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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는 골프를 중심으로 한국 엘리트스포츠선수의 양성과정 실태와 

특징을 밝히려는 목적을 갖는다. 기존의 논의는 한국이 우수한 

골프선수를 배출 할 수 있는 주요 원인을 가족의 절대적 영향력을 

지목해왔다. 그러나 이는 한국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스포츠에 참여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가족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다른 나라에 비해 골프역사가 

짧은 한국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한국의 골프를 성장 시켰나에 대해 

선수들의 인터뷰를 토대로 검증한다. 

선행 연구는 가족의 헌신적인 희생이 있었기에 한국골프가 빠르게 

성장되어왔으며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주듯 '골프대디'라는 신조어가 

탄생되어 가족과 골프의 연결고리를 지어왔다. 부모는 경제적인 부분과 

심리적인 부분 모두를 지원하며 선수가 골프만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이를 위해 자신의 본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선수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연구를 뒷받침하듯 실제로 

미국 LPGA 경기를 보면 선수의 골프가방을 매주는 일명 '캐디'의 

역할을 자처하는 아버지들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골프를 대중화시킨 

박세리와 같은 1세대들이 제한된 정보와 기술력을 가지고 시합에 

참가해야 했기에 가족, 특히 아버지의 지원은 절대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골프가 한국에서 대중화됨과 동시에 골프에 

관련된 시스템이 활발해진 오늘날 가족의 영향력만 가지고 한국골프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본다. 게다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역시 1차적으로 가족의 영향력이 선수들을 엘리트스포츠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주니어 

혹은 아마추어 선수들은 가족의 지원을 받지 않고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설명되었던 가족의 영향력 이외에 한국 

골프가 빠르게 성장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을 가족의 영향력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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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와 교육 시스템, 골프 산업 구조 

등에서 찾아본다. 인프라에서는 골프 시설, 유관단체, 활동 인구 및 

접근성과 같은 요소를 다루고 이를 미국과 같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고, 교육시스템에서는 선수를 양성할 수 있는 한국의 골프 교육시스템, 

교육 프로그램과 한국에서 골프프로가 되기 위한 과정과 절차를 

살펴보고 이를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 보았다.  

연구 결과, 이를 바탕으로 한국 여자 골프의 빠른 성장과 성공의 주요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었다. 첫 번째는 실전 감각보다는 

기본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중점을 둔 기술적 우위이며, 두 

번째는 주니어부터 프로까지의 한국 내 치열한 내부 경쟁, 마지막은 

선행 연구들에서도 언급된 가족의 영향력이었다. 

 

주요어 : 골프, 가족의 영향력, 경쟁구조, 골프인프라, 선수양성시스템, 

스포츠사회학 

학   번 : 2018-24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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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1988년 LPGA에서 구옥희 선수의 우승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한국 

여자 프로골프 선수들은 매년 우승소식을 알려옴과 함께 다양한 

기록들을 갱신하고 있다. 다른 대부분의 스포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지만 엘리트 수준의 골프선수로 성장하기에는 오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골프 협회 중 하나인 미국 

여자 프로골프 협회인 LPGA(Ladies Professional Golf Association)와 

미국 프로골프 협회인 PGA(Professional Golfers' Association)에 소속 

되어있는 대부분의 여성과 남성 프로 골프선수들은 어렸을 때부터 인종 

혹은 계급에 상관없이 골프선수라는 꿈을 가지며 훈련해왔다. 그러나 

여기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비교적 짧은 골프 역사를 가진 한국이 

어떻게 선수들을 빠르게 양성할 수 있었고, 또한 어떻게 매년 상금을 

포함한 세계랭킹에서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있다. 

롤렉스 랭킹(Rolex Rankings)이 제공한 롤렉스 여자골프 세계랭킹 

(Women's World Golf Rankings)에 의하면1), 한국은 여자선수를 출전 

시킨 국가로서, 상위 500위 내에 든 여자선수가 139명, 상위 100위 

내에 든 여자선수가 37명, 상위 10위 내에 든 여자선수가 4명으로 다른 

나라에 비교해 월등히 높은 성적을 내고 있다. 이는 각각 27.8%와 

37%, 40%에 해당하는 비율로, 곧 다수의 한국 여자 프로골프 

종목에서는 세계적인 위치에 올라와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한국 

여자골프는 다른 스포츠 종목과는 다르게 남성의 경우보다 여성의 

경우에 인기가 더 많으며 이로 인해 여성 선수에게 경기의 기회와 

상금을 획득할 가능성이 더 많이 주어진다. 여자프로골프의 세계적 

                                            
1)
 2019년 10월 14일 기준(https://www.rolexranking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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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인 LPGA 투어에서 보여준 한국 여자프로골프 선수들의 진출 및 

성공은 한국사회뿐만 아니라 미국사회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임진택, 2014). 

골프가 어느 나라에서 처음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골프 인프라를 갖추고 현재 대회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에서 골프의 역사가 시작 된 시기는 1888년이다(황경숙, 

김세기, 2015). 이에 비해 한국의 골프 역사는 상대적으로 짧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골프가 최초로 소개된 것은 1900년이며, 그후 겨우 

명맥만 유지해 오다가 1960년대 이후에야 비로소 일반인에게 알려지기 

시작하였다(양성성, 2009).  

1990년대 후반부터 박세리, 김미현, 최경주 등 한국의 남녀 골프 

선수들이 LPGA와 PGA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면서부터 한국 

골프의 위상은 세계적으로 점차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골프는 

한국 국민에게 각광받는 스포츠로 급부상하게 되었고, 골프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시각 또한 과거에 비해 많이 불식되었다. 특히 1998년 

유에스 오픈(US Open)에서 태국의 '추아시리폰' 선수와 연장전에 

돌입한 박세리 선수가 마지막 홀에서 호수에 들어가 역전승을 거두었던 

장면은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침울했던 국민을 감동시키며 '세리 

키즈'의 탄생에 원동력이 되었다. 박세리 선수를 필두로 한국의 

여성골퍼들이 대거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이처럼 한국선수들이 늘면서 

LPGA 투어에 참가하는 비율 또한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 중 대표 

적으로 신지애, 최나연, 박인비, 유소연, 전인지, 박성현 선수 등이 

두각을 나타내며 2018년 5월에는 LPGA 한국선수 우승 통산 200회를 

돌파하는 쾌거를 이루었다(한겨레 신문, 2018년 6월 11일). 

이처럼 한국의 골프선수들이 세계 아마추어 선수권대회 및 각종 

주니어 선수권대회, 해외의 각종 프로대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성적에 

대하여 전 세계 스포츠계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에 지금까지 

백인만의 스포츠로 알려졌던 골프가 어떻게 동양인, 특히 한국인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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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에서도 한국 여자골프선수 들이 LPGA에서 성공을 거두는 

요인에 관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가족의 절대적 영향력이다(정윤수, 2013; 서희진, 

박찬희, 임영태, 2004; Sung, Yang, Kwon, 2018; 김홍기, 김한별, 

2013; 김기범, 임승엽, 김민석, 2010). 

그러나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선수들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이다.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노력이나 재능이 

전제되긴 하지만, 학교나 국가, 공공기관에서의 지원뿐만 아니라 무엇 

보다 가족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그렇다면 한국에는 다른 나라 

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수한 선수를 배출하는 특별한 시스템이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생긴다. 다시 말하자면, 다른 나라에 없는, 오직 

한국에만 있는 프로그램으로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는 모종의 메커니즘이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제기됨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실질적인 

골프 실태가 어떤지 검토하는 가운데, 특히 한국에 어떤 특화된 골프 

시설을 포함한 인프라와 교육 프로그램이 구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짧은 골프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골프선수를 대거 배출해낸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즉, 한국에는 과연 어떤 특화된 인프라 및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기에 우수한 선수를 배출하고 세계 신기록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제기 해본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한국여자골프가 성공한 원인이 가족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설명하는 

데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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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선행연구 검토 

 

1. 한국 여성스포츠의 변화 

 

이현정(2010)에 의하면, 한국 여성스포츠의 발달과정은 도입기, 

태동기, 성장기, 발전기로 나뉜다. 우선, 여성스포츠의 도입기는 1895년 

부터 1945년까지로 근대적 개화기부터 광복 전인 일제강점기 시기이다. 

이전까지 여성의 역할은 전통적 유교주의에 입각한 가부장제도에 의해 

고정적이었으나, 이 시기부터 개화사상을 통해 여성의 역할이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하였고 서양 열강들의 선교사들에 의해 근대식 학교교육이 

유입되었다. 특히, 여학교에서 농구, 배구, 탁구, 정구 등 다양한 스포츠 

종목이 도입되었다. 이 시기에 여성스포츠는 민족의 체력향상을 목적 

으로 한 모성체육으로서의 여성체육이 강조되었고 이를 통해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시도하는 시기였다. 

둘째, 태동기는 일제강점기를 벗어난 광복 직후부터 1960년까지의 

시기로, 광복과 분단을 겪으며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시기였다. 이 와중에 1945년 이화여자대학교가 최초로 체육학과를 

설립하면서 여성을 위한 다양한 스포츠종목을 도입, 보급하기 시작 

하였고, 1948년 제 14회 런던올림픽대회에 한국의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박봉식 선수가 여성선수로 출전하는 등 시대적 틀을 개고 신 

체육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이 시기에는 여성체육진흥 

회가 설립되고 YWCA가 활동하는 등 여성단체들의 활동도 두드려졌다. 

셋째, 성장기는 제3공화국부터 제5공화국까지의 시기로, 이 시기는 

경제발전계획을 통해 한국이 산업화 과정을 거치던 시기였다. 산업 

노동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여성도 사회참여의 기회가 증가되고 사회적 

지위가 향상됨과 동시에 다양한 페미니즘 이론의 영향으로 여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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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인식의 개선노력이 이어졌으며, 이는 여성스포츠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농구, 탁구, 수영, 여자핸드볼, 양궁 등 세계 각종 대회에서 

한국의 여성선수들의 눈부신 활약이 이어졌고, 이는 여성 실업팀의 

활성화 등 여성스포츠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켰고 엘리트스포츠 및 생활 

체육의 참여를 증가시켰다. 

마지막으로, 발전기는 제6공화국 이후의 시기로 한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정치 전반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어 전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을 가지게 

되었다. 많은 국제 무대에서의 한국 여성선수들의 활약으로 한국의 

여성스포츠는 황금기를 맞이했다. 취약했던 골프, 펜싱, 역도, 스피드 

스케이팅, 피겨스케이팅 등과 같은 스포츠에서 여성선수들의 활약과 

우수한 성적을 내기 시작하였고, 이는 여성프로스포츠의 탄생과 

성장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스포츠 현장에서의 활약과 더불어 100인의 

여성체육인, 여성체육위원회 등 여러 여성스포츠 단체들의 발족과 

노력으로 여성체육인과 스포츠 인들의 인권향상 및 처우개선이 

이루어져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스포츠에 대한 꾸준한 연구의 

증가와 체육계열 여성 학생, 교수진, 지도자가 늘면서 비약적인 학문적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대중매체를 통한 여성스포츠와 여성스포츠인들에 

대한 홍보로 인해 인기가 상승하는 동시에 사회적 지위도 향상되었다. 

이와 같은 발전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힘입어 향후 

여성스포츠와 여성스포츠인은 스포츠계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여성의 사회생활에 있어 역할이 변화함과 더불어 남성만이 

지배해왔던 스포츠 분야에서도 여성의 참여가 증가하는 가운데서 결국 

스포츠는 인간의 기본활동이기 때문에 어느 한편의 성에만 적합한 

활동이 아니라는 인식이 정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의 생활체육 

활동에 대한 참여의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으며, 또한 여성 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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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되면서 1970년대 초기부터는 한국을 포함한 산업화된 모든 나라 

에서 여성의 스포츠활동 참가비율이 증가하기에 이르렀다 (Coakely,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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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골프와 가족의 영향력 

 

한국의 골프 대중화는 박세리 선수의 1998년 US 오픈 시합에서 

우승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인해 

경제가 침체함과 동시에 큰 실의에 빠지게 된 국민에게 어려운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악전 투고의 연장전 끝에 우승한 그녀는 국민 영웅으로 

떠오르며 실의에 빠진 대한민국의 온 국민에게 희망을 주었다. 이는 

그녀 한 명의 우승이 아닌 IMF 외환위기 사태에 따른 사회 전반의 

복합적인 위기가 박세리 선수가 직면한 해저드라는 '위기'와 겹쳐지면서 

결국 우승을 거두는 장면은 박세리 개인의 우승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빛을 주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박세리 선수가 우승이 확정된 직후, 관중 속에서 뛰쳐나온 

부모와 함께 얼싸안고 우는 장면은 온 국민의 가슴을 울리며 큰 감동을 

주었다. 이것은 비단 박세리와 그 부모뿐만이 아니라 당시 한국사회의 

거의 모든 시청자가 일순간 공유했던 집합적 감정이기도 하였다 (정윤수 

2013). 골프를 모르는 사람들 역시 이 우승 소식에 큰 관심을 보이며 

박세리 선수의 우승은 크게 화제가 되었다. 우승 직후 박세리 선수는 

인터뷰와 미디어를 통해 본인이 우승할 수 있었던 큰 이유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며 부모님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먼 

이국 땅에서 훈련에 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후 박세리 선수를 필두로 하여 김미현, 박지은, 한희원 선수를 

포함한 1세대 골프선수들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LPGA 통산 100승을 

넘으며 전세계 골프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 1904년 세인트루이스 

올림픽을 끝으로 사라졌던 골프가 112년 만에 다시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되며 한국의 여자선수들은 대한민국에 금메달을 안겨주었다. 

한국 골프가 미국 LPGA에서 강세를 보이며 20년 동안 정상을 

유지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요인은 크게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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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를 들 수 있는데, 즉 선수들의 강인한 정신력과 노동윤리, 한국의 

가족문화가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Sung, Yang, Kwon, 2018; 

서희진 외, 2004;). 그러나 강인한 정신력과 노동윤리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외국선수라고 해서 한국선수보다 낮은 정신력과 질이 

떨어지는 연습량을 가지고 있다고 확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한국선수보다 더 높은 정신력과 많은 연습량을 가지고 있는 외국선수의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다.  

이 때문에 한국의 가족문화와 가족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들이 

집중적으로 행해졌다. 박세리 선수의 미국 LPGA 골프 우승 이후 

한국에는 '세리 키즈 2 )'와 '골프 대디'라는 두 개의 신조어가 만들어 

졌는데, '골프 대디'라는 신조어가 매우 흥미롭다. '골프 대디'는 박세리 

선수의 아버지를 모델로 삼고 자신의 본업을 뒤로하고 재정적이 지원과 

함께 코치와 같이 직접적인 자녀교육에 참여하는 아버지를 일컫는 

신조어이다. 곽지영 외(2017)의 연구는 이와 같은 골프 대디의 헌신이 

세계적 선수를 배출하는 데에 필수적 요소가 아니고 개인적 차이가 

있음을 심층면담을 통해 얘기하였다. 김홍기, 김한별(2013)은 부모가 

캐디인 경우 선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했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프로 초년생의 경우 캐디 섭외의 어려움, 경제적인 부담 

등의 이유로 부모가 캐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생활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정서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고 기술의 측면에서는 많은 약점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한국형 '골프 대디' 문화는 현재 한국에서 골프가 

여타의 종목과 달리 거의 모든 부분을 선수와 그 가족이 전적으로 

                                            
2)
‘세리키즈’란 1988년 전후로 태어나, 1998년 미국 LPGA 메이저 대회인, LPGA 

챔피언십, U.S.여자 오픈을 재패하던 모습을 보고 박세리 선수를 모델로 삼아 2008년 

전후로 한국은 물론, 일본, 유럽, 미 LPGA투어 등 세계무대에 한국 골프의 주역으로 

활약하고 있는 여자 선수들을 말한다 (이창신, 2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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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져야만 하는 현실적 조건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정윤수 

(2013)는 그의 논문에서 한국의 이와 같은 골프대디가 만연한 이유를 

설명하였다. 첫째, 골프는 지극히 개인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특정 

분야의 코치, 즉 스윙코치나 멘탈 트레이너, 체력 관리자 등은 부분별로 

고용할 수 있지만 일반 종목에서 말하는‘감독’같은 개념이 아예 없다. 

따라서 골프 대디는 자녀가 선수로서 성공하기 전까지는 운전대를 잡고 

골프 가방을 메고 다니는 등 훈련과정 전체를 감독, 지도할 뿐만 아니라, 

성공한 뒤에도 코치와 회계사와 트레이너를‘관리'하는 역할로 이어진다. 

둘째, 골프는 여타 종목의 연봉계약과 같은 개념이 없는 종목으로 

비록 무명이라 하더라도 메이저 대회에서 일정한 성적을 내거나 혹은 

상위권에 진입하는 순간 고액의 상금이나 안정적인 대회 초청을 받게 

된다. 또한 선수의 가족이 대거 골프 대디 현상에 몰입하는 까닭은 최고 

절정기 때 몇 차례의 뛰어난 성적만으로도 평생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의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셋째, '자식을 헌신적으로 뒷바라지 한다'는 일반적 심리와 더불어 

'가족 이외에는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한국 현대사의 특수한 가족 

문화를 꼽았다. 그들이 원래의 생업을 포기(혹은 일정하게는 제3자에게 

위탁)하고 전적으로 자식 뒷바라지에 매달리는 것은 한국의 스포츠 

상황에서 자식(특히 딸)을 누군가에게 믿고 맡길 수는 없다는 인식이 

지배하기 때문이다.  

넷째, 골프의 특성상 상당한 시간과 비용과 물리적 공간의 이동이 

필요하다. 그런데 가족 외에 현실적으로 이를 담당할 주체가 없다. 

요즘은 사정이 많이 나아졌지만, 박세리나 김미현 선수의 초창기나 

전성기 때만 해도 스폰서 기업들은 유망주조차 거들떠 보지 않았다. 

이에 부모는 생업을 포기할 정도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자식에게 

투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식이 일정하게 성공을 거두게 되면 이에 

대한 금전적, 심정적 보상심리가 강력하게 작동하게 된다. 한번 골프 

대디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 그 자식이 선수로서 지속적으로 성공하는 한, 

그 역할을 좀처럼 내려놓을 수 없게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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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많은 연구에서 한국 여자 골프선수들의 성공요인에 대하여 

분석한 바 있다. 박진, 채진석(2016)은 우승승률변인 분석을 통해 한국 

여자 골프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는 기술적 요인을 통계적으로 분석 

하였는데 이는 경기결과물의 데이터 분석에만 그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용현, 이정규(2013)는 한국 여성 골프우승자의 공식인터뷰를 

분석하여 우승요인을 연구하였는데 심층인터뷰가 아닌 언론이나 방송의 

공식인터뷰를 분석하였기에 우승자들의 성장 배경이나 환경이 아닌 

경기력이나 경기 중 심리, 상황, 신체, 기술적 요인을 분석하는데 그쳤다. 

마지막으로 곽지영, 박정상, 김민철(2017)은 한국여자프로골퍼의 성공 

담론에 대한 사회, 문화적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기존의 언론기사에 

제기된 몇 가지 왜곡된 이슈나 인식에 대해 바로잡는데 그친 아쉬움이 

없지 않다. 



 

 11 

 

제3절 연구질문 

 

본 연구는 한국의 골프 스포츠에서의 골프 인프라와 교육 시스템 

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크게 세 가지 질문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첫번째로 한국골프선수들의 현재 성적과 한국의 골프시스템 간의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지 알아본다. 두번째로는 개인의 이력과 관련해서 

한국의 골프선수들이 선수로서 성장하고 나아가 프로선수로서 발전해 

나아가는 전형적인 이력 혹은 경로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한국에는 전세계적으로 우수한 여자골프선수를 배출할 만큼 

우수한 선진적인 교육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골프선수들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 작동했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조명해보며 가족적 요인의 중요성에 대해 재고한다. 

다음으로는 비가족적 요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유독 가족적 

요인만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선수 개인의 

경험을 분석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가족중심적 설명이 선수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본 연구에서는 무엇보다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골프 스포츠의 짧은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골프선수를 배출해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한국에는 어떤 특화된 골프 인프라와 

교육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어 우수한 선수를 배출해내며 세계 신기록 

이라는 우수한 성적이 나오는 것일까 하고 생각해본다. 또한, 기존 연구 

에서 한국여자골프가 성공한 원인이 가족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설명 

하는 데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한국 여자프로 

골프선수의 현황을 고려해볼 때, 자연스럽게 제기할 수 있는 몇 가지 

연구질문을 나름대로 구성, 제시해보았다. 

 

 



 

 12 

 

 <연구질문 1: 인프라>: 현재 한국에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골프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연구질문 2: 교육 시스템>: 현재 한국에는 골프선수를 교육, 

배출하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교육 시스템 및 프로그램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연구질문 3: 사회·경제적 요인과 문화적 배경>: 현재 한국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프로 골프 선수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상위계층에 속하며, ‘가족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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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한국여자골프의 성공원인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연구의 참여자, 자료수집방법, 자료분석방법과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해 기술하였다. 

 

1. 연구의 참여자 

 

본 연구에서의 참여자들은 주니어 선수경험이 있으며 한국에서 

프로선수 생활을 하였거나 현재 활동하고 있는 20~30대 성인 여성 

8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위의 <표 1>은 각 참여자들에 대한 

개인적 특성 및 배경을 진술된 내용에 근거하여 제시한 것이다. 8명의 

선수 중 2명은 투어 선수생활을 정리하고 현재는 티칭프로(teaching 

professional)로 전향하여 선수 양성에 힘쓰고 있다. 상기한 2명의 

티칭프로를 제외한 6명의 선수 중 2명은 캐나다에서 주니어 선수생활을 

한 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KLPGA에서 선수생활을 하고 있다. 캐나다 

에서 주니어 선수생활을 한 경험이 있는 선수들을 연구대상자로 삼은 

이유는 한국과 캐나다의 주니어와 아마추어 시스템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4명의 선수들은 한국에서 중·고 연맹에 가입하여 

주니어 선수 생활을 한국에서 했으며 현재 KLPGA에서 1부, 2부 및 

3부 투어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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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 

No. 성명 연령 직업 특성 

1 김○○1 1993년(28세) KLPGA 1부 투어 선수 캐나다, 미국 주니어와 아마추어 경력有 

2 박○○ 1992년(29세) KLPGA 1부 투어 선수 
 

3 조○○ 1991년(30세) KLPGA 소속 티칭 프로 
 

4 김○○2 1993년(28세) KLPGA 2부 투어 선수 
 

5 정○○ 1993년(28세) KLPGA 2부 투어 선수 
 

6 양○○ 1993년(28세) KLPGA 2부 투어 선수 캐나다, 미국 주니어와 아마추어 경력有 

7 최○○ 2001년(20세) KLPGA 3부 투어 선수 
 

8 장○○ 1990년(31세) KLPGA 소속 티칭 프로 
 

 

 

2.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4주간의 준비기간과 5주간의 

자료수집기간, 그리고 5주간의 자료분석 및 정리기간을 거쳤다. 

자료수집방법은 우선 질적 연구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 면담(interview)방법을 사용하여 연구 참여자 1인 마다 1~2회, 

회당 30분간 개별면담을 진행하여 연구자료를 수집하였다. 한편, 

심층면담방법(in-depth interview method)으로는 반구조화된 면담 

(semi-structured interview)과 비구조화된 면담(unstructured inter-

view)을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전자의 경우는 구조화된 면담지의 질문 

들을 토대로 하되, 면담자가 질문내용이나 질문방식을 상황에 맞게 변형 

시키는 방법이라면, 후자의 경우는 우선 구조화된 질문에서 출발하여, 

참여자의 답변을 토대로 파생되는 질문을 계속해 나가는 방법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제보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기를 사용하였고, 녹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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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녹취록을 작성한 후 분석과 

해석의 기초자료로 이용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설정한 연구질문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분석방법으로 비

교연구방법(comparative research method) 중 질적 방법과 양적 방법

을 모두 이용하였으며, 양적 방법의 경우에는 일차적인 단순비교를 이용

하였다. 

질적 비교방법은 현상을 개념화, 범주화, 계량화, 이론화 이전의 자연 

상태로 환원하여 최대한 '있는 그대로' 혹은 '그 본래 입장에서' 접근하여 

비교 연구하는 방법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면담을 동시에 활

용하여 미국과 한국의 질적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미국 및 다른 나라들과 한국의 골프 속성들을 수

량적으로 비교하는데 단순비교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 방법은 양적 비

교방법에서 체계속성(attributes)을 비교하는 일차적인 방법이다(김용학,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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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한국의 골프 인프라의 현황과 평가 

 

 본 장에서는 한국의 골프 인프라의 현황을 '골프 시설', ‘골프 

유관단체', ‘골프 인구' 등의 항목 세분화하여 다른 나라의 경우와 

체계적으로 비교하고 평가한다.  

 

제1절 골프시설 

  

본 절에서는 골프시설을 ‘골프장', ‘골프 연습장', ‘스크린 골프장' 

이란 항목으로 다시 세분화하여 한국과 다른 나라의 경우를 각각 

소개하고 평가한다. 

 

1. 골프장 

 

한국 최초의 골프장으로 알려진 것은 구한말인 1900년 경 함경남도 

원산항의 한국정부 세관관리로 고용된 영국인들이 세관 안의 유목산 

중턱에 만든 6홀짜리 골프장이다. 이러한 기록은 있으나 이 골프장은 

영국인들만 이용하였고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이들이 본국으로 철수 

하면서 코스도 폐장되어 자취를 감쳤다(신용철, 2010). 한국인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고 경기를 한 최초의 골프장은 일제강점기에 용산 효창원 

부근의 국유지(현재 용산구 효창공원 자리)를 차용해 미국인인 댄트(H. 

E. Dannt)가 설계하여 1919년 5월 착공을 하였고 1921년 6월 1일에 

개장한 6홀짜리 골프장인 '효창원 골프장'이 그것이다.  

이후 효창원 골프장은 1924년 한국 골프역사의 시작인 '경성 골프 

구락부' 결성의 배경이 된 16홀 규모의 골프장인 '청량리 골프장'으로 그 

장소를 옮겼고 1924년엔 국내 최초의 정규 18홀 골프장인 '군자리 

골프장(현재 어린이 대공원 부지)'이 개장하였다. 1960년대 말 6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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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했던 한국의 골프장은 1980년대 말까지 46개로 서서히 증가하다가 

1990년대 말에는 127개로 급격히 늘어났다 (신용철, 2010). <표 2> 

처럼 2010년대 중반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7년에 493개로 

최고점을 이룬 이후, 2018년에 첫 감소세를 보였다. 

 

<표 2> 한국 골프장 현황(2009-201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7 2018 

339 386 416 440 465 474 487 493 487 

출처: 문화체육관광부「전국 등록.신고체육시설업현황」, 2019 

 
 

영국왕립골프협회와 국제골프재단(R&A)에서 2015년과 2017년에 

이어 2019년에 발표한 보고서 '골프 어라운드 더 월드 2019(Golf 

around the world 2019)'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전 세계 249개국 

중 209개 나라에 3만 8864개의 골프장이 존재하는데, 상위 10개국에 

78%가 집중되어 있으며 아메리카 대륙이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나와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8번째로 골프 코스 

(Course) 수가 많으며, 홀(Hole) 수로는 9위, 골프장 수로는 11위를 

기록했다. 이는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 다음으로 많은 사례에 해당한다. 

이를 단순 개수가 아닌 국가 영토 당으로 계산하였을 때에는 10,000 ㎢ 

당 코스, 홀, 골프장 수가 각각 79.5, 915, 43.8로 이는 세계에서도 

5위안에 드는 수준이다. 아래에 제시된 <표 3>은 전 세계 골프 시설 

보유 순위 20개 국가를 영토 당, 인구 당 계산해 놓은 표이다. 여기서 

한국은 좁은 영토 대비 많은 인구수를 가진 인구밀도가 높은 국가임 

에도 불구하고 많은 골프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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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전세계 골프 코스, 홀, 시설 수 및 면적, 인구 당 수 

총 면적(㎢)
10,000 ㎢ 당

코스 수

10,000 ㎢ 당

홀 수

10,000 ㎢ 당

시설 수
인구  수

백만  명  당

코스  수

백만  명  당

홀  수

백만  명  당

시설  수

미국 16,752 248,787 14,640 9,833,520 17.0 253.0 14.9 328,239,523 51.0 757.9 44.6

일본 3,169 45,684 2,227 377,975 83.8 1208.7 58.9 126,150,000 25.1 362.1 17.7

캐나다 2,633 36,591 2,265 9,984,670 2.6 36.6 2.3 37,797,496 69.7 968.1 59.9

영국 2,270 31,620 1,936 130,279 174.2 2427.1 148.6 55,619,400 40.8 568.5 34.8

호주 1,616 23,505 1,532 7,692,024 2.1 30.6 2.0 25,581,000 63.2 918.8 59.9

독일 1,050 14,100 736 357,386 29.4 394.5 20.6 83,019,200 12.6 169.8 8.9

프랑스 804 10,971 643 640,679 12.5 171.2 10.0 67,022,000 12.0 163.7 9.6

한국 798 9,183 440 100,363 79.5 915.0 43.8 51,709,098 15.4 177.6 8.5

스웨덴 662 9,303 471 450,295 14.7 206.6 10.5 10,302,984 64.3 902.9 45.7

스코틀랜드 614 8,421 568 77,933 78.8 1080.5 72.9 5,424,800 113.2 1552.3 104.7

중국 599 8,850 385 9,596,961 0.6 9.2 0.4 1,427,647,786 0.4 6.2 0.3

스페인 497 7,071 413 505,990 9.8 139.7 8.2 46,733,038 10.6 151.3 8.8

아일랜드 494 7,530 438 84,421 58.5 892.0 51.9 6,572,728 75.2 1145.6 66.6

남아프리카공화국 489 6,291 470 1,221,037 4.0 51.5 3.8 58,775,022 8.3 107.0 8.0

뉴질랜드 418 5,814 401 268,021 15.6 216.9 15.0 4,953,110 84.4 1173.8 81.0

아르헨티나 349 4,368 314 2,780,400 1.3 15.7 1.1 44,938,712 7.8 97.2 7.0

덴마크 346 4,461 193 42,933 80.6 1039.1 45.0 5,827,463 59.4 765.5 33.1

네덜란드 330 3,924 220 41,873 78.8 937.1 52.5 17,424,978 18.9 225.2 12.6

이탈리아 321 4,131 267 301,340 10.7 137.1 8.9 60,359,546 5.3 68.4 4.4

태국 315 4,095 236 513,120 6.1 79.8 4.6 69,428,453 4.5 59.0 3.4

인구 당

국가 코스 홀 시설

면적 당

 
출처: R&A, Golf around the world 2019, Edition 3, 2019 

 

 그러나, 인구 당 코스, 홀, 골프장 수를 상기의 다른 나라와 비교해봤을 

때 한국은 높은 수준이 아니며, 특히 미국, 일본과 같은 사례에 비해 

골프장이 턱없이 적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골프장 이용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고 한국에서 

선수들이 실전감각을 익히기 위한 골프장 이용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앞서 언급된 한국골프장의 감소세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골프는 아직도 사치성 운동으로 인식되어 한국정부에서 

골프장시설에 중과세를 부과하고 있고,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에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의 골프 

대중화에 여전히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미국의 경우, <표 4>와 같이 회원권 등으로 운영되는 사설골프장 

(private golf facility)에 비해 대학, 군, 주 등에서 공공으로 운용하는 

대중 골프장(public golf facility)이 월등히 많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이 

한국보다 골프가 훨씬 더 대중적 스포츠이고, 또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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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시설 유형별 미국 골프 시설 수: 2011-2016 

  
사설 

Private 

공용 

Public 

일일권/ 

준 사설 
Daily fee/ 

Semi-private 

지자체/대학/

군 

Municipal/ 
University/ 

Military 

리조트 

Resort 

합계 

Total 

2016 3,670 11,344 8,102 2,462 780 15,014 

2015 3,707 11,497 8,259 2,453 785 15,204 

2014 3,792 11,580 8,336 2,453 791 15,372 

2013 3,901 11,615 8,385 2,441 789 15,516 

2012 3,826 11,793 8,580 2,426 787 15,619 

2011 4,059 11,692 8,492 2,406 794 15,751 

출처: National Golf Foundation. U.S. Golf Facilities, 2012-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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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외 연습장 

 

골프 연습시설은 크게 실외 연습장과 실내 연습장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한국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골프장은 이용료가 높고 이용 시 

한 조에 4명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1~2인이 골프를 

즐기고 연습할 수 있는 장소로는 골프 연습장이 상대적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다. <표 5>에서 보듯이 한국의 골프연습장은 꾸준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표 5> 한국 골프 연습장 현황(2009-201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7 2018 

7,446 8,186 9,033 9,575 9,779 9,928 9,222 9,965 10,335 

출처: 문화체육관광부「전국 등록.신고체육시설업현황」 

 
 

한편, 실외 연습장은 일반적으로 <그림1>과 같은 시설을 의미한다. 

실외 연습장의 한국에서의 시설기준은 부지면적 4,000평, 건물면적 

720평, 타석 수 60개, 비거리 180 m 이다. 

(㈜한국골프경영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koreagolf.biz/) 

 

 

<그림 1> 실외연습장 

출처: ㈜한국골프경영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koreagolf.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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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지역별 실외 골프연습장의 수는 <표 6>과 같다.  

 

<표 6> 한국 실외 골프 연습장 현황 

광역시∙도지역 실외골프연습장 

서울특별시 367 

부산광역시 134 

인천광역시 76 

대구광역시 93 

광주광역시 48 

대전광역시 68 

울산광역시 49 

강원도 107 

경기도 497 

충청남도 96 

세종특별자치시 4 

충청북도 101 

전라남도 97 

전라북도 92 

경상북도 187 

경상남도 158 

제주특별자치도 56 

총합계 2230 

출처: 국세청 「100 대 생활업종 현황」(2020 년 1 월 기준) 

 

 미국에서는 이러한 실외 골프 연습장을 드라이빙 레인지(Driving 

range) 혹은 프랙티스 레인지(Practice range)라고 한다. 미국의 실외 

골프연습장 수는 2001년 2,805개로 조사되었지만(US Driving Range 

Survey 2003, 2003), 2016년 TEConomy Partners, LLC의 미국 

골프경제 레포트(U.S. Golf Economy Report)에 의하면 1,304개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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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한국의 실외 골프연습장 수 보다 

절반 정도에 불과하여, 인구나 면적 대비로 볼 때 한국의 수가 압도적 

으로 많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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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내 연습장 

 

실내 골프연습장(indoor range)은 일반적으로 <그림 2>와 같이 

실내에 설치된 그물이나 스크린에 타격하여 연습 또는 연습경기를 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이는 스크린 골프(indoor golf simulator)와 미니골프 

(miniature golf) 시설 등도 포함된다. 

실내 연습장의 한국에서의 시설 기준은 타석 간격 2.5 m 이상, 천정 

높이는 3.0 m 이상이어야 하고, 면적은 근생 시설의 경우, 500 m2 미만, 

체육 시설의 경우, 동일 건물 내에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포함해서 500 

m2 초과이어야 한다. 운영기준은 면적이 신고시설의 경우는 500 m2 

미만, 허가시설의 경우는 동일 건물 내에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포함하여 500 m2 초과하여야 한다. 또한 50타석 이상일 경우, 체육 

지도자석이 2인 이상 배치되어야 하고, 20~50타석 이하일 경우, 

체육지도자석이 1인 이상 배치되어야 한다. 20타석 미만일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다. 

(㈜한국골프경영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koreagolf.biz/) 

 

 

<그림 2> 실내연습장(좌: 스크린 골프 시설, 우: 실내 골프 연습시설) 

출처: ㈜한국골프경영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koreagolf.biz/ 

 

한국에서는 실내 스크린 골프장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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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골프장 이용이 가격이나 조건의 

측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실외 골프연습장과 더불어 실내 스크린 

골프장으로 골프 이용객이 몰리는 상황이다. 이러한 실내 연습장의 

증가로 인해 보다 적은 이용료로 골프를 게임으로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한국에서의 골프의 대중화를 이끌었다. 

 

<표 7> 한국 실내 스크린 골프장 현황 

광역시∙도지역 실내스크린골프장 

서울특별시 677 

부산광역시 312 

인천광역시 202 

대구광역시 304 

광주광역시 110 

대전광역시 152 

울산광역시 174 

강원도 161 

경기도 1295 

충청남도 209 

세종특별자치시 26 

충청북도 176 

전라남도 161 

전라북도 180 

경상북도 294 

경상남도 426 

제주특별자치도 92 

총합계 4951 

출처: 국세청 「100 대 생활업종 현황」(2020 년 1 월 기준) 

 

이에 비해 미국의 경우에는 따로 스크린 골프장이 존재하지 않고 

대부분 해당 스크린 골프장비를 구매해서 집에서 사용하거나 실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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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연습장에 설치된 장비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스크린골프 업체인 골프존(GOLFZONE)은 2000년 

설립되어 40여개 나라에 제품을 수출하면서 세계 골프 시뮬레이터 

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국제골프제단(National Golf 

Foundation, NGF)의 2018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하루에 

13만명이 스크린 골프장을 이용하며, 이는 한국의 음주문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음주 후 노래방을 가거나 당구, 볼링 등 

과격하게 움직이지 않는 스포츠를 즐기는 한국의 문화에서 스크린 

골프는 하나의 좋은 여가 활동의 수단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골프존이 2015년 실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신규 골퍼의 

80%가 전통적인 골프시설에 가기 전 시뮬레이션 방식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한국에서의 스크린 골프의 성공은 골프존과 

같은 한국기업이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에 진출하는 발판이 되었고, 특히 

미국에도 한국과 같은 스크린 골프장 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경우, 골프 연습장의 수는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실내, 실외 연습장의 수와 시장은 상대적으로 

크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은 한국에서의 골프 

대중화를 가속화 하였고, 선수들이 쉽게 골프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토대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골프 연습장 위주의 시설분포는 국내선수들의 

기본기를 기르는데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긍정적인 건 스윙… 기술적인 부분과 연습량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골프를 배우면 

연습량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외국은 필드를 나가서 스코어 위주로 연습하잖아요. 

그래서 스윙이 이상해도 많이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인데, 한국은 그런 환경이 어려우니까 

연습장에서 기술적인 부분에 집중하거든요. 근데 어릴 때는 스코어도 중요하긴 하지만 

스윙이나 연습량이 많아야 기본기가 더 탄탄해지거든요. 

- 조○○, KLPGA 소속 티칭 프로 

 

반면, 이러한 기본기의 집중은 단점을 가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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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적인 측면이랑 이어지는데, 그렇게 기술적인 부분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실전에 

약할 수밖에 없죠. 숏게임 이라던지, 좀 감각적인 부분을 요구하는 것에 약한 것 같아요. 

저는 기술적인 부분에 집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이 똑바로 나가고 스윙이 이뻤거든요. 

근데 실제로 시합에 나가면 코스 매니지먼트가 전혀 안 되는 거에요. 나무가 앞에 

있으면 비켜가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죠. 

- 조○○, KLPGA 소속 티칭 프로 

 

이처럼 한국선수들은 실제 경기를 치르는 골프장에서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으로 인하여 경기 중의 상황대처능력이나 전반적인 

코스 매니지먼트에서 약점을 보이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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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골프 유관단체 

 

본 절에서는 현재 한국의 골프스포츠를 주관·대표하고 잇는 

유관단체의 종류와 현황을 간략히 소개하고, 특히 미국과 비교하여 그 

동이점을 간략히 소개하고 평가한다.  

 

<표 8> 미국과 한국의 협회 비교 

한국 미국 

대한골프협회 

(Korea Golf Association, 
KGA) 

미국골프협회 

(USGA: United States Golf 
Association) 

한국프로골프협회 

(Korea Professional Golf 
Association, KPGA) 

미국프로골프협회 

(Professional Golfers' 
Association)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Korea Ladies Professional 
Golfers' Association, 
KLPGA) 

미국여자프로골프협회 

(Ladies Professional Golf 
Association, LPGA) 

- 한국초등학교골프연맹 

(Korea Elementary School 
Golf Association) 

- 한국중.고등학교골프연맹 

(Korea Junior Golf 
Association) 

미국주니어골프협회 

(American Junior Golf 
Association, AJGA) 

한국대학골프연맹 

(Korea College Golf 
Federation) 

- 전국대학체육협회 

(National College Athletics 
Association, NCAA) 

- 전국대학대항전체육협회 

(National Association of 
Intercollegiate Athletes, 
NAIA) 

- 전국주니어대학체육협회 

(National Junior College 
Athletic Association) 

한국실업(미드아마)골프연맹 

(Korea Mid-Amateur Golf 
Federation, KMAGF) 

* 미국골프협회(USGA)에서 

아마추어 골프 주관 

출처: 각 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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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에서 보듯이, 한국의 골프 유관협회들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경우와 대동소이하다. 첫째, 미국골프협회(USGA: United States 

Golf Association)의 가장 핵심적 역할은 골프규칙을 만들고 해석하는 

업무이다. 거기에 부가적으로 모든 입문자에서부터 아마추어, 

프로골퍼들까지 다양한 수준의 골퍼들에게 규칙을 더 쉽고 즐겁게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동일하게 한국의 

경우 대한골프협회(Korea Golf Association, KGA)는 한국에서의 

골프의 보급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관장한다. 특히 국내의 

규칙을 제정 및 개정하고 국내외 경기를 주관하고 산하 연맹 및 

지도자와 선수를 관리한다. 

둘째, 미국프로골프협회(Professional Golfers' Association)가 미국 

에서 국내외 남성 골프대회를 주관 및 진행하는 것처럼, 한국프로 

골프협회(Korea Professional Golf Association, KPGA) 역시 동일한 

한국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미국여자프로골프협회(Ladies Profe-

ssional Golf Association, LPGA)가 미국 국내외 여성 골프대회를 주관 

및 진행하는 것처럼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orea Ladies Professional 

Golfers' Association, KLPGA)역시 한국에서 동일한 역할을 맡고 있다. 

셋째, 유소년이나 대학생, 아마추어 협회의 경우 그 구조와 형태가 

미국과 한국이 서로 다르다. 미국의 경우 미국주니어골프협회(American 

Junior Golf Association, AJGA)에서 12세에서 19세까지의 선수들의 

경기를 주관한다. 한국의 경우, 한국초등학교골프연맹(Korea 

Elementary School Golf Association)과 한국중·고등학교골프연맹 

(Korea Junior Golf Association)으로 나누어 관리 및 시합을 주관한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주니어 골프 선수들을 위한 각계의 기부문화가 

정착되어 있다. 이는 내셔널 파트너, 프리미어 파트너, 공식 파트너, 

미디어 파트너 등으로 후원의 종류에 따라 구분된다. 각 기업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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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부자 등이 미국 주니어 골프 선수들을 후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주니어 선수들을 위한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학생들이 후원을 받으며 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 주니어 골프 

선수들은 돈이 없어도 골프를 할 수 있는 사회적, 교육적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이서재, 2014).  

넷째, 대학의 경우도 미국과 한국은 규모와 구조가 상이하다. 미국의 

경우 전국대학체육협회(National College Athletics Association, 

NCAA)과 전국대학대항전체육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Inter-

collegiate Athletes, NAIA), 전국주니어대학체육 협회(National Junior 

College Athletic Association, NJCAA)로 나뉘어 관리한다. 한국의 

경우, 한국대학골프연맹(Korea College Golf Federation)만 존재한다. 

특히, 미국의 NJCAA의 경우는 말 그대로 칼리지(junior college, 2년제 

대학)의 대회를 주관하고 4년제 대학은 대학별로 NCAA와 NAIA에 

나눠서 대회를 주관한다. 이들 북미권 대학들은 또 등급별로 1부, 2부 

등으로 등급을 나누어 리그를 진행한다. 그만큼 대학 스포츠의 규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주니어 선수의 경우처럼 기업체, 

개인 및 대학과 각 주에서의 기부와 지원이 뒷받침되어 학업과 스포츠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아마추어의 경우,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골프협회(USGA) 

에서 아마추어 골프를 주관하고 있지만, 이와 다르게 한국의 경우 

한국은 한국실업(미드아마)골프연맹(Korea Mid-Amateur Golf Fede-

ration, KMAGF)을 두어 관리 및 대회를 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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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골프 인구수 

 

본 절에서는 현재 한국의 골프인구수의 변화와 현황을 소개하고, 

미국과 비교하여 그 수준을 평가한다. 

 

 

출처: 대한골프협회 「2017 한국골프지표」, 2017 

<그림 3> 한국 골프 활동인구 

 

첫째, 우선 대한골프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그림3> (대한골프협회, 

2017)에서 보듯이 2007년 이후로 골프 활동인구가 약 3배 이상 증가 

하였고, 2017년 기준 한국의 골프 활동인구는 636만명 규모이다. 이는 

전체 인구 5,136만명(2017년 기준)의 12% 수준이었다. 한편, 골프를 

배울 의향이 있는 잠재 골프 활동 인구는 957만명으로 2014년 조사 

대비 400만명 가량 감소하였다(대한골프협회, 2017). 

한편, 동일한 해의 국제골프제단(National Golf Foundation, NGF)의 

조사 자료인 '2017 미국 골프 참여자(Golf Participation in the U.S. 

2017)'에 따르면, 미국 골프참가현황에 따르면 골프시설 전체 참여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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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0만 명에서 2380만 명으로 최근 5년간 소폭 감소했다. 이는 미국의 

전체 인구 3억 2510만명(2017년 기준) 대비 7% 수준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잠재수요(골프에 관심이 있는 비골프인)는 640만 명에서 

1280만 명으로 2배가량 늘었고, 골프를 시작한 사람(처음 골프장에서 

경기를 한 사람)도 150만 명에서 250만 명으로 늘었다. 

 

<표 9> 미국 골프 인구 비율 

  
총 골프 인구 

All Participants 

여성 인구 

Women 

비 백인 인구 

Non-
Caucasian 

골프 인구(백만 명) 

Number of golfers (M) 
23.8 (100%) 5.8 (24%) 4.6 (19%) 

출처: NGF, Golf Participation in the U.S. 2017, 2017 

 

둘째, 여기서 특징적인 부분은 미국의 경우에는 전체 골프 인구 중 

여성의 수가 580만명으로 24% 수준이며, 460만명 규모인 19%가 

백인이 아닌 유색인종이라는 사실이다. 

 

 

대한골프협회 「2017 한국골프지표」, 2017 

<그림 4> 한국의 골프 활동인구 남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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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의 경우에는 골프 활동인구 중 여성의 비율이 <그림 4> 

(대한골프협회, 2017)에서와 같이 2007년 9.9%에서 2017년 45.4%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주로 여성의 소득이 증가하고 사회활동 

참여도가 높아진 사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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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골프 접근성 

 

한국에서 골프를 즐기는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앞서 제시한 

골프시설현황이 보여주듯이, 골프 연습장과 스크린 골프장이 대폭 

증가하면서 골프를 쉽게 어디에서나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은 비용적인 면에서 다른 대중스포츠에 비해서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골프에 대한 높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골프장에 나가 라운딩(rounding)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한국에는 골프를 하는데 외국과는 다르게 정해진 규칙이 

있다. 한 조에 4명의 인원을 맞춰야 하며, 캐디와 골프 카트를 반드시 

대여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 주말을 기준으로 일인당 약 

30만원 안팎으로 이용료가 부가된다. 골프장 경영협회와 한국골프 

소비자모임의 자료를 취합해 만든 정보에 따르면 이와 같은 골프 코스 

사용료인 그린피(green fee)가 퍼블릭(public)의 경우 일본의 2.4배, 

미국의 3.6배, 말레이시아의 3.6배(주중 기준)로 나타났고, 회원제인 

경우에는 일본의 1.4배, 말레이시아의 3.3배(주중 기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비싼 골프장 이용비용 때문에 이를 부담하기 어려운 선수 들은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되었다. 이는 선수들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주니어 선수 활동 당시 본인의 거주지 근처에 골프 연습장이 

있었는가의 질문과 주니어 선수와 아마추어 선수 활동 당시와 프로가 된 

지금 한 달에 몇 번 연습장에 나가서 라운딩을 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비교 할 수 있었다.  

첫번째 그룹은 캐나다와 미국에서 중·고등학교 연맹에 가입하여 선수 

생활을 한 경험이 있는 김○○1 과 양○○ 선수이다. 이들은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일주일에 최소 3~4번 골프장에 가서 연습을 할 수 있었지만 

한국에 들어와서는 그게 불가능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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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어 선수 시절에 골프장에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쇼트 게임 

(Short game: 퍼터를 포함한 그린 근처의 50m미만 샷) 연습을 많이 했으며 해가 지기 

전에 몇 홀이라도 나가서 라운딩을 플레이 할 수 있었습니다. 골프 연습장은 차로 

운전해서 15분 거리에 있어서 언제든지 원하면 연습을 하러 갈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주니어 선수 활동 당시 일주일에 3번씩은 골프장에 가서 라운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말은 18홀을 주로 돌았고 평일에는 학교가 끝나면 필드에 나가서 5홀~9홀 정도 

플레이하며 연습을 했습니다. 아마추어 선수 활동 당시에는 주니어 선수 생활을 할 때와 

비슷하게 연습을 하고 필드에 나가 연습을 한 기억이 납니다. 대학에서 선수 생활을 할 

때는 일주일에 4번 정도 필드에 나가 연습하였습니다. 대학교 가까이에 필드가 있었기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죠 미국에서 프로가 되고 나서는 거의 일주일에 5번은 필드에 

나가서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19홀은 3번 정도 나갔고요. 9홀 정도로만 플레이 하는 

날도 가끔 있었습니다. 프로가 되고 나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았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한국으로 들어와서 프로 선수 생활을 할 때는 필드에 나가는데 많이 

힘들어졌었던 것 같아요. 비용도 굉장히 부담되었고 혼자서는 절대 나갈 수 없는 

환경입니다. 한국에서는 일주일에 한번 혹은 2주에 한 번씩 나가는 것 같습니다. 시즌 

중에는 1주일에 3번씩 18홀을 시합날과 포함해서 나갑니다… 

- 김○○1, KLPGA 1부 투어 선수 

 

미국에서 선수생활을 한 김 선수의 경험에 의하면 미국에서의 주니어, 

아마추어, 프로 선수생활 동안 그녀는 라운딩에 대한 접근성이나 비용에 

대한 부담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비용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3인이상 그룹을 이뤄야 하는 문제 때문에 라운딩에 

불편이 많은 상태였다.  

 

캐나다에 있었을 때, 집 가까이에 골프장이 있어서 혼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었지만 부모님께서 라이드(ride)를 다 해주셔서 원할 때 언제든 가실 수 있었죠. 

그래서 학교 끝나면 바로 가서 연습하고 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 쇼트 게임이나 

퍼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경기도나 이런 쪽 아니면 더 

힘들어요. 지방이면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청주에 있기 때문에 골프연습장만 자주 

갈 수 있지 라운딩을 하러 골프장에 나가기는 힘들어요. 주니어 선수로 활동할 때는 

일주일에 9홀이라도 거의 매일 나갔어요. 프로가 된 후에는 시합 연습 라운딩 빼고는 

거의 못나가요. 한국은 보통 4명이 같이 필드를 나갈 수 있고 인원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혼자 나가고 싶다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비용도 비싼 편이고 하니까 한번 골프장 

나가는데 부담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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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KLPGA 2부 투어 선수 

 

캐나다에서 주니어 및 아마추어 선수생활을 한 양 선수도 마찬가지로 

골프장 접근에 대한 불편은 없었고 한국에서는 김 선수와 똑같은 이유로 

골프장 이용에 대한 불편을 토로하였다.  

두번째 그룹은 한국에서 중·고 연맹에 가입하여 주니어 선수와 

아마추어 선수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프로들의 경우 캐나다와 미국에서 

주니어 선수생활과 아마추어 선수생활을 한 경험이 있는 선수들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거주지 근처에 골프장은 없었어요. 그리고 가도 혼자서 못 가요. 부모님께 라이드를 

부탁 드려 갔는데 골프연습장은 다닐 수 있는 거고 골프장은 무조건 차를 타고 가야 

하는데 주로 못 가는 거죠 한국에서는. 주니어 선수 때는 한 달에 한 번 나갈까 말까 

했어요. 비싸잖아요. 프로가 된 지금은 시즌 오프에는 거의 안 나가고요. 시즌 때는 시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6번 정도 나가요… 

- 박○○, KLPGA 1부 투어 선수 

 

박 선수는 거주지 주변에 골프장 자체가 없었다. 이는 한국의 

대부분의 골프장이 산을 깎아 만들고 사람들은 도심 중심의 생활을 

영위하는 형태로 인한다. 

 

골프 연습장과 골프장 모두 다 멀리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라이드를 부탁 드렸죠. 

혼자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니까 부모님께서 해주시고 아니면 다른 분께 부탁 

드리거나.. 골프장은 많이 못나갔어요. 시합이 있을 때 몇 번 나가고 한 달에 한 번 

나갈까 말까 했어요. 프로가 된 후엔 시합위주로 골프장에 가서 라운딩을 해요. 시합 

전에 5번 정도 나가서 연습해요… 

- 정○○, KLPGA 2부 투어 선수 

 

정 선수는 골프장뿐만 아니라 골프 연습장도 거주지 근처에 있지 

않았다. 골프연습장 또한 마찬가지로 넓은 공간이 요구되므로 부지의 

가격문제 때문에 도심외각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한국에서 골프장의 시장규모가 증가하면서 골프인구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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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고 있으나 골프장 입장료가 인상되고, 개인경기임에도 한 조당 

4명의 이용예정인원을 맞춰야 하는 한국 골프장의 엄격한 골프장 이용 

규칙 때문에 현역선수와 일반인의 골프장이용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살펴 볼 수 있다.  

2019년 일반인의 경우 골프장 이용기준으로 한 사람당 연간 6~10회 

이용한다는 응답이 22.7%로 가장 많았고 5회 이하 방문한다는 응답이 

20.8%로 뒤를 이었다 (매일경제, 2019). 또한, 한국의 경우 골프장 

입장에 따른 세금부담률이 미국보다 높았으며, 기후적 요인과 골프장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해외골프여행과 해외전지훈련, 해외골프유학 

등으로 한국 관광 수지적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서재, 2014).  

이처럼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선수의 경우, 시즌 때는 시합이 

열리는 곳에서 연습 라운딩을 위주로 골프장에 나가서 연습하며, 비 

시즌인 겨울에는 기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습에 집중 할 수 있는 

(김종원, 2016) 날씨가 따뜻하며 골프장 이용료가 싼 태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로 전지훈련을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8명의 피면접자가 가운데 7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전지훈련을 갔어요. 태국과 말레이시아 태국에 3~4번 정도 

갔어요. 중국도 갔었고요. 한 달 정도 가서 지내고 했어요. 근데 정말 연습이 필요하면 

두 달 정도 갔었죠. 매년 겨울에 전지훈련을 갔어요. 한국에서 겨울에 연습하는 게 

어려우니까. 전지훈련을 가면 매일 필드도 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 조○○, KLPGA 소속 티칭 프로 

 

전지훈련을 계속 나갔던 거 같아요. 주로 동남아로 가요. 미국도 가는데 동남아를 좀 

많이 갔어요. 비용이 저렴하기도 하고 연습할 수 있는 여건도 괜찮아서 동남아를 많이 

갔어요. 보통 40~60일 정도 있다 와요… 

- 장○○, KLPGA 소속 티칭 프로 

 

그러나 선수들은 전지훈련을 가는 것은 한국보다 저렴한 값으로 

골프장에 부담 없이 라운딩을 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나 이 또한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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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훈련은 갔었어요. 초등학교 때 한 번 갔고 중학교 때는 겨울마다 갔어요. 고등학교 

때는 안 갔어요. 왜냐하면 금전적인 부분이 많이 부담되다 보니까. 그리고 프로가 되고 

난 후에는 거의 매해 겨울마다 갔어요. 근데 올해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갈 거 

같아요… 

- 김○○2, KLPGA 2부 투어 선수 

 

비용의 부담으로 전지훈련을 포기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돈을 모아 

전지훈련을 가기도 하였다. 

 

전지훈련은 간 적 있어요. 미국은 오래있으면 있을수록 좋아서 한번 가면 2~3달 정도 

플로리다나 캘리포니아에 있다 와요. 짧게 가려면 동남아가 좋고요. 보통 가면 3주에서 

한 달 정도는 있다 와요. 어렸을 때도 겨울에 갔다 온 적 있어요. 부모님께서 많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3~4전 전부터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갔다 

와요 

- 정○○, KLPGA 2부 투어 선수 

 

대부분의 선수들은 혼자 보다는 소속되어있는 코치와 함께 전지훈련을 

떠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여러 명이 같이 훈련과 생활을 

함으로써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코치와 함께 

동행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경비를 부담을 해야 하며, 어떤 현지훈련을 

하는 나라에 따라 비용 또한 달라진다고 보고하였다.  

 

제가 재작년에 한국에 들어오면서 한국 프로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2번 정도 겨울에 

전지훈련을 태국으로 갔다 왔어요. 보통 태국뿐만 아니라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같은 

동남아에 많이 가요.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니까. 짧으면 한 달 정도 있다 오고 길면 

2달 정도요. 70일 정도 있다 오는 팀들도 있어요. 

- 양○○, KLPGA 2부 투어 선수 

 

2016년 9월, 강효상 의원은 골프 대중화를 위해 골프장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박세리 리우올림픽 골프 국가대표 감독은 "앞으로 대한민국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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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주들이 부담 없이 훈련하며 골프를 이끌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며 현재의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조세일보, 2016). 

한국의 경우, 유소년 선수들에 대해 포인트제도가 존재하여 매 시합, 

대회 별 성적순으로 차등의 포인트를 받는다. 이 포인트에 따라 

국가대표로 선발되고 개별소비세 면제자가 된다. <표 10>은 개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현황이다.  

 

<표 10> 개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현황 

학부별 총 인원수 
성별 

남자 여자 

초등부 65 34 31 

중등부 204 120 84 

고등부 309 213 96 

대학부 73 56 17 

총계 651 423 228 

출처: 대한골프협회, 2014 
  

 

이와 같이 성적순으로 제공되는 혜택은 많은 훈련시간 할애와 경쟁의 

심화를 야기하며 실력 있는 선수들이 탄생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유소년선수들은 학교수업을 빠져가며 연습에 매달리고 

대회에 빠짐없이 참가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하도록 만들기도 한다.  

반면에, 미국의 골프장에는 한국말로 황혼이라는 의미의 트와일라잇 

(twilight) 제도가 존재한다. 이는 해가 지는 무렵에 라운딩을 하는 

고객에게 할인을 해주는 제도이다. 일몰 때문에 18홀 라운딩을 다 

못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으나, 이 제도는 학교수업을 끝내고 방과 후 

활동을 해야 하는 주니어 선수들에게는 부족한 연습시간을 보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골프장에서는 

흔히 주니어선수들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거나 면제해주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경우에는 공공 골프장의 운영기준이 영리의 목적보다는 

시니어나 주니어들에 대한 배려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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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여성중심적 골프 산업 구조 

 

현대 사회에서 스포츠 활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중요한 잣대로 

자리매김 하면서 삶의 질적 향상과 관련된 것으로 인식되었고, 이로 

인해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스포츠 활동은 

생활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우찬명, 문용, 1996)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3)  

여성의 스포츠활동의 참여와 참여 스포츠 종목은 전적으로 여성의 

'선택'이다. 그러나, 스포츠 활동이 갖고 있는 정체성, 위계성, 공격성, 

활동성, 공개성 등의 특성이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할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스포츠는 남성 지배영역으로 존재해 

왔다.4 ) 스포츠는 사회가 갖는 다양한 사회, 문화적 규범과 권력관계를 

내포하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 사회적 삶이 다르게 조직되는 성별 

체계의 사회 속에서 스포츠 활동은 남성과 여성을 다른 방식으로 

관련되어왔다. 

스포츠 미디어는 여성 스포츠 선수에 대해 성적으로 고정된 이미지를 

강조하거나 (조성식, 조광민, 1998; Duncan & Messner, 1998; 

Eastman & Billings, 1999), 보도 분량에서도 성별 간에 절대적인 

격차를 보이고 있다(Boyle, 2006; Hardin, Dodd, & Lauffer, 2006). 

이는 스포츠에서의 여성을 단지 눈요기거리로만 치부하고 이를 

                                            
3)
 특히 엘리트 스포츠에 대한 비판으로 1980년대 후반 일기 시작한 생활체육은 ‘모두

를 위한 스포츠(Sports for all)’라는 철학 속에서 확산되었다. 이는 성, 연령, 출신계층,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누구나 자신의 자유의지로 스포츠에 참가할 

기회와 권리를 보장해 주는 새로운 체육의 개념이다(임번장, 2000). 

 
4)
 근대 올림픽대회의 제창자 ‘피에르 드 쿠베르탱 (Pierre de Coubertin)’는 여성스

포츠가 ‘자연의 법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여성이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

면서 “여성이 올림픽에서의 유일한 역할을 그리스 시대와 마찬가지로 승자에게 관을 

건네주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1986년 근대 올림픽 창설 당시 구호가 ‘남성의 스포

츠, 여성의 환호ㆍ갈채’였을 정도였다. 올림픽은 남성을 위한 것이었으며 여성은 단지 

승리한 남성을 환호하고 열광하는 보상수단으로만 위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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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으로 이용함을 의미한다. 

2017년 LPGA투어 숍라이트(Shop Rite) 클래식 대회조직위원회는 

파격적인 조건을 걸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의 팔로워(follower)가 많은 골퍼 순으로 후보를 선택하고 

SNS를 이용한 인기투표를 통해 많은 표를 획득한 선수에게 스폰서 

초청 자격을 주겠다고 발표했다(JTBC골프 디지털 뉴스, 2017년 5월 

3일). 이와 같은 현상은 세계적으로 이름을 드높이고 있는 한국 여성 

골프에도 적용된다. 

요즘 유명세가 높아지고 있는 여자 프로골퍼들의 기사를 보면 항상 

앞에 '미녀골퍼'라는 단어가 붙는다. 이것은 그녀들의 경기 내용이나 

실력이 그들의 유명세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녀들의 미모, 몸매 등이 

많은 관심을 끌고, 인기를 얻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외모 차별은 

골프 선수들의 주 수입원인 스폰서쉽에도 영향을 준다. 2013년 한겨레 

신문에서는 당시 세계 랭킹 1위이자 LPGA에서 메이져 대회를 포함한 

수 많은 대회에서 우승을 한 박인비 선수의 모자에 메인스폰서 로고가 

없는 이유와 골퍼 후원 쏠림 현상에 대해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보통 프로골퍼들은 연간 수억 원 대의 메인 스폰서 계약을 맺고 모자에 기업 로고를 

붙이고 투어를 뛴다. 하지만 지난해 미국여자프로골프 상금왕과 베어트로피(최저 

타수상)를 차지한 뒤 올해 2승을 올린 박인비한테는 메인스폰서가 없다. 그래서 모자 

앞에는 아무것도 달지 않아야 하는 법. 하지만 박인비는 용품을 지원하는 던롭을 배려해 

그냥 이것을 달고 있다. 김세훈 던롭코리아 팀장은 "박인비가 '메인스폰서가 없지만 

모자에 굳이 로고를 달지 않고 나갈 이유가 없다'며 '스릭슨 로고를 달고 나가겠다'고 

했다. 정말 안타깝다"고 했다. 박인비를 비롯해, 최근 2년 연속 일본 여자 프로골프 

(JLPGA) 투어 상금왕에 올랐던 안선주가 메인스폰서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내 기업들의 골프마케팅이 외모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신지애도 

미래에셋이 나서기 전에는 메인스폰서를 확보하지 못해 애를 먹었다. 한국 기업들의 

외면 속에 일본 골프용품 브랜드는 용품 후원계약을 맺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를 후원하는 기업의 스포츠마케팅 관계자는 "기업들은 반드시 

예쁘기보다는 좋은 이미지로 호감을 줄 수 있는 선수들을 선호한다. 선수 스스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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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한겨레, 2014년 4월 9일 

 

이처럼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여성 골퍼들은 실력보다는 외모로 평가 

받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같은 평가가 골퍼들의 수입원인 스폰서쉽에도 

크게 영향을 줌을 알 수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스포츠 마케팅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커다란 변화는 브랜드를 위주로 한 마케팅 변화이다. 많은 

기업들은 브랜드 자산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기업들은 브랜드 자산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스폰서쉽과 같은 다양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을 활용하고 있다(Farquhar, Han, Herr & 

Iojiri, 1992). 특히 여성 스포츠 참여 비율이 높은 골프 역시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대중에게 다가간다. 스포츠 스타의 이미지가 광고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실력 보다는 얼굴과 몸매가 좋은 스타에게 

스폰서를 함으로써 제품과 브랜드 이미지가 향상하길 원한다. 

선수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기업에서 스폰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오직 상위권을 유지하는 1부 투어 선수들에게 기회가 제공이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마케팅에 효과가 있는 외적 상품가치가 되는 

선수들에게만 극한적으로 제공되었다. 이제 막 만 20살이 되어 3부 

투어에 데뷔하는 최○○ 프로에 의하면 20대 후반의 프로들과 다르게 

20대 초반 프로들의 프로데뷔 코스 중 하나가 고등학교 졸업 할 때쯤 

되면 대부분의 여자 선수들은 얼굴을 성형하거나 관리 받고 프로로 

데뷔를 하며 오히려 부모 측에서 스폰서를 받기 위해 성형을 권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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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이잖아요. 정말 잘하면 스폰서가 붙겠지만,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상품성이 되야 

하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할 때쯤 되면 다 고치거나 관리 받고 프로 데뷔해요. 

여자 선수들은 거의 다 그렇게 하고 데뷔를 해요. 오히려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라고 

해요 (생략) 쌍꺼풀은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스폰서의 비용이 달라지니까…  

- 최○○, KLPGA 3부 투어 선수 

 

모든 선수들이 박세리처럼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순 없기 때문에 이들은 

초청 대회 참여로 선수 생활을 이어가거나 티칭 프로로써 일반인이나 

선수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며 생활을 이어나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티칭 시장에서도 남성보다는 여성, 특히 외모 경쟁력이 있는 예쁜 

여성이 선호된다. 이는 티칭 시장에서의 구매자 즉, 소비자가 대부분 

남성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 실력뿐만 아니라 

외모 경쟁력도 요구되는 것이다. 

또한, KLPGA에서 주관하는 프로대회가 아닌 기업 등에서 초청으로 

이루어지는 프로암 (Professional and amateur)대회에 초청받기 

위해서도 그들의 요구, 시장의 요구에 따라 실력뿐만 아니라 외적인 

부분도 신경 쓸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국 이들은 일자리를 위해서 자신들만의 경쟁력을 가져야 되고 이는 

계속적인 실력적, 외적인 경쟁에 놓여지게 된다. 

 

KLPGA 같은 경우에 활성화가 잘 되어 있잖아요. 시합도 많고 열린 문이 많아요. 

그리고 프로가 되면 프로암(Professional and amateur)이라는 행사라는 게 있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도 투어프로가 아닌데도 어떤 회사에서 VIP를 초대하면 여자프로들을 

불러요. 투어프로들은 비싸니까 정회원 프로 혹은 괜찮은 선수들을 초청해서 같이 

골프를 치는데, 그게 페이도 괜찮아요. 여자 선수들은 투어선수 생활이 아니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는 거예요. (후략) 

- 조○○, KLPGA 소속 티칭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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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은 오히려 한국 골프의 산업구조를 여성중심적 

산업구조로 만드는데 영향을 끼쳤다. <표 11>과 <표 12>은 2017년 

한국여자 골프대회와 남자 골프대회의 전체 대회와 상금 리스트이다. 

여자대회는 연간 32개 대회가 열리고 200억여원의 상금이 지급되었던 

반면 남자대회는 19개 대회에서 140억여원의 상금이 지급되어, 

여자대회가 남자대회보다 압도적으로 많으며, 이에 따른 상금도 많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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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2017년 KLPGA(한국여자골프) 전체 대회 및 상금 

KLPGA Tournament  

순서 토너먼트 명 총 상금 

1 SGF67 World Ladies Championship with SBS ₩700,000,000  

2 롯데렌터카 여자오픈 ₩600,000,000  

3 삼천리 Together Open 2017 ₩900,000,000  

4 넥센 · 세인트나인 마스터즈 2017 ₩500,000,000  

5 제 7 회 KG · 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 with KFC ₩500,000,000  

6 제 4 회 교촌 허니 레이디스 오픈 ₩500,000,000  

7 2017 NH 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700,000,000  

8 2017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700,000,000  

9 E1 채리티 오픈 ₩600,000,000  

10 제 7 회 롯데 칸타타 여자오픈 ₩600,000,000  

11 제 11 회 S-OIL 챔피언십 ₩700,000,000  

12 기아자동차 제 31 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 ₩1,000,000,000  

13 비씨카드 · 한경 레이디스컵 2017 ₩700,000,000  

14 초정탄산수 용평리조트 오픈 with SBS ₩500,000,000  

15 금호타이어 여자오픈 ₩500,000,000  

16 카이도 여자오픈 with 타니 CC ₩500,000,000  

17 MY 문영 퀸즈파크 챔피언십 2017 
₩500,000,000  

18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 ₩600,000,000  

19 BOGNER MBN 여자오픈 ₩500,000,000  

20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2017 ₩800,000,000  

21 한화 클래식 2017 ₩1,400,000,000  

22 이수그룹 제 39 회 KLPGA 챔피언십 ₩800,000,000  

23 BMW Ladies Championship 2017 ₩1,200,000,000  

24 OK 저축은행 박세리 INVITATIONAL ₩700,000,000  

25 팬텀 클래식 With YTN ₩600,000,000  

26 LPGA KEB Hana Bank Championship $2,000,000  

27 KB 금융 스타챔피언십 ₩800,000,000  

28 SK 핀크스 · 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 ₩600,000,000  

29 제 18 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800,000,000  

30 ADT 캡스 챔피언십 2017 ₩500,000,000  

31 더퀸즈 presented by 코와 ¥100,000,000.00  

32 효성 챔피언십 with SBS ₩700,000,000  

  
₩20,802,000,000  

 

https://klpga.co.kr/web/tour/tourMain.do?dcode=2017070002&dyear=2017&gamecd=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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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2017년 전체 KPGA(한국남자골프) 대회 및 상금 

KPGA Tournament  

순서 토너먼트 명 총 상금 

1 제 13 회 동부화재 프로미오픈 ₩500,000,000  

2 
1 차 카이도시리즈 2017 유진그룹 / 올포유 전남오픈 

with 무안 CC 
₩500,000,000  

3 제 36 회 GS 칼텍스 매경오픈 ₩1,000,000,000  

4 SK telecom OPEN 2017 ₩1,200,000,000  

5 2 차 카이도시리즈 2017 카이도 DREAM OPEN ₩300,000,000  

6 코오롱 제 60 회 한국오픈 ₩1,200,000,000  

7 데상트코리아 먼싱웨어 매치플레이 ₩1,000,000,000  

8 3 차 카이도시리즈 2017 카이도 골든 V1 오픈 ₩300,000,000  

9  제 60 회 KPGA 선수권대회 with A-ONE CC ₩1,000,000,000  

10 4 차 카이도시리즈 NS 홈쇼핑 군산 CC 전북오픈 ₩500,000,000  

11 
5 차 카이도시리즈 진주저축은행 카이도 남자오픈 with 

블랙캣츠 
₩300,000,000  

12 6 차 카이도시리즈 동아회원권그룹 다이내믹부산 오픈 ₩700,000,000  

13 2017 DGB 금융그룹 대구경북오픈 ₩500,000,000  

14 티업ㆍ지스윙 메가 오픈 presented by 드림파크 CC ₩500,000,000  

15 제 33 회 신한동해오픈 ₩1,200,000,000  

16 제네시스 챔피언십 ₩1,500,000,000  

17 7 차 카이도시리즈 카이도 Only 제주오픈 with 화청그룹 ₩500,000,000  

18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 ₩750,000,000  

19 8 차 카이도시리즈 카이도 투어챔피언십 with 솔모로 CC ₩500,000,000  

  
₩13,950,000,000  

 

이는 여성골프 시장이 남자보다 압도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국내 여성 골퍼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국내 리그의 활성화는 한국 여성 골프의 세계화를 

계속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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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평가 

 

제2장의 내용을 통해 한국의 골프 인프라의 현황을 고찰해 보았다. 

제1절의 골프시설의 경우, 한국의 골프장과 실내·외 연습장 현황을 

미국을 포함한 외국과 비교해 볼 수 있었는데, 첫째, 골프장의 경우 

한국의 영토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사례에 비해 턱 없이 적은 골프장을 보유한 반면, 

상대적으로 월등히 많은 실내·외 연습장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의 높은 골프 인기에도 불구하고 이용요금이 비싼 골프장을 

이용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골프 연습장에 이용객이 몰리면서 

생긴 구조로 보인다. 한편, 제4절의 골프 접근성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미국에 비해 높은 골프장 이용비용으로 인해 골프장을 이용하기 힘든 

여건 때문에 실전경험 보다는 기본기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일정한 비거리와 정확성이 중요한 골프에서 선수들을 

세계수준으로 키워내는데 일정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차별적 면세제도로 인한 높은 경쟁 때문에 선수들로 하여금 

다른 것에 비해 골프 성적을 내는 것에 집중하도록 만들고 있다. 

제2절 골프 유관단체의 경우 한국과 미국의 경우를 비교했을 때 

규모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유관단체의 형태나 구조에는 대동소이했다. 

제3절 골프 인구수의 경우 미국보다 한국의 골프인구가 인구대비 

상대적으로 많은 수준이며, 이 중 여성의 비율도 남성과 대비하여 매우 

높았다. 이는 한국여성 골프의 높은 인기뿐만 아니라 여성의 높은 

사회참여, 활동증가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골프의 여성 참여 증가와 더불어 제 5절에서 알 수 있듯 

한국의 여성골프 시장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여성골프의 인기는 

남성보다 큰 스포츠 시장을 형성하게 만들었고 이와 같은 다양하고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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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골프 프로리그는 세계적인 선수들을 배출해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렇듯 한국의 경우 전반적으로 미국과 같은 골프 선진국에 비해 골프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하긴 하지만 시스템적으로는 유관단체나 협회, 

시설 등을 모두 갖추고 있는 점, 높은 인기에 힘입은 많은 여성골프 

인구와 많은 선수들이 뛸 수 있는 안정적인 자국리그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손쉬운 골프 연습장 접근성에 따른 골프의 기술적 기본기에 

집중하도록 하는 여건과 치열한 경쟁이라는 조건이 한국 여성 골프 

선수들로 하여금 세계적인 선수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데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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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한국의 골프 교육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실태와 평가 

 

제1절 골프 교육 시스템 

 

본 절에서는 골프 교육 시스템을 '초·중·고등학교의 골프부', ‘골프 

아카데미'의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그 설치현황과 운영실태를 간략히 

소개하고 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그 수준과 특징을 평가한다. 

 

1. 초·중·고등학교의 골프부 

 

한국에서 운동선수의 학교생활은 훈련중심이며 수업참여가 형식적으로 

이루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학교 운동부선수나 엘리트 운동 

선수의 경우, 학교생활의 대부분을 기능 훈련과 대회 출전을 통해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교과 학습 

기회와 대인관계를 넓히고 사회적 능력 발달을 발달시킬 기회가 일반 

학생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적은 것이 사실이다(박인혜, 2007). 

최영근 외(2011)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의 이력과 관련해서 

한국의 골프선수들이 프로선수로서 성장하고 혹은 성장해가는 전형적인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번째 경로의 경우 한국에서 중·고 연맹에 가입되어 주니어와 

아마추어 선수 생활을 경험한 적이 있는 선수들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재학시절에 학교에서 운영하는 골프부에 소속되어 공부보단 골프에 더 

많은 시간적, 물리적 투자를 하였다. 학교마다 운영되는 교육방침과 

지원이 다르겠지만 인터뷰를 진행했던 선수들 중에서 학교의 도움으로 

골프에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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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중학교 2학년까지 학교를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는 수업 끝나고 연습하러 가고 

중학교 때부터 4교시만 수업하고 연습하러 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부터는 거의 학교를 

안 갔어요. 학교에 골프부가 있어서 가능했죠… 

- 김○○2, KLPGA 2부 투어 선수 

 

교내 골프부에 들어가게 되면 수업에 들어가지 않아도 학교에서 

양해를 구해줘서 그 시간에 골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만 골프부였어요. 초등학교는 아니었고. 초등학교는 그냥 학교 

끝나고 2~3시간 정도 골프를 쳤어요. 오전에 수업하고 오후에는 수업 빼주시고 

연습하게 해주셨어요. 골프시합 있는 날은 하루 종일 빼주시고요. 중학교 올라가서는 

골프부로 들어갔는데 그때 골프 성적이 좋은 주니어 선수 3~4명을 학교에서 후원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장학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골프장 이용료 정도 

혹은 시합 나갈 때 시합 조금 지원해주셨어요…  

- 조○○, KLPGA 소속 티칭 프로 

 

두번째 경로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훈련을 진행하는 경우인데, 이는 

첫번째와 같이 골프부가 아니더라도 이와 같은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적게는 오전 또는 오후, 많게는 하루 종일 

골프연습을 할 수 있게 수업시간을 할애 받았다. 

 

…어렸을 때는 연습을 많이 안 했어요. 5시간 정도 했어요 저는 중학교 때까지 4교시 

했거든요. 그래서 오전 수업하고 오후에는 골프장 가서 연습했어요. 그러다 보니 연습을 

많이 하지 못했죠…  

- 정○○, KLPGA 2부 투어 선수 

 

양쪽의 경우 모두 학교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선수들에게 편의를 

봐주는데 최근 이러한 문제들이 언론에 집중 조명되면서 일부 제약이 

걸리긴 했지만, 여전히 선수들에게 훈련위주의 환경이 제공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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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아침 9시에 연습을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연습해요. 요즘은 학교에 갔다 와서 

9시 반에서 7시 반까지 연습해요. 원래는 학교에 가지 않았어도 됐는데 정유라 사건 

터지고 나서 학교에 갔다가 연습을 하게 됐어요…  

- 최○○, KLPGA 3부 투어 선수 

 

보통 주니어 때 학교 가는 날을 제외하고는 운동을 했었죠. 근데 제가 운동을 했을 

시기에는 골프부라고해서… 요즘은 출석을 다 해야 하는데 그땐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가서 오전 9시까지 나가서 연습을 하고 거의 저녁 

늦게까지 했던 거 같아요. 하루에 10~12시간 연습했던 거 같아요… 

- 장○○, KLPGA 소속 티칭 프로 

 

선수들에게 골프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면 연습량이 

자연스럽게 많아지다 보니 한국이 골프 강대국이 될 수 있었나 하는 

의문점이 생겼다. 이에 선수들에게 학교에서 운영하는 골프부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골프선수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솔직히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골프에만 투자를 하는 것 보다 공부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선수가 자아가 생기기까지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학교를 

정말 많이 빠졌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골프에 목숨 걸고 했던 이유도 이거 아니면 할게 

없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학교는 공부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사람과 어울리는 것도 

가르쳐주잖아요… 

- 조○○, KLPGA 소속 티칭 프로 

 

골프에 대한 집중은 그들의 미래를 골프 하나로 집중해서 매진할 수 

있게 했지만, 이와 동시에 그들이 골프 외에는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글쎄요. 외국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외국 

선수들을 보면 골프만 잘하는 게 아니라 농구도 잘하고 다른 것들도 잘하면서 골프도 

잘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그게 

아니다 보니까 골프가 인생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되다 보니까 골프가 안되면 

다른 것으로 선택할 수 없는 거 같아요. 외국 선수들보면 골프 프로 생활을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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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가 잘 안되면 다른 길을 선택하는 데 한국은 골프 말고는 없어요. 골프만 해왔다 

보니까…  

- 김○○2, KLPGA 2부 투어 선수 

 

한국에는 뛰어난 골프선수들이 많지만 골프와 관련된 뛰어난 스포츠 

행정가는 없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골프 외의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선수들이 대학 진학 

시, 골프 외의 일반적인 전공, 예를 들면 사회학, 경영학과 같은 

인문계열이나 기계공학, 화학과 등의 공과계열 등 자유로이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골프와 병행하면서 수업을 듣고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학과가 추천되기는 하지만 강제는 아니다.) 반대로, 

한국의 선수들은 스포츠관련 학과나 체육교육학 등 스포츠 쪽의 전공을 

선택하여 계속적으로 훈련시간을 할애 받을 수 있는 전공을 택한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게 골프선수한테 좋나? 라고 생각하면 그렇지도 않은 거 같아요. 

이렇게 골프를 어렸을 떄부터 하니까 나중에 골프를 제외하고는 할 수 있는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처럼 공부와 골프를 함께 병행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중에 골프를 하지 않아도 길이 있잖아요. 그리고 프로들 사장님들이랑 골프를 칠 

기회가 많이 있는데 운동만 하니까 깊은 대화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미지가 운동성수는 멍청하다고 하는 거 같아요…  

- 정○○, KLPGA 2부 투어 선수 

 

이와 같은 한국의 환경은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다. 그러나 한국도 

원한다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운동에만 매진하는 

것은 선수들 혹은 그들의 부모들의 선택이다.  

 

지금 와서 보면 별로 였던 거 같아요. 물론 그런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선배들도 그랬었고 저희 또래 프로들도 실력이 많이 향상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학교를 빼고 연습 한다고 해서 또 실력이 늘었다고 하기는 어려운 거 같아요. 

어느 정도 학교를 다니면서 운동을 하는 게. 운동을 하는 건 스포츠로서의 지식을 쌓는 

거잖아요. 내 훈련의 기술을 쌓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내 지식을 쌓는 부분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학교를 다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생각을 

달리했으면 수업을 들으면서 운동을 했으면 좋았을 거 같아요. 인생에 있어서 골프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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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닌데 골프가 전부가 아니라 한 부분인데 골프를 올인 한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니까요… 

- 장○○, KLPGA 소속 티칭 프로 

 

결국 이처럼 계속적으로 골프에 집중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실력적인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선택을 해왔던 것이다. 

 

골프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골프에 투자를 많이 해야하니까요. 저는 좋은 거 같아요…  

- 최○○, KLPGA 3부 투어 선수 

 

선수들의 인터뷰를 토대로 가장 큰 골프 규모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와 비교해봤을 때, 미국의 경우에는 선수들은 스포츠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엘리트 스포츠가 아닌 생활체육으로 시작을 한 뒤 선수 본인이 

운동에 흥미가 있고 재능이 있다고 판단되면 비로소 엘리트 스포츠 

선수의 길을 걷는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이와 다르게 선수들이 

곧바로 많은 경비와 공을 들여 프로골프 선수의 길로 접어들며 특히 

일부 유명선수들의 성공사례로 인하여 골프에 무작정 입문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이서재, 2014). 

엘리트 스포츠 정책의 영향을 받은 운동선수 중 진로를 골프선수로 

선택할 경우,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1등이 아니면 

소용없다', '우승만 알아주는 세상' 등 '1등지상주의'가 만연해있는 

사회풍조 때문에 골프에만 전념하는 생활을 하며 이런 사회풍조와 

분위기는 선수들을 '볼 치는 기계'로 만들고 있으며 자신의 미래나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프로골프로서의 성공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심화되어가고 있다 (강방수, 이지연, 류태호, 2016). 시작 

단계부터 엘리트 스포츠인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고, 만약 골프를 

중단하게 되면 학업의 기회와 운동선수가 될 수 있는 길을 모두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더 치열한 경쟁구조가 생성된다.  

투어프로에서 선수생활을 오래 한 선수들은 본인의 성적에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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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후 진로방향을 넓히기 위해 뒤늦게 대학의 진학을 선택한다.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함으로써 본인들이 골프선수 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있게 

은퇴 후를 미리 대비하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생활을 몇 년 정도 하고 나서 20대 후반에 접어들어 비로소 대학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인터뷰를 진행했던 8명의 선수 가운데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연맹에 가입하여 활동 경험이 있는 선수는 모두 

6명 이었는데 이들 중 4명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 반면, 캐나다와 

미국에서 중·고등학교 연맹에 가입하였던 선수들의 경우 주니어와 

아마추어 대회에 참가하여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여 미국 명문대학에 

골프 장학생으로 입학하여 등록금을 면제받고 기숙사비, 식비, 모든 

골프 비용을 제공받으며 골프와 공부에 동시에 매진하며, 졸업 후에는 

대학에서의 전공을 살려서 취직을 할지 혹은 골프 프로선수의 길을 갈지 

선택할 수 있었다.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11년부터 워싱턴대학 골프팀에 소속되어 전액 

장학금과 골프에 대한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학교와 선수 생활을 병행했습니다. 여기서 

지원이란 골프 용품과 시합경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1, KLPGA 1부 투어 선수 

 

한편, 많은 제약과 열악한 환경에서 세계적인 선수를 배출해내는 

한국에서 과연 어떠한 우수한 교육시스템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질문을 하였다. 첫 번째 질문은 선수 본인이 

골프선수로서 성장하게 된 중요한 교육 시스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이며, 두 번째 질문은 한국에서 골프선수를 양성하는 교육 

시스템에서 선수 본인이 봤을 때 긍정적인 측면으로 무엇이 있는지 

물었다. 인터뷰를 진행한 8명의 한국투어프로로 선수생활을 한 경험이 

있는 선수들의 답변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여자선수가 골프를 잘하는 

공통된 이유는 다른 나라에 비교해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골프라는 스포츠가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학교 수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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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져가며 골프에 올인해온 선수들 모두가 프로라는 하나의 공통된 꿈을 

향해 매진하기 때문이다. 

 

잘하는 선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시합에 나가면 서로 경쟁이 돼서. 워낙 잘 치는 선수가 

어렸을 때부터 많아서 그때부터 경쟁이 됐던 거 같아요. 골프 치는 선수들이 한국 1부 

투어에서 뛸 수 있는 확률이 1000명 중에 1명이라고 한데요. 이렇게 보면 1명은 

성공하고 나머지 999명은 뭘 해야 하나 하고 의문이 들어요. 계속 골프만 치는데. 

공부도 안하고 골프만 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생각을 안 하게 

되요. 무조건 골프만 해야 하거든요. 공부를 안 하고 골프만 하니까. 그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 박○○, KLPGA 1부 투어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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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골프 아카데미 

 

골프는 자연의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 스포츠로서 자연친화적 

스포츠라고 할 수 있다. 바람의 세기와 풀의 깊이, 모래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홀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예상하고 이에 알맞은 

플레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 또한 필수적이다. 골프 

종목의 특성상 심리적, 신체적 요인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지만, 전문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한 스포츠이기도 하다 (정성운, 김상유, 박상일, 

2014). 

최근 한국에서 골프를 하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골프 아카데미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지도자는 선수들의 기술교육은 물론이고 

선수와 부모 사이에서 긴밀하면서도 세심한 관리를 하며 (이광호, 

배상우, 2020), 부모가 아이에게 매달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선수들을 양성하고 있다.  

 

골프장에서 프로님을 위주로 운영되는 아카데미가 있어요. 저는 그런 시스템이 괜찮은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도 경쟁이 되거든요. 경쟁으로 인해서 선수들끼리 서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괜찮은 거 같아요… 

- 장○○, KLPGA 소속 티칭 프로 

 

또한, 매년 기후적인 제약 때문에 아카데미에서 자발적으로 선수들을 

데리고 전지훈련에 함께 참여 함으로써 선수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한다.   

미국의 골프 아카데미와 한국의 골프 아카데미를 비교해볼 때 

기술적인 부분에는 큰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과거에는 미국에서만 

유일하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레슨을 제공하였지만, 박세리 선수 

이후에 세계적인 선수를 배출하며 골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에서도 골프 선수들의 양성을 위해 프로들이 직접 미국에서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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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워 와서 선수에게 전수하고 있으며, 또한 비디오 카메라를 활용한 

스윙 분석과 분야별로 세분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레슨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이 골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요. 티칭 프로님들께서도 그냥 스윙을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기술을 가져와서 본인 선수들에게 가르치세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이 잘 할 수 밖에 없는 거 같아요… 

- 양○○, KLPGA 2부 투어 선수 

 

그러나 한국의 경우 골프장 이용료가 비싸다 보니 대부분의 

아카데미는 골프 연습장안을 활용하고 있다. 공간이 제한되고 골프장에 

나갈 수 있는 이용 횟수가 제한되다 보니 오히려 스윙 기술과 같은 

기술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 미국의 어느 유명 

아카데미보다 기술적 측면에서 뒤쳐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많은 선수들을 데리고 아카데미를 운영하다 보니 선수들끼리의 

경쟁은 실력을 향상시켜주는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한국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세계정상권이라는 사실은 미국 여자프로 

골프(LPGA)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의 성적을 보면 알 수 있다. 골프 

기술은 대회 성적을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골프의 경기력을 결정하는 기술요인으로는 페어웨이 안착율(fairway in 

regulation percentage, driving accuracy), 드라이브 거리(average 

driving distance), 평균 퍼팅 수(putting average), 리커버리율 

(recovery rate), 벙커 세이브 율(sand saves), 그린 적중율(greens in 

regulation percentage)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fried, Lambrinos, & 

Tyner, 2004/이준우 최영철 정희정, 2015). 이를 바탕으로 2019년도를 

기준으로 미국 LPGA 웹사이트에 기재되어있는 각 기술요인에 상위 

10위안에 든 선수들을 살펴보았다. 물론 충분하지 않은 샘플 추출을 

기반으로 정의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있으나 이를 기반으로 한국선수 

들의 기술적 요인을 살피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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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골프 기술 요인 국가별 순위 

 

출처: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홈페이지(https://www.lpga.com/), 2019년 기준 

 

위에 제시된 <표 13>에서 알 수 있듯이, 상위 10위권 안에 든 한국 

선수들의 경우 페어웨이 안착율 5명과 드라이브 거리 1명, 평균 퍼팅 

수 2명, 벙커 세이브율 3명, 그린적중율 3명이 자리잡고 있다. 기술력이 

늘었기 때문에 평균 타수의 상위권에 한국선수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앞선 인터뷰에서도 소개한 바대로, 기술이 

발달함과 동시에 선수들이 비용문제로 골프장에 자주 나갈 수 없는 사정 

때문에 골프연습장에서 기술적인 부분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한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발전된 기술력이 한국 골프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골프 아카데미가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미국에서의 골프 

아카데미에 크게 밀리지는 않으나, 그 이외의 요인에서는 많은 차이가 

나는걸 볼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의 골프 교육시스템을 비교 분석한 

이서재(2014)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규모가 큰 아카데미는 골프 

전문대학과 아카데미의 구분이 모호할 정도로 교육과정이 시스템화 되어 

있으며, 골프아카데미에서 대학과의 연계를 통하여 학위 수여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으며, 골프 전문대학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규모를 

갖추고 있다. 또한 학교 교육과 연계된 골프아카데미 운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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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미에 입학하면 골프훈련을 위주로 하면서도 학교수업에도 충실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즉, 골프와 학업을 병행하여 골프훈련과 고등교육을 동시에 받으며, 

졸업 후에는 미국 대학체육연합(NCAA)에 소속되어 대학교에도 진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사례가 많으며 또한 아카데미에서 

운영되는 장학금제도와 같이 선수들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역시 

활성화 되어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고등학교의 골프성적이 미디어와 대학교의 운동 

감독이 확인할 수 있게 공유된다. 대학교에 스카우트가 된 학생은 

학교를 대표하는 운동선수로서 운동에 필요한 심리상담과 체력훈련을 

받으며, 또한 학교공부를 위한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다닌다. 이러한 

환경은 선수를 전문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에 이바지한다. 물론 

이러한 혜택은 골프 성적만 좋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고등학교 평균점수와 ACT 혹은 SAT(미국 대학 

입학 자격 시험)와 같은 대학입시 시험성적도 고려되고 이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공부와 골프성적에서 모두 상위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골프를 함으로써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4년 동안 

매년 $50,000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몇몇의 대학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최대 $100,000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몇몇의 유명 골프선수들은 이러한 단계를 거쳐 

프로로 데뷔하여 자신의 꿈을 이루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학교와 

기숙사, 골프 프로그램에 드는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일년에 $30,000~ 

$80,000 비용이 든다.  

아카데미에서는 선수들을 위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스케줄도 

관리해준다. 선수들은 8시부터 1시까지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수업을 

마친 후 5시까지 연습을 한 뒤 저녁을 먹고 체력훈련을 하거나 공부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 한다. 이러한 스케줄은 선수들로 하여금 매년 

20주동안 진행되는 지역, 지방, 국가, 국제적인 시합에 참가하도록 하며, 



 

 59 

또한 자신을 대학교 코치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기술적인 부분만 연습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골프장에서의 실전연습과 하거나 체력훈련의 기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과 시합의 지원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오후에는 멘토 혹은 

지도자와의 미팅을 통해 코스 매니지먼트나 시합준비와 같은 여러 

다양한 부분은 피드백해주며 선수가 발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준다. 

저녁에는 골프와 공부성적에 관한 검토를 해주며 공부에 도움이 필요한 

선수는 개인과외와 같은 도움을 주면서 선수가 뒤쳐질 수 있는 경우에 

미리 대비한다. 

한편, 한국의 주니어 등록선수의 경우에는 초등학생 선수가 약 228명, 

중·고등학교 골프연맹에 등록된 선수가 약 1628명으로 이들이 월별 

지출하는 레슨비와 합숙 훈련비, 연습 라운딩 비용 등은 약 

350~500만원 정도 소요된다 (대한골프협회, 2013). 한국에는 미국과 

같이 학업과 골프를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곳이 

거의 없다.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연맹에 가입된 선수들은 보통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골프부에 소속되어있으며 학교에서 요구하는 

출석률을 채우기 위해 최소 4교시를 마치고 골프연습장에 가서 

연습하는 시스템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훈련일정(동계훈련 포함)으로 해 고등학교 골프 학생선수들의 경우 

수업결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사회적응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은희범, 2013). 그러나 학업을 접어두고 골프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오히려 골프성적에는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를 한국만의 '엘리트 운동선수 양성방식'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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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골프 교육 프로그램 

 

골프 대중화와 엘리트 골프 선수육성을 위해 여러 국가의 많은 골프 

협회에서는 유소년들의 골프교육을 지원하고, 참여를 도모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www.girlsgolf.org). 본 절에서는 현재 

한국에서 골프 선수들을 교육, 훈련시키는데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종류와 내용을 소개하고,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그 

수준과 특징을 평가한다. 

우선, 미국의 경우 국가나 협회차원의 프로그램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훌륭한 스포츠 인프라와 취미와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에 대한 

인식 때문에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훈련이나 트레이닝이 일반적이다. 

여타 학생들과 같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교과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방과후 시간을 할애하여 골프 레슨이나 라운딩, 연습장을 통해 골프에 

시간을 할애한다. 

한편, 한국의 경우 오히려 협회나 국가차원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골프를 장려하고 보급하고 있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는 

2009년부터 프로선수들을 초빙하여 매년 '유소년 골프 클리닉' 이라는 

유소년 골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는 2013년 '골프 캠프'라는 

프로선수들이 학교 등에 직접 찾아가 실시하는 재능기부 프로그램과 

유소년 물품지원 사업으로 확장하였고, 2016년부터는 정기적인 'Kids 

골프 캠프'도 개최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골프에 대한 열의는 있으나 

환경적인 요인으로 이에 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자 

골프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인 'KLPGA To YOU'를 시작하여 학교 

등에 골프 연습장을 설립하고 골프 용품을 지원하는 골프 환경조성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각 시, 도 교육청에서는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강사들을 고용해 주말 골프수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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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프로 데뷔 과정 

 

현재의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orea Ladies Professional Golf 

Association, KLPGA)가 누리고 있는 성공은 박세리 선수의 커리어를 

보고 성장한 세리키즈의 미국에서 선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또한 

미국에서 실력으로 인정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국내대회 자체도 수준이 

높아졌으며 선수들 또한 자기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이창신, 2016).  

박세리 선수의 성공을 계기로 골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기술이 

발전함과 동시에 우수한 선수가 많이 배출됨으로써 대중과 기업의 

관심을 받으며 골프협회와 시합의 질과 규모도 커지게 되었다. 과거에는 

미국에서 열리는 LPGA에 진출하는 것이 성공의 기준이 되었지만, 

최근에는 대회 참가비와 대회 참가경비를 포함한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우승상금과 시합 수가 늘어난 한국에서 투어프로 생활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선수들에게 투어 활동기회를 주기 위해 

인터내셔널 퀄리파잉 토너먼트(international qualifying tournament)를 

개최하는 등 사업 규모가 매년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골프 프로가 되는 길은 쉽지 않다. 이는 한국 KLPGA에서 

투어프로가 되는 과정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절차가 복잡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소수정예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 투어는 크게 3개로 정규투어와 드림투어, 

점프투어로 나뉜다. 대회 참가자격은 투어 별로 정해져 있다. 필기 

시험에서 70점 이상을 받고 실기시험에서 평균 79타 이내까지 1차와 

2차 상위 35명, 총 70명까지 준회원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으며 

세미프로 데뷔하여 점프투어에서 시합할 기회가 주어진다. 점프투어는 

매년 16개의 대회를 4개로 나눠 1차와 2차, 3차, 4차로 나눠서 열린다.        

선수들은 모든 대회에 참가하여 상위 14명으로 총 56명의 선수에게 

정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점프투어에서 평균타수 74타 이내인 경우 



 

 62 

상금랭킹 상위 14명 총 56명에게 정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정회원은 

2부 투어인 드림투어와 1부 투어인 정규투어에서 시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나 정회원이라고 모두가 다 정규투어 시합에 

참가할 수 없다. 정규투어 시합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드림투어에서 높은 

상금랭킹과 요구하는 평균타수를 유지해야 가능하다. 정회원이 되어 

정규투어에서 시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어 시합에 참가해도 

이년에 성적이 좋지 않으면 내년에 드림투어로 내려가서 시합을 해야 

한다.5) 

 

 

<그림 5> KLPGA에서 프로가 되는 과정 

 

미국 LPGA 투어는 1부 투어인 정규투어와 2부 투어인 시메트라 

투어(Symetra Tour)가 있다. 1부 투어에 시합할 수 있는 자격은 시합 

우승자와 상금상위권 자, 큐 스쿨 (Q-School) 통과자이다. 큐 스쿨은 

                                            

 
5)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https://www.klpga.co.kr/web/home/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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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8월에 진행되며 총 3라운드로 진행된다. 서바이벌식으로 

1라운드에서 통과된 프로들만 2라운드로 그리고 통과하면 마지막 

3라운드에 참가한다. 3라운드에서 통과한 상위 20명에게 1부의 모든 

시합에 참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며 상위 21위부터 45위까지 1부 

투어에 부분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만약 프로가 참가 

할 수 있는 시합 이외에 다른 1부 투어에 참가하고 싶으면 매 시합마다 

예선전을 통과하여 본선에 올라갈 수 있다.  

 

 

<그림 6> LPGA에서 프로가 되는 과정 

 

그리고 그 이외에 3라운드에서 통과한 선수들은 2부 투어에 참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 또한 등수에 따라 2부 투어에 모두 참가할 

수 있는 선수가 있는 반면에 부분적으로만 시합에 참가할 수 있는 

선수로 나뉜다. 6 ) 등수에 따라 시합에 참가할 수 있는 제한이 있지만 

                                            
6)
 미국여자프로골프, http://www.lp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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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선전에서 통과하면 본선에 올라갈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에 비해서 더 많은 기회제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미국과 

한국에서 프로가 되는 과정은 다르며 한국이 유독 그 과정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경쟁이 심하다. 이런 경쟁구조는 잘 하는 선수들만 

살아남을 수 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형성되어있다. 

 

제가 한국선수들이 성적이 좋은 이유 중 하나를 한국에 와서 느꼈어요. 미국도 경쟁이 

심하고 프로가 되기 위해서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요. 미국은 Q-School을 파이널 

8라운드를 플레이 해야 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더 심한 경쟁력을 뚫고 

나아가야 하는 거 같아요…… 미국은 잘하면 바로 1부 리그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한국은 잘한다고 1부 리그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 드린 

과정을 전부 다 거쳐서 가야 하는 거예요. 결론은 소소의 선수들만 1부 투어 참가 

기회를 유지할 수 있고, 그 나머지 몇 백 명의 선수들은 치열하게 자리 싸움하는 거죠… 

- 김○○1, KLPGA 1부 투어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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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평가 

 

제2장의 내용을 통해 한국의 교육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실태를 

정성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제1절의 골프 교육 시스템에서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골프부에 

가입하여 엘리트 스포츠의 영향으로 다른 것을 제쳐두고 골프에만 

매달리게 만드는 공교육 시스템과 미국을 비롯한 여타 나라에 비해 크게 

모자람이 없는 골프 아카데미의 수준이 세계적인 선수들을 키워내는데 

기술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다른 선택권 

없이 골프의 길로만 내몰리게 되는 상황을 알 수 있었다. 

제2절에서는 한국은 협회나 국가, 각 시, 도의 교육청 등에서의 여러 

지원으로 재능 있는 선수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교육 프로그램이 

선수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일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은 사회통합, 민족단합, 체제의 정통성 확보, 국가 친선 및 

남북간의 이념적 갈등 해소 등의 정치적인 이유와 외화획득과 고용기회 

확대와 같은 경제적 이유에서 국가적으로 소수의 뛰어난 선수들에게 

집중 투자 및 육성하는 엘리트 스포츠 정책을 펼쳐왔다 (이종각, 2000). 

엘리트 스포츠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인프라와 교육 시스템을 

가졌던 한국의 전략적 선택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국가적인 투자와 

더불어 미디어의 영향으로 국가와 국민을 스포츠와 동질화하는 스포츠 

애국주의(sports patriotism)의 이데올로기가 작용되어왔다 (김석기, 

이강우, 2012). 

미국과 같은 높은 경제력을 가진 선진국들은 기업과 개인으로부터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골프 선수들을 지원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기업과 개인으로부터의 투자가 적은 한국은 애국주의 이데올로기로 인해 

뛰어난 성적을 내는 선수들을 영웅화시키고 이러한 선수들을 전략적으로 

국가나 협회 차원에서 선수들을 지원함에 따라 구조적으로 소수의 

인원들에게만 지원이 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소수 인원의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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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기 위한 내부 경쟁과 국가적 차원에서의 

전폭적인 지원에 따라 한국의 선수들을 세계적인 선수로 길러내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추가적으로 제3절에서는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소수에게만 기회를 주는 한국의 프로 데뷔 과정을 알아봄으로써 이를 

통해 수 많은 선수들이 힘든 경쟁을 통해 어렵게 프로 선수로 데뷔하게 

되고 이를 통해 세계무대에서의 경쟁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게 됨을 

짐작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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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한국의 여성 프로 골프 선수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문화적 요인 

 

제1절 여성 프로 골프 선수의 사회·경제적 배경 

 

한국의 경우 유교의 영향으로 여성에게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으나 개화기에 접어들어 서구의 스포츠를 

도입하면서부터 여성의 스포츠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여성에게 

미적인 것을 요구하며 나약한 존재로서 이미지가 고정되어 왔으며 

스포츠에서 필요로 하는 신체활동은 지나치게 여성의 몸을 근육질화 

한다는 견해가 주장되어왔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종목이 

한정적이었다 (임번장, 1987).  

이처럼 여성에게 미적인 것을 요구하는 과거나 실력뿐만 아니라 

외적인 아름다움까지 추구하는 오늘날과 다르게 1998년 박세리 선수의 

우승을 열광하며 골프가 인기 스포츠의 한 종목으로 떠올랐던 이유는 

IMF 라는 역사적 사건이 작용했다. 당시 한국은 경제적인 침체로 인해 

경제와 심리적으로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고 박세리 선수의 우승은 

개인의 우승이 아닌 나라 전체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 박세리 선수 본인의 이름을 알렸던 메이저 시합 중 하나인 US 

오픈 우승상금은 23만 5000달러로, 한국 돈으로 환산할 경우 약 2억 

6000만원에 해당한다 (중앙일보, 2018). 박세리 선수는 1998년 US 

오픈을 포함하여 총 4개의 대회에서 약 5억원 이상 벌어드렸다. 이는 

여성으로써, 개인이 억대의 자산을 소유하며 가장으로써 경제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며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보다 더 큰 자산을 벌 수 있다는 

것을 각인시킴으로써 많은 '세리키즈'를 탄생시켰다. 부모의 경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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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 희생으로 우수한 선수를 배출하며 가족의 경제적인 부분과 

노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으로 보였던 것이다. 

LPGA(https://www.lpga.com/)에 따르면 박세리가 활약한 1998년 

부터 2019년까지 지난 22년간 박세리와 '세리키즈'가 벌어들인 누적 

상금은 약 2억 2225만 달러(약 2747억원)에 달한다. 리디아 고 

(뉴질랜드), 미셸 위(미국), 이민지(호주) 등 수 많은 해외동포들이 

받은 상금까지 더하면 2억 6600만 달러 (약 3210억원) 이상이다.   

한국선수들이 받은 상금은 지난 22년간 지급된 LPGA 총 상금의 

23%에 해당한다. 박세리가 고분분투 한 1998년에 8%에 불과했던 이 

수치는 2010년 35%로 정점을 찍었다. 2010년 한국 선수들은 총 9개 

대회에서 우승해 총 1266만 달러를 챙겼고, 2015년과 2017년에는 

15개 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다(중앙일보, 2018). 총 상금 가운데 우승 

상금만 따로 떼어내 보면 더 대단하다. 총 169번의 우승으로 한국 

선수들은 상금 4542만 달러(약 516억원)를 받았다. 이 기간 미국 국적 

선수들은 181번 우승해 우승 상금 3963만 달러(약 450억원)를 벌었다. 

우승 횟수는 미국이 앞서지만 벌어들인 상금은 한국이 66억원 더 

많았다(중앙일보, 2018).  

이처럼 여성 스포츠 스타들의 수입은 상금에만 그치지 않았다. 피겨 

스케이팅 스포츠 스타인 김연아 선수는 2019년 기준 약 149편의 

광고에 출연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제잡지 포브스(Forbes)의 

발표에 의하면 김연아 선수는 전 세계 여성 스포츠 스타 수입 부문에서 

2011년 8위(1천만 달러), 2012년 7위(9백만 달러), 2013년 6위(1천 

4백만 달러), 2014년 4위(164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처럼 여성이 주체적인 스포츠활동 및 광고, 엔터테이먼트 활동을 

통해 엄청난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여성 스포츠와 스포츠인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었고 여성이 스포츠를 접하고 직업으로 스포츠 

선수가 되는 것에 거리낌이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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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양상은 면담자들의 골프 시작 계기에서도 엿볼 수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기존의 세리키즈 세대들은 대부분 부모, 특히 아버지에 

의해 골프를 시작하는 계기가 많았다(고정희(2017), 서준영(2015)). 

면담에서는 아직도 이런 양상은 나타났다. 

 

아버지께서 먼저 골프를 치셨어요. 회사 일 때문에... 그래서 쫒아갔다가... 그냥 

처음에는 약간 피아노 학원 다니듯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골프를 쳤는데 하다보니까 

그쪽 선생님이... 프로님께서 ‘한 번 시합 나가봐.’ 이렇게 하다가 선수가 됐어요. 

재밌으니까… 

- 조○○, KLPGA 소속 티칭 프로 

 

부계사회인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경제권을 가진 아버지의 결정이 

좌우한다. 아버지가 골프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야 자식들이 골프를 할 

수 있는 환경구조이다. 

 

아버지께서 골프를 치셨어요. 아버지가 골프장 가실 때 저도 같이 따라나가다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골프를 배우면 나중에 커서 유용하게 쓰일 

거라고 하셔서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원래 발레를 하고 싶었어요. 이모가 발레리나 

셨거든요. 근데 먹는 걸 너무 좋아하고 잘 먹어서 발레를 포기하게 됐죠.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필드를 나가봤는데 골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골프 

시켜달라고 졸랐어요… 

- 정○○, KLPGA 2부 투어 선수 

 

아버지 이외의 다른 가족 구성원이 계기인 경우도 여럿 존재하였다. 

 

오빠가 먼저 골프를 시작해서 그냥 따라다니다가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어요… 

- 양○○, KLPGA 2부 투어 선수 

 

그러나 결국 경제권을 가진 가족 구성원의 지지와 투자가 있어야 

선수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다. 한국 선수들이 대부분 아버지에 의해 

골프를 시작하게 된 것은 한국에서 주된 경제권을 가진 구성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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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이기 때문인 것이다. 

 

저희 이모의 제안으로 시작했어요. 제가 유학을 할 당시 제 보호자 신분으로 어머니 

작은 여동생인 제 이모와 함께했는데요. 이모의 권유로 다양한 운동을 시도해봤지만, 

마음에 와닿는 스포츠가 없었는데 골프를 시작했을 때 특별한 느낌을 받아 배우게 

됐습니다… 

- 김○○1, KLPGA 1부 투어 선수 

 

가족 외의 다른 인물들에 의해 골프를 시작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가족 지인 분들 중에 골프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만나다가... 우연찮은 계기로 골프를 

시작하게 됐어요. 부모님께서 골프를 하셨던 건 아니고 주변에서 권유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 장○○, KLPGA 소속 티칭 프로 

 

그러나, 결국 자식에 대한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는 부모에 의해 

정해질 수 밖에 없다. 한국에서 자식의 미래에 대한 설계와 투자는 

부모로써의 매우 중요한 역할로 인식되어져 왔다. 자식의 능력과 

가능성을 부모 스스로 혹은 주변인들로부터 알게 된 이후, 이는 투자로 

이어지게 된다. 

 

운동을 원래 좋아하는 편이었고, 제가 살던 동네 옆에 교수님께서 계셨어요. 그분이 

용인대학교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보시기에 제가 운동도 잘하고 성격도 골프에 

맞다고 생각하셔서 저희 부모님께 권유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전혀 모르던 

운동이었으니까.. 그랬는데... 교수님께서 골프하면 잘 할거라고 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 김○○2, KLPGA 2부 투어 선수 

 

설정덕, 허정훈(2010)의 연구에 따르면 대한골프협회 소속 선수들의 

평균 운동 시작나이는 12.71세였다 (우수선수집단 평균 운동 시작 

나이는 10.93세, 일반선수집단의 평균 운동시작 나이는 14.15세).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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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근 외(2011)의 주니어 선수들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니어 

선수들의 골프 시작 동기는 부모의 권유가 28.2%로 높은 동기의 

이유를 차지했고, 흥미(29.0%)나 취미(7.5%), 학교 프로그램 

참가(4.3%) 등의 다양한 시작 동기들을 찾아볼 수 있다.  

<표 14>와 같이 대한골프협회(2017)의 통계에 의하면 골프 활동 

경험인구 중 가장 많은 25.7%가 월 소득 6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골프 활동 경험인구 중 69.1%는 월 소득이 400만원 이상 

이었으며 이들은 대부분 전문직종이거나 관리직, 사무종사자였다. 

 

<표 14> 소득별, 직업별 골프 활동 경험인구 

구분 골프 활동 경험인구(%) 인구 대비(명) 

전체 18.1 7,616,921 

소득별 

200 만원 미만 5.0  380,846  

200~299 만원 8.7  662,672  

300~399 만원 17.2  1,310,110  

400~499 만원 20.6  1,569,086  

500~599 만원 22.8  1,736,658  

600 만원 이상 25.7  1,957,549  

직업별 

관리직 23.3  1,774,743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21.7  1,652,872  

사무종사자 17.0  1,294,877  

서비스종사자 12.5  952,115  

판매종사자 4.3  327,528  

출처: 대한골프협회, 2017 
  

 

인터뷰에서도 위의 지표처럼 연구 참여자나 연구 참여자의 주변 

인물들이 대부분 중상층이나 그 이상의 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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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중산층이 많았던 거 같은데... 요즘에도 중상층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필드 나가야 하고 캐디피도 비싸고... 심지어 골프 

장비도 비싸잖아요. 

- 김○○2, KLPGA 2부 투어 선수 

 

전에는 ‘상류층이 하는 골프다.’라는 인식이 더 많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인식이 

강한건 사실인데 그래도 요즘에는 스크린 골프가 생기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거 같아요. 그래도 이런 취미를 즐기려면 중상층은 

돼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에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쉽게는 못 시키는 거 

같아요. 

- 양○○, KLPGA 2부 투어 선수 

 

기본적인 장비 비용이 비싸고, 팀 단위가 아닌 개인 운동이다 보니 

골프를 시작하는 선수들은 중산층 이상일 확률이 더 높을 수 밖에 없다. 

재정적인 부담이나 어려움은 상대적인 부분도 존재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생활을 하면서 골프에 투자할 수 있는 가정이라면 현실적으로 

중산층으로써 자식에게 투자할 수 있는 여윳돈이 존재해야 가능하다. 

 

중상층 이상은 있는 거 같아요. 물론 돈이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LPGA에서 선수생활을 

하고 있는 이정은6도 있고 어려웠다라고 말하는 선수들도 있는데... 그래도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려웠다고 말하는 

선수들도 초반에는 집안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시작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완전히 없으면 시작하기 힘든 스포츠 같아요. 골프가 아무리 대중화되었다고 해도 장비 

값도 만만치 않으니까. 

- 장○○, KLPGA 소속 티칭 프로 

 

이는 한국이 기업이나 개인의 스폰서쉽 이외에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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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잘 사는 애들이 많은 거 같아요. 중상층도 많은데... 부모님들이 힘든 게 약간 

많은 투자를 해야 하고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한국은 

스폰서 받는 게 너무 힘들어요. 

- 정○○, KLPGA 2부 투어 선수 

 

주니어 선수들이 프로선수가 되어도 스폰쉽을 받지 못한다면 결국 

개인이 스스로 훈련비 및 체재비 등을 감당해 가며 선수생활을 

이어나가야 하는데 한국에서의 특히나 높은 훈련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개인 가정의 재정적 환경이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중상층 혹은 그 이상으로 잘 사는 친구... 아님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 근데 지금 

LPGA에서 잘하는 한국 선수들은 거의 다 빛 껴안고 간 사람들이예요. 못 사는 

친구들이 더 독하게 골프하는 거 같아요. 

- 박○○, KLPGA 1부 투어 선수 

 

일부 한국선수들의 경우 계속적인 투자로 인해 빚을 안고 선수생활을 

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재정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골프에 더 

매진하여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돈 걱정 없이 골프에 

매진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골프로 난 성공을 할 거야. 골프선수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계층은 정말 다양해요. 

근데 제 생각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정말 잘 사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게... 시작이 어쨌든 내가 여유가 있고... (중략) 근데 시합을 나가보면 

정말 잘 사는 친구들도 있고 못사는 친구들... 중산층 다양하게 있었어요. 많은데, 근데 

비율적으로 보면 잘사는 친구들이 더 많고 더 오래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르치는 회원들 보면 다 잘살아요. 물론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 조○○, KLPGA 소속 티칭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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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중상층 정도는 되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돈이 많은 

선수들이 심리적인 압박감이 덜 하기 때문에 더 잘 치는 것 같아요. 

- 최○○, KLPGA 3부 투어 선수 

 

<표 15>는 한국의 중학생을 기준으로 주니어 골퍼에 드는 비용을 

나타내었다. 이는 인터뷰를 기반으로 한 신문기사의 자료인 관계로 

제시자료로 일반화할 수는 없으나 대략적인 비용을 알 수는 있다. 

 

<표 15> 주니어 골퍼 지출 명세(중학생 기준) 

항목 금액 

 개인 레슨비+연습장 
월 100~200 만원 

(골프아카데미의 경우 350~500 만원) 

 라운드 비용 월 200~300 만원(월 5~10 회) 

 기타 월 50~100 만원(용품 구입, 용돈 등) 

 대회 출전비용 
대회 당 200 만원 

(대회 3 라운드, 연습라운드 2~3 회, 숙박 등) 

 동계훈련비 1000~1500 만원(2~3 개월) 

출처: 중앙일보(2010.04.02) 

 

미국을 포함한 외국의 경우도 선수로 만들어내기 위한 투자가 있어야 

하므로 중산층 이상은 되어야 선수들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 

 

(한국에서) 캠프나 혹은 기회가 주어지는 선수들을 보면, 대부분이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여유 있는 선수들이 80%고 없는 20%의 선수들은 정말 자기가 노력해서 

실력으로 올라오는 아이들이에요. 외국도 비싸긴 한데, 한국만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외국 같은 경우는 선수의 장점을 키워줄 수 있는 캠프를 많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캠프를 운영하려면, 조건을 걸고 선수들을 캠프에 

참가시키는 게 아니라, 기회를 순위나 집안에 따지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주면 좋을 거 

같아요. 

- 김○○1, KLPGA 1부 투어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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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많은 프로그램과 좋은 시스템을 가진 선진국들은 다양한 

기회가 주어진다.  

 

제가 미국에 간 적이 있는데, 제가 프로라고... 세미프로지만, 프로증을 보여주니까 

무료로 필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모든 곳이 그런 게 아니지만 한국에서 대우 

받지 못했는데 외국에서 ‘아... 내가 진짜 프로구나’하고 자부심 느꼈어요. 한국은 

최고만 인정해주니까. 

- 정○○, KLPGA 2부 투어 선수 

 

정 선수의 경험에 의하면 미국은 프로선수들에 대한 여러 혜택이나 

지원이 존재하여 훈련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음을 알 수 있었다. 

이서재(2014)는 본인의 경험과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 

선수들의 소요비용을 비교하였는데, 한국 선수의 경우 연간 교육 

비용으로 9,500만원을, 미국 선수의 경우 연간 2,540만원으로 추정 

하였다.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 따른 한국의 가구 당 세대구성원은 

3.06명 이었고 월 평균 가구소득은 439만 9,190원으로 조사되었다 

(통계청, 2019년 기준). 이와 같은 평균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도 위와 같은 지출은 매우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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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여성 프로 골프 선수를 배출하는 문화적 요인: 

'가족주의'의 평가문제 

 

인터뷰를 통해 선수들에게 한국선수들이 세계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의견을 물었다. 인터뷰를 한 8명의 선수들 중 대다수가 한국선수들이 

세계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궁극적인 요인이 한국 사회에서 

심화된 경쟁구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들의 이와 같은 경쟁구조는 가족 

단위의 경쟁체제였다. 그들에 따르면, 박세리 선수와 같은 1세대들이 

골프를 했을 무렵 한국에서 골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으며 부족한 

정보력과 기술력으로 부모는 선수를 위해 이 모든 부분을 감당하며 

제공해야만 한다고 했다. 또한 금전적인 부분을 아끼기 위해 아버지가 

일명 '골프 대디'가 코치 겸 캐디를 자진해서 맡아서 자식에게 헌신하는 

양상을 자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부모의 헌신은 선수들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안겨주며 모두가 성공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진 않다.  

 

한국이 성공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경쟁구조가 심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복잡하고 

많은 단계를 거쳐 진짜 독한 사람만 살아남는 거잖아요. 혼자서 돈 벌고 가족 지원 안 

받고 정말 잘하는 친구들 많아요. 물론 그런 친구들도 어렸을 땐 가족의 도움으로 

성장했겠죠. 그렇지만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캐나다에 있을 때도 봤지만 한국처럼 

주니어 선수들 따라다니는 부모님들 많아요…  

- 김○○1, KLPGA 1부 투어 선수 

 

캐나다에서 선수생활을 한 김 선수의 경험에 의하면 캐나다의 경우도 

부모님이 선수들을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는 캐나다에서 

주니어 생활을 경험한 박 선수의 증언에서도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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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어딜 가나 골프대디는 있어요. 캐나다도 미국도 골프대디 많아요. 근데 성공 

못하는 건 경쟁이 약해서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100명 중에 

프로로 데뷔하는 건 90명이예요. 그리고 외국은 100명 중에 10명만 프로로 데뷔해요. 

한국은 90명과 경쟁을 해야 하니 치열할 수 밖에 없어요… 

- 박○○, KLPGA 1부 투어 선수 

 

한국은 골프 하나만 보고 달려온 선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길을 

쉽게 포기하고 다른 길을 택하기 쉽지 않다. 이는 앞서 언급된 

올인(all-in) 문화와 골프 외에 다른 것은 할 수 없게 만들어진 교육 

시스템으로 인한다. 결국, 중도에 포기하고 다른 길을 가는 선수들이 

없고 이들은 끝까지 골프 판에 남아 경쟁하게 된다. 

 

저도 부모님에게 감사한 부분인데 어떻게 됐든 지금까지 골프를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족의 영향력이 메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국이 

성공할 수 밖에 없는 건 경쟁력과 시기와 같은 부분이 더 큰 거 같아요…  

- 정○○, KLPGA 2부 투어 선수 

 

연구 참여자들은 오히려 가족의 참여가 선수들에게 방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물론 가족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저는 꼭 가족이 아니어도 누군가 한 사람이 가족이든 

프로님이든 친구든 한 사람이 선수를 금전적인 부분이 아닌 컨디션 관리만 해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매니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 되요. 굳이 가족이 아니어도 그런 부분은 

누구든 할 수 있잖아요 …(중략)… 오히려 가족이 부담된다고 시합장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물론 시합에서 보면 아버지가 캐디를 해주셔서 우승하고 

감격스럽게 우는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극히 일부분이고 그게 많지는 않아요…  

- 조○○, KLPGA 소속 티칭 프로 

 

가족의 참여는 간섭이 되고 갈등을 일으키며 선수들의 운동에 

방해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 현직 프로 선수들에게 빈번히 

존재했던 일이고 언론을 통해 문제시 되었었다 (국민일보,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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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동의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족이란 부분이 좋은 부분보다 잘못된 부분이 더 

많아요. 그것 때문에 성공하는 선수들도 있지만 심한 간섭 때문에 오히려 성공할 수 

있는 친구들도 중간에 그만두는 친구들도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성공하는 케이스는 

극히 드물어요…  

- 김○○2, KLPGA 2부 투어 선수 

 

연구참여자들은 외국과 한국 모두 일차적으로 가족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지만 절대적이지는 않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프로를 데뷔하고 

나서 팀이나 기업, 개인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상금랭킹이 낮은 대부분의 선수들은 계속적으로 가족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인터뷰를 진행한 선수들 모두 프로데뷔 

전부터 가족의 지원을 받았으며 프로로 데뷔하고 나서도 가족으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외국보다 한국이 

골프와 관련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며 골프에 관련된 지원이 제한적인 

한국에선 가족의 경제적 지원이 외국 보단 더 절대적일 수 밖에 없다. 

 

제가 듣기론, 한국과 비교해 봤을 때 외국에서 골프 하는 비용이 적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부모님 없이는 골프를 할 수 없어요. 한국은 한 달에 레슨비만 

150~200만원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한국은 코치가 하루 종일 붙어있으니까 레슨비만 

따져도 비쌀 수 밖에 없죠. 레슨비 포함하면 한 달에 기본 500만원 들어가요…  

- 최○○, KLPGA 3부 투어 선수 

 

그들은 비용적인 부분에서 부모에게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었다. 

부모의 재정상태와 상관없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부모에게 지원을 받는 

상황은 선수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선수들의 동기 

중 하나로 작용된다. 

 

다른 외국선수들보다 한국선수들이 간절함이 더 큰 거 같아요. 그 간절함 자체가 본인 

개인적인 간절함도 있고 그걸 시키는 부모들의 간절함이 선수들한테 영향이 너무 크게 

적용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요. 물론 기술적인 것도 외국선수들도 많이 특화됐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많이 발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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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있어요. 그러나 간절함이란 부분도 무시 못 할 거 같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았나 하고 생각해요. 어쨌든 1차적인 지원은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건 사실이고 가족의 희생이 없으면 선수생활하기 

힘들어요. 한국은 부모가 애한테 매달리잖아요. 자식 인생도 부모인생이기 때문에 

매달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했던 간절함이란 부분이 이런 거에요. 자식이 

실패하면 부모 자신도 실패하는 거기 때문에 가족 모두가 간절한 거요…  

- 장○○, KLPGA 소속 티칭 프로 

 

이처럼 가족의 지원은 골프 선수들의 성공의 필요조건은 아니지만 

충분조건으로 작용한다. 골프 선수들은 가족단위의 경쟁체제로 움직이며,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의 지원을 통해 

선수들의 경쟁체제에 더욱 열심히 참여하게 된다. 

엘리트 스포츠 양성은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박지성, 

김연아, 박세리 등 한국의 대표적인 글로벌 스포츠 스타의 성공담은 

부모의 헌신적인 노력과 지지가 없었다면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것을 

짐작하게 해주며, 스타 부모들의 양육방식, 양육행동 등에 대한 관심은 

스타 못지않은 인기를 얻고 있다 (김방출·권순용, 2016). 부모는 

금전적인 부분과 심리적인 부분을 담당하며 자녀의 엘리트 스포츠 

양성과정을 지지한다. 운동 종목에 따라 투자비용이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시설이용 비용과 장비 비용, 레슨비 등 많은 부분이 

금전적인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의 도움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운동선수라 하면 부모들이 선호하지 않는 직업이었지만 요즘 

주니어선수들은 부모들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운동에 몰두하게 

되었으며 골프와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의 경제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임준택, 2004). 근래에 들어 

성공한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언론 및 방송 노출이 잦아지고 일부 

선수들의 높은 수입이 공개되면서 그들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갔다. 그로 

인해 자녀가 엘리트 스포츠인으로 성공함은 사회적 성취와 출세를 이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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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자녀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사회적 지위를 동시에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는 한국 교육투자에서 보여주는 

'사회투자가족(social investment family)'이라는 개념이 스포츠에서도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사회는 여러 가지 역사적, 사회적 변화를 겪으며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념을 생성되어왔다. 식민통치, 전쟁, 군부 쿠데타, 산업화로 

이어지는 격동의 시간 속에서 한국인은 자신의 물질적, 신체적 정신적 

보호를 위해 국가와 사회공동체에 의존 할 수 없었으며 가족을 중심으로 

갖가지 위기에 대처하고 새로운 기회를 개척하고 사회적 정체성을 

유지해 왔다(장경섭, 2001). 이는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경제는 불안정하였고 수많은 

제도적 허점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 20세기 후반 IMF 외환위기를 

불러오게 되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이 붕괴되고 빈곤층이 

확대되었다. 국가는 경제적, 정치적으로 불안정했으며 어떠한 안전망을 

제시하지 못하는 국가에 의존하기보다는 실직자들은 가족 단위로 뭉쳐 

위기를 벗어나기도 했으나 그렇지 못한 가족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 이러한 경제 위기로 교육투자가 약화하였으나 아이러니하게도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선택한 이른바 

'지식기반경제'의 확립은 또다시 자녀의 교육투자 중요성을 부각시키게 

되었다(장경섭, 2002). 부모는 자녀에게 교육자본을 투자함으로써 

자녀에게 단순히 교육적인 지식 습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더 나은 

사회적 위치를 제공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교육은 많은 가족에 집착의 대상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교육을 받으면 지위 이동과 개인적인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으며, 

아울러 국가발전에 기여한다는 낙관적 신념이 지속적으로 지지되어 왔기 

때문이다(강창동, 1996). 이러한 맥락으로 자녀 교육에 올인(all in)하는 

부모가 생겨났고 그들은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할 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에 필요한 입시정보를 모으며 학원 등, 하원은 물론 스스로를 

매니저로 자처하며 자녀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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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뿐만 아니라 스포츠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에서 골프가 가족 중심적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는 일차적인 

요인은 경제적인 부분이었지만 성인이 되고 난 뒤에도 성적이 저조한 

선수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적인 부분을 감당하기 어려워 많은 

부분을 부모님께 의지하기도 한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선수들에게 

한국선수들이 세계 최상위를 유지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이들 

중 대부분의 선수들이 가족은 경제적인 독립을 하지 못한 주니어 혹은 

아마추어 선수들에게 절대적이지만 가족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들이 많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선수들 

모두 경제적으로 가족의 도움을 받으며 시합에 다니는 것으로 보였다. 

이들이 경제적으로 가족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요인은 기업과 같은 

곳에서 지원해주는 스폰서는 극히 일부 선수들에게만 제한 되었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선수를 위해 부모는 직접적인 스폰서가 

되며 자식에게 아낌없이 투자한다. 일반 기업의 스폰서와 다른 것이 

있다면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닌 자식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지지를 한다. 한국인에게 가족이란 구성원 이상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복지를 비롯한 많은 정책은 가족주의적으로 움직이며 가족을 

우선시하는 것은 무조건 도덕적인 것이며 옳은 것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인들의 물질적·사회적 실생활 세계에서 자유와 

책임의 가장 기본적 단위로서 작용해온 것은 개인이기보다는 

가족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장경섭 2009). 사람들이 자녀를 

출산·양육하고, 본인이나 자녀의 사회참여와 직업 활동 능력을 

배양하는 일련의 활동은 주로 가족을 매개로 한 사회 재생산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Laselett and Brenner, 1989). 현대 한국사회에서 가족은 

언제나 대다수 시민의 일상을 지배하는 삶의 틀이자 목적이며 가족 

정책뿐 아니라 복지정책, 교육정책, 여성·아동·노인 정책 등에서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모색되고 있다 (장경섭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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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비해 기술과 정보가 발전됨에 따라 부모가 매니저처럼 본인의 

시간을 희생하면서까지 자녀를 선수의 길로 인도하는 경우는 드물다. 

많은 골프 아카데미가 생겨났으며 선수를 1:1로 레슨을 해주며 

겨울에는 전지훈련까지 책임지는 프로그램이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영향력이 절대적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골프 시설과 용품 이용료가 비싸며 경쟁력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골프선수 생활을 유지하려면 가족의 

경제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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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여성 골프가 다른 나라에 비교해 짧은 

역사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세계적인 골프선수를 계속적으로 다량 

배출해내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8명의 연구 

참여자에게 면담을 실시하고 다른 나라와 한국에 대한 자료 분석 및 

비교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한국에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골프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지 통계자료와 면담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 결과, 세계 최상위권 국가들에 비해서는 현저히 부족한 

수준이었지만 세계에서 8번째로 골프장이 많은 국가였고,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에 비해 실/내외 연습장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게다가 

관련 골프 유관단체도 적절히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 대비 많은 

골프 인구수와 높은 여성 참여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둘째, 한국에는 골프 선수를 교육, 배출하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교육 

시스템 및 프로그램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지를 면담과 관련 통계 및 

자료의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 결과, 세계적으로 우수한 교육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인지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미국과 

비교하였을 때 공교육에서는 엘리트 스포츠 정책으로 인한 훈련중심의 

교육 시스템과 협회와 국가, 시, 도 교육청에서의 지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사교육 시장에서는 미국에 비해서는 부족하지만 수준 높은 골프 

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었다.  

셋째, 현재 한국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프로 골프 선수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상위계층에 속하며, '가족주의'의 영향․도움을 강하게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연구 참여자 면담과 관련 통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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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이었고, 

그러다 보니 가족으로부터 대부분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지원과 투자는 가족주의와 결부되어 선수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연구질문에서 제기되었던 골프 인프라, 교육 시스템, 

한국의 가족주의는 모두 한국 여성 골프선수들의 좋은 성적에 영향을 

주었고 이에 더하여 여성 골프의 인기와 여성중심적 골프산업 구조가 

한국 여성골프의 세계화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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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결과 논의 

 

본 연구는 한국의 여성 엘리트 스포츠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를 통해 

한국 여성 골퍼들의 성공을 크게 인프라, 교육시스템, 사회적 배경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및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그림 7> 구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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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기 중심의 '기술적 우위' 

 

한국은 1,003만 3,948.62㏊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107위에 

불과하다. 이처럼 다른 국가에 비해 영토가 작아 넓은 면적이 필요한 

골프장 건설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골프 

인기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매우 많은 실/내외 골프장을 보유함으로써 

선수들에게 기본기 중심의 기술적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좋은 인프라를 

보유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사회통합, 민족단합, 체제의 정통성 확보, 국가 

친선 및 남북간의 이념적 갈등 해소 등의 정치적인 이유와 외화획득과 

고용기회 확대와 같은 경제적 이유에서 국가적으로 엘리트 스포츠 

정책을 펼쳐왔다 (이종각, 2000). 이에 따라 스포츠 선수들의 

수업참여가 최대한 배제되고 훈련 위주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공교육에서 편의를 봐주고 있다. 이는 선수들에게 많은 훈련시간을 

보장하게 되고 그만큼 기술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 

추가로, 체계적이고 높은 교육수준의 골프 아카데미는 한국 선수들의 

기술적 발전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치열한 내부 '경쟁' 

 

한국의 골프는 주니어부터 아마추어, 프로에 이르기까지 끝없는 

경쟁의 연속이다. 성적순으로 제공되는 골프장 면세혜택, 협회나 

국가차원의 지원을 받기 위해 주니어 시절부터 경쟁해야 하고, 주니어를 

지나 아마추어에서 프로가 되기 위해 복잡하고, 소수에게만 기회가 

제공되는 프로데뷔의 기회를 얻기 위해 세계 선수들에 앞서 국내 

선수들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 이는 실력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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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스폰서쉽을 받기 위한 외모 경쟁으로도 이어져 실력과 외모를 

겸비를 위해 많은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치열한 내부 경쟁은 

한국 여성 골프선수들이 세계적인 선수들이 모이는 LPGA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데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들을 

보유한 한국의 양궁, 쇼트트랙, 축구, 야구 등의 종목들도 이를 

뒷받침하는 활발한 국내리그를 가졌거나 높은 국가대표 선발단계에서의 

높은 경쟁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3. 가족의 영향력 

 

한국의 교육문화는 유교의 영향으로 인한 숭문주의(崇文主義)와 입신 

양명주의(立身揚名主義)를 바탕으로 무(武)보다는 문(文)을 중시해왔다 

(강창동, 1996). 이는 근현대에 들어서도 영향을 받아 예술이나 체육 

보다는 학문적 교육에 집중되어 왔고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전문직 직종에 종사하는 것이 입신양명하고 지위이동을 할 

수 있는 방법, 즉 교육의 도구적 측면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 대중매체의 발달과 대중화로인해 공연, 스포츠 

대회 등이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송출되고 이로 인해 시장이 커지면서 

예술이나 스포츠에 종사하는 사람의 지위와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학문적 교육뿐만 아니라 예술이나 체육 교육으로도 입신양명과 

지위이동의 기회가 있음이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은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를 거치며 한국의 자본주의체제가 

개발자유주의의 사회적 한계와 폐해를 전혀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진적인 신자유주의 재구조화를 거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가족화된 

의무의 기능(부양, 보호의 의무 등)을 전담하게 되었다 (장경섭, 2018). 

한국경제의 위기 대응용 구조조정으로 인해 안정된 장기 일자리들이 

사라졌으며, 이는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 남성의 지위를 근본 

적으로 교란시켰다. 이 시기는 박세리 선수의 활약과 '골프 대디'의 

탄생과 맞물린다. 안정적이던 장기 일자리의 위기와 감소로 가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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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이 설 자리가 줄어들자 그들은 가족과 자신을 위해 자식인 '딸'을 

통해 성공을 노려보게 된 것이다. 이는 '도구적 가족이념'에 속한다. 

정치적 사건을 계기로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자본주의로의 이행과정에서 

기층민중은 충분한 사회적 적응기회를 가질 수 없었으며 이를 대처하기 

위해 가족 구성원 사이의 사회적 연대에 대한 의존이 강화되었다 

(장경섭, 2012). 이와 같은 연대를 통한 긍정적인 부분도 가지지만 가족 

관계와 가정생활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경쟁에서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전략해 그 본질을 상실하는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골프 종목에서 보여지는 가족주의적 지원체계가 

일반적인 대학입시나 예술, 다른 스포츠 종목에서 보여지는 가족의 

지원체계와 유사점과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의 

소득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가족에서 투자 및 지원되는 대학 

입시와는 다르게 골프는 중상층 이상의 가족에서 지원되는 스포츠 

종목으로 이는 예술과 유사하나, 시장이 커 대회가 많고 선수 외에도 

지도자의 길도 많이 열려있어 투자대비 성공할 경우 수익이 크고, 

수익이 어느 정도 보장되기 때문에 가족들의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족의 지원은 선수들에게 정서적, 

정신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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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mainly focuses on golf, furthermore, addresses to 

examine the status and the characteristics of Korea’s elite athletic 

development. Prior discussion pointed to the absolute influence of 

the family as the main reason for the production of numerous 

talented golfers in Korea. However, it is necessary to acknowledge 

that this factor does not only apply in Korea but also, in any other 

country family support is essential to participate in sports. This 

study verifies based on players’ interviews about how Korea has 

established golf rapidly, even though with a shorter history of golf 

compared to other countries. 

Previous researches have shown that Korean golf has advanced 

rapidly due to the family’s dedicated sacrifice. A modern concept, 

‘Golf Daddy’, was created to explain this phenomenon and to create 

a link between family and golf. Parents support both economic and 

psychological aspects, providing an environment where the player 

can only focus on golf. Additionally, even for the slightest 



 

 

opportunity to succeed, some parents will sacrifice by giving up 

their essential job. Furthermore, as if to prove the research, people 

can easily see that mainly the fathers volunteer to carry player’s 

bags, known as caddies in the LPGA events. Especially for the first 

generation LPGA players, such as Seri Park, who popularized golf, 

they had limited information and technical resources. Therefore, 

support from families, especially from the father was critical.  

However, in modern society, golf developed its popularity with 

the advanced and active the golf-related system, therefore it is 

insufficient to explain Korean golf entirely with the influence of the 

family. Moreover,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many other 

countries, the influence of the family is the principal factor that can 

influence players to develop as elite athletes. It is impossible for 

junior and amateur athletes who are not financially independent to 

participate in sports without family support.  

This study examines the important factors for Korean golf’s rapid 

growth in several contexts; the infrastructure and education 

systems that Korea as, in addition to the influence of the family 

described in the previous study. The infrastructure covers the golf 

infrastructure, including golf facilities, associations, players and 

accessibility to golf facilities. On the other hand, the golf education 

system incorporates the Korean golf education system and program 

that can train players along with the process and the procedures of 

becoming a professional golfer in Korea. This study compares them 

with advanced country such as U.S. 

Based on the research, the main reasons for the rapid growth and 

the success of Korean female golfers can be viewed in the following 

three matters. First, the technical superiority that focuses on the 

improvement of the basic skills rather than the real game sensation. 



 

 

Second, the intensity of internal competition in Korea is from junior 

to the professional level. Finally, the influence of family that has 

been mentioned earlier researches. 

 

Keywords : Golf, Family, Structure of Competition, Golf  

Infrastructure, Elite athletic development, Sport Soc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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