

이러한 성장은 고등학교 운동부에서도 살펴 볼 수 있
다. 타이틀 나인 이전인 1971년 고등학교 여자 축구팀은 
28개, 선수는 700명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타이틀 나인
이 1972년 재정된 이후 1973년에는 고등학교 여자 축구
팀은 409개, 선수는 10,717로 크게 증가하였다[37]. 이
러한 성장세는 지속되어, 이미 2015년에 야구/소프트볼 
다음으로 가장 많은 여학생이 참여 중인 스포츠로 자리 
잡았다[38]. 2018년 8월 기준으로 미국에서 고등학교 여
자축구 선수로 활동 중인 학생은 390,482명이다[39]. 같
은 시기 고등학교 남자 축구 선수는 456,362으로 나타
나[39] 여학생과 남학생간의 비율은 약 1.16:1이다. 국내
와 비교하면 남녀 간의 격차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3.2.3 확장기
미국여자축구 국가대표팀(The United States 

women's national soccer team)은 1974년 구성되어
[40], 1984년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여자 축구 대회인 문
디알리토(The Mundialito)를 통하여 처음으로 국제무
대에 모습을 나타냈다[41]. 이후 1991년, 1999년, 2015
년 여자월드컵(The Women’s World Cup)에서 각각 
우승하였다.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금메달,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은메달,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금메달,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2012년 런던 올림픽 금
메달을 차지하며 세계여자축구 강국으로 자리 잡았다
[40]. 특히 미국에서 개최된 1999년 여자월드컵은 여자
축구 인기를 급상승시키는 계기가 되었다[40].

한편 미국 여자축구 리그는 1995년 "The USL 
W-League"를 시작으로 볼 수 있다[38]. 이 리그는 세미

프로페셔널에 가까운 리그로 대학선수 및 다양한 여자축
구 선수들의 실력향상과 세계무대 진출을 위한 발판 역
할을 하였으나 2015년 시즌이후 중단되었다[42]. 1997
년에는 여자프리미어축구리그(The Women's Premier 
Soccer League; WPSL)가 창설되어 2018년 현재 2부 
리그로 시즌을 이어가고 있다[43]. 2000년에는 여자연합
축구협회 (Women's United Soccer Association; 
WUSA)가 창설되었다. 이 리그는 1999년 미국의 여자월
드컵 우승으로 인한 인기에 힘입어 모든 프로선수들로 
구성되었다[44]. 그러나 2003년 시즌을 마지막으로 리그
가 해체되었다. 이후 2009년에 여자프로축구(Women's 
Professional Soccer; WPS)리그가 시작되었다. 리그에
는 총 7개 팀으로 첫 시즌을 치렀으며, 2012년을 마지막
으로 해체되었다[45]. 뒤이어 전미여자축구리그(The 
National Women's Soccer League; NWSL)가 2013
년에 총 8개 팀으로 창설되었다[46]. 2018년 현재 나이
키를 비롯한 총 4개의 공식 스폰서가 후원하고 있으며, 
성공리에 시즌을 이어가고 있다. NWSL은 현재 미국 여
자축구 리그의 최상위 레벨(1부 리그)로 규정되어지며 많
은 여자축구 선수들의 최종 목표가 되고 있다[46].

현재 2부 리그로 분류되는 연합여자축구 (United 
Women's Soccer; UWS)리그는 2016년 시작되었으며
[47], 3부 리그인 미국성인아마추어축구협회 (United 
States Adult Soccer Association; USASA)는 1995년 
창설되었다[48]. 참고로 미국 여자축구 리그의 변천은 
Table 5에 간략히 정리되어 있으며, 2018년 기준 미국
여자축구 리그 현황은 Table 6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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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이 연구는 국내 여자축구의 역사 및 발전과정에 대하
여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여자축구의 
발전을 위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국내와 
비교하여 여자축구가 양적 및 제도적으로 발전한 미국의 
사례를 함께 연구하여 더욱 가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여자축구 발전의 도입기에 있어서 그 시작은 한
국과 미국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첫 공식 경기를 바
탕으로 살펴볼 때 국내는 1949년 제 2회 전국여자체육
대회에서 여자축구경기[18]가 개최되었으며, 미국의 경
우 1951년, 크레이그클럽걸스축구리그 경기가 개최되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여자축구는 한국전쟁 등과 
같은 사회적 및 역사적 요인으로 인하여 한동안 침체기
를 겪었다. 1973년에 이르러서야 여자축구 경기가 다시 
개최되어[19], 여자축구의 역사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
었다고 볼 수 있다. 비슷한 시기인 1972년, 미국에서는 
타이틀 나인의 제정과 함께 여자축구가 급성장하고 있었
다. 타이틀 나인에서는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모든 학
교의 교육프로그램과 활동에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있
다[33]. 국내에서는 이와 유사한 법안으로 학교체육을 활
성화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의 발달을 목적으
로 하는 학교체육진흥법이 2012년 제정되었다. 학교체
육진흥법 제6조 제1항 제 5호에 따르면 학교장에 의한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를 강제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시행령 또는 담당부서가 
없는 실정이다. 즉, 여학생에 대한 적절한 체육활동 프로
그램의 마련에 관한 세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49]. 또한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산하의 법정
기구 등을 설치하여 학교가 체육활동에 있어서 남녀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 심의·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49].

여자축구 발전의 과도기에 접어들면서 국내와 미국의 
여자축구는 그 규모와 체계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나
타내기 시작한다. 특히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여자축구 
활성화에 있어서, 국내 여자축구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
다. 고등학교 축구팀을 예로 들면, 국내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 선수의 비율이 16.17:1인데 반하여 미국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이 1.16:1로 차이가 거의 없다. 
이렇듯 미국의 경우 여자축구의 기반이 고등학교에서 부
터 자리 잡혀 대학리그와 프로리그에 이르기까지 연결되
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여자축구의 기반이 되는 

초·중·고등학교의 팀 및 선수의 규모와 체계성이 떨어지
기 때문에 대학팀과 프로리그에 있어서도 발전이 어려운 
실정이다. 즉 국가대표팀 및 프로팀에 대한 지원도 필요
하지만 그 기반이 되는 초·중·고등학교 여자축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여자축구 발전의 확장기에 들어서는 국내 여자 프로축
구의 규모, 현황 및 대우 등이 미국 여자 프로축구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남자축구와 여
자축구를 비교할 경우에도 그 차이가 크다. 일예로 연봉
산정에 있어서 남녀 간의 큰 격차가 벌어지는데, 여자축
구의 경우 연봉 5,000만원을 넘기기 힘들다. 이러한 상
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업 및 단체와 선수 간의 다양한 
추가적인 스폰서십 체결이 필요하다. 미국 여자축구의 경
우 부족한 연봉을 선수와 기업 간의 다양한 스폰서십으
로 보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우수한 실력을 
갖춘 여자축구 선수들이 국내보다 처우가 좋은 해외 리
그를 향하여 국내를 벗어나고 있다. 이러한 우수한 선수
들이 국내리그에서 더 좋은 대우를 받으며, 높은 기량을 
국내 팬들에게 펼칠 수 있도록 여자축구 발전을 위한 다
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한국 여자축구의 발전을 위하여 전 세계에
서 가장 활발한 여자축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
과 비교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고찰과 여자축구와 관련
된 신문 기사 등을 토대로 필요한 자료를 추출하여 분석
하였다. 현재까지의 자료 즉, 여자축구의 역사와 현황 등
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여자축구 발전을 위한 방안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여자축구 역사의 시작은 미국과 비교하여
도 상당히 빠르지만, 긴 침체기로 인하여 발전의 동력을 
잃은 부분이 있다. 한국 여자축구의 침체 기간 동안 미국 
여자축구는 타이틀 나인을 바탕으로 학교 여자축구의 활
성화를 이루었다. 한국 여자축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 
근간이 되는 학교 여자축구의 발전이 필요하며, 이를 위
하여 타이틀 나인을 바탕으로 한 국내 실정에 맞는 규정
의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 축구부의 규모 및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 
학교 축구부의 발전을 위하여 법적토대 마련과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 현재 여자축구연맹은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해 5명의 직원이 WK리그와 모든 아마추어 대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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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지고 있어, 행정지원인력의 충원 및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50]. 또한 여자축구연맹을 별도로 운영하
는 것보다 대한축구협회에서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효과
적일 수 있다[50]. 최근 대한축구협회에서 추진 중이던 
2023년 FIFA 여자월드컵의 유치가 무산되어 여자축구 
발전의 발판이 될 기회가 사라졌다[51]. 따라서 여자축구
에 대한 지원과 행정적 개편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 되었다.

셋째, 프로축구에 있어서, 다수의 여자축구선수들이 
해외로 진출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
에서 여자프로축구에 대한 지원과 대우는 남자프로축구
와 비교하여 상당히 부족하다. 즉, 여자프로축구와 남자
프로축구의 균형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협회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다행인 것은 최근 신세계그룹은 대한축
구협회와 공식 파트너 협약을 맺고 2024년까지 여자 국
가대표팀의 경기력 향상과 여자축구 저변 확대 등을 위
하여 1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52]. 이러한 기
업의 후원과 더불어 대한축구협회의 적절한 예산 분배 
등이 이루어진다면 여자 축구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 논의 및 제한점
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축구 역사 전반에 대한 자료 분석 및 연구는 지속
적으로 수행되어오고 있으나 여자축구에 대한 전문 학술
자료는 매우 부족하다. 이 연구에서도 전문 학술자료를 
위주로 분석을 실시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여자축구와 관
련되어 축적된 자료가 매우 부족하여 부득이하게도 신문
보도 및 관련 협회의 웹사이트 자료 등이 다소 포함되었
다. 즉, 후속연구에서는 이 연구를 바탕으로 여자축구와 
관련된 더욱 전문적이고 신뢰성을 갖춘 자료를 지속적으
로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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