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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학문열정 형성과정과 특징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학문열정이 높다고 인정되는 국내 대학교수 17명을 대상

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학문열정 형성과정과 특징을 고찰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문열정 형성과정은 ‘생존 열

정’에서 ‘실현 열정’으로 질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으로 나타났다. 먼

저, 생존 열정은 독립된 연구자로 생존이 필요한 교수 초임기에 주

로 나타났다. 생존 열정은 학계에서 생존하기 위해 개인 연구에 모

든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며, 현재 진행 중인 연구 과정에서의 재

미와 기쁨을 만끽하는 특징을 보였다. 반면, 실현 열정은 선순환이

계기가 되어 평생의 꿈을 실현하려는 열정으로, 자신의 영향력이 커

지면서 두려움과 책임감을 느끼지만, 평생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끊

임없이 학습하는 특징을 보였다.

‘생존 열정’에서 ‘실현 열정’으로 변화하는 과정에는 ‘문제개선 과

정’과 ‘관점전환 과정’이 드러났다. 문제개선 과정은 연구 도중 인력

과 자원이 단절되고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을 체감한 뒤 이 문제를

직접 개선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개선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숙명이라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학계의 당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

결하는 특징을 보였다. 한편, 관점전환 과정은 학생의 예상치 못한

반응을 마주하고, 학생들의 성장을 체험한 뒤 교육자의 관점으로 자

신의 교육 및 연구를 바라보게 되는 과정이다. 과거에는 연구를 모

두 주도했다면, 이 과정에서는 학생들에게 연구를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본인은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다음으로, 학문열정 형성과정의 특징은 학문적 욕구 충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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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 정당화를 통한 형성, 성찰을 통한 형성, 사회적 형성으로 요약

된다. 학문열정은 지적 호기심 해결, 학문적 영향력 발휘, 학계로부

터의 인정이라는 학문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형성되었다. 또한, 학

문열정은 학문활동에 대한 의미를 스스로 형성하는 정당화 과정, 그

리고 현 상황과 자신의 역할, 학문활동의 상호연결성에 대한 성찰을

통해 형성되었다. 마지막으로 학문열정은 특히 학문공동체의 영향을

받아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열정의 개발 가능성

을 대학교수의 경험을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둘째, 열정의 형

성과정을 ‘질적 변화’의 관점으로 이해하여 열정의 형성과정에 대한

이론적 논의의 장을 확장하였다. 셋째, 학문열정 형성과정의 특징을

밝혀 학문공동체 구성원들의 열정을 고취할 수 있는 실천적 시사점

을 제공해 주었다.

주요어 : 학문열정, 학문, 열정, 대학교수, 학문열정 형성과정

학 번 : 2017-2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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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 세상에 열정 없이 이루어진 위대한 것은 없다”라는 철학자 게오르크

빌헬름(Georg Wilhelm)의 말은 열정(passion)의 중요성을 상기한다. 지금

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발견과 업적은 인간의 열정이 만

들어낸 산물이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열정은 인간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도달하게 하는 원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열정은 다수의 선행연구로부터 최고의 성과를 창출하는 핵심 원동력으로

주목받았다(김정아, 오헌석, 2007; 신종호, 이현주, 황혜영, 2009; 오헌석, 성

은모, 2010; 원지윤, 이은경, 2011; 최지영, 2008). 열정에 대한 다양한 정의

가 있으나, 대표적으로는 정체성의 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매우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며, 정기적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활동에 대한 강

력한 성향으로 합의되고 있다(Vallerand, 2015). 즉, 감정적 차원에서 나아

가 인지, 행동적 차원까지 아우르며, 정체성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Chen, Yao & Kotha, 2009; Fredricks Alfeld & Eccles,

2010; Vallerand, 2015). 따라서 열정은 관찰 가능하며(Boverie & Kroth,

2001), 경험을 통해 드러날 수 있다(Cardon, Gregoire, Stevens & Patel,

2013).

나아가, 열정은 스포츠, 예술, 학업, 일반 직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

의 높은 성취와 만족감을 이끈 동인으로 밝혀지고 있다(Burke, Astakhova,

& Hang, 2015; Schellenberg & Bailis, 2017; Vallerand et al., 2007; 2008).

학문 영역에서도 열정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대학교수는 학습, 그리고

연구 과정에서 우울, 고통, 몰두, 흥분, 도전감과 같은 복잡한 감정을 느낌

과 동시에 연구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고 깊어지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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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모습을 보였다(Neumann, 2006; 2009). 또한, 과학자와 공학자들의 연

구에 대한 중독 경험과 열정은 이들로 하여금 학문 성취를 저해하는 각종

환경 요인을 극복하게 하고 학문 영역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달성하도록 한

핵심요인으로 드러났다(오헌석, 성은모, 2010; 최지영, 2008).

이처럼 열정의 긍정적 역할이 밝혀짐에 따라 최근 ‘기업가 열정’, ‘교사

열정’, ‘근로자 열정’ ‘일 열정’, ‘학습 열정’ 등 각 영역의 맥락을 반영하여

개념화하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Boverie & Kroth, 2001; Cardon,

Wincent, Singh & Drnovsek, 2009; Coleman & Guo, 2013; Day, 2004;

Johri & Misra, 2014; Zigarmi, Nimon, Houson, Witt, & Diehl, 2009). 열

정은 영역 특수적(domain-specific) 구인으로, 열정의 개념적 특성이 맥락

에 맞게 수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Cardon et al., 2013).

그러나 ‘학문’ 영역의 맥락에서 열정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매우 드물게

나타났다. 일부 연구에서 대학교수의 “열정적 사고(passionate thought)”에

대해 연구하였지만(Neumann, 2006; 2009), 열정 그 자체보다는 대학교수의

‘사고’에 더 주목하였기에 학문열정에 대해 다루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헌

석과 성은모(2010), 최지영(2008) 또한 대학교수의 포괄적인 ‘경험’을 중심

으로 다루어 대학교수의 열정의 특징을 전면적으로 모색하진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예컨

대, 지난 10년간 연구개발비 투자비용은 약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한국연

구재단, 2018), BK21, World Class University 등 대학원 교육에도 국가적

인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오헌석, 김정인, 2012; 임희진, 김소현, 박혜연, 김

경호, 2016). 기존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나아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함으

로써 발전하는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학

계, 그리고 학문의 지속적인 발전에 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

다(최윤미, 김민성, 홍윤경, 남창우, 2010).

학문탐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는 학계 구성원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직접적인 제도 도입으로 이어졌다. 예컨대, 대학교수의 연구업적과 보

수를 연계하는 제도나 성과연봉제가 도입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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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양에 치중하는 연구 풍토가 조성되는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역할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역할 수행을 충실히

하지 않거나(임희진, 2019) 이직을 고려하는 등(지성호, 2011) 부적응적인

양상을 보이는 교수진의 모습, 그리고 대학원에서의 학문탐구에 회의감을

느끼는 학문 후속세대들의 모습(임희진 외, 2016)이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

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학문 후속세대나 현직 교수의 학문열정을

고취하고 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와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나, 이러한 처방을 내리기에 앞서 열정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명확

히 밝히고 그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는 기초연구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학문열정은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열정의 형성에 관한 선행연구 중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관점이 있었다. 첫 번째는 개인의 기본심리욕구를 충족시키는 활동을

정체성에 내면화 하는 과정에서 열정이 형성된다는 관점(Vallerand et al.,

2003)이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의미를 본인의 핵심적

인 역할 정체성에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열정이 형성된다는 관점이었다

(Cardon et al., 2009). 마지막으로 조직, 직무, 혹은 관계적 특성이 구성원

의 웰빙을 향상한다는 평가적 판단을 통해 열정이 형성된다는 관점이 있었

다(Zigarmi et al., 2009).

열정이 형성되는 과정에 서로 다른 관점이 제시된 까닭은 열정을 연구했

던 ‘맥락’과 ‘대상’이 각기 달랐기 때문이다. Vallerand 등(2003)의 연구에서

는 여가 맥락에서 열정을 연구했지만, Cardon 등(2009) 그리고 Zigarmi 등

(2009)은 일터 맥락에서 열정을 연구하였다. 또한, 같은 일터 맥락일지라도

Cardon 등(2009)은 기업가의 열정이 형성되는 과정을 연구했지만, Zigarmi

등(2009)은 조직 구성원의 열정 형성과정을 연구하였다. 즉, 열정을 어떤

맥락에서 연구하는가, 그리고 어떤 대상의 열정을 연구하느냐에 따라 열정

이 어떻게 형성되는지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학문’의 영역에서는

열정의 형성과정이 또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열정의 형성과정에 관한 앞선 연구들은 열정이 없었다가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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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방향성을 가지고 열정을 바라보았으며, 열정이 지속해서 형성되고 변

화하는 현상(Vallerand, 2015)은 소홀하게 다루어졌다. 일부 연구에서는 시

간이 지남에 따라 열정이 변화하는 양상을 다루기도 하였지만(Boverie &

Kroth, 2001) 이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고 있으며, 열정이

변화하는 양상 중 열정이 회복되는 현상에 관한 일부 연구가 있을 뿐이다

(김문태, 2017; 진영은, 이선영, 김진희, 2012). 이와 관련하여 Chen,

Ellsworth, Schwarz(2015)는 열정을 형성하는 방법은 열정을 발휘할 수 있

는 자신에게 적합한(fit) 활동을 찾는(find) 것일 수도 있지만, 완전히 자신

에게 적합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열정을 구축(cultivate)함으로써 열정이 형

성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즉, 열정은 활동이 진행되면서

개발되고 형성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Chen 등(2015)은 이런 가능성을 제

기했을 뿐,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아 열정의 형성과 개

발과정이 충분히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열정의 형성에 관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학문

영역에서의 열정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지 못하고, 특히 활동

에 참여하게 된 이후 열정이 변화하는 양상에 관한 연구가 미흡해 학문 세

계로 진입하고자 하는 후속세대나 관심 그룹에 실천적인 시사점을 제공하

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문 영역에서 최고수준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는 대학교수의 열정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를 밝

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학문에 대한 열정을 학문열정(scholarly passion)

이라고 정의하고, 학문열정의 특징을 파악하여 학문영역에서 지속적인 성

장을 고취시키는 열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특히, 최고 수준

전문가의 열정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를 밝혀, 열정에 대한 이론적, 실

천적 논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인 면담기법

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연구주제인 열정은 형성된 이후 예기

치 못한 사건 등으로 변화하거나 소멸할 수 있기 때문에(Vallerand, 2015)

과거의 경험을 통해 학문열정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드러낼 수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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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따라서 과거의 행동, 생각, 감정과 같이 현재 관찰할 수 없는 것에

이해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연구방법인 면담기법을 통해 이를 모색하였

다(류혜현, 2015).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대학교수, 특히 학문열정이 높다고 인정되는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이들이 학문열정을 어떻게 형성해왔는지에 대해 밝히

고자 하였다. 이에 현재 대학교수로 재직 중이면서 장기간 대규모의 연구

비를 지원받는 연구센터의 전·현직 센터장 17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에 논의되었던 열정에 대한 이해를 확장

하며, 특히 학문 후속세대를 비롯한 학문 영역에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려는 학자들, 그리고 이들의 학문활동을 지원하는 대학에 학문공동

체 일원들이 학문열정을 계속 형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접근이 필요한지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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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본 연구는 학문열정(scholarly passion)의 형성과정과 특징을 모색함으로

써 학문열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핵심

연구문제는 ‘대학교수의 학문 열정은 어떻게 형성되는가?’이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교수의 학문열정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가?

기존 연구에서는 열정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제시하였으나(Cardon

et al., 2009; Vallerand et al., 2003; Zigarmi et al., 2009), 일괄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또한, 열정의 변화나 개발에 대한 논의는 매우 부족한 상

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수의 학문열정이 어떻게 형성되어왔

는지 그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열정의 형성과정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자

한다. 특히, ‘대학교수’라는 대상, 그리고 ‘학문’이라는 맥락에서 열정의 형

성과정을 밝혀 학문 후속세대, 잠재 집단, 더 나아가 자신의 학문열정에 대

한 고민이 있는 학자나 연구자들에게 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둘째, 대학교수의 학문열정 형성과정의 특징은 무엇인가?

열정은 영역 특수적 구인으로(Chen et al., 2009; Coleman & Guo, 2013;

Johri, Misra, & Bhattacharjee, 2016) 활동 영역의 특징적인 맥락에 따라

그 특성이 맥락에 맞게 수정되는 경향이 있다(Cardon et al., 2013). 따라서

학문열정의 형성과정에는 ‘학문’이라는 활동의 특수성이 반영되기 마련이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문열정 형성과정의 특징을 포착하여 학문열정의

형성과정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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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 정의

가. 대학교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대학교수는 대학에서 학문을 연구

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가리킨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강사, 연구교수를 제외

하고 대학에서 전임교원으로 근무하는 교수로 정의하고자 한다.

나. 학문열정

본 연구에서 대학교수의 학문열정이란 ‘학문이 정체성의 일부를 차지하

며, 학문에 대한 애정과 믿음을 기반으로 학문에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상태’로 정의한다.

4.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범위와 한계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의 학문 분야는 경성학문계열(자연과학, 농학, 공학, 의학, 수의

학, 약학)로 제한되었다. 따라서 다른 분야 대학교수들의 학문열정에 대해

서는 밝히지 못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회고적 진술 방식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

에서 분석한 대학교수들의 경험은 모두 연구참여자의 회고적 진술에 의존

한 자료들이다. 따라서 연구참여자의 기억 한계로 인지하지 못한 부분은

분석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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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Ⅰ.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교수의 학문열정 형성과정과 특징을 분석하는 것

이다. Ⅱ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절에

서는 전문성 개발과정에 있어 열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관련 연구를 분

석하였다. 두 번째 절에서는 열정의 정의와 구성요소, 유관개념에 관한 선

행연구를 분석하였다. 세 번째 절에서는 열정의 유형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였다. 네 번째 절에서는 열정의 형성과정, 변화, 개발 가능성 등 열

정의 형성에 관해 다룬 연구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대상인

대학교수와 이들의 주 활동에 해당하는 학문의 세계를 간략히 분석하였다.

1. 전문가와 열정

본 절에서는 전문가의 전문성 개발 메커니즘과 열정의 모습을 알아본다.

특정 분야에 대한 열정을 보유한 사람 대부분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

는 경우가 많고, 비록 해당 분야를 직업으로 삼지 않아도 전문적인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갖추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전문성 개발과정에서 열정

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가. 전문가와 전문성 개발 메커니즘

전문가는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이며, 사전적으로는 “어떤 분야를 연구하

거나 그 일에 종사하여 그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국립

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19)으로 정의되고 있다. 전문가는 초보자 혹은

비전문가와 비교하였을 때 특정 영역에 대한 많은 양의 지식(특히 암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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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보하고 있으며(Wagner, 1987), 조직적으로 문제를 지각하며, 문제를

심층적으로 해결한다(Alexander, 2003; Sternberg, 1997). 또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동시에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단순화하여 이해

한 뒤 점차 복잡한 요소들을 고려해가며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을 취한다(Bereiter & Scardamalia, 1993).

전문가가 보유한 전문성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에 의해 조금씩 다르게 제

시되고 있으나, 대부분 전문성은 특정 영역의 지식과 기술로 뛰어난 수행

을 가능하게 하는 특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오헌석, 2006; 오헌석, 김정아,

2007; Ericsson, 2006; Ericsson & Lehmann, 2011; Germain & Ruiz, 2009;

Harmon & King, 1986; Herling, 2000; Johnson, 1987; Kochevar, 1984;

Swanson & Holton, 2009). 전문성을 개발하게 하는 데는 경험의 역할이

크나(Bloom, 1985; Dreyfus & Dreyfus, 1986; Wagner, 1987), 경험 그 자

체만으로 전문성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일터에서 전문성 개발과정을 연구한 Schon(1983)에 따르면, 경험을 통한

성찰로 암묵지를 획득하는 성찰적 실천가(the reflective practitioner)만이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었다. 이때 Schon(1983)이 말하는 성찰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고 숙고함으로써 현실적 문제 상황에 필요한 지

식과 이론을 정립해 나가는 과정”이다(임경림, 2018, p.14에서 재인용). 특

히, 현재의 실행과정을 수정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계획을 점검하고 수정하

는 인지 과정인 ‘행위 중 성찰(reflection-in-action)’을 하는 성찰적 실천가

는 실천적인 앎을 획득하고 암묵지를 형성하며 전문성을 향상한다.

Schon(1983)에 이어, Ericsson, Krampe, Tesch-Römer(1993)은 많은 양

의 경험으로 전문적 수행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기존의 견해에 의문을

제기하며, 경험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도 고려하였을 때 최적의 수

행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Ericsson(2008)은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 일상적 활동 -운전, 유희 활동 등-을 예로 들며 많은 양의

경험을 하더라도 최적의 수행수준에 도달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

다. 무수한 경험이 있더라도 전문성이 향상되지 못하는 이유는 수행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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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자동성을 획득하고, 더는 수행수준을 개선하려는 추가적인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Ericsson, 2008).

Ericsson 등(1993)은 이와 같은 경험의 ‘양’을 통한 전문성 향상의 한계를

지적하며 전문성 개발에서 경험의 ‘질’적인 측면을 강조한 의도적 연습

(deliberate practice, DP)을 제안하였다. 의도적 연습은 개인이 최적의 수행

수준까지 도달하게 하는데, 이는 의도적 연습의 다음과 같은 특징 때문이

다. 첫째, 의도적 연습은 특정 영역의 성과를 향상하기 위해 특별히 계획되

어 있고 매우 구조적인 활동이다(Ericsson et al., 1993). 둘째, 명료하게 진

술된 목표가 존재하며, 이 목표는 약점을 개선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Ericsson, 2006; 2008; Ericsson et al., 1993). 셋째, 즉각적이고 유용한

피드백을 받는다(Ericsson, 2006; 2008; Ericsson et al., 1993). 특히,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최상의 방법을 제공해주는 교수자가 있을 때

수행수준을 효과적으로 향상할 수 있다(Ericsson et al., 1993). 넷째, 반성

과 개선을 동반하여 무수히 반복해야 한다(Ericsson, 2006). 끝으로, 이러한

과정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수행수준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적

어도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Ericsson et al., 1993).

그러나 의도적 연습은 매우 구조적이고, 계획적인 연습을 통해 특정 부

분에서의 기술을 습득하고 전문성을 향상해나가는 분야 -음악, 스포츠, 의

료, 게임 등-에서 전문성 개발과정을 설명하기에 적합하지만 구조적이지

않은 문제를 다루는 분야에서의 전문성 개발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류혜현, 2015; Macnamara, Hambrick, & Oswald, 2014). 점진적 문제해결

은 이러한 의도적 연습의 한계를 보완해준다. 점진적 문제해결은 전문가가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해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나, 비구조적인 상황에서 전

문성을 향상하려는 방법이기도 하다(류혜현, 2015). 이는 점진적 문제해결

이 발생하는 조건 때문이다.

점진적 문제해결을 제안한 Bereiter와 Scardamalia(1993)에 의하면, 문제

에 직면했을 때 기존의 지식과 방법을 사용하여 문제를 제거(reduction)하

면서 해결해가는 ‘최적의 것을 찾는 방식(best-fit strategy)’으로는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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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향상할 수 없으며, ‘최고수준의 역량 지점(edge of competence)’에서 끊

임없이 새로운 개념과 방법을 구상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때 전문성을 향상

할 수 있다. 친숙한 문제라도 새롭게 정의하며 더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지속해서 마주하려는 노력의 과정에서 전문성이 개발되는 것이다. 이는 개

인이 가진 능력의 범위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안전지대(safe zone)를 벗

어난 확장지대(stretch zone)에서의 활동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다는 맥락과 일치한

다(Colvin, 2008; Panicucci, 2007).

지금까지 전문가와 전문성 개발에 논의된 부분들은 전문성에 대한 지배

적인 관점으로 전문성을 한 개인의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전문성

의 심리학적 관점에 해당한다. 이러한 기존의 관점의 한계를 지적하며, 전

문가 및 전문성 개발에 대해 대안적인 관점이 등장하였다. 하나는 ‘사회학

적 관점’이며, 또 다른 하나는 ‘생활세계 관점’이다.

먼저, 사회학적 관점을 제시한 Evans와 Collins(2007)는 전문성을 사회화

과정을 통해 획득되는 능력(capacity)이자 자산(property)로 보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조망한 전문성 이론들은 전문성이 습득되

는 분야의 맥락을 충분히 담지 못했으며 전문성을 습득하는데 중요한 조건

인 ‘참여(participation)’를 간과했다는 것이다(Collins & Evans, 2018). 이러

한 비판은 사회학적 관점의 근본적인 가정에서 비롯된다. 사회학적 관점에

서 인정되는 전문성은 전문가 공동체에 참여하여 암묵지(tacit knowledge)

를 획득할 경우이다(Collins & Evans, 2018). 따라서, 참여를 통해 획득되

지 않은 전문성은 전문성이라고 볼 수 없다. 즉, 전문성은 성공적 사회화의

결과이고, 전문가 사회의 활동에 붙박여서 실제(real)로 존재하는 것이며,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전문가 사회의 성공적 참여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

다(Collins & Evans, 2018). 따라서, 사회학적 관점에 의하면 전문가가 되

기 위해 거쳐야 하는 것은 의도적인 연습이 아니라 실천공동체

(communities of practice)에 참여하고, 전문가 사회에서 상황학습(situated

learning)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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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대안적 관점인 생활세계(lifeworld)관점에서는 인지라는 내적 세

계, 혹은 자극이라는 외적 세계에 제한될 수 없으며, 우리가 공유하고 거주

하는 세계를 뜻하는 ‘생활세계’를 강조한다(Dall’Alba, 2018). 따라서 생활세

계 관점에서는 외부의 자극이나 개인의 인지 과정에 주목하기보다는 개인

과 세계 간의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주목한다(Dall’Alba, 2018). 따라서

이들은 전문가가 되어가는(be) 과정에서의 학습에 주목하는 존재론적

(ontological) 차원에서 전문성을 바라볼 것을 강조하며, 기존 관점 -전문가

들이 알고 행하는 것에 주목한 인지론적(epistemological) 차원(심리학적

관점)-에서 벗어날 것을 주장한다(Dall’Alba, 2009; Dall’Alba, 2018에서 재

인용). 존재론적 차원에서 아는 것(knowing)은 단지 지적으로(intellectual)

아는 것에 국한되지 않으며, 사고하고, 만들고, 행동하는, 즉 존재하는 방법

(a way of being)을 아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Dall’Alba & Barnacle,

2007). 따라서 전문성 연구는 전문가와 전문성 분야의 관계에 주목해야 한

다. 또한, 전문성 개발의 핵심은 그들이 되어가는 사람은 누구인가(who

they are becoming)에 관한 것이며, 광범위한 실천 속에서 알고, 행동하고,

되어가는 방법을 통합적으로 배우는 것이다(Dall’Alba & Barnacle, 2007).

따라서 전문성 개발은 단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

니라 전문 영역에서 전문가가 되어가는 방식으로 지식과 기술을 통합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Dall’Alba, 2018). 전문성 개발은 완료될 수 없으며, 성취

될 수도 없고, 그저 지속적으로 되어가는 것(becoming)이다(Dall’Alba,

2018). 이를 위해서는 개방된 자세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Dall’Alba & Barnacle, 2007). 지금까지 제시된 세 가지 관점에 따라 전문

성 개발 메커니즘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Ⅱ-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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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전문성의 세 가지 관점과 전문성 개발 메커니즘

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전문성 개발 메커니즘은 모두 그 자체에 본질

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 메커니즘 모두 전문성을 개발이라는 특정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의 추가적인 노력을 의도적으로 동반하는 활동이

기에, 누구나 쉽게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점진적 문제해결은 최

고수준의 역량지점에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고 부

담스러우며(Bereiter & Scardamalia, 1993), 의도적 연습은 ‘성과 향상’이라

는 외재적 목표에 따라 진행되는 활동이므로 본질적으로 즐겁지 않기 때문

에 동기 제약(motivational constraint)을 극복할 때 최적화될 수 있다

(Ericsson et al., 1993). 이에 따라 전문성 개발 메커니즘의 한계를 극복하

고, 전문성을 능동적이고 지속해서 개발하게끔 하는 전문성 개발의 ‘원동

력’에 관한 관심이 촉발되었다.

 나. 전문성 개발 원동력과 열정

전문성 개발의 원동력을 탐구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특정 영역에서 우수

한 수행을 보이는 전문가들을 인터뷰하여 전문성 개발과정을 밝힌 뒤, 전

문성 개발에 영향을 미친 핵심적인 요인을 탐구하였다. 이 중, 다수의 선행

연구는 전문성 개발 원동력으로 ‘열정’을 꼽았다(김정아, 오헌석, 2007; 신

종호 외, 2009; 오헌석, 성은모, 2010; 원지윤, 이은경, 2011; 최지영, 2008).

관점
지배적 관점 대안적 관점

심리학적 관점 사회학적 관점 생활세계 관점

연구의 초점 개인의 인지 전문가 공동체 개인의 존재

관점의 

강조점
우수한 수행 참여

개인과 전문분야의 

분리되지 않은 관계

전문성 

발달의 

핵심요소

지식, 기술, 

경험

전문가 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획득하는 암묵지

전문가가 되어가는 

것을 아는 것

전문성 개발 

메커니즘

의도적 연습, 

성찰

상황학습, 

실천공동체 참여

성찰

(자신을 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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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개발의 원동력으로 열정 이외에 목표추구(오헌석, 2006; 오헌석, 성

은모, 2010; 오헌석, 성은모, 배진현, 성문주, 2009; Law, Côté, & Ericsson,

2007)나 내재적 가치(King et al., 2008), 사명감(김정아, 오헌석, 2007), 양

가적 마음(홍애령, 석지혜, 임정신, 오헌석, 2011) 등이 도출되었지만, 이들

역시 열정에 포괄될 수 있는 개념이거나(양가적 마음, 내재적 가치 등) 혹

은 열정이 더 깊은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목표추구 등).

<표 Ⅱ-2> 전문성 개발의 원동력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서 열정은 다음과 같

은 특성을 보였다. 먼저, 전문가들의 열정은 집념을 가진 끈기 있는 행동으

로 드러났다. 김정아와 오헌석(2007)의 연구참여자였던 방송사 PD들은 프

연구자 참여자 원동력

오헌석 (2006) 보험영업 전문가
강렬한 목표(실질적, 구체적, 장기적, 조

직 내에서 인정하는 목표) 추구

Law et al. 

(2007)
리듬체조선수 수행수준 향상 (뚜렷한 목표)

김정아 & 

오헌석(2007)
방송사 PD

정의적 요소(사명감, 열정과 끈기, 즐거

움과 만족, 독립적 자아 추구, 자신감)

King et al. 

(2008)
재활 치료사 내재적 가치

최지영(2008) 여성 과학자 학문에 대한 열정과 끈기

신종호 외 

(2009)
영화감독

영화를 통한 소통에 대한 욕구, 영화를 

통해 얻는 즐거움과 영화에 대한 열정, 

사회적 책임감 등

오헌석 외 

(2009)

기업 내 

최고수준 전문가
개인과 조직의 목표 일치

오헌석 & 

성은모(2010)
과학자, 공학자

가치(목표 수립, 일의 즐거움 발견, 일에 

대한 열정, 일과 삶의 통합, 일의 가치체

제 진화)

원지윤 & 

이은경(2011)
청소년 지도사 일에 대한 열정

홍애령 외 

(2011)
무용수

무용에 대한 양가적 마음(애정과 부정이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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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들었으며, “물불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일

하였다. 신종호 등(2009)의 연구참여자였던 영화감독들은 “건강 악화에도

불구하고” 작품 활동을 지속하였으며, 최지영(2008)의 연구참여자였던 여성

과학자들은 연구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심지어 “꿈속에서도 연구”하

였다. 즉, 전문가들의 열정은 결코 중단할 수 없는 열정으로, 그들의 전문

성을 꾸준히 개발하고 활동을 지속하게 해 주었다.

그러나, 이들은 동시에 높은 희열감과 몰입을 느꼈는데, 홍애령 등(2011)

의 연구참여자였던 한 전문 무용수는 “캐릭터 속으로 들어가는” 몰입 경험

으로 신체적 고통을 잊게 했으며, 원지윤과 이은경(2011)의 연구참여자인

한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일 자체의 흥미와 보람으로 경제

적, 인간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오헌석과 성은모(2010)의 연구참여

자였던 한 과학자는 연구에 “미칠 정도로 즐거움”을 느꼈으며, 신종호 등

(2009)의 연구참여자였던 영화감독들은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잊어버린 채

몰입한다”라고 말하였다. 정리하자면, 전문가들의 열정은 활동에 대해 통제

를 하지 못하게 하는 강박적인 특성을 띠고 있었으며, 동시에 깊숙한 내적

흥미로부터 기인하는 몰입과 희열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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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정의 개념

본 절에서는 열정의 개념을 다룬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였다. 열정의 정의

와 구성요소, 열정과 유관개념과의 개념적 구분에 대한 논의는 현재진행형

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열정의 정의, 구성요소, 유관개념을 정리하여 열정

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가. 열정의 정의

열정(熱情, passion)은 어떤 일에 애정을 가지고 열중1)하는 마음(국립국

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18) 혹은 매우 강렬한 느낌(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2018) 등 흔히 ‘감정’으로 분류되고 있는 개념이다.

그러나 최근 학계에서는 열정을 감정으로 한정하지 않고 인지 및 행동, 정

체성 요소까지 확장하여 정의하고 있다(<표 Ⅱ-3> 참고).

본 연구에서는 열정을 감정뿐만 아니라 인지와 행동, 정체성 요소까지

포괄하여 개념화하는 접근을 따르고자 한다. 그 까닭은 열정을 포괄적으로

정의함으로써 열정을 유사한 심리적 개념들과 분명하게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한 가지 일에 정신을 쏟음(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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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열정 개념의 확장

구분 정의 연구자 비고

감정 일에 대한 사랑
Clark

(2012)

교사 

열정

감정

+

인지

(자신의 직무에 대한) 강한 성향을 나타내는 

감정 및 인지적 태도

Ho et al.

(2011)

직무 

열정

강렬한 긍정적 감정의 경험, 내부적인 추진력, 

의미감의 특성을 지닌 심리적 상태

Perttula

(2004)

일 

열정

즐거움과 의미가 동반된 상태
Boverie & 

Kroth (2001)

일 

열정

감정

+

인지

+

행동

지속적이고 건설적인 직무 의도와 역할 행동

을 야기하는 다양한 직무, 조직적 상황에 대

한 개인의 반복적인 인지 및 감정적 판단으로

부터 비롯되는 감정적으로 긍정적이며, 의미 

기반의 웰빙 상태

Zigarmi 

et al. (2009)

근로자 

일 

열정

매우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며, 시간과 에

너지를 투자하는 활동에 대한 강력한 성향

Vallerand 

et al. (2003)

일반 

활동

에너지, 투지, 강한 신념, 헌신, 집착을 유발

하는 원동력
Day (2004)

교사 

열정

(기업가의) 인지 및 행동을 동반하는 강렬한 

정서적 상태

Chen et al.

(2009)

기업가 

열정

특정 (학습) 영역에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흥미와 참여, 동시에 같은 나이 또래가 갖는 

더 전형적인 관심사에 대한 상대적 무관심 

Coleman & 

Guo (2013)

학습 

열정

(일에서) 긍정적 감정의 경험, 내부적인 추진

력, 의미 있는 연결,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

는 정도

Johri & Misra

(2014)

근로자 

열정

감정

+

인지

+

행동

+

정체

성

(기업가의) 자아정체성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역할과 관련된 (기업)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

식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강렬한 긍정적 느낌

Cardon et al.

(2009)

기업가

열정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로 포함하고, 활동에 숙달 목표를 가지며,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도전적인 과업

에 참여하며 몰입 등 긍정적 감정을 경험하는 

상태 

Fredricks 

et al. (2010)

청소년 

학업/ 

학업 

외 

열정 

정체성의 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매우 좋아하

고 중요하게 생각하며 정기적으로 시간과 에

너지를 투자하는 활동에 대한 강한 성향

Vallerand

(2015)

일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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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열정의 구성요소 

열정의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분류로 나뉜다. 하나는 열정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함으로써 직접 열정의 구성요소를 도출한 연구이고

(Cardon et al., 2013; Chen et al., 2009; Johri et al, 2016; Perttula, 2010),

다른 하나는 열정의 정의를 통해 열정의 구성요소를 간접적으로 제안한 연

구이다(Boverie & Kroth, 2001; Clark, 2012; Coleman & Guo, 2013;

Fredicks et al., 2010; Johri & Misra, 2014; Vallerad et al., 2003).

먼저, 열정 척도를 통해 열정의 구성요소를 도출한 연구들은 주로 ‘기업’

맥락에서 기업가들의 열정과 근로자들의 열정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였

다. 먼저, Chen 등(2009)은 기업가들이 사업 계획서를 발표할 때의 열정을

평가하는 지각된 열정 척도(perceived passion scale)를 제시하였다. 이들은

일에 열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발표자의 비언어적 및 행동적 요소가 무엇인

지에 대해 51명의 기업가, 교수, 박사 및 MBA 과정 학생들에게 개방형 설

문을 시행하였다. 이후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활기

있는 신체 움직임, 풍부한 몸짓 언어(body language), 밝고 생기 있는 표

정, 풍부한 손짓 사용, 다양한 어조와 음조로 지각된 열정의 구성요소를 제

시하였다. 그러나 이 척도는 ‘발표’라는 특정한 상황에서 타인에게 ‘지각’되

는 열정만 측정하기에 그 내면의 감정이나 인지는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Cardon 등(2013)은 기업가들의 감정과 인지를 중심으로 열정을 측

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함으로써 열정의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이들은

Cardon 등(2009)의 기업가 열정(entrepreneurial passion) 정의 –기업가의

자아정체성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역할과 관련된 기업 활동에 참여함으로

써 의식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강렬한 긍정적 느낌-를 기반으로 기업가

열정의 구성요소를 ‘강렬한 긍정적 감정(intense positive feelings)’과 ‘정체

성 중심성(identity centrality)’으로 규정하였다. 나아가 기업가의 역할 활동

을 새로운 시장잠재력에 대한 환경을 모색하는 ‘발견(inventing)’,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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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경제적, 인적, 사회적 자원을 결집하는 ‘설립

(founding)’, 설립된 사업을 확장하는 ‘개발(developing)’로 구분하고, 세 가

지의 역할 활동과 두 가지의 기업가 열정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기업가 열

정을 측정하는 총 15문항(강렬한 긍정적 감정 12문항, 정체성 중심성 3문

항)을 개발하였다. 이후 상관계수가 낮거나 영역 간 교차 부하에 걸린 문

항을 삭제하여 최종 13문항(강렬한 긍정적 감정 10문항, 정체성 중심성 3

문항)으로 이루어진 척도를 개발하였다. 본 척도는 유관개념-창의성, 끈기

(persistence), 몰두(absorption)-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기준타당도

또한 확보하였다.

한편, Perttula(2010)와 Johri 등(2016)은 일터 맥락에서 일 열정(work

passion) 척도를 개발하였다. 먼저 Perttula(2010)은 Perttula(2004)의 일 열

정 정의 –일에 대한 강렬한 긍정적인 감정, 내적 동인, 의미 있는 연결로

특징지어지는 심리상태-를 바탕으로 일 열정을 ‘감정적 요소(즐거움, 주관

적 활력)’와 ‘인지적 요소(의미 있는 연결, 내적 동인)’로 구성 및 개념화하

였다. 여기서 즐거움(joy)은 일을 사랑하며, 일에 대한 즐겁고 행복한 감정

이고, 주관적 활력(subjective vitality)은 일에 대해 에너지와 살아있음

(aliveness)을 느끼는 감정을 뜻한다(Johri et al., 2016). 또한, 의미 있는 연

결(meaningful connection)은 개인의 정체성과 일이 밀접하게 관련된 상태

를 뜻하며, 내적 동인(internal drive)은 개인이 일하도록 압박감을 주는 것

을 의미한다(Johri & Misra, 2014).

Johri 등(2016)은 Perttula(2010)의 일 열정 척도가 캐나다 근로자를 기반

으로 개발되었고, 다른 맥락에서는 아직 적용되지 못했기 때문에 인도 근

로자에게 적용할 수 없음을 제기하며 인도 근로자의 일 열정을 측정하기

위한 일 열정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들은 다양한 직업, 산업, 조직 군에서

21명의 근로자를 인터뷰하여서 일 열정을 감정, 인지, 행동의 세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감정적 차원에는 일을 사랑하고, 좋아하며 즐기는 즐거움과 일

에 대한 에너지, 살아있음, 열의를 느끼는 활력(vitality)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인지적 차원에는 일에 대한 소속감, 의미감, 자부심을 느끼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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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정체성과 일을 연결하는 자아정체성 요소, 일에 대해 내적으로 동

기부여 하는 요소가 있고, 행동적 차원에는 지속해서 도전하고 성장하려고

하는 학습요소(willingness to learn)가 포함되어 있다. 인터뷰와 선행연구

를 바탕으로 총 40문항을 개발하였고, 전문가의 피드백으로부터 10개의 문

항을 삭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델리 지역에 근무하는 388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서 즐거움(work

enjoyment), 자기 동기부여, 자아정체성, 학습(sense of learning)의 4 요인

17문항으로 이루어진 일 열정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상 열정 척도를 통해

열정의 구성요소를 제시한 연구에 더해 열정의 정의를 통해 구성요소를 제

시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표 Ⅱ-4>와 같이 ‘감정’, ‘인지’, ‘행

동’, ‘정체성’의 네 차원으로 열정의 구성요소를 정리할 수 있다.

<표 Ⅱ-4> 열정의 구성요소

차원 요소 연구자

감정

사랑 Vallerand et al. (2003), Clark(2012)

긍정적 감정
Cardon et al.(2013), Fredricks et al.(2010), 

Johri & Misra(2014)

주관적 활력 Perttula(2010)

즐거움 Boverie & Kroth(2001), Johri et al. (2016)

인지

가치 Vallerand et al.(2003), Fredricks et al.(2010)

의미
Boverie & Kroth(2001), Perttula(2010), 

Johri & Misra(2014)

내적 동인 Perttula(2010), Johri & Misra(2014)

숙달 목표 Fredricks et al.(2010)

자기 동기부여 Johri et al. (2016)

행동

시간과 에너지 투자
Vallerand et al.(2003), Fredricks et al. (2010), 

Coleman & Guo(2013), Johri & Misra(2014)

도전적 과업에 참여 Fredricks et al.(2010)

학습 Johri et al. (2016)

정체성
Fredricks et al.(2010), Cardon et al.(2009), 

Vallerand(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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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열정의 유관개념

열정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즐거움(enjoyment), 개인적 흥미(individual

interest), 과제 가치(task value), 내재적 동기(internal motivation), 몰입

(engagement), 몰입(flow)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개인적 흥미는 상황적

자극으로부터 발생하는 상황적 흥미(situational interest)와 대비되는 개념

으로, 특정한 주제, 영역, 활동에 대한 상대적으로 지속적인(enduring) 선호

이다(Hidi & Baird, 1986). 개인적 흥미는 특정 대상에 대한 즐거움, 흥분

과 같은 ‘감정적 요소’뿐만 아니라 대상에 대한 개인적 의미와 가치, 혹은

깊은 이해와 관련 있는 ‘인지적 요소’를 포함하는 특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Harp & Mayer, 1997; Kintsch, 1981; Schiefele, 1991) 단순한 즐거운 감

정만을 의미하는 즐거움(enjoyment)과 구분된다. 즐거움은 어떤 상황이나

과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경험하는 감정인 반면, 개인적 흥미는 특정

과제나 활동이 새롭고, 복잡한 인지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인적 흥미

는 인지적 평가가 이루어질 때 발생하는 ‘지식 정서(knowledge emotions)’

이다(Silvia, 2011).

개인적 흥미와 가장 유사한 개념은 내재적 가치(intrinsic value)로 내재

적으로 가치를 지니는 과제를 하는 동안에 느끼는 즐거움과 주관적 흥미를

뜻한다(Eccles & Wigfield, 2002). 우연경(2012)은 개인적 흥미와 내재적

가치 모두 영역 특수적이며, 개인이 내재적 가치를 갖는 활동과 개인적 흥

미를 느끼는 활동을 할 때 모두 깊게 관여하고 오랜 시간 지속하는 특성을

가진다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두 개념은 일맥상통한다고 말하였다. 과제 가

치(task value)의 하위요인으로 내재적 가치의 개념을 제안한 Eccles 등

(1983) 또한 내재적 가치는 흥미 구인과 매우 유사하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이 두 개념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개인적 흥미(혹은 내재적 가치)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개념은 내재적 동

기(intrinsic motivation)로, 과제 수행 자체에서 얻는 본질적인 만족감이나

즐거움을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동기를 뜻한다(Dec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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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an, 1985). 이때 동기란, “인간 행동의 방향, 에너지, 그리고 지속 여부를

결정짓는 의도체계(intentional system)”(김성일, 윤미선, 소연희, 2008,

p.188)이자 ‘과정’으로, 특정 시점이나 단기간에도 겪을 수 있는 만족, 즐거

움, 흥미와 같은 개인의 심리 및 인지 상태와 구별되는 개념이다(김성일

등, 2008; 김성일, 윤미선, 2004). 즉, 내재적 동기는 흥미와 같은 개인의 심

리 및 인지 상태를 지속해서 경험함으로써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매개역

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동기화

인지·심리상태

...

흥미

즐거움

행동

[그림Ⅱ-1] 개인의 인지·심리상태, 동기, 행동의 구분

지금까지 열정의 유관개념에 대한 논의와 [그림 Ⅱ-1]를 통해 열정의 개

념을 분석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Ⅱ-1]의 개인적 흥미나 즐거움, 내

적 가치 등의 심리 및 인지적 상태가 동기화되어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

이 지속되고 반복되어 개인의 정체성에 핵심적으로 작용하였을 때 비로소

‘열정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Vallerand(2012)는 테니스의 예를 들면

서, 정기적으로 테니스를 치는 것을 즐길 뿐만 아니라, 테니스에 관한 자료

를 읽고, 테니스 경기를 직간접적으로 보고, 친구와 이를 토론하며, 의미를

찾고, 본인을 ‘테니스 선수(tennis player)’라고 인지할 때 비로소 테니스에

열정이 있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단지 테니스에 흥미가 있거나, 테

니스 활동에 내적으로 동기화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열정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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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점에서 몰입(engagement) 역시 열정과 구분된다. 몰입

(engagement)은 특히 일터 맥락에서 “work engagement”라는 명칭으로 집

중적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최근 작업역할에 대한 심리적 몰입상태로 통용

되고 있는 개념이다(박노윤, 2011). 특히, 몰입(engagement) 지속적인 몰두

(absorption) 상태와 헌신(dedication), 활기(vigor)를 특성으로 한다는 점에

서 개념에 행동적 차원을 포함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열정과 유사한 측

면이 있다. 그러나 개인의 정체성과는 연관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열정과

확연한 차이가 있다.

Gubman(2004)은 열정과 몰입(engagement)이 사람(person)의 포함 여부

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몰입(engagement)은 개인이 즐기

고, 도전감(challenging)을 느낄 수 있는 직무(what you do)와 직장 환경

(where you do it)에서 몰입되는 심리적 상태에 그치지만, 열정은 여기에

더 나아가 내가 누구인가(who you are)까지 더해진 개념이기에 몰입

(engagement)보다 더 깊은 개념이라는 것이다. Vallerand(2015) 또한 최근

그의 책에서 열정은 개인이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며,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에 나아가 그 활동을 개인의 정체성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까지

포함한다며, 열정의 기존 구성요소(감정, 인지, 행동)에 정체성을 추가하여

열정의 구성요소를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이를 볼 때 열정과 몰입

(engagement)은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요소로 포함하느냐의 여부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Csikszentmihalyi(1990)가 제시한 몰입(flow)은 ‘몰입 현상’ 혹은

‘몰입 경험’, ‘몰입상태’라고도 불리며,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며,

과제에 대한 집중력이 높아지고, 자기 경계가 넓어지며, 과제에 대한 통제

감을 느끼는 현상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몰입(flow)은 과제의 난이도가

개인의 능력 수준에 적절하고, 뚜렷한 목표가 있으며, 분명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이 주어질 때 상황적으로 촉진될 수 있기에 단기간에 경험 가능하다

는 점에서 열정과 구분된다. 또한, 몰입(flow)은 활동에 대한 가치, 의미 등

을 추구하기보다는 활동 대상과 일치가 되어 자아에 대한 의식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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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태 자체에 초점이 된다는 점에서 열정과 구분된다. 따라서, 어떤 활동

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은 몰입을 느낄 순 있으나, 어떤 활동에 몰입되

어있는 사람이 그 활동에 대한 열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즉, 열정은 특정한 활동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행동이 필수적으로

동반되며, 본인의 정체성에 그 활동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측면

에서 앞선 개념(즐거움, 개인적 흥미, 내재적 가치, 내재적 동기)과 구분할

수 있다. 앞선 개념들은 지속적인 행동을 예측할 수 있고, 자아개념의 구성

요소로도 발전할 수 있지만(Schiefele, 1991), ‘행동’이 필수적인 요소로 들

어가지 않고, 개인의 정체성에 핵심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

이다. 종합하자면, 열정은 ‘행동’과 ‘정체성’이 구성요소로 포함된다는 점에

서 유관개념과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열정을 감정, 인지, 행동, 정체성 요소가 포함된 개념으로

보는 연구 중 Vallerand(2015)의 정의-정체성의 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매

우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며 정기적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활

동에 대한 강한 성향-을 따르고자 한다. 이 정의는 현재 일반적인 여가 활

동을 넘어서서 업무나 학업 활동 등 다양한 맥락에서도 활용되고 있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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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열정의 유형

Vallerand 등(2003, p.756-757)은 열정에 대한 철학자들의 상반된 관점을

토대로 열정을 이원론적으로 접근하였다. 열정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지닌

철학자들은 열정을 이성과 통제의 상실을 수반하는 개념으로 바라보았고,

열정적인 사람은 열정에 의해 조종되는 수동적인 존재로 간주하였다. 예컨

대, Spinoza(1632-1677)는 수용 가능한 생각은 이성으로부터 비롯되지만,

용납할 수 없는 생각은 열정으로 비롯된다고 하였다. passion의 어원이 ‘고

뇌’, ‘수난’, ‘병’ 등을 뜻하는 라틴어 ‘passio’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열

정의 부정적인 의미를 더욱 강화한다.

이와 상반되는 관점을 가진 철학자들은 열정이 사람들에게 가져오는 이

로운 결과에 주목하며, 열정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예컨대,

Hegel(1770-1831)은 높은 수준의 성취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정이 필수적이

라고 언급하였으며, Descartes(1596-1650)는 열정이 기저 되어있는 행동은

이성적인 행동만큼이나 긍정적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앞선 관점과 대조적

으로 사람들이 그들의 열정을 스스로 통제하고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충분

히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Vallerand 등(2003, p.757-758)은 이와 같은 철학자들의 논의를 확장하여

열정을 이원론적으로 접근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열정적인 활동의 내면화

과정에 따라 ‘조화열정(harmonious passion)’과 ‘강박열정(obsessive

passion)’으로 구분된다. 열정의 이원론적 접근에 의하면, ‘조화열정’은 활동

이 개인의 정체성에 자율적으로 내면화(autonomous internalization)할 경

우에 형성된다. 자율적 내면화는 개인 내외적으로 어떠한 통제를 받지 않

고도 개인이 자유롭게 활동을 하기로 선택할 때 이루어지기에 조화열정을

가진 개인은 활동에 대한 열정을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은 열정적 활동이 개인의 다른 활동과 조화를 이루고, 피치 못한 사정으로

열정적 활동을 잠시 중단하게 되더라도 초조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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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강박열정’은 활동이 정체성을 통제적으로 내면화(controlled

internalization)하는 과정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활동에 대한 열정에 개인이

정체성이 통제된다. 강박열정의 내면화 과정은 사회적 인정이나 자존감과

연관되기 때문에 개인의 내적 및 외적 압박으로부터 기인한다. 이에 강박

열정이 있는 개인은 열정적 활동이 개인의 다른 활동을 통제하며, 열정적

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강박열정은 중독과 매우 유사한 개념이다. 중독은 강박열정처럼 높은 내

적 추동으로(Spence & Robbins, 1992) 활동을 통제할 수 없기에 활동에

사로잡혀 있으며(Ng, Sorensen, & Feldman, 2007), 활동에 과도하게 집착

하게 하여 건강, 대인관계, 행복감, 사회적 기능 등을 영위하기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잠재적으로 파괴적인 행동이다(Oates, 1971). 다만, 중독은 활동

에 대한 높은 의미나 가치와는 큰 연관이 없다는 점에서 강박열정과 구분

된다(Philippe, Vallerand, & Lavigne, 2009).

Vallerand 등(2003)은 조화열정과 강박열정이라는 열정의 이원론적 접근

을 타당화하기 위한 열정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들은 대학생 539명을 대상

으로 자신에게 매우 소중한 하나의 활동을 생각해보게 한 뒤, 열정의 정의

및 열정적인 활동을 할 때 겪는 경험과 열정적인 활동 이후의 느낌과 관련

된 총 34개의 문항에 응답하게 하였다. 열정의 정의와 관련한 문항에는 열

정의 정도, 활동의 가치, 활동에 쏟는 시간과 에너지, 열정적인 활동과 다

른 활동 사이의 갈등 수준, 활동이 정체성으로 내재화된 정도를 측정하는

요소가 포함되었으며, 열정적인 활동을 할 때 겪는 경험과 관련한 문항에

는 몰입(flow), 자의식의 부재(absence of self-consciousness), 통제감

(control), 긍정적 감정, 불안, 부끄러움, 집중도(concentration)를 측정하는

요소가 포함되었고, 열정적인 활동 이후의 느낌과 관련한 문항에는 긍정적

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 및 인지를 측정하는 요소가 포함되었다. 일차적

으로 예비 척도를 개발한 뒤, 열정의 이원론적 접근을 타당화하기 위해 표

본을 두 그룹으로 무선할당하여 각각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각 요인당 7문항으로 총 14문항의 열정 척도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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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되었으며, 조화열정과 강박열정으로 이루어진 열정의 2요인 구조를 확정

하였다.

이후, Marsh 등(2013)은 Vallerand 등(2003)의 열정 척도 문항 중 “나는

이 활동에 푹 빠져있다.” 등 조화열정과 강박열정의 구분이 잘되지 않고,

의미를 이해하기 힘든 문항을 삭제하고 간결하고 알기 쉬운 문항을 추가하

여 총 12문항의 열정 척도를 수정 및 타당화하였다(홍민성, 2017). 국내에

서는 홍민성, 정예슬, 손영우(2016)가 Vallernand 등(2003)이 제작하고

Marsh 등(2013)이 수정한 열정 척도를 번안 및 타당화하여 조화열정과 강

박열정을 측정하는 한국판 열정 척도를 개발하였다.

<표 Ⅱ-5> 한국판 열정 척도 문항

*출처: 홍민성 등(2016). 한국판 열정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0(2). p. 13,

열정의 이원론적 접근에 관한 대다수의 선행연구는 조화열정과 강박열정

을 구분하여, 조화열정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지만 강박열정은 부정적인 영

향을 가져온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다만, 일부 연구에서는 강박열정의 긍

정적 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가/일상, 예체능, 직무,

번호 문항

조화1 이 활동은 나의 일부를 보여주는 다른 활동들과 조화를 이룬다.

조화2 이 활동은 내 삶의 다른 활동들과 조화를 이룬다.

조화3
이 활동을 하며 알게 되는 새로운 것들은 이 활동을 더욱 소중히 여기

게 한다.

조화4 이 활동은 내 삶에 잘 융화되어 있다.

조화5 이 활동은 내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조화6 이 활동은 내가 좋아하는 나의 장점들을 보여준다.

강박1 이 활동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강박2 나는 이 활동을 하고 싶은 욕구를 자제하기 힘들다.

강박3
나는 이 활동을 하는 것이 너무 신나서 때때로 나는 이 활동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다

강박4 나는 이 활동을 반드시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혀 있다.

강박5 오직 이 활동만이 나를 신나게 한다.

강박6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이 활동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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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맥락으로 구분하여 선행연구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여가/일상과 관련된 맥락에서 조화열정은 활동 중에 긍정적 감정이

나 통제감, 집중, 도전감 등을 유의하게 예측하지만, 강박열정은 이와 같은

긍정적 심리상태를 예측하지 못하거나 열정을 지닌 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

부정적인 인지 및 감정 상태를 갖게 하는 결과를 유발하는 등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Vallerand et al., 2003).

예체능 계열에서는 주로 음악, 혹은 체육 분야의 선수들을 대상으로 연

구가 진행되었다. 요약하자면, 조화열정과 강박열정 모두 의도적 연습(안도

희, 정재우, 2010; Vallerand et al., 2007; 2008), 숙달목표(안도희, 정재우,

2010; Vallerand et al., 2008), 수행-접근목표(Verner-Filion et al., 2017)를

예측하지만, 조화열정은 이에 나아가 주관적 웰빙(Vallerand et al., 2008)과

삶의 만족(Bonneville-Roussy, Lavigne, & Vallerand, 2011; Verner-Filion,

Vallerand, Amiot, & Mocanu,, 2017) 등을 추가로 예측하고, 수행회피목표

를 부정적으로 예측(안도희, 정재우, 2010)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화

열정은 뛰어난 성과를 유발하는 변인들을 예측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심리상태 또한 예측한다는 점에서 강박열정과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맥락에서도 조화열정과 강박열정의 영향은 대비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예를 들면, 조화열정은 이직(Burke et al., 2015)과 소진(Carbonneau,

Vallerand, Fernet, & Guay, 2008)을 예방하며 심리적 웰빙, 일에서의 재미,

통제감, 집중을 예측하지만(Forest, Mageau, Sarrazin, & Morin, 2011), 강

박열정은 심리적 웰빙과 주관적 활력을 부정적으로 예측하며(Forest et al.,

2011) 갈등(Vallerand 2012; Vallerand et al., 2010)과 초과근무(Forest et

al., 2011)등을 유발하여 일과 삶의 균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를 제시하였다.

다만, 조화열정과 강박열정 모두 헌신(Burke et al., 2015; Forest et al.,

2011)과 직무 만족(Burke et al., 2015), 자기 목적적 경험(autotelic

experience)(Forest et al., 2011)을 예측하며, 조화열정은 직장에서 업무 이

외의 생각을 예측하는 반면, 강박열정은 이를 부정적으로 예측한다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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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Thorgren Wincent & Sirén, 2013)는 강박열정의 일부 긍정적 영향을

나타낸다.

예체능 계열에 속하지 않은 대학생들의 일반적인 학업 맥락에서 열정을

논의한 일부 연구들 또한 앞선 연구들과 비슷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조화

열정은 회복력, 학업성과 만족 등 긍정적인 학업 경험을 유발하고

(Schellenberg & Bailis, 2017) 학업에서의 헌신을 예측하며 냉소주의를 방

지한다는 연구 결과(Stoeber, Childs, Hayward, & Feast, 2011)를 통해 학

업 맥락에서도 조화열정의 긍정적인 측면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업 맥락에서는 강박열정 또한 상당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결과

를 도출함을 알 수 있었다. 예컨대, 조화열정과 강박열정 둘 다 대학생들의

높은 학업성과(Schellenberg & Bailis, 2017)와 학업에서의 활기와 효율성

(Stoeber et al., 2011)을 예측할 수 있으며, 강박열정만 유의하게 학업에의 몰

두를 예측한다는 연구결과(Stoeber et al., 2011)는 학업맥락에서 강박열정의 긍

정적 영향을 보여준다. 이상의 결과들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Ⅱ-6>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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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6> 열정의 유형에 따른 결과

구분 영향 연구자

여

가

/

일

상

조

화

도전감, 자의식의 부재, 통제감, 활동 중 긍정적 

감정, 집중, 부끄러움(-), 활동 후 긍정적 감정, 

평화적 종교 활동 

Rip et al.(2012). 

Vallerand 

et al.(2003) 

강

박

부끄러움, 활동 후 부정적 인지, 활동 후 부정적 

감정, 

예

체

능

조

화

주관적 웰빙, 의도적 연습, 숙달 목표, 삶의 만

족, 수행-접근 목표, 수행-회피목표(-), 기본심

리욕구 만족, 상황적 긍정적 감정, 자부심

안도희, 정재우(2010), 

Bonneville-Roussy 

et al.(2011), 

Lafreniere et al. 

(2008), Vallerand et 

al. (2007; 2008), 

Verner-Filion et al. 

(2017), 

강

박

주관적 웰빙(-), 의도적 연습, 숙달 목표, 수행-

접근 목표, 수행-회피 목표, 자부심, 자만심, 기

본심리욕구 만족, 삶의 만족(-)

직

무

조

화

심리적 웰빙, 심리적 고통(-), 집중, 통제감, 자

기 목적적 경험, 주관적 활력, 정서적 헌신, 경

력 통제감, 경력 선택, 일에서의 재미, 일의 의

미, 직무 만족, 소진(-), 이직 의도(-), 직무성

과, 경력 만족, 직업적 헌신, 직장에서 업무 외 

생각

서재현(2015), Burke et 

al. (2015), 

Carbonneau et al. 

(2008), Forest et 

al.(2011), Li(2010), 

Thorgren et al. (2013),

Vallerand et al.(2010), 

Vallerand  (2012)

강

박

심리적 웰빙(-), 심리적 고통, 자기 목적적 경

험, 주관적 활력(-), 정서적 헌신, 시간 외 근

무, 주말 근무,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생각, 갈

등, 직무 만족, 직장에서 업무 외 생각(-), 직업

적 헌신, 경력 선택

학

업

조

화

비효율성(-), 헌신, 활기, 냉소주의(-), 높은 학

업성과, 긍정적 학업경험(삶의 만족, 성과 만족, 

대학생활 만족, 회복력, 주관적 웰빙, 숙달 목

표, 긴 기간의 의도적 연습

Schellenberg & 

Bailis(2017), Stoeber 

et al.(2011), 

Vallerand et al.(2007)강

박

비효율성(-), 활기, 높은 학업성과, 몰두, 주관

적 웰빙(-), 숙달목표, 수행-접근목표, 수행-회

피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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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열정의 형성

열정의 개념과 유형뿐만 아니라, 열정의 형성에 대한 논의도 다수 진행

되었다. 그러나 열정의 형성과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제기되고 있었

으며, 열정의 변화와 개발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미흡하였다. 본 절에서는

열정의 형성과정과 형성에 미치는 영향요인, 그리고 열정이 변화하는 양상

과 열정의 개발 가능성을 탐구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가. 열정의 형성과정 및 요인

먼저, 열정의 형성과정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열

정이 형성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형성 요인을 탐구한 선행연구를 정리하였

다.

  (1) 열정의 형성과정

Vallerand 등(2003)은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을 바탕으

로 열정의 형성과정을 밝히고 있다. 자기결정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심리적

인 성장과 통합성, 웰빙을 추구하고자 하는 기본심리욕구(basic

psychological needs)가 있으며, 이는 자율성(autonomy), 유능성

(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으로 구성된다(Deci & Ryan, 2000).

먼저, 자율성 욕구는 “경험과 행동을 자기 조직화(self-organize)하고, 자

신의 통합된 자의식과 일치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유기체적 욕망”으로,

자유 의지(volition)를 뜻한다(Deci & Ryan, 2000, p.231). 자율성 욕구가

충족된 개인은 통합(integration)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고, 가치와 규제를

자신의 것으로 능동적으로 변형할 수 있으며, 스스로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Deci & Rya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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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유능성 욕구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최적의 도전을 추구

하고(Deci & Ryan, 1985), 능력을 발휘하며(Ryan & La Guardia, 2000) 목

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심리적 욕구이다. 유능성 욕구는 기술과 능력을 획

득하는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스스로가 유능하다고 인지하는 것과

관련되어있기에 유능감(perceived competence)으로도 표현된다(Ryan &

Deci, 2002; 김아영, 2010; 정승환, 장형심, 2015).

한편, 관계성 욕구는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정서적 결속과 애착을 형성

하고자 하는 심리적 욕구(Ryan, 1991) 혹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 세심

하게 관심을 기울이기를 바라는 욕구이다(Ryan & La Guardia, 2000). 관

계성 욕구는 자신이 속한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고 느끼기를 원하는 소속감

에 대한 욕구(need for belongingness) 혹은 친애의 욕구(need for

affiliation)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김아영, 2010).

개인은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으로 이루어진 기본심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Deci & Ryan, 2000; Vallerand et al.,

2003에서 재인용). 이 중 특정한 활동은 개인의 기본심리욕구를 가장 잘

만족하게 되는데, 이때 이 활동을 정체성에 내면화시킬 경우 열정으로 발

전하게 된다(Aron, Aron & Smollan, 1992; Vallerand, 2015). 예컨대, 테니

스를 치는 활동이 개인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욕구를 가장 잘 만족하게

한다면, 자신을 테니스 선수라고 인지하며, 테니스를 치는 활동에 열정을

갖게 된다.

개인의 기본심리욕구와 정체성을 연결지어 열정의 형성과정을 설명한

Vallerand 등(2003)과는 달리, 기업가 열정(entrepreneurial passion)을 연구

한 Cardon 등(2009)은 역할 정체성 이론(role identity theory)에 기반하여

열정의 형성과정을 설명하였다. Cardon 등(2009)에 의하면 열정은 개인에

게 의미 있고 핵심적인 역할 정체성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할 때 형성된다.

어떠한 개인이든 정체성은 위계적으로 조직되어 있기에 자신에게 더 중점

적(central)인 정체성이 존재하기 마련이다(Cardon et al., 2009; Stryker &

Burke, 2000). 예컨대, 같은 기업가라도 어떤 기업가는 기업을 창안하는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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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자(founder)의 정체성이 더 중심적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창업 이후

기업을 확장하는데 주력하는 개발자(developer)의 정체성이 더 중점적일

수도 있다. 물론, 기업을 창안하는 ‘설립자’ 역할도, 기업을 확장하는 ‘개발

자’의 역할도 모두 기업가로서 매우 중요한(salient) 역할이나, 개인마다 각

역할에 부과하는 중요도(importance)가 다르므로 같은 기업가라도 자신이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역할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Murnieks,

Mosakowski, & Cardon, 2014)

같은 기업가라도 제각기 다른 역할 중심성(role centrality)을 구축하는

까닭은 기업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할 때, 자체적으로 사회적 역할에

대한 외부적인 의미를 내재화하고 정의하기 때문이다(Murnieks,

Mosakowski et al., 2014). 다시 말하자면, 개인의 사회적 역할을 사회가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 개인마다 상이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Murnieks et al., 2014). 기업가를 다시 예로 들자면, 누군가는 기업가의

역할을 ‘설립자’로, 누군가는 ‘개발자’로 제각기 내재화하기 때문에 각기 다

른 역할 정체성이 중점적으로 형성된다. 중심적인 역할 정체성(ex. 나는 설

립자이다)이 형성되면,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긍정적인 감

정을 느끼게 된다(Burke & Reitzes, 1991; Cardon et al., 2009). 긍정적 감

정의 경험은 역할 정체성을 확인받는 활동에 지속해서 참여하게끔 만들며,

자연스럽게 그 활동에 열정을 갖게 된다.

Cardon 등(2009)과 Vallerand 등(2003)은 개인이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열

정을 형성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정체성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는 열정 형성과정을 유사하게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Vallerand

등(2003)은 개인의 내적인 욕구 만족 과정에 따라 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그 이후 열정이 형성됨을 밝혀 열정의 형성에 심리적 욕구의 영향을 강조

한 반면, Cardon 등(2009)은 ‘사회적 역할’에 대한 외부 인식을 개인이 어

떻게 내면화는지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의 열정이 형성됨을 밝힘으로써 열

정의 형성에 사회적 맥락의 역할을 드러내 주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개인이 어떠한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를 Vallerand 등(2003)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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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욕구 만족으로, Cardon 등(2009)는 사회적 역할 내면화 및 지지로 보

았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한편, Zigarmi 등(2011)는 일터 맥락에서 조직구성원의 열정 형성과정을

모형([그림 Ⅱ-2] 참고)을 통해 보여주었다.

[그림 Ⅱ-2] 근로자 일 열정 모형(Zigarmi et al., 2011)

*출처: Zigarmi, D., Nimon, K., Houson, D., Witt, D., & Diehl, J. (2011). A

preliminary field test of an employee work passion model. Human

Resource Development Quarterly, 22(2). p.198

근로자 일 열정 (Employee Work Passion) 모형에 따르면, 조직구성원은

조직 및 직무 등 환경적 특성이 개인의 웰빙(well-being)을 위협하는지 혹

은 향상하는지에 대해 인지적, 감정적 평가를 한다(Nimon & Zigarmi,

2015). 이때 웰빙(well-being)은 직무와 연관된 활력(vigor), 헌신

(dedication), 몰두(absorption)로 대표되는 긍정적이고, 성취감을 주는 마음

상태이다(Schaufeli, Bakker & Salanova, 2006; Zigarmi et al., 2011에서

재인용). 조직구성원의 평가는 환경적 특성이 어떻게 개인의 웰빙에 영향

을 미칠지 판단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영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까지

모색하는 과정이다(Lazarus & Folkman, 1984; Zigarmi & Nimon, 201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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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재인용). 조직구성원은 이러한 특성에 대한 평가적인 판단으로 조직 상

황의 의미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동의 의도 혹은 동기

를 생성할 수 있으므로 평가 과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Zigarmi

et al., 2009). 조직구성원은 개인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긍정적 혹은 부

정적인 조직 및 직무 역할 행동을 보이는데, 이때 구성원의 ‘의도

(intention)’는 개인의 ‘인지 및 감정’과 ‘행동’을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수

행한다. 조직구성원이 갖게 되는 대표적인 의도는 조직에 남고자 하는 잔

류의도(intent to stay), 조직 전반의 복지 및 효율성을 증진하며 다른 구성

원들을 존중하고 고려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조직 시민 행동 실행

의도(intent to use OCBs), 조직을 위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역할 이상으

로 직무와 관련한 노력을 하고자 하는 재량적 노력 실행 의도(intent to

use discretionary effort), 다른 사람에게 조직이 일하기 좋은 직장임을 보

증할 정도로 조직을 지지하고자 하는 지지 의도 (intent to endorse), 조직

의 성장을 위하여 더 높은 수준으로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수행 의도

(intent to perform)가 있다(Zigarmi, Nimon, Houson, Witt, & Diehl,

2012).

Zigarmi 등(2011)의 근로자 일 열정 모형은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이 어

떻게 열정을 형성하는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여가 수준에서 논의되었던

열정의 맥락을 일터 수준까지 확장하였다. 또한, 열정의 형성에 조직 및 직

무 특성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 개인적 측면에서 논의되었

던 열정의 형성과정을 조직 및 환경적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초를 마

련해 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심리적 욕구’ 나 ‘사회적 역할’에 의존하기보

다는 개인의 주체적인 ‘판단’에 의해 열정이 형성될 수 있었다는 점을 밝혔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상 열정의 형성과정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다음 <표 Ⅱ-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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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7> 열정의 형성과정

연구자 열정의 형성 비고

Vallerand et al.

(2003)

기본심리욕구를 만족하는 활동을 정체성으로 내

면화 할 때 

여가

활동

Cardon et al.

(2009)

사회적 역할에 대한 외부적 의미를 핵심적인 역

할 정체성으로 내면화할 때
기업가

Zigarmi et al.

(2009)

조직 및 직무 특성이 개인의 웰빙을 향상한다고 

긍정적인 평가적 판단을 내렸을 때

조직

구성원

(2) 열정의 형성 요인

열정의 형성 요인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조화열정과 강박열정을 측정

한 Vallerand 등(2003)의 열정 척도를 결과 변수로, 선행요인들을 예측 변

수로 두고 선행요인들이 열정을 예측하는지 검증하는 방법을 통해 열정의

형성 요인을 밝히고 있다(Bonneville-Roussy, Vallerand & Bouffard, 2013;

Fernet, Lavigne, Vallerand et al., 2006; Forest et al., 2012; Grenier,

Lavigne, & Vallerand, 2009; Houlfort, Mageau et al., 2009; Liu, Chen &

Yao, 2011; Trépanier, Fernet, Austin, Forest & Vallerand, 2014;

Vallerand, & Austin, 2014; Vallerand, & Koestner, 2013; Verner-Filion &

Vallerand, 2016). 물론, 열정의 형성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를 통해 형성요인

을 밝힌 일부 연구도 있었다(Fredricks et al., 2010; Perttula, 2004). 혹은,

근로자의 일에 대한 열정을 형성하는 조직, 직무, 관계적 특성을 제시하기

도 하였다(Nimon, Zigarmi, 2015; Thibault-Landry, Egan, Crevier-Braud,

Manganelli, & Forest, 2018에서 재인용). 열정의 형성 요인에 대한 양적

및 질적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개인 차원의 형성 요인과 환경 차원의 형

성 요인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자면, 다음의 <표 Ⅱ-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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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8> 열정의 형성 요인

형성 요인 형성된 열정 연구자

개

인

자율적 성격 지향 조화 열정
Vallernad et al. (2006)

통제적 성격 지향 강박 열정

자기 지향 완벽주의 조화 & 강박열정 Verner-Filion & Vallerand 

(2016)사회적 완벽주의 강박열정

내재적 가치 조화열정
Grenier et al. (2009)

외재적 가치 강박열정

자아 존중감 일 열정 Perttula(2004)

특징적인 강점 활용 조화열정  Forest et al.(2012)

환

경

자율성 지지
조화열정

Bonneville-Roussy 

et al.(2013), Liu et 

al.(2011), Mageau et 

al.(2009)

청소년들의 열정 Fredricks et al. (2010)

변혁적 리더십 

씨족 문화(clan culture)
조화열정

Houlfort et al.(2013)거래적 리더십

시장 문화(market culture)
강박열정

직무 가치 조화 & 강박열정

진성 리더십 조화열정 Borja-Freitag(2017)

조직의 지원에 대한 지각 일 열정 Perttula(2004)

과업 자율성 조화열정 Fernet et al.,(2014)

직무 요구 강박열정
Trépanier et al. (2014)

직무 자원 조화열정

조직 특성(절차적 정의, 분배

적 정의, 성장, 성과 기대)

근로자 일 열정 Nimon & Zigarmi(2015)
직무 특성(직무 자율성, 과업 

다양성, 일의 균형, 일의 의미)

관계적 특성(피드백, 협력, 

동료관계, 상사관계)

*출처: Vallerand(2015). The psychology of passion: A dualistic model. p. 100-113

재구성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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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열정의 변화

열정은 형성된 이후 지속해서 유지될 수도 있지만, 개인 및 환경적 요인

에 의해 언제든지 소멸할 수 있고, 감소했던 열정이 다시 증가할 수도 있

는 등 질적, 양적인 변화를 겪을 수 있다(Vallerand, 2015). Boverie와

Kroth(2001)는 조직구성원들의 일에 대한 열정이 시간에 따라 아래의 [그

림 Ⅱ-3]과 같이 세 가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다.

[그림 Ⅱ-3] 열정의 변화 양상

*출처: Boverie, P., & Kroth, M. (2001). Transforming work: The five keys to

achieving trust, commitment, and passion in the workplace. New

Perspectives in Organizati. p.101

첫 번째는 열정이 소멸되는 것이다. 열정이 소멸된 구성원들은 더 성장

하려 하지 않고, 기준 이하의 성과를 창출한다. 두 번째는 열정이 분산되는

경우이다. 조직원들의 열정이 분산된다는 것은 열정을 한 곳에 쏟지 못하

고 여러 가지 상황과 과업에 분산된다는 의미이다. 열정이 분산된 조직원

들은 조직 내부에서 더 큰 책무성을 요구하는 일에 에너지를 투자하지 못

하고 새로운 직업을 찾아 떠나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 패턴은 열정이 회복

(renewal)되는 것이다. 이러한 패턴의 사람들은 열정이 사라지려 할 때 “무

엇이 이 직무를 보람 있게 할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 던져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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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멸과정을 의식적으로 중단시키고 열정을 스스로 회복시키고 있다. 혹

은 새로운 학습이나 직무 등의 개입으로 인해 열정이 다시 생겨나는 경우

가 적지 않다.

아울러 Boverie와 Kroth(2001)는 조직원들이 일에 대한 열정이 소멸되거

나 분산되지 않고 지속적인 회복으로 열정을 개발하고 유지할 수 있는 핵

심적인 방법으로 ‘위험 감수’, ‘학습’, ‘자기 효능감’을 제안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위험을 감수함으로써 학습을 하고, 그 학습을 통해 자기 효능감을

더 높은 수준으로 향상함으로써 자신이 생각했던 일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

정을 통해 열정을 개발하고 유지할 수 있다.

Boverie와 Kroth(2001)는 조직구성원들의 열정이 형성된 이후 이를 어떻

게 지속시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장을 제공해 주었으나, 실제 조직

구성원들이 어떠한 ‘과정’과 ‘요소’로 인해 열정을 지속하는지 보여주지 않

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실증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열정이 어

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주로 교직 맥락에서 수

행된 이 연구들은 열정을 회복하거나 유지하고 있는 교사들을 인터뷰하여

열정이 지속되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하였다(Phelps & Benson, 2012; 김문

태, 2017; 진영은, 이선영, 김진희, 2012).

먼저, Phelps와 Benson(2012)은 학교장으로부터 열정을 유지하고 있는

교사 13명을 추천받아 심층 면담하여 이들이 어떻게 열정을 유지하고자 하

는지 밝혀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긍정적 태도, 변화 수용성, 관계 지향

성 등 개인 성격적 특성으로 열정이 유지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

만, Phelps와 Benson(2012)의 연구는 열정을 지속하고 있는 개인의 특징에

만 주목하였기에 조직 차원에서 개인들이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환

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한편, 진영은 외(2012)는 기존의 연구들이 열정의 ‘관계’적 속성을 간과했

음을 지적하며, 교사와 학생, 그리고 교사들 간의 관계를 통해 열정의 모습

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2명의 교사를 추천받고, 추천받은 교사의 수

업에 참여하는 8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인터뷰하고, 참여관찰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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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교사 개인의 열정은 관계 맺음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형성된 교

사의 열정은 동료 교사와 학생들에게 전이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전이

된 열정은 다시 전이를 일으킨 교사에게 전이되는 순환적 양상을 보였다.

[그림 Ⅱ-4] 교사-학생 및 교사-교사 관계에서의 열정

*출처: 진영은, 이선영, 김진희 (2012) 교사 열정의 교육적 의미에 관한 연구. 열린

교육연구, 20(2), p. 227, 230

김문태(2017)의 연구에서도 열정의 관계적 특성이 드러났다. 김문태

(2017)는 교육열정이 소진되었다가 회복된 10명의 체육 교사를 인터뷰하여

교사의 열정 회복 과정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교사들은 과중한

업무, 불합리한 관행, 업무 중심학교문화 등 ‘업무에 의한 소진’과 학생의

부정적 영향, 동료 교사와의 갈등 등 ‘상호작용에 의한 소진’에 의해 열정

이 소진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동료 교사와의 긍정적 영향, 근무환경의 변

화, 사회적 지지 등 ‘관계 중재’와 자기성찰 및 휴식을 통한 ‘개인적 노력’

등으로 열정이 회복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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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5] 체육교사의 교육열정 소진 및 회복 과정 상황모형

*출처: 김문태(2017). 체육교사의 교육열정에 관한 근거이론적 접근. 한국교원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p.147

이하 질적 연구를 통해 본 열정의 지속 및 회복 과정은 실제 어떠한 과

정을 통해 열정이 지속되고 회복되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

러나, 열정을 지속하는 특수한 양상 -열정이 일정 시간이 지나서 떨어지려

할 때 특정한 개입을 통해 다시 재생되는 것- 만 주목했다는 측면에서 열

정을 지속하는 양상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열

정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모색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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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열정의 개발 가능성

한편, Chen 등(2015)은 일 열정에 대한 두 가지 사고방식을 소개하면서

일에 대한 열정을 후천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적합성(fit) 관점은 열정을 바라보는 지배적 사고방식으로, 개인이 열정을

발휘하기에 적합한 직무가 정해져 있고, 이를 따르거나 찾을 때 열정을 발

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처음부터 즐거움

(enjoy from the outset)을 얻는 것이 중요하며, 보상 등은 상대적으로 중

요하지 않다.

다른 관점은 열정은 개발(develop)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시간이 지나면

일을 수행하면서 열정을 구축(cultivate)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의미한다.

이들에게는 직업 및 직무를 선택할 때 원래 느끼는 즐거운 감정 등은 상대

적으로 중요하다고 고려하지 않는다. 당장 즐겁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일을

진행해나가면서 즐거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표 Ⅱ-9> 일 열정의 개발 가능성에 대한 두 관점

적합성(fit) 개발(develop)

관점 선험적(개발 불가능) 후천적(개발 가능)

사고

방식

자신에게 맞는 일을 발견(find)할 

때 열정이 생긴다.

일에 대한 열정은 일하면서 구축

할 수 있다.

우선

순위
처음의 즐거움 다른 중요한 업무 목표(보상 등)

나아가, Chen 등(2015)은 271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 열정의 개발 가

능성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지각된 적합성과 열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를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일을 시작할 때 열정의 적합성 관점을 지지

하는 근로자들은 지각된 적합성이 높았으나, 열정의 개발 관점을 지지하는

근로자들은 지각된 적합성이 낮았다. 그러나, 개발 관점을 지지한 근로자들

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합성 관점을 지지하는 근로자들의 지각된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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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의 따라잡는 경향을 보였다. 즉, 처음엔 일이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다

고 생각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적합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림 Ⅱ-6] 지각된 적합성의 변화

*출처: Chen, P., Ellsworth, P. C., & Schwarz, N. (2015). Finding a fit or

developing it: Implicit theories about achieving passion for work.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1(10), p.1420

일에 대한 열정은 관점에 상관없이 처음 지각된 적합성과 높은 상관을

보였으나, 적합성 관점을 지지하는 근로자들이 개발 관점을 지지하는 근로

자들보다 더 큰 영향을 받았다. 즉, 자신이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찾

는 것에 중점을 둔 근로자들은 열정을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근로자

보다 처음 이 일이 나에게 얼마나 적합하다고 생각한 정도가 열정을 형성

하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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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7] 지각된 적합성과 일 열정의 관계

*출처: Chen, P., Ellsworth, P. C., & Schwarz, N. (2015). Finding a fit or

developing it: Implicit theories about achieving passion for work.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1(10), p.1421

이러한 Chen 등(2015)의 연구는 열정의 형성 요인이 개인의 ‘관점’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며, 적합한 업무를 찾지 못한 조직원들도

업무를 하며 열정을 후천적으로 구축(cultivate)할 가능성을 제기해주었다

는 의의가 있다. 앞서 제시한 열정의 형성과정을 다룬 연구는 모두 개인적

인 욕구, 웰빙을 충족할 수 있거나, 안정적인 역할 정체성을 지지할 수 있

는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열정이 형성된다고 접근하에 열정을 형성

할 수 있는 활동이 고정되어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Chen

등(2015)의 연구는 개인이 열정을 구축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은 제시하지

않아 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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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문과 대학교수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열정은 ‘학문열정’이다. 열정은 분야의 맥

락을 반영하여 그 개념을 다르게 정의하곤 한다. 이에 본 절에서는 본 연

구가 보고자 하는 분야인 ‘학문’을 알아보고, 그 분야의 전문가인 ‘대학교

수’의 학문활동, 열정, 역할 및 정체성에 관해 논의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해

보았다.

가. 학문

먼저, 학문의 ‘개념’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학문활동’을 다룬 선행연구

를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학문’에 대해 이해하

고자 한다.

(1)학문의 개념

학문(學問)은 한자로는 배울 학(學), 물을 문(問)으로 ‘배우고 물음으로써

진정한 앎에 접근한다’라는 뜻을 가진다. 사전적으로 학문은 ①어떤 분야를

체계적으로 배워서 익힘. 또는 ②그런 지식이라는 두 의미가 있다(국립국

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18). 김영기(2009)는 전자의 정의를 학문에 대한

‘과정적 정의’ 혹은 ‘동태적 정의’로, 후자의 정의를 학문에 대한 ‘결과적 정

의’ 또는 ‘정태적 정의’로 개념화하였다. 영어로 학문은 다양한 용어로 쓰이

고 있으나 , ‘과정’으로서 학문을 일컫는 경우는 주로 scholarship으로, 후자

의 경우는 주로 discipline으로 불리고 있다(Boyer, 1990; 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2018).

이 중 전자의 경우, 즉 ‘과정’으로서의 학문(scholarship)의 학술적인 정의

는 Boyer(1990)에 의해 정립되었다. Boyer(1990)는 학문을 ‘연구’라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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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관점으로 봐왔던 것을 지적하며, 학문의 네 가지 범주(taxonomy)를 제

안하여 학문의 의미를 확장하고 재개념화하였다.

<표 Ⅱ-10> Boyer(1990)의 학문 범주

네 가지 학문 범주 중 ‘발견’과 ‘통합’의 기능은 묶어서 ‘연구’로서의 학문

(scholarship of research)이라고 일컬으며(Glassick Huber, & Maeroff,

1997) 전통적으로 ‘학문’을 바라보는 관점에 해당한다(Boyer, 1990). 연구

(硏究, research)는 사전적으로 “어떤 일이나 사물에 대하여서 깊이 있게

조사하고 생각하여 진리를 따져 보는 일”(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18)로 정의되고 있으나, 학술적인 맥락으로는 “지식을 분별하기 위한 제

도적 기반하에 수행하는 창조적 업무”(Research Quality Framework, 2005;

김수경, 이숙정, 2012, p.209에서 재인용)로 정의되고 있다.

Boyer(1990)가 학문 개념을 확장하여 개념화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연구

는 학문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Halpern 등(1998)은 학

문을 기존의 연구/발견, 지식의 통합(종합 혹은 재조직), 지식의 적용, 교육

으로 구분하였으며, 최윤미, 김민성, 홍윤경, 남창우(2010, p.3)는 연구는 학

문하는 행위 중 “특히 관심이 있는 현상에 대해 질문을 가지고 탐색하는

과정”으로 학문활동 일부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Newmann(2006) 또한

학문은 하나 이상의 학문적 주제에 대한 구체화된 건설적인 노력이며, 이

는 연구, 교육, 멘토링 등 특정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전문적인 활동들을 포

학문의 범주 정의

발견(discovery)
학문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지식의 창조

무엇을 알아야 하며, 무엇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는가?

통합(integration)

전통적인 학문의 경계를 넘어 학문 간 연결점(connections)

을 모색하고, 특수하고 분리된(isolated) 지식을 더 큰 맥락

에 위치시킴으로써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는 것 

발견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적용(application) 학문 분야의 지식과 관련된 봉사(service) 활동

교육(teaching) 학생들의 연구와 실천에 영향을 주는 지식의 지적 교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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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결과’로서의 학문(discipline)은 앎의 대상이 되는 개념과 원리,

이론적인 지식을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적립한 것(최윤미 외,

2010)으로 학문 분야(academic discipline)로 불리기도 한다. 학문 분야는

일반적으로 Biglan(1973)의 분류에 따라 패러다임(paradigm)이 명확한 경

성학문(hard)과 합의가 어려운 연성학문(soft), 실용적 관심이 약한 순수학

문(pure)과 실용적 관심이 높은 응용학문(applied)으로 구분된다. Becher와

Trowlser(2001)는 각 학문 분야별로 우세하게 나타나는 특징(<표 Ⅱ-11>

참고)이 있음을 밝혔다.

<표 Ⅱ-11> 학문 분야별 특징

*출처: 김승정 (2017). 대학원 교육에서 나타나는 학문분야별 연구 및 교육 특징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5(2). 227-251. p. 230

경성학문(Hard) 연성학문(Soft)

순수학문

(pure)

누적적 지식, 보편성과 단순화

에 대한 관심, 비 개인적, 가치 

중립적, 발견과 설명 중시

예시: 수학, 물리학, 천문학, 화

학, 지질학, 식물학, 곤충학, 동

물학 등

반복적 지식, 개별 사실과 복잡

성에 관한 관심, 전체론적, 연

구자의 가치 부여, 이해와 해석 

중시, 

예시: 언어학, 철학, 인류학, 정

치학, 심리학, 사회학

응용학문

(Applied)

실용적 적용, 목적적 지식, 발견

적, 체험적, 생산물과 결과 중시, 

목적과 기능에 따른 평가, 

예시: 공학, 농학

기능주의적 지식, 공리주의 절

차 중시

예시: 회계학, 경영학, 경제학,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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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문활동2)

학문의 정의를 토대로, 많은 선행연구에서 교수와 대학원생의 학문활동

범주를 규정하였다(정지선, 2011; Alshare, Wenger, & Miiler, 2007;

Diamond & Adam, 1995; Miller, 2006; Ramsey, Cavallaro, Kiselica &

Zila, 2002; Weidman & Stein, 2003). 먼저, Ramsey 등(2002)는 상담가 교

육(counselor education)에서의 학문적 성과(scholarly productivity)를 조사

하기 위해 Boyer(1990)와 Halpern 등(1998)의 학문 정의를 토대로 총 7가

지의 학문활동 내용(categories) -학술논문, 컨퍼런스 발표, 기타 출판 작업

(책, 단행본 등), 기타 저술(보조금, 교육설명서, 외부 기관 평가 리포트 등

), 교육(teaching)과 관련된 학술업무(강의, 프로그램, 핸드북, 교육과정 등),

기타 전문가 활동(워크숍, 컨설팅 등), 전문적 리더 역할(임원, 위원장 등)-

을 제시하였다. 또한, 각각의 학문활동 내용을 Boyer(1990)가 제시한 학문

의 기능별(발견, 통합, 적용, 교육)로 분류하였다. 발견에는 학술논문, 콘퍼

런스 발표, 기타출판 작업이, 통합에는 학술논문, 컨퍼런스 발표, 기타출판

작업, 교육과 관련된 학술업무가, 적용에는 학술논문, 컨퍼런스 발표, 기타

출판 작업, 기타 저술, 기타 전문가 활동, 전문적 리더 역할이, 마지막으로

교육에는 교육과 관련된 학술업무가 분류되었다.

Diamond와 Adam(1995; 정지선, 2011에서 재인용)은 교육, 연구, 봉사활

동을 구분하여 학문활동의 다양한 예시를 제시하였다. 교육 활동으로는 강

의, ICT 활용, 인턴십 주선, 학생들과의 연구 협력, 학생상담, 교육과정 개

발, 프로그램 개발 및 수정, 새로운 교수법 개발,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

구와 협의, 초중등 교육과의 협력, 공공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학생평가, 온

라인 토론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연구 활동에는 순수연구를 포함하

여 연구방법의 개발, 출판, 에세이나 교과서, 신문 기고문의 출판, 학술지

2) 국내 연구에서는 학문활동(이승협, 2013) 또는 학술활동(정지선, 2011; 김양선,

2015)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문’의 의미를 살려 학문활

동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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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장, 번역, 편저서, 연구자금 확보를 위한 계획서 작성, 수업자료 개발

(설명서, 학생 가이드), 소프트웨어 창조, 참고문헌 정리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봉사활동의 예로는 학과/학교 위원회, 위원회 자문, 학생 연합

체 조언, 리더십, 학회 임원, 워크숍 지도, 교육 활동에 대한 동료평가, 국

가나 지역 차원의 봉사, 동료평가, 교육과정 평가, 공공봉사, 컨설팅 등을

제시하였다.

Alshare 등(2007)은 승진, 정년심사, 성과급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학술

활동을 분석하기 위해 600명의 경영대학원 학과장 교수로부터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학술활동을 크게 컨퍼런스 참여, 전문적인

발표, 출판(책, 연구물, 학술논문)이라는 세 활동으로 나누었다.

국내에서는 정지선(2011)이 대학교수의 학술활동을 ‘교육’, ‘연구’, ‘봉사’,

‘행정’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교육 활동의 경우 수업준비, 강의, 학생 지

도, 채점, 과제, 평가를, 연구 활동의 경우 선행연구검토, 논문집필, 실험,

현장연구가, 봉사활동은 자문, 상담, 특강, 공공 및 자원봉사, 행정 활동은

위원회 활동, 학과 회의, 공문서 처리 등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교수가 아닌 박사과정 학생들의 학문활동에 관한 연구들도 찾을

수 있었다(Miller, 2006; Weidman & Stein, 2003). 박사과정 학생들의 학문

활동과 목표지향성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 Miller(2006)는 Boyer(1990)

의 학문 범주와 Ramsey 등(2002)의 학술활동 설문 문항을 참고로 ‘교육’,

‘연구’, ‘봉사’를 나누어 박사과정 학생들의 학문활동을 제시하였다. 먼저,

교육 활동으로는 대학원 수준의 강의 수강, 인턴십 및 실습과목 수강, 연구

활동으로는 1저자 혹은 공동저자로 학술논문 출판, 컨퍼런스 발표, 봉사활

동으로는 학회 활동 참여 및 학회에서의 리더 역할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Weidman과 Stein(2003)은 박사과정 학생들의 학문사회화를 연구하

기 위해 학문활동 참여 수준을 파악하여야 하였고, Braxton과

Toombs(1982)의 학문 및 연구 활동 리스트를 참고하여 학문활동 참여 문

항을 개발하였다. 이들이 제시한 학문활동은 원고 상호 비평, 학회 구성원,

학회 협의회 참석, 나만의 연구 수행, 다른 기관에 학술적 의견 제공,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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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연구 제안서 작성, 단독/공동으로 학술지에 논문 투고 및 기재,

단독/공동으로 미출판 단행본 작성, 컨퍼런스나 협의회에 원고 제출 등이

있었다.

또한, 대학교수의 직무 만족(work satisfaction)과 연구 활동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했던 Bell(1992)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학술지에 논문 투고, 단

독/공동으로 책 출판하거나 편집, 전문가 회의에 논문 발표, 자신의 저작

전시, 컨설팅, 연구 제안서 제출, 학술지 편집국에 근무 등 20여 가지의 연

구 활동이 포함된 연구 활동 설문지 문항을 개발하였다.

한편, 장진규(1996)는 대학의 연구 활동 측정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교육

훈련 활동과 연구개발 활동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대학의 교육훈련 활동

은 대학원생의 일상적인 수업이나 실험, 교수의 수업·논문·실험지도, 개인

적 학습·학술회의·세미나 참석 등을, 연구개발 활동으로는 대학원생의 학위

논문 작성 및 특정 연구 프로젝트, 교수의 대학원생에 대한 논문 및 프로

젝트의 방향 지도, 연구 프로젝트와 관련된 학습·학술회의·세미나 참석 등

의 예시를 제시하였다.

끝으로, 이공계와 인문사회계 연구자의 연구 활동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

였던 오헌석과 김정인(2012, p.214)은 Tesside University(2010)와

University of Wales Institute, Dardiff(2005)의 정의를 활용하여 연구활동

의 범주를 제시하였다. 이들은 지식을 증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

로 행해지는 독창적인 연구를 위한 논문 및 책 읽기, 논문 쓰기, 아이디어

구상, 연구 관련 회의, 실험으로 연구 활동의 범주를 규정하였다. 이상 학

문활동에 관한 선행연구를 종합하자면 다음의 <표 Ⅱ-12> 및 <표 Ⅱ

-1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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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2> 학문활동(연구) 선행연구 정리

Boyer(1990) 연구(발견과 통합)

읽기 쓰기
아이디어

(개인)

아이디어

(집단)
자료수집 및 분석 발표 및 전시

오헌석, 

김정인(2012)
논문, 책 논문 아이디어 구상 회의 실험

Bell(1992)
책, 서평, 논문, 

제안서
조직적 연구 저작 전시

Alshare et al. 

(2007)
학술논문, 책

컨퍼런스 참여 

및 발표

Weidman & 

Stein (2003)
논문, 단행본 원고 비평 

Diamond & 

Adam (1995)

번역, 에세이, 교

과서, 편저서, 제

안서

연구방법 개발 연구방법 개발

정지선(2011) 선행연구 논문 실험, 현장연구

장진규(1996) 논문 학위논문 
학술회의, 세미나, 

연구 프로젝트
연구 프로젝트

Miller(2006) 학술논문 컨퍼런스 발표

Ramsey et al.

(2002)
논문, 책, 단행본 컨퍼런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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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3> 학문활동(교육, 봉사) 선행연구 정리

Boyer(1990) 교육 봉사(적용)

수업준비 수업 학생 지도 자문 학회 활동 교내 보직

오헌석, 

김정인(2012)

Bell(1992) 컨설팅 학술지 편집국 

Alshare et al. 

(2007)

Weidman & 

Stein (2003)

다른 기관에 학

술적 의견 제공

학회 활동, 협의

회 참석 

Diamond & 

Adam (1995)

수업자료, 프로그

램, 교육과정 개발
강의 상담, 평가

컨설팅, 위원회 

자문
학회 임원

학과(교) 위원회, 

교육과정 및 동

료평가

정지선(2011) 수업준비 강의, 
학생 지도 및 평

가

장진규(1996) 수업 지도
자문, 상담, 특

강
위원회 활동 학과 회의

Miller(2006)

대학원 강의 수

강, 인턴십 및 

실습과목 수강

학회 활동 참여, 

학회 임원

Ramsey et al.

(2002)

수업자료 및 교육

과정 개발
강의 컨설팅

학회 임원, 위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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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학교수의 학문활동

다음으로, 대학교수의 학문활동에 관한 선행연구를 제시하였다. 이는 크

게 대학교수가 투자하는 학문활동 시간에 다룬 선행연구와 학문활동의 근

간이 되는 대학교수의 학습 및 창조에 관한 선행연구로 나뉘었다.

(1) 대학교수의 학문활동 시간

국내 대학교수의 학문활동 특징을 연구한 정지선(2011)에 따르면, 대학교

수가 학문활동에 쏟는 시간은 경력단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정지선

(2011)은 대학교수의 경력단계를 재직기간을 중심으로 초임기(4년 이내),

성숙기(5-10년), 안정기(11-25년), 원로기(25년 이상)으로 구분하였고, 학문

활동은 교육, 연구, 봉사, 행정으로 구분하여 총 897명의 국내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그들의 학문활동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력과 상관없이 교

육>연구>행정>봉사순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다만, 초임

기에는 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쏟지만, 경력이 증가할수록 행정에 투자하

는 경향은 감소하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성숙기에는 다른 활동시간 비율

은 줄이고 연구 활동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정지선(2011)은 대학교수의 학문 배경에 따라 경력단계별 학문활

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을 통해 분석하였

다. 정지선(2011)이 설정한 학문 배경은 학문 계열(연성학문/경성학문)과

대학미션(연구중심대학/교육중심대학)이었다. 분석 결과, 학문활동 중 특히

‘연구 활동’에 있어서 학문 배경에 따라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절대

적으로 쏟는 연구시간에서는 경성학문계열 대학교수들이 연성학문계열 대

학교수보다 많았으며, 경력이 증가할수록 경성학문계열 대학교수는 연구에

쏟는 시간이 줄어드는 반면 연성학문계열 대학교수는 그 시간이 늘어났다.

또한, 연성학문 교수들은 경성학문 교수들보다 특히 성숙기에 집중적으로

연구 활동에 상대적인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대학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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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의 경우 연구중심대학의 대학교수는 경력이 증가할수록 연구에 쏟는 시

간이 감소하는 반면, 교육중심대학의 대학교수는 반대로 시간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연구중심대학의 대학교수들은 교육중심대학의 대학교

수들보다 특히 성숙기에 상대적인 시간을 연구활동에 많이 투자하는 모습

을 보였다.

한편, 김양선(2015)은 국내 대학교수의 학문활동 시간을 종속적으로 분석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학문활동을 교육, 연구, 봉사, 행정으로 구분하여

1992년과 2008년 대학교수들이 학기 및 방학 중에 학술활동에 쏟는 시간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1992년과 2008년 둘 다 학기 중에는 교육>연구>행

정>봉사, 방학 중에는 연구>교육>봉사>행정 순으로 시간을 투입하고 있

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학기 중 교육시간은 유의하게 감소한 반면

(23.42시간(45.1%) → 20.98시간(39.6%)), 연구(17.22시간(33.2%) → 18.17시

간(34.3%), 행정(4.54시간(8.7%) → 5.82시간(11.0%)) 봉사(3.76시간(7.2%)

→ 4.69시간(8.9%)) 시간은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방학 중 연구

시간은 유의하게 감소한 반면(28.63시간(58.9%) → 26.95시간(54.9%), 봉사

시간(4.77시간(9.8%) → 5.68시간(11.6%)) 및 행정 시간(3.45시간(7.1%) →

4.76(9.7%))은 유의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2) 대학교수의 학습과 창조

대학교수의 학문활동은 학습의 연장선상에서 수행된다. 이들은 그들 전

공 분야의 지식을 확장하며, 그 지식을 재형성(reform) 및 재구조화

(recontextualize)하고, 이를 다른 연구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나 이미

지로 표현하는 학술적 학습(scholarly learning)절차를 거치는데(Newmann,

2009), 이 학습 과정에서 학문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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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4> 대학교수의 학술적 학습 과정

*출처: Newmann(2009) P rofessing to learn. p79. Scholarly learning: professor’s

views of their own activities

한편, 오헌석과 성은모(2010)는 대학교수를 포함한 최고수준의 공학자 및

과학자들의 학습특성과 창조특성을 구조적으로 보여주었다(<표 Ⅱ-15> 참

고). 이들에 따르면 최고수준의 공학자와 과학자들은 연구를 진행할 때 특

정한 학습특성과 창조특성을 갖고 있었으며, 이러한 특성은 우수한 연구성

과를 창출하게 만든 핵심적인 요인이 되었다.

학습특성 중 본질탐구학습은 연구에 대한 차별화되고 발전된 접근을 가

능하게 하기에 우수한 연구를 이끄는 핵심적인 기반으로 작용하였으며, 지

식네트워킹 학습과 시행착오 학습은 우수한 연구 성과물로 이끄는 주요 학

습 과정으로 지목되었다. 또한, 창조특성은 ‘차별화’라는 창조적 인지능력을

‘최고수준 지향’이라는 정의적인 기질로 극대화해 ‘진화적 문제해결’을 이루

어내며 창조적인 행동으로 나타났다.

구분 정의 실행

확장
지금까지 발전되어 온 주제에 대

한 지식을 넓히거나 보완함

새롭게 떠오르는 지식 추가, 새로

운 관점으로 다시 보기, 근본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이해도 향상 

재형성

개별적인 아이디어를 취합하여 

하나 이상 아이디어의 의미를 재

고함

축적된 지식 내에서 아이디어 취

합, 형성된 아이디어나 관점 재고

재구성

배경을 바꾸어 볼 수 있게끔 특

정 지식환경에서 발달되어 온 아

이디어를 다른 환경에 배치함

주관적인 아이디어를 다른 학문 분

야, 새롭거나 익숙하지 않은 사회

적 및 문화적 환경, 개인의 삶으로 

옮김

표현

다른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식을 보여주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의미를 탐구함

교수, 글쓰기, 발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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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5> 최고수준 공학자 및 과학자의 학습 및 창조특성

*출처: 오헌석, 성은모(2010). 인재개발전략연구: 전문가 성장모형 및 성장잠재력

검사도구 개발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한국인적자원연구센터.

p. 96-166 재구성

학

습

특

성

본질

탐구

학습

학습할 때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신속히 분별하고 문제 해결

본질 

접근식 

사고

일상적인 생각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본질을 찾는 고차원

적인 사고로 학습

문제 

발견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문제를 발견

문제 

해결
발견된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계획

지식

네트

워킹

학습

지식공유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며, 연구의 약점을 알고 보완

지식 

공유

다른 전문분야의 전문가들과 지식공유를 통해 새로운 지

식을 학습

보완 
메커니즘

수행능력상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보완

시행

착오

학습

목표달성을 위해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성공과 실패경험

에 의한 성찰적 학습

실패 

경험

문제 및 과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및 실

패의 경험을 통해 실제적 지식을 학습

성공 

경험

실제적 지식은 궁극적으로 성공의 경험을 통해 승화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지식을 보다 견고하게 학습

창

조

특

성

차별

화

사물이나 현상을 다르게 보고, 해석하고, 사고하는 것

사고의 

차별화

자기 영역에서 이제껏 이어져 온 생각의 틀이나 관념들을 

과감히 깨며 자신만의 새로운 합리성과 정당성을 제시

관찰과 

해석의 

차별화

남들과 같은 것을 보아도 다르게 느끼고 그것을 자신의 

분야와 연결

최고 

수준

지향

조금의 차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반복, 발전시키는 것과 새로운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도전 

의식

능력의 한계, 상황의 어려움에도 새로움에 대한 가치를 인

지하고, 도전할만한 가치를 발견했을 때 과감하게 행동

완성도
자신이 설정한 기준에 만족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끝까지 

물고 늘어지며 완벽함을 추구하는 최고를 지향

진화

적 

문제

해결

과거의 경험을 발전시켜 새로운 버전으로 승화

경험의 

반추

자신의 경험을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것을 이끌어

내고, 과제를 해결했더라도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해결책을 모색

융/복합
나의 분야 이외의 것도 존중하며,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 다른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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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대학교수의 열정

정년을 보장받은 대학교수의 학습을 연구한 Newmann(2006; 2009)에 따

르면 대학교수는 학습, 그리고 연구 과정에서 몰두, 흥분, 도전감과 같은

절정의 감정을 느낌과 동시에 연구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고 깊어졌다. 또

한, 이러한 감정과 인식은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발생하였다. Newmann(2006; 2009)은 이와 같은 현상을 ‘열정적 사고

(passionate thought)’라고 명명하였다.

열정적 사고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열정적 사고는 지속적

인 과정이다. 열정적 사고는 감정과 인지의 복합적인 개념이므로 연구 과

정 중에 나타나는 희열, 흥분과 같은 굉장히 드물며 순간적으로 느끼는 감

정에 머무르지 않는다. 둘째, 열정적 사고는 희열이나 흥분과 같은 긍정적

감정과 동시에 우울, 절망, 고통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동반한다. 이는 연

구가 항상 성공적이지 않으며, 많은 실패 속에서 도전을 지속해야 하기 때

문이다. 셋째, 열정적 사고는 수준(level)이 존재한다. 열정적 사고는 0 혹

은 1로 이분법적으로 나타낼 수 없으며, 다양한 강도로 나타난다. 넷째, 열

정적 사고는 공유될 수 있다. 연구에 대한 아이디어를 함께 나눌 때, 연구

에 대한 열정적 사고 역시 같이 발생하며, 그들 사이의 깊은 연결을 가능

하게 한다.

대학교수의 열정적 사고는 학습 및 연구 과정 중에서 ‘안목

(discernment)’과 ‘창조(creation)’로 나타났다. ‘안목’은 다른 연구자들이 간

과했던 기존의 패턴, 질서, 의미를 이해하고 감지하는 것으로, 풀리지 않거

나 모호했던 구조를 밝히는 생산적인 연구를 수행하게 한다. 안목이 있는

대학교수들은 그들이 연구한 현상의 패턴과 의미를 밝히고 설명하려고 노

력하는 ‘학술적 발견 업무(scholarly detective work)’를 수행한다.

한편, ‘창조’는 특정한 매개체나 대상을 통해 직접 의미를 만들거나 구축

하는 것으로, 참신한 연구방법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산하게

한다. 이때, 창조는 새로운 아이디어 그 자체의 결과로서의 의미보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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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즉, 열정적 사고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다양한

목적과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는 복잡하고 역동적인 과정이나, 어떠한 열

정적 사고든지 연구를 하며 인지되고(discerned) 창조된(created) 특정한

대상을 통해 나타난다.

[그림 Ⅱ-8] 대학교수의 열정적 사고과정

대학교수를 포함한 최고수준의 공학자와 과학자에 관해서 연구한 오헌석

과 성은모(2010, p. 57)는 학문에 대한 열정을 학문에 대한 “애정과 소중함

을 인지하여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반드시 성취해내려는 심리적 태도”라고

정의하였고, 열정의 두 가지 심리적 태도를 분석하였다. 하나는 집념(執念)

으로 목표를 향해 꾸준히 가려고 하는 확고한 의지이다. 집념은 학문에 대

한 강한 집념은 학자가 전문적 지식에 의해 수행할 수 있는, 즉 학자의 능

력 안에서 해결 ‘할 수 있는(what s/he can do)’ 일을 넘어서서 능력 밖이

지만 세계적인 학자로 발돋움할 수 있게 하는 ‘하고자 하는(what s/he will

do)’ 일을 수행하게 만든다. 또 다른 하나는 끈기(persistence)로 실패에 부

딪혀도 끈질기게 견뎌 나가는 태도를 의미한다. 특히 학문 영역에서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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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취는 단기간에 이루기 힘들기에 끈기 있는 태도를 갖춘 사람만이 높

은 수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림 Ⅱ-9] 과학자 및 공학자의 학문에 대한 열정

*출처: 오헌석, 성은모(2010). 인재개발전략연구: 전문가 성장모형 및 성장잠재력

검사도구 개발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한국인적자원연구센터,

p.74 재구성

이와 유사하게, 여성과학자의 성장과정을 연구한 최지영(2008) 역시 여성

과학자의 전문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 주요 개인적 요인으로 “학문에 대한

열정과 끈기”를 도출하였다. 여성과학자들은 “어린 자녀를 유모차에 태운

채 옆에 놓고 실험”하기도 하고, 연구문제가 잘 풀리지 않더라도 “끊임없

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러한 열정은 지도교수

등 멘토의 열정에 의해 전달되어 형성되기도 하였다. 즉, 학문에 대한 열정

이 전이 및 학습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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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0] 여성과학자의 학문에 대한 열정과 끈기

*출처: 최지영(2008). 여성과학자의 성장과정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2),

p.160 재구성

일부 연구에서는 대학 내 집단과 전공을 구분하여 학문열정을 비교하기

도 하였다. 대학교수와 대학원생의 연구열정정도 차이와 이공계와 인문사

회계 연구팀의 연구열정정도 차이를 연구한 오헌석과 김정인(2012)의 연구

에 따르면 이공계 연구팀이 인문사회계 연구팀의 연구열정정도 보다 유의

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집단과 대학원생집단을 구분하여 비교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모두 이공계 연구팀이 유의미하게 높은 연구열정을

보였다. 반면, 전공계열별 교수집단과 대학원 학생집단 사이의 연구열정을

비교해보았을 때, 인문사회과학 계열과 이공계열 모두 대학원 학생집단이

교수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연구열정 정도를 나타내었다. 이를 볼 때,

집단 간 비교에서는 대학원 학생집단이 교수집단보다, 전공계열 간 비교에

서는 이공계가 인문사회계보다 높은 연구열정을 지닌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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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학교수의 역할과 정체성 

사회 집단은 개별 구성원에게 정체성을 제공하며, 사람들은 이러한 사회

적 맥락 속에서 사회적으로 정의된 역할을 수행한다(Reeve, 2014). 대학교

수 또한 자신에게 부여된 사회적 역할 그리고 이에 따라 형성된 정체성을

갖고 학문에 임한다. 대학교수의 역할 및 정체성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대학교수의 학문활동에서 나타나는 그들의 역할갈등과 정체성 혼란에

대해 다루고 있었다. 먼저, 대학교수들을 질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들을 살

펴보자면, 지성호(2011)는 예술대학 교수를 대상으로 그들이 겪고 있는 역

할갈등에 주목했으며, 임희진(2019)은 사범대학에 새로 임용된 신임교수들

이 교수활동에 적응해나가는 과정을 모색하였고 염지숙(2003)은 지방대학

유아교육과에 임용을 받은 여성 교수들의 교수됨의 의미를 탐구하였다. 한

편, 양적 연구의 경우 윤필현과 한주희(2018)는 60명의 전문대학 교수를 대

상으로 전문대학 교수의 역할 인지 부조화가 전문직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을 탐구하였으며, 손준종과 오영재(2006)는 239명의 지방사립대학교 대학교

수의 삶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해보았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대학교수는 각자 특정한 역할 정체성

을 가진 채 교수에 임용되나, 대학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었다. 예컨대, 사범대학 교수들은 ‘연구자’로서

의 정체성을(임희진, 2019), 예술대학 교수들은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갖

고 대학교수에 임용되었으나(지성호, 2011)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교육 및

봉사에 할애하게 되었고, 약 40%의 지방사립대학 교수들은 자신이 기대한

역할과 다른 역할을 부여받고 있었다(손준종, 오영재, 2006). 예상치 못한

역할 수행을 통해 대학교수들은 ‘교육자’ 및 ‘봉사자’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제고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으나(염지숙, 2003), 역할 수행을 충실히

하려는 노력이 장기적으로 이어지지 못했으며(임희진, 2019), 다른 곳으로

이직을 모색하거나(지성호, 2011) 전문직 정체성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등

(윤필현, 한주희, 2018) 대체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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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수가 학문열정을 형성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질적 연구는 결과보다는 과정에, 검증보다는 발견

에 관심이 있고(박도순, 2001) 사람들의 경험이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영향

을 받으며 인식이 구성되어가는 간주관성의 형성에 관심을 두는 연구방법

이다(조용환,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처럼 기존의 이론으로 설명되지 못

하는 현상을 새로운 개념체계를 통해 설명하고자 할 때(김영천, 2011; 류혜

현, 2015에서 재인용), 그리고 연구참여자들의 삶과 경험에 관해 설명하고

사건이나 행위가 발생하는 과정과 그 의미를 이해하고자 할 때 적절한 연

구 방법이다(Maxwell, 2009).

아울러, 본 연구는 학문열정 형성에 관한 새로운 개념적 틀과 이론을 생

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사회 현상에 대해 관련된 자료를 체계적으

로 수집 및 분석하여 귀납적으로 이론을 생성하고자 하는 근거이론

(grounded theory)접근을 취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주관적

생각과 감정을 특징으로 하는 ‘열정’을 고찰하기에 근거이론의 다양한 흐름

중 맥락성과 주관성을 강조하는 구성주의적 근거이론접근(constructivism

grounded theory)에 기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Charmaz, 2006). 구성주

의적 근거이론은 객관적 실재를 가정하고 분석의 객관성과 엄밀성을 강조

하는 전통적인 근거이론접근과는 달리, 복수의 실재들로 사회 현상이 구성

되어있고, 수집된 자료와 분석 결과 또한 해석된 것임을 인정한다(이영철,

2014). 또한, 연구의 주된 자료로 면담을 활용하며(이영철, 2014), 연구자의

사전 지식, 개념, 선행이론을 기반으로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자료를 분석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Charmaz,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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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절차

본 연구는 면담을 활용한 질적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연구 절차

(김병섭, 2008; 이상훈, 2014에서 재인용)에 따라 진행하였다. 연구 절차는

다음의 [그림 Ⅲ-1]과 같다.

[그림 Ⅲ-1] 연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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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학문열정’이 형성에 대한 많은 정보와 통찰, 이해를 줄

수 있는 표본을 선택하기 위해 목적 표집 방법(purposeful sampling)을 사

용하였다(Merriam, 2009). 해당 연구에 대표적인 여러 사례를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복사식 논리를 통해 각 사례에 대해 동일한 절차를 반복할 때

현상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보여주며 연구의 일반화가 가장 잘 될 수

있기 때문이다(Yin, 2003; 성희창, 2018에서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문열정’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례를 표집하였

다. 특히, 본 연구는 학문열정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를 탐색해야 하므

로, 학문열정이 형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연구참여자를 모집해야 했다. 그러

나 열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

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조작적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참여자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먼저 열정에 관한 질적 연구를 수행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선행연구들에서는 크게 ‘선발’ 혹은 ‘추천’ 방식에 의존하여 참

여자를 선정하고 있었다. 먼저, ‘선발’을 통해 참여자를 선정한 연구들(Day,

2004; Fredicks et al., 2010; Oliver & Venville, 2011)의 경우 ‘성과’를 기준

으로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예컨대, 학교장들의 열정을 탐색하고자 하

였던 Day(2004)는 영국 교육과학부 데이터에서 지난 4년간(1999-2002) 전

반적인 상승 추세를 보인 학교 중 교육기준청(OfSTED)에서 ‘우수한

(excellent)’ 혹은 ‘뛰어난(outstanding)’ 리더십을 가졌다고 보도한 학교장들

을 연구참여자로 선발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의 학업에 관한 열정을 탐색하

고자 하였던 Fredicks등(2010)은 영재 학생들 중 평균 평점 상위 25% 학

생들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고, Oliver와 Venville(2011)의 경우는 과학

올림피아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인 학생들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한편, ‘추천’을 통해 연구참여자를 선정한 연구들(Phelps & Be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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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Cloeman & Guo, 2013)의 경우 ‘전문가’ 혹은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바탕으로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교육에 대해 열정을 유지하고 있는 교

사들의 공통점을 탐색하고자 했던 Phelps와 Benson(2012)은 학교장으로부

터 추천을 받아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고, 학업에 열정을 가진 학생들의

경험을 탐색하고자 했던 Cloeman 와 Guo(2013)는 학생들이 모이는 장소

및 기관(박물관, 공공도서관 등)과 교사들에게 학생을 추천받아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두 가지 방법 중 본 연구에서는 ‘선발’ 방법을 통해 연구참여자를 선정하

였다. 추천 방식은 추천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한다고 할지라도 추천자의 편

향이 개입되어 참여자를 추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선발 기준을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연구비를 지

원받는 연구센터’ 중에서 ‘장기간 큰 규모의 연구비를 제공하는 사업(선도

연구센터 지원사업,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창의 리더연구자 지원사업 등)’

을 통해 설립된 연구센터의 연구센터장과 ‘기초과학연구원(IBS)’의 연구센

터장을 선발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이들은 연구비를 지원받기 위해 몇 달,

혹은 몇 년에 걸쳐 연구계획, 연구수행능력, 연구 의지 등을 다수의 전문가

로부터 평가받아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특히 연구수행능력을 평가함

에 있어서 책임연구원(연구센터장)의 업적 및 역량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

였고 연구계획을 발표할 때 또한 책임연구원(연구센터장)이 직접 발표하였

다는 것을 볼 때(한국연구재단, 2019), 연구비 지원에 연구센터장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참여자 모집단에 해당하는 연구센터장 대다수는 대학교에서 경성

학문계열–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의과대학,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등- 의

대학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열정은 전문성 개발을 지속하는 원동력이며

(오헌석, 성은모, 2010), 원동력을 유지하였을 때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로

뛰어난 성과를 창출할 수 있기에, 다수의 전문가에 의해 전문성을 인정받

은 연구센터장은 본 연구의 참여자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연구비

지원을 위한 평가지표 중 하나로 연구 ‘의지’와 같은 태도 측면도 일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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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었다는 측면에서 학문열정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연구참여자로 바람직

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학문활동의 범주는 연구뿐 아니라 교육, 봉사도

포함되지만, 연구는 학문활동 중 가장 전통적이고 핵심적인 활동이며, 연구

실적은 대학교수의 승진 등 평가에 활용되기에(정지선, 2011) 연구센터장은

학문열정 형성과정과 특징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참여자로 적절하다고 판단

되었다. 연구센터장 중 본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 의사를 밝힌 연구참

여자는 총 17명이다. 이들에 대한 주요 특성은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연구참여자의 주요 특성

3) 한 연구참여자는 참여자들의 연령을 그대로 드러냈을 때 연구참여자가 누군지

추측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연령대로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

시하였다. 이에 연구참여자 특성 표에 연령대를 기술하였다.

구분 성별 연령대3) 재직기간(년) 세부전공 직급

A 교수 남 40대 12 로봇공학 정교수

B 교수 남 50대 20 미세유변학 정교수

C 교수 남 50대 24 발생유전학 정교수

D 교수 남 50대 16 분자유전학 정교수

E 교수 남 50대 20 생리학 정교수

F 교수 남 60대 23 생물학 정교수

G 교수 남 50대 17 생화학/분자생물학 정교수

H 교수 남 60대 21 식물미생물학 정교수

I 교수 여 50대 24 약물학 정교수

J 교수 남 60대 30 재료공학 정교수

K 교수 남 50대 27 천문학 정교수

L 교수 남 60대 31 천연물의약학 정교수

M 교수 남 50대 18 통증학/신경생리학 정교수

N 교수 남 50대 22 항공우주공학 정교수

O 교수 남 50대 16 해양공학 정교수

P 교수 남 50대 22 해양학 정교수

Q 교수 남 50대 22 화학 정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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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모두 4년제 대학의 정교수였다. 이 중 16명의

연구참여자가 수도권 대학에 재직하고 있었으며, 1명은 경상권 대학에 재

직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단과대학을 기준으로 크게

분야를 나누어보았을 때, 공과대학 6명(35%), 자연과학대학 5명(29%), 의

과대학 2명(12%), 약학대학 2명(12%), 농업생명과학대학 1명(6%), 수의대

학 1명(6%)이었다.4) 연구참여자의 성별은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남성이었

다. 연구참여자의 연령은 47세에서 65세 사이에 분포하였고, 40대가 1명,

50대가 12명, 60대가 4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57세였다. 또한, 재직기간은

12년에서 31년 사이에 분포하였으며, 평균 재직기간은 21.5년이었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와의 면담내용을 주된 자료로 수집하였다. 열

정은 감정, 인지, 행동. 정체성 차원까지 포괄하고 있는바, 연구참여자의 진

술을 통해 열정을 파악할 수 있다(Cardon et al., 2009). 면담을 위해 연구

참여자의 모집단(연구센터장)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연구참여자를 모집한다

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메일에는 본 연구의 주제, 목적, 방법 등을 설

명하였다.

면담은 2019년 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3달에 걸쳐서 시행되었다. 면

담은 주로 연구참여자의 연구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일부 연구참여자의 경

우 연구참여자가 원하는 다른 장소(교내 사무실, 카페 등)에서 이루어지기

도 하였다. 본격적인 면담을 진행하기 이전에 모든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 면담 녹음 동의, 개인정보 보호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참여자용 설명

서를 제공하였으며, 참여자들로부터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또한, 지금까

4) 자연과학대학에 소속된 5명 중 2명의 전공 분야는 수의학과 치의학이었으며,

행정상 자연과학대학에 소속되어 있었다. 연구참여자가 소속된 단과대학과 전공을

같이 표에 제시할 경우 연구참여자가 노출될 우려가 있어 표에 작성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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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참여자가 수행했던 학문활동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 참여자의

주요 업적과 경력 목록을 확인받는 시간을 가졌다. 면담은 평균 1시간 동

안 진행되었으며, 면담시간 내 하지 못했던 질문이 있었을 경우 메일을 보

내 추가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은 반 구조화된 질문지(<부록 1> 참고)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반 구

조화된 면담은 면담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은 갖고 있으나 질문 및 단어의

고정된 순서를 따르지 않는 인터뷰를 뜻한다(Packer, 2011). 반 구조화된

면담은 질적 연구에 적절한데,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 도중에 부가질문

(sub-questions)과 새로운 질문이 생성되기 때문에 면담 이전에 지나치게

지엽적인 질문을 준비하는 방식을 지양하기 때문이다(Agee, 2009). 따라서

질문의 순서나 내용을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변경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

는 반 구조화된 면담을 진행했을 경우, 표준화된 의미로 의사소통할 수 있

어 타당도 높은 면담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김해동, 1993;

성희창, 2018에서 재인용).

특히,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중요사건(critical incident)에 대한 면

담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때 중요사건이란, 자신이 추구하는 것

에 긍정 혹은 부정적인 결과를 유발한 사건으로, 가장 기억할만한 경험을

의미한다(Flanagan, 1954). 본 연구에서 수집한 연구참여자의 중요사건은

연구참여자의 교수 임용 직후부터 현재까지의 학문과 관련한 도전적인 경

험, 슬럼프 경험, 변화 경험 등이었다. 면담의 모든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

하에 녹음 및 전사하였고, 이는 본 연구의 원자료로 사용되었다.

수집된 연구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경험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방

법의 하나인 테마분석(thematic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테마분석은 자료

를 반복해서 비교함으로써 범주를 형성하고 현상의 의미를 파악하는 분석

방법이다. 따라서 반 구조화된 심층 면담에서 얻어진 질적 데이터를 분석

하기에 적절한 방법이며(Kelly, Swanson, Maas, & Tripp-Reimer, 1999;

박한림, 2015에서 재인용) 특히 과정을 밝히는 목적으로 연구참여자의 언

어적 패턴을 규명하는데 용이하다(Aronson,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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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Charmaz(2006)이 제시한 코딩 절차에 따라 테마분석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개방적 코딩으로 자료를 기반으로 코드를 생

성하는 과정이다. 개방적 코딩은 자료에 긴밀하게 밀착되어 개방적인 자세

로 자료를 바라보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발견하게 해준다.

개방적 코딩은 자료의 단어, 줄, 사건 단위로 이름을 부여하는 초기코딩과

자료의 비교를 통해 가장 의미 있고 빈번하게 나타나는 초기코드를 결정하

는 초점코딩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구분하여 진행하기보

다는 초기코딩과 초점코딩을 번갈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개별 사례에서

11개에서 44개의 코드가 도출되었다.

마지막 단계는 축 코딩(axial coding)으로 많은 양의 자료를 정렬, 종합,

통합, 조직화하기 위해 코드들을 개념과 범주로 발전시키고, 범주의 속성과

차원을 식별하여 범주와 하위 범주 간에 관계를 맺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핵심적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코드들을 묶고, 해체하는 과정

을 반복하여 개념과 범주를 생성하였다. 또한, 개념 간의 관계, 개념과 범

주 간의 관계, 범주 간의 관계를 해석하며 패턴을 발견하는 과정을 반복적

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8개의 상위범주, 18개의 하위범주, 52개의 개

념이 도출되었다. 최종적인 테마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교육학 박사 1인, 교

육학 박사 수료생 2인, 교육학 석사 2인에게 보이고 의견을 수렴하여 테마

의 명명과 해석에 반영하였다. 이 과정에서 “확장”, “내실화”, “학문적 욕구

충족을 통한 형성” 등이 “문제개선”, “관점전환”, “학문적 욕구 충족을 위

한 형성” 등으로 수정되었으며, “정당화를 통한 형성”이 추가되었다.

다음으로, 분석 후 내용에 대한 타당화를 위해 구성원 검토를 진행하였

다. 이는 질적 연구의 타당화 방법 중 한 가지로, 행위자의 말이나 행동이

묘사된 초고와 연구자의 해석에 관한 확인 작업을 거치는 작업이다. 연구

자는 대학교수 본인이 경험의 맥락과 그 경험에서 비롯된 본인의 주관적인

감정과 생각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연구참여자 본인에게 메

일을 보내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검토를 요청하였다.

17명의 연구참여자 중 12명이 의견을 보내왔으며, “인터뷰 내용과 분석



- 70 -

이 재미있다.” “내용도 잘못 전달된 부분은 없다.” 등과 같은 반응을 보였

다. 하지만, 두 명의 연구참여자는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민감한 부분”이 있으며, 이 부분과 관련된 진술을 모두 삭제해달라고 요

청하였다. 하지만 참여자가 제기한 부분이 연구상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 연구자는 참여자의 진술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참여자와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다. 참여자에게 매우 민감한 부분의 경우 부분적으로

삭제하거나 데이터의 익명을 강화하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참여자들은 이

를 받아들였다. 이러한 조율과정을 통해 연구결과에는 일부 수정된 진술문

을 실었다. 또 다른 연구참여자는 “문장이 거칠게 되어있어 정제된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녹음된 인터뷰 내용이 현장감이 있어 좋

긴 하지만 비문이 많다.”라는 의견을 보내주었다. 이에 참여자의 의견을 반

영하여 연구결과의 전반적인 용어와 문장을 정제하였으며, 참여자가 진술

한 원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진술문을 다듬었다.

4. 분석틀

본 연구의 핵심은 대학교수의 학문열정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문공동체 구성원들의 학문열정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

고, 이들의 학문열정을 지속해서 형성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

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분석틀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틀은 열정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다룬 핵심 개념들을 참고하는 동

시에 선행연구에서 주목하지 못했던 부분을 추가하는 방식을 고려하였다.

먼저, 학문열정이 어떻게 형성되고 또 지속되는가를 드러내기 위해 ‘학문열

정’ 자체를 잘 잘 드러낼 수 있는 분석틀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

였다. 따라서 이를 위해 열정의 ‘개념 및 구성요소’에 관련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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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garmi et al., 2009; Vallerand et al., 2003; Day, 2004; Cardon et al.,

2009; Chen et al., 2009; Fredricks et al., 2010; Coleman & Guo, 2013;

Johri & Misra, 2014)를 참고하였다. 위 선행연구들은 제각기 다른 맥락에

서 열정을 연구하였지만, 대부분 열정을 ‘감정’, ‘인지’, ‘행동’, ‘정체성’의 차

원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학문’이라는 맥락

속에서 드러나는 대학교수의 ‘감정’과 ‘인지’ 그리고 ‘행동’과 ‘정체성’을 중

심으로 학문열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학문열정의 형성과정을 잘 드러내는 분석틀을 도출하기 위해

열정의 ‘형성과정’과 관련된 선행연구(Boverie & Kroth, 2001; Cardon et

al., 2009; Vallerand, 2015; Vallerand et al., 2003; Zigarmi et al., 2009)를

참고하였다. 우선 열정의 형성과정과 관련해서는 열정이 개인의 기본심리

욕구를 만족하는 활동에 참여하면서 형성된다는 관점(Vallerand et al.,

2003), 조직과 직무 특성에 대한 개인의 판단에 따라 형성된다는 관점

(Zigarmi et al., 2009), 사회적 역할을 내면화하면서 형성된다는 관점

(Cardon et al., 2009)이 있었다. 즉, 기존 선행연구들은 열정이 형성되는

과정을 모색하는데 있어 개인, 조직, 사회적 측면을 각각 강조하는데 그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측면들을 모두 다루고, 동시에 이들이

상호작용하는 양상 또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열정이

형성되는 특정한 측면을 강조하기보다는 이 모든 측면을 동시에 고려할 때

열정이 형성되는 양상을 다면적으로 모색할 수 있고, 이들이 상호작용하는

양상을 추가적으로 모색할 때 열정이 형성되는 양상을 보다 복합적으로 논

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열정을 지속해서 형성하는 양상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개인 그리고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야 하므로(Vallerand, 2015) 대학교수가 겪는 다양한

경험 속에서 드러나는 개인 및 환경적 변화가 대학교수가 학문열정을 형성

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추가로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즉, 대학교수가 학문열정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개인,

조직, 사회적 측면 또한 변화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가져오는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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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의 경험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상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분석틀을 제시하면 다음의 [그림 Ⅲ-2]와 같다.

[그림 Ⅲ-2] 연구의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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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본 장에서 연구결과는 ‘대학교수의 학문열정은 어떻게 형성되는가?’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대학교수의 학문열정 형성과

정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학문열정 형성과정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1. 학문열정 형성과정

본 절에서는 대학교수가 일련의 경험을 통해 학문열정을 형성하는 과정

을 분석하였다. 이는 ‘생존 열정’에서 ‘실현 열정’으로 질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으로 나타났으며, 변화 과정에는 ‘문제개선 과정’과 ‘관점전환 과정’이

드러났다. 먼저, ‘생존 열정’은 학계에서 독립적 연구자로 생존하고자 강박

적으로 개인 연구에 집중하는 특징을 보였다. 다음으로 ‘문제개선 과정’은

일련의 경험을 통해 학계 시스템의 문제를 깨닫게 되고 이를 해결하는 과

정으로 드러났다. 세 번째로, ‘관점전환 과정’은 교육자의 역할을 인지하고

교육자의 관점에서 교육과 연구를 바라보며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게 되

는 과정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실현 열정’은 선순환을 통해 평생의 꿈

을 실현하고자 도전하고 학습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여자들의 ‘생존 열정’

은 대체로 초임기에 포착되었으며, 현재는 주로 ‘실현 열정’의 모습을 보였

다. ‘관점전환 과정’과 ‘문제개선 과정’의 경우 그 순서를 명확히 하기 힘들

었으나, 본 연구의 참여자는 ‘문제개선 과정’이 선행한 경우가 많았다.

열정의 형성과정을 다룬 기존 연구에서는 기본 심리 욕구(유능성, 관계

성, 자율성)를 충족하거나(Vallerand et al., 2003) 핵심적인 역할 정체성을

지지하거나(Cardon et al., 2009) 개인의 웰빙을 향상한다고 판단되는 활동

(Zigarmi et al., 2009)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열정이 형성된다고 제시하

였다. 즉, 개인의 열정을 형성할 수 있는 활동이 선험적으로 존재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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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열정이 형성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학문을 하며 주도적으로 열정을 형성하는 양상을 보여,

열정을 개발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한 Chen 등(2015)의 주장을 뒷받침

하였다. 즉, 이들에게 학문열정이 형성되는 과정은 자신의 학문열정을 발휘

할 수 있는 활동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학문활동에 참

여한 이후 학문을 하기 위해 환경을 개선하기도 하고 자신의 관점을 전환

하기도 하는 주도적 노력의 과정에서 열정이 형성되어온 것이다.

가. 생존 열정

대학교수는 학문 분야의 전문가이다. 그러나, 전문분야에 대한 개인적인

성취가 없는 전문가는 그 사회에서 방출되기 쉽기 때문에(Collins, 2013).

이들에게 시급한 과제는 학계라는 사회에서 생존하는 것, 즉 본인의 분야

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것이다. 이들에게 학계 전문가로 인정받기 위한

성취의 기준은 연구 실적이다. 연구 실적은 학교 조직 내에서의 승진에서

도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대학교수에게 주어지는 수상 및

경제적 보상에도 영향을 주는 등(정지선, 2011) 교수 사회에서 생존의 중요

한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는 본 연구의 참여자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학계에서 생존하기 위해 연구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 양

상을 보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로 교수 초임기에 생존에 대한 위기감

을 느끼고 학계에서 생존하기 위해 개인 연구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는 모

습의 열정을 ‘생존 열정’이라고 명명하였다.

참여자들이 특히 위기감을 느낀 이유는 독립된 연구자로서 생존할 수 있

는 도구, 즉 독특한 본인만의 분야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일 열정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조직의 지원에 대한 긍정적 지각(Perttula, 2004)이나 조직

및 직무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열정을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으나(Zigarmi

et al., 2009)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생존에 대한 위기감이 오히려 열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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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는 계기로 작동하였다. 참여자들에게 학교에서의 승진은 B 교수의

언급에서 볼 수 있듯,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였기에 참여자들에게 위기

감을 조성한 생존의 장(場)은 대학이라는 조직을 넘어선 학계였기 때문이

었다. 하지만, 승진에 충분히 여유가 있는 학교와는 달리, K 교수의 언급처

럼 학계는 “너 죽고 나 살자” 의 극도의 경쟁을 유도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학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열정이 형성되었다(Houlfort

et al., 2013).

학교 승진과정도 사람마다 전공마다 다르고 과거보다 지금 규정이 가혹

하긴 하지만 (과거에)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여유도 있었어요. 

(B 교수)

옛날에 제가 박사과정 학생일 때까지만 해도 기사도나 신사도가 남아있

었는데 요즘은 국제학계 천문학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그냥 ‘너 

죽고 나 살자’에요. (K 교수)

(1) 인지: “생존에 대한 본능”

대학교수로 임용된 직후 참여자들은 다양한 상황에 마주하게 되었다. 구

체적으로는 지도교수가 없이 독립적으로 생존해야 하는 상황, 그런데 기존

에 하던 연구를 계속할 경우 지도교수와의 경쟁에서 뒤처지기에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 따라서 본인만의 분야를 구축해야 하는데 자원이 매우 부족

한 상황, 이에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또 다른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

다. 이런 상황은 참여자들에게 연구에 모든 에너지를 쏟게 되는 계기로 작

동하였다. B 교수는 열정적으로 연구에 임하지 않으면 “도태되니까” 이러

한 현실 속에서 ‘생존 열정’을 형성하게 되는 모습을 “생존에 대한 본능”이

라고 표현하고 있다.

열정적으로 연구에 임했다 하는 건 사실은 아마 대부분 교수가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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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인데, 젊을 때 뭐…. 대부분 그런 패턴에 들어갈 것 같아요. 적어도 

메이저 대학 이공계 교수라 그러면 30~40대에는 미친 듯이 일만 해요. 

사실은 그 과정들을 대부분 겪거든요. 그걸 열정적이었냐고 하면 열정적

일 거고. 그건 의도된 건 아니고요. 환경적으로 그런 거죠. 그거는 전 세

계를 가더라도 그런 거예요. 왜냐면 그 직업의 특성상 누구나 거기서 그

렇게 살지 못하면 도태되고 빠지니까. 그 (생존) 게임을 하는 거지, 그걸 

특별히 뭐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얘기하기가…. 보기에 따라선 학문에 대

한 열정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 이상으로 생존에 대한 본능일지도 몰라

요. 저는 생존의 문제지…. 뭐 우아하게 열정을 따지는 것보다는 생존이 

앞섰던 거 아닌가…. (B 교수)

(2) 계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각각의 상황들을 상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학교수가 되고 나서

참여자들은 독립된 연구자로서 홀로 “생존”해야 하는 상황에 마주하게 되

었다. 박사후연구원까지만 하더라도 교수의 권한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

지만, 대학교수가 되고 나서는 전문가로서 오로지 본인의 책임으로 연구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I 교수는 이 시기를 “내 이름으로 혼자 생

존해 나가야 하는 시점”으로 표현했으며, M 교수는 당시 교수가 되어서

처음 한 연구를 “처음 내 힘으로 모든 걸 한 연구”라고 말하였다.

저 같은 경우는 지도교수님이 big boss도 아니었고 일찍 돌아가시고 해

서 지원을 받을 수 없었어요. 어찌 되었든 내 이름으로 혼자 생존해 나가

야 하는 시점인 거예요. (I 교수)

내가 교수 되어서 2003년에 처음 낸 논문. 치과 쪽에 논문을 냈는데 지

금도 내가 기억하죠. 그 논문 accept 되었을 때 그 과정 다 기억하죠. 왜

냐면 처음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걸 한 연구니까. 포닥할 때는 그걸 다 교

수의 authority로 하는 거지만 이젠 내 책임하에 하는 거잖아요. (M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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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된 연구자로서 생존하려면, 이전에

했던 연구를 계속할 순 없었다. 기존에 본인이 했던 주제는 지도교수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어 경쟁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F 교수는

기존에 했던 주제로 연구를 계속할 경우 해당 분야에서 전문가로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B 교수와 같이 참여자들은

본인만의 “독특한 분야”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경쟁자는 미국에 

있는 나의 지도교수들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경

쟁을 해요. (중략) 그거(새로운 분야)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는 거죠. 내

가 (이전에) 계속했던 거는 우리 지도교수들이 원래 계속했던 거고 그걸 

어떻게 내가 경쟁을 해요. (F 교수)

(학교에 부임하고) 첫 번째는 저는 저만의 독특한 의미 있는 분야를 구축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B 교수)

이렇게 본인만의 연구 분야를 구축하기 위해 연구비는 필수적인 자원이

었다. 특히, 참여자들은 주로 실험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였기 때문에 기

본적인 실험 장비가 필요했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연구하기 위해 우선 연

구비부터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연구비를 얻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또한 필요하였다. E 교수는 부임 직후가 매우 열정이 높았다고 말하면서도

“연구비를 따야 한다.”라는 상황적인 압박으로 연구에 대한 열정이 높았다

고 당시를 떠올리며, “이게 학문에 대한 열정이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기

도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I 교수도 연구하기 위해서는 연구비가 필요하기

에 “사실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라면서 환경적으로 도전적인 과제를 할 수

밖에 없었음을 고백하였다.

이건 학문에 대한 열정이랄까…. 왜냐면 처음이니까 이공계 연구는 (인문

사회계도) 마찬가지겠지만 연구비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임용 딱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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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자 아무것도 없으니까 연구비를 따야 하고. (E 교수)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는데 우리가 연구하려면 연구비가 

필요해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모든 환경, 많은 것들이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를 선호하고요. 나 스스로가 아니라 주변에서도 많은 압박이 들어와

요. 우리가 연구비를 받으려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야 하고 새로운 영

역이어야 하고 (I 교수)

자신만의 분야를 구축하기 위해 연구비를 받기 위해서는 또 다른 경쟁에

서 이겨야 했는데, 바로 연구비를 받기 위한 전국의 쟁쟁한 교수들과의 경

쟁이었다. 즉, 경쟁을 위한 또 다른 경쟁을 치러야 했던 것이었다. 특히 연

구비 지원 조건이 좋을수록 그 경쟁은 상당했다. O 교수는 연구비를 획득

하기 위한 두 번의 경쟁 경험을 진술하였는데, 모 국제연구기금에서 지원

하는 대형 연구기금을 확보하기 위해 5개 대학의 “굉장히 유명하신” 교수

들과 경쟁을 치러야 했었으며, 약 70억을 받는 연구센터를 만들기 위한 경

쟁에서는 유명한 타 대학의 총장과도 경쟁해야 했다. N 교수도 당시 경쟁

을 통해 연구센터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도전적인 경험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해외기관에서 5개 대학을 경쟁을 시킨 거죠. 그래서 ○○대학교는 부총장

님이 직접 경쟁에 참여하셨고. □□대학교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나오

셨고 △△대학교도 저보다 나이가 10살 이상 넘는 교수님 몇 분들께서 

팀을 이루어 오셨고. (O 교수)

지금 8개 타 대학교수님이랑 같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

도 경쟁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서 그때 센터를 지원하고 되었을 때가 상

당히 흥미로웠고, 도전적이었죠. (N 교수)

이러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기에 참여자들은 “목숨 걸고”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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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하게 된다. F 교수는 그 시절 극도의 스트레스로 살이 빠져 당시 모습을

누군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고 설명하였다. 이하에서는 참여자들이 어

떻게 연구에 임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엄청나게 힘들어서 OO(연구사업명) 할 때 단체 사진 많이 찍어요. 근데 

그때 사진을 보면 그 단체 사진 속에 내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여기 보니까 구석에 빠짝 마른 사람이 있는데, 그게 나더라고요. 

그때 너무 스트레스받아서 체중이 65kg까지 빠졌으니까. 참 모험은 아무

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목숨 걸고 한 거 같아요. (F 교수)

(3) 행동: 연구에 “목숨 걸기”

참여자들은 학계에서 생존하기 위해 첫째, 도전적인 주제를 설정하고, 둘

째, 이 주제에 관해 성공적인 연구성과를 내기 위해 주도적으로 연구를 수

행하고, 셋째, 최적의 연구팀을 구성하며, 마지막으로 상당한 시간과 에너

지를 연구에 집중하였다.

각각을 상세히 살펴보자면 먼저, 참여자들은 독립적 연구자로 성장하기

위해 새로운 연구주제를 탐색하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F 교수는 당시 해

본 경험은 없었지만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 꼭 해보고 싶었던

연구를 새롭게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런 연구는 참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빗대어서 설명되곤 했는데, O 교수는 “공격적인 연구”, H 교수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그러나 “해 볼 가치는 충분히 있는” 연구, F

교수는 “도박”으로 이를 표현하였다.

2000년에 (부임하고) 4년 좀 지났을 때 진짜 도박을 했어요. 뭐냐면 내

가 정말 하고 싶었던 연구가 있었어요. 근데 경험은 없어. 어디서 배워 

본 적도 없고 난 그냥 한 7, 8년 동안 그 분야 논문만 계속 읽었을 뿐이

에요. 그래서 리뷰 아티클 대학원생한테 나눠주고 “지금부터 스톱 난 이

것만 할 거야.” 그게 OO(연구주제)라고…. 그 당시에 그거 뚜렷하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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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3-4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난 

그게 그렇게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OO을 하겠다. 그리고 애들한테 새로

운 논문을 주기 시작했죠. 그 소문이 쫙 나니까 몇 교수님들이 찾아와서 

“너 그러다 잘린다. 경험도 없는 걸 어떻게 하려고 하냐.” (F 교수)

아무래도 공격적인 연구죠. 인프라도 구축해야 하고. 학생들도 모집해야 

하고. 제 연구 분야도 많은 사람들한테 인지시켜 줘야 하니까. 뭐…. 상

당히 공격적인. 연구주제들도 아주 남들이 보면 당장 뭔가 필요할 것 같

은. 그러한 연구를 좀 많이 집중했죠. (O 교수)

결과가 딱 눈에 보이지 않는 연구주제. 이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도 있고 근데 이걸 한번 해 볼 가치는 충분히 있는 연구. (H 교수)

다음으로, 본인의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연구를 하기 위해 참여자들은 당

시 자신이 모든 것을 직접 할 수밖에 없었다. 교수에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역량이 풍부하게 갖춰진 학생도 없었고, 장비도 부족했기 때문이

다. 이에 아이디어 구상에서부터 논문 작성까지 모두 본인이 “주도”할 수

밖에 없었다.

옛날에는 제가 주도했어요. 제가 모든 아이디어를 내고 학생들은 이해하

면서 따라오는 수준. 젊은 교수들의 특징이에요. 내 수준을 따라오는 똑

똑한 학생들이 있으면 좀 얘기가 다를 텐데 초짜들 가지고 학위과정 실

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걔는 배우는 입장이고 나는 연구의 정점에 

올라있는 사람이니까 거의 모든 아이디어를 내가 내고 학생들은 그걸 보

고서 실험하고 따라오는 수준…. 그때는 논문을 처음부터 끝까지도 제가 

썼어요. (G 교수)

그땐 학생도 없었어요. 연구원 한 명 뽑아서 연구원하고 같이 실험해서 

정말 우리끼리 연구 장비 셋업해서 논문 낸 거죠. (M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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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연구비를 획득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 모든 것을 혼자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이에 대학교수들은 본인에게 도움이 되

어줄 수 있는 연구팀을 모집하고, 연구비를 지원해 줄 정부와 국회를 설득

하게 된다. 특히 연구팀을 모집하는 기준에 있어서 중요하게 드러났던 것

은 “실력”이었다. 일례로 P 교수는 “관련된 분야에 최고로 잘하는 분들”을

모집하여 연구팀을 구성하였다.

사람들의 실력을 알잖아요. 요 분야는 ○○대학교. 어떤 것은 □□대학교. 

어떤 것은 △△대학교. 이렇게 팀을 만들었죠. 저 혼자 100% 할 순 없

죠. 저 혼자 하는 세상은 아니니까. (O 교수)

제가 한국에 와서 90년대 말부터 2003년까지 6년 반 동안 정부, 국회를 

설득해서 3개 프로그램 만들었고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의 단을 제가 맡

았죠. (중략) 그러면 한국에서 ○○(연구주제) 관련된 분야에 최고로 잘하

는 분들 다 모셔다가 해양 하면 되겠다. 지금 창의적 연구센터장 하는 분

들도 많고. 벤처 회사 사장하는 분들도 많고. 의대 이런 쪽에 센터장 하

는 분들도 많고. 소위 한국에서 이쪽 약을 하는 데 필요한 분야의 잘하는 

분들은 거의 다 모셨어요. (P 교수)

본인의 연구를 하기 위해 주변 연구자들과 연구관계자들까지 설득에 성

공한 대학교수들은 연구에 모든 에너지를 쏟게 된다. 이 점이 극명하게 드

러났던 부분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었다. 선행연구에서도 시간을 투자하

는 것이 열정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언급하였으나, 시간을 투자

하는 정도에 대해 각기 다르게 정의하였다. 열정을 연구한 맥락이 달랐기

때문이다. 예컨대, 여가 맥락에서 열정은 ‘정기적으로’ 시간을 투자한 정도

였으며(Vallerand, 2015), 학업 맥락에서 열정은 ‘상당한’ 시간을 투자한 정

도였다(Fredicks et al., 2010). 참여자들의 시간 투자는 후자의 정의에 더

가까웠는데, 이들은 “하루에 17~18시간”, “주당 100~120시간”씩 일하면서

“4시간도 자지 않는” 생활을 했었기 때문이다.



- 82 -

거의 뭐 밥 먹고 잠자는 것 빼고는 다 연구만 했어요. 밤 새벽 2~3시까

지 연구하고 집 가서 자고. 거의 4시간 정도도 안 잤어요. (E 교수)

하루에 거의 17~18시간 일했어요. 학교에 6시 반에 출근했어요. 초반엔 

제 연구실도 없었다고 했잖아요. 갈 데가 없어서 복도에서 누가 버린 소

파에서 ‘한 8시면 사람이 오겠지….’ 하고 기다리고. 우리 옛날 대학원생

들 교수도 되고 회사 팀장도 되고 했지만, 그 사람들한테 미안하죠. 선생

이 허구한 날 새벽 12시까지 있고 어떤 날은 새벽 2시까지 있었으니까. 

(P 교수)

주당 100시간~120시간 일하는 거죠. 저는 기억나는 게 (중략) 그때 아침

에 당연히 일찍 오고 저녁에 12시 넘어서 ○○ 고가도로를 넘어가는데 

그 당시에는 처음 온 동네니까 속도를 사전에 단속한다는 걸 알 수가 없

는 거죠. 거긴 4차로 넓은 도로고 12시 넘으니까 사실은 밤에 다들 

100km씩 달리거든요. 속도 제한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속도위반청

구서) 그다음 날 오는 게 아니라 한 달 후에 오거든요. 그니까 한 달 지

났는데 거의 며칠 사이로 5~6장 속도 단속한 그게 오는 거예요. 그니까 

그렇게 살았던 거죠. (B 교수)

이렇게 본인의 연구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 자연스레 가족

에게는 소홀해졌다. 본인의 수면 시간도 부족한 때였기에 다른 시간을 더

내는 것은 무리였기 때문이다. 심지어 C 교수는 당시 연구하느라 본인과

같은 대학 캠퍼스에 있는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아내에게도 때맞

춰 가지 못하였다. L 교수는 이런 삶이 본인은 좋았지만, “가족들은 불행”

했다고 말하였다.

내가 마우스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마우스 연구가 내가 애써 만든 모델 

동물이 새끼를 잘 안 낳아서 고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와이프가 둘째

를 임신해서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하는 날이었는데. 그때 본인이 눈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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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꼭 옆에 좀 있으라 했는데…. 내가 다니던 병원, 같은 캠퍼스에 있는 

대학에서 출산했는데…. 난 연구실에 있었고, 와이프는 병실에 있었는

데…. 내가 그거 마우스 케어하느라고 그때 못 갔어요. (C 교수)

주중에 실제 밥 먹는 시간이…. 가족들하고 한두 번 있을까 말까였어요. 

(O 교수)

그렇잖아요. 교수는 자기가 좋아서 하는데 가족들은 좀 불행한…. “행복

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집에 가장이 맨날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도 별로 없고 재미있었겠어요? 그런 과정에서 대화

가 안 될 때도 있고. 그럴 땐 좀…. 그렇다고 다 설명해서 이해를 구하기

도 어렵고 이해만 바라는데 그런 게 젤 힘들었던 거 같아요. (L 교수)

(4) 감정: 눈앞의 “재미”와 “기쁨”

참여자들도 예외 없이 자기 분야에서 경쟁해야 했기에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지만, 연구 과정 그 자체가 “재미”있었다. 참여자들 자신이 하고 싶은

연구였기 때문에 연구 아이디어를 떠올리며 이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에 대한 고민에 집중하였다. 특히, 연구의 임팩트 등 결과에 대한 고민보다

는 과정에만 충실했다. 따라서 이들은 외부의 일과 관계에 신경 쓰지 않았

으며, 오직 진행되는 연구의 ‘재미’를 만끽하였다. 이러한 초창기 대학교수

의 학문에 대한 감정은 A 교수의 진술에서 생생하게 포착된다.

임팩트에 대한 고민보다는 그냥 재밌고. 오 이거 신기하고. ‘오 이거 대

박이야. ○○(곤충1)이 물 위에서 뛸 수 있어? 야 이거 대박이지! 대박이

야. ○○(곤충1)이 물 위에서 뛸 수 있는 로봇 만들면 대박이지!’ △△(식

물) 이런 것들. ‘△△(식물)이 순식간에 닫히는데 되게 간단해. 로봇으로 

하면 뭔가 막 되게 복잡한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들 주로 하

죠. (중략) “야 이거 재밌지 않냐? 야 이거 대박이야!” 70년대에 나왔던 

논문 보다가 ‘야 이거 ◇◇(곤충2)가 이렇게 뛰네? ○○(곤충1)한테 적용



- 84 -

할 수 있겠는데?’ “야 이거 좀 해봐. 이거 왜 못하지? 너 해봐.” 이렇게 

해서 ‘야…. 물 위에서 뛰었어…. 와….’ 근데 외부에 신경을 안 썼죠. 사

람들이 그걸 어떻게 쓰냐 해도 그걸 했죠. 그냥. (A 교수)

특히, 경쟁에서 이겼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P 교수는 몇

년간의 노력 끝에 연구센터가 되었을 때 30분간 침대에서 뻥뻥 뛰었다며

당시의 기쁨을 묘사해주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30분이 지나

고 나서는 기쁘지 않았다고 하였다. 즉, 생존에 성공한 직후 당장 눈앞의

기쁨을 만끽했던 것이 특징적이었다.

제가 워싱턴에서 학회를 하고 있는데 발표가 났대요. 저희 학생들이 연락

이 왔어요. 한밤중이었는데 저 혼자서 침대에서 한 30분 동안 뻥뻥 뛰었

죠. 자정이 다 된 시간이었는데 30분 지나고 나서 안 기뻤어요. 왜냐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P 교수)  

이러한 참여자들의 모습은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강박열정’에 가까웠다.

참여자들은 이 활동을 하는 것이 신나서, 혹은 그 활동을 해야 할 것만 같

은 압박으로 이를 통제하지 못하고 과도한 시간을 사용하여 일상적인 삶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Vallerand et al., 2003). 또

한, 연구자라는 하나의 역할 정체성이 대학교수로서 가질 수 있는 다른 역

할 정체성(교육자 등)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Cardon et al., 2009).

이상 대학교수로 부임한 직후 독립된 연구자로 살아남기 위한 과정을 기

술하였다. 본인의 분야를 구축하여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아야지만 생존

할 수 있는 “너 죽고 나 살자”의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연구참여자

들은 최적의 일원으로 구성된 연구팀을 만들었으며, 연구비를 받기 위해

여러 연구자와 관계자들을 설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

게 본인의 연구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었으며, 연구 이외의 것에는 소홀해

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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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제개선 과정

학계에서 생존하고자 연구에 모든 것을 쏟던 참여자들은 예상치 못하게

연구가 제약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연구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이 단절되

고 행정 시스템의 불편함을 겪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참여자들

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본인의 역할이라고 인지하게 되며, 학

계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이를 ‘문제개선 과정’으로 명명하였다.

(1) 계기: 자원 단절과 시스템 미비: “안타까움”

본인의 연구에 집중하고 있던 참여자들은 예상치 못한 문제에 마주하게

되었는데, 이 경험은 학문 분야의 문제를 인지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

경험은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났는데, 연구 장비 부족으로 인해 연구가 제약

되는 경험, 행정 시스템 부재로 불편함을 겪게 되는 경험, 학문 후속세대가

단절되는 경험, 그리고 이런 부정적 경험이 중첩되어서 나타나는 악순환

경험이었다.

먼저, 연구 장비의 부족은 참여자들의 연구 기회를 막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는 특히 고가의 연구 장비가 필요한 학과에서 드러났다.

연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연구 장비가 없어서 연구 장비를 빌리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기 때문이다. 특히 천문학 전공인 K 교수는 우주를

관측할 망원경이 없어서 망원경을 확보하는데 시간을 많이 쏟게 되어 연구

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외국 학계와 “매우 불공정한 게임”

을 하고 있음을 토로하였다.

제 연구시간의 거의 30%는 저희가 가진 연구비를 가지고 외국에 있는 

망원경 사용시간을 얻던가 인맥을 통해서나 어떻게 해서든지 망원경을 

빌리는 데 써요. 실험 장비부터 확보해야 해야 하니까요. (K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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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참여자들은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아 연구에 불편함을 겪어

야만 했다.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대학교수들은 연구하기 위해 학교에서

지정한 규칙을 따라야 하는데, 그 시스템이 연구를 제약하기도 하기 때문

이다. 이를테면 O 교수는 국외 모 단체로부터 만 불을 받아 교내에서 국제

학회를 개최하고자 했으나 학교에서 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만 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외에도 BK와 같은 특정 사업을

할 때마다 대학교수들이 몇 달씩이라는 시간을 쏟아야 하는 상황은 참여자

들에게 비효율적이게 다가왔다.

어떤 해에는 국제학회를 2개 개최하였는데 이 가운데 한 학회에 대해 미

국 기관에서 “학회경비로 만 불을 보조하겠다.” 했는데 그걸 못 받았어

요. 학교에서 그걸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어요. 이상하게 들리지만 

사실이에요. 만 불을 포기했어요. 그런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쉬

움…. (O 교수)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시스템이 없어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연구수준, 

교수님들 수준은 거의 비슷한데 시스템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로 너무 후졌어요.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는 데 돈을 안 써요. 교수들한테 

위임하게 되고 사람한테 dependent 하게 되고 센터 유지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되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자꾸 벌어지는 거죠. (중

략) BK 할 때마다 교수들 몇 달씩 달라붙어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안 좋은 예에요. (A 교수)

연구 장비와 시스템 등 환경에 대한 문제에 이어 대학교수가 겪게 되는

또 다른 문제 상황은 학문 후속세대가 단절되는 상황이었다. 특히 이러한

문제 상황은 상대적으로 비인기학과에 속하는 학문 분야의 대학교수가 마

주하게 된다. 학생들이 대학원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고, D 교수가 말한

것처럼 전문대학원 입학이나 자격증획득을 위한 시험에 집중하고 수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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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있는 학문을 배우는 것에 큰 관심이 없는 학생들을 발견하기 때문이

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자들은 상당한 “안타까움”과 일종의 분노를 느꼈

다. 이를테면 기초의학 전공 G 교수는 돈을 벌지 못해도 평생 연구를 하려

고 뛰어드는 후배가 없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생물학 전

공 F 교수는 “이공계 위기” 상황에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말로만 문

제라고 하는 주위의 대학교수들을 보며 개탄하였다.

평생 돈 못 벌어도 연구에 뛰어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거의 없

어요. 사회도 그렇게 변했고.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연구에 뛰어든 

사람들이 대우도 별로 좋지 않고…. 너무나 많은 걸 포기하고 그 사람들

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박수를 쳐 주기는커녕 너네는 그거밖에 못 하냐는 

얘기를 자꾸 듣는 것 같으니까 후배들은 더 안 들어오고. (G 교수)

생명과학전공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의학 전문대학원이라는 게 생기고 

약학대학도 생기고. 생명 과학 학생들이 들어오면 대부분 의전을 가거나 

약학대학을 가니까. (D 교수)

그때 의대만 가고 법대만 가고 경영대만 가고. ‘이공계 위기다.’ 해서 어

마어마했어요. 모든 교수가 “이공계 위기야.” 맨날 방송에서 그런 얘기하

고. 신문에 기고하고. 말로만. 노력은 안 해. (F 교수)

일부 참여자들은 연구비와 연구 인력이 모두 단절되는 경험을 겪기도 하

였다. G 교수는 이를 “악순환”이라고 표현하였다. 악순환 경험은 대학교수

에게 상당한 “위기”로 인식되는데 이러한 악순환에 빠지면 쉽게 헤어나오

기가 어렵고, 연구를 계속해서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비가 끊

겼을 때 M 교수는 “연구를 못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매너리즘”

에 빠지게 되었으며, F 교수는 “더 이상 못 해먹겠다.”라는 생각에 “회의

감”에 빠졌다고 고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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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ious cycle을 걷는다고 그러는데, 악순환. 연구결과가 없으니까 연구비

를 못 따고 연구비가 없으면 학생이 안 들어오고 학생이 안 오면 연구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그게 어려워요. 그런 위기가 꽤 많이 있었어요. 

3~4번은 있었어요. 그래서 제 업적 보면 논문이 없는 해가 있어요. 잘 

안되는 해…. 많은 사람이 그런 기근에 시달리는 때가 있어요. (G 교수)

창의과제라는 게 있는데 창의연구는 9년짜리에요. 3+3+3인데, 내가 (창

의과제에) 2012년 말에 선정되었는데 2015년에 탈락이 된 거예요. 연구

비를 아예 안 주는 거예요. 인건비만 1년. 정리연구. 그건 연구실 문 닫

으라는 얘기죠. 연구비 많이 주다가 안 줘버리니까. 그때 학생, 연구원, 

포닥 나가고…. 우리 행정직원도 나가고…. 그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는 창의과제 하면 다른 연구도 못 하게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연구비를 

끊으니까 그때는 ‘연구를 못 하는구나….’ 생각했죠. (중략) 연구비가 끊

어지는 일이 생기면 그만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고. 왜냐면 의미

를 내가 갖고 하는 일인데 우리는 연구비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도 없잖아요. (M 교수)

그때 유일하게 우리 과만 BK에서 떨어져서 연구비가 떨어졌어요. 그니까 

학생들 수급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원래 WCU 할 땐 연

구비도 되게 많았는데 갑자기 없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지요. 그때 

‘더는 못 해 먹겠다.’라는 생각 (F 교수)

(2) 인지: 참여할 수밖에 없는 “숙명”

일련의 경험을 통해 연구가 제약되는 경험을 한 참여자들은 이러한 문제

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받아들이게 되

었다. 이들의 경우 과거 “바쁘다”라는 이유로 행정과 봉사를 꺼렸지만 이

러한 활동이 “연구 생태계”를 만들기에 연구의 일부이고, 본인의 역할이라

고 받아들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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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이외의 것들. 이런 것도 연구의 일부라고 이제는 생각하죠. 연구 생

태계를 만드는 역할이기 때문에. (A 교수)

M 교수: 강연, 행사 있을 때 가서 과학에 대한 거. 통증이란 무엇인가…. 

그런 게 요청이 오면 가능하면 하려고 하죠. 

연구자: 귀찮지 않으세요? 

M 교수: 귀찮다는 생각 안 해요. 예전에는 바쁘고 하니까 안 갈려고 했

는데. 요즘엔 연락 오면 다 가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참여자들은 시스템을 가동하고, 학문을 살리려는 운동 등에 참여

하게 되는 것에 대해 “사회에 큰 의미가 있는 것들”, “참여 안 할 수가 없

는 것”이라고 인식하며, 이런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숙명”이라고 생

각하게 된다. 즉, 대학교수가 되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깊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이런(시스템을 가동하는) 것들은 사회에 큰 의미가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도 기꺼이 공과대학 교수로서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걸 

하는 거죠. (B 교수)

그런(기초의학을 살리려는) 운동 같은 데 참여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독

립운동 같은 거. (중략) 연구자는 다른 데서 찾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기초의학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걸 살

리려고 하는 거죠. (G 교수)

그건(학문 후속세대를 유치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숙명이고 반드시 해

야 되는 거죠. (F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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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동: 문제개선 과정에 적극 참여

이렇게 예기치 못한 경험을 겪은 참여자들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

에 대해 엄청난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느꼈고, 이와 같은 상황을 직접

극복하려 하였다. 이를테면 A 교수는 불필요한 제안서 양식을 개선하는 사

업에 직접 참여하였으며, N 교수는 연구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정부에 연구비를 늘려달라는 제안을 꾸준히 제시하였다.

제안서 쓸 때 양식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전에 ○○(연구사업명) 쓸 때 

제안서 100페이지씩 써서 내고 그랬거든요. 그걸 이번에 양식 개선 사업

하면서 30페이지로 확 줄였어요. (A 교수)

“순수한 bottom up 연구비가 너무 적다. 키워달라.” 그게 이번 정부에서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순수연구비를 2배로 키워 주겠다.”라고 국민청

원으로 국정과제로 받아들여져서 조금씩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그 역할을 

우리 소장 협의회에서 해냈어요. (N 교수)

연구 환경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 참여자들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했던

것과 같이, 학문 후속세대와 관련된 문제를 마주한 참여자들 또한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동을 취하였다. 예를 들면, F 교수의 경우 생명과학

자를 초빙하는 외부강연을 통해 생명과학부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

려 하였고, P 교수는 여름 해양학교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생들의 바다

에 관한 관심을 높이려 하였다. G 교수는 의과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이 기

초의학연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

여하였다.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문화재단 협조를 요구

했어요. ○○바이오유스캠프라고. (중략) 생명과학자 다섯 명 정도 보내

서 애들한테 특별강연을 하게 합니다. 그게 엄청나게 파급효과가 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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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끝나고 애들 설문조사 해보면 생명 과학 쪽으로 진학해야겠다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F 교수)

우리 과에 해양연구소가 있는데 해양연구소에서 저 옛날 지도교수님하고 

회계법인 전 회장님과 여름 해양학교라는 걸 했었어요. (중략) 초등학교 

5~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9박 10일 동안 애들을 데려다가 전국적

으로 해양에 유명한 분들 강사로 모셔서 밤에는 강의해주고 낮에는 스노

클링 교육해서 바다에서 체험할 수 있게 하고. (P 교수)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기초의학을 선택할 수 있을까? 연구를 많이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들이는 노력이 있죠. 제가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

문에…. 기초의학에 대한 처우 개선도 있지만, 기초의학 협의회 같은 데

서 학생 때 연구를 많이 하게 만들자는 mdphd코스를 만들자는 거나 이

런 것도 있고 지금 한창 유행하는 의사과학자 프로젝트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도 저희는 매번 참여해서 논의하고 제도 만들고…. (G 교수)

정리해보자면, 과거 참여자들은 학문 분야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으나,

연구가 제약되고 인력이 단절되는 경험을 한 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활동이 중요하며,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행

동을 보였다. 즉, 참여자들은 조직의 환경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를 바탕으

로 행동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게 되었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다. 이러

한 부분은 환경 특성에 대한 개인의 평가적 판단이 열정을 형성한다는

Zigarmi 등(2009)의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그러나, 조직 환경에 대한 참여

자들의 “안타까움”이라는 부정적 감정 및 문제 인식이 조직 전반의 복지와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조직 시민 행동 실행 의도(intent to use OCBs)

나 요구되는 역할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재량적 노

력 실행 의도(intent to use discretionary effort) 등 긍정적 의도를 갖게

했다는 점에서는 Zigarmi 등(2009)의 주장을 완전히 지지하진 않았다. 이러

한 차이에 대한 해석은 논의에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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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점전환 과정

한편, 참여자들은 학생들에 관한 경험이 차츰 축적되면서 연구에만 매진

하면서 크게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자각하게 된

다. 본인을 교육자, 즉 “선생”이라고 다시금 인식한 참여자들은 학문 후속

세대를 길러내는 교육자의 관점으로 연구를 다시 보게 되었으며, 자신의

연구방식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관점전환 과정’으로 이해하였다.

참여자들이 교육자로서 본인의 역할을 뒤늦게 깨달은 이유는 대학교수라

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와 관련이 깊다. 대부분 참여자들은 하고 싶은 연구

를 잘 하기 위해 대학교수를 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는 참여자뿐

만 아니라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연구한 기존의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임희진, 2019). 특히 H 교수와 D 교수의 경우 연구원으로 연구를 하다가

대학교수로 자리를 옮겼는데, H 교수의 경우 대학교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에서 근무하는 연구원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하고 싶은 주제”를 할

수 있기에, 그리고 D 교수의 경우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면 강제적으로라도

“저변적으로 넓게” 공부할 수 있으므로 대학교수를 택하게 되었다. 하고

싶은 주제를 선택하고, 넓은 분야를 보게 될 때 연구를 잘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참여자들은 대학교수의 역할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

는 것이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G 교수의 진술처럼 “교육하기 위해 들어온

건 아니”었으며, 교육에 먼저 매력을 느끼지도 않았다. 물론, D 교수는 “학

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학교로 옮겼지만, 이 역시 “새로운 연구를 하기 위

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즉, 교수로서 이들의 주된 과업 영역과

활동은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저는 들어온 목적이 확실히 교육하기 위해 들어온 건 아니에요. 교육에 

먼저 매력을 느낀 건 아니고 연구를 하기 위해서 기초의학 교실에 들어

왔어요. (G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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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주제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대학을 택했죠. 

연구라는 게 결국 잘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 잘할 

수 있는 거죠.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것보다도 자기가 원해서 자기

가 좋아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H 교수)

내가 학교에 온 이유 중 하나죠. 좀 강제적이긴 하지만 학생들을 가르치

기 위해서. 내 분야의 다른 챕터들도 같이 공부하는 것이 내가 새로운 연

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되는…. 그래서 물론 다른 인문사회영역

도 필요하긴 하지만 하나의 학문 영역에서 볼 때도 내가 인접한 걸 아는 

것들이 결국을 학문도 피라미드 원리 같아요. 그래서 저변적으로 자기 분

야에서 넓게 알면서 올라가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와서 오

랫동안 연구를 하긴 했지만, 그 분야에 한쪽 분야로 연구원으로서 하다가 

전체적인 분야를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D 교수)

따라서, 참여자들은 N 교수와 같이 대학교수의 역할에 대해서 평상시 생

각해보지 않았으며, 혹은 F 교수와 같이 대학교수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

고 대학에 들어왔다.

사실 교수가 뭔지 모르고 교수하잖아요. 처음 누가 ‘교수는 이런 거야.’ 

가르쳐 준 것도 없고 교수가 뭔지도 모르고 96년도에 교수가 됐고. 첫 

번째 신임교수 오리엔테이션 때 OOO 교수님이라고 내가 아주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신임교수들한테 교수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강

의를 하셨어요. 다른 사람은 졸면서 들었었는데 나는 노트 필기까지 하면

서 들었어요. 왜냐면 진짜 교수가 뭔지도 모르고 교수가 되었기 때문에 

(F 교수)

일단은 ‘대학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고 평상시에 그렇게 생각은 

많이는 안 했어요. (N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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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의 역할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앞선 ‘문제개선 과

정’과도 관련된다. 문제개선 과정에 지나치게 몰두할 경우, 대학교수가 해

야 하는 주된 임무인 교육에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J 교수는 이런

본인의 과거를 “외도”라고 표현하며, 대학교수로서 해야 하는 일들을 제대

로 하지 못했음을 반성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A 교수는 외부 회의 등 챙겨

야 할 게 점점 많아지자 “뭐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며 고뇌에 빠졌던

시절이 있었음을 털어놓았다.

제가 외도 아닌 외도를…. 처음 시작은 추천으로 나갔는데, 관심도 있었

겠지만 지금 생각하면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 같아요. ○○정부부터 10

여 년 정도 정책보좌관부터 정식 상근직으로 나갔죠. 그담부터는 자문위

원회 등 굉장히 많은 회의에 참석하고 많은 식견이 쌓였는데 제가 아는 

메인 교수로서의 교육 활동, 추가로 벤처 이런 것에 충실하지 못하지 않

았을까…. 지금은 다행히 많이 근접해 있어요. (J 교수)

‘뭐 하는 거지?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바쁘기는 엄청 바쁜데…. 정

말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 회의도 해야 하고 챙겨야 할 것도 

되게 많고. 연구 이외의 것들. (A 교수)

이렇게 교육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참여자들은 학생들과의 경험을 통

해 자신의 역할을 다시금 인식하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이 관점을 분석하

였다.

(1) 계기: 학생의 반응과 성장 체험

참여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깨닫게 되는 계기는 크게 학생들의 예상 밖의

반응과 모습을 마주하는 경험, 그리고 학생들이 자신의 영향을 받아 성장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경험을 통해서였다. 이러한 경험은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교육 활동에 대한 일종의 피드백으로 작용하였다(Nim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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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garmi, 2015). 이러한 경험을 통해 교육자의 역할을 비교적 빨리 깨닫게

된 참여자도 있었고, 관련된 여러 경험이 누적된 이후에 역할을 인식한 참

여자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이 참여자들의 교육자로서의 본래 역할

에 대해 깨닫게 해 주었다는 점은 공통적이었다.

먼저, 참여자들은 교육장면에서 자신의 예상과 어긋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다. 예컨대 학부생이라도 “대학교수가 목표를 어느 정도 정해 놓고 이

를 보여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여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것을 가르친

D 교수는 대학원생에게 “교수님은 터무니없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하신다.”라는 부정적인 강의평가를 받고 “학원 선생님처럼 가

르쳐야 하나”라는 갈등에 빠지게 되었다.

처음에는 너무 많이 준비했더니 뭐 다양한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것도 

하고 다양한 걸 했더니 아마 내가 전문 연구자로서 너무 오래 있어서 작

은 세월은 아니죠. 한 17년 정도 연구원 생활을 해서 그런지 학생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되게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이때도 학생들이 강의평

가를 하는데 강의평가 항목 중에 “교수님은 터무니없이 우리에게 너무 많

은 것을 가르치려고 하신다. 우리가 대학원생인 줄 아나….” (중략) 그때 

한창 이게 갈등이 많이 생겼죠. ‘이런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학원 선생님처럼 가르쳐야 하나….’ (D 교수)

그런데 이런 갈등과 혼란은 오히려 대학교수로서 본인의 역할을 깨닫는

계기로 작용하게 되었다. 예컨대 A 교수는 “다 가르쳤다고 생각”했지만

“했던 얘기 또 해야 하는” 상황을 겪게 되면서 대학과 실험실의 특성에 대

해 “눈 뜨게” 되었으며, 이는 학교라는 조직과 대학교수라는 직업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A 교수가 깨닫게 되었던 부분은, 학교는

회사가 아니며, 대학교수는 새로운 학생들을 계속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었

다.

5년 정도 되고 나니까 나는 이미 학생들한테 다 가르쳤다고 생각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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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얘는 신입생인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때 깨달은 

게 이래서 교수가 꼰대가 될 수밖에 없구나. 했던 얘기 또 해야 하고, 또 

해야 하고. 얘한테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원래 이래

야 하는 거구나 교수는…. 아…. 실험실이라는 거는 5년에 한 번씩 전 직

원이 싹 다 바뀌는 회사구나.’ 그런 것들에 조금 더 눈뜨기 시작한 거죠. 

결국엔 어떤 대학이라는 것의 특성? 실험실이라는 것의 특성? 실험실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아니에요. 학생들은 공부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 5~6

년 있으면 다 나가요. 회사인데 5~6년마다 전 직원이 싹 다 갈린다고 생

각해보세요. 그런 관점에서 교수라는 직업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죠. 

교수는 새로운 애들을 계속 가르쳐서 내보내야 하는 거고. (A 교수)

참여자들이 마주하게 되었던 학생들의 예상치 못한 모습에는 “매니아의

기질을 가진 학생”과 같은 긍정적인 모습도 있었다. 예컨대,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회의감이 들어 외부로부터 “한 발짝” 물러나 있었던 N

교수는 앞으로 학교 내부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그간 보지 못했던 학생들의 열의를 느낄

수 있었고, 이에 “저런 학생들을 도와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

다.

조금…. 한 발짝 떨어져 있으면서 약간은…. 내부적으로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가는 게 좋겠다.’라는 안을 더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학부 학생들이 되게 열의가 강하네? 우리 랩에 와서 하고자 하네?’ 오히

려 그런 걸 더 느낄 수 있었고. (중략) 매니아의 기질을 가진 학생이 있

어야겠다고 느꼈는데 그런 학생들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거 하고 싶어

요. 저는 이거 좋아요. 저는 이거 하려고 대학에 왔어요.” 자기들의 어떤 

나름의 어떤 목표, 꿈, 이런 걸 얘기도 하고 그걸 실현하려고 하고…. 

(중략) 그래서 저런 학생들 도와주어야겠다. 그런 학생들이 대학원에 와

서도 제가 하나 시키면 둘 다섯 이런 걸 해내요. (N 교수)

교육자로서 본인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또 다른 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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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며 학생에게 미치는 자신의 영향력을 실감하게

되는 경험이다. 이는 참여자들의 역할 인식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동안 연구자로서 본인의 산출물이 ‘연구물’에 그쳤다면, 점점 ‘제자’라는 인

적 산출물이 생기고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L

교수는 타 대학 출신 학생들이 본인 연구실에서 졸업하고 대기업 연구소에

가는 것을 보고 “내가 한 게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K

교수는 학회 발표 이후 자신의 제자들을 데려가는 것을 보고 “우리 것을

인정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대학원생들이 처음에 대학 졸업하고 연구실에 들어와요. 특히나 우리 실

험실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태반이 우리 대학 출신이 없어요. 다 어느 사

립대학 학생들. 하다못해 분교 ○○대학교 어디 캠퍼스 이런 친구들. □

□대학교 어디 캠퍼스. △△대학교. 이런 애들이 많이 왔어요. 얘네들이 

들어올 때는 이 분야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들어왔죠. 얘네들이 석사 2

년, 박사 4~5년, 전문연 7년까지 있는 애들이 있는데, 애들이 어느덧 성

장해서 졸업해서 대기업 연구소 이런 데 가는 걸 보니까 ‘아…. 내가 생

각했던 것들을 얘들이 여기서 해 나가면서 얘네들도 컸구나….’ 그건 정

말 ‘아…. 내가 한 게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L 

교수)

외국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는 있는 거예요. 다 지켜보고는 있는데 공식적

으로 인정만 안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것을 인정한다는 건 우리 제자들을 

데리고 가니까 알 수 있죠. (중략) (제자들이) 국제학계에서 발표했는데 

너무 좋아해서 다음날 “우리 학교 와라.” 해서 데리고 가버리고 (K 교수)

(2) 인지: “교수라는 게 선생이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연구만큼이나, 혹은 자신의

연구보다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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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면 M 교수는 교수 초기에는 본인의 연구가 가장 중요했으나, 자신이

“선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학생들에게 “연구자로서 성장하는 기회”

를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와 유사하게, O 교수는 본인의 연구만

잘 하는 것은 “당장 필요한 일을 하는 회사 직원이나 연구원”이고 본인은

“선생”이기에 학생이 본인의 나이가 되었을 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

쳐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예전에는 내 연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초창기 젊었을 때는 

교육은 별로 신경 안 쓰다시피 했었고 근데 그게 좀 달라지더라고요. 나

이가 들다 보니까. 내 연구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연구자로서 성장하는 

것도 내 연구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학생들이 연

구자로 성장하려고 대학원에 온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런 기회를 우리 

연구실에서 그 학생들한테 주어야 하는 거죠. 교수라는 게 그렇잖아요. 

선생이잖아요. 선생이라면 학생들 가르쳐야죠. 사실 선생이라면 학생들 

가르치는 게 1번이에요. (M 교수) 

전 선생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미래를 볼 수 있는 

연구를 가르치는 것이 선생이지. 안 그러면 당장 필요한 일을 하는 연구

원이든지 회사 직원이죠. 학생들은 학생들이 제 나이가 되었을 때 뭔가 

그때 필요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그 지식을 쌓도록 교육받아야 하잖아요. 

그걸 점차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달았어요. ‘난 선생이다.’ 예전에는 그렇

게 심각하게 생각 못 했는데 제 연구에서 탄탄대로로 가면 학생들도 잘 

될 거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고…. (O 교수)

(3) 행동: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넌 테크니션이야”

교육자의 역할 인지 이후 참여자들은 자신의 교육 및 연구방식을 변화해

나갔다. 물론, 대학교수마다 그 관점의 변화를 실천하는 방식은 다양했으

며, 교육자로서의 중요성을 인지한 시기도 대학교수마다 달랐다. 하지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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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나 방법이 저마다 다르더라도 교육자의 관점으로 연구를 바라보게 된다

는 점은 동일하였다. 기존에는 모든 연구 과정을 본인이 주도하였지만, 교

육자의 역할은 인지하고 난 이후 대학교수 본인이 “주도”하기보다는 학생

들에게 먼저 생각하고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에는 학생들에게 “오더를 내리고” 학생들이 잘 따라

오게끔 적극적으로 “드라이브”했다면, 지금은 “학생이 먼저 시작할 수 있

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연구를 끌고 가봐라”라고 독려하게끔 바

뀌었다고 하였다. 즉, 대학교수가 주도하여 연구주제나 아이디어를 주기보

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연구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연구를 주도하게끔 지도

하게 된 것이다.

완전히 옛날식으로 강요하진 않아요. 안 하면 뭐 안 한 대로 놔둬요. 세

월아 네월아 하더라도 뭐라 안 해요. (중략) 가능하면 자기가 뭔가 주도

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내가 앞에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오더 

막 내리고 학생들 수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학생이 먼저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죠. (중략) 시스템만 만들어 놓고 워킹

(working)할 수 있게 나머지 찾아 나가는 건 학생 스스로가 하게끔 그렇

게 하는 편이에요. (M 교수)

초기에는 약간 드라이브했다면 요즘은 학생들한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라. 오히려 학생들이 연구를 끌고 가봐라.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

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실에 들어오면 1년은 마치 의사 과정을 하

려면 인턴 하듯이 1년은 선배들이 하는 연구를 자기가 인턴과정 비슷하

게 쭉 돌아보고 주제를 주게 되면 경험이 쌓이는 과정에서 자기가 나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연구를 스스로 할 수 있게 끌어내려고 하고 

있죠. (N 교수)

이런 연구방식을 추구하게 된 데에는 학생들이 주도할 때 제자들이 성공

할 수 있으며, ‘기술자’가 아닌 우수한 ‘과학자’로 양성할 수 있다는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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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었다. “내가 시키는 일만 하면 테크니션”이라는 N 교수의 진술, “자

기들도 열심히 해야 교수도 되고 연구원도 된다.”는 F 교수의 진술은 이들

의 교육철학을 대변해준다. 이러한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참여자들은 M 교

수와 같이 대학원생을 “트레이닝”해야 하며, 본인은 그러한 경험을 자신의

지도 제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나아가, 이러한 경험

을 제공해 주지 않을 경우, 즉 교수 본인이 논문을 직접 쓰는 것과 같이

직접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안 된다.”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

“내가 시키는 일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일만 하면 넌 테크니션이야. 내

가 대강 큰 주제를 던지면 너의 아이디어를 자꾸만 생각해봐. 그 아이디

어가 좋으면 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게.” (N 교수)

자기들도 열심히 해야 성공을 하지. 교수도 되고, 연구원도 되고 하는 거

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어요? (F 교수)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중에 박사후연구원이 되고 어디 직장을 잡을 거잖

아요. 자기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트레이닝 해야 하잖아요. 안 

하면 언제 그걸 해요. 그니까 내가 생각하는 건 박사 할 때 그런 경험을 

해야 한다는 거죠. (M 교수)

어쨌든 훈련해야 하니까. 그렇다고 내가 써줄 순 없으니까. 그건 교육적

으로 안 되니까. (B 교수)

‘과학자’를 기르는 연구방식은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논문의 질적인 기준

과도 연결되었다. 논문을 그저 빠르고 많이 생산하는 것 즉, “공장에서 찍

어내듯” 논문을 내는 것은 과학자가 아닌 기술자를 기르는 방식이기 때문

이다. 따라서 F 교수의 경우 학생들이 논문을 많이 쓸 수 있는 방법을 알

고 있지만 이런 방식을 권하지 않았으며, Q 교수는 연구실 학생들의 졸업

요건을 논문 숫자가 아니라 “탑 저널 연구 2편”으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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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탑 저널에 내는 게 중요하지 논문 숫자는 신경 안 쓴다. 졸업 요건

도 실제로 탑 저널 연구 2편 내면 졸업하는 거다.” 탑 저널 기준이 어쨌

든 누가 봐도 세계 최고여야 하죠. (Q 교수)

논문 잘 쓰는 방법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학생 5명을 불러 놓고 “너는 

지금 이 주제에서 이것만 해. 너는 이것만 해. 너는 이것만.” 다섯 명 딱 

해서 그림 하나 만들어서 공장에서 찍어내듯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까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건 내가 과학자를 키

우는 게 아니고 테크니션을 키우는 거야. (F 교수)

학생들에게 연구를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참여자들은 더 큰 관

점으로 연구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실험 등은 연구센터 구성원들에게 맡기

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생성해내기 위해 “국내외 좋은 연구를 하는 사람

들”과 만나기 시작했으며, 의도적으로 “더 여유롭고 다양하고 큰 생각”을

하려 했다.

실험을 직접 하진 않죠. 지금은 멘토링 하는 거죠. 실험실 사람들도 많

고. 좋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에 좋은 연구를 하는 사람들 국내에 

좋은 연구를 하는 사람들과 만나야 하니까. (D 교수)

생각을 더 여유롭게 하려고 하고 더 다양하게 큰 생각을 하려 해요. (B 

교수)

이상 학생들의 반응과 성장을 체험한 뒤, 교육자로서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고 교육에 대한 관점과 연구방식이 변화하는 참여자들의 모습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참여자들의 태도와 관점 변화는 역할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열정을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한다는 Cardon과 동료들(2009)의 주장

을 뒷받침하였다. 다만, 역할 정체성이 위계적으로 형성되어있고, 그 위계

성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어있다는 이들의 주장은 본 연구의 참여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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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지 않았다. 기술했다시피, 참여자들은 초기에는 교육자라는 역할에

대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나, 일련의 경험을 통해 중요하

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이 “내 연구 못지않게 중

요해졌다”, “사실 학생들 가르치는 게 1번이다”, “교수라는 게 선생이다”

등의 진술을 통해 그 역할 정체성의 위계성이 시간에 따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라. 실현 열정

생존, 문제개선, 관점전환 과정을 겪은 참여자들은 선순환을 통해 평생의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모습을 ‘실현 열정’으로 분석하였다.

(1) 계기: 선순환

선순환의 출발이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다만, 독립된 연구

자로 살아남고자 연구에 목숨을 걸고, 교육자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며, 학문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결과 참여자

들은 악순환에 빠지지 않거나, 혹은 악순환을 겪더라도 이내 극복할 수 있

었다. 우수한 학생들이 대학원으로 들어오게 되고, 연구비를 획득하여 연구

원과 학생들에게 인건비를 제공하면서 우수한 연구를 수행하고, 학생들은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되며, 또다시 우수한 인력들이 들어오고,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하게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다양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

이 상호작용을 일으켜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Greenhaus &

Powell, 2006). 예컨대, 천문학 전공 K 교수는 예전부터 연구비가 턱없이

부족하여 연구에 제약이 있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꾸준히 연구비를

늘려달라는 제안을 하는 ‘문제개선 과정’에 참여하였으며, 그 결과 작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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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늘어난 연구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작년부터 우리 천문학계가 (연구비를 받게) 된 것도 귀국하자마자 26년 

전부터 꾸준히 같이 그런 것(연구비 확보)들을 제시했어요. 그러다 보니 

한국의 연구비 상황이 점점 커지니까 우리도 big science를 하자는 그런 

제안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제안한 게 이건데 이걸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연구비 확보가) 가능하게 된 거죠. (K 교수)

또한, ‘관점전환 과정’에 참여하여 ‘과학자’를 양성하려는 이들의 노력은

제자의 성장과 성공으로 이어졌다. 학생들은 외부의 저명한 학자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유명 연구소나 회사에 연구원으로 성공적으로

취직했으며, 대학교수가 되기도 하였다.

옛날에는 우리 랩이 이렇게 유명한 실험실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어딜 가

서도 “우리 이 실험실 출신이야.” 이럼 “아 그래?” 이러면서. 그럼 기회

가 생겨요. 한 번 더. 한 번 더 이야기를 들어줘요. 학생들이 가서 하버

드 교수랑 얘기하고 와요. “너 A 교수 제자야?” 이러면서. 하버드 교수예

요. 그냥 ○○대학교 누구 교수 제자 이러면 학생이라고 안 쳐다봐요. 그

렇잖아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레벨이 되었으니까 어디 가서도 그게 되

는 거거든요. (A 교수)

우리 연구실에서 배출되는 많은 인원들이 □□연구원이나 산업체에 가서 

우주개발에 큰 역할들을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N 교수)

그 논문을 쓴 친구가 올해 우리 과 교수가 됐네요. 그래서 굉장히 영광스

러워요. 가장 보람된 일 중의 하나죠. 많은 교수들이 부러워하죠. (F 교

수)

우리 학교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job 인터뷰 가서 되거든요? 이거는 걔들

(타 대학 학부생 출신 제자)을 봐선 자기의 인생이 확 바뀌는 거예요.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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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우리나라 탑클래스 제약회사 가서 일할 생각 했었겠어요. 그게 가능하

게 되었거든요. 그건 정말 내가 볼 때는 내가 걔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지

도한 게 헛되지 않았구나. 그게 젤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L 교수) 

○○명의 박사가 나왔는데 그중에 한 절반이 국내외 대학교수가 되었고 

나머지는 △△, ◇◇ 그런데(대기업) 연구소에 들어가 있고요. 잘 하고 

있으니까. (Q 교수)

대학교수가 배출해 낸 기존 학생들의 성공은 우수한 학생들이 신규 박사

과정생으로 들어와 좋은 결과를 내는 선순환의 기점이 되기도 한다. 박사

학위를 취득하여 연구원이나 교수가 되고자 석사과정에 들어온 학생들도

“박사를 해서 투자하는 시간과 돈에 비해 얻는 게 그닥 크지 않다.”는 생

각 때문에 박사과정에 진학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임희진

외, 2016, p.399). 이를 역으로 생각해보면, 투자한 만큼 얻을 수 있다고 생

각할 경우 박사과정에 진학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참여자들의 경우,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와서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발전

시켜오거나 좋은 결과를 내주어 선순환의 기점을 마련하였다. A 교수는 이

를 두고 “내 열정 플러스 학생들의 열정이 더해서 가는” 것이며, 학생을

통해 교수의 학문열정이 “발현”될 수 있다고 하였다.

대학원생이 들어왔어요. 걔는 석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죠. 박사를 왔을 때 그 단백질을 찾아보자. (중략) 그

랬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고 틀리건 간에 얘가 이걸 듣고 고민하더

니 “교수님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다.” 그런 것들. 내가 생각하는 것들

을 학생들이 더 나보다 더 훌륭하게 해 줬을 때 (L 교수)

내 열정 플러스 학생들의 열정이 더해서 가는 건데. 교수 혼자의 이건 아

니죠. 내 역할은 1~2%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걸 바탕으로 학생을 통해 

발현되는 거죠. (중략) 저는 운이 좋았죠. 그런 걸 하고 싶어 하는 학생

들이 많이 들어왔죠. 신기한 거 좋아하는 애들이 있었고 그런 애들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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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결과를 내줬고. (A 교수)

선순환의 또 다른 기점은 연구센터였다. 참여자들은 연구센터를 설립하

여 안정적인 연구비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확보된 비용으로 “젊은

교수”, 혹은 “이전에 없던 포닥”을 고용할 수 있었다. 하나의 센터 안에 새

로운 인력들을 충원하게 되자 “협업”하기 매우 편리해졌고, 자연스럽게 연

구 분야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더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센터가 종료된

이후에도 센터가 있을 당시 산출해 낸 연구를 기반으로 더 확장된 연구를

하거나 새로운 연구비를 조달받을 수 있었다.

특히나 2012년에 ○○연구단이 되면서 1년 연구비가 평균 70~80억 되

니까 많은 젊은 교수들을 리크루트할 수 있었고. 그분들과 연구하면서 연

구할 수 있는 분야도 많이 넓어졌고 깊이도 훨씬 더해졌고 (중략) 그런 

것들 통해서 점점 학문에 깊이가 더해지고 그러면서 수준이 훨씬 올라가

는 거죠. (Q 교수)

연구도 소규모 연구 규모이고 시야도 작다가 점점 넓어지고 커지니까…. 

연구 인력도 많아지고, 장비도 많아지고, 연구하는 분야도 확장되고. (E 

교수)

“우리는 센터 해서 돈도 생겼지만, 돈을 얻은 게 아니라 사람을 얻었다.” 

예전엔 없었는데 센터 하면서 우리 포닥으로 와있는 전자과 출신 친구도 

있고. 스위스에서 박사하고 포닥 와있는 친구들도 있고. 이런 친구들이 

온 거죠. 센터 하다 보니까 다른 교수님들하고 협업하기가 되게 좋아졌

죠. 다 같은 센터 안에 있으니까. 그게 우리 과제목표일 필요도 없어요. 

얘기하다가 좋으면 같은 센터니까 공동연구실적으로 내면 되니까. 우린 

사람을 얻은 거다. (A 교수)

대학원 실험실도 많이 세팅되었고. (중략) 그동안 연구를 많이 해서 박사

과정 학생들도 있고. 포닥도 있고 연구교수도 있고. (D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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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인력과 풍부한 자원의 확보, 그리고 연구 분야의 확장은 자연스

럽게 ‘학자’로서 이들의 명성을 더욱 드높여주었다. 예컨대, F 교수는 교수

가 되기 이전, 한 학회에서 □□생물학 주제로 발표를 한 뒤였음에도 한

학자로부터 “한국의 □□생물학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라는 평을 들

어야 했지만, 22년 뒤에는 본인이 세계 □□생물학회 회장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또한, Q 교수는 남들이 하지 않는 분야를 하게 되고, 남들이 연구

를 보고 따라할 수 있게끔 연구 방향을 결정하는 학계의 선구자가 되었다.

초창기에는 제가 배워 나가면서 세계 선두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따라가

려고 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과 같이하면서 열심히 했었죠. 그런데 어

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따라갈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제가 leading 하

는 role이 되어야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힘들죠. 정말로 남들이 하

지 않는 분야들을 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 연구단에서 하는 것들을 사람

들이 보고 있고 우리가 하면 따라 하거든요. 그런 단계가 되면서 훨씬 힘

들죠. 그렇지만 훨씬 임팩트가 크죠. 어쨌든 우리가 연구 방향을 결정하

거나 우리가 하는 걸 따라오게 되는 과정이니까. (Q 교수)

1995년, 제가 교수 되기 직전이에요. 지금은 ○○생물학회지만 그땐 △

△생물학회였어요. 거기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생물학 주제로 심포

지엄이 열렸어요. 그래서 일본이 □□생물학 엄청 잘하는 나라였는데 한

국은 내가 유일했어요. 심포지엄에서 톡을 했는데 . ◇◇(학자)라고 일본 

□□생물학의 거두지. 그분이 총평을 했어요. “한국에 □□생물학 아직 태

어나지도 않았다.” 딱 그랬죠. 제가 이렇게 발표도 했는데 말이에요. 기

분이 되게 나쁘죠. ‘뭐 저런 분이 다 있어?’이랬죠. 그게 95년이에요. 

2017년에 제가 세계 □□생물학계 회장이 되었어요. 웃기죠? 22년 만에. 

그니까 그분이 “한국에 □□생물학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태어나지도 

않았다.” 그랬는데 제로에서 22년 만에 세계 □□생물학계 회장이 되었어

요. 제가 아시아지역 □□생물학회도 만들었고. (F 교수)



- 107 -

자원과 명성이 더해지게 된 참여자들은 더욱 좋은 연구성과를 더욱 쉽게

산출할 수 있었다. 이를테면 Q 교수는 연구실의 위상이 올라가면서 다른

연구자들과 쉽게 협업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탑 저널에 내는 게 훨씬

쉬워”졌다.

탑 저널에 내는 게 훨씬 쉬워졌죠. 네이처, 사이언스 내는 게 쉽지 않잖

아요. (중략)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collaboration을 통해서 (가

능하게 된 거죠). 결국, 전반적으로 연구실의 위상이 올라가면 여러 가지

로 collaboration 하는 게 쉽죠. (Q 교수)

성과에서는 지금 봐서는 나쁘지는 않은 거 같아. 갈수록 더 좋아졌다고 

해야 하나? 연구하기는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나아요. 연구 툴이나 이런 

것도 연구실에 계속 축적이 되고 계속 나름 연구실에서 쌓인 성과나 결

과나 이런 것들도 있어서 지금은 전보다 쉽게 더 새로운 거를 도전해볼 

수 있죠.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I 교수)

이렇게 풍부한 인력과 자원으로 우수한 성과를 계속해서 달성하게 되자,

자연스럽게 치료제와 같이 인류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유”마저 생기게 되었다. 즉, 참여자들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상당해진 것이다.

이제는 어떤 면으로 보면 완전히 끝까지 우리가 가서 진짜 인류에게 도

움을 줄 수 있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product까지 낼 수 있는 그런 여

유가 좀 생긴 거죠. (Q 교수)

(2) 감정: “책임감”, “두려움”

이렇게 영향력이 커지자, 당연하겠지만 참여자들에게 책임감이 커졌다.

여러 명의 연구원들이 진행하는 모든 연구에 신경 써야 했고, 그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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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모두 책임져야 했으며 많은 사람을 이끌어가야 했기 때문이다.

이건 우리 ○○대학교의 연구과제가 아니고 전국 대학의 연구과제에요. 

연구에 참여하는 교수만 30여 명 되어요. 그걸 끌어가야 했죠. (중략) 근

데 그걸 다 관장해야 해요. 책임자로서 그걸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라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이제는 인력을 이쪽으로 옮겨야 해서 더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중략) 그래서 그 전에는 사실 내 흥미에 의해서 

일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센터를 할 때는) 사명감, 책임감이 따랐어요. (L 

교수)

분야 전체에 대한 책임과 사명감이 좀 더 많아지는 거죠. (이전엔) ‘이거

는 이것만 되면 대박이야.’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실패해도 되고. 

어디에다가 쓰일지까지 내가 고민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학교에서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었죠. (A 교수)

심지어, 참여자들은 자신이 가진 막대한 영향력으로 “두려움”이라는 감

정마저 들었다. 자신의 말 한마디, 그리고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그렇게 영향을 미친 경험이 누적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영

향력이 커지자 A 교수는 “자꾸 모든 게 두려워”지게 되었다. 또한, 학문적

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최상의 상태라는 B 교수는 “조심해야

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C 교수는 영향력이 큰 본인

으로 인해 학문 분야의 중요성이 퇴색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

다.

중국 심천 갔는데 장난 아니에요. 우리나라 다 망하게 생겼어요. ‘우리나

라도 애들 창업시켜야겠다.’ (중략) 연구재단에서 미국에 창업교육 보내주

는 게 있다는 걸 들었어요. 창업에 갑자기 feel 받아서 여기서 잘하고 있

던 친구 잡아다가 “너 이거 한번 해봐.” 이래서 그걸 시켰죠. 그랬더니 

얘가 공부하다 중간에 휴학하고 창업하겠다고 나가버렸네? 걔 인생이 바

뀌었어요. (중략) 걔도 내가 영향을 미친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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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거죠. 지금은 자꾸 두려워져요. 모든 게. 지금은 애들한테 강권을 

잘 못 하죠. 인생이 막 바뀌니까. (A 교수)

‘내가 노력하는 방향이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하고 앞으로 더 중요한 부분

이다.’라는 판단과 신념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연구를 해서 성과

를 못 냈을 때. 그래서 내가 중요한 학문 분야라고 얘길 했는데 나로 인

해서 그 학문 분야의 그 중요성이 퇴색되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한 두려

움 (C 교수)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학문적으로든 역할이든 사회적인 평판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과거보다 지금이 분명히 최상이에요. saturation 된 것도 아니고 

가라앉은 것도 아니고 분명히 최상입니다. 특히 평판이나 입장면에서는 

진짜 최상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개인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B 교수)

선순환이 일어났음에도 오히려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 감정이 생겼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대다수 기존 이론에서는 열정의 긍정적 감정에 주목했기

때문이다(Cardon et al., 2013; Fredicks et al., 2010; Johri & Misra, 2014;

Perttula, 2010; Boverie & Kroth, 2001; Johri et al., 2016). 물론, 실현 열

정의 참여자들이 긍정적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의미

있는 연구물을 산출해내면서 “우리나라 전체의 연구수준을 높이는 보람”,

“인류의 삶에 큰 도움을 주는 보람”, “남들이 해 보지 못한 것을 해내면서

얻는 기쁨”, “목표에 하나씩 다가가는 성취감”을 느꼈다. 다만, 동시에 이런

부정적인 감정도 포착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내 개인 연구를 하면서 개인 연구를 기반으로 나와 비슷한 생각 더 비슷

한 학문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과 우리나라 전체 마우스 수준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낸 게 보람 있는 일 같아요. (C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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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이 해보지 못한 그런 것들을 해내면서 얻는 기쁨들이 굉장히 큰 거

죠. (Q 교수)

(3) 행동: “평생의 꿈”을 위한 끊임없는 학습

이렇게 영향력이 커지며 두려운 감정마저 들었지만, 이런 과정에서 참여

자들은 “평생의 꿈”에 해당하는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이들이 설정한 궁극적 목표는 주로 “신약” 등을 개발하여 “인류

생활에 실제로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

내가 병원에 환자 안 보고 (연구)한 건 뭔가 새로운 약. 신약 이런 걸 만

들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 내 평생 꿈은 새로운 약 하나 

…. 소화제라도. ○○(소화제 이름) 이런 거라도. 이거(사업단) 하는 이유

가 이거(신약 개발)에요. 요게 제 평생 꿈이에요. 그거 한 개라도 (만드는 

것). 그게 지금 계속 이어져 오는 거고. 지금 이제 성과가 보일락 말

락…. (E 교수)

제가 와서 ○○신약이라는 걸 만들었으니까 제가 마무리 짓고 싶은 거예

요. 다국적제약회사에 약을 팔거나 아님. 직접 회사를 세워서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만들어보는 거예요. 그게 해양에서 생각하는 최종 

목적이고요. (P 교수)

결국에 가서는 완성되는 form으로 나와서 어떤 치료제나 그런 것들이 이

렇게 암이나 그런 환자들한테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뚜렷

한 목표가 있으니까 충분한 motivation이 되는 거죠. 결국, 제가 은퇴하

기 전까지는 그런 식의 치료제를 개발하는 거…. process가 개발되어서 

훨씬 더 인류 생활에 정말 실제로 도움을 주는 것. (Q 교수)

지금 하는 연구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재미있는 연구들이에요. 

답이 아직 없는데 내가 찾고 싶은 연구들을 어떻게든 내가 정년 할 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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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꼭 해보고 싶어요. 꼭 하고 마무리해서 정년 하기 전에 논문까지 한번 

내면 좋겠다는 생각 하고 있죠. (M 교수)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참여자들은 각기 또 다른 도전을 하고 있

었다. 이를테면 O 교수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으

며, B 교수는 “90% 망하는 연구”를 시작했고, I 교수는 지금까지 해 왔던

것과는 다른 타겟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고 있었다. 공통적인 것은 성공확

률이 매우 희박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무엇인가를 달성하기 위해 움직이

고 있다는 것이었다.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학생들하고 준비하고 있고. 

제가 하는 게 ○○ 전공이고 △△(연구주제), 해양 □□(연구주제) 이런 

것들 좀 많이 했는데 그것도 계속하지만…. 조금 더 이 분야에서도 새로

운 기술들을 많이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

고 새로운 분야를 지금 만들려고 해요. (O 교수)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컨셉으로. 완전히 망하거나 90% 망하는 그런 연구

도 지금 하나 새로 시작하고 있어요. (B 교수)

지금은 공부해서 완전히 모르는 연구를 하는 거죠. 남들도 잘 모르는 거. 

정답을 찾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M 교수)

우리가 타겟을 지금까지는 단백질에 뒀는데 최근 RNA인자로 눈을 돌린 

거. 굉장히 큰 도전이고 아직 답이 나와 있진 않아요. 그치만 지금부터 

이제 또 연구를 해봐야죠. (I 교수)

특히, 이 도전을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해 참여자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학습했다. 이 학습은 교육과 연구 모두와 연계되어서 일어났다. 먼

저 교육에 있어서 C 교수는 학생들과 본인들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 주기

적으로 강의하는 과목의 자료와 포맷을 바꾸었으며, E 교수는 “한 시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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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면 10배 이상” 강의 준비를 하며 새롭게 나오는 지식을 계속해서 습득하

였다.

내가 강의하는 과목의 자료를 7~8년 주기로 좀 크게 많이 바꾸려고 노력

하고 매년 일부러라도 조금씩 바꿔요. 그게 내 개인한테도 학생들한테도 

자극이 있다고 생각하고. (중략) 한 번에 바꾸는 게 아니라 2~3년에 한 

번은 꼭 다른 형태의 수업과 다른 포맷의 수업을 하려는 게 목표에요. (C 

교수)

학생들 앞에서는 다 아는 것처럼 강의하지만 내가 준비하면서 내가 모르

는 것도 있어요. 학생들이나 청중들한테 강의할 걸 준비하면서 나도 많이 

배워요. 한 시간 강의하면 10배 이상 준비해요. 안 그러면 안 되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강연을 하려면 그래요. 내가 아는 것도 있지만 준비하면

서 내가 모르는 것. 좀 더 깊이 있는 지식을 공부해야 하고. 그걸 이해해

야지 쉽게 강연을 할 수 있으니까. (E 교수) 

다음으로, 연구에 있어서 참여자들은 주도적으로 새로운 것을 접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계속해서 나오는 새로운 지식, 방

법, 아이디어를 알고, 연구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야 새로운 연구를 할 수 있

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이 새로운 것을 접하게 되는 경로는 “탑 저널에 최

근 나온 논문”과 “학회”를 통해서였다.

새로운 연구를 하기 위해선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그거 없인 

아무것도 없죠. 연구 아이디어를 얻는 게 전부죠. (중략) 탑 저널에 최근

에 나온 논문들을 보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요. 학생들에게도 

그런 연습을 하라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네이처나 사이언스나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학회지 ◇◇◇학회지 같은 탑 저널 (Q 교수)

계속 논문 나오는 걸 보는 거죠. 지금 트렌드가 뭐고, 어떤 연구가 있

고…. 어떤 테크닉들을 알아야 새롭게 개발되는 그런 연구방법들(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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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내가 석사 때, 20년 전에 쓰는 방법들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

걸 하나도 모르면 연구 못 하는 거죠. 훨씬 쉽게 질문에 대한 답을 줄 방

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M 교수)

우수한 교수님들 찾아뵙고 아니면 초청하기도 하고. 실패한 걸 의논드리

고 지도받아요. 혼자 고민 안 하고. 혼자 고민도 해야 하지만, 그래도 나

보다도 뛰어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초청하거나 제가 직접 가거나 아니면 

학회에 가서 의논해요. 이렇게 나왔다. 도와달라. 그런 식으로 (E 교수)

우리가 연구하면서 새로운 정보는 항상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학회 참가는 열심히 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고 일단은 트렌드를 봐

야 되기 때문에(I 교수)

국내 이공계 대학교수들은 평균적으로 경력이 높아질수록 특히 연구에

쏟는 시간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정지선, 2011), 참여자들은 자신의

평생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연구와 교육에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

었다. 따라서, Q 교수는 “정부 위원회” 같은 봉사 부분의 비중이 많이 늘

어났지만 “기본적으로 연구하는 데 집중”하고 싶다고 하였으며, O 교수는

봉사를 더 많이 할 것인가, 혹은 연구와 교육에 집중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후자를 택하기로 하였다. D 교수 또한 “순수하게 연구나 교육”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봉사 부분들은 정부 위원회 가서 활동 하기도하고. 그런 것들은 꾸준히 

해오고 있으니까. 옛날엔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그런 포션이 많이 늘어

났지만, 기본적으로 센터는 연구 하는 거예요. 대학원생 교육도 연구와 

같이 결합되어 있으니까. 조금도 대학원생이랑 논문 쓰는 거에 대해서 런

치미팅 했거든요. 그래서 연구가 센터이고 그 부분은 변함없어요. 기본적

으로 저는 연구 하는 데 집중하고 싶어요. (Q 교수)

제 나이가 55세 56세에 접어드는데. 그러면서 고민이 들어요.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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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가 조금 더 사회에 대한 봉사를 더 할 것인가. 아니면 그런 건 조금

의 weight만을 유지하면서 연구와 교육자에 대한 weight를 더 늘이든지. 

그런 두 가지의 기로에 있는 나이에요. (중략) 지금은 아까 말한 그 기로

에 있어서 ‘나는 연구를 계속할 거다. 연구에 oriented 될 것이다.’ 그 생

각이고. 다른 길은 갈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O 교수)  

요즘은 뭐 벤처라든지 다른 것들 많이 하는 교수님도 많이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연구나 교육을 하고 싶은 거죠.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D 교수)

(3) 인지: 학문은 곧 자기 “존재”

이들이 더 궁극적 목표를 향해 도전하는 것은 자원이 풍부하거나, 혹은

그저 평생의 꿈을 이루고 싶은 마음만은 아니었다. 본질적인 것은, 이런 것

들이 참여자들에게는 “존재의 의미”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즉, 학문과 본인

을 분리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Dall’Alba, 2018). 학

문을 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K 교수의 진술, 그렇게 학문을 하지

않으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E 교수의 진술, 그것 자체가 “전부”

라는 G 교수의 진술은 이들에게 학문은 곧 본인 그 자체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자: 중요한 아이디어를 내고. 남들이 반길만한 연구를 하는 게 교수

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G 교수: 그거 하고 싶어서 과학자를 했는데, 의미라기보단 그게 전부죠. 

나에게 이걸(학문) 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K 교수)

연구자: 그런 평생 하나의 약을 만든다. 사람들에게 널리 이롭게 하는 약

을 개발한다는 건 교수님한테 어떤 의미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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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교수: 존재의 의미죠. 그게 없으면 여기 있을 필요도 없고. 그게 없으

면 교수 이런 거 할 필요도 없고. 

따라서, 이들에게 ‘학문’과 본인의 ‘삶’ 또한 분리될 수 없었을뿐더러, 학

문을 하지 않는 본인의 삶 자체를 상정할 수 없었다. 이는 최고수준 과학

자와 공학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오헌석과 성은모(2010)의 연구에서도 관찰

되었던 부분이다. 본인의 삶을 “다른 사람 논문 읽으면서 아이디어 내거나,

아니면 내 논문을 쓰고 있거나 둘 중 하나”라고 규정한 Q 교수의 진술은

학문을 대하는 참여자들의 자세를 극명하게 드러내준다.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 삶은 다른 사람 논문 읽으면서 아이디어를 

내거나 아니면 내 논문을 쓰고 있거나. 둘 중 하나에요. (Q 교수)

참여자들은 선순환을 계기로 명성, 영향력, 성과가 “최상”의 수준에 이르

게 되어 평생의 꿈을 실현하는데 근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를 위해 새로운 지식을 끊임없이 습득하였고, 이를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들에게 학문은 더 이상 본인과 분리된 ‘대상’이

아니었다. 학문은 곧 본인의 “존재” 기반이었다.

마. 학문열정의 형성과정: 질적 변화과정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수의 학문열정 형성과정을 독립된 연구자로 생존하

기 위한 ‘생존 열정’에서 출발하여 ‘문제개선 과정과’ ‘관점전환 과정’을 지

나 선순환이 되면서 ‘실현 열정’으로 질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자 한다. 먼저, 질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의 의미는 대학교수의 학문열정은

낮았다가 높아지거나, 혹은 커졌다가 작아지는 등 양적 변화의 과정을 통

해 형성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이들은 학문을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었

으며, 학문에 느끼는 ‘감정’이 변화했고, 학문의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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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선순환의 의미는 앞서 언급했듯, 생존 열정이 형성되어 학계에

서 생존하게 되고, 생존하는 과정에서 겪은 문제를 ‘문제개선 과정’을 통해

해결하고, ‘관점 전환과정’을 통해 우수한 학생들을 배출 및 영입하게 되어

계속해서 좋은 연구 및 교육 성과를 내게 되는 것이었다.

또한, 변화 과정에서 ‘문제개선 과정’이 ‘관점전환 과정’보다 명확히 선행

한 참여자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참여자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임용 직

후 대학교수의 역할에 대한 강의를 들었던 F 교수의 경우 교수 초임기 때

관점이 전환하게 되었으며, 오랜 연구원 생활 끝에 교육의 중요성을 느끼

고 교수가 된 D 교수의 경우 다른 참여자들에 비해 ‘관점전환 과정’은 일

찍 찾아오고 ‘문제개선 과정’의 시기가 늦게 찾아오기도 하였다. 그리고 어

떤 과정이 먼저 진행되었는지 알 수 없는 참여자도 많았으며, 두 과정이

동시에 찾아온 참여자도 있었다. 이렇게 참여자마다 각자의 상황과 경험이

다르기에, 그 순서와 시기가 상이하게 드러나기도 했지만, ‘생존 열정’에서

‘실현 열정’으로 질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은 공통적이었다.

정리하자면, 대학교수의 학문열정 형성과정은 첫째, ‘생존 열정’에서 ‘실

현 열정’으로 질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다. 둘째, 학문에 대한 관점이 변화

하는 과정이다. ‘생존 열정’에서 학문은 수단적 가치를 지니지만, ‘실현 열

정’에서는 존재적 의미를 띈다. 셋째, ‘문제개선 과정’과 ‘관점전환 과정’이

‘실현 열정’으로 변화하는데 계기가 되는 선순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다. 넷째, 대학교수의 역할에 대한 생각이 변화하는 과정이다. 기존에는 ‘연

구자’ 혹은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다면, 변화 후에는 ‘교육자’ 및 ‘연

구자’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 과정을 거쳐 대학교수는 학문열정을 형성하게

된다. 지금까지 학문열정 형성과정을 요약하면 아래의 [그림 Ⅳ-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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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학문열정 형성과정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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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문열정 형성과정의 특징

본 장에서는 학문열정 형성과정의 특징을 기술하였다. 학문열정 형성과

정의 특징은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 학문적 욕구 충족을

위 형성, 둘째, 정당화를 통한 형성, 셋째, 성찰을 통한 형성, 넷째, 사회적

형성이다. 먼저 ‘학문적 욕구 충족을 위한 형성’은 학문열정이 학문적 욕구

(지적 호기심 해결, 학문적 영향력 발휘, 학계로부터의 인정)를 충족하려는

과정에서 형성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정당화를 통한 형성’은 자신의 학

문활동에 대한 정당화를 하면서 학문열정이 형성된다는 뜻이다. 세 번째로

‘성찰을 통한 형성’은 대학교수로서 자신의 역할, 그리고 학문활동의 상호

연결성에 대한 인지와 반성을 통해 학문열정이 형성된다는 의미이다. 마지

막으로, 사회적 형성은 학문열정이 사회적 환경의 영향, 특히 학문공동체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는 것이다.

가. 학문적 욕구 충족을 위한 형성

먼저, 참여자들의 학문열정 형성과정은 그들의 ‘학문적 욕구’와도 관련이

깊었다. 여가 맥락에서 열정을 연구한 선행연구에서는 열정의 형성과정에

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 심리 욕구(유능성, 관계성, 자율성)의 역할을

강조했지만(Vallerand et al., 2003) 학문열정이 형성되는 과정은 특히 ‘학

문’을 통해서 충족될 수 있는 욕구와 관련이 깊었다. 참여자들의 진술을 통

해 특히 포착된 학문적 욕구는 첫째, 지적 호기심 해결, 둘째, 학문적 영향

력 확대, 셋째, 학계로부터의 ‘인정’이었다.

대학교수의 학문열정은 이들이 갖고 있었던 ‘학문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

해 ‘능동적’으로 형성해나가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러한 욕구는 쉽게 충족

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선 새로운 질

문들을 연구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기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며, 정년

이 다가오면 더 이상 연구를 하지 못해 영향력을 더 발휘할 수 없다고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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껴진다. 또한, 항상 학계로부터 인정받기는 어렵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도 참여자들은 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능동적으로 찾아 학문열

정을 형성해나갔다.

(1) 지적 호기심 해결

참여자들의 학문열정 형성과정은 지적 호기심의 해결과도 밀접히 연관되

었다. 지식을 습득하고 창조하는 학문의 과정 자체가 지적으로 궁금한 부

분을 해결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자들의 지적 호기심은 어렸을 때부

터 포착되었고, 이런 호기심이 계속해서 해결되는 과정에서 학문에 더 깊

게 빠져들 수 있었다. 특히, 참여자들의 지적 호기심은 학문을 하는 과정에

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생명현상”과 같이 포괄적인 현상에 대한

호기심에서, “세균”, “유전자”, “단백질”과 같은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호기

심, 다음으로 연구를 통해 밝힐 수 없는 근원적인 현상에 대한 호기심, 마

지막으로는 학문을 통해 “나”에 대한 호기심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이전에

가졌던 지적 호기심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더 심층적인 물음이 생겼기 때문

이다.

이 과정을 자세히 보자면, 먼저 참여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과학 현상에

‘궁금증’을 가졌다. 특히 이들은 화단의 꽃이나 강아지와 같은 “생명현상”

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고, 이런 생명현상에 대한 “호기심이 자꾸 해결”되

는 경험은 학문에 빠지게 된 원인이 되었다.

어렸을 때부터 화단의 꽃이라던가, 키우는 강아지라던가, 뭐 이런 생명 

현상들? 이런 걸 굉장히 호기심 있게 보고, 그런 데서 재미를 많이 느꼈

던 것 같아요. (I 교수)

생명현상이라고 하는 건 그 누구나 호기심을 갖고 있을 거야. 그죠. 그런

데 생물이라는 과목은 내가 극복하지 못하는 과목이었어요. 근데 그 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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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첫마디가 “생물도 과학이다.” 강의 시간에 첫 번째 말이었고. 그래

서 ‘설마’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선생님이 강의하는데 처음부터 정말 다 

과학적인 거에요. 그니까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데도 그냥 다른 선생님 같

으면 암기 그랬을 텐데, 그게 아니고 과학적으로 다 설명을 해 주는 거예

요. 지적인 호기심들이 그냥 자꾸 해결되는 거예요. ‘어 그렇구나!’ 그게 

나에게 생물학에 빠져들게 만드는 원인이 된 거죠. (F 교수)

이렇게 학계에 남게 된 참여자들은 더 높은 차원의 지식을 습득하게 되

었는데, 이를 통해 좀 더 구체적인 지적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 이전에는

“화단의 꽃”이나 “강아지”와 같은 생명현상이 전반적으로 신기했다면, 깊이

있는 지식을 공부하면서 “유전자가 어떤 기능을 할까?”,“세균이 어떻게 식

물하고 같이 진화하는가?”과 같은 “구체적”인 궁금증이 생겼기 때문이다.

뭐…. 그냥 뭐라 그럴까…. 궁금한 거죠. 그니까 뭐든 ‘유전자가 어떤 역

할을 할까….’ 그런 역할이 궁금했어요. 구체적으로. 처음에는, 공부하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대학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유전자 정보가 

다 알려지거나 그럴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유전자가 어떤 기

능을 할까….’ 그런 것들이 궁금했죠. (D 교수)

‘세균이 어떻게 식물하고 같이 진화하는가…. 어떻게 같이 생존하고, 또 

병을 어떻게 일으키고, 인간한테 유익하게 작용하는가….’ 이런 거에 대

한 호기심? 그런 것들이 처음 시작했고. 그렇죠. 출발은 그렇게 출발이 

되었던 거죠. (H 교수)

웬 작은 중소기업의 어느 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달팽이를 식용제로 판

다 이거지. 거기에 끈끈한 물질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고 나한테 물어보더

라고요. 근데 흔히 시중에서는 황산 콘드로이틴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말 

그런가 한 번 해봅시다. (그런데) 그 물질과 유사하지만, 전혀 다른 물질

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계기가 된 거죠. (중략) 단

백질 수가 워낙 많으니까 내가 분리한 이 물질이 단백질이 정확히 맞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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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호기심에서 연구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죠. (L 교수)

그러나, 이런 궁금증은 쉽게 해결될 수 없다. 연구 과정에서 새로운 질문

들이 계속해서 나오지만 이를 해결할 방법은 쉽게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

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이런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움

직였다. 특히 이 점은 M 교수의 사례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 M 교수는

연구 과정에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발견했으나, 중간에 연구비가 중단되

기도 하고, 쉽게 풀리지 않았다. 이에 직접 미국 학회에 방문하여 자신의

연구에 대해 발표하고, 아이디어를 얻고, 공유하며 13년의 연구 과정을 걸

쳐 풀리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시작한 건 2006년? 내 기억으로는. 시작은 그때 했어요. 꾸준히 한 거

죠. 근데 우리는 장기적인 주제로 연구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2년마다 평

가하고 1년마다 평가해버리니까 이런 연구는 지속하기 힘들죠. 그런데 꾸

준히 한 거예요. 연구비 받아서 일부를 여기다 계속 쓰기도 하고. 중간에

(2015년) 연구비가 중단되어서 고생도 하고. 그래도 지속적으로 한 거죠. 

(중략) 처음은 우리 논문 figure 1 하나만 내려고 했었는데 그게 figure 2

가 생기고 figure 3이 생기고 figure 4가 생기고 하다 보니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finding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나온 거예요. 뭔가 명확하게 의

미를 찾아야 하는데 의미가 잘 안 나온다. 뭔가 중요한 사실은 발견했는

데 이게 우리 몸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걸 못 찾은 거예요. 그게 있

으면 뭔가 좋은 스토리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국은 포닥 

선생하고 같이 내가 있던 (미국 ○○대학) 연구실에 가서 발표한 거예요. 

그니까 그때 우리 연구를 발표를 들은 교수 한 명이 약간 아이디어를 준

거에요. 이런 식으로 연구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 교수가 이 연구를 

같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교수가 그다음 해에 한국을 오고 학회에서 

발표하고 우리 연구실에서 discussion하고 그다음부터는 석 달이나 6개월

에 한 번씩 미팅을 계속한 거죠. 화상통화를 하면서 계속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연구를 이렇게 하면서 그 의미를 찾는데 또 3년이란 시간이 지나

갔어요. (M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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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구체적이고 지엽적인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면서 이들의 과학적 호

기심은 더 깊어지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단지 지엽적인 궁금증이 해결

된 것에 그치지 않았다. 이전에 궁금했던 사실은 밝혀져서 해결되었기 때

문에 아직 밝혀지지 못한, 그리고 밝혀내기 어려운 “근원적인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이런 호기심의 변화가 학문에 대한 열정을 떨

어뜨리지 않게 했으며, 오히려 “더 재미있고 더 흥분되고 가슴이 뛰는” 것

이기에 열정이 “더 생기는 것 같다.”라고 말하였다.

학문에 대한 열정 같은 건 절대 안 떨어져요. (중략) 궁금한 게 많이 종

류가 달라져서 그렇지. 그때 제가 궁금했던 그런 사실이 있었는데 그건 

이미 밝혀졌을 수도 있고 되게 지엽적이고. 지금은 폭도 넓혀지고 밝혀지

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주로 궁금증이 있고. 좀 더 폭이 넓어지고. 이것

도 궁금해지고 저것도 궁금해지고 그래요. 그중에서는 도저히 research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궁금증도 생기더라고요. 어떤 근원적인 그런 거죠. 

과연 이거는 왜 이렇게 되어있을까 그런 건데…. 옛날에는 하나의 실험을 

해서 밝힐 수 있는 거라면 지금은 방법 자체가 떠오르지 않는데 그게 궁

금하고 그런 거죠. 과학적 호기심이 더 커진 거죠. (G 교수)

 

처음에는 답을 아는 걸 한 번 해본다는 자세였고, 임용 초기에는 그것만 

해도 족했었죠. 그러다가 지금은 연구실에서 하는 연구들이 점점 모르는 

걸 하는 연구들이 많아지는 거죠. 임용 초기에는 아는 걸 한 번 해보는 

연구였고 토픽도 많지 않았고 1~2개 연구를 하는 건데, 지금은 남이 안 

한 주제들이 생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연구를 찾고 그걸 앞으로 해 나가

는 거니까. 그건 더 재미있는 거고 더 흥분되고 가슴이 뛰는 거죠. 내가 

알아낸다는 거죠. 이걸 내가 앞으로 10년이 되었든…. 남은 기간 동안 

(답을) 발견하고 publication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게 되는 거

죠. 그래서 나는 열정이 더 생기는 것 같고 (M 교수)

결국, 이러한 궁금증은 참여자들에게 “나”로 귀결되었다. 예컨대, H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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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생물을 연구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혹은

“넌 뭘 배웠느냐”와 같은 철학적인 질문이 든다고 하였으며, K 교수는 어

렸을 때야 어렴풋이 멋있는 거 같고, 관측하는 게 재미있어서 천문학을 생

각했지만 이젠 그러한 피상적인 것들은 “재미없어”진다고 말하였다. 대신,

K 교수는 “내가 인생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나는 여기 왜 왔고, 내가 어

떻게 가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통해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지에

대한 의미를 찾게 된다고 하였다.

결국, 미생물 연구하고 식물 연구하고 동물 연구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풍요롭게 살아가느냐.’ (중략) ‘인간이 살아가는 

게 어떻냐.’ 하는 철학적인 그런 질문들로 바뀌게 되어요. 미생물의 그런 

행동 양식을 보고 넌 뭘 배웠느냐 이런 질문이 맨 마지막에 (들게 되는 

거죠.) (H 교수)

어렸을 때야 어렴풋이 멋있는 것 같고. 망원경 관측하는 게 재밌고 이래

서 (천문학을) 생각했지만, 점점 망원경 관측하는 것도 재미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거기 칠레까지 가서 해야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저는 잘 안 가

요. 학생들만 보내지. 이런 쪽에 의미를 찾는 거죠. 내가 인생이 무엇인

지를 이해하고 나는 여기 왜 있고 어디서부터 왔고. 내가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되었고 그래야 내가 어떻게 가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남은 인

생을 어떻게 살지 (알 수 있죠) 천문학은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와서 앞

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말해주니까. 이건 ‘아, 이건 멋있다.’ 이건 아니

죠. (중략)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거기서 줄 수 있을 거라로 생각

하는 거죠. 모든 학문이라는 게 자연과학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결국은 

‘나는 누구인가’를 이해하는 거죠. (K 교수)

이러한 지적 호기심의 해결 과정은 학문열정의 형성과정과 연결된다. ‘생

존 열정’은 생존하기 위해 형성된 열정이고, 그 과정에서 생존하는 데 도움

이 되는 연구주제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집중했기 때문이다. 그러

나, ‘실현 열정’이 형성된 단계에서는 ‘생존 열정’이 있었던 때와는 다른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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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증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에는 인류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걸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하나의 실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궁금증이

생기지 않고, 더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깊이 있고 근원적인 호기심이 해

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학문은 곧 본인이 되기 때문에 학문에 대

한 호기심이 곧 본인에 대한 호기심이 된다. 이렇게 지적 호기심이 해결되

는 과정은 사실상 “알지 못하는 세상”을 계속 마주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

들은 답을 찾는 것 자체, 그리고 새롭고 모르는 것에 재미를 느끼기에 알

지 못하는 세상을 마주하는 것은 오히려 이들에게 “가슴 뛰고” “흥분되는”

일이 된다.

또 실험해 보잖아요. 실험을…. 그런 것들이 다 막 제가 알지 못하는 세

상…. (중략) 그런 과정들이 재미있어요. 답이 나와 있으면 재미없는 거

잖아요. (E 교수) 

새로운 게 재밌잖아요? (I 교수)  

저는 원래 성향이 굉장히 뭔가 새로운 거, 내가 모르는 거. 그런 걸 하는 

게 재미있어요. 지금도 똑같은 거 계속하는 거 되게 재미없어요. (P 교

수) 

(2) 학문적 영향력 발휘: “온 세상 사람들에게”

참여자들에서 포착된 두 번째 학문적 욕구는 학문을 통해 “온 세상 사람

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욕구, 즉 사람 또는 사회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싶은 욕구였다. 이러한 참여자들의 욕구는 대학원 진학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특히 잘 포착될 수 있었다. 연구를 통해 더 큰 “영향력”을 발휘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영향력에 대한 욕구는 특히 의학 분야의 참여자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

타났다. 참여자들은 현장에 남아서 의사가 될 것인가, 의학을 연구하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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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갈림길에서 영향력에 대한 욕구를 더 발

휘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 연구자가 되는 길을 택하였다. 예를 들면, 자신의

노력을 통해 동물이 회복되는 것에도 보람을 느껴, 임상을 할지 혹은 기초

연구를 할지 고민했던 C 교수는 “보다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자 기초연

구를 하게 되었다. 또한, G 교수는 나에게 오는 환자만을 치료해주는 것은

소극적인 치료라고 생각되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치료 효과를 발휘해”주

고 싶다는 생각에 대학원을 진학하게 되었다.

그때 당시에는 나한테 오는 환자를 치료해주는 것이 소극적인 치료방법

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어떤 치료방법을 개발하거나 열심히 연구해서 

어떤 질병 하나를 완전히 정복한다면 광의의 의미로 온 세상 사람들한테 

치료 효과를 발휘해 줄 수 있잖아요. (G 교수)

학부 다닐 때 고민하다가 기초연구를 하겠다고 생각을 한 가장 큰 이유

는 ‘나는 보다 많은 사람들과 과학이라는 걸로 소통하고 싶다.’ 내가 지금 

만나는 동물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되게 가치 있는 일

이지만, 내가 어떤 중요한 과학적 가치를 발견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이랑 의견을 주고받는 게 훨씬 멋있어 보여서 ‘나는 기초연구를 하겠다.’ 

이렇게 된 거고요. (C 교수)

참여자들은 사실상, 대학교수가 되어 의미 있는 연구성과를 창출함으로

써 영향력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연구를 계속하던 이들

에게 통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정년

이후에는 연구하기 힘들다는 점이었다.

이제는 60 넘어가니까 사실 연구가 마무리. 거의 무르익어야 하는 시기

인데 자연계는 어떻게 보면 조금 새로운 이론이 자꾸 나오고 하니까 그

걸 접목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런 게 한계를 자꾸 느껴요.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수용을 못 하니까. 내가 ‘내 능력이 여기밖에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M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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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엔 정년에 대해서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난 젊고 앞으로 시간도 

많이 남았으니 열심히 하면 앞으로 충분히 더 연구 가능한 데’라는 생각

을 했지만, 어느 순간 시간이 가는 걸 막을 순 없는 거 같다. 카운트를 

해 보니까 ‘전체 있을 기간이 3/4 지났네? 1/4 남았네.’ (N 교수) 

이들이 택한 한 방법은 ‘학문승계’ 전략이었다. 예를 들면, N 교수는 학생

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제대로 키우고자 하였다. 본인의 연구는 정년이 되면 할 수 없고, 따라서

본인의 아이디어를 직접 실현하는 것은 시간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학생

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나중에 실현할 수 있도록 충실히 교육하는 것이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M 교수도 연구를 통해

서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할 수 있는” 봉사나 교육에

도 더 신경 쓰게 되었다.

학생들을 제대로 키우는 게 내가 할 일이 아니겠냐…. 실무자나 책임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자리를 비워줘야 하고 우리 랩 출신이 실무자나 

그 자리에 가게 되면 그다음 세대의 역할을 맡게 되고. (중략) 그다음 세

대에 실무자로 갈 학생들을 잘 키워서 선진국과의 gap은 점점 커지고 있

는데 점프해서 나중에는 비슷한 수준에 갈 수 있는(gap을 줄이는) 그런 

아이디어를 빨리 제안해주자. 그 역할을 하는 학생들을 내부적으로 키워

내자’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N 교수)

예전에는 내 연구가 가장 중요하고 그게 no. 1 priority였는데 그건 점점 

줄어나가려고 하는 거죠. 학생이라던가 그다음 세대라던가. 관심 있는 사

람들한테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봉사…. 이런 거도 해야 하기도하고. 

그런 생각. 너무 나이 들었는데 젊은 친구들과 경쟁하면 안 되잖아요. 나

는 점점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바꿔나가는 거죠. 그렇게 바뀌더라

고요. 50 넘어가니까 점점. (M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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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방법은, F 교수와 같이 공동연구를 통해 이때까지 체계화시켰던

자신의 연구를 널리 퍼뜨리는 것이다. 공동연구를 통해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와 결합될 경우 시너지가 창출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질병이 퇴치

될 수 있는 등 본인의 연구물로 더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기 때

문이다. F 교수는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아 연구단을 해도 될지 고민이 들었

지만, 본인의 연구물을 널리 퍼뜨리고 싶었고, 신진 연구자들을 설득하고

직접 과제 작성을 모두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연구단을 만들 수 있

게 되었다.

○○(연구주제) 연구가 되게 중요한데. 이거를 좀 체계화시켜서 우리나라

에 좀 많이 퍼트리고 싶었어요. ○○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 내가 대부분 

갖고 있으니까 (중략) 내가 퍼트린 연구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질병이 퇴치되고 그런 걸 보면 얼마나 보람 있겠어요. (중략) (그래서) 

2016년에 그걸(연구센터 유치) 한 거지. (중략) 나는 이 과제 작성을 나 

혼자 다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뭘 알아요. 아무

것도 모르잖아. 내가 붙잡아서 다 쓴 거예요. 과제 첫 장에서부터 끝장까

지 내가 다 쓴 거예요. 내가 젤 잘 알잖아. (중략) 그 발표평가 딱 했는

데 나중에 들은 얘기가 그러더라고 나는 일단 됐대요. 발표 다 끝난 다음

에. 왜 그러냐면 30분을 발표하는데 “감사합니다.” 딱 30분 된 거야. “감

사합니다.”랑 “땡” 이랑 같이 울렸어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놀란 거

죠. 얼마나 많이 연습했으면 이걸 그렇게 지켰을까. (F 교수)

(3) 학계로부터의 ‘인정’

마지막으로, 참여자들로부터 포착된 학문적 욕구는 학계로부터 ‘인정’받

고 싶은 욕구였다. 이는 이전 장에서 전술했다시피, 학계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곧 전문성을 인정받는 것이기에 참여자들의 학계에서의 생존과 직결

되기 때문이다. 학계로부터의 인정은 논문 투고가 승인되는 것, 학회에 초

청되는 것, 혹은 I 교수와 같이 연구결과에 대해 직접 인정을 받는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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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경로로 체감될 수 있다. 참여자들은 학계에서의 인정을 통해 학문

열정이 형성되었다고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학계로부터의 인정이 이

들의 감정, 인지, 행동을 움직였음은 분명하였다. 예를 들면, 참여자들은 J

교수와 같이 학계로부터의 인정에 자부심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 I 교수처

럼 굉장한 기쁨을 느끼기도 하며, M 교수처럼 계획을 세워 투고하는 저널

의 수준을 점점 높여나가기도 하였다.

생물학 하는 사람들은 reputation 가진 저널에 논문 쓰고 싶은 욕구가 있

죠. (중략) 2003년 그(첫 번째) 논문 내고 계획 세운 거죠. ‘이 논문 냈으

니까 그다음에는 이 정도 (저널에) 논문 내봐야지.’ (중략) 어느 정도 그 

분야에서 점점 내는 순서인 거죠. 이 정도 (저널에) 내면 인정받게 되는 

거죠. (M 교수) 

벤처 때는 제가 만든 기술이 세계 최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표준을 

하는 거고 훈장도 받았고. 최근에는 기술이 발전되면 어느 정도 핸드북을 

만들었어요. 그게 미국 ○○학회에 올라갔어요. 그걸 굉장히 proud 하게 

생각하죠 (J 교수)

이번 3월이에요. 3월 중순 정도에 우리가 논문을 publish를 하나 했는데 

굉장히 좋은 논문이에요 우리가 알려진 어떤 인자에 대해서 이걸 조절할 

수 있는 물질을 찾아서 학계에 보고한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은 평을 

받았고. 사실 나도 오래전부터 이 분야에 일하는 사람으로서 뭐가 그런 

거 한번 찾아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찾을 수가 있었고 많은 사람

들이 논문을 냈는데 내 논문에 대한 commentary를 실어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뻤죠. 이 논문이 갖는 의의를 학계에서 정말 전문가가 ‘이런 논

문이 이런 finding을 도출했는데 어떤 의의가 있다.’라고 3페이지나 실어

줬어요. (I 교수) 

그러나, 항상 학계로부터 인정받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는 의미 있는 연

구성과를 내지 못해서일 수도 있으며, 그 중요성을 학계가 인지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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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 수도 있다.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학계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전문

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의미기 때문에,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 이 부분

이 누적되면 회의감에 빠지기도 한다. 이러한 사례는 특히 K 교수의 사례

로부터 포착될 수 있었다. K 교수는 과거와 비슷한 연구성과를 내도 학계

에서 예전만큼 반응이 없자 학문에 대한 회의감에 빠졌었다고 진술하였다.

천문학의 의미를 학계로부터 찾았던 K 교수에게 학계로부터의 무시는 학

문의 무의미함과 같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연히 인생 논문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발견한 K 교수는 학계의 가장 권위 있는 저

널에 논문을 투고했으나, 연이어 reject를 받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K 교수

는 또 회의감에 빠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오기”가 들어서 밤잠 못 자고

방학 때도 연구실에 나와 본인의 결과를 증빙하고자 연구를 계속하였다.

나이 정확하게 49세부터 53세까지 갑자기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

요. (과거와) 거의 비슷한 연구성과를 내도 미국에서 활동할 때만큼 국제

학계에서 반응이 별로 없는 거예요. (중략) 영원히 거기서 끝날 뻔했는데 

정신과 치료받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아! 이거구나!’ 하고 새로운 발견

을 하면서…. (중략) 저하고 학생하고 계속 토론하다가 더 중요한 효과가 

있다는 걸 둘이 팍 깨달았어요. 그래서 80년 이상의 난제가 그때부터 풀

리기 시작한 거예요. (중략) 제가 밤잠 못 자고 지금 방학 때도 이렇게 

연구실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중략) (그 난제를 푼) 논문이 ○○저널에

서 reject를 받았어요. 저는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중략) 이게 아예 쓰

레기 같은 논문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아니까. 제가 이때까지 200편 낸 

것 중에 인생 논문이란 말이에요. 세 손가락 안에 꼽을만한 거. 근데 처

음으로 reject 된 거예요. 저는 매우 행운아였던 거죠. 다른 논문들은 많

이 reject 당한다던데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 논문에서 같은 주제로 두 

편 연속 reject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오기가 들어서…. 이

제는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략) 제일 편하게 사

는 방법은 이거에요. 국제학계의 누가 맞다는 것만 계속 증명해주면 그런 

건 즉각 통과되고 그쪽하고도 친할 거고 제자들도 그쪽으로 파견 보내기 

쉬울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고 과학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K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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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현상은 Honneth(1992)의 ‘인정 투쟁’ 개념을 통해 이해해 볼 수 있

다. Honneth(1992; 조나영, 2018에서 재인용)는 인간은 가치를 공유하는 공

동체에서 자신의 능력을 관철함으로써 스스로에 대한 존재를 평가받고자

하는데, 이때 자신의 존재가치를 무시당하게 되면 수치심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 경험은 ‘인정 투쟁’을 동기화하는 자극

제가 되는데, 마땅히 인정받아야 할 가치가 유보되어 있다고 인지하게 되

기 때문이다.

다시 K 교수의 사례로 돌아간다면, K 교수는 학계로부터 자신의 존재가

치를 무시 받는 경험을 하고 회의감에 빠지기도 하였으며, 속상함을 느끼

기도 하였다. 이러한 부정적 정서는 K 교수에게 “오기”를 들게 하여 열심

히 하게 되는 ‘투쟁’의 자극제가 된 것이다. K 교수에게 인정 투쟁은 당장

인정받기 위해 학회에서 누가 발표한 것을 맞다고 증명해주지 않고 학계에

서 풀지 못한 난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본인의 존재와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단순히 부정적 정서가 K 교수의 학문열정을 불러일으킨

것은 아닐 것이다.

이에 대한 답은 다시 K 교수의 진술에서 찾을 수 있었다. K 교수는 갈

릴레오의 사례를 들며 투쟁을 계속해나가는 이유를 설명해주었다. 혁명적

인 발견을 한 갈릴레오 역시 처음에는 아무도 그의 편이 되어주지 못했고

심지어는 죽음을 요구받기도 했지만, 결국 그의 주장이 인정되었고, 그의

학문적 성취가 “영원히 기록” 되었으며 사람들은 갈릴레오를 모두 다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당장 학계에서는 인정하지 않더라도, 언젠가 인정받

게 되면 그 업적은 영원히 기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갈릴레오가 혁명적인 발견을 했잖아요. 갈릴

레오가 어떤 대우를 받았어요? 동료 천문학자들조차 갈릴레오 편이 아니

었어요. 갈릴레오가 그렇게 세계적인 발견을 했잖아요. 천동설에서 지동

설로. 그랬을 때 갈릴레오한테 두 가지 선택이 있었죠. “장작더미 위에서 

화형을 당할래? 아니면 너의 주장을 철회하고 가택연금을 받을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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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후자를 선택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택연금상태에서 장님이 되어서 죽

었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 당시 갈릴레오를 박해

한 주교의 이름 아무도 기억 못 하죠. 그게 대통령이었는지 왕이었는지 

아무도 기억 못 하죠. 갈릴레오는 다 알잖아요. 그니까 학문적인 성취가 

영원히 기록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은 뭐가 있어요? (K 교수)

즉, K 교수는 학계의 의미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석함으로써 학문적 욕

구를 충족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었다. K 교수에게 학계란, 학계를 현재 구

성하고 있는 일원이 아니었다. 구성원은 바뀔 것이지만 영원히 남아있을

학계 그 자체로부터의 인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K 교수는 당장 인정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문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학문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계속 학문을 할 수 있었다.

정리하자면, 참여자들은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자

신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널리 발휘하고자 하는 욕구를 능동적으로 충족

해 나갔다. 개인의 연구물로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참여자들은 적극적으로 공동연구를 하는 방향, 그리고 학생들을 교육하는

등 영향력을 다른 방향으로 발휘하게 되는 방향을 택하여 자신의 학문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었다. 또한, 학계로부터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당장 충족되지 못하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능동적

으로 학계의 의미를 해석하며 학문을 계속하고 있었다. 즉, 참여자들은 그

들의 학문열정을 주도적인 노력으로 형성해나간 것이다.

나. 정당화를 통한 형성

학문열정의 두 번째 특징은 정당화를 통해 형성된다는 것이다. 정당화는

사전적으로는 “정당성이 없거나 정당성에 의문이 있는 것을 무엇으로 둘러

대어 정당한 것으로 만듦.”(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19)이라는 부정

적 의미를 내포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Lepisto와 Pratt(2017)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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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본 정당화의 긍정적 의미에 주목하였다. Lepisto와 Pratt(2017)는 개

인이 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해석하고 구성하는 의미 형성

(account-making)과정을 ‘정당화’라고 바라보았다. 즉, 일의 의미는 주어지

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의미를 형성하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정당화는 열정과도 관련되는데 열정의 주요 구성요소 중 하나가 그 활동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Vallerand et al.,2003; Fredricks et

al.,2010; Boverie & Kroth, 2001; Perttula, 2010; Johri & Misra, 2014). 열

정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선 스스로 의미를 만드는 정당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열정이 형성되는 과정은 학문에 대해 지속해서 의

미를 부여하는 정당화 과정의 일환이었다. 학문활동에 대한 정당화는 학문

에 본격적으로 입문한 박사과정부터 현재까지 참여자들이 학문에 임하는

전 과정에서 지속해서 일어났으며, 그들이 학문을 열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 특히 참여자 네 명의 사례에서 정당화 과정이 뚜렷하

게 포착되어 각각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먼저, A 교수의 경우 박사과정에서부터 정당화가 일어났다. 유학하며 목

표가 정해지지 않은 다양한 것들을 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학계는

“회사에서 못하는 걸 하는 곳”이라는 것을 정당화하게 되었다. 학계는

“100가지 중에 하나만 대박 나면 되는” 곳이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성

장”할 수 있다는 의미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당화는 A 교수가 대

학교수로 임용된 뒤에도 지속해서 일어났다. 본인의 지도 제자들이 이 과

정을 통해 성장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종이 접고 앉아

있는” 등 과제와 무관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시켰다.

○○대학교에서 공부하다 깨달았는데 ○○대학교 갔더니 이상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로봇 한다 하면 휴먼노이드를 하던가 생산 뭘 하든가를 생

각하잖아요. 근데 이상한 거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게 

아카데미아의 역할이거든요. 회사에서 못하는 걸 하는 데인데. 못하는 건 

이유가 뭐냐면 회사는 사실 박사급 인력도 많고 목표 딱 잡아가지고 하

면 우리보다 훨씬 잘하죠. 목표도 불명확하고 뭐가 될지도 모르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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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는 회사에선 못해요. 그런 건 academia에서 하는 거죠. 100가지 중에 

하나만 대박 나면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길러지는 거죠. 어려

운 문제를 자꾸 풀다 보면 학생들이 성장하니까. (중략) 나는 그때부터 

석사들한테도 ‘이거 한번 해봐.’ 말도 안 되는 것들 이상한 거 많이 시켰

어요. 과제랑 상관없이 했거든요. 우리는 종이 접고 앉아있고. 이상한 거 

하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이렇게 하는 게 academia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으니까. (A 교수)

A 교수의 정당화는 특히 ‘관점전환 과정’에서 포착되었다. 학생들은 학문

활동을 하는 자신의 방식을 받아들이기 버거워했지만, 학생이 학자로 성장

하는 과정이며, 결과적으로 좋은 것이라는 정당화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A 교수는 자신의 학문활동을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정당화하였다. 하나

는, 학문활동의 결과를 통한 정당화였다. 학생들이 힘들어했지만, 그 결과

“실제로 대박”이 나기도 했고, 학생들은 권위 있는 학술지에 업적을 남길

수 있게 되었으며, 장난감처럼 했던 활동들은 “흘러 흘러” 모 기업의 광고

에 적용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A 교수는 이렇게 과정과 결과를 연계지으며

학문활동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면서 학문열정을 계속 형성해나갔다.

장난감처럼 종이 접어서 바퀴 만들고 그랬는데 그게 흘러 흘러 지금은 

○○(대기업) 광고로 나왔잖아요. 혹시 본 적 있어요? 그런 식으로 했던 

것들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에 (쓰이기도 하고) (중략) □□(연구주

제) 했던 친구는 되게 힘들어했거든요. “이게 로봇이냐…. 뭐냐….” 기계

과 출신이 앉아서 장갑 미싱질 하고 있고. 난 옆에서 “대박이야. 이거 잘

되면 생각해 봐봐!” 이러면서. 실제로 대박이 났죠. (중략) 언론에 되게 

많이 났거든요? 우리 연구가 뉴욕 타임스, BBC, 하버드 메인 페이지에 

걸려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A 교수)

(학생들은) 그 전에 하던 사람이 하던 걸 계속하는 거보다 완전 새로운 

걸 해야죠. 확 발휘해서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해야 하잖

아요. science 논문 쓴 친구 1호 석·박 했거든요. 우리 전공 아무것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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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온 친구란 말이에요. science 썼잖아요. 훌륭한 경험을 한 거 아니

에요. 이 친구로서는 고생하더라도 그런 경험 해서 나가면 사회 나가면 

더 대단한 걸 하겠죠. (A 교수)

두 번째 방법은 그 과정 자체의 정당화였는데, A 교수는 이를 학습을 통

해 정당화했다. 조직문화와 관련된 책을 읽으며 본인의 실험실은 “혁신을

만들어내는 조직이 갖춰야 할 것들은 갖추고 있었다.”라는 정당화를 해 나

갔다.

조직을 키워나가는 사람이라서 조직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도 궁금해서 

책도 좀 찾아서 봤어요. 왜냐면 innovation이라는 게 결국 문화에서 나오

는 거기 때문에 나 하나로 이런다고 안되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하는 

거니까…. 그런 책 좀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책들을 보니까 우리 실

험실이 해왔었던 방식이 거기서 말하는 그런 innovation에 만들어내는 그

런 조직이 갖춰야 할 것들은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었던 거죠. 그니까 이

런 것들이 나왔었던 거고 (A 교수)

다음으로, B 교수의 정당화는 ‘생존 열정’에서부터 포착되었다. 순수 공

학 분야의 전공인 B 교수는 처음 학교에 와서 BK 프로그램으로 상당한

논문 압박을 받았다. 상대적으로 영향력 지수가 낮은 분야였기 때문에 논

문 줄 세우기에서도 불리했고 연구비를 따는 것도 어려웠기 때문이다. 따

라서 B 교수는 일부 교수들과 같이 논문을 쓰기 좋은 쪽으로 분야를 변경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마저 들었다. 그러나 B 교수는 현재의 줄 세우기

에서 우위를 점하기보다는 미래 “산업에 꼭 필요한 지식을 만드는 쪽”을

택하게 되었다.

처음에 학교에 와서 제일 힘들었던 것은 그때 BK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모든 교수들을 논문 실적 갖고 100% 줄을 다 세웠었어요. 논문 많이 쓰

는 사람 또 impact factor 높은 논문 많이 쓰는 사람. 근데 그렇게 되면

은 분야 특성들이 있으니까 우리 과에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저희 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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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쪽에서는 불리해요. 논문도 많이 쓰지도 않고. 산업에도 직접 연결될 

수도 있고, impact factor도 낮고. 일종의 전통적인 분야일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선택해야 해요. 논문 게임으로 갈 건지 아

니면 이쪽에 남아서 나름대로 살길을 찾든지 해야 하는데 그때 사실은 

○○(유명 사립대학교)나 이런 중요한 기관들의 선생님들은 논문을 쓰기 

좋은 재료 쪽으로 약간 바꾸는 분도 많았고요. 제일 힘든 건 그거죠. 평

가하는데 제가 속한 그런 순수 공학. 전통 공학을 하던 분들은 impact가 

낮은 바닥 쪽에 있으니까 평가가 나쁘잖아요. 기분이 나쁜 거고 다음에 

연구비 따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내가 여기

서 그런 논문 쓰는 게임을 해서 살아남는 게임을 할 거냐 아니면 내가 

하고 싶고 더 잘할 수 있고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산업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 우리 산업이 도약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지식 이걸 만드는 쪽

에서 내가 산업을 이끄는 리더가 될 거냐 그때가 제일 심한 challenge에

요. 거기서 저는 후자를 택했고 (B 교수)

B 교수의 선택은 “제일 심한 도전”이었다. B 교수는 “반드시 산업에 필

요할 것으로 생각하는 지식”을 만드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만일 그 지

식을 만드는 것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면 B 교수의 선택은 의미가 없

어지기 때문이다. B 교수는 이에 본인의 선택에 대해서 산업체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당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B 교수는 산업체 사람들이 고

민하는 문제를 산업체에서는 분명히 정의하지 못하고 있기에,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형성하게 되었다. 즉, 산업에 필요한 지식을 만들고자 했던 본인의 선택이

정당화가 된 것이다.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없이 많은 회사에서 찾아와서 기술적인 이슈들을 

저한테 상의를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생판 처음 들어본 영역에 산업군의 

것들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현장의 엔지니어들은 “이런 식으로 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하고 가져오지 그걸 문제로 잘 정의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문적으로 문제를 정의해 주는 과정들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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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 사람들이 고민하는 지금 문제가 되는 이슈들이 본질적으로 물리적으

로는 거의 비슷한 문제들이구나’라는 걸 많이 알았어요. 구체적인 현상이 

다른 상황들에 적용되고 있는 문제라는 걸 많이 알았고요. 그래서 본질적

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구나. (B 교수) 

이러한 정당화는 ‘생존 열정’에서 끝나지 않았다. B 교수는 문제를 정의

해 주는 본인의 학문활동이 단지 산업체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분야의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이러한 학문활동에 대한 B 교수의 지속적인 정당화 과정은 그의 분야에서

지금까지 계속 열정적으로 학문에 임하게 해 주었고, 분야를 이끄는 리더

가 되는 본인의 꿈을 실현할 수 있었다.

회사들이 굉장히 잘하는 부분도 많지만 중요한 기술이 빠져있는 부분이 

많아요. 저희가 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회사가 더 

관심을 두고 투자하게 만드는 일이고. 그것도 회사에서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것들이 더 인식이 확산되면서 결국 분야의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한다고 생각해요. (B 교수)

이렇게 지속적인 정당화 과정은 학문 열정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

며, 이는 그들의 “평생의 꿈”을 실현하는 ‘실현 열정’에 다다르게 한다. ‘실

현 열정’에서의 정당화는 K 교수와 Q 교수의 사례에서 특히 드러났다. K

교수는 그들의 연구가 “국가 위상”을 올라가게 한다고 믿고 있었으며, Q

교수는 “인류의 삶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이들의 연구

가 실제 어느 정도로 국가의 위상을 올라가게 하고, 인류의 삶에 도움을

주었는지는 알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들은 그 점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정당화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었다. 심지어, 이러한 정당화는 학

문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게 하는데, K 교수와 같이 학문을 “종교”로 받아

들이는 수준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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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연구가 네이처 사이언스 젤 많이 낸 팀 중의 하나인데, 국내에서 

5편을 냈으니까. 그럼 좋은 게 뭐냐면 국제언론에서 우리가 가만있는데도 

다 알아서 홍보해준다고요. 그럼 우리 국가 위상이 상당히 올라가는 거

죠. 왜나면 신문에서 모든 일반 사람들이 보니까. 거꾸로 생각해보면 우

리가 무시했던 어떤 나라의 연구자가 우주의 비밀을 발견했다 하면 우리

가 그 나라를 다시 보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역할이 그거라고 생각해

요. 순수천문학의 경우에는. (K 교수)

상당 부분 많은 연구결과는 직간접적으로 인류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

거든요. 우리가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거나, 새로운 진단제를 개발하거

나, 새로운 물질들을 개발해서. (중략) 어쨌든 인류의 삶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걸 하는 게 큰 보람이죠. (Q 교수)

저는 과학으로 종교를 바꿨어요. 저는 요즘 보니까 과학이 멋있어요. 과

학에서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을 때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게 죄가 아니

에요. 제가 글에서 읽은 걸 quart 하는 거예요. 그걸 몇 년 전 읽는 순간 

꽂혔어요. 다른 건 그런 거 없어요. (K 교수)

정리해보자면, 참여자들의 정당화 방식은 크게 다섯 가지의 의미를 형성

하는 것이었다. 첫째는 연구결과 자체가 성공적이라는 것이며, 둘째는, 연

구를 통해 배출되는 학생들이 성공한다는 것이며, 셋째는, 연구결과가 현장

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 넷째는 본인의 학문이 사회 및 국가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인류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런

정당화를 통해 참여자들은 학문이 “종교”화 될 정도로 굳건한 믿음이 형성

되었다. 이러한 정당화는 열정의 주요한 부분인 ‘의미’와 ‘가치’를 지속적으

로 만들어내게 되면서 학문열정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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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찰을 통한 형성

학문열정 형성과정의 세 번째 특징은 성찰을 통해 형성된다는 것이다.

특히, 참여자들은 학문 열정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현 ‘상황’, 그리고 자신의

‘역할’에 대한 성찰을 통해 학문열정을 형성하였다. 이는 학문열정이 형성

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먼저, 생존을 해야한다는 ‘자각’으로 생존 열정이

형성되게 되었다. 이전 장에서 상술했다시피, 참여자들은 “내 이름으로 혼

자 생존해 나가야 하는 시점”임을 인식하고, “이렇게 해서는 살 수가 없

다.”라고 느껴 “내 분야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연구에 목

숨을 걸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문제개선 과정’과 ‘관점전환 과정’에서는 역할에 대한 성찰과

현 상황에 대한 자각이 동시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교육과 봉사 영역은

본질적으로 참여자들이 재미를 느끼는 영역이 아니다. 참여자들은 대체로

“새로운” 것을 하는 데 재미를 느끼고 반복적인 업무를 지루해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육이나 봉사에는 큰 재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연구자: ○○(연구주제) 말씀하시면서 재미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manage하고 이런 건 재미있으세요?

A 교수: 재미있으려고 하죠. 요즘엔…. 재미있으려고…. 재미있어야 하는

데…. 그죠? 그런 게….

꽤 많은 경우는 학생들이 가져온 논문 초안들이 너무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틀을 잡아주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거든요. 근데 그 과

정은 저는 재미없더라고요. (B 교수)

그렇기에 참여자들의 학문열정은 긍정적 감정에만 기반하여 형성되지는

않았다. 참여자들은 제자를 양성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고, 본인이 마땅히 해야 하는 역할임을 인식하게 되어 이 활동을 열

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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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학생을 ‘키워야 한다’라는 본인 역할의 인식은 자연스럽게 과학자

를 키우기 위해서 자신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으로 연

계되었다. 참여자들은 고민의 결과 우수한 학생들을 길러내기 위해선 자신

이 우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예컨대, A 교수는 “청출어람 청어람(靑出於藍 靑於藍)”이라는 고사성어를

스승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자신의 깨달음을 표현하였다. 자신이 누군가의

제자(청)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누군가의 스승(람)이며, 스승인 자신(람)보

다 “더 빛나는 청(제자)”를 만들어 줘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더

빛나는 람(스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O 교수와 L 교수도 마

찬가지였다. “선생님이 우수할 때 학생도 우수할 수 있다.”라는 O 교수의

진술, 그리고 “저 친구를 나보다 더 훌륭한 친구로 만들어야 한다.”, “내가

계속 얘를 키워내기 위해선 내가 그만큼 알아야 하고 그만큼 노력해야 한

다.”라는 L 교수의 진술은 ‘청출어람’의 메시지를 모두 포함한다.

청출어람 청어람(靑出於藍 靑於藍)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말 들으면 무

슨 생각이 나요? 내가 어느 날 봤더니 내가 람(藍)이야. 내가 청(靑)이 아

니야. 내가 람(藍)이야. 내가 뭔가 깨닫는 걸 좋아했잖아요. 그 때 그걸 

깨달았을 때도. ‘아, 내가 람(藍)이구나…. 어 그렇지. 내가 람(藍)이고 당

연히 애들이 청(靑)인 거고. 청(靑)이 되게 만들어 줘야 하는 거구나….’ 

(중략) 이게 뭐랑도 연결되냐면 내가 시작을 할 때 나는 ○○○교수님의 

제자로 시작했어요. 제자로 시작해서 그게 밑바탕이 되어서 람(藍)이 있

으니까 청(靑)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람(藍)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건 내가 더 빛나는 람(藍)일수록 빛나는 청(靑)이 되

는 거거든요. (A 교수)

학생들이 우수하냐 그렇지 않냐는 선생님의 우수함과도 관련되어있고 반

대로 선생님이 우수할 때 학생도 우수할 수 있어요. 그게 맞물려가는 학

교이기 때문에 (O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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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긴 학교니까 학교라는 것은 후속세대를 양성하는 기관 아니에요. 그럼 

내가 저 친구를 나보다 더 훌륭한 친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그것도 한 요

인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계속 얘를 내가 키워내기 위해선 내가 그만큼 

알아야 하고 그만큼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 거지. 그런 생각 

해야 하니까 싫든 좋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L 교수)

아울러, 참여자들은 학자로서 살아가게 될 학생들의 미래를 생각하게 되

면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미래지향적 연구를 해야 함을 깨닫게 된다. 이를

테면 자신의 연구에서 탄탄대로로 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O 교수는 그

런 생각은 당장 필요한 일을 하는 연구원이나 회사 직원이 하는 것이며,

선생은 학생들에게 미래를 볼 수 있는 연구를 가르치기 위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연구주제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성찰을 계기

로 O 교수는 “미래지향적인” 학문을 하고자 노력하게 되었다. 즉, 교육자

라는 역할 인식이 O 교수가 더 새로운 연구를 할 수 있게끔 해 준 것이다.

그런데 현재 내가 하는 연구들이 현재의 학생들이 10년 20년 뒤에는 old 

fashion이다는 것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절감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생

각의 강도가 몇 년 전부터 점차 강해지는 거예요. 나의 개인적인 관심도 

중요하고 은퇴 전까지는 그러한 연구를 계속하겠지만, 학생들이 미래에 

필요한 연구과제, 연구주제 이런 것들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생각에 다

다른 거죠. (중략) ○○(기존 연구주제) 중에서도 새로운 분야나 새로운 

어떤 연구 기술개발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안에서 범위를 크게 벗

어나지는 않으면서 남들이 해 보지 않았던 문제들을 연구해보려 할 텐데, 

그 분야들이 제가 그냥 개인적인 관심에 따라 ‘이게 재미있겠지.’라는 문

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문제들과 연구내용들은 학생들이 앞으로 10

년 20년 30년 후까지 계속 그 지식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하니까, 그러

한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인 학문을 할 수밖에 없죠. 결국, 학생에 대한 교

육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O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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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육자로서 본인 역할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된 참여자들은 학생들

에게 보다 “애정”을 가지게 되고, 이들의 어려움과 고민에 관심을 기울이

게 되었다. M 교수는 학생들이 “내 자식이 커 나가는 것”처럼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학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도 나누고자 하

였다. 심지어 K 교수는 나 혼자 만족하는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이 있어서

어울리고 싶지 않아도 외국의 학자들과 어울리는 등 일종의 “외교”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참여자들의 태도는 선순환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

는데, 대학원생들이 지나치게 자율적인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

었기 때문에(임희진 외, 2016) 참여자들의 관심과 노력이 학생들에게 전달

될 경우 대학원 문화에 잘 적응하는 학생들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의 임무 중의 하나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거니까. 이제는 점점 더 

그런 생각(교육이 중요하다)을 더 많이 하게 되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30분씩은 무조건 나와 미팅해요. 아까도 

(연구자가) 봤듯이. 그 학생의 문제가 뭔지. science에 대한 것도 얘기하

고 개인적인 문제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와주고. 어쨌든 인연이잖아

요. 사실은 이렇게 만난 게 새로운 의미가 생기는 거니까 할 수 있는 부

분을 하는 거죠. 그 학생이 성장을 해 나가는 게…. 내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이 커 나가는 것처럼. 학생도 내 자식처럼 이렇게 커 나가는 거고. 

그게 교수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동의할지는 모르겠지만 (M 교수)

이게 ‘나 혼자 만족하면 된다.’ 이게 아니거든요. 나 혼자면 ‘이게 진실이

구나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가 되는데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제자

들이 있으면 제자들을 외국으로 박사후연구원 보내고 이래야 할 거 아니

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 혼자 문제는 아닌 거예요. 내 성격하고 안 맞아

도 외국학자들하고 어울리려고 하고. 제가 보기엔 그 사람의 수준이 한참 

낮은데도 그 사람한테 친한 척해야 하고 그런 외교도 해야 하고. (K 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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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참여자들은 ‘학문활동의 상호연결성’, 즉 교육-봉사-연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 인식하게 된 뒤 교육과 봉사의 필요성을 느끼

고 역할에 충실하게 되었다. 먼저, F 교수는 학부생들이 대학원 진학을 위

해 교수를 선택할 때 “감동”을 받아야 선택하기에 교육은 “좋은 학생들을

대학원생으로 뽑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즉, 연구를 잘

하기 위해선 좋은 학생들을 뽑아야 하고, 그러려면 교육에 신경 써야 한다

는 점이었다. D 교수 또한 연구와 교육은 “같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연구를 하기 위해선 학생들을 잘 교육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E 교수는 옛날에는 보직이 연구에 방해된다고 생각했지만, 연구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기에 “함께” 간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안을 고민하는데 시간을 쏟게 되었다.

옛날에는 연구에 방해된다고 대학원 부원장 연구부학장 이런 걸 싫어했

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같이 함께 가더라고요. (중략) 이건 되도

록 연구 잘 할 수 있게 아는 사람들이 동참하고 함께 해야죠. 행정이 중

요하잖아요. 서비스. 공부하고 싶게 해야죠. 대학원에 들어오게 장학금을 

많이 만들던지…. 그래야지 같이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좋은 걸 할 수 

있으니까. (E 교수)

교육이 왜 중요하냐면 애들 잘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좋은 학

생들을 대학원생으로 뽑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다.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어떤 선생님을 선택할 때 감동을 해야 선택해요. ‘강의도 지지리 못 하는

데 그 선생님한테 가서 뭘 배울 게 있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강

의를 난 정말 많이 신경을 썼어요. 난 내 분야에서는 많은 상이 다 우수 

강의상이에요. (F 교수)

좋은 연구는 결국 좋은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어야 하고. 대학원생을 잘 

교육해야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연구와 교육은 같이 돌아가는 

거죠. (D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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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참여자들은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학문활동의 상

호연관성에 대한 이해로 연구에 집중되었던 열정을 ‘교육’과 ‘봉사’ 영역으

로 확장하였다. 즉, 이들은 다양한 역할이 상호작용하여 상호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으며(Caza, Moss, & Vough, 2018) 이러한

성찰이 기반되어 학문열정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라. 사회적 형성

학문열정 형성과정의 마지막 특징은 사회적으로 형성된다는 측면이다.

특히, 참여자들의 학문열정은 학문공동체 구성원들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

는 특징을 보였다. 학문공동체 일원 중 학문열정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사람은 참여자들의 지도교수였다. 특히, 박사과정에서 목격한 지도

교수의 모습은 참여자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다. 박사과정은 모방과 학습을

통해 학자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인지적 도제(cognitive apprenticeship)

의 과정(Austin, 2009)이기에, 이때 경험한 지도교수의 모습은 참여자들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예컨대, D 교수의 경우 연구를 즐기는 지도교수의 모습을 보고 생명현상

의 사실을 밝혀 보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게 되었으며, H 교수의 경우

지도교수가 추구한 학문의 태도가 “살아가는데 기준점”으로 작용했다. 특

히, H 교수는 학문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다시 본인의 지도 제자에게 “알

게 모르게 베여서 전수”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술했는데, 이를 통해 참여

자들의 지도 제자 역시 H 교수의 영향을 받아 사회적으로 학문열정이 형

성되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다.

실험실 지도교수님이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세요. 거기 가서 연구하는 모

습들을 보고 (중략) 인생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것…. 그게 크고 작음을 

떠나서 새로운 사실을 새로운 생명현상이라는 사실을 하나 밝혀 보는 것

도 인생의 목표로 삼을 만하고…. 굉장히 좋은 것이다. (중략)　내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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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던 지도교수님의 모습은 자기 자신이 그 연구를 즐기는 모습이었죠. 그

분도 다른 측면에서 보면 워커홀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요일도 나와서 

일을 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일반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워커홀릭하고는 다른 차원이었어요. 그분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연구니

까…. 그런 삶의 모습이 좋았죠. (D 교수)

내가 학문을 대하는 태도 주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유학을 가서 

알게 되었고 미국에 지도교수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학문이나 사이언스

를 하는 태도나 생각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 굉장히 철저한 분들…. 그

래서 대학원이지만 트레이닝을 받을 때 어떤 식으로 사물을 대하고 생각

하고 말하고 챌린지를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그 프로토콜에 대해서 워낙 강조를 많이 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걸 배우게 되고 (중략) 평생 이렇게 살아가는데 큰 뭐랄까. 기준점

이 된다고 할까…. (중략) 그런 게 몸에 배다시피하고 그래서 한국 와서

도 학생들한테 그런 걸 많이 강조하게 되었고. 내 밑에서 우리 연구실에

서 박사학위하고 나간 친구들 보면 자기들도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베여서 나가서 학문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가볍진 않다…. 다 

그렇게 전수가 되고. 알게 모르게 지도교수의 영향이 커요. (H 교수)

또한, 참여자들은 대학교수가 되고 나서도 학문열정 형성에 동료 교수의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E 교수와 L 교수는 공동연구를 하면서 알게 된 동

료 교수들과 얘기를 하면서, 혹은 학문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직접 목격하

면서 “자극”과 “감명”을 받았다. 이러한 경험은 학문열정을 “더 생기게” 해

주었으며, 좌절된 시기에 참여자들을 “부스팅” 해 주었다.

이렇게 (학문열정이) 있다가 더 생긴 경험이 있었는데요. 러시아에 있는 

연구소랑 공동연구를 하는데 블라디보스토크에 직접 갔어요. 그런데 나이

가 70이 넘으신 분들이 평생 그분들은 평생 한 실험만 그것만 한 거예

요. 70인데. 저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러는데. 눈 감아도 나

올 수 있도록 그 분야의 완전 전문가가 된 거죠. (중략) 보통 우리는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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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면 정년퇴직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70이 되어도 계속 자기가 그만둔다 

생각할 때까지 연구하더라고요. 아…. 정말 감명받고…. (E 교수)

공동연구를 하면서 내가 모르는 것들(을 알게 되고) (중략) 그런 과정에

서 또 서로 외국 교수들도 친구로서 알게 되고 도움도 받죠. 또 꼭 연구 

아니더라도 새로운 친구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나니 일본이나 미국에 있

는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자극

받아요. 그런 게 하나의 좌절된 시기에 나를 부스팅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L 교수)

지금까지 살펴본 학문열정 형성과정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

저, 학문열정은 학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형성되며, 둘째, 성찰과 정

당화를 통해 형성되며, 셋째, 학문공동체의 영향을 받아 사회적으로 형성된

다. 이를 통해 공통으로 드러나는 학문열정 형성과정의 특징은 학문이라는

장(場)에서 스스로 열정을 구축하려는 과정에서 형성된다는 것이었다. 학문

열정은 타고나거나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학문적 욕구를 충족시키

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찰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바꾸었으며, 정당

화를 통해 학문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스스로 형성하였다. 여기에 학문공

동체와의 상호작용은 학문열정의 형성을 더욱 자극했다. 즉, 참여자들의 학

문열정은 선험적으로 존재하던 내면의 학문열정을 따라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형성되기보다는,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주도적으로 변화

시키는 등 열정을 스스로 구축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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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학문열정의 형성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행되

었다. 이를 위해 대학교수의 학문열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지를

제시하고 형성과정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먼저, 대학교수의 학문열정은 ‘생존 열정’이 ‘실현 열정’으로 질적으로 변

화하는 과정에서 ‘문제개선 과정’과 ‘관점전환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다. 각

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생존 열정’은 주로 교수 초임기에 나타났으며,

이 시기 대학교수의 핵심적인 역할 정체성은 ‘연구자’였다. 생존 열정을 형

성하게 되는 계기는 독립적 연구자로 생존이 필요한데 연구비와 인력이 부

족하고,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

서 대학교수는 생존에 대한 본능을 느꼈다. 따라서 이들은 연구에 목숨을

걸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연구주제를 파헤치고, 주도적으로 연구

를 수행하며, 최적의 연구팀을 구성하고, 연구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

는 과정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지만, 본

인이 하고자 하는 연구를 하게 되면서 눈앞의 재미와 기쁨을 만끽하였다.

이 시기에 연구는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기능한다.

다음으로, ‘문제개선 과정’은 연구비 및 연구 장비가 부족하거나 단절되

는 경험, 학문 후속세대가 단절되거나 인력이 끊기는 경험, 행정 시스템 문

제로 연구에 불편을 겪는 경험이 계기가 되어 나타났다. 대학교수는 이 과

정에서 안타까운 감정을 느끼고 이런 학계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본인의

역할이라고 받아들이게 된다. 이후 행정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학문 후속세

대를 유치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학계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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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관점전환 과정’은 잊고 있었던 교육자의 역할을 학생의 반응과 성

장 등 경험이 누적되면서 다시금 깨닫게 되어 교육과 연구를 다시 보는 과

정으로 드러났다. ‘관점전환 과정’의 대학교수에게 교육자의 의미란 ‘부모’

이자 ‘선생’으로 제자가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다. 특

히, 제자들이 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역할이다. 따라

서 방대한 지식을 제공하려 하거나 연구를 본인이 주도하기보다는 학생들

이 스스로 생각하고 연구를 할 수 있게끔 요구하는 모습으로 드러났다. 또

한, ‘관점전환 과정’의 대학교수에게 교육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이유는 앞

서 말했듯 학생을 연구자로 양성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좋은 연

구를 하기 위함이기도 한다. 학부생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학생들이 대학

원으로 진학을 하게 되고 대학원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학생들이 좋은 연

구를 본인과 같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실현 열정’은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평생의 꿈을 실현하는 열정이다. 이때, 선순환이란 교육과 연구성과가 쌓이

면서 연구비를 획득하게 되고, 좋은 인력이 들어오고 배출되며, 이로 인해

또 좋은 교육 및 연구성과가 쌓이게 되는 선순환을 의미한다. 이런 선순환

으로 명성이 올라간 대학교수는 저명한 다른 학자와 쉽게 협업하며 연구할

수 있기에 더 좋은 연구성과를 내며 평생의 꿈에 가까워지게 된다.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학습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이때

대학교수에게 학문의 의미란 곧 존재이다.

‘생존 열정’은 오직 당장의 생존을 위한 열정이었고, 학문은 생존을 위한

수단이기에 자신과 분리된 대상이었다. 그러나, ‘실현 열정’은 인류에 도움

이 되기 위한 열정이었고, 학문은 자신의 존재 기반을 설명하기에 자신과

분리될 수 없다. 즉, 따라서, 학문열정의 형성과정은 열정의 감소나 증가와

같은 양적 변화가 아니었으며, 그 양상이 변화하는 질적인 변화이다.

학문열정 형성과정의 특징은 네 가지로 나타났다. 학문적 욕구 충족을

위한 형성, 정당화를 통한 형성, 성찰을 통한 형성, 사회적 형성이다. 먼저,

학문적 욕구는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 학문적 영향력을 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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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발휘하고자 하는 욕구, 학계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다.

대학교수는 이런 학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과정에

서 학문열정을 능동적으로 형성할 수 있었다. 그들이 했던 노력은 적극적

으로 공동연구하기, 제자를 교육하거나 신진학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본인

의 연구물이나 아이디어 전수하고 퍼뜨리기, 학계의 인정을 받을 때까지

연구에 매진하기가 있었다.

또한, 정당화를 통한 형성은 자신의 학문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정당화

과정에서 학문열정이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대학교수가 했던 정당

화 방식은 자신의 학문활동으로 연구결과가 성공적이었고, 학생이 우수한

연구자로 자리를 잡게 되었으며, 현장, 사회, 국가, 나아가 인류에 대해 공

헌한다는 의미와 믿음을 계속하여 형성하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성찰을 통한 형성에서 성찰은 역할에 대한 성찰과 학문의 상호

연결성에 대한 성찰이 두드러졌다. 역할에 대한 성찰은 자신이 교육자라는

역할 인식으로 우수한 학생을 기르기 위해 본인이 더 노력하는 모습으로

드러났다. 학문의 상호연결성에 대한 성찰은 교육-봉사-연구가 모두 연결

되어 있다는 것을 성찰함으로써 선순환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학문열정 형성과정의 특징은 사회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이다.

특히 대학교수에게 학문열정이 사회적으로 형성된다는 의미는 학문공동체

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본인의 지도교수나 동료 교수

의 영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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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의

이상 대학교수의 학문열정의 형성과정과 특징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

로 그간 쟁점이 되어 왔던 열정의 ‘형성’과 ‘유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Vallerand et al., 2003)에서는 열정의 형성과정에 따라 열정의

유형을 구분하였기 때문에, 열정의 형성과정과 특징을 다룬 본 연구를 통

해 열정의 형성뿐만 아니라 유형에 대한 부분까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그간 정의되지 않았던 ‘학문열정’의 개념에 대해서도 논의해보고자

한다.

가. 열정의 형성에 관한 논의

먼저, 열정의 형성과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 연구 흐름이 있었다. 열정

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Cardon et al., 2009; Vallerand et al., 2003;

Zigarmi et al., 2009), 열정의 변화와 유지에 관한 연구(김문태, 2017; 진영

은 외, 2012; Boverie & Kroth, 2001; Phelps & Benson, 2012), 열정의 개

발 가능성에 관한 연구(Chen et al., 2015)이다. 이 세 가지의 연구 흐름에

서의 쟁점과 한계는 첫째, 열정이 형성되는 맥락과 대상에 따라 각기 다른

형성과정을 제시하여 학문 맥락에서 열정의 형성과정을 이해하기 힘들었다

는 점. 둘째, 열정이 변화하는 양상을 열정의 양적 변화에만 주목하여 바라

보았다는 점, 셋째, 개인이 열정을 스스로 구축하기 위해 어떤 접근이 필요

한지에 대해 제시하지 못했던 점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

계를 보완하고자 임용 이후 대학교수가 학문열정을 어떻게 형성하는가를

중점적으로 모색했으며, 형성과정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모습들을 포착하고

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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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정의 개발 가능성

먼저, 대학교수는 성찰을 통해 학문열정을 주도적으로 형성해나가는 모

습을 보여 열정의 개발 가능성 관점(Chen et al., 2015)을 지지하였다. 이들

이 학문열정을 형성하는 모습은 그들에게 본질적으로 재미있는 일(연구)을

잘 수행하기 위해 본질적으로 재미가 없는 일(교육, 봉사)에 능동적으로 참

여하는 과정, 그리고 스스로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려는 과

정으로 드러났다. 참여의 주된 계기는 봉사 영역의 경우, 성찰을 통해 현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려 했기 때문이었고, 교육의 경우 본인의 역

할 정체성을 능동적으로 재정립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세 측면에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해줄 수 있다.

첫째는 직무 특성이 개인과 완벽히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더라도 일터에서

열정을 능동적으로 구축하여 열정이 향상될 수 있다고 주장한 기존 연구

(Chen et al., 2015)에서는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는데, 본 연

구에서는 그 방법을 대학교수의 경험을 통해 제시해주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자신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역할 정체성이 변화할 수 있다는 가

능성을 제시해주었다는 측면이다. 기존 연구(Cardon et al., 2009)에서는 역

할 정체성이 안정적이며, 위계적으로 구성되어있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의 역할에 참여함으로써 열정이 형성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접근

으로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대학교수들에게 실천적 시사점

을 제공해 주지 못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성찰을 통해 능동적으로 역

할 정체성을 재정립할 수 있고, 다양한 역할의 상호작용과 상호이익을 이

할 경우 오히려 열정이 형성될 수 있음을 밝혀 점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

게 되는 대학교수, 그리고 현대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긍정적 메시지를 전

달해 주었다.

셋째는 열정의 형성 요인에 대한 이해를 확장했다는 점이다. 학계 시스

템의 미비와 연구비 및 인력 부족으로 연구가 제약된 경험을 한 대학교수

들은 회의감과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기도 하였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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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이런 적극적인 행

동으로 인해 일부 시스템이나 연구비 문제 등이 개선되기도 하였다. 그들

이 이런 학계 시스템 문제를 개선하는 데 참여하게 된 것은 ‘주인의식’이었

다. 이들은 “나라가 망하면 안 되니까”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이런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개인에게 주어진 환경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열정을 형성하는 요인이 될 수 있

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2) 열정의 변화 양상

다음으로, 대학교수의 학문열정은 ‘생존 열정’에서 ‘실현 열정’으로 질적

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존의 열정 연구에서는 주로 열정이 어떻

게 떨어지게 되며, 어떻게 회복되는지 주목하여(Boverie & Kroth, 2001;

김문태, 2017) 열정을 높고 낮음, 즉 양적으로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열정이

어떻게 다양한 측면으로 드러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관심을 가지지 않았

다. 이와 관련해서 김정아와 오헌석(2007)은 방송 PD가 전문가가 되어감에

따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열정”에서 점차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실

현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변화”한다(p.123)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나, 어떤 경

험을 계기로,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 이렇게 변화하는지는 밝히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열정이 질적으로 변화하는 형태로 형

성된다는 점을 제시하여 열정의 형성에 관한 이해를 넓혔다. 또한, 학문열

정이 어떤 계기를 통해 변화하며, 변화하기 이전과 이후는 어떻게 달라지

는지 대학교수가 겪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밝혔다는 점에서 학문공동체에

실질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열정이 질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은 ‘대학교수’라는 직업 그리고 ‘학

문’이라는 활동의 특성에서 두드러지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학교수

는 자신의 분야에 대한 최고 전문가로 자신의 직무나 활동 범위를 직접 구

축해나가면서 업적을 쌓을 수 있고, 학문이라는 활동 자체가 다차원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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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열정이 질적으로 변화하며 형성되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특히 열정의 형성을 높낮이로만 접근했을 때 일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일터에서 구성

원들의 열정을 높고 낮음으로만 판단하고 이를 높이려는 시도는 오히려 구

성원들의 스트레스와 소진을 초래하여 열정의 형성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

이다. 형성(形成)은 형상을 이루는 것이며, 높낮이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

에서 열정의 형성을 다차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3) 학문열정 형성과정의 특징

본 연구에서는 학문열정 형성과정의 특징으로 첫째, 학문적 욕구 충족을

통한 형성, 둘째, 정당화를 통한 형성, 셋째, 성찰을 통한 형성, 셋째, 사회

적 형성을 제시하였다. 이 중 성찰을 통한 형성은 앞서 논의했으므로 나머

지 세 가지 특징에 관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다.

먼저, 학문열정의 형성과정은 학계로부터의 인정, 지적 호기심 해결, 학

문적 영향력 발휘라는 학문적 욕구 충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이는 기

존 연구(Vallerand et al., 2003)에서 열정을 형성하는 욕구로 ‘기본심리욕구

(유능성, 관계성, 자율성)’를 주목한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이다. 이를 통해,

열정이 발현되는 활동의 맥락에 따라 열정을 형성하는 욕구가 다르다는 점

을 알 수 있었다. Vallerand 등(2003)의 연구는 여가 맥락에서의 열정을 다

룬 것에 반해, 본 연구는 일터, 그리고 특히 학문 맥락에서의 열정을 다루

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열정의 형성과정의 특징에 대해 이해할 때 ‘맥

락’에 따라 다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학문열정 형성과정의 또 다른 특징은 정당화를 통해 형성된다는 것이었

다. 정당화는 특히 열정의 구성요소 중 가치와 의미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 점은 열정의 구성요소를 직접적으로 높이는 하나의 방안을 제

시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학문열정 형성과정의 마지막 특징은 사회적으로 형성된다는 측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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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학문공동체 일원과 문화의 영향을 받아 학문열정이 형성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그간 학문에 대한 열정이 전이되며, 공유될 수 있다는 주장

(최지영, 2008; Newmann, 2006;2009)을 뒷받침하며, 다시 한번 학문열정에

학문공동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나. 열정의 유형에 관한 논의

Vallerand과 동료들(2003)은 열정의 형성과정을 기반으로 열정을 ‘강박열

정’과 ‘조화열정’으로 나누었다. 이들은 내적 혹은 외적 압박으로 활동을 선

택할 경우 활동에 집착하게 되며, 부정적 감정과 성과를 동반하는 ‘강박 열

정’이 형성되지만, 그런 압박에 자유로운 상태에서 활동을 선택하게 될 경

우, 다른 활동과 조화를 이룰 수 있고, 긍정적 감정을 경험하는 ‘조화 열정’

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열정의 이원론적 접근이라고 불리며

다양한 후속연구로부터 지지받아왔다. 그러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

들에서 나타난 전문가들의 모습은 이러한 이원론적 구분을 모호하게 하였

다. 이들은 자신의 전문분야에 중독되기도 하고, 우울감이나 고통을 느끼기

도 하면서 높은 희열감을 느끼기도 했기 때문이다(홍애령 외, 2009; 오헌

석, 성은모, 2010; Neumann, 2009).

본 연구의 참여자들을 기존의 열정 구분에 따라 생각해보자면, ‘생존 열

정’에서는 강박열정의 모습이 보였다. 이들은 생존해야 한다는 내적 압박감

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연구에 투자하며 가정에는 소홀해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K 교수와 B 교수의 경우 어렸을 때부터 높은 강박

열정을 보이기도 했다. K 교수의 경우 과학자가 되지 않으면 “실패한 거니

까” 과학자가 되어야 한다는 일종의 “피해망상증”이 있었으며, B 교수의

경우 어렸을 때부터 문제를 풀지 못하면 “미래가 없을 거 같고 내가 죽을

거 같은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생존 열정’을 지나고 나서는 극단의 강박열정의 모습은 흐릿해

졌다. 물론, 여전히 이들은 연구에 몰입했지만, 상대적으로 가족과 보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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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나 여가 시간 등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

이 ‘조화 열정’이 형성된 것은 아니었다. 학계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커지면서 “두려움”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고, 학문이 곧 본인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문과 삶을 분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K 교수는 여전히 과학 빼고는 재미가 없기에 본인은 그냥 “과학 소년”이

라고 말했고, B 교수도 역시 여전히 “학교 밖에서 연구 아이디어를 상상”

하곤 했다. 그러면, 이러한 모습은 조화 열정인가? 혹은 강박 열정인가? 이

부분에 대한 물음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이다. 하지만, 열정의 이원론적 접

근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다. 학문열정의 개념에 관한 논의

열정은 영역 특수성을 띄기에(Chen et al, 2009; Coleman & Guo, 2013;

Johri et al., 2016) 특정 영역의 맥락을 반영할 경우 열정의 특징이 맥락에

맞게 수정될 수 있다(Cardon et al., 2013). 따라서 기존 연구에서는 각기

다양한 맥락에서 열정을 정의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기업

가 열정’(Cardon et al., 2009; Chen et al., 2009), ‘교사 열정’(Day, 2004),

‘근로자 열정’(Johri & Misra, 2014), ‘학습 열정’(Coleman & Guo, 2013).

‘직무 열정’(Ho et al., 2011) 등에 대한 개념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아직 ‘학문열정(scholarly passion)’에 대한 학술적 정의는 개념화

되지 못한 상황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열정적 사고(passionate

thought)(Neumann, 2006)’, ‘학문에 대한 열정’(오헌석, 성은모, 2010; 김정

아, 2008)에 대해 다루었지만 학문열정에 대해 각기 다른 이해를 보였다.

예컨대, Neumann(2006)은 학자의 열정적 ‘사고’에 초점을 두었으며 오헌석

과 성은모(2010)는 집념과 끈기 등 ‘태도’에 주목하였고, 김정아(2008)는 ‘학

문에 대한 열정과 끈기’로 학문열정만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다양한 맥락에서 활용되는

Vallerand(2015)의 열정 정의-정체성의 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매우 좋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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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중요하게 생각하며, 정기적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활동에 대한

강한 성향-에 본 연구에서 드러난 대학교수의 학문열정 특징을 결합하여

학문열정이라는 개념을 정의해보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던 학문열정이 형성된 대학교수는 학문

이 존재 기반을 설명해주었다. 따라서 학문열정 정의에서도 학문은 정체성

일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감정 차원에서 대학교수는 “재미”

와 “기쁨”과 같은 긍정적 감정도 느꼈지만, “책임감”, “두려움”과 같은 감

정 또한 느꼈기 때문에 ‘매우 좋아하는’이라는 용어보다 더 깊은 감정을 드

러내는 ‘애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인지 차원에서는 물론 이들

이 학문을 중요하게 생각하긴 하지만, 이들은 학문을 “종교 수준”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

였다. 마지막으로, 행동 차원에서는 이들은 ‘정기적’으로 시간을 쏟는 수준

을 훨씬 상회하였다. 주 52시간 근무가 원칙인 지금 이들은 “주 100-120시

간”씩 시간을 쏟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행동 차원의 경우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래서 종합하자면, 본 연

구에서는 학문열정을 ‘학문이 정체성의 일부를 차지하며, 학문에 대한 애정

과 믿음을 기반으로 학문에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상태’로 정의하

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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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본 연구를 통해서 규명한 대학교수의 학문열정 형성과정과 특징을 기반

으로 연구의 의의와 대학교수가 학문열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문열정을 능동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대학교수의 경험을 풍부하게 제시해주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하

는 대학교수가 학문열정을 어떻게 형성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실천

적 함의를 제공해주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열정을 형성할 수 있는 활동이

정해져있다는 가정하는 측면이 부각되었기 때문에 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하

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수가 열정을 형성해나가

기 위한 주도적 노력과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보여주어 대학교수 개인

및 대학 기관에 열정을 형성하기 위한 개입 가능성을 제시해주었다. 특히,

대학교수가 교수 초임기부터 학계 선구자가 되기까지의 일련의 경험을 과

정을 나누어 제시하여 각 과정에 따른 개입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게 하였다.

둘째, 학문열정 형성과정을 ‘질적 변화’의 관점으로 바라보아 열정을 높

낮이, 혹은 양적 변화로만 바라보았던 열정의 형성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기존의 이론에서는 열정이 회복되는 측면에 집중했다면, 본 연구에서는 열

정이 질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열정이 형성될 수 있음을 밝혀 대학교수

의 열정 형성뿐만 아니라 일반 열정의 형성과정에도 이론적 함의를 제공해

주었다.

셋째, 학문열정 형성과정의 특징을 밝혀 특히 학문 맥락에서 학문열정이

형성되기 위해선 어떠한 접근이 필요한지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해 주었다.

그간 학문 맥락에서 열정의 형성을 다룬 연구가 매우 부족하여 학문열정을

형성하는데 어떤 부분이 특히 중요한지에 대한 해석이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히 학문의 맥락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대학교

수, 나아가 학문 후속세대에게 학문열정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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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사점을 제공해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대학교수의 학문열정 형성을 위한 교육적 시사

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교수가 성찰 및 정당화를 통해 학문

열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대학교수가 자신의 직무와 역할에 대해 돌이켜볼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교수 교육은 주로

신진 교수를 대상으로 진행되어오고 있다. 그러나 중견 교수, 원로 교수도

자신의 역할, 그리고 학문활동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장을 제

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문 후속세대를 대상으로 학문활동에 대한 의미

를 생각해보게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도 요구된다. 학문 후속세대들이 학문

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는 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중요

한 것은 본인 스스로 성찰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참여나 능동적

사고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교수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 욕구를 이해하여 이 욕구를 충족

시켜줄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대학교수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 욕구는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이는 학문

후속세대에게도 해당할 것이다. 이들의 학문적 욕구는 지적 호기심 해결,

영향력 발휘, 학계로부터의 인정이었다. 대학교수는 주로 공동연구를 통해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었다. 새로운 영역에 관한 공부를 통해 지

적 호기심을 충족하고, 자신의 연구주제를 퍼뜨려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좋은 연구성과를 차출하여 학계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교수들의 공동연구를 진흥할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

다.

셋째, 대학교수의 학문열정은 사회적으로 형성되므로 학문공동체 간 열

정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이들은 주로 학문

을 같이하는 학문공동체 일원과의 만남을 통해 영감과 자극을 받았다. 따

라서 학회 개최, 명사 초청 등 이들의 학문적 교류를 늘릴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교수는 이들의 지도교수로부터 학문에 대한 태

도를 본받은 경우가 많았고, 이들이 배운 학문에 대한 태도는 자신들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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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제자들에게 또다시 전수되었다. 따라서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면서 귀

감이 되어줄 수 있는 역할모델이 되도록 대학교수가 그 모습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의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으로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연

구참여자는 의학, 수의학, 약학, 이학, 공학 계열 대학교수였기 때문에 인문

및 사회과학 계열 교수들의 학문열정은 다루지 못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

서는 인문 및 사회과학 계열 교수들의 학문열정을 별도로 다루어 연구하거

나 경성학문계열과 연성학문계열의 대학교수들을 비교하는 방법 등을 고려

하여 학문계열에 따라 대학교수의 학문열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성학문계열 대학교수들의 학문열정 형성과

정과 특징의 공통점에 주목했는데, 이에 나아가 경성학문계열간 학문열정

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비교연구가 추가된다면 학문계열간 학문열정을

더 깊이 있게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총 17명의 연구참여자 중

16명이 수도권 4년제 대학에 근무하는 대학교수였다. 연구참여자 조건이었

던 연구사업단장이 수도권 4년제 대학에 주로 근무하였기 때문이다. 따라

서, 향후 연구에서는 지방대학 교수를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성 연구참여자가 16명이고 여성 연구참여자가 1명으로 여성

대학교수의 경험이 비교적 소홀히 다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 역시 연구

참여자 조건이었던 연구사업단장 대부분이 남성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는 여성 대학교수의 경험을 더욱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한 영역에서 열정을 다룰 필요가 있다. 현재 열정 연구는 주로

교사, 스포츠인, 예술가, 기업가를 대상으로 주로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열

정은 활동의 특징을 반영하기 때문에 새로운 영역에서 열정을 연구할 필요

가 있다.

셋째, 열정에 관한 질적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현재 열정 연구는 대부분

양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는 감정과 가치 차원이 반영된 열정이라는 개

념을 다루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들의 감정과 가치, 의미를 복합적으

로 이해하기 위해 추가적인 질적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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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면담 질문지

구분 질문

준비  

○ 라포형성

○ 참여자용 확인서 및 동의서: 연구목적, 선정기준, 절차 설명

○ 연구참여자 인적사항(직위, 교수경력, 학력사항, 기타 경력사항 등) 

   확인

도입  

● △△학을 전공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 학계에 남겠다는 결정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교수의 꿈은 언제, 어떤 계기로 갖게 되셨나요?

학문  

열정

의   

특징  

● 임용 직후부터 현재까지 학문와 관련해서 교수님께 가장   

   도전적이었던 일은 무엇이었나요?

 -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그 일은 어떻게 하게 되었나요?

 - 어떤 부분이 교수님께 중요했나요?

 - 그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 당시 힘들었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특히 심리적으로도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 특별히 그때 했던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사례나 에피소드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교수님이 열정적으로 임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건 무엇인가요?

 - 그 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을 때 어떠셨어요? (기분, 느낌)

 - 그 경험을 통해 배운 점은 무엇인가요?

● 최근에 도전적인 과업은 무엇이었나요? - 반복 질문

 - 과거와 최근을 비교했을 때 동일한 부분과 달라진 부분은

   무엇인가요? (연구, 교육, 학습방식, 배운 점)

학문  

열정

의   

회복

● 임용 직후부터 현재까지 매너리즘/슬럼프/회의감에 빠졌던 시기가

   있었나요?

 - 특정한 계기나 이유가 있었나요?

 - 당시 이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스스로 했던 노력/도움받았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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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 

열정

의 

형성

● 학문 열정을 지속하기 위해 교수님께서 고안한 습관이나 방법이 

있으신가요? 

 - 이를 타인이나 조직에 적용한 경험은 있으신가요?

● 학문의 의미/가치를 특히 체감했던 경험이 있으셨나요?

● 주변 사람이나 특정한 자료 등 외부의 자극을 통해 학문열정이 

   고취되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학문 

열정

의 

변화

● 임용 직후부터 현재까지 교수님의 _________은 동일한가요? 혹은  

   바뀐 부분이 있나요? 

 - 학문열정 정도 

 - 학문활동(교육/연구/봉사)방식

 - 학문활동(교육/연구/봉사)에 투자하는 시간의 비중과 중요성

 - 역할에 대한 생각

 - 교수님의 목표

*세부 질문

- 동일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동일한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다른 부분은 무엇인가요? 변화한 까닭이 있나요? 어떠한 계기로 

  변화하게 되었나요?

● 이외에 교수님께서 학문과 관련해서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것과, 

   변한 게 있다면 무엇인가요?

마무리
○ 메일로 추가 자료나 인터뷰 요청 / 연구결과 검토 요청

○ 연구참여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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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scholarly passion formation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professors. Thus, 17 professors who

are recognized as highly passionate about their studies were

interviewed in order to examine the formation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the scholarly passion of university professor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rocess of

forming the scholarly passion appeared to be a qualitatively

changing process from ‘survival passion’ to ‘realization passion’.

'Survival passion' appeared mostly in the early term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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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or who needed to survive as an independent researcher.

The ‘survival passion’ featured focusing all of the time and

energy on personal research to survive in academia, and feeling

fun and joy of the ongoing research process. However,

'realization passion' is the passion to realize a lifelong dream due

to virtuous circle. The 'realization passion' has shown a

characteristic of constantly learning to realize their lifelong dream,

though they are afraid and have more responsibility as their

influence has increase.

There are two types of process between the survival and

realization passion: ‘problem improvement process’ and ‘change of

perspective process.’ The 'problem improvement process' is the

process of directly improving the problem after undergoing a

disconnect in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and the lack of

systems during their research. In this process, professors were

aware that they should participate in the improvement, and they

actively solved the immediate problems of academia. On the other

hand, the 'change of perspective process' is a process that

changes one's perspective on education and his or her research

style after facing unexpected reaction from students and progress

of students. In the past, professors personally led the study.

However, during this process, they provide and support students

with the opportunity to lead the study.

Second, the characteristics of scholarly passion formation are

summarized into four: formation to meet academic needs,

formation through justification, formation through reflection,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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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tion. Scholarly passion is formed to meet the academic

needs: intellectual curiosity, academic influence, and recognition

from academia. In addition, scholarly passion is formed through a

process of self-making the meaning of academic activities and

through reflection of their role as an educator and interconnection

of education-service-research. Finally, scholarly passion is socially

formed especially under the influence of the academic community.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passion was verified empirically through analyzing

the experiences of the university professor. Second, the process of

forming passion was understood from the perspective of 'quality

change', which expanding the theoretical discussion of the process

of forming passion. Third, it provided practical implications for

promoting the passion of the members of the academic

community by reveal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cholarly

passion formation process.

keywords : scholarly passion, scholarship, passion, professor,

formation process of scholarly pa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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