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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채용과 승진에 있어 여성골프지도자들의 불평등한 현실을 조사하고 이를 극복 할 수 있는 대안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드라이빙레인지에 취업한 지도경력이 10년 이상 된 여성골프지도자 9명의, 심층인

터뷰와 본 연구자의 참여 관찰로 이루어졌으며 영역분석과 분류분석을 활용하고 전문가의 협의, 삼각검증방법, 참

여자들과의 재확인을 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여성골프지도자들은 사회적 인식과 먼저 진출한 남성골프지도자들

의 네트워크에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없었다. 둘째, 여성골프지도자들은 한국사회에서 유교문화로 교육되어온 여성

의 역할론에 충실했다. 셋째, 젠더 불평등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교육을 선택해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있었다. 넷째, 채용공고와 업무 표준화로 공정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수의 비율은 곧 지도자의 비율

로 이어지며 지도자의 수가 평등으로 가는 조건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여성골프지도자, 젠더, 성평등, 여성의 역할, 공정한 기회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inequality of female golf leaders in recruitment and promotion 

and investigates alternatives to overcome them. It consisted of in-depth interviews and observations 

of the participants of this researcher by 9 female golf instructors who were employed in the driving 

range and had more than 10 years of teaching experience. Area analysis and classification analysis 

were used, and expert consultation, triangulation verification, and reconfirmation with participants 

were performed. The results first, Female golf leaders were unable to compete equally in the 

network of male golf leaders who advanced first. Second, female golf leaders were faithful to the 

role theory of women who have been educated in Confucian culture in Korean society. Third, to 

overcome the gender inequality reality, education was selected and self-esteem was raised through 

education. Fourth, fair opportunities should be given through job postings and job standardization. 

Lastly, it was confirmed that the proportion of athletes soon leads to the proportion of leaders, and 

that the number of leaders becomes a condition for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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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의 여성골프선수들은 1998년 아시아 최초 

LPGA 대회 우승자인 박세리 선수의 뒤를 이어 180회

의 LPGA 대회 우승을 이어가고 있다. 박세리 키즈로 

성장한 대표적인 선수 박인비는 2016년 리우올림픽에

서 금메달까지 획득하며 세계 최초 ‘커리어 골든 그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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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슬램’을 달성하고 당당히 LPGA 명예의 전당에 입성

했다. 여성골프선수들의 활약에 골프를 배우고자 하는 

아마추어 골퍼들도 여성골프지도자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골프연습장에서 여성골프지도자들을 심심찮

게 찾아 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 골프지도를 하

고 있는 여성골프지도자는 한 업장의 관리자 즉, 헤드

프로라는 위치로는 아직 찾아보기 힘들며 대부분 남성

골프지도자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골프 선수들을 

육성하고 있는 골프아카데미도 사정은 같다. 이는 유독 

골프 종목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며 체육계 전반에 

걸친 남성중심 구조의 관행이라 할 수 있다.

각 학교와 체육단체의 지도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남

성 13,296명, 여성 3,251명이 집계되어 두성비의 차이

가 10배로 나타나고 있다[1]. 국가인권위원회 실업팀 

조사에서도 남성코치 70.4%, 여성코치 13.2%, 남성감

독 90.2%, 여성감독 6.1% 비율로 남성 지도자의 수가 

확연히 높게 나타났으며 감독으로 올라갈수록 그 비율

은 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2].

이러한 체육계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S. S. Cho. (2003)은 스포츠의 

남성 독과점적 지배현상에 대해 논하며 변화를 주장하

였고[3], W. M Lee. (2020)는 체육관련 기관 여성 관

리자의 유리천장 경험에 대해 연구하였으며[4], S. H. 

Kuak, W. K. Lee, H. M. Kang. (2009)는 스포츠 현

장에서 겪는 여성체육인들의 성차별에 대한 의식과 직

업의식 그리고 직업 환경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를 진

행하였고[5], J. Y. Kim. (2004)은 성차별의 담론이 어

떻게 구성되는지 파악하였다[6]. J. S. Oh. (2017)와 Y. 

O. Na, H. W. Park. (2009)는 여성 지도자의 문제점

을 페미니즘(feminism) 관점으로 분석하고 해결 방안

을 제시하여 사회문화적 요인에 결정되어지는 Gender

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였다[7,8]. 

선행연구들은 한국 스포츠계의 남녀 불평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남성중심 조직에 대한 문화를 개

선하고자 하였으며 페미니즘 시각으로 젠더 불평등에 

대한 사회구조를 비판하고 여성의 위치를 재정립 하기

위해 노력했다. 

2015년 유엔은 성평등을 범 이슈로 등장시키며 

2030년까지 모든 분야 젠더관점 통합을 언급하였다. 

1995년 북경에서 열린 제4차 여성대회 GO회의에서도 

세계적인 남녀 불평등에 대항하며 생물학적인 요인으

로 결정되는 선천적 신체의 차이인 Sex와 사회문화적

으로 결정되는 Gender를 구분하고 사회적으로 대등한 

남녀의 관계를 결정하였다. Gender에는 1차원적인 생

물학적 차이에서 벗어나 여성의 역할과 이미지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을 인정하고 모든 사회적 동등함을 찾

아가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이를 계

기로 세계의 여성들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 사회는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Sex와 사회문화적으

로 해석되어진 Gender의 개념이 일치하며 이러한 여

성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체육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되

고 있다[9]. 

이와 같이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Gender의 의미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선행연구들과 그 맥을 같이하여 종

목별로 집중해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종목

은 여성선수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골프 종목

을 선택하였으며, 여성골프지도자의 채용과 승진에 대

해 관습적인 젠더 불평등 현실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스포츠 계에 오랜 시간 자리 잡고 

있는 남성중심의 스포츠문화를 이해하고 개선할 수 있

는 대안을 찾아 여성의 가치를 재정립 할 수 있는 이론

적 틀이 되기를 기대한다.

2. 연구방법

연구의 목적을 위해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골프연습장(드라이빙레인지)에서 여성골프

지도자에 대한 인식과 채용 불평등은 어떠한가?

둘째, 여성골프지도자의 채용불평등에 대한 대안

은 무엇인가?

2.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는 골프연습장중 시설의 규모가 있

어 관리가 필요한 드라이빙레인지(실외골프연습장)에 

취업을 하여 골프지도를 한 경험이 10년 이상인 박사

학위 2명, 석사학위 3명, 학사학위 3명, 고등학교 졸업 

1명의 여성골프지도자 9명을 선정하였으며 비확률 표

집(nonprobability sampling)인 유목적 표집법

(purposive sampling)을 사용하였고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인 특성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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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ersonal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No. participant sex age career position
level of 

education

1 A women 46
16

years

head

professional
master

2 B women 44
11

years
professional master

3 C women 37
10

years
ceo

a high 

school 
graduate 

4 D women 37
12

years
professional doctorate 

5 E women 46
14

years
professional graduate 

6 F women 42
11

years
professional master

7 G women 41
13

years
professional graduate 

8 H women 45
18

years
professional doctorate 

9 I women 54
27

years
professional graduate 

* The names of the study participants are in alphabetical order.

2.2 조사 도구

질적 연구는 연구자가 실험도구의 역할을 하므로 연

구자의 환경과 개인적 특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10,11]. 연구자는 오랜 시간 골프아카데미를 운영해 

왔고 스포츠사회학을 전공한 전공자이며 체육학자들과

의 모임 및 세미나를 통하여 여성체육지도자의 사회적 

자리매김을 연구 하던 중 연구자와 가장 오래 접해왔던 

골프종목의 여성 지도자 채용과 승진에 대해 집중하여 

연구하게 되었다. 

자료의 수집은 선정된 연구 참여자들의 심층 인터뷰

와 함께 연구자의 참여 관찰로 수집되었다. 심층인터뷰 

내용은 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스포츠사회학 박사학위 

이상 3명의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고 인터뷰 내용을 검

토한 후 진행하였다. 여성골프지도자들의 1차 인터뷰는 

자유로운 의견을 듣기 위해 개인의 특성, 지도자 진로

선택, 골프연습장에서 생활, 지도자로서의 애환에 관련

된  4문항의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고 인터뷰 

내용은 전사 작업을 통하여 데이터화 하고 전문가들과 

의미별로 내용을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2차 인터뷰에서

는 전문가들과 구체적인 12문항의 구조화된 질문지를 

구성하여 심층인터뷰를 진행하고 1차 인터뷰와 같이 

정리하였으며 부족한 인터뷰 내용은 5문항의 3차 인터

뷰를 진행하여 보충하였다.

2.3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전문가의 협의, 

삼각검증방법, 참여자들과 재확인을 활용하여 연구의 

정확한 의미를 검증하였다.

질적 연구는 사례를 기록하고, 귀납적 범주 분석을 

사용하는데 연구자는 자신의 시각으로 의미를 파악하

고 해석하여 내부의 세계를 사실적으로 기술해야하며 

기술과 해석, 분석의 전 과정은 일련의 상호보완적 관

계이다. 특히 해석은 연구자의 학문적 자질, 연구 태도 

등 통찰의 깊이가 매우 중요하다. 연구자는 수집한 자

료의 일반적 성질을 구분하고 공통의 모델을 찾아 진위

를 가리는 것이 아닌 의미의 구성과 느낌을 파악하여 

공감의 거시적 관점으로 이해해야 한다[11,12].

연구윤리성을 위한 절차로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사

전에 양해를 구해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녹음을 하였

고 인터뷰 내용은 모두 전사를 통하여 분석이 용이하도

록 하였으며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그들의 행동과 대

화에서 나타나는 상황등도 자연관찰방법을 사용하여 

자세히 기록하였다.

3. 결과

전문가집단과 범주화 작업의 결과는 5개의 상의범

주, 16개의 하의범주, 87개의 개념어로 나타났으며 연

구문제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3.1 여성골프지도자의 젠더 불평등

3.1.1사회적 인식 

2017년 기준으로 국내의 골프 운동을 경험한 20세 

이상의 인구는 18.1%인 761만 명으로 나타나 10년 전

인 2007년에 비해 384만 명이 증가하였으며 앞으로 

골프를 배울 의향이 있다는 잠재적 골프인구는 27.8%

인 956만 명으로 집계되었다[13]. 한국처럼 골프장 라

운드 비용이 높을 경우,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골프인구가 증가하면 골프연습장도 큰 폭

으로 증가한다. 2018년 기준 전국에 10,335개의 골프

연습장이 등록되었으며 이중 1,205개가 드라이빙레인

지이다[14]. 

골프연습장중 드라이빙레인지는 골프 연습을 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으로 선수를 은퇴한 남녀 전 프로골퍼들

이 골프지도를 담당하고 있고 지도자는 10여명 내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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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으며 남성골프지도자가 여성골프지도자에 

비해 그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즘은 예전에 비해 여성 프로가 있는 골프장이 많

아졌어요. 골프장에서도 여자프로를 뽑으려고 노력을 

하죠(연구자 E).

저는 지방이라 남자 4명에 여자 1명이 일하고 있어

요(연구자 D). 

협회가 설립되고 운영되어온 기간을 살펴보면 한국

프로골프협회는 1968년 설립되었고 한국여성프로골프

협회는 1991년에 설립되어 20여년이 넘는 기간의 차

이가 존재한다. 그 기간의 차이만큼 한국의 남성골프선

수들은 양적인 성과와 함께 은퇴 후 지도자로 취업을 

하고 지도의 경력이 쌓이면 각 골프연습장에 헤드프로 

승진하여 질적인 성과도 축척해 왔다. 이에 반해 여성

골프지도자들은 경력이 오래되면 승진의 기회뿐 아리

라 취업의 기회조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프로는 나이가 들면 경력을 인정해 헤드프로로 

승진하지만 여자프로는 경력이 오래 되었다 해도 나이

가 많아지면 취업 자체가 힘들어지죠.  회원들도 좋아

하지 않고요(연구자 G). 

지금도 건장한 남자프로가 당연히 더 잘 가르칠 거

라는 손님들의 인식이 강해요(연구자 E). 

연습장에서는 이제 제가 불편하겠지요. 제가 헤드프

로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제가 있는 동안 헤드프로가 

두 번이 바뀌었어요(연구자 I). 

회원들도 골프지도자의 경력, 지도철학, 지도방법 등

의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과 지식, 능력에 대한 

평가보다는 무조건적인 남성골프지도자 선호현상을 보

였다. 여성골프지도자들은 남녀의 성별 차이가 아닌 경

력과 지도능력의 차이로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저는 골프레슨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자신 있어요. 레

슨은 남녀차이 보다는 성향이나 경력, 특히나 교육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지도력의 일반적인 차이 그런 편차

로 저희 프로들을 보시고 평가를 해주셔야 합니다연구

자 A).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은 153개국을 대상으로 

성별격자지수(Gender Gap Index)를 발표했다. 성별

격자지수(Gender Gap Index)는 성별간의 차이를 나

타내는 지표로 경제활동의 참여와 기회, 교육적인 성취, 

건강과 수명, 정치적 권한 등의 통계를 남녀 성별 격차

로 분석하게 되는데 한국은 아직 108위에 머물고 있어 

성별간의 격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 세계 

기업 여성 임원의 비율도 1위 프랑스의 경우 43.4%에 

이르지만 한국은 2.1%에 머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15].

3.1.2 사회적 역할론

한국의 여성은 어려서부터 결혼을 하면 가정을 돌보

고 아이를 키우는 여성의 역할(role)을 교육 받는다. 그

러한 유교적 사고의 교육 환경 속에서 자란 여성골프지

도자들은 무엇보다 가정을 돌봐야 하는 것이 우선이고 

당연한 책무라 생각하고 있었다. 

저의 주변 프로들 같은 경우도 결혼을 하거나 애를 

낳으면 우선순위가 일이 아니라 당연히 가정이 되지요. 

엄마는 육아나 가정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아빠들 보다

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거죠. 나는 엄마가 아이를 캐

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자가 당연히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연구자 D). 

C. Lee. (2018)은 많은 여성들이 노동 시장에서 소

득을 올리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가정에서의 노

동 책임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녀의 노동의 

형태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언급하였

고 유급 노동자의 혁명에 준하지 못하는 무급 노동자의 

‘지연된 혁명(stalled revolution)' 상태가 지속되고 있

는 현상에 대해 남성들의 가정 노동을 분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 하였다[16]. 

결혼한 여자가 어떻게 남자랑 똑같이 1년에 200일

을 나와서 감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대부분 남자

들이 일하고 사회에서 원하는 사람들도 남자를 선호하

게 되지요(참여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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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은 가정의 가사노동 상당부분이 여성의 몫으

로 남겨져 있는 상태에서 사회적 역할론(role theory)

에 의해 선택을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결과가 다시 불

평등의 현실로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다.    

3.2 여성골프지도자의 채용 불평등 대안

3.2.1 교육

W. James(1980)는 ‘자아존중감’에 대해 자기 자신

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의미하며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라 했다.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부

정적인 상황에도 삶에 대해서 진취적 태도를 보여 자아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고 하였다[17]. 본 연구를 진행

하는 동안 참여자들의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것은 여성골프지도자 스스로 여성의 장점에 대한 어필

과 교육에 대한 열정이었다.

레슨, 상담, 홍보 그 어느 곳에서도 떨어지지 않는다

고 생각해요, 특히나 남자프로들의 교습법과 여자프로

들의 교습법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절대 남녀

의 차이가 아니라 지도자 개인차입니다. 고정관념일 뿐

입니다(참여자 C).

여성 지도자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저는 학위, 자격증, 레슨스킬, 리더십 모

든 준비를 해왔고 이제는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참여자 

H).

참여자들의 이러한 태도는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

을 보여주며 자아정체성 확립은 젠더 불평등 현실을 극

복할 수 있는 가장 기본 조건이다. 여성골프지도자들은 

현재 젠더 불평등으로 인한 심리적 박탈감을 교육으로 

대신하였고 배움으로 자신감을 채워가고 있었다.

어느 지도자들 보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대학원 공

부부터 해외 골프지도자 교육, 그리고 몸에 관한 교육, 

심리교육, 장비교육... 선수 은퇴 후 저는 긴 시간을 교

육에 투자했고 지금 매우 만족합니다. 앞으로도 배움은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참여자 A).

이렇듯 여성골프지도자들은 꾸준한 노력을 통하여 학

업을 이수하고 다양한 기술을 갖추며 준비를 하고 있었다.

3.2.2 공개채용과 업무표준화

공정한 평가와 공식적인 절차가 없는 네트워크 중심

의 고용, 승진 절차는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집

단에게 유리하며 새로이 진입 하려고 하는 집단에는  

유리천장이 될 수 있다. J. M. JOO. (2010)의 연구에서

도 스포츠 지도자를 채용하는데 있어 고용인이 대부분 

남성이며 이들이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인적네트

워크를 활용하고 있으며, 직무의 비표준화로 업무에 맞

는 고용을 할 수 없어 여성 지도자의 비율이 낮다고 하

였다[18].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여자 헤드프로는 당연히 없죠

(참여자 F).

연구 참여자들도 여성골프지도자가 승진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에 대해 골프연습장의 고용인이 대부분 남성

이며 같이 일하는 동료의 성별도 남성이 많다는 점을 

들어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하고 있었다.

헤드프로는 여자가 하기 어렵죠. 연습장 사장님이 여

자거나 여성프로가 많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남자사장과 남자프로)가 대부분이라 모두 반대를 

할 것입니다(참여자 C).

여성골프지도자들은 헤드프로의 업무 내용에 대해서

도 명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헤드프로의 역할은 연습장 소속프로 관리가 대부분

이죠. 업무시간 관리나 프로들의 이직이 있을 경우 새로

운 프로를 채용하고, 업장 내에 간단한 업무정도입니다. 

물론 아무나 할 수는 없죠. 레슨도 잘해야 하고 리더십

이 있어 후배들에게 인정도 받아야 하지요(참여자 F).

인터뷰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헤드프로의 직무는 여

성골프지도자가 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은 아니며 소

속골프지도자의 업무시간 관리, 소속골프지도자의 이직

이 있을 경우 새로운 골프지도자 영입, 회원관리, 업장

에서의 소소한 업무 등이 그것이다. 헤드프로의 역할을 

명확히 표준화 시키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도자를 공

개채용 한다면 공정하게 골프지도자 및 헤드프로를 선

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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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여성골프선수 육성

H. J. Lee, H. I. Lee. (2003)은 여성체육인들이 수

적으로 부족한 현실에 대해 여성선수와 여성 지도자의 

수가 증가하는 것이 양성평등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임을 

언급하였는데 연구 참여자의 인터뷰에서도 선수의 숫

자가 언급되었다[19].

프로골퍼협회의 인원수도 3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

다. 남성골프협회 등록 회원 수는 6천5백 명이고 여자

골프협회 등록 회원 수는 2천5백 명인데 여자는 가사

와 일을 병행해야하니 사회진출 시작자체도 문제지만 

중간에 가정주부의 역할 때문에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해도 가다보면 더 줄어드는 거죠(참여자 A).

2020년 현재 남성골프프로는 6,627명으로 집계되

고, 여성골프프로는 2,657명으로 집계되어 수적으로 

여성프로가 적은 것에 대해 사회진출 비율은 당연한 현

상이라 지적하며 여성골프선수의 육성과 여성골프지도

자들의 사회생활 확대를 강조하였다[20,21]. 적극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도 여성골프지도자들은 사회

생활에 대한 정보와 활동 그리고 역할에 대해 남성골프

자도자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여

성골프지도자들이 사회진출이 늦고 기간이 짧기 때문

이라고 하였다. 

아무래도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한 기간이 짧기 때문

에 사회생활에 대한 정보, 활동이 남성에 비해 적다고 

생각합니다(참여자 G). 

여자는 남편을 도와 일을 한다는 입장으로 일을 시

작하니까 하기 싫으면 안할 수 있다는 생각인건데 이에 

대한 생각을 먼저 생각을 바꾸고 조금 더 적극적인 자

세로 변해야 그 날이 빨리 오지 않겠어요(참여자 B).

여성 지도자들은 스스로 그동안의 소극적인 태도를 

먼저 반성하고 여성의 역할론에서 벗어나 보다 전문인

으로서 직업관을 확립하고 사회참여에 적극적으로 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 하였다.

4. 결론

본 연구는 여성골프지도자의 채용과 승진의 불평등 

현실을 조사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알

아보고자 진행하였다. 그 결과 여성골프지도자의 젠더 

불평등 현실과 대안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골프선수들은 은퇴 후 지도자로 취업을 하

게 되는데 남성골프선수들에 비해 그 출발이 늦어 먼저 

진출한 남성골프지도자들의 네트워크에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없었다. 또한 사회적으로 골프지도자를 바라보는 

눈도 익숙한 남성골프지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는 

것을 보면 인식의 개선이 먼저 필요해 보인다. 둘째, 여

성골프지도자들은 한국사회에서 유교문화로 교육되어

온 여성의 역할론에 충실했다. 가정을 돌보고 육아를 

책임지는 것은 여성의 몫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당연

히 여성이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때문에 사회 

진출에 제약이 따르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결과가 

다시 여성에게 불평등으로 이어질 것도 예상하고 있었

다. 셋째, 여성골프지도자들은 사회적 젠더 불평등 현실

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교육을 선택하였고 꾸준한 

교육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자아정체성을 확립

해 가고 있었다. 넷째, 기존의 남성 중심 네트워크 채용

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업무를 표준화 시키고 

공개채용을 하여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성골프선수의 비율이 여성골프선수에 비

해 2배가 넘는다는 것이다. 선수의 비율은 곧 지도자의 

비율로 이어지며 지도자의 수가 평등으로 가는 조건이 

된다는 것을 볼 때, 남녀 선수가 같은 비율로 시작한다

고 해도 여성의 역할로 인하여 중도에 탈락되고 경력이 

단절되는 지도자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골프종

목 여성선수의 활발한 육성은 필요 불가결이다.

지금까지 결론으로 보았을 때 여성에 대한 우리사회

의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절

하고 섬세한 여성골프지도자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지

도자의 자격을 갖추고 경력과 능력을 평가 하는 시선이 

우선 되어야 한다. 여성의 스포츠 참여 역사가 남성보

다 짧고 한국의 문화적 배경으로 여성의 사회참여가 뒤

처져 온 만큼 여성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

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성

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성이 가지고 있는 가

정 돌봄의 책임을 남성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

하고 여성이 스포츠에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환

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여성체육인의 공정한 채용과 승진을 위해서는 성 평등 

관련 법제정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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