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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남자들 놀이야”: 만 5세 여자유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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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연구는 유아교육기관의 만 5세 여자유아들이 이분법적 젠더체제 내에서 구성한 (남자
유아와) 대립적인 젠더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 학기 동안 서울에 소재한
사립 유치원의 한 학급에서 참여관찰, 음성녹음, 면담과 연구자저널을 통해 질적 자료를 수집했
다. 연구결과는 여자유아들이 두 개의 젠더범주 한 쪽에 자리매김하면서 이분법적 젠더체제가
규정하는 협소한 방식으로 젠더를 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여자유아들은 젠더 경
계선을 중심으로 분리된 공간을 사용하고 놀이주제 혹은 놀잇감에 대한 젠더화된 선호를 보이며
남자유아와는 대립적 젠더를 구성했다. 또한 이들은 두 범주 사이의 모호한 젠더를 구성하는 또
래를 대상으로 범주유지 작업(Davies 2003)을 벌여 교실에서 이분법적 젠더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교육 기관에서 양성평등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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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유아 젠더에 관련한 많은 선행문헌은 인간은 생애 초기부터 다양한 젠더 간 차이를 보인
다고 한다(김경옥, 2004; 박선영, 2001; Ebbeck, 1998; Leaper, 2000; Kohlberg, 1966; Martin &
Ruble, 2004). 예를 들어 김경옥(2004)은 보육시설의 만 2세부터 4세 영․유아의 성역할 사회
화 과정을 분석하여 남아들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이며 성취지향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반해
여아들은 조용하고 이타적이며 외모지향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했다. 이러한 젠더 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기존 선행문헌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선 사회화 관점
의 연구자들은 젠더 간 차이를 유아가 과거에 경험한 직․간접적인 젠더 사회화 과정의 결
과라고 주장했다(구광현, 2001; 황정아, 2002; Ebbeck, 1998; Leaper, 2000). 반면 인지발달이론
은 젠더 간 차이가 유아가 구성한 젠더도식(쉐마)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Bem, 1983;
Kohlberg, 1966; Martin & Ruble, 2004).
이에 반해 젠더를 사회적 구성으로 보는 일군의 학자들은 젠더 간 차이를 이분법적 젠더
체제와 관련지어 논의하여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Blaise, 2005; Davies, 2003; Knaak, 2004;
MacNaughton, 1994, 2000; Thorne, 1993; Yelland & Greishaber, 1998). 이들은 지배적이고 규범적
인 이분법적 젠더체제(gender binary)에 의해 유아가 배타적이며 편협한 방식으로 젠더를 구성
하게 된다고 보았다(Davies, 2003; Francis, 1998). 이들에 따르면 유아가 행위주체성(agency)을
갖고 있지만 자신이 존재하는 맥락의 사회적 구조인 이분법적 젠더체제로부터 완전히 자유
로울 수는 없다(Butler, 1999; MacNaughton, 2000). 따라서 유아는 이분법적 젠더체제가 지배하
는 맥락에 존재하기 때문에 전형적인 실제에 반복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Davies(2003:31)는 유아가 전형적인 여성성과 남성성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범주유지 작
업’(category maintenance work)을 통해 이분법적 젠더체제를 유지한다고 주장한다.
개인은 (전형적인 젠더범주에서) 이탈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이탈은 범주유지를 위
한 작업을 유발한다. 이 작업은 이탈하는 이들에게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
는 데 목적이 있다. 놀림은 (전형적인 젠더범주에서 이탈한) 개인을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게 한다. 그러나 이 작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개인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이항대립적 젠
더를 유의미한 범주로 유지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Davies, 2003:31)

Davies는 호주의 유럽계 유아가 여성주의 동화(예: ‘종이봉지공주’와 ‘올리버 버튼은 계집아
이 같아’ 등)를 읽는 방식을 분석했다. 연구에 참여한 유아들은 전형적인 젠더를 옹호하며
비전형적 여성성과 남성성을 보이는 등장인물에게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Davies는 유아들의
비판적 태도를 두 개의 젠더범주 ‘중간에’(in-between) 존재하는 모호한 존재방식을 제거하는
범주유지 작업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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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is(1998)와 Änggård(2005)는 범주유지 작업의 개념을 사용하여 유아의 젠더화된 실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보여준다. Francis는 젠더와 권력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영국 초등학교
학생(만 7~11세)의 역할놀이를 조사했다. 역할놀이에서 아동이 구성한 인물은 이성적이고 헌
신적인 여자와 어리석고 이기적인 남자로 요약되었다. Francis는 아동이 구성한 젠더가 ‘서로
상관있거나 다른’ 것이라기보다 ‘대립적’(1998:31)이며 특히 범주유지 작업으로 인해 두 범주
사이의 대립이 훨씬 과장되었다고 설명했다. Änggård(2005)는 만 4세~6세의 스웨덴 유아가
쓴 이야기를 분석하여 유아가 젠더를 구성하는 방식을 조사했다. 관련 선행연구(Sclaes &
Cook-Cumperz, 1993)가 밝힌 것처럼 Änggård 연구에 참여한 유아들도 젠더화된 이야기를 생
산했다: 여자유아들의 관계중심의 이야기와 남자유아들의 영웅이야기. Änggård는 유아가 전
형적인 여성적․남성적인 주제의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실제가 젠더범주를 유지하기 위한
작업이며 이를 통해 이분법적 젠더가 구성된다고 했다.
이 논문은 젠더를 사회적 구성으로 보는 관점에서 만 5세 여자유아가 이분법적 젠더체제
내에서 구성한 (남자유아와는) 대립적인 젠더를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이
분법적 젠더체제의 작동으로 인해 여자유아들의 일상에서 젠더 간 차이가 생산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범주유지 작업을 기술한다. 이 논문의 결과는 유아의 친숙한 실제를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하여 연구자와 교사의 유아젠더에 대해 이해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
다. 나아가 유아교육 기관에서 양성평등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활성
화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연구방법
이 연구는 만 5세 여자유아의 일상에서 어떻게 이분법적 젠더체제에 부합되는 대립적 젠
더가 구성되는 지 분석한 사례연구이다.1) Creswell(1998/2005: 87)은 사례연구는 ‘맥락 속에서
풍부한 여러 가지 정보원들을 포함하는 세부적이고 심층적인 자료수집을 통해... 하나의 사
례를 탐색’하는 것이라 했다. Merriam은 사례를 ‘어떤 것, 단일한 존재 혹은 경계로 둘러싸인
단위’(1998:27)로 정의했는데 이 논문의 사례는 만 5세 유치원 학급의 여자유아들이다.
사례연구를 위해 서울 시내에 소재한 사립 유치원의 만 5세 반일제 학급에서 한 학기 동
안 자료를 수집했다. 바다반의 구성원은 여아 15명과 남아 16명 그리고 담임과 부담임 교사
였다. 이들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 유아들은 모두 가명으로 명명될 것이다.
여자유아에게 집중하여 자료를 수집했기 때문에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논문에 등장하는 인
1) 이 연구는 여자유아의 젠더화된 실제만을 분석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사전연구의 경험을 반
영한 결정이었다. 사전연구는 학급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 관찰범위가 넓어 유아의 젠
더화된 실제에 내재한 심층적 의미를 포착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가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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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모두 여자유아이다.
바다반에서 수집된 자료는 네 종류이다: 현장기록지, 음성녹음, 면담과 연구자 저널. 첫째,
참여관찰을 위해 나는 4개월 동안 일주일에 네 번 바다반을 방문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1
시까지 머물렀다. 참여관찰을 통한 자료수집은 유아의 자발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활동
(예: 자유선택활동, 간식, 실외놀이, 전이시간)이 진행될 때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때 유
아의 대화를 보이스레코더 기능이 있는 MP3를 사용하여 녹음했다. 관찰된 유아의 대화나 행
동의 의미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유아를 대상으로 비형식적이거나 반구조화된 면담
을 실시했다. 면담 때문에 유아가 진행되는 활동에 불참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담은
주로 유아-주도적 활동이 진행될 때 실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자료 수집과 분석 과정에 대한
반성적 기록인 연구자저널이 자료로 수집되었다.
모든 자료는 현장에서 수집된 후 최대한 빨리 MS Wor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문서로 변환
되었고 주간․월간 코드 목록을 중심으로 다시 정렬되었다(Strauss & Corbin, 1998). 자료 수집
이 종료된 다음 나는 자료를 수집된 순서별로 그리고 수집된 자료의 종류별로 읽는 과정을
거치며 코드 목록을 확정하였다. 확정된 코드 목록은 코드 간의 연관성과 차별성을 비교하
는 과정을 거치며 범주와 주제로 발전되었다. 위에서 자료 분석과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기술되어 있지만 실제 분석은 보다 복잡하고 다면적이었으며 여러 단계의 과정이 동
시에 이루어졌다(Glesne, 1999; Merriam, 1998; Walcott, 2001). 자료를 반복해서 읽기와 범주와
주제를 찾는 과정은 이전에 발견되지 않았던 자료의 특징에 대해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했고 새로운 코드와 범주 목록을 작성하게 했다.
이 연구는 질적 연구로 바다반에서 발견된 결과를 다른 맥락에 적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으나 Lather(1991)가 주장한 것처럼 신뢰성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
으로 Lincoln과 Guba(1985)가 제안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연구방법에 충실히 반영했다: 4개월
간의 장기간 관찰, 유아가 젠더에 관해 비교적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과 영역에 대한
집중된 관찰, 다른 방식으로 수집된 자료를 서로 비교하는 삼각측정법, 다양한 사람들과 유
아젠더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동료보고와 참조적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녹음기 사용. 이 연
구는 연구 참여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참여자 검토는 채택하지 않았다.

Ⅲ. 결 과
이 장은 여자유아들의 일상에서 관찰된 전형적인 젠더실제와 범주유지 작업을 기술한다.
바다반 여자유아들은 분리된 공간사용 그리고 놀이주제와 놀잇감에 대한 젠더화된 선호를
보였다. 여자유아들은 이분법적 젠더범주를 이탈하는 비전형적 젠더실제가 발견되면 범주유
지 작업을 벌여 두 범주 사이의 모호한 실제를 제거했다. 이러한 실제를 통해 만 5세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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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들은 이분법적 젠더체제가 제시하는 두 개의 범주 중 한쪽에 위치하며 상대 범주와 대
립되는 젠더를 구성했다. 글의 진행에 앞서 나는 이 논문의 목적에 충실하고자 두 개의 젠
더범주를 넘어서는 여자유아들의 실제를 제한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는 점을 밝혀둔다.
1. “그건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바다반을 가로지르는 보이지 않는 커튼
학교에서 다양한 연령의 학생을 관찰한 선행문헌 (Eder, Evans & Parker, 1995; Thorne, 1993)
은 여자‧남자학생들이 배타적으로 공간을 사용하며 젠더화된 경계선을 자발적으로 만든다고
보고한다. Paley(1984)는 유치원 교실에서 유아들이 동성 또래와 함께 역할과 쌓기영역에서
분리되어 시간을 보낸다고 했다.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것처럼 바다반 여자유아들은 남자유
아와는 다른 공간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참여관찰을 시작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여자유아들이 남자유아들과 떨어져 무리를 짓고 있는 것을 여러 번 목격 했다. Paley의 표현
처럼 바다반의 여자와 남자 유아들은 ‘보이지 않는 커튼’(1984: 30)을 사이에 두고 분리된 공
간에 자리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특히 이야기나누기를 포함한 대집단활동과
자유선택활동에서 자주 관찰되었다.
바다반 유아들은 대집단활동 시간에 어디에 앉을 지 스스로 결정했고 바다반 교사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유아의 결정에 개입하지 않았다. 선택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여자
유아들은 특정한 영역에 함께 앉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약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여자유아
들은 카펫 뒤쪽과 의자에 주로 앉는 남자유아와 분리되어 카펫 앞 쪽(대개 첫줄과 두 번째
줄)에 앉았다(RJ0906).2) 특히 15~16명이 참여하는 중집단 규모의 활동에서 이러한 패턴은 보
다 명확하게 관찰되었다. 유아들은 젠더 경계선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위치를 결정했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언급하거나 경계선을 넘는 이탈자들에게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다
시 말하면 바다반 유아들은 젠더 경계선을 중심으로 느슨한 긴장관계를 유지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아마도 높은 밀도의 교실환경이 개별 유아의 선택권을 제한했기 때문으로 보인
다. 예를 들면 이야기나누기가 진행되는 쌓기영역에 늦게 도착한 유아들은 어쩔 수 없이 보
이지 않는 커튼의 저쪽에 자리해야 했다.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유아들이 젠더 경
계선과 관련하여 엄격함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젠더범주가 표면 위로 떠오르자(FN091303) 유아들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다. 이
야기나누기를 위해 카펫에 모이는 과정에서 ‘남자 편’과 ‘여자 편’이 언급되자 유아들은 젠
더 경계선에 부합되는 자리로 옮겨갔다. 두 집단 중간에 앉았던 준희는 여자 편으로 자리를
옮겨 남자유아의 대립적 위치에 자리했다. 이분법적 젠더체제가 공식화되자 여자유아들은
2) 이 논문에서 현장기록지는 FN, 면담은 IN, 그리고 연구자 저널은 RJ라는 약자로 표기한다. 약자 뒤에
따르는 숫자 중 첫 네 자리는 자료가 수집된 일자를 의미한다. 현장기록지를 표기하는 정보 중 마지막
두 자리는 제시된 특정한 대화가 수집일자 별로 작성된 문서의 구체적 위치(페이지)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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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유지 작업을 시작하며 또래의 선택을 통제했다. ‘남자 편’에 위치하지 않은 이탈자에게
두 젠더 집단 유아 모두가 “너 여자냐?” 혹은 “너 여자편이냐?”라는 단순한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Davies(2003)가 주장한 것처럼 이 질문은 의심스럽거나 이탈의 경향이 있는 젠더구성
을 수정하게 하는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바다반 유아들은 젠더 경계선을 중심으로 분리된 공간을 사용하며 이탈자에게 정체성에
관련된 단순하고 직설적인 질문을 던져 젠더 경계선을 유지하고자 했다. 하지만 모든 이탈
자들이 자신의 젠더 정체성을 의심받는 것은 아니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31명이 함께 사
용하는 교실에서 유아가 일관되게 젠더 경계선에 부합되는 위치에 자리하는 것은 어려운 과
제이다. 실제로 유아는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성별이 다른 또래의 사이에 앉게 되는 경우
가 있었다. 이러한 이탈자들에게 바다반 유아들은 ‘갇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그들의 이
탈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다음은 여자유아들이 간식책상에서 ‘갇힌’ 남자유아를 놀리며 젠
더범주를 유지하는 내용이다.
태연, 민주, 세영, 수진 그리고 재윤(남)이 간식 테이블에 있다.
1. 수진: 갇혔어. 김재윤 갇혔어.
2. 태연: 맞어. (재윤에게) 너 갇혔어.
3. 재윤: (마지막 한 입을 먹고 일어난다)
4. 재희: 갇힌 게 뭐야?
5. 민주: 아까 재 가운데...(들리지 않음)
6. 재희: 가운데 있으면 갇힌 거야?
7. 수진: 아뇨. 아니예요. 아까 여자 둘에 남자 있었죠? 그건 여자가 이긴 거예요.
8. 태연: 아니요. 남자가 여자들 사이에 있는 거예요.
9. 세영: 맞아요. 저기 남자들 둘 있으면 수진이가 갇힌 거예요.
10. 수진: 맞아요. 여자 옆에 남자들이 있으면 여자가 갇힌 거예요.
11. 재희: (태연에게) 그러면 수진이가 우리한테 갇힌 거야?
12. 세영: 음. 수진이랑 선생님 가운데 비면 갇힌 게 아니예요. 그치 수진아? (FN110338)

대부분의 여자유아들은 위 사례에서 보이듯이 ‘갇힌’ 상황을 한 유아가 성별이 다른 또래
사이에 빈자리 없이 나란히 앉는 것으로 설명했다(FN101713). 준희만 유일하게 ‘갇힘’을 성
별과 관계없이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했다. 비록 ‘갇혔다’라는 표현이 “너 여자냐?”와
“너 여자편이냐?”라는 질문과 달리 유아들 사이에서 장난스럽게 사용되지만 상대가 젠더 경
계선을 넘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에는 충분했다.3)
바다반의 ‘보이지 않는 커튼’은 자유선택활동 시간에도 자주 관찰되었다. 선행문헌에서 지
3) 위의 대화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수진 (7번째 줄)의 설명이다. 나는 수진이 남자유아를 가둔 여자들의
승리를 언급하며 이분법적 젠더가 대립적이며 동시에 경쟁적이라는 인식을 보여준다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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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는 것처럼 여자유아들은 대체로 미술, 언어, 책보기 영역에서 동성 또래와 자주 그리고
오랫동안 시간을 보냈다(박선영, 2001; Danby, 1998; Harper & Huie, 1998; Paley, 1984).4) 여자
유아들은 자유선택활동을 계획할 때 이분법적 젠더체제에 부합되는 미술·언어·책보기 영역
을 먼저 선택한 다음 다른 영역을 추가했다(FN100715). 이러한 계획은 여자유아들이 유치원
학생으로서의 자기 삶을 스스로 제한하고 통제하는 결과를 낳았다. 새롭게 제시된 과학 교
구에 남자유아들이 폭발적인 호응을 보내며 과학영역에서 오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나는
여자유아들에게 왜 과학영역을 선택하지 않는 지 질문했다. 이 질문에 정민은 “그건 남자들
이 좋아하는 거예요”(FN 111843)라고 답했다. 정민의 이 반응은 과학영역이 여자인 자신에게
부적절한 것이라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많은 유아교사들은 자유선택활동을
할 때 유아가 자신의 흥미에 근거한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바다반 여자유아들의 실제는
이분법적 젠더체제가 주요한 준거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Cannella, 1997). 유아교육 기관에
서 놀이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바다반의 실제를 이분법적 젠더체제에 의해 유아의
발달과 학습이 조절되고 통제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큰 무리가 아닐 것이다.
여자유아들이 분리된 공간을 사용하며 구성하는 대립적 젠더에 바다반 교사가 참여하는
방식은 소극적이며 서로 모순된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교사는 유아들이 젠더 경계선
을 따라 성별이 다른 또래와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실제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
지만 일부 유아들이 자신들의 영역을 주장하며 성별이 다른 또래를 배제하려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했다(FN0905). 한편 자유선택활동에서 관찰되는 여자유아들의 젠더화된 공간
사용에 대해서 바다반 교사는 아동흥미를 중시하는 입장을 취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매
주 금요일이나 월요일 바다반 교사는 유아들에게 교체가 예정된 활동을 소개하고 참여를 당
부했지만 전반적으로 유아의 선택권을 존중했다. 따라서 바다반 교사는 여자유아들이 남자
유아와는 다른 활동영역을 반복적으로 선택하며 구성하는 대립적 젠더에 거의 개입하지 않
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입한다 하더라도 ‘젠더와 관련한 문제의식 때문이 아니라 유아의
균형적인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RJ1129) 목적으로 보였다.
바다반의 여자유아들은 젠더 경계선에 부합되는 공간에 위치하며 이분법적 젠더체제에 부
합되는 방식으로 젠더를 구성했다. 그리고 이들은 자유선택활동의 각 영역을 이분법적 젠더
범주를 근거로 평가하며 특정 영역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대립적인 젠더를
구성하며 바다반 여자유아들은 자신들의 선택권을 스스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4) 나는 이러한 결과가 연구자인 나와 주요 관찰 대상이었던 여자유아들과의 근접성에 기인했을 수도 있
다고 생각한다. 바다반에서 나는 효과적인 자료 수집을 위해 여자유아들만 있거나 여자유아들이 많이
모여 있는 영역을 주로 관찰하였다. 결과적으로 실내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관찰된 여자유아들의 대립
적 젠더구성은 나의 위치 때문에 강조되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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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키티 블록과 스파이더맨 블록: 놀이주제와 놀잇감에 대한 젠더화된 선호
선행문헌 중 상당수는 자연 혹은 실험상황에서 유아 놀이를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의
젠더분리가 일어난다고 주장한다(박선영, 2001; 김경옥, 2004; Maccoby, 2000): 놀이감, 놀이유
형 그리고 놀이상대 선택, 공통적인 놀이관심, 행동의 유사성 등. 바다반에서 수집된 자료
역시 놀이주제와 놀잇감에 대한 여자유아들의 젠더화된 선호를 보여주고 있다. 바다반이 역
할놀이의 새로운 주제를 협의할 때(FN 092922) 준희는 지형(남)이 제안한 소방관 놀이를 “여
자들은 그런 거 싫어해”라며 반대했다. 이에 교사는 모든 여자유아에게 소방관 놀이를 싫
어하는 지 개별적으로 질문했고 여자유아들은 준희 의견에 동의했다. 이 상황이 일어난 후
나는 여자유아들과 소방관 놀이에 대해 다시 이야기 나누었다.
미라, 소정, 준회, 나영 그리고 주영이 미술 책상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다.
1. 재희: 내가 너희들에게 궁금한 게 있어. 어제 너희들이 소방관 놀이가 싫다고 말했던
거 기억나니? (긍정 표시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주의를 집중하는 유아를 보며) 왜 그
런지 말해줄래?
2. 주영: 재미없어요..
3. 미라: 맞아요. 노래방 놀이가 소방관놀이보다 훨씬 재미있어요..
4. 재희: 어떻게 생각하니? 준희야?
5. 준희: 나는 소방관 놀이 싫어해요.
여아 유아들은 자신들에게 재미있는 놀이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6. 재희: 왜 소방관 놀이가 싫어?
7. 준희: 나는 애기 때부터 싫어했어요.
8. 미라: 나는 두 살 때부터 싫어했어요.
9. 소정: 그건 남자들 놀이야.
10. 주영: 맞아. (FN 093009)

대화에 참여한 여자유아들은 소방관 놀이를 싫어하는 이유를 다양하게 설명했다. 주영과
미라는 소방관 놀이보다 노래방 놀이나 미장원 놀이가 훨씬 재미있다고 평가하면서 자신들
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한편 준희와 미라는 ‘애기 때부터’ 혹은 ‘원래’ 소방관 놀이를 싫어했
다며 소방관 놀이를 싫어하는 실제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들어 이견이 존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들이 소방관 놀이와 자신들의 거리를 개인적인 경험이나 취향의 문제로 설명한 데
반해 소정은 젠더를 언급했다. 소정은 소방관 놀이를 ‘남자들 놀이’로 정의하며 놀이주제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원칙으로 이분법적 젠더체제를 공식화했다. 이에 주영은 즉각 ‘맞아’
라는 동의를 표현하며 소방관 놀이에 대한 자신의 거리를 다시 정당화했다.
바다반 여자유아들은 이분법적 젠더체제에 근거하여 남자유아들에게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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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영역이나 주제와 대립적인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이것이 여성적인 놀이주제와 영역에
대한 선호로 직결되지는 않았다. 바다반 여자유아들 중 일부는, 선행문헌(MacNaughton, 1994;
Paley, 1984)의 지적과는 달리, 엄마놀이를 선호하지 않았다. 현장기록지는 세영, 수진, 성우와
윤수를 제외한 나머지 여자유아들이 엄마놀이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다. 선
행문헌과 상이한 바다반의 실제는 우선 역할영역이 구성되는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바
다반의 역할영역은 유아들이 주제를 결정하면 이에 적합한 환경을 점진적으로 구성하는 방
식으로 운영되었다. 따라서 역할영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싱크, 가구 혹은 의류 등이 제공
되지 않았다(RJ1030). 엄마놀이에 필요한 자료부족이 여자유아들의 실제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민주와 나영의 설명에서 추론할 수 있다. 민주와 나영은 집에서는 엄마놀이를 하지만
유치원에서는 하지 않는다고 말하며(FN110739) 자신들의 집에 얼마나 매력적인 놀잇감이 있
는 지 장황하게 설명했다.
하지만 역할영역의 구성방식이 엄마놀이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모든 여자유아들의
실제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엄마놀이를 유치하다고 표현하며 역할놀이 전반
에 무관심했던 준희, 소정과 정민은 단순히 상황적 요인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들은 엄
마놀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했다.
1. 재희: 준희야. 소정아. 나 궁금한 거 있는데 너희 엄마 아빠 놀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해?
2. 정민: 엄마 아빠 놀이?
3. 소정: 관심도 없어요.
4. 재희: 해 본 적 없니?
5. 준희: 네.
6. 정민: 해본 적 없어요.
7. 재희: 동생반 때는?
8. 소정: 동생 반때도 딴 거 했어요. 딴 친구들은 했지만.
9. 재희: 왜 너희는 엄마 아빠 놀이에 관심이 없어?
10. 준희: 유치해.
11. 정민: 유치해.
12. 재희: 어떤 점이 유치해?
13. 정민: 유치한 게 뭐냐구요?
14. 소정: 다 유치해요. 다 유치해요. (IT1114)
위에서 소정, 준희와 정민은 엄마놀이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지만 현장기록지는 이들이 역할놀
이 전반에 거리를 두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나는 준희, 소정과 정민의 유아기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는 발달적 수준과 경험이 이들의 엄마놀이에 무관심한 이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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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준희는 초등학교 3~4학년에 접어든 언니가 있었고 소정은 다양한 사회집단에서 아동 전기의
여자아이들과 상호작용하고 있었다. 바다반 교사 역시 이들 세 명의 유아가 또래에 비해 아동기
여자아이들의 문화에 가깝다는 나의 판단에 동의했다(RJ1118). 이를 근거로 나는 유아기의 대표적
인 엄마놀이가 이들에게는 더 이상 매력적인 활동이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한편 바다반 여자유아들은 전형적으로 여자아이를 위한 것으로 여겨지는 놀잇감에 대한
젠더화된 선호를 보여주었다. 이는 추석 무렵 진행된 동시 짓기 활동에서 선명하게 드러났
다. ‘달님에게 한 가지 소원’이라는 노래 가사를 변형하는 언어활동에서 바다반 유아들은 선
물을 받고 싶다는 내용을 많이 썼다. 나는 여자유아들에게 어떤 선물을 받고 싶은 지 질문
했는데 여자유아들은 바비 혹은 다양한 패션인형이나 여자아이들을 위한 만화(예: 마법소녀
레미 혹은 베리 베리 뮤우 뮤우)의 캐릭터 상품을 선물로 받고 싶다고 답했다. 이 면담에서
주영은 “로봇 말고. 남자 거 아닌 거”(IT1005)라고 답해 놀이주제와 마찬가지로 젠더화된 놀
잇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표현하였다.
전반적으로 여자유아들은 놀잇감을 전형적인 방식으로 분류했지만 블록의 경우에는 이분
법적 젠더체제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 교실에서 여자유아들은 남자유아에게 적합하
다고 간주되는 쌓기영역을 거의 선택하지 않았지만 집에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블록을 사용
하기도 한다고 했다. 블록이 일반적으로 남자유아들의 놀잇감으로 받아들여지는 맥락을 고
려하면 여자유아들이 블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분법적 젠더범주로부터의 이탈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다음 사례에서 태연은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는 새로운 시각을 보여준다.
1. 재희: 여자들 놀잇감이 또 뭐가 있어?
2. 태연: 여자 블록?
3. 재희: 여자 블록이 뭐야?
4. 태연: 여자 블록요? 키티 블록 같은 거?
5. 재희: 키티 블록?
6. 태연: 키티 몰라요? 키티? 키티?
7. 재희: 알아. 키티. 고양이.
8. 태연: 키티 그려져 있는 블록이요.
9. 재희: 레고는?
10. 태연: 글쎄. 그건 남자들 거 같아요
11. 유진: 나는 그냥 블록 갖고 놀아요.
12. 태연: 나는 가끔 해리포터나 스파이더맨 같은 남자블록 갖고 놀아요. (IT 1013).

위에서 태연은 블록에 그려진 그림을 준거로 키티 블록은 여자 블록으로 해리포터나 스파
이더맨 블록은 남자 블록으로 나누고 있다. 만약 태연이 블록을 남자유아를 위한 것으로 분
류하면 블록을 사용하는 자신의 실제는 이분법적 젠더체제에서 이탈로 비추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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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태연이 블록을 이분법적 젠더범주의 중간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면 자신이 속한 맥락
의 사회적 구조인 이분법적 젠더체제에 반하는 것이 된다. 태연은 이 두 가지 위험상황을
모두 피할 수 있는 새로운 준거를 적용하여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이분법적
젠더체제에 부합되는 젠더를 구성할 수 있었다.
바다반 여자유아들은 놀이주제와 놀잇감을 이분법적 젠더체제에 적합하도록 분류하며 대
립적인 젠더를 구성했다. 여자유아들은 소방관 놀이를 ‘남자들 놀이’라며 거부하고 ‘남자들
거 아닌’ 놀잇감을 선호하며 전형적인 방식으로 젠더를 구성했다. 여자유아들은 비전형적인
놀잇감인 블록과 관련한 실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키티 블록은 여자, 해리포터나 스파이더맨
블록은 남자를 위한 것이라고 구분했다. 비록 바다반 여자유아들이 놀이주제나 놀잇감에 젠
더화된 선호를 보였지만 선행문헌이 지적하는 것처럼 엄마놀이를 선호하지는 않았다. 이는
바다반 여자유아들이 젠더를 구성하는 상황적 맥락과 일부 여자유아들의 성숙과 경험으로
설명될 수 있다.
3. “여자도 하고 싶으면 소방관 놀이 할 수 있어”: 범주유지 작업
많은 여자유아들은 전형적인 젠더 간 차이를 반복하며 이분법적 젠더체제가 규정하는 방
식으로 젠더를 구성했다. 하지만 바다반에는 '해리포터나 스파이더맨 같은 남자블록'을 사용
하는 태연처럼 이분법적 젠더범주를 넘어서는 이탈자가 존재했다. 지금부터 이 부분은 여자
유아들이 이분법적 젠더범주의 이탈자를 대상으로 벌이는 범주유지 작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수진과 세영이 함께 자유선택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1. 세영: 음 나는 ... 할 거야. 책보기 갈거야.
2. 수진: 언어에 표시하자. 어? 책보기 (책보기 영역에 동그라미로 표시하며)
3. 세영: (수진을 따라 표시하면) 언어.
4. 수진: 언어에 동그라미 해.
5. 세영: (동그라미 하면서) 그리고 또?
6. 수진: 수학.
7. 세영: (동그라미 하고) 또 뭐?
8. 수진: (주변을 돌아보면서) 과학.
9. 세영: (책장에 기대서 있는 몸을 바로 일으키고 수진을 똑바로 보면서) 과학?
10. 수진: 우리 낙엽 그리는 거 하자 (FN 111840)

바다반 여자유아들은 단짝 친구(들)과 함께 자유선택활동을 계획하고 시간을 보냈다. 수진
과 세영도 바다반에서 자주 목격되는 단짝이었다. 위 사례에서 수진과 세영의 계획은 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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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학을 선택하자는 제안을 하기 전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수진의 제안에 세영은
책장에 느슨하게 기대 서 있던 자세를 바로 하고 수진을 바라보며 “과학?”이라고 되물었다.
세영이 던진 짧은 질문은 수진의 선택이 이분법적 젠더체제에 부적합하다는 메시지를 전달
하기에 충분했다. 세영의 반대에 직면한 수진은 동등한 위치에서 의견을 협의할 때 사용하
던 어조를 약간 수다스럽게 바꾸어 “우리 낙엽 그리는 거 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 제안에서
수진은 과학에서 하게 될 활동이 ‘그리는 거’라고 밝혀 과학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이분법적
젠더체제에서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했다. 세영이 수진의 새 제안을 받아
들여 과학영역을 선택하면서 둘 사이의 범주유지 작업은 해소되었다.
하지만 범주유지 작업이 언제나 낮은 긴장 수준에서 진행되는 것은 아니었다. 다음은 보
다 높은 수준의 긴장을 보이는 범주유지 작업의 사례인데 p. 146에서 제시된 사례의 다음
부분이다.
미라, 소정, 준희, 나영 그리고 주영은 미술책상에 앉아 그림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들
은 소방관 놀이가 왜 싫은 지 이야기 나누고 소방관 놀이가 남자들의 놀이라는 의견에 동
의하고 있다.
1. 소정: 그건 남자들 놀이야.
2. 주영: 맞아.
3. 나영: 여자도 하고 싶으면 소방관 놀이 할 수 있어.
4. 소정: 하고 싶냐?
5. 나영: 아니. (구역질을 하는 것처럼 손으로 입을 막으며) 으웩이야.
다른 유아들이 나영의 구역질 흉내를 보여 웃는다. (FN 093009)

위에서 소정은 이분법적 젠더체제를 들어 소방관 놀이가 여자들에게 적합하지 않음을 분
명하게 밝혔다. 이 때 나영은 소정과 주영과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나영은 ‘하고 싶으면’이
라는 조건을 언급하며 놀이를 선택할 때 젠더가 아니라 개인의 의사 혹은 의지가 고려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나영은 ‘나는’ 혹은 ‘우리’가 아닌 ‘여자들’이라는 3인칭을 사용하
여 당위적 수준에서 의견을 말했다. 나영의 모호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소정은 이분법적 젠
더범주에 부합되지 않는 가능성을 언급하는 나영을 대상으로 범주유지 작업을 시작했다. 소
정은 가늘게 뜬 눈으로 나영을 응시하며 핀잔을 하듯이 “하고 싶냐?”라고 질문하며 나영이
이분법적 젠더범주를 이탈했음을 지적했다. 소정의 이 짧은 질문은 나영이 소방관 놀이에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수정하고 결국엔 이분법적 젠더범주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젠더를 재
구성하게 했다. 나영은 구역질 하는 소리와 몸짓으로 자신이 소방관 놀이와는 대립적 위치
에 있음을 과장하여 보여주었다.
이분법적 젠더체제가 지배적이고 규범적인 담론으로 작동하는 맥락에서 두 개의 범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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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위치한 젠더를 구성하는 유아는 범주유지 작업의 대상이 된다. 결과적으로 수진과 나
영처럼 이분법적 젠더범주로부터 이탈한 유아들은 또래가 행사하는 통제적이고 규율적인 권
력으로 인해 자신의 실제를 변경했다. 또는 범주유지 작업의 대상이 되는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비전형적 젠더실제를 또래에게 숨기거나 신뢰할 수 있는 또래와 함께 있을 때
만 드러냈다. 다음은 이를 잘 보여준다.
언어영역에서 끝말잇기를 하는 수현과 여자 놀잇감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1. 재희: 그럼 레미는?
2. 수현: 누구요?
3. 재희: 레미
4. 수현: 아! 레미. 윽.
5. 재희: 왜?
6. 수현: 난 레미 안 좋아해요.
7. 재희: 왜?
8. 수현: (책상에 얼굴을 가깝게 하며 속삭이듯이 낮은 소리로 ) 왜냐면 난 남자는 아니지
만 남자들 거 좋아해요. 하지만 비스트 마스터는 안 좋아해요. 미르가온 같은 거 좋
아해요.
9. 재희: 그런데 왜 나한테 비밀처럼 말해?
10. 수현: 왜? 민주도 좋아해요.
11. 재희: 그래. 미르가온 같은 거 좋아할 수도 있지.
12. 수현: 근데 다른 애들은 모두 레미 좋아한대요.
13. 재희: 그래? 그런데 레미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네가 레미 싫어한다고 말하는 게 이상
한 거야?
14. 수현: 뭐요? 만약 내가 레미 싫어한다고 말하면? 글쎄, 내가 그렇게 말하면 개네들이
싫어할 걸요. 왜냐면 개네들은 꽉 막혔거든요. (IT 1107)

위 대화는 p. 148에 언급한 언어활동이 진행된 다음 선물로 받고 것이 무엇인지 구체화하
기 위해 진행한 면담의 일부이다. 레미를 좋아하냐는 질문에 수현은 숨이 막힌다는 듯이
“윽”하는 감탄사를 내뱉으며 얼굴을 찡그렸다. 레미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이유를 묻
자 수현은 비밀을 털어 놓듯이 아주 낮은 소리로 자신은 ‘남자들 거’인 ‘미르가온’을 좋아한
다고 말했다. 내가 미르가온을 좋아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자 수현은 다른 아이들은 모
두 레미를 좋아한다며 자신의 비전형적 젠더실제를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나아가 수현은 ‘꽉
막힌’ 여자아이들이 이분법적 젠더체제에서 벗어난 자신의 젠더실제를 알게 되면 부정적 반
응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위 사례는 바다반 여자유아의 젠더구성이 이분법적 젠더체제의 한쪽 범주에 정확하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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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지 않으면 어떤 부정적 반응에 직면하게 되는 지 예상할 수 있게 한다. 미르가온에 여
자 주인공이 등장하지만 레미와 비교하면 미르가온은 비전형적이며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레미가 아니라 미르가온을 좋아하고 바깥놀이에서 미르가온 놀이를 하는 수현은 이
분법적 젠더범주의 중간 어딘가에 위치하며 젠더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참여관
찰이 진행되는 동안 수현의 이러한 실제가 또래의 직접적인 범주유지 작업의 대상이 된 경
우는 거의 없었다. 이는 자신의 비전형적 실제에 대해 또래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을
예상하는 수현이 비밀이 보장되는 상황에서만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표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바다반 여자유아들은 이분법적 젠더범주의 중간에 위치하는 또래를 대상으로 범주유지 작
업을 수행하며 남자유아와는 대립적인 젠더를 집합적으로 구성했다. 결과적으로 바다반에서
놀이영역이나 놀이주제를 선택할 수 있는 개별 유아의 선택권은 이분법적 젠더체제에 의해
제한되었다. 전형적인 젠더를 구성하는 여자유아들은 이분법적 젠더범주를 이탈한 또래에게
범주유지 작업을 통해 권력을 행사했다. 범주유지 작업의 대상이 된 여자유아들은 자신의
실제를 수정하거나 또래에게 이를 비밀로 유지하여 갈등을 피했다. 이들의 대응방식에는 차
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바다반에서 이분법적 젠더체제에 부합되는 젠더구성만을 가시화한
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하겠다.

Ⅳ. 결론 및 제언
이 논문은 만 5세 여자유아들의 일상에서 관찰된 젠더화된 실제와 범주유지 작업을 중심
으로 이들이 이분법적 젠더체제 내에서 구성한 대립적 젠더를 분석했다. 바다반 여자유아들
은 두 개의 젠더범주 한 쪽에 자리매김하면서 이분법적 젠더가 규정하는 전형적인 젠더실제
에 참여했다. 그리고 이들은 두 범주 사이의 모호한 젠더를 구성하는 또래를 대상으로 범주
유지 작업을 벌였다.
바다반 여자유아들은 남자유아와 분리된 위치에 자리하고 남자유아에게 적합하다고 여겨
지는 놀이주제와 놀잇감을 선호하지 않으며 대립적 젠더를 구성했다. 바다반 여자유아들은
사전 협의 없이 대집단활동과 자유선택활동에서 남자유아들과 떨어진 공간에 자리했지만 젠
더 경계선을 중심으로 엄격하게 분리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일단 ‘여자 편’과 ‘남자 편’
이 언급되면 바다반 유아들은 자신과 또래의 실제를 젠더 경계선을 따라 재조정했다. 한편
자유선택활동에서 여자유아들은 미술, 언어, 책보기 영역 등에서 동성의 또래와 오랜 시간을
보내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영역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대립적 젠더를 구성했다. 마지막으로
바다반 여자유아들은 이분법적 젠더체제의 관점에서 놀이주제와 놀잇감을 평가하며 유아교
육기관이 제공하는 일부의 경험으로부터 스스로 소외되었다. 이분법적 젠더범주에서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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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전형적 젠더를 구성하는 또래를 대상으로 바다반 여자유아들은 범주유지 작업을 수행
했다. 과학을 선택하자고 제안한 수진, 여자도 소방과 놀이를 할 수 있다고 언급한 나영과
레미보다 미르가온을 좋아하는 수현은 범주유지 작업 대상이었다. 범주유지 작업으로 인해
두 범주 중간에 위치하는 젠더는 수정되거나 은밀하게 감추어졌다. 결과적으로 범주유지 작
업을 통해 여자유아들은 젠더 간 차이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젠더구성을 바다반에서 유일하
고 합법적이며 정상화된 실제로 만들었다.
바다반 여자유아들의 젠더화된 실제는 선행문헌이 논의하는 젠더 간 차이를 비슷하게 재
생산하고 있다. 나는 이러한 젠더화된 실제를, 젠더를 사회적 구성으로 개념화하는 학자들과
입장을 공유하며, 이분법적 젠더체제가 지배하는 맥락에서 여자유아들이 정상적인 여자아이
가 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한 결과로 해석한다. 이분법적 젠더체제는 인간의 젠더가 두
가지 범주로 구성되며 여기 속하지 않는 젠더실제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분법적 젠더체제가 지배하는 맥락에서 여자유아가 ‘여자아이’가 되는 방식은 상대범주에
부합되는 요소를 최대한 자신으로부터 제거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바다반 여자유아들은 ‘남
자 편’에 앉지 않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놀이’를 선택하지 않고 ‘남자들 놀이’를 싫어하고
‘남자들 거 아닌’ 놀잇감을 원하며 젠더를 구성했다. 물론 바다반 여자유아들의 모든 실제가
젠더 간 차이만을 재생산하는 것은 아니었다. 개인의 성별보다 흥미나 선택을 중요하게 여
기고 양성평등의 가치가 높이 평가되는 유아교육 기관은 비전형적 젠더가 구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바다반에서 수진, 나영, 태연과 수현 등은 이분
법적 젠더체제에서 어느 정도 이탈된 젠더를 구성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자유아들은
비전형적 젠더를 구성하는 또래를 대상으로 범주유지 작업을 벌였다. 이 때문에 전형적인
젠더에서 이탈하는 실제는 즉각 수정되거나 또래의 눈을 피해 감추어졌다. Francis(1998)의 주
장처럼 범주유지 작업은 바다반의 일상에서 두 젠더 범주 사이의 차이를 보다 선명하게 부
각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유아의 젠더를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자와 교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공
한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교육기관에서 반복되는 젠더 간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
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 유아교육 분야는 젠더 간 차이를 전형적인 성역할의 사
회화나 젠더도식으로 인한 유아의 불균형적인 경험 때문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유아가 양성
평등적 성역할을 다양하게 경험하면 젠더 간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여자유아들의 젠더화된 실제가 단순히 경험의 부족 때문이 아니며 이분법적 젠더
체제가 변화하지 않는 이상 유아가 양성평등적 성역할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이는 일회적 경
험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양성평등적 가치를 교육기관에서 실현하
려면 이분법적 젠더체제를 무효화하는 비전형적 젠더가 가시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
해 교사는 수진, 나영, 태연과 수현의 실제처럼 이분법적 젠더범주에서 이탈하는 실제를 세
심하게 살피고 이를 학급 구성원과 적극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토론해야 한다. 토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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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를 통해 유아는 이분법적 젠더체제가 모든 상황과 모든 개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
음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유아는 두 개의 젠더범주에서 자유로운 젠더를 구
성하며 또래의 모호한 젠더실제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둘째, 본 연구는 여자유아의 젠더실제에 내재한 모순을 이해하기 위해 젠더가 구성되는
맥락에 집중할 필요를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바다반 여자유아들의 젠더실제는 이분법적 젠
더체제 내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개별 유아의 실제는 맥락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예를
들면 준희와 소정이 소방관 놀이에 강하게 반대하며 구성하는 젠더와 엄마놀이를 유치하다
고 평가하며 구성하는 젠더는 서로 모순된다. 유아의 젠더를 단일하고 일관되며 고정된 것
으로 개념화하는 근대주의 관점에서 보면 준희와 소정의 실제에서 발견되는 모순은 미성숙
의 결과 혹은 비정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Martin, 2005). 하지만 젠더를 사회적 구성으로 보는
관점은 유아가 맥락에서 여러 타인과 담론과 상호작용하며 역동적으로 젠더를 구성하기 때
문에 이들이 구성한 젠더가 맥락에 따라 때로 모순되고 대립될 수 있다고 본다(Reay, 2001;
Messener, 2002; Thorne, 1993). 따라서 유아가 구성한 젠더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맥락을 세세히 검토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함의를 고려하여 향후 연구는 다양한 젠더를 구성하는 유아를 밀접한 거리에서 장
기간 관찰하여 이들이 각각 어떠한 가치체계를 참조하여 젠더를 구성하고 자신과 또래의 젠
더실제를 평가하는 지 조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유아교사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교사가 유아의 젠더화된 실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실질적인 어려
움을 구체화하는 시도 역시 필요하다. 이러한 시도는 양성평등적 가치를 유아교육 기관에서
실현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또한 후속 연구는 유
아가 젠더를 구성하는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여 젠더의 역동성과 복잡성을 조명해야 할 것이
다. 특히 맥락에 집중하는 연구는, 바다반의 수진, 나영, 태연과 수현이 보여준 것과 같은,
이분법적 젠더체제를 무효화시키는 유아들의 비전형적 젠더실제가 언제 가능 혹은 불가능한
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후속연구를 통해 유아젠더
와 양성평등 교육에 대한 보다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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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at's a boys' play.”: A Case Study on Girls'
Constructions of Oppositional Gender

Yoon, Jaehui

By conceptualizing gender as a social construction, this study is to explore Korean girls'
constructions of oppositional gender in a kindergarten class for 5-year-olds, located in Seoul. For doing
this, I collected and analyzed the four sets of qualitative data (fieldnotes from participant observation,
audiotapes, interviews and research journals). The findings illustrate that the girls constructed
themselves as oppositional beings against boys by correctly positioning themselves within the gender
binary. The girls occupied separate space from boys, made gendered choices in indoor free-choice
activity, and categorized play themes and/or materials according to gender. Ambiguous or vague
positions between the binary categories provoked category maintenance work in the research setting.
By participating in category maintenance work, the girls normalized and legitimized themselves as
separate, distinct, and even oppositional beings from boy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