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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l톨필를폭훌-률 

여성의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17대 국회의원 총 299명 중 40영이 여성이며， 이는 

10여 년 전에 비해 세 배나 늘어난 수치이다 남성중심의 권위적인 리더십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보는 분위기에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요구되는 여성의 리더십을 공부해보는 것은 뜻 갚은 학습이다. 

여성의，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배은경 선생님의 〈여성과 라더 십〉 강의는 양성평등 사회를 지향하는 한국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리더의 위치로 성장해 

나갈 서울대 여학생들의 리더 십 고양을옥적으로 한다. 과거와 달리 눈부시게 활약하는 선배 여성 리더들을 비판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접함과 통시에 사회와 조직의 리더의 역할에 대해 젠더 적 관점으로 다가간다. 죽어있는 강의가 

아닌 ， 현설 속에 살아 숨 쉬고 있는 여성리더 십을 공부한다는 점이 선선하다. 하나의 결론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다양하고 열린 결론을존중한다. 강의를 통해서 사회가요구하는 여성 라더섭이 무엇인지 니강}가 미래의 여성 라더로서 

어떠한 자질을 갖춰야 동}는지 등을 소개하며， 현재 활동하고 있는 여성 리더들을생생하게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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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리더십과의만남 

이옥진 
정치학과 06학번 

강의 전만에는사회변화에따른 리더십의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그러한 리더십의변화를 젠더적인관점에서 고잘하는 

훈련을 한다. sex와 gender의 개념차이 등을 학습하며， 실제 노동현장에서 겪게 되는여성들을호댄f 불평등-유리천장과 

유리벽으로 대표된다 에 대해 또한 역사적으로 어떠한 맥락에서 불평등이 고착화 되어 왔는지 등에 대해 토론하고 

공부한다. 젠더적 관짐， 여성 노동， 그라고 여성의 랴더십에 대한 전반적이고 개략적인 이해가수반된 후인 수업 중반부 

에서부터，선생님께서 일방작으로강의내용을전딜하는것이 아니라 영상물， 강연， 빌표등으로 다채롭게수업이 구성된다. 

우선 세계 곳곳에 서， 다양한 분야에 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리더들을 영상을 통해 만나볼 수 있는데 , 그 과정에 서 선생님 께서 

다양한쟁점을제공해주신다. 그러한쟁점을갖고함께 토론하는시간을가지며 고민거리를나눌수있다. 또한 이 강의의 

큰 장점은평소에는 만나보기 힘든 한국의 여성랴더들을만나는 생생한자리이다.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히는 여성 

리더들의 강연은 학생들에게 창운의 꿈을 불어넣는다. 여성 리더들은 후배들이 자신이 걸었던 길을 갇게 되는 것을 ‘진정한 

리더십’ 이라 여기며 뜻 깊은 이야기들을 해준다. 학생들은자신이 평소에 궁금해 하고 있딘 점 등을 질문하고， 언론이나 

공식적 인 매체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여성 리더들의 개인적 이고 중요한 일들을 접할 수 있다. 이 때 여성 리더들의 인간다운 

모습， 여성이기에 겪어야했던 사회적인 고통 등을 조금이나마 공감할수 있다. 그러나강연수업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너무나 고위층， 그리고 성공한 여성 리더들만을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갓은 서울대학교 여학생들을 대싱으로 한 

강의의 한계라고할수도 있을 것이다. 

리더십으로의 다면적인 접근 

랴더 십을 고양하는 수업 답게 평가방식도 다양한 수업참여를 중심으로 한다. 매 시간마다 출석 체크는 수업 이 시작하기 

전에 꼼꼼히 이뤄지 며， 수업시 간에 쓰게 되는 간단한 쪽글과 두 번의 서평과제가 있다. 쪽금은 ‘미래의 자신의 모습’ 에 대해 

그리는 글을 시직으로， 수업에서 만나게 되는 여성리 더순청강연에 대한 간딘한 감상문들이다. 서평은 여성문제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일 가족 균형 문제’ 와 ‘여성 과학 자 에 관한 책을 읽고 쓰는 것이 다. 수업 중간 중간에 주이 지는 토론시간과 

질의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히는 것이 평가에 반영되기도 힌다. 그리고 큰 평가기준이 되는 것은 조별발표인데， 이번 

학기에는 ‘언론에 나타난여성 정치인’， ‘영화/드라마에서의 젠더문제’， ‘우리 역사 속의 여성 인물’， ‘여성리더(전문직/조직 내) 

면담’ 등을 주제로 하였다. 학생들은 조를 이뤄 , 자유롭고 다Oj=한 방식으로 발표를 준비한다. 발표는 주로 P면1를 이용하여 

이뤄지는데， 다채로운 방식의 발표를선호한다. 수업시간의 일부 통안 발표를하고， 발표 후에는다른 학생들과토론하며 

의미를 찾는 시간을 갖는다. 마지 막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는 학기 말고사는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중요한 개 념들에 

대한 약술문제와， 현실에서의 여성의 리더십과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는 서술형의 문제가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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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이 빈 삭시에 〈에성괴- ι1 더 심 〉은 필요일 오후 :3시부t::l ;)시 :30분까시 띤깅-0 보 진햇되 었다. 작년에 수업 시 간이 I시간 15분 

밖이] ~ë.1 시 앉아， 여씨 닝l디으| 감‘건블츄분히 E-시 웃해 ‘간EIη냄|했던 젝생닐-01 검연시낀블 늘-려달서고 요청송1-'".lJ 조쟁펀 

샤싼이다. 국가와 정치 분야， 성제와;7]엄 분야;텀f싹，，]ι]0-] 문야. 시민사회파 사회운등- 룹야에 cR한 수임‘맞 싼 뒤， 각 

분이-멸로 한분씩 이성리더틀;- j，청헤이 강연질-튿늑마‘ ;상연익 내용욕주로강연자/. 산새로빗야뜨렸던쩌신이l샤씩 상홍띨， 

에싱 o 보λ1 시i;·의 ，:1더위 치에 올，~}71 기 위해 겪어야 했년 암은 일십-‘ 자신이 ，:1더보λ| 잦제 된 ~I-.하우. 직원펀-，:1기법 능윷 

둔는 시간을 가진["_1-_ 이 띠| 자유~운 분위기에 서 징 ‘안자와 소쉰‘한 수 았는 시긴이 쑤이진다. 평소이| 공긍했덴 점이나， 칭 연을 

득으연서 상안지에거l 죠인 믿i 싶었딘 점‘맞 상인지-와 선생넘‘ 그리」니 다른 친구득파 니-깐 수 있다. 잊지-는 특히 이둡다운 

애민씩 잔정쉰이사의 강연에시 판 감냉길-받았뉴데， 깅-연윌-를o 면사 연}꽉과낀동 o로 얻‘략진세싱-어l서 。l성의 리더섭이 

야달도 새류게 끽굉받는 이디섭。| 된 젓이야는 느끼윤 받았다. 깅연식으| 깅 21 이l 서 깅.21블 듭늠 찌-생둡011 7-11 꼭 딩부하고 

싶은것은‘깎연사앞。11서 ~I-패도를벼-닥거| 해서 싹밖의 소힘을원흰하거! 했으낀 좋겠녀는비-펌-이다.또힌 수염을주의 깊게 

틈‘， ~ 다잉깐 깐업망사에 잔여하다보변_ "]\:!A듭 신R젤- 여성 리더로서의 꿈을- 다시 찬빈 !’l음에 새깐 깐 있는 깨/1가 된다는 

갓윌 전B]- :JJ_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