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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재한 제 자에 관한 평가적 대화인 3

가십 을 질적 연구방법으로 고찰한 것으로 유아 (Gossip) , 

간 가십의 대상과 사회적 기능에 대해 탐구했다 연구 . 

대상은 서울시에 위치한 바람유치원 만 세 소망반 5

유아들이다 자료수집으로는 회의 참여관찰과 회의 . 20 2

교사와의 심층면담 유아와의 비공식적 면담이 실시 , 

되었다 연구결과 유아들은 또래 교사 가족을 대상 . , , , 

으로 또래와 가십을 나누었다 또한 유아 간 가십은 . 

또래 관계 강화 또래 선택 규칙 확인 즐거움이라는 , , , 

사회적 기능을 갖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유아들이 . 

자신의 주변에 대한 민감한 관찰자이며 또래 교사, , , 

가족이 그들의 삶에 영향력을 지닌 중요한 존재임을 

확인시켜준다 그리고 유아 간 가십은 유아들이 또래 . 

관계를 구축하고 규준을 학습하며 즐거운 정서를 , , 

경험하는 사회적 대화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 

지금까지 부정적 이미지로 그려졌던 가십을 새로운 

관점으로 살펴보고 유아의 사회화 과정에 관한 다양한 , 

시각을 제공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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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I. 

우리는 친구 동료 등과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관해 이야기를 , 

나눈 적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의 행동 성격 사건 등 다른 사. , , 

람에 관한 이야기는 일상적 대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화제 중 하

나이다 이와 같이 대화의 상황 속에 존재하지 않은 제 의 인물. 3

에 대한 이야기를 가십 이라고 부른다(Gossip) . Suls(1977), 

와 은 가십이 타인에 대한 정Nevo, Nevo, Zehavi Milton(1993)

보나 평가를 얻는 간접적 경로로서 인간의 중요한 사회적 행위라

고 했다.

가십은 에서 유래된 단어로 은 세례에서 정Godsibb , Godsibb

신적 후원자인 대부를 뜻하거나 강준만( , 2013; Rosnow, 2001), 

친구와 관련된 활동을 의미했다 초기에 남녀 모(Dunbar, 2004). 

두를 아우르는 말이었던 가십은 이후 여성들의 대화로 제한되면

서 여성들의 하릴없는 대화 비방 험담을 일컫는 말이 되었다, , 

가십은 남녀 모두를 묘사하는 긍정적인 용어로 (Rosnow, 2001). 

시작되었지만 이후에는 주로 여성들이 나누는 경멸적인 용어가 , 

되었다 일반적으로 가십은 타인에 대한 좋지 않(Rysman, 1977). 

은 의도를 지닌 여성들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가십을 인간의 의사소통 행위로 인식하고 중립적인 관

점에서 살펴본 학자들도 있다 과 는 자연스. Levin Arluke(1985)

러운 대화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가십을 살펴본 결과 전체 가십, 

의 약 만이 부정적인 내용이었고 나머지는 긍정적이거나 중1/4 , 

립적인 내용이었으며 부정적인 가십의 경우 남자와 여자 모두 , 

같은 양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는 일상적 대화 내. Dunbar(2004)

용에 관한 일련의 연구들을 조사한 결과 말하는 시간의 약 65%

정도가 가십에 해당되며 연령과 성의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 

않았음을 보고했다 는 직장 내의 가십과 관련해 부. Foster(2004)

정적 가십뿐만 아니라 긍정적 가십도 있음을 보여주면서 긍정적, 

부정적 가십 모두 조직에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했다 이러한 연. 

구결과는 가십이 인간의 빈번한 대화 형태이며, 가십의 내용이 타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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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비방이나 험담처럼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도 아니

고 여성들만의 전유물도 아님을 의미한다, .

이와 관련해 과 는 가십은 쓸데Fine Rosnow(1978)

없는 이야기가 아닌 사회적 기능을 지닌 대화의 한 장

르로 사회적 맥락에서 개인의 자질이나 행동에 관한 국

소적인 주장이라 했다 또 다른 여러 학자들. (Dunbar, 

2004; Foster, 2004; Gottman & Mettetal, 1986; 

은 가십을 부재한 제 자에 Levin & Arluke, 1985) 3

대한 평가적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본 연. 

구에서도 가십을 부재한 제 자에 관한 평가적 대화로 3

정의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가십은 유아들 사이에서도 나타난다 은 . Fine(1977)

만 세 유아들의 대화에도 성인의 가십과 유사한 형4~5

태가 나타나며 가십이 유아들의 대화에서 중추적인 요, 

소인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Engelmann, Herrmann

과 의 연구에 의하면 만 세 유아들Tomasello(2016) , 3

도 타인에 대한 정보를 또래들과 공유했으며 만 세 , 5

유아들에게서는 가십이 자발적으로 발생했음을 보고했

다 위의 연구들은 가십이 실제로 유아들에게 존재하는 . 

대화의 한 형태이며 유아기에 중요한 사회적 과정일 , 

수 있음을 시사한다(Gottman & Mettetal, 1986). 

그러나 성인의 가십과 마찬가지로 유아들의 가십 역

시 부정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졌다 가십은 유아들의 연. 

령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은밀하고 간접적인 또래 공

격 행위로 여겨졌다 유아들(Eder & Stanford, 1986). 

의 가십은 또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인식된 것이다(Crick, 1997; Lagerspetz, Bj rkqvist, ö
& Peltonen, 1988; Xie, Swift, Cairns, & Cairns, 

자신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은 타인에 대2002). 

한 이야기 다시 말해 가십은 유아들의 바람직한 사회, 

적 관계 형성을 위해 하지 않아야 할 부적절한 행동으

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가십에 대한 여러 연구(Engel & Li, 2004; 

Engelmann et al., 2016; Fine, 1977; Fine & 

Rosnow, 1978; Haux, Engelmann, Herrmann, & 

는 가십이 다양한 사회적 의미를 지Tomasello, 2016)

닌 중요한 의사소통 행위임을 밝히고 있다 가십은 또. 

래들 사이를 더욱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고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가십은 단순히 알고 있는 사이보다 친한 . 

친구사이에서 더 활발히 일어난다(Blumberg, 1972). 

는 가십 자체가 그들이 믿고 소중하게 Hannerz(1967)

여기는 상대와 소통하는 방법이라 했다 또한 가십을 . 

통해 공유된 구성원들 간의 정보와 의견은 서로를 더욱 

친밀하게 만들어준다(Foster, 2004; Gluckman, 

1963; Gottman & Mettetal, 1986; Leaper & 

이를 볼 때 가십은 또래 관계를 더Holliday, 1995). 

욱 긴밀하게 이어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

가십은 또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 인간은 타인에 . 

대한 정보에 근거하여 자신과 상호작용을 할 사람을 선

별한다 타인에 대한 정보를 직접적 교류를 통해서만 . 

얻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인간은 간접적인 . 

경로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 

정보를 얻게 되는데 이 때 가십이 주요한 역할을 한, 

다 가십을 통해 공유 확산되는 정보가 그 사람의 평. , 

판으로 이어져 타인을 식별하고 나와 교류할 사람을 , 

선별하는 자료로 활용된다(Boehm, 2012; Dunbar, 

더욱이 유아들에게는 또래들의 인정이 중요하므1996). 

로 가십을 통해 형성된 평판은 유아들의 또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Fine, 1977). 

또한 가십은 집단 내에서 규범을 전달하고 확인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은 대부분의 가십은 묘사. Fine(1977)

되는 타인의 행동에 관해 명시적 암묵적인 몇 가지 관, 

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가십이 적합한 행동을 배우고 , 

규범을 진술하거나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했

다 규범에 의해 타인의 행동을 평가하고 이것이 가십. 

을 통해 또래들에게 공유되면서 유아들은 집단 규범을 , 

더욱 잘 이해하게 되고 규범은 집단 내에서 공고화된, 

다(Gottman & Mettetal, 1986).

가십은 사람들에게 즐거움도 준다 는 . Rosnow(1977)

가십이 즉각적인 즐거움에서 기인한다고 했다 스페인. 

의 시골 생활을 연구한 에 따르면 가십Gilmore(1978) , 

은 아주 적은 비용으로 사람들에게 상당한 자극을 제공

하면서 삶의 단조로움을 대항하는 방어벽과 같은 오락

이라고 했다 가십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기분을 전환하. 

고 재미를 얻는 방법인 것이다.

이처럼 가십은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가진 대화임에

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유아들의 가십은 깊이 있게 고찰

되지 못했다 가십과 관련된 대다수의 연구들은 성인을 . 

대상으로 한 것들이다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아동을 . 

대상으로 한 연구들도 세 이상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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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그나마 유아를 대상으로 한 가십 연구로는 만 . 3

세와 만 세 유아를 대상으로 친사회적 가십이 타인의 5

평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등 의 Engelmann (2016)

연구가 있지만 이 연구는 설계된 실험연구여서 자연, , 

스러운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유아 간 가십에 대해 탐

구하지 못했다 국내 연구로는 만 세를 대상으로 한 . 5

장현진 홍용희 의 연구가 있지만 이 역시 유아 , (2017)

간 사적 대화의 한 종류로 가십을 소개하는 수준이어

서 유아들의 가십을 자세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 

가십이 사회적 관계형성 타인 선택 규범 준수 등의 , , 

기능을 지닌 사회적 대화임을 고려할 때 유아 간 가십

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다 유아 간 가십 탐구는 유. 

아들의 또래 관계 증진 및 최근 사회적 문제인 또래 괴

롭힘 현상에 대한 이해와 해결 방안 모색에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유아들이 교사가 제공하는 공적인 경험만. 

이 아닌 자신들이 스스로 구성한 비공식적 경험을 통해

서도 바람직한 사회적 행동을 배운다는 것을 보여줄 것

이다. 

가십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일상적 대화 행위라는 

점에서 유아 간 가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십이 일어

나는 상황 속에서 관찰하고 해석해야 한다 이에 본 , . 

연구는 만 세 학급으로 들어가 유아들이 누구에 관한 5

가십을 또래와 나누며 유아 간 가십이 갖는 사회적 기, 

능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 

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만 세 소망반 유아들이 또래와 나누는 가십의 대상은 5

누구인가?

연구문제 2

만 세 소망반 유아들이 또래와 나누는 가십의 사회적 5

기능은 무엇인가?

연구방법. Ⅱ

연구의 배경1. 

본 연구는 부재한 제 자의 대화인 가십을 탐구하는 3

것으로 유아 간 가십이 사회적 의미를 지닌 대화임을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밝히고자 했다 질적 연구방법은 .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의 삶으로 들어가 그들의 관점에서 

행위의 의미를 밝히는 연구방법이다(Glesne, 2008). 

가십은 대화의 한 형태로서 가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관찰하고 그 의미를 파악

해야 한다 왜냐하면 대화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지위 . 

관계 개인적이고 대인 관계적 역사 그리고 관찰된 사, , 

람들의 일상 활동을 포함한 많은 상황적 정보가 중요성

을 가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가(Saville-Troike, 2003). 

십은 단순한 알고 지내는 지인보다는 친밀한 관계 속에

서 비공식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의 환(Blumberg, 1972). 

경에 들어가 외부에서는 잘 포착되지 않는 행동이나 세

부사항까지 관찰할 수 있는 질적 연구방법은 본 연구에 

적합한 연구방법이라 사려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유아. 

들의 일상 공간인 유아 학급으로 들어가 질적 연구의 

방법인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을 통해 유아 간 가십을 관

찰하고 그 의미를 탐구했다, .

연구참여자2.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시에 위치한 바람유치원 만 

세 소망반 유아들이다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으로 만 5 . 5

세경이 되면 유아들은 자신의 생각과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며 주변의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서도 , 

표현할 수 있다 류송미 이차숙 이에 만 ( , 2001; , 2005). 

세 소망반 유아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했다 소망반은 5 . 

여아 명 남아 명으로 총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11 13 24

며 전체 유아 중 명은 만 세 학급에서 진급한 유, 21 4

아들이고 나머지 명은 신입 원아들이다, 3 .

연구절차3. 

자료수집1) 

본 연구는 년 월부터 월까지로 총 회의 2016 4 6 , 20

참여관찰과 회 교사와의 심층 면담 유아와의 비형식2 , 

적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했다 참여관찰은 유아들이 . 

유치원에 등원해서 귀가할 때까지 이루어졌으며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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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또래 대화 중 대화의 상황 속에 존재하지 않은 제 

자와 관련된 대화 내용을 중심으로 관찰했다 교사와3 . 

의 심층 면담은 참여관찰 이후에 실시되었으며 유아들, 

의 개인정보 참여 관찰시 유아들의 대화 내용 중 궁금, 

했던 내용 관찰 내용에 관한 교사의 의견을 알아보았, 

다 유아들의 비형식적 면담은 관찰 중에 이루어졌으. 

며 대화 내용의 배경이나 전후 맥락 궁금한 것이 있, , 

을 때 이루어졌다 참여관찰과 면담 내용은 관찰 현장. 

의 상황을 단어나 간략한 설명으로 기술한 현장 약기

와 보이스 녹음을 통해 수집하고 이후 (field jottings) , 

현장 노트와 면담 전사본으로 자료화했다.

자료분석2) 

자료분석을 위해 수집된 현장 노트와 면담 전사본을 

주의 깊게 읽으면서 자료를 차적으로 가십의 대상과 , 1

기능으로 분류하고 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단어로 예

비범주목록을 만들었다 예비범주 목록에서는 가십의 . 

대상으로 부모 형제 또래 담임 선생님과 담임 이외의 , , , 

선생님이 가십의 기능으로는 정보 전달 교우 관계 행, , , 

동 규제 오락이 작성되었다 예비범주와 자료를 비교, . 

하며 읽으면서 유사한 범주는 통합하고 새로운 범주는 , 

추가하면서 단어들 간 위계를 고려해 재범주화 했다. 

그 결과 가십의 대상으로 부모와 형제는 가족으로 담, , 

임 선생님과 담임 이외의 선생님은 교사로 통합했으며, 

교우 관계는 또래 선택과 우정으로 세분화하는 한편, 

행동 규제는 규칙의 확인으로 오락은 즐거움으로 재명, 

명했다 이후 재범주화된 목록과 관련문헌을 비교ㆍ검. 

토하고 수정ㆍ보완하여 범주화 목록을 완성했다 완성, . 

된 범주화 목록에 근거해 자료를 다시 살펴보고 범주를 

대표할 수 있는 사례를 선정했다.

질적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지속적인 관찰과 충

실한 자료 기록 그리고 관찰과 기록 사이의 일치도에 ,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여러 (Bogdan & Biklen, 2006). 

번의 참여관찰을 실시했으며 관찰 내용의 정확한 기록, 

을 위해 관찰 중 대화 내용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현장 약기 와 녹음 자료를 비교 대조하(field jottings) , 

며 자료화했다 참여관찰과 면담을 활용한 삼각 측정법. 

을 통해서도 자료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했다. 

이와 함께 교사와 연구결과를 공동 검토하는 참여자 “

확인 과정을 두어 자료 해석”(Glesne, 2008, p. 295) 

시의 오류를 줄이고자 했다.

연구결과. Ⅲ

만 세 소망반 유아들이 또래와 나누는 가십의 대상1. 5

또래1) 

유아들은 부재한 제 의 또래에 관한 가십을 나누었3

다 유아들은 가십을 통해 제 의 또래에 대한 정보를 . 3

공유하며 또래에 대해 평가했다 다음은 진우가 소망반. 

에 처음 들어온 날 수연 하영 용준이 나눈 대화 내용, , 

이다.

교사가 소망반에 새로 들어온 진우에게 개인장, 

옷걸이 모둠 표시 등을 안내하고 있다 수연이 , . 

교사 곁에서 진우를 지켜보고 있다 잠시 뒤 수. 

연이 하영과 용준이 있는 조작영역으로 간다. 

수 연 눈짓으로 진우를 가리키며 선생님 : ( ) 

옆에 있는 쟤 보여?

용 준 누구야 처음 보는 아이네: ? .

수 연 새로운 친구래 새로운 얘 초록 모둠: . 

이래 그런데 쟤 선생님이 물어봐도 . 

고개만 끄덕이고 말도 안 해. 

하 영 실망하는 듯한 표정과 목소리로 쟤: ( ) 

가 초록 모둠이라니 우리 오늘 모..... 

둠끼리 귓속말 전달하기 게임 또 하

기로 했잖아 쟤가 잘 할 수 있을까. ?

용 준 쟤가 말 안 해서 초록 모둠 오늘도 : 

질 걸. 

하 영 한숨을 쉬며 아 쟤가 초록 모둠이 ( ) ~ 

아니라면 정말 좋겠다.

관찰( , 2016. 4. 8)

수연은 가십을 통해 하영 용준에게 새 친구인 진우, 

의 등장을 알리며 자신이 알게 된 진우의 정보를 전달, 

했다 하영과 용준은 수연이를 통해 새 친구 진우가 초. 

록 모둠에 속하며 말수가 적은 아이라는 것을 알았다, . 

가십을 통해 얻게 된 진우의 정보는 수연 하영 용준, , 

이 진우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다 진우가 초록 모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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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말을 잘 하지 않는다는 수연의 이야기를 듣고 진

우 때문에 귓속말 전달하기 게임에서 초록 모둠이 질 

것이라는 유아들의 대화를 보면 알 수 있다 즉 유아들. 

은 가십을 근거로 진우가 귓속말 전달하기 게임을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음은 지은과 수연이 승혁이에 대. 

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다. 

지은과 수연이 쌓기놀이 영역에서 자석블록으로 

마라카 만들기를 하고 있다 그 때 희망반 남‘ ’ . 

자 어린이인 승준이가 들어왔다. 

지 은 희망반 선생님과 들어오는 승준이를 : (

바라보며 한심하다는 표정과 말투로 발) 

차기를 또 했군 둘이 똑같네 똑같어. . . 

쌓기놀이 영역에서 놀이하는 승혁이를 (

가리키며 연구자를 보고 쟤네 쌍둥이, ) 

예요. 

연구자 지금 온 아이가 승혁이 형 승준이구: 

나.

수 연 뭐가 똑같아: ? 

지 은 승혁이도 그러잫아 놀 때 맨날 놀 : . ~ 

때 발차기하고 둘이 똑같네~ .

수 연 넌 어떻게 알아: ? 

지 은 희망반에 내 친구 있거든 개가 말해줬어: . . 

승준이 발차기해서 선생님한테 혼났다고. 

교 사 전체 유아들을 향해 우리 소망반에: ( ) 

는 발차기 하는 사람 없지요 우리 ? 

승준이한테 어떻게 지내는지 보여주

자.

수 연 큭큭 웃으며 지은을 보며 네가 맞: ( , ) 

혔네 그런데 내일은 승혁이가 발차. 

기해서 희망반가는 것 아니야 오늘? 

은 승준이가 소망반 내일은 승혁이, 

가 희망반. 

관찰( , 2016. 4. 7)

승준이와 승혁이는 바람유치원 만 세반인 소망반과 5

희망반에 각각 재원 중인 쌍둥이 형제이다 지은은 희. 

망반 교사와 함께 들어오는 승준이를 보고 승준이가 친

구들에게 발차기를 해서 온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은이. 

가 승준이의 행동을 예상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전에 희

망반 친구와 승준이에 관한 가십을 나누었기 때문이었

다 지은이는 가십을 통해 같은 반이 아님에도 불구하. 

고 승준이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지은이. 

의 예상대로 승준이가 발차기 때문에 온 것이 확인되

자 지은이는 승준이와 승혁이가 서로 외모가 닮은 것, 

처럼 친구들에게 발차기하는 것까지 똑같다며 승혁 승, 

준 모두를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인물로 묘사했다 수. 

연 역시 지은이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승혁 승준이를 , 

부정적으로 평가했는데 내일은 승혁이가 발차기를 해, 

서 희망반으로 갈 것이라는 대화를 보면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유아들은 다른 또래의 행동, 

을 관찰하고 평가하며 이를 가십을 통해 친구들과 공, 

유했다 유아들의 가십은 또래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 

얻는 창구인 동시에 또래를 평가하며 서로 의견을 나누

는 장이었다.

교사2) 

유아들의 가십 대상에는 교사도 포함되었다 유아들. 

은 학급 담임뿐만 아니라 옆 반 교사 학원이나 학습지 , 

강사 등 다양한 선생님에 대해 가십을 나누었다 다음. 

은 은진과 경아가 담임교사의 달라진 외모를 두고 나누

는 가십이다.

은 진 선생님 안경 봤어: ?

경 아 아니: .

은 진 선생님 안경 바꿨어 동그란 안경으: . 

로 바뀌었어 그런데 못생겨졌지. ?

경 아 난 잘 모르겠는데: ....

은 진 난 이상한 것 같아 옛날 안경이 더 : . 

좋았던 것 같아 동그란 안경을 쓰. 

니까 선생님이 눈이 더 쪼그만해졌

어. 

경 아 웃음을 참지 못하고 눈이 콩알만큼 : ( ) 

작아졌나? 

은 진 콩알 큭큭 선생님 눈이 콩알 웃음: ? . (

을 터뜨린다 우리 오빠가 눈 작은 .) 

사람보고 멸치 눈이라고 했는데 우

리 선생님 눈은 멸치 눈이네.

관찰( , 2016. 5. 6)

은진은 담임 선생님의 안경이 바뀐 것을 알아차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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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아에게 말하며 교사의 외모를 평가했다 새로 바뀐 , . 

안경이 선생님과 어울리지 않는다며 새로 산 동그란 , 

안경을 쓰니 못생겨졌다는 은진이의 말을 보면 알 수 

있다 이후 은진이와 경아는 선생님의 눈을 콩알 멸치 . , 

눈에 빗대며 놀렸다 다음은 점심 급식 준비를 하며 화. 

장실 세면대에서 용준과 태민이 옆 반 희망반 교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다.

용 준 너 희망반 이야기 들었어: ?

태 민 아니 무슨 이야기: . ?

용 준 희망반 송인영선생님 화나셨대: .

태 민 넌 어떻게 알아: ?

용 준 희망반 병수가 알려줬어: . 

태 민 희망반 송인영 선생님 진짜 무섭다던: 

데...

용 준 응 정말이야 내가 전에 봤는데: . . .... 

얘들이 줄 서다가 장난치니까 목소리

도 변하고 얼굴도 무섭게 변하고 정...

말 송인영 선생님이 우리 소망반 선

생님이 아니라서 다행이야. 

관찰( , 2016. 5. 13)

소망반과 희망반은 같은 시간 같은 급식실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 때문에 소망반과 희망반 유아들은 급식 시

간 전 화장실에서 만나 자주 대화를 나누고는 했다 위. 

의 사례가 관찰된 날도 소망반의 용준이와 희망반의 병

수가 급식 시간 전 화장실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었음을 

알 수 있다 용준이가 희망반 선생님이 화를 냈다는 병. 

수의 이야기를 태민이에게 전하면서 가십이 시작되었

다 용준이와 태민이는 희망반 선생님을 규칙을 어기면 . 

표정 목소리가 변할 정도로 매우 무섭게 유아들을 혼, 

내는 선생님으로 평가했다 특히 용준이는 자신이 희망. 

반이 아닌 것을 다행스러워할 정도로 희망반 선생님을 

부정적으로 그렸다. 

교사와의 면담에서 소망반 교사는 유아들의 가십 대

상에 교사가 있음을 인정했다 소망반 교사는 유아들이 . 

상호작용하는 주요 인물 중에는 교사도 있으므로 유아

들이 교사에 대해 가십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고 여겼다.

아이들이 만나는 사람 중에는 선생님도 있

으니까 선생님 이야기도 많이 나누는 것 같

아요 저한테도 종종 피아노나 태권도 학습. , 

지 선생님 이야기를 해 주거든요 그 선생님 . 

예쁘다 웃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 주어요, . 

우리도 학창시절을 생각해보면 친구들과 수

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 등 여러 선생님들 ,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유아들도 마찬가지인 . 

것 같아요. 

교사면담( . 2016. 5. 13)

이처럼 유아들은 담임교사 유치원 내 다른 학급 교, 

사 학원 및 학습지 강사 등 자신의 삶에서 만나는 다, 

양한 교사에 대해 또래들과 가십을 나누었다 유아들에. 

게 가십은 자신들보다 높은 위계와 권위를 가진 교사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곳이었다.

가족3) 

유아들은 또래와 부모 형제 등 자신들의 가족에 대, 

한 가십도 나누었다 유아들은 가족의 외모 단점 행동. , , 

에 대해 또래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다음은 세희와 . 

수정이 수정이의 동생에 관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다.

세 희 저번 토요일에 민정이 봤잖아 결혼: . 

식장에서 그런데 너한테 까부는 것 ~ 

같던데 마침 잘 왔어 이러더라... . . 

연구자 민정이가 누구야: ?

수 정 제 동생이예요 걔는 살이예요: . 6 . 

세 희 민정이는 까불이야: .

수 정 개구쟁이야 엄청 개구쟁이 말썽쟁: . . 

이 날 매일 매일 괴롭히고 때리고 . 

놀려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 

리 오빠한테도 까불어. 

세 희 내 동생하고 똑같네 언제 한 번 혼: . 

내야 하지 않아? 

수 정 내 말은 안 들어 오빠 말도 안 듣: . 

고. 

관찰( , 2016. 5. 23)

세희는 지난 토요일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경험을 회

상하며 수정의 동생 민정이에 대한 가십을 시작했다. 

수정이와 세희는 민정이를 언니 오빠를 힘들게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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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로 평가했다 민정이에게 까불이 개구쟁이 말. “ ”, “ ”, “

썽쟁이 라는 별명을 붙인 것 언니 오빠를 괴롭히고 ” , , 

때리고 놀리며 언니 오빠 말은 듣지도 않는다는 수정, , 

의 대화와 동생들은 다 똑같다는 세희의 대화가 이를 

말해준다 또한 유아들은 부모도 가십의 대상으로 삼았. 

다 다음은 부모의 외모에 대해 가십을 나누는 유아들. 

의 사례이다.

가 은 나 너 네 아빠 본 적 있어 지난번: ? 

에 너랑 언니랑 가는 것 봤어 문방. 

구 가는 것 그런데 너네 아빠 뚱뚱. 

하고 키가 작더라.

경 아 우리 아빠 쌀밥을 좋아해서 그래 쌀: . 

밥을 좋아하면 살이 쪄.

가 은 따지듯이 에이 무슨 쌀밥을 먹는: ( ) ~ 

다고 뚱뚱해지냐?

경 아 아니야 쌀밥을 많이 먹으면 살이 : ~ 

많이 쪄 밥에 다른 것을 많이 넣어 . 

먹으면 살이 안 찌고 그래서 밥만 ... 

먹으면 우리 아빠처럼 뚱뚱해지고 

배도 엄청 나와 그래서 우리 엄마. 

가 아빠보고 배불뚝이래 웃음을 터.(

뜨린다.)

관찰( , 2016. 6. 24) 

가은은 경아의 아빠를 본 경험을 떠올리며 경아의 

아빠를 뚱뚱하고 키가 작다고 평가했다 경아 역시 가. 

은의 평가에 동의하며 아빠가 살이 찐 이유가 쌀밥 때

문이라고 했다 경아는 살이 찐 아빠의 외모를 더욱 강. 

조하기까지 했는데 뚱뚱하다는 가은의 이야기에 배도 , 

엄청 나왔다고 덧붙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심지어 . 

경아는 아빠의 외모를 놀리며 즐거워했다 아빠의 별명. 

인 배불뚝이 를 이야기하며 웃음을 터뜨리는 경아의 “ ” , 

모습이 이를 말해준다.

이처럼 유아들은 부모 형제 등 가족들도 가십 대상, 

으로 삼았다 가십은 학급 안 또래들과 나눈 이야기이. 

지만 가십거리가 되는 대상은 학급 안의 인물로만 국, 

한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만 세 소망반 유아들이 또래와 나누는 가십의 2. 5

사회적 기능

또래 관계 강화1) 

유아들의 가십은 또래 간 친밀함과 관련이 있었다. 

유아들은 모든 유아가 아닌 자신과 친숙한 친구들과 가

십을 나누었으며 가십을 통해 또래와 깊은 유대감을 , 

형성했다.

하 림 이하영은 맨날 여자아이들하고만 놀: 

아. 

동 건 응 내가 언제 물어보니까 여자 아이: . 

들하고 놀아도 재미있대.

하 림 여자아이도 아니면서 그렇게 여자: .... 

아이들하고 놀면 진짜 사나이가 못 

되지.

동 건 맞아 하림이를 보고 웃으며 우리는 : . ( ) 

진짜 사나이지.

진 우 너네 무슨 이야기 해: ?

동 건 우리 아무 이야기도 안 했어: .

진 우 너네 방금 웃으면서 말했잖아: . 

하 림 우리 네 이야기 안 했어 이동건 우: . 

리 가서 바둑알 가지고 놀자. 

관찰( , 2016. 6. 1)

연구자 하림아 왜 진우가 오니까 다른 데: , 

로 갔어 왜 진우가 알면 안 되는 . 

이야기야 진우 이야기도 아니었잖? 

아. 

하 림 진우도 여자아이들하고 친하단 말이: 

예요 우리 이야기는 진짜 사나이들. 

만 하는 이야기에요. 

연구자 진짜 사나이는 어떤 사람들인데: ?

하 림 진짜 사나이는 여자들하고 안 놀아: 

요 진짜 사나이는 남자들하고만 놀. 

아요 그래서 진우는 진짜사나이가 . 

아니예요.

관찰( , 2016. 6. 1)

하림 동건 진우 하영은 모두 소망반의 남자 유아, , , 

들이다 위의 첫 번째 사례를 보면 하림은 하영이 여자 . 

유아들과 어울리는 것을 못마땅해했다 하림은 여자 유. 

아들과 노는 하영이는 진짜 사나이가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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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진우가 하림과 동건의 대화에 개입하려고 하자 

하림과 동건은 하던 이야기를 정리하며 진우와의 대화

를 거절했다 이어진 하림과의 면담에 따르면 하림이 . 

진우와의 대화를 꺼린 이유는 진우 역시 하영과 마찬가

지로 여자 유아들과 친한 남자 유아이기 때문이었다. 

하림은 진짜 사나이 라는 표현을 통해 소망반 유아들“ ”

을 남아들끼리만 어울리는 그룹과 남녀가 함께 어울리

는 그룹으로 구분한 뒤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대는 남

아 그룹에만 속하는 진짜 사나이들로만 한정했다 하림. 

에게 가십을 나눌 수 있는 상대자는 나와 동일한 특성

을 지니며 우정을 나누는 진짜 사나이만 가능했던 것이

다. 

한편 가십을 통해 유아들은 서로 공유된 인식을 나, 

누며 특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음은 점심시간 지, . 

우와 은진이 김치를 먹지 못하는 가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다.

은 진 있잖아 이가빈 매운 음식 못 먹는: , 

대 그래서 김치 못 먹는대. .

지 우 일곱 살이 되어서 김치를 못 먹는 사: 

람이 어디 있어 이가빈은 아직 애~. 

기네 애기. .

은 진 웃으며 김치도 못 먹는 애기가 유: ( ) 

치원을 다니네.

지 우 웃으며 맞아 우리는 김치 잘 먹: ( ) . 

지 우리는 다 커서 김치 잘 먹는 ~? 

어린이이고 이가빈은 아직도 김치 , 

못 먹는 애기. 

관찰( , 2016. 5. 10)

은진과 지우는 가십을 통해 살이나 되었음에도 매7

운 김치를 먹지 못하는 가빈이를 흉보았다 지우와 은. 

진은 가빈에 대한 가십을 나누면서 김치를 잘 먹는다는 

서로의 공통점을 발견했다 아기처럼 김치도 못 먹는 . 

가빈이와는 달리 우리는 다 커서 김치를 잘 먹는 어린

이라는 말을 보면 알 수 있다 가십은 지우와 은진 사. 

이를 더욱 가깝게 만들었는데 지우와 은진이 웃음을 , 

교환하고 서로를 묶어 우리 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 “ ”

알 수 있다. 

유아들은 학급 내 모든 유아들이 아닌 학급 안에서

도 나와 친밀한 또래하고만 가십을 공유했다 또한 유. 

아들은 가십을 나누며 공통점을 발견하거나 서로의 생

각에 동의하며 더욱 가까워졌다.

또래 선택2) 

다른 또래의 행동에 대한 가십은 또래에 관한 평가

로 이어졌고 이는 유아들의 또래 선택에 영향을 미쳤, 

다 유아들은 유아와의 직접적인 경험이 없었음에도 가. 

십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유아에게는 호의를 보인 

반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유아는 선호하지 않았다, . 

다음은 승환에 대한 유아들의 가십 내용이다.

하 림 윤승환은 맨날 거짓말만 쳐: .

우 진 정말: ?

하 림 자기가 어제도 우리 반에서 점심 제: 

일 빨리 먹었다고 했는데...

우 진 그런데 지은이가 제일 빨리 먹었지: .

하 림 응 그래서 내가 지은이가 등이라고 : . 1

했더니 윤승환이 또 여자아이들은 

빼고 자기가 등이래1 .

우 진 그럼 진짜 등은 아니지: 1 . 

하 림 윤승환 말은 다 뻥이야 그래서 난 : . 

윤승환이랑 말하기 싫어.

우 진 윤승환 말은 못 믿겠군 나도 윤승환: . 

하고 말하지 말아야겠다.

관찰( , 2016. 4. 8)

우 진 번개맨 할 사람 여기 여기 붙어라: ~

승 환 이우진 나도 나도: . 

우 진 못 들은 척 한다: ( .)

승 환 야 이우진 나 번개맨 놀이 한다니: ~ , 

까...

우 진 우리 번개맨 놀이 이제 안 할거야: . 

관찰( , 2016. 4. 8)

연구자 우진아 번개맨 놀이가 갑자기 하기 : . 

싫어졌니 아까 번개맨 할 사람 찾? 

았잖아. 

우 진 윤승환이 같이 한다잖아요 승환이랑 : . 

같이 하기 싫어요.

연구자 승환이가 뭘 잘못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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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진 다른 얘들이 그러는데요 윤승환은 : . 

뻥쟁이래요 맨날 거짓말 친대요 그. . 

래서 윤승환하고 같이 안 놀기로 했

어요.

면담( , 2016. 4. 8)

하림이는 전날 점심을 빨리 먹는 순위와 관련해 말

을 번복하는 사례를 들면서 승환이에게 거짓말을 한다

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 사례에서 눈여겨보아야 . 

할 것은 우진이의 반응이다 우진이는 승환이가 거짓말. 

을 한 상황을 직접 보지 않았음에도 하림이의 부정적 

평가에 동의하며 자신도 승환이와 말하지 않을 것이라

고 했다 그리고 실제로 위의 두 번째 사례와 세 번째 . 

면담에서 하림이와 나눈 가십으로 인해 우진이가 승환

이를 놀이 상대로 받아주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는 가십 속에서 나눈 또래 평가가 유아들의 또래 선택

에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다음은 실외자유선택활. 

동을 마치고 줄을 서면서 주영 수연이가 영훈과 승혁, 

이에 대해 나눈 대화이다.

실외자유선택활동을 마치고 교사가 탬버린을 흔

들며 모이자고 말한다 유아들이 놀잇감을 정리하. 

고 교사 앞에 한 줄로 선다 영훈과 승혁이는 계. 

속 놀이터 주변을 돌아다니며 몸장난을 하고 있

다. 

주 영 앞에 서 있는 수연에게 나는 쟤네 : ( ) 

둘이 같이 줄 서면 안 된다고 생각

해 모여 앉을 때도 밥 먹을 때에도 . ~ 

말이야.

수 연 왜: ?

주 영 내가 언제 쟤네 사이에 앉아서 밥을 : 

먹었거든 그런데 그때 쟤네 둘이 밥. 

도 안 먹고 둘이 손잡고 계속 장난해

서 내가 가운데에서 강조하며 굉장( ) 

히 힘들었거든 박영훈이 권승혁하~. 

고 있으면 엄청 장난이 심해. 

수 연 몸장난을 하는 영훈과 승혁을 바라보: (

며 지금처럼 저렇게) ~?

주 영 응 몸장난을 하는 승혁과 영훈을 한: . (

심하다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그래서 ) 

난 그냥 쟤네 둘이 같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수 연 바깥 놀이 끝나고 점심 먹을 때 박영: 

훈하고 권승혁하고 사이에 앉게 되면 

다른 자리에 가서 앉아야겠다. 

주 영 그래 좋은 생각이야: . . 

관찰( , 2016. 6. 21)

주영은 줄을 서지 않고 장난치는 영훈과 승혁의 모

습에 급식 시간에 그들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을 떠올, 

리며 영훈과 승혁을 장난이 심한 아이라고 평가했다. 

주영이는 영훈이와 승혁이 함께 있을 때 더욱 장난이 

심해진다고 하며 영훈과 승혁이 서로 같이 있으면 상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여겼다 때문에 주영이는 영. 

훈이와 승혁이가 함께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 

런데 승혁과 영훈에 대한 주영이의 평가는 수연이에게 

영향을 미쳤다 수연이는 영훈 승혁이와 관계된 직접. , 

적인 경험이 없었음에도 주영이의 이야기에 근거해 자

신의 행동을 결정했다 수연이는 점심 먹을 때 영훈이. 

와 승혁이 사이에는 앉지 않기로 했던 것이다.

이처럼 가십의 대상이 되는 유아의 평가는 당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는 다른 유아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왜냐하면 유아들은 놀이 상대나 행동을 선택하. 

는 준거로 가십에서 나눈 이야기를 활용했기 때문이다.

규칙의 확인3) 

유아들은 규칙에 따라 가십의 대상이 되는 인물의 

행동을 평가했고 이를 또래와 공유했다 유아들에게 , . 

가십은 학급 규칙을 확인하는 장이였는데 특히 또래에 , 

대한 부정적 평가와 관련된 가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

났다 다음은 언어 영역에서 하영과 유민이 나누는 대. 

화의 일부이다.

하 영 야 김은진 선생님한테 혼났어: ~ . 

유 민 왜: ? 

하 영 장난감 가지고 와서: . 

유 민 내가 자기 겨울왕국 인형 가지고 왔: 

다고 말할 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어. 

하 영 넌 인형 가지고 온 것 알았어: ?

유 민 아까 나한테 와서 귀에 대고 보고 싶: 

냐고 물어봐서 난 싫다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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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영 은진이는 맨날 선생님 몰래 뭘 가져: 

와서 언제 혼날 줄 알았어. 

관찰( , 2016. 5. 16)

겨울왕국 인형 때문에 교사에게 혼날 것이라고 예상

한 유민이의 대화와 은진이는 맨날 몰래 가져와서 선생

님께 혼날 줄 알았다는 하영이의 대화가 암시하듯이, 

소망반에서는 집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오지 않는 것이 

규칙이다 그러므로 은진이가 집에서 겨울왕국 인형을 . 

가지고 온 것은 학급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었고 이로 , 

인해 은진이는 선생님께 꾸지람을 들었다 그런데 하영. 

과 유민이 은진이에 대한 가십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장

난감에 대한 소망반의 규칙과 규칙은 지키지 않은 것은 

부적절한 행동임을 알기 때문이었다 다음은 영훈과 승. 

혁이 쌓기놀이에서 나누는 대화이다. 

영 훈 내 동생은 정말 문제야 문제: .

승 혁 왜 네 말 잘 안 들어: ? .

영 훈 내 말도 안 듣지만 엄마 말도 안 들: 

어 어제는 도훈이하고 엄마하고 싸웠. 

어. 

승 혁 무슨 일로: ?

영 훈 엄마가 핸드폰 가져가서 도훈이가 : . 

엄마하고 약속한 유투브 개 다 봤는3

데 계속 유투브 본다고 울어서 엄마

가 화나서 도훈이한테 소리쳤어.

승 혁 네 동생도 유투브 봐: ? 

영 훈 엄청 좋아해 맨날 본다고 엄마하고 : . 

싸워 유투브 본다고 엄마한테 핸드폰 . 

달라고 하는데 엄마가 안 된다고 하

면 누워서 울어 하루에 유투브는 . 3

개만 봐야 하는데 말이야 눈 나빠지. 

고 유투브 많이 보면 바보 되는데... 

문제야 문제. 

관찰( , 2016. 4. 25)

위의 사례를 통해 영훈이의 집에서는 하루에 유투브

를 개 이상 보지 않는다는 규칙이 존재함을 알 수 있3

다 영훈이의 동생 도훈이가 엄마와 약속한 유투브 개. 3

를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보고 싶어서 울었고 결

국 엄마와의 갈등으로까지 이어졌다는 대화를 보면 알 

수 있다 영훈이는 유투브를 많이 보면 눈이 나빠지고 . 

바보가 된다는 말을 하며 유투브와 관련된 규칙을 지켜

야하는 이유를 승혁에게 설명했다 또한 영훈이는 동생. 

의 행동에 대해 문제야 문제 라고 말하며 규칙을 지“ ” , 

키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은 부적절함

을 지적했다 승혁에게 들려준 동생의 가십은 영훈에게 . 

자신의 가정에 존재하는 규칙을 확인하며 규칙 준수가 

바람직한 행동임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유아들은 학급 혹은 가정에서의 규칙에 따라 타인의 

행동을 평가하고 가십을 통해 또래와 공유했다 가십, . 

은 규칙을 위반하면 또래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인물로 

평가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가십. , 

은 유아들에게 학급 혹은 가정에서의 규칙을 상기시키

며 규칙 준수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했다, .

즐거움4) 

유아들은 가십을 나누면서 또래들과 즐거움을 공유했

다 유아들에게 가십은 학급에서 또래와 나누는 재미있. 

는 이야기였다 다음은 수연의 행동에 대해 동건과 준. 

수가 나눈 가십의 일부이다.

동 건 이수연 코팠다 웃겨서 눈물이 날라: . 

고 해 너무 웃겨서. ~

준 수 동건을 보고 웃는다: ( .)

동 건 너무 웃기지 너무 웃겨 죽겠어: ? .

준 수 동건을 보고 웃으며 정말 웃기다: ( ) . 

그런데 그것 누가 이야기 해 주었어?

동 건 이수연이 코 판 것 내가 숨어서 봤: 

어 일곱 살이 코 파서 자기 바지에 . 

묻혔어 진짜 더럽지 그런데 너무 . ? 

웃기지 서하림 내가 웃긴 이야기 해 ? 

줄까 하림에게 작은 목소리로 이수? ( ) 

연 코 팠다.

관찰( , 2016. 6. 23)

수연이 코 판 것을 보게 된 동건은 이 사실이 너무 

웃겨서 수연이 없는 자리에서 준수에게 말했다 동건이 . 

수연이의 일화를 꺼낸 것은 수연이의 행동을 통해 느낀 

즐거움을 친구들에게도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동건 뿐. 

만 아니라 동건이의 이야기를 들은 준수도 가십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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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움을 느꼈다 동건의 이야기에 웃음과 정말 웃기. “

다 라고 호응한 준수의 말에서 알 수 있다 동건에게 ” . 

수연이에 대한 가십은 또래와 나누는 재미있는 이야기

이며 또래들 또한 동건이의 이야기에 즐거워했다 다, . 

음은 경아와 주영이 교생 선생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

는 장면이다. 

경 아 교생 선생님을 가르키며 저 선생님: ( ) . 

살이래 내가 아까 물어봤는데 대23 . 

학교 다닌대. 

주 영 그러면 대학교도 다니고 우리 유치원: 

도 다니네 우리 내일 현장학습 가잖. 

아 가서 뭐 하는지 물어볼까. ?

경 아 물어봐도 모른다고 할 걸 저 선생: ~ 

님은 진짜가 아니야 진짜 소망반 선. 

생님이 아니니까 물어봐도 몰라... . 

주 영 그럼 가짜 선생님인데 내일 뭐하는지 : 

모르면 바보 선생님이네 바보. . 

경 아 웃으며 바보 선생님 가짜 선생님: ( ) ~ ~

관찰( , 2016. 4. 14)

경아와 주영이 교생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워하고 있다 경아와 주영은 교생 선생님이 대학생. 

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학급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담임 선생님과는 다른 선생님임을 구분했다. 

교생 선생님은 진짜 소망반 선생님이 아니라서 내일 일

정에 대해 모를 것이라는 경아의 대화를 보면 알 수 있

다 또한 경아와 주영이 소망반 선생님은 진짜 선생님. , 

교생 선생님은 가짜 선생님이라고 명명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심지어 경아와 주영은 교생 선생님을 바보 . “

선생님 이라고 놀리며 즐거워했다” .

이처럼 유아들은 가십을 나누면서 또래들과 즐거움을 

나누었다 유아들은 위의 사례 속 코파기 선생님 놀리. , 

기처럼 예의범절에 벗어나거나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행동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자유를 가십 

안에서 제공받으며 즐거워했다.

논의 및 결론. Ⅳ

본 연구는 부재한 제 자에 관한 평가적 대화인 가3

십을 질적 연구방법으로 살펴보고 가십이 유아들에게 , 

사회적 의미를 지닌 대화임을 밝히고자 했다 이를 위. 

해 바람유치원 소망반 만 세 유아들이 또래와 나눈 5

가십의 대상과 사회적 기능을 고찰했다 본 연구결과에 . 

대한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들이 나눈 가십의 대상에는 또래 교사, , , 

가족이 있었다 유아들은 소망반의 다른 유아의 행동을 . 

관찰하고 평가한 내용을 그 유아가 없는 자리에서 또, 

래와 공유했다 유아들은 담임교사 유치원 내의 다른 . , 

교사 학원 및 학습지 강사 등 자신들이 만나는 모든 , 

교사에 대해 또래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한 유아들의 . 

가십 대상에는 부모 형제 등 자신들의 가족도 포함되, 

었다 유아들은 또래 교사 가족 등 생활을 같이하며. , , ,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존재들을 가십의 대

상으로 삼았다 이는 유아들이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 

맺는 사회적 존재이며 이 중에서도 또래 교사 가족이 , , , 

유아들에게 강한 영향력이 지닌 사람들임을 확인시켜준

다.

한편 유아들이 또래 교사 가족에 관한 가십을 할 , , 

수 있었던 데에는 그들의 모습과 행동 등을 주의 깊게 

관찰했기 때문이었다 과 는 가십이 유아. Engel Li(2004)

들이 타인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민감한 관, 

찰자임을 보여준다고 했다 즉 가십은 유아들이 타인에 . 

대해 지각 관찰 평가하는 사회적 능력의 소유자임을 , , 

알려준다 또한 유아들은 권위적 힘을 지닌 교사 부모. , 

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가십을 통해 자유롭게 말했다. 

는 유아들은 학급 안에서 사회화되어가Corsaro(1985)

면서도 동시에 자신들만의 세계를 구축한다고 했다 유. 

아 간 가십은 교사 부모와 같이 사회적 위계로부터 온 , 

힘이 미치지 않은 유아들만의 대화 공간인 것이다 따. 

라서 유아들의 가십을 타인에 대한 쓸데없는 이야기가 

아닌 유아들의 자연스러운 생각과 모습이 반영된 곳으

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아들의 가십은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지녔, 

다 유아들은 가십을 통해 또래 관계를 강화했다 유아. . 

들은 자신들과 친밀한 관계인 또래와 가십을 나누었다. 

또한 유아들은 가십을 통해 또래와 공감대를 형성하며 

유대감을 높였다 이는 가십이 사람들 간의 친밀감을 . 

높이고 우정을 형성한다는 여러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Ellwardt, Steglich, & Wittek, 2012; McDonald, 

Putallaz, Grimes, Kupersmidt, & Coie,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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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면 친한 친구 사이일수록 가십Blumberg(1972)

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 이유는 가십과 위험한 . 

의견의 공유는 신뢰와 안전을 요구하는데 우정만큼 안, 

전한 맥락이 없기 때문이다(Abrahams, 1970; Noon 

와 는 & Delbridge, 1993). Derlega Chaiken(1977)

화자와 청자가 편안한 관계라면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되

고 교류될 것이며 공유된 정보는 그들의 사이를 더욱 , 

공고하게 만들어준다고 했다 친한 유아들이 모여 가십. 

을 나누고 가십을 통해 공유된 정보가 유아들 사이를 ,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은 가십이 유아들의 

관계를 굳건히 만들어주는 기제가 됨을 의미한다 이는 . 

유아들이 누구와 가십을 나누는지가 유아들의 또래 관

계를 파악하는 척도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가. 

십과 같은 의견의 공유가 사람들 사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은 가십이 유아들의 친밀감을 증진시

키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과 . Gottman

은 가십이 두 명의 낯선 아동이 서로 Mettetal(1986)

친해지는 사회화 과정에 매우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

했다 따라서 유아들의 가십을 또래 관계 형성 방법으. 

로 인식하고 유아들이 친구가 되는 사회적 과정으로 ,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가십은 유아들이 학급 안에서 함께 어울릴 또래를 

선택할 때에도 작용했다 유아들은 직접적 교류가 없었. 

음에도 가십을 통해 얻게 된 정보와 평가에 근거해 함

께 할 또래를 선별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가십에. 

는 집단의 구성원들이 알고 싶어 하는 다른 구성원의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개인의 , 

이익과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Hess & Hagen, 2019). 

또래 선택은 가십의 내용이 부정적일 경우 더 큰 효과

를 발휘했다 본 연구결과는 유아들은 함께 놀이를 할 . 

또래를 선택할 때 직접적인 관찰뿐만 아니라 가십에도 

영향을 받았다는 등 의 연구결과와 맥을 Haux (2016)

같이한다 과 . Tomasello, Melis, Tennie, Wyman

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에게 부정적 Herrmann(2012)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배제하기 위해 자신과 상호작용 

할 사람을 선택한다 이 때 평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 가십은 평판 형성의 주요 경로가 된다, (Boehm, 

2012; Dunbar, 1996; Sylwester & Roberts, 2010).

한편 은 가십이 한 사람의 명성에 직접적Fine(1977)

인 위협을 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했다 유아들 . 

역시 가십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은 또래는 선호하지 않

았다 이는 가십이 또래 사이에서 특정 유아가 부정적 . 

인물로 낙인 되는 과정에 중요하게 작용함을 의미한다. 

부정적인 가십이 또래 사이에서 드러나지 않은 공격적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Eder & Stanford, 1986; 

그러므로 Martinescu, Janssen, & Nijstad, 2019). 

교사는 유아들의 긍정적 또래 관계 형성을 위해 유아 

간 가십에 귀 기울여야 하며 가십에서 자주 부정적으, 

로 평가되는 유아가 있다면 해당 유아가 또래로부터 소

외되거나 따돌림을 당하지는 않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

고 도움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가십은 유아들이 규칙을 확인하고 준수하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 이는 타인의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가십. 

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에 의하면 . Milinski(2019)

가십은 처벌과 비교할 때 그 효용을 낮추지 않으면서도 

적은 비용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방법이 된다 가십을 . 

통해 규준에 어긋난 행동이 부적절한 행동을 평가되고 

공유되면서 가십은 유아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규제하는 

사회통제적 기능을 가진다 나아가 유아 간 가십은 사. 

회적 규준 학습의 교육적 역할도 담당했다 유아들은 . 

타인의 부적절한 행동을 학급 또는 가정에서의 규칙에 

근거해 평가하며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 

않은 행동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유아들은 학급 가. , 

정에서의 규준을 확인하며 규준을 따르는 것이 적합한 , 

사회적 행동이라는 것을 배운다 즉 유아 간 가십은 학. 

습이 교사에 의해 제공되는 공식적 영역이 아닌 유아들

의 자발적 비공식적 영역에서도 이루어짐을 보여줌으, 

로써 사회 규범에 관한 학습의 장으로서의 유아 간 가, 

십의 가치에 대해 인식하게 한다.

유아들에게 가십은 학급 생활의 즐거움이었다 또래. 

와의 가십은 유아들에게 재미있는 일상이었다. 

는 가십을 지적인 츄잉 껌 이라고 명명Lumley(1925) ‘ ’

하며 일상의 단조로움으로부터 주의를 환기시키는 즐거

움을 선사한다고 했다 유아들은 가십을 통해 또래의 . 

우스꽝스럽거나 감추고 싶은 행동을 폭로하거나 교사, 

부모와 같은 성인들에 대해 놀리면서 즐거워했다. 

은 가십을 통해 사람들은 폭Thiele-Dohrmann(1996)

로에 대한 쾌감과 은밀한 기쁨을 느낀다고 했다. 

과 에 의하면 가십은 허락되지 Noon Delbridge(1993)

않은 사회적 규칙이나 평가를 깨뜨리는 농담을 허용함

으로써 사람들을 재미있게 한다 가십거리가 되는 제 . 3

자에게는 불이익이 될 수 있지만 가십을 나누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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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는 즐거움을 주어 이익이 되는 것이다(Fine & 

이처럼 유아들에게 가십은 또래 사이Rosnow, 1978). 

에서 느끼는 즐거움으로 학급에서 경험하는 재미있는 

오락 행위 중 하나였다.

유아들의 가십을 유아들의 일상적 대화 행위의 관점

에서 살펴보고 고찰한 결과 유아들의 가십은 유아들이 , 

잡담이나 쓸데없는 이야기가 아닌 사회적 존재로서 유

아들이 타인과 관계를 맺고 규범을 학습하고 즐거움을 , 

공유하는 기능을 지닌 사회적 대화임을 알 수 있다 가. 

십은 유아들이 사회화 되어가는 과정을 반영한 유의미

한 대화 행위였던 것이다. 

그러나 가십의 사회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유아들의 

가십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가십에 대. 

한 연구가 활성화되길 바라며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는 유아 학급에서 만 세 유아 사이에서 5

발생하는 가십만을 탐구했지만 유아 간 가십의 특성을 ,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성인과 유아의 가십을 비교하

는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 대화로. , 

서 유아들의 가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환경에서 유아들의 가십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 

유아 학급에서만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 형제와 , 

나누는 유아들의 가십도 관찰하고 그 의미를 밝히는 연

구들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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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cial Function of Gossip Among Young Children

Hyun Jin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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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examined the gossip, an evaluative conversation about an absent third party, through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and explored the subjects and the social function of gossip among young children.
Methods: The subject of this study included 24 five-year-olds children in Somang class at Baram kindergarten in 
Seoul. The data consisted of 20 participant observation, 2 in-depth interviews with the teacher, and informal 
interviews with the children.
Results: The subjects of gossip among young children were peers, teachers, and family members. The social function 
of gossip among children was strengthening peer relationship, selecting peers, confirming rules, and pleas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ed that children are sensitive observers of their surroundings and that their peers, 
teachers, and families are important beings with influence in their lives. It also showed that children’s gossip was a 
social conversation in which children build peer relationships, learn norms and experience pleasant emotions.
Conclusion/Implications: This study has the significance of providing various perspectives on the socialization process 
of young children by looking at gossip which was perceived as a negative image, from a new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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