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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화열정'의 교육학적 이해
김 지 현(서울대)

요 약
‘가르치는 활동’은 교육학 고유의 연구대상으로서 ‘가르치는 내재적 동기’에 대하여 자율적이고
내재적인 개념과 이론을 제시하고 그 제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교육학의 가장 기본적인 연구과
제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기존의 교육학적 패러다임 내에서 ‘가르치는 동기’는 심각한 질문과
탐구의 대상으로서의 위상을 차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가르치는 활동은 성인의 전유물로서 교
사의 직무동기와 동일시되고, 때로 ‘교육열’과 동일시되거나 ‘교과’의 가치추구와 동일시되거나 ‘학
습동기’와 크게 구분되지 않는 통념 속에 머물고 있었다. 자율적 교육학의 정립을 추구하는 제2기
교육학적 관점 가운데 하나인 ‘교육본위론’에서는 가르치는 활동의 내재적인 동기를 ‘하화열정’으로
개념화한다. ‘하화열정’의 개념을 통하여 연구한 바에 의하면 통념과는 달리 ‘하화열정’은 아동들에
게서도 두드러지게 드러나며 학교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인간의 활동 동기가 되고, 하화의 대상이
나 소재가 출현하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마음의 변화이고, 그 자체로 추구할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세속계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하화를 추구하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특정한 조건
하에서 발달하고 발현하는 인간의 교육적 특성, 스승으로서의 자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
‘하화열정’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교육학적 이해가 필요하며 그 가능성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 주요어: 하화열정(descending educative passion),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 열정(passion),
동기발달(development of motivation)

I. 자율적 교육학의 탐구과제
인간은 다양한 세계에 참여하여 적절하고 유관한 활동을 수행한다. ‘정치적 동
물’, ‘사회적 동물’, ‘경제적 동물’, ‘유희적 동물’ 등 인간을 지칭하는 다양한 명칭들
은 바로 이러한 인간 활동의 원천적 제 국면을 포착하여 보여준다. 인간을 연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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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양한 분과학문들은 이러한 각각의 고유한 활동의 영역을 상정하고 이를 자신
들의 탐구영역으로 선택한다. 인간의 활동을 연구하는 학문들의 주요한 탐구과제
가운데 하나가 그 활동을 하도록 하는 동기에 대하여 자체의 개념을 규정하고 동
기의 특성과 발달, 발현되는 양상 등에 대하여 내재적이고 자율적인 이론체계를 제
시하는 일이다.
어떤 활동을 하는 이유를 각각의 세계 내적인 것으로, 즉 그 세계의 활동에 참
여하면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경우 이를 '내재적 동기
(intrinsic motivation)‘라고 한다. 반면, 다른 세계적 가치를 위하여 현재 어떤 활동
을 하는 경우 이를 ’외재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에 의해서 활동을 한다고 한
다. 전자는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이고 후자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수단으로 활
동을 하는 것이다. 각각의 학문이 활동을 수행하는 내적인 동기를 설명한다고 할
때의 ‘내재적인 동기’는 ‘그 활동 자체가 좋아서 그 활동 안에 붙박힌 수월성의 기
준 혹은 덕의 기준으서의 가치를 추구하고 활동의 구조적 규칙을 준수하게 하는
인간적 특성’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인간의 활동을 설명하려고 하는 학문에서 불
가피한 작업은 바로 그 활동을 하는 이유, 혹은 동기 가운데 특별히 ‘내재적인 동
기’를 가정하고 그에 대한 ‘내재적인 설명체계’를 가지는 것이다.
어떤 활동을 수행하는 내재적인 동기를 가정하여야 하는 것은 특정 학문의 연
구대상으로서의 고유한 활동영역의 존재가능성의 전제가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사
람이 모종의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이 활동을 왜하는가’를 물었을 때 ‘돈을 벌기위
하여’ 혹은 ‘경제적 가치가 좋아서’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가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을 함의하기 때문이다. ‘돈을 벌기위하여 하는 활동’은 ‘경제본위의 활동’
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경제활동이다. 만일 어떤 사람을 두고 그가 ‘경제적활동을
수행하는데 이를 하는 동기는 정치적 가치의 실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
으로 모순이다. 즉, 어떤 활동영역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그 활동에 참여하여 가
치를 실현하고 활동을 구성하는 내적이고 구조적인 규칙들을 준수하고자 하는 인
간의 동기가 주어져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백번 양보하여 ‘돈을 벌기 위하여’ 시작은 하였지만 현재 하는 일은 ‘정치활동’
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정치활동을 하는 원인이 정치활동 밖의
있는, 즉 ‘외재적 목적’을 위해 정치활동을 하는 경우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은
얼핏 보면 ‘정치활동’을 하는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사실상 정치
활동 ‘밖에 있는’ 즉 외재적인 ‘상황설명’에 불과하다. 그것은 정치활동을 하게 하
는 한 가지 '우연적(contingent)' 원인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때에도 여전히
다른 활동이 아니라 바로 현재 하고 있는 활동으로서의 ’정치활동‘ 그 자체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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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동기, 즉 정치활동의 내재적 동기는 존재함을 가정할 수
밖에 없다. 결국 특정학문이 어떤 활동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고 하는 경우 여기에
는 반드시 그러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의 활동의 원동력으로서의 내재적인
동기를 가정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학문의 존재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
학문의 연구대상세계의 내재적인 동기는 그 학문의 자율적이고 내재적인 개념
과 이론체계에 의하여 포착될 수밖에 없다. 활동 참여의 동기를 자체의 내적인 개
념과 논리, 이론적 맥락으로 포착하고 구명하는 일은 해당세계를 연구영역으로 탐
구하는 학문의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되는 동시에 사실을 구성
하는 이론적 힘을 확인하는 조건이 된다. ’정치활동‘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은
자율적 개념체계와 논리로 ’정치하는 동기‘을 설명해야 하며, ’경제활동‘을 연구대
상으로 하는 학문 또한 자신들의 언어와 논리로 ’경제하는 동기‘을 설명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세계를 설명하는 개념체계나 이론은 그 세계적인 맥락과 관점을 함
유하고 있어 도대체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세계적인 인간의 특성으로서의 내재적
동기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

‘내재적 동기’의 존재를 ‘자율적 내재 이론’으로 설명

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연구대상 세계와 이론세계가 가질 수 있는 이
상적, 당위적 관계 가운데 하나이다. 특정한 세계적 활동을 수행하는 내재적 동기
혹은 내재적 가치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적 특성에 대한 이해는 모든 학문
의 과제가 된다.

1)

교육학은 여타의 인간 활동과 구분되는 ‘교육 활동’을 탐구대상으로 삼고 이를
이해하고자 하는 학문영역이다. 인간의 교육활동에 대한 연구는 교육하는 인간의
제반 면모에 대한 연구이며, 이 가운데 제기될 수 있는 과제가 ‘인간은 왜 가르치
는가’, 즉 ‘가르침의 내재적 동기’에 대한 이해와 설명이다. 교육이라는 행위 밖의
세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육활동 자체를 위해서 가르치는 행위 자체가 구현하고
자 하는 가치와 보람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간을 움직이는 동인을 교육학 고유의

1) ‘경제적 동물’로서의 인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제학의 경우, 인간이 재화와 용역에 관
한 각종 계획적 행위로서의 ‘경제행위(economic action)’를 수행하는 동기에 대하여 ‘한계
효용’이나 ‘최소비용 최대효과의 원리(economic principles)’등의 개념을 제시하고 이의
발현에 대한 경제학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조순․정운찬․전성인, 2003; Jevons, 1957).
인간의 사회적 활동을 연구하는 사회학의 경우도 ‘사회적 활동’을 하는 동기를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아노미(anomie)’나 ‘체계이론(System theory)', ‘사회적 역할이론(social role
theory)’등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며(Durkheim, /1994; Mead, 1962; Pareto, 1935), 심리적
인 활동의 동기에 대한 설명체계로는 ‘심리역동론(psycho-dynamic theory)’의 ‘리비도
(libido)', ‘욕구위계론(need heterarchy theory)’의 ‘욕구(need)', ‘귀인이론(attribution
theory)’ 의 ‘귀인(attribution)' 등이 있다(신응섭,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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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이론체계로 바라보고 설명해야 한다. 즉 인간으로 하여금 가르치는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동기의 특성을 규정하고, ‘그것이 어떻게 발현하고 발달되는가’, ‘그
것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는 상황은 어떠한가’ 하는 것 등을 이해하는 것이 교육
학의 중요한 과제가 된다.
교육활동이 크게 보아 ‘가르치고 배우는 일’로 이루어진다는 것에는 큰 반론의
여지가 없다면 인간의 교육적 동기 가운데 ‘왜 배우는가?’에 대한 논의는 ‘학습동
기’의 형태로 비교적 많은 연구와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그에 대한 대답도 다
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2) 물론 한계는 있지만 ‘학생들의 배움’에 대해서는 관심
이라고 있었으며 유사한 해석의 노력들이 존재해왔었다. 그러나 유독 교육학적으로
당연한 질문일 수 있는 ‘왜 가르치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가르침의 동기를 일컫는
개념이나 그러한 동기의 특성에 대한 이해는 그렇게 중요한 교육학적 관심의 대상
이 되지 못했다. 그것은 많은 부분 ‘제 1기적 교육학’이라고 불리는 교육학의 패러
다임의 오류에서 기인하는 바 크다(장상호, 1986).
학교태와 교육을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는 상식적 태도와 여타 학문의 개념과
이론을 빌어 교육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범주착오적 이해의 허용 등과 같
은 교육학 탐구의 패러다임 내에서 ‘가르치는 동기’에 관한 문제는 심각하게 제기
되지 못했다. 이러한 패러다임 내에서 ‘가르치는 동기’에 대한 질문은 질문자체가
오도되고 그것을 설명하는 개념이나 이러한 동기가 보일 수 있는 제반 특성들에
대한 이해는 상식이나 오해, 범주착오적 통념들이 대신하고 있다.

2) 엄격히 말하면 ‘인간이 왜 배우는가’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질문의 제기와 교육학적 해
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실상 있었던 것은 각각의 이론들이 가정하는 행위의 동
기였을 뿐이며 그것은 여타 학문적 관점에서 그 학문의 대상세계적 행위의 출발이유였던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교육학적으로 ‘왜 배우는가’에서 ‘배운다는 것’을 ‘상구활동’으로
규정하고 ‘왜 상구를 하는가’에 대하여 논의해야 할 과제 또한 그대로 남아있다고 보아야
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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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가르치는 동기’에 대한 통념
1. 생물학적 오해: 성인의 전유물
가르치는 활동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는 그것이 성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활
동이라는 가정이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고 하면 그것은 거의 대부분
성인과 아동의 상호작용으로 이해되기 십상이며 이 때 가르치는 일은 성인의 몫으
로 당연하게 가정되곤 한다. ‘교육자론’이나, ‘교사론’, ‘교수이론’ 등 가르치는 것과
관련된 논의는 거의 예외 없이 ‘성인’들을 염두에 두고 논의된다(Anderson, 1995;
Kerschensteiner, 1965). 가르치는 몫은 ‘부모’, ‘교사’, ‘교수’, ‘사부’, ‘사범’ 등의 성
인에게 돌아가고 ‘아동’은 오직 배우는 존재로만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몇 가지 원인을 가지고 있다. 그 하나는 아동이 대부분의 경우
성인보다 부족한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의 초창기의 대부분의 활동
은 다양한 인간의 정신적 문화적 유산들이나 지식, 생활태도 등을 탐색하고 획득하
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유아들의 '호기심'과 ‘배우려는 열정’은 보통 적극
적인 것이 아니다. 신생아와 부모 사이의 지식수준의 차이는 원시와 현대만큼 엄청
나다. 대부분의 짐승들은 출생 이후 짧은 기간 안에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 이 때문에 인간은 출생 이후 어느 동물보다도
오랜 기간의 보호기를 요구하며, 인간은 진화과정을 거치는 동안 그 보호의 기간
중에 서로 삶의 중요한 지혜를 교류하도록 생리학적으로 결정되어 있다(Rogoff,
1990). 영아는 탁월성을 향해 분투하는 내재적 동기를 가지고 출생하며, 부모는 그
동기를 만족시키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그러한 동기들을 토대로 한 편이
다른 한편의 발달을 돕고 도움을 받는 활동에 참여한다. 이 과정에서 아동은 대부
분 덜 발달한 상태로서 '배우는 존재'로 참여하는 일이 두드러지며, 이러한 양상에
대한 이해가 이분법적 사고로 되어 ‘성인’은 가르치고 ‘아동’은 배우는 자로 인식하
게 만든다.
이에 더하여 가르치는 동기가 '성인의 전유물'인 것으로 인식되는 데는 교육과
학교태를 동일시하는 상식의 확산적 적용이 크다. 학교태가 교육적 상호작용의 전
형으로 인식됨으로 인하여, 가르치는 일은 항상 교사라는 성인의 역할이며 학생인
아동은 배우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관점이 된다. 소재가 지식이거나
사회화의 내용들이 되거나 성인은 가르치고 아동은 배워야 한다는 가정은

혹은
‘학교’

제도에 의하여 강화된다. ‘교사’는 정답을 알고 있으며 ‘학생’은 이 정답을 찾고 알

175

교육원리연구 , 10(2)

아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르치는 사람=성인’이라는 도식은 학교상
황과 관련하여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협동학습(cooperative learning)’이나 ‘또래지
도(peer tutoring)’를 보는 관점에서도 두드러진다. 학생들은 ‘아동’들이기 때문에 당
연히 이들이 하는 모든 일은 ‘학습’ 즉, 배움의 맥락에서만 설명된다. ‘교사’가 하는
일만이 ‘가르침’일 수 있으며 아동 또래 간에 수행하는 일은 설사 그것이 ‘가르침’
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으로 포착된다.
가르침의 동기가 성인의 몫으로 인식되는 고정관념에는 ‘가르치는 일’이 반드시
일정한 수준의 지식을 전제로 할 때만 가능하다는 생각, 혹은 ‘정답’을 알고 있어야
가능하다는 생각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 지식의 종적인 수준을 발생적 연속선상에
서 파악하지 않고 ‘아는 사람’으로서의 ‘성인’과 ‘모르는 사람’으로서의 ‘아동’을 이
분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항상 ‘가르치는 일은 알고 있는 성인의 역할이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정말 지식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으로 나뉘어 지는가?‘,
’이 가운데 아는 사람만이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는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절대적인 이분법적 가정으로 바라보거나 절대적으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사람만이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식의 위계에 대한 오해가 아닌가?‘ 등의 문제들
을 제기할 수 있다. 가르침은 오직 성인의 몫이며 그 동기 또한 성인에게서만 발견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동기’
가 성인만의 몫으로 생각되는 것은 당연하다. 아동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호기심’이나 ‘학습동기’이지 결코 가르치고자 하는 욕구는 아니다. 그
러나 교육활동 가운데 가르치는 활동이 정말 성인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세계인지
아동들도 성인만큼 가르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가르침의 세계에 참여하고 있
는 것은 아닌지는 이론적으로 검증하고 확인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2. 제도적 제한: 교사의 직무동기
‘가르치는 동기’에 대한 통념 가운데 하나는 그것이 ‘교사’라는 특정한 범주의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일종의 직무동기라는 생각이다. 이는 많은 부분 ‘교육’을
학교태와 동일시하는 태도와 유관하다. 교육을 ‘학교’라는 일상생활사태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는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등식이 성
립하고 ‘교사=가르침의 주체’라는 가정이 성립한다. 이는 가르치는 일이 교원양성
과정을 거침으로서 ‘교사자격증’이라는 특정한 자격을 소지하게 된 사람에 의하여
학교라는 특정한 시간적 공간적 제약 속에서 전개되는 행위양식이라는 가정으로부
터 파생된 통념이다.
사실상 ‘교사’는 가장 대표적인 ‘교육주체’로 인식된다(강영혜, 2003). 이러한 견

176

하화열정의 교육학적 이해

해에 의하면 하화는 ‘교사’라는 전문적 직업을 가진 사람들만이 참여하는 세계이며
하화활동은 특정한 시간적․공간적 제한 속에서 이루어진다. ‘왜 가르치고자 하는
가?’, ‘왜 가르치고자 하지 않는가?’, ‘어떤 상황에서 잘 가르치는가?’, ‘무엇이 가르
치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도록 하는가’ 등의 문제는 거의 예외 없이 ‘교사의 직무
동기’와 ‘직무환경의 개선’의 문제와 연결되어 해석된다.
가르치는 일이 ‘교사의 몫’인 한 엄격한 의미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동기’는 심
각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실상 교사에게 ‘왜 가르치는가’라는 질문은 그
자체로 성립하지도 않는 질문일지 모른다. ‘교사’는 학교에서 주어진 직위에 요구되
는 역할을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학교수업을 행해야 하는’ 사
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새삼 ‘가르치고자 하는 동기’의 성격이나 특성 등을 묻는 일
은 어색하기 그지없다. ‘교사는 왜 가르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교직사회화’의
결과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다(Lortie, 1975). 그리고 그에게서 요구할 것은
‘가르치는 일’ 이라는 주어진 역할에 대한 ‘헌신’이다. 가르치는 이유는 교사가 가
지는 직무에 대한 의무감이라는 형태로 밖에 설명될 수 없다. 가르치는 이유나 동
기는 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동기와 동일시된다. 그들에게 제기되는 질문은 ‘어
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칠 수 있게 하는가’ 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이 주를 이룬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더 잘 가르치는 일’로서 그것의 효율성과 책무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가르치는 일’ 자체를 자신이 원하고 그 내재된 보람이나 가치를 실현
하고자 하는지의 문제를 ‘교사’에게 묻는 일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 교사에게 있어
서 가르치는 동기는 열정이기보다는 직무수행으로 중립화시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가르치는 동기’가 ‘교사의 직무동기’나 그에 대한 헌신과 같은 개념일
수 있는가는 다시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교사가 하는 일은 가르치는 일 만이 아니
다. 많은 경우 ‘교직의 전문성’에 관한 논의에서 주가 되는 것은 ‘교수할 내용에 대
한 지식’과 ‘이를 전수할 수 있는 기법’이다. 교직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그가 가져
야 할 능력은 교과의 내용에 해당되는 학문적인 지식이나 여타의 직무 효율성과
관련된 능력, 즉, 수업계획능력, 교수조직 및 제시능력, 학생지도능력, 의사소통능
력, 평가능력 등이 강조된다. 즉 이제까지는 지식과 기술 중심의 교사전문성이 강
조되었다. 최근에는 교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감각과 함께 ‘어떻게’ 일을
해야하는지,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를 인지하고 수요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
여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Anderson, 1995). 교직에
서 요구하는 능력이 이렇게 다양한 만큼 그가 참여할 업무도 다양하며 이 모든 것
들을 제대로 수행하고자 하는 동기는 그야 말로 그가 맡게 되는 수많은 일 만큼이
나 많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하는 일은 항상 ‘가르침’이라는 생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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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고자 하는 동기를 교사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동기와 동일한 것으
로 간주하는 생각, 즉 전반성적 생활세계적 세계를 이론적 세계와 구분 못하는 상
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가르치는 일이 교사만 할 수 있는 일인지도 의심스럽다. 가르치고
자 하는 동기를 교직이라는 직업적 특성과 연결시켜 설명해야 할 이유가 없을 수
도 있다. 가르치고자 하는 동기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동기일 수도
있다. 역으로 교사만이 가르치는 동기를 가진다는 생각은 오히려 가르치는 동기의
보편성과 편재성의 발견을 저해하는 발상일지도 모른다. 학교 밖의 수많은 사람들
이 가르침의 동기를 가질 수 있다. 학교 밖의 모든 공간이 교육의 공간일 수 있다.
또한 학교의 교사가 가르치는 ‘교과’만이 교육의 소재가 아니라 ‘교육활동’을 가능
하게 하는 일종의 지식들이 모두 ‘교육의 소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교사의 직무수
행동기를 가르치고자 하는 동기와 본질상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곧 학교의
‘교사’에게서 ‘내재적이거나 자발적인 가르치고자 하는 동기’를 묻는 일을 어색하게
만들뿐 아니라 ‘교사’가 아닌 사람들에게 존재할 수 있는 ‘가르치고자 하는 동기’의
존재가능성, ‘가르치고자 하는 동기’의 편재성과 보편성의 가능성, 자발성의 가능성
을 배제하는 통념이기도 하다.
3. 기능주의적 관점: 내재성의 간과
어떤 활동을 그 자체가 좋아서 하는 것, 그에 참여하는 것이 해당 세계의 가치
를 실현하는 것인 경우에 이를 ‘내재적 동기’라고 하고 다른 세계의 가치실현을 위
한 도구적 행위로 어떤 것을 수행하는 경우 ‘외재적 동기’에 의하여 활동을 한다고
한다. 가르치는 동기와 관련하여 많은 생각들은 이 활동이 그 자체로 가치로울 수
있으며 나름의 보람을 줄 수 있고 참여함으로써 고유의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발달’이나 ‘지식획득’, ‘학생의 배움’을 위한 도구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동기’에 대한 소위 ‘교육심리학’ 분야의 연구에서 두드러진다.
전통적으로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는 이유와 원인에 대한 설명은 심리학의 분야에
서 ‘동기’개념으로 연구되었다. 심리학자들은 동기를 ‘행동을 일으키고 지속시키는
내적인 과정’으로 정의한다(Slavin, 2003: 363). 최근 심리학 분야에서는 ‘내재적 동
기’의 의의에 관한 연구와 논의가 활발하다(Deci & Ryan, 1985). 내재적 동기를 연
구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이 재미있어 하는 과목이나 그 자체가 학생들의 배우고자
하는 동기를 충분히 유발시키는 것을 ‘내적 유인가를 가진다’고 한다. 이러한 학생
들은 곤충, 공룡 혹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과 같은 특별한 주제에 관해 배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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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좋아하며 이 공부에는 격려나 보상이 거의 필요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Gottfried & Fleming, 2001). 많은 경우 외적 보상은 내적인 동기를 방해할 수 있
다. 특별히 ‘과제가 너무 흥미로울 때, 보상들이 확실하고 미리 제공되었을 때, 보
상들이 과제의 성공이나 수행의 어떤 구체적인 수준에 대한 것과 관계없이 주어질
때’ 부정적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Cameron, 2001: 40). 데시(E. Deci) 외(2001)
는 동기에 긍정적 또는 중성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외적 보상
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기전략으로 보상들을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위험한 제안이며, 우리는 학생들의 흥미를 끌고 자기통제의 발달을 지
지할 교육적 실천방안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 논쟁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Deci, Koestner, & Ryan, 2002: 50).
내재적 동기론의 주된 기여는 인간의 학습에 있어서 내재적이며 자발적인 동기
의 역할이 지대하며 본질적인 의미의 학습을 통한 발달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
과 외재적인 보상의 사용 등이 매우 위험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학교상황에서 매
우 조심스럽게 사용하여야 한다는 연구결과들일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학습’을 그
자체로 좋아서 할 수 있는 일로 만들기 위하여 여러 방법을 고안한다. 이상과 같은
동기이론은 나름의 한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학습’과 관련하여 일
정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3)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동기화’에 대한 관심의 대부분이 학생의 동기에 주된 초
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그에 대한 내재적 동기에 대한 논의 또한 ‘학습(learning)'에
관한 논의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경향 안에서 ’가르침‘의 ’내재적 동
기‘의 가능성에 대한 관심의 부재를 볼 수 있다. 어쩌면 ’학습‘에 해당되는 일체의
’내재적 동기‘에 관한 논의, 즉 그것의 존재가능성이나 의의, 발현의 조건, 발달의
조건 등은 그대로 ’가르침의 동기‘의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자연스러운 학문적 이해방식은 ’배움‘의 경우와 동일한 논리로 ’가르침의 동기‘도
고찰하는 것이다. 하지만 내재적 동기에 관한 논의들 속에서 ‘가르침’은 결코 ‘그
자체로 좋아서 할 수 있는 일’의 범주에 있지 않다. 물론 그 자체로 좋아서 할 수
있는 일로서의 ‘가르침’에 대한 관심도 부재한다. ‘가르침이라는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의 동기는 무엇인가’, ‘가르치는 활동은 왜 하는가?’, ‘그것은 내재적으로
동기화가 되는 활동일 수 있는가?’, ‘이러한 동기를 내재적인 것으로 활성화하고 그
자체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여건들이 조성되어야 하는가’
3) 학습에 대한 내재적 동기론의 한계로는 여전히 내재적 동기를 ‘수단시’ 한다는 점, 동기
유발의 전제가 되는 ‘그 자체로 좋아서 하는 활동’으로서의 ‘학습’에 대한 개념규정이 부
재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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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문제는 이들의 관심밖에 있다. ‘가르치는 사람’은 없고 단지 내재적 동기를 문
제시하는 맥락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내재적 동기가 유발되어 자기스스로 결정하
는 학습을 가능하도록 허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하여야 할 책임을 끊임없이
지는 사람’에 불과하다(Deci & Ryan, 1985: 266). 이들은 ‘교사들은 그들이 가르치
는 모든 것을 가능하면 내재적으로 재미있는 것으로 만들려고 시도해야만 하고, 필
요하지 않을 때는 물질적인 보상을 주는 것을 피해야 하지만, 외적 보상이 필요할
때는 이것을 사용하는 것을 억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 뿐이다(Ryan &
Deci, 2000).
가르침을 여타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간주하는 태도는 가르침의 내재적인
동기의 가능성을 간과할 뿐 아니라 일체의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모두 ‘가르
침의 동기’로 받아들이고 인정함으로써 오히려 ‘가르침’을 왜곡하고 억압할 가능성
을 열어둔다는 문제도 지닌다. 극단적인 경우, ‘가르침의 동기’가 다른 것과 구분되
지 않는 한,

‘세뇌’, ‘사회화’, ‘행동수정’, ‘직접적 전달’ 등과 같이 일체의 ‘지식의

발달’이나 외적으로 요구하는 변화를 가지고 오고자 하는 모든 시도들이 ‘가르침의
동기’로 인정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모두 ‘학습자의 지식’을 발달시키거나 ‘배움
의 내재적 동기’를 가능하게 하는 여건이 되어주기만 한다면 모두 ‘가르침의 동기’
가 유발된 상황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결과주의적’, ‘도구주의적’ 입장을 허용한다.
‘가르침의 동기’가 그 내적인 개념규정 없이 오직 학습이나 배움이라고 불리는 일
련의 의도한 변화를 가지고 오는 일체의 행위의 동기로 열어둘 경우 ‘교육’은 존재
할 수 있는지, 개념의 부재에 따른 가르침의 활동과 그 가치, 그리고 그 내재적인
동기가 발현됨으로써 맛볼 수 있는 ‘가르침의 가치’는 왜곡되거나 훼손될 소지는
없는지 심각히 고려해 볼 일이다.
4. 세속계적 범주착오: ‘교육열’과의 동일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많이 가르치고자 하는 경우에 ‘교육열이 대단
하다’고 말한다. 특별히 부모가 자녀를 더 좋은 학교로 진학시키고자 하거나 더 많
은 교과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배우도록 조장하는 경우에 이러한 말을 쓴다. 모종의
동기가 작용하여 그 동기가 적용되는 활동의 결과로 인하여 대상이 되는 사람이
‘교육적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가정이 밑바탕이 되는 이러한 열
의를 ‘교육열’이라고 부른다. 때로 이러한 ‘교육열’은 가르치고자 하는 동기’로 읽히
기도 한다. 더구나 그것이 ‘무엇인가 좋은 것을 그 자녀에게 더 많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교육열’은 ‘긍정적인’ 교육의 동기로 비추어 지기도
한다. 그러나 ‘교육열’이 본질상 진정한 의미의 ‘가르침의 동기’가 될 수 있는지는

180

하화열정의 교육학적 이해

심각한 분석과 비판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다.
‘교육열’은 그 의미가 명확히 규정된 개념이 아니다(이종각․김기수, 2003). 그것
은 다양한 현상과 다양한 맥락을 담고 있다. 오욱환(2000)은 다음과 같이 ‘교육열’
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교육열은 무엇보다도 개인의 차원에 해당하는 ‘교육욕구(educational
need)', '학교교육의 기회균등화와 기회의 쟁취에 따른 결과로서 나타나는 ’교육
확대(educational expansion)‘, 지식과 기술의 유용성을 확신함으로써 나타나는
학습에의 적극적 태도를 의미하는 ’학구열(scholastic desire)‘, 궁금한 것을 참지
못하고 원인이나 이유 등을 기어이 알려고 하는 태도를 일컫는 ’탐구심 또는 지
적 호기심(intellectual curiosity)‘ 등으로 대치될 수 없다. 둘째 교육(eudcation)과
학교교육(schooling)을 구별하는 경우, 교육열은 ’학교교육열‘에 가깝다. 이는 한
국사회의 교육열이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내적 동기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제도교육을 받았다는 증표를 쟁취하고 상대적
격차를 벌리기 위해 기울인 노력의 결과로서 나타난 현상이다. 다시 말해 학교
교육열은 도구적 목적으로 학력과 학벌을 쟁취하려는 열망을 강조하기 위한 개
념이다. 셋째. 이는 정상을 벗어난 상태를 나타내는 부정적 개념이다. 넷째 교육
열은 이론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한국사회의 교육현실을 설명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개념이다. 그리고 끝으로 교육열은 심리적이고 개인적인 속성
보다는 사회적인 풍토에 더 비중을 둔다는 등의 특징이 있다. …교육열은 ‘한국
인들의 교육욕구가 사회적으로 만연하여 한국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정상수
준을 넘어선 학력 및 학벌 쟁취현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오욱환, 2000, p. 18).

이상의 고찰에 의하면, 교육열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는 ‘학력 및 학벌 쟁취’
이며 이러한 동기에 의하여 참여하는 세계는 이러한 사회적 성취와 지위획득을 가
능하게 하는 ‘행동이나 정보의 획득’이 될 것이다. 이종각․김기수(2003)가 ‘교육열’
을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려는 부모의 동기체제이다. 교육열은 자녀가 사회적 경쟁
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더 나은 학력을 갖게 하려는 행위로 나타난다.”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나, 교육열에 대하여 그것이 일련의 ‘사회병폐화’ 되어있으며 그
것이 일어나는 원인이 지위지향적인 경쟁과 집단주의적 결과주의적인 행위양식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과 그것이 일종의 ‘교육전쟁’에 가깝다고 주장하는 입장(박남
기, 2000) 등은 ‘교육열’이 ‘학교를 통한 사회경제적 지위획득을 위한 경쟁상태’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교육열’은 결코 ‘가르침을 가능하게 하는 내적인 기제’를 설명하
는 개념이 될 수는 없다. 이는 인간이 ‘세속적 활동’으로서의 ‘사회적․경제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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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 성공과 출세’를 지향하는 열망, 욕구를 설명하는 사회학적인 개념이지 ‘왜 가
르치고자 하는가’ 하는 교육활동의 동기를 설명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보아야 한다.
‘교육열’은 ‘세속계적’ 동기와 욕구의 발현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가르
침의 동기’는 이와는 구분되는 세계로서의 ‘교육’과 유관한 동기로 이해되어야 한
다.
5. 소재계적 범주착오: 교과의 가치추구와의 혼동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활동은 대부분의 경우 ‘지식’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영역들
을 그 소재로 하여 전개된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교육의 가치’를 ‘소재가 되는
세계의 가치’로 환원시키거나 후자의 가치가 전자의 가치보다 우선시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가 피터스(R. Peters)가 주장하는 교육
의 내재적 가치론이다. 피터스는 ‘교육’의 개념을 규정하기 위하여 ‘교육받은 사람’
의 언어적 사용기준을 탐색한다. 그리고 이로부터 교육이라는 개념에 붙박힌 인지
적 기준과 가치적 기준, 그리고 과정적 기준을 제시한다. 이 때 인지적 기준은 ‘안
목과 지식의 이해’에 해당되며, 가치적 기준은 ‘그러한 지식을 가치롭게 여기고 이
에 헌신하는 것’이며, 과정적 기준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온당한 방법으로’ 이러한
지식과 안목을 가치롭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으로 설명된다(Peters, 1966).
여기서 피터스는 ‘교육이 그 자체로 내재적인 가치를 가지는 근거’로서 ‘지적인
안목과 지식을 형성하는 것’으로서의 교과의 가치를 주장한다. 교육이라는 활동의
가치를 설명하는 대신에 그것의 소재가 되는 ’학문‘ 혹은 ’이론적 활동‘이 가지는
가치를 주장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피터스가 보여야 할 것은 ’과정적 기준‘에 해당
하는 ’교육이라는 활동의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는 ’윤리
적으로 온당한 학교의 제반 방법들‘로 언급을 대신하고 교육의 가치는 그것이 가르
치고 배우는 ’교과의 가치‘에 있음을 주장한다.
교육활동의 가치에 대한 이상과 같은 범주착오는 ‘가르침의 동기’를 ‘소재계적
지식의 가치추구의 동기’로 동일시하는 통념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
는 다음의 예는 ‘교사’의 활동을 ‘학문활동’과 동일시하고 그가 추구하는 가치가
‘이론적 가치’라고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이홍우, 1998).
앞에서 저는 교사가 가르칠 때에는 배우는 학생과 동일한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기회를 통하여, 저는 그 일을 ‘사물이나 현상을 보는 일’
또는 다른 말로 ‘이론적 활동’이라고 규정해 왔습니다. 말하자면, 학교에서 가르
치는 수학, 과학, 문학, 역사 등 교과는 각각 사물과 현상을 보는 개념적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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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안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것을 배움으로써 학생은 그런 안목으로 각각
관련된 사물과 현상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그런데 교사가 하는 일, 그
리고 그 일에 가정되어 있는 ’가치 있는 삶‘’은 ‘보통사람들’이 생각하는 ‘잘 사는
것’의 의미와 전혀 다릅니다. 현상을 보는 일은 돈과 권력, 또는 더 소박하게 생
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현상을 보는 일에 몰두하다가 보면
‘보통사람들’이 생각하는 소위 ‘성공’과는 담을 쌓고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보
통사람들’의 눈에 교사가 잘 못사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서 생각하여, 만약 현상을 보면서 사는 것이 ‘잘사는 것’이라면 학생,
또는 교육을 ‘받는’ 사람보다는 교육을 ‘하는’ 사람이 ‘더 잘’ 산다고 말할 수 있
습니다.…그(교사)는 사범대학에 가서 교사가 되겠다는 학생에서 그 성공의 가장
명백한 증거를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이야말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학생이기 때문입니다. 그 학생은 교사에게서 배운 결과로, 그 교사가 그토록 열
렬히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즉, 현상을 보면서 사는 삶이 가장 가치있는 삶이라

는 메시지-를 받아들였고, ‘현상을 보는 일’을 업으로 삼는 그런 삶을 살려고 결
정한 것입니다(이홍우, 1998, pp. 113-116).

여기서 ‘교사’는 ‘가르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교사가 하는 일은 다름이 아닌 ‘사물이나 현상을 보는 일’이며 그의 삶이 ‘잘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현상을 보면서 사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지 속에는 ‘가르치는 사람’은 ‘이론적 활
동’을 하는 사람이며 그가 추구하는 가치는 ‘이론적 가치’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논지에 따르면, ‘가르치는 활동을 하는 동기’는 ‘이론적 활동을 하는 동기’와 구분
되지 않는다. 가르침의 동기가 그것의 소재가 되는 이론이나 학문, 교과를 통하여
실현되는 가치를 추구하는 일과 구분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일은 유사하게 ‘교사
의 덕’을 ‘철학자의 미덕’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반복된다(Highet, 1950;
김안중, 1994). 다음은 ‘교사가 추구하는 가치’를 ‘철학적 가치로서의 여가’로 보는
입장이다.
미덕이란 '유용성으로서가 아니라 덕으로서의 좋음'을 의미한다. '교사'라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미덕은 곧 ‘여가(scole)'이다. 이 때 여가란 피이퍼(J. Pieper)
의 지적에 의하면 인간이 무엇을 이해하거나 지식을 획득하는 지적인 활동으로
서의 ’라티오‘와 ’인텔렉투스‘ 가운데 후자에 해당하는 비추론적 관조를 의미한
다. 철학한다는 것은, 달리말해서 ‘여가한다’는 말이고 이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
가 그의 「정치학」에서 “인간은 어떤 활동으로 여가를 채워야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문제이다”고 말했을 때 그가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도 바로 철학하는 일

183

교육원리연구 , 10(2)

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어떤 활동으로 여가를 채워야 하는가? 이 질문은
이제 직접적으로 ‘인간은 학교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번역될
수 있다. 여가가 학교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학교에서 ‘채워야’ 할 활동, 그것은
인간으로서 소유할 수 있는 지혜, 곧 실재에 대한 통찰과 이해를 추구하는 활동
이라는 한마디로 표현된다. 이 일은, 말할 필요도 없이, ’여가‘로서의 학교를 ’채
우고‘ 있는 사람, 교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여가는 교사가 가진 것의 전부이며,
교사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교사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미덕을 통해서 자신
의 학생들로 하여금 ’지상의 세계‘로부터 ’천상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발
달‘하도록 이끄는 존재인 것이다(김안중, 1994, p. 67).

교육계의 내재적 가치나 교육계적 활동의 동기와 원인을 소재계적인 것으로 환
원하는 경향은 ‘주지주의적’ 교육관을 가진 입장들, 지식의 형식을 주장하는 피터스
류의 제 이론가들에게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이다(홍원표, 1998). 교육학자들
뿐 아니라 학교에서 생활하는 교사들에게서도 이러한 통념은 지배적이다. ‘교사’라
는 직업이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매력으로서 많은 교사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교
과를 계속하여 추구할 수 있어서'라고 답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는 교사의
직업이 ‘교과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사실에 더하여 ‘가르침의 가치’
가 곧 ‘소재가 되는 지식을 계속 추구할 수 있는 가치’와 동일시되고 그로인해 ‘가
르치는 동기’가 ‘소재의 동기’와 동일시되는 현상으로 연결되는 통념의 연속적 고리
를 뒷받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어떤 교사는 ‘고대사’와 같이 취직이 어려운 교과목을 좋아할 수
있다. 또는 체육에 관심을 있으나 운동 분야에서 직업선수가 될 만한 능력은 갖
추고 있지 못할 수가 있다. 이러한 교사는 교직에서 자신의 관심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을 찾을 수 있다. 어떤 고등학교 교사들은 교직이 얼마나 그들의 이루
지 못한 꿈에 ‘가까운’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 했다. 어떤 영어교사는 연극배우가
되고자 했던 가거의 꿈을 학교에서 연극연출을 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교직은 본래 학교에서 함양되고 강화되어 온 관심을 만족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매력은 교직에 내재되어 있는 특질이다. … (교직의 매력으로) '교과
영역에 대한 관심‘을 선택한 사람들의 일부는 아마도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
일 것이다. 국민학교 교사들보다 고등학교 교사들이 이 답지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5%, 32%) (Lortie, / 1993, p. 64).

‘가르침의 동기’가 그 소재가 되는 ‘지식의 가치를 추구하는 동기’ 혹은 ‘이론적
활동’을 하는 동기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일종의 범주착오이다.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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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생각해 보면 ‘가르치는 사람’과 ‘철학자’는 결코 같은 사람일 수가 없다. 교사가
‘가르치는 일’도 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가르치는 이유나 동기’가 ‘가르침이 좋아서’
이어야 하지 오직 ‘수학이 좋아서’거나 ‘연극이 좋아서’가 될 수는 없다. 교육활동
은 그 소재가 되는 세계적 활동과 동일시 될 수 없으며 그것의 가치 또한 소재계
적 가치와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은 소재계의 가치를 물론 전제로 하고 있
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그것이 ‘교육의 소재’로서의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X를 가르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분명 ‘X를 하는 열정’과는 범주
상 구분되는 것으로서 혹은 차원 상 더 높은 것으로서의 ‘가르치는 동기’ 혹은 ‘X
를 가르치는 동기’로 개념화되어야 한다. 후자의 경우에도 강조점은 분명 ‘가르치
는’에 가 있을 것이며 이때의 X의 가치는 물론 교육의 소재로서의 가치, 가르치고
자 하는 열망과 동기를 자극하고 그것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의 X의
가치로 인식되어야 한다. 가르치는 활동의 동기를 ‘도덕성의 추구’나 ‘인격적 완성’
혹은 ‘문화의 재생산’ 등으로 설명하는 입장은 소재계적 활동을 하는 동기와 가르
치는 활동의 동기를 구분하지 못하는 범주착오의 예들이 된다.
6. 교육계 내적 범주착오: 학습동기로의 감환
위에서 살펴본 ‘가르침의 동기’에 대한 전반성적 단계의 통념이 교육이라는 세
계의 밖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상식적, 자연적, 제도적, 세속계적 오해들이었다고
한다면 보다 미묘한 범주착오로서 ‘배움의 동기’와 ‘가르치는 동기’를 동일한 것으
로 취급하는 입장이 있다. 이러한 입장은 교육의 세계 안에서 교육의 큰 두 가지
하위구조가 되는 ‘배움’과 ‘가르침’에 대한 세계구분과 각각의 세계를 구성하는 구
조와 요소들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가르치는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동기와 배우
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동기가 개념상 엄격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이다. 그 대표적
인 예가 ‘평생학습론’이나 ‘학습자론’, 혹은 ‘성인학습자론’의 경우이다.
이러한 견해들에서는 학습하는 존재가 부각되고, ‘교사학(pedagogy)'에 의하여
보육하고 가르치는 일에 주목하는 관점으로부터 바뀌어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배우
려고 하는 ’학습자‘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전환된다. 성인학습, 평생학습론의
이론적 근간을 이루는 것이 ‘자기주도적 학습론’이다. 이 분야의 가장 주된 이론가
가운데 하나인 노울즈(M. Knowles)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타인의 조력 여부와는
상관없이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학습용구를 진단하고, 학습목표를 설정하며, 그
학습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적합한 학습전략을 선택․실행하여 자
신이 성취한 학습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데 개별학습자가 주도권을 갖는 과정’으
로 개념화한다(Knowles, 1975: 18). 노울즈의 뒤를 이어 ‘자기계획학습(self-plan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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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을 이야기한 터프(Tough, 1967)은 한 발 더 나아가 이러한 자기계획적인
학습자를 ‘자기교수자(self-teacher)'라고 지칭한다. 이러한 자기주도적 학습자는 전
통적 의미의 교사의 도움이 없이, 독학의 맥락에서 자신의 학습을 자율적 주도적으
로 이끄는 사람을 지칭하였다.
‘학습주의’와 ‘성인학습론’이 주장되는 과정에서 ‘학습하는 동기’ 속에 ‘가르치는
동기’가 ‘나눔’의 이름으로 자연스럽게 흡수되어 설명되어 버린다. ’가르치는 일‘과
’‘가르치는 동기’도 자연스럽게 ‘학습하는 일’의 일환으로 감환되어 버린다. 강압적
인 ‘교육주의’와 차별화된 자기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의 강조를 ‘학습주의’라고
하여 차별화한다.
사람들은 삶과 죽음 사이의 것들을 서로 배우고 익힘의 문화를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어 가지며, 그것을 본능적으로 실천하는 존재들이다. 이것은 인간
이 배우는 동물이기에 그런 것이다. … 인간이 무엇이든 배운다는 것 그 자체는
여러 의미를 갖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인간이 자연의 몫을 둘러싸고 생기게 되
는 정신적이거나 물질적인 여백들을 서로 나누어 갖고 그로부터 의미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익숙하게 된다는 말이다. 인간은 원래 다른 인간에게 본성에 있어
서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고, 단지 그가 배울 수 있도록 유인할 뿐이다(한준상,
2001, pp. 8-9)

이러한 ‘학습주의’의 강조는 ‘하화활동’의 위치를 격하시키거나 ‘하화활동’을 ‘학
습’의 하위영역으로 범주착오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은 ‘가르치는 활
동’과 ‘배우는 활동’이 동일하게 ‘학습’의 패러다임으로 설명이 된다. 협동학습, 멘
터(mentor)와 멘티(mentee)의 관계에 대한 논의들이 주로 이러한 관점을 취한다.
전자적인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학습하는 것‘, ’서로 돕는 것’, ‘소통’이
라는 이름으로 개념화됨으로써 모두 ‘학습’으로 인식되어버린다. 멘터는 수준 상 상
층에 있는 사람, 혹은 경험이 더 많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멘티의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보이는 활동과 행위는 ‘학습’의 패러다임 내에서 설명이 된다. 그리고 가
장 이상적인 ‘학습자’는 가장 이상적인 ‘조력자’ 혹은 ‘촉진자’이며, 좋은 ‘촉진자’의
조건은 곧 이상적인 ‘학습자’이다.
말하자면 ‘교육주의’는 인간을 가르쳐야만 학습하는 존재라고 믿고, 교육하지
않으면 학습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학습은 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교
육에 의하지 않은 학습이 가증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가치롭지 않다고 믿는다.
‘교육주의’와 대비되는 관점을 ‘학습주의’라고 부르고자 한다. ‘학습’은 각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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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지식, 사고방식, 규범, 기능, 감성 등을 습득하는 의도적 활동을 의미한
다. ‘학습주의’는 인간의 학습능력과 학습자발성을 신뢰하고 존중하며, 주체적 학
습활동을 정당화하는 철학이다. 인간은 ‘학습동물’로서 강한 학습욕구와 학습능
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학습활동을 통제하거나 억압하지 않으면 학습활동은 계속
될 수 있다는 점을 학습주의는 강조한다. 학습주의 관점에서 보면, 학습활동은
앞선 학습자에 의하여 촉진될 수도 있지만 학습자 자신의 학습활동에 의하여 학
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교사가 가르친다고 언제나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
니다. 즉, 교육은 학습을 위한 보조활동일 뿐이다. 그리고 훌륭한 학습자가 유능
한 학습보조자, 즉 교육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무능한 학습자는 유능한 교육자
가 될 수 없다(김신일, 2005, p. 15).

이러한 관점 속에서는 ‘학습활동’과 ‘촉진활동’이 개념상 분명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 기존의 학교중심의 ‘교육주의적 패러다임’이 가지고 있는 강제성과 일방성,
수동성 등과 같은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을 ‘학습주의’의 관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서 분명히 구분하여야 할 인간의 교육적 활동의 두 가지 하위구조로서의 ‘가르침’
과 ‘배움’에 대한 구분이 흐려지고 있다. 위의 글에서 알 수 있는 바는 ‘학습자’를
촉진하는 ‘앞선 학습자’가 ‘촉진자’가 된다고 보는 것이다. ‘학습자’와 ‘촉진자’는 전
혀 다른 활동에 참여하는 주체들일 수 있음의 가능성이 배제된 채 전자와 후자가
동일한 범주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즉,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자기주도적인 ‘배
우는 사람’의 입장이 강조되는 과정에서 ‘가르침’의 세계가 상실되는 상황을 낳고
있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와 후자를 동일시함으로써 전자적 동기와 후자적 동기
를 동일한 것으로 혹은 전자는 후자의 발달의 결과 나타나는 양상이거나 이상적인
전자는 후자의 개념 안에 포함된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곤란할 수 있다. ‘교학
상장(敎學相長)’의 개념처럼 가르침과 배움은 서로 긴밀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
렇다고 해서 ‘가르침’과 ‘배움’이 같은 세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교육계 내에
서 구분이 가능한 세계는 서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가르치는 일’은 ‘배우
는 일’과 서로 다른 가치를 추구할 수 있으며 요구되는 활동의 요소들과 인간성의
제반 측면이 구분될 수 있다. 각각이 자율적인 세계로서 고유성과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을 구분하지 않거나 배우는 활동의 주체성과
적극성 의의를 강조하기 위하여 가르치는 활동의 가치와 의의, 활동의 제반 요소의
4) 이는 마치 ‘목욕물과 함께 아이도 버리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배움에 버금가는 가르침
의 가치와 열정, 의의와 활동의 고유한 구조를 간과하는 ‘이론적 애꾸’의 증상을 낳고 말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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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성을 놓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개념상 두 세계가 구분
될 수 있다고 하면 학문적으로 구분하여 포착하는 것이 당연하다. 변별할 것을 변
별하고 각각의 세계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양상을 이해하는 것이 옳은 접근방식일
것이다.

Ⅲ. ‘하화열정’의 개념
엄격히 말하면 지금까지 사용한 ‘가르침’이라는 말은 ‘기표’밖에 없는 단어이다.
이론적 통찰로 이루어진 학문적 ‘기의’없이 통념적이고 상식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맥락에서 임의로 사용이 가능한 개념이었다. 이러한 용어는 학문적인 개념과 일상
적인 개념사이의 구분도 되지 않는 용어일 뿐 아니라 학문적 개념으로도 어떠한
여타 학문의 맥락으로 감환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초대할 준비
를 하고 있는 용어로서 엄밀한 의미의 교육학적 용어가 아니다. 나아가 교육현상을
이해하고 성립시킬 수 있는 사실구성력도 가지지 못한다.
이상과 같은 ‘가르침의 동기’에 대한 통념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난맥상과 문제
점들은 일차적으로 ‘가르침의 세계’를 일상생활세계와 구분되는 교육학의 학문적
이해대상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하여 자율적인 개념체계와 이론을 통하여 이해하고
자 하는 학문적 시도의 결핍에 기인하는 바 크다. 교육학의 역할은 일상의 생활사
태에 교육학적 개념과 이론, 교육학자가 하는 활동을 통하여 현상의 배후에 존재하
는 교육이라는 세계의 구조와 그 구조를 이루는 요소, 활동의 규칙, 실현하는 가치,
인간성의 제 측면, 평가의 방식, 언어사용의 방식을 드러내는 일이다. 교육학이 보
다 깊이 있는 통찰을 토대로 ‘가르침의 동기’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이러한 동기
의 제반 특성을 이해하는 일이 시급하고 절실하다. 물론 새롭게 제시되는 ‘가르침
의 동기’는 ‘제1기 교육학’ 패러다임이 가지고 있는 오류들을 극복하고 지양하는 것
들이어야 한다.
이처럼 제 1기적 교육학의 오류들을 지양하고 자율적인 교육학을 정립하고자
하는 교육학 의 패러다임을 제 2기적 교육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2기적 교육
학은 학교태와 교육을 동일시하는 상식과 통념적 이해를 괄호치고, 교육의 전체구
조를 학문적으로 포착하고 교육을 교육 아닌 세계나 현상, 활동과 차별화시킴으로
써 자율적 대상세계로 드러내고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 착색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
유한 명칭과 개념, 용어들을 만들어낸다. 또한 여타 학문의 개념이나 이론, 관점과
맥락을 차용하지 않음으로서 자율적이고 내생적인 이론체계를 구축하며, 응용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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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보다는 순수한 현상의 이해에 일차적으로 관심을 둔다(장상호, 2001).
교육학의 학문적 자율성을 추구하는 제 2기적 교육학의 노력 가운데 하나가 최
근 장상호(1991, 1997, 2000)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교육본위론(敎育本位論)’이
다. 교육본위론은 세계가 실현가치와 활동의 방식, 요구되는 인간성의 면모, 언어적
교류의 특징 등에 따라 횡적으로 다양하게 구분되는 제반 영역들로 이루어져 있다
는 다원주의적 입장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세계들 가운데 세속계와 수도계, 교육계
가 존재한다. 세속계는 소위 ‘사회’, ‘정치’, ‘경제’의 세계들로서 인간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던져진 세계로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주어진 여건과 같은 것
이다. 인간들은 각각의 세계에서 권력과 부와 명예 등을 추구할 수 있으며 요구되
는 외적인 행위의 징후들을 보이면서 이 세계에 참여한다.
‘교육’은 ‘다양한 수도계의 품위의 종적인 수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차이의 상
향적 중재의 과정’으로 그려진다. ‘수도계’는 인간의 내면적인 요청에 따라 잠재적
인 가능성을 주체적으로 실현시켜 나가는 세계이다. 그것의 종류는 서로 환원될 수
없는 이질적 구조와 고유의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만큼 다양하다. 수도계는
서로 다른 발전의 수준을 갖는다. 인간성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계속하여 자기
초월의 과정을 통하여 향상하는 것으로서 상정되기 때문이다. 수도계의 인간적인
면모를 ‘품위(品位)’라고 한다. 품위는 각각의 수도계에 대한 개별적인 주체의 단계
적 계기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지칭한다. 무수한 종류의 수도계가 무수한 수준의 품
위를 갖는 것으로 가정된다. 상대적인 품위 수준에 따라 ‘선진(先進)’과 ‘후진(後進)’
이 구분될 수 있으며 이들은 다양한 교육적 공간(敎育的 空間)에서 동종(同種)의 수
도계를 소재로 삼아 스승과 제자라는 교육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
교육은 다양한 수도계를 소재로 삼지만 수도계와는 구분되는 고유의 요소와 구
조를 가지고 수도계의 모든 품위에서 각 단계 사이를 반복적으로 순환하는 동형적
인

활동이다.

교육활동은

‘상구(ascending

education)’와

‘하화(descending

education)’라는 두 하위활동으로 설명된다. 이들은 교육이라는 세계를 총체적으로
구성하며 서로 협응하는 양방향적 활동으로서 '행위의 동기(motive of action)', '변
형의 방향(direction of transformation)', '상대주의적 조망(relativistic perspective)',
'단계의 배열(arrangement of stages)', '협동활동의 형식(forms of cooperative
activity)', '품위가치의 증명(validation of transtalent)'의 양상에 있어 서로 대조되
면서도, 각각의 세계에서 각 요소의 요소들이 긴밀히 협응하는 자기세계 내의 요소
들이 ‘연사적’이면서 동시에 상대세계의 상응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계사적’ 관계를
보인다.
상구활동은 상구의 가치를 실현하는 세계로서 상구자가 주체가 된다. 이는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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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自利, self-love)’, 현재의 수준을 넘어 보다 나은 방
향으로 발전하는 ‘혁신(革新, renovation)’, 자기보다 높은 수준의 사람이나 지식을
인정하고 존중함으로써 가르침을 얻어낼 수 있는 ‘존현(尊賢, wisdom-respecting)’,
발전해 가는 방향에서 현재의 단계보다 조금 더 높으면서도 자기가 자신의 것으로
점유할 수 있는 전진적인 순차를 따르는 ‘순차(順次, progressive order)’, 가르침을
주는 상대를 만나 협력하는 가운데 자신의 변화를 위해 적절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조(自助, self-help)’, 그리고 자기 자신이 획득하게 되는 교육의 결과로서의
소재가 되는 영역의 지식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자증(自證, self-awareness)’의 요
소들이 이루어내는 구조적 활동이다.
하화활동은 하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세계로서 하화자가 주체가 된다. 이는 자기
가 아닌 다른 사람의 변화를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는 ‘이타(利他, altruism)’, 현재
의 자기 지식수준을 그대로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의 지식을 향상시키는 일에 관여
하는 ‘보수(保守, conservation)’, 특정한 영역에서 자기 자신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을 확인하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수준의 차이를 교육적 활동이 가
능한 공간으로 확인하고 받아들이는 ‘존우(尊愚, foolishness-respecting)’와 현재는
이미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닌 제자의 지식 수준으로 내려가 그것을 자기 안에 형성
할 수 있는 후향적인 가늠으로서의 ‘역차(逆次, regressive order)’, 상대가 되는 제
자의 변화를 위해 필요한 도움의 시기, 강도, 방식을 찾아 적절히 지원하는 ‘원조
(援助, helping other)’, 그리고 자기 자신의 지식수준이 타인의 것보다 나은 것임을
타인의 교육적 변화를 위해 드러내는 ‘타증(他證, inducing other's self-awareness)’
의 요소들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이하에서는 하화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하화자의
내재적 동기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본다.
하화는 자신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가 보다 높
은 수준으로 향상하고자 하는 상구의 활동을 도와주고자 하는 내적이고 자발적인
동기인 ‘이타’의 마음에서 이루어진다. ‘이타’는 남의 이익을 위하는 봉사의 의미를
가진다. 교육에서의 이타는 후진의 품위를 지금의 것보다 향상시켜 구제한다는 의
미를 지닌다. 따라서 그것은 ‘사회복지’나 ‘희생’의 맥락에서의 ‘이타’와는 의미가
다르다. 한 사람이 상구교육을 통해서 일단 더 나은 품위를 얻게 되면, 과거의 편
협하고 부적절한 품위로 되돌아갈 수가 없다. 그런데 주위의 타인들과 접하다 보
면, 과거 자신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전히 오류 속에 살고 있는 후진들과 조우하게
된다. 이 때 선진은 후진들의 오류에 대하여 연민, 동정, 친절, 그리고 측은함 등을
느낄 수 있다. 후진이 난관을 만나 힘들어하면, 선진도 같은 고통을 느낀다. 아직
선진이 처한 단계로까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후진은 상대적 결핍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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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빠져 있다. 그 ‘낮은 단계’에서 구원하는 길은 후진이 풍요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품위를 형성해 나가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하화계 내적인 열정을 ‘하화
열정’이라고 한다.5) 장상호(근간)는 다음과 같이 ‘하화열정’을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조건 없는 사랑,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하
화열정이다. 이것은 자신의 현품과 후진의 현품간의 간극을 메우려는 에너지이
다. 나보다 더 못나고, 무능하며, 나약한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이 있
다. 이 말은 상구를 위한 충고는 될 수 있을지언정 하화를 위한 충고는 아니다.
하화교육에서는 그 반대의 격언이 필요하다. 후진의 특징은 그가 결점과 오류를
가지고 있다는 데에 있다. 자신의 오류를 발견하여 그 과오를 고치지 못한 책임
을 후진에게 돌리고 그를 책망하기만 한다면, 하화는 일어날 수 없다. 그것을 교
정할 책임을 선진인 자신에게서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하화자는 결점이
있어도 상대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 그 결점 때문에 상대를 사랑
한다는 순수한 봉사의 정신을 지녀야 한다. 이런 강한 의미의 열정이 없이는 결
코 하화교육의 본질을 지켜나갈 수가 없다(장상호, 근간. 제 5장 교육의 자율성
중에서).

하화열정은 자신이 상구를 통해서 애써 얻은 품위를 후진들에게 재생시키고 그
들의 공감을 얻어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화의 내재적 가치의 추구와 활동의 내
재율의 준수를 하고자 하는 하화주체의 인간적 상태’하고 할 수 있다. 제자를 위한
‘이타’의 동기가 바로 이러한 것인데 진정한 이타란 남에게 도움을 준다는 마음마
저 없어졌을 때 성립이 되듯이, 하화행위의 동기가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가운
데 스스로 얻는 즐거움과 보람으로 연결될 때를 말한다. 하화활동의 경우에도 스승
에 대한 보답이라는 차원이나 어떤 대가를 바라는 차원, 또는 희생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그 자체가 즐거움과 보람으로 다가설 수 있는 하화주체의 동기가 가능한데
5) 상구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자리적 동기로서 ‘상구열정’이 있다. 자리(自利)는 자신에게
이익이 가져온다는 뜻이다. 상구교육은 교육주체가 자신의 결핍을 풍요로 대치하려는 자
기사랑의 동기에서 출발한다. 보다 높은 수준에서의 삶을 지향하는 주체적 긍정성은 선
진이나 타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며, 오직 상구자 자신의 창조로부터 나온다. 그 창조
성은 자신을 지금의 상태보다 더 강하게 하려는 동기에 근거 한다. 이는 사물의 본질에
접근하면서 더 높은 수준의 실재와 접하고 싶은 강한 에너지이다. 상구 자체의 활동에서
비롯되지 않는 외적인 보상이나 강제에 의존하여 상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부터 얻
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제외하고도 그 자체의 만족으로서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가 곧 상구열정이다. 자신들의 부족함을 깨닫고 중단 없이 상구계를 추구하는 것
이 곧 상구열정의 발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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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하화열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교육본위론의 하화열정은 인격적 지식론을 주장한 폴라니(M. Polanyi)의
‘설득적 열정(persuasive passion)’과 많은 부분 유사한 개념이 될 수 있다(Polanyi,
1958). 또한 실존주의자인 니체(F. Nietzche)가 주장하는 초인의 ‘증여욕구’, 그리고
대승불가적인 보살정신과 본질상 많은 부분 유사성을 가진다(김남희, 2000).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들의 논의는 ‘교육의 전체적 구조’를 드러내지 못하고 교육활동 가
운데 ‘하화활동’이 가지는 가치와 활동의 요소 등을 함께 이야기하는 형태가 아니
라는 점에서 ‘교육하는 활동의 열정으로서의 하화열정’을 말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
렵다.
이러한 하화열정은 교육활동이 가능하게 한다. 후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부
족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것만으로 하화교육에 진입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후
진들을 발견하면 이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하화자 측의 활동이 필요하다. 대
부분의 후진들은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상대에게 나의 제자가 되어 보라고 청원한다고 해서 교육적 관계가 쉽게 형성될
수는 없다. 청학은 선진이 후진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인간적 봉사이지만, 선진
의 그러한 청학을 선뜻 선의로 받아들이는 후진은 드물다.
하화열정을 소유한 스승은 스스로 자신의 오류를 발견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상구의 열망을 후진의 내부에 유발시키는 일을 시도하게 하며 그럴 경우에만 선진
과 후진 사이의 교육적 협력이라는 축제가 일어난다. 하화열정은 그것을 갖는 것뿐
아니라, 표현하는 가운데에서 상구자에게 교육적인 유인을 하는 힘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상대가 자신의 제안을 받고 이에 호응하여 접근해 올 때, 우리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상대의 교육적인 열정도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교육에 임
할 수 있어야 한다. 훌륭한 상구자는 상대의 하화열정을 자극하고 이용하고 만족시
키며, 훌륭한 하화자는 상대의 상구열정을 자극하고 이용하며 만족시킨다. 이처럼
방향을 달리하는 두 가지 상이한 교육의 열정이 만나게 되면, 각자는 서로가 서로
에게 상승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교육의 열정이 교육 자체의 활동을 추진하는
동력이 될 때, 비로소 교육은 그것의 고유한 내재성을 보존할 수 있다.
하화열정은 ‘상구열정’과 만나 교육적인 관계가 교육이 아닌 다른 세계의 그것
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자체의 내재성에 충실하게 임하도록 만드는 가장 순수한
원동력이다. 교육적인 열정은 그것이 발현되는 데에 가장 적합한 조건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순수한 힘으로 작용한다. 하화열정은 우리가 새로운 품위를 획
득했다고 할 때, 타인을 통하여 이를 영원히 보존하려는 열망인 것이다.
이상과 같은 ‘하화열정’은 고유한 가치추구의 상황인 동시에 하화활동을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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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원동력이며 하화자에게 하화의 내재적 가치를 체험하고 하화활동 고유의
보람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교육하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활동의 동기이다. 이

하에서는 교육본위론이 규정하는 ‘하화열정’에 대하여 제2기 교육학적 안목을 통하
여 전개되는 시론적 연구를 제시함으로써 하화열정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자율적
교육학의 이해의 가능성을 예시하고자 한다.

Ⅳ 하화열정 연구의 방법
1. 연구방법
1) 전제조건
하화열정에 대한 이해는 하화열정이 존재함을 알 수 있는 이론적 정련의 과정
을 거친 안목을 통하여 연구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과 관련된 연구에서 ‘좋
은 스승’의 조건이나 ‘좋은 학생의 조건’ 등을 연구할 때 대부분은 ‘스승’의 개념이
나 ‘제자’의 개념이 이론적 맥락 없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데리다(J.
Derrida)의 개념 그대로 언어의미의 무한한 산종에 불과하다. 교육학적 지식이 하
화열정에 관하여 누적되고 그것이 학문적 소통의 형태가 될 수 있으려면 상식과
학교태적 한계 등을 넘어서는 자율적인 개념으로서의 ‘하화’에 대한 이해기반이 마
련된 상황에서 그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현존하는 교육학 연구가
가지는 한계가 상식적 개념을 이론적 개념으로 그대로 차용함으로써 지칭하는 현
상에 대한 맥락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화’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하화’의 실재성, 즉 이론적 개념을 통하여 그
실재를 볼 수 있게 되는 학문적 안목의 형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개념의 탈상
식성, 탈학교제도성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하화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제2기 교육학적 안목’을 형성하는 사람들을 길러내고 이들의 안목을 통하여 하화
열정의 제반 특성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론적인 안목의 형성은 단시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현상을 볼 수 있는 학
자와 같은 수준의 개념을 형성한 경우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본위론에 관한 강의
를 수강하는 학생들이 제2기 교육학적 안목으로서 ‘하화’를 보고 그 특징을 보고할
수 있는 사람들의 조건을 만족시킨다. 보통 조사연구에는 연구자 훈련과정이 있다
(김광웅, 1995). ‘삶과 교육’ 강의에서는 학생들이 제 1기적 교육학 패러다임을 극복
하고 대안적인 자율적 교육학적 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한 학기동
안 전개된다. ‘삶과 교육’은 2002년 이후로 지금까지 교육본위론의 주창자인 장상호

193

교육원리연구 , 10(2)

교수와 강의공동개발자인 연구자에 의하여 운영된 강의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강
의를 수강한 학생들을 하화에 대한 연구자, 제보자로 활용하는 방법론을 택하고 있
다.
2) ‘삶과 교육’ 강의를 통한 이론적 안목의 형성
‘삶과 교육’ 강의는 학생들을 제2기 교육학적 삶으로 초대하여 교육학적 품위를
형성하도록 하는 과정으로 처방되어 있다.6) ‘삶과 교육’ 강의를 수강하는 동안 학
생들은 점진적으로 1기적 교육관으로부터 벗어나 2기적 교육관을 형성하고 이 교
육관으로 일상의 교육을 새롭게 해석하는 훈련을 받는다. 그것은 ‘삶과 교육’ 강의
가 강의의 목적을 ‘학교중심의 교육관을 반성적으로 해체하고 삶의 한 양상으로서
의 교육을 새롭게 이해하며 수강생으로 하여금 교육을 실현시키는 주체적 책임을
수락하고 나아가 일상을 교육적 관점에서 재인식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는 것에도
나타난다(장상호, ‘삶과 교육’ 강의계획서, 2004년 봄).
강의는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강의의 초반부에는 학생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교육관’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때 대부분의 학생은 제1기 교육학자와 동일한
형태의 교육에 대한 이해방식을 보인다. 그러나 이후 강의의 중반부에 이르러서는
‘학문적으로 교육을 이해하는 것의 의미’를 파악하고 다원적 세계 속에서 교육계가
존재하는 위상을 파악하게 되고 교육의 가치와 교육의 구조, 교육이라는 활동을 이
루는 내적인 규칙, 선진과 후진이 스승과 제자 혹은 하화자와 상구자로서 맺게 되
는 교육적 관계를 이해하고 교육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육적 삶의 사례를 고찰하
며 교육에 대한 평가를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점차 ‘하화’
에 대한 이론적 개념을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강의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자신이
형성한 교육학적 안목을 토대로 다양한 교육공간에서 벌어지는 ‘교육’을 이론적으
로 포착하는 연구를 조 단위로 수행하여 발표하고 강의평가와 자신의 상구평가를
하고, 기말보고서를 쓰는 것으로 구성된다. 수강생들의 ‘하화에 대한 교육학적 이
해’의 형성과정은 그들이 제출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 예를 들면 ‘수시과제’, ‘질문
공탁’, ‘강의평가’, ‘게시판에 올린 글’, ‘보고서’ 등에 나타난다. 이들의 변화를 크게

6) ‘삶과 교육’ 강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차시: 강좌의 소개 및 교육적 관계 맺기/ 2차
시 : 학생들의 교육관 검토/ 3차시 : 교육에 대한 학문적 이해의 과제/ 4차시 : 삶의 중
층성과 인간의 진화/ 5차시 : 교육의 맥락 ․ 교육의 구조와 체험/ 6차시 : 교육의 내재
율/ 7차시 : 교육적 관계/ 8차 시 : 교육본위의 삶/ 9차시 : 옛 성현들의 삶/ 10차시 :
교육계의 유지와 발전/ 11차시 : 교육과 평가/ 12차시 : 학교의 교육평가/ 13차시 : 교
육공간의 반성/ 14차시 : 강좌의 결론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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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단계로 나뉘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 - 교육에 대한 제 1기 교육학적 이해의 단계: ‘삶과 교육’ 강의를 수강하
는 학생들은 대부분 체계적인 교육학적 안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이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관은 제 1기적 교육학자들이 가지는 오류들, 즉 학
교와 교육을 동일시하고 교육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많은 개념들이 상식에
의존하거나 여타 학문적 맥락들이 혼용되거나 특별한 개념 없이 편의를 위하여 사
용되고 있거나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교육에 대한 교육학적 안목이 결여된 상
태에 있는 수강생들의 ‘교육’에 대한 최초의 이해수준은 그들이 제출한 다음과 같
은 ‘나의 교육관’에 대한 글에 잘 반영되고 있다.
나는 교육이 사회화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도 처음에 동물처럼 아
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태어나지만, 동물과는 달리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태어나
면서부터 계속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께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가정에서 부모, 형제에게 또는 또래집단 사이에서도 우리는 계속
가르침을 받는다. 교육이 인간의 거의 모든 집단에서 행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람은 동물과 다른데, 이렇게 둘을 구별시켜주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런 교육이 가르침과 배움의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한다. 풀이 양
분 없이 살 수 없듯이, 인간도 교육이 없이는 살 수가 없을 것이다. 교육받지 못
한다면 결국 인간도 도태되고 말 것이다(김민아, 수시과제 ‘나의 교육관’ 중에서
. 2005. 9.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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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나의 교육관-마인드 맵(김경하, 2005. 9. 6. 수시과제)

위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부분의 수강생들은 교육을 학교와 관련지어 생각하고
여타 학문적 개념들을 큰 의미 없이 차용하여 교육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1단계에서 수강생들은 ‘교육에 대한 학문적 이해’의 의미에 대하여 공부하
는 과정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자신들의 관점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다음
은 교육학의 학문적 성격을 반성하는 과정을 겪는 수강생의 품위상태가 반영된 질
문의 예이다.
현재의 교육학이 '교육학'자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현실의 문제와 관
련하여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비판하며, 모학문의 지식은 모학문으
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학문'이라고 지칭하는(예를 들
면, 사회학이나 심리학 같은) 분과학문에서 선생님께서 주장하시는 틀을 가지고
이 상황을 바라본다면, 심리학에서도 교육심리가 아닌 '심리' 혹은 '심리학' 그
자체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진정한 심리학자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학자가 교육심리를 연구하는 것과, 심리학자가 교육심리
를 연구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이민희 5. 19. 질문공탁 중에서)

이상과 같은 방식으로 교육학의 학문적 성격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시숙적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학생들은 제 2기적 패러다임의 교육학 연구의 불가피성과 정
당성을 스스로 인정함으로써 교육본위론을 배울 수 있는 수준으로 준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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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교육본위론적 시각의 형성단계 : 강의의 중반부가 시작되면서 수강학생
들은 세계의 다원성과 교육계의 가능성, 교육활동의 구조와 요소, 하화활동의 요소,
교육계적 가치의 가능성, 교육적 관계 등에 관한 개념과 이론적 틀을 형성해 간다.
각각의 영역마다 학생들은 혼란스러운 상구의 흔적들을 하화에 대한 총체적 부재,
회의, 몰이해가 담긴 ‘질문’의 방식으로 제시한다. 이 단계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의
개념의 부재를 연구대상의 부재로 돌리는 경향을 많이 보인다. 즉 하화에 대한 개
념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것이 명확하지 않을 때 대상세계의 존재가능
성을 의심하고 회의하고 비판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강의에서 이러한 질문을
다루고 중요한 내용을 함께 생각하고 학생들이 자신들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가
운데 점진적으로 교육본위론적 개념인 ‘하화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형성해
간다. 이하에서는 학생들의 혼란과 상구과정이 함께 담긴 질문들을 제 주제별로 살
펴본다.
학생들은 교육의 구조를 여타세계와 구분되는 방식으로 보는 방법을 배운다.
<교육의 구조의 파악>
교육 자체에 대한 질문이라기 보단 구조주의적 관점에 좀더 초점을 맞춘 질
문입니다. 교재 90p에 보면 ' 교육의 전체성은 시각으로나 촉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험의 장이나 자료로서는 파악할 수 없고 항상 그 경험의 배후
에 잠재된 실체를 가정함으로써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 구조를 파악하는 원
칙은 먼저 그것과 관계되는 모든 것들을 외재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일단 고려에
서 제외하고 그 실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만 주목하는 것이다...'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교육이라는 실체 자체에 대해서 파악을 하려면 그 실체와
관계된 것들로부터 유추해나가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육
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배제하라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저자
가 말하려는 의도가, 교육에 관련된 부수적인 것들 즉 교육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는것들을 자칫 교육의 본질로 바로 환원시켜버릴 위험성을 경고하는 데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말을 하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최보연 5/11 질문공탁
중)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지는 세계로서의 ‘교육계’를 이해하게 되면 학생들은 ‘상
구자’, ‘하화자’등의 새로운 개념이 가지는 대상설명력과 포착력 등을 서서히 인식
하게 된다. 교육본위론적 품위를 자신이 형성해 가는 과정 또한 진정한 의미의 ‘상
구’의 조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반성도 자연스럽게 따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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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읽기 과제를 하면서 '아! 이런 식으로 교육과 학문 그리고 지식, 상구
자, 하화자를 파악했구나!' 이렇게 감탄을 하고 나도 이런 식으로 파악할 수 있
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그중에서 의문이 생기는 것도 있지만 거의
참 좋은 내용이라고 받아들이는데요. 저의 이 태도는 다원주의인가요? 아니면
상구자로서 하화자의 저보다 높은 품위를 받아들이는 건가요?(이정은, 3/25 질문
공탁 중)

‘교육계’에 대한 이해가 형성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르침’이나 ‘배움’, ‘학
습’, ‘교수’ 등의 개념 대신에 이론적으로 형성된 ‘상구’, ‘하화’ 등의 용어에 점차
익숙해지면서 이들의 의미를 형성해 간다.
언젠가 한번 빠뜨린 적이 있어서 뒤늦게 지식은 자신 안에서 재개념화 되어
야 하는데 상구-배움, 하화-가르침에 대한 1:1 대응은 선생님께서 옳지 않다고 말
씀하셨습니다. 궁금한 것은 재개념화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기존 정보를 활용
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구 하화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 또한 자신
의 기존의 정보 즉 배움과 가르침이라는 개념에 의해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 아
닌가요?(장하군, 5/6 질문공탁 중)

‘상구활동’과 ‘하화활동’이 교육을 이루는 중요한 두 가지 축으로서 나름의 가치
를 실현하는 세계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이 때 교육의 가치에 대한 활발
한 논의들과 이해를 위한 노력이 동반된다. 다음의 질문이 수강생들의 이러한

노

력의 과정을 잘 보여준다.
다만 고등학생 때부터 막연히 나중에 나이가 들면 학교를 세우든지 해서 후
대를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런 생각의 편린
들도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는 하화에 대한 욕구인 것일까요? 하화의 진정한
내재적 가치는 결국 무엇일까요? 최종적으로는 본능에 따른 하화활동에 대한 욕
구가 그 답인건가요?(서효민, 10/11 질문공탁 중)

하화의 내재적 외재적 가치에 대한 개념형성이 이루어지면서 학생들은 이후,
‘하화’라는 세계를 이루는 구조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의 요소, 내재적인 활동의 규
칙들-이타, 존우, 보수, 원조, 역차, 타증- 등에 대한 개념을 확인하고 이해하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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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질문은 (하화의 요소 가운데) ‘단계별 진전’ 관련된 것입니다. “하화의 목
표는 상구자가 '차상품'에 이르도록 촉진하는 것이지, 하화자의 품계를 단번에
따라잡도록 품위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저자의 논지는 제가 지금까지 생각
하지 못했던 점을 생각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상구자의 수준에 맞는 '차상
품'이란 무엇입니까? (추측 1) 어린 아이를 교육함에 있어서 아이의 수준에 맞는
차상품을 설정하는 일이 아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식의 수준을 낮추는
일입니까?(추측2) 아니면 상구자가 주어지는 지식을 자신의 수준에 맞추어 인식
하는 것입니까?(손지연, 9/28 질문공탁 중)

하화활동이 품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것이 모든 품위에서 동형적으로 등
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들으면서 학생들은 ‘하화’의 조건이 어떠
할 수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한다.
하화는 현재 우리 학생들의 품위를 생각해본다면 우리 수준에서도 가능한 것
인가?
어떤 품위의 수준에 도달해야 그 욕구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인가/하화가
가능하게 되는 것인가? (서효민, 9/27 질문공탁 중)

3단계 - 교육본위론적 시각을 통한 연구와 현상해석의 단계: 하화에 대한 기본
개념이나 이론적 주제들이 수강생들에게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되어 가면 강의의
마지막 단계에서 학생들은 ‘개념을 통하여 교육현상 찾아보기, 이해하기’에 해당하
는 ‘조별 교육연구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 과정은 학생들에게 교육본위론의 ‘하
화’에 대한 이해를 집중적으로 시도함으로써 마지막으로 한 단계의 진전으로 ‘회
득’됨으로써 강의의 종결과 함께 ‘상구’와 ‘하화’에 대한 이해에 박차를 가하게 하
는 교육적 의도를 담고 있다. 또한 상구과정의 일회적 종결을 시도하는 의미도 있
으며 동시에 ‘이론’의 실제 해석의 힘을 체험하게 하여 학문을 소재로 상구하는 보
람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 이하의 예는 연구발표를 준비하는 학
생이 ‘마임동아리’에서 관찰하면서 발견한 것이나 회원들을 인터뷰한 내용들을 조
원들과 공유하기 위하여 올린 글이다.
[상구열]
- 미리미리 무언가를 들어보고 준비한다.
- “이 동작 좀 다시 보여줘”, “이렇게 하는 거 맞아”와 같은 식으로 주로 동
료들의 동작을 보면서 배우려고 한다.
- 연습 도중 도중에 짬이 있을 때에도 아무도 보지 않지만 혼자서 계속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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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을 연습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살펴볼 수 있었다.
- 공식연습이 끝나더라도, 인터넷 등을 통해 다시 동작을 확인해보고, 연습하
기도 한다.
[하화열]
- 마임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가르쳐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 선배들한테는 가르쳐본 적은 없고, 같은 학번 친구들한테 가르쳐준 적은
있다.(꼭 정해진 선생님, 즉 앞에 나와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 잘 못 따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옆으로 가서 가르쳐주게
된다.
p.s 인터뷰 내용만으로는 상구열과 하화열은 그렇게 잘 파악할 수가 없었다.
그보다는, 이들의 상구열이 대부분 내재적 가치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더 흥
미로웠다. (강신행. 6. 1. ‘마임’ 동아리 연구중간보고 게시판 글)

학생들은 이렇게 ‘교육연구’를 수행하면서 학기초와 비교하여 제 1기적 관점으
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이해의 틀을 가지게 되고 ‘교육’이라는 세계를 자신들의 눈
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 세계로 구성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기말보고서의 서두
에 서술하기도 한다.
삶과 교육이라는 수업을 듣기 전과 후의 교육관에 변화가 있음을 느낀다. 이
전에는 교육이라고 하면 가르치고 배우는 것, 선생님과 제자, 학교 등으로 생각
했었는데 이제는 교육에 대한 무수한 개념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것 같아 뿌
듯하다. (장명주, 기말보고서-나의 교육관. p1)

이러한 개념과 이론적 틀로 보편적으로 삶의 장면에 존재하는 교육을 바라보게
되면서 일상생활 사태에서 상구와 하화의 협동교육의 개별 요소들과 이들 간의 협
응과 작용관계를 파악하게 되는 능력이 형성되었음이 다음의 보고서 글에 잘 나타
난다.
나는 ‘일상적인 삶에서도 교육을 통한 품위상승을 발견할 수 있다’는 가정하
에 교육학적 관점을 가지고 집안의 일들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나는 내
남동생이 줄넘기를 배우는 과정에서 교육을 통한 품위상승이 이루어짐을 발견했
다. 나도 줄넘기를 처음 할 때 똑같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
에 존우하고 역차를 하기가 수월했다. 재용이는 나의 줄넘기 시법을 통해 내가
선진임을 알고 존현했지만 자기가 직접 터득하고자 하는 열정이 대단해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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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을 보이자마자 줄넘기를 바로 뺏어서 다시 연습했다. 그는 순차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 결과적으로 재용이는 줄넘기를 자증하여 그의 삶에 혁신을 낳게
되었다. 만면에 나는 줄넘기를 타증하여 내가 이미 알고 있던 품위의 하나를 보
강하는 보수를 체험했다. 이러한 교육적 내재율이 집안의 작은 일에서 일어난다
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놀랐다. (이승현, 기말 보고서 나의 교육적인 삶의 에피소
드 ‘남동생의 줄넘기 품위상승’, pp. 4-5)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한 학기동안의 강의가 끝나갈 무렵이면 강의의 수강생
들은 대부분 제 1기 교육학적 관점을 벗어나서 ‘교육’을 자율적인 개념을 통하여
구조적인 활동으로 그리고 동시에 그 요소들로 이론적 세계로 포착할 수 있게 된
다. 본 연구는 바로 이렇게 변화된 수강생들의 ‘교육’에 대한 이해의 틀을 통하여
‘하화열정’의 제반 특성을 알아보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는 다소 시간
이 오래 걸리고 복잡한 방법일수 있지만 교육학의 자율성의 정립과 학문적으로 정
련된 자료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불가피하다.
2. 자료의 수집
‘하화열정’에 대한 교육학적 개념을 토대로 하화열정이 실지로 어떠한 특징을
가지며, 그것이 발현되어 나타나는 양상은 어떠한지 발현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떠
한지 그것이 발달해 가는 과정은 어떠한지 등에 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
구자는 의미가 산종되고 교육현상을 볼 수 있는 교육학 고유의 자율적 개념이 성
립되지 않은 형태의 연구를 지양하면서 새롭게 정련된 교육학적 개념으로서 ‘하화
열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자료들을 얻기 위하여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육학적 안목을 형성한 사람들’을 연구자겸 제보자로 활용함으로써 하화열정에
대한 제반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지를 시도해 보았다.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은 ‘하화’의 개념을 알고 있다. 이는 연구자가 알고자 하
는 교육학적 개념을 토대로 하여 ‘교육현상’을 포착할 최소한의 필연적 조건을 구
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들이 제2기 교육학적 안목을 통하여 하화에 관하여 제
공하고 있는 정보는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이 있는데 직접적인 것은 수강생들
의 하화적 삶 자체를 ‘하화에 관한 설문지’의 형태로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자가 제
작하여 수업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교육본위도 평가지’, 그리고 설문지형태의 인터
뷰를 시도하는 ‘하화열정에 관한 설문지’가 이를 위하여 활용되었다.
‘교육본위도’는 다원적이고 다층적인 삶에서 ‘교육을 얼마나 주요한 주된 가치
체계와 삶의 양식으로 삼고 살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교육본위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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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강의가 종반부를 향해가는 시점에서 학생들에게 나누고 해보게 하는 설문지
이다. 본 연구에는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삶과 교육을 수강한 학생들에게 실시한
설문지 가운데 유의미한 응답지가 회수된 96명의 사례를 활용하였다.7) ‘하화열정에
관한 설문지’는 심층서면설문지로서 10개의 사례가 수집되었다. ‘교육본위도 평가
지’는 교육의 주체인 응답자가 ‘하화’를 포함하여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그것을 가
치롭게 여기고 있는 정도와 현황, 즉 ‘하화열정이 발현된 상태’에 관한 제반 현상들
을 설명해 준다. 즉, ① 상구와 하화에 대한 시간의 사용방식 ② 교육의 내재적 가
치에 대한 확신과 체험 ③상구와 하화에 대한 참여준비의 정도 ④ 상구활동에의
참여상황 ⑤ 하화활동에의 참여상황 ⑥ 교육적 관계 ⑦다양한 공간에서의 상구와
하화실현

⑧교육세계적 언어의 사용 등을 묻는다.

설문지는 분명 ‘하화’와 ‘상구’로 대표되는 2기 교육학적 개념을 사용하지만, 때
로 ‘가르친다’, ‘배운다’ 등의 용어들이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설문지 구성
상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응답자들에게는 이를 ‘하화’와 ‘상구’의 맥락에서 해석
하도록 요구하였다. ‘하화열정에 관한 설문지’는 ‘하화열정’이 발현되는 과정과 발
달의 과정, 억압의 상황들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심층 면접 자료를 얻기 위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여 현재 ‘삶과 교육’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그 답
을 서면으로 받았다. 이처럼 수강생들이 응답자가 되어 자신들의 하화경험들을 응
답하는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직접적 자료들은 연구자가 해석하고 설명하는 단
계를 거쳐 하화열정에 관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하화열정에 관하여 간접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하화’를 보는 ‘수강생
들’의 안목에 의하여 포착되고 해석된 교육적 현상을 연구자가 하화열정에 관한 정
보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비록 연구자의 ‘하화’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아
니지만 적어도 수강생들이 보는 ‘하화’가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교육본위론’의 안
목과 동일하다는 의미에서 이들이 참여한 맥락에서 이끌어낸 ‘하화’에 관한 정보들
은 연구자가 직접 찾고 해석하는 그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들의
연구결과 혹은 보고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한다. 수강생들이 발표하는
‘교육공간연구’의 내용, 자기 자신의 교육적 에피소드를 고찰하여 분석하거나 책,
소설, 영화, 주위의 일상적 사태에서 찾을 수 있는 교육의 사례에 교육학적 해석을
더하고 있는 ‘기말보고서’등이 하화열정에 관한 설명 자료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
자료는 ‘하화열정’에 관하여 해석되고 확인된 결과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이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인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7)

missing value가 포함되어있는 문항도 있어 각각의 문항에 대한 응답사례수의 합이 조
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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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토대로 하화열정의 제반 특징을 자발성, 보편성, 발
현의 양상과

발현의 억압, 발달과정 등의 하위영역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하화열

정에 대한 이하의 연구결과들은 부분적으로는 ‘가르침의 동기’에 관한 상식적, 전이
론적 통념을 부정하거나 새롭게 해석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 될 수 있다.

Ⅳ 하화열정의 제반 특성
1. 발생적 특성
1) 자발성
하화열정은 외부에서 강요하여 발생할 수 있거나 혹은 그것이 생기는 것을 막
을 수 있을까? 즉 하화열정은 저절로 발생하는 것인가 혹은 강제할 수 있는 것인
가? 하화열정에 관한 연구결과들은 그것이 ‘교사’와 같은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치지향과 활동의 활성화의 상태거나, ‘학교태’와 같이 주어진 공간
과 시간 내에서 강제적으로 혹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역할수행이 아니라 오히려
일련의 조건들이 갖추어지는 경우 자연스럽게 유발되는 안으로부터 출현하는 내재
적인 동기의 상태 혹은 가치지향의 상태라는 사실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삶과

교육’ 강의에서 교육공간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학교내 ‘마임동아리’에서 마임을
배우는 과정에 대한 자신의 교육적 체험을 올린 다음 학생의 글에 나타난다.
<마임을 배운 소감...> 이번 기회에 조금 배워봤는데, 마임 이거... 보기보다
어렵더라구요. 특히 발동작... 손동작이랑 같이 할 때는 뭐..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랐죠.. 저보다 상대적으로 상구를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며.. 나의 상구열에 의심
이 가기도 했고, 저의 몸에 대해 의심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분명 친목을
도모하는데 굉장히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배우면 배울수록, 스스로 보다 높은
수준의 마임을 성취할수록, 상구나 하화하고자 하는 열정이 더욱 생기는 거 같
습니다.^^(제가 많이 한 건 절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 (강신행.
2006. 6. 1. ‘마임’ 동아리 연구에 관하여 게시판에 올린 글 중에서)

이 학생에게 있어 ‘하화열정’은 ‘상구열정’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이와 유사하게 “내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전 것이 잘못된 것이
고 더 나은 것을 알게 될 때도 너무 좋고 신기해서 막 알려주고 싶을 때가 있다
(미술대학 2학년 남학생의 응답지 중)”고 답한 학생이나 ‘내가 무언가를 습득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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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하화열정이) 생기는 것 같다’고 말하는 경우도 하화열정이 주체의 내부로
부터 저절로 나타나는 마음의 상태임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하화열정의 자발적인
측면은 ‘하화를 하고 싶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를 묻는 심층서면설문지에 대하
여 서는 응답자 10명 가운데 9명의 학생들이 ‘있다’고 답하고 있는 것에서도 확실
하게 두드러진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하화를
하고 싶다는 느낌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처럼 교육주체의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출
현하는 하화열정의 특성을 ‘자발성(spontaneity)'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발성은 ‘하화하고 싶게 하는’ 혹은 ‘하화의 내재율을 준수하는 활동의
양식에 참여하게 하는’ 보다 구체적인 조건들이 만족되는 경우 하화주체에게 발생
한다. 이러한 조건으로는 ‘대상’, ‘소재’, ‘환경’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어떤 사람을
보면 그러한 느낌이 드는가’에 대해서는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과 대면
했을 때’,

‘정말 답답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만날 때’, ‘내 생각이 전적으로 옳다

고 생각될 때’, ‘내가 관심있는 분야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나의 기준에
서 내가 더 높은 품위에 있다고 느껴질 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을
볼 때’ 라는 응답형태와

‘어떤 사람이 무언가 잘못하고 있을 때 내가 조금만 알려

주면 잘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 느껴질 때’, ‘어떤 분야에 대해 나에 비해 잘 모르
는 것이 확연한데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는 것을 표출하거나 하여 내가 그것을
느꼈을 때’, ‘어떤 문제 상황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볼 때’, ‘나에게 상구하
려는 열정을 보이는 사람을 만날 때’라는 대답형태, 그리고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는데 그 문제를 풀어야 할 사람은 해결책을 몰라 고민할 때’,
‘간단한 것 하나만 일러주면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하고 다음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
을 것 같을 때’라고 답하는 유형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크게 보아 하화열정은 ‘자
신보다 품위가 낮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볼 때’와 ‘상구열정을 보이는 사람을 볼
때’, 그리고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상대가 잘 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을 만날
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하화열정이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소재에 있어서는 ‘어떤 소재를 보면 하화하고
싶다고 느끼는가’에 대한 질문에 해당하는 답으로서, ‘전공에 대하여’, ‘이미 내가
상구했던 소재’, ‘베드민턴’, ‘성경공부’, ‘소재는 다양-공부방의 아이들에게는 수학,
친구에게는 뜨개질, 중국어, 스카프두르기, 성경’,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것-전공,

영어, 나무자르는 것’, ‘바느질’ 등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다음 학생의 응답은 하화
열정이 자연스럽게 출현하게 하는 것은 소재의 본질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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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소재계에 대해 하화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관심있는 소재에 대해
더 큰 하화열정을 느낀다. 예를 들어 전자기타나 수학, 조립, 음악은 내가 잘하
고 못하고를 떠나 좋아하는 것들인데, 이 소재에 대해 가르치려는 열정이 큰 것
같다(2005. 11.10. 농업생명과학계열, 1학년 남학생)

이러한 대답은 하화열정이 굳이 소재가 되는 수도계의 품위의 고저에 따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소재에 대한 관심의 정도에 따라 더 자연스럽게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좋음’은 수도계 자체를 좋아하는 측면일수도 있고
더 깊은 곳에는 그것이 가지는 ‘상구’와 ‘하화’의 소재로서의 ‘좋음’이 담겨있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들은 하화하고자 하는 마음, 하화하고자 하는 열정은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지거나 강요에 의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화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적 조건’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임을 알려준다. 하화열정은 억
지로 가지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열정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
라는 의미이다.
2) 편재성
하화가 특정한 시공간, 특정한 나이 즉 교사나 어른성인들이 참여하는 세계일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본 연구의 결과는 하화가 인간의 삶에 편재하는 보편적 현
상이라는 점, 그것이 다양한 소재와 연령, 공간을 넘나들면서 수도계상의 품차가
존재하는 두 사람이 만났을 때 한 편이 다른 편의 발전을 위하여 선진으로서 스승
-하화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라면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보편적 특성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처럼 인간의 삶의 어느 경우에나 존재할 수 있는 하화열정의 특성을 '
편재성(ubiquitousness)'이라고 할 수 있다.
하화열정의 편재성은 우선 소재의 다양성으로 나타난다. ‘삶과 교육’ 수강생들의
자기의 교육적 에피소드에 대한 논의에 나타나는 교육의 소재로는 ‘공기놀이’, ‘보
드’, ‘학문’, ‘예술’, ‘온라인게임’, ‘베드민턴’, ‘마술’, ‘김치담그기’, ‘수영’ 등 인간이
자신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단계적 상승을 가지고 오는 모든 종류의 다양한 수도계
가 하화열정의 발생의 상황적 조건들이 되어준다. 하화열정은 이 모든 영역들의 품
차를 계기삼아 출현할 수 있는 것이다.
하화열정의 편재성은 하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의 다양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교육본위도평가지에 나타나는 교육공간활용에 관한 자기보고는, 본인이 가르치는
활동을 수행하는(수행했던) 공간에는 ‘하화’, 배우는 활동을 수행하는(수행했던) 공

205

교육원리연구 , 10(2)

간에서는 ‘상구’, 둘 다를 본위로 해본 적이 있는 공간에는 ‘상하’, 그리고 교육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에 대해서는 ‘무관’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다음
과 같은 삶의 여러 공간, 거의 모든 공간에서 사람들은 하화에 참여한다.
<표 1> 하화가 이루어지는 교육공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기

가정
유치원
아르바이트
장소
놀이공원
교회
가상공간
박물관
영화관
오락실
대학교
식당
사찰
성당
백화점
도서관
길
군대

상구
하화
상하
무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6
17.2
0
0
74
79.6
3
3.2
38
42.7
6
6.7
32
36
13
14.6
7

7.5

38

40.9

38

40.9

10

10.8

3
30
11
64
42
15
18
8
40
22
7
61
12
4

3.3
33.7
12.0
69.6
45.2
16.3
19.4
8.6
44.0
25.0
7.4
64.2
12.8
4.8

5
1
1
2
5
2
2
3
2
2
3
1
0
1

5.5
1.1
1.1
2.2
5.4
2.2
2.2
3.2
2.2
2.3
3.2
1.1
0
1.2

21
29
67
22
26
26
73
28
22
21
21
31
48
30

23.1
32.6
72.8
23.9
28.0
28.3
78.5
30.1
24.2
23.9
22.1
32.6
51.1
36.1

62
29
13
4
20
49
0
54
27
43
64
2
34
48

68.1
32.6
14.1
4.3
21.5
53.3
0
58.1
29.7
48.9
67.4
2.1
36.2
57.8

타

응답자의 경우 대부분이 현재 대학생들이다. 이들은 ‘박물관’, ‘도서관’, ‘영화관’
등을 대표적인 ‘상구’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대표적인 하화공간으로는 40%
이상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장소’를 꼽았다. ‘상구와 하화’가 모두 이루어진다고
대답한 공간으로는 80% 학생이 ‘가정’을, 79%학생이 ‘학교(대학교)’를, 73% 학생이
‘가상공간’을 택하고 있다.
특기할 사실은 ‘유치원’에서 ‘상구’ 뿐 아니라 ‘하화’를 하기도 했다고 보고하고
있는 학생이 36%에 이르고 ‘길’에서는 51%의 학생이 ‘군대’에서는 36%의 학생이
상구와 하화가 이루어진다고 답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의 설문지에서 예로 들고 있
는 20개 가까운 공간이 모든 경우 ‘상구와 하화’가 모두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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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전체 응답한 학생의 66.6%가 “이상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나는 다양한 삶
의 공간들을 교육을 위한 장소로 잘 활용하고 있다”에 대하여 ‘대체로 그렇다’와
‘정말 그렇다’에 답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하화의 공간적 편재성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곧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실천적 장면에서 하화가 이루어지며 ‘하화가 이
루어지지 않는 공간은 전혀 없다’고 보아도 좋을 정도라는 것이다. 그만큼 인간의
삶의 모든 장면에서 ‘하화’는 가능하다.

<표 2> 삶의 공간을 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자기평가 결과
삶의 공간을 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자기평가
빈도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0
28

0
33.3

대체로 그렇다

49

58.3

정말 그렇다

7

8.3

하화가 삶의 모든 영역에 침투하여 존재할 수 있는 편재성의 가장 극적인 예는
‘하화자의 연령’의 문제와 관련될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하화하고자 하는 열정’이
어른 뿐 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서도 나타나는 것임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자
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저절로 하화하고 싶은 마음이 언제 처음 생긴것 같습니
까?’라고 물은 ‘하화열정에 관한 설문지’의 문항에 대하여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에
게 컴퓨터 등을 가르쳐 줄 때’, ‘어릴 적에 선생님놀이, 학교놀이를 막 시작할 때부
터’, ‘초등학교 2학년 때 친구가 쓴 편지의 맞춤법이 틀린 것을 보았을 때’, ‘분명
어렸을 때 내가 아는 것을 어머니나 동생에게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 것’, ‘기
억이 나기 시작하는 것은 중학교 1학년 때‘, ’5-6세경 남동생이 그림 그리는 것에
참견하고자 함’이라는 응답이 많이 있었다. 비록 ‘기억이 나는’ 경우로 제한적이기
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하화하고자 했던 경험은 ‘성인’이 되어서가 아니라 ‘어
린시절’이었다는 사실이다. 즉, 하화하고자 하는 열정은 성인이 아닌 어린아동들에
게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상 ‘하화’가 성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닐 수 있는 단서는 곳곳에서 발견되었
었다. 인간의 발달을 연구하는 분야에서 급진적 구성주의자 가운데 하나인 ‘발생적
인식론’을 주장하는 피아제(J. Piaget)의 경우에 지적 발달을 가져오는 교육적 상호
작용의 대상은 ‘다른 관점(different perspectives)’을 가진 ‘또래(peer)’이며, 그들과
의 논쟁 등의 형태로 인지적 갈등이 유발되는 것이 상호작용 과정의 핵심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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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보았다(Piaget, 1932).
비고츠키(L. Vygotsky)에 있어서 인간의 지적인 발달은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사
람이 성인이냐 유아 또래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그가 보기에 지적인
발달을

가져오는

상호작용의

과정적

본질은

갈등이

아니라

간주관성

(intersubjectivity)에 기초하는 ‘협동’이다. 비고츠키의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잠재
적 발달수준(level of potential developmental)'과 '실제적 발달수준(level of actual
developmental)' 간의 차이인 '근접발달지대(zone of proximal development)'의 개
인정신간 국면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인지 혹은 고등정신기능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데 이러한 발달을 이끌어내는 상호작용은 ‘성인’ 뿐 아니라 유아또래들 간의 협동
에서도 발견된다는 것이다.
독자적으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결정되는 실제적 발달 수준과 성인의 안내
나 보다 능력 있는 또래들과 협동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결정되는 잠재적 발
달 수준간의 거리가 ‘근접발달영역’이다(Vygotsky, 1978, p.86).

비고츠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대상의 절대적인 나이가 아니라 그가 현재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유아보다 상대적으로 더 발달되었느냐, 혹은 더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상대적인 수준이다. 비고츠키의 뒤를 이어 유아들이
배우는 존재만이 아니라 하화에도 적극적인 활동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담은
주장과 그 효과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Azmitia, 1992; Merrill, et al.,
1995; Mosier & Rogoff, 1994; Mugny & Doise, 1978; Smith, 1993; Toma, 1992;
Wood, et al., 1995). 동생을 돌보는 형제들의 태도나 혼합연령 아동들로 이루어진
유아원 아동들, 학교체제 내에서의 집단학습(collaborative learning)이나 또래지도
(peer tutoring) 등의 상호작용에서 보다 발달한 유아들은 덜 발달한 아동들의 변화
를 위해 이렇게 도움을 주는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한다는 연구도 계속되고 있다
(Arns, 1980; Rogoff, 1990; Rogoff, et al., 1993). 이상의 상황들에 비추어 아동들도
분명한 하화주체임을 부정하는 관점이 오히려 부자연스럽다.
2. 하화열정의 발현양상
1) 하화의 내재적 가치의 체험과 우선성
하화열정이 주체에게 발현되는 대표적인 양상은 하화의 가치의 체험과 그것의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하화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하화하는 보람을 절실히 체험하도
록 하고 그 가치가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될 수 있음을 확신하게 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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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음의 학생의 글은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하화의 가치가 아닌 그 자체로 가치
로운 하화를 체험하게 하는 하화열정의 발현양상을 보여준다.
많지 않았지만 몇몇 아이들은 정말 흥미를 느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려고 했
으며 반짝이는 눈으로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했다. 그리고 나도 아이들이 이렇게
스스로 알아가려고 노력하면서 조금씩 실력이 향상될 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 때 무한한 기쁨을 느꼈다. (수업중
에 누군가가) 상구를 하면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만 하화할 때는 자신에게 돌아
오는 이익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하느냐고 물은 적이 있다. 하지만 하화를 해
본 경험에 비추면 외재적 보상이 없어도 상구자가 조금이라도 품위가 높아지려
는 기미가 보이면 정말 기쁘다. 그리고 그 기쁨은 외재적 보상과는 비교할수 없
을 만큼 값진 것이다. 앞으로 하화활동을 할 때는 교육적 내재율에 신경을 더
써서 하화열정에 불타오르는 나와 상구열정으로 불타오르는 제자 간에 정말 성
공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 보고 싶다. (이승현, 2005-1, 보고서 나의 교육적
인 삶의 에피소드 ‘언어를 교육계의 소재로 한 체험’, pp. 3-4)

위에서 예를 든 학생 뿐 아니라 아래에 나타난 교육본위도 평가지의 응답결과
에 의하면 “나는 가르치는 보람을 절실하게 체험한다”는 문항에 대하여 약 43%의
학생이 대체로 그렇다 이상의 답변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 하화가치에 대한 체험
①전혀그렇지 ②별로 그렇지
않다

않다

③대체로

④정말

그렇다

그렇다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2. ‘교육적 가치’를 얼마나 절실히 체험하고 있습니까?
⑵ 나는 가르치는 보람을 절실하
게 체험한다.

6

6.3

47

49.0

36

37.5

7

7.3

7. 교육적인 삶을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로운 삶이라고 믿습니까?
⑴ 나는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도
나름의 고유한 가치를 가진 고귀
한 활동의 한 영역이라고 믿는
다.

1

1.1

6

6.3

28

29.5

60

63.2

⑵ 나는 모든 가치 가운데 가르
치고 배우는 활동의 가치를 가장
우선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8

8.3

34

35.4

44

45.8

10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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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나는 가르치고 배우느라 돈을
못 벌어도 좋다.
⑷ 나는 가르치고 배우느라 사회
적으로 명성을 얻지 못해도 좋

23

24.0

48

50.0

19

19.8

6

6.3

18

18.8

36

37.5

36

37.5

6

6.3

41

42.7

40

41.7

12

12.5

3

3.1

20

20.8

47

49.0

25

29.0

4

4.2

⑺ 혹시 내가 경제적으로 윤택해
지려고 노력하거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거나 하는 것들은
모두 가르치는 일이나, 배우는
일을 보다 더 좋은 상황에서 잘
하기 위해서이다.

11

11.5

38

39.6

33

34.4

14

14.6

⑻ 혹시 ‘스승’이라는, 가르치는
일만을 가장 우선으로 할 수 있
는 직업이 생긴다면, 평생 이 일
에 종사하고 싶다.

18

18.8

37

38.5

26

27.1

15

15.6

22

22.9

27

28.1

26

27.1

21

21.9

다.
⑸ 나는 가르치고 배우는 것 때
문에 비난을 받거나 고통을 받고
있다.
⑹ 나는 가르치고 배우는 일 때
문에 어떤 곤란한 일이 생기더라
도 감내할 자신이 있다.

⑼ 혹시 ‘제자’라는, 배우는 일만
을 위한 직업이 생긴다면, 나는
이 일에 종사하고 싶다.

‘고유한 하화가치’를 인식하고 체험하고 있는 것도 하화열정이 발현된 한가지
양상이다. 위의 응답에 나타난 것처럼 본위도 평가지의 응답자중 98%의 학생이
‘교육의 가치’가 고유하고 고귀한 가치라고 믿는다고 응답하고 있다. 더구나 그것이
가장 우선되는 가치라고 답한 학생도 56%를 넘어서고 있어 ‘교육의 가치’의 우선
성에 대한 확신의 정도가 매우 큼을 확인할 수 있다.
2) 여타 세계적 열정과의 구분
하화열정은 ‘하화’라는 활동의 고유성에 대한 인식을 보다 명확히 해주는 형태
로 발현된다. ‘상구’보다 ‘하화’를 좋아한다고 언급한 다음의 학생의 글은 그 고유
성을 뒷받침해준다.
하화의 경우에는 기억에 남는 것이 많았다. 그 이유는 내가 남에게 무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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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는 것은 싫어하는 반면 남에게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좋아하기 때문이
다. …이 때가 아니어도 누군가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것은 언제나 즐거운 일이
었다. 남들이 몰랐던 것을 내 힘으로 알게 도와준다는 것은 뿌듯한 일이다. 내가
그러한 행동을 할 때는 남을 배려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러한 일이 가치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누구
를 위한 행동이든 물어보는 사람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가르쳐주는 사
람은 보람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위에서 말한 경우에서 나는 교육
의 내재적 가치를 경험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박재욱, 2005-1. 삶과
교육 기말 보고서. ‘내가 경험한 교육’ pp3-4).

비록 같은 ‘교육적 열정’임에도 불구하고 분명 ‘상구열정’과 구분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하화열정은 상구열정과 구분되는 것으로서 ‘하화의 내재적 가
치와 보람의 실현’이라는 특징을 가진다는 것이다. 위의 학생의 글은 교육의 주체
라고 하더라도 ‘상구열정’을 소유하는 상황과 ‘하화열정’을 소유하는 상황이 구분될
수 있음과 그것이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화열정은 상구열정과 구분될 뿐 아니라 소재가 되는 수도계적 열정과도 구분
될 수 있다. 교육공간연구를 위하여 다도를 실천하는 ‘다향만당’의 한 하화자에 대
하여 연구는 다음의 학생의 발표문은 하화소재의 수도계적 가치를 넘어서서 그것
을 하화하는 것이 주가 되는 하화열정의 발현상태를 시사하고 있다.
제가 만나 인터뷰한 다향만당의 000선생님께서는 다도의 품위를 계속올리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이 품위를 올리는 목적이 다도 자체가 좋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그렇게 자신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야 끊임없이 제자들을
가르칠 수가 있기 때문이래요. 하화열정이 대단하셨어요(2005. 11. 20. 지민주. 교
육연구 ‘다향만당’ 발표내용 중에서).

학생이 포착한 한 하화자는 품위를 향상하고자 하지만 그것이 가장 높은 품위
가 낮은 품위들을 무효화시키고 최상의 품위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해석되는 수도
계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품위가 높음을 유지할 때 누구에게
나 스승이 되어 하화할 기회를 계속하여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하
화열정이 수도계적 가치의 추구와 실현과 구분되는 하화가치의 지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3) 위험과 손해의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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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화열정은 하화주체에게 ‘하화’를 위하여 여타세계적인 손해와 위험을 감수함
으로써 강력한 ‘하화 본위적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준다. 많은
경우 ‘교육’을 위하여 여타 세계적 가치를 희생하는 경우를 상상하는 것이 쉽지 않
을 수 있다. 그러나 위의 표에 나타난 것처럼 본위도 평가지의 응답자 중에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교육을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고 답한 학생의 비율이
27%, 사회적 가치를 포기할 수 있다고 한 학생이 44%이다. 교육에 참여하는 이유
로 비난을 받거나 고통을 겪는 경우가 16%,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감수하겠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43%에 이른다. 이러한 답변은 반드시 ‘하화’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42.7%의 학생이 ‘하화만을 본위로 할 수 있는 직업으로서의 스승직
이 있다면 이를 선택할 것’이라고 답한 것을 보면 교육의 가치에 대한 위의 응답
중 많은 부분이 그대로 ‘하화의 가치’에도 해당될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다음 수강학생의 보고서는 하화열정의 작용을 통해 ‘학교’에서 ‘시험성적’이나
‘석차’ 등과 같이 중요한 수도계적, 세속계적 가치를 가지는 것을

희생을 ‘기쁜 마

음으로’ 희생하는 실례를 보여준다.
나는 하화열정이 높은 사람이다. 어렸을 적부터 남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좋
아했다. 기억에 남아있는 몇 가지 사건을 이야기해보면 다음과 같다. 중학교 3학
년 때의 일이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고등학교 입시도 대학입시만큼 치열하
였다. …나는 그 때 학습부장을 맡고 있었다. 반장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일로 공부에 소홀해 질까 염려하여 맡은 직책이었다. 그러나 결국엔 일을 만들
어서 하는 바람에 반장보다 더 바쁘게 되었다. 내가 스스로 만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자율학습 시간 중 한 시간을 이용해 반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쳐 주는
일이었다. … 고등학교 때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나는 시험을 보기 전에 노트필
기의 내용을 A4용지 한 장에 정리하기를 즐겼다. 또한 나름대로 정리하는 방법
이 있어서 도표나 그림 등을 그려 넣어 요점만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정리
하여서 시험기간이면 빌려달라는 친구들이 많았다. 자기가 시간을 들여 공들여
정리한 것을 빌려주기 꺼려할 듯도 한데(실제로 꺼려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나는
그것을 친구들에게 선물하기를 좋아하였다. 과목별로 나누어주기도 했었다. (김
아름. 2005-2. 기말보고서 ‘나의 하화에 대한 열정’ p. 2-3)

학교는 어느 공간보다도 시험성적으로 학생을 서열화하고 선발하고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상으로 지급하는 기제가 강하게 작용하는 곳이다. 이러한 곳에서 예상과
달리 학생들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학우들의 수도계적 품위의 상승을 위
해 하화열정을 발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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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고 식을 줄 모르는 하화열정의 발현으로 인해 여타세계적인 손해를 기꺼이
감내하는 경우는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일지
모른다. 대표적인 예가 역사상 그렇게도 빈번했던 ‘청출어람’의 사례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수도계적이고 세속계적인 손해를 감내하면서도 제자가 자신보다 ‘더 낫기
를’ 바란다. 바둑을 다루는 ‘棋道’의 경우 대국에서 자신이 패배할 수 있을 수준까
지 제자를 키워낸 기사의 경우는 더 이상의 언급이 필요 없는 청출어람의 예가 된
다.

또한 조카가 자신보다 더 뛰어난 제자가 됨으로써 자신의 장인으로서의 지위

가 위험해질 때까지도 이를 모르고 오로지 하화에만 몰입하였던 이카루스의 아버
지 다이달로스의 예는 청출어람의 위기까지 자신의 몰고 가는 것도 모르고 하화에
몰입하도록 만든 ‘하화열정’의 힘을 극적인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가르치
는 활동으로서의 ‘수업’에 참여하게 되면 자신이 참여하여 실천적 맥락을 이루던
세계를 ‘수업의 소재’로 대상화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그 세계에서 발전을
이룰 수 없어 후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수업 중심적 삶’의 애로를 이야기하는
'파울젠 효과(Faulsen Effect)'의 경우도 ‘하화’를 위하여 ‘수도계적 후진성’을 감내하
게하는 하화열정의 힘을 예시하는 것이다(Sunkel,/2005).
4) 활동 시간의 배분
하화열정이 발현되는 양상으로는 실제적인 시간의 사용양식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지고 온다. 삶의 양식으로 사는 현상은 실제적인 시간배분에 있어서도 하화에 가
장 시간을 내고 싶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9.5%, 실제로 시간을 하화에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13.8%인 것으로도 나타난다. 응답자
가 모두 ‘대학교의 학생들’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이 ‘하화’를 가장 우선적인 시간
배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결과라고 할 만하다.
<표 4 > 하화를 위한 시간사용의 우선순위
① 전혀 그렇지 ②별로 그렇지
않다
사례수

않다
비율

사례수

비율

③ 대체로

④ 정말

그렇다

그렇다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1. 하루, 혹은 일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교육활동에

⑶

나는

우선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까?
시간사용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활동을

최우선으로

가르치는
하고

27

28.4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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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62.1

7

7.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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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나는 실지로 가르치는
활동에 가장 많은 시간을

34

36.2

47

50.0

11

11.7

2

2.1

사용한다.

4) 자유로운 교육내재율 준수
하화열정이 발현되는 상황은 일체의 다원적인 삶의 전개방식에 있어서 가장 우
선되는 것이 ‘교육의 내재율’이다. 이로 인해 자유로운 선진과 후진의 교육적 관계
맺기가 이루어질 수 있고 여타의 조건들이 후경화 되는 효과가 발휘된다. 그리고
교육적 반전도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대학교 동아리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
동에 대한 다음의 설명은 ‘하화열정’이 삶을 이끄는 경우 교육의 내재율이 상황을
지배하는 힘을 가지게 되는 예를 보여준다.
일단 대학의 동아리이다 보니 먼저 가입하는 사람은 선배로 불리며, 선배와
후배의 첫 만남에 있어서는 실력-즉, 본 실력-에 상관없이 선배가 스승이 되는
시스템이 적용된다. 이것은 수도계의 특성상 첫 만남에서 현품과 현품이 만나면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육활동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선진가 후진을 ‘가정’
해 상구, 하화하는 이론적 설명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댄스 동작을 가
르치며 후배를 지도하던 선배도 시간이 지날수록 후배가 자신보다 선진임을 깨
닫는다면 자연스럽게 선후진이 역전되는 것이다. 선배로서 자신보다 연령이 낮
은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는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리라는 우려가 있
을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중략…

모든 사람

은 모두 자신의 여건에 따라 잘라고 못하는 장르가 천차만별인 것이다. 이런 장
르에서는 내가 선진일 수 있고, 다른 장르에서는 상대방이 선진일 수 있다. 그러
므로 한번의 연습에서도 장르별로 선진과 후진이 계속 바뀌며 상구, 하화의 교
육놀이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루리. 2005년 1학기 수강생. 기말보고서
자유주제 ‘스트리트댄스 동아리 ’HIS'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 대한 연구. p.
7)

하화열정은 실제의 삶에서 교육이외의 규칙과 원리가 지배되는 것에 앞서서 하
화를 위한 원리가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가진다. 위의 예처럼 ‘선배’가 ‘후
진’이 될 수 있는 가능성, ‘후배’가 선진이 되어 ‘하화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하화
열정의 발현으로 가능해 진다.
5) 하화활동에의 참여 준비
하화열정을 발현하는 가장 일반적인 양상은 하화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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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것이다. 하화활동은 하화활동의 주체에게 다양한 활동의 체험을 하게 하고
하화내재율에 따라 행위하게 한다. 교육본위도 평가지에 나타난 삶과 교육 수강학
생들의 하화활동 참여 양상 가운데 하화활동에 참여할 준비도에 대한 반응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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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 하화활동 참여 준비도
① 전혀

②별로

③ 대체로

④ 정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다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3. 얼마나 ‘교육적 삶’ 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⑴ 나는 누군가가 와서 무
엇을 물어보면 언제나 기
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1

1.0

17

17.7

54

56.3

24

25.0

4

4.2

37

38.5

41

42.7

14

14.6

14

14.6

58

60.4

21

21.9

3

3.1

23

24.0

51

53.1

19

19.8

3

3.1

답해준다.
⑷ 나는 무언가를 새롭게
알아내면 그것을 누군가
에게 가르쳐 주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다.
⑺ 나는 무엇을 가르칠까
하는 고민을 자주 한다.
⑻ 나는 ‘기회가 된다면
이번에는 이것을 가르쳐
봐야지’ 하는 특정한 가르
침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화열정을 가진 사람은 누군가가 와서 물어볼 때 가능한 한 기쁜 마음으로 최
선을 다해 답해 줄 수 있으며 무엇인가 자신이 안 것을 답하고자 할 것이다. 응답
자들의 경우 이러한 체험이나 준비도를 보이고 있는 사람이 각각 81%와 57.3%였
다. 또한 하화열정은 열정을 가진 하화주체로 하여금 무엇을 가르칠까 하화를 위하
여 소재를 선택하거나 하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게 만들고 계획하게 한다.
응답자 가운데 25%가 ‘무엇을 가르칠까’ 고민하기도 하고 24% 정도가 어떤 것을
가르치고 싶어서 그것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화열정은 이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하화’에 대하여 예견하고 이를 실천하고 싶어하게 하고 소재와
공간 기타 하화여건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을지 고려하게 한다.
5) 하화할동의 수행과 하화체험
하화열정이 발현되는 가장 대표적인 양상은 바로 하화열정의 소유자가 하화활
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하화주체는 다양한 하화적 체험을 하게 되기도
한다. 이하 본위도 평가지의 결과는 하화열정을 가진 응답자들이 체험하고 수행하
는 다양한 하화활동 전개의 제반 양상들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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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 하화활동의 수행과 체험
①전혀

②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③대체로

④정말

그렇다

그렇다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5. 가르치는 하화활동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체험하고 있습니까?
⑴ 나는 이미 내가 과거에 거
쳐온 단계에서 여전히 그것을
진리나 혹은 최선이라고 주장

1

1.1

31

32.6

46

48.4

17

17.9

5

5.2

27

28.1

52

54.2

12

12.5

6

6.3

32

33.3

45

46.9

13

13.5

4

4.2

48

50.0

35

36.5

9

9.4

2

2.1

32

33.3

53

55.2

9

9.4

5

5.2

19

19.8

53

55.2

19

19.8

하는 사람들을 자주 본다.
⑵ 나는 나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을 만나면 서로 다르구나
하는 확인을 하고, 상대적으로
내가 더 나은 상태에 있다는
유능함을 느낀다.
⑶ 나는 나보다 덜 알고 있는
사람들과 소통이 되지 않거나
공유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고립감을 느끼기도 한다.
⑷ 나는 나보다 수준이 낮다고
생각되는 다른 사람을 보면 그
의 앎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일
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⑸ 나는 나보다 더 적게 알고
있거나 잘 못하는 사람을 보면
무시하거나 답답해하기보다는,
자기 수준에서는 그것이 최선
일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그
의 수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
고 무언가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⑹ 나는 나와 견해가 다르거나
내가 보는 것과 아는 것을 보
고 알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이들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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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처음에는 답답함을 느끼게
된다.
⑺ 나는 이미 내가 옛날에 지
나왔지만, 가르치기 위해 현재
제자가 자신의 단계에서 최선
이라고 믿고 있는 수준까지 내

7

7.3

45

46.9

34

35.4

10

10.4

5

5.2

16

16.7

58

60.4

17

17.7

4

4.3

41

43.6

38

40.4

11

11.7

7

7.3

36

37.5

47

49.0

6

6.3

7

7.3

41

42.7

42

43.8

6

6.3

15

15.6

45

46.9

25

26.0

11

11.5

3

3.1

11

11.5

64

66.7

18

18.8

려가서 그를 이해하는 일을 한
다.
⑻ 나는 상대방의 발전을 위해
서는 상대가 해야 할 배움의
활동을 대신할 수는 없고 단지
촉진하고 격려하는 일을 통해
그가 스스로 발전하도록 한다.

⑼ 나는 때로 상대가 나를 인
정하지 않고 오해하거나 가르
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자기 기준으로 부당하게 폄하
하는 일을 겪기도 한다.
⑽ 내가 타인이 변하는 것을
도와주어 그가 나와 비슷하게
되기도 한다.
⑾ 처음에는 나를 무시하고 인
정하지 않던 타인이 나의 가르
침을 통해 변화되고 결국 나의
의견에

동조하는

지지세력이

되기도 한다.
⑿ 남을 가르치면 또 하나의
나의 분신을 만들어 내 삶이
계속 연장되도록 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느낀다.
⒀ 나는 남의 앎의 수준을 향
상시키기 위해 그 사람을 도와
주는 일, 모르는 것에 답하는
일, 그가 현재보다 나은 단계
로 변화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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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보람을 느낀다.
⒁ 나는 가르침을 통해 제자가
‘아, 이제 알았어요’, ‘배우고
보니 당신 말이 맞아요’ 하는
말을 하거나 그런 표정을 짓는
것을 보면서 ‘내가 알고 있던

6

6.3

27

28.1

43

44.8

20

20.8

것이 상대방의 그것보다는 더
진리로웠구나' 하는 확신을 가
진다.

하화열정을 소유한 하화주체들은 하화활동에 참여하게 되는데 응답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과품과의 조우’를 체험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66%, ‘상대적인 유
능감의 확인’이 67%, ‘품위차이에 의한 고립감을 느낌’이 60%, ‘상대를 더 나은 방
향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체험’이 46%, ‘존우성의 체험’이 65%, ‘무지한 상태를 직면
하는데서 오는 답답함’이 75%, 제자의 현 단계까지 내려가는 ‘역차성의 체험’이
46%, 상대방의 변화를 돕는 ‘원조성의 체험’이 78%, 제자의 부당한 오해를 감내하
는 ‘인욕의 체험’이 52%, 타인이 나와 비슷한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하는 ‘보수성의
체험’이 55%, 제자 안에 품위의 증식을 통한 ‘품위적 삶의 연장의 체험’이 37%, 제
자의 변화를 보면서 기뻐하는 체험이 85%, 그리고 나의 진리로움의 확인인 ‘타증
의 체험’이 65%에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하화열정은 하화활동을 수행하게 하고
교육적 체험을 하게 하지만 또한 각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여러 하화활동의 수
행정도와 방식, 그리고 체험의 형태가 조금씩 달리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6) 교육적 관계
하화열정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다양한 인간관계 가운데 하화본위적인 인간관계
를 창출해 낸다. 응답학생들의 교육적 관계에 대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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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교육적 관계
①전혀

②별로

③대체로

④정말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6. 교육을 위한 인간관계를 많이 그리고 원활하게 맺고 있습니까?
⑴ 나는 현재 비교적 많은
수의 제자가 있다.
⑵ 나와 나의 제자들이 맺는
교육적 관계는 돈독하다.

40

41.7

44

45.8

9

9.4

3

3.1

24

25.0

40

41.7

25

26.0

7

7.3

현재 제자의 숫자를 묻는 것에 대해서는 12%만이 많은 수의 제자를 가지고 있
다고 답했다. 큰 비율은 아니지만 응답자들이 현재 학생의 신분임을 감안하면 ‘많
은 수’의 제자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비율이 이정도인 것도 의미 있는 숫자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제자와 맺는 관계가 ‘돈독하다’고 답한 비율이 33%가 넘는 것
을 보면 비록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스승’으로서 하화본위적인 인간관계
를 맺는 일이 활발하게 그리고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전개되고 있음을 미
루어 짐작할 수 있다.
7) 교육어의 사용
하화열정은 다양한 언어사용의 양식 가운데 ‘교육적하는 말’을 발화하는 형태로
발현될 수 있다.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언어, 화맥을 교육에 두는 언어를 ‘교육어’라
고 할 때 하화활동을 위한 언어사용의 양상은 다음과 같은 본위도 응답결과에 나
타타고 있다(김지현, 2000; 장상호, 1995).
<표 8> 교육어의 사용
0회

1~2회

3~4회

5회이상

10.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는 교육에 참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교육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을 (하루에 몇 번 정도)얼마나 자주 사용합니까?

1
2

내가 가르쳐드릴까요?
제가 그것을 아는데요.
도와드릴까요?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37

38.5

46

47.9

9

9.4

4

4.2

29

30.2

55

57.3

9

9.4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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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말로 해 줄 수 없
3

4
5
6
7

8

어서 배워야만 알 수
있어.
아, 가르치는 것은 정
말 기쁘다.
어디 가서 내 스승을
찾지?
어디 가서 내 제자를
찾지?
너무 어려우면 조금 쉽
게 해 볼까?
너무 어려워요.

46

47.9

38

39.6

7

7.3

5

5.2

59

61.5

30

31.3

5

5.2

2

2.1

47

49.0

31

32.3

13

13.5

5

5.2

74

77.1

19

19.8

3

3.1

0

0

28

29.2

52

54.2

8

8.3

8

8.3

34

35.4

43

44.8

14

14.6

5

5.2

25

26.0

50

52.1

13

13.5

8

8.3

48

50

38

39.6

8

8.3

2

2.1

67

69.8

20

20.8

7

7.3

2

2.1

23

24.0

51

53.1

16

16.7

6

6.3

63

65.6

29

30.2

2

2.1

2

2.1

조금

더 쉬운 문제를 내 주
세요

9

10
11
12
13

이건 내가 혼자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힘내서 가르쳐
주세요!
내게 배워주어 정말 고
맙구나!
오늘은 무엇을 배워볼
까?
오늘은 무엇을 가르쳐
볼까?

교육어는 특정한 문장으로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이 전개되는 맥
락에서 다양한 발화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위의 것은 대표적으로 만날 수 있는 가
능한 교육어의 예들인데 이 가운데 1, 2, 3, 4, 6, 7, 9, 11, 13번의 경우가 스승만이
할 수 있는 하화어에 해당한다. ‘너무 어려우면 조금 쉽게 해 볼까?’등과 같은 하화
어는 매우 높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때 ‘역차’를 위한 노력으로서 상구자와
의 언어적 교류는 쉽게 이루어지는데 반해 ‘어디 가서 내 제자를 찾을까?’와 같은
말은 ‘교육적 관계’를 맺고자 하는 발화로서 사용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본위도 평가지에 의하면 응답자들의 84%가 자신들은 ‘교육어를 빈번하게 사용
한다’에 대하여 ‘대체로 그렇지 않다’ 이하의 반응을 함으로써 하화열정이 언어적으
로 발현되는 것은 흔하지는 않은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위의 하화어의 사용빈도를
통하여 하화열정이 언어로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는지 하화열정의 발현을 위해 교육
어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지를 심층적으로 조사해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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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하화에 대한 자발적 평가와 발전을 위한 메타교육적 노력
하화열정이 발현되는 마지막 양상으로 ‘하화하는 품위’ 자체에 대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평가와 이를 토대로 하여 하화의 품위 자체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제대
로 하고자 하는 열망이 나타난다. 교육본위도 평가지에 나타난 하화품위 평가와 향
상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 9> 하화품위의 향상을 열의와 노력
①전혀 그렇지 ②별로 그렇지
않다

않다

③대체로

④정말

그렇다

그렇다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8.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 또한 수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준자체를 향상시키는
것도 의미있는 삶의 과제라고 생각합니까?
⑴ 나는 나의 배움의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하고

2

2.1

10

10.4

57

59.4

27

28.1

6

6.3

23

24.0

45

46.9

22

22.9

1

1.0

14

14.6

64

66.7

17

17.7

6

6.3

20

20.8

49

51.0

21

21.9

1

1.0

2

2.1

26

27.1

67

69.8

1

1.0

4

4.2

32

33.3

59

61.5

자주 반성한다.
⑵ 나는 나의 가르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하고
자주 반성한다.
⑶ 나는 나의 배우는 방식
자체를 보다 좋게 해보려고
노력해 보았다.
⑷ 나는 나의 가르치는 방식
자체를 보다 좋게 해 보려고
노력해 보았다.
⑸ 나는 누가 도와준다면
배우는 방법 자체를 보다 나은
것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다.
⑹ 나는 누가 도와준다면
가르치는 방법 자체를 보다
나은 것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다.

현재 학생의 신분으로 있음으로 인해 ‘하화품위의 향상’은 ‘상구의 품위’ 향상에
조금 더 적은 많은 관심과 실천적 노력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80% 가까운 응답자가 자신의 하화품위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73%
의 응답자가 스스로 자신의 하화품위를 향상해보고자 애썼으며 누군가가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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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자신의 하화품위를 개선하고자 한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비율이 95%에
이른다는 사실은 ‘놀라운’ 결과에 해당한다. 학생들도 이렇게 ‘많은’ 하화에 대한
관심과 그것의 발전을 위하여 메타교육을 시도해 줄 수 있는 ‘스승’을 또 다시 찾
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하화열정
이 얼마나 보편적이며 ‘학생’들도 심각한 하화의 주체들이며 이들이 더 나은 하화
적 삶을 살고 싶어 품위를 향상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고 강하게 이를 바
라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이다. 이하의 스스로 자신의 하화를 평가하고
자 가르치고 있는 제자에게 자신의 하화에 대하여 평가를 의뢰하고 이를 개선하기
를 희망하는 ‘삶과 교육’ 강의 수강생의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내가 하화열정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하화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후진
일 수도 있다. 때문에 하화에 대한 상구를 통해 나의 하화품위를 상승시키고자
한다. 먼저 하화에 대한 상구를 하기에 앞서 나의 하화수준을 판가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중략) 나의 하화수준은 지금 내가 하화하고 있는 제자
들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대강의 파악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하 제자의
하화평가)

김아름선생님. 선생님이라고하니깐 어색하네요. 처음에 과외를 하게되
었을 때 첫인상이 굉장히 맘에 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딱 이거 아니면
저것, 꼼꼼하고 세밀한 성격이 아주 맘에 들었습니다. …첫 과외를 시작한
날, 수학책을 펴고…중학교 때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던지라 모르는
면도 없지 않아 있었구요. 그런데

설명하는 방법도 수학에 대한 개념이나

풀이방법, 문제에서 주의사항이라던가 하는 심화과정까지 잘 가르쳐주셨습
니다. 제가 모르는 것에 풀이를 해주시는 것도 제가 이해가 안 되면 이해
하기까지 시간도 넉넉히 주시면서, 그 때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답변해주

셔서 이해도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너무 풀어주신달까~그래서
제가 공부를 많이 하지 않는 것 같네요! 제가 요즘에 영어단어 외우는 것
도 소홀히 했는데 꾸중을 듣지 않아서 계속 안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저의 정신적 상태가
많이 풀려있으면 그에 따른 조언과 충고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
으로 오랜 친분으로 언니 동생으로 인연이 지속되었으면 좋겠구요.

우선 평가의 내용이 긍정적으로 나온 것에 기분이 매우 좋았다. 자세히 분석
해 보자면, 학생의 나에 대한 신뢰는 굉장이 높아 보인다. (중략) 나의 하화방법
에 대해서도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략) 내가 수학에 대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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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이기도 하지만 상구하는 것에 있어서도 선진이기 때문에 과외활동을 통해 이
두 가지를 모두 하화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무 풀어준다는 지적은 내가 학생
의 상구를 돕기 보다는 대신해주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생각된
다. 이것은 과외 시간에 제약이 있고, 또한 어느 기간내에 주어진 진도를 다 나
가야 된다는 부담감에 벌어진 실수라고 생각한다. (중략) 학생들의 평가는 내가
미처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지적해 주어서 나의 하화수준을 가늠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 이러한 기회를 자주 가져야 겠다. 이제 나의
수준을 알았으니 더 높은 하화품위를 갖기 위해 상구의 과정을 가져야 한다. (김
아름. 2005-2. 기말보고서 ‘하화에 대한 상구’ p. 4-6)

대부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
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화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평가받고, 자신이 평가하고 나아가
이를 보다 나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는 이상의 학생의 하화열
정의 발현양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3. 발달의 조건
하화열정은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인간의
교육활동 자체가 유전적으로 결정되어서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많은 수도계
적인 면모를 가진 것을 고려하면 하화열정이 점진적으로 발달해 가는 것으로 해석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특별히 ‘하화열정’이 발현되는 것은 ‘하화’ 자체에 대한
‘메타교육’이라고 볼 가능성이 연구결과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자신이 하화열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라고 묻는 문항에 대하여 ‘네’
라고 대답한 학생들의 경우 집안에서 출생서열이 높은 첫째인 경우가 많았다. 이들
은 스스로 ‘다른 사람에 비하여 하화를 해볼 기회를 많이 가졌다’고 보고하고 있으
며 자발적인 하화의 최초의 경험으로 ‘동생’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볼 수 있었던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가정에서 하화를 시행해 보고, 그것도 자신보다 나이
가 많거나 어른인 사람이 자신의 하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제자로서의 면모를
보였을 때 이러한 하화열정은 크게 발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 학생의 심층서면
인터뷰에 대한 응답내용은 이러한 예의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문:자신이 하화에 대한 열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 어느 정도 많다고 생각…
문:본인은 다른 사람에 비해 하화를 해볼 기회가 많았던 것 같습니까?
답: 그런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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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왜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까?
답: 많이는 집에서, 수시로 어머니와 동생과 여러 가지 경우에서 그런 기회를
가진 것 같다. 내가 미술을 배우며 알게 된 것, 공부하며 알게된 것을 어머니와
이야기하며 어머니가 미술에 대해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알려드리고…그 때 어머
니는 잘 들어주시면서토론 하는 것 같이 의견도 이야기하시고 내가 틀린 것 같
으면 반대주장도 내시고 하면서 이야기하던 것이 도움이 많이 된 것 같고, 동생
과도 미술외에도 공부방법, 같이 지내면서 느끼는 필요에 대해 알려주기도 했다.
문: 자신의 하화에 대하여 누군가가 격려하고 칭찬하거나 지도해준 적이 있
습니까?
답: 지금 바로 생각나는 것은 어머니인데 예를 들어 어머니께 무엇인가 설명
해 드리고 잘못 알고 계신 것을 다시 알려드리려고 했을 때 어머니께서는 “너는
참 이해가 잘 되게 가르쳐 주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시며 하화를 격려해 주
신 것 같다. 또 내가 이야기 하다다 흥분하거나 제대로 말을 전달 못할 때면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해주면서 태도가 잘못된 것 같다”고 “그 사람의 수준도
이해하면서 조금씩 고치고 가르쳐 주어야지”라고 지도해 주신적도 있다. (2005.
11. 11. 미술대학 서양화과 2학년 남학생 설문지 응답중에서)

위의 학생은 출생서열이 높았던 것, 그리고 하화에 적극적으로 메타교육적 의도
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를 만난 것, 미술을 전공으로 하고 있었던 점 등이 하화를
실천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었던 것 같다. 이와 더불어 학교상황
에서 ‘친구들에게 수학문제를 가르쳐 준 것을 선생님께서 칭찬해 주셨다’고 답하면
서이것이 자신이 하화에 더욱 적극성을 띠게 된 계기라고 서술한 응답도 있었다.
이상과 같은 상황을 미루어보아 하화열정은 하화를 격려하고 실제로 다양한 공간
에서 다양한 기회를 통하여 하화에 참여하여 보고 이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겪은 사람들인 경우에 보다 더 잘 발달시켜 나가는 것이라는 견해가 가능해 진다.
4. 하화열정의 억압조건
하화열정이 억압되어 하화를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심층서면
면접을 실시한 10명의 경우 ‘하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실지로는 하화를
못해본 경험이 있습니까?’라고 물은 문항에 대하여 5명의 학생이 ‘그렇다’고 답하였
다‘. 이는 하화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발현되지 못하는 ’역하화적 상황‘이 얼
마든지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화열정이 실천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억압된 상황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우
선적으로 어느 경우에 하화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이 ‘시간적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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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을 때(이다). 내가 할 일이 있으면 가르쳐주고 싶어도 못 가르쳐 줄 때가 많
다’는 응답과 ‘바쁘지도, 피곤하지도 않은 여유 있는 상황’일 때 하화할 수 있다는
답, ‘하화열정이 발현된 순간 가르치고 싶었지만 ‘약속이 있어서’ 그 약속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못 가르쳐준 경험이 있다‘는 것 등은 각 상황에서 ’하화‘가 가장 본위
가 되는 활동이 될 수 없을 때 하화열정이 하화실천으로 연결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하화열정이 실천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또 다른 대표적인 경우는 ‘하화하기 어려
운 상대’들을 만난 경우이다. ‘하화하기 어려운 상대’는 크게 보면 수도계적인 저항
과 세속계인 저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자는 ‘품위의 차이를 경합하는 과정’
이 부담스러워서 하화를 피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하화하기 어려운 상대로 ‘같
은 전공을 가진 선배들’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경우에 “선배들이 틀린 가사로 노래
하거나 옳지 않은 발성으로 노래하고 있을 때” 하화를 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지만
실제로는 하화하지 못하는데 이는 ‘품위가 비슷한 경우 의견충돌을 피하고 싶어서’
라고 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음악을 하는 사람은 자존심이 너무 강하고 또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들을 하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답하고 있다.
교육의 과정은 품위의 선후를 가정하고 출발하면서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스승의
선진과 제자의 후진성이 끊임없이 검토되고 한 단계의 교육적 사건이 종결되면서
품위의 선후진성이 검증되는 방식을 취한다(장상호, 2002). 위의 예는 이러한 수도
계적 품위검증의 과정이 부담이 너무 큰 경우 하화열정의 발현이 어려울 수 있음
을 보여준다.
하화하고 싶지만 못하는 경우가 ‘하화하기 어려운 상대’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의 대부분은 하화에 대한 ‘세속계적 저항’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응답한 학생들
의 경우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하화한 적이있는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10명 가운데 9명이 ‘없다’고 대답하고 있다. 그 예로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 특히 ‘교사에게 하화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10명 가운데 9명이 ‘없다’고
대답한다. 하화하기 어려운 상대로서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 선배들’이라는 응
답이 있다. ‘경솔한 행동으로 어른의 기분을 해치는 것은 아닐까하는 걱정 때문에’
라고 답하고 있다.
하화열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발현하지 못하는 경우는 교육이 처
한 문화의 영향도 클 수 있다. 하화열정에 관한 설문지에서 10명의 학생들이 자신
의 하화상대로서 ‘교사’,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의 경우에는 ‘하화해본 적이 없
다’고 답한 학생들의 비율이 많았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하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당돌하다는 평을 듣는 것이 싫어서 시도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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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이유에서 이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는 하화를 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경우에는 그
대상이 대부분 가족인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이거나 가족 이외에 ‘선배’가 있었
다. 이는 ‘연장자’나 ‘세속계적 지위가 높은 사람’, 그리고 ‘교사’의 경우에 그를 ‘가
르치는 일’에 대한 사회적인 압력이나 위협, 감내할 위험부담이 큰 반면 ‘부모’인
경우에는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는 측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
다. 그리고 ‘부모’인 경우에도 최근 출현한 수도계(컴퓨터)나 특별한 노력 없이 진
입이 어려운 희소한 수도계(음악)라는 점이 암묵적으로라도 인정됨으로써 응답자의
‘선진성’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에라야 ‘하화열정’을 실천에 옮길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
하화열정의 발현을 막는 억압구조가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이처럼 내부로부터
오는 경우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화열정이 억압된 극단적인 경우는 자기스스로
‘하화하고 싶은 마음이 든 적이 없다’고 보고하는 경우이다. 이는 하화열정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이다. 심층서면인터뷰결과 ‘하화를 하고 싶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에 해당하는 문항에 대하여 ‘없다’고 답한 경우가 유일하게 한 사례가 있었다. 응답
학생은 자신이 한번도 하화하고 싶지 않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으
며 ‘하화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왜 하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게 되었는지 이러한 태도가 형성된 배경원인을 묻는 관계문항에 대하여 응답자
는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다.
문: 자신의 이러한 현재태도는 어떻게 형성된 것 같습니까?
답: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두렵다. 예전에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같은 반 아이들에게 수학문제를 가르쳐 준적이
있는데 선생님이 나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푸는 것을 보고 그 아이에게 너무 미
안하고 부끄러움을 느꼈다. (2005. 11. 11. 농업생명과학대학 1학년, 여학생)

하화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지도 않고 이를 밖으로 발현하고자 하는 생각도 없
다고 말한 위의 학생의 경우, 사실은 ‘하화열정’이 강렬하게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과거의 경험’ 때문에 하화열정이 의식되고 그것이 실천으로 옮겨지는 과정이
강하게 억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요한 사실은 이 학생은 분명 ‘가르치고 싶
다’는 마음이 생기기는 하지만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게 하는 내적 제어장치
가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발현의 억압’은 한 때 자신의 낮은 하화품위를 보여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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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더 높은 하화품위를 통한 활동에 의하여 자신의 것이 오류나 부족함, 낮은 수
준인 것이 드러난 경험에 기인한다. 즉, ‘하화의 실수’가 다시는 하화를 하고 싶다
는 마음이 드는 것 자체를 제어하고 그것의 발현도 막아 하화적 보람과 가치의 실
현이라는 ‘하화적 삶’을 놓치게 하는 결과로 연결된 것이다. 교육은 ‘실수’와 ‘오류’
를 교육적 축제의 계기로 삼는 세계이다. 이는 ‘하화계’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하화자체의 실수나 오류, 낮은 품위도 또 다른 하화와 상구라는 교육적 협동을 위
한 출발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사회적으로 ‘낮은 하화품위’에 대한 표출의 허용
과 이를 더 높은 품위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격려하고 돕는 일이 허영되어
야 한다. 이를 통하여 ‘하화열정’이라는 인간의 교육적 면모는 더 발달하고 그 발현
으로 인해 ‘더 교육적인 삶’이 전개될 수 있다.

V. 결론
열정은 인간이 어떤 활동을 그 자체의 목적을 위하여 해당 세계 고유의 가치를
추구하게 하고 이를 통해 내적인 보람과 의미충만함을 준다는 점에서 인간이 ‘잘살
게’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이런 의미에서 ‘교육적 열정’은 사람들이 교
육의 주체가 되어 교육적 삶을 실현하게 하는 중요한 관건이다. ‘하화열정’은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의 품위를 아무런 대가 없이 향상시키는 일, 그 자체가 보람과 가
치를 가지는 것으로 참여하게 한다는 고유성과 내재성으로 인해 교육학적으로 중
요한 의미를 가지는 개념이다. 지금까지의 교육학의 패러다임 내에서 이러한 하화
열정은 ‘가르침의 동기’라는 전 이론적인 통념의 수준에서 이해되는 정도에 그쳤다.
자율적 교육학의 개념인 교육본위론의 ‘하화열정’을 통하여 인간이 왜 가르치고자
하는지, 그러한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의 본질은 무엇이며 어떠한 경우에 발현되는
지, 그것의 발달 조건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인간의 삶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이
러한 하화열정에 대한 교육학적 이해가 계속될 필요가 있다. ‘잘 가르치는 삶’은 그
어떤 삶에 못지않은 귀하고 잘 사는 삶일 수 있음을 ‘하화열정’의 개념이 보일 수
있다. 물론 삶 자체를 교육화하는 교육학의 이론적 힘이 유효한 경로도 바로 이러
한 이론적 탐색에서 찾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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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understanding of the 'descending educative pass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Jee-Hyeon Kim

Motivation has been treated as an essential topic in the study of human
behaviors. Thus, efforts in many disciplinary areas have been given to explicate
motivation in terms of its autonomous and intrinsic dimension, because they are
thought to construct the autonomous disciplinary area insofar as they can give
the explications of it. Teaching activities are a generic subject in educational
studies. Likewise, it is important to give an explanation to comprehend the
autonomous and intrinsic dimension of teaching

in educational studies. This

study has a point that motivation to teach has seldom been treated as an
important topic in the previous studies in education. Instead, this study suggests
the alternative understanding of teaching motivation. This study conceptualize
teaching motivation as 'the descending educative passion', which shows how
teaching motivation underlies the intrinsic human behavi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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