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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gratulatory Remarks

Mr. Heung-Kwon Kim
(Vice Mayor 1 for Administrative Affair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Distinguished guests and Ladies and Gentlemen,

On behalf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 would like to welcome your participation and 
express my gratitude in your enlightened presence today.

In particular, I am very pleased to invite participating scholars and keynote speakers who have 
given extensive support to this symposium and to give valuable contributions and to share 
experiences with us. 

As 21st century is a knowledge based society,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s one of the 
subjects receiving increased attention. In a competitive global society, teenagers are not merely 
a subject of protection, but are emerging as the core entities of the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and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of women is becoming an important factor of 
national competitiveness.

In order to raise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to advance into the society of gender equality, 
it is essential to have policies and programs that encompass the characteristics of the teenage 
period.

Accordingl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established a specialized institution for teenage 
girls named Seoul Resource Center for Young Women in December 2000. Since then it has 
strived to expand the culture of gender equality to teenagers, and to establish integrated service 
for the empowerment of female teenagers and social protection system.

This symposium embeds great significance as it brings together the people who have been 
expressing deep concerns about teenager problems, especially that of female teenagers, 
overcoming the differences in nation, culture and generation.

I hope that this symposium gives rise to diverse and practical measures to the challenges we 
face today by analyzing the changing teenage problems together and sharing our experiences.

I would like to thank again for your participation, 
and wish you every success.

Thank you.



격 려 사

김 흥 권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존경하는 국내외 귀빈 여러분!

서울특별시를 대표하여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 하며, 오늘 이렇게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 행사에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시고 소중한 경험을 나누기 위해 멀리서 방한해 주신 

외국 발표자 분들과, 기조발제자님을 모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21세기는 바야흐로 지식기반사회로서 ‘인력개발’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계가 

경쟁하는 글로벌 사회에서 청소년은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지식정보사회의 새로운 주

체로 부각되고 있으며, 또한 여성의 인력개발은 중요한 국가경쟁력의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성평등(gender equality)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청소년 

시기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

서는 전국 최초로 2000년 12월부터 십대여성 전문기관인 늘푸른여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청

소년 분야에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십대여성의 임파워먼트를 위한 통합적 서비스와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경과 문화의 차이를 넘고, 세대를 넘어 청소년 문제 특히 여성 청소년의 미래를 

고민해 온 사람들이 함께 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급변하는 시대에 변화하는 청소년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함

으로써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이 모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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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s and Challenges for Empowerment 
of Teenagers

CHO Hae-joang

Professor of Department of Sociology, 
Member of a Feminist Group Alternative Culture, 

Founding Director of the Youth Factory for Alternative Culture (Haja Center)

1. Prologue: Is 21st century the era of women?

The last scene of <The Handmaid’s Tale> by Margaret Atwood illustrates a pregnant 

woman waiting for her lover on the border that she had just crossed over to escape. This 

novel is acknowledged to be a pronounced portrait of the future society of mankind but the 

last scene of a novel written by a feminist author is a figure of a pregnant woman waiting 

for her lover? At that time, I could not abide with Atwood’s concluding remarks. Since 

then, ten years have past and having encountered changes in the society, and recently 

watching the film <Road of the War>, <An Inconvenient Truth> and <Friends with 

Money>, I have discovered that these films are too close to reality to be recognized as 

fiction. That even if the world is destroyed, people left will have incomprehensive life, that 

as global warming continues, life on earth will be more demanding than ever, witnessing 

the situation of increased difficulty in pregancy and natural abortion rate, furthermore the 

increasing tendency of a woman to avoid giving birth to a child and analyzing the extreme 

condition of low fertility rate, the future does not look too bright - that it is heading in a 

less positive way.1)

1) Written in 1985, this novel is based on the ‘future’ scene where the earth becomes too polluted that woman 
could not get pregnant. The military organization takes control of the dismantling society caused by 
instability and conflicts, and extreme authoritarian society is established. The society colluded by the leaders 
of the centralized military politics is characterized by a class society of strict division of roles between man 
and woman. Hand-maid is a group of surrogate mothers who are specially supervised for supporting sterile 
upper class. It is a gloom scene that may not be too surprising to be true when modern society chooses to 
head in the wrong direction. In this society, what people hope is the love one another, give birth and raise 
a child from this relationship. This novel illustrating the disturbed foundations of mankind by a feminist 
predictor was re-expressed as a film <Hand-maid> by Volker Schlendorf in 1991 and was published in Korea 
as [Shi-Nyuh Yiyagi].

Keynote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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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establish a vision for teenage girls, it is highly significant to envisage the 

society that they will live in. What kind of world will they live in their thirties, twenty years 

from now? What will the world be like when they reach 90, seventy years from now, as 

average life expectancy reaches ninety? It is an era that is difficult to imagine. Will teenagers 

be empowered when empowerment takes place as we expected? Perhaps when these very 

thoughts are abandoned and if we imagine and prepare for the world to come, wouldn’t the 

question of how to empower them be answered in a clearer fashion?

The future prospect of teenage girls in the late 20th century was bright. Many expected 

that these teenage girls would be the protagonists of the 21st century as they passed through 

the era of open society induced by the wave of women’s liberation movement. The reduced 

discrimination between sons and daughters as parents gave birth to only one or two children, 

an open society that had tendency to prohibit sexual discrimination, and as youth and sex 

became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of commercial propaganda teenagers fully utilized 

their ‘assets’ and ‘expectations’ rather it became increasingly ‘over-influential’.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people who expressed deep concerns on the enervation of teenage boys. In 

fact, the school grades of boys were notably worse than that of girls and indicated lack of 

motivation.2) 

Undoubtedly this is an expected change as the agricultural status society, which saw the 

strictest era for sexual division of roles in the history of mankind, transformed into an 

individual focused industrial society. As we all know, ‘modern democratic nation’ which is 

the foundation of the industrial society, raised considerable number of labor force to take 

charge of social industrial labor work through establishing ‘national schools’ abolishing 

existing status discrimination to organize a society granting manifestation of one’s capability. 

2) It is has been a while since the article that school grades of boys were increasingly declining compared to 
that of girls’ in England; also in Korea, as the economy reached $10000 GNP per capita, compared to the 
increasing number of woman in various sectors expanding their presence in the society, on the contrary there 
were increasing number of men who claimed that they do not want to do anything. There was not a single 
woman who succeeded the administrative examination 30 years ago, but now 40% are women, and in 2006, 
37% of successful candidates in the second stage of the bar exam were women (Maeil Kyungjae 13 Oct). 
Typicality shown in the feature film <My Sassy Girl> are imitated and well-received by young couples - 
the image of an active, assertive, self-leading woman, and a man who comply with anything he woman says 
but sometimes to be her emotional support. New image of men is appearing, man following woman carrying 
her handbag rather than wife following her husband’s heavy luggages. By the late 20th century, woman 
possessed considerable social authority compared to their grandmothers’ generation, and mass media 
delivered and often exaggerated this reputation. On the other hand, single men are portrayed either as a loser 
addicted to the internet or abuse men with girlfriends showing anti-social prop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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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 devoted its efforts to solve the status system, the racial discrimination or gender 

inequalities through guaranteeing equal opportunity. Efforts for social reform are accomplished 

only when it is supported by the self-consciousness of the repressed conditions of the 

interested party. Particularly the women’s liberalization movement shook the basis of the 

feudal patriarchal system when women whom stayed at home started to participate in public 

realms through the last ‘mass consciousness movement’ in the 20th century. The boundary 

between public and family was destroyed; it became difficult to find woman who did not 

work at least once, and it has been a while since the ratio of women who only served as 

housewife decreased to less than 50%. 

An interesting point is that women who entered the public realm belatedly works with 

greater motivation and passion compared to men. Large proportion of men has the tendency 

to avoid work as “One dies when they go to work” (Reality Culture Research 2001). On the 

other hand, more women expresses their desire to work requesting the government to provide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family and work to be separated thus to co-exist, women are 

becoming more loyal to companies in comparison to men, and some women are highly 

motivated enough to reach some highest positions in the society. Hence now, a good deal of 

women is in the highest decision-making groups in governments and companies. If the 20th 

century was the era of construction, the 21st century is predicted to fill up these buildings 

with contents giving rise to the era of ‘culture’ and software. It is believed that the influence 

of women has expanded through the culture of mass consumption as the awareness of mutual 

understanding and co-existence of women were highlighted rather than men with proficiencies 

in competitiveness and organization. The prospects of the 21st century being "the age of 

women" looked bright as the almighty god-like image of women where there is no need for 

a man like ‘Madonna’, on the other hand empowered women. 

However, men who focused on work could not adjust to the rapidly transforming 

climate became a ‘backward entity’, and especially in the case of East Asia which 

experienced rapid economic growth in such a short time period, men, who were merely 

money making machine, remained a ‘backward entity’ in socio-cultural perspective. Whilst 

men were restricted to being organization-man, women became the core of informal/cultural 

realm through popular culture, shopping malls, and social gatherings in schools as they had 

comparatively more leisure time, and constantly developed into a refined entity fostering 

appropriate periodic sense as the protagonist of the cultural industry such as travel, 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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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ap opera, and fandom (Kim Hyun Mi 2005). Recent trend of divorce is not only due to the 

fact that women could not bear with patriarchal pressure but also caused by women becoming 

intolerable with the differences in understanding and sensibility which has persisted long ago. 

Observing the trends in the history of women throughout two centuries, the theme 

“Visions and Tasks for Empowerment of Teenage girls” may be considered as inappropriate 

at this period of time. At least I believe that it is more difficult to assert the need for 

empowerment of teenage girls in comparison to that of boys. However, I do not believe that 

the 21st century, in the extension of 20th century, is heading in the direction that most of us 

predicted. As for this, this symposium on the life of ‘teenage woman’ should begin with 

recognizing the precise awareness of periodic trends.  

Recently I have been focusing on the reorganization process of the society via ‘new 

liberalism’. As a person who actively participated in gender equality movement in Korea for 

the last twenty years, I am sensing some critical symptoms in the period of rapid 

advancement of global capitalism. Some men may simply express this through emotional 

backlash, but in fact it is emerging via the unity of men at the leaders’ level and via the 

phase of neo-conservatism throughout the society. Even within the reorganization under new 

liberalism, increasing number of events and incidents are occurring which destroys the 

agreement that women are not the subject of dependency on men but independent entity that 

needs to be empowered in social development, and as a result the threshold of women 

entering and getting involved in the society is becoming narrower. This phenomenon is not 

only apparent in Korea but it is happening throughout the world in similar fashion. There is 

a clear indication that the gender system is reorganizing in the direction of neo-conservatism 

at a time of where the rest of the system is moving towards new liberalism. 

In order to discuss the empowerment of women, especially girls, it is vital to understand 

these kinds of periodic changes. First, it is necessary to be fully aware that this is a time 

where overall force is deteriorating; less people are content with their lives as global 

capitalism develops into speculative capitalism, the evaporation of the middle class along with 

the emergence of neo-feudalism in the society (Camaroff 2000, Martin and Schumann 1997). 

People are living a life chased by insecurity as the space that maintained everyday life is 

being destroyed. Many people say that it is difficult to maintain everyday life without taking 

anti-depressants or be immersed with activity that has similar effects. How will it be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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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re-motivate the community to live life positively? This will be possible when human 

beings rediscover themselves in social presence. In other words, it is only possible when we 

realize that we are not a loner thrown into the fragmented world but existed in time, and 

realize that we existed, not as individuals, but as constituent of social network. This point 

does not only correspond to women but it is a periodic problem and remedy for both men 

and women. In the feminist perspective, feminists who tried to change the world should now 

consider how to revitalize the rapidly disappearing realm of ‘communality’. Meanwhile, 

though it is necessary to constantly exert oneself in opening the door of ‘public realm’, it is 

also crucial to seek ways to create new public realm including the ‘family’.

 

Recent new liberalist system has driven individuals into extreme insecurity and 

consequently giving rise to a new phenomenon in which elitist women chooses marriage over 

work. A new trend is emerging that the most successful equation is to get married straight 

after university and give birth to three children. As patriarchal network still persists in the 

society, some smart women started to consider that it is better off to ‘grab’ a rich man rather 

than being in an awkward position within the ‘male-centered game’.3) Although the recent 

article in New York Times received some criticisms, presenting the desire of female 

American elite university students to meet a rich man and raise a family and have three 

children rather than have an ambitious career, in fact this new marriage phenomenon is 

already considered to be ‘advanced’ in the upper-middle class of Kang Nam, Seoul who are 

leading the cultural advancement of new liberalism.4) There are increasing number of women 

who plan their life to target ‘marriage careers’ to become a housewife before working day 

and night as a successful professional. As these women with their mothers seeking for 

partners at marriage agencies and raised to be ‘competitive’ through private education market 

and transforming into the leading role of speculative capitalism. This tendency of highly 

educated upper middle class women choosing to be household entity again can the interpreted 

as signs of reform towards the caring society, however it is more appropriate to understand 

this as proceeding to extremely currency concentrated and self centered aspects of 

neo-conservatism. 

3) Weekly Dong-ah (26th September) - Special issue on “Marriage Examination”, bachelorettes who prepare 
marriage like examination.

4) Article in New York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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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eenage girls in various different environments, and Feminism 

Feminists have constantly emphasized that women should be independent and return 

what they have learned to society. Feminists especially concentrated on the transition from 

household to public/social identity, on self-sufficiency and independence and not to be a 

dependent identity. However, the recent movement of capital and national institutions along 

with the trends of upper class women to seek household role again, precipitates the belief that 

these statements and emphases should be revisited. This change in climate implies 

modification in the vision and content of the empowerment of women, at this time we 

interview few girls living in the 21st century. These ‘girls’ are young woman whom I met at 

university and at the Haja Center, one of them is already in her thirties, two are in their 

twenties and the other two are in their teens. 

<Success driven Hannah>

Hannah is an eldest daughter of a middle-class family whose aspiration for success is 

immense. Especially with great expectations from her father as he sought to fulfill his 

ambitions via her, she had distinguished contraction level, motivated and possessed 

tremendous abilities in various aspects. She graduated a top-tier science university and joined 

a multinational company that everybody dreamed of getting in. There she was trained in 

America for six months then serviced as an important member of the company traveling 

seven major cities in Asia. Many of her elite friends joined the government or multinational 

companies with Korean organizational culture of patriarchy working on consulting, sales and 

finance, but recently the majority of them quit their jobs, as their patience could not persist 

anymore, to be admitted into Masters’ courses in Korea or abroad. Hannah thought that as 

she promoted up the ladder in the company the work would be easier but the work and 

saving money became more difficult as time went by, she confessed that she was 

disappointed and only thinking about her family and country kept her going. As she entered 

her thirties, Hannah thought seriously about marriage and giving birth. In particular, she 

wanted a baby. She discussed her future with her boyfriend who was not Korean; they 

decided to separate after deeply considering where to settle and how they would raise 

children under the time pressure. She came back to Korea judging that it was not easy to 

meet an appropriate partner and also tired of life aboard which was too competitive and too 

occupied. She was planning to set up her own coffee house business. She was going to quit 

the job if the business went well. Hannah found out that the world of multinational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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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not reasonable as she had thought at the time of university graduation, and that in order 

to survive in the multinational company one had to be fluent in English, that networking of 

top-tier western university is important, that upper class people who had the cultural capital 

to experience foreign culture from an early age was in a better position to be successful. 

People who were not under these categories the world were not a reasonable place to survive 

in. She wants to come back to Korea to run a meaningful business and take care of her 

family. And if there are girls who has entrepreneurial mind like her, she would like to have 

mentor relationships with them. Hannah does not feel huge regrets. She has always regarded 

herself as achieving and she will continue to do so. I hope that the coffee house becomes a 

‘good community’ for people in need of relaxation and recharging.  

<Ambition to be a film director: Doona>

Doona is not only a good student but she is a talker who likes to make up stories with 

her artistic sense. She quit ordinary high school, where they only prepared for entry 

examination for university, to direct, produce, culture planning, film and write scenarios at 

alternative school. After graduating the alternative school and entering her twenties, she 

intended to go to university but could not find an appropriate one, she did not meet entry 

requirements of all universities, so she did not make much effort to join an institution and 

she is working independently as a freelancer. In fact, it is getting more and more difficult to 

live life as institutions become rigid and substitutable threshold besides institutions gets 

narrower. It is anxious that recent changes are heading in wrong direction to what it would 

be a rewarding life to have enough space for independent artists to work in crossing the 

generation. She has never thought of marriage and probably will not in the future. She always 

has lots of close friends and a boyfriend, and still has now. She learns a lot about 

relationships and herself through her work colleagues and her boyfriend. Although she has 

already worked with global level pieces through media and the Internet, she learned a lot 

more by interchanging internationally with girls that are engaged in similar activity and 

specifically she plans her work at a global level. Recently she went to the graduation of her 

alternative school and as they asked her to say something to the students, she said ‘Do not 

fear. Just think slowly as there are things that work for you and things that don’t’. To Doona, 

the society was insecure anyhow and there is no need to expect too much from it. She 

explains that reference group she accumulated providentially as she was seeking her path 

gave the sense of security about he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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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hemian who wants to meet her ‘tribe’: Anna>

Anna who loves art & design could not breathe at home or at school. She left the 

school to work on what she prefers in alternative school, but she wandered all through her 

school life. Meanwhile she was selected as a member of the travel planning team directed by 

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to travel to Vietnam; she found out that she could breathe 

easier when she traveled. She was always felt anxious and heavy, but she could breathe 

properly when she crossed the border. Whilst meeting various people and when she comes 

across some place where communication isn’t a problem she wants to stay there to work and 

learn design for a short time. She does not understand why she has to go somewhere 

unfamiliar to have sincere relationship with people but enjoys traveling because of this. She 

loves to talk with people, who she connects with, including cups of tea in front of them, so 

she would like to build this kind of place if possible. For the moment, she will travel 

continuously with money earned from part-time work. She believes that it would be possible 

to settle down sometime as she meets people that she connects with and find appropriate time 

and space while traveling... she is also planning to travel with people that she has connection 

with as she goes along.

<Woman who can play the game of control as a sexual entity: Yona>

Yona is has no support from her family. Her mother left her, her father is an alcoholic 

and her grandmother is ill. At home, there is her brother who does not think of getting a job 

and her uncle who recently got fired from work and divorced. Men inside the household 

make her to do all kinds of work and tell her off when they see what Yona is wearing. Yona 

does not like to stay home because all members of the family expect her to do everything for 

them. She likes to hang around with friends, and she knows how to deal with men. She 

knows how to make the atmosphere enjoyable and knows fairly well about men’s attributes. 

Even though Yona knows that these men want her but she does not use her body 

indiscriminately. But as she is not wealthy there are numerous occasions where she needs to 

live off using her sexual attractions. She wants to study design or fashion but they are 

short-lived. She tried to do something but feels that she is too far behind so gives up. She 

wants to get a job at clothes shop or somewhere to earn money in a trustworthy fashion but 

hanging around with friends at night became habit that is difficult to change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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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a who wants to run away from home (Case informed by a call counselor>

Countless men in small and medium towns live off the income from civil construction 

business with no real jobs. As civil construction works are transferred to local governments, 

the tendency to live off these governmental construction works is increasing (Hong Sung Tae 

2005). Therefore construction workers, civil servants, and gangsters are interlinked. 

Consequently, human network of men emerges as a landed gentry force intertwined by food 

chain of rights, especially due to the link with gangsters giving rise to a unique culture of 

gender for teenager. The ‘formation of gangsters’ influenced industrial high school and middle 

school where students at the bottom of the pyramid imitate ‘macho’ early in life, and in the 

case of them, girlfriends are an essential presence. Masculine figure who spends money, keep 

his girlfriend safe as if he was in possession of her and leading the relationship becomes the 

ideal type. As this male-centric amusement culture is formed in rural towns, the gender 

problems are becoming increasingly serious. Yoona was a mature girl raised under upper 

middle class family in a small rural town. When she started to become rebellious at grade 5 

of elementary school, she hanged around with middle school boy. Yoona was extremely fond 

of the macho boy, and then became his girlfriend often having sexual relationship without 

any awareness; she kept hanging around with the boy. Her family was hostile of the situation 

and she ran away. Her parents sent Yoona to Seoul as they could not move; she is still living 

with the boy now. 

Discussion 1) <Recognition of difference within a unit> 

As seen in the cases above, it is not easy to discuss the problems all at once. It is 

difficult to consider these teenage girls as one group because their life situations were 

extremely diversified, and particularly at the point taking into account the family separation 

and social changes that occurred so suddenly. There is a gap between a teenage girl who has 

a house to inherit and one who has nothing but her physical body. The progress of the 

worldwide capitalism movement let women be bonded together as a global class, but it is 

becoming increasingly difficult to discuss women’s lives as one witnesses the diversification 

of women even within a nation. If highly educated upper middle class women exert 

themselves to be successful career women or to be the wife of successful working men, the 

majority of lower middle class women will exert themselves to be supportive role of male 

organization in order to survive or reposition them to lower class where even just surviving 

is difficul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origins of their problem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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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situation and especially the conditions of each class differs widely. 

It is also important to consider not only the socio-economic conditions but the 

differences in tendency illustrated in the book [Goddesses in Every woman] written by 

feminist psychologist Jean Shinoda Bolen. Bolen segregates women into three distinctive 

categories: independent self, dependent self and both independent and dependent self. 

According to these categories, in the early modern era of a nuclear family (mutual 

dependency) ‘housewife’ tendency of women dominated the era. It was an era when Zeus’s 

wife, Helen could have been content with her life. On the other hand, at the time of women’s 

liberalization movement, it was independent goddesses like Artemis or Athena who stood out 

in the era. 21st century will be the era to discuss the overemphasized independence of women 

and seek to manifest all tendencies whether dependent or independent without suppressing 

individual characteristics. 

To speak of the different empowerment of teenage girls in the 21st century,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various living conditions is essential. In women’s movement, the emphasis 

was on women’s socio-economic independence, possession of sexual assets, role of 

reproduction and foster, and role of giving back to society through meaningful work. Girls 

above are each establishing their role and identity in aspects where they are most interested 

in and believe to have assets in. However there has not been an appropriate model for them. 

I hope that this symposium will give opportunities for scholars to portray detailed 

methodologies and models. 

Discussion 2-2) <Challenges of the empowerment of teenage girl and amusement culture>

Up till now, feminists were interested in the next generation by concentrating on 

education. Various programs and alternative schools have been established for teenage girls to 

be the subject of increased strength and social influence. There has been diverse and 

worldwide educational movement for our daughters, in particular constant efforts to produce 

independent and creative leading women such as rewriting textbooks and establishing a 

football team.5) The visions and experiments seen via these innovative models spread out to 

5) If one looks at the case of western female education, at first it put a lot of effort into changing the culture 
of female students constantly focussing on their popularity among male students. For example, the tendency 
to hide their academic ability when they obtain good grades fearing they might not get asked on a date from 
male students, especially mathematics and science was thought to be male academic area so in order to 
prevent lack of concentration in these subjects they put emphasis on introducing female masterminds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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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ciety through mass media consequently initiated significant changes in vision and 

method of education of women. However teenage girls do not have big problems in gender 

inequality, rather it is moving in the direction where teenage girls are not aware of this 

generating more problems themselves by the male-oriented amusement culture granting them 

‘authority’ through scarcity. The challenge is that teenage girls think they are empowered to 

a great extent. Mass media and commercials are constantly giving signs that they are 

powerful due to the very fact that they possess “young physicality”, and sends messages that 

sexual attraction is the most important aspect. Teenage girls are pouring their energy into 

being ‘sexually attractive’ which is a different aspect from the feminist emphasis on the 

socio-economic achievements. This model is founded by sexy actresses and powerful popstars 

of the popular culture industry, and not by feminists. In a mass consumption society where 

without sexual attraction, it is difficult to get a job or go on a date making them feel weeded 

out, the majority of teenage girls are investing their energy used to play the ‘game’ fully 

utilizing the youth and feminism as their assets. To these teenage girls, serious feminism or 

aggressive feminism will not be well received. 

In the unique social environment such as Korea where sex industry is worth 240 trillion 

Won, as they realize the fact that being a “young girl” is of great value, some teenage girls 

without other assets use this. In the case of teenage girls with no assets in their family and 

have nothing to socially rely on, sometimes they have to live using their ‘sexual attraction’ 

and physicality, and through this they develop themselves. Perhaps sexual attraction, 

relationship, sexual abuse and dealing, and sexual harassment are key aspects for teenage girls 

to recognize the gender system, sexual relationship here should not simply be in the 

dimension of an active choice of rights as sexual entity but should be handled in the 

social excellence, particularly re-illuminated on Marie Curie as she was good at mathematics and science, 
and tried to include female masterminds in the appropriate ratio. Events such as “Take Daughters to the 
Work” were organized to encourage daughters to be interested in office work. The reason for establishing 
women’s only training group, and especially the women’s football team was to develop sensitivity of 
‘organization’ overcoming the tendency to stick to their closest friend or a small group of people. Don’t be 
a ‘cheerleader’ but be a leader of the ‘actual game’. In a society like America where family focussed nucleus 
family culture is strongly embedded, the belief that women have to meet the right partner and have a 
successful marriage, was to change as transformation environment was created in which ‘real friendship’ and 
‘group connection’ could be established between women. In the 1990s feminist parents led the initiative to 
establish ‘middle school for girls’ to let the girls to be flawless in all aspects. There are schools, such as 
Mountain View Middle school in California which I have visited before, where programs that staged business 
exposition and attract investment in a top-tier hotel to manifest maximum potentials for girls with interest 
in venture business. Girls there were confident and developing their potentials in all aspects without any 
hinde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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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 to compose life itself, and this is a task for all feminists to constantly work on. 

Discussion 2-3) Sustainable Growth of Feminist Movement

As the current society is being incorporated and assimilated into the new liberalistic 

global capitalism structure at such pace, there is tendency that feminism is rapidly fading. 

Currently young women are fully engaged in the struggle against their own personal 

achievements and survival, and hence they do not have the time and space to turn their sight 

somewhere else. In some sense, social ‘dismantling’ was being realized due to rapid changes 

in the external world, the society desired by women was not being established, and whilst the 

dissolution of middle class and creation of new poverty class are deepening the social 

uncertainty. Achievements of feminism is losing its momentum, absorbed by the new 

liberalism order where all collective efforts are dissolved and only individual centric survival 

is emphasized. In order to discuss contented lives of teenage girls, feminists must look back 

at history and seek new direction. 

Being involved in both the women’s liberalization movement and the youth movement 

for the last 20 years, I believe that feminist movement was too occupied in solving their own 

problems as ‘victims’ that there was lack of interest in ‘generation link’. In fact Korean 

women have been involved in a long struggle to secure ‘their space’ in a patriarchal society. 

After obtaining woman suffrage, there were cases where self-conscious woman went through 

divorce, which can be considered as death, to win their individual liberation, gained 

‘reproduction’ rights and left their children on their own. Meanwhile daughters and girls were 

hurt consequently becoming radical feminists or reactionary conservatives. Now, feminists 

were born over three generations. Feminists who are grandmothers and mothers now, are they 

willing to accept feminist girls or anti-feminist girls? Are they ready now to meet this new 

generation that they have had enough time and been under control in ‘their own space’? 

3. Epilogue: Feminist figure in contact with teenage girls and its direction 
for implementation

At this point, it is necessary to historically look back at the new aspects of life and 

language, and identity conceived by feminists. By looking at the trends in feminism, I would 

like to find out the meeting point where the existing feminists can be in contact with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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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dezvous especially with teenage girls. The first reaction of the early women becomes 

self-conscious of their repressed environment was anger. The first generation feminists were 

‘angry entities’. This condition of resentment turned into exploring attitude of the new world, 

they, or their daughters started to come out of the household to go on journeys. This 

‘traveling entity’ is the second generation feminists. Their daughters, the third generation 

feminists waits for their mothers who were on journeys, or build a new community with 

them. The third generation feminists stopped the journey and decided to settle down, in this 

sense they came back to ‘family’ that their mothers left, but this ‘family’ was not like the 

one before, it was a ‘family withholding the new society inside’. Let us think for a moment 

about famous pieces of work that illustrate this three-staged journey of feminists. 

The first ‘angry’ generation initially demanded the ‘same rights with men’. At the 

‘modern height’ of utopian dream, women insisted to enter utopia with men. Women suffrage 

movement in the early 20th century was so, and the popular women’s liberalization 

movement where all educated women who read Betty Freidan’ [The Feminine Mystique] 

(1968) came out to the society to lead the movement. The enthusiasm of the women’s 

liberalization movement became larger each day and consequently gained equal rights and 

citizenship with men. We developed a less ‘angry’ society for women via arranging gender 

quota system and building sensitivity on sexual abuse and harassment. In Korea, the 

discussion on discrimination between son and daughter started through the soap opera <son & 

daughter> in 1990s, and proposed sexual abuse problem through <Only Because You are a 

Woman>, a film based on a real sexual abuse story. It was a time American films such as 

<The Accused> and <Lipstick> were shown. As ‘discrimination on appearance’ in recruiting 

became a legal issue, sexual discrimination at work places became a social issue. Even in the 

1990s, the awareness that women are citizens with equal rights and responsibilities diffused at 

a rapid pace, and the awareness of gender equality became acute all over the country as these 

messages were expressed via television soap operas which the whole population watched. 

Stories reflecting ‘victimized lives of women’ written by many female scenario writers went 

on air to living rooms. New generation who declared, "I will not live like my mother" 

formed by the revolutionary period in 1980s became writers and as they took an active part 

in the society, the gender culture began to change. 

The second generation entering a point where the society generally recognizes the 

unfairness becomes the ‘traveling entity’. They held ‘their own room’ to ach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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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fulfillment and traveled a lot of places. This second generation feminists admired freedom 

inside everyday life rather than structural change. To pick and choose influential novels, films 

or soap operas at this period, starting from the novel [Go Alone like a Rhino’s Horn] by 

Gong Ji Young, a play <A Room of one’s own>, films <Take Care of My Cat> <One Fine 

Spring Day> <A Smile> and soap opera <Daejanggum> can be selected. By being in contact 

with top class films such as American film <Thelma & Louise> or ‘Seoul Film Festival’ 

organized by feminists and having seen soap dramas such as <Sex and the City>, these films 

shaped a slightly different feminine entity. 

The main feature of pieces or work created and admired by the second generation 

feminist in the 1990s was ‘leaving’. They who desired their own independent space and 

self-fulfillment wanted to build new household leaving the place that hindered their desires. 

Language of journey, floating images, hence they occasionally highlight the deprived 

‘nonpossessive liberty and confidence’. Furthermore, these empty images were applied to 

mass media, especially to commercials at once, and women who intended to be young and 

attractive always left for a journey. The parade of exodus of young women and the 

exponential fall in birth rate in rapidly developing East Asian societies are features that imply 

the social effects of the efforts of the second generation feminists in the struggle to win 

independence. A Large number of conscious women left to find ‘their own tribe’ and have 

not returned yet. There is growing number of women seeking to return home and build new 

living space, but they are still too poor to build houses. 

Meanwhile third generation feminists were being formed. Teenage girls who witnessed 

their predecessors leave home tended to stay at home. Maybe they actually want to live under 

the roof built by their predecessors. However their predecessors could not build houses. 

Which houses were their predecessors hoping to build when they were on the journey? 

Perhaps they were dreaming of the society such as the ones in Marleen Gorris’s <Antonia’s 

Line> and <La Belle Verte>. On the contrary, the interesting point is that the image of a 

community is different to what is currently admired by young women. Japanese movie 

<Mezon Do Himiko> picturing a happy story entering the community of old homosexuals 

people, or Korean movie <Family Ties> illustrating a ‘happy posterior family’ looking after 

children and women living together are films that reflect this. And women appearing in 

<Friends with Money> portraying impressions of main characters of the <Sex and the City> 

in they forties exemplify tense features chased by new liberalism. Young women in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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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enties who can read the age that they will live in have tendency to turn conservative 

sensing the social pattern of new liberalism with instinct. 

If one observes the distinctive feature of people who look for new ways in the 

generation of ‘Post-Feminism’ is that they seek safety first and stand by ‘the strong’ 

afterwards. If one does not want to be afflicted with the feeling of being victimized, he or 

she is not afflicted in the pressure of being independent and self-sufficient. Perhaps one 

realizes that it is impossible. These women who do not contemplate on building utopia 

anymore under the increasingly difficult situation get in contact with different people. 

Different to mothers who refused to live as mothers, they sometimes enter the collusion 

relationship of seedlings with their mothers to survive, sometimes they become more 

masculine that men as they become determined to survive in the male oriented society, and 

sometimes actively seek male mentors. Occasionally they even make up manuals and 

numerous ideas seeking ways to survive with sexual authority focusing on the sexual 

attractiveness of female. They choose to be Cinderella who meet their partners in a lively 

fashion like the main character in “My Sassy Girl” rather than leave home saying “Take Care 

of My Cat”.

I believe that feminists should get together to build a new community of life bypassing 

the times feminists argued on equal opportunity and fairness, bypassing the times feminists 

traveled, and bypassing the times feminists traveled to discover utopia. It is my belief that on 

the basis of small community where caring of family and mutual learning is present once 

again, there is a need to reorganize the society as a whole. It has become an age where 

children cannot be born and be raised in an endless competition of atomic entities anymore. 

Hence feminists must terminate the “project of leaving” and begin the “project of making a 

community”. Teenage girls does not have anything to dismantle, and realizes that there are no 

unknown world to explore, and have long been without a house. They know that their 

survival is in dangers better than anyone and therefore they do not dream anymore.

To empower them, it is to let them realize that there are colleagues, mentors and 

alternative time and space reflecting there is every reason to endure and live in referencing 

disliked work with trustworthy relationships. It is important to realize that the world is still 

a livable place, people are still thankful that I am alive, the fact that there is a group of 

people who wants to have meals, learn and hang around together; and to rethink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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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of family in the early days of mankind and the role of a community to envisage the 

joint table and work place of parturition and upbringing, and what I can do for the 

community. In this aspect, the task of feminists for teenage girls is to build a house within 

the society dominated by the value of the survival of the fittest. It is necessary to enlighten 

teenage girl, who recognized early feminist message as the way to exert authority through 

possessing a ‘success driven’ individuality that copes with any competition or through sexual 

attraction, that nothing can be achieved by surviving as single entities, and that it is necessary 

to let them acknowledge that the agenda of the 21st century feminism is to care each other 

and build a community. The core task of the empowerment of 21st century teenage girls is 

the question of how to change them who had lost their opportunity to have interest in society 

and community. And starting a ‘caring relationship’ will develop this opening of social 

interest. In other words, to empower teenage girls is to connect all generation of women 

together once again. Now is not the time for a clear solution but to cope with one another 

and do something in the same time and space. Perhaps the content will not be too important. 

I believe that if teenage girls begin to think that the world is a livable one, that there are 

more than few people that you connect with, and feel that the world is still a mutually 

dependent one, and feel that they themselves have caring relationship and time and space, and 

then they are sufficiently empowered. It is sufficient enough to know that they are not a 

dismantled momentary existence.

As I have worked on connecting between generations in my own way, I understand that 

this task of transforming the cognizance and attitude is a very difficult one. A lot of women 

are still sickened of forceful ‘caring’. It is not easy to move their sight to other problems as 

they want to stay in ‘their hard fought room’ a bit longer, as there are still problems to be 

solved, subjects to fight against, and subjects to criticize. In Korea, there was a discussion to 

merge upbringing and teenage parts together within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but there 

were a lot of internal objection in the feminine movement organization. There were concerns 

that it was too early to receive upbringing and family again.6) On the contrary, I believe it 

is time to let “them” who have no strength to do anything with the world fall behind rather 

than think of subjects to criticize. As they have no strengths, it is important to be an 

enjoyable and productive entity celebrating on the achievement made by women, and 

6) Last year,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extended to the Ministry of Genrder Equality and Family, 
feminists in Korea have learned a great deal of ‘tolerance’ and openness and the change in influence within 
the constructive nation through the first experiences of work of teenagers which moved under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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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ebrating women becoming the critical mass to shape the future. 

Furthermore, feminists must discontinue the efforts to imitate male entity or clone 

identical individuals. In the situation where ‘identical cloning’ has been sufficiently developed, 

most women who constantly adhere to this are ‘aggressive activist’ or ‘welfare feminists’ 

whom all people are enlightened by. Now, one must focus on the internal diversity of women 

and to expand on this diversity to enter a new era. Feminist association that focuses on 

‘mutual caring relationship’ and not ‘individual independence’,and that can engage in 

extensive works based on its diversity needs to be established. Attractive women who learned 

how to form learning and co-developing relationship with other women will naturally 

encounter teenage girls and have the ability to empower them. ‘Welfare feminists’ who regard 

teenage girls as subject of enlightenment cannot be a good model for teenage girls. People 

encountering teenage girls should be curious rather than be insecure when they witness 

‘difference’, and should be able to work by organizing diversity. There is a need for more 

coordinators who realizes the premise of oneself and the other generation, who enjoys 

meeting with other minority groups, and who can make teenage girls to engage in work that 

they desired individually and celebrate such accomplishment. This is when teenage girls 

would rediscover the positive stance of their mothers and grandmothers.7)

Not to mention, among these encounters, encounters with men are included. How will 

they deal with patriarchal men and what kind of partnership will they have when they meet 

boys? There are times when women wish to establish a republic under the condition where 

the last aggression of macho men is apparent. However to speak of utopia, our lives are too 

impoverished. In these concluding ages where we have to worry about the sustainability of 

survival, we led to rethink of mankind, and that mankind has always survived in the fear of 

‘survival’ of the next generation and ability to care one another. At this point, the feminist’s 

assignment is to find a way to visualize a caring society for the coexistence of men and 

women. Still 90% of earth’s resources are monopolized by men. Like the title of Juliet 

Mitchell’s book, ‘The Longest Revolution’, feminism must re-plan the whole structure within 

another changing environment, and it is necessary to remember that the feminist movement - 

‘the longest war’ in the history of mankind - has always been very strategic. 

7) Reconciliation with grandmothers are often portrayed in the film created by Asian woman residing abroad. 
In Maxine Hong Kingston’s [The Woman Warrior] and Joseline Moorehouse’s [How to Make an American 
Quilt (1997)], one can witness the blending of black and white woman, and of three gen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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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inist agenda must also be a cosmopolitan practice in the midst of globalization. 

Restructuring the whole framework should not be restricted to one nation any longer. Women 

are more cosmopolitan in comparison to men who received preferential treatment within the 

modern state system up till now. From borderless mass media to migrant workers and 

international marriage to elite staff of a global company, women have been moving all over 

the world shaping life grounds of cosmopolitan citizens. At Haja center which is a small 

teenage cultural center in Seoul, I helped to form a small party called the ‘Feminism of 

teenage girls’ I have been supporting and watching the activities they were engaged in and 

through increased connection with teenage girls over the border, they have developed to be 

video activists, planners for feminist affairs, performers. I believe that this meeting will give 

rise to new theme and new languages of the 21st century feminists.

Interaction between rural and urban, between borders, between teenage girls and mothers 

and grandmothers, between a poet who already passed away and a poet in another time and 

space who admired the dead poet, teenage girls can now feel the sparks from various 

connections. I verify this feminist energy in cultural pieces of Ko Jung Hee made by 

feminists in Haenam and Seoul, in Huh Nan Seol festival made by feminists in Kang Neung 

and Seoul, and the Silver festival in Kimhae where charismatic old ladies and woman across 

generation get together. Isn’t it time for small movement of feminists who recuperated from 

the relationship struggle to start changing the feminist way of thinking of teenage girls who 

think that ‘life is trivial’ and the older generation who still thinks that their aspirations are not 

fulfilled yet? That is if one can imagine a ‘caring community’. Transition from ‘cold modern’ 

to ‘warm post-modern’, this is the task for women with feminist identity in the 21st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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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십대여성 임파워먼트를 위한 비전과 과제

조한혜정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또하나의 문화 동인/서울특별시립 청소년 직업체험 센터장)

1. 들어가며: 21세기는 여성의 시대인가?

작가 마가렛 에트우드의 <핸드 메이즈 테일> 마지막 장면은 임신한 주인공이 막 탈출한 

국경 밖에서 애인을 기다리는 장면이다. 인류의 미래 사회를 대단한 통찰력을 그려냈다는 소

설이라지만 페미니스트 작가의 소설 마지막 장면이 애인을 기다리는 임신한 여자의 모습이

라니... 그 당시 나는 에트우드가 내린 결론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 후 십년이 지났고 세상의 

변화를 보면서, 또 최근 <로드 오브 더 워> <불편한 진실> 또는 <돈 많은 친구들>과 같은 

화를 보면서 나는 그 화가 공상소설이기에는 너무나 현실성 있는 이야기임을 확인한다. 

세상이 망해도 살아남을 사람은 무기상이라는 것, 지구 온난화가 이대로 진행 될 때 지구상

의 삶은 아주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 임신도 어렵거니와 자연 유산율도 급히 증가하고 있

는 세태를 목도하면서, 더 나아가 여성들이 출산자체를 기피하는 급격한 저출산 현상을 연구

하면서, 미래 사회는 전혀 낙관적일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게 된다.1)

십대여성 임파워먼트의 비전을 세우려면 우선 그들이 살아갈 세상에 대해 상상할 수 있어

야 한다. 그들이 30여세가 되는 20년 후의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평균수명이 90세는 넘을 

그들이 90세가 될 70년 후의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상상하기가 어려운 시대이다. 우리가 알

고 있다고 생각하는 대로 소녀들을 임파워먼트시킬 때 그들은 임파워될 것인가? 어쩌면 그

1) 1985년도에 쓴 이 소설의 배경은 지구가 심각하게 오염되고 많은 여자들이 더 이상 임신을 하지 못하게 된 
‘미래’의 시간대이다. 불안과 갈등으로 분열 해체되던 사회를 군사조직이 장악하고, 극단적 고도관리통제사
회가 만들어진다. 군사정치 지도급이 결탁한 이 사회는 엄격한 성 역할분담의 계급사회이다. 헨드 메이즈는 
임신을 하지 못하게 된 지배층을 위해 특별하게 관리되는 씨받이 여성들이다. 현재 문명이 잘 못 된 길을 
선택할 때 충분히 가능한 암울한 사회의 모습이다. 이런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희구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
들끼리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의 관계에서 아이를 탄생시키고 길러가는 것이다. 그 인류 생존의 기초가 흔
들리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말하는 이 페미니스트 예언자의 소설은 폴커 쉴렌도르프에 의해 <핸드 메이즈>

라는 제목으로 1991년도 화화 되었고 한국서는 [시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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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생각 자체를 버리고 함께 앞으로 오는 세상을 상상하고 준비할 때 오히려 그들을 임파워

시킬 방안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

20세기 말에 십대여성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밝았다. 여성해방운동의 물결속에서 ‘동기화’

된 소녀들은 활짝 열린사회의 문턱을 가볍게 통과하면서 21세기의 주인공이 되리라고 예상

하는 이들이 많았다. 한두 명의 자녀를 가지게 되면서 아들과 딸을 차별하는 부모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사회의 문호는 성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열려갔으며, 젊음과 성적 매력이 중

요한 소비광고 시대로 접어들면서 소녀들은 자신이 가진 ‘자원’과 ‘기대’를 십분 활용하면서 

오히려 ‘과도하게’ 권력화되어갔다. 반면 남학생들의 무기력화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

가 높아지고 있었다. 실제로 소녀들에 비해 소년들의 학교 성적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었고 

의욕상실의 기미를 보 다.2)

물론 이는 인류사상 성별 분업이 가장 엄격했던 농경적 신분제사회를 지나 개인위주의 산

업사회로 이동하면서 일어난 예견된 변화이다. 다 알다시피, 산업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근대 

국민국가’는 개개인이 자신의 타고난 능력을 십분 발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존의 신분

제적 차별을 없애고 ‘국민 학교’를 만들어 산업 사회적 노동을 해낼 일꾼들을 대량으로 길러

냈다. 국가는 기회균등을 보장함으로 신분제와 인종차별, 또는 남녀 차별적 관행을 해소하려

는 노력을 기울 다. 사회개혁에 대한 노력은 물론 억압된 상황을 느끼는 당사자들의 자각과 

함께 이루어질 때 성공하는 것이다. 특히 여성해방운동은 20세기 마지막 ‘민중자각운동’으로 

가정에 머물던 여성들이 공적 역에 참여하게 되면서 봉건적 가부장제의 근간을 뿌리째 흔

들었다. 공공/가정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평생 직장생활을 한 번도 하지 않는 여성은 찾아보

기 힘들게 되었고, 가정주부로서 육아와 가정 일만 하는 여성들의 비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

진 지는 꽤 오래 되었다.

2) 국의 소년들 성적이 소녀들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식의 기사가 실린지도 오래지만, GNP 만불
을 넘어서면서 한국에서도 각 분야에서 여성들의 진출이 늘고 점점 더 기가 세지는 소녀들에 비해, 하고 싶
은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하는 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30년전 행정고시합격자 명단에는 여자가 한명도 
없었는데, 지금은 40%가 여성이고 2006년 사법고시 2차 시업에도 여성이 37% 합격률을 보 다(매일 경제 
10월 13일자). <엽기적인 그녀>라는 인기 화에서 보여준 전형성, 곧 활달하고 자기 목소리가 분명하고, 

자기 주도적인 여성과 그녀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때도 낙담하는 그녀를 자상하게 보살피고 위로해주는 남
성의 이미지를 젊은 남녀들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모방한다. 무거운 짐을 들고 양반/선비 남편의 뒤를 
따라가는 아내가 아니라, 가볍고 귀여운 여자친구의 핸드백을 들어주면서 그녀의 뒤를 바싹 따라가는 남성
이 새로운 이미지로 떠오르고 있다. 20세기 말 여성들은 할머니세대에 비해 상당한 사회문화적 권력을 갖게 
되었으며, 그 이미지를 대중매체는 앞장서서 퍼트리고 때로 과장하여 전달했다. 반면 애인이 없는 남자들은 
패배자처럼 집에서 인터넷에 중독되어 있거나 애인 있는 남자들을 비방하면서 비사회적 성향을 보이는 자
들로 그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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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점은 뒤늦게 공적 역에 진입한 여성들은 남자들에 비해 더욱 강한 동기와 열정

으로 일을 하게 된다는 점이다. 많은 남자들이 “회사 가면 죽는다”고 일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지만(현실문화연구, 2001) 반대로 많은 여자들은 “나는 일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국가에 요구하고, 남자들에 비해 더욱 직장에 

충성하면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의욕을 불태우는 이들도 나타났다. 그래서 지금은 국가나 

기업 최고 의사 결정진에 여성들이 꽤 진출해 있다. 20세기가 건설의 시대 다면, 21세기는 

그런 건설에 내용을 채우는 ‘문화’와 소프트웨어의 시대가 되리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경

쟁과 조직력에 능한 남자보다 소통과 공존의 비결을 아는 여자들의 능력이 부각되었고 소비

대중문화 역을 통해 여성들의 힘은 더욱 막강해졌다. ‘마돈나’와 같이 남자가 필요 없는 전

지전능한 여성의 신적 이미지가 다른 한편으로 여성들을 임파워시키면서 21세기는 ‘여성의 

시대’일 것이라는 전망이 내려지고 있었다. 

반면 그간 일에 매어 있던 남자들은 초고속으로 변화하는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낙

후된 존재’가 되어갔고, 특히 동아시아처럼 고도압축 경제성장을 한 사회의 경우, 남자들은 

돈버는 기계 을 뿐, 사회문화적으로는 아주 낙후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남성들이 조직맨

으로 묶여 있는 동안 상대적으로 여가 시간이 있는 여성들은 대중문화공간과 쇼핑몰, 그리고 

학교 사친회를 통해 비공식/문화적 역의 주체가 되었으며, 여행, 패션, 드라마, 팬덤 등 문

화산업의 주인공으로 시대적 감각을 기르면서 세련된 존재가 되어갔다(김현미, 2005). 최근 

늘어나는 부부간의 이혼은 단순히 여성들이 가부장적 억압을 못 이겨서라는 이유에서만이 

아니라 이미 서로 너무 달라진 생각과 감수성을 참아내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에서 이루어

지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일이세기에 걸친 이러한 여성사적 흐름에서 볼 때 “십대 여성 임파워먼트의 비전과 과제”

라는 주제는 그다지 시의 적절한 과제는 아닌 듯하다. 적어도 소년들에 비해 소녀들을 더욱 

임파워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21세기가 20세기의 연장선에서 

예상한 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십대 여성’들의 삶에 대한 이 심포지엄은 그런 

면에서 더욱 시대 흐름에 대한 명확한 인식 작업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나는 특히 최근의 ‘신자유주의화’에 따른 사회의 재편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이십여년

간 한국에서 남녀평등운동에 참여해온 나는 글로벌 자본주의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심상치 않은 조짐을 읽고 있다. 그것은 단지 일부 남성들의 감정적 백레쉬(반격)로 

표출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도자급에서 강화되는 남성간의 결속, 그리고 사회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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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친 신보수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와중에 여성들을 남성의 

종속적 주체가 아니라 독립적 주체로 임파워시키면서 사회발전을 이루겠다는 그간의 합의를 

파기하는 사건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여성들의 사회진출 문턱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그 양상은 비단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유사하게 일어나고 있다. 신

자유주의적 전환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성별체계가 신보수주의적 방향으로 재구조화되는 조

짐이 역력하다. 

여성들, 특히 소녀들의 임파워먼트를 이야기 하려면 이런 시대적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

적이다. 우선 글로벌 자본주의가 더욱 투기자본주의화 되고, 중간층의 몰락과 함께 신봉건적 

신분제 사회로 접어드는 듯한 시점에 접어들면서 사회전반에 걸쳐 행복한 사람들을 찾기 힘

든, 전체적 기운이 쇠락하고 있는 시대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Camaroff, 

2000; 마르틴과 슈만, 1997). 삶을 지탱해주던 일상의 공간이 파괴되면서 사람들은 불안에 쫓

기는 삶을 살고 있다. 사회구성원 다수가 우울증 약을 복용하거나 그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활동에 몰입하지 않으면 일상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느끼고 있다. 어떻게 다시 사회구성원들

이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갈 동기화를 해낼 수 있게 할 것인가? 그것은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

서의 자신을 되찾을 때 가능해질 것이다. 달리 말해서 자신이 파편화된 세상에 내던져진 외

톨이가 아니라 시간성 안에서 존재해왔다는 것, 그리고 개체로서의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

회적 관계망 속에서 존재해왔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가능한 일이다. 이 점은 딱히 여성에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시대적 문제이자 치유법이다.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을 해온 페미니스트들은 이제 급격하게 소멸되고 있는 ‘공동

체적’ 역을 어떻게 되살려낼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간의 ‘공적 역’ 진입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 ‘가정’을 포함한 새로운 공공 역을 만들어

낼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의 신자유주의적 질서는 개개인들을 극도의 불안 속으로 몰아넣으면서 엘리트 여성들

로 하여금 사회활동보다 결혼을 선택하게 하는 새로운 추세를 낳고 있다. 대학 졸업 나이에 

결혼을 하고 세 명의 아이를 낳는 것이 최고로 성공하는 길이라는 식의 추세가 나타나고 있

다. 여전히 가부장적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사회에서 ‘남자 중심 게임’에 어쭙잖게 들어가서 

고생을 하기보다는 돈 잘 버는 남자를 ‘잡는 것이’ 한결 낫다는 판단을 한 리한 여성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3) 최근 미국 일류대 엘리트 여대생들이 직업 전망보다 돈을 잘 버는 

남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세 명의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다는 식의 기사가 뉴욕 타임즈에 

3) 주간 동아 9월 26일자 특집은 결혼을 고시 보듯 준비하는 여성들의 활약을 취재한 “결혼 고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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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려서 논란을 빚기도 했지만, 실은 이 새로운 결혼 풍속도는 이미 신자유주의 문화의 첨단

을 가고 있는 대한민국 서울 강남 중상계층에서 ‘선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4) 성공적 전문인

이 되어 밤낮없이 일하기보다 가정주부가 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으로 일찌감치 ‘결혼직장’

을 목표로 생애 계획을 세우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 여성들은 어머니들과 함께 결혼 

중개소를 통해 파트너를 구하고 사교육시장을 통해 '입시경쟁'에서 이기는 자녀를 기르고 투

기 자본주의의 주역들로 변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고학력 중상층 여성들이 다시 가정적 존

재를 선택하는 이런 경향은 돌봄사회를 향한 개혁의 조짐으로 읽어낼 수 있으나, 그보다는 

지극히 화폐중심적이고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신보수화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2. 다양한 조건에 있는 소녀들, 그리고 페미니즘

그간 페미니스트들은 여성들이 독립적 주체가 되어야 하고 사회에서 배운 만큼 사회에 환

원해야 함을 강조해왔다. 특히 가정적 존재에서 공공적/사회적 존재로 변해가야 하고, 의존적 

존재가 아니라 자족적 독립체여야 함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최근 자본과 국가기구의 행보나 

다시 가정을 찾으려는 상층부 여성들의 행보를 보면서 그런 주장과 강조점을 재점검해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이런 변화는 여성 임파워먼트의 비전과 내용상에 변화가 있어야 

함을 시사하는데, 이쯤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몇 명의 소녀들의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이 

‘소녀’들은 내가 그간 대학과 하자 센터에서 인연을 맺어온 여성들로, 이 중 한명은 이미 30

세가 되었고 나머지 두 명은 20대, 두 명은 10대이다. 

<성취지향적인 한나>

한나는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성취욕구가 강한 장녀이다. 특히 자신의 꿈을 자녀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자란 한나는 집중력이 뛰어나고 투지가 있으

며 여러 면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는 일류대학 공대를 졸업하고 모두가 가고 싶

어하는 세계 굴지의 다국적 기업에 입사하여 미국에서 6개월간의 신입사원 훈련을 거친 후 

7년 동안 아시아 주요 도시를 돌아다니며 기업의 주요한 멤버로 활동해왔다. 그의 많은 엘리

트 친구들도 국가 공무원이나 한국기업문화가 가진 ‘가부장성’을 성토하면서 다국적 기업에 

4) 뉴욕 타임즈 2005년 9월 20일자에 예일대 출신 루이즈 스토리가 쓴 엘리트 출신 여성들이 모성을 커리어로 
삼고 있다 “Many Women at Elite Colleges Set Career Path to Motherhood" (Louise Story)가 큰 논란
을 빚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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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하여 컨설팅, 판매, 금융 일을 해왔지만 최근 다수가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고 국내외 대

학원에 진학했다. 한나는 다국적 기업에서의 일이 고위직에 가면 좀 쉬워질 줄 알았지만 갈

수록 어려워지고 돈도 잘 모아지지도 않아 실망스럽지만 가족과 나라를 생각하면서 버텼다

고 한다. 서른 고개를 넘으면서 한나는 결혼과 출산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특히 아이

를 낳아 기르고 싶다는 생각이 컸다. 사귀던 다른 국적의 남성과 미래를 논의하 는데, 어떤 

곳에 정착할 지, 바쁜 일정에서 자녀를 낳아 어떻게 기를 수 있을 지 등을 고민하다가 헤어졌

다. 가정을 이룰 적절한 파트너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또한 너무 경쟁적이고 

휴식이 없는 외국 생활에 지쳐서 그는 최근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색다른 카페를 차릴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카페 일이 잘 되면 회사를 그만 둘 생각이다. 한나는 다국적 기업의 

세상이 대학 졸업당시 생각했던 것처럼 합리적이지도 않고 인간적이지도 않은 동네임을 알

게 되었고, 다국적 기업에서 살아남으려면 아무래도 모국어처럼 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

고, 서구의 일류대를 나온 네트워크가 중요하며, 어릴 때부터 외국을 들락거리며 문화자본을 

가졌던 계층출신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카테고리에 들지 않는 

주변인이 살아남기에는 아주 힘든 불합리한 세상이라는 것이다. 그는 다시 모국으로 돌아와 

의미 있는 사업으로 돈을 벌면서 부모님과 형제들을 보살피고 싶어 한다. 그리고 자기와 같

은 사업적 마인드를 가진 소녀들이 있다면 그 소녀들과 멘토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 한나는 

아직도 큰 후회는 없다. 자신을 항상 성취하는 존재로 간주해왔고 계속 그렇게 나갈 것 같다. 

자신의 카페가 휴식과 재충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좋은 동네’와 같은 역할을 해내기를 바라

고 있다.  

<감독이 되고 싶은 두나>

두나는 학교공부도 잘하지만 문화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고 특히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

을 좋아하는 이야기꾼이다. 대학입시공부만 해야 하는 기존 고등학교를 다니다 그만두고 대

안학교에서 인문학과 시나리오 쓰기, 문화기획과 상촬 과 연출, 감독 활동을 해왔다. 대안

학교를 졸업하고 20대가 되어서 대학을 가고자 하 으나 마땅한 학교가 찾아지지 않았고, 모

든 대학에서 요구하는 입시자격도 잘 맞지 않아 구태여 제도권에 들어갈 노력을 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독자적 활동을 하고 있다. 갈수록 제도권이 경직되어가고 제도권 외의 대안적 공

간이 좁아지고 있어서 사실은 먹고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독자적 예술가들이 작

업을 할 공간이 마련되고 그 공간에서 세대를 넘나들며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즐겁게 살 

수 있을 것인데 최근의 변화는 그와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다. 결혼을 할 생각은 

해 본 적이 없고, 할 것 같지도 않다. 항상 아주 친 한 친구들, 그리고 애인이 있었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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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 작업 동료와 애인을 통해 관계에 대해, 그리고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운다. 상

이나 인터넷을 통해 이미 글로벌 수준의 작업들을 대해왔으나, 직접 비슷한 활동을 하는 소

녀들과 국제 교류를 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구체적으로 글로벌 수준에서 일을 기

획하고 활동을 하게 되었다. 얼마 전 대안학교 졸업식에 갔었는데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을 하라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라.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이 있으니 그냥 좀 느긋하게 생

각하자“라는 말을 하게 되었다. 두나는 세상은 어차피 불안한 것이고 그렇게 크게 기대할 것

이 없다고 생각한다. 다행히 그간 자기 길을 찾으면서 쌓아둔 자신의 준거집단이 든든하여서 

미래에 대해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고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다.

<자기 ‘부족 ’을 만나고 싶은 보헤미안 애나>

디자인을 좋아하는 애나는 집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숨쉬기가 힘들었다. 학교를 떠나 좀 자

유롭고, 하고 싶은 작업을 할 수 있는 대안학교에 가서도 내내 방황하 다. 그러던 중 공익 

재단에서 주는 여행기획팀에 선발되어 베트남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여행 중에 숨쉬기가 편

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늘 답답하 는데, 국경을 넘어서서 여행을 할 때는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가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잠시 머물며 디

자인도 배우고 일하면서 살고 싶다. 왜 아주 낯선 곳에 가야 진솔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지 

이해할 수 없지만 여행 중에는 그런 만남이 가능해서 좋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마주 앉은 시간이 너무 좋아, 앞으로 가능하다면 그런 공간을 만드는 일을 하

고 싶다. 일단은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 계속 여행을 다닐 생각이다. 다니다보면 내게 맞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내게 맞는 시공간도 찾아지고, 그러다가 정착할 때도 보이지 않을까...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을 하나 둘씩 만나면서 함께 여행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성적 존재로서의 권력게임을 할 줄 아는 요나>

요나는 집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어머니는 집을 나가고 아버지는 알콜중독

에 걸렸으며, 할머니가 집안을 꾸려가지만 몸이 편찮으시다. 집에는 돈을 벌 생각도 없이 집

에만 틀어 박혀 있는 오빠가 있고 삼촌도 최근 실직을 당하고 이혼을 당해서 집에 와 있다. 

집안 남자들은 요나에게 집안 심부름을 다 하라고 하고, 요나의 옷차림을 보면 야단을 친다. 

집안일을 잘 하는 사람도 아닌데 온 집안 식구들이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집에 들어

가면 숨이 막혀서 요나는 집이 싫다. 그래서 남녀 친구들과 밤늦게 어울려 다니며 논다. 친구

들은 자신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특히 자기는 남자들을 잘 데리고 놀 줄 안다. 술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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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겹게 만들 줄 도 알고 남자들의 속성도 잘 알고 있는 편이다. 물론 요나는 남자들이 원하

는 것을 알지만 함부로 몸을 굴리지 않는다. 그러나 돈이 없기 때문이 자신의 성적 매력을 

잘 활용하여 빌붙어 살아야 할 때가 많다.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하거나 디자인이나 패션 쪽 

공부를 하고 싶지만 작심삼일이다. 무엇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았지만 앞길이 너무 멀게만 느

껴져서 그만 포기하게 된다. 옷가게나 어디에 취직을 해서 착실하게 돈을 벌어볼 생각도 하

지만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며 밤낮 바꾸어 사는 것이 몸에 배어서 습관이 되어서 그것도 쉽

지 않다.

<답답한 집을 탈출하고 싶은 유나 (여성의 전화 상담원이 알려준 사례)>

중소도시에는 별다른 직업이 없고 정부에서 나오는 토건사업이 주 수입원이 되고 다수의 

남자들이 그것을 건수로 먹고 산다. 토건국가적 성향은 지방자치로 일들이 이관되면서 그 경

향이 요즘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홍성태, 2005). 그래서 건설하는 사람들과 공무원, 그리고 

건달조직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친척으로, 동창으로, 또 이권을 나누어 먹는 먹이사슬로 연

결된 긴 한 남성 인맥망이 토호세력으로 부상하는데, 특히 건달, 폭력조직과 연결이 되면서 

청소년 성문화가 독특한 양상을 띠고 있다. ‘조직’은 실업계 고교와 중학교까지 손을 뻗쳐서 

피라미드 조직 하부에서 용돈을 받는 남학생들은 ‘남성적 마초’ 흉내를 일찍부터 내게 되고, 

이들의 경우, ‘여자 애인’은 빠질 수 없는 존재이다. 돈을 잘 쓰고 애인을 자기 소유물처럼 보

호하면서 터프한 모습으로 리드를 하는 남자가 이상형이 된다. 이런 문화가 지방도시에 형성

되면서 10대의 남성중심 유흥문화와 성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작은 지방도시 중산층 가정

에서 자란 유나는 조숙한 아이 다. 초등학교 5학년 부모에게 반항하는 나이가 되면서 중학

교 ‘오빠’가 멋져 보여서 어울려 다녔다. 유나는 그런 오빠가 멋이 있어서 ‘애인’이 되고 성에 

대한 무지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기도 하고 밤마다 함께 어울려 다녔다. 집에서 반대하니까 

가출을 해버렸다. 지역유지인 부모는 어쩔 수 없이 유나를 서울로 보내었는데, 그 ‘오빠’도 서

울로 가서 지금 함께 살고 있다. 

토론 1) <자체 내 차이에 대한 인식> 

앞에 사례에서 보듯이, 소녀들의 문제를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다. 그들이 처

한 삶의 조건은 매우 다원화되었고, 특히 사회와 가족 해체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시점에서 

가정배경과 성향이 다른 소녀들은 십대 소녀라는 공통점으로 묶일 수 있는 동일자라고 보기 

어렵게 되었다.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집이 있는 소녀와 가진 것이라고는 몸 밖에 없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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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 사이에는 매울 수 없는 거리가 있다. 전지구적 자본주의화가 진행되면서 여성들은 하나의 

글로벌 클래스로 연결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한 국가 안에서 여성들의 삶은 더욱 분화되어

서 여성을 하나로 묶어 논의하기는 점점 더 힘들게 되고 있다. 고학력 중산층 출신 여성들이 

성공적 직장인이 되기 위해, 또는 그런 직장인의 아내가 되기 위해 전력투구 한다면 다수의 

중하류층 여성들은 생존을 위해 다시 남성조직의 보조적 역할을 맡게 되거나 하루아침에 생

존자제가 어려운 하류 계층으로 전락해버리기도 한다. 같은 십대여성이라 하더라도 가정환

경, 특히 계급적 삶이 조건에 따라 그들이 가진 문제는 너무나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 차

이를 십분 고려해야 한다. 

그런 경제사회적인 조건만이 아니라 페미니스트 심리학자 시노다 볼린이 쓴 [우리 속에 있

는 여신들]이라는 책에서 생생하게 그려낸 성향의 차이도 고려해야 할 점이다. 볼린은 여성

들을 크게 독립적 자아, 의존적 자아, 그리고 독립과 의존성을 다 가진 자아라는 세 분류로 

나누고 있다. 그 분류에 따르면 근대화 초기 핵가족화시대는 (상호의존적) ‘가정주부’ 성향의 

여성들이 주역이었던 시대 다. 제우스의 아내인 헬렌과 같은 인물이 행복할 가능성이 높은 

시대 던 것이다. 반면 여성해방운동시점은 아르테미스나 아테나처럼 독립적인 여신들이 주

도하는 시대 다. 21세기는 다시 독립성에 대한 강조가 지나침을 이야기 하면서 의존적이건 

독립적이건 모든 성향의 여성들이 자기의 특성을 누르지 않고 발현해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는 때일 것이다. 

달라진 21세기에 소녀들의 임파워먼트를 말하려면 우선 그 다양한 삶의 조건을 제대로 파

악해내야 한다. 여성운동에서는 여성을 사회경제적 자립의 존재, 성적 자원을 가진 존재, 다

음 세대를 출산하고 기를 양육자로서의 존재, 그리고 사회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해내는 존

재로서 차원을 강조해왔다. 위의 소녀들은 각각 자신이 가장 관심이 있고 자원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역에서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그들에게는 적절한 모델들이 별

로 주어지지 않고 있다. 아마도 이 심포지엄에서 현장에 있는 분들에 의해서 그런 모델과 구

체적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라 기대한다. 

토론 2-2) 소녀 임파워먼트의 난제와 대중유흥문화

그간 다음 세대에 관심을 둔 페미니스트들은 소녀교육에 대해 많은 관심을 쏟아왔다. 소녀

들이 스스로를 힘 있는 주체로 서서, 사회적 세력화 해낼 수 있게 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을 마련하고 대안학교도 만들어왔다. 특히 독립적이고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여성들을 배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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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벌여왔고 교과서를 다시 쓰고, 축구팀을 만드는 등, 딸들을 위

한 새로운 교육 운동은 전세계에 걸쳐 다양하게 일어왔다.5) 그리고 이들이 그간 혁신적 모델

을 통해 보여준 비전과 실험들은 대중매체를 통해 사회 전체에 파급되었고, 여성교육의 비전

과 방법에서 큰 변화를 일으켜왔다. 그러나 소녀들이 스스로가 남녀차별에 대해 크게 문제의

식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남성중심의 대중 유흥문화가 소녀들에게 희소성을 부여함으로 소

녀들이 갖게 되는 ‘권력’은 더욱더 소녀들로 하여금 문제인식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다. 소녀들이 자신이 상당히 임파워되었다고 느끼고 있는 점이 난제라는 것이다. 

대중매체와 광고는 끊임없이 십대여성들로 하여금 ‘젊은 몸’을 가졌다는 것 자체로 파워풀하

며, 성적 매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소녀들은 ‘성적 매력’을 풍기는 

여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페미니스트들이 강조해 온 사회문화적 성취와는 많이 

다른 역에 에너지를 쏟고 있다. 그들의 모델은 대중문화산업이 만들어낸 섹시한 배우와 파

워풀한 가수들이지 페미니스트는 아니다. 섹시한 매력이 없이는 취업도 어렵고 데이트도 하

기 힘들어 도태될 위기마저 느끼게 하는 대중소비사회에서, 대다수 소녀들은 자신의 젊음과 

여성됨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그 ‘게임’에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다. 이런 소녀들에게 

그간의 엄숙한 페미니즘이나 전투적 페미니즘이 통할 리 없다. 

특히 성산업 규모가 24조원에 달한다는 한국과 같은 특이한 사회 환경에서, ‘ 계’인 것 자

체로 대단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원이 없는 소녀들 중에는 그 자원을 적극적

으로 활용하는 이들도 생겨나고 있다. 가정적으로 가진 것이 없고 사회적으로 기댈 곳이 없

는 소녀들일 경우, 때로는 자신이 가진 ‘성적 매력’과 몸을 활용해서 생계를 꾸릴 수밖에 없

고, 그 방향으로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해가게 된다. 어쩌면 성적 매력, 연애, 성폭력과 성매

매, 그리고 성희롱이라는 상호작용이 십대여성들로 하여금 성별체계를 새롭게 인식하게 할 

5) 서양의 여성교육사례를 보면, 우선 남학생들 사이의 인기에 연연하는 여학생 문화를 바꾸기 위해 많은 노력
을 기울 다. 예를 들어 성적이 너무 좋으면 남학생들에게 데이트 신청을 받지 못할까봐 일부러 탁월함을 
숨기는 경향, 특히 수학과 과학을 남자의 역이라 생각하여 열심히 하지 않는 경향을 바꾸어내기 위해 사
회적 탁월함을 드러낸 여성 위인들을 부각시키고, 특히 과학과 수학을 잘하는 퀴리 부인 등의 생애를 재조
명하면서 교과서에 그런 여성 인물들을 적절한 비례로 포함시키는 운동을 벌 다. 딸들이 어릴 때부터 직업
인이 되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딸들을 일터로 Take Daughters to the Work"이라는 행사를 
통해 어린 딸들을 직장에 초대하는 행사도 조직하 다. 여학생만의 운동부, 특히 축구부를 만들었던 것도 
여학생들이 단짝 친구나 대여섯명의 작은 집단 활동에 자족하는 경향을 넘어서 ‘조직’에 대한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다. ‘치어리더’가 아니라 ‘본 게임’의 리더가 되라는 것이었다. 부부중심핵가족 문화가 매우 강하게 
안착된 미국과 같은 사회에서는 어릴 때부터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 결혼을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이 뿌리 
깊은 데, 그 생각을 바꾸어내기 여성들간에 ‘진정한 우정’과 ‘연대’가 형성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갔던 
것이다. 1990년대에는 페미니스트 부모들이 주도하여 ‘소녀들만의 중학교’를 만들어서 모든 역에서 여학
생들이 두각을 나타내도록 배려했다. 내가 다녀본 미국 북캘리포니아에 생긴 Mountain View Middle 

school 같은 학교에서는 여학생들의 역량을 한껏 발현시킬 수 있게 하는 일환으로 벤처를 하고 싶은 소녀들
을 위해 최고급 호텔에서 사업 설명회를 하고 투자를 받게 하는 프로그램도 있는 학교 다. 그곳의 여학생
들은 아주 당당하고 모든 면에 걸쳐 거침없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능력을 개발해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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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역일 것인데, 여기서 성애적 관계를 단순히 성적 존재로서의 능동적 선택의 권리이라

는 차원이 아니라 삶 자체를 구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차원에서 다루어낼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이는 페미니스트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가야 할 작업이다. 

토론 2-3) 페미니스트 운동의 지속가능한 성장

현 사회가 신자유주의적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에 급속도록 편입, 흡수되면서 페미니즘이 

급격하게 퇴색해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젊은 여성들은 각자 개인적 성취와 생존을 

위해 매진하느라 분주하고, 다른 곳에 눈을 돌릴 겨를이 없다. 어떤 면에서 외부 세상의 변화

가 너무 빨라서 사회적 ‘해체’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여성들이 원하는 사회는 미처 ‘구성’되

지는 않고 있으며, 이 와중에 건전한 중산층의 해체과 신빈곤층이 형성되면서 사회불안은 드

높아지고 있고 일자리가 없다못해 일할 수 없게된 ‘니트족’들이 양산되고 있다(올리히 벡, 

2000; 후다까미 노우키, 2005). 모든 집단적 노력을 해체하고 오로지 개인 위주의 생존만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체제 속에서 그간의 페미니즘의 성과는 급속히 흡수해버리고, 그 원래의 

운동성을 잃어가고 있다. 소녀들의 행복한 삶을 이야기 하려면 페미니스트들은 이제 자신의 

역사를 뒤돌아보고 새로운 방향성을 찾아야 할 때가 되었다.

지난 20년 동안 여성해방운동과 청소년운동을 함께 해온 나로서는 그간 여성운동이 ‘피해

자’로서의 여성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하여서 ‘세대 연결’에 별 관심을 기울이지 못

했다고 생각한다. 사실상 한국 여성들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자기만의 공간’을 얻어내기 위해 

긴 사투를 벌여왔다. 여성참정권 획득 이후 자각한 여성들은 자기 개인의 해방을 위해 죽음

과 같은 과정일 수 있는 ‘이혼’을 감행했고, ‘낙태’의 권리를 얻어냈으며, 자녀를 매몰차게 내

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그 와중에 딸들, 소녀들은 상처를 받았으며, 그래서 그들은 급진

적 페미니스트가 되거나 반동적 보수주의자가 되었다. 이제 삼 세대에 걸쳐 페미니스트들이 

생겨났다. 할머니 또는 아주머니 페미니스트들은 페미니스트적 소녀들, 또는 반페미니스트적 

소녀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전히 ‘자기만의 방’을 확보하는데 급급하고 있지 

않는가? 이제는 충분히 ‘자기만의 방’에서 자기를 추스렸으므로 방을 나와 새로운 만남을 할 

준비가 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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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가며: 소녀들과 만나는 페미니스트적 주체들, 그리고 실천 방향

여기서 페미니스트들이 만들어온 새로운 삶의 역과 언어, 그리고 주체성을 역사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을 보게 된다. 그간의 페미니즘 흐름을 살펴봄으로 기존의 페미니스트들이 새

로운 만남, 특히 소녀들과 만날 수 있는 접점을 찾아보려 한다. 초기 여성들이 자신의 억압적 

상황을 자각하게 되면서 갖게 되는 첫 번째 반응은 분노이다. 페미니스트 1세대는 “분노하는 

주체들”이었다. 그 분노의 상태는 새로운 세상을 향한 탐구의 자세를 갖게 하 고, 자신, 또

는 그 딸들은 집을 나와 여행을 떠나게 된다. 그 ‘여행하는 주체’들은 페미니스트 2기의 주체

들이다. 그들의 딸들, 3기 페미니스트들은 여행 떠난 어머니를 기다리며, 또는 그들과 함께 

새로운 마을을 만든다. 여행을 멈추고 정착하기로 한 3기 페미니스트들은 그런 면에서 어머

니들이 떠난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 가정은 예전의 가정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를 

그 속에 안고 있는 가정’이다. 이런 세 단계에 걸친 페미니스트들의 여정을 그간의 대중적 매

체를 통해 알려진 작품들을 중심으로 잠시 생각해보자. 

1기 ‘분노하는 주체’ 던 여성들은 일단 ‘남자와 똑 같은 권리’ 행사를 요구하며 나섰다. 유

토피아를 꿈꾸던 ‘근대의 정점’에서 여성들은 남자들과 함께 유토피아에 들어가고자 했다. 20

세기 초반 참정권 운동이 그랬고, 베티 프리단의 [여성의 신비](1968)를 읽은 고학력 가정주

부들이 대거 사회로 나와서 벌인 대중적 여성해방운동도 그랬다. 여성해방운동의 열기는 갈

수록 뜨거워지면서 남녀 동등한 인권과 시민권을 확보해나갔다. 성별 할당제를 마련하고 성

폭력과 성희롱에 대한 감수성을 기르면서 여자들이 덜 분노하는 사회를 만들어갔다. 한국에

서는 1990년대에 <아들과 딸>이라는 드라마를 통해 아들과 딸 차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지고, 실제 사례인 성폭행 사건을 화화한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를 통해 성

폭력 문제를 제기하 다. 미국 화 <피고인>과 <립스틱> 같은 화가 나왔을 즈음이었다. 

직장에서 채용시 ‘용모차별’ 문제가 법적 문제화되면서 직장에서의 성차별 문제가 전사회적

으로 제기되기도 하 다. 1990년대에 들어서서 여성도 남자와 똑 같은 권리와 의무를 하진 

국민이라는 인식은 급격하게 확산되어 갔고, 이런 메시지는 전국민이 보는 텔레비전 드라마

를 통해 알려지면서 전국민의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첨예해졌다. 많은 여성 드라마 

작가들이 그려내는 ‘여성들의 억울한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안방을 파고들었다. 1980년대 변

혁기를 통해 형성된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는 세대가 작가가 되고 사회 전 역에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성별 문화를 바꾸어내기 시작한 것이다.

부당함을 사회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시점에 들어서는 2기는 ‘여행하는 주체‘들이 주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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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들은 자기 실현을 해내기 위해 ‘자기만의 방’을 가졌으며 자유롭게 많은 곳을 여행했

다. 이들 여성주의 2세대들은 제도가 아니라 일상적 삶 속에서 자유를 구가했다. 당시 대표적 

소설이나 화, 또는 드라마를 꼽으라면 소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공지 )를 위시해

서, 연극 <자기만의 방>, 화 <고양이를 부탁해> <봄날을 간다> <미소> 드라마 <대장

금> 같은 작품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화들은 미국 화 <델마와 루이스>라든가 페

미니스트들이 조직한 ‘서울 여성 화제’등을 통해 수준 높은 화들을 접하면서, 그리고 

<섹스 엔 더 시티>와 같은 드라마를 접하면서 좀 다른 여성적 주체를 만들어갔다. 

1990년대 이들 페미니즘 2세대 여성들이 만들어내고 향유해온 작품들의 주요특징은 ‘떠남’

이다. 자기만의 독립적 공간, 자아실현을 향한 욕구를 간직한 이들은 그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곳을 떠나 새 집을 짓고 싶은 것이다. 여행의 언어, 떠다니는 이미지, 그래서 때로는 매우 가

난한 ‘무소유의 자유로움과 당당함’을 부각시킨다. 그리고 이런 허허로운 이미지들은 단번에 

대중매체, 특히 광고에 의해 차용되고, 젊고 매력적이고자 하는 여성들은 늘 길을 떠났다. 동

아시아의 고도성장 사회에서 거대한 젊은 여성들의 엑소더스 행렬과 급격한 저출산 경향은 

이 페미니스트 2세대가 가져온 자립을 향한 노력의 사회적 효과일 것이다. 의식있는 여성들

은 대거 새로운 ‘자기 부족’을 찾아 길을 떠났고,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고 있다. 돌아와 새로

운 삶의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이들도 생기고 있지만 그들은 집을 짓기에 아직 가난하다. 

그런 와중에 3세대 여성들이 자라나고 있다. 선배를 보면서 자라나는 십대들은 집 떠나기

보다 집에 머물러 있는 편이다. 사실상 이들은 선배들이 지은 집에 살고 싶은 여자들일지도 

모른다. <조이럭 클럽>이나 <아메리칸 퀼트>와 같은 화들은 세대간 여성들의 만남을 그

리고 있긴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집 떠난 엄마나 선배들은 미처 집을 짓지 못했다. 집을 떠

난 선배들은 여행을 하면서 어떤 집을 꿈꾸었을까? 마를린 고라스의 <안토니아스 라인>을 

보고 <뷰티블 그린>과 같은 사회를 이들은 꿈꾸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최

근 젊은 여성들에게 인기를 끄는 마을은 그것과는 좀 다른 그림이다. 동성애자 노인들이 모

여 사는 공동체에 합류해서 행복해진 이야기를 그린 일본 화 <메종 드 히미꼬>나 아이를 

돌보면서 여자들끼리 모여 사는 ‘행복한 후천 가족’을 그린 한국 화 <가족의 탄생>과 같은 

화이다. 그리고 <섹스 엔 더 시티> 주인공들이 40세가 된 모습을 그린 <돈 많은 친구들>

에 등장하는 여자들은 신자유주의에 쫓기는 절박한 모습들이다. 자신들이 살아갈 시대를 잘 

읽고 있는 20대 청년여성들은 신자유주의로 치닫는 사회의 흐름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보

수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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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페미니즘’의 세대로서 새 길을 모색하는 이들의 특징을 보면, 일단은 안전을 희구

하며 ‘강자’의 편에 서려는 점일 것이다. 피해의식에 시달리고 싶어하지 않으면, ‘독립/자립’해

야 한다는 강박에도 시달리지도 않는다. 어쩌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

문일 것이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집을 떠나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는 생

각을 하지 않게 된 이들은 좀 다른 사람들과 접속한다. 어머니의 삶을 거부한 어머니와는 달

리, 어머니와 한편이 되어 신자유주의시대를 살아남기 위해 모종의 결탁관계에 들어가기도 

하고, 남성보다 더 남성적인 주체가 되어 남성사회에서 살아남기로 작심을 하기도 하고, 남성 

멘토들을 적극 찾아 나서기도 하다. 아예 여자로서의 성적 매력에 초점을 맞추어 성적 권력

으로 생존할 방법을 찾아 갖가지 묘안과 매뉴얼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고양이를 부탁하고” 

집을 떠나기보다 “엽기적인 그녀”의 주인공처럼 시대에 맞는 발랄한 이미지로 남자를 만나 

신데렐라가 되는 길을 선택한다. 

나는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기회균등과 공평성을 따지는 시기를 지나, 유토피아를 찾아 계

속 여행을 하는 시기를 지나, 새로운 삶의 공동체를 만들어내기 위해 모여야 한다고 생각한

다. 다시 가정적인 돌봄과 상호 학습의 원리가 살아 있는 작은 공동체를 바탕으로 전체 사회

를 재편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원자화된 개체들의 끊임없는 경쟁체제에서 아이들

을 낳을 수도 없고 기를 수도 없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은 ‘떠남의 프로젝트’

를 마무리 하면서 자체 안에 살림의 세상을 만들어내는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한다. 소녀들은 더 이상 해체할 것도, 떠날 미지의 세계도 없다는 것을 머리로 또 몸으로 알

고 있으며, 이미 집이 없어진 지 오래다. 이들은 자신들의 생존이 위험에 처해있음을 누구보

다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미래를 더 이상 꿈꾸지 않는다. 

이들을 임파워시킨다는 것은 신뢰하는 관계와 싫은 일을 참고 하면서 그나마 버티고 살아

갈 만한 동료와 멘토와 대안적 시공간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다. 세상은 그래도 살아갈 만

한 곳이고, 여전히 자신이 살아있음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있고, 함께 밥을 먹고 배우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다시 인류 초기 가족의 기능을 생각해

내고 마을의 역할을 생각하면서 출산과 육아와 공동의 식탁과 일터가 보여져야 하고 바로 그 

마을을 위해 자신이 할 무엇이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십대들을 위한 페미니스

트들의 과제는 양육강식의 가치가 지배하는 세상 안팎에 집을 짓는 일이다. 초기 페미니즘의 

메시지를 어떤 경쟁에서도 이기는 ‘성취적’ 자아를 가지거나 섹시함을 통해 권력을 행사하는 

법을 터득하는 것으로 인지해버린 소녀들에게 개체단위의 생존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알리고, 서로를 보살피며 집을 이루는 것이 21세기 페미니즘의 아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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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 사회와 공동체에 대해 어떤 관심도 갖지 못하게 된 이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낼 것인가가 21세기 소녀들을 임파워먼트하는 핵심 작업이어야 한다는 것

이다. 그리고 그 사회적 관심의 시작은 ‘돌봄의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길러질 자질이다. 달

리 말하면 소녀들을 임파워시킨다는 것은 바로 모든 세대의 여성들이 다시 서로 연결되는 것

이다. 지금은 명료한 해결책이 나올 때가 아니라 서로를 나름대로 참아내면서 함께 한 시공

간에서 뭔가를 할 수 있으면 된다. 어쩌면 그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은 나

름대로 살아갈만 한 곳이라는 것,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고, 여전히 상호 의존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느낄 수 있다면, 그리고 그들이 나름으로 보살필 관계와 시공간이 있다

고 느낀다면 소녀들은 그것으로 충분히 임파워된 상태라고 나는 생각한다. 파편화된 찰라적 

존재가 아닐 수 있으면 된다는 것이다.

그간 나름대로 세대간의 연결을 시도해온 나로서는 이 인식과 태도의 전환을 요구하는 작

업이 아주 어려운 과제임을 잘 알고 있다. 아직도 많은 여성들은 강요된 ‘돌봄’의 역할에 진

력이 나있다. 어렵게 얻어낸 ‘자기만의 방’에 좀 더 머물러 있고 싶어하고, 아직도 풀어야 할 

문제들, 싸워야 할 대상들, 혼을 내야 할 상대가 너무 잘 보여서 시선 이동을 하기가 쉽지 않

다. 한국에서 여성부에 보육, 그리고 청소년 업무를 합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여성운동계 내

부에서 가장 반대가 많았다. 다시 육아와 가정을 받아들이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이

들이 많았다. 6) 그러나 나는 이제 혼을 낼 상대를 생각하기보다. 더 이상 세상을 어떻게 해

볼 힘이 없어진 ‘그들’을 낙후시켜도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이제 별로 힘이 없

으므로, 그간 여성들이 해낸 성과를 자축하고, 여성들이 미래를 만들어낼 critical mass가 된 

것을 축하하는 쪽으로 가면서 스스로 즐겁고 생산적인 주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페미니스트들은 남성적 주체를 모방하거나 동일적 자아를 복제하는 작업을 그만 

해야 한다. 충분히 ‘동일성의 복제’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계속 그것을 고집할 때 일어나는 현

상은 모든 사람들을 계몽의 대상으로 삼는 ‘전투적 운동가’ 내지 ‘복지적 페미니스트’들이다. 

이제는 여성 내부의 다양성에 주목하고 그 다양성을 보다 풍성하게 만들어내면서 연대하는 

시기로 접어들어야 한다. ‘개체적 독립’이 아니라 ‘상호 돌봄의 관계성’을 중시하는 페미니즘, 

다양성을 바탕으로 폭넓은 연대를 해낼 수 있는 페미니스트 연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다. 서로 다른 여성들로부터 배우고 성장하는 관계를 맺는 법을 터득한 ‘매력적인’ 사람들은 

6) 마침 작년 한국의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확대한 과정, 그리고 올해 일기 시작한 청소년 업무의 여성가족부
로의 부처 이관 과정을 통해서 한국의 페미니스트들은 여성 주체의 ‘포용력’과 개방성, 그리고 토건국가적 
세력화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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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자연스럽게 십대여성들과 만나고 그들을 임파워시켜낼 수 있다. 십대를 계몽의 대상으

로 삼는 ‘복지가적 페미니스트들’은 십대여성들에게 모델이 되지 못한다. 소녀들과 만나는 사

람들은 ‘다름’을 볼 때 불안해지기보다 호기심을 갖게 되고 그런 다양성을 조직화해내는 수준

에서 일을 꾸릴 수 있어야 한다. 자기와 다른 세대가 가진 전제를 알아가고, 다른 소수 집단

과 만나가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들, 소녀들 스스로 자신의 욕망을 바탕으로 일을 만

들어내고 축제를 벌일 수 있게 하는 코디네이터들이 많아져야 한다. 그럴 때 소녀들은 어머

니와 할머니의 삶이 가진 긍정성을 다시 찾으려 하고, ‘아이를 낳고 돌보는 존재’로서의 자신

을 축복하게 될 것이다.7)

물론 이 다양한 만남에는 남성과의 만남도 포함된다. 여전히 가부장적인 남자들과는 어떤 

식으로 만나며 남자 소년들과는 어떤 파트너십을 가질 것인가? 마초남성들의 마지막 공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여성들만의 공화국을 만들고 싶은 욕망이 높아질 때도 있다. 

그러나 유토피아를 말하기에 우리 삶은 너무 피폐해져있다. 꼭 마초가 아니라도 남녀의 경험

의 장은 너무 유리되어 있고, 이제 대중매체가 지배하는 후기근대적 상황에서 여자들은 온스

타일, 남자들은 온게임에 몰려 있듯, 다시 남녀유별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야구광 애인과의 

관계를 그린 <나를 미치게 하는 남자 Fever Pitch>는 그런 남녀간의 거리를 잘 묘사한 

화이다. 지속가능한 생존을 우려해야 하는 종말적 시대에 우리는 다시 인류라는 종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인류는 다음 세대의 ‘생존’을 염려하는 사유와 돌봄 능력으로 지구

상에서 생존해온 생물체임을 상기하게 된다. 이 시점에 남성과 여성의 공존을 위한 돌봄의 

사회를 상상하고 방법을 알아내는 것은 지금 페미니스트들이 해내야 할 몫이다. 여전히 지구

의 자원의 90%는 남자들에 의해 독점되고 있다. 줄리엣 미첼의 책 제목처럼 ‘가장 긴 혁명’

을 하는 페미니즘은 다시 변화하는 상황에서 전체 판을 짜야하고 인류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페미니스트 운동은 오래전부터 매우 전략적이었을 것임을 상기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전지구화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페미니스트 아젠다는 또한 코스모폴리탄 실천이어야 할 것

이다. 전체 판을 새로 짠다는 것은 국민국가에 한정된 일이 더 이상 아니다. 그간 근대국가체

제에서 특혜를 받은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은 좀 더 코스모폴리탄적 인 존재 다. 국경을 넘

어선 대중매체의 향유로부터,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 그리고 글로벌 기업의 엘리트 사원

7) 아시아 교포여성들이 그린 화에는 할머니와의 화해가 종종 그려져 있다. 멕시언 킹스턴의 [여인무사]와 
조셀린 무어하우스 감독의 아메리칸 퀼트 How to Make an American Quilt (1997)에 보면 흑인 여성과 
백인 여성, 그리고 세 세대 여성들의 어우러짐이 잘 그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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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은 지금 지구촌의 삶을 누비며 코스모폴리탄 시민으로서의 삶의 터전

을 만들어내고 있다. 나는 서울의 작은 청소년 문화센터인 하자센터에서 ‘소녀들의 페미니즘’

이라는 작은 모임이 꾸려지는 일을 도왔고 또 그 모임이 벌이는 활동을 지켜보아왔는데, 비

디오 엑티비스트로, 페미니스트 의례를 기획하는 기획자로, 공연자로 성장하는 그들은 특히 

국경 너머에 있는 소녀들과 접속해가면서 커다란 성장을 해내었다. 나는 이 모임이 21세기 

페미니스트들의 새로운 역과 언어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과 서울의 만남, 국경을 넘어선 만남, 소녀와 아주머니와 할머니들의 만남, 이미 세상

을 떠난 시인과 그 시인이 흠모했던 다른 시공간에 살던 시인과의 만남, 다양한 접속에서 튕

겨나는 스파크를 몸으로 느끼는 소녀들. 나는 이런 여성주의 에너지를 해남과 서울의 페미니

스트들이 만들어낸 고정희 문학제에서, 강릉과 서울의 페미니스트들이 만들어내는 허난설헌 

축제에서, 그리고 김해의 카리스마 할머니들과 세대간 여성들이 만나 뿜어내는 실버 축제에

서 확인하고 있다. 관계성을 회복한 페미니스트들의 작은 움직임이 ‘세상은 그냥 막 살다 떠

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던 십대 소녀들의 마음에, 그리고 여전히 욕망이 실현되었다고 생각

하지 않는 기성의 유토피아를 꿈꾸는 페미니스트들의 마음에 변화의 불씨를 지필 때가 되지 

않았을까? ‘돌봄이 있는 마을’을 상상할 수 있다면 말이다. ‘차가운 근대’에서 ‘따뜻한 후기 근

대’로의 이행, 이것이 21세기에도 페미니스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여성들이 이루

어내야 할 과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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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owering Female Teenagers

Sung Hae, Park
(Director of Seoul Resource Center for Young Women)

Ⅰ. Why do we need empowerment for female teenagers1)?

Teenagers are independent individuals who think, make choices and act on their own in 

life. However, they also live in an environment that is difficult to develop/sustain self identify 

in order to lead life. For instance, adverse social environments such as education focused on 

college preparation, corrupt & pleasure-seeking culture that encourage juvenile delinquency 

and lack of space & program for youth, coupled with unrealistic expectation of parents or 

indifference, abuse, violence and divorce are factors that drive teenagers to run away from 

homes.

According to a statistic by National Statistical Office, number of runaway teenagers 

(aged 9-20) increased to 16,894, up by 26.3% compared to 2003. Among number of 

runaways, 26.8% were teenagers, of which 57.7% were women. Stated reasons for running 

away from homes were often traditionally rooted in family structure and functions but teenage 

girls stated sexual abuse and stress from home as reasons for running away while teenage 

boys ran away to avoid consequences of juvenile delinquency or just for fun (Adams, Gullota 

& Clancy, 1995). Furthermore, teenage girls are found to be more vulnerable to sexual 

violence versus teenage boys.

Teenage women, who are both ‘teenager’ and ‘female’, share, on one hand, same 

gender issues such as runaway, prostitution, sexual violence and employment while they are 

know as ‘completely different generation’ since they are rooted on unique culture that can not 

be understood using conventional paradigm. Teenage women are also discriminated against 

others in enjoying their ‘citizenship,’ e.g., labor right, voting right and right to happiness.

1) Teenage women refer to female teenagers from 13-19 who are not adult. Various researches in teenage 
women also use teenage girls, female students to refer to the same group but this paper will refer to this 
group as ‘teenage women’ as to under score independent and self-reliant aspect of th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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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disadvantaged teenage women may have full capability to lead successful 

growth to become female adults, teenage women are faced with more challenges as they are 

deprived of enough resources and opportunities in reality. 

However, as Havighurst (1953) mentioned, individual will be able to respond more 

effectively as well as lead a positive life once challenges in adolescences are well overcom

e2). Therefore, teenage women developments should be targeted at ensuring effective response 

at adequate stages in life(LeCroy & Daley, 2001) while encouraging them to find inner power 

that human poses by proactively participating is critical issues in life, i.e., empowerment 

(Saleebey, 1992) is needed. 

In this respect, the concept of empowerment encompasses possibilities for teenagers to 

change the future environment she or he is facing (Saleebey, 1992; Zimmerman, 

Ramirez-Valles, & Maton, 1999). When a teenager finds the power to change through 

empowerment, inner-self,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political and social aspect of a person, 

it can create a positive change to fully express his/her capabilities (Parsons, 1999; 

Zimmerman, 1995). Moreover, as inner-self is expressed in schools, various group activities 

and youth programs, it can also create a growth platform for building a healthy society 

(Zimmerman et al., 1999). 

As mentioned above, various policies and programs directed specifically for teenage 

women is required to find positive self-energy to achieve empowerment and these programs 

for teenage women should be designed based on gender sensitive perspectives3). 

Empowerment program for teenage women should be limited to specific agenda, e.g., 

pregnancy, suicide and drug addition, but should have comprehensive and multidimensional 

approach, in terms of economy, culture, society and politics. 

Therefore, the paper seeks to raise support and attentions from the symposium for 

developing empowerment programs for teenage women while the presentation will focus on 

introducing integrated empowerment program based on gender sensitive perspectives and 

overview & directions of SRC project.  

2) Havighurst(1953) used the concept ‘developmental task’ to explain this aspect, stating that individuals have 
commonly accepted developmental task to fulfill in specific range of time; referring to it as a ‘critical 
period’.

3) ‘Gender sensitive perspectives’ refers to a view that women often have different and, at times, conflicting 
perception and requirements compared to men. As a consequence, it seeks to compare life of women vs. men 
to reflect female-specific experiences in life and reviews whether such aspect benefits or damages certain 
gender as well as intervention of stereotypes on gender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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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Integrated Empowerment and SRC Project

1. Concept of Integrated Empowerment

Empowerment4) refers to finding inner power of an individual or a group (Saleebey, 

1992). Individual-level empowerment also has something to do with organization or 

communities via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political technology & resources (Schulz, 

Israel, Zimmerman, & Checkoway, 1995). Individuals who have built empowerment on a 

personal level, then, have inner power to motivate him/her and would be able to bring about 

personal changes based on psychological stability and self-ego. Such changes will further 

develop ability to interact with the environment or interpersonal skills that can enhance 

problem-solving and securing self direction and lead to transformation in social structure that 

can influence him or her (Hee Sung, Kim, In Yong Jae, 2004). 

Therefore, empowerment creates inherence on power to change and allows oneself to 

proactively respond to the external environment. This empowerment, which started on a 

personal level, then, evolves through interactions with group/organization/social level 

empowerment. 

Specific areas of empowerment differs across scholars and institutions but Chang Wook 

Choi(2005) defines empowerment space in 3 sub-areas; personality & value, capability 

building and civility enhancement.5) 

Chul Kyung Yoon (2006) uses the term ‘capability building’ to divide empowerment 

into individual, social, political and cultural areas and stated that integrated capability across 

each area is needed. Empowerment of teenage women is an effort of teenage women to 

realize her value and existence and to identify oppressive factors ingrained in our society as 

well as enhancing awareness on women’s right, preserving/creating women-friendly culture 

4) Empowerment is a combined word from a verb, ‘empower’ and a noun suffix, ‘ment’ and is defined as 
‘giving authority or power to someone,’ ‘developing ability,’ or ‘enabling oneself.’ (Min Jung Dictionary, 
1997) Many previous studies also uses other terminology such as ‘authority giving/endowment’ (Ok Kyung 
Yang & Mi Ok Kim, 1999) or capability building (Yoon Hwa Lee, 2000) to refer to the word 
‘empowerment.’ This paper will use the term ‘empowerment,’ while quoting the specific terms as it is 
without any changes when referring to it in ti paper.

5) Chang Wook Choi(2005), defines empowerment areas as follows: ‘personality & value,’ includes developing 
good value and personality for adolescences, promoting good youth activities, including sports, increasing 
support for youth club activities & cultural performance, and expanding youth volunteer activities; ‘capability 
building,’ includes enhancing fitness activities, expanding job experiences & career counseling, and 
enhancing youth science & information technology skills; and finally, ‘civility enhancement,’ includes 4 key 
initiatives such as enhancing adolescence right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raising awareness/behavior of 
democracy and developing youth exchange & global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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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o expand employment and vocational training opportunity to enjoy healthy and reliable 

life. Empowerment also extends to developing accountability and leadership as a member of 

civil society. 

Parsons (1999), for instance, categorized consequences of empowerment into inner-self,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political/social area, as mentioned in the following table. 

Table 1. Consequences of Empowerment

Area Inner-self
empowerment 

Interpersonal
empowerment

Community/political
empowerment

Description

(Self-awareness)
- Self-awareness
- Self-acceptance   
- Self trust
- Self respect
- Feeling of having 

rights

(Knowledge/technology)
- Assertion 
- Limit setting
- Giving
- Asking for help
- Problem-solving
- Utilize resource
- Critical thinking

(Behavior)
- Participate in org.
- Compensate by helping others
- Contribution 
- Voting, write letters and 

present to public
- Sense of control over own 

life

Source: Parsons, R.(1999). Assess helping process and client outcomes in empowerment practice. 
Empowerment practice in social work. edited by Shera W. & Wells L. M. Canadian Scholars’ 
Press Inc. p. 401.

Empowerment areas defined by previous researchers are broadly divided into inner-self 

and external aspects. Sub-areas for empowerment include individual, political, economical, 

social and cultural areas. 

The word ‘integrated,’ which is the theme of this symposium; ‘Integrated Empowerment 

Program,’ has diverse meaning. Literally, empowerment refers to ‘integrating everything in 

one,’ which may mean integrating different empowerment areas into one or various views 

based on diverse & different subject/programs. Empowerment goes beyond diverse and 

comprehensive views to cover consistent and integrated point of view. In other words, lack of 

a consistant perspective on each of the programs for teenagers may lead to failure in fulfilling 

end goal of various teenage programs (e.g., education, policies). For instance, sexuality 

education program directed that emphasizing importance of virginity along with writing 

contest under the subject of ‘sexual liberation’ would be highly inconsistent and fragmented 

series of programs (Mi Hye Won, 2006). 

Moreover, integrated empowerment program is a sensitive response to socially 

vulnerable identities. Teenagers who have experienced domestic/sexual violence, marr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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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enagers, teenage single moms and teenage homosexuals all have different psychological and 

social position based on age, schooling, shelter availability, street dwelling and academic 

achievement. What is most important is that such gap should not be a basis of discrimination 

or exclusion from these programs.6)

In the next section, the paper will take an overview of various projects in Seoul 

Resource Center for Young Women based on the definition of integrated empowerment 

program. 

2. Projects of Seoul Resource Center for Young Women

The Seoul Resource Center for Young Women (“SRC”) was founded in December 2000 

as Seoul Information Center for Young Women, the first system to provide protection and 

rehabilitation services for young women who have run away from home or were exposed to 

unhealthy environments. SRC bridges the efforts of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n 

supporting teenage girls, introducing a new organizational model based on coordination of 

administrative systems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professionals from the 

private sector.

For its first two years, SRC pursued a policy of protection for teenage women. Its 

major projects were developing programs tailored to the needs of runaway teenage women, 

enhancing the functions of family for runaways or those involved in teenage prostitution, and 

providing family therapy for inmates of protection shelters for teenage women. In this stage, 

SRC classified teenage home-leaving and prostitution as problems requiring action and put 

emphasis on leading the young women back home or strengthening the role of family.

  

Soon after, Seoul Information Center for Young Women changed its name to Seoul 

Resource Center for Young Women (December 19, 2003) and expanded its mission to include 

prevention, and support of building social safety nets. Since then, SRC has gone beyond its 

previous approach of protection and welfare for teenage women and pursued projects focusing 

on the rights of teenage women, stressing their sexual and social independence. At the same 

time, SRC’s projects took an approach to distressing experiences (such as running away from 

home or prostitution) as structural problems of the society.

6) For instance, sexuality education at Seoul Resource Center for Young Women encourages the expression of 
‘boyfriends and girlfriends’ because homosexuality issue has, recently, become an important factor for 
understanding teenage culture. The use of this expression means there is lack of sensitivity for sexual 
ident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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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ugh SRC is still only implementing the notion of teenage women’s rights within the 

limitations of supporting runaway girls and those exposed to teenage prostitution, it plans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o develop and lead diverse programs and gender equality policies 

that enhance the empowerment for a wider base of teenage women and eventually all 

teenagers.

Overview of SRC Projects

The main projects of SRC are illustrated in Figure 1 below.

Figure 1. Main Projects of Seoul Resource Center for Young Women

(1) Prevention

① Street Outreach Service, “Bridge Project”7)

The Bridge Project provides outreach counseling on the streets for teenage women who 

have left home and roam the streets or who need protection and intervention from harmful 

environments. The Project currently includes Regular Outreach I and II and mobile medical 

treatment. Regular Outreach is located in Hangang Park at Yoido, Dongdaemun shopping 

7) The Bridge Project, a form of outreach for runaway teenagers, began with “Bridge over Troubled Water. 
Inc.” in Boston, U.S. The Project runs clinics on wheels that provide health care, counseling, and sustenance 
information for teenagers on the streets (Ja-Eun Choi,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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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ct, and Nowon subway station, and medical treatment is provided in the Dongdaemun 

district alongside the Outreach services. Public service workers from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ere hired for the Project when it was under direct management of SRC in 

2001. However, since 2002, SRC commissioned the private sector for the Project. Now Seoul 

YMCA Youth Shelter, Nowon Youth Shelter and Global Care are entrusted with the Project. 

Public service workers from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volunteer workers from the 

commissioned organizations together offer counseling, sexuality education programs, various 

items to raise awareness, and food to teenagers, and have established close links with the 

teens in need. 

② In-School Sexuality Education Support

As a fundamental preventive measure for sex-related teenage problems, SRC offers 

professional sexuality education and resources. This aims to build a social infrastructure to 

introduce an alternative model of sexuality education that reaches beyond the limitations of 

sexuality education at school.

Sexuality education at today’s schools has many shortcomings. The little time allocated 

for sexuality education (once or twice a year), shortage of professional staff, ineffective and 

fragmented content that is uniform across all age groups and genders, and lack of training 

opportunities and resources to enhance the abilities and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of 

teachers all contribute to unsatisfactory programs. SRC bring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school programs into consideration when providing direction for sexuality education. 

Through meetings and training with outside experts and support of in-school sexuality 

education, SRC seeks to develop and implement integrated sexuality education programs. 

These programs do not repeat “the birds and the bees” but provide integrated education from 

the gender sensitive perspectives, including awareness on sexual violence, prostitution, gender 

equality and self-defense. Since 2004, SRC’s sexuality education is taking place on the class 

level, replacing the previous form of mass lectures. In addition, through cooperation with the 

schools, SRC’s programs are designed to be authentic and involve discussion to best 

accommodate the needs and characteristics of the target students (female/male/both, grade, 

previous sexuality education etc.) 

Example> K Middle School (Session # 3 of 4 Sessions: “Re-Thinking Gender Ro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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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Sexuality Education Centers (Including SRC Sexuality Education School-Ground 
Campaigns)

At the Sexuality Education Center at SRC, teenage girls in shelters, middle and high 

(mostly vocational) school students, sexuality education teachers and experts can get practical 

education on better communication and sexual ethics. The Sexuality Education Center helps 

empower female students and teenagers in shelters to develop positive self-images and grow 

into self-respecting individuals who have sexual autonomy. It also offers a model of 

integrated sexuality education, serving as a workshop site for sexuality education teachers and 

thereby promoting programs for gender equality. The Sexuality Education Center consists of 

four different sections where visitors can acquire knowledge of sexuality (display of 

anatomical models and photographs); develop relationships and cultivate communication skills 

through role-playing in group dynamics; and gain awareness of gender equality in the process. 

The SRC Sexuality Education School-Ground Campaign carries out many events visiting 

middle and high school festivals with various sexuality education props and posters to 

compensate for the shortcomings of mass lecture-type sexuality education. The Campaign not 

only provides guidance to prevent sexual violence and prostitution but also demonstrates a 

new approach to sexuality education.

These forms of support attempt a more professional and systematic approach to 

sexuality education, moving beyond the framework of conventional sex ed and providing a 

more integrated viewpoint. This lays the foundation for teenage female empowerment from 

the gender sensitive perspectives. 

(2) Shelter Support Programs 

① “Theme Project”

Theme Project is a case in point of the integrated empowerment programs from Seoul 

Resource Center for Young Women. The Project includes organized support programs for the 

psychological/social and economic independence of teenage women in shelters. The programs 

focus on enhancing the expertise of staff at shelters and instilling a sense of independence in 

the teenagers at such shelters, by establishing cooperation between civil organizations and 

shel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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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Project began in 2001 and has been in operation for 6 years since. It has shown 

improvement in content and expertise with each passing year. Theme Project not only 

supports the healthy development and growth of marginalized teenage girls but also forms 

networks for the shelters that house these teenagers and helps prepare the staff better. With 

its monitoring study that oversees and supports the programs of such shelters, Theme Project 

also contributes to better service and objective evaluation of the shelters. 

In 2006, the Project developed a Comprehensive Independence Support Program that 

responds to the needs of teenaged women who have experienced distressing situations such as 

leaving their homes, prostitution and unwanted pregnancy. This aims to help teenaged girls in 

shelters gain independence and become capable individuals. Up to this point, the Project has 

commissioned 15 shelters for teenage females and relevant civil organizations to run its 

programs. In the gender sensitive perspectives, the entrusted entities are implementing 

programs for social adjustment, economic independence, self-defense/advocacy and health, 

social development, cultural contents, job opportunities and academic skills. 

 

(3) Staff Training and Networking 

① SRC Training Academy for Staff

SRC runs its Training Academy year-round to educate staff into professionals in young 

women’s issues. The Academy curriculum includes feminist counseling, sex education 

programs, seminars on sexuality, editing video content on young women’s issues, and 

leadership workshops. Shelter personnel, staff at organizations for young women, alternative 

school teachers, legal/medical professionals, feminist groups and experts on teenage issues are 

the typical participants. 

② Linking Resources and Networking

In addition, SRC runs a website (http://1318.seoul.go.kr) to build a network of 

information on teenage women’s issues and has a library that has over 8,000 books and 

videos on teenagers. It also provides mobile library services twice each month. SRC also 

supports community resources (theater, newspaper subscriptions, books, festivals, museums 

and musicals) free of charge for teenage women and staff who work with teenagers. 

Meanwhile, SRC’s global networking activities develop agendas and policies on teenage 

women and build local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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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Closing: Challenges Facing SRC

SRC’s programs do not always lead to immediate empowerment of teenagers. Instead, 

they must be seen as part of an ongoing effort to help empower young women from the 

gender sensitive perspectives, and will require constant work and development.

Rather than focusing on individual cases of teenage women, Seoul Resource Center for 

Young Women takes an integrated approach to empower the teenagers in a constructive way. 

What is important for a properly executed empowerment program is to help the participants 

understand clearly what they need to fulfill. A comprehensive program that incorporates 

gender sensitivity will be best positioned to do so for women who are also teenagers. 

For the true empowerment of teenage women, programs must be developed in diverse 

fields and be integrated together. Empowerment of teenage women will only be possible 

when opportunities for a variety of female-friendly activities that meet the needs of teenage 

girls are provided. For example, sexuality education for empowerment and autonomy, gender 

equality career counseling for self-determination and life planning, programs in culture and 

fine arts, economy, political participation and leadership should be provided. Also, effective 

organizations that can provide integrated empowerment programs must be established to give 

more teenage women opportunities and benefits so they can grow into autonomous, 

independent, and healthy individuals.8) 

Such integrated empowerment programs should not only empower the teenage women 

but also promote the culture of gender equality, eliminating the inequality in our society. If 

teenage women themselves fail to acknowledge they are being discriminated, it is SRC’s task 

to help them break free of the mindset that impairs their cognition. To gather society’s 

support and attention for teenage women and help the teenage women themselves to stop 

thinking within conventional boxes, a culture open to these individuals should be established, 

and teenagers should be helped to find their own identity in that culture. It is therefore 

important to provide such cultural groundwork and develop content that takes the gender 

sensitive perspectives.

8) There are many NGOs that have sexual cognition empowerment programs for teenage women (e.g. “Girls 
Incorporated”, “Powerful Voices” of U.S. and “Power Camp” of Canada). Please refer to Seoul Resource 
Center for Young Women’s website (http://www.1318.seoul.go.kr) for mor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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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 will continue to help teenage women actively participate in advancing gender 

equality and empowerment, by providing diverse empowerment programs and creating a 

culture open to teenage women. 

On behalf of Seoul Resource Center for Young Women, I pledge 
our commitment to always do our utmost for the future of 
young women and all teenagers. Thank you for you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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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대여성의 임파워먼트를 위한 늘푸른 프로젝트

박 성 혜 (서울시늘푸른여성지원센터 소장)

Ⅰ. 십대여성1)의 임파워먼트 왜 필요한가?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 활동하여 자신의 삶을 이끌어갈 주체이다. 그러나 청소년

은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이끌 수 있는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 속에 

존재한다. 입시위주의 교육방식, 청소년 탈선을 부추기는 향락퇴폐 소비문화, 청소년들이 참

여할 수 있는 건강한 활동 공간 및 프로그램 부족 등의 역기능적인 사회적 환경과 부모의 지

나친 관심과 환경, 또 다른 측면에서는 부모의 무관심, 학대, 폭력, 이혼 등 가족의 구조적, 기

능적 해체 등이 청소년으로 하여금 가출을 꿈꾸거나 가출을 하도록 만들고 있다.

2005년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가출한 청소년(9～20세)이 1만 6894명

으로, 2003년에 비해 2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가출인구의 26.8%가 청소년이

었고 이 중 57.7%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청소년들은 공통적으로 가족구조와 기능

에서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여학생의 경우 가출 이유로서, 성적인 피해와 가정환경에 대한 스

트레스를 더 많이 호소한 반면, 남학생의 경우 비행으로 인한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

출하거나 즐거움을 찾아 가출하는 경우가 더 많다(Adams, Gullota, & Clancy, 1995). 가출 

후에도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성적폭력의 희생이 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

을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이자 ‘청소년’인 십대여성은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놓여있으며 가출, 성매매, 

임신, 성폭력, 사회진출 등 다양한 여성의 문제를 공유하면서도, 동시에 “전혀 다른 세대”로 

일컬어질 만큼 기성세대의 패러다임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적 환경 속에 존재하며, 노

동권, 참정권, 행복추구권 등의 ‘시민권’이 유보되거나 제한되는 차별적 상태에 놓여있다. 

이러한 차별적 상태에서 십대여성들이 성인여성이 되기까지 자신의 성장기를 성공적으로 

1) 여기서 십대여성은 흔히 ‘미성년자로 분류되는 13-19세의 여자청소년을 의미한다. 청소년 관련 여러 연구에
서 십대여성을 청소녀, 여자청소년, 여학생 등과 같은 용어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본 원고에서는 주체
적이고 자립적인 의미로, 십대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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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할지라도 그에 비해 현실적으로 충분한 자원과 기회를 얻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겪는 일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Havighurst(1953)가 언급했던 것처럼 개인의 인생 중 청소년기 이 시점에 일어나

는 일을 잘 극복하면 이후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2) 따라서 십대여성의 성장발달은 적절한 시기에 

효과적인 대응력을 기를 수 있도록 이끌어질 필요가 있으며(LeCroy & Daley, 2001), 자신

들의 삶에 향을 주는 문제에 활발하게 참여하도록 하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부의 힘을 

찾게 하는 것, 즉 임파워먼트(Saleebey, 1992)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임파워먼트 개념에는 십대가 갖고 있는 미래가 십대 스스로 자

신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Saleebey, 1992; 

Zimmerman, Ramirez-Valles, & Maton, 1999)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 십대가 임파워먼트

를 이루게 되어 자기 자신의 힘을 찾으면 그 결과, 개인 내적, 대인관계, 정치․사회적 측면

에서 변화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 긍정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으며 자신의 역량을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Parsons, 1999; Zimmerman, 1995). 또한 내부의 힘이 밖으로 나타나

면서 학교, 다양한 모임활동, 청소년 조직 활동에 참여하면서 건강한 사회의 시민으로 성장하

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Zimmerman et al., 1999).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십대여성이 긍정적인 자기의 힘을 찾아 임파워먼트를 이루기 위해

서는 십대여성만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요구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에서도 성인지적 관점3)에 입각하여 십대여성을 위해 디자인된 프로그램이 필요하

다. 십대여성을 위한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은 개별적인 특정 사안(예, 임신, 자살, 약물중독 

등)에 치우치거나 단지 몇 개의 프로그램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경제, 문화, 사회, 정치 등 총

체적이고 다방면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하겠다. 

   

따라서 본 심포지엄에서는 십대여성을 위한 임파워먼트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관심과 필

요성을 제기하면서 발표자는 성인지적 관점 아래 통합적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에 대한 개념, 

늘푸른 사업소개 및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Havighurst(1953)는 이를 발달과업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개개인이 각자의 발달과업에 대한 적절한 
수행능력을 가장 최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기가 있으며 이를 ‘결정적 시기’라고 하 다. 

3) 성인지적 관점(gender sensitive perspectives)이란, 여성이 남성과는 다른, 때로는 갈등하는 이해와 요구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서 여성과 남성의 삶을 비교하고, 여성 특유의 경험을 반 하며, 특정개념이 특성성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 성역할 고정관념이 개입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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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통합적 임파워먼트와 늘푸른 사업

1. 통합적 임파워먼트의 개념

임파워먼트는4) 개인적이나 집합적인 사람 내부의 힘을 찾는 것을 말하는데(Saleebey, 

1992), 개인적 수준의 임파워먼트는 대인관계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기술과 자원을 통해 조

직이나 지역사회 차원과도 연관을 맺는다(Schulz, Israel, Zimmerman, & Checkoway, 

1995). 이렇게 개인적 수준에서 임파워먼트를 형성하게 되어 개인이 내부의 힘을 갖게 되면 

동기를 갖게 되고, 심리적인 안정감과 자아존중감을 유지시켜 개인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변화가 문제해결과 자기 방향성을 증진시키는 대인관계나 환경과의 상호작용 

능력을 발전시켜 결국은 개인에게 향을 주는 사회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김희성, 

재인용, 2004).

따라서 임파워먼트는 변화할 수 있는 힘을 내재화하여 외부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인적 수준에서 시작된 임파워먼트는 집단, 조직, 사회적인 수준의 임파

워먼트와 상호작용하여 발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임파워먼트의 세부 역은 학자나 이를 사용하는 조직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데, 

최창욱(2005)은 청소년 정책과제 역 중 하나로, 임파워먼트 역을 ‘인성․가치관’, ‘역량개

발’, ‘시민성 함양’ 이렇게 3개 소 역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5) 

윤철경(2006)은 역량강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를 개인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경제

적 역으로 나누었으며 각 역에서 역량강화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 다. 

십대여성의 임파워먼트를 십대여성이 여성으로서 자신의 가치와 존재를 인식하고 사회문화

에 내재해 있는 여성에 대한 억압적 요소를 발굴하여 이를 감소시키려는 노력, 여성의 인권

과 권리에 대한 의식의 증진, 여성친화적 문화의 창조와 보존, 미래지향적인 직업훈련과 고용

기회 확대를 통해 개인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배양할 뿐 아니라 시민

사회 일원으로서 책임성과 지도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4) 임파워먼트(empowerment)는 동사인 empower와 명사형 어미인 ment의 합성어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이
는 ‘누군가에게 권한이나 권력을 부여하다’, ‘능력을 주다’ 또는 ‘할 수 있게 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된다(민중
서림, 1997). 여러 선행 연구에서 임파워먼트를 권한부여(양옥경․김미옥, 1999), 역량강화(이윤화, 2000) 

등 이 용어에 대한 학계의 공통적인 의견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원고에서는 임파워먼트를 
그대로 사용하나 일부 연구자가 사용한 용어는 그대로 언급하기로 한다.

5) 최창욱(2005)이 제시한 임파워먼트 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성․가치관’ 역에서는 청소년의 건전
한 가치관 확립 및 인성개발, 청소년의 건전여가 및 스포츠 활동 활성화, 청소년 동아리 활동 및 문화예술활
동 지원확대, 청소년자원봉사활동 확대와 내실화, ‘역량개발’ 역에서는 청소년 체력증진 활동 강화, 청소년 
직업체험기회 확대 및 진로지도 강화, 청 소년의 과학 및 정보능력 향상, ‘시민성함양’ 역에서는 청소년 권
익신장과 정책참여 기회확대, 민주주의적 가치의식과 행동양식 함양, 청소년 교류 및 글로벌리더십 개발의 
4가지 핵심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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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ons(1999)의 경우 임파워먼트 결과의 측면을 개인내적, 대인관계, 정치․사회적인 

역으로 나누었는데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임파워먼트 결과의 측면

영역
개인 내적 
임파워먼트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지역사회/정치적 
임파워먼트

내용

(자기인식)

- 자기인식  

- 자기수용  

- 자아에 대한 믿음

- 자기존중감

- 권리를 가진 느낌

(지식/기술)

- 주장

- 한계설정

- 주기

- 도움구하기

- 문제해결

- 자원동원

- 비판적 사고

(행동)

- 조직에 참여

- 다른 사람을 돕는 것으로 

보상

- 기여하기

- 투표, 편지쓰기, 대중에 

발표

- 자신의 삶의 역에 대한 

통제감

자료출처 : Parsons, R.(1999). Assess helping process and client outcomes in empowerment 

practice. Empowerment practice in social work. edited by Shera W. & Wells L. M. 

Canadian Scholars’ Press Inc. p. 401.

앞서 연구자들이 제시한 임파워먼트 역들은 크게 개인내적인 측면과 개인외적인 측면으

로 나누어져 있으며, 세부적으로 개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을 부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본 심포지엄의 주제인 통합적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에서 ‘통합적’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

미를 포함하고 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모두 합쳐 하나로 모은다’라는 뜻으로, 앞 문단에

서 언급한 임파워먼트 역을 하나로 모은다는 뜻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하고 상이한 대상,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면 다양한 층위들을 관통하는 관점 차원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단순히 다양하고 총괄적인(comprehensive) 것을 넘어서 일관적이고 통합적인

(integrated) 관점을 의미한다. 십대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교육, 정책 등)이 실시된다고 해

도 각 프로그램을 일관하는 관점이 부재하다면 최종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어떤 학교에서 십대여성에게 순결을 강조하는 성교육을 실시하면서 성평등 글짓기 대회를 

한다면 그것은 비일관적인 것이고 파편화된 프로그램들의 나열일 수밖에 없다(원미혜, 2006).

또한, 통합적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은 사회적으로 열악한 정체성들에 대한 민감성을 의미하

기도 한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경험한 십대, 결혼한 십대, 십대 싱글맘, 십대 동성애자 등 

개별 주체들은 계급이나 구체적인 나이, 학교안과 밖, 쉼터생활여부, 거리생활여부, 학업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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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심리사회적 위치에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개별주체들이 

프로그램에서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6) 

이러한 통합적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늘푸른여성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늘푸른 프로젝트 

늘푸른여성지원센터(이하 ‘늘푸른’으로 한다)는 늘푸른여성정보센터라는 이름으로 2000년 

12월에 설립되어, 전국 최초로 가출 및 유해환경에 처한 청소녀의 보호와 재활서비스를 지원

하는 체계로 시작되었다. 서울시의 행정시스템과 민간 전문인력의 결합에 기반한 새로운 행

정모델로서, 민관의 가교역할을 하는 십대여성 전문 지원기관이다. 

늘푸른 사업 초창기 1～2년 동안은 십대여성을 대상으로 ‘보호주의 정책’의 틀 안에서 ‘가

출청소녀 문제유형별 전문프로그램 개발’, ‘가출․성매매 청소녀를 위한 가족기능강화 프로

그램’, ‘보호시설 청소녀를 위한 가족치료 프로그램’ 등을 주요사업으로 전개해 왔다. 이는 가

출․성매매를 문제로 규정하고 가족복귀 혹은 가족기능강화를 주요 대안으로 사업을 전개했

다고 볼 수 있다. 

그 이후 늘푸른 사업을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 지원사업으로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해 

늘푸른여성지원센터로 명칭과 사업을 변경하 다(2003.12.19). 이 시기에는 늘푸른 사업 초

창기의 십대여성에 대한 ‘보호와 복지’ 차원을 넘어 십대여성의 삶의 성적․사회적 주체임을 

강조하는 ‘십대여성의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사업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가출이나 성매매와 

같은 위기경험을 사회구조적 문제로 접근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까지 십대여성의 인권이라는 관점이 가출․성매매 십대여성 지원이라는 한계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한계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십대여성, 나아가서는 십대 모

두를 대상으로 임파워먼트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성평등정책을 이끌 수 있는 

늘푸른여성지원센터로 거듭나고자 한다. 

늘푸른 사업 소개

늘푸른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6) 예를 들어, 늘푸른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교육에서는 이성친구라는 표현을 지양한다. 왜냐하면 최근 이슈화
되었던 동성애 코드가 십대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이 표현을 사용할 경우 성정체성에 대한 민감
성이 부재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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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늘푸른여성지원센터의 주요사업

(1) 예방사업

① 심야길거리상담 브릿지프로젝트7)

브릿지프로젝트는 가출하여 거리를 배회하거나 예방 및 위기개입이 필요한 십대여성을 중

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심야거리 상담사업이다. 현재 정기거리상담 I, II와 이동의료지원사업

을 진행하고 있는데, 정기거리상담은 여의도 한강둔치와 동대문쇼핑타운, 노원역에서, 이동의

료지원사업은 정기거리상담과 함께 동대문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01년 서울시 공

공근로 인력을 활용하여 직접사업으로 운 하다가 2002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서 현재 서

울YMCA청소년쉼터, 노원청소년쉼터, 글로벌케어에 위탁하여 운 하고 있다. 공공근로 인력

(서울시지원)과 자원봉사자(위탁기관지원) 인력을 활용한 거리상담 활동가들이 상담, 성교육 

프로그램, 다양한 홍보물품 및 먹거리 등을 십대들에게 제공하여 십대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오고 있다.

② 학교성교육지원사업

십대 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예방사업으로, 중․고등학교에 전문 성교육 프로그

램 및 자원을 제공하고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학교성교육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성

교육의 대안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7) 가출청소년 대상의 아웃리치 프로그램의 모델인 브릿지프로젝트의 시초는 미국 보스톤의 'Bridge over 
Troubled Water. Inc'에서 실시되었으며, 이동진료차량을 운행하면서 거리를 배회하는 십대들에게 건강관
리, 위기상담, 생존을 위한 정보제공을 실시하고 있다(최자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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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 학교 성교육을 진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는 학교별로 제한된 성교육

시간(연 1～2회), 성교육전담인력 부족, 연령별․성별로 차별화되지 않은 내용으로 단편적, 

비체계적 진행, 담당교사의 양성평등 의식 및 전문성이 미흡하더라도 이를 개발할 수 있는 

연수기회와 자원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늘푸른에서는 이러한 학교 성교육의 현황

과 문제점을 감안하여 외부전문가 회의나 교육을 통한 성교육 정책 제시 및 학교성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통합적 성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단순한 성지식을 전달

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성인지적 관점 아래 성폭력, 성매매, 양성평등, 호신술 등 다양한 

내용을 구성하여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늘푸른에서는 대강의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성교

육이 2004년부터 학급별 진행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청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대상집단의 

특성(여/남/혼성, 학년, 과거 성교육 경험 등) 및 욕구에 따라 체험식, 토론식 프로그램을 기

획하고 실시하고 있다. 

예> K중학교 성교육(총 4session 중 3session 성역할 다시 생각하기)

③ 늘푸른 성교육장 운 (찾아가는 늘푸른 성교육 포함)

늘푸른에 마련되어 있는 성교육장을 통해 보호시설 십대여성, 중고교생(실업계 중심), 성교

육 관련 교사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십대들의 의사소통과 성가치관 정립을 위한 실질적인 교

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고등학생이나 보호시설 십대여성이 성적 주체로써 긍정

적 자아상을 갖고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임파워링하거나 성교육 교사나 전문가를 위

한 교육 실습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성평등 관점에 기반한 성교육 프로그램 보급하고 이를 통

해 통합적 성교육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성교육장은 주제별로 다르게 구성된 4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지식 학습 공간(신체모형 및 사진전시 방), 관계 형성 및 대화 기술 훈련 

등을 집단역동과 역할 훈련을 통해 익히고, 남녀평등 의식을 자연스럽게 체화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또한 찾아가는 늘푸른 성교육은 중․고교 학교 축제참여를 통해 많은 학생들

에게 대중강의에서 빚어지는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성교육 도구 및 성교육 판넬 제작 

등 다양한 이벤트식 접근으로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은 물론 성교육의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성교육 지원사업은 기존의 성교육 틀을 벗어나 통합적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성교

육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십대여성들의 성인지적 관점의 

임파워먼트를 기룰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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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립지원사업

① 테마프로젝트

늘푸른여성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통합적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의 한 예로, 테마프로

젝트에서 볼 수 있는데, 이는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십대여성들의 심리사회적․경제적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문 민간기관과 보호시설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보호시설의 전문성 강화 및 십대여성들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려는 특화된 목적을 가진 

프로그램이다. 

2001년에 시작한 테마프로젝트는 올해로 6년째를 맞이하 다. 해를 거듭할수록 사업의 내

용과 전문성에서 발전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테마프로젝트는 우리 사회에서 주변화된 십대여

성들의 건전한 발달과 성장을 지원할 뿐 아니라 이들을 보호하는 시설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

과 실무자들의 전문성 향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해오고 있다. 또한 보호시설의 프로그램을 모

니터링하고 지원하는 모니터링 연구사업을 병행함으로써 서비스 질의 향상과 객관적인 평가

가 가능해졌다. 

2006년도에 가출․성매매, 임신 등 위기경험 십대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함으로써 보호시설 거주 십대여성의 자립능력 향상 및 역량강화를 목

적으로 이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보호시설 및 민간전문기관에 프로그램 운 을 위탁(15개 

기관)하여 성인지적 관점 아래 일상생활, 경제관리, 자기보호 및 건강, 사회적 성장, 문화, 직

업과 학업 역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3) 실무자교육지원 및 교류사업

① 늘푸른 실무자 아카데미

십대여성 관련 실무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늘푸른 아카데미’를 연중 운 하고 

있다. 보호시설 관계자 및 십대여성 관련 기관 실무자, 대안학교교사, 의사, 변호사, 여성단체 

및 십대관련 전문가 등 대상을 확대하여 여성주의 상담에서부터 성교육 프로그램, 섹슈얼리

티, 상물 편집, 여성리더십 등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 

② 정보지원 및 교류사업

이외에도 십대여성 관련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늘푸른 홈페이지 운 (http://1318. 

seoul.go.kr), 8,000여종의 십대 전문서적, 상물 등을 소장한 종합정보자료실을 운 하면서 

월 2회 늘푸른 패키지 이동도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십대여성 및 관련 실무자들에게 지역

사회 자원(연극, 신문구독, 도서, 페스티벌, 박물관, 뮤지컬 등)을 무료로 연계하고 있으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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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교류사업을 통해 십대여성 관련 아젠다 및 정책을 개발하고 국내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Ⅲ. 끝마치며 : 늘푸른의 과제

늘푸른에서 운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십대들의 임파워먼트 가시화로 직결되어 나타나

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성인지적 관점 아래 십대 여성에게 임파워먼트를 주기 위한 노력의 일

환이며 늘푸른이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추진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 

늘푸른여성지원센터는 십대여성의 개별사안에 치우치기보다는 통합적인 접근법을 채택하

여 십대여성의 임파워먼트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강화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제대

로된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은 참여자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주어진 과업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특히 십대여성이면서 동시에 청소년이라는 사실 때문에 젠더감수성에 

입각한 포괄적 프로그램이야말로 이러한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다. 

십대여성의 임파워먼트를 위해서는 다양한 역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통합적으로 운

되어야 한다. 십대여성의 임파워먼트는 십대여성에게 부합하는, 여성친화적인 다양한 활동기

회의 개발 및 제공을 통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십대여성의 젠더감수성에 입각한 자기주도

형 임파워먼트 성교육뿐만 아니라 자아기능강화와 진로 등에 대한 인생설계를 할 수 있는 양

성평등 진로교육 프로그램, 문화․예술, 경제교육, 정치참여, 리더십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통합적으로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기관들을 설립하여 다양한 십대여성들이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8)

또한 이러한 통합적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이 단지 십대여성 자신만의 역량강화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불평등을 평등으로 이끄는 성평등 

문화확산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십대여성 스스로 자신이 받고 있는 불평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 사고의 틀에서 안주하고 있다면 이 틀을 깨서 밖으로 나오게 해야 하는 일이 늘푸

른의 몫이라 생각된다. 사회적으로 십대여성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확보하고 십대여성 스스

로 자신의 고정적 사고의 틀을 깨기 위해서는 십대여성에게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고 그 문

화 속에서 십대 스스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를 기획하고 성인지적 관점의 콘텐츠를 

8) 십대여성을 위한 성인지적 관점의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비정부기관들(예, 미국의 
‘Girls Incorporated’, ‘Powerful Voices’, 캐나다의 ‘Power Camp’ 등)이 많이 있으며, 이에 대한 자료는 늘
푸른여성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1318.seoul.go.kr)의 지식창고를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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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겠다. 

늘푸른에서는 다양한 임파워먼트 프로그램과 십대여성을 위한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해 

십대여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성평등 의식화와 임파워먼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

고자 한다. 

앞으로 늘푸른은 언제나 십대여성과 나아가 십대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성찰하며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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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article is an evaluation of a preventive intervention developed for early adolescent 

girls. The 12-session curriculum was designed to address developmental tasks considered 

critical for the healthy psychosocial development of early adolescent girls in contemporary 

society. The program content included the following units: being a girl in today’s society, 

establishing a positive self image, establishing independence, making and keeping friends, 

learning to obtain help and find access to resources, and planning for the future. Participants 

were recruited from middle schools and randomly assigned to a treatment or control group 

condition. The effects of the intervention were assessed using eight different measures such as 

body image, self efficacy, and attitude toward attractiveness. Results revealed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 treatment group an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reatment and 

control group on the key outcome measures. The study suggests that a “universal” prevention 

program can produce meaningful effects.

Key Words: Adolescent girls, primary prevention, evaluation

Empowering Adolescent Girls: The Go Grrrls Program

Over the past decade, there has been a growing concern among researchers, clinicians, 

advocates and policy makers about the overall health status of adolescents. The develop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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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 of adolescence is recognized as more difficult and dangerous than it has been in the 

recent past. A significant difference is that modern adolescents begin exposure to risky 

behavior at a much earlier age than adolescents of the past (See e.g., Johnston, O’Malley, & 

Bachman, 2002). Many youth begin experimentation with risky behaviors such as cigarette 

use, drug use, and sex during the early adolescent years (Takanishi, 1993; Dryfoos, 1990). 

The Office of Technology (1991) classified one fourth of all adolescents at high risk. Dryfoos 

(1990) in a survey of adolescent risk behavior estimates that half of all youth are at moderate 

to high risk of engaging in problem behaviors. And even those young people who are not 

considered to be at risk must navigate through adolescence. This is a period easily 

characterized as a playing field of obstacles and barriers to healthy development.

Concerns about health status and problem behaviors are increasingly directed at girls. 

There is widespread recognition that for adolescent girls, more so than adolescent boys, the 

social changes of contemporary society have had enormous impact. Pipher (1994) brought 

national attention to this observation in her book, Reviving Ophelia, she wrote: “Girls today 

are much more oppressed. They are coming of age in a more dangerous, sexualized and 

media-saturated culture (p. 12).” Female adolescents today exhibit a myriad of problems such 

as body dissatisfaction, rising cigarette and alcohol use, academic underachievement,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pregnancy, and high rates of depression and unhappiness. Beginning in 

adolescence at least twice as many females as males experience depression (Hankin & 

Abramson, 2001; Marcotte, Fortin, Potvin, & Papillon, 2002). Because of these concerns there 

is an increasing awareness that we need gender-specific programs with a new approach 

tailored to the unique issues adolescent girls face. There has been a call for preventive 

interventions that might address these concerns (Denmark, 1999; Hawkins, Catalano, 

Kosterman, Abbot, & Hill, 1999; Tanenbaum, 1999).

Such interventions are best directed away from the remediation of single problems and 

toward promoting competence and positive development. Several researchers (e.g., Elliott, 

1993; Millstein, Petersen, & Nightingale, 1993; Johnson & Roberts, 1999) have recommended 

movement away from interventions for single problems like substance abuse, suicide, and 

adolescent pregnancy, and have instead suggested interventions that focus more generally on 

positive adolescent development and health. These efforts have grown out of the 

understanding that specific problem behaviors can be better understood as a constellation of 

problems that are interrelated. Often the goal is to both reduce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problem behaviors and promote personal and social competence leading to adaptive outcomes 

such as coping skills. Several controlled trials have examined the benefits of bro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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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entions designed to promote general psychological well-being or to prevent substance 

abuse (e.g., Botvin, Schinke, Epstein, Diaz, & Botvin, 1995; Caplan, Weissberg, Grober, Sivo, 

Grady & Jacoby, 1992; Bruene-Butler, Hampson, Elias, Clabby & Schuyler, 1997; Ellickson, 

Bell, & McGuigan, 1993; Hawkins, et al., 1999) and results have been encouraging 

(Greenberg, Domitrovich, & Bumbarger, 2001). Masten (2001) calls for interventions that 

promote competence as well as the prevention or amelioration of symptoms and problems. 

Wyman, Sandler, Wolchik & Nelson (2000) suggest the term “cumulative competence 

promotion and stress protection” to indicate how interventions can be conceptualized. 

Although researchers have recommended broader prevention models, practice has lagged 

behind.

Kazdin (1993, p. 136) argues that “large-scale universal programs for young adolescents 

in the schools are important to promote positive social competence and resistance to internal 

and peer pressure that might lead to at-risk behavior (e.g., unprotected sex, experimentation 

with hard drugs, use of alcohol while driving).” It is increasingly recognized that a range of 

interventions are necessary to respond to the needs of adolescents. More targeted interventions 

will be required to respond to individuals’ specific problem areas. However, preventive 

interventions are often the gateway for young people to access those targeted or 

treatment-focused interventions.

In this context, prevention may be particularly relevant to adolescent girls because 

access to treatment services appears biased toward boys. Treatment services are most often 

directed at externalizing disorders or disruptive behaviors (Kazdin, Bass, Ayers, & Rodgers, 

1990) since these are disturbing to parents or teachers who activate the referrals to treatment. 

Problems that can be classified as internalizing or emotional (for example, depression, anxiety 

or eating disorders) are more likely to be overlooked by those who activate the treatment 

process (Kazdin & Weisz, 1998). Since internalizing disorders and problems are more likely 

to be experienced by girls they may not be receiving their fair share of treatment resources.

An important advance in prevention theory is the application of a developmental 

framework to prediction and prevention of unhealthy behaviors. As Tolan, Guerra & Kendall 

(1995, p. 579) note, “intervention designs informed by this model emphasize developmentally 

appropriate components, sensitivity to the impact of timing of intervention, and evaluation of 

the impact on future development as well as curtailing or preventing the target symptoms.”

Prevention programs need to be developmentally appropriate addressing the unique 

aspects of adolescent development. Adolescence is a developmentally sensitive period and 

young people are confronted with multiple changes in physical, emotional, cognitiv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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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arenas. Many social problems increase during early adolescence (Brindis, Irwin, Ozer, 

Handley, Knopf, & Millstein, 1997; Dryfoos, 1990) and can lead to greater likelihood of 

negative behaviors in the future. Therefore, early adolescence is a good time to intervene 

before serious problems become established increasing the risk of more serious outcomes. 

In particular, adolescent female development takes place in a bio-psycho-social context 

that suggests a gender-specific intervention. Physical maturation is often experienced as 

negative for girls (Tobin-Richards, Boxer, & Petersen, 1983) and found across cultures 

(Benjet & Hernández-Guzmán, 2002). Early adolescent girls are dissatisfied with their bodies 

and dislike changes associated with puberty (Brooks-Gunn & Paikoff, 1993; Striegel-Moore & 

Cachelin, 1999) and this is often linked to low self esteem (Furnham & Greaves, 1994). The 

likelihood of depression increases with the onset of puberty and is the most prevalent disorder 

in adolescence occurring twice as often for females as for males (Hankin, Abramson, Moffitt, 

Silva, McGee, & Angell, 1998). As girls enter adolescence they may be afflicted with an 

avoidant coping style, negative ruminations and increased sensitivity to the opinions of others 

(Nolen-Hoeksema & Girgus, 1994; Seiffge-Krenke & Stemmler, 2002). The developing 

gender role of the female adolescent is confronted with media messages that facilitate a 

negative sex role image (Simmons & Blyth, 1987; Wylie, 1979). These risk factors may 

interact with stressors associated with adolescence and lead to an unhealthy and difficult 

transition into later adolescence and adulthood. Prevention research should address these 

factors in order to build an effective developmentally based intervention. On the basis of past 

research findings, it was hypothesized that a developmentally based and gender-specific 

program would positively influence the attitudes and behaviors of girls associated with the 

program.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escribe the development of a gender-specific 

program for early adolescent girls and evaluate the outcomes related to its implementation.

Method

Recruitment and Participants

Girls were recruit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through various strategies. Most effective 

was recruitment at the schools’ orientation sessions with parents prior to the beginning of the 

Fall school year. Tables were set up in the orientation room and past participants and group 

leaders were available to describe and discuss the program with both girls and parents. If 

girls agreed to participate, parents and adolescents completed an informed consent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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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rocess resulted in 118 volunteers. Descriptive data collected from the participants found 

a mean age of 13.5 years. The sampl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was culturally 

diverse with 62.4% Caucasian, 19.7% mixed race, 13.7% Hispanic, 32.6% Native American, 

and less than 2% African American. Approximately one third of the participants had a mother 

or father who attended college. Over half (51%) lived in single parent homes and 37.3% 

received a free school lunch. In terms of menarche, the majority (71.6%) had started their 

menstruation.

Group Leaders

The intervention was delivered in small groups with 8 to 10 participants per group. 

Each group was lead by two female group leaders. Group leaders were primarily masters of 

social work students and graduate psychology students. Group leaders were interviewed and 

hired based on previous work experience with adolescents, group leader skills, and 

demonstrated interest in the program. All group leaders participated in an extensive training 

session on how to administer the program. The intervention is scripted in a detailed 

curriculum that describes how each session is to be conducted (See LeCroy & Daley, 2001). 

Included in the curriculum are verbal scripts, handout material, and themes that the 

curriculum is attempting to teach. All group leaders were supervised weekly to ensure that the 

curriculum was being carried out in a standardized manner. Weekly supervision occurred in 

one-to-one or small group meetings lasting 30 minutes to 60 minutes. The scripted curriculum 

was used as a guide to ensure fidelity of implementation. Also, on site consultation occurred 

throughout the experiment and included observation, coaching, and feedback.

Procedure

Participants were recruited from the seventh grade of one public middle school in a 

semi-urban city in Arizona. All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either an intervention 

or control group. The control group was a no-treatment condition. Eight to ten participants 

were assigned to each group. Self-report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classes of 

students during one 60 minute period at pre- and post-assessment. All participants completed 

questionnaires before and after each intervention to assess performance on the dependent 

measures. Testing was completed in classrooms where a trained research assistant gave girls 

instructions. The evaluation component of the program was kept separate from the 

intervention component in order to minimize bias. Participants in both condition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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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cted that completion of the questionnaire was being conducted to gather information 

about girls’ attitudes and behaviors. Participants were informed that the information being 

gathered would be confidential and placed completed questionnaires in a sealed box. 

Teaching techniques included didactic instruction, class discussion, group exercises, 

work sheets, small group roleplays and weekly journal assignments. The curriculum was 

based on outcome evaluations that suggest an interactive approach is the preferred model (See 

Tobler, Roona, Ochshorn, Marshall, Streke, & Stackpole, 2000). The curriculum focuses on 

general social competence promotion and addresses six developmental tasks (See Table 1). 

Each session is linked to the previous lesson to create a sequential and integrated program 

that promotes mastery of the developmental tasks. The curriculum was presented in 12 

weekly after-school classes lasting 60 minutes. Approximately two sessions were devoted to 

each of the six developmental tasks.

Table 1. Overview of the Six Units in the Go Grrrls Program

Program content units Description

Being a girl in today’s society
Focuses on the pressure society places on girls through media 
messages. Teaches positive perceptions and feelings about gender 
and how to “talk back” to media messages.

Establishing a positive self-image Teaches the development of a positive body image. Helps girls 
understand that attractiveness is more than just physical looks.

Establishing independence
Teaches problem solving skills and addresses a variety of difficult 
situations. Focuses on mature, independent thinking and 
decision-making.

Making and keeping friends
Encourages girls to build meaningful friendships, build friendship 
skills, and reduce their focus on popularity. Teaches how to use 
friendships for support and well being.

When it all seems like too much
Teaches girls to understand when situations require outside help. 
Focuses on learning about resources and using them for personal 
benefit.

Planning for the future Teaches girls to establish educational, vocational and other healthy 
goals. Teaches how to use a mastery orientation to learning.

The Go Grrrls prevention curriculum

The program consists of 12 sessions that are built around tasks considered critical for 

the healthy psychosocial development of early adolescent girls in contemporary society. 

Development is conceptualized as a process whereby young people attempt to learn to adapt 

to the necessary tasks placed on them by the social environment. Healthy development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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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y adolescent girls is defined by these tasks. A prevention program for girls should 

emphasize competencies that help participants learn what they need to know to successfully 

meet the demands being placed on them by peers, family and society. The proposed program 

is broad based but gender specific because there are unique tasks that early adolescent girls 

need to master in order to transition successfully to adulthood. 

These content categories each constitute a curriculum section in the Go Grrrls program 

based on a developmental task. For example, the first task is to achieve a competent gender 

role identification. Early adolescence is a time when girls are confronted with expectations to 

conform to female gender prescriptions. Early adolescence is a developmental age that is 

referred to as being at the crossroads, where girls who during middle childhood are 

comfortable with themselves are confronted with new expectations to conform to a more 

restricted female role (Brown & Gilligan, 1992). This task is particularly critical in today’s 

society where social forces exert a powerful and early influence on how individuals view 

their gender identity. The second content area is body image that reflects the task of 

establishing an acceptable body image. Adolescent girls are likely to develop a negative body 

image, and negative body image is related to measures of low self esteem and depression. It 

is important to help girls confront the unrealistic beauty standards set for them by society, 

and to help them redefine beauty as a combination on unique physical and character traits 

that they alone possess.

Measures

Basic demographic information and all measures were contained in a self-report booklet 

that the girls were asked to complete. Because the curriculum content is diverse a multiple 

measurement strategy was needed. It was not clear to what extent the different program 

components might influence different types of outcomes. Most of the measures were based on 

previously standardized scales, however, some scales were developed by the authors. They 

were selected based on age appropriateness for an adolescent population and ease and 

simplicity in completing the items.

Acceptance of Body image scale. A 5 item scale that measures satisfaction with body 

image (Simmons & Blythe, 1987). Sample items include: “How happy are you with your 

overall figure?” and “How happy are you with how much you weigh?” Items are scored 

according to a 4 point scale from not at all to very much.

Assertiveness scale. This is a 7-item scale that measures anticipated assertiveness (Center 

for Substance Abuse Prevention, 1993). Sample items include: “if a friend wants me t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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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thing that I don’t want to do, I could tell my friend that I don’t want to do it” and “if 

a friend wanted to give me alcohol I could say no.” Items are scored on a 4 point scale from 

definitely could not to definitely could.

Peer Self esteem scale. This is a 10-item scale that measures self esteem by asking 

subjects to assess their friendships (Hare, 1985). Sample items include “I have at least as 

many friends as other people my age” and “other people think I am a lot of fun to be with.” 

Items are scored on a 4 point scale from strongly disagree to strongly agree.

Attitude toward Attractiveness scale. This is an 8-item scale that measures girls’ 

perceptions about attractiveness (LeCroy & Daley, 1997). Sample items include: “I think girls 

need to be skinny to be attractive” and “The way I look is more important than the way I 

act.” The items are scored on a 4 point scale from strongly disagree to strongly agree. This 

scale was developed by the authors as part of the outcome evaluation of this study.

Girls’ Self-efficacy scale. This is a 9-item scale that measures girls’ perceived gender 

role efficacy (LeCroy & Daley, 1997). Sample items include: “I feel good about being a girl” 

and “I am a caring and confident girl.” The items are scored on a 4 point scale from strongly 

disagree to strongly agree. This scale was also developed by the authors as part of the 

outcome evaluation of this study.

Self liking and self competence scale. This is a 20-item scale that measures perceived 

personal efficacies and self esteem (Tafarodi & Swann, 1995). Sample items include: “I 

perform very well at a number of things” and “I do not have much to be proud of.” The 

items are scored on a 5 point scale from strongly disagree to strongly agree. 

Hopelessness scale. This is a 17-item scale that measures dimensions of hopelessness 

and helplessness (Kazdin, Rogers, & Colbus, 1986). Sample items include: “someday, I will 

be good at doing things that I really care about” and “ I never get what I want, so it’s dumb 

to want anything.” The items are scored as true or false responses.

Help endorsements. This is a list of 15 possible sources of help. Subjects are asked to 

circle all of the sources they might use if they needed help. Sample items include: “hotlines 

and crisis centers” and “friend your age.” This scale was developed by the authors as part of 

the outcome evaluation of this study.

Results

A total of 118 participants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program. The analysi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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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are based on 113-116 girls. One girl dropped out of the program and one girl did not 

receive enough of the program to be included in the intervention and a few questionnaires 

were not properly completed. It is noteworthy that there was an extremely low rate of 

attrition from the groups. Furthermore, all program participants (except one) received at least 

75% of the sessions, considered sufficient dosage to show a program effect. Fidelity of the 

program components was monitored by the degree to which each session occurred as 

described in the curriculum program. On going supervision was provided to minimize any 

problems with program fidelity. Group leaders were trained to follow a detailed script 

(session by session protocol) of the program to ensure program fidelity (Curriculum details 

can be found in LeCroy & Daley, 2001).

Table 2 presents the results of the reliability analysis (Cronbach’s alpha) for all the 

measures at both pretest and posttest time periods. The table reveals reliabilities that range 

from .72 to .94. All of the measures have adequate reliability and appear stable across time.

Table 2. Reliability Estimates for All Dependent Measures

Scale Pretest Posttest

Acceptance of body image
Assertiveness
Peer self esteem
Attitude toward attractiveness
Girls’ self efficacy
Self liking and competence
Hopelessness

.72

.72

.80

.76

.92

.89

.80

.78

.76

.75

.72

.94

.90

.72

Preliminary analyses to test for differences between the intervention and control group 

were conducted to identify variables for potential use as covariates. On all major demographic 

variables (age, ethnicity, free school lunch–a proxy for SES, single parent families, and 

menarche)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at pre-intervention. 

Because there were no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and these variables were not predicted 

to interact with the program mediators, they were not included in any additional analysis. 

The primary analysis compared mean scores of the dependent measures. The analyses 

compared the scores of intervention and control group girls with a one-way ANCOVA using 

the pretest scores as a covariate and posttest scores as the dependent variable. Univariate 

analysis was conducted for the outcome variable since it was theoretically important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different components. Also, in some instances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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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s of the program were related directly to specific outcome measures, for example, 

the variable attractiveness was a component in the first two program content areas, being a 

girl in today’s society and establishing a positive image. The variable help endorsements was 

only addressed in one program content area. The primary outcome variables were self liking 

and competence and self efficacy. The measures showed some moderate correlation but 

overall there was fairly good independence between the measures. The highest correlation 

(Pearson’s r) was between self efficacy and peer (friendship) esteem, r=.59. Table 3 presents 

the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for pretest and posttest scores across the intervention and 

control group. As the table shows, significant time effects (within group) were found for all 

but one of the dependent measures in the intervention group, however, only one significant 

time effect was found in the control group. Because this analysis only examines pre to post 

assessment change within groups it is imperative to conduct a between group statistical 

analysis. This further analysis will determine if the changes obtained by the treatment group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rol group.

Table 3.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at Pretest and Posttest 
for Intervention and Control Groups

Dependent variable
Intervention Control

Pre Post Pre Post

Acceptance of Body Image
Assertiveness
Peer self esteem
Attitude toward Attractiveness
Girls’ Self Efficacy
Self Liking/Competence
Hopelessness
Help Endorsements

2.79 (.63)
3.56 (.41)
2.88 (.45)
2.90 (.51)
3.45 (.49)
3.64 (.60)
 .26 (.20)
 .32 (.21)

3.09 (.61)*

3.68 (.43)*

2.90 (.44)
3.15 (.48)*

3.59 (.47)*

3.85 (.60)*

 .20 (.16)*

 .40 (.21)*

2.87 (.69)
3.60 (.60)
3.07 (.48)
2.91 (.47)
3.53 (.46)
3.82 (.57)
 .18 (.18)
 .30 (.16)

2.91 (.65)
3.56 (.52)
3.09 (.45)
2.95 (.45)
3.55 (.46)
3.82 (.58)
 .18 (.13)
 .34 (.19)*

Note: SD’s are in parentheses, * p <.05 within group differences between pre and post scores, N = 116 
for all variables except self liking/competence and hopelessness where N = 113.

Table 4 presents the between group or group x time effect for each of the dependent 

measures. A significant group x time effect was found for five of the dependent measures. 

The intervention group reported greater increases in body image (F = 6.03, p < .008), 

assertiveness (F = 4.75, p < .01), attractiveness (F = 8.76, p < .002), self efficacy (F = 3.42, 

p < .03), and self liking and competence (F = 6.30, p < .006) than the control group. Two 

variables, hopelessness and help, would be significant at the .10 level and on these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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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s may want to suspend judgment (Keppel, 1991) regarding significance. One 

variable that clearly did not show significant group x time effect was friendship esteem. The 

effect sizes (omega squared) ranged from .01 to .07 for the variables. According to Cohen 

(1977) a small effect is .01 and a medium effect is .06.

Table 4. Between Group Statistical Analysis (Group x Time) 
for Intervention and Control Group

Variables df F p Effect Size

Body Image
Assertiveness
Attractiveness
Self Efficacy
Self Liking
Friendship esteem
Hopelessness
Help

(1,116)
(1,116)
(1,116)
(1,116)
(1,116)
(1,116)
(1,113)
(1,116)

6.03
4.75
8.76
3.42
6.30
 .02
1.70
1.84

.008

.015

.002

.03

.006

.88

.09

.08

.052

.041

.076

.03

.056

.00

.015

.016

Results of a consumer satisfaction survey and qualitative comments from participants 

indicate that the program is well received and considered worthwhile. Participants were asked 

to complete an evaluation form rating each session of the program on a 5 point scale (1 = 

didn’t like it at all to 5 = it was great!). Every session obtained a mean score of 4 points 

or higher. Comments from participants were overwhelmingly positive such as “It taught me 

how to be more independent”, “I learned more about me!” and “It was cool working 

together.” The extremely low dropout rate is interpreted as the best endorsement of the 

programs’ value to the participants.

Discussion

Adolescent girls face a difficult culture as they transition into adulthood. While 

international attention has been directed at this issue through the popular media there have 

been few universal prevention programs designed to address these issues. The outcome data 

from this experiment are interpreted as positive evidence of program effect for the Go Grrrls 

preventive intervention. A clear time effect showed gains made by the girls in the 

intervention on all but one of the measures. In comparison, the control group showed no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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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except for one measure. When these data were subjected to a time by group analysis 

the intervention group showed greater increases than the control group on five of the 

variables: body image, assertiveness, attractiveness, self efficacy, and self liking and 

competence.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se positive changes were on the key proximal 

variables: body image, self efficacy and self-liking and competence. 

Acceptance of body image is considered a key variable because of its importance to this 

age group. From a cultural perspective body image is what often has negative and long 

lasting impact for girls. Thompson (1990) suggests that body image disturbances are rooted in 

sociocultural understandings of behavior. Striegel-Moore and Cachelin (1999, p. 86) note that 

“the combination of the cultural prescript for girls to care about others’ opinions and to 

define themselves through their physical appearance, and the particular beauty ideal of 

extreme thinness, creates a powerful motivational force for girls to pursue thinness.” This 

motivational force often leads to perceptions of being over weight even when one’s weight is 

within “normal” standards (Desmond, Price, Gray & O’Connell, 1986) and an “epidemic” of 

dieting where as many as 80% of adolescent girls may be dieting at any given time (Berg, 

1992). Overall, negative body image can have serious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girls. 

Indeed, studies have shown that dissatisfaction with body image is associated with higher 

levels of depression (Fabian & Thompson, 1989) and low self esteem (Tiggemann, 1994) and 

this may be why postpubertal girls have a higher prevalence of depression (Hodges & Siegel, 

1995). Particularly for girls who have reached puberty and its associated physical effects on 

the body, an important developmental task is acceptance of one’s body. Successful negotiation 

of this task could have a positive effect on girls’ mental health and help prevent the 

development of eating disorders. This study suggests that body image can be changed during 

this critical adolescent developmental period for a broad group of adolescent girls.

A related variable in this study is how girls’ perceive the value of attractiveness. The 

findings here were perhaps the most surprising. This is because girls’ culture revolves so 

extensively around “being attractive.” There is a barrage of media directed at the adolescent 

girl and her “looks” (Evans, Rutberg, Sather, & Turner, 1991; Martin & Gentry, 1997). 

Because of this we were not confident that the intervention could influence this variable. 

However, results revealed a decrease in the value placed on attractiveness for the intervention 

group and this finding was significant when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Two primary variables were girls’ self efficacy and self liking and competence. Both of 

these variables showed significantly greater positive change for program girls in contrast to 

control girls. Much of the underlying emphasis in the Go grrrls program is to enhance a gi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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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e of personal efficacy and their sense of competence. A critical developmental task of 

early adolescents is to achieve a positive sense of self (Harter, 1990).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positive sense of self appears to be more difficult for girls in comparison to 

boys (Hankin & Abramson, 2001). Early studies that examined self esteem in national 

samples found females showed significantly lower self esteem than males (Conger, Peng & 

Dunteman, 1977; O’Malley & Bachman, 1979). Although, Maccoby & Jacklin (1974) have 

suggested that such overall self image measures do not support gender differences this view 

is waning as new data finds increased evidence of meaningful gender differences. This is 

likely due to the socio-cultural upbringing of American girls where a positive sense of self is 

subject to a number of outside pressures. For example, Lord & Eccles (1994) found that 

adolescents’ self concepts regarding physical attractiveness was the best overall predictor of 

self-esteem. Adolescent girls rate themselves lower in physical attractiveness than do boys 

(Harter, 1990). Research by Simmons & Blyth (1987) found that girls in junior school 

settings had a dramatic drop in self esteem when they made the transition from the 

elementary school. Furthermore, longitudinal data on these girls revealed persistently low self 

esteem through high school. Given these considerations, the positive results found in this 

study bode well for a preventive intervention directed at adolescent girls. Efforts that focus on 

areas of competence that are important to girls, the provision of social and emotional support, 

enhanced achievement and the development of coping skills may reap long term benefits.

It was on two of the more distal variables that no between group changes were found 

at a .05 level of significance, friendship esteem and help endorsements. In fact, these are two 

components that are only addressed in a few of the sessions of the intervention program. The 

lack of a stronger effect on hopelessness is interesting and may reflect the preventive nature 

of the intervention. That is, changes in more serious psychological adjustment as measured by 

the hopelessness scale might not be expected from a preventive intervention. On the other 

hand, many adolescent girls do report feelings of depression and perhaps this aspect of the 

program need refinement. Also, there may be developmental considerations at play since 

many girls do not develop depressive symptoms until they reach middle or late adolescence. 

One study (Radloff, 1991) found pronounced increases in depressed moods between the ages 

of 13 and 15 years, a peak at approximately 17-18 years, and then a decline to adult levels. 

Furthermore, it is noteworthy that studies (See Weisz, Rudolph, Granger, & Sweeney, 1992) 

on the effectiveness of treatment for depression with adolescents have found stronger effects 

with older adolescents when compared with middle school adolescents. However, recently 

Cardemil, Reivich & Seligman, 2002) did find positive effects of a preventive intervention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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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income middle school students.

Limitations

While this study has found positive results for the preventive intervention there are 

several noteworthy limitations. Attitudes were assessed immediately after the intervention and 

a lack of follow up data leaves unanswered if these outcomes will persist over time. In a 

similar manner it would be desirable to measure some “hard” outcomes at a long term follow 

up such as dieting behavior, depression rates, career aspirations, and college attendance. The 

present study is limited to self reports and future research needs to assess more objective 

outcome measures where possible (such as teacher or parent reports) as well as self-reports. 

As Munoz and Ying (1993) note prevention science should aim to reduce the incidence of 

disorders.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test the boundaries of the intervention. Another 

limitation with this design is the lack of a placebo control group. Factors other than the 

treatment, such as social desirability or special attention, may have contributed to the effects 

found. Furthermore,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condition were implemented at the same 

site. This could introduce threats to the internal validity of the study (Cook & Campbell, 

1979). Indeed, a certain amount of “contamination” could have occurred as the girls in the 

treatment group had opportunities to interact with girls in the control group. This would have 

the effect of weakening the differences detected between the groups and the impact of the 

intervention might be underestimated. Lastly, this experiment was relatively small and as such 

suffered from problems of low statistical power and limited the ability to conduct potentially 

meaningful subanalyses on the data.

This study demonstrates the feasibility of implementing a prevention curriculum like the 

Go Grrrls program. Overall this study found uniformly positive results for early adolescent 

girls in the short term, an important prelude to a more rigorous evaluation. A previous 

quasi-experimental study found a similar pattern of results (LeCroy & Daley, 1999). The 

study generates data that a more “universal” style of programs can produce meaningful 

effects. This is the type of intervention that is well suited to universal administration. 

Furthermore, the results suggest the potential of a gender specific intervention. Future research 

is needed to assess the long-term impact and the differential impact of such gender specific 

prevention interventions that aim to address a wide range of issues for the successful 

transition of adolescent girls to adult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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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 소녀들의 역량 개발: ‘고걸스’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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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 초기 소녀들을 위해 개발된 예방적 개입 프로그램을 평가하고자 실시되

었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프로그램은 총 12회로 구성되고 청소년 초기 소녀들의 건강한 심

리사회적 발달에 불가결한 발달 과업들을 성취하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프로그램의 내

용에는 오늘날 사회에서 소녀 되기, 긍정적인 자아상 확립하기, 독립성 획득하기, 친구를 만

들고 친구관계를 유지하기, 도움을 요청하는 법과 도움 제공처를 찾는 법을 배우기 및 장래 

계획 세우기가 포함되었다. 참가자들은 여중생들 가운데서 모집되어 치료집단과 통제집단에 

무작위로 배정되었고, 개입치료의 효과는 신체상, 자기효능감, 매력에 대한 태도 등 8가지 측

정치를 사용하여 평가하 다. 분석 결과 치료집단에서 유의한 개선이 이루어졌고 주요 결과 

측정치에 있어 치료집단과 통제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보편적

인”(universal) 예방 프로그램이 의미 있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청소년기 소녀, 1차적 예방, 평가

청소년기 소녀들의 역량 개발(Empowering): ‘고걸스(Go Grrrls)’ 프로그램

최근 10년간 연구자, 임상의, 현장 활동가,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 십대 청소년들의 전반

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요즘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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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이다. 연락처는 craig.lecroy@as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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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난하고 위험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요즘의 청소년들이 

과거의 청소년들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위험한 행동에 노출되기 시작한다는 차이점에 기인

한다. 많은 청소년들이 초기 청소년기에 흡연, 약물 사용 및 성 관계와 같은 위험한 행동을 

시도하기 시작한다(Takanishi, 1993; Dryfoos, 1990). 미국 기술국(Office of Technology, 

1991)은 전체 청소년 중 1/4 가량이 고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 고, Dryfoos(1990)

는 청소년 위험행동 조사에서 전체 청소년 중 절반 가량이 문제행동 위험이 중등도 또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위험군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청소년들에

게도 청소년기는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수많은 장애물을 헤쳐나가야 하는 힘들고 혼란스

러운 시기임에 틀림없다.

이 같은 건강상태와 문제행동에 대한 우려는 특히 십대 소녀들을 중심으로 심각하게 제기

되고 있다. 청소년기 소년보다 소녀들이 현대사회의 변화에 더 큰 향을 받음은 이미 널리 

인식되어 있는 통념이며, Pipher (1994)는 자신의 저서 ‘다시 살아나는 오필리어 (Reviving 

Ophelia)’에서 “오늘날의 소녀들은 과거보다 훨씬 더 억압받고 있다. 그들은 보다 위험하고 

성별화되어 있으며 온갖 유형의 매체로 포화된 문화환경 속에서 성년이 된다(p. 12)”고 설파

하고 있다. 오늘날 여성 청소년들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 음주 흡연의 증가, 학업성적 

저조, 성병, 십대 임신, 높은 비율의 우울 및 불행감과 같은 수많은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고 

있으며, 청소년기부터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우울증을 경험하는 비율이 2배 이상 높은 것

으로 나타나 있다(Hankin & Abramson, 2001; Marcotte, Fortin, Potvin, & Papillon, 

2002). 이러한 우려 때문에 청소년기 소녀들이 직면하고 있는 특징적 문제에 맞는 새로운 접

근방식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예방적 개입에 대한 요구도 

증대되고 있다(Denmark, 1999; Hawkins, Catalano, Kosterman, Abbot, & Hill, 1999; 

Tanenbaum, 1999).

이러한 개입치료는 단일 문제를 교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청소년의 역량 향상과 긍정적 

발달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러 연구자들(예를 들면 Elliott, 

1993; Millstein, Petersen, & Nightingale, 1993; Johnson & Roberts, 1999)이 약물 남용, 

자살, 십대 임신 등 한 가지 문제에 한해 개입치료를 적용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보다 보편

적인 건강하고 긍정적인 청소년 개발에 주력하는 개입치료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들은 특정한 문제행동은 서로 연관된 다양한 문제들이 응집되어 표출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 경우 문제행동의 위험요인을 줄이는 동

시에 개인적 사회적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대응 기술과 같은 적응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이 목

표가 된다. 여러 대조 실험들에서 전반적인 심리적 복지감 향상 또는 약물 남용 예방을 위한 

보다 광범한 개입치 방식의 효과를 고찰한 결과(예를 들면 Botvin, Schinke, Epstein, Diaz, 



십대여성의 통합적 임파워먼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86

& Botvin, 1995; Caplan, Weissberg, Grober, Sivo, Grady & Jacoby, 1992; 

Bruene-Butler, Hampson, Elias, Clabby & Schuyler, 1997; Ellickson, Bell, & 

McGuigan, 1993; Hawkins, et al., 1999) 고무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Greenberg, 

Domitrovich, & Bumbarger, 2001). Masten (2001)는 역량 제고는 물론 증상과 문제의 예

방 또는 완화를 가져오는 개입을 주장하 고, Wyman, Sandler, Wolchik & Nelson(2000)

은 개입을 “누적적 역량 제고와 스트레스로부터의 보호”라는 용어로 개념화할 것을 제안하

다. 이렇듯 연구자들에 의해 여러 광범한 예방 모델들이 제안되었으나 실제는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Kazdin(1993, p. 136)은 “긍정적인 사회적 역량을 향상하고 위험행동(예를 들어 피임기구

를 사용하지 않은 성 관계, 중독성이 강한 마약 복용, 음주운전)을 유발하는 집단 내 또래 압

력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학교 내의 소아 청소년들을 위한 대규모의 공통 프로그

램이 중요하다”고 주장하 다. 청소년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개입 전략이 필요

하다는 인식이 늘고 있으며, 또한 개인별로 특정한 문제 역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다 표적 

지향적인 개입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에게는 예방적 개입이 이러한 표적 지

향적 또는 치료 지향적 개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는 경우가 많다.

즉 치료 서비스는 소년 위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예방적 개입은 

청소년기 소녀들에게 특히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치료 서비스는 주로 외현화된 행동장애나 

파괴적인 행동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는데(Kazdin, Bass, Ayers, & Rodgers, 1990), 이는 

치료를 의뢰하는 주체인 부모나 교사들에게는 이러한 외현화된 행동이나 파괴적 행동이 보

다 우려되는 증상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내면화된 문제 또는 정서적 문제

(예를 들면 우울, 불안, 섭식 장애)에 대해서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방치하기 쉽다(Kazdin & 

Weisz, 1998). 따라서 소녀들은 내면화된 장애나 문제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절

한 시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건강하지 못한 행동을 예측하고 예방하는데 발달모형을 적용함으로써 예방이론에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Tolan, Guerra & Kendall (1995, p. 579)이 밝힌 것처럼 “이 모형에 기

반한 개입 설계는 발달적으로 적합한 요소, 개입 시점이 미치는 향을 식별하는 능력, 그리

고 장래 발달 및 표적 증상의 개선 또는 예방에 미치는 향에 대한 평가에 역점을 둔다.”

청소년 문제 예방 프로그램은 청소년 발달의 특징적인 측면에 대응하는 발달적으로 적합

한 것이어야 한다. 청소년기는 발달 단계적으로 민감한 시기이며 청소년들은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 사회적 역에서 많은 변화에 직면하게 된다. 청소년 초기에는 사회적 문제들이 급격

하게 증가하게 되며(Brindis, Irwin, Ozer, Handley, Knopf, & Millstein, 1997; Dryfoos, 

1990) 후에 부정적 행동으로 이어지기 쉽다. 따라서 심각한 문제들이 확고하게 자리잡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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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심각한 결과를 일으키기 전인 청소년 초기가 개입하기에 적절한 시기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성 청소년기의 발달은 생물-심리-사회적 맥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별 특징적

인 개입이 요구된다. 소녀들은 신체적 성숙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으며

(Tobin-Richards, Boxer, & Petersen, 1983),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많은 문화권에 걸쳐 발

견되고 있다(Benjet & Hernández-Guzmán, 2002). 청소년 초기의 소녀들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하며 사춘기에 일어나는 변화를 싫어하는데(Brooks-Gunn & 

Paikoff, 1993; Striegel-Moore & Cachelin, 1999), 이는 낮은 자아존중감에 기인하는 경우

가 많다(Furnham & Greaves, 1994).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우울증의 발생률이 증가하며 우

울증은 청소년기에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장애로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발생 비율이 2배

나 높다(Hankin,, Abramson, Moffitt, Silva, McGee, & Angell, 1998). 소녀들은 청소년기

에 들어서면서 회피적 대처 양식, 부정적인 측면만을 반복해서 생각하는 반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대한 민감한 반응의 증가 등의 성향을 나타낼 수 있다(Nolen-Hoeksema & Girgus, 

1994; Seiffge-Krenke & Stemmler, 2002). 성역할에 대한 개념이 아직 완전하게 발달되지 

않은 상태인 여성 청소년들은 매체에서 흘러나오는 성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

하게 할 수 있는 메시지들에 직면하고 있다(Simmons & Blyth, 1987; Wylie, 1979). 이러한 

위험 요인들은 청소년기의 스트레스 요인들과 상호 작용하여 청소년 후기와 성인기로의 이

행과정을 건강하지 못하고 힘들게 만들 수 있다. 발달단계에 기반을 둔 효과적인 개입전략을 

구축하려면 예방연구에서 이러한 요인들을 해결해야 한다. 위와 같이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

로 발달단계에 기반을 둔 성별 특징적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녀들의 태도와 행동

에 긍정적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도출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

년 초기 소녀들을 위한 성별 특징적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해 기술하고 이 프로그램을 적용하

여 그 결과를 평가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및 모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소녀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하 다. 이

를 위해 새 학년이 시작하는 가을 학기에 앞서 부모와 함께 참석하는 학교 오리엔테이션 기

간 중에 모집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모집에 앞서 오리엔테이션 장소에 테이블을 설

치하고 과거에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기존 참가자들과 그룹 리더들을 배치하여 소녀들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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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토의하도록 하 다. 참가에 동의한 소녀들에 대

해서는 자세한 설명 후 부모와 본인으로부터 설명에 입각한 피험자 동의서를 받았다. 이러한 

모집과정을 거쳐 118명의 자원 참가자들이 최종 선정되었다. 참가자들로부터 수집한 인구학

적 특성 자료에 의하면 연구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13.5 고 전체 표본(실험집단과 통제

집단)의 인종 구성은 백인 62.4%, 혼혈 19.7%, 히스패닉계 13.7%, 아메리칸 인디언 32.6%, 

흑인 2% 미만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참가자 중 1/3 가량은 부모의 학력이 전문대 이상이

었다. 연구 대상자의 절반 이상(51%)이 한부모가정의 자녀 으며 37.3% 는 학교에서 무료

급식을 받고 있었다. 또한 과반수(71.6%)가 이미 초경을 경험하 다.

그룹 리더

개입 프로그램은 각 8～10명으로 구성된 소집단을 통해 시행되었다. 각 소집단은 2명의 여

성 그룹 리더가 인솔하도록 하 다. 그룹 리더들은 주로 사회복지학 전공 석사들과 심리학 

전공 대학원생들로 구성되었으며 청소년 분야의 경력, 그룹 리더 기술, 본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라는 선발기준에 따라 면접을 거쳐 채용하 다. 실험을 진행하기에 앞서 모든 그룹 리

더들은 프로그램 운  방법에 관한 광범한 훈련을 받았다. 개입치료의 진행과정은 각 회기

(session)별로 실시 방법을 상세하게 교육과정 세부계획안에 수록하 다(LeCroy & Daley, 

2001 참조). 이 교육과정 계획안에는 구두 계획안, 배부자료, 교육과정의 목표 주제가 포함되

어 있다. 또한 교육과정이 표준화된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모든 그룹 리더들을 대

상으로 주1회 30～60분간 일대일 또는 소집단으로 지도를 실시하 고, 프로그램이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세부계획안을 지침서로 사용하 다. 또한 실험기간 내내 관찰, 코

치하기, 피드백으로 이루어진 현장 상담이 이루어졌다.

프로그램 진행 절차

본 연구의 대상자는 아리조나 주의 한 준도시지역 소재 공립중학교 7학년에 재학하는 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 다. 모든 참가자들은 개입치료집단과 통제집단에 무작

위로 배정되었고, 통제집단은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았다. 이들을 각 집단에 8～10명씩 배정

한 후 사전, 사후 평가시 60분간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 다. 종속 측정치들에 대한 성과

를 알아보기 위해 모든 참가자들에게 매회 개입치료 전과 후에 설문지를 기입하도록 하 다. 

이를 위해 참가자들은 강의실에서 연구조교의 지도를 받고 검사지를 기재하 다. 이때 발생

할 수 있는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프로그램 평가요소와 개입요소를 격리하 다. 개입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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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소녀들의 태도 및 행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설문조사의 목

적을 설명한 후 설문지를 기입하도록 하 다. 또한 참가자들에게 수집된 정보는 비 로 유지

되고 작성이 완료된 설문지는 폐된 상자에 보관한다는 사실을 설명하 다.

교육방법은 강의식 교육, 학급 토의, 집단 연습, 작업지(worksheet) 작성, 소집단 역할연기 

및 주별 일지작성 과제를 사용하 다. 교육과정은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하 는데 상호 

작용적인 접근방식이 선호되는 모델로 나타났다(Tobler, Roona, Ochshorn, Marshall, 

Streke, & Stackpole, 2000 참조). 교육과정은 전반적인 사회적 역량 제고에 주력하고 6개 

발달 과업(<표 1> 참조)에 걸쳐 이루어졌다. 또한 매 회기(session)에는 전 시간에 배운 내

용을 연계시킴으로써 발달 과업의 성취에 필요한 기술을 숙달할 수 있는 순차적이고 통합적

인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 다. 이 프로그램은 12회에 걸쳐 주 1회 60분씩 방과후에 실시하

고 6개의 발달 과업에 대해 과업별로 2회 가량을 배당하 다.

<표 1> ‘고걸스’ 프로그램의 6개 단위에 대한 개관

프로그램 내용 단위 내용

오늘날 사회에서 소녀 되기

매체 메시지를 통해 사회가 소녀들에게 가하는 압력에 관해 

주로 다룬다. 성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과 감정을 고취시키고 

매체 메시지를 “반박”하는 법을 가르친다.

긍정적인 자아상 확립하기
긍정적인 신체상을 정립하도록 가르친다. 매력은 단순한 외모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독립성 획득하기
문제해결능력과 다양한 힘든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가르친다. 

성숙하고 독립적인 사고와 의사결정에 초점을 둔다.

친구를 만들고 우정을 유지하기

의미있는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친구교제기술을 함양하며 인기

에 집착하지 않도록 격려한다. 친구관계에서 지지와 복지감을 

구하는 법을 가르친다.

상황이 너무 힘들 때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때를 판단하는 법을 가르친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 및 이를 이용하는 법을 배운다.

장래 계획 세우기
교육, 직업 기타 측면에서 건강한 목표를 수립하도록 가르친

다. 숙달지향성을 학습에 이용하는 법을 가르친다.

‘고걸스’ 예방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본 프로그램의 구성은 현대사회에서 청소년 초기 소녀들의 건강한 심리사회적 발달에 불

가결하다고 여겨지는 과업을 중심으로 12회로 이루어졌다. 발달이란 청소년들이 사회환경에 

의해 부과된 필요 과업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려 시도하는 과정으로 개념화된다. 청소년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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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들에 있어 건강한 발달은 이러한 과업들에 의해 결정된다. 소녀들을 위한 예방 프로그램

은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또래, 가족과 사회에 의해 부과되는 요구를 성공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술의 학습 역량을 함양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 초기 소녀들

은 성공적으로 성인기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특히 요구되는 과업들을 숙달해야 하

므로 광범하면서도 성별 특징적인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 

‘고걸스’ 프로그램은 발달 과업을 기초로 하며 교육과정의 각 부분은 이러한 내용 역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발달 과업은 적절한 성역할 인식을 달성하는 것이다. 소녀

들에게 청소년 초기는 전통적 성역할의 규범에 순응할 것을 요구하는 기대와 직면하는 시기

이다. 청소년 초기는 발달 단계상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연령이다. 아동 중기에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 던 소녀들은 청소년 초기에 들어서면서 보다 제한적인 여성의 역할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 새로운 기대에 직면하게 된다(Brown & Gilligan, 1992). 자신의 성 정

체성을 바라보는 개인의 시각에 대해 사회적 힘이 일찍부터 강력한 향을 미치는 현대 사회

에서 이 과업은 특히 중요하다. 두 번째 내용 역은 신체상을 바르게 정립하는 과업을 다룬

다. 청소년기 소녀들은 부정적인 신체상을 갖게 되기 쉬운데 이는 낮은 자아존중감 및 우울

증 측정치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가 정한 비현실적인 미의 기준에 맞서 소녀들이 아

름다움이란 그들만이 가진 고유한 신체적 성격적 특성의 결합으로 재정의 내릴 수 있도록 돕

는 것이 중요하다.

측정

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와 모든 측정치들은 참가자들이 작성하도록 배부한 

자기보고식 설문지에 수록되어 있다. 교육과정의 내용이 다양하고 프로그램의 여러 다른 요

소들이 여러 유형의 결과들에 어느 정도의 향을 미쳤는지 확실하게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측정 전략이 요구되었다. 대부분의 측정은 이미 표준화된 척도들을 사용하 으나 일

부 측정에서는 본 연구자들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 다. 척도의 선정은 청소년들에 대한 연

령 적합성과 문항에 대한 답변 기재의 간편 용이성을 기준으로 하 다.

신체상 수용 척도. 이 척도는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체상에 대한 만족감을 측정한다

(Simmons & Blythe, 1987). 예시문항을 들면 “자신의 체형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와 

“자신의 현재 체중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이다. 각 문항은 “매우 불만족”부터 “매우 만

족”까지 4점 척도로 점수화하 다.

자기주장 척도. 이 척도는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상되는 주장 성향의 정도를 측정

한다(Center for Substance Abuse Prevention, 1993). 예시문항을 들면 “하기 싫은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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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부탁할 때 거절할 수 있는가?”와 “친구가 술을 권하면 거절할 수 있는가?”이다. 각 

문항은 “물론 할 수 없다”부터 “물론 할 수 있다”까지 4점 척도로 점수화하 다.

또래관계에서의 자존감 척도. 이 척도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험자에게 자신의 친

구관계를 평가하도록 요청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을 측정한다(Hare, 1985). 예시문항을 들면 

“나는 내 또래 아이들에 비해 친구가 많다”와 “다른 사람들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한

다”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4점 척도로 점수화하 다.

매력에 대한 태도 척도. 이 척도는 8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력에 관한 소녀들의 인식

을 측정한다(LeCroy & Daley, 1997). 예시문항을 들면 “나는 매력적으로 보이려면 마른 몸

매라야 한다고 생각한다”와 “내가 어떻게 처신하는가 보다 겉으로 보여지는 내 외모가 더 중

요하다”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4점 척도로 점수화하

다. 이 척도는 본 연구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효과 평가의 일환으로 본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되었다. 

소녀들의 자기효능감(self efficacy) 척도. 이 척도는 9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험

자가 느끼는 자신의 성역할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측정한다(LeCroy & Daley, 1997). 예시

문항을 들면 “나는 여자라서 좋다”와 “나는 자상하고 자신감 넘치는 소녀이다”이다. 각 문항

은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4점 척도로 점수화하 다. 이 척도 역시 본 연

구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효과 평가의 일환으로 본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되었다.

자기호감 및 자기역량 척도. 이 척도는 2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험자가 느끼는 자신

의 능력과 자아존중감을 측정한다(Tafarodi & Swann, 1995). 예시문항을 들면 “나는 많은 

것을 매우 잘한다”와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점수화하 다. 

무망감(hopelessness) 척도. 이 척도는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험자가 느끼는 무망

감과 무력감(helplessness)의 정도를 측정한다(Kazdin, Rogers, & Colbus, 1986). 예시문항

을 들면 “나는 언젠가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와 “나는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으니까 바란다는 자체가 바보 짓이다”이다. 각 문항에 대해 “예” 또는 “아니

오” 응답을 점수화하 다.

도움 제공처. 이 목록은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15개의 도움 제공처들을 수록하고 

있으며, 피험자들에게 필요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관에 동그라미를 치도록 

지시하 다. 예시문항을 들면 “긴급전화 및 위기센터”와 “또래 친구”이다. 이 척도 역시 본 

연구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효과 평가의 일환으로 본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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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본 연구에 참가할 것에 동의한 총 118명의 소녀들 중 프로그램 중도 탈락자 1명, 프로그램

을 이수한 기간이 부족해 개입치료에 포함되지 못한 1명, 그리고 제대로 작성되지 못한 설문

지들을 분석에서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분석에 이용된 연구대상자는 113-116 명이었다. 특기

할 점은 참가자들이 극히 낮은 탈락률을 보 다는 점이다. 더구나 1명을 제외한 모든 참가자

들이 전체 회기의 75% (프로그램이 효과를 발휘하기에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기간) 이상을 

이수하 다. 프로그램 요소들의 충실도의 측정은 교육과정 프로그램에 설명된 대로 각 회기

가 진행된 정도를 기준으로 하 다. 프로그램 충실도와 관련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프

로그램의 충실도를 지속적으로 감독하 다. 프로그램의 충실도를 보장하기 위해 그룹 리더

들이 프로그램 세부계획안(회기별 protocol)을 따르도록 훈련하 다(교육과정의 세부 내용은 

LeCroy & Daley, 2001 참조).

<표 2>는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시점의 모든 측정치들에 대한 신뢰도 분석결과(Cronbach 

α)를 제시하고 있다. 표에서 신뢰도는 .72에서 .94로 나타나 모든 측정치들이 적절한 신뢰도

를 보이며 시간경과에 따라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종속 측정치들에 대한 신뢰도 추정치

척도 사전검사 사후검사

신체상의 수용

자기 주장

또래관계에서의 자존감

매력에 대한 태도

소녀들의 자기효능감

자기 호감 및 자기역량

무망감

.72

.72

.80

.76

.92

.89

.80

.78

.76

.75

.72

.94

.90

.72

공변량으로 사용될 수 있는 변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개입치료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차이를 

검정하는 예비분석을 실시하 다. 모든 주요 인구학적 변인들(연령, 인종, 무료 학교급식-사

회경제적 배경[SES]에 대한 대용치, 한부모가정 및 초경)에 대해 개입치료 전에는 두 집단간

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이 변인들은 프로그램 매개변인들과도 상호작용하

지 않는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분석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주분석 단계에서는 종속 측정치들의 평균 점수들을 비교하 다. 분석에는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량으로 하고 사후검사 점수를 종속 측정치로 한 일원 공변량분석(one-way ANC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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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여 개입치료집단과 통제집단 구성원들의 점수를 비교하 다. 또한 프로그램의 각 

다른 구성요소의 효과를 검토하는 것의 이론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결과 측정치들에 대해 단

변량분석을 수행하 다. 그 결과 어떤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각 구성요소들이 특정 결과 측정

치에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매력’ 변인은 프로그램의 첫 번째 

내용 역 ‘오늘날 사회에서 소녀 되기’와 두 번째 내용 역 ‘긍정적인 자아상 확립하기’의 

구성요소인 반면 ‘도움 제공처’ 변인은 프로그램의 한 내용 역에서만 나타났다. 가장 주요

한 결과변인들은 자기호감, 자기역량, 자기효능감이었다. 변인들은 약간의 상관관계를 보 지

만 전반적으로는 서로 상당히 독립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기효능감과 또래(친구)관계에

서의 자존감이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earson’s r=.59).

<표 3>은 개입치료집단과 통제집단에 대한 사전검사 및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

차를 제시하고 있다.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개입치료집단에서는 1개를 제외한 모든 종속 

측정치에서 유의한 시간효과(집단 내)를 보이고 있으나 통제집단에서는 단지 1개의 종속 측

정치에서 유의한 시간효과를 보 다. 이 분석은 집단 내에서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까지의 

변화만을 조사하 기 때문에, 두 집단간의 통계적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추가분석을 

통해 치료집단이 보인 변화와 통제집단의 변화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 개입치료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및 사후 조사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종속변인
개입치료집단 통제집단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신체상의 수용

자기 주장

또래관계에서의 자존감

매력에 대한 태도

소녀들의 자기효능감

자기 호감/역량

무망감

도움 제공처

2.79 (.63)

3.56 (.41)

2.88 (.45)

2.90 (.51)

3.45 (.49)

3.64 (.60)

 .26 (.20)

 .32 (.21)

3.09 (.61)*

3.68 (.43)*

2.90 (.44)

3.15 (.48)*

3.59 (.47)*

3.85 (.60)
*

 .20 (.16)*

 .40 (.21)*

2.87 (.69)

3.60 (.60)

3.07 (.48)

2.91 (.47)

3.53 (.46)

3.82 (.57)

 .18 (.18)

 .30 (.16)

2.91 (.65)

3.56 (.52)

3.09 (.45)

2.95 (.45)

3.55 (.46)

3.82 (.58)

 .18 (.13)

 .34 (.19)*

주: 표준편차는 (  ) 안에 표기하 다. * p <.05 사전조사 점수와 사후조사 점수간의 그룹 내 그룹 내 차
이, 자기 호감/역량 및 무망감(N = 113)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N = 116

<표 4>는 종속 측정치별로 두 집단간 효과와 집단 x 시간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5개의 종

속 측정치들에서 유의한 집단 x 시간효과가 나타났다. 개입치료집단의 경우 신체상(F = 

6.03, p < .008), 자기주장(F = 4.75, p < .01), 매력(F = 8.76, p < .002), 자기효능감(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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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p < .03) 및 자기호감과 자기역량(F = 6.30, p < .006)에서 통제집단보다 유의한 개선

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2개의 변인 ‘무망감’과 ‘도움’은 .1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유의성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 다(Keppel, 1991). 아무런 유의한 집단 x 시간효과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난 1개 변인은 친구관계에서의 자존감이었다. 변인들의 효과크기(omega squared)

는 .01에서 .07의 범위로 나타났다. Cohen(1977)에 따라 .01은 작은 효과크기, .06은 중간 효

과크기로 해석하 다.

<표 4> 개입치료집단과 통제집단간 통계분석 (집단 x 시간)

변인(Variables) df F p 효과크기
(Effect Size)

신체상

자기 주장

매력

자기효능감

자기 호감

친구관계에서의 자존감

무망감

도움

(1,116)

(1,116)

(1,116)

(1,116)

(1,116)

(1,116)

(1,113)

(1,116)

6.03

4.75

8.76

3.42

6.30

 .02

1.70

1.84

.008

.015

.002

.03

.006

.88

.09

.08

.052

.041

.076

.03

.056

.00

.015

.016

참가자들에 대해 소비자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질적 평가 논평을 하도록 한 결과 본 프로

그램은 호응도와 효용 가치면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참가자들에게 프로그램의 매 회기를 

5점 척도(1 = 매우 불만족, 5 = 매우 만족)로 평가하는 검사지를 작성하도록 한 결과 모든 

회기들이 평균 점수 4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자들은 “이 프로그램으로 보다 독립적이 

될 수 있었다”, “나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것은 정말 멋진 

경험이었다” 등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논평을 하 다. 또한 극히 낮은 중도 탈락률은 참가자

들이 이 프로그램의 가치를 높게 인정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고찰

청소년기 소녀들은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도기로서 이들은 문화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대중매체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은 확산되고 있으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보편적 예방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실험에서 얻은 결과 자료들은 ‘고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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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개입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명확한 증거로 해석된다. 개입치료집단은 1개를 제외한 

모든 측정치들에서 명백한 시간효과가 나타나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통

제집단은 1개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시간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자료들에 대해 

각 집단별 시간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체상, 자기 주장, 매력, 자기효능감, 자기 호감과 

자기역량의 5개 변인에서 개입치료집단이 통제집단보다 높은 개선율을 보 다. 이러한 긍정

적인 변화들이 신체상, 자기효능감 및 자기 호감과 자기역량과 같은 주요 변인들에서 일어났

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령대에서 신체상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생각할 때 신체상의 수용은 주요 관련

(proximal) 변인으로 생각된다. 문화적 관점에서 신체상은 소녀들에게 오랫동안 부정적인 

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Thompson (1990)은 신체상에 대한 동요는 행동의 사회문화적 

이해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Striegel-Moore and Cachelin (1999, p. 86)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신경을 쓰고 외모로 자신을 판단하게 만드는 문화적 규준과 특히 마

른 몸매를 미인의 기준으로 삼는 풍조가 한데 어우러져 소녀들이 마른 체형을 추구하게 만

드는 강력한 동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동인은 소녀들에게 종종 자신이 “정

상” 체형임에도 불구하고 살이 쪘다고 생각하게 만들고(Desmond, Price, Gray & 

O’Connell, 1986), 그 결과 전체 사춘기 소녀들 중 무려 80%가 다이어트에 매달리는 “전염

병적” 추세에 이르고 있다(Berg, 1992). 대체로 소녀들에게는 부정적인 신체상이 심각한 정

신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신체상에 대한 불만족이 높은 우울증 발병률 및 낮은 자아존중

감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었으며(Fabian & Thompson, 1989), 이로 

인해 사춘기를 지난 소녀들에서 우울증의 발병률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Hodges & 

Siegel, 1995). 특히 사춘기에 도달한 소녀들에 있어 신체상이 이들의 신체에 미치는 향 

때문에 자신의 신체에 대한 수용은 중요한 발달 과업이다. 이 과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경우 소녀들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게 되고 섭식장애의 발병을 예방할 수 있

다. 본 연구의 결과 많은 사춘기 소녀들이 이 중요한 청소년 발달기 동안 신체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관련 변인은 매력의 가치에 대한 소녀들의 인식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매우 놀라운데, 이는 소녀들의 문화에서 ‘매력 가꾸기에 대한 집착이 널리 확산되어 

있는데 기인한다. 사춘기 소녀들과 이들의 ‘외모’를 겨냥한 대중매체가 홍수를 이루고 있는 

(Evans, Rutberg, Sather, & Turner, 1991; Martin & Gentry, 1997) 현실 때문에 개입치

료 프로그램이 이 변인에 향을 미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으나, 연구 결과 개입치료집

단에서 매력의 가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제집단과 비교했을 때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십대여성의 통합적 임파워먼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96

또한 중요한 변인은 소녀들의 자기효능감과 자기역량으로 나타났다. 이 두 변인은 모두 통

제집단에 비해 실험집단에서 현저하게 더 긍정적인 변화를 보 다. ‘고걸스’ 프로그램에서는 

소녀들의 자기효능감과 자기 역량감을 제고하는데 근본적인 역점을 두었다. 청소년기 초기의 

가장 중요한 발달 과업은 긍정적인 자아감을 획득하는 것이다(Harter, 1990). 그러나 긍정적

인 자아감을 획득하는 과정은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여자 청소년들에게 더욱 힘든 것으로 판

단된다(Hankin & Abramson, 2001). 전국 표본에 대해 자아존중감을 조사한 초기 연구에서

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자아존중감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Conger, Peng & 

Dunteman, 1977; O’Malley & Bachman, 1979). Maccoby & Jacklin(1974)은 이러한 전반

적인 자아상 측정치로는 성차를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하 으나, 유의한 성차를 입증하는 새

로운 자료들이 속속 발표되면서 그들의 주장은 점차 힘을 잃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긍정적

인 자아상이 외부로부터 많은 압력을 받게 되는 미국인 소녀들의 사회문화적 양육배경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Lord & Eccles(1994)는 청소년들의 자신의 신체적 매력

에 대한 자기 개념이 자아존중감의 가장 효과적인 예측인자라고 밝히고 있으며, 여자 청소년

들이 남자 청소년들보다 자신의 신체적 매력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arter, 

1990). 또한 Simmons & Blyth(1987)의 연구에서는 소녀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에 들어가면서 자아존중감이 급격하게 저하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더구나 이 여학생들에 대

한 장기적 연구 결과 이들이 고등학교 시절까지 계속 낮은 자아존중감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얻어진 긍정적인 결과는 청소년기 소녀들을 대상

으로 한 예방적 개입치료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으로 보인다. 소녀들에게 중요한 역량 

분야에 노력을 집중하고, 사회․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며, 보다 높은 성취도와 대처 기술의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장기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연관성이 낮은 2개의 변수인 친구관계에서의 자존감과 도움 제공처에서는 .05 

유의수준에서 두 집단간의 변화를 찾을 수 없었으며, 이 2개의 변인은 개입치료 프로그램에

서 가장 적게 다루어진 구성요소 다. 무망감에 대한 효과가 적게 나타난 것은 흥미로운 결

과인데, 본 개입치료 프로그램의 예방적 성격을 반 한 것으로 보인다. 즉 예방적 개입 프로

그램에서는 무망감 척도로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심리적 적응의 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 반면 많은 청소년기 소녀들이 우울감을 느낀다고 보고하고 있으므로 프로그램에서 이 

부분은 정교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많은 소녀들이 청소년기 중기 또는 후

기이전에는 우울증상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이 부분이 적게 다루어진 것은 발

달단계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 연구(Radloff, 1991)에서는 13～15세에 우울감이 

나타나는 비율이 현저히 증가해서 17～18세 정도에 최고조에 이른 후 하락하는 것으로 밝히

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에 대한 우울증 치료 효과에 관한 연구들(Weisz, Rudolph, Gr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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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eeney, 1992 참조)에서 중학생들에 비해 그보다 높은 연령의 청소년들에서 더 큰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Cardemil, Reivich & 

Seligman, 2002)에서는 예방적 개입이 저소득층 중학생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고 보

고하고 있다.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예방적 개입의 긍정적인 효과를 입증하 으나 주목할 만한 여러 제한점이 있다. 

피험자들의 태도는 프로그램 종료 직후에 평가되었고 추후 추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효과가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속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추적조

사를 통해 섭식행동, 우울증 비율, 경력 목표, 대학 진학률 등의 “확고한” 결과를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자기보고에만 의존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자기보

고 외에도 가능한 한 교사 또는 부모의 보고와 같은 보다 객관적인 결과 측정치를 평가할 필

요성이 있다. Munoz & Ying(1993)가 지적했듯이 예방과학은 장애 발병률의 감소를 목표로 

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개입치료 역의 확대를 시도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

의 설계상 또 다른 제한점은 위약 통제집단이 없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실제 치료가 아닌 사

회적 선호도 또는 특별한 관심과 같은 요인들이 프로그램의 효과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개입치료집단과 통제집단에 대한 조사가 같은 장소에서 실시되었기 때문에 두 집단이 

서로 상호 작용할 기회가 있었고 따라서 어느 정도의 “오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 본 

연구의 내적 타당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Cook & Campbell, 1979). 이는 두 집

단 간의 차이를 약화시키고 개입의 효과를 평가절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실험은 소규모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통계적 검정력이 낮고 본 연구에서 얻어진 자료에 대

해 유의미한 하위분석을 실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 ‘고걸스’ 프로그램과 같은 예방 교육과정 실시의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전

체적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기 소녀들에서 단기적으로 균일하게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으므로 

향후 보다 엄격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으로 평가된다. 다른 유사실험 연구에서

도 비슷한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LeCroy & Daley, 1999). 본 연구에서 얻은 자료는 보다 

“보편적인” 스타일의 프로그램이 의미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유형의 개입치료 프로그램은 보편적으로 실시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연구 결과는 성별 특징

적 개입치료의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진행될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소녀들의 

성인기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광범한 문제 해결에 목적을 둔 성별 특징적인 예방적 개입

의 장기적인 향 및 차별적 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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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rls’Day - Future Prospects for Girls

Ms. Carmen Ruffer
(Program Coordinator, Girls’Day, Germany)

Vocational Orientation in technology, ICT, natural sciences and crafts

Project description: Every 4th Thursday of April technical enterprises, universities and 

research centres are invited to organise an open day for girls - the Girls’Day. ‘Future 

Prospects for Girls’ is a large campaign in which a wide range of professions and activities 

is presented to girls from ten years on. The nationwide project mobilised more than 500,000 

girls for 24,000 events in technology, ICT, natural sciences and crafts from 2001 - 2006. The 

vocational choices of girls are influenced in a very positive way so far. For companies the 

Girls’Day has evolved as an important instrument of their recruitment policy. The Girls’Day 

encourages the surroundings of young women - i.e. families, school, media and employers - 

to participate in the campaign and change their common attitudes towards vocational 

orientation. Girls, who take part, should be ideally supported by all instances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their career choice.

Information material, an all-embracing interactive website and a useful advisory service 

provide information and support for all target groups. Regional working groups handle local 

organisation efforts. 309 working groups from trade unions, chambers, employer associations, 

employment offices, and women’s representatives have been set up so far. They are actively 

involv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Girls’Day concept at national and regional level. The 

campaign includes a scientific evaluation.

Project objectives: By actively taking part in the Girls’Day, girls shall be particularly 

motivated and encouraged to seize their career options. Subsequently, they choose to study or 

work even in professional fields that are presently not typically female. Being a nationwide 

event that takes place at a uniform date, the Girls’Day shall also in future combine regionally 

limited initiatives to achieve far-reaching effects unprecedented so 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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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system in Germany:

The education system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has two features which 

distinguish it from the education systems of most other industrialised nations: There are three 

or four parallel but separate types of school at the lower secondary level, preceded by a 

common primary school. And the ‘dual’ form of vocational training is very important. Its 

main function is to supply skilled workers through in-company training. In Germany, only a 

small proportion of young people complete their vocational training in school. Approximately 

three quarters of the young people in any school grade (not including upper schools in 

Gymnasien) are trained in companies. Additionally, the company trainees attend vocational 

school. This is why one speaks of a ‘dual’ system of vocational education.

Project background:

The number of girls choosing “typically female” careers or subjects of study is 

disproportionately high. In doing so, they do not fully exhaust their career opportunities. This 

is in opposition to trade and industry complains about an increasing lack of qualified staff in 

the technical field. The Girls’Day opens up extensive future prospects to a generation of 

qualified young women. With the objective of establishing contacts and drawing attention of 

industries and the public to girls’ strengths.

For example more than 70 % of the girls in Germany who start traineeships choose one 

out of only 20 different jobs. In comparison to this, about 50% of boys choose one out of 

20 different job trainings. The vocational trainings that are most frequently chosen by girls 

are office clerk, sales assistant, hairstylist, doctor’s assistant and dentist’s assistant. In many 

cases these professions offer less payment and prospects than jobs in the industrial sectors.

Women are also under-represented in science and technology. Less women than men 

study information technology or engineering. Less women are engaged in research.

In contrast to this, girls are very successful at school and achieve on average higher 

graduations as boys. Companies complain about a lack of qualified personnel in the near 

future. On this background and for the sake of equal opportunities for man and woman they 

are well advised to offer careers to skilled girls and young wo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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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graduations of boys and girls in Germany
 2003/04, Federal Statistical Off ice Germany, ow n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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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petence Center Technology-Diversity-Equal Chances:

“Shaping technology - Making equal opportunity a reality” is the motto of the 

non-governmental organisation Competence Center Technology-Diversity-Equal Chances. The 

main objective of the Competence Center is to actively help shape Germany’s path towards 

becoming an information- and knowledge-based society. To this end, it develops and carries 

out a wide range of initiatives and projects that exploit the potential of women as well as 

men to make equal opportunity a reality in all spheres of society and work.

The strategy of equal opportunity presupposes recognition of people’s diversity, their 

varied biographies, lifestyles and capabilities and promotes the development of the potential 

and opportunities this diversity entails. It uses diversity as a success factor in achieving 

gender and generational equality in social development.

Support and cooperation:

The project Girls’Day - ‘Future Prospects for Girls’ is funded by grants from the 

German 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the German Federal Ministry for Family 

Affairs, Senior Citizens, Women and Youth and the European Social Fund.

The project is supported by the German 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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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erman Federal Ministry for Family Affairs, Senior Citizens, Women and Youth the 

Confederation of German Employer’s Associations (BDA), the Germ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DGB), the Federal Employment Agency (BA), the German Chambers of 

Industry and Commerce (DIHK), the Federation of German Industries (BDI), the German 

Confederation of skilled Crafts (ZDH) and the Initiative D21. In Cooperation with the 

nationwide coordination office they form a supervising board for the Girls’Day - Future 

Prospects for Girls.

homepage [www.girls-day.de]:

The projects’ homepage is well known in Germany. We follow a target group oriented 

concept and relaunch the websites’ design every year to start the new Girls’Day-campaign. 

The target groups are girls from ten years on, teachers, employers and employees, parents, the 

media and other organisations. The main features of the website are vocational orientation for 

girls and service for the Girls’Day participants and multipl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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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mpaign’s internet site provides an interactive map of Girls’Day-activities with 

information about events organised from companies and organisations at this occasion. 

Regional contacts and information for and about organisers or working groups are also 

displayed on a map. Supporting information, e.g. a monthly newsletter for parents, teachers 

and all other people interested in the campaign can be subscribed. And you can order printed 

information material as flyers, practical guidelines, posters and stickers.

Girls get valid information how to attend the Girls’Day. The websites exclusive features 

for girls offer several opportunities: The Girls’Day participants can exchange experiences in 

an all-girls internet forum, they can take part in Girls’Day contests and other activities like 

the Girls’Day song contest in the year 2005. Since 2006 they have the possibility to try the 

computer game “Girls’Planet” that shows women in male dominated jobs like engineer or 

detective superintendent and gives substantial job information.

Additionally a nationwide database unto open days and events, that offer vocational 

orientation especially for girls in companies, universities and research centres, is part of the 

popular website. Since March 2001 more than 30 million page impressions have shown that 

the public is highly interested in the campaign. More than 3,000 subscribers receive the 

monthly newsletter.

Accomplished Goals:

So far we achieved a broad participation. 24.000 enterprises, universities, research 

centres and public authorities organised the Girls’Day. More than 500.000 girls took part. 12 

coordinating institutions in the federal states and 309 regional groups are involved.

Events Girls Working Groups

2001 39 1.800 -

2002 1.267 42.500 83

2003 3.905 101.011 173

2004 5.303 114.063 210

2005 6.974 127.115 267

2006 7.085 121.681 309

total 24.573 508.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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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irls’Day raises a wide public awareness: 27,000 articles in print media, 1,000 

reports on TV, 750 reports on radio, 7,000 internet articles. The response by the media 

increased impressively during the project and draws public attention to the strengths and 

opportunities of girls. Many significant pictures and interesting reports of the Girls’Day 

activities promote a positive image of girls in technology, ICT, natural sciences and crafts.

The project also managed to give an impulse for Europe. Based on the German model, 

a Girls’Day is organised in Austria, Luxembourg, Belgium and the Netherlands. Cross-border 

activities take place with Austria, Luxembourg and Poland. Good practise:

Companies, research institutes, universities and other institutions open their doors once 

a year to give girls from ten years on a first insight into the world of work. Through a great 

variety of events taking place at Girls’Day, young women are able to learn about vocational 

possibilities, get in touch with Human Resources Managers and personnel responsible for 

traineeships. For this purpose, the participating institutions open their laboratories, workshops 

and offices to give examples that show girls how interesting and exciting this work can be. 

Employees are often personally available for discussions.

“I rather like to construct something, than cut people’s hair”, 14-year-old girl, 

participating Girls’Day at a car-centre in Soest.

As an example of good practise the Deutsche Telekom participates in the nationwide 

Girls’Day for the sixth time this year. Their press release says: “On April 27, 2006, career 

prospects in science, technology and commerce will be presented to girls in workshops and 

at events. Deutsche Telekom expects more than 4,000 schoolgirls from grades five to ten to 

attend at 110 locations. One of this year’s highlights will be the presentation of IT and TC 

technology at the 2006 FIFA World Cup (TM) venues in Hamburg, Hanover, Colog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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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kfurt and Stuttgart, where the girls can gain a practical insight into the IT and TC 

technology which has been designed by the T-Com and T-Systems strategic business areas 

and is to be used by Deutsche Telekom to equip the World Cup stadiums.”

Dr. Heinz Klinkhammer, CHRO of Deutsche Telekom marks: “Innovations determine 

the economic future of our country. The ICT sector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nnovation 

drivers. That’s why we believe it is imperative to spark enthusiasm among young people, 

especially young women, for careers in technology.”

At the Girls’Day workshops, Telekom Training, together with colleagues from T-Com, 

T-Systems, T-Online and T-Mobile, gave an impression of the wide range of career 

opportunities at Deutsche Telekom to the potential new female recruits. All of the company’s 

strategic business areas will be involved in Girls’Day.

Maud Pagel, head of Diversity at Deutsche Telekom, explains the Group’s commitment 

to the project for several years: “It is up to us to communicate to girls what it means to be 

able to design technology yourself. For that reason, we are right behind the concept of 

Girls’Day and have been there right from the start.”

Another good example is the Girls’Day in the Bundeskanzleramt. Girls’Day started on 

April 25, 2006 in the office of the federal chancellor Dr. Angela Merkel. The German 

chancellor welcomed 24 girls. In her speech she encouraged young women to choose future 

jobs in science and technology. Several ICT companies, members of the initiative D21 gave 

an practical insight into their work and informed about vocational training.



십대여성의 통합적 임파워먼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108

22 girls visited the Munich airport and learned about the work of a mechatronics 

technician. 18-year old Constanze Koch, who is in the first year of vocational training to 

become a mechatronics technician, explained her job and acted as role-model: “I’m very 

happy with my work. A male dominated job can be very interesting for a woman, too. 

Because your skills are required in a variety of fascinating tasks.” Schools: In nearly all 

German states, the Ministries of Education have recommended headmasters to offer the 

participation in the Girls´Day as a school event. Given regard to the day as a useful, 

practically oriented supplementation to vocational orientation at school. Members of the 

Standing Conference of Ministers of Education and Cultural Affairs have been involved in the 

preparation of the campaign since 2002.

Regional working groups:

Regional groups work in close cooperation between trade unions, chambers, employer’s 

associations, employment offices, women’s representatives and other multipliers. They work 

together in networks to organise Girls’Day in their region, e.g. match girls and company 

events. The working groups benefit from dissemination of experiences and advisory service of 

the nationwide coordination bureau. This ensures that the campaign becomes a constantly 

available opportunity for girls and young women, while they are in search of career 

possibilities. Multipliers receive support from a nationwide dialogue. Regionally limited 

initiatives are combined to achieve far-reaching effects.

Evaluation results:

To be in a position to use the experience made during this campaign, the participating 

girls, teachers and the mentors organising the events were polled. In 2006 a total of nearly 

12.300 questionnaires from 9,000 girls, 1,100 teachers and 2,200 mentors in companies and 

other organisations were evalu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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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s show that most of the companies and other organisations invite girls for an 

open day. This number increased immensely since the campaign’s start in 2001. One quarter 

of the mentors organise Girls’Day for daughters and friends of the employees, e.g. parents, 

relatives or friends take girls with them to work and act as mentors for the day. 12.7 percent 

invite selected schools.

Whom did you invite to the Girls' Day? (multiple desig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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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asons for companies and organisations to participate in the campaign are to 

represent their business and to open up personnel resources for the future. For three quarters 

of companies and organisations the Girls’Day fits to their corporate identity.

Reasons for the participation at Girls Day - M? chen Zukunfts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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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sked the companies and organisations about their contentment with the Girls’Day. 

More than 80 percent are satisfied or very satisfied.

How satisfied are you with the Girls'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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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ng ind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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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do companies and organisations think about vocational orientation of girls? Most 

of them rated cooperation between schools and companies and activities like the Girls’Day as 

important. But also a family oriented personnel policy and other aspects were quoted.

What is important to w in girls and young w omen for jobs in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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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panies and organisations get a very positive feedback about the Girls’Day. 

More than 80 percent say that girls showed interest and engagement. More than 70 percent 

got positive feedback of the employees. In many cases - more than 50 percent - media 

reported about the activity.

What kind of feedback did you get about the Girl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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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lso asked the teachers about their contentment with the Girls’Day. Nearly 90 

percent are very satisfied, satisfied or at least partly satisfied.

How satisfied are you with this year's Girls'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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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wanted to know, what do teachers think, is important for vocational orientation of 

girls in science and technology. Most of them rated cooperation between schools and 

companies and a different common image of women and technology as important. But also 

parents sensitization and more technology-oriented practical trainings were mentioned.

What do you think is  im portant to attract girls  and young wom en to technical and scientific 
profess 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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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are the main factors that influence the orientation of girls towards science and 

technology? The teachers told us two main aspects. From their point of view girls do not 

trust their own capabilities enough and girls do not know enough about these jobs. The 

Girls’Day wants to fight against this lack of information.

With which of the following statements concerning factors that influence the orientation of girls 
towards technical, information technology, or scientific professions do you agr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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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rls don't know  enough about these j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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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of the girls who take part in Girls’Day are between 13 and 15 years old. 12 

percent are older than 15 years and nearly 20 percent are between 10 and 12 years old. The 

number of younger girls increased during the campaign. This is very appreciated as age is an 

important factor in vocational orientation for girls in science and technology.

How old are you?

older than 15
12,2%

betw een 13 and 15 
years
66,7%

betw een 10 and 12 
years
19,6%

younger than 10 
years
0,0%

not reported
1,5%

n = 9161

In many cases - more than 30 percent - girls take the initiative to find a Girls’Day 

event in which they are interested and can take part. Others got help by a friend. A quarter 

of the matchings is arranged by teachers, parents or relatives. This number is decreasing since 

the campaign started. Girls take their chances increasingly by themselves.

How did you find your Girls'Day place ? 

32,4

24,5

19,3 18,7

3,4
1,6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Found it by myself teacher arranged it position at my
parents' /

acquaintances'

a friend took care
of  it

other n.s.

n = 9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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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irls’ contentment with the Girls’Day is very high. More than 90 percent are 

satisfied or very satisfied.

How did you like this Girls'Day altogether ?

n.s.
2,0%

didn't like it
0,4%

didn't like it at all 
0,1%

satisfying
6,4%

very much
48,5%

I liked it
42,7%

n = 9161

Does the Girls’Day encourage young women to tackle jobs previously thought of as 

male strongholds? What impact does it have on vocational choices and future plans? More 

than 40 percent of the participants say that they got to know professions that they are 

interested in. More than 30 percent can imagine to work exactly in the field visited at 

Girls’Day. Another third does still not know which occupation they want to choose.

What is the Girls'Day's impact on your vocational choice and/or future plans?
 (multiple choices possible)

44,8

31,2 31

14,4

5,4 4,9

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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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50

I got to know
professions that I

find interesting

I can imagine to
w ork later on in the
field I got to know

today

I still don't have any
precise  career

aspiration

I know  now  w hat I
don't w ant to do

The hands-on
practice has
confirmed my

present career
aspiration

I have found a new
ideal profession

 

n = 9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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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arly 40 percent of the girls would like to study or start practical or vocational training 

at the company, university, research centre or other organisation, they visited at Girls’Day.

Could you im agine to get back to where you spent your Girls 'Day 
 for an internship, an apprenticeship, or s tudies?

yes
39,9%

no
13,4%

don't know
45,7%

n.s .
1,0%

n = 9161

Actually more than 20 percent of the companies and organisations report that girls have 

applied for practical or vocational traineeships because of he Girls’Day.

Have girls applied for traineeships or apprenticeship training positions because of their earlier 
participation in Girls'Day ?

n.s.
9,5%

no
68,3%

yes
22,2%

n = 1651

If asked which fields of work girls can imagine to choose. Most of them told us it 

would be arts and design. But the fifth-most answer is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which more than 30 percent would like to work in. Multimedia 

(30%), science and research (30%), technology (27%), crafts (27%) were also frequ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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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ioned. More than 20 percent decide in favour of engineering. It is quite amazing how 

girls express their wide interests when they are asked at Girls’Day. Especially in comparison 

to the current lack of women working in this fields.

Would you like  to work in the  following fie lds of action?

17,4

20,2

21,2

26,7

27,3

30,1

30,3

32,8

37,2

49,5

57,9

65

28,5

28,3

22,3

27,2

29,5

25,3

32,8

31,4

27,1

23,9

21

15,7

50,9

46,3

52,5

41,9

39,1

40,4

30,7

31,5

31,8

22,4

18,2

16,4

3,2

5,1

4

4,2

4,1

4,3

6,2

4,4

3,9

4,1

2,9

2,9

0% 20% 40% 60% 80% 100%

environm ent / agriculture

journalism  / politics

technics

m ultim edia

m edicine / care

social action / education

yes, very much / yes maybe rather not / not at all not reported
n = 9161

Girls’Day also influences the image of professions in science and technology in a 

positive way. We asked the girls to which statements about jobs in science and technology 

they would agree. After Girls’Day nearly 57 percent know that teamwork is needed in these 

jobs. 42 percent of the girls tell us that these jobs offer good career perspectives. Less than 

10 percent agree to the sentence “These jobs are boring”.

With which of the following statements about jobs in science and technology do you agree?

6,3

9,6

12,7

14,5

33,7

37,7

39,1

39,4

42,4

50,6

56,9

41,8

31,5

38,1

59

48,2

55,6

50,9

43,3

46,1

39,3

32,8

43,8

54,6

44,9

18,9

14,8

2,8

3,5

13,5

5,7

5,1

5,1

8,2

4,3

4,4

7,6

3,3

3,9

6,6

3,8

5,7

5

5,3

0% 20% 40% 60% 80% 100%

They of fer poor employment outlook

These jobs are boring

In these jobs you seldom w ork w ith other people

You can combine these jobs w ith future children edaquately

A few  w oman w ork in these jobs

Jobs in technology of fer a variety of tasks

You can earn a lot

It is as easy for w omen as for men to f ind a job like this 

There are good career prospects

Good grades are essential for these jobs

Teamw ork is needed in these jobs

true partly true not true missing indicate

n = 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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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ike, 17 years old, participated at the Tehalit GmbH in Heltersberg : “My Girls’Day 

has been very informative. The trainers explained vocations and products of the company. I 

talked to women working in different jobs in the production area. I got curious and wanted 

to start a vocational training to be a process mechanic. I applied for the vocational training 

and I was chosen for it. I never heard of this profession before the Girls’Day. I like to 

operate machines and work with different synthetic materials.”

Conclusion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Girls’Day in Germany met with a very positive response 

by all target groups. It became clear that girls are quite interested in occupations in 

technology, ICT, natural sciences and crafts if they are introduced to them appropriately - like 

it happens at Girls’Day. After this day, many girls can imagine to undergo a practical training 

or even start a vocational training.

The Girls’Day - Future Prospects for Girls enables all participants to win. The 

organisers, institutions and enterprises gain top personnel resources for the future. The girls 

dismantle prejudice about technical jobs. And also boys will be on the winning side when 

they have the possibility to discuss at school about “choice of employment” and about gender 

bias in professional life.

In 2005 we additionally launched the networking project New Paths for Boys - 

Expanding Future Opportunities in Work and Family Life as a nationwide pilot scheme. The 

project encourages local initiatives to provide special activities, programmes and services for 

male pupils meeting the needs of boys who are experiencing the transition from school to the 

professional world. Multipliers receive support and benefit from a nationwide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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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s of practice for boy-specific social work aim at holistic support, i.e. at broadening the 

range of careers from which boys choose in the direction of health care, education and social 

assistance sector, at rethinking male role models in a more flexible way and at strengthening 

their social competence.

Thanks to the varied and imaginative organisation of Girls’Day by the participants, there 

is a great variety of exciting events that meet with a good response, according to girls, 

mentors and teachers interviewed. But there is still a way to go if we want to achieve 

sustained success and expand the spectrum of career options for girls with a lasting effect. 

The next Girls’Day will be on 26th of Apri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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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의 날’ - 여학생들을 위한 미래의 기회

칼멘 루퍼 (독일 Girls’Day 코디네이터)

기술, 정보통신기술(ICT), 자연과학 및 공예 직업 교육

프로젝트 설명: 소녀의 날(Girls’Day)을 맞이하여 매년 4월 네 번째 목요일마다 기술업체, 

대학교 및 연구소들이 초청되어 소녀들을 위한 공개일정을 기획한다. “여학생들을 위한 미래

의 기회(Future Prospects for Girls)”는 십여 년 동안 계속되어 온 대규모 캠페인으로 여학

생들에게 다양한 직업과 활동을 소개한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전국적으로 진행된 이 프

로젝트 중 기술, 정보통신, 자연과학 및 공예 부문에서 개최된 24000여 건의 행사는 500000명

의 여학생들을 동원하 다. 지금까지 이 행사는 여학생들의 직업 선택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향을 끼쳤다. 기업들의 경우 소녀의 날은 기업 구인 정책의 주요한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소녀의 날은 여학생들의 주변에 있는 가족, 학교, 미디어 및 고용주 등으로 하여금 캠페인에 

참여하고 그들의 일반적인 직업 교육에 대한 태도를 바꾸도록 한다. 행사에 참여하는 여학생

들은 직업 선택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든 요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각종 자료, 상호작용이 가능한 포괄적인 웹사이트 및 유용한 상담 서비스 등은 모든 대상 

집단에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을 해준다. 지역적인 실무그룹이 현장 행사 조직을 담당하며 지

금까지 노조, 협회, 고용주 협회, 구직 사무소 및 여성대표단체로부터 309개의 실무그룹이 탄

생하 다. 실무그룹들은 전국 및 지역 단위에서 소녀의 날의 이념을 실천하는데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고 있다. 이 캠페인에는 과학적인 평가도 포함이 된다.

프로젝트 목표: 소녀의 날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여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직업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결과 여학생들은 흔히 여성들의 분야

로 간주되지 않는 전문 분야에서의 학업이나 직업을 택할 수도 있다. 동일한 날짜에 전국적

으로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소녀의 날은 앞으로는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하여 보다 큰 향력

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적인 과제들을 결합해야 할 것이다.



십대여성의 통합적 임파워먼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120

독일의 교육 시스템:

독일 연방 공화국의 교육 시스템에는 대부분의 선진국의 교육 시스템과 차별화되는 두 가

지 요소가 있다. 셋 또는 네 가지의 병렬적이면서도 상호 독립적인 중등교육 기관이 있으며, 

중등교육에 앞서 공통적으로 초등학교가 있다. 또한 “이원적”인 직업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이 교육의 주요 기능은 사내 교육을 통하여 숙련된 인력을 공급하는 데에 있다. 독일에서는 

소수의 젊은이들만이 학교에서 직업교육을 수료한다. 모든 학년에서 사분의 삼 정도의 학생

들이(김나지움과 같은 고등교육기관은 제외) 사내 훈련을 받는다. 또한 회사 견습생들도 직

업학교에 다닌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 교육이 “이원적”이라 하는 것이다.

프로젝트 배경:

“여성 전용” 분야의 직업 또는 학업 분야를 선택하는 여성들의 수는 비정상적으로 높다. 

이런 분야를 선택함으로써 해당 여성들은 직업 기회를 져버리게 된다. 이는 또한 무역 및 산

업 부문에서 계속 되는 기술 분야에 자격을 가진 인재가 갈수록 부족해 진다는 불평과도 연

관이 있다. 소녀의 날은 산업과 대중들의 이목을 젊은 여성들의 역량에 집중시키고 이들 간

의 연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젊고 유능한 여성들에게 광범위한 미래를 열어준다. 

예를 들어 견습생활을 시작하는 70% 이상의 독일 여성들은 20가지의 직업 중 하나를 선

택하지만 남성들은 단지 50% 정도만 20가지 중 하나의 직업을 선택한다. 젊은 여성들 직업 

교육 시 사무, 판매 보조, 미용, 의사 보조, 치과 보조 분야를 가장 빈번히 선택한다. 이러한 

분야의 경우 대부분 산업 분야의 직업보다 월급이 적으며 전망이 좋지 않다.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도 여성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 남성보다 정보기술 또는 공학을 공

부하는 여성들이 적으며 이는 연구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여학생들의 학업 성적은 매우 좋은 편이며 남학생들보다 평균적으로 졸업률도 높

다. 기업들은 회사에 곧 유능한 인재들이 부족해 질 것이라며 불평을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

하고 또한 남성 여성의 균등한 기회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기업들이 유능한 여학생과 젊은 

여성들에게 직업 기회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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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남녀  졸업률
2003/04,  독일 연방 통계청, 자체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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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페턴스 센터(Competence Center) 기술-다양성-균등한 기회:

“기술 양성 - 균등한 기회의 실현”은 ‘컴페턴스 센터 기술-다양성-균등한 기회’라는 비정

부 조직의 모토이다. 컴페턴스 센터의 주요 목표는 독일이 정보 및 지식 기반 사회로 발전해 

나가는데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컴페턴스 센터는 남성 및 여성들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사회 및 작업 전반에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실행과제

들 및 프로젝트들을 고안하고 수행한다.

균등한 기회 실현 전략의 대전제는 개개인의 다양성, 다양한 이력, 생활 방식 및 능력을 인

정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다양성에 수반되는 잠재력과 기회를 개발하자는 것이다. 다양성은 

사회 발전에 있어서 양성 간의 그리고 세대 간의 평등을 구축하는 성공요인이다.

지원 및 협력:

소녀의 날 프로젝트 - ‘여학생들을 위한 미래의 기회’는 독일연방 교육연구부, 독일연방 가

족노인여성청소년부 및 유럽사회기금의 보조금으로 운 된다.

본 프로젝트는 독일연방 교육연구부, 독일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독일 고용주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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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BDA), 독일 노동조합 총연맹(DGB), 연방노동청(BA), 독일상공회의소(DIHK), 독일산

업연맹(BDI), 독일 숙련공예연맹(ZDH) 및 실행과제 D21의 지원을 받는다. 전국적인 조정실

과의 협력 하에서 이들 기관은 소녀의 날 - 여학생들을 위한 미래의 기회의 감독 기구를 구

성한다.

홈페이지 [www.girls-day.de]:

본 프로젝트의 홈페이지는 독일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 대상집단 위주의 개념에 맞춰 웹사

이트의 디자인을 매년 새로 재구성하여 새로운 소녀의 날 캠페인을 시작한다. 대상집단은 열

살 이상의 여학생들로 구성이 되며 선생님, 고용주 및 직원, 부모, 미디어 및 기타 조직들도 

포함된다. 웹사이트의 주요 기능은 여학생들을 위한 직업 교육 및 소녀의 날 참가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이다.

캠페인의 인터넷 웹사이트는 소녀의 날 관련 활동에 대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전반적인 그

림(map)을 제공하며 기업체 및 조직들이 소녀의 날과 관련해 조직하는 행사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여기에는 지역별 연락처 및 행사 기획자를 위한 또는 실무그룹에 대한 정보도 게

재된다. 부모, 선생님 및 캠페인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월별 소식지와 같은 기타 

정보를 가입하여 받아볼 수도 있다. 또한 전단지, 실용 안내서, 포스터 및 스티커와 같은 인

쇄물을 주문할 수도 있다.

학생들은 웹사이트에서 소녀의 날 참가 방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웹사이트에는 여학생들에게만 제공하는 다양한 기회들이 있다. 소녀의 날 참가자들은 여성 

전용 인터넷 포럼에서 각자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으며 2005년의 소녀의 날 노래 경연대회

와 같이 소녀의 날의 각종 대회 및 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2006년부터는 기술자, 경찰과 같

이 남성 지배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주제로 한 “Girls’Planet”이라는 컴퓨터 게임을 

하고 구체적인 직업 정보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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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학교 및 연구센터에 소속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행사와 개최

일 등에 대한 전국적인 데이터베이스도 웹사이트의 인기 요인 중 하나이다. 2001년 3월부터 

3천만 페이지 이상의 소감이 기재되었으며 이는 곧 대중이 본 캠페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월별 소식지 가입자도 삼천 명이 넘는다.

 

성취한 목표:

지금까지 본 프로젝트에 광범위한 참여가 있었다. 24000여 개의 기업, 대학교, 연수기관 및 

공공기관이 소녀의 날의 조직에 참여했고 500000명 이상의 여학생들이 참가했으며 연방 및 

주의 12개 조정기관 그리고 309개 지역 단체들이 함께했다.

행사 참여 인원 실무그룹

2001 39   1.800 -

2002  1.267  42.500  83

2003  3.905 101.011 173

2004  5.303 114.063 210

2005  6.974 127.115 267

2006  7.085 121.681 309

total 24.573 508.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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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소녀의 날은 대중의 의식을 제고하고 있다. 27000건의 기사가 인쇄물에 실렸고, 텔

레비전에 천회, 라디오에 750회 다루어졌으며, 7000건의 인터넷 기사도 게재되었다. 미디어

의 호응은 프로젝트 중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 젊은 여성들의 역량과 기회에 많은 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다수의 의미 있는 그림과 흥미로운 소녀의 날 활동에 대한 보도는 기술, 

정보통신, 자연과학 및 공예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본 프로젝트는 유럽에 자극제 역할을 하기도 했다. 독일 모델을 바탕으로 오스트리아, 룩

셈부르크, 벨기에, 네덜란드에서도 소녀의 날이 조직되고 있다.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폴

란드와는 국경간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기업, 연구소, 대학교 및 기타 기관들이 일년에 한번씩 10세 이상의 여학생들에게 문을 열

어 직업 세계를 엿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녀의 날에 개최되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학

생들은 직업적 선택의 폭에 대하여 배우고 견습과 관련하여 인사담당자들과 인맥을 구축하

기도 한다. 이를 위하여 참여 기관들은 실험실, 워크숍 및 사무실을 개방하여 여학생들에게 

일이 얼마나 흥미롭고 즐거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논의에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기도 한다. 

Soest의 소녀의 날 행사 중 카센터에서 .견학 중인 14세 소녀는 “사람들의 머리를 자르는 

것보다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한다.

좋은 본보기의 한 예로 도이치 텔레콤은 올해로 6년 째 소녀의 날에 전국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도이치 텔레콤의 언론 보도는 다음과 같다. “2006년 4월 27일, 워크샵과 각

종 행사에서 과학, 기술 및 상업에 대한 직업 전망을 학생들에게 제시한다. 도이치 텔레콤은 

4천명 이상의 5학년에서 10학년까지의 여학생들이 110개 지역에서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2006 월드컵 경기가 개최되었던 함부르크, 하노버, 콜로뉴, 프

랑크프루트, 스튜트가르트에서 정보 및 통신 기술을 소개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행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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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여학생들은 T-Com 및 T-Systems 전략사업 부문에서 디자인하고 도이치 텔레콤이 월

드컵 경기장에 설치한 정보 및 통신 기술을 직접 접해볼 수 있을 것이다.”

도이치 텔레콤의 CHRO인 하인츠 클링크해머 박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혁신은 우

리 경제의 미래를 결정한다. 정보통신기술 부문은 혁신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그

렇기 때문에 젊은층, 특히 젊은 여성들의 기술 직종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믿는다.”

소녀의 날 워크샵에서 도이치 텔레콤의 인력팀(Telecom Training)은 T-Com, T-Systems, 

T-Online, T-Mobile에서 나온 직원들과 함께 잠재적인 여성 인력을 대상으로 도이치 텔레

콤에서의 광범위한 직업 기회에 대하여 설명회를 가졌다. 도이치 텔레콤의 모든 전략 사업 

분야들이 소녀의 날에 참여할 예정이다.

도이치 텔레콤의 다양성(Diversity) 팀장인 Maud Pagel씨는 수년간 지속된 도이치 텔레

콤 그룹의 프로젝트에 대한 열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젊은 여성들에게 직접 기술을 디

자인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는 

소녀의 날의 의의를 지지하는 것이고 시작부터 함께했던 것이다.”

또 다른 좋은 예는 Bundeskanzleramt의 소녀의 날이다. Bundeskanzleramt의 소녀의 날

은 2006년 4월 25일 앙겔라 메르켈 수상의 사무실에서 시작되었다. 메르켈 수상은 24명의 젊

은 여성들을 초대했으며 연설에서는 젊은 여성들로 하여금 과학 및 기술 분야의 직업을 선택

할 것을 장려했다. 실행과제 D21의 회원이기도 한 다수의 정보통신기술 업체들이 그들이 하

는 일과 직업 훈련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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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의 젊은 여성들이 뭰헨 공항을 방문하여 기계 전자공학기술자의 일에 대하여 배웠다.  

기계 전자공학 기술자가 되기 위한 직업 훈련 1년차인 18세의 콘스탄체 코흐 양은 그녀의 

일에 대하여 설명하고 역할모델로 분하 다. “나는 내 일에 매우 만족합니다. 여러분의 능력

이 다양한 재미있는 분야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남성 지배적인 일도 여성들에게도 매우 흥미

로울 수 있어요.”

소녀의 날의 참여가 매우 유용하며 학교에서의 직업 훈련을 실질적으로 보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독일의 대부분의 주에서 교육부는 교장들로 하여금 소녀의 날 참여를 학교 차

원의 행사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교육문화장관 상임회의의 회원들은 2002년부터 본 

캠페인의 준비에 참여해 왔다.

지역별 실무 그룹:

노조, 협회, 고용자 협회, 구직 사무소, 여성대표 단체 및 기타 기관들 간의 긴 한 협조 하

에서 지역별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학생들과 기업 행사들을 연계해 주는 등 해당 

지역의 소녀의 날을 조직하기 위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업을 한다. 실무 그룹은 전국적

인 조정 사무소의 경험 전수 및 조언을 받아 활용한다. 이로써 캠페인은 구직 기회를 찾고 

있는 젊은 여성들에게 지속적으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기관들은 전국적인 회의로부터 지

원을 받으며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실행과제들을 상호 결합하기도 한다.

평가 결과:

본 캠페인 기관 중에 축적되는 경험을 활용하기 위하여 참여 여성들, 교사 및 기획에 참여

한 지도자(mentor)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 다. 2006년, 12300권의 설문지를 통하여 

기업체 및 기타 조직에 대하여 여성 9000명, 교사 1100명 그리고 지도자 2200명의 평가를 받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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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대부분의 기업 및 조직들이 공개일정을 위하여 여학생들을 초대했으며 2001년 캠

페인이 처음 시작했을 때에 비하여 그 수는 크게 증가했다. 지도자의 사분의 일이 딸들을 위

해 소녀의 날을 조직했으며 부모, 친구 또는 친척과 같은 고용주의 친구들이 여학생들을 데

리고 직장에 가서 하루 동안 지도자로 활동했다. 12.7%는 일부 학교들을 초청했다.

Girls' Day에 누구를 초청하셨습니까? (복수선택)

84.8

25.6

12.7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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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80.0

90.0

open day daughters, friends of the employees selected schools

%

n = 2180

기업 및 조직들이 캠페인에 참여한 이유는 자사의 사업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미래의 인력

에게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기업 및 조직의 사분의 삼이 소녀의 날이 기업의 본질

에 부합한다고 응답했다.

Girls Day 참여 이유 - Mädchen Zukunfts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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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조직에 소녀의 날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했다. 80% 이상이 만족 또는 매우 만족이

라고 답하 다.

Girls' Day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very satisfied
33.7%

partial satisfied
10.0%

dissatisfied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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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isfied
50.4%

missing indicate
2.8%

n = 2180

여성들의 직업 훈련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의 기업 및 조직들

은 학교, 기업 및 소녀의 날과 같은 활동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답하 다. 하지만 가족 위주의 

인력 정책 및 다른 측면들이 중요하다는 답도 있었다.

과학 및 기술관련 직종에 젊은 여성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무엇이 중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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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조직들은 소녀의 날과 관련하여 매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 80% 이상이 여

학생들이 관심과 취업의도를 보 다고 답했다. 또한 70% 이상이 직원들에 대한 긍정적인 피

드백을 받았다. 많은 경우(50% 정도) 소녀의 날 활동이 방송에 보도되었다.

Girls'Day에 대하여 어떤 피드백을 받으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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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reported about the activity

feedbacks of the employees

yes no I don't know /missing indicate

n = 2180

나아가 교사들에게 소녀의 날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하 다. 90% 가량이 매우 만족, 만족 

또는 최소한 부분적으로 만족했다고 대답했다.

Girls' Day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very dissatis fied
1.5%

miss ing indicate
2.4%

very satis fied
13.6%

dissatis fied
6.8%

in part
27.8%

satis fied
47.9%

n =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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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의 여성 직업 교육에 있어 교사들이 무엇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대부분이 학교와 기업간의 협력, 여성 및 기술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꼽았다. 그

러나 부모들의 의식 제고, 보다 기술 중심적인 실용적인 훈련 등도 언급되었다.

기술  과학  관련  직종에  젊은  여성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무엇이  중요합니까?

23

41.1

63

66.1

69.9

72.4

72.7

74.7

74.9

77.3

79.6

88

30.5

22.7

19.9

19.9

18.5

15.2

15.5

13.6

14.8

15

12.5

7

35.7

29.7

7.6

5.9

4.6

4.4

7.8

5.8

3.2

2.5

2.5

1.2

10.8

6.5

9.4

8.1

7

8

4

5.9

7

5.2

5.4

3.8

0% 20% 40% 60% 80% 100%

special s tudy programs for w omen

temporary separation by sexes in school

trial lessons at colleges/universities

mutation of  the image that technical professions have

more w omen in leading posititons

f lex ible w orking time/place models

events / actions like Girls 'Day

special educational of fers for girls

more technology-oriented job internships

parents ' sensitization

dif ferent social image of  w omen and technology

cooperation of  schools and businesses

im portant s o-s o not s o im portant n.s .
n = 1139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한 여성들의 호감도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교사들은 두 가지를 꼽았다. 교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여학생들은 본인의 능력을 믿

지 않고 있으며 여학생들이 이러한 직업에 대하여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소녀의 날

은 이러한 정보 부족 사태와 맞서 싸우고자 한다.

기술, 정보기술 또는 과학 관련 직종에 대한 여성들의 호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다음의 표현
중 어느 것에 동의하십니까?

8.4

13.3

15

24.8

30.5

38.3

51.4

55.7

62

28.4

46.2

70.9

54.2

46.4

40.6

42.1

36.6

31.8

52.3

35.9

10.4

17.7

17.8

16.2

3.2

4.2

2.7

10.9

4.6

3.7

3.3

5.4

4.9

3.4

3.5

3.5

0% 20% 40% 60% 80% 100%

I don't see any obstacles

Girls get into conflict w ith their idea of femininity

Jobs don't match the girls' interests

Girls get into conflict w ith their social environment 

Small chances for w omen on the job market

Compatibility of job and family is especially complicated in
this area

Women w ill face acceptance problems in men-dominated
professions

Girls don't know  enough about these jobs

Girls don't trust their ow n capabilities enough

true partly true not true n.s.

n =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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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의 날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여학생들은 13～15세 사이이다. 12%만이 15세 이상이며 

20% 정도가 10～12세이다. 캠페인 기간 중 보다 어린 참가자들의 수가 늘었다. 과학 및 기

술 직업 교육에 나이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 이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older than 15
12.2%

betw een 13 and 15
years
66.7%

betw een 10 and 12
years
19.6%

younger than 10
years
0.0%

not reported
1.5%

n = 9161

많은 경우(30% 이상) 여학생들이 스스로 관심이 있는 소녀의 날 행사를 찾아 참가를 하며 

친구의 도움을 받는 학생들도 있다. 사분의 일 정도가 본인에게 맞는 행사를 찾는 데에 교사, 

부모 또는 친척의 도움을 받는데 이러한 여학생들의 수는 캠페인이 시작되고부터 줄어들고 

있다. 보다 많은 학생들이 스스로 기회를 잡고 있다.

본인에게 맞는 Girls'Day 행사를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32.4

24.5

19.3 18.7

3.4
1.6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Found it by myself teacher arranged it position at my
parents' /

acquaintances'

a friend took care
of it

other n.s.

n = 9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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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들은 소녀의 날에 대하여 매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90% 이상이 만족 또는 매

우 만족이라고 답하 다.

전반적으로 Girls'Day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n.s.
2,0%

didn't like it
0,4%

didn't like it at all
0,1%

satisfying
6,4%

very much
48,5%

I liked it
42,7%

n = 9161

기존에 남성 지배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했던 직업을 선택하도록 소녀의 날이 장려하는가, 

소녀의 날이 직업 선택 및 미래 계획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40% 이

상의 참가자들이 관심있는 직업에 대하여 잘 알게 되었다고 답했다. 30% 이상이 소녀의 날 

행사 때 견학했던 분야에서 본인이 일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고 답했으며 나머지 삼분의 

일은 여전히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Girls'Day가 당신의 직업선택 그리고/또는 미래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복수 선택 가능)

44.8

31.2 31

14.4

5.4 4.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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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40

50

I got to know
professions that I

find interesting

I can imagine to
w ork later on in the
field I got to know

today

I still don't have any
precise  career

aspiration

I know  now  w hat I
don't w ant to do

The hands-on
practice has
confirmed my

present career
aspiration

I have found a new
ideal profession

 

n = 9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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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의 40% 정도가 소녀의 날 때 방문했던 기업, 대학교, 연구소 또는 기타 조직에서 공

부를 하거나 실용적인 또는 직업적인 훈련을 받고 싶다고 대답했다.

Girls'Day 때 방문했던 업체에서 인턴, 견습생활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yes
39,9%

no
13,4%

don't know
45,7%

n.s.
1,0%

n = 9161

사실 20% 이상의 기업 및 조직들이 여학생들이 소녀의 날 때문에 실용적 또는 직업적 훈

련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Girls'Day 참여로 인해 학생들이 훈련 또는 견습 신청을 했습니까 ?

n.s.
9,5%

no
68,3%

yes
22,2%

n = 1651

어떤 분야에서 일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이 예술 또

는 디자인을 꼽았다. 하지만 5번째로 응답자가 많았던 항목은 정보통신기술 분야 으며 30% 

이상이 이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고 대답하 다. 방송(30%), 과학 및 연구(30%), 기술(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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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27%)도 응답자가 많았고 20% 이상이 공학에 호감을 보 다. 현재 이러한 분야에서 여

성 인력이 부족한 것을 감안하면 소녀의 날 행사 시 질문을 받았을 때 놀라울 정도로 많은 

여학생들이 광범위한 분야에 관심을 나타내었다.

다음의  분야에서  일할  의사가  있습니까?

17.4

20.2

21.2

26.7

27.3

30.1

30.3

32.8

37.2

49.5

57.9

65

28.5

28.3

22.3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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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32.8

31.4

27.1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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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50.9

46.3

52.5

41.9

39.1

40.4

30.7

31.5

31.8

22.4

18.2

16.4

3.2

5.1

4

4.2

4.1

4.3

6.2

4.4

3.9

4.1

2.9

2.9

0% 20% 40% 60% 80% 100%

environment / agriculture

journalism / politics

technics

multimedia

medicine / care

social action / education

yes, very much / yes maybe rather not / not at all not reported
n =
9161

소녀의 날은 또한 과학 기술 직종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제고시켰다. 여학생들에게 

과학 기술 직종에 대한 설명 중 어떤 표현에 동감하는지 물었고, 소녀의 날 이후 57% 가량

이 이러한 직종은 팀워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안다고 답하 다. 42%가 이러한 직종이 직

업적으로 좋은 길이 될 수 있다고 답했으며 10% 미만이 “이러한 직종은 재미가 없다”라고 

답하 다.

과학 기술 직종에 대한 다음의 표현 중 어떤 것에 동감하십니까?

6.3

9.6

12.7

14.5

33.7

37.7

39.1

39.4

42.4

50.6

56.9

41.8

31.5

38.1

59

48.2

55.6

50.9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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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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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14.8

2.8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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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5.1

5.1

8.2

4.3

4.4

7.6

3.3

3.9

6.6

3.8

5.7

5

5.3

0% 20% 40% 60% 80% 100%

They offer poor employment outlook

These jobs are boring

In these jobs you seldom w ork w ith other people

You can combine these jobs w ith future children edaquately

A few  w oman w ork in these jobs

Jobs in technology offer a variety of tasks

You can earn a lot

It is as easy for w omen as for men to f ind a job like this 

There are good career prospects

Good grades are essential for these jobs

Teamw ork is needed in these jobs

true partly true not true missing indicate

n = 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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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테르스베르크에서 Tehalit GmbH에 참여한 17세의 마이케 양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소녀의 날 참여는 매우 유용했습니다. 강사들은 직업 및 각자의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설명해 주셨어요. 생산 부문의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고 계신 여성들과도 이야기를 했

어요. 저도 호기심이 생겼고 기계공이 되기 위한 직업 훈련을 시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직업

훈련에 신청을 했고 합격을 했어요. 소녀의 날 이전에는 이 직업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

는데 이제는 기계를 다루고 다양한 합성물질을 다루고 싶어요.”

결  론

독일의 소녀의 날은 모든 대상 집단으로부터 긍정적인 호응을 받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

다. 소녀의 날 행사 시 보여진 것처럼 기술, 정보통신, 자연과학 및 공예에 대하여 적절한 설

명만 들을 수 있다면 여학생들이 이 분야에 상당한 관심을 보일 수 있음이 명백해졌다. 소녀

의 날 이후 많은 여학생들이 실용 훈련을 받는 본인의 모습을 그릴 수 있다고 했으며 일부는 

직업훈련을 시작하기도 했다.

소녀의 날 - 여학생들을 위한 미래의 기회의 모든 참가자들이 승자이다. 기획자, 참여 기

관 및 업체는 향후에 최고의 인력을 구할 수 있다. 여학생들은 기술직에 대한 편견을 버리게 

된다. 남학생들 또한 학교에서 “직업의 선택” 및 직업 세계에서의 성차별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005년에는 남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길 - 일과 가정 생활에서의 기회 확대(New Paths 

for Boys - Expanding Future Opportunities in Work and Family Life)라는 네트워킹 프

로젝트를 국가적 파일럿 계획으로 출범하 다. 이 프로젝트는 학교 졸업 후 직업 사회로 발

을 내딛는 전환기의 남학생들에게 지역별로 특별한 활동 기회,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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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장려한다. 이 프로젝트는 보다 전반적인 지원을 목표로 한다. 즉, 보건, 교육, 사회복지 

부문에서의 남성들의 직업 선택의 폭을 넓히고, 보다 융통성 있게 남성 역할 모델에 대하여 

생각하고 남학생들의 사회적 능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참가자들 모두 소녀의 날의 다양하고 창의력 넘치는 기획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인터뷰를 한 여학생들, 지도자들 및 교사들은 다양하고 흥미로운 행사들이 많이 있다며 긍정

적으로 응답하 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성공을 일구고 지속적으로 여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 

선택의 폭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내년 소녀의 날은 2007년 4월 27에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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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ful Voices’ Approaches to Girls’ 
Leadership Development

Ms. Ann Muno
(Associate Director, Powerful Voices, U.S.)

Overview

Since 1995, Powerful Voices has provided innovative programs for girls in public 

middle schools and for girls who cycle through or on the edge of involvement in the juvenile 

justice system. We address issues at their root by instilling leadership skills, fostering the 

development of critical thinking, and promoting the individual potential in adolescent girls. 

We intentionally work in public middle schools and within the juvenile justice system. 

Designed historically for boys, these are places where girls benefit from our unique, positive, 

strengths-based programs. Ranging in age from 11 to 18 and coming from a rich diversity of 

ethnic, cultural, and socio-economic backgrounds, more than half of program participants are 

girls of color and/or are economically disadvantaged. 

Powerful Voices’ develops a girl’s potential by providing her with opportunities to 

explore how she uniquely expresses leadership. Program experiences encourage her to 

successfully lead her own life and contribute to her community. Powerful Voices and others 

before us (Gilligan, 1982; Debold, Fullwood & Davis, 2000) conceive of this expression as 

‘voice’. Through our work, we aim to live up to our organization’s name. We put forward 

here that a powerful voice constructs for a girl relative to these forces in her life: her safety, 

the personal power she possesses and uses, the positive girl culture that surrounds her, the 

activism she engages in and the adult guidance in her life. We evaluate program effectiveness 

by tracking the way in which our programs sustain or benefit girls related to the core 

developmental areas we refer to as Safety, Personal Power, Girl Culture, Activism and Adult 

Guidance. National best practice research combines with what we’ve learned about the 

contextual forces of girls’ lives to shape approaches and practices consistent with these 

intended program impacts. From program surveys and case studies we f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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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sonal power, activism and positive girl culture－core leadership development areas－ 

intersect in a unique way for each girl.

• Goals/values exploration, communication and self-advocacy skills build alongside critical 

thinking skills to transform the value and respect girls have for themselves and one 

another.

• Program staff guide leadership development in key ways, these in particular: 

1) setting a tone of emotional safety in the group and one-on-one experiences; 

2) sparking girls ability’ to create a positive girl culture of their own; and 

3) working one-on-one to bridge/broker tailored next developmental experiences.

Theory-base, Concepts, Practices & Goals

Theory and practice scholarship on female adolescent & youth development (Leadbeater 

& Way, 1996; Brown, Way & Duff, 1991; Sutton, Kemp, Gutierrez & Saegert, 2006) youth 

activism (Social Policy Research Associates for the Innovation Center for Community and 

Youth Development [SPRAICCYD], 2003), health decision-making, case advocacy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OJJDP], 1998), peer & democratic education 

(Beane & Apple, 1995) gender-specific (Patton & Morgan, 2002) & all-girl education 

(Streitmatter, 1999) underpin our approaches. 

Starting in the 1980s feminist scholars put forward theories which consider girls’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relationships. This fresh thinking frames many aspects of our 

current understanding of female adolescent and leadership development. Girls’ sexuality and 

health (Tolman, 1991), the role of friendship (Brown, 1991) and conflict (Brown, 1991), 

intergenerational socialization (Debold, et al., 1991), the political nature of girls’ anger 

(Brown, 1998); and the ways class identity play a central role girls’ identity (Bettie, 

2003)development are areas of focus. 

Belenky, et al.’s exploration of the relationship of women’s self, voice, and mind (1986) 

grounds our approach in helping girls develop a concept of critical thinking that connects 

reason, intuition, and the expertise of others. However until recently, studies generally were 

not based on the experiences of girls of color or economically disadvantaged girls; rather, 

they cast a white middle class lens over girls from diverse backgrounds. Increasingly 

relational theories view the social and cultural landscape of a girl’s development, exploring 

the ways differences among girls emerge there (Leadbeater & Way, 1996; de Jesus,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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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approach necessarily calls for a structure that supports the relational, social, cultural and 

emotional aspects of girls’ decision-making.

The emerging field of youth development also informs our work. According to the 

National Youth Development Information Center [NYDIC], “[P]ositive youth development 

addresses the broader developmental needs of youth, in contrast to deficit-based models that 

focus solely on youth problems.” Prevention science, violence prevention, and after-school 

fields share this common goal of promoting positive youth behavior outcomes and preventing 

youth problem behaviors. A wide variety of reports detailing prevention programs including 

Critical Hours, After School Programs and Educational Success (Nellie Mae Education 

Foundation, 2001), Lessons in Leadership, How Young People Change Their Communities 

and Themselves (SPRAICCYD, 2003), Growing Smart: What’s Working for Girls in Schools 

(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Women Educational Foundation [AAUWEF], 1995), 

Guiding Principles for Promising Female Programs, (OJJDP, 1998) America’s After-School 

Choice: The Prime Time for Juvenile Crime or Youth Enrichment and Achievement (Fight 

Crime: Invest in Kids [FCIK], 2000), and Youth Violence: Prevention, Intervention and Social 

Policy (Flannery & Huff, 1999), among others, have been published in the last decade. A 

landmark conceptual framework from the Search Institute called the “Developmental Assets” 

fits well with our concept of voice and healthy female adolescent development as well. These 

reports and frameworks provide evidence of effective strategies－in particular the importance 

of using strengths-based, skills-based approaches that shift behavior－and point in a clear 

direction for best practice.

Our ability to help girls develop ‘voice’ depends on how well our programs capture the 

interests, experiences and questions of girls themselves. For this reason, we rely on principles 

described by Beane and Apple (1995) in their visionary work Democratic Schools who 

advocate learning environments that offer: the open flow of ideas, concern for the common 

good, trust in the group’s ability to form responses to their questions and concerns, and 

especially, the active use of critical thinking to evaluate ideas and experiences. For the 

one-on-one components of our programs we rely on Motivational Interviewing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SAMHSA], 2004) and Coaching 

(Whitworth, Kimsey-House & Sandahl, 1998) principles and techniques which encourage 

behavior shift based on what a girl most values and is motivated to change. Research reports 

including the Oregon Guidelines for Gender Specific Programs (Patton & Morgan, 2002), 

Guiding Principles for Promising Female Programming (OJJDP, 1998), Speak for Yourselves, 

What Girls Say About What Girls Need (Phillips, 1999) and Feeling Safe (Girl Sco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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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Institute, 2003) offer concepts that align with our practices.

Powerful Voices’ Practice Approaches

These findings－alongside of our own－inform the real-life work of learning from the 

girls themselves. Our program practices derive from the belief that girls hold the best answers 

for driving meaningful change in their lives and inform the skills adults use to help motivate 

growth, development and change. Our programs are: relationship-based--drawing upon the 

integral role of relationships in adolescent development & decision-making; skills/content- 

based－designed to ensure content reflects real-life circumstances faced by girls; power-based

－ enabling girls to renegotiate power and powerlessness in their lives; and strengths-based 

building on individual strengths that exist within a girl. Program practices build girls’ skills 

related to critical thinking, activism, decision-making, self-expression, communication, peer 

education, self-advocacy and producing respectful girl culture. We call these Five Practices 

for Powerful Connection and continue to add to our understanding of what is at their heart.

Practice 1－Viewing Safe Space through Girls’ Eyes

Viewing Safe Space through Girls’ Eyes is setting aside the lens we adults use to define 

safe space so that we can discover the lens a girl uses to define safe space for herself. As 

adults we need to consider how girls experience our listening styles, the leadership 

opportunities we structure for girls in the group and the ways we address girl-on-girl conflict. 

Generally: 1) the safer a girl feels emotionally, the safer she feels physically, and vice versa 

(Girl Scout Research Institute, 2003); 2) the more she has opportunities to play a leadership 

role in the running of the group, the safer she feels (Ms. Foundation Collaborative Fund for 

Healthy Girls/Healthy Women [MFCFHGHW], 2000); 3) safety happens when a girl 

experiences adult leaders as effective in addressing group conflict (MFCFHGHW, 2000); and, 

4) safety happens when girls feel like adults are not holding them back, “protecting” them 

from difficult learning opportunities or projecting their own emotional experiences onto them.

Practice 2－Encouraging Girls’ Wholeness, Integrating a Critical Lens

Encouraging Girls’ Wholeness, Integrating a Critical Lens is helping a girl understand 

and express her emotional, spiritual, intellectual and physical self in a way that squares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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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 deepest values. Integrating a critical lens is a core part of wholeness and refers to our 

practice of teaching girls to critically think about the ways societal constructs and power 

dynamics influence their lives. Approaching girls as “whole” requires that we offer different 

opportunities for self-expression. Supporting a girl’s wholeness also means helping her make 

meaning of the ways she may have internalized larger societal expectations and the ways 

oppression(s) shape a girl’s identity. Collectively the writings of bell hooks and Linda Stout 

speak directly to this; reports such as Speak for Yourself, What Girls Say About What Girls 

Need (Phillips, 1999), Guiding Principles for Promising Female Programs (OJJDP, 1998), and 

The New Girls’ Movement (MFCFHGHW, 2000) also back this approach up.

Practice 3: Taking Leadership Personally

Taking Leadership Personally is exposing girls to the individual ways in which they use 

their strengths as leaders. Helping girls personalize leadership means they are able to 

challenge the traditional definitions of who a leader is and can see their own unique ways of 

expressing leadership. The Ms. Foundation’s Fund for Healthy Women, Healthy Girls offers 

a cutting edge way to conceive of leadership development. The Voice/Action/Comportment/ 

Opportunity [VACO] assessment tool forges a common conception of what leadership means 

and recognizes primary indicators of girls’ leadership. Voice: girls’ ability to speak on their 

own behalf; Action: girls’ capacity to act on behalf of themselves and others. Comportment: 

girls’ ability to carry themselves with pride, dignity and respect. Opportunity: girls’ ability to 

ask for and access new chances and experiences. The New Girls’ Movement (MFCFHGHW, 

2000) also reframed thinking about girl’s leadership by conducting a gendered analysis of 

leadership itself. They identified six types of leadership, overall one that represents a fluid 

process with ups and downs. Cascading (when women and older girls act as a supporter and 

role model for younger girls and so on, collective (stresses the power of the group to effect 

change), survival (built on skills that enable girls to negotiate adversity and survive negative 

societal conditions), roving (leadership is grasped intermittently and leaders emerge for a 

period of time), cultural (utilizes reclaimed cultural values and customs to provide a context 

through which girls negotiate the world) and organic (emerges from a girl’s natural life 

experiences, often cultivated through the group members’ need for one another. These 

multiple forms of leadership are present in any given group and effective programs foster and 

encourage multiple forms of girls’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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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4: Mutual Learning

Mutual Learning is being able to break down power differentials in adult/youth 

relationships by showing honesty, vulnerability and authenticity to the girls. Mutual learning 

is a core practice in girl-driven programs. Breaking down the us vs. them dynamic is at the 

heart of it. We do this by showing honesty, vulnerability and authenticity to the girls. Yet, 

we do girls a disservice by not owning what we know as adults, or not making clear our 

own expectations in the relationship. Lisa Delpit, a noted multicultural educator, says 

“students of color have difficulty interpreting these indirect requests for adherence to an 

unstated set of rules.” (1998, p.283)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the explicitness and an 

improved understanding of the rules of the new classroom culture.” She says these 

expectations and the language we use to communicate- are “the codes of power” and you are 

a gatekeeper. Teach girls the code so they can use it to their benefit, but also teach them 

about the arbitrariness of those codes and the power relationships they represent. We need to 

name these codes as they exist in our programs, be flexible in how they are negotiated and 

help girls respect why we hold these expectations. This practice encourages us to 1) own our 

tendencies to project our experiences onto girls, 2) be prepared to say what we can and 

cannot do to support a girl and 3) recognize we sometimes have the tendency to try to 

“rescue” rather than truly empower girls (Phillips, 1999).

Practice 5－Broadening Relational Support for Girls’ Development

Broadening Relational Support is actively helping girls make follow up connections with 

experiences, resources and enrichment that build upon what they’ve learned. Girls experience 

powerful learning and open their eyes to new ideas in our programs. Broadening relational 

support as a practice means that we actively find people, experiences and resources that help 

girls hold onto their learning and the opportunities the program represents. Relational 

Theorists (Brown, Sullivan, DeBold, Ward and Belenky, etc.) consistently identify the 

foundational role relationships play in girls’ life decision-making. We lean heavily upon these 

theorists whose concept of mentoring relationships fundamentally considers the emotional, 

relational and socio-cultural complexity of girls’ lives. Recent research also highlights what 

we all know－the social and emotional components of learning are ignored in most traditional 

educational environments (Ragozzino, Resnik, Utne-O'Brien & Weissberg,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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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aches Description Research Base

Activism & 
Cultural 
Critique Skills

Girls learn to deconstruct larger 
cultural norms and stereotypes and 
respond by creating projects that aim 
to heighten awareness in the school 
community.

Best-Practice Research:
Lessons in Leadership: How Young People Change 
Their Communities and Themselves
Relational Theory:
Raising Their Voices: The Politics of Girls Anger
Evidence-based Programs: 
Girl Power! 
Teen Women in Action (TWA)

Critical 
Thinking 
Skills 

In cooperative and one-on-one 
settings, girls learn to form their 
opinions, consider different points of 
view, and solve traditional critical 
thinking puzzles.

Best-Practice Research:
1) Critical Hours, Afterschool Programs and 

Educational Success
2) Growing Smart: What’s Working for Girls in 

Schools 
Relational Theory:
Women’s Ways of Knowing 

Mentoring

Adults provide inquiry-based coaching 
as a way to help girls reflect on the 
values and experiences of the group. 
Autobiography, critical thinking 
puzzles, and other reflective activities 
are done. 

Best-Practice Research:
1) Mentoring: A Promising Strategy for Youth 

Development; 
2) Girls in the Middle, Working to Succeed in 

School
Relational Theory:
From Mentor to Muse: Recasting the Role of 
Women in Relationship with Urban Adolescent 
Girls. 
Exemplary Program: 
Big Brothers/Big Sisters

Self- 
Expression 

Girls express what matters to them in 
ways they define. Writing poetry is 
one example.

Best-Practice Research:
Promoting Academic Achievement through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Relational Theory
Diversity in Girls’ Experiences: Feeling Good About 
Who You Are

Integrated 
Health 
Curriculum

Two-Week Summer Program
This program aims to help girls find 
personal power by teaching them to 
critique mainstream girl culture, and 
assess and explore their own 
experiences of internalization and 
cultural identity. Techniques include 
movement, self-expression, and 
building solidarity with other girls.

Relational Theory:
Female Adolescent Sexuality in Relational Context: 
Beyond Sexual Decision Making

Positive 
Experiences/ 
Pro-Social 
Behaviors in 
an All-Girl 
Culture 

Girls practice through leading 
activities and building consensus 
together as a group. Instructors create 
an atmosphere of trust and respect 
that teaches them new ways of 
forming female friendships.

Best-Practice Research:
1) A Case for Single Sex Schooling; 
2) Growing Smart: What Working for Girls in 

Schools; 
3) Speak for Yourself
4) Lessons in Leadership: How Young People 

Change Their Communities and Themselves
Relational Theory:
1) The Others in My I: Adolescent Girls’ Friendship 

and Peer Relations;

Evaluation 
and Tracking 
of Growth

We keep track of girls’ growth and 
development while helping them use 
their own words for voicing changes.

Ms. Foundation VACO; Search Institute; Social 
Developmen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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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from Staff Observations

The theory base and practices described above form a backdrop for observations 

instructors make regarding girls’ growth in our programs. These are reported here and reflect 

how instructors believe goals and objectives directly map to girls’ experiences in the program.

1. In the summer of 2005 seven girls were employed in DYVAS(Develop Your Voice and 

Speak) with the task of developing a book reflecting not only their personal voice, but also 

the voices of girls in King County Juvenile Detention. Several workshops were held 

in-detention and in DYVAS to evoke critical thought and self-expression around several 

themes: Family; Mad Life; The Struggle & Hustle; Day in Juvie; and Race, Class & 

Gender. Subsequently, these writings, illustrations and photography became the soul of our 

book project called Living Diary.

Targets Corresponding Objectives

Personal Power
Teach communication skills helping girls develop their ability to advocate 
for their personal needs and desires.

Positive Girl Culture
Provide opportunities to explore issues of gender, race, class, and other 
differences, awakening girls’ awareness of complex perspectives and 
experiences related to these differences.

Activism Motivate girls to address current issues that impact their lives.

2. “J”, a 16-year old junior in high school, joined our 2005 DYVAS summer employment 

program. When school started in the fall, she stayed involved by volunteering her time in 

our weekly girls group, Community Peer Education. Wanting to increase her volunteerism, 

she began spending more time at Powerful Voices to support our general operations and 

STAGES curriculum development. With Seattle Youth Employment Program’s support, we 

proudly hired “J” to join our staff as a Year Round Intern. This summer she will be 

promoted to “Program Assistant” where she will co-lead another successful term of DYVAS.

Targets Corresponding Objectives

Personal Power
Develop skills through job readiness trainings to prepare girls for 
employment

Adult Guidance
Expose girls to positive adult leaders who demonstrate skillful 
communication, interpersonal, and conflict-resolution 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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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 joined the Girls RAP program in the spring of her 6th grade year, stayed involved 

through her 7th and 8th grade years, and participated in our summer program. Through 

Girls RAP “T” learned about activism and how young people can take action to make 

positive change in their communities, at one point helping to organize a student walk-out 

to protest the war. When “T” went to high school, we nominated her to work as a Teen 

Leader in our program at Denny middle school. As the girls in the group got to know “T” 

better, she told them of her work as a youth activist. Girls started referring to activism as 

“T-ism” and discussing what an inspiration she was to them.

Targets Corresponding Objectives

Activism
Motivate girls to address current issues that impact their lives
Encourage girls to share their knowledge and opinions on social issues by 
undertaking projects that increase school and community involvement

4. “M” joined the Girls RAP program in the fall of her 8th grade year. She missed a lot of 

school because she often didn’t feel well, but didn't know what was wrong. In the spring, 

she was diagnosed with Type 2 diabetes and with the help of insulin she started feeling 

better and attending school more regularly. Throughout her illness, our instructors stayed in 

touch and upon her return they nominated her for the Seattle Mayor’s Scholars Awards, 

supporting her for several weeks as she created her application essay. “M” was chosen as 

one of twenty middle schoolers from the entire Seattle School District to win the award.

Targets Corresponding Objectives

Personal Power Enable girls to explore their personal values, identity, and goals

Adult Guidance

Teach communication skills helping girls develop their ability to advocate 
for their personal needs and desires
Ensure access to needed follow-up services, resources and enrichment 
opportunities

5. “H”’s start at Denny as a 7th grader was very rough. She was consistently being picked on, 

getting in fights, making racist remarks, being sent out of the classroom, and lying about 

her life. She joined Girls RAP in the fall of ’05 at the recommendation of a few staff. We 

had one-on-one sessions together and established an “honesty policy”, where I would 

always be truthful with her and she would do the same. We talked through many of the 

issues “H” was having including her compulsion to make up stories, her confusions a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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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ce, constructive tools for potential fight situations, and sexuality. As the year progressed, 

“H” reduced her lying dramatically and was able to be more thoughtful around race. The 

most marked change was in her approach to fighting. She told me of several times she 

walked away from a fight and/or managed the situation by talking. One day, right before 

Girls RAP, I saw her in the cafeteria and she walked by me quickly and seemed to be 

acting strange. Suddenly she ran out of the cafeteria and a number of students ran after 

her, anticipating a fight (I learned later that a girl was following her, trying to fight). “H”, 

instead of fighting, went straight to the main office. When she couldn’t find the 

vice-principal, she ran to get her bag from the Girls RAP room and was visibly shaken, 

saying something about leaving the school. I tried to calm her down, but she was very 

resistant. She told me what had happened, and eventually, the vice-principal came and told 

“J” that the other girl had admitted that she was at fault, and praised “H” for avoiding the 

fight. Additionally, Girls RAP now has a good relationship with “H”’s mother, who has 

volunteered with the program and commented on RAP’s positive influence on “H”’s life.

Targets Corresponding Objectives

Personal Power
Teach communication skills helping girls develop their ability to advocate 
for their personal needs and desires
Enable girls to explore their personal values, identity, and goals

Positive Girl Culture
Provide opportunities to explore issues of gender, race, class, and other 
differences, awakening girls’ awareness of complex perspectives and 
experiences related to these differences

Safety Girls identify threats to their well-being

Adult Guidance

Teach communication skills helping girls develop their ability to advocate 
for their personal needs and desires
Incorporate parent/guardian involvement so girls benefit more from their 
support

6. “D” was a 12 year old 7th grader who, when she started Girls RAP, was quite timid and 

extremely influenced by what was deemed “cool” by her peers. She did not display a great 

deal of self-worth, as she did not feel she fit in with other girls. A few months after a unit 

on music that is degrading to women, and our talks during one-on-one in which we 

debated certain degrading songs and the main local radio station which played them, “D” 

was in my carpool for a field trip and we were talking about what radio station to listen 

to. She listed off her favorite radio stations and KUBE wasn’t on there. I asked her, 

“What about KUBE?”, and she said she didn’t listen to KUBE anymore. When I asked her 



International Symposium on Developing Integrated Empowerment Programs for Female Teenagers

Powerful Voices’ Approaches to Girls’ Leadership Development 149

why, she said it was because of Girls RAP. “D”’s self-worth grew in one other major way 

as well. She disclosed to me that her parents were separating. Over the course of a few 

weeks, we would talk about the issues that brought up for “D”, and her role in the family 

as the oldest sibling.  Through our conversations, “D” seemed to realize that she was a 

valuable and necessary resource to her mother and the family as a whole. During group 

one day, she made a comment about how she realized that her family needed her and that 

her role is very important.

Targets Corresponding Objectives

Personal Power Enable girls to explore their personal values, identity, and goals

Activism Motivate girls to address current issues that impact their lives

Adult Guidance Teach communication skills helping girls develop their ability to advocate 
for their personal needs and desires

7. “L” at Hamilton Middle School was failing 4 of her 6 classes because she had missed a 

month of school due to a family emergency in California. Her family does not really 

support her in her education. Because of this situation she had no one to advocate for her 

or to teach her how to find out how to raise her grades. Over the course of a month we 

worked together both in getting her to understand how much power she had over her 

grades (through accessing the Source, talking to her teachers, and one on one tutoring 

sessions). Within the first week of tutoring and figuring out what she needed to do to raise 

her grades her teacher stopped me in the hall and told me that “L” was really putting in 

effort in her schoolwork in a way that she had never seen before. She raised her grades 

in every one of her classes.

Personal Power
Provide opportunities to learn logic, critical thinking, self-expression and 
dialogue skills that will allow girls to more actively engage in school 

Adult Guidance
Teach communication skills helping girls develop their ability to advocate for 
their personal needs and desires

8. 15-year-old “K” participated in our integrated health workshops during the winter and 

spring of 2006. “K”’s first 3 weeks in juvenile detention were difficult. According to staff 

and based on our observations, she was quiet, detached and inward. During her 3rd 

workshop with us which was Search for Love (Sexual Assault and Safety), “K” began to 

open up and participate in the group activities. She stopped rolling her eyes and sm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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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 teeth and started answering questions, providing constructive comments when other 

girls shared their stories and “K” started to share her own story which was one of recent 

sexual assault. After the workshop she revealed in greater detail that the boyfriend of her 

mother had been sexually assaulting her during the last year and she ran away from home. 

She was arrested for skipping school and running away. She hadn’t told anyone about the 

assault but felt it was time to reach out, tell others what was happening and start to get 

help. According to “K”, there were several reasons why she did not seek help until this 

point. Mainly, she was afraid she’d be taken away from her mom and family. She did not 

know who, how or what agencies existed to assist youth in this situation. And she was 

embarrassed and uncomfortable talking about it. Listening to other girls in the group share 

their own experiences of sexual assault, hearing a counselor from Harborview Sexual 

Assault and Traumatic Stress list the services designed just for youth and knowing she 

would be followed by Powerful Voices staff, “K” reached out and received counseling. She 

joined PV’s Community Peer Education group on Mondays. She showed up consistently, 

riding the bus from Kent for over 2 hours each way. ‘K”’s mom and sister attended several 

sessions, smiling as they watched “K” interact with other girls and participate. “K”’s mom 

said the program brought new confidence and happiness to their family life. “K” surprised 

us all at the Youth Access Conference in April 2006, presenting her portion of the 

performance with passion, enthusiasm, conviction and confidence. “K” is keeping in touch 

with PV, attending workshops and community programs we suggest and, if her schedule 

allows, be back in the fall to participate in our CPE program once again.

Targets Corresponding Objectives

Personal Power

Teach communication skills helping girls develop their ability to advocate 
for their personal needs and desires
Engage girls in creative activities, dialogue, and group projects, creating a 
norm in which girls express themselves in a variety of ways

Positive Girl Culture
Teach listening and cooperation skills so girls experience a sense of 
belonging and safety in our programs

Safety

Girls identify threats to their well-being
Facilitate discussions with girls regarding relationship skills, exploring ways 
to make choices about personal boundaries and peer pressure
Provide girls with communication skills and a network of supportive adults, 
supporting their capacity to advocate for their personal needs, understand 
their rights and communicate about issues of abuse or self-harm 
Provide girls with referrals, guest speakers and field trips so that they will 
be informed of community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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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s Corresponding Objectives

Adult Guidance

Expose girls to positive adult leaders who demonstrate skillful 
communication and conflict-resolution abilities 
Incorporate parent/guardian involvement so girls benefit more from their 
support
Provide each girl with structured one-on-one time with a supportive adult, 
ensuring the consistency of at least one adult in each girl’s life

9. “L” joined CPE (Community Peer Education) in January 2006, and staff was delighted to 

see her. “L” came semi-regularly between January and February, because she was having 

trouble at home, with friends, and was detained at KC juvenile detention. During the late 

part of March she came on a regular basis, and was instrumental in getting the other girls 

to focus and practice hard for the Public Health Tobacco Access Conference performance. 

“L” enjoyed the group and the performance so much she wanted to stay involved, so 

DYVAS is the next step. We did have another road bump. “L” was detained again. 

However, she was determined to get out and stay out so she could join us for the summer 

2006 DYVAS program.

Targets Corresponding Objectives

Positive Girl Culture

Define and operate within a vision of respectful girl culture through 
creation and upholding of group expectations
Inspire and enable girls to create other respectful girl cultures through 
participation in PV groups.

Adult Guidance
Ensure access to needed follow-up services so girls are safe to grow and 
thrive 

Program Approaches Bibliography

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Women Educational Foundation. (1995). Growing Smart: 
What's Working for Girls in School.

Beane, J. and Apple, M. (1995) The Case for Democratic Schools. In Apple, M. and Beane, 
J. (Eds.) Democratic Schools. Alexandria, VA: ASCD.

Belenky, C. & Goldberair, T. (1986). Women’s ways of knowing: the development of self, 
voice and mind. New York: BasicBooks.

Benson, et al. (1997). Developmental Assets Among Seattle Youth, The urgency of promoting 



십대여성의 통합적 임파워먼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152

healthy community. Minneapolis, MN: Search Institute.

Bettie, J. (2003). Women without class: Girls, race and identity.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rown, L. M., Way, N., & Duff, J. L. (1991). The others in my I: Adolescent girls’ 
friendships and peer relations. In N. Johnson, et al., (Eds.), Beyond appearance: a new 
look at female adolescence (pp. 205-22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hild Trends. (2002, February). Mentoring: a promising strategy for youth development. 
Washington, DC: S. M. Jekielek, K. A. Moore, E. C. Hair, & H. J. Scarupa.

Cohen, J., Blanc, S., Christman, J., Brown, D. & Sims, M. (1996). Girls in the middle: 
working to succeed in school. Washington, DC; Research for Action, Inc.

de Jesus, M.L. (1997). Fictions of Assimilation. In Innes, S. (Ed). Delinquents & Debutantes, 
Twentieth Century American Girls’ Cultures. New York, NY: New York University 
Press.

Debold, E., Fullwood, P.C. & Davis, D. (2000). The New Girls’ Movement: New Assessment 
Tools for Youth Programs. New York, NY: Ms. Foundation for Women.

Debold, et al. (1991). Cultivating hardiness zones for adolescent girls: a reconceptualization of 
resilience in relationships with caring adults. In N. Johnson, et al. (Eds.), Beyond 
appearance: a new look at female adolescence (pp.181-204).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Delpit, L. (1988). The Silenced dialogue: Power and pedagogy in educating other people’s 
children. Harvard Educational Review, vol. 53 (3).

Erkut, S., Fields, J. P., Sing, R., & Marx, F. (1996). Diversity in Girls’ Experiences: Feeling 
Good About Who You Are. In B. J. R. Leadbeater & N. Way (Eds.), Urban girls (pp. 
53-64).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Flannery, D. J. & Huff, C. R., (Eds), (1999). Youth Violence: Prevention, Intervention, and 
Social Policy.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Fight Crime: Invest in Kids. (2000). American's after-school choice: the prime time for 
juvenile crime, or youth enrichment and achievement. Washington, DC: S. A. Newman, 
J. A. Fox, E. A. Flynn, & W. Christeson.

Girl Scouts Research Institute. (2003). Feeling Safe, What Girls Say. New York: Girl Scout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ansen, S., Walker, J., & Flom, B. (1995). Growing smart: what's working for girls in 
school. Washington, DC: 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Women Educational 
Foundation.

Leadbeater, B. & N. Way (Eds.), (1996). Urban girls: Resisting stereotypes, creating 
identitie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Ms. Foundation Collaborative Fund for Healthy Girls/Healthy Women. (2000). The New 
Girls’ Movement, Implications for Youth Programs, New York, NY: Ms.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Symposium on Developing Integrated Empowerment Programs for Female Teenagers

Powerful Voices’ Approaches to Girls’ Leadership Development 153

Women.

Nellie Mae Education Foundation. (2001). Critical hours: afterschool programs and 
educational success. Quincy, MA: B. M. Miller.

Newman, S., et.al. (2000). America’s Afterschool Choice: The Prime Time for Juvenile Crime 
or Youth Enrichment and Achievement. Fight Crime: Invest in Kids: Washington, D.C.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U.S. Department of Justice, (1998). 
Guiding Principles for Promising Female Programming: An Inventory of Best Practices.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Patton, P. & Morgan, M. (2002). How to implement Oregon’s guidelines for effective 
gender-responsive programming for girls. Written for the Oregon Criminal Justice 
Commission Juvenile Crime Prevention Program and the Oregon Commission on 
Children and Families.

Phillips, L. (1999). Speak for Yourself, What Girls Say about What Girls Need. Chicago: Girl 
Best Friend Foundation.

Ragozzino, K., Resnik, H., Utne-O'Brien, M., & Weissberg, R. P. (2003). Promoting 
academic achievement through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Educational Horizons, 
summer, 169-171.

Social Policy Research Associates for the Innovation Center for Community and Youth 
Development. (2003, December). Lessons in leadership: how young people change their 
communities and themselves. Takoma Park, MD.

Streitmatter, J.L. (1999). For girls only, Making a case for single-sex schooling. New York: 
SUNY Press.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2004). Enhancing Motivation 
for Substance Abuse Treatment. Treatment Improvement Protocol Series 35.

Sullivan, A. M. (1996). From Mentor to Muse: Recasting the Role of Women in Relationship 
with Urban Adolescent Girls. In B. J. R. Leadbeater & N. Way (Eds.), Urban girls (pp. 
226-249).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Sutton, S.E., Kemp, S.P., Gutierrez, L., & Saegert, S. (2006). Urban youth programs in 
America: a study of youth, community and social justice conducted for the Ford 
Foundation. Seattle: WA: University of Washington.

Tolman, D. L. (1991). Female adolescent sexuality in relational context: beyond sexual 
decision making. In N. Johnson, et al. (Eds.) Beyond appearance: a new look at female 
adolescence (pp. 226-246).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lman, D. L. (1996). Adolescent girls’ sexuality: debunking the myth of the urban girl. In 
B. J. R. Leadbeater & N. Way (Eds.), Urban girls (pp. 255-271).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Whitworth, L. Kimsey-House, H. & Sandahl, P. (1998). Co-Active coaching, New skills for 
coaching people toward success in work and life. Palo Alto, CA: Davies-Black 
Publishing.



십대여성의 통합적 임파워먼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154

십대여성의 리더십 개발을 위한 

‘파워풀 보이시즈’ 프로그램

앤 모노 (미국 Powerful Voices 부소장)

개  관

1995년 이래, ‘파워풀 보이시즈’(Powerful Voices)는 공립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십대여

성들과 청소년 교정시설에 수용된 십대여성들을 대상으로 혁신적인 프로그램들을 운 해왔

다. 우리는 청소년기 소녀들의 리더십 기술을 고취하고, 비판적 사고력을 촉진하며, 개인의 

잠재력을 신장시킴으로써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도모한다. 우리가 대상을 공립중학교와 청

소년 교정시설로 설정한 것은 과거에는 남자 청소년들 위주로 설계된 이러한 시설의 십대여

성들에게 우리의 독특한 긍정적 강점 기반 프로그램이 특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프

로그램에 참가하는 십대여성들은 연령대가 11～18세이며 다양한 인종, 문화, 사회경제적 배

경을 가지고 있고, 절반 이상이 유색인종과 경제적 취약계층에 속한다. 

‘파워풀 보이시즈’는 십대여성들에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리더십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잠재력을 개발한다. 십대여성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성공적인 삶을 

위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파워풀 보이시즈’와 앞서 이 길을 걸

었던 이들(Gilligan, 1982; Debold, Fullwood & Davis, 2000)은 이러한 활동을 ‘목소

리’(voice)로 이해하 다. 이를 되살려 우리는 ‘파워풀 보이시즈’의 이름에 부응하는 활동을 

펼치고자 한다. 우리는 이러한 힘들과 관련하여 강력한 목소리를 통해 십대여성들을 위해 그

들의 안전,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으며 사용할 수 있는 자신의 고유한 힘, 긍정적인 소녀 문

화, 그들 자신의 행동 참여 및 어른들에 의한 상담지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는 안

전, 자신의 힘, 소녀 문화, 행동주의 및 어른에 의한 상담지도의 5개 핵심 개발 역에서 십

대여성들을 어떻게 지지하고 도움을 주는지 그 경로를 추적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

가하 다. 이 프로그램의 의도된 향에 맞는 접근방식과 실천방법을 수립하기 위해 십대여

성들의 삶을 둘러싼 맥락적 힘들(contextual forces)에 관한 이해와 전국의 우수사례에 관한 

현장 연구들을 접목한 결과 다음의 개발 역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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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힘, 행동 및 긍정적인 소녀 문화—핵심 리더십 개발 역

• 목표/가치 탐색, 의사소통 및 자기 권익옹호(self-advocacy) 기술 및 십대여성들에게 

자신과 타인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비판적 사고 

기술

• 프로그램 운 진은 특히 1) 집단별 개인별 상담을 통해 십대여성들이 정서적 안전감을 

갖도록 하며 2) 자신들만의 긍정적인 소녀문화를 창조할 능력을 촉진하는 등의 주요한 

방식으로 리더십 개발을 지도한다.

십대여성 개발에 관한 이론적 기반, 개념, 실제 및 목표

십대여성 및 청소년 개발에 관한 이론 및 실증적 연구(Leadbeater & Way, 1996; Brown, 

Way & Duff, 1991; Sutton, Kemp, Gutierrez & Saegert, 2006), 청소년 운동(지역사회 및 

청소년 개발을 위한 혁신 센터 사회정책연구원[SPRAICCYD], 2003), 건강에 관한 의사결정

과 사례 옹호(청소년사법 및 비행방지실[OJJDP], 1998), 또래관계 및 민주교육(Beane & 

Apple, 1995), 성별 특징적 교육(Patton & Morgan, 2002) 및 여학생 통합교육(all-girl 

education)(Streitmatter, 1999)이 우리의 접근방식의 기저를 이룬다. 

1980년대부터 여성학자들은 관계의 맥락에서 십대여성 개발을 연구하는 이론들을 주창하

다. 이 신선한 사고는 오늘날 우리의 십대여성들과 이들의 리더십 개발에 대한 이해의 틀

을 제공하 다. 소녀들의 성(sexuality)과 건강(Tolman, 1991), 친구관계의 역할(Brown, 

1991) 및 갈등(Brown, 1991), 세대간 사회화(Debold, et al., 1991), 소녀들의 분노의 정치적 

성격(Brown, 1998); 그리고 계급 정체성이 십대여성들의 정체성 개발에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되는 과정(Bettie, 2003)이 이 이론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역들이다.

Belenky 등(1986)의 여성의 자아, 목소리와 마음간의 관계의 탐색은 십대여성들이 이성, 

직관 및 다른 사람들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연계하는 비판적 사고 개념을 배양할 수 있도록 

돕는 우리의 접근방식의 기초를 제공한다. 그러나 최근까지만 해도 유색인종 또는 경제적 취

약계층의 십대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십대여성들에 대해 백인 중산층의 시각으로 바라본 연구들이 주종을 이루었다. 그러나 관계

적 이론에서 십대여성들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과정을 탐구하게 되면서 십대여성의 성장

과 발달을 둘러싼 사회적, 문화적 풍경에 점차적으로 관심이 모아지게 되었다(Leadbeater & 

Way, 1996; de Jesus, 1997). 우리의 접근방식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십대여성들의 의사결정

의 관계, 사회, 문화 및 정서적 측면을 지지하는 구조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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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활동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개발 분야에서도 이론적 기초를 얻을 수 있었

다. 미국 청소년개발 정보센터(National Youth Development Information Center [NYDIC])

에 따르면 “긍정적인 청소년 개발은 기존의 결핍모형(deficit-based model)에서 청소년문제

에만 초점을 두었던 것에 반하여 청소년들의 보다 광범한 성장 발달적 필요를 다룬다”고 한

다. 예방과학, 폭력예방, 방과후 활동 분야는 청소년의 긍정적인 행동 촉진과 문제행동 예방

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예방 프로그램에 관하여는 다양한 보고서들이 발표되었다. 지

난 10년간 발간된 보고서들 중 몇 가지를 꼽자면 위기의 시간: 방과후 프로그램과 교육의 

성공(Critical Hours, After School Programs and Educational Success)(Nellie Mae 

Education Foundation, 2001), 리더십 교육- 청소년들이 어떻게 지역사회와 자신들을 변화

시키는가(Lessons in Leadership, How Young People Change Their Communities and 

Themselves)(SPRAICCYD, 2003), 똑똑한 여학생이 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Growing 

Smart: What’s Working for Girls in Schools)([AAUWEF], 1995), 유망한 여성 프로그

램의 지도원리(Guiding Principles for Promising Female Programs)(OJJDP, 1998), 방
과후 시간에 대한 미국의 선택: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될 것인가, 아니면 청소년 계발과 성취

의 시간이 될 것인가(America’s After-School Choice: The Prime Time for Juvenile 

Crime or Youth Enrichment and Achievement)([FCIK], 2000), 청소년 폭력: 예방, 개입 

및 사회정책(Youth Violence: Prevention, Intervention and Social Policy)(Flannery & 

Huff, 1999)이 있다. 미국 Search Institute가 발간한 “발전 요인(Developmental Assets)” 
역시 우리가 십대여성들을 위한 목소리와 건강한 성장발달에 대해 개념적 틀을 수립하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하 다. 이 보고서와 이론적 체계들은 특히 행동 변화를 일으키는 강점 기

반, 기술기반의 접근방식과 같은 전략들의 효과를 입증하고 있어 십대여성들을 위한 프로그

램을 어떻게 운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의 복지사업이 실제로 십대여성들이 ‘목소리’를 발현하도록 도울 수 있는지의 성패는 

이들의 관심, 경험과 의문을 우리가 얼마나 잘 포착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 우리

는 Beane & Apple(1995)의 저술 민주학교(Democratic Schools)에서 주장하는 아이디어

의 자유로운 흐름, 공동선에 대한 관심, 스스로 자신들의 질문과 관심사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확신, 그리고 특히 아이디어와 경험을 평가하기 위한 비판적 사고의 적극

적인 활용이 있는 학습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프로그램 중 일대일로 진행되는 상담 

시간에는 십대여성 본인이 가장 가치를 두고 변화하고자 하는 행동 변화를 촉진하는 동기강

화 면담법(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SAMHSA], 

2004)과 코칭(Whitworth, Kimsey-House & Sandahl, 1998) 원칙과 기법을 사용하고 있

다. 그 외에도 성별 특징적 프로그램에 관한 오레곤 지침(The Oregon Guideline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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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 Specific Programs)(Patton & Morgan, 2002), 유망 여성 프로그래밍을 위한 지

도원리(Guiding Principles for Promising Female Programming)(OJJDP, 1998), 소녀

들을 위한 자신의 목소리 내기(Speak for Yourselves, What Girls Say About What Girls 

Need)(Phillips, 1999) 및 안전감(Feeling Safe)(Girl Scouts Research Institute, 2003) 
등의 연구 보고서들이 프로그램의 개념적 틀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실제에서의 접근방식

이러한 이론적 연구의 결과는 프로그램의 실제 운  현장에서 우리가 십대여성들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우리는 프로그램 운 의 실제에 있어 십대여성들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효과적인 답은 그들 스스로에 있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이들에게 

성장, 발달과 변화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어른들이 사용하는 기술을 가르치고 있다. 프로그

램의 특징을 살펴보면 1) 청소년기의 발달과 의사결정에서 관계의 중요한 역할을 고려한 관

계 기반적인 프로그램, 2) 프로그램의 내용은 십대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실생활에서의 상

황을 반 한 기술/내용 기반적인 프로그램, 3) 십대여성들이 자신의 삶에서 무력감을 극복하

고 자신의 힘을 발견하게 하는 힘 기반 프로그램, 4) 십대여성들에게 내재한 개개인의 강점

을 살리는 강점 기반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의 실제 실천은 비판적 사고, 행동주의, 의사결

정, 자기표현, 의사소통, 또래 교육, 자기 권익옹호 및 존중하는 소녀 문화 만들기와 관련된 

기술을 배양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우리는 이것들을 ‘강력한 연결을 위한 5가지 실천사항

(Five Practices for Powerful Connection)’이라 이름 붙이고, 이를 통해 십대여성들의 심

리를 이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실천사항 1－소녀들의 눈으로 안전한 공간(Safe Space) 보기

소녀들의 눈으로 안전한 공간 보기는 어른인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공간에 대한 시각을 잠

시 버리고 이들의 눈을 통해 바라봄으로써 이들이 생각하는 안전공간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른으로서 우리의 경청방식, 집단 내에서 리더십 기회를 구성하는 방식, 십

대여성간의 갈등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 이들이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일

반적으로 십대여성은 1) 정서적 안전감이 클수록 신체적 안전감도 증가하고, 역으로 신체적 

안전감이 클수록 정서적 안정감도 증가한다(Girl Scout Research Institute, 2003), 2) 집단

을 운 하는 지도자 역할을 할 리더십 기회를 많이 갖게 될수록, 더 큰 안전감을 느낀다(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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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ation Collaborative Fund for Healthy Girls/Healthy Women [MFCFHGHW], 

2000), 3) 어른인 지도자들이 집단 내 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한다고 생각할 때 안전감을 느

낀다(MFCFHGHW, 2000), 그리고 4) 어른들이 자신들을 힘든 학습기회로부터 “보호”하거

나 어른들의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경험을 자신들에게 투 함으로써 자신들의 발전을 방해하

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안전감을 느낀다.

실천사항 2－전체성 북돋우기, 비판적 시각의 통합

전체성 북돋우기, 비판적 시각의 통합은 십대여성이 자신의 정서적, 정신적, 지적, 신체적 

자아를 내면 깊숙한 가치관과 합치되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비판적 시각의 통합은 전체성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사회 구성물과 권력의 역학관계가 자신

의 삶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을 말한

다. 십대여성에 대해 “전체(wholeness)”로서 접근하는 것은 그들에게 다양한 자기표현 기회

를 제공해야 함을 뜻한다. 또한 십대여성의 전체성을 지지하는 것은 자신이 사회의 기대를 

그대로 내면화하고 자신의 정체성 형성이 억압에 의해 향을 받아왔음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을 뜻한다. 벨 훅스(Bell Hooks)와 린다 스타우트(Linda Stout)의 저술과 소녀들을 위한 

자신의 목소리 내기(Speak for Yourself, What Girls Say About What Girls Need)
(Phillips, 1999), 유망한 여성 프로그램의 지도원리(Guiding Principles for Promising 

Female Programs)(OJJDP, 1998)와 새로운 여성운동(The New Girls’ Movement)
(MFCFHGHW, 2000)는 이 접근방식의 이론적 뒷받침을 제공하고 있다.

실천사항 3－자신의 특성에 따른 리더십

자신의 특성에 따른 리더십은 십대여성들이 자신의 강점을 살려 나름의 방식대로 리더십

을 발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십대여성들이 자신만의 개인화된 방식으로 리더십을 발현

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이들이 리더에 대한 전통적 정의에 도전하여 자신만의 방식으로 

리더십을 발현할 수 있음을 깨닫도록 할 수 있다. ‘건강한 여성, 건강한 소녀를 위한 미즈재

단기금(Ms. Foundation’s Fund for Healthy Women, Healthy Girls)’는 리더십 개발에 

관해 혁신적인 개념을 제시하 다. 이 ‘목소리/행동/처신/기회(Voice/Action/Comportment/ 

Opportunity, [VACO]) 평가도구를 통해 리더십의 의미에 관해 일반화 되어 있는 통념과 십

대여성 리더십의 주요 지표를 인식할 수 있다. ‘목소리(Voice)’는 십대여성들이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이고, ‘행동(Action)’은 이들이 자신과 남을 대표해 행동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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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며, ‘처신(Comportment)’은 긍지와 품위를 갖고 행동하며 남을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

는 능력이고, ‘기회(Opportunity)’는 새로운 기회와 경험을 요청하고 도전하는 능력이다. 새
로운 여성 운동(New Girls’ Movement)(MFCFHGHW, 2000)도 역시 리더십의 성별화된 

분석을 통해 십대여성의 리더십에 관한 인식을 재구성하 다. 이들은 6가지의 리더십 유형을 

파악하 고, 이 유형들이 총체적으로는 하나이나 이들 사이에서 굴곡을 그리는 유동적인 과

정으로 보았다. 연쇄하강적 유형(Cascading)은 성인 여성과 연령층이 높은 소녀들이 보다 

어린 소녀들에 대해 지지자와 역할 모델이 될 때 나타나는 리더십 유형이고, 집단적 유형

(collective)은 변화를 실행하는 집단의 힘을 강조하는 리더십 유형이며, 생존적 유형

(survival)은 소녀들이 역경과 부정적인 사회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에 

기반을 둔 리더십 유형이고, 방랑적 유형(roving)은 간헐적으로 일정 기간만 리더십을 발휘

하는 유형이며, 문화적 유형(cultural)은 되찾은 문화적 가치와 관습을 이용하여 소녀들에게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하는 리더십 유형이고, 유기적 유형(organic)은 집단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한 필요를 통해 리더십이 길러지는 방식으로 생활 경험에서 자연스럽

게 우러나오는 리더십 유형이다. 이러한 여러 유형의 리더십은 어느 집단에나 존재하고 있으

며 효과적인 프로그램은 다양한 형태의 십대여성들의 리더십 참여를 촉진하고 장려한다.

실천사항 4－상호학습

상호학습은 십대여성들에게 자신의 정직성, 취약성과 진정성을 보임으로써 어른과 청소년

간의 관계에 존재하는 힘의 차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다. 상호학습은 십대여성 지향의 

프로그램에서 핵심적인 실천 사항이며, 그 중심은 우리 대 그들이라는 대립적 역학관계를 무

너뜨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십대여성들에게 우리의 정직성, 취약성과 진정성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어른으로서 알고 있는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거나 이들과의 관계

에서 우리 자신의 기대를 분명히 밝히지 않는 것은 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다. 유명한 다

문화주의 교육자 리사 델핏(Lisa Delpit)은 “유색인 학생들은 불문율을 지켜달라는 간접적인 

요청에 대하여는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1998, p.283)고 지적하고 있으며, 명시적인 표

현을 사용하면 새로운 교실문화에서의 규칙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리사 

델핏은 이러한 기대와 우리가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언어가 “힘의 코드(the codes of 

power)”이며 우리는 문지기라고 말한다. 우리는 십대여성들이 자신에게 이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코드를 가르쳐야 하지만 또한 이 코드들의 자의성과 코드들이 나타내는 힘의 관계

에 관해서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우리는 프로그램 내에 존재하는 코드들을 지목하고, 이들의 

처리방식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왜 우리가 이러한 기대를 갖고 있는지를 이들이 이해하고 존



십대여성의 통합적 임파워먼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160

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 실천사항은 1) 우리에게 자신의 경험을 소녀들에게 투 하

려는 경향이 있음을 인정하고, 2) 그들을 지지함에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밝힐 수 있으며, 3) 가끔 진정으로 그들의 역량을 부여하기 보다는 그들을 “구원”하려

는 경향이 있음을 인식하도록 도와준다(Phillips, 1999).

실천사항 5－십대여성들의 발달을 위한 관계적 지지의 확대

십대여성들의 발달을 위한 관계적 지지의 확대는 이들이 학습한 바를 토대로 형성된 경험, 

자원과 풍요함에 대해 추후에도 계속 연결되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다. 십대여성들이 우

리의 프로그램에서 강력한 학습경험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에 눈을 뜨게 된 후의 실천사항

으로서 관계적 지지의 확대는 이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지식과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도

와줄 사람들, 경험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계적 이론 학자들

(Brown, Sullivan, DeBold, Ward and Belenky, etc.)은 십대여성들의 삶에서 중요한 의사

결정에서 관계가 일관적으로 기초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우리

는 이들이 제기하는 십대여성들의 삶의 정서적, 관계적, 사회문화적 복잡성을 근본적으로 

고려하는 멘토링 관계의 개념에 동의한다. 최근의 연구 역시 대부분의 전통적 교육환경에

서는 학습의 사회적, 정서적 요소들이 무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다(Ragozzino, 

Resnik, Utne-O’Brien & Weissberg, 2003).

접근방식 내용 연구 기반

행동주의와 

문화 

비평기술

십대여성들은 학교사회의 인식을 

제고하는 프로젝트를 수립함으로써 

문화적 규범과 고정관념을 해체하고 

대응한다.

우수사례 연구

Lessons in Leadership: How Young People 

Change Their Communities and Themselves

관계적 이론

Raising Their Voices: The Politics of Girls 

Anger

Evidence-based Programs: 

Girl Power! 

Teen Women in Action (TWA)

비판적 

사고기술 

십대여성들은 협력 및 일대일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고, 

다른 시각을 고려하며, 비판적 사고의 

전통적인 난제를 해결해나간다. 

우수사례 연구

1) Critical Hours, Afterschool Programs and 

Educational Success

2) Growing Smart: What’s Working for Girls in 

Schools 

관계적 이론

Women’s Ways of Kn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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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방식 내용 연구 기반

멘토링

어른들은 질문에 기반을 둔 코칭을 
통해 십대여성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가치와 경험에 관해 
숙고하도록 돕는다.

우수사례 연구
1) Mentoring: A Promising Strategy for Youth 
Development; 

2) Girls in the Middle, Working to Succeed in 
School

관계적 이론
From Mentor to Muse: Recasting the Role of 
Women in Relationship with Urban Adolescent 
Girls. 
모범 프로그램 
Big Brothers/Big Sisters

자기표현

십대여성들은 나름의 방식에 따라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표현한다. 일례를 들자면 시를 쓰는 
것이다.

우수사례 연구
Promoting Academic Achievement through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관계적 이론
Diversity in Girls’ Experiences: Feeling Good 
About Who You Are

통합적 건강 
교육과정

2주간의 하계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십대여성들에게 주류 
소녀 문화를 비평하도록 
가르침으로써 자신의 힘을 찾고, 
자신의 내면화 경험과 문화적 
정체성을 평가하고 모색하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사용되는 기법은 
운동, 자기 표현, 다른 소녀들과 
연대감 형성하기가 있다.

관계적 이론
Female Adolescent Sexuality in Relational 
Context: Beyond Sexual Decision Making

십대여성 
단성 문화에 
서의 긍정적 
경험/친사회
적 행동

십대여성들은 집단으로 활동을 
위하고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연습한다. 강사들은 신뢰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여성들끼리의 친구관계를 형성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가르친다. 

우수사례 연구
1) A Case for Single Sex Schooling; 
2) Growing Smart: What Working for Girls in 
Schools;  

3) Speak for Yourself
4) Lessons in Leadership: How Young People 
Change Their Communities and Themselves

관계적 이론
1) The Others in My I: Adolescent Girls’ 
Friendship and Peer Relations;

평가 및 
성장의 추적

십대여성들의 성장 발달을 추적하는 
한편 자신만의 표현으로 변화를 
표명하도록 돕는다.

Ms. Foundation VACO, Search Institute, 
Social Development Model

프로그램 운영진의 관찰 사례

전술한 이론적 기반과 실제는 프로그램을 통한 십대여성들의 성장에 대한 프로그램 강사들

의 관찰에 대해 배경 분석을 제공한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관찰과 배경 분석을 제시하고 십대

여성들의 프로그램 경험에 목표 및 목적이 직접적으로 적용된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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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 여름 DYVAS(자신의 목소리 개발하기) 프로그램은 7명의 십대여성들을 고용하여 

이들의 개인적인 목소리 뿐 아니라 킹 카운티 청소년 유치장에 구금된 십대여성들의 목소

리를 들려줄 책을 만드는 일을 하도록 하 다. ‘가족’, ‘미친 듯한 생활’, ‘몸부림과 투쟁’, ‘청

소년 교화시설에서의 생활’ 및 ‘인종, 계급과 성’이라는 여러 주제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자

기 표현을 일깨우기 위해 유치장과 DYVAS에서 여러 차례의 워크숍을 열었다.

대상 목표 관련 목적

자신의 힘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옹호할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기술을 

가르친다.

긍정적인 소녀문화
성별, 인종, 계급 기타 차이의 문제를 모색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차이

에 관련된 복합적인 시각과 경험에 대한 인식을 일깨운다.

행동주의
소녀들이 현재 자신의 삶에 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처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2. 16세의 고2 여학생인 J는 2005년에 열린 DYVAS하계 취업 프로그램에 참가하 다. J는 

가을 학기가 시작된 후에도 우리의 주1회 열리는 ‘지역사회 또래교육’ 정기모임에서 자원 

봉사를 하는 등 계속 접촉을 유지했다. 그녀는 자원봉사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싶어서 우리

의 전반적인 운 과 STAGES 교육과정 개발의 보조까지 떠맡았다. 우리는 시애틀 청소

년 취업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J를 정규 인턴직원으로 채용하 다. J는 올해 여름에는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이끌게 되는 “프로그램 조교” 승진을 앞두고 있다.

대상 목표 관련 목적

자신의 힘 직업준비훈련을 통해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

어른에 의한 상담지도
숙련된 의사소통, 대인, 갈등해소 능력을 실지로 보여주는 긍정적인 성

인 리더에 접하게 한다. 

3. T는 6학년 봄에 십대여성 RAP(권리, 행동, 힘) 프로그램에 가입한 후 7～8학년에도 활동

을 계속하 고 하계 프로그램에도 참가하 다. T는 십대여성 RAP를 통해 행동주의와 지

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청소년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해 

알게 되었고, 수업거부 반전 시위를 조직하는데 참여한 적도 있다. T가 고교에 진학했을 

때 우리는 T를 데니 중학교에서 실시된 프로그램의 십대 리더로 활동하도록 임명하 다. 

그녀는 담당한 그룹의 아이들과 친해진 후 자신의 청소년 운동 경험을 이야기해주었고 아

이들은 행동주의를 T이즘이라 부르면서 그녀가 자기들에게 큰 용기와 힘이 되었다고 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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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목표 관련 목적

행동주의

소녀들이 현재 자신의 삶에 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처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학교와 지역사회 참여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문제에 

관해 지식과 의견을 공유하도록 장려한다. 

4. M은 8학년 가을에 십대여성 RAP 프로그램에 가입하 다. M은 몸이 아파서 학교 수업을 

많이 빠졌으나 병의 원인을 알 수 없었다. 이듬해 봄에 제2형 당뇨로 진단을 받았고 인슐

린의 도움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우리 프로그램

의 강사들은 투병기간 내내 M과 연락을 유지했으며 그녀가 돌아오자 시애틀 시장 장학생

으로 추천하고 몇 주에 걸쳐 M이 장학생 지원에 필요한 에세이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

었다. 시애틀 시 전체에서 20명의 시장 장학생들을 선발하 는데 M은 그 중 한 명으로 선

발되어 장학금을 수여받았다.

대상 목표 관련 목적

자신의 힘 자신의 가치, 정체성과 목표를 탐색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다.

어른에 의한 상담지도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옹호하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기술

을 가르친다.

필요한 추후 상담서비스, 자원과 경험을 풍요하게 하는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5. H는 7학년생으로 데니 중학교에 입학한 후 힘든 학교 생활을 보냈다. H는 다른 학생들로

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고, 싸움을 벌이며, 인종 비하 발언을 잘 하고, 걸핏하면 교

실에서 쫓겨나는 벌을 받고, 자신의 생활에 관해 거짓말을 잘하는 아이 다. 

그녀는 2005년 가을 몇몇 선생님들의 권고로 십대여성 RAP 프로그램에 가입하 다. 우리

는 몇 차례 H와 일대일 상담을 하고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주고 받았

다. 우리는 그녀의 강박적인 거짓말, 인종적 정체성의 혼란,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건설적 수단, 성별 문제에 관해 상담을 하 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서 H는 거짓말이 크게 줄고 다른 사람들의 인종배경에 대해 좀 더 배려를 할 수 있게 되

었다. 그녀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싸움에 대한 태도 다. 그녀는 여러 차례 싸움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 되면 그 자리를 피하거나 대화로 상황을 수습했다고 말했다. 어느

날 RAP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직전에 H를 학교식당에서 보았는데 나를 급히 지나치면서 

이상하게 행동하 다. 그녀는 갑자기 식당 밖으로 뛰어나갔고 그 뒤를 다른 여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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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울 듯이 우르르 달려나갔다(나중에 한 명의 여학생을 H와 싸우려고 그녀를 쫓아간 것

을 알게 되었다). H는 싸우는 대신 교무실로 달려가 교감 선생님을 찾았으나 교감 선생님

이 자리에 없자 RAP 강의실에 놓아둔 자신의 가방을 가지러 달려왔다. 그녀는 몹시 충격

을 받은 모습이었고 학교를 떠나겠다고 말했다. 그녀를 진정시키려고 했으나 그녀는 막무

가내 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했고 마침내 교감 선생님이 와서 H에게 상대편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고 말하면서 싸움을 하지 않고 피한 데 대해 그녀를 칭찬

하 다. 지금은 H의 어머니가 RAP 프로그램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우리의 

프로그램에 H의 삶에 긍정적인 향을 미쳤다고 말하고 있다. 

대상 목표 관련 목적

자신의 힘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옹호할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기술을 

가르친다.

자신의 가치, 정체성과 목표를 탐색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다.

존중하는 소녀문화
성별, 인종, 계급 기타 차이의 문제를 모색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차이

에 관련된 복합적인 시각과 경험에 대한 인식을 일깨운다. 

안전 자신의 복지에 대한 위협을 식별하게 한다.

어른에 의한 상담지도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옹호하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기술

을 가르친다.

지지를 통한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부모/후견인을 참여케 한다. 

6. D는 처음 십대여성 RAP 프로그램에 참가할 당시 12세의 7학년 여학생이었다. 그녀는 처

음에는 매우 수줍음을 타고 또래 멋 부리는 친구들의 생각에 큰 향을 받고 있었다. D는 

다른 여학생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가치감이 떨어져 있었다. 

여성 비하적인 음악에 관한 교육을 받고 일대일 상담시간에 여성 비하적인 노래와 그 노

래를 방송한 방송국에 관해 토론한지 몇 달 후에 우리는 현장답사를 가게 되었다. D는 내 

차에 타고 있었는데 어느 방송국을 들을 지 얘기를 나누었다. D는 여러 방송국들을 대었

지만 KUBE 방송국은 그 중에 들어있지 않았다. 왜냐고 묻자 D는 더 이상 KUBE 방송국

을 듣지 않는다고 말했고, 그 이유를 묻자 십대여성 RAP의 향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 측면에서도 D의 자기 가치감은 크게 향상되었다. 그녀는 나에게 부모가 별거하기로 

했다고 털어놓았고 그 후 몇 주 동안 이로 인한 문제들과 맏딸로서 그녀의 역할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상담을 통해 D는 자신이 엄마와 가족 전체에게 얼마나 귀중하고 필요

한 사람인지 깨닫게 된 것 같았다. 어느날 그룹 모임에서 D는 가족이 자신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자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과정을 털어놓았다.



International Symposium on Developing Integrated Empowerment Programs for Female Teenagers

Powerful Voices’ Approaches to Girls’ Leadership Development 165

대상 목표 관련 목적

자신의 힘 자신의 가치, 정체성과 목표를 탐색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다.

행동주의
소녀들이 현재 자신의 삶에 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처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어른에 의한 상담지도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옹호하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기술

을 가르친다.

7. L은 해 턴 중학교 재학생이었는데 집안의 우환으로 캘리포니아 주에 가야 할 사정이 생

겨 한달간 결석한 것 때문에 6과목 중 4과목에서 낙제할 위기에 몰렸다. 가족들은 L의 학

업에 아무런 관심과 도움도 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그녀는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을 지에 관해 물어볼 만한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한달간 상담을 통해 그

녀가 Source 프로그램 접속, 선생님에게 묻기, 일대일 개별지도를 통해 성적을 올릴 수 있

는 의지와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 다. 개별지도를 받은 지 한 주 

후 L의 선생님을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그는 L이 이처럼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칭찬했다. L은 모든 과목에서 성적이 향상되었다.

자신의 힘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논리, 비판적 사고, 자기 

표현 및 대화기술을 익힐 기회를 제공한다.

어른에 의한 상담지도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옹호하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기술

을 가르친다.

8. 15세의 K는 2005년 겨울부터 2006년 봄까지 우리의 통합 건강 워크숍에 참가하 다. K는 

청소년 유치시설에 막 입소해서 첫 3주를 힘들게 보내고 있었다. 시설 직원들의 말과 우리

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K는 조용하고 내향적인 성격에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

다. K가 세 번째로 참가한 워크숍은 ‘사랑 찾기’(Search for Love, 성폭력과 안전)’ 워크

숍이었는데, 이 워크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그룹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K는 눈동자를 굴리고 혀를 차는 등의 행동을 그만 두고, 질문에 답하고 다른 소녀들의 이

야기에 건설적인 제언을 했으며 최근에 일어났던 자신의 성폭력 경험에 대해 말하기 시작

했다. 워크숍이 끝난 후 K는 그 전해에 엄마의 남자친구에게 성폭력을 당해서 가출한 경

험을 상세하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이 때문에 장기 무단결석 및 가출 혐의로 체포되었지

만 아무에게도 성폭력을 당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K는 이제는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도움을 구할 때가 되었다고 느꼈다. K는 그 동안 털어놓지 않았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

가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엄마와 가족으로부터 강제로 격리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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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그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나 기관, 어떻게 도움을 받을지를 알 수 

없었으며, 이 문제에 관해 말하기가 창피하고 불편했다. 그러나 워크숍에서 다른 소녀들

이 자신의 성폭행 경험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과 하버뷰 성폭행 외상후 스트레스 센터

(Harborview Sexual Assault and Traumatic Stress)의 상담자의 자기와 같은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을 위한 서비스에 관한 설명을 듣고, ‘파워풀 보이시즈’ 운 진들의 도움을 

받을 것임을 알게 되자, K는 마음을 열고 상담을 받게 되었다. 그녀는 매주 월요일 열리는 

PV의 지역사회 또래 교육(CPE, Community Peer Education) 그룹 모임에 가입하 고,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꼬박꼬박 참석하 다. K의 어머니와 언니도 이 모임

에 여러 번 참석하여 K가 다른 소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룹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미소를 지었다. 또한 K의 어머니는 우리의 프로그램에 참가한 후 새로운 자신

감과 행복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했다. 2006년 4월에 열린 ‘청소년 접근기회 회의(Youth 

Access Conference)’에서 K는 열의와 자신감에 찬 태도로 발표를 해 우리를 깜짝 놀라

게 만들었다. K는 우리가 추천한 워크숍과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등 PV와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정이 허락된다면 올 가을에 다시 한번 우리의 CPE(지역사회 

또래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할 예정이다.

대상 목표 관련 목적

자신의 힘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옹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의사소

통기술을 가르친다.

창조적 활동, 대화와 그룹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하여 다양한 방식으

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긍정적인 소녀문화
프로그램에서 소속감과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경청 및 협력기술을 

가르친다.

안전

자신의 복지에 대한 위협을 식별하게 한다.

인간관계의 기술에 관해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신의 
역을 확보하는 경계 설정과 또래 압력과 관련하여 어떠한 선택을 할 것

인지 방법을 모색한다.

의사소통기술과 자신을 지지해주는 어른들의 지지망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필요를 옹호하고,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며, 학대 또는 자해 문제

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다.

치료 연결 서비스, 초청 연사, 현장 답사를 제공함으로써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해준다. 

어른에 의한 상담지도

숙련된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능력을 갖춘 긍정적인 성인 리더에 접하게 

한다.

지지를 통한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부모/후견인을 참여케 한다.

각 개인에게 자신을 지지해주는 어른과 구조화된 일대일 상담을 하게 
함으로써 각각의 십대여성들이 적어도 한 명 이상의 기댈 수 있는 어른

을 갖도록 한다. 



International Symposium on Developing Integrated Empowerment Programs for Female Teenagers

Powerful Voices’ Approaches to Girls’ Leadership Development 167

9. L은 2006년 1월에 CPE 프로그램에 가입하 고 우리는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가웠

다. 그녀는 가족 내 문제와 친구관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고 캔자스 시티 청소년 유치시

설에 구금되는 등의 사정 때문에 1월과 2월에는 부정기적으로 참석하 다. 3월 하순이 되

자 L은 규칙적으로 참석하기 시작했고 ‘공중보건 흡연에 대한 접근 회의(Public Health 

Tobacco Access Conference)’에서 다른 소녀들이 연습을 하는데 집중을 하는데 큰 도움

을 주었다. L은 이 활동을 통해 많은 즐거움을 느꼈기 때문에 계속 참여하고 싶어했고 우

리는 그녀에게 DYVAS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 다. 하지만 L이 또 다시 청소년 유치시설

에 구금되는 사건으로 우리는 또 다시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 그러나 L은 2006년 하계 

DYVAS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게 조기 출소하도록 노력하고 다시는 범죄에 휘말리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 다.

대상 목표 관련 목적

긍정적인 소녀문화

집단의 기대를 형성하고 유지함으로써 존중하는 소녀문화의 비전을 정

하고 실천한다. 

그룹 참여를 통해 또 다른 존중하는 소녀문화를 형성하도록 용기와 힘

을 준다.

어른에 의한 상담지도
필요한 추후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성

장 발달할 수 있도록 한다.



Discussion

Dr. Chol-Kyung Yoon
(Director, Korea Institute for Youth Development)

Dr. Hae-Lin Yoon
(Research Professor, Korean Women’s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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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on Girl's Day Campaign 
and Go Grrrls Program

Yoon Chul Kyung
(Research Fellow of Korea Institute for Youth Development)

The Girl’s Day in Germany and Go Grrrls Program in America are very useful cases 

for us as these are practical operations and programs that can be implemented for female 

teenagers.

To our reality of lack of policies and programs for female teenagers, the programs 

implemented in Germany and America provide us visions and imaginations on programs 

dedicated to female teenagers.

Girl’s Day program dedicated to female teenagers has features similar to careers fair. It 

is a national event held on Thursday of the last week in April every year jointly organized 

by various social institutions such as private firms, local government,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ions, women’s institutions and trade unions in the region. 

The main rationale of this initiative is to prevent unfair treatment of women in the job 

market showing typical feminist tendency when it comes to choosing academic majors or jobs 

even though the intellectual abilities and academic capabilities of women have never been 

lower than men, and in some sectors women have proved to be more capable. 

The tendency of female teenagers to advance into the traditional feminine sectors is not 

only due to the social environment factor that companies are reluctant to use female labor, 

but also due to women avoiding competition with men beforehand or the fact that jobs 

preferred by men are not appropriate for them. The establishment of Girl’s Day is to seek 

advancement of female teenagers into diverse sectors by giving them opportunity to examine 

the future employment before there are stereotypes and interpretations. 

The subjects of this initiative are female teenagers, teachers, employers, parents, media 

and institutions. It is the aim of the initiative to raise social interests in the ability of female 

teenagers and promote the connection between the industry and female teenagers in the midst 

of continuous shortage of professional labor in trade and technology.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Federal Government, Ministry of family.seniors.women and 

teenagers, and European Social Fund provide financial support;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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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ral Government, Ministry of family.seniors.women and teenagers, Employers’ Association, 

Association of Trade Unions, Ministry of Labor of the Federal Government, Chamber of 

Commerce, Industry Association, Association of Skilled Workers are cooperating in this 

initiative. 

They are running a website dedicated to Girl’s Day and its main functions are job 

education for girls and service provision for participants of the Girl’s Day. This event is 

created and organized by 309 practical groups such as trade unions, employers’ institution, 

and women’s institution at regional and national level. 

Through Girl’s Day events, female teenagers can indirectly experience the professional 

world as companies, research institutes, universities and other institutions open doors for 

female teenagers aged over 10; various events at Girl’s Day provide female teenagers with 

opportunity to learn wide range of professions and make contacts with human resource 

management. 

This program is evaluated to be beneficial for not only female teenagers but also for 

participants of companies and institutions. Relative to other youth development initiatives that 

concentrate on abstract benefit of image improvement, this initiative not only gives 

opportunity for participating organizations to promote their business, but also remove 

prejudice account on female workers as well as the opportunity to recruit competent women.

It is worth planning and implementing these kinds of initiatives in Korea. Teenage 

Girl’s Day would be jointly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and set up under the cooperation of schools, private companies, research 

institutes, women and teenage institutions and chamber of commerce at the regional level. We 

can promote annual issues, regional event organization and participation process via 

constructing website and socially expand through introducing activities on websites and 

media. I believe that this initiative will contribute to career education for female teenagers 

and the diffusion of social awareness. 

Go Grrrls program is a program that can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by teenage 

girl’s protection center, women’s institution or sex education teacher at schools. This program 

is founded on the recognition of the increasing cultural pressure on female teenagersand the 

need for positive development of teenagers for preventative measures. It is easy to medically 

intervene problems of male teenagers as their conduct disorder or propensity to use violence 

are externalized, however it is difficult to medically intervene female teenagers at appropriate 

time as their problems are easily internalized. For female teenagers, a more preventative 

intervention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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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many cases where female teenagers receive physical maturity with hostility. 

Mass media is enforcing female teenagers to have hostile reflection on their image of women, 

and there are twice as many depressed female teenagers than male teenagers in puberty. It is 

reported that self-esteem of female teenagers declines rapidly after graduating elementary 

schools and entering middle schools (Simmons & Blyth, 1987). According to the research by 

Korea Institute for Youth Development (Yoon Chul Kyung, 2006) female teenagers are 

showing higher frequency in sexual relationship, sexual abuse, prostitution compared to male 

teenagers.

Go Grrrls program was implemented as an after-school program in a small group of 

eight to 10 people which ran for 60 minutes once a week for 12 weeks. Different methods 

of running the program such as lectures, discussions, worksheets, role-playing were put into 

practice.

This program deals with various awareness tasks such as ‘Being a teenage girl in 

current society’, ‘Establishing positive self-image’, ‘Acquiring Independence’, ‘Making friends 

and maintaining relationship’, ‘In difficult situations’, and ‘Planning the future’.

According to the ‘before and after’ test results of this program, there were 

improvements in self-confidence, self-ability, self-efficacy, physicality, self-assertion and 

attraction areas. 

We face various cultural challenges through distorted images of women portrayed by the 

mass media in the transition period of female teenagers to maturity. At the age group the 

reception of physicality is of great importance. Female teenagers are obsessed with decorating 

their attraction due to conditions such as cultural standard of beauty and preference for slim 

figure. 

Go Grrrls program focuses on the enhancement of self-efficacy and self-ability. Teenage 

women need to develop higher level of achievements and management skills whilst 

concentrating on the efforts to enhance core ability and receive social sentiment support. 

The period where teenage women start receiving intense cultural pressure is during the 

fifth or sixth grade elementary school and the entry into middle school. It looks like 

preventative intervention is necessary for female teenagers with low self-esteem. It is 

necessary to consider programs for female teenagers who are showing signs of crises within 

their family, school and relationship with friends. 

In order to implement these programs in Korea, it is essential to implement some 

modification in detailed contents of programs to fit the Korean socio-cultural context. It is 

preferable to first experiment the programs in teenage protection institutions or women’s 

institutions and after proven its effectiveness to distribute extensively to school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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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Girls’Day와 미국 Go Grrrls Program에 

대한 토론

윤 철 경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위원)

독일 ‘소녀의 날’과 미국 Go Grrrls Program은 여성청소년을 위해 실행할 수 있는 사업과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대단히 유용하다고 본다.

여성청소년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독일과 미국에서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우리들에게 상상력을 여성청소년을 위한 사업에 대한 비전과 상상력을 제

공해 준다.

Girls’Day 사업은 여성 청소년을 위한 진로체험 및 직업박람회와 같은 성격을 갖는다. 전

국인 행사로서 매년 4월 넷째 주 목요일에 지역단위에서 기업,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소, 

여성단체, 노동조합 등 여러 사회단체 등이 협력하여 행사를 조직하게 된다. 

사업의 추진배경은 여성들의 지적 능력과 학습 능력이 남성에게 뒤지지 않으며 오히려 일

정 분야에서는 남성보다 우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학과선택이나 직업분야 선택에서는 

전형적인 여성적 경향을 보여 취업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을 예방하는데 있다. 

여성청소년이 전통적인 여성적 분야에만 진출하려는 경향은 기업이 여성인력활용에 적극

적이지 않은 사회 환경적 요인도 있지만 여성들이 미리 남성과의 경쟁을 회피하거나 남성들

이 선호하는 직업이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에 기인한다. 소녀의 날은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생기기 전에 여성청소년에게 미래의 직업세계를 엿보게 하여 다양한 분

야로의 진출을 꾀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본 사업의 대상은 10세 이상의 여학생들이며 교사, 고용주, 부모, 미디어 및 단체 들이 참

여한다. 본 사업은 무역과 산업분야에서 기술자격을 가진 인재 부족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

운데, 여성청소년의 역량에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키고자 하며 무역, 산업분야와 여성청소년

의 연계를 촉진시킴으로써 여성청소년의 미래를 확장시키는 데 목표가 있다. 

연방정부 교육부,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유럽사회기금이 재정적 후원을 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 교육부,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고용주연맹, 노동조합총연맹, 연방정부노동청, 상공회의

소, 산업연맹, 숙련공연맹 등이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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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의 날 웹사이트가 운 되고 있는데 주요 기능은 여학생을 위한 직업교육, 여성청소년

의 날 참가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 등이다. 전국 및 지역단위에서 노조, 고용주 협회, 여성단

체 등이 참여하는 309개의 실무그룹이 탄생하여 행사를 조직하고 있다. 

여성청소년들은 소녀의 날 행사를 통하여 기업, 연구소, 대학교 및 기타 기관들이 일년에 

한번씩 10세 이상의 여학생들에게 문을 열어 직업세계를 엿볼 수 있으며 소녀의 날에 개최되

는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직업적 선택의 폭을 배우게 되며 인사담당자와 인맥을 구축하기도 

한다. 

이 프로그램은 참가하는 여성청소년뿐만 아니라 주최기관으로 참여하는 기업이나 단체에

게도 유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른 청소년육성사업들은 이미지 제고라는 추상적 이익

만을 제공하는 데 비해 이 사업은 참여기관들이 자사의 사업을 홍보할 뿐 아니라 여성인력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유능한 여성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

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기획하여 실행해 볼만하다. 여성가족부와 교육인적자원부, 산업

자원부가 공동으로 지원하고 지역단위에서는 학교와 기업, 연구소, 여성단체 및 여성청소년

단체, 상공회의소 등이 협력하여 소녀의 날을 실시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당해연도 주제와 지

역별 행사조직 및 참가방식 등을 홍보하고 각 지역의 활동사례를 홈페이지와 언론사 홍보를 

통해 사회적으로 확산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은 여성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 사회적 

인식의 확산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Go Grrrls 프로그램은 여성청소년 보호시설이나 보호단체, 여성단체, 또는 학교에서 성교

육 담당교사가 개발, 실시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정보화 사회에서 여성

청소년들이 받는 문화적 억압이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과 여성청소년의 위기예방을 위한 긍

정적 청소년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남성청소년들의 문제는 행동장애나 폭

력성향 등이 외현화되어 치료적 개입이 쉬운데 반해 여성청소년들은 내면화된 장애를 경험

하기 쉬워 적절한 시기에 치료적 개입이 어렵다. 여성청소년들에게는 더욱 예방적 개입이 필

요하다. 

여성청소년들은 신체적 성숙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대중매체를 통해 심어

지는 여성에 대한 이미지는 여성청소년들이 자신의 신체상 등에 대한 부정적 사고를 강화하

고 있으며 사춘기 여성청소년의 우울증은 남성청소년의 2배가 되고 있다. 여성청소년들이 초

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가면 자아존중감이 급격하게 저하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Simmons & Blyth, 1987).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조사결과(2006, 윤철경)에 따르면 여성청소

년들은 남성청소년들에 비해 혼숙, 성관계, 성매매, 성폭력 등에 더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Go Grrrls 프로그램은 8-10명으로 구성된 소집단 프로그램으로 주1회 60분씩 12회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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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실시되었다. 진행방법으로는 강의, 토론, worksheet 작성, 역할극 

등 방법을 활용한다.

본 프로그램은 여자청소년의 발달과업인 적절한 성역할 인식 ‘오늘날 사회에서 소녀되기’ 

와 바른 신체상 정립 ‘긍정적인 자아상 확립하기’, ‘독립성 획득하기’, ‘친구를 만들고 우정을 

유지하기’, ‘상황이 너무 힘들 때’, ‘장래 계획세우기’ 등을 다루고 있다. 

본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사후검사결과를 보면 자기호감, 자기역량, 자기효능감, 신체상, 자

기주장, 매력 등에서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기로 이르는 과도기에 여성청소년들은 대중매체 등이 뿜어내는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 등으로 여러 가지 문화적 어려움에 직면한다. 이 연령대에 신체상의 수용은 매우 중

요한 요소이다. 외모에 대한 문화적 기준, 마른 체형에 대한 선호도 등으로 여성청소년들은 

매력가꾸기에 집착하고 있다. 

Go Grrrls 프로그램은 자기효능감, 자기역량감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 프로그램

이다. 여성청소년들이 중요한 역량개발에 노력을 집중하고 사회정서적 지지를 제공받으며 보

다 높은 성취도와 대처기술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 여성 청소년들의 문화적 압력을 거세게 받기 시작하는 시기는 초등학교 5,6학년

에서 중학교에 이르는 시기이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여성청소년들에게 예방적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족, 학교, 또래관계 등에서 위기의 징후를 보이는 여성청소년들을 위한 프

로그램으로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본 프로그램을 한국에서 실시해 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과 한국사회문화

적 맥락에 부합되게 내용상의 수정을 볼 필요가 있다. 여성 청소년보호시설이나 단체, 여성단

체에서 프로그램을 도입, 시범실시해 보고 효과를 검증한 후에 학교단위로 확대 보급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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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on ‘SRC Project’ and 
‘Powerful Voices Programs’

Yoon Hae Lin
(Research Professor, Korea Women’s Institute)

Firstly, I would like to express my honor to participate with activists and institutions 

supporting the operation of empowerment programs of female teenagers. In reading the 

presentation papers, I realized how important it is to exhibit leadership in exchanging visions 

of activities and communicating the achievements across borders. As a feminist philosopher 

currently engaged in research on leadership, I believe that we can reach a consensus for a 

clearer direction in conjunction with the differences in feminist agendas of various societies 

and social positioning of each activists. Works to make the life opportunity of female 

teenagers a subject matter and to support their further empowerment is another field of 

feminism. This contributes to social equality and realization of welfare by overcoming the 

perspective of female teenagers as socially underprivileged or victims of patriarchal system, 

and allowing their potentials and resources to be maximized. Looking at the underlying 

essence of locational feminism, lively anecdotes on the manifestation of motivation and action 

of female teenagers are valuable cultural assets, and when these accumulated assets are 

succeed, both individual and social development can simultaneously arise. At this point I will 

begin a short discussion.

We all go through teenage period in our life cycle. Especially in the case of female 

teenagers, they experience the process of establishing complicated identity as teenager, as 

women, as a constituent of family, also as future adults and as labor entity. However, this 

process is not all favorable. There is lack of models to exemplify the privileged life through 

the operation of already settled patriarchal system that repressed women, and it is difficult to 

construct future vision with originality. In addition, all kinds of mass media environment 

devote itself to expressing them as sexual subjects in pursuit of benefits. Under new 

liberalism, the increasingly weakening social security is making scenery of powerless 

condition of future obscurity rather than subjectively preparing the future life and organi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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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 abilities. There are many cases where family, which is assumed to be a space of 

intimacy and caring, is not a safe space but a space of visible/invisible violence and injustice 

for them. 

Furthermore, female teenagers are exposed to another repressive system which has been 

eradicated in Korean society. In particular, there is lack of space for constructing a creative 

subculture focused on teenagers within the legacy of extensive emotional stress from 

university entry exams and age discrimination principle. Situations such as leaving home, 

prostitution or being convicted do not come about as sudden and unfortunate non-resistant 

crises, but are effects of social structural features such as gender, class and family. This 

implies that female teenagers are being dis-empowered rather than empowered in our society. 

Due to the fact that the route away from crises or the way to get back in the situation differs 

from the level of poverty, the reproductive chain of abuse within the family, and the quality 

of relationships with friends even if they are in the same group of female teenagers, there is 

a need for a fundamental and holistic view on this issue.

In this context, I believe that we need a change in new equalitarian paradigm in our 

society. Here I mean that a structural reform is needed where minorities are reproduced 

beyond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s on social minorities or the assertion on equal 

opportunities. This can be actualized into the concept of equal conditions and resources in a 

more active sense.

Negative support on the principle of equality comes from the intuition of equality that 

people should not suffer from the irresponsible in felicity of oneself. The interception of the 

effects of brute luck when we are allotted with opportunity of life, in other words, 

responsibilities on the outcome of choice based on individual taste and desire such as being 

born in a poor family or being physically or emotionally weak should not be treated 

equivalently.

Active support on the principle of equality comes from the value of contribution on the 

development of a complete individual human being through equality of the individual freedom 

to achieve happiness. State society must even out the competitive field during the period 

where individuals constitute their identity as women, as a constituent of the labor force and 

as citizens, and must not enforce conditions of obstacles and impediments. I believe that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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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ale teenagers should compete towards their unique achievements, and society should 

extensively explore the way in which ultimate equality is realized through active solutions on 

the least beneficiaries for the developing equality of capabilities.

To link the pursuit of social justice with today’s topic of empowerment, first let us 

discuss the concept of feminist power. Power is not a force operating in a unified dimension 

but an influence that changes situations over different stages.

ⅰ) power over- concept of power liquidating male dominance and amending the violation 

of female rights and interests such as legal force - ‘display power’

ⅱ) power with concept of power based on the principle of dispersion and hared ownership 

of power between constituents and not monopolized power of a leader. - ‘divide 

power’

ⅲ) power to concept of power that can accomplish achievements of a community or work- 

‘obtain power’

ⅳ) power from within concept of location of individual rights based on the development 

of internal energy ‘exhibit power’

Multi-staged understanding of power is put into practice in a similar significance to 

‘empowerment’. When executing policy on women in the perspective of gender 

mainstreaming, the appropriate context becomes ‘obtain power’ or ‘display power’ as it aims 

to expand the act of women through the increased rights or influence of the feminist 

community as social minority. In terms of producing synergetic effects via gathering the 

capabilities of constituents in organizations and groups, the process of ‘dividing power’ 

between constituents as it focuses on building dispersed and parallel connecting structure and 

not on hierarchical order. In the perspective of individual dimension, it connects to 

self-leadership, namely ‘exhibiting power’.

Adding to this, I believe one should ask the question, the ‘power for what?’. 

Re-interpreting this question in the leadership framework means to subjectively examine not 

only the leadership with know-how but also leadership with know-why.

In the last few years, ‘leadership’ raised as a new hot topic of the time. Not only a lot 

of various books are stacked in the corner of bookstores, but also there is an overflow of 

trainees attending leadership lectures as various leadership curriculums are su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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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where. There are many leadership skill education programs such as conversational 

education, speech enforcement programs, coaching, mentoring, and programs on human nature 

transformation such as personality reform and changing habits for kids, teenagers, 

professionals and executives. Furthermore leadership books propose various models of 

‘successful’ leaders. Underlying background of this condition is based on social pressure that 

each individual has to survive in the period of infinite competition via new liberalism, that 

took Korean society by storm, imputing responsibilities of ‘personal development’ on 

individuals, and ultimately to develop leadership in order to be more successful than others. 

In the case of women with no particular social assets, there is no hesitation in using the 

commercialization of beauty as guaranteed competitiveness within the market. In regulating 

oneself as a possible loser that can be eliminated from the society at any period of time, it 

is difficult to have awareness of self-leadership that connects expectation of newly produced 

creative power and self-affirmation of each individual, and not by the social pressure that 

partners fear.

Feminist leadership has its distinctive features as it is a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iming to achieve its goal through change in the field and not through individuality, and that 

it is geared towards a more equal, peaceful and mutually caring society than the patriarchal 

or a similar system. Therefore feminist leaders should ultimately aim a transition in paradigm 

that changes the initial organization and cultural earth rather than the survival within the 

organization and society or individual achievements. It is to gather small force of entities 

faced with economic concept of new liberalism developing substitutable imagination on 

changing the culture of organization and society and on the way of life and the standard of 

living.

In the sense, the field of women empowerment must adhere to the integrity of 

consciousness and authenticity of feminist values. I believe that The Seoul Resource Center 

for Young Women in Korea and Powerful Voices in America are spaces with huge potentials 

to recognize their responsibilities and target social change and in this perspective. In the case 

of Seoul Resource Center for Young Women, it has successfully transformed from focusing 

on family reversion of female teenagers related to leaving home and prostitution under the 

framework of initial protectionism to emphasizing subjective and comprehensive rights of 

female teenagers. In the case of Powerful Voice, it successfully escaped from the initial 

model of scarcity to portray the demands of teenagers and to launch programs with the e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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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ces and stories of female teenagers via developing a model based on its advantages and 

technology.

I propose few points for projects of the Seoul Resource Center for Young Women to 

drive forward in prospective and contextual direction in the future. Firstly, to organize and 

analyze the anecdotal documents to raise the voice of female teenagers; secondly, to undergo 

qualitative transition from female teenagers receiving support from institutions to supporting 

other female teenagers by becoming mutual subjects with each other under the trusting 

relationship between supporting institutions and female teenagers; thirdly, to continuously 

support the social expansion of subjective and voluntary activities of female teenagers through 

the embodiment of various creative experiments.

Also on ‘Powerful Voices’, I anticipate the following dynamics: firstly, to support 

experiences of forming new choice of communities and the reversion into society and work 

through cultural practice of female teenagers, secondly, to obtain prospects of revolutionary 

leadership that is driven towards social change through the realization and discovery of the 

differences in the standard of living of the social minorities, and lastly, to expand the sphere 

of activities by developing consciousness and sensibility on the values of social justice, peace 

and caring. 

It is people, not a work manual that brings change. Leadership is ultimately people 

moving people. And this process is a journey of joy where everybody develops. That is not 

only the experiences of you, me and everyone in this room, but wonderful scenery of 

mankind. Thank you for list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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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푸른 프로젝트’와 ‘파워풀 보이시즈’ 

프로그램에 대한 토론

윤 혜 린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

먼저 제가 십대 여성들의 임파워먼트를 위해 지원 사업을 펼치고 계신 기관 및 활동가들을 

만나게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발표 원고들을 읽으

면서 여러분들처럼 국경을 넘어 활동의 비전을 교류하고 성과를 소통하는 리더십 발휘가 무

엇보다 소중하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현재 리더십을 연구하는 여성주의 철학자로서 저는 여

러 사회들간에 여성주의적 아젠다들이 다를 수 있고, 활동가 각자의 사회적 위치성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러한 차이들을 교차하여 어떤 종류의 지향점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십대 여성의 삶의 기회를 주제화하고 그녀들이 좀더 임파워될 수 있게 지원하는 일은 여성주

의의 또 하나의 현장입니다. 사회적 약자 혹은 가부장제의 희생자로서만 십대 여성을 바라보

는 시각을 극복하고 그녀들의 잠재력과 자원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녀들 스

스로 사회적 주체로서 사회의 평등과 복지 실현에 기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장 여성주의

(locational feminism)의 정신에서 볼 때 십대 여성들의 활력과 행위성이 발현되는 생생한 

체험적 이야기들이야말로 귀중한 문화 자본이고 이러한 자원들이 누적적으로 계승될 때 개

인의 개발과 사회의 개발이 동시에 담보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저의 짧은 토론을 시작하겠습

니다.  

우리는 생애 주기 안에서 거의 모두 십대로서의 삶을 관통합니다. 특히 십대 여성의 경우, 

십대이면서, 여성이고, 가족의 한 성원이고, 또한 미래의 성인 시민이자 노동 주체라는 중층

적 정체성을 구성해가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이들에게 우호적이지만은 않습

니다. 여성 억압적인 가부장제 기제들의 작동으로 풍요로운 삶의 기회를 보여줄 역할 모델이 

적고, 각자 나름대로 미래 비전을 개성적으로 설계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또한 각종 매스 미

디어 환경들은 이들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면서 이윤 추구에 몰두합니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더욱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은 이들이 주체적으로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능력들을 조직

하기보다는 앞날의 불투명함 속에서 무력해져가는 풍경들을 만들어냅니다. 친 성과 보살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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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간으로 상정되는 가정은 이들에게 안전한 공간이 아닌 가시적/비가시적 폭력과 부정의

의 장소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십대 여성들은 한국 사회 안에서 상황 지워진 또 다른 억압 체계에 노출되

어 있습니다. 특히 대학입시 위주의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와 연령차별주의의 유산 속에 포위

된 채 십대 특유의 창의적 하위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가출이나 노숙, 

성매매 공간, 수형시설로의 유입 등의 상황은 십대 여성의 일부에게 어쩌다 불행히 엄습해 

오는 불가항력적인 위기가 아니라 젠더와 계급, 가정 등의 사회구조적 요인들의 효과입니다. 

그리하여 십대 여성은 우리 사회에서 임파워되기보다 오히려 디스임파워되고 있다는 뜻입니

다. 특히나 같은 십대 여성일지라도 빈곤의 정도, 가정 내 폭력의 재생산 고리, 교우관계의 

질 등에 따라 위기에서 벗어나거나 혹은 문제적 공간으로 다시 유입되는 경로로 나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우리 사회에 새로운 평등주의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십대 여성이 포함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 금지나 기회의 평등 주장을 넘어서 

약자들이 재생산되는 구조 자체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더욱 적극적인 의미에

서 조건의 평등, 자원의 평등 개념으로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평등주의에 대한 소극적 지지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불행에 대해 사람들이 고통받아서

는 안된다는 평등에 대한 직관에서 옵니다. 우리 삶의 기회를 분배받을 때 야만적인 운수

(brute luck)의 향을 차단하는 것, 예컨대 가난한 상태로 태어나거나 육체적․정신적 힘에

서 취약한 경우 등은 개인의 취향과 열망을 기초로 한 선택 행위의 결과에 의한 책임과는 다

르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평등주의에 대한 적극적 지지는 행복을 성취하려는 개인의 자유를 평등하게 함으로써 개

별적인 인간의 완성을 향한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가치 지향성에서 옵니다. 국가 사회는 

개인들이 여성으로, 노동자로, 시민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해 가는 기간 동안 그들 사이의 

시합장을 평탄하게 해주어야 하며 흙더미와 장애물, 푹파인 골의 조건을 강제해서는 안됩니

다. 모든 십대 여성들이 자신의 고유한 성취를 향해 경쟁하되, 사회는 발전 능력의 평등

(equality of capabilities)을 위해 최소 수혜자들에 대한 적극적 조치들을 통해 궁극적인 평

등을 실현할 방안을 대대적으로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정의에 대한 추구를 오늘의 주제인 임파워먼트와 연결시키기 위해 우선 여성주의적 

파워 개념부터 논의해 보겠습니다. 파워는 단일 차원에서 작동하는 힘이 아니라 여러 층위를 

넘나들면서 상황을 변화시키는 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ⅰ) power over - 법적 강제력 등으로써 남성지배를 청산하는 권력이자 여성의 권익 침

해를 시정하는 권력 개념 - 힘 보여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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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power with - 지도자의 권력 독점이 아닌 구성원간의 권력 분산과 공유를 원칙화하

는 권한 개념 - 힘 나누기.

ⅲ) power to - 일 혹은 집단의 과업을 이루어낼 수 있는 권능 개념 - 힘 갖추기.

ⅳ) power from within - 내면적 에너지 증진을 토대로 한 개인 주권의 처소 개념

   - 힘 내기.

파워가 갖고 있는 이러한 다층위적 이해는 ‘임파워먼트’로 유사하게 이행됩니다. 성별 주류

화(gender mainstreaming)의 관점을 통해 여성 정책을 집행할 때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여

성 집단의 권한 증진 혹은 세력화를 통해서 여성의 행위성을 확장하고자 하므로 ‘힘 갖추기’

나 ‘힘 보여주기’가 적절한 맥락이 된다. 조직이나 집단에서 구성원들의 역량을 결집시켜 시

너지효과를 생산하고자 하는 의미에서는 직급 상하 간의 위계 질서가 아닌 쌍방적 의사소통, 

분산적이고 병렬적인 연결 구조를 만들고자 하므로 구성원간에 ‘힘을 나누는’ 과정이 중시됩

니다. 개인 안의 차원에서 보면 ‘힘 내기’ 과정이라고 불리우는, 소위 자기 리더십(self 

leadership)으로 연결됩니다.

저는 여기에 덧붙여 ‘무엇을 위한 힘인가?’(power for what?)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이러한 질문을 리더십의 틀 안에서 재해석하자면 리더십 노하우(know how)만이 아닌 

리더십 노와이(know why)를 주체적으로 성찰해보자는 뜻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난 몇 년 사이에 ‘리더십’은 새로운 시대적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서점의 

한 코너를 가득 채우고 있는 각종 서적들은 물론 다양한 리더십 커리큘럼들이 도처에서 공급

되면서 강좌들은 수강생들로 넘쳐 납니다. 어린이로부터 청소년, 기업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화술 교육, 스피치 강화 프로그램, 코칭, 멘토링 등 각종 리더십 스킬 교육 프로그램, 성격 개

조와 습관 바꾸기 등 인성 개조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리

더십 관련 저술들은 ‘성공’하는 리더의 다양한 모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한국사회에 급속하게 불어 닥친 신자유주의가 개인들에게 ‘자기 개발’의 책임을 전

가함으로써 각자는 무한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나아가 남보다 더 성공하기 위해 리더십

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회적 압력이 있습니다. 별다른 사회적 자본이 없는 여성의 

경우 외모의 상품화까지도 시장 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카드로 활용하는 데 주저함이 없습

니다. 언제라도 사회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가능적 패자(loser)로서 자신을 규정할 때, 공포

감을 동반하는 사회적 압력 때문이 아니라 개개인의 자기 긍정과 새로 소생하는 창조적 힘에 

대한 기쁜 예감과 연계된, 즉 자기가 주인되는 리더십 의식을 갖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여성주의 리더십은 개인이 아닌 장(fielid)의 변화를 통한 목표 달성을 추구하는 변혁적 리

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이되, 가부장적 내지 유사가부장적 체제로부터 보다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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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평화적이며 상호 보살핌의 사회를 지향하는 방향성을 지닌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습니

다. 그러므로 여성주의 리더는 조직과 사회에서의 생존이나 개인적 성공보다는 기존 조직과 

사회의 문화적 토양을 변화시키는 패러다임 전환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습니다. 조직과 사회

의 문화를 바꾸고 삶의 방식과 질에 대한 대안적 상상력을 키우며, 신자유주의 경제논리에 

대항하는 주체들의 작은 힘을 연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성을 임파워하는 현장들은 인식의 통합성(integrity)과 여성주의 가치 지

향의 진정성(authenticity)을 견지해야 합니다. 한국의 늘푸른여성지원센터나 미국의 파워풀 

보이시즈는 이러한 전망 속에서 자신들의 사명을 인지하고 사회변화를 목표로 할 수 있는 매

우 큰 잠재력을 갖는 공간들이라고 봅니다. 늘푸른여성지원센터의 경우 초창기 보호주의적 

틀 안에서 가출이나 성매매와 관련된 십대 여성에 대한 가족복귀 중심 활동을 넘어서 지금은 

십대 여성의 주체성과 포괄적 인권을 강조하는 인식의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파워풀 보이시

즈의 경우는 기존의 결핍 모형에서 벗어나 청소년의 요구를 반 하고 이들의 강점과 기술에 

기반한 모형 개발을 통해 소녀들의 눈과 목소리, 이야기가 있는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

해 오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늘푸른 프로젝트’가 향후에 더욱 내실있고 전망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몇 가

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로, 지원 대상자인 십대 여성들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게 경험적 자

료들을 정리하고 분석하고 이를 다음 과제에서 비판적으로 계승하는 것, 둘째, 지원 기관과 

십대 여성들이 서로 신뢰하는 관계에서 상호주체가 됨으로써 십대 여성들이 지원 받는 자에

서 다른 십대 여성들을 지원하는 자로 질적 전환을 이루는 것, 셋째, 십대 여성들의 주체적이

고 자발적인 활동이 여러 창의적인 실험들로 구체화되어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게끔 후속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파워풀 보이시즈’에서 대해서 저는 첫째로 소녀들의 문화적 실천들을 통해 이들이 사

회 복귀, 가족복귀뿐만 아니라 새로운 선택의 공동체들을 다양하게 만드는 경험을 지원하는 

일, 둘째 사회적 소수자들의 삶의 질의 차이에 대한 인식과 발견을 통해 사회변화를 지향하

는 변혁적 리더십의 전망을 갖출 수 있게 하는 일, 마지막으로 사회정의, 평화, 돌봄의 가치

들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을 개발함으로써 활동의 역을 확장하는 일에 대해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일은 결국 업무 매뉴얼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리더십은 

결국 사람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두가 성장하는 그런 기쁨의 

여정입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저,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경험일 뿐 아니라 인간 사

회의 경이로운 풍경일지 모르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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