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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수업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따

라서 최근에는 일방적 수업이 아닌 학생 중심 교육을 강조하는 최근의 변

화에는 학생의 흥미를 강조하는 수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교육 내용은 일

방적으로 주입되거나,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

여하는 과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방향성을 갖추어야 좋은 수업

으로 평가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학생 중심 교육에서 흥미(interest)에 한 다양한 논의가 

있으며, 흥미의 언어적 의미의 일부를 강조하여 개인이 가지는 긍정적 정

서를 흥미로 보는 입장 또한 존재하였다. 현재에도 일부에서는 일상 언어

적 의미의 흥미를 교육에서의 흥미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개인 

심리적 흥미 이론은 듀이 등의 비판에 직면하였고, 교육계에서의 흥미는 

긍정적인 정서만을 흥미로 간주하지 않는다. 

  개인 심리에 한정된 의미를 벗어나서 최근에 흥미를 교육에서 본격적으

로 연구하는 이론으로 상황적 흥미 이론이 등장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적 

흥미 이론에서의 흥미의 개념은 듀이 생활관심(interest)을 수용하여 발달된 

것이다. 등장 이후, 다양한 교과와 영역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

적 흥미 이론은 다양한 교육적 요인과의 관계성, 교과 교육 등에 적용되어 

학생 중심 교육의 실제적 구현을 견인하고 있다. 

  본 논문은 최근 교육학계에서 활발히 논의되는 상황적 흥미 이론에 해

서 사회과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고려하는 관점에서 재구성해보고자 하였

다. 상황적 흥미 이론은 다른 교과와 달리 사회과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사회과 교과가 가진 특성이 있다. 상황적 

흥미 이론이 활발히 논의되는 과학, 체육, 국어 등의 타 교과와 달리 사회

과에서 상황적 흥미 이론에 한 논의가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의 중

요한 배경으로 사회과 교육 다루어지는 개념의 추상적 특성에 주목하게 되

었다. 상황적 흥미를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과학 역시 추상적 개념을 다루

지만 과학의 추상적 개념과도 또 다른 사회과 교육 개념의 추상적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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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적 흥미 이론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주요한 이유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듀이의 간접적 생활관심 개

념을 상황적 흥미 이론에 적용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통하여 재구성된 상

황적 흥미 이론, 상황적 흥미 이론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듀

이의 간접적 생활관심 개념이 실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이론에 포함되기에

는 모호하고, 애매한 부분이 존재하여 명료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보았

고, 이를 명료화하여 사회과 수업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듀이의 간접적 생활관심의 의미를 명료화하면 간접적 생활관심의 의미는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일반적 상황에서 생활관심의 상이 아니

었던 영역이 존재할 때, 이 상과 자아를 매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상

을 찾고, 이를 통해서 직접적 생활관심과의 관계를 인식해나가는 과정의 

의미가 있다. 또한 직접적 생활관심의 상이 아닌 영역이 상위의 목적 차

원에서 존재하는 직접적 생활관심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의미를 지닌다

는 점을 인지하면 발생하게 되는 것이 간접적 생활관심이다. 

  사회과 교육에서 추상적인 개념을 상으로 생활관심을 고려하면서 교육 

활동을 제공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사회과 교육의 추상

적 개념에 듀이 생활관심의 의미를 받아들여 자아와 상 사이의 관련성 

인식을 추구하는 상황적 흥미 이론을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

하면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추

상적 개념은 실제 생활과 관련 없는 상으로 배척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처음에는 추상적 개념에 해서 무관심 하지만 추상적 개념과 자

신의 일상생활에 근거한 경험을 통해서 발생하는 직접적 생활관심 사이에 

매개할 수 있는 상의 존재를 통해 알게 되면서 그 관련성을 인식하게 되

거나 혹은 무관심했던 추상적 개념이 사회과의 목표 내에 존재하는 상위 

차원의 직접적 생활관심의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간접적 생

활관심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간접적 생활관심을 기존의 상황적 흥미 

이론에 적용하여 재구성된 상황적 흥미 이론을 통해서 사회과 교육에서 생

활관심을 구현할 수 있다. 재구성된 상황적 흥미 이론은 개념의 의미. 역

할, 구현과정, 사회과 교과 맥락에서 재구성된 간접적 생활관심을 통해서 

사회과 교육에 적합한 흥미 이론으로 거듭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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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으로 본 연구에서 기존에 흥미를 구현하고자할 때, ‘관련성 인

식’이라는 흥미 유발 전략의 모호함과 추상적 개념 수업에서 마주하게 되

는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기존에 사회과 교육에 존재하는 사회과 교과 개념은 어렵

고, 추상적이어서 학생의 내적 생활관심을 고려하기 힘들다는 선입관을 극

복하고, 사회과 교육이 생활관심의 발달을 통해서 학생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듀이(Dewey), 생활관심(interest), 간접적 생활관심, 상황적 흥미 

이론, 사회과 교육

학  번 : 2014-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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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신규 사회교사가 수업을 준비한다. 신규교사는 다양한 조언과 교육적 이

론을 재구성하여 학생의 흥미(interest)1)를 고려하는 수업을 하겠다는 의욕

을 가진다. 학생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으로 

학습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한다. 교사가 지향하는 이러한 방향으

로 학생을 효율적으로 인도하고자 한다. 이 때, 실제 수업 상황에서 중요한 

수업 성공 기준은 적어도 학생들이 졸거나, 딴생각 하지 않고, 학생들이 수

업을 ‘듣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은 학생들이 ‘흥미로워할만

한’ 지속적인 외적 자극 자료의 제공이다. 이러한 방식이 강요에 가까운 

주입을 하였던 전통적 방식에 비해서는 흥미를 구현하는 수업으로 인정받

고, 학생 친화적인, 학습자 중심의 방식으로 평가받는다(박승미, 2013: 2).

 교육에서는 학습자의 자발성을 중시하는 흐름이 이어져오고 있으며 한국 

교육에서도 학습자 중심에 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학생중심, 혹은 아동중심 교육은 전통적 교육이론이었던 주입식 교수법에 

한 비판으로 시작되었다(유지윤, 2000: 1). 이러한 학습자 중심 교육에 

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흥미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흥미는 수

업에서 구현되어야 하는 필수적 요소가 되었으며, 흥미를 가벼이 여기고, 

오로지 지식 습득만을 강요하는 수업은 지양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흥미를 구현하는 사회과 교사의 수업 방식을 살펴보면 실제로는 

흥미의 한정적 의미만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흥미에 한 한정적 이해

는 교사가 좋은 수업에 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사회과 수업의 외부 수

업 컨설팅의 평가 내용에서도 알 수 있다. 수업 평가의 주요한 기준은 자

료의 다양성, 드러나 보이는 학생 활동과 활발한 의사소통, 즉각적 반응에 

1) interest에 대한 번역어는 듀이의 interest의 경우, 생활관심. 듀이 외의 전반적
인 interest의 경우, 흥미로 표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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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호기심의 자극이다. 외적으로 관찰 가능한 활발한 분위기와 새로운 

자료가 매우 중요하고, 사회과 수업에서도 이런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흥

미를 고려한 괜찮은 수업이라고 평가 받으며, 이러한 수업이 학생의 흥미

를 고려한 수업이라고 평가된다.

  이런 인식이 일부의 수업 평가자들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 전반에서 통용

되고 있다. 학습자 중심 교육에 한 공감 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이미 

형성되어 있고, 듀이 등 아동중심, 학습자 중심 교육 주창자들의 중요한 개

념 중 하나인 흥미에 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교육과

정을 계획하고,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흥미는 중요한 요소로 폭 넓게 수

용되고 있다. 학생의 흥미를 중시해야한다는 주장은 더 이상 새롭거나 변

혁적인 주장은 아니다. 

  하지만 학생을 존중하는 의미에서의 흥미의 의미, 듀이 교육 사상의 주

요 개념인 흥미를 교육 현장에서 적용하고자 노력하지만 실제 교사들은 많

은 어려움을 겪는다. 앞서 언급한 신규교사와 같이 흥미에 해서 다양하

고, 흥미로운 자료와 수업 방식이 곧 흥미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판단한다. 

충실하게 교과의 중요 개념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는 수업을 구성할 

때, 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하는 경우, 그 흥미를 외적 즐거움을 한정하고, 

이러한 수업을 흥미를 고려한 수업이라 간주하게 된다. 

  이러한 외적 즐거움을 주는 수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교육적 결과에 고민

이 필요하다. 수업 시간에 웃으면서 즐거워한 아이들이 이후에 사회 개념

에 한 단편적인 기억을 갖게 되는 것이 진정으로 ‘흥미’를 고려한 수

업인지에 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오히려 학생의 흥미를 교육적으로 

배려하려는 일이라는 것은 현재 이미 특정하고 고정되어 있는 학생의 흥미

에 부합하는 소재를 제공함으로써 오로지 정서적인 즐거움을 유발하는 것

이 결코 아니다(임황룡, 양은주, 2013: 52). 

  교사들이 좋은 수업의 요건으로 재미있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수업

을 이상으로 삼기도 하지만(신재한, 2013: 93) 재미로서의 에듀테인먼트만

을 강조한 수업은 한계가 존재한다. 좋은 수업은 재미가 필요하지만 재미

가 좋은 수업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흥미를 구현하고자 하는 수업

에서 흥미를 정서적 즐거움으로만 한정하게 되는 배경에는 흥미를 구현하



- 3 -

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어떠한 장애물이 존재하기 때문이라 추론해볼 수 

있다. 이러한 장애물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시적 재미로서의 흥미를 추구

하는 교육을 계속 진행시켜 나갔을 때, 그 교육적 결과가 학생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해서 예상해보아야 한다. 재미있는 수업을 추구하

는 학생의 일시적 욕구를 만족시키고, 그 상황에서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학생의 성장을 위해서 나은 방안을 고민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한국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과 교육 중에서도 사회과 교육에서 

흥미의 구현은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기본적으로 흥미 개념의 

일반적 의미와 교육적 의미의 혼용에서 시작된다. 교과 교육 측면에서 학

생들이 가진 흥미를 고려하고자 하는 의도로 만들어진 사회나 과학, 수학 

등에 한 학생들의 태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교과흥미도’가 있다. 기존

의 ‘교과흥미도’를 묻는 질문에서 ‘흥미’를 정의하는 방식은 부분 

‘재미있다, 필요하다’ 등의 의미로 정의하고, 이를 교과에 한 ‘흥미’

의 범주로서 측정한다(이정우, 2009: 150). 일반적 의미로서의 흥미, 재미, 

선호 등과 같은 근거에서 흥미를 측정하는 교과흥미도 개념에 의거하면 수

동적으로 외적 자극만을 주로 주더라도 학생들이 흥미 있어 하는 수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학생의 흥미를 배려하는 일이며, 교육적 경험이 

되는가에 해서 의문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점을 가진 척도이지만 사회과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의미의 

흥미를 측정하면, 즉 사회과에 한 선호도로서의 학생 흥미도는 타 교과

에 비해 낮은 편이다. 흥미에 해서 ‘선호’라는 관점을 취하는 학생 흥

미도에서 특히, 중학생의 경우 사회과에 한 흥미도가 타 교과와 비교해

서도 낮은 편이다(윤미선, 김성일, 2003: 279). 선호도 측면에서 사회과 교

육에 한 학생의 흥미가 낮은 것이 마치 변화시킬 수 없는 절 적 상황처

럼 인식되고 있다. 많은 교사들이 사회과에서 다루는 목표와 내용이 활용

하기 쉬운 방식으로 흥미를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고 있다. 

또한 교사들은 사회과에 한 학생들의 흥미도가 낮은 것을 전제로 ‘사회

과’의 내용 영역에 해서 학생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당위적 어

조로 강조한다. 현재가 아닌 앞으로 마주하게 될 미래의 사회생활에 의미

가 있고, 시민이 되어야 하는 것에 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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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회과 수업은 짧은 수업 시수 내에서 많은 양의 추상적인 개념을 

다루며 이는 학생들이 사회과를 싫어하고 사회과 수업에 흥미를 갖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회과 수업이 어려운 이유는 추상적이면서 어려운 개념

과 원리들이 많이 나오고 여러 학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암기하여야 할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정문성, 2005: 27). 교사의 입장에서도 짧은 시간에 

어려운 개념과 원리를 쉽게 이해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다양하고 

어려운 학문적 개념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르치기도 벅찬 경우가 많다. 

특히, 내용이 ‘민주주의 원리’와 같이 추상적이고, 어려운 개념으로 인식

되고 손쉽게 외적 재미를 부가하기 힘든 경우, 즉, 즐거움이라는 의미의 흥

미를 유발하는 것에 한계를 느낄 경우, 내용의 어려움, 사회과 개념의 추상

성에 그 원인을 부가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과의 어려운 개념을 가르

쳐야하기에 교사들은 이러한 개념이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내용이 아

니라고 사전에 단정하고, 흥미에 한 깊이 있는 고려보다 흥미를 통한 효

율적 내용 ‘전달’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 우선시 된다. 이러한 방식은 

듀이 이전에 실제 수업에서 흥미의 의미를 학생이 가지는 흥밋거리, 자극 

요소, 재미 정도로 좁게 해석하는 근거가 되었던 이론적 한계가 있었으며,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듀이의 이론이 등장하였다. 듀이 이전의 흥미는 

학생의 동기유발, 자료의 적절성을 추구하는 도구적 역할만을 수행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수업의 단편적 장면에서 흥미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최근에 흥미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학습자 중심 교

육적 측면에서 출발한 흥미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학생과 상의 상호작용

으로서의 흥미를 논의하면서 흥미를 외적 요인을 통해서 증진시키고자 하

는 이론에 기반을 둔 교육심리학계의 논의가 존재한다(Hidi, 2006: 71).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입장을 상황적 흥미 이론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상황적 흥미 이론은 듀이 생활관심 개념을 받아들인 이론으로 관련 연구가 

교육 전체적 맥락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며, 타 교과에서의 논의는 활발하지

만 이에 반해 사회과에서의 논의는 현저히 적은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황적 흥미 이론이 듀이를 수용하면서도 실제 사회과 수업에서의 적용에

는 한계를 가진다는 점을 밝히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한다.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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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상황적 흥미 이론을 사회과 수업에서 활발히 논의할 수 있도록 재

구성하기 위하여 듀이의 간접적 생활관심 개념을 적용시키고자 한다. 수업

이 학생과 학습 내용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사회과 수업은 본격

적인 사회적 경험이 없는 학생을 상으로 사회과학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학습 내용을 제시한다(차경수, 모경환, 2009: 17-18). 추상화된 이론적 내용

이 많을수록 이론이 형성되는 추상화 과정에 해서 학생들이 이해하고, 

학습을 지속해나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사회과의 특성에서 

듀이의 간접적 생활관심이 함의하는 바와 그 한계를 밝히고자 한다. 상황

적 흥미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간접적 생활관심 개념의 재구성

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상황적 흥미 이론을 재구성하고, 재구성된 상황적 

흥미 이론이 사회과 수업에 듀이 생활관심을 개념을 구현하는 적절한 방안

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제기 및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사회과 수업을 중심으로 현재 논의되는 교육심리학의 상황적 

흥미 이론에서 듀이 생활관심에 제한된 수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밝히고, 

이러한 문제점 극복을 위한 듀이 생활관심, 특히, 간접적 생활관심의 재구

성을 바탕으로 사회과 수업에서의 생활관심을 구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 하에서 구체적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황적 흥미 이론의 배경은 무엇이며 사회과에서 상황적 흥미 이론

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상황적 흥미 이론의 사회과 수업 적용 시에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

이며, 문제점의 원인 및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셋째, 상황적 흥미 이론의 한계점 극복에 필요한 듀이의 간접적 생활관심

의 개념의 의미 및 문제점은 무엇인가?

넷째, 간접적 생활관심의 재구성을 통해 확장된 듀이 생활관심은 어떤 개

념이며, 아를 상황적 흥미 이론에 적용한 수업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해결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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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현재 논의되는 발달된 흥미 이론인 상황적 흥미 이론에 

해서 먼저 분석하고자 하고, 이를 위해서 기존의 흥미 이론을 논의하여 

상황적 흥미 이론의 등장하게 된 배경과 상황적 흥미 이론의 필요성, 가치

에 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하지만 사회과 교육에서 상황적 흥미 이론이 

활발히 논의되지 않는 배경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상황적 흥미 이론이 사

회과 수업에서 적용될 때의 한계점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상황적 흥미 이

론의 사회과 수업 적용 시에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밝히고, 그 중에

서도 핵심적인 문제에 한 해결방안으로 듀이의 간접적 생활관심을 제안

하고자 한다(2장). 다음으로 사회과에서 적용할 필요가 있는 듀이의 간접적 

생활관심의 개념의 의미를 밝히고, 듀이의 서술에서 나타난 간접적 생활관

심의 한계를 드러내고 이를 개념의 재구성을 통해서 명료하게 밝히고자 한

다(3장).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간접적 생활관심의 재구성을 통

해 확장된 듀이 생활관심 개념은 무엇이며, 이를 상황적 흥미 적용 시 어

떠한 문제점이 해결되는지에 해 구체적인 수업 적용 예시를 통해서 밝히

고자 한다(4장).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듀이의 생활관심을 사회과 특성에 

부합하도록 상황적 흥미 이론에 반영하여 재구성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연구 의의 및 한계

1)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사회과 수업에서 듀이 생활관심 개념을 구현하고자 하는 연구

이다. 기존의 흥미 이론에 한 비판 및 듀이 생활관심 개념의 의미를 드

러내고자 한다. 특히 사회과에서 유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간접적 생활관심

의 의미 및 한계를 밝히고, 이에 한 구체적 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연구이다. 생활관심이 사회과 수업에서 구현되는 현실적 상황과 그 과정에

서 발생하는 한계점에 한 실질적으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극복해보고

자 한다.

  본 연구는 생활관심을 사회과 교육, 수업 맥락에서 적용해봄으로써 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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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개념인 생활관심을 구체적인 수업 상황에 적용시키는 노력이라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이전의 연구들이 교육에서 듀이 생활관심이 지닌 함의를 

제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본 연구는 구체적인 사회과 교과 맥락에

서 현실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것에 방점을 두었다.  

  또한 듀이 생활관심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학습자를 고려한 사회과 

수업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교육에서 일상적

으로 고려하는 학생의 흥미에 해서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특히 듀이 생

활관심 개념이 교과 수업에서 실제적으로 구현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였다.

2)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흥미에 한 논의 중에서도 듀이 

생활관심에 초점을 맞춘다. 다양한 흥미에 한 논의 중에서도 근본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선택이다. 심리적 즐거움이 전부가 아니라는 관점에

서 출발하였으나 흥미의 심리적 측면인 즐거움과 재미에 한 거부는 아니

다. 그럼에도 심리적 즐거움 등을 강조하는 입장에 해서 비판적 태도를 

취한다. 일방으로 경도된 상황이 듀이 생활관심이 지향하는 교육적 방향성

과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어적 의미의 흥미(interest)와는 다른 교육적 

의미로서의 생활관심을 논의하기 때문에 확장된 생활관심 개념이 일반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소 간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본 연구는 교과과정, 교과관, 교육내용 선정에 해서 다루지 않는다. 교

육 전반에서 생활관심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의 선정 등에서 변화

가 필수적이다. 근본적인 생활관심 구현을 위해서는 교육 전반에 걸친 분

석이 필요하나 본 연구에서는 실제 사회과 수업 상황적 맥락을 고려하여 

생활관심을 구현하는 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흥미 이론을 다소 

제한된 범위에서 해석하고, 수업 방법을 제안하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생활관심 구현을 위한 사회과 수업 방안을 제시하나 실증적

으로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는 아니다. 따라서 실제 상황에서의 학생의 

학습 효과, 사고력 등 관련한 구체적 영향력에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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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상황적 흥미 이론의 등장과 사회과 적용의 한계

  최근 교육에서 다루어지는 흥미에 한 논의는 부분 듀이로 귀결된다. 

하지만 듀이 생활관심의 본래 지향성과 달리 다른 방향에 강조점을 두는 

흥미에 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는 흥미에 해서 실제 수업 

현장에서 이를 제한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다양한 흥미에 한 이론이 존

재하지만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위한 흥미는 근본적으로 듀이 생활관심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본 장에서는 듀이와 직,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교육 현장

에서도 구현되고 있는 흥미에 한 이론에 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흥미에 한 다양한 논의에 한 비판적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 사회과에

서 구현해야하는 듀이 생활관심에 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흥미에 한 구분은 흥미의 주체와 상을 명확히 구분하

고, 흥미를 최종적으로 외적 결과로 ‘생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이

론과 주체와 상으로 구분하는 것을 지양하고, 흥미를 통합적으로 이해하

며, 단순한 결과가 아닌 과정의 역동성을 강조하는 듀이 생활관심으로 나

눌 수 있다. 흥미를 외적 결과로서 중시하는 이론으로는 개인과 상을 구

분하면서 동시에 개인의 흥미를 극단적으로 중요시 하여 교육방법적 측면

에서 소극적으로 학습자가 본래 가지고 있는 개인 심리 영역으로서의 흥미

를 절 적으로 존중하는 입장이 있다. 

  이와 달리 듀이 생활관심은 기본적으로 개인과 상의 구분을 생활관심

의 결과로 구분 하지 않고, 상호작용의 과정으로서 보는 입장이다. 생활관

심을 상호작용의 과정으로서 보는 듀이의 입장을 수용한 이론이 최근에 등

장한 상황적 흥미 강조이론이다. 이러한 구분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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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흥미(interest) 분류

흥미(interest) 이론 구분 주요 내용

개인 심리적 흥미 이론

(낭만적 흥미론, 극단적 아동 중심 흥미론)
외적 결과로서의 흥미 중시

듀이 생활관심 이론
주체와 상의 

상호작용으로서의 생활관심

상황적 흥미 이론
듀이 생활관심 개념 수용

학습 조건으로서의 흥미

1. 흥미 이론의 등장과 상황적 흥미 이론의 정립

1) 흥미 이론의 역사와 개인 심리적 흥미 이론 등장

  전통주의적 교육의 핵심이라 할 수 있었던 주입식, 획일적 교육으로는 

학생의 다양한 능력의 발현하고자 하는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길형석, 

2001: 4). 이러한 문제점에 한 안으로 학습자 중심 교육은 교육의 방향

성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학습자 중심에 한 다양한 이견이 존재한다. 학

습자를 중심에 놓는 교육에 해서 그 정도와 방식에 한 논의가 다양하

다. 하지만 그 핵심은 학습의 주도권을 학습자에게 두는 것이라 할 수 있

다(길형석, 2001: 10). 교육 활동의 주도권을 학습자에게 두기 위해서는 교

육 내용이 학습자의 흥미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교사에 의해 설정된 교육 

목표와 교과 과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이 아닌 학습자를 기반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면 학습자가 가지는 흥미를 필수적 요인으로 포함

해야 한다. 학습과 관련된 학습자의 다양한 개인적 요구가 존재하지만 학

습자와 교과 내용을 연결하는 주요한 고리는 흥미이다. 정서적 측면과 동

기로서의 측면을 포함하고, 학생에 한 이해에 중요한 요소가 바로 흥미

이다. 아동의 자발적인 학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교육에서 흥미가 등장한 시기는 아동을 교육의 중심으로 보는 루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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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슬러 올라간다. 루소의 '자연에 따르는‘ 교육은 아동의 자발성, 흥미, 

본능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교육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어른이 되기 위

해서 필요한 것을 갖추기 위해 아동의 현재의 관심과 욕구를 억압하는 당

의 교육에 한 비판을 통해서 강조하였다(신차균 외, 2010: 208). 본격적

으로 흥미가 이론적으로 핵심 개념으로 다루어지는 것은 헤르바르트부터라 

할 수 있다. 

  헤르바르트는 이전의 논의와 달리 흥미를 수업을 위한 수단이 아닌 수업

이 학생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마은종, 

박주희 2014: 129). 흥미를 수업의 목표로 본다는 점에서 헤르바르트는 흥

미 논의를 교육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학자이다. 헤르바르트가 정의하는 흥

미는 교과를 통하여 형성하고자 하는 이상적 마음 상태를 나타낸다(김정

국, 1999: 211). 흥미를 교육적 과정을 통하여 결과로서 나타나는 중요한 

심리 상태로 보고 있는 것이다. 헤르바르트에게 바람직한 흥미는 주의와 

기 에 머무는 것이고, 욕망에 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취한다. 욕망은 미

래의 상을 손에 넣고자 애쓰는 것이고, 흥미는 있는 그 로의 현재를 관

조하는데 머물게 되며 즉각적인 흥미에는 파멸적 이기주의만이 존재하기에 

즉각적인 흥미가 아닌 교육의 목표로서의 흥미를 주장한다. 즉, 헤르바르트

는 흥미를 교육의 수단이 아닌 결과로서 이상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

으로 본다(김정국, 1999: 217). 

  헤르바르트가 흥미를 심리적 현상으로 상과 구분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헤르바르트의 흥미가 피상적인 흥분 상태는 아니며 

마음 그 자체로서 지식과 정서를 포함하는 개념이다(계희복, 2014: 14-15). 

하지만 주로 개인의 마음 상태로서의 흥미를 강조하면서 개인 심리적 상태

로서의 흥미에 한정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게 된다. 이

러한 이해가 학생 중심 교육에서 학생의 심리적 측면에 한정된 흥미 증진

을 목표로 삼게 되었다. 사회적, 도덕적인 측면이 아닌 개인의 심리적 상태

로서의 흥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헤르바르트가 전적으로 개인의 심리적 특징으로서의 흥미에만 초점을 맞

추지는 않았으나 고정된 실체, 즉 실체화된 흥미는 결국 정신이나 심리학

에 기반을 둔 이론이 되고 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헤르바르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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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 이론 역시 개인의 심리를 강조하는 심리학에 기반하고, 결국 흥미를 

어떤 고정된 교육적 목표를 위해서 견디어내는 인내와 훈육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 도야를 거부한 흥미가 개인 심리적 흥미로 한정되는 것이

다. 전통적 도야 이론에 반발하여 헤르바르트 등이 주장한 흥미 이론, 즉 

학생의 흥미를 고려하는 아동 중심 교육에서 심리학적 영역을 중심으로 한 

흥미 이론은 개인 심리적 흥미를 중심으로 한 듀이가 비판하는 낭만적 흥

미론으로 이어지게 된다. 

  듀이 이전의 흥미의 논의는 전통적인 도야를 중심으로 한 교육 이론에 

반기를 들었으나 심리학적인 인식론적 관심으로서의 흥미로 접근하고 있다

(양은주, 임황룡, 2010: 106). 이를 본 연구에서는 개인 심리적 흥미 이론이

라 명명하고자 한다. 개인 심리적 흥미는 상호작용의 적극적 측면을 무시

하고 흥미를 하나의 방향성, 수동적, 일방적인 요소로 간주한 흥미 이론으

로 개인 심리적 결과로서의 흥미를 강조하는 입장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개인 심리적 흥미는 낭만적 흥미론과 극단적 아동중심교육에서의 흥미로 

나누어 분석해 볼 수 있다. 

  듀이는 낭만적 흥미론과 전통적 도야론에 해 비판하면서 자신의 생활

관심 개념을 전개한다(Dewey. 1913: 1 ; 조용기 역, 2015: 21). ‘흥미’를 

고려하지만 그 의미적 측면에서 한정된 논의를 하는 이론인 낭만적 흥미론

에서는 아동은 교육의 출발점이며, 중심이자 목적이다. 학습자의 능동적인 

활동이 중요하고, 학습을 결정하는 것은 교과가 아닌 아동이라 본다. 교과

는 외부로부터 아동에게 주입할 수 없기에 학습자의 능동적인 활동이 중요

하다. 아동을 교육의 중심으로 놓는 아동중심교육의 하나의 입장이다. 

  낭만적 흥미론에 따르면 흥미는 학생이 학습하는 유일한 동기이므로 학

습 내용을 흥미롭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Dewey, 1902 ; 박철홍 역, 2002: 

41). 외부로부터 주입된 교과는 의미가 없고 형식적인 것일 뿐이다. 따라서 

주입하지 않고, 의미 있는 학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낭만적 흥미론에 따

르면 흥미란 학생들이 배워야하는 것들에 다가가는 유일한 동력이기에 학

습 내용을 흥미롭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임황룡, 2011: 11).

  실제 교육 현장과 수업 상황에서 흥미에 한 이해는 낭만적 흥미론에 

기초한 경우가 많다. 낭만적 흥미론은 상과 분리된 자아의 심리적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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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소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이해는 학생을 교육의 중심이라고 보

면서도 동시에 학생의 흥미를 자극하는 외적 자극에 집중하게 되는 근거가 

된다. 자극이자, 수단으로서의 흥미는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최근 

아동 중심 교육, 학습자 중심 교육이 부각되면서 흥미를 고려한 수업에 

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가장 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흥미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더 극단적인 아동 중심 교육에서의 다루어지는 흥미는 Neill에 한 논의

에서 드러난다. ‘극단적 아동중심’에서의 흥미에 해서 전개할 수 있다. 

아동 중심 교육 사상가 중에서도 Neill은 극단적인 아동 중심주의자로 분류

할 수 있다(유지윤, 2000: 11). Neill이 주장하는 흥미는 자체가 철저히 자발

적인 그 속성으로 인해서 강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 활동을 통해

서 추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관점이다. 

 흥미라는 것은 사람의 전 인격에서 솟아나는 생명력이다. 주의는 의식에 

속하는 것이다. 칠판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해적들에게 흥미를 가질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억지로 흥미를 갖게 할 수는 없다. 아무도 내게 억지

로 우표수집 같은 것에 흥미를 느끼게 할 수는 없다. 나 자신마저도 내가 

우표 수집에 흥미를 느끼도록 강요할 수 없다(Neill, 1929 ; 김은산, 한희경 

역, 1991: 137).

  이와 같이 Neill의 흥미는 억지로 주어지거나 조작되는 흥미가 아니라 아

동이 삶에 해 갖는 자발적인 특성이 기본인 창조적인 흥미이다. 그는 목

적적 의미의 흥미만을 흥미로 보고, 아동을 흥미 속에 사는 존재로 파악했

다(Neill, 1929 ; 김은산, 한희경 역, 1991: 105). 

  Neill은 자발적 흥미를 강조하고 있지만 주장의 근거에는 교육적으로는 

어떠한 시도나 도움도 제공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흥미에 한 추구가 존재

한다. Neill은 놀이나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의 재능과 감정을 자

유롭게 해두었을 때, 그 다음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보았고, 아동에게 어떤 

교육적 자극을 가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흥미를 존중해야함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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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극단적인 아동중심 입장의 흥미는 교육 상황에서는 중요하게 채택

되고 있지는 않지만 흥미의 의미 측면에서는 흥미가 자연스럽게 발현하고, 

상과 분리된 개인에 한정적인 것이라 보는 관점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

는 흥미에 한 소극적 이해를 강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2) 개인 심리적 흥미 이론에 한 듀이의 비판

  이러한 개인 심리적 흥미에 한 낭만적 흥미론에 해서는 듀이가 직접

적으로 비판을 한다. 앞서의 이론은 흥미의 본질을 잘못 파악하고 있고, 자

아와 세계, 아동과 교과, 주체와 객체를 이원론 시각으로 바라보고, 분리하

는 전제가 깔려 있음을 듀이는 지적한다. 이러한 분리와 립을 듀이는 거

부한다. 교과 내용과 방법 사이에 립이 있으며, 이는 흥미를 객관적 학습 

내용과 관련 없는 순전히 주관적이며 사적인 것으로 취급하게 되기 때문이

다(Dewey, 1916: 340 ; 이홍우 역, 2007: 423). 구체적으로는 개인 심리적 

흥미를 절 시 하며, 긍정적인 정서만을 흥미로 간주한다는 것, 그리고 개

인 심리적 흥미를 외적 자극을 통해 증진하고자 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

고, 이를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개인 심리적 흥미 이론은 개인에게서 출발하는 심리적 흥미의 절

화한다는 점인 개인 심리적 흥미의 목표에 한 비판이 있다. 피터스의 

경우 흥미를 심리적 흥미. 규범적 흥미로 구분하는데, 그에 따르면 심리적 

흥미란 심리적이며, 원초적이며, 아동에게 물어보면 당장 알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개별적 성향으로 개인의 쾌락이나 고통에 관한 문제인데 반면에 

규범적 흥미란 아동에게 이익이 되는 바람직한 흥미로 일반적인 의미에서 

개인에게 가치 있으면서 적합한 것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Peters, 1966 ; 이홍우 외 역, 2006: 227). 이러한 구분을 적용하면 낭만적 

흥미론, 극단적 아동 중심의 흥미론은 피터스가 제시하는 심리적 흥미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동 개인에게서 출발하는 심리적 흥미를 

절 화하는 것이다. 피터스의 구분에 따르면 아동에게 ‘이익’이 되는 교

육활동은 심리적 차원에서 의미를 지니는 흥미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규범

적 의미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피터스의 흥미에 한 구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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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적 흥미라는 목적에 해서 동의하지 않더라도 ‘심리적 의미’에 한

정된 흥미에 한 비판은 고려할 가치가 있다. 아동의 심리적 측면에서만 

한정하는 흥미의 경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져올 수 있는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라는 점이 드러난다.

  또한 듀이 역시 고정된 결과, 목적이라는 의미로서의 흥미에 해서 비

판한다. 듀이는 헤르바르트가 흥미를 고정된 실체로 보는 잘못을 저질렀다

고 본다(마은종, 박주희, 2014: 139). 헤르바르트가 교육의 목적과 같은 고

정적인 것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는 결국 흥미를 하나의 고정적 목적으

로 만들면서 절 시하고 있음을 비판한다. 헤르바르트의 주장에 따르게 되

면 흥미로운 마음 상태를 절 적 교육의 목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듀이는 

이에 해서 헤르바르트의 흥미는 심리학적 교육학을 주장하고, 이는 행동

주의의 자극과 반응 모델과 유사한다고 비판하였다(마은종, 박주희, 2014: 

140). 듀이의 비판에 따르면 헤르바르트의 흥미는 종국에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으로서 결과적으로 획일적이고, 형식적이 될 수 있다. 심리적 측면의 

흥미를 절 시 하게 되면 교육 활동은 아동의 심리적 흥미를 자극하기 위

한 방향으로 경도되게 된다. 단지 ‘흥미로운 마음의 상태’가 교육의 외

적 목적이 되고, 이는 학생의 성장을 자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개인 심리적 흥미의 내용 요소로 긍정적인 정서인 즐거움만을 주

로 흥미로 간주 측면을 지적할 수 있다. 낭만적 흥미론의 경우, 긍정적 정

서인 즐거움을 흥미라 간주하고, 이를 중점으로 자극하고자 한다. 하지만 

흥미의 정서적 측면만을 강조하게 되면 즐거움의 정서를 유발하지 않는 경

우에는 흥미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된다. 하지만 학생의 학습에서 

재미 등의 요소가 중요하지만 교육적 성장이 즐거움의 정서로만 이루어진

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서적 즐거움과 흥미가 접한 관련성을 가지지만 

그 외 다양한 정서가 교육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포함될 수 있

다(김승호, 이인숙, 2014: 751). 즐거움이라는 정서는 개인적 특성이 강하다. 

따라서 이에 치중하면 교육적 방향성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으며 교사는 

학생을 즐겁게 만들기 위한 요소들로 수업을 구성하게 된다. 듀이는 학생

을 심리적 측면에서 흥미롭게 만드는 것이 흥미로운 교육 활동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교육은 즐거움에 모몰되어 학생의 성장의 방향성을 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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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될 여지가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개인 심리적 흥미의 한계로는 개인과 상을 분리한다는 측

면에서 이분법적 이해를 하고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외적 자극에 집중한다

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개인 심리적 흥미의 구현 방식은 산발적인 외적 

자극으로 증진하고자 한다. 그리고 수단으로서의 흥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흥미를 소극적으로 보고 있으며, 고정된 것으로 파악한다. 개

인 심리적 흥미론의 흥미는 개인에게 한정된 것으로 보고, 흥미의 상과 

개인의 관련성에 해서는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낭만적 흥미론에 의거한 교육 활동을 진행하게 되면 아동의 

활동은 단절된 반응 조각이고, 순간 사라지는 산발적인 흥미에 그칠 수 있

다. 왜냐하면 교과내용 자체가 아이들과 무관하며, 아이들이 관심 없는 학

습 자료에 유혹하는 요소를 가미하여 쾌락의 뇌물로 주의를 끌고 노력을 

짜내려 하는 것은 이른바 ‘어르는 교육’이기 때문이다(Dewey, 1916: 199 

; 이홍우 역, 2007: 269-270). 따라서 자극-반응처럼 흥미를 일방적으로 자

극하거나, 노력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다른 흥미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 

오히려, 흥미는 단순한 수단이 아닌 교육적 활동의 적극적 목적이 될 수 

있다. 학생을 중심에 둔 교육에서 흥미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목적이기도 

하다. 학생 중심, 학습자 중심 교육에서 학생으로부터 출발하는 흥미의 의

미는 각별하다. 흥미를 수단으로 한정할 경우, 학습은 결국 학생 바깥에서 

완전한 학습 상을 흥미라는 미끼를 발라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런 방식은 학습자의 내적 요구를 고려해야하는 것이 진정한 

학습자 중심이라 할 수 없다.

  극단적 아동 중심 교육의 흥미 이론에서는 아동이 스스로 흥미 있는 무

엇인가를 찾을 때까지 교사가 기다려야만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아동의 

자발적인 흥미를 이끌어내기 위한 교사의 노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흥미에 한 극단적으로 소극적 접근을 주장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자유를 허용함으로써 자아정체성의 형성을 꽤할 

수 있지만 교육이라는 활동이 감정적인 자유를 제한 없이 허용함으로써 학

습과 성장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비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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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듀이의 비판을 수용한 상황적 흥미 이론의 등장과 그 내용

  최근에는 개인 심리적 흥미에 한 논의에 한 듀이의 비판을 수용하

고, 듀이의 논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흥미 이론이 등장하였다. 교육학 연구

에서 측정 상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개념으로 흥미를 규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교육심리학 측면에서 많은 학자들이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개

인의 긍정적 심리에 흥미를 한정하지 않고, 상황적 요인, 교육적 조치, 방

법을 통해서 흥미의 증진을 논의하는 흥미 이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상황적 흥미 이론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상황적 흥미 이론은 듀이 생활관

심과는 흥미의 적극적 역할과 과정, 흥미의 발달을 논의한다는 측면에서 

듀이 생활관심 이론을 수용하였다. 상황적 흥미 이론은 흥미에 한 듀이

의 정의 등을 수용하여, 상과 개인의 상호작용으로서의 흥미와 역동성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단순한 자극-반응의 한계를 넘어서 흥미의 역동적 발

달을 고려하는 이론이 제시되고 있으며, 교육심리학계에서 양적 연구 측에

서 다시금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교육 심리학계에서의 흥미에 관한 연구가 근거하는 주요한 이론적 배경

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흥미 이론가는 듀이이다. 듀이와 같은 초기 심리학

자들이 흥미가 인간의 행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개인과 환경 간

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발생한다고 보았다. 또한 듀이는 흥미에 기초한 학

습은 즐거운 감정을 수반하고, 심리적 욕구를 만족시키게 된다고 주장하였

고, 교육 심리학계에서는 이러한 입장을 수용한다. 특히, 듀이(1913)는 노력

과 달리 흥미가 학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제안하면서 흥미가 노력

과 학습 사이의 관계성을 중재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듀이 생활관심 이론

을 바탕으로 교육 심리학계에서의 흥미에 한 논의, 즉, 상황적 흥미 이론

은 듀이의 두 가지 생활관심에 한 가정을 수용한다. 그 첫 번째 가정은 

흥미가 기본적인 지적, 내재적 필요를 만족시키는 능동적 학습을 이끈다는 

것이다. 흥미가 연관성의 인지를 바탕으로 자아와 상의 활발한 상호작용

을 통한 능동적 활동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가정은 흥미는 외적으로 부여

되지 않지만 존재하는 기호와 동기에서 시작된 다양한 교재, 교육적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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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하는 교실 환경에서 증진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해서 수용한다

(Scharaw, Lehman, 2001: 24-25). 

  듀이 생활관심의 영향에 한 상세한 논의를 살펴보면 교육 심리학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흥미의 의미는 특정한 과업에서 수업, 상, 사

건, 생각과 개인의 상호작용이다. 듀이 생활관심 개념과 유사하게 기본적으

로 동적인 흥미의 개념을 정의한다. 상황적 흥미 이론에서는 이러한 특수

성으로 인해서 개인적 흥미가 다른 심리학적 개념인 내적 동기, 주의, 호기

심, 탐구와 구분된다(Krapp, Hidi & Renninger, 1992: 8). 흥미는 개인과 인

지, 정서적 쟁점 사이의 중요한 연결고리이며, 흥미는 학습을 용의하게 하

며, 이해를 증진시키고, 개인적 몰두뿐만 아니라 노력도 자극한다(Hidi, 

2006: 69). 이는 상과 개인 사이의 연관성, 관련성이 흥미에 주요 특성임

을 강조하는 것이며 또한 상과 개인의 상호작용이라는 흥미의 역동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교육심리학계에서 흥미를 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흥미를 정서로 보는 관점과 흥미를 인지적, 정서적 요인을 모두 포괄

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흥미를 정서로 보는 관점에서는 정서적 측면

에서 흥미와 즐거움을 유사하지만 다른 역할을 하는 정서로 파악하고 흥미

를 새로운 것을 시도하게 하고, 탐색하게 하는 반면에 즐거움은 즐거웠던 

행동을 강화하고 친숙한 것을 가까이 하려는 능동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다. 흥미를 긍정적 정서, 즐거움으로만 한정하지는 않는다. 즐거움과 흥

미에 구분하는 근거로는 즐거움은 단순하고 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판단될 때 발생하며, 흥미는 특정 과제나 상이 복잡하고 도전적인 과정

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 때 발생하기에 따라서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

서를 모두 포함하게 된다(Silvia, 2008: 32). 

  흥미를 정서에 한정해서 보지 않고, 인지적, 정서적 모두를 포괄하는 요

인으로 보는 관점에서도 역시 듀이의 생활관심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

다. 정서적 측면의 논의를 포함하면서 흥미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하는 동기적 개념이라고 정의한다(Hidi, 2006: 73). 흥미를 특정 

상에 다시 몰두하고자 하는 심리학적 상태이자 성향으로서 인간과 환경

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전되는 것이며,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흥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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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한다(Hidi, Renninger, 2011: 170). 최근의 많은 흥미에 한 논의는 인

지적, 정서적 측면을 모두 포괄하는 요인으로 보는 관점을 기반으로 한다. 

이렇듯 교육 심리학에서의 흥미는 심리적 차원뿐만 아닌 포괄적 측면에서 

논의하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상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라는 동적, 적극

적 측면을 강조한다. 이러한 이론적 관점에서는 흥미(interest)를 느끼는 즐

거움에 한정된 흥미만으로 정의내리지 않으며, 단순한 심리적 반응으로서

의 흥미 개념으로만 한정하지 않는다. 흥미를 습관적 성향, 동기화된 신념, 

성격의 요소 등으로 연구되나 주의 집중, 인지 기능의 증가 및 유지의 정

서적 관련이 포함된 개인적 상태로 정의한다(Hidi, Berndorff, 1998: 21). 즉, 

심리적 반응뿐만 아니라 인지적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흥미를 정의한

다. 

  또한 흥미가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중요

시하면서 학습 장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변인으로 외부 지원을 

통해서 흥미 유발이 가능하다고 본다(우연경, 2012: 1180). 학습의 내재적 

동기로서의 흥미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흥미가 내재적 동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중요시하기에 교육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흥미를 

주장하고 볼 수 있다. 흥미의 적극적 역할이 기반에는 정서적 요인이 바탕

이 된다. 흥미는 자극의 해석 및 이해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정서적 상

태인 동시에 특정 행동을 유발시키는 동기의 역할과 인간의 정보처리 과정

에서 정보의 선택과 처리의 우선순위, 주의 할당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

할을 한다(Hidi, Krapp, & Renninger, 1992: 64). 교육적 활동이 구현해야하

는 상으로서의 흥미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심리학의 흥미의 특성에 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존재하지만 

다수의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흥미의 특징에 동의한다(Hidi, Renninger, 

2011: 169-170). 첫째. 특정 상 또는 내용이다. 특정한 상이나 사건에 

주의 집중하는 것이며, 특수적이고, 영역 특수적인 개념이다. 둘째. 사람과 

환경 사이의 특정한 관계를 포함하며, 상호작용을 통해서 유지된다. 흥미는 

사람과 환경의 관계와 상호작용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교육심리학에서의 

흥미론은 개인차와 환경적인 요소를 밝히고자 한다. 특히, 개인적 흥미와 

상황적 흥미를 구분하고, 교육적 조치에 한 논의에서는 주로 상황적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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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주 상으로 한다. 셋째. 흥미는 인지적. 정서적 요인을 모두 가지고 

있다. 흥미는 동기적인 역할을 하는 개념이고, 정서를 포함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개인의 정서적 요인이 중요하다(우연경, 2012: 1182). 이러한 측면

에서는 교육심리학에서의 흥미에 한 논의는 흥미를 고정된 것보다는 적

극적 상호작용으로 변화되는 변인으로서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확장된 개

념으로 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기존에 흥미에 한 논의를 종합하여 

적극적인 흥미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다.

  교육심리학계에서 흥미를 연구하는 부분의 학자들은 흥미를 개인적 흥

미와 상황적 흥미로 분류하는데 동의하며,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

다(Hidi, Renninger, 2011: 162-164). 개인적 흥미는 개인이 가진 흥미, 학습

에 지 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상 적으로 경향성이 활성화될 때 즉각적인 

심리적 상태뿐만 아니라. 개인이 가진 오랜 기간 동안의 특정 내용에 해 

집중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 개인적 흥미는 개인의 기질적 특성에 가깝고, 

안정적이다. 그에 반해 상황적 흥미는 상의 흥미 진지함, 흥미 있음, 재

미있음을 뜻하고, 환경적 자극에 의해서 촉발된 집중된 주의와 정서적 반

응을 의미한다. 또한 개인적 흥미는 개인적 성향이나 상황적인 것이며, 개

인적 특성으로서 안정되고 영구적 성향의 성격적 특성이지만 상황적 흥미

는 상이나 활동을 흥미롭게 만드는 맥락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개인적 흥미와 달리 상황적 흥미는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상황적 흥미는 개인적 흥미와 무관하게 객관적 상이 특정 상

황에서 어떤 사람의 주의를 자극함으로써 생겨나는 것이다. 상황적 흥미는 

객관적 상 자체가 갖고 있는 흥미를 자극하는 속성에서 비롯되게 된다. 

교육에서 주로 독립 변인으로 다루는 흥미는 상황적 흥미이다. 교육에서 

흥미를 유지하고 발달시키는 필요한 요소가 상황적 흥미이다. 이러한 특성

으로 인해서 물리적 상황 자체가 중요한 교육 요소인 교과에서는 그 연구

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체육, 무용, 과학 등의 교과에서 이러한 상황

적 흥미를 교과에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개인적 흥미와 상황적 흥미에 하여 Schiefele(1991)의 경우 상황적 흥

미가 개인적 흥미로 연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개인적 흥미가 유발되

지 않는 상황에서 유인 자극으로서 상황적 흥미가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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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황적 흥미의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교육적으로 구현해야하는 

상은 상황적 흥미임을 강조한다. 

  이런 식으로 상황적 흥미와 개인적 흥미를 구분하는 상황적 흥미 이론은 

교육적 측면에서 흥미의 유지와 발달이 학습자를 위해서 학교 교육 장면에

서 필요하다는 관점에 근거하는 이론이라 볼 수 있다. 흥미가 고정된 결과

가 아니라 흥미가 발달한다는 동태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이론이기도 

하다.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하는 상황적 흥미를 비교적 지

속적인 특성을 가진 개인적 흥미로 발달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Hidi, 

Renninger, 2006, Krapp, 2002, Schiefle 1999 ; 김성일, 윤미선, 2004: 43에

서 재인용). 흥미를 정적인 상태가 아닌 동태적 특성을 가진 요인으로 보

는 것 역시 듀이 생활관심 이론을 수용한 결과이다. 다소 간의 차이가 있

지만 상황적 흥미 이론에서도 ‘흥미’의 발달에 초점을 맞추면서 흥미의 

역동적 측면을 강조한다. Hidi, Renninnger(2006)의 경우, 흥미의 발달 단계

를 논의하면서 촉발된 상황적 흥미 유지된 상황적 흥미 출현한 개인적 흥

미 발달된 개인적 흥미로 나눈다. 이러한 연구의 근저에는 흥미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적극적인 요인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흥미에서 상호작용을 강

조하고, 흥미를 단순한 결과물이 아닌 교육적 조건으로 고려가 가능하며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흥미 이론들을 종합하고, 발

전시킨 이론이다. 

 2. 사회과 수업에서 상황적 흥미 이론의 필요성 

  상황적 흥미 이론은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과 교육 활동에 

유용하다. 왜냐하면 흥미에 해서 적극적 역할을 부여하는 이론이며, 흥미

의 미시적 학습 수단으로서 가치와 학습 효과를 검증하는 척도로서의 역할

을 수행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적 흥미에 한 논의는 ‘학습 내용’

에 해서 흥미를 느끼게 하여 주의집중하게 하여 나은 학습 효과가 자발

적이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상황적 

흥미 이론의 필요성에 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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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상황적 흥미 이론은 흥미의 상호작용 및 발달의 개념을 구체적으

로 교실 수업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다. 상황적 흥미 이론은 자

아와 상의 상호작용이라는 듀이가 규정한 생활관심의 의미를 반영하고 

있다. 상황적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에게 특정 내용을 학습해야

하는 것을 실제 생활과 연관 지어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Brown, 

Collins, & Duguid, 1989: 38). 이러한 상호 작용을 바탕으로 수동적이고, 반

응으로서의 흥미가 아닌 능동적 측면을 강조한다. 즉, 흥미를 단순한 감정

이 아닌, 능동성을 지닌 개념으로 파악하고, 교육 상황에서 적용하고자 하

는 이론이다. 이는 듀이 생활관심 이론의 지속적 발달하는 것으로 보는 입

장을 수용한 것으로, 장기적으로 흥미를 고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상황적 흥미 이론에서는 학습자의 특성, 학습 재료, 과제 및 학습 

활동으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상황적 흥미 이론의 발생을 상호작용으로 

제안한다(김성일 외, 2003: 92).

  상황적 흥미 이론에서는 흥미를 역동적으로 발달하는 것으로 보고, 개인

에만 초점을 두지 않는다. 이러한 이론에서 상황적 흥미를 교육에서 중심

적으로 선택하는 근거는 개인적 흥미는 개인차가 심하고, 발달하는데 오랜 

시간 걸리고, 상황적 흥미가 실제 수업, 학습 상황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김성일 외, 2008: 189). 개별적 편차가 심하고, 개인적 요인에 작용될 있는 

개인적 흥미보다 1인 이상을 상으로 하는 실제 교육 상황에서 상황적 흥

미에 한 강조는 흥미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상황적 흥미만을 

자극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인적 흥미로의 발달을 논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방적이나 연속적인 과정으로서의 흥미, 흥미를 발달시키고자 하

는 교육적 의도를 실현하고자 한다.  

  둘째. 상황적 흥미 이론에서는 흥미를 교육 활동 등을 통해서 구현 혹은 

조작할 수 있다는 흥미의 조작(manipulation)을 인정한다(Schraw, Lehman, 

2001: 36-37). 모든 교육 내용적 측면을 학습자 내부에서 끌어내는 것은 현

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상적 교육 상황에 비해 여러 제약 조건이 따르는 

실제 교육 상황을 고려한다면 상황적 흥미 이론은 현실적 타협이라고도 볼 

수 있다. 상황적 흥미 이론에서 제시하는 조작이라 함은 텍스트의 접근성

을 바꾼다거나 텍스트 자체를 바꾸거나 환경 자체를 바꾸는 방식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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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흥미를 증진하는 구체적인 방안으

로 상황적 흥미 이론에서는 텍스트나 교수법 같은 학습 환경을 다룬다(김

성일, 윤미선, 2004: 53). 수업 환경을 제공하는 교사가 구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요인으로서의 흥미를 제시하고 있기에 확장된 의미의 흥미이면서

도 동시에 수업 상황에서 학생의 입장을 고려하는 활동을 구성할 때 효과

적일 수 있다.  

  상황적 흥미 이론은 교육 상황에서 고려하는 흥미가 구현되는 교육 환경

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외부에서 주어진 목표에 맞춘, 환경 조건의 중요성

을 교사가 인지하고, 실제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이미 정해

진, 학생들의 요구 이전에 외부에 있는 목표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황

에서 환경 조건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이론이다. 학생이 교육적 경험을 하

는 상이 존재하는 환경이 교육 상황에서는 교사가 엄 하게 고려해야하

는 것이며, 이러한 교육에서 교사가 제공하는 환경의 중요성을 상황적 흥

미 이론은 구체적으로 뒷받침한다. 

  상황적 흥미 이론은 흥미를 하나의 교육적 변인으로 보면서 흥미를 내재

적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교육적 변인으로 파악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밝

히는 이론이다. 상황적 흥미 이론은 흥미를 단순한 수업 초반부 동기를 증

진시키는 것으로만 한정시키지 않는다. 상황적 흥미 이론에서의 흥미는 학

습 과정, 학습 결과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다(우연경, 2012: 1184). 

따라서 학습 과정 전체 및 교육 활동 결과에 중요한 변인으로 적극적으로 

구현되는 상으로서의 위치를 점유하게 한다.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수업 

효과를 교사가 파악하고, 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최근 다양한 기술과 외적 환경이 변화하는 현 의 교육적 환경의 

발전에서도 상황적 흥미 이론은 의미가 있다. 다양한 교육 활동이 수업에

서 가능해졌다. 스마트 TV. 스마트폰, 각 종 가상, 증강 현실 기술 등이 적

용되어 기술적으로 발달된 교육적 환경 요인들을 활용하면서 듀이의 교육

적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상황적 흥미 이론의 발달된 이론적 개념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다양한 수업 환경의 변화 안에서 교사가 교육적 경

험을 제공하면서도 학생의 내적 변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

이라면 상황적 흥미 이론은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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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과에서의 상황적 흥미 이론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면 앞서 논의한 

교육적 효과를 포괄하면서도 사회과 교육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측면도 존

재한다. 사회과 교육은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을 동시에 강조하는 교

과로 상황적 흥미 이론은 특히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상황적 흥미 이론

에서 상황적 흥미는 인지적 관여를 통해서 발생하고, 인지적 갈등, 불일치 

상황에서 발생한다(김성일 외, 2008: 190). 흥미의 정서적 측면뿐만 아니라 

지적 측면의 흥미를 강조하는 것이다. 흥미에 한 일반적인 인식에서 정

서적 측면만이 강조되기에 당위적 주장과 추측으로 흥미에 해서 논의한

다면 상황적 흥미 이론은 흥미를 구체적인 수업 변인으로 조작하고, 측정

하고자 한다. 이러한 실제적인 유용성은 교육 현장에서 흥미를 적용하는데 

도움이 된다. 사회과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는 시민성은 구체적

인 그 의미에 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시민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사회과 교육의 목표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차경수, 모경환, 

2009: 50). 이러한 시민성을 함양을 위해서 구체적인 주요 목표는 지식, 기

능, 가치‧태도, 실천적 행동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는 지적, 정의적 영역을 

포괄하는 목표를 사회과 교육이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차경수, 모경

환, 2009: 68-69). 이런 형태로 인지적과 정서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하는 

사회과 수업의 특성에서 중요한 강조점을 제공하는 이론이 상황적 흥미 이

론이다. Kintsch(1980)의 경우, 상황적 흥미를 인지적, 정서적 흥미로 구분

하고, 흥미를 정서적 측면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인지적 영역을 인지하고, 

실제로 교육에 적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인식은 상황적 흥미 이론가들이 

공유하는 특성으로 상황적 흥미 이론은 인지적, 정서적 두 측면을 효과적

으로 고려하고 수업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상황적 

흥미 이론은 흥미를 하나의 정서적 반응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정서와 지

적 요소의 결합을 흥미로 보고, 흥미를 정서와 지적 요소의 결합체로 보면

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수업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는 관점은 

흥미를 교육 활동 전반에 고려해야하는 요인으로 간주하고, 이를 적용하고

자 한다. 이러한 통합적 측면에서 사회과 교육 목적을 달성하는데 상황적 

흥미 이론은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사회과에서 중시하는 또래 교수 등 협동 학습은 사회적 관계를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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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방법 역시 중요한 상황적 흥미 유발의 방법이다(손영, 김성일, 2005: 

599). 따라서 학습 방법을 선택할 때 상황적 흥미를 구현하면 사회적 관계

를 고려할 수 있다. 사회적 성격을 가진 사회과에서 상황적 흥미 이론을 

바탕으로 교육 활동을 구성하는 것은 사회적 관계에 한 학습 방법을 선

택하고, 실행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사회과에서 활동은 내용과 방법

의 결합으로서 활동은 단순한 수단이나 방법을 넘어서 학습자의 체험을 심

화 확 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전재원, 남상준, 2012: 66-67). 이러한 측면

에서 보면 상황적 흥미는 수업에서 발생하는 흥미를 고려한 활동을 통해서 

사회과의 목적을 달성하게 도와줄 수 있는 이론이다. 왜냐하면 상황적 흥

미 이론을 바탕으로 활동을 구성하면 학습 방법을 통해서 이끌 수 있는 학

생의 인지적, 정서적 변화까지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사회과 수업에서 상황적 흥미 이론 적용의 한계점 및 

안

1) 사회과 수업에서 상황적 흥미 이론 적용의 한계점  

  교육 활동에서 다양한 긍정적 측면을 갖고 있는 상황적 흥미 이론이 사

회과 수업에 적용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본 연구에서는 세 가

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상황적 흥미 이론에서는 교육에서 흥미의 교

육적 역할이자, 목표로 학습 효과 증진을 우선적으로 제시한다. 상황적 흥

미 이론은 흥미를 사회과 교과 지식 습득으로서의 학습(learning)이라는 수

업 목표의 도구로 간주한다. 상황적 흥미 관련 다수의 연구들이 상황적 흥

미를 통해서 특정 교과의 학습 효과를 증진시키거나, 흥미 증진을 통해 학

습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검토하는 문제에 집중한다. 이러한 

바탕에는 흥미를 인지적, 정서적 속성을 지니면서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을 하는 동기적 개념으로 보는 이론적 바탕이 있다(Hidi , Renninger, 2006: 

111). 즉, 학습자의 내적 동기를 유발하는 요인이자 학습 과정에 영향을 미

치는 변인으로 파악한다(우연경, 2010: 1180).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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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서 흥미의 역할은 학습 효과와 동기의 선행요인이라 정의하고, 이를 

교육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흥미를 외적 결과로서 보고, 흥미와 내적 동

기를 거의 혼용한다. 다양한 요인이 흥미, 특히 상황적 흥미에 영향을 주는

데 이러한 요인들은 부분 학습자가 느끼는 ‘심리적 즐거움’을 주는 요

인과 일치한다. 흥미를 하나의 동기 유발 변인으로 주로 봄으로써 흥미의 

역할을 한정하는 측면이 있다. 흥미가 가지는 교육적 의미보다는 학습 효

과 증진을 위한 수단과 방안으로서의 흥미의 역할에 치중하여 흥미의 연구

의 진행이 에듀테인먼트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 

  학습 효과 증진이라는 목표 하에서 상황적 흥미 이론에서는 주로 활용하

는 ‘흥미를 증진시킨다 혹은 자극한다’등의 표현이 흥미 자체를 하나의 

단계, 학습 효과를 위한 외적 결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흥

미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외적 결과로서 규정하지 않더라도 흥미를 다른 학

습 효과에 영향을 주는 동기, 내재적 가치 등과 구분되지만 유사한 위치에 

둠으로써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흥미의 증진 자체가 교육적 목적이 아닌 수

단적 측면을 강하게 드러내게 된다. 흥미를 외적 결과이자, 내적 동기의 사

전 요소로 한정지어서 보는 것이다. 교육심리, 교육공학에서는 흥미를 조작

적 정의가 필요한 하나의 변인으로만 보고, 이 때문에 일방적으로 유발하

려고 하는 시도를 추구하게 된다. 따라서 흥미는 증진되고 난 후, 다른 교

육적 요인들과는 상관없는 요소가 된다. 이런 방식으로 동기에 부수적인 

요인으로 흥미를 규정하면, 종국에는 심리적인 정서로서의 흥미로만으로 

제한되게 된다. 흥미를 단순한 달성해야할 과정적 요인으로 보는 경우, 흥

미의 교육적 역할, 위치에 한 통합적 이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흥미는 도구적으로 증진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 다른 교육적 목표

와 함께 구현해야한다. 흥미가 학습 효과 증진을 위한 것이라면 흥미는 내

적 동기보다 차원이 낮은, 단순한 ‘수단’의 성격을 갖게 된다. 상황적 흥

미 이론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흥미가 수단임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수단

에 한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Krapp, Hidi & Renninger 1992: 204). 하지

만 상황적 흥미 이론에 기반을 둔 연구자들은 흥미를 제한적으로 보지 않

는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수단적 성격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를 주 흥미의 역할을 보고 접근하고 이는 결국 최종적 목표인 학습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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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로 인해 흥미를 가지게 될 주체인 학생을 

인정하거나 파악하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된다. 학생의 주체성이 아닌 학생

의 수동적인 측면만을 보게 되고, 결국은 학생이 아닌 학습 효과가 더 중

요한 목표가 될 수 있다. 사회과의 경우, 타 교과와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개념의 학습을 기억과 이해에 한정짓지 않고, 교육의 목표에서 핵심역량을 

강조하고 있다(교육과정평가원, 2015: 47). 단순한 교과 지식의 학습을 교과

의 주요 목표가 아닌 핵심 역량의 개발을 주요 목표로 상정하고 있다. 이

러한 흐름의 배경에는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닌 지식을 얻고, 활용하고, 

창조 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흥미를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것

에 필요한 조건으로 한정하는 측면에서 벗어나야 한다. 

  두 번째로, 상황적 흥미 이론은 사회과 교과 내용 및 개념의 추상성에 

부적합하다는 측면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상황적 흥미 이론의 흥

미의 내용적 측면을 살펴보면 흥미가 상과 개인의 상호작용으로 정의하

는 듀이의 이론적 배경을 계승하고 있으나 상황적 흥미 이론은 흥미의 

상과 개인을 분리해서 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분리된 상과 개인 간

의 관련성을 모호한 개념으로 남겨 둔다. 다수의 연구가 흥미의 정의를 제

시하면서 상과 개인의 관련성 인식을 언급하지만 구체적으로 관련성 개

념에 한 상세한 논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 생활과 직접 연관되지 않

는 추상적이고, 실용적이지 않는 내용에 해서 흥미의 상이 아닌 것으

로 배척한다(김성일, 윤미선, 2004: 20). 관련성에 해서 학습자와 교육 내

용이 수업 상황을 흥미의 교육적 활용은 관련성에 근거해야 하는데 이에 

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관련성이 존재하고, 관련되어야 한다’ 정도로 

당위적이고, 포괄적인 서술로 체한다. 즉, 관련성 자체가 더 깊이 설명이 

필요한 개념으로 파악하지 않는다.  

  상황적 흥미 이론에서도 학습 자료의 실제 생활과의 관련성, 유용성, 맥

락적 혹은 상황적 관련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방안(Brown, Colins, & 

Duguid, 1989 ; 김성일, 윤미선, 2004: 15-16에서 재인용)을 제시하지만 관

련성에 한 인식의 시작(학습자)과 끝( 상)에 한 상세한 고민이 존재하

지 않는다. ‘관련성’을 언급하지만 어휘적 의미에서의 관련성이라면 흥

미의 질적인 측면을 평가할 수 없다. 오히려 학생이 관련성을 인식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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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교육적 활동의 형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성 개념 및 과정에 

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에 한계점을 노출한다. 

  상황적 흥미 이론에서는 학생이 교과 내용에 한 관련성을 인식하게 하

여 흥미를 증진시키는 방식으로 교과 내용의 구체화를 제시한다. 상황적 

흥미 이론에서는 교과 내용의 추상성의 극복 방안을 단순한 구체화로 한정

하고, 관련성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상황적 흥미 이론에서 교과 내용 중에 

추상적인 것은 관련성 인식이 어렵기 때문에 흥미를 증진시키지 못하기에 

이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구체화 시켜야한다 주장한다(Hidi, 2001: 201). 따

라서 흥미의 상이 되는 내용도 조작 가능할 정도로 구체화된 내용을 추

구한다.

  하지만 학생이 즉각적으로 관련성을 인식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내용은 

그 자체적인 특성을 벗어나 추상성을 제거한 구체적인 특성을 무조건적으

로 띄어야 하는가에 한 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사회과에서 다루는 다수

의 개념은 추상적이다. 일상적으로 교육에서 추상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쉽

도록 구성하는 방법은 구체화이다. 하지만 구체화 하는 명확한 기준 제시

하지 못한다면 결국 내용 영역 특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흥미를 도모하게 

된다. 즉, 내용적 배경이 없으면 ‘상황적 흥미’는 이에 한 연구자들도 

거부하는 인위적인 게임, 유머러스한 내용, 억지로 재미있게 만드는 방식이

(김성일, 윤미선, 2004: 54)이 보편적으로 활용 될 여지가 존재한다. 추상적

인 것의 내용적 맥락에 한 진지한 고민과 기준 없이 이루어지는 구체화

된 내용은 억지로 재미있게 만드는 형식으로 흥미를 자극하는 것이다. 

  물론, 관련성을 위해 교과 내용, 학습 상에 구체성을 부여하는 것이 학

생의 정서적 흥미를 도모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

나 추상성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목표를 위한 구체화의 경우, ‘상상’

의 여지를 제한하고, 이는 결국 흥미를 심리적, 정서적 흥미로 제한하게 된

다. 과도한 구체화는 내재된 연관성, 관련성은 인식하지 못하게 될 수 있

다. 사회과의 개념은 과학, 수학 등의 개념과 달리 다중성을 띄고, 범주 경

계가 모호하다(윤길복, 2012: 38-39). 이 때문에 과학, 수학 등에 비해서 추

상성이 더욱 모호하고, 분명치 않게 다가올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측면에 

혼합되어 있고, 경계가 모호하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연관 관계를 찾고,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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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오히려 추상적인 것의 본질을 지키면서 

관심을 유지시키면 확장될 수 있다. 추상적 상황, 내용, 배경을 유지하면서 

흥미를 고려해야한다. 추상적인 내용을 무조건적으로 거부하고, 학생이 즉

각적이고, 표면적인 관련성을 인식할 수 있는 구체성이나 관련성을 제시하

는 것이 아닌 그 본질을 파악하고, 그 본질과 학생의 생활관심과의 연계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상황적 흥미 이론에서는 흥미의 발달을 상황적 흥미 중 수업 

환경, 수업 방법에 한정한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 할 수 있다. 주로 외적 결

과로서 상황적 흥미를 고려하는 것이 최근 흥미 연구의 중심적 경향이다. 

각 교과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상황적 흥미를 교육적인 고려 상, 구체

적인 조작 상을 보고 상황적 흥미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제시한다. 상황

적 흥미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상의 흥미 진지함, 흥미 있음, 재미있

음을 뜻하고, 환경적 자극에 의해서 촉발된 집중된 주의와 정서적 반응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적 흥미는 개인적 흥미에 비해 일시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상황적 흥미를 교사가 주로 고려해야할 흥미이자, 교육 활동의 

상으로 보는 경우, 교사가 수업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요인을 제

한하게 된다. 심도 있는 이해가 먼저 도모되지 않을 경우, 교사는 흥미의 

의미가 제한적으로 받아들인다. 상황적 흥미의 본질적 의미보다는 심리적 

수준의 흥미로 한정해서 이해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흥미의 인지적 요인

에 한 고민은 ‘사고’와의 연결 없이 이루어진다. 상황적 흥미 이론에

서는 상황적 흥미를 인지적 흥미와 정서적 흥미로 구분하고, 그중에서도 

인지적 흥미가 주된 상이지만 ‘인지적’이라는 의미는 심도 깊은 사고

가 아닌 인식, 이성적 요인에 한 표면적 고려이다. 상황적 흥미 강조로 

흥미의 구현과 발달 과정이 단순화 되고, 제한되면서 심층적 사고, 적극적 

사고와 구체적이지 않거나, 신기하지 않은 내용에 한 ‘흥미’를 이끌어

내는 방식에 한 논의가 없다. 인지적 요인에 한 고려가 ‘사고’와 같

은 고차적 행위와의 연결성 없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진다(김성일 외, 2003: 

82). 

  상황적 흥미 이론에서 분류하는 개인적 흥미, 상황적 흥미라는 구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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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는 의미가 있다. 흥미를 활동적 측면으로 바라보고, 개인에게 한정된 것

이 아닌 확 된 개념으로 규정된다. 개인적 흥미는 교육적 고려하고자 하

는 논의도 있으나(Krapp, Hidi, & Reninger 1992: 362) 개인별의 다른 영역

으로 그 증진이 어렵다는 의견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상황적 흥미에 초점

을 맞추게 된다. 하지만 교육 상황에서 상황적 흥미를 중점적으로 다루었

을 때는 흥미 구현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상황적 흥미 이론에서는 지식 습

득의 수단, 교육 방법 특히, 교육에서는 상황적 흥미를 중요시 여기고, 수

단적인 측면의 흥미를 강조하면서 상황적 흥미를 통해서 학습의 효과를 높

이고, 학생들의 동기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실제 교육 상황에서 외적으로 

조절 가능한 것은 상황적 흥미로 보고, 이를 독립 변인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상황적 흥미는 ‘상황’을 심리적 흥미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흥미롭게 구성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데 이는 다각적 측면에서 

한계점을 지닌다. 

  먼저 상황적 흥미만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접근 방식의 경우 흥미를 구현

하고자 하는 과정을 단순화 시키게 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상황적 

흥미는 결국 수업 방법 혹은 교육 환경에 제한하여 흥미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흥미에 한 정의 방식과 달리 상황적 흥미

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교육 환경, 교육 방법적 측면에서 논의가 한정된다. 

일시적, 고정된 요소로서의 흥미를 활용하기에 수업 환경, 교수학습 방법에 

치중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근거하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상황

적 흥미를 재차 자극하여 개인적 흥미로의 전환을 추구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흥미를 용이하게 구현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용

이한 교과 등에서 주로 상황적 흥미가 논의되었다. 체육, 과학 등이 표적

인 교과이다. 물리적인 환경을 고려할 수 있는 요소가 다양하지 못한 사회

과의 경우, 관련 연구가 매우 적다. 

  상황적 흥미에 한 강조는 교육의 포괄적 조건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교육 내용의 신기성을 부여하는 교육방법, 환경의 흥미로움 자체에 함몰될 

우려가 있다. 교육적 환경의 의미를 넓게 보지 않고, 교실 수업 환경, 내용

으로 제한해서 보는 것이다. 흥미로운 내용이 갖추어야 할 요인에 한 기

존 연구가 다양하다. Bergin(1999)은 개인적 흥미보다 상황적 흥미 모방,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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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 신기성, 환상, 유머, 참여 활용 등의 상황적 흥미의 기능을 중시하였

고, Berlyne(1960)은 새로움, 복잡함, 놀람, 모호함과 같은 조적 변인들의 

함수가 흥미라고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신

기성은 내용에 따라서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신기성, 불일치성을 흥미의 

내용적 요인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경우, 교과 맥락을 바탕으로 한 논의가 

필요하다. 신기성을 방법적 측면에서 강조하게 되면 교과 내용에서 벗어난 

신기성에 한 논의는 호기심, 놀람 등의 방식을 제안하게 된다. 신기성이 

흥미의 내용적 특징이 되면 구체적 발현 방식은 다를지라도 보편적인 방식

을 추구하게 된다. 자극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결국 아이들이 신기하게 여

길 피에로 복장으로 수업을 진행하기만 하면 어떤 과목을 가르치던지 아이

들은 흥미로워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피상적인 접근 

방식으로 인해서 상황적 흥미를 교과에서 구현한 연구들은 부분 상황적 

흥미의 제한된 측면을 증진하고자 한다. 결국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교

육방법, 환경과 같은 외적 요인만을 흥미의 구현 방식으로 보게 된다. 오히

려 근본적으로 상황적 흥미를 학생들의 흥미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신기

성이 보다는 문제의식이 흥미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일선 교사들이 흥미

의'흥미’의 중요성에 해서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 의미와 특성에 해

서 한정적 이해를 하고 있는 바탕에는 이러한 논의가 바탕에 있다고 본다. 

신기성, 유머 등이 흥미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것은 흥미의 본질을 

도구적 용도로 제한하게 된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흥미는 이와 같은 요

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흥미가 학습자와 교육 있어서 함의하는 바에 한 

깊이 있는 논의 없이 손쉬운 ‘학습자 중심 교육’의 수단화되고 있다. 결

국 개인 심리적 흥미 이론으로 되돌아갈 위험성이 존재한다. 

  상황적 흥미를 기반으로 드러나는 교육심리학에서의 흥미론이 가지는 한

계점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한계점의 바탕에 상황적 흥미 이론이 듀이 생

활관심과 달리 전제하고 있는 이분법적 구분이 있다. 흥미의 적극적인 역

할은 인정하고, 주체와 상의 상호작용을 제시하지만 그 연결고리보다는 

각 주체와 상에 있는 흥미에 초점을 맞추면서 흥미의 일부분에 가치를 

두게 된다. 상황적 흥미를 발생시키는 영역의 한계점으로 교사가 고려할 

수 있는 흥미는 수업 환경, 학습 모형에 한정되게 된다. 흥미의 일부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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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해서 보게 됨으로써 연결성, 교육적 관련성 측면을 간과하게 되는 결

과를 초래하게 된다. 흥미를 개인적, 상황적으로 구분하여 학생이 가진 개

인적 흥미는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상황적 흥미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성은 

듀이가 가장 우려했던 이분법적 구분을 이루어지는 것이다(Tanner, 1997: 

162).

  이러한 이분법적 구분은 개인적 흥미와 상황적 흥미로 흥미를 분류 한 

후 흥미의 발달을 논의하면서 한계점을 드러낸다. 상황적 흥미 이론이 흥

미의 발달(development)을 논의하는 바탕에는 이러한 분류가 존재한다. 상

황적 흥미 이론에서 개인적 흥미는 교육적 활동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기 힘든 불가침을 영역으로 남겨두고 있다(김성일 외, 2008: 189). 개인적 

흥미, 상황적 흥미로 구분한 뒤 상황적 흥미에서 출발하여 개인적 흥미로 

나아가는 일방적 발달 과정을 주장한다. 상황적 흥미 이론에서의 흥미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흥미의 발달을 도모하지만 이러한 입장에서 정의되는 

발달은 다소 일시적인 상황적 흥미가 지속적 특성을 가진 개인적 흥미로 

변화 되는 것을 의미한다. 순간적으로 상황 요소로 발현된 흥미가 지속적

인 흥미로 나아가는 것을 흥미의 발달로 본다. 이러한 흥미 발달에 필요한 

요인으로 지식, 유능감, 정서 등을 지적한다(우연경, 2012: 1193). 즉, 상황

적 흥미에서 지식, 유능감, 정서 등이 더 높거나 긍정적인 학생이 상황적 

흥미를 개인적 흥미로 전환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방적 흥미의 발달 개념을 전제로 상황적 흥미가 개인적 흥미로 

발달해야한다는 일방적 방향성 외에도 상황적 흥미가 개인적 흥미로 전이

되는 과정에 한 설명이 모호하다는 측면을 지적할 수 있다. 이 모호한 

과정을 상황적 흥미가 학습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고, 이러한 상황

적 흥미를 통해서 즐거운 감정을 수반하는 경험을 통해서 학습자 개인의 

흥미로 발전해나간다고 본다면 심리적 즐거움을 느끼는 여러 번의 경험이 

개인적 흥미로 이어진다는 단선적인 논리로 빠질 수 있다. 이는 논리적 연

관이 없는 경향성에 불과하여 교육적으로 고려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상황적 흥미에서 개인적 흥미로 나아가는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는 경우, 

오히려 개인적 흥미가 개별적이라 하여 철저히 상황적 흥미 강조로 교육 

환경을 구성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조직한 외부적 요인을 학생에게 강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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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될 수 있다. 일방적인 방향의 설정은 교육적 고려에 의한 흥미의 

‘발달’이 아니라 ‘우연적 요인’에 흥미 증진을 맡기는 행위가 될 수 

있다. 

 2) 한계점 발생의 원인 및 안으로서 간접적 생활관심 제안

  상황적 흥미 이론은 다양한 교과에 적용되지만 타 교과와 달리 사회과 

수업에서는 한계가 있다. 타 교과에서 상황적 흥미가 교과적 특성과 일관

성 있게 상황적 흥미 이론을 적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과 교육에서 상황적 흥미 이론 구현의 한계점이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

을 고찰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상황적 흥미 이론 자

체의 한계점이 사회과 수업 적용 시에 부각 된다는 것이 있으며, 다른 하

나로는 상황적 흥미가 듀이 생활관심을 수용하여 이론적 개념 구성을 진행

할 때, 전적으로 듀이 생활관심 개념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원인

을 추론을 해볼 수 있다. 이분법적 구분, 특정 방식과 방법에 집중 등의 문

제점은 흥미의 개념적 측면에서 듀이가 직접적 생활관심이라 명명한 의미

에 한정하여 그 의미를 반영한 것이 원인일 수 있다.  

  상황적 흥미 이론 자체도 절 적 원리가 아니기에 이론으로서 가지는 다

양한 한계를 내포하게 된다. 듀이 생활관심 개념을 수용하지만 듀이의 논

의를 이론의 목적에 맞추어 수용하면서 활발한 연구의 기틀을 조성할 수 

있었지만 개별 교과의 측면, 특히 사회과 교육의 관점에서는 다양한 한계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상황적 흥미 이론에 존재하는 다양한 한계점에서도 

본 연구에서는 특히, 사회과 교육에서의 한계가 발생하는 핵심적인 이유로 

듀이 생활관심 이론 중에서도 간접적 생활관심 개념이 반영되지 않았기에 

사회과의 추상적 개념을 고려하지 못하게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하

고자 한다. 생활관심의 경우, 추상적 개념을 다루는 수업 등에서 구현하기

가 쉽지 않은 측면이 존재하고 이러한 약점이 상황적 흥미 이론에서 드러

나게 된 것이다. 이때, 듀이의 간접적 생활관심 개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한 핵심 개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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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적 흥미 이론이 활발히 연구되는 타 교과에 비해서 두드러지는 부각

되는 사회과의 특징은 ‘추상성’이다. 모호하고, 다중적이며,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 다수 존재하는 사회과(윤길복, 2012: 41)에서는 듀이의 간

접적 생활관심 개념의 적용이 필요하나, 듀이가 이 개념을 명료히 제시하

지 않았고, 따라서 상황적 흥미 이론에도 적절히 반영되지 못한 점이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판단된다. 직접적으로 생활관심을 갖기 힘든 추상적 내용

에 해서 생활관심을 구현하고자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듀이의 간

접적 생활관심이다. 추상적인 개념과 생활관심을 연계 시킬 중간 매개체로

서 듀이의 간접적 생활관심 개념이 필요하다. 하지만 듀이의 간접적 생활

관심 개념이 명료하게 구체적 교과 맥락을 바탕으로 제시되지 않고, 따라

서 상황적 흥미 이론에도 반영되지 못한 것이다. 

  사회과에서 상황적 흥미 이론이 한계점을 가지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 사

회과의 추상성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듀이의 간접적 

생활관심 개념을 선택하고, 이 개념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재구성한 듀이의 

간접적 생활관심 개념이 사회과 수업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이론적으

로 확인하고자 한다. 각 문제에 한 해결방안으로 간접적 생활관심을 제

안하고자 한다. 간접적 생활관심 개념을 제안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수업 목표의 측면에서 흥미를 사회과 교과 지식 습득으로서의 학

습(learning)이라는 수업 목표의 도구로 보는 상황적 흥미의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해서 간접적 생활관심이 필요한 이유는 사회과 교과 교육의 목표가 

단순히 학습 효과 증진에만 있지 않고, 고차적인 시민성 함양이라는 목표

가 있기 때문에 교육 목표를 확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학생 중

심 교육이라는 미명 아래에서 논의되는 흥미를 그 목적에 맞게 해석할 필

요가 있다. 흥미를 고려하는 이유가 학생 중심 교육에 있다면 흥미를 학습 

효과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게 되면 학생 중심이 아닌 결국 교과의 개념을 

암기, 이해하는 등의 목표에 치중되어 학습하는 효율성에 더 방점이 있게 

된다. 이러한 교육 목표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확장적인 간접적 생활관심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학습 효과 증진을 위한 영향 요인이 아닌 교육의 

수단이자 목표, 교육의 출발이자 최종점이 간주하고자 할 때, 흥미에 한 

관점을 변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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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방법적 측면에서 상황적 흥미 이론은 흥미의 발달을 구현할 방식으

로 상황적 흥미 이론은 수업 환경, 수업 방법에 한정한다는 문제점을 지적

하였다. 이러한 상황적 흥미가 논의의 한계점인 수업환경, 수업 방법에 한

정하는 측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적 요인보다 흥미의 의미를 확장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생활관심의 역할 및 범위에 한 한정적 이해는 흥미와 

연계될 수 있는 다른 교육적 목표와의 연계가 차단된다. 사회과 교육에서 

흥미의 의미는 신기성 등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확  될 수 있다. 교실 수

업 환경, 수업 방법에만 발달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듀이 생활관심 이론

에 따라 학생의 생활관심은 교육의 출발점이자, 과정이자 목표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이며, 사회과 수업에서 특징적인 문제점인 수업 

내용면에서 사회과 개념 및 내용이 추상적이고, 이러한 측면에 상황적 흥

미 이론이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상황적 흥미 이론 연구는 텍스트나 수업 

환경 등 상황을 통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흥미를 추구하기에 직접적으로 

관련성을 인식하기 어려운 사회과의 추상적 개념을 다루는 영역에는 적합

하지 않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는 듀이의 간접적 생활관

심 개념에 주목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현상이 추상적 개념으로 구성된 사

회과의 내용 영역의 특성상 듀이의 유연한 접근 방식이 도움이 된다. 듀이 

생활관심, 간접적 생활관심 개념을 구현하면 주체성, 가능성의 의미로 단순

한 특정 과제에 한 흥미가 아닌 논리적 관련성을 갖추고, 유연하게 능동

적인 확장이 될 수 있다. 이상적 내용을 듀이 생활관심 이론을 직접적 생

활관심과 간접적 생활관심의 개념으로 구분하면서도 그 상호 소통 과정을 

강조한다(Dewey, 1913: 38 ; 조용기 역, 2015: 60). 구분하되, 구분이 가져올 

수 있는 분리의 절 성, 방향 설정을 유연한 생활관심 구현에 있어서 간접

적 생활관심이 매개적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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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듀이 간접적 생활관심 개념의 명료화

1. 듀이 생활관심 개념

  지금까지의 흥미에 한 이론들을 의미와 그 이론에 근거한 한계점을 논

의하였다. 이러한 한계점 한 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듀이 생활관심 개

념에 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심리적 측면, 일시적 요인으로 한정되

는 교육 상황에서의 흥미를 역동적, 총체적으로 재구성하는 바탕이 바로 

듀이 생활관심 개념이다. 개인과 상의 관련성, 총체성, 과정의 강조, 능

동적, 동태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듀이 생활관심이다. 

1) 듀이 생활관심의 의미

  앞서 비판했듯이 전통적으로 생활관심은 단순한 즐거움이며, 탈맥락적 

상황에서 인간과 상이 마주칠 때, 여기서 발생하는 심리적 상태나 태도

라 본다. 하지만 듀이는 그 의미를 다른 방향으로 해석한다. 듀이는 생활관

심의 어원적 의미는 ‘중간에 있는 것’이나 ‘사이에 있는 것’의 뜻을 

지닌다(Dewey. 1913: 17 ; 조용기 역, 2015: 38-39). 듀이 생활관심은 서로 

떨어져 거리가 있는 두 사물을 관련지어 연결하는 의미를 지닌다. 즉, 듀이

는 생활관심을 맥락 없이 순전히 개인의 심리적 현상으로 보거나 사물에 

존재하는 것으로만 보지 않고, 자아와 상의 관계에서 파악한다. 그 관계

성에 한 인식이 듀이 생활관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듀이 생활관심의 전제조건으로는 자아와 상이 존재한다. 먼저 듀이가 

이해하는 ‘자아’에 한 듀이의 견해를 밝힐 필요가 있다. 듀이는 자아

라는 것이 고정된 것으로 보는 관점에 반 한다. 오히려 자아는 항상 구체

적인 활동과 관계되는 것이라고 밝힌다(Dewey, 1893: 43 ; 이기영, 정지숙, 

1998: 110). 듀이는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자아의 동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자아는 반드시 움직이고 있으며, 목적을 향하여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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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자아가 우리의 행위를 실제로 움직이는 것이다(Dewey, 1894: 663 ; 이

기영, 정지숙, 1998: 111에서 재인용). 자아는 방향성을 가지고 원하는 결과

를 얻기 위해서 움직인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동적인 것이 아니라 자아는 성장하고, 발달한다. 

자아의 세계와 맞물려 있는데 이는 환경과 관련 하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의 활동이라는 것은 주위의 사물, 상, 환경과 관련을 맺는 

방식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순수한 자아의 고유한 영역은 없다(이기영, 정

지숙, 1998: 112). 

 자아라는 것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선택에 의해서 

끊임없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생활관심과 자아를 분리하여 자아는 목적

이요 여기에 반하여 생활관심은 자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된

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이다. 사실상 자아와 생활관심은 동일한 사물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다. 한 사물에 하여 능동적으로 표시하는 생

활관심의 종류와 양이 곧 그 사람의 자아의 질을 나타내며 그것을 가늠하

는 척도가 된다. 생활관심이라는 것은 자아와 사물의 활동성 그리하여 자

아와 사물이 동일시되는 것을 뜻한다(Dewey, 1916: 151).

  듀이가 이러한 생활관심의 의미를 바탕으로 제시하는 진정한 생활관심이 

이루어지는 방식이자 원리는 학습할 사실과 행위를 성장하는 자아와 동일

시, 일체화하는데 있다. 듀이는 자아가 상의 관련성을 인식하고, 이를 좁

히는 과정을 일체화라고 보고, 이를 생활관심라고 본다. 생활관심은 아이가 

자신의 성장 방향을 가리키며 아이가 자신이고자 할 때 절 적으로 요청되

는 무엇이다(Dewey. 1913: 7-8 ; 조용기 역, 2015: 27). 듀이가 생활관심으

로 명명하는 것은 자아가 상에 몰입되어 있는 상황(Dewey, 1916: 132 ; 

김무식, 2008: 16에서 재인용)이다. 인간은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생활관심은 그 상과 자신의 관련성을 인식하고, 간격

을 점차 좁혀서 이를 성장을 방향으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아와 상의 일체화라고 하는 것이다. 진정한 생활관심

이란 사람이 어떤 행위의 과정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거나 혹은 어떤 행

위의 과정 속에서 자신을 발견함을 의미한다(Dewey. 1913: 43 ; 조용기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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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4).  

  결국 생활관심은 사람과 자료, 그리고 자기 행위의 결과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고 연결시키는 통합적 활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박준영, 2001: 

353). 듀이는 생활관심을 자체를 분리하거나, 독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

닌 관련성을 인식해나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생활관

심이 제공하는 통합하고자 하는 힘으로 판단한다. 소극적이고, 일방적인 심

리적 태도나 충동이 아닌 그 자체가 역동적인 힘을 지니고, 그 힘이 이루

어내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듀이 생활관심이다. 

생활관심은 앞으로 올 경험에 한 태도이다. 생활관심은 구체적으로 무엇

을 이룩한 결과로 얻게 되는 성취물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경험이나 행위

를 하고 싶어 하는 태도이며, 그러한 경험이나 행위들을 할 가능성이 높다

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 경향이다. 생활관심은 그 속에 이룩한 업적이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힘을 제

공해준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것이다. (Dewey, 1902 ; 박철홍 역, 2002: 

50-51)

  이러한 자아와 상의 일체화로서의 듀이 생활관심을 구체적으로 이해하

기 위하여 그 특징을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듀이가 개념화하는 생활

관심은 심리학적 측면에서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Dewey, 1916: 

148-149 ; 이홍우 역, 2007: 207-209). 먼저, 생활관심은 능동적이고 역동적

이다. 어떤 상에 흥미를 가진다는 것은 그 상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

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한 느낌은 정적이고 무기력하나 흥미는 역동적이다. 

또한 생활관심은 상이 있다. 우리는 어떤 상에 주의를 기울이고, 몰두

한 사람을 흥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생활관심은 주관적이다. 

흥미는 직접적 관심사를 의미하고 당면한 일에 해 인식하는 것을 말하며 

그 결과가 개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런 방식으로 듀이가 규정하는 생활관심의 특징은 심리적 범위를 넘어

서 기존의 생활관심에 한 개념과 다른 점을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특징에 한 이해가 듀이 생활관심을 다른 흥미이론과 명확히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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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먼저 생활관심은 소극적이고, 한정된 상태로

서의 의미가 아닌 능동적, 역동적이며, 동태적인 개념이다. 듀이 생활관심

은 유목적적 경험 안에서 사물(실제로 지각되는 것이건, 상상으로 나타나

는 것이건)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다(Dewey, 1916: 153 ; 이홍우 

역, 2007: 213). 생활관심은 방향성이 있는 경험 속에서 능동적인 모습을 

보인다. 생활관심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특정 상을 향해 나아가는 추진

력 있게 나아가는 활동적인 상태이라 볼 수 있는데(양은주, 2003: 185) 이

러한 의미에서 생활관심은 능동적이고 역동적이다. 자기와 상, 행위와 결

과를 좁혀나가는 동태적인 과정이자, 자아와 상의 일체화 연속적 관계를 

지각해 나가는 과정이 생활관심이다. 생활관심은 삶이 있는 곳 마다 활동

이 있으며, 하나의 활동 자체의 어떤 성향이나 방향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Dewey. 1913: 29-30 ; 조용기 역, 2015: 52). 이러한 듀이의 언급은 생활관

심이 고정되어 있거나,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생활관심은 발달하는 것이고, 능동적 측면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듀이 생활관심의 특징을 살펴보면 듀이가 주장하는 생활관심

은 자아와 상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자아와 상이 각각 따로 독

립되어 분리할 수 없다. 생활관심은 개인 내부에서 일방적으로 발생하는 

감정의 영역이 아니다. 생활관심은 개인적 기호나 태도를 나타내지만 그것

은 반드시 어떤 ‘ 상’에 한 태도이다.  

생활관심은 상과 닿아 있다. 예술가는 붓 물감 그리고 기법에 생활관심

이 있다. 사업가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나 시장의 동향에 생활관심이 있

다. 생활관심을 끄는 상을 제거하면 생활관심 자체가 소멸되고 공허한 

감정만이 남게 된다(Dewey. 1913: 19 ; 조용기 역, 2015: 41). 

  상이 없는 생활관심은 단순한 감정에서 그치게 되지만 생활관심을 개

인과 상의 관련 속에서 이해하게 되면 상과 개인 사이에 존재하는 긴

한 관련성에 주목할 수 있게 된다. 즉, 개인과 상의 관계 맺고, 개인과 

상의 통합되는 것이 듀이의 차별성이라 할 수 있다. 생활관심은 상이 

있으며, 특정한 상이나 상에 해 보이는 어떤 사람의 태도란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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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의 한 부분으로서 그것에 한 반응으로 

존재한다(Dewey, 1916: 148 ; 이홍우 역, 2007: 207). 이를 바탕으로 하면 

생활관심은 상이 있는 태도로 심리적 현상이 아니다. 또한 상이 있지

만 듀이 생활관심은 상과 주체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자 하지 않는다. 

이분법에 한 극복과 일원론에 한 회복이 자아와 상에 한 듀이 생

활관심의 논의에서 드러난다. 

  또한 생활관심은 정서적 측면(주관적 측면)이 존재하고, 통합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생활관심은 객관적 상에 한 주관적 태도이다. 생활관심은 

자기표현의 활동이며, 객관적 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의 정서적 표현이라

고 볼 수 있다(김정국, 1999: 219-220). 자기표현의 활동이기에 주관적이고, 

생활관심을 느낀다는 것은 어떤 상에 열중하고, 몰두하고, 넋을 잃는 것

이다. 하지만 여기에 한정되지 않는다. 수동과 능동에 한 듀이의 철학적 

사상은 생활관심 개념에서도 드러난다. 

 

생활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상에 방심하지 않고, 신경을 쓰고 주의

를 기울인다는 것이다. 생활관심을 지닌 사람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일에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것과 그 일에 자신을 찾았다는 것

을 동시에 나타낸다. 이 두 표현은 모두 그 상 속에 자아가 몰입되어 있

는 상태를 나타낸다(Dewey, 1916: 148 ; 이홍우 역, 2007: 207-208). 

  이와 같이 생활관심은 수동적으로는 어떤 상에 해서 몰입한다는 의

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주관적이고, 수동적이라 할 수 있지만 여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순수하게 주관적이지는 않으며, 상과 긴 하게 상호작

용하고 맞물려서 변화해가는 통합적 맥락에서 파악해야한다는 해석도 존재

한다(김무길, 2008: 16). 즉, 생활관심이 주관적, 정서적 측면에서 단순한 반

응은 아니다. 적극적인 의미의 생활관심은 능동적으로 어떤 상에 해 

정신을 차려 주의를 집중한다는 의미이다. 주의를 집중하고, 상과 자아 

사이의 거리를 사라지게 하고, 양자가 유기적 통합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듀이 생활관심의 통합적 특성이다. 이러한 통합적 특성으로 인해서 심리적

으로 한정될 수 있는 생활관심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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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이에게 진정한 생활관심은 발달에 가는 능력의 신호이며, 하는 일에 몰

두 하는 신호이며, 또한 생활관심은 유목적적 경험 안에서 사물(실제로 지

각되는 것이건, 상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건)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이다(Dewey, 1897 ; 황정숙 역, 2013: 45). 어떤 일에 몰두하기 위해서 ‘내

적 동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외부에서 주어진 동기가 아닌 생활관심은 

분열되지 않고, 활동을 지속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다. 

  듀이의 생활관심은 목적이자, 수단이다. 일부 학자들은 듀이 생활관심을 

수단으로 한정해서 보고자 하지만 듀이의 교육론 전반에서 생활관심의 위

치는 수단이 아닌 그 자체가 활동 과정이자 목적에 가깝다. 일단 무엇보다

도 듀이는 목적에 한 생활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본

다. 목적에 한 생활관심이 있을 때 욕망은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험 안에서 마음은 장차 일어날 가

능성이 있는 결과에 한 예견을 기초로 하여, 일어나기를 바라는 결과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현재의 자극에 하여 반응은 능력으로 등장한다

(Dewey, 1916: 153-154 ; 이홍우 역, 2007: 214).

능동적, 계속적 과정에 참여하는 자체의 즐거움이 있다. 여기서 목적과 수

단의 분리는 거의 의미가 없다. 전체 과정의 각 단계는, 전반부이든, 후반

부이든, 자체의 의의 혹은 생활관심이 있다. … 즉 마지막 단계를 충족의 

단계 혹은 완결의 단계로 보는 경향이 있다. (Dewey. 1913: 23 ; 조용기 

역, 2015: 51)

 듀이는 생활관심을 목적을 추구하는 단순한 수단이 아닌 수단이자 목적으

로 전체 과정에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생활관심은 지속성을 지니면

서 과정이다. 목적 또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또 다른 목적

의 수단이 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간다. 

다른 한편 생활관심은 목적에 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수단이 되는 특정한 

과정의 목적으로서 생각되는 목적이다. 생활관심은 목적을 완결 그 자체로

서가 아니라 현재의 능동적인 과정에 있는 목적의 차이 때문에 그것에 부

여된 것이다(Dewey. 1913: 26 ; 조용기 역, 2015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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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관심은 어떠한 결과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수단적 형태로 일어나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즐거움, 혹은 목적이 된다. 흥미롭게 만드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새로운 학습 자료의 함의를 의식 위로 떠올리게 하는 것이다

(Dewey, 1913: 23-24 ; 조용기 역, 2015: 45). 수단과 목적은 고정화되어 있

는 것이 아니라 자아와 상의 일체화 과정에서 전이된다. 목적과 수단을 

구분하고, 생활관심을 수단적 역할에만 고정시키지 않고, 그 유연한 과정에 

듀이는 주목한다. 생활관심을 수단화시키는 순간 그 의미는 고정적으로 변

하게 되기에 경계해야한다. 

  듀이 생활관심은 인지적, 정서적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 애착, 관심, 동

기는 개인적 기호를 나타내지만 객관적 결과, 지적 의미, 정서적, 의지적 

측면 두 측면이 거의 구분되지 않는다(Dewey 1916: 147 ; 이홍우 역, 2007: 

206). 듀이 생활관심이 ‘즐거움 혹은 기쁨이라는 정서적 측면’을 포함하

지만 활동 자체 외에도 목적을 위한 확장되어 나가고, 그 과정에서 인지적 

측면(사고) 또한 포함된다. 특히, 정서적 측면에서의 듀이 생활관심은 단순 

즐거움과 생활관심에 내재된 즐거움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단순 즐거움은 

우리의 감각의 분리된 자극에서 발생한 즐거움일 뿐이지만 생활관심과 함

께 하는 즐거움은 완성(consummation)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으로부터 비롯

되는 것이다(Jonas, 2011: 116). 교육에서 ‘사고’를 강조하는 듀이는 생활

관심에서도 인지적 측면도 강조하고 있다. 사고가 생활관심과 비되는 것

이 아니라 생활관심에서 통합적으로 사고의 역할도 논의한다. 자아와 상

의 관련성을 인식하고, 통합되어 나아가는데 사고가 필요하다. 따라서 생활

관심은 인지적 측면도 포함한다. 

  결론적으로 듀이 생활관심은 통합적, 총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생활관

심은 인지적, 정서적 측면의 통합이자 발달해 나가는 특성이 완성된 경험

으로 나아가는 총체적 생활관심이라 볼 수 있다(장세리, 2011: 100). 듀이 

생활관심은 아동과 교과의 통합, 성장으로서의 생활관심라는 측면에서 총

체적 생활관심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듀이 생활관심을 규정

하는 다양한 특징은 교육에서 심도 깊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생

활관심에 한 논의와 달리 ‘능동적’, 동태적 흥미의 의미를 명확히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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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고, 특히, 교육, 수업에서 수단이자 목표로 지향해야 하는 생활관심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생활관심이 하는 역할과 실천적인 

의미를 지니는 듀이 생활관심 구분에 해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듀이 생활관심은 일반적 의미의 흥미와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오해에

서 비롯된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듀이에 한 비판을 분석함으로써 교육

에서 듀이 생활관심이 가지는 함의는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기존의 생활

관심에 한 한정적 이해와 달리, 듀이 생활관심은 교육적 변화 혹은 가치

를 지니고 있다. 그 교육적 필요성, 가치를 고려하면 먼저 통합된 활동, 과

정으로 생활관심 개념을 제시할 수 있다. 듀이 생활관심은 감정, 동기 등과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서, 동기, 흥미, 관심의 다양한 관계 개념

과 자아와 상이라는 구성 요소를 아우르는 통합적 개념이다. 오히려 이

러한 통합적 과정으로서 생활관심을 볼 때 그 교육적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다. 교육에 있어서 기존의 교육내용인 교과와 학생을 분리하는 전통적인 

이원론적 사고, 즉, 마음과 상을 분리하는 관점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

하다. 전통적인 교과에서는 교과는 독립된 실체이고, 마음과 전혀 무관하고 

교과와 마음은 마음이 습득한 내용을 교과가 제공해주는 것에 그치게 된

다. 하지만 실제 교육에서 있어서 마음과 교과는 분리될 수 없다고 듀이는 

본다(이기영, 정지숙, 1998: 118). 듀이 생활관심에 한 비판은 분리해서 

보고자하는 기본적인 전제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전통적 이원론에서 벗어

나 일원론을 기반으로 하는 듀이 생활관심의 적극적인 교육적 수단이자 목

표로서의 역할을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생활관심은 교육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통합된 활동은 

생활관심의 능동성을 염두 해두는 것이다. 생활관심의 능동적 과정의 교육

적 의미는 교육이 고정된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아닌 능동적인 과정으로서 

바라보게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아동과 교과, 개인과 상의 관계가 진

정한 활동으로 이어지는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장세리, 2011: 104). 듀

이는 자아가 고립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자아는 상과 관련

을 맺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교육에 있어서 듀이 생활관심의 상이라 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인 교과란 아동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지식의 개념이 아

니라 마음의 활동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과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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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서 자신이 목적으로 하는 바와 그 중간 과정의 연결고리를 명확히 

알게 되면 학생은 현재의 상태에서 자발적 노력을 기울이게 되고, 좋아하

는 상태에서 노력하게 된다(송도선 2009: 160). 이러한 개념의 확장은 마음

을 가진 자아, 즉, 학생 존중의 적극적 의미를 띈다고 볼 수 있다. 듀이의 

교육에서 목적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닌 삶, 과정 그 자체를 추구하

는 것이다. 듀이는 생활관심은 학생이 구경꾼이 아닌 참여자의 태도를 가

질 때, 나오는 것이라 본다(Dewey, 1916: 146 ; 이홍우 역, 2007: 205). 참여

자 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그가 처한 사태의 가능성에 매여 있다는 것이

다. 사태의 가능성이란 참여자가 그 사태에 개입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그 결과를 조절할 수 있다. 예견, 기 를 기초로 의도한 방향으로 사태를 

바꾸고자 한다. 사태의 결과에 초연한 존재가 아니라 행동할 여의를 가지

고 있고, 사태의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그 결과를 예상하며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하는 행동하는 것이며, 생활관심은 학습자의 능동적 측면을 구체적

으로 구현하는데 필수적으로 구현해야하는 것이다.

  듀이는 배움의 궁극적인 목적이 생활관심을 유지하는 것이라 본다

(Dewey, 1916: 160 ; 이홍우 역, 2007: 222). 배움의 목적이자 과정으로 생

활관심을 이해하게 되면 학생과 교과를 총체적으로 볼 수 있다. 이때의 총

체적이란 의미는 학생과 교과의 연결로서의 생활관심은 진정한 활동으로서

의 생활관심을 의미한다. 학생과 교과의 연결로서의 생활관심은 학생과 교

과의 연결로서의 생활관심을 추구하면 배움을 적극적인 과정으로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교과는 생활관심이 충동으로 그치지 않게 한다(배지현, 

2012: 116). 배움의 과정으로서 생활관심은 교과와 학생을 연결하고, 학생

이 교과가 제공하는 배움의 방향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진정한 

생활관심은 교육적 성장을 추구한다. 성장은 듀이가 추구하는 교육의 목적

이다(Dewey. 1916: 60 ; 이홍우, 2008: 106). 외부적, 절 적 목적이 아닌 

‘성장’을 추구하는 듀이의 교육의 목적관에서는 현재를 희생시키지 않

고, 학생의 현재를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는다. 학생의 미성숙을 존중하고, 

그 미성숙을 성장하는 힘,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본다(Dewey. 1916: 62 ; 

이홍우, 2008: 108-109). 듀이가 주장하는 성장은 그 자체가 교육이고, 교육

은 성장의 열의를 일으켜야 하는 것이기에 성장의 열의가 될 수 있는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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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은 현재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

다. 이러한 듀이 생활관심에 한 교육적 의미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교

육내용인 사회과에서의 생활관심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2) 듀이 생활관심에 한 비평 및 해명

  듀이는 앞서 언급한 낭만적 흥미론으로 오해받고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스미스는 아동의 즉흥적 흥미에 의한 교육과정 선정이 듀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비판하였다(정건영 외, 1995: 152). 하지만 이러한 비판은 듀이가 아

동의 변덕이나 고정된 흥미에 영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는 판단에 근

거하지만 듀이의 흥미이론은 문제가 발전하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포함되

는 유기체의 구조 속에서 설정된 것임을 이해하지 못한 비판이다(정건영 

외, 1995: 159-161).

 윌슨(Wilson, P.S)은 듀이의 ‘흥미를 통한 학습’이 바람직한 교육 결과

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해서 의문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며(Wilson, 1971: 

81 ; 김무길, 2008: 9에서 재인용), 듀이가 교육과 생활 사태와의 동일성, 

연속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엄연히 존재하는 개념적 구분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김정국, 1999: 227)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듀이가 주장하

는 이분법의 극복이 실제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듀이 생활관심 개념에 한 화이트(White)의 비판을 살펴봄으로써 생활

관심 개념에 한 다른 방식의 이해를 도모해볼 수 있다. 화이트는 듀이의 

생활관심 이론에 한 당 의 분석과 비판을 종합하여 제시하고 있다. 화

이트 비판의 요지는 듀이가 흥미를 주의 또는 관심과 동일시하고, 특히, 듀

이 흥미의 핵심인 자아와 상의 일체화의 가능성에 한 회의이고, 이 비

판에 한 해명을 통해서 듀이 생활관심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다. 

  먼저, 화이트는 듀이가 흥미 개념의 일상적 사용을 곡해하여 다양한 흥

미를 정신의 특정한 특성으로 혼동했다고 본다(Peters 외, 1977 ; 박영환 

역 1986: 65-67). 화이트는 흥미(interest)와 관심(concern)은 다른 것이라고 

단정한다. 화이트는 흥미를 일상적이고, 우연적인 것이며, 흥미와 관심은 

동일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비판의 근거로 관심은 어떤 것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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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히 고정되는 것이라면 흥미는 그 속에서 유지되거나 보유되는 것이므로 

흥미로 관심을 설명할 수 있으나 관심을 두는 것이 곧 흥미를 가지고 있다

고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든다. 관심은 요구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만 흥

미는 요구되는 것이 아닌 스스로 일어나야만 하는 차이가 있다고 본다. 

  흥미와 관심의 개념에 한 구분과 듀이가 이를 구분하지 않다고 비판하

는 화이트에 주장에 해서는 듀이 생활관심 개념이 지닌 동태적, 능동적 

특성을 바탕으로 재반박할 수 있다. 생활관심을 적극적인 ‘과정, 활동’으

로 보면서 관심의 영역도 포괄한다. 듀이 생활관심은 일상적인 의미의 흥

미, 관심이 아닌 확장적인 특성을 존재하고, 듀이의 교육 이론의 성장, 경

험 등 전체 맥락과 맞닿아 있는 고유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전제가 다른 

개념을 그 독특한 맥락과 의미를 고려하지 않은 채 비판을 하게 되는 경

우, 일방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비판이 될 수 있다. 듀이 생활관심은 단지 

심리적 흥미의 의미뿐만 아니라 관심의 의미가 더 크게 작용한다. 즉, 자연

스럽게 아무런 개입 없이 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요

구될 수 있으며 발달할 수 것이다. 따라서 흥미와 관심을 구분하는 것으로 

인한 비판은 듀이 생활관심을 흥미의 개념으로만 한정하면서 생기는 오해

이다. 

  두 번째로 화이트가 듀이에 관한 당  학자들의 분석에서 발견한 비판은 

감정이다. 화이트는 흥미는 감정이라고 전제하고, 이에 한 듀이의 주장에 

해서 비판한다(Peters 외, 1977 ; 박영환 역 1986: 67-70). 화이트에게는 

어떤 것에 흥미를 느낀다는 것은 관심을 두려는 경향성이고 이 경향성을 

느껴야 흥미를 가지게 된다고 본다. 그러나 듀이는 감정과 흥미를 달리 말

한다. 흥미는 욕구와 같은 정신 상태이지만 상을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의식적인 방법으로 생활관심을 상에 지향된 듀이는 흥미를 흥미롭

게 느끼는 감정의 의미로 사용하지 않고, 감정과 흥미를 무관하게 보고자 

한다고 화이트는 파악한다. 듀이의 주장과 달리 화이트는 흥미를 느낄 때 

느끼는 것은 그것에 관심을 두려는 경향성이라고 보고, 흥미와 감정이 다

르지 않음을 역설한다. 

  여기서 듀이의 감정과 생활관심에 한 구분 기준인 ‘ 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듀이는 단순히 상이 존재 유무로 감정과 생활관심을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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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며, 감정과 생활관심을 달리 말한 것이 아니라 

감정을 포괄한 더 역동적인 개념으로 정의한 것이다. 듀이는 주관적 정서

도 포함하지만 생활관심은 그에 한정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감정과 생활관

심을 동일한 영역으로 보게 되면 생활관심이 가진 역동적인 측면이 사장되

고, 수동적인 측면의 생활관심으로 제한되게 된다. 오히려 감정과 구분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생활관심의 감정적인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감정만으로 

생활관심을 한정했을 때, 나타나는 한계를 듀이가 극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듀이 생활관심이 가지는 강점이 바로 이 지점에 있다. 수동적, 

일방적 측면이 아닌 생활관심의 적극적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감정적 

경향성을 넘어선 생활관심의 역할 혹은 의미를 논의해야한다. 화이트의 비

판은 생활관심의 적극적 역할에 한 듀이의 관점을 재고찰 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화이트는 듀이가 흥미를 일으키는 사물과 흥미를 통합된 감

정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비판한다(Peters 외, 1977 ; 박영환 역, 1986: 

75-81). 듀이가 정의하는 자아와 상의 결합이 흥미가 아니며 흥미와 

상은 각각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것임에

도 듀이는 생활관심의 어원학적 유래를 라틴어에서 찾으면서 흥미를 접착

제라 주장한다고 비판한다. 화이트는 흥미가 사람과 상간의 거리를 좁히

더라도 완전히 동일시하게 되지 않는다고 보고, 듀이가 생활관심에 한 

우리 마음에 차지하는 방법의 다양한 은유적 표현을 문자 그 로 받아들이

고 있음을 지적한다. 자아와 어떤 상이나 아이디어를 동일시하는 이유는 

‘자아 표현 유지를 위한 그 상이나 아이디어의 필요성’이라 듀이는 주

장하나 이는 흥미를 흥미의 주체와 잘못 통일시킨 것이라는 것이 화이트의 

비판의 요지이다. 

  듀이 생활관심 개념의 핵심, 자아와 상의 동일시에 한 화이트의 비

판은 듀이 입장에서 재반박이 이루어진다. 김무길(2008)의 경우, 화이트가 

흥미를 정태적 입장으로 보고 있다고 본다. 듀이 생활관심은 특수적이고, 

관계적인 맥락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김무길, 2008: 18). 관계로서의 

생활관심은 처음에는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아와 상이 그 관계성

을 인식해나가면서 점차 가까워지는 과정을 의미한다. 생활관심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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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와 그 상이 하나가 되는 경험은 실제로도 일어나는 현상이고, 이를 독

특한 형식으로 드러낸 것이 듀이 생활관심의 개념이다. 듀이 생활관심은 

제한적이고, 정적인 것이 아닌 능동적이며, 통합의 과정이다. 이러한 독특

한 특성을 무시하고, 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게 되면 듀이가 생활관심을 논

의하고 이를 통해 제시하고자 하는 자아의 성장과 같은 교육적 방향성 자

체를 부인하게 된다. 앞서 제시한 비판은 오히려 듀이 생활관심이 가지는 

통합적, 동태적 측면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으며, 기존 흥미 개념과의 차

이점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화이트의 비판은 오히려 듀이 생활관

심의 내재적 이해를 심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듀이가 생활관심의 

기저에 두고 있는 전제 조건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듀이 생활관심 개념에 한 비판의 핵심은 생활관심 개념의 애매성이 가

장 핵심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이다. 표적으로 피터스는 흥미를 심리적 

의미와 규범적 의미를 분류하고, 흥미 개념의 애매성을 비판한다. 규범적 

의미에서의 흥미를 통해서 심리적 흥미의 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안이 

될 수 있지만 이 또한 아동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결정하는 주체에 한 

의문으로 귀결된다(김정국, 1999: 210). 아동 자신이 아닌 타인이 결정한다

면 아동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교육 내용을 수동적으

로 받아들이게 된다.  

  피터스(1980)는 흥미에 심리학적인 의미와 규범적인 의미를 동시에 가지

고 있다고 보고 흥미와 이익(혹은 관심과 이해관계)을 구분한다. 피터스는 

흥미라는 말에는 규범적인 의미와 심리학적인 의미가 같이 존재한다고 본

다(Peters, 1980 ; 이홍우 외 역, 2004: 225). 흥미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인 

흥미(interest)는 '흥미를 느낀다‘라는 표현에서의 심리학적 의미뿐만 아니

라 ’이익이 된다‘는 뜻의 규범적 의미 또한 있다. 따라서 사람들의 흥미

를 고려한다거나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고려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

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려하거나 혹은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할 기회를 최 한 보장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여 결정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피터스의 주장에는 듀이 생활관심

의 개념에 한 비판이 반영되어 있다. 듀이 생활관심이 이익이 되는 것과 

실제로 원하는 것 또는 그것을 얻을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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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게 보는 것이라 비판하는 것이다.  

  이러한 피터스의 논증의 근저에는 흥미가 규범적인 의미의 흥미를 포함

해야한다고 보는 교육 목적관이 있다. 피터스는 가치 있는 것에 한 강조

를 하지만 듀이는 ‘가치’있다는 것이 학생 ‘외부’에 존재한다고 믿는 

것에 반 한다. 가치에 해서 살펴보면 피터스는 사람들이 자기가 바라는 

것을 가질 수 없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기가 얻는 것만을 바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안타까운 문제로 본다. 이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

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그들의 원하는 바가 과연 가치 있는 

것인가에 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즉, 바람직하다는 

것, 가치 있다는 것에 해서 판단이 있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듀이 생활관심 이론이 ‘가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음을 비판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피터스의 주장은 흥미 개념에 해서 학생 내

부에 한정된 것으로 보는 관점이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피터스의 반박은 개념의 애매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일리가 있으나 

‘가치 있음’에 해서는 동의하기 힘든 면이 있다. 실제적 활동에 해

서도 피터스는 실제적 활동에 국한되지 않고, 풍부한 삶으로 나아가야한다

고 주장한다. 즉, 아동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흥미보다 ‘가치’있는 

활동이 더 우선이며 오히려 실제적 활동보다도 가치 있는 활동을 통해서 

아동에게 필요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피터스에게 교육이란 아

동을 가치 있는 활동에 입문시키는 것이다(Peters. 1980 ; 이홍우 외 역, 

2004: 185)

  하지만 교육의 경우,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내적 요인을 고려하

지 않으면 외적으로 부과되는 활동은 결국 내적 요인과 분리되게 된다. 이

는 활동을 하는, 교육적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이 활동에 진정한 의미를 찾

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고도의 문명이 발달하고 생존에 필요한 이

상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되면, 고도의 기술과 엄격한 규칙을 요구하면서도 

생존과 같은 뚜렷한 목적이 없는 활동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개인

이 스스로 부가하는 내재적인 가치, 내재적 가치의 판단은 수단적 도는 기

술적인 판단이 갖는 규범적인 의미의 근원이다.

  따라서 내재적 가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생활관심을 불분명하다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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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치 없다 판단할 수 없다. 오히려 활동에 내재해 있는 기준에 의하여 

활동의 가치가 평가 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이해관계

를 초월한 일반적인 태도를 배우는 데는 특수한 활동 즉 그 자체의 내재적

인 탁월 기준을 가지고 있는 특수한 활동을 직접 해 보는 것밖에 달리 방

도가 없을 것이다(Dewey, 1916: 215 ; 이홍우 역, 2007: 266).

  또 다른 피터스의 듀이 생활관심에 한 비판으로는 듀이의 부분의 개

념이 가지고 있는 문제로서 듀이 생활관심이 이상주의적인 개념이라는 점

을 지적한다(Peters, 1981 ; 정희숙 역, 1989: 142). 이상적인 형태의 의미는 

가지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비판

을 제기한다. 피터스는 실제로 아동을 괴롭히는 문제들 중에서 듀이가 이

상적 교육으로 주장하는 ‘성장’을 위한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지 않기 때

문에 듀이의 목적론에 따르면 오히려 실제 문제에서 아동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실제적 문제에서 이루어지는 ‘어

떤’과 ‘어떻게’의 부재 및 구체적 맥락에서 정합성이 부족한 부분에 

한 비판을 극복해야 듀이 교육 철학적 개념을 실제 교육 활동에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듀이 생활관심에 한 반론 혹은 비평의 기반에는 생활관심의 의

미를 규정하는 립이 중첩되어 있다. 영어 단어인 interest(흥미, 생활관심)

는 흥미, 관심 등으로 번역되지만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겹쳐져 있어 하

나의 번역어를 쓰는 경우 의미적 측면에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흥미에 

한 일반적 의미보다 확장된 생활관심에 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듀이 

생활관심 개념에 한 확고한 이해가 이루어졌을 때 번역어를 정하고자 한

다. 듀이 생활관심이 아닌 경우 내용상에서는 흥미로 표기한 경우가 있다. 

  하지만 흥미로 번역할 경우, 개인 심리적 경향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 흥미가 흔히 사용되는 일상용어이고, 일상적 의미에서 흥미가 개인의 

심리적 태도, 외부적 자극에서 유발된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가 많다. 교육

적 논의에서의 듀이 생활관심을 흥미로 번역하게 되면 일상적 용어 의미에 

의해 왜곡될 소지가 존재한다. 외적 자극에 의한 흥미 증진이 교육적 고려

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기존의 듀이 생활관심을 다루는 많은 국내 논문이 interest(흥미, 관심, 



- 50 -

이해관심)를 흥미로 번역하고 있다. 왜 그렇다면 ‘흥미’로 번역하는가에 

해서 답하자면 듀이 생활관심이 기존의 외적 자극에 의한 흥미의 의미 

역시 포괄하고 있으며, 교육에서의 ‘흥미’가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심리적 영역의 흥미와 완전히 별개가 아닌 그 의미의 확장을 의

도하였고, 완전히 외적 자극에 의한 흥미를 배제하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

이다. 하지만 학술적 논의에서 ‘흥미’라는 번역어는 듀이 생활관심의 강

조점을 제 로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홍남기(2012: 2)의 경우, 듀이의 주요 개념인 생활관심을 학습자의 핵심

적 욕망이나 인생 목표에 한 관심을 포괄하는 의미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번역어인 ‘흥미’가 아닌 ‘이해관심’이라는 용어로 

번역한다. 우리나라 교육학계에서는 interest(흥미, 관심, 이해관심)를 주로 

‘흥미’라는 용어로 번역하였고 듀이의 교육학 또한 학습자들의 ‘흥미’

를 중시하는 교육학으로 이해해왔다. 그러나 일상 언어에서 ‘흥미’는 

체로 외적 상의 자극을 받아 수동적으로 유발된 것이나 순간적으로 느끼

는 감각적 흥분상태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양은주, 2003: 187). 듀이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생활관심을 이해하는 

것을 거부하고 생활관심과 자아를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하기에 생활관심은 

어떤 것에 한 단순한 호기심이나 재미를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주체가 

자신의 핵심적인 욕망이나 인생 목표와 관련된 태도나 관심을 의미하기 때

문이다. 이러한 홍남기(2012)의 논의는 생활관심의 지향성과 개인의 욕망, 

이해를 반영한 번역어이다.

  또 다른 번역어로 관심이 존재한다. 장세리(2011: 30)는 듀이 생활관심은 

흥미 또는 관심으로 번역될 수 있지만 흥미라고 하면 흥취, 즉 쾌락, 즐거

움, 재미라는 요소가 부각되는 장점이 있지만 즐거움이라는 요소로 완전히 

환원될 수 없는 측면을 간과하게 되는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위

험성을 피하고, 논의의 수월성을 위해서 관심으로 번역하였다.

  듀이는 우리는 예견된 결과를 할 때, 지적 호기심을 가진 관람자의 자

세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관심(concern)을 가지고 하

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가 가져오는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된다고 표

현한다(Dewey, 1916 ; 이홍우 역, 2007: 74). 여기에서 듀이는 목적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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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사이의 긴 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활동의 결과가 어떠한가가 우

리의 ‘이해(interest)'에 관계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심(interest)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interest를 관심으로 번역하게 되면 능동적인 면

인 주체가 상에 서 관련성을 인식하고자 하는 과정이 드러나게 된다.

  임황룡(2010: 16)의 경우, 영어에서는 interest가 흥미, 관심이라는 뜻뿐만 

아니라 이익 또는 이해관계라는 의미가 있으나. 듀이에 따르면 이익 또는 

이해관계의 의미로 흥미가 파악될 경우 흥미를 사물이 개인적 이익이나 손

해, 성공이나 실패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흥

미란 순전히 개인의 쾌락이나 고통의 문제로 격하되게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interest의 ‘흥미’번역어가 가지는 한계를 인지

하고, 정확한 의미의 전달을 위해 기존의 ‘흥미’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관심이라는 번역어가 interest의 능동적 측면, 및 학생의 현재 욕

구, 생활에 근거한다는 의미가 더 잘 드러나기에 듀이 생활관심 논의의 초

점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관심이라는 번역으로 선택한다.  

심리적 즐거움이 아니라 능동적 측면을 부각하고, 학생(개인)의 욕구 등이 

바탕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관심이 설득력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관심이라는 용어만으로는 듀이 생활관심 개념의 핵심을 전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홍남기(2012)의 ‘이해관심’의 경우, 개인의 욕망 등

을 강조하는 수식어로서 일반적 수업 상황에서 보편적으로 강조하기에는 

그 영역이 제한적이다. 학생들이 자신의 욕구 혹은 욕망을 파악하기에는 

그 욕구가 일정 범위에서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성장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확장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따라서 이해라는 표현보다 

듀이가 강조하는 학생의 실제적 삶과 관련 있는 교육에 비추어본다면 ‘생

활’이라는 표현이 더욱 설득력을 지닌다. 특히, 생활(life)의 경우, 지금 현

재 근거하고 있는 학생의 상황에서 한 관심이라는 의미가 드러나고, 개

인과 상이 하나 됨은 생활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게 된다. 학생이 

일상적으로 처해있고, 가장 관심을 가지는 자신의 생활에서 출발한다는 점

을 강조하는 의미이다. 학생이 내적인 능동성은 자신이 근거한 삶, 일상생

활에서 비롯된다. 교육의 목표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닌 아동, 학생

의 경험 그 자체의 재구성이라면 학생의 삶, 생활 자체에 한 능동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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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심(interest)의 의미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고, 생활관심으로 

번역하고자 하였다. 

2. 직접적, 간접적 생활관심의 필요성 및 문제점 

1) 직접적 생활관심과 간접적 생활관심의 의미 및 필요성  

  생활관심은 모두 행동하는 가운데, 자아와 상을 동일시하는 것이다. 듀

이는 자아와 상이 하나가 되어가는 일련의 통일적 ‘활동’을 생활관심

으로 정의한다.  

생활관심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아가 관련된다. 우리가 내릴 첫 번째 결

론은 바로 생활관심은 통합된 활동을 의미한다는 것이다(Dewey. 1913: 14 

; 조용기 역, 2015: 34)

 

  활동이라는 표현에서 추론할 수 있는 생활관심의 역할을 자세히 살펴보

면 듀이에게 생활관심은 상과 자아의 연결을 깨닫는 상태, 즉 상과 자

아가 동일성을 획득한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자아와 상세계가 하나가 

되어 발달해가는 활동이 생활관심이고, 이 과정에서 자아의 능동적 활동성, 

객관적 상들에 의미에 반응하는 지성적 노력이 동반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통합된 활동의 생활관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앞서 듀이는 생활관심을 객관적 상에 한 주관적 태도 또는 객관적 

상과 주관적 태도와의 관계라고 정의하고 있다(Dewey, 1913: 20 ; 조용

기 역, 2015: 42). 생활관심은 교과가 아동의 활동을 일으키고 그것을 일관

성 있게 또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교

과가 자신의 경험을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하도록 함으로써 

교과를 흥미롭게 할 수 있다.

 내적인 관련성, 삶에 연결된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가를 질문해야한다. 

교과가 자기에게 관심 있는 활동의 결실을 얻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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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아야 한다. 유목적적인 활동의 성공적 수행 사이의 이러한 관련이야

말로 교육에서의 생활관심에 관한 진정한 이론의 알파요 오메가이다

(Dewey, 1916: 144 ; 이홍우 역, 2007: 220).

  이러한 듀이 생활관심에 한 견해의 차별적 특성은 자아와 세계의 상

이 통합되며 연속적으로 발달하는 활동(행위)에서 생활관심의 본질이 있다

고 파악하는 것이다(양은주, 2003: 187). 즉, 흥미의 동태적 발달의 측면에 

주목하면서 일시적인 작용으로서의 생활관심이 아닌 활동 전반에 걸친 생

활관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에서의 생활관심을 학습자의 마음을 끄는 힘이 아니라 학습자의 생

활관심이 연속적으로 확 되는데 있다. 듀이가 학습 자료가 학생의 활동을 

일으키고 그것을 일관성 있게 또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기능이 있다

는 그 기능이 바로 생활관심라고 말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김무길, 2008: 

17). 또한 학습자가 자신의 관심에 부합되는 것으로 들어오는 교과를 참조 

하여 잠정적 목적이나 예견된 결과를 설정하고 이것에 따라 마음의 경향성

이 일관되게 움직여 나가는 것을 듀이는 생활관심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배지현, 2013: 117). 이러한 다양한 논의를 종합하면 생활관심은 개

인의 마음의 경향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활동을 일관성 있게 교육 상황에

서 지속하고, 점차 확 해나가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확장, 확 로서의 생활관심의 역할과 관련하여 듀이는 생활관심

을 크게 직접적 생활관심, 간접적 생활관심으로 구분한다. 직접적 생활관심

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생활관심의 의미, 객관적 상에 한 주관적 태

도이다(Dewey, 1916: 147 ; 이홍우 역, 2007: 207). 개인적인 흥미로서의 생

활관심이라 할 수 있다. 능동적 개념, 객관적 개념, 주관적 개념이다. 그 

순간 자체로 좋은 즉각적으로 행하는 그 자체가 순전히 목적이 되는 활동

의 특징이다. 즉, 목적과 수단이 분리되지 않는 상태이며, 따라서 행위 과

정과 추구하는 목적이 분리되지 않는다(양은주, 2003: 187). 이러한 직접적

인 흥미 개념은 학습자의 일차적인 자기표현의 활동 형식으로 학습자 자신

의 최초의 성향에 근거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성장 형식이다

(박준영, 2001: 355). 즉, 직접적 생활관심은 어떤 상에 해서 개인 혹은 



- 54 -

학습자가 최초로 가지는 관심, 태도에 근거한 생활관심이라 볼 수 있다. 

  듀이의 서술에 근거하여 직접적 생활관심의 의미를 정의해보면 직접적 

생활관심은 자아와 생활관심의 상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로 듀

이는 이를 일체화로 표현한다. 자아의 생활과 상이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어서 의식적인 연결고리, 관련성에 한 인식 없이도 목적과 수단이 분

리되어 있지 않아서 상 그 자체가 수단이자 목적이 되는 생활관심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직접적 생활관심은 자아의 생활과 거의 일치하여 의도적 

과정 없이도 바로 발생한다. 의식적인 연결고리, 관련성에 한 인식 없이

도 목적과 수단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상 그 자체가 수단이자 목적이 

되는 생활관심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이 모든 상에 해서 직접적 생활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니

다.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목적의 상이 되지 않아서 생활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 듀이는 간접적 생활관심

을 제시하면서 이 개념은 직접적 생활관심과 달리 어떤 문제에 무관심하거

나 냉담했던 사실에 해 우리가 사전에 알지 못하던 관계와 관련성을 인

식했을 때 발생하게 된다고 말한다(Dewey. 1913: 23 ; 조용기 역, 2015: 

43). 간접적 생활관심은 그 자체로 생활관심의 의미를 구현하지는 않지만 

직접적 생활관심의 상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 되는 활동의 특징이라 듀이

는 표현한다. 이러한 간접적 생활관심은 이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관계나 

연관을 찾아내게 되면서 그 자체로는 무관심했던 거부감을 주었던 상들

이 흥미로워지기도 한다. 

  이러한 간접적 생활관심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면 직접적 생활관심

을 기반으로 다음 단계로 중재되고 매개되는 흥미를 의미한다. 듀이는 일

련의 행위를 시종 일관되게 지속하면서 그 상으로 멀리 있는 목적, 직접

적 생활관심의 상이 될 수 있는 목적에 해서 마음에 품게 될 때, 그 

과정에 관한 간접적 생활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보았다(Dewey, 1913: 28 ; 

조용기 역, 2015: 61). 직접적 생활관심을 가진 상과 미지의 상과의 연

결 고리를 통해서 확장되게 된다. 이 때 멀리 있는 목적이란 외부에서 일

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닌 성장의 과정에 필요하여 내부에서 발현된 목적

이다. 상과 개인의 관계가 물음표가 있지만 그 과정을 밝히는 과정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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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 생활관심을 찾을 수 있고, 이러한 간접적 생활관심은 통해 경험의 범

위가 더 크게 확 되어 가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간접적 생활관심이란 직접적 생활관심과는 달리 자아와 상 사이에 거

리가 존재하고 상 또한 수단(생활관심 상이 아닌 것, 미지의 영역)과 

목적(직접적 생활관심 상이 될 수 있음)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단

과 목적 사이의 존재하는 알지 못했던 관련성을 의식적으로 인식하여 매개

되는 생활관심이다. 따라서 간접적 생활관심란 그 너머에 목적을 위하여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목적에 한 생활관심이 수단에 한 생활관심으로 

전이된다. 직접적인 생활관심을 통해서 다음단계로 중재되고 매개되는 생

활관심을 의미하며, 수단적 생활관심이 목적의 흥미로 변형되고 수단적 흥

미가 목적의 흥미를 해석하고 재평가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Dewey, 

1913: 51 ; 조용기 역, 2014: 74). 

  듀이는 간접적 생활관심의 예시로 공학의 도구로 수학을 하면서 수학 이

론의 매력을 느끼는 경우와 생활관심을 느끼지 못했던 악보나 운지법이 노

래를 잘하는데 역할이 될 때, 발생하는 생활관심을 제시한다(Dewey, 1913: 

22 ; 조용기 역, 2014: 44). 이러한 예시에서 도구적 가치를 느끼는 모든 경

우에 간접적 생활관심이 발생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으나 간접적 생활관

심이 무제한적으로 확장되고, 다단계와 같은 방식으로 논리적 연관성 없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목적에 한 인식, 방향성 없이 무

조건적으로 확 되는 것이 간접적 생활관심은 아니다. 

  오히려 듀이의 논의를 바탕으로 간접적 생활관심을 재구성하면 엄 하게 

의미를 드러낼 수 있다. 간접적 생활관심이란 직접적 생활관심과는 달리 

자아와 상 사이에 거리가 존재하고 상 또한 수단(생활관심 상이 아

닌 것, 미지의 영역)과 목적(직접적 생활관심 상이 될 수 있는 것)이 분

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단과 목적 사이의 존재하는 알지 못했던 관련성을 

의식적으로 인식하여 매개되는 생활관심이다. 직접적으로 자아의 생활과 

일치하지 않아서 거리가 존재하는 상에 해서 중간에서 기존의 직접적 

생활관심과 연결해주는 매개체를 통해 의도적으로 관련성을 인식하여 발생

하는 생활관심이다. 매개체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직접적 생활관심과는 달

리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게 되고, 생활관심과 노력이 별개의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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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님을 듀이는 강조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소 명확하지 못한 듀이의 간접적 생활관

심의 개념을 명백히 하면 다음과 같다. 학생에게 이미 존재하고 있는 직접

적 관련성을 보여주거나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생활관심이 발

생하는 경우에는 간접적 생활관심이라 할 수 없다. 이는 숨겨 있었던 직접

적 생활관심을 인식하도록 유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오히려 듀이의 간접

적 생활관심은 전혀 직접적 생활관심의 범위가 아니어서 인식할 수 없는 

자신과의 관련성을 매개체 등을 통해서 사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깨달을 

때 발생한다. 즉, 듀이의 간접적 생활관심은 생활관심의 상이 아니었던 

영역에 해서 매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상을 바탕으로 직접적 생활관

심과의 관계를 인식해나가는 과정 혹은 상위의 목적 차원에서 존재하는 직

접적 생활관심(예견된 목표)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관련성을 인식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다.

  또한 직접적, 간접적 생활관심의 구분을 제안하면서 듀이는 직접적, 간접

적 생활관심이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듀이의 교육 

철학의 특징 중 하나는 역동성의 추구이다. 간접적 생활관심과 직접적 생

활관심을 구분하지만 이 또한 고정된 것이 아닌 직접적 생활관심에서 간접

적 생활관심의 확장, 간접적 생활관심의 직접적 생활관심화를 듀이를 주장

한다. 생활관심이 정적인 개념이 아닌 역동적이고, 발달하는 개념임을 드러

내는 서술이다. 

  그렇다면 간접적 생활관심이 왜 필요한가에 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교육 현장에서 직접적 생활관심을 주로 강조하고, 한정적으로 고려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직접적 생활관심을 구현하여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학습 내용을 능동적으로 구성할지라도 ‘현재’라는 측면이 강조되게 된

다. 듀이의 교육 목표와 간접적 생활관심에 해서 살펴보면 듀이가 교육

에서 강조하는 경험의 확장 및 성장은 ‘현재’에 주로 이루어지기는 하나 

그 안에 안주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재에만 매몰되게 된다면 근시안

적 시각을 가지게 되고, 극단적으로 진행될 경우 편협한 형태가 될 것이다. 

생활관심을 직접적으로만 한정하게 되면 직접적 생활관심은 현재 활동이 

곧 도달점이어서 수단과 목적 사이에 어떠한 심리적 간격도 없는 상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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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경험이 그 자체로 우리를 사로잡아 그 너머의 무엇으로 데려다주기를 

바라지 않는다(Dewey. 1913: 21 ; 조용기 역, 2015: 43). 교과 내용이 직접

적으로 생활과 일치하지 않아서 거리가 존재하는 상에 해서는 중간에

서 기존의 직접적 생활관심과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필요하고, 의도적으로 

관련성을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때, 발생하는 것이 간접적 생활관

심이다. 매개체를 통해 역동적인 상호 관련성을 인식하는 것은 교육적 경

험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Jonas(2011: 117-118)는 직접적 생활

관심과 간접적 생활관심에 해서 간접적 생활관심 측면에서 노력을 통해

서 재구성하고 생활관심이 가진 심리적 즐거움을 재의미화하면 최선의 학

습의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주장하면서 매개된 생활관심, 즉 간접적 생활

관심의 강조하고 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발견하지 못한 관계성을 인식하

게 됨으로써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고, 이러한 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즐거움은 심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학습에도 영향을 주어, 의미 

있는 학습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직접적 생활관심 만을 생활관심으로 간주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교육의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학생의 직접

적 생활관심과 교과 내용이 어떤 단계나 과정 없이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학생이 교과 내용에 몰입하게 되는 것이다. 자아와 상의 동일시하게 되

면 그것으로 교육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아동이 어렸을 때는 사물을 

근시안적으로 밖에 볼 수 없지만 자라면서 경험의 범위가 확 되면 행위나 

사물 혹은 사실을 그 자체로만 보지 않고 더 큰 전체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이 전체가 자신의 일부가 되면 즉 자기 활동의 중심이 되면 그

것에 포함되는 사물이나 행위 역시 생활관심의 상이 된다(Dewey. 1913: 

22 ; 조용기 역, 2014: 44). 하지만 앞서 생활관심의 이상적 상황에 도달하

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잘 모르는 것, 미

지의 것의 연결성을 인식해서 생활관심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 간접적 생

활관심의 성취이다. 이와 반 로 지금 현재의 직접적 생활관심에 한정시킬 

경우, 그와 관계성을 직접적으로 찾기 어려운 외적 교과 내용은 생활관심

에 한 고려 없이 교육이 이루어지게 된다.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어르

고, 달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결과로 학생은 교육 경험에서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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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분리된 과정을 통해서 내용을 의미화 하거나 혹은 스스로 사장 시킬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합하면 듀이 생활관심이 앞서의 논의와 달리 포괄적이

며, 통합적인 특성이 존재하며 또한 교과 수업에서 간접적 생활관심을 활

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 현실적으로 교과 자체가 직접적 

생활관심의 상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과의 경우, 사회적 경험이 

직접적 생활관심의 원천으로 제시된다고 본다면 사회 교과에 한 간접적 

생활관심을 활용할 필요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따라서 간접적 생활관심과 

직접적 생활관심의 전이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간접적 생활관심의 

필요성에 한 논의를 상세히 전개시키면서 간접적 생활관심의 사회과 수

업에서의 필요성을 수업과 연관되고, 수업을 구성해나가는 요소인 학생, 사

회과 교사, 사회과 수업 내용을 기준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과 교육에

서 듀이의 직접적, 간접적 생활관심 구분의 필요성을 학생, 교사, 수업내용

을 토 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학생

  학생이 개인별로 각자 가지고 있는 생활관심으로만 교육 내용을 한정할 

수 없다. 학생이 원하는 것, 이미 생활관심이 있는 것에 교육 내용이 한정

될 수 없다. 물론, 학생을 전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외부의 절 적 지식을 

주입하려는 노력은 지양해야 하지만 학생의 삶과의 연계성이 충분함에도 

그 특성으로 인해서 외면 받는 경우가 있다. 사회과의 경우, 아직 사회적 

경험이 충분치 않은 학생들을 상으로 현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영역

에 한 지식을 확장시키고,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송현정, 

2003: 48). 이 때, 직접적 생활관심을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한계에 봉착

하게 된다. 중학생의 경우, 사회과 내용에 한 상 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그들이 가진 생활관심과 사회과 교육 내용의 지향하는 

바가 직관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양한 간접 체험 

형태를 통해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는 있지만 추상화된 사회적 개념에 

한 이해는 부족하고, 이를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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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생활관심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지금 현재 그들이 가진 생활관심을 

활용해서 교과 내용을 수업에서 다루고자 한다면 생활관심을 도구로서만 

활용하게 된다. 왜냐하면 학생과 교과 내용의 연결고리를 교사조차 인식하

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접적 생활관심을 고려함으로써 학생이 원래 

가지고 있는 생활관심에만 한정되지 않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간접적 생활관심은 추상적 개념에 한 이해와 학생의 사고

를 고려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간접적 생활관심을 통해서 사고 능력의 

확장하고, 사고 습관 도모할 수 있다. 추상적 개념에 한 이해와 확장에서

는 고차적 사고력이 개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고에는 능동성이 필요하다. 

사고와 생활관심의 관계를 살펴보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생활관심은 사고의 수단이 되면서도 동시에 사고도 생활관심의 달성 

과정이 된다. 생활관심이 수단이자 목적이 되면 더 사고는 더 풍부해질 수 

있다.

  수업에서는 학생의 생활관심을 넘어선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간접적 생

활관심을 통해서 사고력 증진이라는 목표에 접근할 수 있다. 교육에서는 

사고력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방식이 존재하지만 

사고의 지속성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간접적 생활관심을 구현

하는 것이다. 그 근거로는 간접적 생활관심의 구현 방식과 사고의 작동 방

식은 논리적으로 유사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드러나지 

않는 관련성을 인식해나가는 간접적 생활관심을 적극적 활동으로 확장시키

고자 할 때, 그 과정에는 사고가 개입될 수밖에 없으며, 듀이는 사고에 

해서 활동과 결과를 연결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직접적 생활관심과 달리 

간접적 생활관심은 바로 자기 자신을 상 혹은 활동과 동일시하지 못하

고, 지연된다(Dewey. 1913: 43-44 ; 조용기 역, 2015: 64-65). 이러한 상황에

서 상과 논리적으로 연계된 새로운 상과의 관련성을 인식하는 것이 필

요하고, 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고가 개입되게 된다.  

(2) 교사

  간접적 생활관심은 교사가 자신의 적극적 역할을 인지하고, 실행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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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움을 주며, 교사 역할에 한 새로운 인식을 실제적으로 하게 한다. 

교육과정의 전달자가 아닌 듀이의 교사상에 의거하면 실험적 교사, 조력자

로서의 교사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실행하는데 간접적 생활관심이 도움

이 된다. 실험형 교사란 학생들의 공동 관심사 추출하고, 교육적 맥락 인

식, 학습 목표와 내용의 연계시키는 교사이다(안경인, 1999: 68). 이러한 실

험형 교사는 훈련만으로 숙련되는 교사가 아니라 점차 ‘되어가는’ 교사

이다. 안경인(1999)은 듀이가 상정하는 교사를 학생의 생활관심, 특성, 발달

단계를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이자 학생의 경험을 질적으로 예민하게 느끼

고 그에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성숙한 경험을 갖는 인도자, 자유롭게 

상호작용하는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생활의 장으로서 학교 문화를 조직

하는 지도자, 그리고 이론과 실천에 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실험적으

로 임하는 태도를 가진 탐구자이며, 문제해결에서 적극적 참여자로 정의한

다. 이러한 교사의 역할에 간접적 생활관심은 필수적이다. 직접적 생활관심

을 고려하여 동기 유발의 측면에서 학생의 생활관심을 한정하는 것에 비하

여 생산적인 수업을 구성하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간접적 생활관심

에 한 이해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듀이 생활관심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생활관심에 해서 공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교사와 학생의 

생활관심의 차이를 극복하는 접점을 찾을 수 있다. 

  또한 간접적 생활관심은 교사의 수업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활용의 

수월성 측면에서 필요하다. 많은 사회과 교사는 다양한 자료를 선택하고, 

활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실제로 교사가 자료를 선택하는 기준은 

부분 직접적 생활관심과 연계된 내용으로 구성된다(박인옥, 2005: 

91-126). 수업 자료 선정 과정에서 활용까지 간접적 생활관심을 활용하게 

되면 자료와 교과 내용 간에 관련성을 다양한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 

수업에 활용하는 자료를 주체적으로 적절한 자료를 선별, 엄선하는 기준이 

된다. 교사가 수업에 필요한 자료, 사례 등을 판단하는 평가 기준, 자료 사

례 등을 활용 할 때 판단하는 기준, 자료 사례 등의 변경, 변화, 수정의 기

준이 될 수 있다. 학생들의 심리적 즐거움만을 자극하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 및 개념 등의 제시방법을 엄 하게 고려할 수 있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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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업 내용 

  사회과 수업에서 교육 맥락을 인식하고, 일상의 경험을 확 시키는데 간

접적 생활관심이 필요하다. 구체적 행동 사실 사건 사물의 관계 등의 자료

로부터 사고하고, 어려운 사회과 수업 내용의 경우, 학생의 직접적 생활관

심 만으로 그 능동성을 끌어내기 어려운 내용이 많다. 듀이 생활관심은 과

정을 중시하고, 능동적인 힘을 중시하는 것으로 능동적인 측면과 수동적인 

측면을 상호작용을 강조한다(Mayhew, 1966: 122). 이러한 생활관심의 능동

성과 확  과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는데 간접적 생활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추상적 개념의 단순 구체화가 아닌 현재화가 필요하다. 현재화라는 

의미는 실제적 경험으로 이전할 수 있는 학생 내적 준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간접적 생활관심이다. 추상적 개념을 적 시 하고, 추상성을 구체화하

는 방식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과 목표에 적합하지 않다. 사회과 

교사들 부분이 개념의 추상성을 부정적으로 간주하고, 추상성을 제거하

기 위해서 일차원적인 관련성을 가진 사례 제시를 통한 수업을 구성한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표면적 개념 이해는 도모할 수 있지만 상위의 목

표를 추구하는 것은 힘들다. 간접적 생활관심 구현하고자 하면 참여적이고 

정교하게 구성된 수업 구성이 가능하다. 수업 내용에 새로운 생활관심을 

무조건 접목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생활관심을 재구성하여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 

2) 간접적 생활관심 개념의 문제점

  앞서 논의한 듀이 생활관심 전반의 개념 외에도 간접적 생활관심과 관련

된 문제 또한 생활관심 개념의 비판과 맥락이 상통한다. 피터스가 지적한 

애매성과 같이 기본적으로 듀이 생활관심 개념의 모호함, 애매성에 출발하

고 있기에 한계가 있다. 구체적으로 간접적 생활관심이 사회과 교육 상황

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는지 혹은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 62 -

등에 한 비판이 가능하다. 직접적, 간접적 생활관심 개념의 문제점은 일

반적인 생활관심인 직접적 생활관심과 구분되는 간접적 생활관심 개념에 

해서 집중하여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듀이와 상통하는 상황적 흥미 

이론이 사회과 교육과 관련하여 한계가 존재하는 배경이 간접적 생활관심 

개념을 수용하지 않은 측면 때문에 간접적 생활관심 개념에 해서 집중적

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개념 의미에서의 문제점 

  듀이는 직접적, 간접적 생활관심을 상-자아의 거리, 수단-목적 인식으

로 설명하나 구체적 적용 시에 모호한 측면이 있다(Jonas, 2011: 125). 앞서 

논의된 듀이 생활관심 개념의 모호함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 일체성

을 강조한 듀이 철학의 특성상 구분이 최종적으로는 해소되어야 하나, 이

러한 해소의 과정은 흔히 구분된다고 여겨지는 개념의 의미와 관계를 분명

히 한 후에 분리된 개념의 관계가 상호 연관성이 있으며, 하나로 일체화되

는 과정을 밝혀야 하는 것이기에 개념의 모호한 측면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념의 의미가 모호한 측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직접적, 간접적 

구분을 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언어적 표현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실

제로 구체적 맥락에서 구분하고자 할 때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이러한 

직접적, 간접적 생활관심의 구분을 하는 기준을 구체적 맥락에서 엄 하게 

할 필요가 있다. 간접적 생활관심의 ‘간접적’이라는 말이 포함하는 확장

의 범위를 명확하게 했을 때에 실제 활동의 구현이 가능해진다. 개념의 구

체성을 듀이가 경험에서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을 구분하는 근거로 엄 하

게 의도를 파악하고, 사회과에 적합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과 학습자의 기존 경험을 고려하면서 확장 시키는 간접

적 생활관심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또한 간접적 생활관심의 개념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직접적, 간

접적 구분을 하는 최종적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교육에서의 목표와의 연관

성이 선명하게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 듀이가 교육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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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 생활관심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

히게 되면 간접적 생활관심을 구체적으로 구현 할 수 있다. 어떤 목표 하

에서 개념이 구성되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밝히며, 개념의 활용의 

수월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 

(2) 개념 구현 과정에서의 문제점

  일반적인 교육적 맥락에서 간접적 생활관심을 구현하는 과정 자체를 구

체적으로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과정이 분명히 제시될 때, 생활관심을 구

현하는 환경 조성 방식 역시 구성된다. 듀이의 간접적 생활관심의 의미에

는 교사의 개입 및 환경 조성 방식에 한 구체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듀이의 간접적 생활관심 개념 서술에 따르면 간접적 생활관심은 교사의 단

순 안내만으로도 구현되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 인지하지 못했으나 

직접적 생활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을 인지할 수 있는 과정 역시 간접적 

생활관심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직접적 생활관심의 인지이지 

간접적 생활관심을 통한 확장이 아니다. 

  학습자에게 이미 내재하고 있는 직접적 생활관심을 단순한 교사의 개입 

혹은 안내만으로 구현하는 것이 간접적 생활관심의 구현이라 볼 수는 없

다. 이러한 구현 과정에는 확장의 여지나, 사고의 과정이 개입되지 않기 때

문이다. 교사의 직접적 개입 혹은 언급 정도로 그치는 수업 과정에서 생활

관심을 학생이 갖게 되는 과정을 곧 이미 내재한 직접적 생활관심을 인지

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의 이유는 생

활관심 발달 과정 즉, 듀이가 논의하는 직접적 생활관심이 간접적 생활관

심으로 발달되고, 다시 간접적 생활관심이 직접적 생활관심으로 되는 과정

에 한 표현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여 간접적 

생활관심의 구현 과정을 명확히 한다면 인지된 혹은 표면적으로 인지되지 

않았지만 내재하는 학생의 직접적 생활관심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과의 관계성을 깨닫게 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알려주는 것, 

즉, 매개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 간접적 생활관심 구현 방식을 통해서 간접

적 생활관심으로 재개념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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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측면으로는 사고, 노력과 생활관심은 완벽히 분리되지 않고, 상

반되지 않는 것이라 듀이는 강조하고 있다(Dewey, 1913: 53 ; 조용기 역, 

2014: 77). 이러한 사고는 현재 사회과의 중요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로 

사회과 교육의 중요한 목표이다. 하지만 사고와 생활관심의 관계에 한 

논증은 있으나 사고와 간접적 생활관심 관계를 구체적으로 교육 상황에 적

용하는 방식 등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이로 인해서 간접적 생활관심은 

논의 외로 남겨지게 되었다. 단순한 안내가 간접적 생활관심으로 간주될 

여지를 남겨두게 된 것이다. 따라서 간접적 생활관심을 구현하는 환경 구

성 시 사고의 역할을 밝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지하지 못한 생활관심

을 인지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 생활관심을 확장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고, 간접적 생활관심과 사회과의 주요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사고와의 연계성을 밝혀야 한다. 이 연계성이 분명하지 않아서 상황적 흥

미의 발달 개념이 한정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 특정 환경, 조건의 제공만

을 주로 논의하는 상황적 흥미 이론에서는 교육에서 강조하는 사고 등을 

논의하기 어렵다. 간접적 생활관심을 구현하는 방식, 수업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은 생활관심의 동태적 발달을 고려해야한다. 사고라는 적극적이며, 확

장적인 활동이 간접적 생활관심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구조는 무엇인지에 해서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사회과가 추구하는 ‘사고’와 듀이 생활관심의 연계성을 드러내어 활용 

가능한 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과와 관련된, 사회과의 추상적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

이고, 사회적인 직접적 생활관심을 파악하고, 이를 연결하는 교사의 사고가 

필요하다. 생활관심의 구현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이 체계화 될 때, 구현 과

정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교사의 사고 과정은 또한 간접적 생활관

심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학생의 사고 역시 고려해야한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간접적 생활관심 구현 환경 조성 방식을 명확히 하면 단순한 

심리적 측면의 생활관심을 넘어서 인지적 측면에서의 노력, 사고와 연계되

는 간접적 생활관심의 동태적 발달 과정, 직접적, 간접적 생활관심의 상호

관련성을 명확하게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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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념의 교과 맥락에서의 문제점 

  듀이의 간접적 생활관심에 한 정의와 서술은 교육에서 생활관심의 

상인 교과 내용 맥락의 특수성 고려하지 않는다. 간접적 생활관심의 개념

에 해서 듀이의 서술은 일반적인 수준에서 한정된다. 따라서 구체적 수

업 상황에서 적용하고자 할 때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는 사회과 내용 맥락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개념의 교과 맥락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앞서 논의한 간접적 생활관심을 구현하는 방식을 명확히 하

더라도, 관련성의 구체적 상을 상정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무의미한 절차

가 될 뿐이다. 현실적인 교육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교과의 구분이 존재

하고, 구분된 교과는 중요한 구성 요소이고, 교과의 특징이 구체적 교육 내

용에 반영 된다. 이러한 사실에 해서 듀이는 교과를 반드시 배우거나 알

아야 할 완결된 내용으로 간주함은 오류라고 주장하면서도 역시 교과 자체

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다. 듀이는 교과 내용을 절 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에 해서 비판하지만(Dewey. 1916 ; 이홍우 역, 2007: 220), 교육에서의 

내용적 맥락이 된다는 점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간접적 생활관심 개념을 교육 상황에서 구현하고, 상황적 흥미가 한계를 

가지는 사회과의 특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간접적 생활관심 개념을 사회

과 교육에서 교육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교과 맥락에서 고려하

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과 교육이라는 본 연구의 교과 맥락에서 간접적 생

활관심의 구현 과정을 구체화해야한다. 간접적 생활관심의 경우, 확장이라

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장의 범위 등과 관련해서 구체적 맥락에

서의 고려가 더욱 요구된다.

  간접적 생활관심 개념의 교과 맥락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사회과 

교과 내용에서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구체적인 ‘예견된 목

표’, 즉, 학생들이 공통적인 가질 수 있는 생활관심의 내용적 상을 찾아

야 한다. 이 내용적 상은 사회과 교육에서 추출해낼 수 있는 다양한 목

표 중에서 학생들이 추상적 개념과의 관련성을 인식하고, 이후에 직접적 

생활관심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간접적 생활관심의 구현 

과정에서 논리적이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사회과의 추상적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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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내용과 관련된 사회과에서 학생들의 공통된 생활관심을 밝혀야 한다. 

이는 일반적 수업 상황 상, 학생 개개인의 생활관심에 맞춤형의 활동을 제

공할 수 없고, 동시에 사회과 교육이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공통의 생활

관심을 구현할 수 있는 내용적 맥락을 제공해야 사회과 교육이 학교 교육

에 필요한 교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과 동떨어진 외

부에서 관련성을 부과하고, 끼어 맞추어지는 임의적인 관련성에 근거하여 

사회과 개념에 한 교육 활동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학생의 생활관심을 발

달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사회과 추상적 개념 역시 지식을 전달하기 위

한 것이 아니라 교육적 목표와 연관된 의미를 가져야 한다. 기본적으로 사

회과의 추상적 내용 및 개념은 학생들이 인지하거나 인지하지 못한 직접적 

생활관심과 연계되는 경우가 드물기에 정교하게 학생들의 공통의 생활관심

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관련성을 제공할 간접적 생활관심의 교과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접적 생활관심으로 확장된 교과 내용을 다시 

간접적 생활관심을 직접적 생활관심으로 발달시킬 수 있게 된다.

3. 간접적 생활관심 개념의 재구성

1) 사회과 수업에서 간접적 생활관심의 재구성

  듀이의 간접적 생활관심은 직접적 생활관심의 범위가 아니어서 인식하거

나, 깨닫지 못한 관계성을 깨달을 때 발생한다. 즉, 듀이의 간접적 생활관

심은 생활관심의 상이 아니었던 상을 직접적 생활관심이 되는 중간 매

개체를 통해서 관련성을 인식하면서 발생하거나 또는 상위의 목적 차원에

서 존재하는 직접적 생활관심(예견된 목표)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

식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된다. 사회과를 배우는 학생에게 추상적인 개념을 

상으로 생활관심을 고려하면서 교육 활동을 제공하는 일을 할 때, 듀이 

생활관심의 의미를 받아들여 자아와 상 사이의 관련성 인식을 추구하는 

상황적 흥미 이론에서는 한계가 있다. 상황적 흥미 이론이 흥미를 구현하

는 주 방식인 수업 환경, 수업 방법, 텍스트 제공 등으로는 생활관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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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되기 어렵다. 추상적 개념은 실제 생활과 관련 없는 상으로 배척된

다. 하지만 학생들은 처음에는 추상적 개념에 해서 무관심 하지만 추상

적 개념과 자신의 일상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직접적 생활관심 사이에 

매개할 수 있는 상의 존재를 통해 알게 되어 그 관련성을 인식하게 되거

나, 무관심했던 추상적 개념이 사회과의 목표 내에 존재하는 상위 차원의 

직접적 생활관심의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발생하는 것이 간접

적 생활관심이다. 자유, 평등 등의 사회과의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를 통해

서 생활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 자유, 평등이 어떤 사회과에서 학생들

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직접적 생활관심 목표에 필요한지 보여주거나, 혹은 

추상적 개념과 학생들의 일상생활 사이에 존재하는 매개 상을 통해서 자

유, 평등 등 추상적 개념과 직접적 생활관심의 관련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간접적 생활관심으로 발달되고, 더 나아가

서는 추상적 개념 자체의 가치를 인식하면서 직접적 생활관심 영역이 되

고, 성장하게 된다. 이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간접적 생활관심을 사회과 교

육에서 재구성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 간접적 생활관심의 의미 및 역할 재구성 

  앞서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듀이의 간접적 생활관심 개념을 실제 교육 

활동인 수업에서 적합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구체적 수업 활동인 사회과 수

업에서 직접적, 간접적 생활관심의 의미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직접적 

생활관심과 간접적 생활관심의 의미를 간접적 생활관심의 역할을 재구성하

여, 간접적 생활관심의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개념의 모호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그 개념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이 주요한 접근 방

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듀이가 직접, 간접의 구분을 생활관심뿐만 아니

라 그의 교육 철학의 중심인 경험에서도 논의하고 있기에 이를 통해서 간

접적 생활관심의 역할을 밝힐 수 있다고 보았다. 

  먼저, 간접적 생활관심은 추상적 교육 내용을 학생의 생활과 연계 시키

는 중간 매개체를 밝히는 과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직접적 

연관성을 인식하기 힘든 영역을 연계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은 듀이의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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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 생활관심의 정의에서도 드러난다(Dewey. 1913: 28 ; 조용기 역, 2015: 

61). 사회과 교과에서 다루어지는 추상적 개념은 학생이 살아가는 사회, 그 

안에서의 학생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관심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간접적 

생활관심에 부여할 수 있다. 이 때 생활은 미래의 삶, 어른의 삶이 아니라 

현재 진행되는 학생들의 삶, 생활에 주목하는 것이다. 사회과의 추상적 개

념들은 학생들의 일반적인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인식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생활을 확장해보면 현재 학생들이 하는 다양한 생활에서의 

경험 가능성에 주목할 수 있다. 

  듀이는 추상성에 해서 추상과 일반화, 명확한 공식화와 같은 논리적 

특성은 모두 개인의 특수한 경험이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공동의 경

험이 되는 기능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한다(Dewey, 1916: 351 ; 이홍우 역, 

2007: 435-436). 이러한 공동의 경험은 인간을 사회적 동물로 만드는 주요

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듀이의 주장이다. 추상적인 개념 등이 전적으로 교

육의 상이 될 수 없고, 가치 없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사고 과정을 통해

서 추상적 개념 역시 교육적 가치를 지닐 수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추상적 개념이 학생의 생활과 현실적으로 거리가 존재하고, 사회

과 교과 내용의 경우, 추상적이고,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기 힘

든 요소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 때, 추상적 개념의 본래적 가치는 지키면서 

중간 매개체로서의 간접적 생활관심을 고려해야한다. 매개체의 역할을 하

는 간접적 생활관심의 특성은 매개체로서의 이유가 충분하고, 매개되더라

도 사회과에서 간접적 생활관심은 언어, 상징 등으로 우연적인 관련성으로 

매개된 것이 필연적인 연관성을 바탕으로 관련되고, 매개되어야 한다. 

  사회과의 내용적 기반이 되는 사회과학의 추상적 개념은 자연과학적 개

념과 차이가 존재한다(Drysdale, 1996: 75-76). 사회적 실재를 표상하는 사

회과학적 개념은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 그 의미가 변화하고, 그 의미

가 다중적일 수 있으며, 사회과학에서 분류는 특정 관심이 반영되고, 일

일 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정신적 구성물이다. 이러한 차이에서 사회과학

의 개념은 단순한 구체화가 아닌 정교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 일이 필

요하다. 특히, 다중적인 사회과의 추상적 개념은 구체적 맥락에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추상적인 개념은 구체적인 맥락에서 의미를 가질 때,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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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더욱 명료화되고, 의의가 높아지기에 생활 속에서 획득하는 일상적 개

념과 병합이 이루어져야 한다(윤길복, 2012: 41).

  두 번째로, 학생의 다양한 간접 경험이 직접 경험과 연계되고, 경험이 확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간접적 생활관심의 역할이다. 듀이는 경험은 유

동적인 힘이고, 경험의 가치는 오직 그것이 어디로 향해서 진행되어 가느

냐를 근거로 판단될 수 있다고 보았다(Dewey, 1938: 88). 경험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러한 경험을 재구성 하는 것이 간접적 생활관심은 듀이가 

이야기하는 경험의 방향성을 제한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경험이 확 될 수 

있는 것에 기여할 수 있다. 즉, 하나의 생활관심의 구분을 기계적, 언어적

인 표현으로 명확히 하는 것을 넘어서 간접적 생활관심이 직접, 간접 경험

의 연계하고, 확장해나가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듀이는 교육에서 중

요한 경험을 직접, 간접의 의미로 구분한다(Dewey, 1916: 271-273 ; 이홍우 

역. 2008: 350-351). 직접 경험이란 자신이 어떤 사태에 직접 참여하여 생생

하게 얻는 경험으로서 매개되지 않은 경험을 의미한다. 그와 개념적으로 

구분하는 간접 경험이란 인간과 사물 사이에 연결시켜주는 기호, 언어, 문

자 등의 상징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소위 매개되는 경험이며 이러한 

일체의 언어와 일체의 상징은 간접 경험의 도구가 된다.

  하지만 언어로 표되는 상징화에 한 듀이는 새로운 경험의 초기 단계

에서 추상이나 상징으로 시작하는 일은 큰 위험이 따른다고 지적한다(송도

선, 2009: 87). 직접 경험이 없거나 이러한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새로운 

이론을 학습하는 것을 시작하게 되면 상징 매체가 진정한 의미에서 사물을 

신하지 못하고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되기 쉽게 된다고 본다(Dewey, 

1916: 272 ; 이홍우 역, 2007: 351). 상징화된 언어 매체에 집중하게 되면, 

상징을 뛰어넘어서 현재의 생생한 경험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면서 결국 언

어 매체 자체가 경험의 목적이 되고, 상징의 세계에 한정되어 무기력해지

게 된다.

  이러한 듀이의 언급에서 간접 경험의 무가치함이 아닌 간접 경험이 직접 

경험과 관련되어야 유의미해질 수 있다는 의미를 읽을 수 있다. 듀이의 직

접 경험과 간접 경험의 구분에서 듀이의 구분을 사회과에 맞추어서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듀이는 간접 경험을 위주로 구성되는 교육을 비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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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직접 경험을 강조한 것이지 완전히 간접 경험을 거부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간접 경험이라고 한정 지은 이유는 상징과 언어 자체에 매몰되게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어둔 것이다. 현재의 문제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안을 강조하고, 최종적으로는 그 구분을 극복하는 것이 듀이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현  사회는 고도의 상징체계 외에도 다양한 간접 경험이 제공되고 있으

며, 직접과 간접 경험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 듀이가 간접 경험이라고 

했던 것과 달리 ‘간접 경험’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의 

기술력은 사회과 학습자에게 실제 사회에 한 질적으로 높은 경험을 제공

한다. 각종 가상현실, 증강현실 프로그램 등 이전과 다른 도구가 ‘직접’

과 ‘간접’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이러한 AR, VR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상황2)에서 

그 활동이 가지는 본질적 의미, 성장에의 기반에 학교 교육이 방향성을 제

공해야한다. 따라서 직접적과 간접적의 의미에서 총체적인 통합의 과정, 그 

‘발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실제적으로 더 의미가 있다. 언어, 상징뿐

만 아니라 직접 경험에 가까운 간접 경험이 늘어나고 있기에 이러한 경험 

사이의 가교의 역할을 하는 간접적 생활관심은 사회적 변화를 다루는 사회

과에서 그 역할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접 경험이 직접 경험만큼의 생생함을 지니면서 직접

적 생활관심의 상이 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이 간접적 생활관심을 논의하는 이유이다. 듀이는 우리가 모든 것을 

직접 경험 할 수 없고, 상당수를 간접 경험으로 채우고 있다고 판단한다

(Dewey, 1916: 271 ; 이홍우 역. 2008: 350). 실제로도 무수한 역사상 축적

된 경험을 한 인간이 모두 직접적으로 경험하기란 불가능하다. 인류의 성

장은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무수히 누적된 과거의 경험과 타인의 경험을 

내 것으로 하고, 또한 각 개인이 하는 경험이 전체 경험이 되고, 인류의 경

험이 누적되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일반화나 추상적 활동이 있어야 학문

의 객관성이나 보편타당성이 이루어진다(송도선, 2009: 86). 추상이나 상징

2) 일상생활 속에 들어온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연합뉴스 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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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개인의 경험 등을 객관화 시키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한 개인에 

한정되는 경험으로 끝나고 만다. 개인의 특수한 경험에서 벗어나 공동의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타인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 논리, 상징을 통해

서 이루어진다. 

  직접적인 사회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간접적 생활관심을 통한 매개

로 간접적 상이 오히려 이후 직접적인 양식으로 변환되고, 확산될 여지

가 충분하다. 듀이가 경험을 구분하는 또 다른 기준인 일차적 경험과 이차

적 경험은 직접과 간접의 또 다른 측면을 부각시켜 준다(김태길, 2010: 

278-279). 일차적 경험은 우리가 감관을 통하여 직접 지각하는 것이다. 소

박한 일상의 경험 이차적 경험은 일차적 경험을 소재로 삼고 마음이 숙고

의 과정을 통해서 관념, 개념, 판단 따위의 내적 경험, 개념은 모두 이차적 

경험이다. 듀이는 일차적 경험은 최소의 우발적 고찰의 결과로 경험되는 

것이며, 이차적 경험은 원칙을 따라 수행된 계속적인 숙고와 탐구의 결과

라 말한다(Dewey, 1925: 4). 이차적 경험은 일차적 경험으로 돌아오고, 일

차적 경험을 더 깊은 각도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구분에서 숙고

의 과정, 탐구의 과정에서 간접적 생활관심은 그 과정 자체가 분리되지 않

도록 해준다. 

  세 번째로, 간접적 생활관심 구현이 필요한 듀이가 추구하는 교육 목표

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듀이 교육관이 이러한 작업에 필수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상이다. 단순한 학습의 동기를 넘어선 듀이가 말하는 ‘성

장‘으로서의 교육에 생활관심의 구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해서 명

백하게 밝혀야 한다. 사회과 교육이 추구하는 목적은 단순한 추상적 개념

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학습이 아니다. 사회과 교육의 목적은 듀이가 추구

하는 교육의 목적과 닿아 있다. 사회과가 추구하는 민주 시민은 학습의 결

과만은 아니다. 듀이는 교과 내용의 학습을 넘어서 경험의 성장을 추구한

다. 경험의 성장이 내재적으로 이루어지도록하기 위해서 교육이 존재한다. 

이러한 성장의 과정이 되는 교육에서 듀이는 수단과 목적이 분리되지 않

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과정 자체를 생활관심이라 보

고, 목적과 수단의 연속성을 주장한다(노진호, 1997: 170). 모든 사건은 인

과관계의 연속적인 흐름 속에서 일어난다. 인과관계에서 목적과 수단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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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원리를 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관계 속에서 목적

과 수단을 구분하는 것은 잠정적이고, 일시적이며, 상 적 의미만을 지닐 

뿐이다. 

  듀이에게서 어떤 일에 한 목적은 연속성을 가지는 활동을 초래할 가능

성이 있는 결과에 한 행위자의 예견이다(노진호, 1997: 172). ‘예견된 결

과(end-in-view)’ 혹은 ‘예견된 목표’의 역할을 듀이는 강조한다

(Dewey, 1916: 119 ; 이홍우 역, 2007: 173-174). ‘예견된 목표(결과)’는 

문자 그 로 마음속에서 미리 그려본 결과를 분명히 했을 때, 그 결과에 

흥미를 갖고, 그러한 예견되는 결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사태의 과정 혹

은 행위에 착수하게 된다. 이것이 생활관심이 즉각적 충동과 구별되는 점

이다. 이러한 예견된 목표로서 가지는 목적의 기능에 해서 듀이는 문자 

그 로 마음속에서 미리 그려본 결과를 분명히 했을 때, 그 결과에 흥미를 

갖고, 그러한 결과를 실현하기 위한 사태의 과정 혹은 행위에 착수하게 된

다. 결과를 그려본다는 측면에서 생활관심이 즉각적 충동과 구별된다(김무

길, 2008: 21). 

  하지만 수단과 목적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가 실제 교육 상황에서 계속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생활관심을 이야기하는 이유도 수단과 목적이 완벽

하게 일치된 놀이가 아니기에 교육 상황에서 수단과 목적의 분리는 일상적

으로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에서 수단과 목적의 분리를 극

복하기 위한 생활관심은 교육의 목적, 목표와 접한 관련성을 맺게 된다. 

이 관련성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수단과 목적을 연계시키는 작업을 간접적 

생활관심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달성할 수 있다.  

  듀이에게서 목적은 잠재적인 가능성이라 할 수 있다(박철홍, 허경섭, 

2008: 122). 고정된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으로서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듀이는 고정된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장하는 목적

을 이야기 한다. 활동 속에서 형성되는 목적관으로는 모든 변화는 이미 내

재하고 있는 것의 발현이나 주어진 목적의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진정한 변형이 된다(박철홍, 허경섭 

2008: 131).

  하지만 듀이가 제시하는 목적이 변동의 가능성만 농후한 임시적이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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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성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교육에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활동의 과정 

속에서 성장하는 목적에 중심을 잡아주어야 하고, 생활관심은 이러한 역할

을 할 수 있다. 절 적이고, 궁극적이지 않지만 학생의 현재에 최선의 목적

을 위해서는 학생의 생활관심을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성장의 

방향성을 추구하는데 생활관심은 수단이라 할 수 있으며, 생활관심은 지금 

현재의 수업 활동이 목적과 학습자 내에서 일체화되는 과정이자, 기준이다.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이 활동과 자신의 목적 간의 연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생활관심이 필수적이다.

  앞서 논의한 듀이가 받는 비판 중 하나인 학생이 문제라 생각하는 상황

이 실제로는 학생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

한 비판에 해서 간접적 생활관심이 듀이의 ‘성장’이라는 교육적 목적

과 생활관심을 중재할 수 있다. 듀이가 강조하는 교육의 목적은 성장하는 

힘을 조직적으로 기름으로써 교육을 계속하면서 삶의 과정 전체에서 배움

을 지속해나가도록 하는 성향을 최상의 결과로 추구하는 것이다(Dewey, 

1916: 60 ; 이홍우 역, 2007: 106-107). 이러한 힘의 근본은 생활관심이다. 

직접적 생활관심이 학습자 현재 내면에 초점이 맞추어 진다면 ‘성장’을 

위해서 학습자가 교사가 마련한 교육 활동 등과 같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때 교사는 자신의 기준과 가치에 따른 

학습 내용이 아니라 학생의 직접적 생활관심을 토 로 간접적 생활관심을 

구현한다면 학습자가 느끼는 문제를 실제로도 ‘성장’을 위한 방향성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게임을 밤새하

는 것에 직접적 생활관심을 가진 학생이 있다. 직접적 생활관심에만 근거

한다면 게임을 계속하도록 해야 하겠지만 간접적 생활관심에 근거하면 게

임이라는 생활관심을 성장의 방향성과 연계하는 방식, 실제적 예를 들면 

그 게임을 이 게임을 만든 회사의 특성, 이 게임이 재미있는 이유, 이 게임

에 관련된 배경 스토리 등에 해서 생각해보게 하면서 게임과 연계된 

‘성장’의 방향성을 찾도록 노력할 수 있다. 사회과 수업에서도 학생들이 

사회과 개념을 듣고 처음 떠올리게 되는 생활적 배경을 고려하고, 예상하

는 결과를 만족시키면서도 그 이상의 것을 교육 경험을 통해서 접하게 될 

것이라는 기 를 제공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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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간접적 생활관심의 역할을 명확

히 하면 수단과 목적의 연관성, 생활과 학습내용의 연관성의 인지를 지속

할 수 있는 내적 능동성을 학생에게 부여할 수 있다. 직접 경험 뿐만 아니

라 간접 경험이 학습자의 내적 능동성을 부여한다면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이러한 의미를 밝히는데 간접적 생활관심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

다. 간접적 생활관심 역시 간접 경험과 유사하게 구분되는데 학습자와 직

접적으로 일체화 된 것이 아닌 매개된 생활관심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하

지만 생활관심의 본질적 능동성은 간접적 생활관심을 통해서 확장된 범위

의 경험을 자신의 직접적 영역으로 이끌어오기 위해서는 간접적 생활관심

의 구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듀이는 참가자 태도를 주장하고, 순

수하게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한다. 진심

으로 몰두하는 활동 안에서는 주관과 객관 목적과 수단은 하나가 되고, 이

렇게 하나의 통합된 활동이 생활관심이다(김태오, 1992: 83).

 

(2) 간접적 생활관심 개념 구현 과정 재구성 

  간접적 생활관심은 듀이의 논의에서 구체적인 발생 및 구현의 과정이 드

러나지 않기에 간접적 생활관심을 구현하는 구체적 과정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교육이라는 실천적 행위에서 간접적 생활관심을 적용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과정이다. 상황적 흥미 이론에서 일방적 흥미의 발달을 주장한다면 

간접적 생활관심을 고려하면 생활관심의 발달 과정을 듀이가 주장하는바에 

따르면 직접적 생활관심에서 출발하되, 단순한 직접적 생활관심을 직접적

인 방식으로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이 가능한 적절한 의도적 난관 제

공해야하며 이러한 과정에는 사고의 작용이 포함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직접적 생활관심에서 간접적 생활관심으로, 간접적 

생활관심에서 직접적 생활관심으로 다시 이어지는 발달 과정과 그 과정에

서 사고의 역할 밝혀야 한다. 성장을 위한 교육 활동에서 듀이 생활관심의 

발달을 위해서 사고가 필요하다(이기영, 정지숙, 1998: 120). 사고와 생활관

심의 관계를 고려하여, 사회과의 간접적 생활관심을 구현하는 과정에서는 

적극적 ‘사고 과정’을 고려하여 내용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 75 -

있다. 그 근거에는 듀이 생활관심은 발달하고, 변화하는 동태적 개념이며, 

이러한 생활관심의 동태적 차원을 교육에서 고려해야한다는 점이 존재한다

(김무길, 2008: 10). 앞서 살펴보았듯이 듀이는 교육의 목적 자체가 성장한

다고 보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생활관심도 확 되고, 발달해간다. 만약 생

활관심의 동태적인 발달 과정이 예상할 수 없이 우연적으로 발달해나간다

고 본다면 더 이상 교육적 노력은 불필요한 것이 된다. 하지만 듀이는 생

활관심의 발생과 발달을 우연적 요인으로만 보지 않고, 환경적 조건과 노

력 등으로 구현 가능한 요인으로 본다(Dewey. 1913: 96 ; 조용기 역, 2015: 

126). 이러한 듀이의 생각에서 직접적, 간접적 생활관심 간접적, 직접적 생

활관심은 우연적으로 혹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고의 

과정이 개입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고가 생활관심의 발달에 어떤 과정에 개입해야하는지, 왜 

필요한지에 해서 듀이의 논의를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듀이는 직접

적 생활관심과 간접적 생활관심 사이의 넘을 수 없는 경계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Dewey. 1913: 36 ; 조용기 역, 2015: 58). 듀이는 노력을 

지구력 혹은 연속성, 장애를 극복하고, 방해를 견디어 내는 힘으로 표현한

다(Dewey. 1913: 47 ; 조용기 역, 2014: 69). 노력은 그 활동을 얼마나 좋아

하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이며, 노력은 활동의 완결에 도달하는 과정과의 관

련성으로 인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라 본다. 이러한 노력은 곧 사고와 

연계되게 된다. 듀이는 노력이라는 에너지의 의미를 사고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 즉, 상황을 지성적으로 고찰하여 활용가능한 방법과 수단을 고

안하는 쪽으로 바꾸는 것, 목적에 하여 생각하는 것을 지속하는 것이라 

본다(Dewey. 1913: 50-51 ; 조용기 역, 2015: 74). 우리가 바라는 목적을 위

해서 사태에 개입하는 노력의 과정이 이루어 질 때, 이러한 노력의 가치는 

노력의 결과가 성취되어야 하는 무엇인가로 간주되어 노력이 꾸준해지고, 

사태를 해결할 최상의 방법을 발견하기 위해 사고가 작동된다. 즉, 교육적 

발달에서 노력의 가치는 사고 혹은 반성적 탐구를 위한 가치이다(Dewey. 

1913: 54 ; 조용기 역, 2015: 77). 노력을 요하는 상황의 의의는 활동의 도

달점과 목적을 분명히 의식하게 하고, 사고가 결여된 맹목적 노력에서 반

성적 판단으로 에너지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다. 이 두 단계는 상호의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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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사고가 관련성을 인식하는데 필요하고, 목적을 사고하는 과정에서 우

리의 자세는 방관자가 아니라 생활관심을 가지고, 지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이러한 생활관심은 막연히 ‘느껴지는 느낌’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

고의 과정에서 발생하고, 발달하게 된다. 사고가 개입되지 않아도 가질 수 

있는 직접적 생활관심에서 활동의 목적을 인지하고, 수단적 요인을 찾으면

서 발생하는 간접적 생활관심의 발달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사고가 개입된

다. 듀이에 따르면 사태에서 객관적인 결과의 예견을 지적인 측면이고, 개

인적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정서적, 의지적 측면으로 지칭할 수 있으나 둘은 

구별되지 않는다. 이러한 듀이의 언급은 생활관심과 사고가 함께 진행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연속적 관계를 지각함으로써 흥미를 갖게 되고, 사고 작

용을 통하여 자신의 행위의 관계성을 파악함으로써 ‘하나의 경험’이 된

다(김무길, 2008: 16). 간접적 생활관심에 의해 확 된 관련성에 한 인식

을 통해 직접적 생활관심이 되고, 이후 다른 활동에서 또 다른 간접적 생

활관심의 기반이 된다.  

  상황적 흥미 역시 인지적 측면을 강조하지만 그 발달 과정적 측면에서 

사고의 역할을 강조하지는 않는다. 생활관심 발달 과정에서의 사고의 역할

은 간접적 생활관심을 통해서 명확하게 할 수 있다. 듀이에게 좋은 가르침

이라는 기존의 능력에 호소하되, 새로운 자료를 도입함으로써 그 능력이 

새 목적을 위해 재조직되도록 하는 가르침이며, 그 재조직에는 사고, 즉 지

성적 노력을 요청한다. 노력의 교육적 의의, 즉, 교육적 성장을 위한 노력

의 가치는 사고의 자극에 있다(Dewey. 1913: 58 ; 조용기 역, 2015: 81). 지

성적 노력을 통해서 사고는 자극되고, 이 노력은 관련성을 인식하고, 일체

화되어가는 생활관심의 발달의 과정과도 일맥상통하게 된다. 

  이러한 사고하는 과정은 특히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의미가 있다. 학생들

은 성인과는 달리 직접적인 사회적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회과 내용

에 한 직접적 생활관심을 가지기 쉽지 않다. 사고하는 과정, 지적 활동 

자체에 해서도 생활관심을 가지게 하는 방법으로 간접적 생활관심을 구

현할 수 있다. 간접적 생활관심이 확 의 과정이고, 목적이 성장의 방향성

에 따라서 멀어진다면 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노력이며, 이러한 목적을 

인식하는데 간접적 생활관심이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성취 수단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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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게 생각할 정도로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활동이 될 때, 필요한 노력이 

확보된다(Dewey. 1913: 60 ; 조용기 역, 2015: 82). 

  이러한 듀이 생활관심 개념에서 드러나는 사고를 바탕으로 한 우연에 맡

기지 않는 생활관심의 발달 과정이 곧 교육적 성장의 과정이 될 수 있다. 

교육에서 발달은 성장은 계속적인 경험의 결과로 축적되어 가는 과정이며, 

성인의 삶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학생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가지고,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하는 과정과 완성을 기하는 학습자가 지닌 성장 가

능성의 원리를 존중하는 과정이 발달이다(이주영, 권동택, 2013: 78). 듀이

가 주장하는 생활관심의 발달 역시 이러한 맥락이다. 개별 삶의 과정으로

서의 발달이 진행되고, 이는 계속적 성장의 과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 때

문에 교육적 생활관심은 성장의 자원이다(김태오. 1992: 98). 

  두 번째로, 간접적 생활관심을 구현하는 과정에서는 적절한 난관이 필요

하다. 간접적 생활관심을 제시하고, 구현하는 과정 자체가 난관이 될 수도 

있지만 구현 과정에서 교사는 어떤 요소를 직접적으로 이어붙이는 것이 아

니라 적절한 난관을 제시해야한다. 매개체의 역할은 지적 자극과 목적에 

한 인식이 필요하다. 적절한 난관을 통해서 사고가 필요한 복잡한 활동

으로 나아갈 수 있다. 듀이는 적절한 저항, 장애물은 목적의 의미를 크게 

느끼게 하며, 에너지를 강화시켜주는 일종의 자극제가 된다고 본다(Dewey. 

1913: 51-52 ; 조용기 역, 2015: 75). 적당한 난관 혹은 간극을 제시하면 학

생과 교과 사이에 흥미를 자리 잡게 된다.  이 때 적당한 난관이란 문제의 

상황과 그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사고하는데 있다. 그 안은 학습 과제

가 학생에게 호소력을 가지는 것일 때 혹은 그의 능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일 때, 그 난관이 그를 좌절시키기보다 고무시켜 줄 수 있을 때 효력이 

있다(Dewey. 1913: 57 ; 조용기 역, 2015: 80). 이러한 적절한 난관은 수단

에 해서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며 바로 즉각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관련성을 사고 과정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게 한다. 

  적절한 난관은 교사가 수업을 철저히 준비해야하는 이유도 제공한다. 적

절한 난관을 제공할 때, 교사의 판단력, 전략 교사의 지적 공감력의 중요하

다(Dewey. 1913: 58 ; 조용기 역, 2015: 80). 교사는 학생의 생활관심, 교과 

연결, 확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너무 쉽지도, 너무 어렵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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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과제를 주어야 하고, 교사는 어려운 요소의 도입으로 아이의 활동을 

점차 복잡하게 만들면서도 어떻게 그 어려움이 아이를 무디거나 의기소침

하게 자극하는 신 자극하는 무엇이 되게 할 것인가에 해 고민해야한다

고 본다(Dewey. 1913: 56 ; 조용기 역, 2015: 78). 이러한 듀이의 논의에서 

사회과의 간접적 생활관심을 구체화하면 사회과에서 구현되어야 하는 간접

적 생활관심 난관이 되면서 활동을 더 복잡하게 하고, 자극하는 요인이 되

어야한다. 적절한 난관을 통해서 정서적 친숙함에 기반을 둔 생활관심이 

아니라 복잡한 활동을 확 될 수 있다. 간접적 생활관심은 적절한 난관이

라는 조건을 만족해야하며 간접적 생활관심을 활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난관’의 개념을 활용해야한다. 즉각적으로 긍정적 정서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과의 추상적 내용을 ‘적절한 난관’이 될 수 있도록 교

과의 내용적 영역을 구성하게 되면 상황적 흥미에서 다루기 어려운 추상적 

내용이 적절한 난관의 수준이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간접적 생활관심이 

구현된다. 

  듀이는 이러한 적절한 난관이 부여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노력이라 보았으며, 이 때문에 노력과 생활관심을 반 의 성질을 지닌 것

으로 보지 않는다. 듀이에게 노력이란 직접적 생활관심에서 간접적 생활관

심으로 나아가는 활동의 성장 과정의 한 부분이다(Dewey. 1913: 59 ; 조용

기 역, 2015: 81). 직접적 생활관심에서 간접적 생활관심으로 가는 과정에

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활동이 복잡해지고, 연관

되는 요인들이 많아지면 활동의 결과를 이끌어낼 동기의 중요성이 증 된

다. 멀어진 목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더 필요로 하게 된다. 예를 

들면 제도, 법과 같은 추상적 개념 및 교과 내용을 학생의 도전 의식을 불

러일으키고, 사고력 확장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근거 물음을 통해서 확장하는 사고,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 등

에 해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질문, 활동 등을 교사가 구성 

할 때, 적절한 난관이라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구성하게 되면 그 교육적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활관심 구현하는 과정에서 간접적 생활관심의 논리성을 

확보해야한다. 간접적 생활관심은 기준 없는 전 방위 확장이 아닌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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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위한 확장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확장이 문어발식, 근거 없는 확

장을 위한 확장이 아닌, 성장을 위한 확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의 객

관성과 논리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좋은 수업은 논리적이어야 한다는 주장

이 이를 뒷받침하고, 이때 좋은 수업이란 학생이 수업 활동을 통해서 성장

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허수미, 2013: 140). 이를 위해서는 전체적 구

조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이러한 주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간접적 생활관심 역시 ‘논리성’이 필요하다. 간접적 생활관심이 

문어발식 확장이 아닌 ‘성장’을 위한 논리적 확장이 이루어져야 인지적 

발달 또한 이루어진다. 간접적 생활관심이 연관성을 통해서 학생에게 의미

를 부여하는 현실 세계를 논리적 과정을 통해서 구성된 추상적 개념일수록 

논리성은 더욱 중요하다. 전체적인 구조에서 구체적 형태의 사실에서 추상

화 되는 과정을 논리성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연결고리를 확  시킬 수 있

다. 사회과는 현실적 변화에 민감한 교과이다. 추상적 개념은 이러한 현실

적 변화를 유연성, 논리적 설명을 더 정교하게 할 수 있다. 

  생활관심을 고려하는 것은 교과 내용에 해서 전체적인 틀을 다시 세우

고, 이를 수업 방안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의 논리성에 

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앞서 사고와 간접적 생활관심의 관계를 구

체화하였는데 간접적 생활관심을 통해서 추상성 개념이 가지고 있는 복잡

성의 의미를 밝히되, 복잡성의 의미를 ‘사고’와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간접적 생활관심은 사고의 논리성을 염두에 두어두고, 확장해나가야 한

다. 

  간접적 생활관심에서 논리성이 필요한 이유는 논리적 방향성 없고, 근거 

없는 확장은 결국 처음의 시작이 된 지점과의 연계성이 없어지게 되기 때

문이다. 출발 지점을 잊고, 무작정 확 되어 나가면 목표 없는 무주공산에

서 떠돌게 될 수 있다. 또한 간접적 생활관심에 논리성을 고려하는 일은 

기억의 상, 암기의 상으로 낙인 되고, 전락된 사회과 교육(설규주, 

2014: 65)을 학생과 연결시키는 방식이 될 수 있다. 사회과 개념의 논리적 

발달을 학생을 연결시키는 맥락이 될 수 있다. 근거 없는 확장이 아닌 논

리적 확장으로 개념을 더 생활과 연계시킬 수 있다. 

  사회과에서 이루어지는 개념적 학습, 즉 사회과학적 추상적 개념이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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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발달하는 것은 일상적인 구체적 개념과의 상보적 관계 속에서 이루

어져야한다(윤길복, 2012: 39). 이러한 일상에서 형성하는 개념은 학생의 생

활과 접한 관련이 있다. 이를 연결하는 과정이 간접적 생활관심이다. 과

학적 개념의 발달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비고츠키의 경우, 개념 형

성 과정은 특수에서 일반으로 일반에서 특수로 번갈아가면서 이루어지는 

사고의 운동이기에 일상적 개념이 과학적 개념과  일상적 개념이 과학적 

개념과 병합될 때 깊이 있고, 의미 있는 개념 형성이 이루어진다(Vygotsky, 

1962: 82 ; 윤길복, 2012: 33-34에서 재인용). 일상적 개념과 과학적 개념의 

상호 연관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기억이 아니라 사고를 

통해서 교과 내용을 확장하게 된다. 개념 자체의 논리성과 일상생활에서의 

논리성을 병합하게 되면 추상적 개념은 생활과 분리되지 않게 된다.  

  결론적으로 듀이의 간접적 생활관심을 구현하는 과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의 생활관심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사고를 자극하여 성장 방향성을 인식할 수 있는 생활관심의 발

달을 제공하는 생활관심 조직자, 성장의 동반자이다. 교사는 지성적 지도자

로서 교사는 학습자와 공동 경험 속에서 의사소통하고, 학습자의 사고와 

탐구의욕을 증진시키고, 그 뿐만 아니라 교사 자신이 스스로 지적 사고와 

활동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탐구자가 되어야 한다(김무길, 2004: 12). 교사

는 스스로 탐구하면서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일깨워 

주는 존재이며, 수업 활동이 연속적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과거

의 교사는 지식의 전달자였지만 과학의 발달로 인해 지식의 생성과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교사는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생산적인 

지식을 탐구하여야 한다(이주한, 2003: 87).

(3) 사회과 교과 맥락에서 간접적 생활관심의 재구성   

  사회과 교과 맥락에서 간접적 생활관심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회과의 

추상적 개념과 관련 있으면서도 서도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사회

과 목표에서의 추출할 수 있는 생활관심 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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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회과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예견되는 

결과, 목적’, 즉 상위 차원의 직접적 생활관심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과의 목표와 학생의 생활관심을 연결한 궁극적인 간접적 생활관심 

상이 명확하지 않다. 학생 개인 각자의 의미는 다르겠지만 직접적 생활관

심을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회과에서 제시할 수 있는 생활관심의 

상을 제시해야한다. 사회과 목표에서 추구하는 예견된 결과를 정교하게 설

계하게 되면 생활관심을 추상적 개념에 한 지식, 이해 적용을 통해서 확

장 시키는데 간접적 생활관심을 구현할 수 있으며, 추상적 개념의 학습이 

확장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간접적 생활관심의 

상을 될 수 있는 관심을 가질만한 사회과의 상이 필요하다. 학생들 모두

가 사회과 추상적 개념이 직접적 생활관심의 상인 통령, 사회학자, 경

제학자, 정치학자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사회과의 추상적 개념들은 

그 자체로 생활관심의 상이 되기 힘들다. 학생들은 사회가 너무나 변동

이 빠르고, 혼란스러워서 교과서적 개념이 가치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어렵고 추상적 개념들은 변화하는 사회에서 고리타분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설규주, 2014: 66). 따라서 학생이 수단으로서의 간접적 생활관심을 분명히 

인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사는 학생들이 현재에 추구할 수 있는 사

회과의 목표, 인간상을 구체화시켜야 한다.

  하지만 지금 현재에도 학생은 시민이지만 미래의 역할이 더 확장될 수 

있는 시기이다. 학생들의 직접적인 결정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보다

는 학생들의 생활관심은 학생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더 넓은 경험과 지식

을 가진 교사들에 의해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Tanner, 1997: 123). 이는 학

생들의 드러나는 표피적 관심사에 매몰되지 않고, 가능성을 파악하고, 이를 

생활관심과 연결시켜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생활관심을 해석하

고, 지침이 될 수 있는 사회과 목표에서의 핵심을 추출할 필요가 있다. 이

러한 핵심이라 여겨지는 추상적 개념에 해서 ‘가치 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가치가 반영된 형태가 아닌, 학생들이 그 자체로 관

심을 가질 수 있는 구체적인 형태의 직접적 생활관심인 목표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추상적 개념은 학생과 연계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사회과 교육 목표에 한 다양한 논의를 살펴보고 이를 바



- 82 -

탕으로 학생들이 생활관심의 상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를 추출해보

고자 한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표현으로는 훌륭한 시민(Good citizen)이 있

다. Woolever와 Scott(1988: 17-18)은 다소 추상적인 표현으로 훌륭한 시민

(Good citizen)을 제시한다. 훌륭한 시민(Good citizen)이란 합리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서 추구해야하는 정답에 해서 그들 자신과 다른 이에게 

지속적으로 질문하는 시민을 의미한다. 합리적 결정을 통해서 훌륭한 시민

은 그들의 삶과 사회 전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존재로 표현한

다. Parker(2001: 14) 역시 발전된 시민 개념은 공적 영역에의 적극적인 참

여를 강조하며, 민주주의를 삶의 방식이자 과정으로 파악하고, 문화적 다양

성을 보호하며 하위 공동체의 문화 보전의 권리를 존중하는 시민을 강조한

다. 이러한 행동에 한 강조는 사회과의 교육 목표가 특정 ‘상태’가 아

닌 발전하는 시민으로 볼 수 있다. 행동에 한 강조는 Maxim(2003: 20-21)

의 참여적 시민성(Participatory Citizenship) 개념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미

래의 시민에게 우리의 민주 사회를 부탁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사

회과의 목표이다. 학생들이 개인적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

와주어야 하며, 이 개인적 책임감이 성인이 되어서도 공공생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견고한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라 본다. 시민성에서 강조해야

하는 측면을 ‘참여’에 큰 방점을 두는 것으로, ‘개인적 의무감과 책임

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학생의 생활적 측면을 파악할 수 있

다. 사회과의 목표는 사회적 인간으로서 사회에 한 지식을 가지고, 그것

을 기반으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현재의 사회적 변화에 적극적

으로 응하고, 적응하며 앞으로 다가오는 사회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다. 사회과 교육에서는 실제로 1990년  이후 

고차사고력의 강조, 확장적 사고 존 듀이의 반성적 사고에 기반하고, 시민 

행동의 강조 시민으로서의 행동과 참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

다(차경수, 모경환, 2009: 70). 이때 사회과에서 추구하는 행동하는 시민이

란 참여를 통해서 변화를 만드는 인간상이다.

 이러한 행동하는 시민을 제시할 때, Nelson과 Michaelis(1980: 9-10)의 경

우, 구체적으로 어떤 시민의 형태가 학생들의 생활관심의 상이 될 수 있

는가에 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Nelson은 시민의 형태를 애국자와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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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시민, 사회과학자, 비평가, 세계적 사상가, 정치적 사회적 지도자로 구

분한다. 이러한 분류에 한 비판을 하자면 앞서의 분류에는 다양한 시민

성의 개념이 존재하지만 학생들의 생활관심의 상이 되기에는 어렵다. 주

어진 목표, 학생들의 주체성을 강조하더라도 특정 내용을 설정하는 순간 

객체화되게 된다. 학생들에게 지금이 아닌 미래의 모습에 해서 강조하는 

것이 생활관심의 상이 될 수 있을지에 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어떤 특정한 미래의 모습, 시민으로서의 모습을 강조하기보다는 학생들이 

현재 살아가는 생활에서 현재 필요로 하는 시민의 형태를 찾는 것이 중요

하다. 

  최근에 한국 학생들이 생각하는 시민에 한 연구에서는 학생들은 좋은 

시민의 영역으로 비정치적 자원, 소규모 공동체, 개인적 윤리와 관련된 시

민성을 정치적 자원, 국가적 측면, 자발적 참여와 관련된 시민성 중시하고 

있었다(모경환, 이정우, 2004: 77). 이러한 연구 결과는 표면적으로는 자신

의 좁은 범위에 가두어진 부정적 결과로 판단되기도 한다. 이에 해서는 

개인의 생활과 사회를 구분하고, 경계를 짓고, 개인의 생활을 더 확장시키

는 과정이 현재 교육에 없었다는 교훈과 안을 사회과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와 관련된 지식의 연결이 필요하다. 오히려 실천

으로 연결되지 않는 지식은 가치 없으며, 현실 사회와의 연결성을 도외시

하는 것은 학교 교육의 본래 취지에서 어긋난다(김태길, 2010: 486).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과에서 직접적 생활관심의 상으로 삼을 

수 있는 목표, 지금, 현재에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사회과의 목표를 ‘생

활주인(생활참여자)’으로 개념화하고자 한다. 기존의 시민성 개념이 생활

관심보다는 당위성에 근거하였다면 ‘생활주인’은 자신의 생활에서 이루

어지는 각 종 경험과 지식, 활동들의 관련성 인식한 생활영역의 확장(성장) 

추구자이다. 주체적 참여해서 변화시키는 시민을 사회과 목표이자 생활관

심의 상으로 할 수 있다. 주인으로서의 주체성은 변화에 한 적극성을 

뒷받침해줄 것이다. 사회적 능동성을 가진 시민, 다양한 사회 분야에 관심

을 가지는 시민, 효능감을 가지는 시민으로서의 출발점을 제시할 수 있다. 

  사회과 목표의 핵심으로 자신의 ‘생활 주인’으로서 사회적 능동성, 참

여를 선정하고, 이를 생활관심의 상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이유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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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를 진행하면 참여는 의식적으로 해야 그 의미가 있는 행위이기 때문이

다. 사회과 수업에서 참여의 능동성이 중요한 이유는 인지적으로 인식된 

생활관심은 그 능동성을 이후에 발휘할 수 있다. 사고가 개입된 생활관심

은 지연된 상황에서도 내적 능동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Dewey. 1913: 

51-52 ; 조용기 역, 2015: 74-75). 즉, 능동적인 힘을 확보하는데 간접적 생

활관심이 역할을 할 수 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거리감이 있고, 관련성을 

인지하기 힘든 영역에 해서 인지하고, 중간 매개체를 통해서 관련성을 

인지할 수 있다. 간접적 생활관심은 일방적인 흥미로움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활하는 사회와의 관련성, 즉, 사회적 가치를 통해서 직접적 

생활관심과 연계될 수 있다. 듀이 생활관심은 능동성, 효능감, 다양한 관

심, 세계적 시야, 건설적인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다(Tanner, 1997: 127). 

사회과 교육에서 구현되는 생활관심은 학생들이 기존에는 가지고 있지 않

았던 생활관심의 영역을 생활관심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된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는 지적인 행위에서의 자유이고, 자유로운 활동

을 통해 끊임없이 목적을 형성하고 재창조하는 능동적인 삶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박철홍, 허경섭, 2008, 135). 따라서 사회과 

교육이 목표로 하는 자발적 참여의 과정에 바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활관심은 지적 활동을 통한 자유여야 한다. 자신의 생활에서 출발하여 

인지된 간접적 생활관심은 지적인 행위를 해서 능동성을 이끌 수 있다. 이

러한 능동성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사회과 교육과 생활관심, 특히 간접

적 생활관심 구현의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하고, 이 핵심에 ‘참여’가 있다

고 보았다. 직접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근거(내용)에 한 참여의 필요성

을 인지적으로 다가서고, 이후에 행동으로서의 나타내게 하는데 간접적 생

활관심이 역할을 할 수 있다. 

  사회과 수업에서 그 과정, 그리고 시민이라는 결과에서 학생의 주체적인 

참여와 실험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할 때, 그 근본은 생활관심이다. 사회

과의 교육의 방향성이라 할 수 있는 참여하는 시민이라는 실천적이며, 추

상적 목적을 구체적 교육에서 달성하는 것에 교사들이 어려움을 토로한다. 

지식을 암기하도록 하면서도 동시에 참여 등의 민주적 가치와 태도를 가르

쳐야한다는 부담은 사회과 교사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설규주,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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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거 한 담론으로 향하는 것이 아

닌 학생들의 생활 영역과 접해야하며, 이러한 방향성 내에서 개인적으로 

각자의 구체적 형태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간접적 생활관심은 근본적으로 

더 넓혀져 가는 것을 추구한다. 이를 중구난방식이 아닌 질서를 부여할 수 

있다. 간접적 생활관심은 현실적 범위에서 확장되고, 지속될 수 있는 방안

이 될 수 있다. 생활관심은 ‘나’와 나의 일상생활에서 시작하는 것이 가

장 근본이다. 직접적 생활관심을 기반으로 확장하면서 확장된 새로운 직접

적 생활관심이 될 수 있는 사회과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2) 재구성한 개념에 한 예상 비판 및 응

  재구성한 듀이 생활관심 개념이 자의적이라는 지적이 제시될 수 있다. 

하지만 개념의 태생적 특성중 하나는 자의적이라는 점이다. 개념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목적에서 구성하고, 그 목적에 얼마나 적절한지

가 재구성한 개념의 유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다. 본 재구

성 목적이 듀이의 교육적 방향성에 의거한 상황적 흥미 이론을 듀이 간접

적 생활관심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재구성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기

준에 맞추어서 평가해야한다. 자의성보다는 실제적 효용성을 중심으로 평

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미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이론이 특정 교

과에서는 논의되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한다. 흥미에 한 발달된 이론이 

적용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회과에서 흥미, 생활관심에 한 관점이 정체

될 수 있다는 점, 자발적 학습, 학생 중심 교육의 기조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극복해야한다. 이는 생활관심을 당위적 측면이 아닌 의미

를 충분히 반영하는 실제로 교육에서 중요한 구심점으로 구현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듀이 생활관심 개념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실제

적 효용성이라는 주장에 해서 개념의 재구성이 실제적으로 효용성이 있

는가를 검증 가능한가에 한 의문이 존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이 

듀이의 교육적 목적 하에서 듀이의 개념을 활용하고, 이를 상황적 흥미 이

론에 적용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효과 검증을 하는 연구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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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개념의 효용에 해서 설명할 수는 없다. 하지만 상황적 흥미 이론이

라는 효과 검증 이론에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개념의 효용성은 증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생활관심을 교육 요소로 교사가 구현한다는 것은 학생의 자발적 생

활관심이라는 기조에서 벗어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해서는 자발적이라고 했을 때, 단순한 충동에 의거한 자발적이 아

닌 지속할 수 있는 생활관심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정교하게 구성된 개념

을 적용하는 교사의 활동은 생활관심의 의식적인 자발성을 키울 수 있다고 

반박할 수 있다. 생활관심 개념이 능동성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하더

라도 아무런 자극, 경험 없이 스스로 새로운 방향으로 성장할 수 없다. 왜

냐하면 지속적인 흥미를 끌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하고, 이는 교육자가 

현재와 미래의 경험 성장을 동시에 고려하여 환경이나 학습 자료를 현명하

게 선택하여 제공하는 일이기 때문이다(송도선 2009: 165). 학생이 모든 활

동을 스스로 설정하고, 아무런 도움 없이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교육은 아

니다. 교사는 활동의 촉진자, 조언가의 역할을 해야 하며, 이러한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교사는 아동 학생의 성장 방향을 잘 관찰하고, 주시

해야한다. 일방적으로 이끌고 가는 것은 지양하되, 성장의 진행의 진행 방

향을 잘 관찰하고, 조정하는 것이 교사의 주요한 업무이다. 경험과 교육에

서 교사는 아이를 관찰하고, 과거의 학습을 토 로 경험을 재구성할 수 있

어야 한다(Mooney, 2005 ; 최양미 역 2014: 27). 

  마지막으로 생활관심은 심층적인 정신 상태이기에 심지어 역동성, 상호 

발달의 개념까지 논의한다면 이를 구체화한다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지적을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외적으로 드러나는 활동 형태 등만을 논의하는 것

은 교육적 영향을 한정시키는 것이라고 반론 할 수 있다. 교육이 외적 결

과에만 치중하고, 그와 관련된 요인들만 교육적 상으로 한정하게 되면 

교육이 고려하는 범위는 제한되게 된다. 듀이가 주장하는 교육 목적의 내

재성은 교육이 내적 활동이기에 바로 드러나는 결과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까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요인에만 한정하고, 

집중하면 전체적인 변화 양상을 놓칠 가능성이 높다. 교육이 성장을 목표

로 하는 것은 그 성장에 외적으로 관찰 가능한 요인들 외에도 드러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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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측면 또한 존재하기 때문이다. 생활관심과 같이 일상적인 의미와 교육

적 의미가 다른 개념일 경우에 그 심층적인 의미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

하고, 이는 역동성, 상호 발달의 개념에 한 구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

다. 하지만 이러한 구체화가 눈에 보이는 측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러한 측면을 등한시 하는 경우, 외적으로 드러나는 면에 제한되게 된다. 듀

이가 주장하는 교육은 그 자체로 다른 목적이 없고, 학교 교육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것이 계속적 성장에 한 열의를 얼마나 일으키는가, 

그리고 그 열의를 실천에 옮기는 수단을 얼마나 제공하는 데에 있다

(Dewey, 1916: 58 ; 이홍우 역, 2007: 104). 열의에 한 고려, 그리고 그것

을 실천에 옮기는 수단을 제공하는 역할이 바로 교육의 역할이고, 이것이 

바로 시민으로의 성장을 추구하는 사회과 교육에서 ‘생활관심’을 구현해

야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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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재구성된 듀이 생활관심 개념의 상황적 흥미 

이론 적용 

1. 재구성된 듀이 생활관심 개념이 적용된 상황적 흥미 이론

1) 생활관심 개념이 적용된 상황적 흥미 이론의 특징 

  앞서 상황적 흥미 이론의 사회과 교육 및 수업에서의 한계점을 제시하였

다. 한계점의 극복을 위해서 듀이 생활관심 개념을 재구성하고자 하였고, 

이를 상황적 흥미 이론에 적용하여 앞서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기존의 상황적 흥미 이론은 학습 내용( 상)과 학생의 상호작용임을 전제

하고, 흥미를 역동적인 학습의 중요 요인으로 상정한다. 직접적인 교수 학

습 환경과 학생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생하는 ‘상황적 흥미’를 전제로 

한다. 정교한 방식으로 정의되고, 실제적으로 ‘흥미’를 다양한 교육 관련 

변인과의 관계 내에서 탐구하는 이론으로서 상황적 흥미는 유용하다. 

  상황적 흥미 이론에서 흥미가 발생하고, 발달해나가는 과정을 관련성을 

인지한다는 과정이라는 흥미의 정의에서는 듀이 생활관심과 일맥상통한다. 

상황적 흥미 이론은 듀이 생활관심 개념을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직접적 연관성에 한정하기에 수업 내용을 일부러 흥미롭게 만들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추상적 개념에 부적합하고, 흥미의 구체적 역할 및 의

미에 해서는 한계가 있다. 상황적 흥미에서는 개인적 흥미의 발달은 우

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교육 현장에서 집중해야 하는 범위를 제

한한다. 주요 교육적 조치의 범위로서 텍스트, 수업 방법 등 외적 상황으로 

학습 내용에 한 흥미를 실현하고자 하면 지속적인 개인의 생활관심으로

는 나아가지 않는다. 흥미를 발달시킬 수 있으며, 흥미를 발달시키는 적극

적 역할을 교사에게 기 하나 그 역할을 효율적 학습을 도모하는 환경 제

공자로 한정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흥미의 상은 일상의 생활 영역이 아

닌 가르쳐야 하는 교과 내용이고, 교과 내용을 학생과의 관련성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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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를 증진시키고자 하나 관련성 개념이 구체적인 학생의 생활을 바탕으

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 의미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재구성된 간접적 생활관심 개념 의미 

및 역할을 적용하면 상황적 흥미 이론을 듀이의 이론을 수용한 상황적 흥

미 이론으로 변모시킬 수 있다. 상황적 흥미 이론의 재구성은 앞서 간접적 

생활관심의 재구성을 적용한 결과이다. 재구성된 개념을 적용한 결과는 간

접적 생활관심의 적용으로 인해 상황적 흥미 개념에 전반적으로 끼친 영향

과 간접적 생활관심 자체에 한 수용으로 나타나는 결과로 구분하여 논의

하고자 한다.  

  첫 번째 영향으로는 생활관심의 발달 개념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생활관

심은 일방적으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과정의 개입으로 양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유연성을 가지게 된다. 상황적 흥미에서 개인적 흥미로의 이동

을 우연적인 것으로 본 상황적 흥미 이론(Hidi, 2006: 73)과 달리 듀이 생활

관심, 간접적 생활관심을 세부적으로 적용하면 생활관심은 지속적 발달하

고, 사고 과정을 통해서 의식적 발달, 우연이나, 수동적으로 자극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관심은 능동적 발달하게 된다. 상황적 흥미라는 교육에서 흥미

를 고려하는 적극성을 생활관심 개념을 통해서 필연적이고, 지속적이며, 능

동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재구성된 생활관심 개념을 상황적 흥미 이론에 적용하면 이론이 추구하

는 교육적 목표 또한 전환된다. 기존의 상황적 흥미 이론이 추구하는 교육

적 목표가 주로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에 치우쳐져 있다면 간접적 생

활관심 개념까지 구체화한 재구성된 생활관심 개념은 수업 활동의 목적을 

경험의 재구성, 성장으로 전환시키게 된다. 즉, 생활관심은 하나의 활동으

로서 성장을 위한 확장이 되게 된다. 듀이의 교육목적에 더욱 부합하게 된

다.  

  또한 재구성된 생활관심의 구현 과정(환경 조성) 및 교사의 역할에서는 

흥미 이론에서 ‘상황’에 한정되었던 흥미 발생의 환경을 생활관심을 구

현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재구성된 간접적 생활관심 수용하는 것, 

즉, 매개체를 인식하고, 이를 연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사고 과정을 고려하게 

된다. 적절한 난관에 한 아이디어는 수업 상황에서 다양한 활동이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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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생활관심을 구현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생활관심의 

발달과 확장에서 논리성을 고려하면서 수업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자극되는 

흥미가 아닌 필연적으로 교과와 연계되어 지속할 수 바탕을 마련하는 역할

을 한다.  

  이러한 구현 과정의 변화로 방식의 변화는 교사 역할에 해서도 다른 

관점을 요구한다.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수업 환경 제공자를 넘어서 생활

관심 조직자, 성장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구현해야한다. 수업 환경을 제공하

기 위해서 탐구하고, 노력하면서 수업 환경을 제공하지만 더 나아가 학생

들의 수업 이후의 발달, 질적인 경험의 재구성 과정을 공감적으로 이해하

면서 교육적 경험을 안내하는 실천가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오인탁, 양

은주, 2006: 145). 수업 환경을 변화시켜서 상황에서 발생하는 흥미뿐만 아

니라 내재적 경험의 변화에 해서도 고민해야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다. 

듀이의 생활관심은 학생의 생활관심을 조직하고, 성장시키는 실천가로서의 

역할을 교사에게 부여한다. 

  상황적 흥미가 특정 수업 상황에 한정하여 교육에서 흥미를 발달시키고

자 한다면 재구성된 상황적 흥미는 흥미의 상 영역을 ‘일상생활’로 확

한다. 생활관심의 상, 상호작용의 상은 일반적이고 주어진 ‘ 상’

이 아닌 자아의 생활에 기반을 두게 된다. 학생이 자신의 생활 세계를 깊

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듀이가 추구하는 교육이기에(Mooney, 2005 

; 최양미 역 2014: 37) 학생의 생활에 한 관심은 필수적이다. 일상생활은 

하나의 독립적 개인이 의식주를 영위하는 것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사회

과의 경우, 1차적으로는 학생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 기인한다. 이렇게 보

는 입장에서 일상의 삶은 개인의 반성적인 삶, 개인이 선택하는 삶과 공동

체의 현실과 이상으로 나누어지고, 따라서 일상생활이라는 것은 역사와 전

통의 결과물이고, 과학적 사고와 지식 체계를 요구한다(강 현, 2005: 66). 

듀이 생활관심을 적용하면 생활에 한 이해를 기반으로 일상적 삶을 사회

과 교과 내용과 긴 하게 연관된 상황적 흥미로 변화할 수 있다. 

  이러한 전반적 변화와 더불어 사회과 교육 맥락에서 상황적 흥미 이론에 

재구성된 간접적 생활관심을 적용할 때, 사회과의 다중적이며, 모호한 추상

적 개념에 필요한 생활관심의 구현을 이끌 수 있다. 재구성된 상황적 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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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생활관심 외에도 인지적 과정을 통해서 발생

하는 간접적 생활관심을 적용함으로써 명료화된 간접적 생활관심을 통해 

추상적 개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추상적 개념을 생활관심 영역으로 확장

시키게 된다. 교수 학습 방법 등으로 추상적 개념에 상황에서 유발되는 흥

미를 부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추상적 개념을 생활관심의 상으로 포함함

으로써 교육의 목표로서 효과적인 학습뿐만 아니라 정서적 변화, 생활에서

의 능동적 변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게 된다. 생활관심의 바탕이 되는 

진정한 생활은 삶의 에너지를 제공해 준다. 이러한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경험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감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즉 

자기에게 처한 환경과의 활발하고 민첩한 상호작용을 의미한다(Dewey, 

1934: 3 ; 이재언 역. 2003: 19). 이러한 듀이의 생활에 한 언급은 최상의 

생활경험이란 자아와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의미 한다 것을 드러낸다. 이 

때 상호작용은 혼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증거인 것이다. 이러

한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근거로 추상적 개념에 한 수업활동

을 구성하는 간접적 생활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추상적 개념의 가치

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사회과에 재구성된 상황적 흥미 이론을 적용하면 학생들의 직접 경험 외

에도 간접 경험이 교육적으로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다. 직접 경험에서 

생활관심을 직접적으로 연결하기 쉽지 않은 추상적 내용을 생활관심의 영

역 안에서 교육적 목적을 분명히 하여 구현할 수 있다. 학생들이 수업 활

동 내에서 하는 직접 경험에 흥미를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생활에서 이루

어지는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의 발달로 겪게 되는 간접 경험을 전환

시키면서 확 하는 역할을 재구성된 상황적 흥미 이론이 할 수 있다. 연관

성을 인식하는 기본적 바탕에서 사회과 교육의 추상적 개념과 학생들의 일

상생활 사이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재구성된 상황적 흥미 이론에 부여할 

수 있으며, 재구성된 상황적 흥미 이론은 듀이의 교육 목표를 받아들여서 

성장 추구하고 이는 내적 능동성 및 지속성을 증진하여 생활관심의 발달, 

목표를 재구성할 수 있다. 

  또한 재구성된 상황적 흥미 이론은 사회과 교육이 이루어진 이후, 미래 

생활에서 더욱 발달하게 될 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 미래만을 이야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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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직접적 생활관심의 상이 되는 현재와 목표가 될 수 있는 미

래를 연결을 간접적 생활관심을 통해 이룰 수 있다. 현재의 직접적 생활관

심을 확장하여 추상적 개념의 가치를 인식하게 할 수 있다. 구체적인 것에

서 추상적 개념으로 확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추상적 개념을 통해서 세분

화, 풍부화가 일어나면서 새로운 영역에 한 개념을 형성할 수도 있다(박

선미, 2006: 77).

  이러한 맥락에서 간접적 생활관심의 사회과 교과 맥락 고려하여, 간접적 

생활관심과 직접적 생활관심의 발달 위한 학생의 직접적 생활관심 상이 

될 목표 설정하고, 자신의 생활관심을 실현하고자하는 주인, ‘생활주인’

이라는 간접적 생활관심을 구현할 수 있는 직접적 생활관심, 예견된 목표

를 제안한다. 듀이가 주장하는 교육은 발달을 지원하고, 새로운 기술을 습

득하도록 해야 하며, 다른 무언가를 추구한 여지를 남겨두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Mooney, 2005 ; 최양미 역 2014: 39-40). 

2) 재구성된 상황적 흥미 이론의 사회과 수업 적용 방안

  교과의 전면적 재구성이나 학생 선택적 교육과정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생활관심 이론의 본질적인 요소를 받아들이는 방식에 한 고민이 필요하

다. 상황적 흥미에 적용은 기존 교육 환경의 점진적 변화를 통한 생활관심

을 구현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앞서 재구성된 상황적 흥미 이론을 바탕

으로 특정한 수업 모형이 아닌, 교사가 수업 및 활동을 구성할 때, 생활관

심을 구현하는 기준으로서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사회과 수업의 시간

적 진행 순서를 바탕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업 사전 준비 

  먼저 수업 준비 단계에서는 사회과 수업 전체와 해당 차시에서 사회과 

수업을 통해서 도달하는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목표인 지식, 기능, 가치, 태도에 한정하지 않고, 학생이 지향하는 방향성

을 고려하는 ‘예견된 결과, 목표’, 수업을 통해서 도달할 ‘예견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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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명확하게 설정해야한다. 이는 외부에서 일방적으로 주어진 목표가 

아니라, 실제로 학생들의 생활관심 영역에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교사는 

다음 탐구할 주제에 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교육적 경험,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아직 모르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경험을 계획하

고, 사고에 한 이해를 돕고(Mooney, 2005 ; 최양미 역, 2014: 43), 수업의 

각 개별 주제를 ‘이해’시키는 것을 넘어서 학생의 생활관심과 관련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사회과 개별 수업에서 찾을 수 있는 문제의식을 학생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생활관심을 제안해야 학생과 괴리

되지 않는다. 생활주인을 사회과 전체 수업을 관통하는 예견된 목표를 인

식하고, 이를 연결해나가는 과정이 간접적 생활관심이다. 

  다음으로는 교육 목표를 향한 과정의 출발점으로 기본적으로 사회과 개

념과 연관된 학생들의 직접적 생활관심의 실제적인 파악이 필요하다. 듀이

가 바라보는 좋은 수업은 학생에 한 지식에서 출발해야한다(Mooney, 

2005 ; 최양미 역 2014: 31). 기존 학생의 사회과 교과와 관련된 직접적 생

활관심을 파악하고,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확장의 가능성이 있는 생활관

심과 그렇지 않은 생활관심으로 분류해야한다. 일시적인 심리적 즐거움과 

발달의 가능성이 있는 생활관심을 구분해야하기에 직접적 생활관심의 파악

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생활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보를 파악하는 방안을 제

안해볼 수 있다. 학기 초, 수업 사전에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의 삶에서 

겪고 있는 경험 및 생활관심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학기 초에 기본적인 

생활부터 시작하여, 수업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설문지, 면담 등을 통해서 

상세히 조사하고, 자료를 데이터화하여 학생 이해와 수업 준비 정보로 활

용할 수 있다. 이 때, 학생들의 공통적인 직접 경험부터 간접 경험까지 조

직화하는 과정에서 사회과의 경우, 교과 내용의 특성상 다양한 사회적 경

험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상생활에서 과거와 달리 다양한 매체를 통

하여 수많은 경험을 하는 학생들의 상황을 인식하고, 피상적이지 않은 심

층적인 이해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 학생 입장에서 학생의 생활을 기반으

로 생활관심 발달 과정에 한 조직도를 작성해보는 방법을 제안해본다. 

이러한 방식으로 학생의 직접적 관심을 알고, 이에 해서 공감하게 되고, 

이는 교사와 학생 간의 유  관계 또한 긴 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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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 과정

  실제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수업 환경 및 구성에서 생활관심 발달

의 양방향성에 한 고려하는 방안을 적용하는 것이 우선이다. 손쉽게 외

부에서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흥미 자극 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이다. 이

러한 방식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직접적 생활관심과 간접적 생활관심의 연

결고리를 수업 내용과 연결하고, 자신과의 연계성을 찾도록 해야 한다. 듀

이는 생활관심의 동태적 차원을 교육에서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김무

길, 2008: 10). 그 동태적 과정으로 고려하는 것이 간접적 생활관심의 기준

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동태적 과정은 바로 생활관심에 발달에서 드러난

다. 이러한 생활관심 발달의 양방향성에서 상호작용에 한 이해와 실천은 

필수적이다. 이때 양방향성의 역동성은 능동과 수동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

다. 생활관심의 역동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탐구하여 교사 스스

로 내용에 한 역동성을 부여해야한다(김무길, 2008: 22). 

  교육은 활동으로 구성되고, 활동은 동태적이고, 활동이 발달해 나가는 과

정에서 생활관심 또한 발달되게 된다. 듀이는 활동은 행위자로 하여금 재

미있게 한다거나, 푹 빠지게 한다거나, 홀딱 반하게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행위자의 성향이나 능력 그리고 그 활동의 특징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Dewey, 1916: 198 ; 이홍우 역, 2007: 269). 직접적, 간접적의 구분의 기준

은 생활관심의 발달 개념과도 연계된다는 점을 밝혔다. 이러한 구분 자체

가 생활관심을 고정된 것이 아닌 발달하는 것으로 인지하기 위한 초석이

다. 이러한 활동에서 생활관심의 발달 과정을 구현하여 최종적으로는 총체

적 생활관심, 총체적 생활관심 즉, 개인과 상황을 통합을 생활관심을 통해

서 추구한다. 순수하게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진

심으로 몰두하는 활동 안에서는 주관과 객관 목적과 수단은 하나가 된다. 

이렇게 하나의 통합된 활동이 생활관심이다(김태오, 1992: 83). 이러한 총체

적 생활관심, 통합된 활동을 최종적인 생활관심의 목표로 추구해야한다. 

  이를 추구하는 수업 과정에서 교사는 학습자의 생활관심이 총체적인 면

에서 계속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으로 방안

으로는 교재를 점진적으로 재구성하고 탐구적 경험과 환경을 조성하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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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해야 하며, 현재 생활관심이 가치 있는 생활관심 수준으로 전이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탐구활동의 과정에서 파생되는 것이라 보아야 한다(김무

길, 2008: 25). 사회과 교사의 역할은 개념의 전달자가 아닌 경험의 확장자

로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교사가 탐구활동 등의 수업 방법을 선택 할 

시에도 협동학습을 구성하는 방식이 친구, 교사와 같은 타인의 생각에 

‘생활관심’을 발달시키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다. 협동학

습이 의사소통의 활성화 뿐만 아니라 생활관심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고

려되어야 한다. 상황적 흥미 이론에서 정보 생성자로서의 적극적 활동을 

주장하지만 듀이의 경우 일상생활과 관련 깊은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서 지

식을 생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능동적 인지적 관여를 높이는 것이라 주장한

다(김성일 외, 2008: 213). 간접적 생활관심 개념을 적용하면 구체적인 일상

생활에서만 한정되지 않고, 정보 생산자를 넘어서 스스로 역동적으로 경험 

확장자라는 방향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한다. 

  생활관심의 발달을 위해서 또한 수업 전에 파악한 직접 경험과 간접 경

험을 연결을 심층적으로 고려하고, 활용한다. 추상적 개념을 위한 중간매개

체를 학생의 경험에서 찾아서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접촉이 간접적 생활관

심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습자의 실제 생활을 기반으로 하되 

SNS 등 IT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학생들의 활동성은 더욱 증 되었다는 점

과 더불어 관심사의 확장을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임걸, 이동엽, 2012: 48). 

사회과에서의 능동적인 활동은 물리적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통신기

기 활용하여 이전이 학습자가 사회적 경험, 위치 등에서 가졌던 한계를 극

복하는 활동성을 추구할 수도 있게 되었기에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을 통

한 수업이 구현되기 용이한 환경이 조성 되었다. 

  또한 재구성된 상황적 흥미 이론은 사회과 수업 활동에서 제기하는 질문

은 적절한 난관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도록 설정한다. 적절한 난관의 구체적 

기준으로는 공감적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연결성을 인식하는 질문을 제안해

볼 수 있다. 간접적 생활관심의 확장을 추구하는 질문은 필수적으로 수업 

활동이 제시하는 질문으로 ‘관련성을 찾아보자’라는 모호한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질문의 형태를 띠는 것이다. 적절한 난관은 생활관심을 지속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한 기준을 바탕으로 구성하는 방식이 있다. 자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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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의 지속 상태는 생활관심의 핵심이다. 단순한 개념의 학습 이해를 넘

어서서 자발적으로 성장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 방법으로

는 학생이 참여자로서 능동성을 지닐 수 있도록 사회과 수업 과정에서의 

‘참여성’을 높이는 방안이 있다. 사회과 개념이 추상적인 것으로 인식되

고, 고정되지 않도록 간접적 생활관심을 구현해야한다. 추상적인 것을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간접적 생활관심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 생활관

심으로 전환되어 새로운 사회과 관련 활동의 기반이 되는 능동적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사회과 추상적 개념의 자체의 가치와 논리가 있음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추상적 개념의 논리적 확장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는 사회과 개념의 등장 맥락을 파악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우연적

으로 발생하는 생활관심이 아닌 정교하게 성장의 방향성을 따라서 생활관

심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에 이러한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수업 

중에도 학생의 생각과 관심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수업 활동을 진행하고, 

수정해나간다. 또한 교사는 수업 내용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을 수업 내용

의 논리적 구조를 파악하고, 구성해야한다. 기본적으로 현실적 경험, 직접

적 생활관심이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수업을 통해서 학습하

는 개념의 가치를 지식의 습득이 아닌 학생이 공감할 수 있는 범위에 해

서 분명히 파악한다. 사회과학적 개념의 논리적 배경에서 교과의 학문적 

특성에 근거한다. 교과는 일차적으로 실생활의 필요나 학생들의 욕구를 고

려하지만 학문적 성과, 지식 체계와 완전히 구별되지 않는다(강 현, 2007: 

5). 그렇기에 교과의 논리를 명확히 드러내면서 학생들이 접하는 문화나 

실생활과 접점을 찾을 필요가 있고, 이러한 기준에 생활관심이 기여하게 

된다. 

(3) 수업 이후

  사회과 수업의 목표는 추상적 개념의 학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참여하

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업 이후에도 생활관심은 

지속적으로 발달해야하며, 경험은 확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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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수업의 활동이 사회과 수업 시간에 끝나지 

않고, 학생의 학교 내 혹은 학교 밖의 활동에서 지속될 수 있는 활용의 여

지를 남겨두어야 한다. 생활관심이 환경적, 교사의 노력을 통해서 조작

(manipulate)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되, 한계와 하지 않아야 하는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간접적 생활관심은 정규 수업 활동 내에서만 고려하는 

것이 아닌 수업 이후의 상황에서도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수업 활동이 사회적 상황과 고립되지 않도록 한다. 사회적 상황과 연계

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활관심을 발달해나가는 과정이 수업 내에

서 종료되지 않고, 열려 있어야 한다. 자신의 새로운 생활관심이 학습 내용

을 통해서 발휘되어야 한다. 기존의 상황적 흥미가 특정 환경 조성, 방법에 

집중한다면 이를 열려있는 상태로 만들어야한다. 이는 특히 간접적 생활관

심이 명료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상황적 흥미 이론에서 적극적으

로 교육 환경을 고려하고, 학생이 느끼는 생활관심을 발달시키고자 하는 

측면을 학생의 성장과 연관성을 인식하기 위해서이다. 이 때 제안할 수 있

는 방안은 스스로 간접적 생활관심을 찾아보는 수업 이후의 활동이다. 교

사가 자료 등은 제공하고, 다양한 간접 경험 방식을 제안해볼 수 있다. 이

러한 방법의 제안하는 근거는 생활관심의 발달은 개념의 이해를 넘어서서 

자발적으로 지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이런 방식을 통해서 생활관심이 발

달되는 과정이 수업 상황에서 끝나고, 우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간접적 생활관심의 직접적 생활관심의 전환 방안에 해서 고

민해야한다. 사회과 내용은 간접 경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직접 경험으

로 전환되어야 한다. 학생이 사회적 상황과 고립되지 않도록 상황적 흥미

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을 연결시키는 능동성

이 바로 간접적 생활관심이며, 이 본질적인 연관관계의 중간점이 바로 간

접적 생활관심이다(양은주, 임황룡, 2010: 111). 교사가 직접 지속적으로 교

육활동 이후의 변화를 고려함으로써 간접적 생활관심으로 확장된 이후에 

생활관심에 전환 방안을 마련하게 되면 교육활동에서만 한정되지 않고, 일

상생활로의 확장이 가능하다. 정규 학교 수업에서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지속적 상호작용(온라인상의 플랫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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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등)을 제안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동원하는 목적은 일상생활을 새

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학생 생활 영역에서 간접적 생활관심을 더 확

장 시키고, 새로운 영역에 한 직접적 생활관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

속적인 자극이 이루어지게 된다. 한국의 중, 고등 교육에서 교육 방식의 최

종적 목적은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평가하는데 집중되어 있어서 학생의 

일상에 근거한 생활관심은 소외되어 있다. 따라서 수동적인 목적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능동적 행위의 의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생활관심

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학생 스스로의 상위 차원의 직접적 생활관심의 상, 성장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스스로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학생 스스로 발달을 위한 행위 혹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

는 방안이 요구된다. 사회과 수업을 처음 시작하는 학기 초, 사회과 목표, 

스스로의 목표 설정과 비교해볼 수 있도록 제안할 수 있다. 교사에게도 초

기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은 수업의 최종 도달점에 해서 학기 초에 설정

하고, 학습 내용과의 관련성을 탐구해볼 수 있는 기회 제시하는 것이다. 이 

때 목표는 이미 정해진 교과 지식, 내용이 아닌 생활관심을 고려하여야 한

다. 교과를 배우거나 알아야 하는 그 자체의 완결된 내용으로 관주하는 것

은 오류이다(Dewey, 1913: 94). 교과의 내용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생활

관심을 추구하는 과정에 도움이 되는 상이다. 교과는 학생의 스스로의 

목표를 향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 

 

 2. 재구성된 상황적 흥미 이론 적용 검토 

  1) 듀이 교육 목적에 의거한 상황적 흥미 이론 적용 검토

  듀이의 경험의 성장으로서의 교육 이론에 비추어 재구성된 상황적 흥미 

개념의 적용 타당성에 해서 상세히 논의해보고자 한다. 먼저 듀이가 생

각하는 목적 혹은 목표의 의미는 단순한 결과가 아닌 각각의 절차를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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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되어가는 과정의 마지막 단계를 의미한다는 것이다(Dewey, 1916: 

117-118 ; 이홍우 역, 2007: 171-172) 듀이에게서 목적이란 어떤 절차에 따

라 일어나는 활동, 즉 어떤 과정이 점진적으로 완성되어 가는 가운데 형성

되는 배열 상태를 의미한다. 어떤 활동이 있을 때, 그것이 일정한 시간 를 

갖고 그 시간 진행과 더불어 누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경우, 목적은 어

떤 결말이나 종결 상태를 사전에 예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목적에 하여 듀이가 내리는 정의는 경험 활동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발생하는 종결 상태를 앞서내다 보는 것, 예견된 결과, 목표의 아

이디어가 여기서 적용된다. 예견된 목표(혹은 결과)는 목적을 가지고 행동

하는 것은 지적으로 행동하는 것과 동일하다(Dewey, 1916 : 120 ; 이홍우 

역, 2007: 175) 이러한 예견된 결과는 현재에 근접하고, 현실적 조건을 발

판으로 한 것으로 활동의 방향을 능동적으로 지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

한 목적의 의미를 바탕으로 듀이는 좋은 목적이 갖추어야하는 조건으로 현

재의 조건을 기초로 자연적으로 설정되고, 잠정적이고, 개략적이고, 융통성

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방식, 다양한 활동을 제약하지 않고 그것을 자

유롭게 열어주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Dewey, 1916: 122 ; 이홍우 역, 

2007: 178-179).

  교육에 있어서 목적은 우선 학습자의 내재적 활동과 요구를 기초로 하여 

설정되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교육을 실행할  학습자의 활동 부합하는 

다양한 교육 방법이 마련될 수 있는 탄력적인 것이 되어야 하고, 포괄적일

수록 좋지만 구체적 장면과 유리되지 않고 다양한 세부적 목적들을 충족시

킬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육 목적관에 맞는 교육 목적은 삶

은 발달이요 발달하고 성장한다는 것이 곧 삶이다. 이것을 교육에 적용시

키면 (1) 교육의 과정은 그 자체 이외의 다른 목적을 갖지 않으며 성장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이며, (2) 교육의 과정은 경험을 끊임없이 조직하고 

재구성하고 변형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Dewey, 1916: 59 ; 이홍

우 역, 2007: 105-106). 즉 듀이는 교육이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의 과정 안에 단계별로 목표들이 내재해 있으며, 도한 그러

한 신념이 정착될 경우 학습자의 계속적인 성장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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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선, 2009: 200). 듀이의 교육에서 예견된 결과(목표)는 교육 목적으로

서의 경험의 성장과 연결된다. 듀이가 주장하는 교육의 목적은 학습자의 

경험 과정 내부의 계속성, 앞뒤의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각 학습 활동의 

결과를 앞서 내다보는 기능을 갖는다고 본다. 결국 듀이에게서 교육의 목

적은 경험의 성장이라는 의미로 환원된다. 생활관심의 발달은 성장과 분리

될 수 없기에 생활관심의 발달을 통해 진정한 내재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성장의 과정에서 듀이는 외부에서 고정된 형태로 부과되는 목표

에 해서 거부한다(Dewey, 1916: 60 ; 이홍우 역, 2007: 106). 왜냐하면 본

능적이고, 생득적인 잠재력을 고려하지 못하고, 신기한 상황을 주도적으로 

처해 나가는 능력을 키워주지 못하고, 직접적인 지각은 도외시 하고, 자

동적인 기술을 키워주기 위한 훈련 등의 방책을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이

다. 또한 듀이는 목적에 절 성을 부여하는 것에 해서 반 한다(노진호, 

1997: 170). 외부에서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선택된 것이라 불과하다. 목

적에 절 성을 부여하게 되면 수단과 결과에 한 고려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외부에서 부과된 개념의 기억, 이해, 학습이라는 

목적을 설정하는 것이 이전의 상황적 흥미 이론이라면 재구성된 상황적 흥

미 이론은 외부에서 부과된 고정된 목적이 아닌 학습자 자신의 목적을 추

구할 수 있도록 한다.  

  듀이의 내적 일반적 교육목적은 사고력을 기름으로써 성장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며, 내적 구체적인 교육 목적은 교육 활동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

고, 외적 일반적 교육목적은 사고를 확 시켜 줌으로써 내적 구체적 교육 

목적을 풍부하고 치 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하나의 관점이라 규정하였

다(노진호, 1997: 180). 내재적 활동과 요구를 기초로 한다는 점이며 바로 

생활관심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것으로 변환할 수 있다. 내적 활동을 키

우는 교육은 아동의 능동적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 외부에서 일방적으로 

부가되는 목적은 아무리 바람직한 것이라 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 즉, 

아동의 능동적인 동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능동적 동의의 핵심에 생활관심

이 있다. 학습자, 학생의 생활관심을 심층적으로 구현하게 되면 능동적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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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는 동시에 진행되게 된다. 생활관심은 외적 과정이 아닌 내적 요인이며, 

발달하는 생활관심에 근거한 방향성은 일방적으로 주어진 목적이 아니다. 

  하지만 목적을 설정하는 일 자체를 거부하는 교육목적의 일체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학습자의 경험에 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융통성 없는 목적에 해서 반 하는 것이다. 교육에서 방점이 찍혀야 하

는 것은 교육의 과정 자체이다. 그 과정은 곧 성장의 과정이다. 듀이는 성

장은 전체적인 교육의 기능을 설명하는 것이며, 성장은 교육을 하는 이유

이다(송도선, 2009: 216). 교육의 목적을 끊임없는 성장의 과정으로 본다면 

연속적인 성장을 추구해야한다. 학교 교육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그것

이 계속적인 성장으로 나아갈 열망을 얼마만큼 일으키느냐 그리고 그 열망

이 실제로 발효되도록 하는 수단을 얼마만큼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기에

(Dewey, 1916: 62) 이러한 측면에서 평가를 내려야 하고, 재구성된 듀이 생

활관심 개념을 적용한 상황적 흥미 이론은 생활관심의 상호적인 발달을 추

구할 수 있다. 재구성한 상황적 흥미 이론은 흥미를 외적 도구 혹은 목적

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서 ‘성장’을 위한 생활관심 개념을 충실하게 

구현할 수 있는 이론이다. 재구성된 상황적 흥미 이론에서 생활관심의 동

태적인 발달 과정이 구현되면서 생활관심은 목적과 수단의 거리를 결국 좁

혀서 일체화시키게 될 것이다. 

  듀이의 교육 목적론에 비추어 새롭게 재구성된 상황적 흥미를 평가한다

면 재구성 이전에는 학생을 다소 수동적이며, 흥미를 자극해야하는 상으

로 보았던 관점에서 벗어나게 된다. 신에 내적 능동성을 고려하여 사고

의 과정을 통해서 확장되는 생활관심을 구현하고, 이를 통해서 학습이라는 

목표뿐만 아니라 성장을 추구하게 된다. 사회과의 목적은 시민, 사회를 발

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을 지닌 시민이다. 이 시민의 정의에는 여러 

추구 방향성이 있으나 성장하는 사회를 위한 사회과 교육이 추구하는 추상

적 방향성을 학생들의 현실적 생활, 실제 생활과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간

접적 생활관심의 적용은 이러한 방향성을 연계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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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구성된 상황적 흥미 이론의 사회과 수업 적용 시 예상 효과 검토

  재구성된 간접적 생활관심을 상황적 흥미에서 적용해서 상황적 흥미개념

을 구성하면 듀이의 교육 목적인 경험의 성장에 적합한지, 성장이라는 교

육적 목적에 어느 정도로 부합하는지에 해서 논증할 필요가 있다. 앞서 

Ⅱ.2.1에서 제기한 문제점이 재구성된 상황적 흥미 개념을 통해서 해결될 

것인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실증적 검토가 아닌 수업 지도안을 통해 

이론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표 2> 상황적 흥미 이론 교수 학습 지도안

단원

 Ⅺ. 정치 생활과 민주주의   

  2. 민주주의의 이념과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

     민주주의의 의미와 이념은 무엇일까?

학습 

목표

민주주의의 이념인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수업

과정

교수·학

습 방법
교수·학습 활동

도입
동기 

유발

• 일상생활에서 ‘민주주의’와 관련해 자주 사용하고 있

는 말을 생각해 보고,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민주적인 

의사 결정인지, 다수결이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되기 위해

서 어떤 절차와 방법이 필요한지 자유롭게 얘기해 보게 한

다. 

전개

강의 

학습

[개념 

제시]

• 민주주의의 어원을 통해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를 설

명한다.

•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가 사회생활 전반

으로 확 되었음을 설명한다.

• 비판, 토론, 타협, 다수결, 관용 등이 일상생활에서 받아

들여지는 것이 생활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임을 설명한다.

• 민주주의의 이념과 각 이념의 상호 관계를 ‘자유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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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표 2>의 비상교과서에서 제공하는 교사용 지도서의 수업 예시안과 

재구성된 상황적 흥미 이론을 적용한 <표 3>의 교수학습 지도안을 통해서 

예상 효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교사용 지도서의 교수 학습 예시 지도안을 

선택한 이유는 최근 교육과정의 변화가 잦으면서 교사들은 새로운 교육과

정의 적용을 위해 제공되는 교과서 및 그 내용에 한 교육 활동을 구성할 

때, 기본적으로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교사용 지도서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

다. 교사용 지도서의 내용에서 구현되는 상황적 흥미를 분석하고, 한계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택한 단원은 중학교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의미 및 이념을 다루는 단원

으로 정치 개념 중에서도 추상적 개념을 다루고 있다. 중학교 사회에서 정

치 영역은 난이도가 높은 영역으로 간주되고, 학생들의 생활관심과는 동떨

어져 있어서 수업하기 어렵다고 파악된다(이춘수, 2003: 13). 이러한 정치적 

개념에 한 수업은 ‘흥미’를 고려하기 어려운 영역이지만 연관성으로서

의 흥미를 드러내고자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변화가 최근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있다. <표 2>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개념을 일방적으

로 전달하고 확인하는 방식이 아닌, 상황적 흥미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수

업을 구성한다. <표 2>의 수업지도안에서도 상황적 흥미 이론에서 ‘상황

적 흥미’를 고려하는 방식이 드러난다. 구체적으로는 개념에 한 학습을 

위해서 관련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교사가 직접 강의하고, 민주주의 

등의 조화’ 그림 자료를 활용하여 설명한다. 

탐구․발
표 학습

[상황 

제시]

• 민주주의에서 소중히 여겨야 할 가치들을 엮어 민주에게 

줄 선물을 만들어 봄으로써 민주주의의 의미와 이념을 다

시 생각해 보게 한다.

-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가상의 ‘민주’에게 어

떤 선물을 할 것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그림으로 표

현하고 발표하게 한다. 

정리 

정리 및 

차시 

예고

• 형성 평가 - 민주주의의 이념은 무엇인가?

• 다음 차시 예고: 2.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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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을 표현해보는 탐구학습 활동을 통해서 흥미를 증진하고자 한다. 일상

생활과의 관련성을 통해서 흥미를 구현하고자 하지만 고려되는 일상생활 

역시 구체적 범위가 정해지지 않고, 학생이 직접 겪는 일상생활이 아닌 추

상적인 상으로의 일상생활에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에서는 교수학습 방법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흥미는 

일상생활과의 연관성을 논의하지만 주로 동기 유발에서 강조된다. 일상과

의 관련성 인식을 추구하나, 동기 유발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지속적인 관

련성을 인식을 추구하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이념의 의미를 이해하고, 학습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지속적인 관련성에 한 인식이 이루어지

기 힘들다. 또한 상황적 흥미를 일으키는 교수 학습 방법으로 탐구 발표 

학습 방법을 선택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학습 내용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민주에게 줄 선물을 만든다는 상황을 

제공하는 학습 방식으로 상황적 흥미를 자극하고자 하고, 학생의 실제적 

관심사, 생활과의 연관성을 반영하고는 있으나 방식이 과연 학생들이 자신

의 일상생활에서 민주주의 이념에 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수업 활동 구

성인지에 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마지막 정리 단계에서도 개념의 학습 

상태를 확인할 뿐, 그 이상의 변화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 이념과 같은 추상적인 내용에 해서 재구성된 

상황적 흥미 개념을 적용한 교수 학습 지도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

다. 생활관심의 기본적인 틀을 실제 적용은 예는 다음과 같다. 교육 현장에

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기존의 수업 진행 틀은 유지하면서도 재구성된 상

황적 흥미 이론이 실제로 적용 가능하게 구성할 수 있다. 제안하는 예시는 

<표 3>과 같다. 

    <표 3> 재구성된 상황적 흥미 이론 적용 교수 학습 지도안

단원

 Ⅺ. 정치 생활과 민주주의 

  2. 민주주의의 이념과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

     민주주의의 의미와 이념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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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

민주주의의 이념인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 의미를 자신의 일상생활

과의 관련성에서 파악하고, 내가 살아가고 싶은 생활 모습에서 어떤 의미

를 가지는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수

업

과

정

교수·

학습 

방법

교수·학습 활동 교수 학습 활동 특징 

도

입

생활관

심 파

악 및 

방향성 

제시

[직접적 생활관심 : 일베의 민주화 버

튼] 

- 직접적 생활관심 : 일베에 한 응 

필요  

- 추천의 의미 및 다른 인터넷 커뮤니

티 추천 버튼과의 비교와 관련된 질문 

제시

- 질문 : 민주화 버튼과 다른 커뮤니티

에서 우리가 하는 추천 버튼의 의미 비

교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 수업 목표 제시 및 학생 개인의 자기 

목표 세우기[예시 : 학기 초에 세운 사

회 수업 목표(생활주인)와 연계 : 일베

에 한 응 근거 마련]  

- 교사는 학생들을 

상으로 한 사전 조사

를 통해서 민주주의와 

관련성을 연계 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직

접적 생활관심과 직, 

간접 경험을 수집하는 

것이 필요함. 그 중 의

미 있는 것을 선택

- 민주주의에 한 간

접적 생활관심을 통해

서 자신과 연계되는 

것이 최종 목표를 설

정

전

개

1

간 접 

경험을 

활용한

간접적 

생활관

심

[관련성 

인식] 

[민주주의 이념의 의미 및 영향]

- 일베의 민주화 버튼에 한 공감과 

비공감에 한 의견 나누기 

- 민주주의 의미가 비추천이 아니라면 

어떤 것을 민주주의가 추구하고자 하는 

의미 및 가치는? 

→ 인간 존엄성으로 연결

[인간 존엄성의 의미 : 인권선언문의 내

용 탐구-일베 응 근거 ①] 

질문 : 어떤 경우에 내가 있으면 인권

선언문의 내용이 너무 고마울까? 필요

- 일방적으로 개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연결, 개념 의미를 직

접 제시하는 것이 아

니라 지연 시켜서 직

접 연결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 ‘나’를 

연결할 수 있는 질문

을 제시

- 학생의 사례를 중심

으로 사고의 확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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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까? 

인권선언문의 자유, 평등을 바탕으로 

이후 활동 연결

발하고, 민주주의 이념

의 수단적 가치를 확

하는 질문 및 활동 

제기 

- 학생의 생활관심에

서 문제의식을 도출하

고, 지속

- 협동을 요구하는 수

업 방법은 타인의 생

각에 ‘흥미’를 느끼

고, 자기 것으로 만드

는 것이 필요

- 직, 간접 경험이 확

장될 기회를 제공하고, 

적절한 난관을 제공하

는 활동을 통해서 사

고를 자극하여 더 복

잡한 활동으로 확  

- 설정한 목표에 민주

주의 이념이 어떤 관

련성, 수단의 의미를 

가지는지 파악

- 논리적 상상을 할 

수 있으면서 관련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

을 제안 

- 그림, 글, 학생들이 

친숙한 도구를 이용한 

표현을 제안

- 내가 추구하는 삶의 

형태와 민주주주의 이

념의 수단과 목적 관

계를 분명히 파악

전

개

2

민주주

의 이

념 자

유 와 

평등

시뮬레

이 션 

학습

[자유, 평등 : 시간여행자 활동]

-질문 : 민주주의 이념인 자유, 평등이 

우리 삶을 어떤 식으로 민주주의적으로 

만드는가?

-질문 : 민주주의가 아닌 국가에서 살

아가는 것의 의미는? 

[일베 응 근거 ②]

-과거 : 시간 여행자가 되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상황의 사람들과 가상 인

터뷰

-현재 : 자유와 평등이 극단적으로 부

족한 현  세계의 사람들(난민 등에 

한 다양한 간접 경험의 활용)에 한 

탐구(상황 제안)

예: 인천공항에서 난민 허가를 받지 못

한 시리아 난민들에 한 기사 분석 

-질문 : 인천공항에 구금된 시리아 난

민들의 삶에서 가장 불편하다고 생각되

는 것은? 

-질문 :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된 

이유와 나는 그렇지 않은 이유는?

-질문 : 구금된 난민을 위해 할 수 있

는 일은

→ 정리하여 일베 응 근거 정리

[우리 일상생활과 민주주의 이념의 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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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구성된 상황적 흥미 이론은 생활관심 개념에 해 교사가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할 수 있다. 특정한 방법이 좋은 수업을 이끌 것이라는 

가정은 옳지 않으며 수업 목적, 내용, 상인 학생들의 성향, 수업 분위기, 

다양한 외적 조건에 따라 수업 방법이 적용될 뿐이기에(손승남, 2006: 156) 

특정한 수업 방법을 추구하거나, 일반화 시키는 것이 아닌 방식에 한 

안이 되고, 수업과 교육에 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는데 재구성된 상황

적 흥미 이론에 가치가 있다.

  재구성된 상황적 흥미를 적용한 경우, 수업 외적 환경뿐만 아니라 학생

의 생활관심의 능동성, 생활관심의 발달을 심도 있게 고려할 수 있다. 수업

의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고려하면서 일상생활과 개념의 

1차원적인 연결이 아닌 중층적이고, 다방면적인 연결이 가능하다. 재구성된 

상황적 흥미를 교육 활동을 통해 구현하고자 할 때, 구성할 때에도 기준, 

방향성 필요한 이유를 명확히 인지해야한다. 간접적 생활관심을 추상적 개

념에 반영하면 간접 경험을 활용하면서도 이를 직접적 생활관심으로 전환

-활동 : 나의 하루의 일상을 다양한 방

식으로 다시 표현하기 

-질문 : 현재의 내 일상 혹은 살아가고 

싶은 생활에서 자유와 평등을 제거한다

면? 

-질문 : 현재의 내 생활,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에서 자유와 평등의 연관성

은?

정

리 

생활관

심 의 

전 환 

및 발

달 

[생활관심의 확장]

- 민주주의와 일베 민주화 버튼에 한 

내 입장과 근거 서술(민주주의, 인간 존

엄성 등을 자신의 시각에서 연결, 정리)

- 연결 노트 혹은 인터넷 학습 게시판을 

활용하여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 찾아보

고, 정리 혹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민주

주의 이슈를 게시 및 소통 후, 결과 보고 

- 직접적 생활관심, 간

접적 생활관심의 관련

성 정리 및 통합 , 수업 

상황 확장, 발달

- 교과 내용의 생활화

를 위한 구체적 과제 

등이 필요

- 다양한 활동을 지속

적으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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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것을 우연이 아닌 필연에 가깝게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사고를 통

한 생활관심의 구현은 직접적으로 촉발되는 생활관심에 비해서 천천히 일

체화의 과정을 거치겠지만 지속적으로 능동적인 측면을 자극하면서 이루어

지게 된다. 정교하게 고려된 사고 활동을 통해서 상위의 직접적 생활관심

과의 관련성을 인식하거나 목적과 수단의 관계를 긴 하게 인지하게 되면

서 추상적인 개념에 해서 추상성을 일방적으로 제거하거나 축약하는 방

식이 아닌 추상적인 형태로, 민주주의 이념이라는 형태의 표현을 받아들이

면서 관련성을 인지하게 된다.  

  앞서 Ⅱ.2.1에서 상황적 흥미 이론의 한계점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먼저 사회과 교육을 교과 지식 습득으로서의 학습이라는 수업 목표의 도구

로 한정한다는 문제점을 재구성된 상황적 흥미 이론이 단순한 개념의 학습

을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학생의 생활과 접하게 연계되어서 발달하는 총

체적 ‘성장’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생활관심이 학

습의 동기의 역할도 하지만 다양한 역할이 가능하다. 또한 재구성된 상황

적 흥미 이론에서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를 열거하는 것에서 한정되지 않

고, 상위의 특히 민주주의가 생활참여인의 목적에서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

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생활관심의 발달을 상황적 흥미 중 수업 환경, 수업 방법에 한

정, 발달의 방향이 일방적이라는 한계점 역시 재구성된 상황적 흥미 개념

을 통해서 극복 가능하다. 재구성된 상황적 흥미 개념에서 발달 개념이 정

교화 되고, 물리적 환경, 방법이 아닌 실제 교육적 활동에서 경험이 구성되

어 가는 과정까지 고려할 수 있게 된다. 교사의 역할이 지식전달자, 교육 

환경 제공자에 한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변화하게 되면서 해결하게 될 것

이다.  

  마지막으로 사회과 교과 내용 및 개념의 추상성에 부적합하다는 측면을 

간접적 생활관심의 적극적 구현을 통해서 극복하고자 하였다. 재구성된 사

회과 추상적 개념을 적극적이고,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그 근

거는 추상적 개념의 가치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추상적 개념을 단지 

어렵고, 힘든 것으로 인식하고, 일정한 한계를 부여하지 않고, 오히려 성장

의 동력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 



- 109 -

V. 결론

1. 요약

  흥미롭고, 재미있는 수업에 한 고민에서 시작된 문제의식은 흥미에 

한 새로운 이해의 폭과 또 다른 문제의식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학생들이 

정서적인 측면에서 흥미로울 수 있는 수업이라는 표피적인 목적에서 사회

과 교육의 특성에 적합한 목적으로 변화하면서 듀이 생활관심, 간접적 생

활관심을 현재 논의되는 상황적 흥미 이론에 적용해보고자 하는 실천적 방

향성을 가지게 되었다. 

  본 논문은 흥미에 한 이론을 검토하고, 최근 교육학계에서 활발히 논

의되는 상황적 흥미 이론에 해서 사회과 교육 맥락에서 재구성해보고자 

하였다. Ⅱ장에서는 우선적으로 교육심리학계에서 연구되는 상황적 흥미 

이론의 등장 배경과 의미에 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상황적 흥미 이론은 

개인 심리적 흥미 이론에 한 듀이의 비판을 수용하여 등장한 이론으로, 

흥미를 교육에서 중요한 핵심 변인으로 상정하고 있다. 실제로 교육에 있

어서 ‘상황’에 따른 학생들의 반응 및 교육의 효과는 매우 큰 차이가 나

게 된다. 교육에 있어서 이러한 상황의 영향력을 심층적으로 고려하고, 관

련성을 인식하는 것을 바탕으로 발생하는 흥미를 발달시키고자 하는 측면

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적 흥미 이론의 한계점으로는 먼저 상황적 흥미 이론

에서는 교육에서 흥미의 교육적 역할이자, 목표로 학습 효과 증진을 추구

하기에 다른 고차원적인 목표를 고려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 있다. 또 다른 

한계는 상황적 흥미 이론에서는 수업 환경, 수업 방법에 한정하여 ‘상

황’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결국 교육적 환경, 방법과 같은 외

적 상황에 경도되는 결과가 초래하게 된다는 점이 있다. 가장 근본적이라 

할 수 있는 한계점은 상황적 흥미 이론이 사회과 교과 내용 및 개념의 추

상성에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상황적 흥미 이론이 상정하는 ‘상황’을 중

심으로 발생하는 흥미는 추상적 개념에 한 교육 활동에 적용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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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합하지 않다. 

  사회과에서는 추상적 개념이 흥미에 한 논의를 제한하는 핵심 요인으

로 작용한다고 판단되기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듀이 생활관심 

논의 중에서도 간접적 생활관심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하

지만 상황적 흥미 이론에서는 간접적 생활관심 개념이 직접적으로 반영되

어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에 한 해결 방안으로 간접적 생활관심을 제안

할 수 있으며, 간접적 생활관심을 통해서 상황적 흥미 이론의 한계점이 극

복 가능하다. 

  III장에서는 상황적 흥미 이론의 사회과 교육에 적용 시 발생하는 한계점

을 극복하는 안으로 제시한 간접적 생활관심을 상황적 흥미 이론에 적용 

가능한 형태로 명료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듀이의 간접적 생활관

심 개념을 명료화하기 위해서 듀이 생활관심 개념에 한 분석이 이루어지

고, 듀이 생활관심 개념에 한 비판을 토 로 명료화의 방향성이 구체화 

되었다. 듀이 생활관심은 상과 자아의 일체화로 표현된다. 이러한 과정에

서는 생활관심은 정서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지적 측면도 포함되고, 능동성

과 동태성, 발달의 개념을 포함한다. 기존의 흥미를 즐거움의 정서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 교육에서 학생의 주체성을 이끌어나가는 역할

을 할 듀이 생활관심은 학생과 상(교과 내용), 그리고 자기 행위의 결과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고 연결시키는 통합적 활동이자 과정이다. 단순한 정

서적 측면에 한정되지 않고, 역동적이고, 통합적인 생활관심의 개념이 듀이

가 주장하는 생활관심이다. 

  이러한 듀이 생활관심 개념에 하여 제기되는 다양한 비판 중에서도 가

장 핵심은 듀이 생활관심의 의미의 모호함, 애매성에 한 비판이다. 다수

의 학자가 이러한 측면을 지적하고, 실제로 듀이 생활관심 개념을 수용한 

상황적 흥미 이론에서도 듀이 생활관심의 전반적 영역을 수용하지 않은 이

유는 이러한 애매성에 있다. 이 때문에 상황적 흥미 이론에서는 상과 자

아의 관련성의 인식, 좁혀지는 과정이라는 의미의 동태적 흥미의 성격은 

수용하였으나 듀이 생활관심의 더 상세한 구분은 반영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은 듀이 생활관심 개념의 모호함, 애매성에 출발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적인 의미를 부여하는데 한계점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간접적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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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사회과 교육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는지, 어떤 목적

을 달성할 수 있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듀이는 직접

적, 간접적 생활관심을 상-자아의 거리, 수단-목적 인식으로 설명하나 상

황적 흥미를 바탕으로 교육 활동을 구성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모호한 측면이 있다. 이론 적용의 과정이 분명히 드러날 때, 생활관

심을 구현하는 환경 조성 방식 역시 구성될 수 있다. 하지만 듀이의 간접

적 생활관심의 의미에는 교사의 개입 및 환경 조성 방식에 한 구체적 기

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 있다. 또한 듀이의 간접적 생활관심에 한 

정의와 서술은 교육에서 생활관심의 상인 교과 내용 맥락의 특수성 고려

하지 않는다. 간접적 생활관심의 개념에 해서 듀이의 서술은 일반적인 

수준에서 한정되어서 구체적 수업 상황에서 적용하고자 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간접적 생활관심 개념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본 연구에서는 제안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접적 생활관심의 의미 및 역할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먼저, 추상

적 교육 내용을 학생의 생활과 연계 시키는 중간 매개체로서의 역할과 학

생의 다양한 간접 경험이 직접 경험과 연계되고, 경험이 확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이 있다. 이를 통해서 듀이의 ‘성장’으로서의 

교육에서의 생활관심의 역할을 분명히 하여 사회과 교육 목표를 구현할 수 

있다. 

  둘째. 간접적 생활관심 개념 구현 과정에서 사고의 의미를 구체화할 필

요성이 있으며, 이는 사고를 통해서 생활관심의 발달을 구현해야한다. 간접

적 생활관심을 구현하는 과정에서는 적절한 난관이 필요하다. 간접적 생활

관심을 제시하고, 구현하는 과정 자체가 난관이 될 수도 있지만 구현 과정

에서 교사는 어떤 요소를 직접적으로 이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난관

을 제시해야한다. 이러한 생활관심 구현해나가는 과정에서 간접적 생활관

심의 논리성을 확보해야한다. 

  셋째. 사회과 교과 맥락에서 간접적 생활관심의 재구성 할 때, 상위 차원

의 직접적 생활관심의 상, 목표가 설정되어야 추상적 개념이 수단으로서

의 이상적 개념의 학습이 확장된 의미를 포괄하기 위해서는 사회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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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 및 목표에서 추출한 활동의 ‘예견된 결과(목표)’를 정교하게 설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간접적 생활관심

의 상을 될 수 있는 관심을 가질만한 사회과의 상으로 생활주인(생활

참여자)로 설정하였다. 다양한 추상적 개념이 실제적인 ‘생활’과 연관되

고, 발전된 삶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상황적 흥미 이론은 듀이 논의를 수용한 발전한 흥미 이론이다. 상황적 

흥미 이론에서의 흥미는 동적이고, 발달해 나가는 개념이며, 관련성을 인지

한다는 과정이라는 흥미의 정의에서는 듀이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기존의 

상황적 흥미 이론은 학습 내용( 상)과 학생의 상호작용임을 전제하고, 흥

미를 역동적인 학습의 중요 요인으로 상정한다. 즉, 직접적인 교수 학습 환

경과 학생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생하는 ‘상황적 흥미’를 전제로 한다. 

이 방식은 교육에서 유용하고, 정교한 방식이며, 실제적으로 ‘흥미’를 다

양한 교육 관련 변인과의 관계 내에서 탐구하는 이론으로서 상황적 흥미는 

의미와 효과가 있다. 

  하지만 직접적 관련성에 근거하기에 수업 내용을 일부러 흥미롭게 만들

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추상적 개념에 부적합하고, 흥미의 구체적 역할 및 

의미에 해서는 한계가 있다. 개인적 흥미 발달의 우연성을 전제하고, 주

요 교육적 조치의 범위로서 텍스트, 수업 방법 등 외적 상황으로 학습 내

용에 한 흥미를 실현하고자 하는 반면에 지속적인 개인의 생활관심으로

는 나아가지 않는다. 흥미를 발달시킬 수 있다고 보면서 이러한 흥미를 발

달시키는 적극적 역할을 교사에게 기 하나 그 역할을 환경 제공자로 한정

하는 한계가 있다. 

  재구성된 간접적 생활관심 개념을 기존의 상황적 흥미 이론에 적용하여 

사회과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기존의 상황적 흥미 이론이 사회과 교육에 

적용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

계점을 극복하는 명료화 과정을 거친 간접적 생활관심 개념을 반영한 재구

성된 상황적 흥미 이론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기존의 상황적 흥미 이론과 달리 발달의 개념 자체에 변화가 이루

어진다. 생활관심은 일방적으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과정의 개입으

로 양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유연성을 가지게 된다. 상황적 흥미에서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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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의 이동을 우연적인 것으로 본 상황적 흥미 이론과 달리 듀이 생활

관심, 간접적 생활관심을 적용하면 생활관심은 지속적 발달할 수 있으며, 

사고 과정을 통해서 의식적 발달하게 된다. 또한 우연이나, 수동적으로 자

극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관심은 능동적 발달하게 된다. 상황적 흥미라는 

교육에서 흥미를 고려하는 적극성을 생활관심 개념을 통해서 필연적이고, 

지속적이며, 능동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둘째, 재구성된 생활관심 개념을 상황적 흥미 이론에 적용하면 이론이 

추구하는 교육적 목표 또한 전환된다. 기존의 상황적 흥미 이론이 추구하

는 교육적 목표가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에 치우쳐져 있다면 간접적 

생활관심 개념까지 구체화한 재구성된 생활관심 개념은 경험의 재구성, 성

장으로 전환시키게 된다. 

  셋째, 재구성된 생활관심의 구현 과정(환경 조성)에서는 상황적 흥미 이

론에서 수업 방법, 물리적 환경이라는 ‘상황’에 한정되었던 흥미 발생을 

위한 환경 조성 방식에서 역동적인 학생 생활관심의 변화까지 고려하는 방

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상황적 흥미 이론에서 재구성된 간접적 생활관심 

수용하는 것, 즉, 매개체를 인식하고, 이를 연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사고 과

정을 고려하게 된다. ‘적절한 난관’은 수업 상황에서 다양한 활동이 간

접적 생활관심을 구현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넷째, 사회과 교육에서 재구성된 상황적 흥미 이론은 간접적 생활관심을 

반영하여 추상적 개념에도 생활관심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

는 추상적 개념과 연계된 학생의 직접적 생활관심 상이 될 목표를 설정

할 필요가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생활관심을 실현하고자 하는 주

인, ‘생활주인’을 제안하였다. 교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상

황’을 통해서 교과 내용과 자신과의 관련성을 인지하면서 능동적으로 학

습할 수 있는 상황적 흥미 이론의 장점을 바탕으로 사회과의 추상적 개념

에 적절한 생활관심을 구현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듀이 간접적 생

활관심 개념은 상황적 흥미 이론이 정서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지적이고, 

능동적, 동태적 생활관심으로 확장되도록 한다. 확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으로는 생활관심과 사고를 연결하고, 사회과 교육의 새로운 직접적 생활관

심을 파악하고, 이를 간접적 생활관심을 구현하는 과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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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는 생활관심에 한 듀이의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적으로 사회과 

수업에서 상황적 흥미 이론이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이론이 추구하는 교

육 목표, 생활관심의 상, 발달 방식 등에 관하여 재구성하는 연구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상황적 흥미 이론을 사회과에 적용 시 수업 환경, 

수업 방법에 국한되지 않고, 학습자의 욕구, 생활관심을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상황적 흥미 이론의 재구성 방안을 구체적인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할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첫째, 재구성된 상황적 흥미 이론이 구체적으로는 재구성된 상황적 흥미 

이론과 연계되는 다양한 교육 관련 변인들에 끼치는 영향에 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듀이 생활관심은 수업 일부분에서 강조해야하는 특성이 

아닌 교육 전반에 걸쳐서 구현해야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관심이 교육 

활동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적극적으로 구현할 시에 학업 성취, 사고

력, 수업 집중도 등 다양한 교육 관련 변인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 실증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과 수업 중 추상적 개념이 

수업의 주제가 될 때, 학생의 생활관심을 구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를 바탕으로 실제 사회과 교육에서 재구성된 상황적 흥미 이론을 근거로 

구성된 수업의 효과를 검증하는 추가 연구도 필요하다. 기존의 흥미 구현 

방식과 재구성된 상황적 흥미 이론을 적용한 수업의 구체적인 차이점을 비

교 연구하는 수업 연구를 진행해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재구성

된 생활관심 개념의 적용 시의 효과 등에 해서 구체적으로 접근 가능하

고, 상황적 흥미 이론이 사회과 교육에서 실천적 역할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재구성된 생활관심은 교사의 역할, 생활관심의 발달 

개념에 한 새로운 인식을 요구한다. 교사는 학생의 직접적 생활관심을 

파악하고, 이를 연계시키고, 발달시키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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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생활관심은 일방적으로 증진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발달하게 된다. 

이러한 인식을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사가 학

생에 해서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는 물리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사의 행정 업무량을 감소시키고, 교육 활동과 학생 상담 등에 많은 노력

과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학교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재구성된 상황적 흥미 이론은 사회과 교육에서 ‘너

무나 추상적이고 어려운 개념으로 인해서 재미없는 사회과 수업’이라는 

한계를 뛰어 넘어 듀이 생활관심의 교육적 의미를 실천적 교육 활동으로 

제시한다. 생활관심을 단순한 심리적 즐거움으로 한정하지 않아야 한다. 또

한 생활관심을 교육 활동, 특히 수업 초기에 학생의 주의집중을 높이기 위

한 수단으로만 간주해서는 안 된다. 생활관심은 수업 전체 과정에서 핵심

적으로 구현해야하는 것이며, 학생의 성장이라는 교육의 목표를 추구하는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교사 역시 수업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위치에서 벗어나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하는 동반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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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est is important in educational activities. Especially 

Student-Centered education has emphasized interest of the students in 

the classroom. In Student-Centered education, it is a good education that 

students participate actively in the classes and students are interest. 

  In recent years, research on the theory of situational interest have 

emerged in education. The concept of interest is handled in such 

situations interests theory that developed to accommodate the Dewey 

interest. Theory of situational interest that has been actively discussed in 

a variety of subjects. This theory is very useful in education. It is 

actually the implementation of the Student-Centered Curriculum. However, 

research on theory of situational interest in social studies education is a 

little.

  The aim of this research is reconstruct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social studies education for the theory of situational interest that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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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n actively discussed in the recent education. Situational interest theory 

has been very limited in the social studies. Because the concepts of 

social studies education is abstract. 

  In order to overcome this limitation, this research propose to apply the 

indirect interest concept of Dewey to situational interest theory. And the 

research reconstruct situational interest theory to try to reconstruct the 

theory of Dewey indirect interest. For the concept of indirect interest is 

not clear, it tries to clarity this concept.

  To clear the meaning of indirect interest of Dewey, this research 

clarifies that the meaning of indirect interest is two. First, meaning of 

indirect interest can act as a mediator between the interest and life. 

Second, when indirect interest occurs that we recognize that interest is a 

means to achieve a higher level goal. 

  There is a limit to the application of the situational interest theory. 

Abstract concepts is rejected to a subject not associated with real life. 

The meaning of indirect interest of Dewey would help to overcome this 

limitation point. Through the presence of an object that can mediate 

between the direct interest and abstract concepts, interest is generated 

through the experience between abstract concepts and students daily life. 

It is possible to implement limitation of an interest in social studies 

education through applying the theory of situational interest in the 

reconstructed theory of situational interest. 

  Specifically, the reconstructed theory of situational interest ha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The concept itself of the development of the 

interest changes. Development of interest is made in both directions, it 

will have the flexibility. And the goals of education is converted to the 

reconstruction of the experience. Finally, not only the teaching 

environment, it may also be considered developmental process of interest 

students.

  In this research, it tries to be able to have a meaningful situ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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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est theory in the classroom of social studies interested in the basis 

for Dewey interest. The research is to reconstruct Educational goals of 

situational interest theory, subject of interest and the development 

method. On the basis of these discussions, when we apply the theory of 

situational interest in social studies to teaching environment, it is not 

limited to teaching method. It is possible to configure the needs and the 

interest of the learner. In addition, beyond the classroom environment 

provider, the role of the teacher as seeker extending the experience has 

been important.

  In effect, it is difficult to apply what is proposed in the research to 

real teaching situation. Because concepts of social studies education are 

abstract and there is a preconception that it is difficult to consider  

interest of the students. The method proposed in the research that can 

overcome this. In addition, students of growth that social studies 

education seek to is performed by the development of interest.

keywords : Dewey, interest, indirect interest, situational interest, social 

studies education

Student Number : 2014-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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