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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새로운 지평으로서 열정체험 연구*1)
김 소 희(충주대학교)

≪요약≫
교육에서 열정체험의 새로운 지평은 무수한 잠재가능성을 사장하는 교육카스트
의 낙인과 등급화로부터 열정의 실현경로와 계기와 조건들을 교육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탐색하게 한다. 교육은 미로를 헤쳐나가는 열정과 잠재력을 최대한
개현하게 하는 열정 그리고 미로로부터 새로운 출구를 열어주는 변용 즉 살아
있음의 환희와 고양감을 가져다주는 열정세계를 학습자들에게 초대하여야 할
것이다. 열정적 인간 사진작가 최민식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갖는 기존의 기호
즉 동정과 비하의 고정관념으로부터 ‘탈코드화’로서 낯설음의 새로운 충격으로
뒤흔드는 교정작업과 코드화에 가리워진 인간애의 본연적 감동을 통해 당연시
하게 단절되고 배제되었던 세계를 넘어서서 화해와 통합을 향한 소통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의 휴머니즘을 향한 열망 즉 탈코드화의 소통을 향한 치열한
사회통합열정은 허위의식으로 몰아가는 문명의 코드로부터, 아직도 묻혀있는 숨
겨진 코드로부터 수많은 현시되지 않는 열정성을 위해 학술적으로 해석을 기다
리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지평을 펼쳐지게 한다.
주제어 : 탈코드화, 소통, 휴머니즘을 향한 열정체험, 열정예감, 교육적 기다림

Ⅰ. 표류하는 평생학습사회의 방향성
우리를 빠른 변화로 몰아가고 있는 개방압력의 성과와 폐해는 무엇인가. 그리고 학교는 왜
붕괴되는 것일까. 오늘날 우리는 빠르게 급변하는 외부환경의 변화에 재빠르게 적응하고 대
응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받고 있다. 커다란 변화의 소용돌이로부터 평생학습사회의 도래는
인류 역사상 전 생애 동안 끊임없이 학습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조건을 강력히 요구
하고 있다. 이러한 빠른 변화의 흐름에서 우리는 실패자로 편입되어 배제될지도 모른다는
모종의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자신이 무능력자가 아님을 끊임없이 증명하는 ‘경쟁압력’으
로 안간힘 쓰고 있다. 그러나, 다급한 경쟁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변화와 경쟁의 흐름은
더 빠른 흐름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이탈 자체를 두렵게 하며, 주체적 삶을 살아가도록 허
락하지 않는다.
이처럼 변화로 몰아가는 흐름이 강해지면서 그 흐름이 어디를 향하는지도 모른채로 우리는
수많은 잠재된 ‘가치갈등’과 혼란을 안고 살아간다. 가치갈등이란 외부적으로 새로운 개방압
력이 밀려드는 가운데 상이한 문화충돌이 빚는 가치혼란의 갈등이다. 내부적으로 교육은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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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한 경쟁시스템이 몰아가는 변화와 경쟁압력으로부터 다양한 학습자들간에 잠재된 갈등과
혼란이 노정된 채로 늘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는 조급한 요구 속에 적응을 강요받아왔
다.
최근 학교붕괴현상은 학습자들이 학교에 저당잡힌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
이자 ‘혁명적 저항’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Liberman(1993)은 ‘공교육부검’이라는 저서에서
공교육이 이미 사망했음을 전제로 마치 시체부검을 하는 것처럼 공교육을 해부하고 있다.
그는 공교육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기능을 상실하고 있으며, 교육개혁을 통해 치유할 수 있
는 생명연장술의 범위를 이미 벗어났다고 본다. 이러한 학교붕괴현상은 공교육 스스로 적응
을 강요받는 외부환경의 압력에 밀려 변용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의 본질을 놓친 결과이다.
이 지적은 공교육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변화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교육은 새로운 개방압력 앞에 어떠한 지향으로 변화를 맞이해야 할 것인가. 무엇
보다도 문제는 변용을 지향하는 교육의 본질적 목표와 개방압력에 대처하는 적응간의 통합
할 수 없는 변화의 패러독스를 내포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갑자기 들이닥친 새로운 개
방 앞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된 공교육은 외부에서 개방요구의 압력으로 적응을 강요받는 동
시에 내부적으로 변용을 지향해야 하는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을 이미 안고 있다. 그런데, 이
제까지 공교육은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에만 골몰함으로써 교육의 지향인 변용차원에서 방향
성을 제시하는 본질적 질문으로부터 늘 이탈된 요구에 직면해왔다. 나는 외부환경의 압력으
로 변용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본질을 공교육 스스로 놓침으로써 학교붕괴를 야기하는 측면
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 지적은 공교육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속성 앞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교육위기로서 학교붕괴는 인류가 전 생애를 통해 치열하게 노력하는 효과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인간의 가능성을 최대로 실현하는 길이 변용
의 방향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코드화에 의한 배제의 과정이 아닐 수 있다는 문제제기를 동
시에 포괄하고 있다. 특히 코드화는 한 방향으로 몰고나가는데 혼란을 야기하는 모든 것을
사상해버리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교육의 위기는 단순히 평면적으로 하나의 원인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위기해결의
주체 역시 하나로 환원되지 않는 중층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교육위
기가 다양한 원인의 복합체인 것과 같은 맥락에서, 위기해결의 주체 역시 복합적이다. 이러
한 복잡성은 의식세계 내부에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는 균열을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
즉 개방압력은 교육 자체에 대한 충격을 동반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의 의식세계 균열을
야기하는 것이다. 특히 열린 사회의 교육은 예측불가능한 다양한 충격과 강요하는 압력으로
부터 잠재적으로 다양한 가치혼란과 갈등을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생교육은 근대교육 시스템이 낳은 문제와 위기를 진단하고 방향성을 제
시하기보다는 오히려 근대교육 시스템이 학습자에게 요구하는 것을 파악하고 그에 적응하기
에 급급하게 한다. 즉 근대의 코드인 효용이나 기능, 수단의 추구, 성공과 출세, 경쟁과 속
도는 의미와 가치, 자아정체성과 공동체의식, 정감적 관계와 공감대의 공유기반, 상호지지와
상호협조의 시너지적 연대성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 풍경이 코드화에 매몰된 근대교육의 현
주소이다. 따라서 치열한 개방사회에서 평생교육은 근대교육을 극복하는 패러다임 이행으로
부터 어떠한 가치와 지향을 가져야 하며, 다양한 충격으로부터 상이한 갈등을 통합하며 어
떠한 차원으로 열정을 지향해야 하는가를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다.
개방이 요구하는 불가피한 변화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의식세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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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세계와 소통을 불가능하도록 몰아가는 코드화작용을 주지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균
열된 의식세계 간에 상이한 갈등과 단절로부터 새로운 공감력으로 통합하는 소통의 유도는
평생교육의 핵심적 사항이 될 수 있다. 즉 평생교육은 단절을 넘어서서 ‘탈코드화’1)로서 새
로운 공감력의 소통을 유도하는 방향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러한 유도로부터 고정된 코드를
각인하는 신화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신념은 평생교육의 중요한 기저를 형성하게
한다. 따라서 우리는 상이하고 대립되는 의식세계의 소통이 교육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
지에 대해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상이한 의식세계의 소통을 가로
막는 것은 일련의 코드의 부호에 갇혀져있기 때문이다. 결국 변화를 불가피하게 맞는 상황
에서 문제의 핵심은 기존의 소통을 불가능하도록 몰고가는 코드화와 그 부호가 의미하는 세
계를 해체하고 탈코드화의 새로운 공감력있는 소통세계를 열어가는가에 있다. 따라서 평생
교육의 초점은 잠재적으로 소통되지 않는 상이한 의식세계간의 혼란과 갈등을 어떻게 극복
하는가라는 문제에 직면해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평생교육에서 공감할 수 있는 인식의
틀과 소통의 중요성이 새롭게 요구되는 것이다. 특히 평생교육은 잠재적으로 갈등하고 배제
하는 분열된 의식세계의 소통을 향해 어떠한 열정을 지향해야 하는가라는 가치와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나는 휴머니즘 소통세계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최민식2)을 만나 질적연구로서 현지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질적연구의 논리와 기법
으로 열정적 삶을 살아가는 한 사진작가의 생애에 펼쳐진 열정체험의 본질을 탐구하기 위해
생애사라는 연구법을 선정하였다. 이 연구는 질적연구 중 생애사연구로서 사진작가 최민식
을 중심으로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으로 진행하였다.
최민식에 주목한 이유는 그가 사진작가인 동시에 평생교육자로서 수많은 이질적이고 대립적
인, 화해되지 않는 잠재된 갈등과 반목으로부터 인간애의 본연의 가치로서 고양하며, 갈등
을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으로 통합하는 인류 공동의 휴머니즘 정신을 환기하고 있기 때문이
다. 사회 전반의 기저에 작용하는 휴머니즘의 소통은 교육(학) 전반에서 상실한 영역이기도
하다.
최민식의 연구사례는 학교교육차원을 넘어서는 평생교육장면에서 휴머니즘의 기초로서 어떤
기저로 소통시키는가에 대한 하나의 전형적 모델로서 제시될 수 있다. 그는 가난한 삶에 대
한 동정적 시각 혹은 가까이 하기 싫은 시각으로부터 탈코드화로 해체하고, 인간 본연의 휴
머니즘 가치와 지향이라는 새로운 소통세계를 평생교육차원에서 보여주고 있다.
질적연구로서 생애사연구는 자료생성(data collection)과정에서 1년이 소요되었다. 질적연구
의 참여자는 연구의 ‘공동해석자’이며 ‘공동연구자’이다. 생애사연구는 개인의 삶의 역사인
1) 코드(code)는 코드로 번역되거나 약호로 번역되어 사용된다. 일련의 가치체계, 신념체계, 의식형성은 코드화와
결부되어 있다. 사물이 갖는 의미는 사회문화적으로 부가된 성격이며, 코드의 규칙 아래 길들여지는 과정이다.
반면 탈코드화(decoding)는 코드화된 규칙에서 벗어나 고유한 표현능력을 획득하는 것이다. 즉 코드 자체를
해체하고 코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이해하고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코드에 고정되고 매어있는
우리는 감금하고 있는 과도한 코드화로부터 각인된 이미지를 어떤 주어진 문화나 현실적 형식을 넘어서서 코
드화를 벗겨내는 탈코드화로서 새로운 적극적인 의미의 생성적 계기나 사건을 맞이할 수 있다. 진정한 예술가
라면 사물에 대한 표상을 덧씌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사물의 표상을 해체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점에서 예술
가는 위험한 존재이며, 물화되어가는 인간의 의미를 새로이 환기시킨다. 최민식은 근대화의 터널로부터 소외
된 가난한 사람들의 희로애락과 강인한 생명력의 순간들을 인간 존엄에 대한 고뇌로서 표현하며, 시대를 초월
하는 휴머니즘을 일깨운다.
2) 질적연구는 공동연구자의 윤리적 원칙을 존중하는 관점에서 가명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공동
연구자의 허락을 얻어 실명으로 기술하였다.

동시에 개인에게 투영된 역사와 문화를 탐사한다. 현지조사를 통하여 생애사연구는 전형적
인 문화적 지식으로 생성할 수 있는 참여자의 세계를 선정하고, 그 세계를 깊이 이해하며
표현하는 연구자의 태도와 기술적 숙련, 그리고 연구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상호주관적 공감
과 이해를 중시한다.
예술가 최민식의 열정적 생애는 우리로 하여금 상이한 가치관이 충돌하고 갈등하는 단절과
소외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고양하는 소통세계로 일깨우는 탈코드화의 계기를 주목하게 한
다. 다시 말하면, 이 논문은 예술가 최민식의 교육생애사에서 발굴되는 열정체험의 과정과
존재론적 지평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 평생교육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즉
코드화에 의해 배제되고 소외된 열정체험의 지평을 교육학적 공간에 새롭게 정초하고자 한
다.

Ⅱ. 열정적 인간 최민식의 열정체험과정
예술가의 예술작품은 그가 절실히 체험한 열정적 생애로부터 탄생한다. 열정적 생애 자체는
예술가의 작품관을 형성하며, 극적이고 감동을 주는 생애 자체는 작품성있는 예술작품을 탄
생한다. 이러한 점에서 예술가는 감동을 주기 위한 작품을 낳기 위해 의미있는 생애를 살아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훌륭한 생애를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훌륭한 예술작품을
탄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감동하는 예술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술가의 전제조건은
가치있는 생애를 살아가야 한다.
예술가의 사명이란 고통을 통하여 깨달은 진실을 우리에게 되비쳐주는 거울과 같다. 그것은
질곡의 일상으로부터 높은 정신성의 세계로 초대하며, 정화와 성찰의 해방체험을 가져다준
다. 위대한 예술가들이란 결코 매끈하고 완전한 양식을 구현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카오스적 고통의 표현에 대항하기 위한 강인함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다. 무엇보다도
예술가에게 커다란 고통은 대중들의 몰이해이다. 이러한 몰이해는 대중이 이해하는 기호와
예술가가 표현하려는 기호 간에 상호소통되지 못한데 기인한다.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은 항상 기호에 묶여있다. 사진을 통해 더욱 숨김없는 진실을 보기 위
해서는 기호란 단지 하나의 약속에 불과하며, 그 이면에 무엇을 은닉하고 있는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열정적 인간 최민식은 자신이 일생동안 가난한 사람에 대한 코드에 단단히 묶
여있는 기호를 뛰어넘는 모험적 과감성을 보이며, 그 이후 50년 동안 휴머니즘의 소통세계
를 탐색하는 지난(至難)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관철하고 있다. 우리는 이로부터 교육에서 우
리의 의식을 묶고 있는 기호가 무엇인지를 탐색해야 할 것이다.

1. 생애 속에 녹아든 그의 작품세계
최민식 작품의 독특함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이 당연시된 세계를 낯설게 하는데 있다. 그
는 사회에서 고정화된 가난한 사람의 이미지를 이미 허구로 포착하였다. 이러한 허구로부터
그는 새로운 대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으로 코드를 넘어서서 고양된 인간애의 세계를 소
통하며 환기한다.
이러할 때 기존의 일상적 대상들에 얽힌 기호가 충돌하는 파열음의 통증을 가져온다. 이렇
듯 그의 창조적 행위는 조건화된 틀, 상품적 조건 혹은 이데올로기적 조건이나 신화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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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부른 조건 속에서 그 자체의 틀을 해체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그의 사진이 주목하
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소재의 일관성과 의미파괴의 효과는 단절된 세계에 새로운 화합의
소통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최민식의 작품은 그에게 열려있는 세계와의 상호작용으로서 생애사적으로 체험해 온 요소들
이 중요한 작품의 출발점을 이루고 있고, 독특한 의미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자신을 구원한 사진을 통해 전인류의 휴머니즘으로 향하는 인간애의 원형적 소통세계
로 확장하고 있다. 즉 가난에 대한 이미지를 해체하고 고양된 인간성의 화해지대에서 새로
운 소통을 재구성하고 있다. 최민식의 사진의 모험은 소통의 순간 관객이 그의 사진놀이에
참여할 때 전율을 가져오는 위험한 순간이며, 기존의 관념을 해체하는 충격의 순간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럼, 그의 탈코드화로서 표현되는 그의 작품을 살펴보기로 하자.

1978 부산

1965 부산

1971 부산

1965 부산

1965 부산

1970 부산

1985 부산

2001 부산

1972 부산

1976 부산

2. 사진작가 최민식 생애에 나타난 ‘접힘’
최민식은 악몽과 같은 현실에 맞서 사진작가의 길을 외롭게 50년 이상 걸어왔다. 1950년대
중반 이후 거리로 나섰을 때 그의 망막을 아프게 찌른 것은 상처입은 민족의 슬픈 얼굴이었
다. 고통과 억압이 아주 넓게 퍼져있는 땅에서 그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한가지밖에 없었다.
그것은 악몽과 같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었다. 그는 1950년대 후반 이후 현
재에 이르는 50년 넘는 작업기간 동안 빈민, 부랑아, 기층서민 등 소외받는 사람들을 카메
라에 담아온 소재의 일관성에 힘입고 있다.
그는 초등학교때부터 그림에 재능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그의 재능을 인식하여 어
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책과 그림물감을 사주었다. 어느 날 일본인 교사는 그에게 앞으로
유학가면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이후 그는 기대감으로 화가가 되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그러나, 12살 때 어머니가 고혈압으로 세상을 떠나자 집안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가난으로 동생들은 학교에 다닐 수 없었다. 얼마 후 그는 새어머니가 들어온 후 집

을 나가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불쌍한 동생들 때문에 집을 떠날 수 없었다. 그 당시 일곱
식구는 소작일로 7개월밖에 먹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의 아버지는 항상 가난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였다. 아버지는 그에게 만일 화가가 되면 농촌화가인 밀레처럼
가치있는 그림을 그리라고 하였다. 그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사일이 싫어 집을 나와버렸
다. 용산에 있는 미술학원 야간부에 다니며 그는 낮에는 식당, 빵공장, 두부공장, 품팔이 공
장 등에서 일했다. 그림을 그리기위해서 그는 때로는 넝마주이, 지게꾼, 소작농, 막노동도
가리지 않고 일했다. 그 이후 그는 아버지의 소망처럼 만약 화가가 된다면 밀레와 같은 농
민화가를 꿈꾸며 다짐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그는 시련 속에서도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은 말할 수 없이 소중한 가치였다.
저는 가난을 쓰라리게 뼈저리게 체험하였습니다. 가난을 겪었기 때문에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소외되고 가난한 삶을 직접 겪었기 때문에 생각, 느낌, 감각이 우러나옵니다. 사진의 대상은 객관
적인 대상이 아니라, 나의 자화상 바로 나입니다. 그러한 정신으로 소재를 다루었습니다. 실제 체
험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추구하는 세계가 나오고 테마가 나옵니다. 자기체험이
없으면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테마로 갑니다. 나의 체험, 나의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왜
찍느냐를 의식해야 합니다. 가난에 대한 절실한 체험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얼굴들의 고통과
끈질긴 생명력을 표현하며, 사랑의 힘으로 극복하는 우리 내면의식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그에게 생애의 충격은 가난이 가난 자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두어
버린다는 것이다. 그는 가난 자체를 절실히 체험했기에 무엇보다도 가난이 인간의 희망을
묶어버리는 고통을 민감하게 포착하여 해방하고자 하였다.
나는 가난이 주는 상처 때문에도 울었지만 그것이 사람의 영혼을 묶고 모든 희망을 근거없이
수포로 만들어버리는 것에 고통을 느꼈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고통을 겪어왔기에 사
진의 특성을 통해 비판적인 내용을 다루는지도 모릅니다. 사진은 휴머니즘의 몫이라고 항상 생각
해왔으며, 인간적인 그 순간에 생명의 힘이 내 안을 떨리게 하는 것을 느낍니다. 나는 늘 가난한
사람을 포착해, 그것을 내 생명력의 힘으로 전이시켰습니다. 그리하여 가난 속에서도 행복을 느
낍니다. 만약 내가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다면 아마도 오늘날 이 모습의 사진가는 꿈도 꾸지 못했
을 것입니다. 나는 사진을 통해 이 세상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고 싶습니다.

3. 사진으로의 운명적 “빠져듦”: ‘열정예감’의 결정적 순간
창조세계를 추구하는 그는 사진을 만나기까지 오랜동안 가난을 체험하며, 자신의 열정이 빠
져들 수 있는 존재의 길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화가가 되고자 일본에 밀항해서 미술공부
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1955년 어느 날 그는 동경의 헌 책방에서 미국 사진작가 스타이켄
의 사진집 인간가족(The Family of Man)을 우연히 발견하고 놀랐다. 거기에는 감동적인
내용의 사진들로 가득차있었다. ‘인간가족전’은 그에게 사진을 공부하기로 결단하는 커다란
계기를 가져다주었다. 그가 휴머니스트로서 일관된 행보를 이루게 한 가장 큰 사건은 바로
에드워드 스타이켄의 사진집<인간가족>의 운명적 만남이었다.
아 ! 이거다. 전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사진을 찍겠다. 이 정신을 이어받겠다. 동경시내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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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방에서 우연히 사진집을 보았는데 마치 감전된 것 같았어요. 이걸 보고 감명받아 일본에서 헌
카메라를 구입해 사진을 시작하게 되었죠. 이들의 사진집을 구입해 곰곰이 뒤집어보면서 내가 가
야 할 길은 바로 이 길이구나 하는 판단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2년 후 귀국을 해서 본격적으로
사진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 후 이날 이때까지 단 하루도 사진한 것을 후회해본 적이 없어요. 사
진은 내게 생명이예요. 사진이 내게 가져다준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의 사진은 가치있는 사
진, 힘있는 사진이길 원해요.

이 때 최민식은 우연적 순간 자신의 열정이 폭발하는 열정예감(passion expectation)을 강렬히 느
꼈으며, ‘접힘’이 ‘펼침’으로 전회하는 커다란 계기를 가져다주었다. 그는 그림전공으로 예정했던
목표로부터 전향하여 사진을 공부하기로 결심하였다. 사진이 포착하는 세계 속에서 그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며 깊게 몰입되기 시작하였다. 사진과의 만남은 그에게 오랜동안 겪어왔던 가난
과 경제적 고통, 시대적 전쟁의 혼란이 가중되는 접힘세계로부터 소명(calling)을 펼치게 하는
계기를 주었다. 스타이켄의 ‘인간가족전’은 그에게 평생토록 추구하는 삶의 가치와 방향성의
모델링을 폭발적으로 예감하는 운명적 순간이었다. 마치 사진의 ‘결정적 순간’처럼, 열정예
감은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결단하는 삶의 커다란 계기를 가져다주었다. 이러한 가능성
의 펼침은 가능성을 가두는 내적, 외적 한계로부터 해방이었다.
정말 밥도 못먹고 살았던 그 쓰라린 체험이 ‘인간가족’에서 느끼는 감정과 동일했어요. 그 감
정적 체험이 아마 저를 다큐멘터리 사진을 하게 만든 것 같아요. 아마 그러한 체험이 없었으면
그 책을 처음 접했을 때 그런 감동이 그토록 절실하게 와닿지는 않았을거예요. 제 사진에 찍힌
사람들을 제 자화상이라 생각해요.

4. 탈코드화의 통증 속에 소통을 향한 열정체험
최민식은 열정예감 이후 스스로 자신의 학습하는 과정을 독학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는 위대한 예술가와 사상가를 연구하였다. 그는 유진 스미스, 도로시아 랭, 베르너 비숍
등 세계 다큐멘터리 작가들의 작품을 연구하거나, 직접 외국에 나가 비교연구하였다. 또한
그는 베토벤, 미켈란젤로, 반고호 등의 자서전을 번역하며 독학으로 공부하였다. 이러한 열
정예감의 폭발이 중요한 것은 학습자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교과과정을 구성하게 하며,
정규교과과정 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었다는 점이다.
작가를 할려면 위대한 작가의 작품과 생애와 사상을 연구해야 합니다. 밀레나 미켈란젤로, 로
댕과 같은 작가를 알면 나도 조금이라도 모방을 할 수 있잖아요. 무엇을 기준으로 하겠어요? 제
대로 하는지도 모르고 찍습니다. 예술은 쓰라림의 고통 속에 하나 하나 해내는것입니다. 전기를
읽고 대단하구나. 전기도 읽고 실천으로 옮긴 것입니다. 지구를 놓고 스케일있게 크게 보십시다.
고급작가 작품도 보고, 외국도 가보고, 외국작가도 만나보고 해야지요.

최민식은 사진작가이다.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대상의 느낌을 새로이 발견하는 작업이다.
일상적으로 만나는 대상들이 너무나 익숙해서 우리는 그 용도와 가치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눈에 보여지는 이면에 얼마나 많은 진실이 감추어져있는가. 그는 사진 속에
담겨있는 인간의 고통에 직면하게 하였다. 이 아픔은 비참하고 불쌍하다는 동정적 의미로서
가 아니라, 인간성의 차원에서 인간이 누려야 하는 삶의 존엄성을 일깨워주는 아픔이었다.

즉 그는 사회적, 인습적, 선입견으로 굳어진 고정된 가치체계를 해체하고, 다양한 이질적이
고 갈등적인 인식을 새로운 차원의 고양된 시각으로 진실을 드러내는 신념있는 예술가이다.
이러한 작업을 그는 50년 이상 해온 것이다.
사진은 가장 진실합니다. 우리는 진실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고뇌도 진
실의 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진실은 여기저기 깔려있습니
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사진입니다. 되도록이면 인생의 참뜻을 알리려고 나의 생활주변에서
발굴하는 것입니다. 사진은 어떤 휴머니즘적 몫이라고 나는 항상 생각해왔습니다. 나는 늘 가난
한 사람을 순간 포착합니다. 그것이 내 생명력의 힘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가난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의 사진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미 겪었던 일과 지금 겪고 있
는 일, 그리고 무엇으로도 감출 수 없는 상처가 묻어납니다. 나의 사진 속에는 활자나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숨쉬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평등한 애정으로 지극히 휴머니즘적 입
장에서 우리들 가슴 속 깊이 무엇인가를 새겨주려 합니다.

최민식의 사진은 가난에 대한 분노와 동시에 인간에 대한 풍부한 애정이 넘쳐흐른다. 사회
에서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익숙한 기호는 비참하거나 추한 이미지에 가두워져 그 이면의 가
치를 발견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그의 작품은 조용히 인생을 관조하게 하며, 고뇌하는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묻고 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픔 속에서도 놓치지 않는 밝은
희망과 인간애의 생명력있는 표현을 놓치지 않는다.
짓밟힌 꽃에서 풍겨나는 향기가 더 진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힘들고 소외된 인간들에게는 가
진 자에게서 느낄 수 없는 삶의 깊은 고뇌와 철학이 있습니다. 나의 사진 속에 등장한 그들은 가
난하지만 따뜻하고 인간적인 순수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가난한 소녀의 얼굴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내적인 고통에 직면한 이
들의 모습을 통해 삶의 존엄성을, 우리의 의식을 일깨우자는 것이지요. 사진을 통해 따뜻한 온기
가 흐르는 세상을 만드는데 평생을 걸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주제로 10권 이상의 사진집을 발행
했고, 그 속에 등장한 인간군상들에게서 가슴 저미는 삶의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소외되고 가난한 자를 생각하면서 쓰라린 체험을 항상 생각했어요. 바로 이 점이 인간 12집까
지 만든 원동력입니다. 인화하거나 강연나갈 때만 빼고 하루 30km를 매일 걷습니다. 바로 가난
의 체험이 인간 12집까지 만든 원동력입니다. 한 장 한 장에 정성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점이
가난에 대한 쓰라린 체험에서 나의 작품의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가난을 실제로 체험하면 가
난에 대한 감수성이 한결 높아집니다. 우리는 가난한 이들의 권리에 눈을 돌려야 하고, 가난한
이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가난한 이들의 고통과 슬픔에 동참해야 합니다.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고통을 겪어왔기에 사진의 특성을 통해 비판적인 내용을 다루는지도 모릅니다.
사진은 휴머니즘의 몫이라고 항상 생각해왔으며, 인간적인 그 순간에 생명의 힘이 내 안을 떨리
게 하는 것을 느낍니다. 나는 늘 가난한 사람을 포착해, 그것을 내 생명력의 힘으로 느낍니다. 만
약 내가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다면 아마도 오늘날 이 모습의 사진가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
다. 나는 사진을 통해 이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고 싶습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한 존재로서 이웃
을 사랑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휴머니즘의 정신에서 비롯된다. 그에 의하면, 인간의 올
바른 삶은 부와 명예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는데 있지 않다. 오히려 그는 어려운 이웃을 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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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인간에 대한 봉사를 하는 신념으로 집념있게 살아온 실천가이다.
나의 사진적 공간은 가난하고 밑바닥의 현실입니다. 분위기나 묘사가 대상의 아름다움을 추구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영위하는 삶의 진실을 파헤치는 것입니다. 모든 유형의 인간을 찍자.
특히 서민에게로 눈을 돌리자. 이것만이 나에게 주어진 과업이며 사명이다. 미국의 도로니어 랭
이 산중에서 받은 영감을 직감적으로 갈파한 말입니다. 나는 이 말을 항상 기억하며, 허식없는
인간 본연의 작품을 작품화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인간성 회복을 위한 대화의 제
시로서 적나라한 인간들의 모습을 담고 싶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작품 <인간>은 그 자체
가 부분이기는 하지만 종합된 하나의 ‘세계’이며, ‘시대’이고 ‘사회사’이자 ‘인간사’라고 할 수 있
을 것입니다.

최근 예술에 대한 이해가 나아졌지만, 그는 팔리지 않는 작품을 50년 이상 지속적으로 작업
하며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갖은 어려움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는 허
위의식을 넘어서는 인간애의 절실한 표현을 소통하고 싶었다. 구체적으로 그는 쌀과 연탄을
사야 생존할 수 있는 절박한 생활 속에서도 필름을 사거나, 집을 팔아서까지 작품활동을 지
속하는 사진을 향한 열정에 불타올랐다.
그 동안 사진창작에 필요한 경비부담으로 항상 고민해야 했습니다. 쌀 사놓으면 연탄 떨어지
고 연탄 들여놓으면 쌀 떨어지는 것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스러웠죠. 살림이 엉망이고
밥을 굶을 정도로 친정에 가서 쌀을 3-4번 동안 가져오고, 그런데 여러번 계속 가져올 수 없잖아
요? 20년 동안 집구석 망할 정도로 사진찍을 수 있겠어요? 집을 팔아 5번이나 간간히 원고료 받
아가며, 20년 동안 돈 없이 작품을 지속하며 커다란 고통을 겪었어요. 1961년부터 1980년까지 경
제적 여건이 안되어 어렵게 작품을 했지요. 경비는 집을 은행에 담보로 융자받은 것입니다. 집도
팔아야 했기에 지금은 달동네로 올라와서 살고 있으나 전화라도 한대 있으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배부르면 예술 못해요. 해이하면 딴 생각을 해요. 이미 세 아이의 아버지로 생활에 쫓기던 나는
창작활동의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했고, 당국의 감시와 박해에 끈덕지게 시달려야 했습니다. 군사
독재때 사진을 못찍게 했지만 그럴수록 더 열심히 했습니다. 잡혀가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나더
러 거지사진만 찍어서 나라망신시킨다고 그러는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시대였어도 찍는
자유는 어쩌지 못했어요. 표현의 자유는 없었어도 나를 막을 수는 없었지요. 사진은 나의 존재를
사회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기에 사진만이 나를 구원해줄 수 있다고 여기며, 사
진에 내 자신을 송두리째 맡겨버렸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다각도로 조여오는 고통은 그에게 온갖 난관 속에서 감내하기 힘든 혹독
한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이었다. 그는 사진을 통해 고정된 가난의 이미지의 역겨움으로부터
사회의 허위의식을 고발하며, 따뜻한 인간애의 소통으로 향할 수 있는 강한 신념으로 버텨
나아갔다. 삶의 어려움과 질곡으로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그는 사진을 향한 열정과
신념은 더욱 더 강해졌다.
요즘은 좀 덜하지만 60년 이전에는 간첩신고가 상당히 많았어요. 자갈치, 서울 남대문, 역전,
동대문 시장에서 빈민들을 촬영하다보면 수상하게 여기고 신고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면 신고
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조서를 받기도 하죠. 요즘에야 전화만 해보면 되지만 예전엔 강원도
에선 세네시간 동안 붙잡혀있기도 했어요. 줄잡아 간첩으로 오인받고 신고당한 것이 100번은 되
니까요. 멱살도 잡히고 군사정권때도 고초가 특히 많았죠. 예전에 삼청교육대 명단에까지 올랐으

니까요. 다행히 인원이 다 채워져서 면할수 있었지만요.

결국 최민식은 기존의 사유를 지지하는 거짓된 사회적 신념체계를 드러냄으로써 사회 자체
의 역겨움을 고발하고 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대상의 느낌을 새로이 발굴하는 행위 자
체의 저항적 관점이 용인되지 못하였다. 실로 우리 사회는 대상의 인식을 뒤집는 탈코드화
의 영향력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많은 고초와 핍박을 겪었다. 이와같이
진정한 예술가적 사유란 어떤 방식으로든 기존의 관습과 사유방식을 거부하도록 한다. 그러
한 사유는 평소 익숙하던 대상들이 낯설게 하는 것이다. 그 결과 사진에 몸담는 예술가들에
게도 지속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대상화하는 것 자체를 동어반복으로 몰이해 받아왔다.
여기에 동료 사진가와 선배들의 모략, 후배들의 기피까지 겹쳤습니다. 나는 끝없는 좌절과 회
의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렸습니다. 동료작가들은 다 끝나버린 주제에 매달리는 이해할 수 없는
작가라고 비하하거나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위대한 사진기록으로 승화되지 못한 동어반복이라는
비판도 받아왔으며, 전시회도 와서 잘 보지 않습니다.

그의 예술작품은 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가. 그것은 기호를 넘어서서, 이데올로기를 넘어
서서, 인간의 영혼을 감동시키고 화해시키는 인간애의 소통세계를 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예술작품을 통한 소통의 환희체험은 왜 중요한 것일까. 그것은 소외된 세계를 넘어서서 인
간성의 본연의 가치를 깨닫게 하며, 상실해서는 안되는 본질적 세계 즉 가난한 사람들에 대
한 잘못된 편견으로부터 해방하며, 공존재로서의 사랑을 상기하기 때문이다. 이 환희체험은
서로간의 갈등이 용해되고 통합되는 ‘같이 껴안음’의 체험이다. 즉 환희란 같은 동등한 존엄
성을 가진 존재로서 고양된 인간애의 감동으로 밀려드는 체험이다.
고통 속에 예술이 탄생됩니다. 쓰라림의 창작없이 적당히 작업하면 감동없습니다. 적당히 찍어
자신이 감동하지 않는 작품은 제 3자가 감동 못받습니다. 실제 필름넣은 카메라에 원숭이가 찍어
도 찍힙니다. 작가의 사상표현도 표현하고 싶은 사상과 혼이 있어야 합니다. 베토벤의 운명이나
합창교향곡은 생명력과 절규, 깊은 감동과 희망을 줍니다. 슈바이처박사의 박애정신, 마가렛 테레
사수녀의 희생정신과 같은 정신이 모델이 되어 그 분들이 종교인이고 성직자들인데 이 사람들을
정신으로 사진을 찍어왔고, 그 정신을 이어서 아마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목숨걸고 해야 합니다.
열정적으로 해야 해요. 농부는 열심히 밭을 갈고, 조각은 쪼아야 하고, 학자는 책을 쓰고 집념이
있어야 합니다. 아주 열정적인 집념이.

5. 휴머니즘을 향한 열정세계의 ‘펼침’ : 소명으로서 열정체험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동반되는 창조과정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지속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을 찍게 하는 근원적 힘은 무엇인가. 그것은 절실한 아픔이 동변상련으로 향하는 인류를 향
한 사랑과 평화이다. 그가 추구하는 휴머니즘의 소통은 사유의 세계를 넘어서는 심오한 사
랑의 체험세계이다. 이러한 진정한 사랑의 소통이야말로 단순한 감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인간 내면의 변용과 동시에 사회의 변용으로 이끄는 길이다.
단순한 감상이란 있을 수 없어요. 예술작품에 젖는 것은 이미 우리들 자신이 창작행위에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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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술작품을 대하는 감동이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들에게 희망
이 나타나고, 우리들 자신이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감동일 따름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예술작품은 언제든지 예술가가 전 생명을 걸고, 그의 생애의 여러가지 위기를 견디어내면서 세운
승리의 기념탑인 이상, 그것을 감상하는 측에서도 다를바 없이 인생으로서의 투쟁이 없으면 안됩
니다. 진실로 말하면, 단순한 감상이란 있을 수 없으며, 예술작품에 젖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들
자신이 창작행위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실제 체험이 중요합니다.

고귀한 희생을 통한 그의 예술작품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따뜻한 인간성의 본연의 가치를
재조명하여 감동의 소통세계를 열어가게 한다. 이렇듯 숭고한 예술이란 기호를 넘어서는 본
질기호를 넘어서는 본질세계를 구현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숭고한 예술가란 자신을 넘어서
서 인류공동체를 위해 깊은 아픔을 승화하며, 치유하는 재생적 힘을 깊이 품어준다. 오직
소수의 예술가들만이 예술 자체에 빠져드는 즉 무(無)를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무릅쓰는
것이다. 그것은 모험이며, 예술에 내재해있는 위험이다. 그것은 예술가 자신의 모든 것을 기
꺼이 공동체를 위해 희사하는 것이다. 즉 위대한 예술가는 카오스적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
며, 새로운 양식인 예술작품으로 펼쳐보인다.
마치 미켈란젤로가 신의 도구로서 예술 자체에 전 생애를 헌신하는 것처럼, 그는 삭막한 현
실에서 인간의 사랑과 상호공존을 위한 다큐멘터리의 세계를 독자적으로 개척하였다. 이러
한 과정은 끊임없이 전존재를 내어주는 자신마저도 기꺼이 ‘기존의 코드를 바꾸는 하나의
카메라’로 소모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것이다.
마더 테레사의 희생정신, 슈바이쩌박사, 다이안 신부들처럼 사진으로 그러한 정신을 이어받겠
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외롭고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자. 이름없는 서민의 표정이나
모습에서 생생한 친밀감을 느낍니다. 인간을 주제로 하는 까닭은 사진이 사람과 사람을 잇게 해
서 인간적인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진을 통하여 좀 더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고
휴머니즘적 정의사회를 만들어보려는 신념뿐입니다. 인간은 함께 살게 되어있습니다. 인간의 가
장 올바른 삶은 돈이나 명예, 쾌락을 추구하는데 있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이웃과 동거동
락하는데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간에 대한 봉사가 우리 모두의 생의 목적이라는 사실
입니다. 이웃과 인간 전체에 대한 봉사보다 더 귀한 인생의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할 일
을 깨닫고 나의 나아갈 목표를 옳게 세우고 나의 생명을 높은 이념에 바칠 때, 진정한 생의 의미
를 깨닫게 됩니다. 가장 숭고하고 훌륭한 차원의 인생관이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태
도가 바람직한 휴머니즘정신이라고 봅니다.

그에게 기쁨은 보상이 아니라, 자신이 가난한 사람들과 연대하며 이미지를 환기하는 자발적
헌신에서 찾는다. 그는 정치적이고 당파적 관점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화하는 것이 아니
다. 오히려 그는 인간의 의식과 사회문화적으로 고양된 변용으로 초대하는 휴머니즘의 본연
의 가치에서 제 3의 화해의 길을 터주고 있다.

Ⅲ. 소통과 연대의 교육학적 해석학
지금까지 우리는 열정적 인간 사진작가 최민식의 생애를 통해 상이한 의식세계의 갈등과 분열
로부터 휴머니즘의 인간애로 소통시키는 기저를 살펴보았다. 그가 평생교육자로서 성취해낸 것

은 수많은 단절과 파편화된 분열로부터 잠재된 다양한 갈등을 통합하고, 고양하는 열정으로서
예술을 통한 탈코드화의 효과이다.
최민식을 주목한 것은 그가 사진작가인 동시에 평생교육자의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
는 상이하게 갈등하는 의식세계를 소통시키는 과정에 대해 누구보다도 정확한 맥락을 이해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작품은 인간애의 공감대를 통한 감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
는 생생한 삶의 체험으로부터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속에 가리워진 가난한 사람들의 독특한
생명력을 미혹됨이 없는 확실한 신념으로 관철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의미화한 현실의 작품을 통하여 기존 사회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고정된 코
드화를 이미 자신의 삶의 체험에서 허위임을 깨달았다. 그는 어두운 좌절과 고통을 극복하
는, 벗어날 수 없는 굴레 속에서도 희망과 생명력으로 고양된 인간의 모습에 주목한다. 다
시 말하면 사회에서 명명되는 코드라는 것 자체는 하나의 신화이거나 허위일 수 있다. 이러
한 점을 환기시키기 위해 그는 자신의 생생한 체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당연시된 신화를 깨
는 평생교육자로서의 삶을 살아온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는 어려운 작업을 지속하는 동안
경제적 가난과 정치적 탄압 그리고 매도와 몰이해를 스스로 감내하며 극복하였다. 그는 절
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렬한 열정으로 강화되는 독특한 신념체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
고 있다.
이로부터 우리는 지금까지 별로 연구되지 않는 평생교육의 기저로서 상이한 의식세계를 소
통시키는 인간의 탈코드적 전일적 기제 즉 그의 사회통합열정이 무엇인가를 규명할 수 있는
단서를 시사받을 수 있을 것이다.

1. 열정체험의 지향 : 탈코드화의 가치를 소통하는 열정적 인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를 텍스트라 한다면, 열정적 생애이야말로 자기 존재에 대한 끊임
없는 물음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깊은 의미를 새겨야 할 진정한 텍스트이다. 다시 말하면 교
육에서 열정체험의 새로운 지평은 새로운 프레임으로 부단히 재구성하는 자신에 의해 의미
화한 현실이며, 현실에서 발굴한 자신의 진정한 체험이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열정적 인간은 자신이 관계하는 세계와 삶 그리고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의 의미와 가
치를 부여하는 독자적 의미세계를 형성한다. 이 프레임은 열정적 인간에게 지속적으로 자신
에게 존재의미와 가치를 지니는 ‘내적중요성’을 상징하는 몰입구조의 통합된 질서를 형성한
다. 이 프레임이야말로 열정적 인간이 지속적으로 탐구하는 자기문제의 의미화한 현실 즉
화두의 세계이다. 열정적 인간은 자신에게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 의미화한 화두의
세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게 된다.
사진작가 최민식은 50년 이상 지속적으로 가난한 사람의 기호를 해체하며 저항적인 작품을
지속하고 있다. 가난한 삶 자체는 사회적인 성취의 결과로서 열등하거나 누추하고 또한 동
정의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현대인이 상실하는 인간 본연의 고뇌
와 가치를 발견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당당하며 아름다움으로 포착한다. 그는 사회에서
당연시하게 주어지는 가난한 사람의 고정된 기호에 갇혀지는 틀을 전복한다. 그래서 그는
고뇌와 절망으로부터 딛고 일어서는 강한 생명력을 가진 희망의 모습으로 인간애를 표현한
다. 이렇듯 그의 사진은 고정된 기호가 혼란을 가져다주는 모험세계로 초대한다. 이러한 점
에서 그는 진정한 예술가로서 위험한 존재이다. 왜냐하면 사진은 매체 자체의 속성상 대상
의 새로운 측면들을 끊임없이 발견해내고, 사람들에게 충격과 자극을 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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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작품은 확정된 의미와 불확정된 새로 구성된 의미간에 충격과 통증을 준다. 가난한 사
람에 대한 소통체계를 결정하는 기호의 체계에 묶여있음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있
다. 사진을 통해 숨김없는 이 세상의 진실을 보기 위해서는 기호란 단지 하나의 약속에 불
과하며, 그것은 언젠가는 깨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 놀라운 점은 이 약속이 우
리에게 소통을 막고 더불어 문제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막는 또다른 약속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최민식은 분명 평생교육자로서 갈등하고 분열하는 의식세계간에 소통불가능한 마비를 풀기
위해 먼저 기존개념에 대한 충격과 통증을 동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고양된 인
간애의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기제를 밝히고 있다. 즉 그는 자신이 의미화한 현실로서
상징기호들을 새로운 소통의 실체로서 소외된 삶의 총체적인 의미를 변화시킨 것이다.
그는 허위의식인 신화를 부수기 위해 대상의 반란을 허용한다. 그가 반란을 허용하는 방식
은 우선 대상을 낯설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다. 사진은 현재를 현재로 재현시켜 있는 그대
로 볼 수 있게 한다. 그의 작품은 역사적 가치를 찾는 기록성으로서의 가치창출 뿐만 아니
라, 사진은 작가에 의해 의미부여된 작품으로서 현실상태를 재현함으로써 즉 현재가 현재로
살아있음으로 해서 아직도 새롭게 체험해야 할 대상으로 남는다. 그러나 그가 허용하고 있
는 대상의 반란은 우리의 실존적 존재와 세계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출구로
삼고 있는 것은 자신의 실존적 드라마적 자기해명 즉 휴머니즘의 지평으로 초대하는 것이
다.
그는 사회의 고정관념에 묶인 코드로부터 탈코드의 소통을 넘어서는 핵심이 희망으로 밝히
고 있다. 이러한 점은 평생교육의 기저가 어떠한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가라는 방향성을 분
명히 해주는 데 커다란 의미부여할 수 있다. 최민식은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사회적 결과에
매이지 않는 새로운 길을 여는 주체로서 서기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두고 있다. 이 길은 수
많은 대립하는 갈등과 파편화되고 화해불가능한 단절과 소외로부터, 화해와 융합이라는 고
양된 인간애의 소통공간을 열어둠으로써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
이다.
마치 최민식이 새롭게 해석될 수 있는 의미형태를 발견하는 사유처럼, 우리가 바라보는 교
육도 항상 기호에 묶여있는 기호로부터 숨겨진 교육의 새로운 코드를 찾는 성찰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가 열정적 인간 최민식의 모델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그가 사회에서 주어지
는 코드를 넘어서서 탈코드화로서 소통세계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공감할 수 있는 연대적
이고 시너지적 세계를 통합하는 자신의 생명력의 힘으로 전이시키는 바로 그 점이다. 즉 그
는 소외된 집단을 껴안고 고양하는 변용으로 확산시키는 열정을 발현한다. 이러한 점에 비
추어 교육은 본질적으로 변화에 대한 적응이나 대체로서가 아니라, 자아변용과 사회변용을
지향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2. 열정체험의 과정: 탈코드화의 통증 속에 신념유지를 관철하는 열정적 인간
최민식의 사진추구는 인류의 휴머니즘 구현을 향한 발굴로서 가난한 삶에 대한 코드를 해체
하고 새로 부여하는 현실로서 소통하는 ‘자생적 책무감’으로 발현하고 있다. 평생교육자로서
그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에 기반하고 있다. 사회적 결과에 매이지 않는 새로운 길을 여
는 주체로서 서기 위한 인간은 귀하고 독특한 존엄성을 가진 존재라는 점이다. 평생교육자
로서 열정적 인간 최민식은 동등한 존엄한 인간으로서 그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살아있는

모든 존재의 아픔에 대해 민감해지는 ‘연대적 감수성’과 공동책임을 환기한다. 그는 현실의
타자가 겪는 아픔에 대해 공존재로서 관심과 배려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끈다.
이러한 최민식의 국내 사진계의 평가는 대부분 왜 동일한 성격의 작품에 매달리는가라는 동
어반복으로 비판하였다. 그러나, 그는 예술작가로서 결코 매너리즘에 빠진 것이 아니다. 오
히려 그는 휴머니즘 세계를 실현하기까지 가난한 사람에 대한 대상을 멈출 수 없으며, 다른
대상으로 전환할 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에
대한 편견이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적 차원에서 볼 때 그는 50년 이상 평생교육자로서 근대문명의 허위가 빚는 현실 즉
코드의 마비로부터 상실되어서는 안되는 휴머니즘의 세계를 각성하는 실천적 작업을 지속적
으로 관철하고 있다. 그것은 마치 교육자가 본질적으로 학습자 앞에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재생산교육으로 비쳐질 수 있지만, 학습자 개개인의 전인격적인 만남 앞에 늘 새로운 생성
에 처해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실로 최민식은 단절된 상이한 의식세계의 인류애적 감동이라는 지난한 작업을 위해 전생애
를 통해 바친 그의 열정은 대단하다. 그는 심지어 쌀과 연탄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필름을 사거나,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점점 작은 집으로 이사가면서까지 치열하게 작품활
동을 지속하는 예술혼을 불태웠다. 이러한 그의 작업자세가 중요한 점은 그가 위인적으로
극복하는 의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다각도로 조여오는 열악한 고통스런 작업
환경 속에서도 과연 그의 신념을 더욱 강렬하게 지속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
은 교육적으로 의미있는 작업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민식은 자신의 생애에서 체험한 가난의 처절함이 더욱 그를 평생교육자
로서 자생적 책무감을 강하게 하였다. 책무감이란 난관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고 책임을
기꺼이 맡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그의 치열한 열정은 가난에 대한 고정된 시각으로
부터 놓치고 있는 인간적 고뇌 속에 희망을 향한 생명력으로 나아가는 인간애의 생생하고
풍요로운 휴머니즘의 체험을 양보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약속한 ‘자생적 책무감’이었다.
그런데, 우리 교육학계는 평생교육의 기저를 형성하는 상이한 의식세계간에 통합과 소통에
대하여 철저하게 회피일관도로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최민식의 사례는 우리에게 간과한 것
들을 상기하게 한다. 중요한 점은 우리 교육계가 회피하는 다양한 형식 앞에 지나치게 길들
여져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여 교육은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자와 수용하는 자로
양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프로그램에 예속되는 공학적 절차나 기법에 너무 매몰되어 있
다. 다시 말하면 공학프로그램이 잘못 구성되어 교육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회피하는 것이다. 그
런데, 최민식은 이 모든 것을 한번에 뛰어넘는 열정예감의 순간이 있으며, 이를 인정할 때 스스
로도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결국 자신의 열정지향성에 대한
‘결과예감’으로서 확신될 때 그 효과를 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학습자의 열정을 발현할 수 있는 배려는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우리의 책임회피
는 전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현실성이라는 이름 아래 동어반복의 오류를 범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학습자의 열정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피동적 동기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학습자 자신의 열정의 흐름으로 문명 자체가 지어내는 독특한 마비지점 즉 상이한
의식들간의 소통을 공감하고 확장하는 열정예감의 순간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 열정예
감을 체험하는 순간 학습자 자신에게 자기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기획권을 존중하는 것은 이
문명의 마비를 풀 수 있는 길임을 발견하게 한다. 다시 말하여, 교육이 프로그램의 공급자
와 수용자로 양분하는 것은 자기책무감의 소명의식을 향하는데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다. 이

교육의 새로운 지평으로서 열정체험 연구

처럼 교육의 공학적 개념의 매몰은 학습자들의 심연에서 다양하게 피어오르는 소명으로 향
하는, 생성(becoming)하려는 열정예감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자생
적 책무감이 샘솟게 하는 것은 자기열정을 예감하는 순간이며, 이러할 때 학습자에게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권을 존중할수록 그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

3. 학습자의 내러티브 구성과 서사가능성
교육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고유한 내러티브를 실현하고 있는가. 내러티브를 살려나아가는
교육이란 학습자들이 스스로 주인공이 되어 자신만의 독특한 삶의 이야기를 형성하도록 돕
는 것이다. 내러티브를 이해한다는 것은 학습자들에게 깊이 잊혀져 있는 근원적 삶의 의미
와 성찰성을 통합하게 하는 핵심주제이다. 학습자에게 시급한 것은 자신의 진정한 존재를
통찰하게 하고 그 자신이 참으로 누구인지를 이해하게 하는 새로운 성찰이다. 이러할 때 교
육은 우리에게 자신만의 독특한 내러티브를 발견하고 형성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다.
열정적 생애를 살아가는 열정적 인간은 자신만의 고유한 내러티브를 형성해나아간다. 고유
한 내러티브를 형성한다는 것은 분리하는 세계가 아니라 만남의 세계이며, 강요된 침묵과
분열되고 파편화된 소외로부터 다양한 내러티브를 꽃피워내는 ‘의미추구의 역사’로 전회하
게 한다. 그것은 학습자 개인의 ‘의미없음’의 세계로부터 서사적 사건인 ‘의미있는’ 성찰적
만남의 세계이다. 내러티브는 한 개인의 구체적 열정체험으로부터 발굴되며, 자신이 스스로
삶의 주인공이 되어 자유롭게 변용할 수 있는 열린 개방적 텍스트이다.
그런데, 학습자들의 내러티브는 평균적으로 강요되는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러티브는 지식과 체험, 주체와 대상, 앎과 삶이 상호용해되는 다차원적 전존재
의 참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러티브는 과거와 미래의 체험이 현재에 통합되며, 전체적
삶의 성찰성을 가져온다. 이러할 때 코드화에 지워지고 숨겨진 자신의 삶을 전경화할 때 학
습자는 스스로 가능성을 드러낸다.
서구답습적 사진계 풍토에서 50년 이상 자생적 주제에 매달린 그는 특히 가난한 소외된 세
계로부터 그 내러티브의 의미를 창출하였다. 그의 사진의 소재는 특별하지 않는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가난한 사람의 모습들이다. 최민식은 작품을 통해 단절된 수많은 갈등하는 의식세
계의 가교를 놓는 내러티브를 형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서사를 카메라에 새기는 다
큐멘터리 작업을 개척하고 있다. 그는 기존 사진계의 현실을 넘어서서 휴머니즘의 다큐멘터
리를 구현하는 과감한 실험정신으로 예술계의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창조적
교육서사로 나아가게 한다. 최민식의 내러티브가 가지는 중요성은 분열된 상이한 의식세계
를 소통시키며 화합하는 내러티브에 있다.
그런데, 문제로서 교육의 장면에서 내러티브는 또다른 내러티브로서 펼쳐지게 하는 폭발성
이나 전염성의 효과를 가지지 않는데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민식은 단절된 의식세계로부
터 스스로 내면에서 생성하는 열정예감에 의해 소통함으로써 결코 스스로의 열정을 소외시
키지 않았다. 그러나, 근대교육은 학습자들의 내면으로부터 열정을 생성하는 내러티브로부
터 소외시키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
그는 스타이켄의 인간가족전을 본 순간, 그것이 의미하는 내러티브로부터 자신의 내러티브
의 폭발적 전염을 체험하였다. 즉 열정예감의 계기로서 창조성을 낳는 내러티브는 또다른
내러티브의 소통으로 폭발적으로 펼쳐지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갈등하는 상이한 의
식세계간의 소통을 통해 내러티브의 생성 즉 열정예감을 폭발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창조적

내러티브를 생성하는 방향에서 교육의 ‘빅뱅포인트’를 조심스럽게 연구하여야 할 시점이다.
바로 이 지점이 빠른 변화와 함께 밀려들어오는 강요된 개방현실이라는 교육환경으로부터
그리고 코드화의 기호 속에 피동적 적응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는 교육환경에서 능동적으로
내러티브를 구성할 수 있는 소통영역일 수 있는 것이다.
최민식에게 상이한 의식세계를 소통하게 하는 사진작가이자 평생교육자로서 뛰어들게 한 결
정적인 사건이 있었다. 그는 스타이켄의 인간가족전을 본 순간 열정예감을 확신하였다. 다
시 말하여 자신의 전존재를 바쳐서 평생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며, 모든 것을 던져서 할 수
있는 소명이 직관적으로 한순간에 예감되었다. 이러한 열정예감의 중요성은 보다 현실적으
로 열정을 실현하게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기존의 교과과정보다도 더욱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음을 그의 실천적 노력을 통해 통찰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열정의 폭발적 예감에 뒤따른 신념화과정’이다. 열정의 폭발적 예감에 뒤따
른 신념화과정이 중요한 것은 상이한 의식세계를 소통시키고 문명의 허위를 드러내는 결정
적 계기를 통해 교육과정을 스스로 구성하는 기획능력을 부여할 때 그 효과가 높다는 점이
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교육계는 학습자들에게 피동적인 교과과정의 강요와 그
로부터 이탈의 혼란 속에서 지나치게 쓸데없는 부담을 가중하는지도 모른다는 반성을 촉구
하게 한다.
학습자의 열정체험은 인간성의 근원적 자유와 자발성의 실현과정을 지향하여야 한다. 바로 이
러한 점에서 한국교육은 치명적인 오류에 빠져 있다. 실로 학습자 스스로 즐기지 못하는 일을
하면서 거기서 탁월한 창조적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다양한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유로운 자발성의 선택권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학습자들의 잠재적 재능을 발굴하고 극
대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코드화의 틀로 지속적으로 억압하거나 등급화로 규정지으며, 더 나

아가 배제하고 차별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열정교육에 배치된다. 즉 타인과의 경쟁이 삶
의 목적이 된 사회에서 그 사회 전체의 경쟁력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학습자들이 오직 타인을
이기기 위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희열로서 어떤 일에 몰입하는 사회만이 진정
한 경쟁력과 시너지적 힘을 상생할 수 있다.
서사적 교육패러다임은 더 이상 평균적으로 강요되는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이제 교육은 획일적으로 코드화에 가리워진 학습자들의 소외된 세계를 복원하여 자신의 삶
을 전경화하며, 내러티브로부터 열정예감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할 때
교육의 서사적 공간은 타자화되고 객체화된 소외됨으로부터 스스로의 자생적 역사로 마주설
수 있다. 이 마주섬은 강요된 침묵으로부터 의미추구의 역사로의 발굴과 의미공동체를 구성
하는 존재론적 역사에 흔적을 남기는 새로운 교육서사의 창조과정인 것이다. 마치 사진작가
최민식이 소외된 가난한 사람들을 내러티브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듯, 교육자는 코드화에
숨겨진 학습자들을 내러티브의 주인공의 세계로 발굴해야 하는 것이다.

Ⅳ. 소외를 넘어서는 희망의 교육 :
새로운 탈주로서 열정체험
교육은 인간의 욕망충족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근원적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근원적 문
제는 근원적인 방식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 열정체험의 새로운 지평은 부와 명예, 권력의
한정된 재화를 향한 제로섬의 무한경쟁으로부터, 선발에 매몰된 시각으로부터 탈주하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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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성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열정의 세계는 자신의 진정한 가능성을 향하여 수많은 삶
의 내러티브로부터 존재의미와 가치감을 형성하는 열망세계로서, 사회적 보상이나 대가의
계산적 사유를 벗어나는 세계이다.
이 논문은 한 예술가 최민식의 생애에서 지속적으로 추동하는 열정체험의 과정을 드러내고,
예술세계에서 탈코드화의 열정세계로서 집단적 편견을 교정하고, 인간 본연의 가치로서 화
해하며 통합하는 소통세계를 열어가는 열정적 인간 최민식의 열정실현과정을 탐색하고 이해
하며 해석하였다.
이 논문에서 다룬 전존재를 예술에 바쳐지는 열정적 인간 최민식의 공동체적 헌신은 자신과
시대의 소외의 아픔과 카오스적 고통으로부터 자신의 해방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해방을
가져온다. 열정체험의 새로운 지평은 파편화되고 분리된 소외된 체험인 무수한 변장으로부
터, 진정한 자신의 열정성을 찾아나가도록 초대하며, 연대적 관계의 시너지적 힘을 가져온
다. 새로운 차원의 고양된 휴머니즘의 세계로 통합하는 열정체험의 세계는 개인과 사회의
변용으로 이끄는 강렬한 세계이다. 즉 열정체험의 새로운 이해는 인간의 근원적 삶을 성찰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코드화에 가리워진 한 인간이 잠재하는 위대성을 실현하게 하며, 한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인 의식을 변용으로 도약하며 통합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차
대한 의미를 지닌다.
교육은 잠재가능성을 박제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현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놀라울
정도로 탁월하게 개현할 수 있는 ‘열정예감’의 계기와 조건들을 자연스럽게 배려하며 돌보
는 ‘교육적 기다림’을 요구한다. 교육은 변장이 강요되는 사회문화적 환경으로부터 자신만의
열정을 찾아나아가는 ‘미로찾기’로부터 새로운 도약의 탈출구의 계기를 통해 열정을 실현하
는 교육의 진정한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열정체험의 존재론적 지평은 학습자의 보이지 않는 절망, 좌절, 아픔, 시련, 실패, 무의미의
세계는 교육에서 배제되어야 할 세계가 아니라, 오히려 새롭게 변신할 수 있는 가치있는 의
미세계로 재해석될 수 있다. 이러할 때 학습자들의 열정성은 ‘죽어있음’에서 ‘살아있음’으로,
무의미를 의미로, 좌절이 승화로, 아픔이 치유로, 실패는 도약으로 이행하는 변용을 가져온
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은 사회적 평가에 종속되는 가시적 결과나 평가에 골몰할 것이 아니
라, 학습자들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전체적 삶의 통합을 가져올 수 있도록 심오한 의미를
탐색해야 할 것이다. 즉 열정체험의 존재론적 지평은 접힘을 통해 깊어지며 다시 펼침으로
통합되는 것이다.
열정체험의 새로운 지평은 인간형성을 향한 교육의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 열정체험
의 새로운 지평은 근대교육이 상품화, 획일화, 규격화된 교육에 대한 비판으로서 대안적 교
육패러다임이다. 교육의 본질적 지향이 열정실현으로 변용을 현실화하는 데 있다면, 열정교
육은 미시적 차원에서 자아실현과 타자실현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회문화적 차원에
서 기존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넘어서서 창조적 소통으로 연대하는 시너지적 열정을 열어
가는데 있다. 이러한 열정체험의 새로운 지평은 살아가는 사회적 현실을 넘어서서 내면이
열망하는 교육으로 현실화시키는 것이다. 즉 열정교육은 존재변용과 사회변용 그리고 문명
의 전환과 치유를 향하는 예비공간인 동시에 ‘인류애적 껴안음의 공간’이다. 사회문화적 차
원에서 열정의 실현을 억압하는 좌절로부터 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인터페이스의 규명은 앞
으로 지속되어야 할 과제이다.
열정적 인간의 생애에서 발현하는 열정은 체계화하는 논리적 사유에만 담겨질 수 없다. 인
간의 삶은 그 자체로 총체적이며, 생성하는 과정이다. 근대학문은 이성중심의 ‘분과주의’로

서 진보와 발전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인간의 열정세계는 분과학문의 조명에만 한정할 수
없다. 따라서 열정체험의 진정한 이해는 학제적 접근(interdisciplinary)과 가로지르기
(transdisciplinary)의 입체적 사유를 요청하는 것이다.
열린 학습사회는 한 학습자가 내면에 잠재하는 열정성을 실현하기까지 많은 교육적 돌봄과
배려를 절실히 요구한다. 열정성을 실현할 수 있는 창조적 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은 기
존의 사회적 평가에 종속되는 가시적 평가나 결과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보이
지 않는 세계에서 전체적인 삶의 통합과 성찰을 가져올 수 있도록 심오한 삶의 의미와 가치
에 의해 촉발되는 열정예감의 순간에 대한 교육적 기다림이다. 즉 교육은 사회의 코드화에
종속당하지 않는 고유한 열정을 생성하고 고양하는 지평으로 나아갈 때만이 학습자들의 위
대성은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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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Passion Experience
as a New Horizon of Education
So-Hee Kim
The new horizon of the passion experience will invite those who suffer from the
pulverized and separated experience of estrangement in camouflage to grope for his
true passion experience with belief in mind that his true passion experience will
proffer him synergic strength.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educator not to
suspend or abandon the mission of education even after the labyrinth, since
education is far from stuffing a potential personality, but it will instead, instruct the
virtue of waiting, while taking care of the motif and the condition of anticipated
passion, which will open any moment mow as the result of education. Education is
a passion to group for an exit of a labyrinth and to realize to a maximum extent
the potentiality as well as a transformation, leading to a new passion world where
the educated experience a new passion world of exhilaration and exalt of living.
A

passionate

human

photographer

Choi

Min-shik

opens

the

possibility

of

communication of harmony and integration beyond the interrupted and excluded
world through innate impression of human love, as decoding, which has been
covered with new correction work and coding that shake away with a new shock of
unfamiliarity from existing taste towards the poor, namely from the stereotype of
sympathy and abasement. His passion toward humanism, that is, intense 'passion to
integrate society' reveals the unlimited horizon of possibility waiting for academic
interpretation for so many non-exposed passions from the code of cultivation that
returns to false consciousness, and from the code still buried and hidden.

교육의 새로운 지평으로서 열정체험 연구

Key Words: Decoding, Communication World, Passion Experience toward Humanism,
Passion Premonition, Educational Wai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