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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학적 관점에서 습관적 여가 행동의 의미
미사전례 반주자들을 대상으로

A phenomenological perspective on the meaning of habitual leisure behaviors:
Focusing on accompanists of Catholic Mass
1)이

보 미**

Lee, Bo-Mi

요 약：이 연구는 현상학적 이념과 방법을 습관적 여가 행동에서 새롭고 역동적으로 응용하여 자유의 참모습으로
해명하고자 하였다. 기존 습관이론에서의 신체에 관한 이해는 몸과 마음이 분리된 이원론적 입장에서 수동적 객체
로 이해되고 있다. 현상학적 관점에서 신체는 자아를 넘어서서 우리가 세계에 존재하고 관계 맺기 위한 의미 있는
조건으로 본다. 신체의 습성화는 세계와 의식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매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현상학
에서 신체와 습관은 불가분적 관계에 있다. 이 연구를 위한 자료는 8명의 미사전례 반주자들을 대상으로 여가에서
의 습관형성과정을 객관적 지표(self-report habit index: SRHI), 심층면접, 장기간 관찰을 통해 수집되었다.
여가에서 미사 반주라는 상황적 신호는 오르간이라는 악기를 반복적, 습관적으로 행동하도록 훈련시킨다. 여가에
서의 습관은 이와 같은 행동이 일관된 상황에서 반복될수록 의식적 노력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활성화된다. 분
석결과, 미사전례 반주자들의 습관형성과정은 ‘생각에서 행동으로’, ‘신체화된 의식’, ‘신체-주체적 자유’의 주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결과에서 습관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혹은 심리적 보상으로 이해될 것이 아
니라, 습관형성과정에서의 신체는 세계와 의식을 매개하는 유의미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습관은 신체의 운동성으
로 형성되고 결국 우리는 신체성을 통해 세계에 존재하고 관계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결과를 바
탕으로 자유는 고정된 감정이나 이상적 체험이 아니라, 습관형성과정 내내 동적으로 구현되는 그 무엇이라 할 수
있으며 세계 속에 신체로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끊임없이 세계와 의미를 형성해가는 의식체험 그 자체에 있음을
제시하였다.
핵심용어： 현상학, 여가 행동, 습관, 습관형성과정, 신체-주체적 자유

ABSTRACT : A phenomenological study of habitual leisure behaviors is used in this stud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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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ucidate the nature of freedom. The conventional habit theory views the body as a passive object under
a dualistic approach where the mind is separate from the body. The body is construed as a meaningful
condition that is required for a human being to exist and participate in the world from a phenomenological
perspective. Habit, which is construed as inseparable from the body in the phenomenology, has an
essential role in connection between human beings and the world. The data were gathered through SRHI,
in-depth individual interviews, and long-term observation of eight Catholic Mass accompanists. It is
proposed that the situational cues of "Mass" that normally precede the activity of playing the organ can
automatically activate a habit of playing the organ. Habitual behaviors, such as those performed in
leisure, are automatically triggered by predictable circumstances without a conscious effort. The findings
show that the process of habit formation is linked to three emerging themes: (a) from thinking to
behaviors, (b) embodied consciousness, and (c) body-subject freedom. According to this study, habit
formation process cannot be construed only as mechanical or psychological rewards, but rather as a
process in which the body connects the world and consciousness. The findings also show that habit is
formed through motility of the body, and eventually, human beings exist in and is connected with the
world through the embodied consciousness. In conclusion, freedom is not a fixed emotion or imaginary
experience but rather something that can be lived during the habit formation process, and hinges on
embodied consciousness through which human constantly establish a meaningful connection with the
world.
Key words： Phenomenology, Leisure Behaviors, Habit Formation Process, Body-Subject Freedom

Ⅰ. 서 론

잃어버린 채 객체로서만 존재하고 있으며, 가상
공간, 가상관계망의 전례 없는 팽창과 참여로

개인의 특별한 심리적 상태에 주목하게 되는

인해 우리의 신체는 더욱 더 ‘존재하면서도 부재

자유관은 인간의 고유한 존재 자체가 아니라 외

한 상태’로 떠밀릴 것이다(Shilling, 2011, pp.

부의 방해 없이 갖가지 욕망들을 신속하게 충족

322-325).

시키는 감정들과 체험들로 본다(박찬국, 2011;

여가체험에서 중요한 학문적 과제는 관념과

Mannell & Iso-Ahola, 1987). 자유에 대해

실재, 몸과 마음이 통합된 의미로서의 자유를 해

말할 수 있으려면 먼저 그것이 개인의 의식에 현

명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자유가 정립될 때 우리

존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분, 감정, 생각 등

는 고정된 감정이나 이상이 아닌 일상의 자연스

다양한 심리적 상태에서 자유를 발견하려 한다

러운 체험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Iso-Ahola, 2013; 2015). 여가 체험은 주로

과제는 여가라는 특별한 종류의 자율적 체계에서

심리학적 접근에서 이루어지고, 추상적이고 인지

1인칭 주체의 행위를 이해하는 것으로서 여가학

적인 탐구를 매우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마치 체

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주제를 내포하고 있다.

험이 신체의 외부에서, 신체와는 완전히 분리되

현상학의 경우 살아있는 존재는 살아있는 주관성

어 작용하는 것처럼 이해되고 있다. ‘스마트폰 좀

이고, ‘신체성’(corporeality)은 후설 철학체계

비’라는 신조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

의 근간으로서 신체는 인간의 의식적 영역과 환

은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모두

경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현상학에서 자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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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주체의 정신이나 생각에서 독자적으로

이와 같은 과정이 누적될수록 오르간은 그들의

존재하고 그리고 나서 세계에 구성되는 것이 아

일상에서 습관화된 행동으로 누적되는데, 종적으

니라, 그것은 신체를 통해 세계에 구성되며 주체

로 축적된 습관의 정도는 객관적 척도를 활용하

에게 경험된다. 신체성은 세계적 존재로서의 인

여(SRHI), 횡적으로 축적된 습관의 정도는 상

간과 의식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매개하는 중요한

황적 신호와 심리적 보상의 경험을 반성하며 진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현상학에서 신체성은 의식

술하는 심층면접으로서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체험의 본질구조인 ‘지향성’(intentionality)과

습관형성과정에서의 특정한 개별적 체험들을 사

불가분적 관계에 있다(박인철, 2003). 현상학의

실적으로 기술하고, 현상학적 태도를 의미하는

핵심주제인 지향성은 신체 현상학의 기본적 진리

‘판단 중지’의 자세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며 습관

이고 정신과 신체의 이원론의 극복이며 관념론과

적 여가행동은 주체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실재론의 공통 근원이다(Husserl, 2016, pp.

보편적 타당성으로 해명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275-278). 지향성은 신체의 어떤 기능이나 역

한다.

할이 상실되었을 때, 혹은 습관화된 의식 체험에
서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다. 현상학적 관점에서
습관은 자신과 타인, 세계와의 관계를 확립하는

Ⅱ. 문헌고찰

방식이자 자신의 존재를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
이며, 새로운 도구들에 의해 자신을 통합시킴으

1. 자유와 자율성

로써 일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심
귀연, 2012, p. 147). 우리가 악기에 습관이

오늘날 지배하고 있는 실증주의적 사고방식은

들면 악기는 더 이상 사물이 아니라 실존의 연장

인간을 주체적으로 경험하고 능동적인 존재자

이 되고, 신체화된 의식은 악기로 인해 더욱 확

로보지 않고 그것에서 과학이 추상한 이론이나

장된다. 결국 현상학적 관점에서 습관을 동기 부

인과법칙만을 근원적인 현실로 본다(박찬국,

여하는 맥락은 신체와 의식이 이분법적으로 작용

2011). 물질과 정신은 각각 분리된 채 독립적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동적이고 감각운동적인 신체

로 존재한다는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 이래 객관

적 경험들의 습관적이고 연합적인 결과라는 것을

주의적 방법은 물질 영역뿐만 아니라, 의식 영역

알 수 있다(Thomson, 2016, p. 63).

마저 객관화해야 한다고 여겨졌다. 이러한 객관

이 연구는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습

주의적 사고방식은 주체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수

관적 여가체험에 현상학적으로 접근하여 신체의

단이나 방법으로서의 객체가 된 인간이 지배하는

의미와 감각에 대한 민감성을 향상시키고, 자율

세계를 가리킨다(Husserl, 1997, p. 42). 기

적인 주체 개념을 행위 그 자체에서 정립시킴으

존의 여가 개념도 자유를 핵심 가치로 공유하며

로써 관념적인 자유 개념의 한계를 밝히고자 한

객관적 관점(시간과 활동)과 주관적 관점(심리

다. 이를 위해 성당미사전례 반주자들을 대상으

적 조건)의 심신이원론 구조에서 논의된다. 여가

로 습관형성과정과 그 의미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가 ‘체험’이라는 경험적 영역에 가까워지면 이론

한다. 반주라는 상황적 맥락들은 오르간이나 피

이나 방법론적 차원에서 심리학적 접근이 보다

아노를 규칙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계기로 작동

유효해진다. 하지만 심리학적 관점에서 여가는

하며, 반주라는 계기에서 얻는 심리적 보상은 다

경험 과학적 연구방법에 의해 고정된 감정이나

시 이 횡적 습관형성과정을 강화시킬 수 있다.

관념화된 체험의 틀로 접근하며 개인의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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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상징의 옷’을 입힌 추상적 공간으로 이해

향한 자율적 행동으로 최상의 인간 본성을 실현

되고 있다(Mannell & Iso-Ahola, 1987).

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잘 사는 것의 특징은 잘

사실 대부분의 중요한 결정들은 일상적인 상

살아가는 동시에 잘 행위 하는 것이며, 쉽게 선

황과 현실적인 맥락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아리

택할 수 있는 행동(재미를 느낄 수 있는 스포츠

스토텔레스는 철학이 인간생활과 유리된 이론

활동)뿐만 아니라 좀 더 어려운 과제(재미를 포

을 내기보다 보통 사람들의 일상에 기여하기를

기하고 참여해야 하는 가치 있는 활동)에도 적용

원하였으며,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덕’(德,

가능하다(Ryan et al., 2008). 여가 관련 연구

virtue)은 습관의 중용으로서 실제로 행하는 것

에서도 자유가 특별한 마음이나 이상적 감정과

의 중요성을 역설한다(박찬국, 2011). 우리가

같은 정적 개념이 아니라 일상의 문제나 어려움

기술을 습득하는 것처럼 ‘덕’은 습관형성을 통해

에서 벗어나 무엇인가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자율

실제로 그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에우다이모니아

적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연구들이 있다. 만성질

를 획득하게 된다(황수영, 1998). 아리스토텔레

환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 간의 규칙적이고

스의 에우다이모니아(eudaimonia)는 좋은(good)

지속적인 행동들 자체가 즐거운 여가활동으로 보

이라는 뜻을 가진 에우(eu)와 영혼(spirit)의

고되었으며(Iwasaki, Bartlett, Gottlieb, &

뜻을 가진 다이모니아(diamonia)가 합쳐진 그

Hall, 2009),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삶의 터전

리스어 낱말로서 보통 행복, 웰빙으로 번역되지

을 잃은 상황에서 일상을 유지하는 행동들 즉,

만 정적 개념이 아닌 행복한 상태, 건강, 잘 살아

주방 정리하기, 청소하기, 아이들 돌보기 등이

가고 있는 상태가 유기적으로 잘 통합된 ‘동적’

의미 있는 여가활동으로 인식되었다(Kono, 2015).

개념이다(Ryan, Huta, & Deci, 2008). 이것

정신적 질병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바느질하기,

은 긍정적 감정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헤도

요리하기와 같은 일상적이고 규칙적인 행동들이

닉(hedonic)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잘 살아

의미 있는 여가로 보고되었으며(Iwasaki, Messina,

가고 있는 ‘행동’의 내용과 그 과정이 습관화된

Shank, & Coyle, 2015), Dunlap(2009)은

삶의 방식을 중요시하는 개념이다. Huta and

문화기술지(ethnography) 연구방법을 수행하

Ryan(2010)의 연구에서도 에우다이모니아 활

여 농가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규칙적으로

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높은 삶의 만족도와 긍

함께 식사를 하는 일상적 행동들이 여가의 한 형

정적 감정을 보여주었지만, 헤도닉 활동과 목표

태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소방관들은 외상후스트

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과의 관계에서

레스 장애(이보미, 2019), 농인들은 청각장애라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에우다이모니

는 상황이 주어졌지만(이보미, 2021), 주체로서

아의 개념이 인간의 보편적인 본성을 성취하는

행위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 자체를 끊임없이 구

것과 무관하지 않음을 고려해 볼 때 인간의 기본

현해 가는데, 이와 같은 신체적 유동성 자체가

심리적 욕구의 자기결정성이론(self-determination

진정한 자유로서 해명될 수 있었다.

theory)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인간 유기체는 성장, 자기증진, 성숙,

2. 현상학적 관점에서 여가체험

자아실현을 향한 보편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고 본다(Deci & Ryan, 2000).

현상학은 삶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철학적 의미에서 자율성은 탁월한 행동에 적

이념적 틀과 방법론으로서 객관적 실증과학의 양

극적으로 참여하고 올바른 결정 그리고 목적을

적 연구를 보완할 질적 연구의 ‘방법론’이자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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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가 망각한 인간성을 회복할 책임을 역설한

을 발견해야 한다(원승룡, 1993).

‘철학’이다(Husserl, 1997, p. 56). 현상학은

의식체험의 본질 구조인 ‘지향성’(intentionality)

순수현상 속에서, 즉 순수의식 속에서 직관되는

은 후설의 중심 이념으로서 인간의 의식은 언제

본질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우리의 여가 체험은

나 ‘누군가 혹은 무엇을’ 향해 있다는 것을 의미

주관연관적인 세계로서 그때그때 경험되고 경험

하는 개념이다. 의식체험의 본질구조로서 지향성

가능한 세계이며, 체험의 대상이 되는 사태 내지

은 주관과 객관의 상관성 속에서의 의식체험이

존재에 최대한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며, 이성과 실천이 매개될 수 있는 적극적 의지

있다(박인철, 2019). 후설의 현상학적 ‘태도’는

의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최우석, 2019). 지향

이처럼 직접적 무매개적인 체험에 근거해 사태를

성은 사유가 아닌 행위로 드러나며, 그것은 신체

해명하고자 하며, 본질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를 가진 주체, 즉 신체화된 의식이 세계를 열어

이론의 기반으로 본다.

가는 방식이다(심귀연, 2012, p. 52). 신체는

현상학적 태도를 의미하는 ‘판단 중지’, ‘괄호

‘직접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의식주체의 의지

치기’는 당연하게 여겨지던 일상생활에서 한 발

적 기관’ 이다. 신체는 결코 물체가 아니며, 보고

짝 물러나 일시적으로 현상학적인 자세를 추구하

만지는 등 자아로서 기능하는 모든 지각에 필연

는 것이다(이종훈, 1993). 주체의 의미를 제 3

적인 수단이다. 감각적 질료가 주어지는 것은 ‘내

자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사태 그 자체’가 아니

가 움직인다’ ‘나는 할 수 있다’는 실천적 의지인

라, 인간의 보편적인 실재를 해명할 수 있는 토

운동감각의 체계에 의해 동기지원진 결과다(이

대로서의 ‘사태 그 자체로!’ 태도를 변경하는 것

종훈, 1993). 현상학에서 ‘신체성’(corporeality)

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현상학적 환원이다(이남

은 피부에 의해 닫힌 생리학적 신체가 아니라 외

인, 2014, p. 74). 현상학적 환원이 없는 현상

부까지 확장된 신체, 살아있고 활동하는 의식의

학은 진정한 현상학이라 할 수 없으며 언제나 ‘~

기반으로서의 신체의 구석구석까지 전달된 감각

로부터 ~로의 환원’을 의미하고, 언제나 방향성

에 의해 외적인 체험을 내면화하고 내적인 체험

을 지니고 있다(이남인, 2014, p. 159). 즉, 의

을 투사하는 체험구성의 주체이다(박인철, 2019).

미를 지니는 세계를 구성하기 위해 체험을 필연

객관적 학문의 세계는 이와 같은 ‘지향성’과 ‘신체

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본질적인 형식적 법칙을

성’을 통해 직관할 수 있는 생활세계에 추상적인

밝히려고 해야 한다(Thomson, 2016, p. 47).

개념과 관념으로 덧칠한 것이다. 후설은 그것이

현상학은 현상성의 가능성과 구조 바로 그것에

왜 그렇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가를 되돌아가 묻

관심이 있어서, 현상성의 본질적 구조들과 가능

는 선험적 태도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보편적

조건들을 탐색하려고 한다. 현상학에서 ‘판단중

본질 구조와 유형이 드러난다고 하였다. ‘지향성’

지’ 즉 에포케는 우리가 계속해서 성취해내야 하

은 인간이 인간다움(자율성)을 실천하려는 의지,

는 태도이다. ‘판단 중지’, ‘괄호 치기’, ‘태도 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신체와 이성의 통일체인

경’ 등으로 표현되는 현상학적 태도는 전개에서

‘의식의 흐름’이다. 즉 나뿐만 아니라 너, 우리,

부터 시작되며 ‘사태 개시’로서 전개된다. 따라서

그들의 마음이요 몸이며 정신을 포괄하는 부단히

현상학은 다른 본질학과 마찬가지로 형상적 환원

파도치는 표층의식의 근거가 되는 ‘심층의식’이다

또는 자유 변경의 방법을 사용하여 의식작용의

(Husserl, 2009a, pp. 275-278). 그때그때

모든 경험적, 우연적 속성들을 제거하고 필연적

다양하게 기능하는 신체들을 통일적 상관관계 속

으로 남아 있는 의식의 보편적 필연적 구조 형식

에서 이해하고 유지하는 근원적 자아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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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지향성’과 ‘신체성’은 다른 자아가

용하여 특정행동을 하게 한다는 것을 의식하지

아니라, 동일한 하나의 자아의 심층과 표층일 따

못해도, 마치 목적이 의식적으로 선택된 것처럼

름이다. 결국 현상학은 보편적인 인간성이 지닌

행동한다. ‘습관’은 과거 특정한 상황적 신호에

은폐된 자유를 드러내 밝히는 자기이해로서의 철

대한 행동을 되풀이하며 형성된 성향을 말하며,

학이다.

강력한 습관은 개인의 의식적인 노력 혹은 의지

자유라는 것은 주체의 정신이나 생각에서 독

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목표 행

자적으로 존재하고 그리고 나서 세계에 구성되는

동을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게 한다(Aarts &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각각 ‘신체성’을 통해 세계

Dijksterhuis, 2000). 습관에 관한 존 듀이의

에 구성되며 주체에게 경험된다. 의식체험의 본

개념으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습관은 단지 행

질구조인 ‘지향성’은 자율적 체계에서의 의식체험

동의 반복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의

을 의미하고, 신체적 유동성을 통해 현상학이 의

핵심은 반응에 대한 성향 혹은 방식을 습득하

미하는 자유의 본질이 구현될 수 있다. 주체에

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유사한 정의로

대해서나 타자에 대해서 체험되는 방식은 고유한

Verplanken(2006)은 습관은 행동의 반복성과

신체 자체이며, 우리는 추상적인 개념이나 관념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서, 습관을 강화시키

이 아닌 신체의 생생한 감각을 통해 자아를 인식

는 조작(manipulation)이 가능해진 정신적 구

하고 타자에 공감하며, 세계에 존재할 수 있다

조라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측면에서 습관의

(박인철, 2019). 현상학이 함축하는 자유의 의

구조를 살펴보면, 습관 형성 과정은 일정한 환경

미는 신체의 능력으로 타자와 세계와 끊임없이

에서 특정한 욕구 혹은 목표를 만족시키는 행동

관계하며 존재하는 보상에 더 가깝고 ‘살아가는

들이 수없이 되풀이되며 자동으로 되기까지의 일

그 자체’이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잊고 지내

련의 과정들을 말한다(Aarts, Paulussen, &

는 일상의 진리에서 그 본질을 찾을 수 있다. 결

Schaalma, 1997).

국 현상학적 관점에서 자유는 사유하는 의식이

이처럼 습관형성과정은 신호(cues)-행동-보

아니라 ‘행동’할 수 있는 의식으로서 세계와 관계

상(rewards)의 횡적인 과정이 수없이 반복되어

맺을 수 있는 지금 이 시간과 공간에서의 보편적

누적되면서 종적 차원에서의 습관이 형성된다고

조건과 상황 그 자체를 의미한다(Husserl,

보는데, ‘상황적 신호’(contextual cues)와 ‘심

2009b, pp. 205-208).

리적 보상’(psychological rewards)의 두 가지
맥락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상황적 신호는 특정

3. 습관형성과정

한 시간이나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선행사건 혹
은 행동, 특정한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전통적으로 목적 추구는 의식적인 과정을 거

것은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제공되었을 때 습관

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특정목적이 특

형성이 강화된다(Arts et al., 1997; Iso-ahola,

정상황에서 일관적으로 추구된다면 그 목적과 상

2017; Wood & Neal, 2007). 피트니스 센터

황은 마음속에 연결되어 저장되고, 특정상황에

에서 지속적으로 운동에 참여하는 174명을 대상

대한 노출은 자극-반응 조건화 매커니즘에 의해

으로 습관적 참여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평균

자동으로 목적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Bargh,

5.17(리커트 척도 7점)의 점수를 보여주었고,

Lee-chai, Barndollar, Gollwitzer, & Trotschel,

특히 시간보다 일정한 장소(피트니스 센터)가 습

2001). 목적이 활성화되면 인간은 그 목적이 작

관적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Tap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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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s, Oltarzewski & Frum, 2013).

되는 이유로 작동한다. 결국 이러한 긍정적 감정

Neal과 그의 동료들 연구에서도 달리기는 의도

이 누적될수록 처음 운동을 시작했던 목표보다

나 의지보다 습관적 참여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심리적 보상을 느끼려는 욕구가 보다 더 습관적

습관의 강도 또한 높은 의도나 의지보다 일정한

인 행동을 유도한다. 높은 수준의 습관을 만든다

상황적 맥락에 의해 보다 더 유의미한 영향을 받

는 것은 심리적으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림 없는

고 있음이 보고되었다(Neal, Wood, Labrecque,

단단한 방화벽을 쌓는 것과 같은 이치다. 자동화

& Lally, 2011). 이처럼 일정한 신호가 지속적

된 행동들은 변화에 매우 저항적이기 때문이다.

으로 주어졌을 때, 습관 형성이 강화되는 연구와

Wood and Neal(2007)은 성취나 욕구가 충족

함께 이를 뒷받침해주는 근거로서 습관을 지속시

되었을 때 즐거움이나 행복감을 느끼는 신경전달

키는 일정한 신호를 임의로 변화시켰을 때, 습관

물질인 도파민이 분비되는데, 이러한 보상 체계

적 행동이 단절되는 현상을 확인한 연구도 있다.

에 익숙해지면 목적을 위한 행동을 의도적으로

매일 일정한 학교 공간에서 신문을 읽던 습관이

한다기보다 즐거움이나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있는 학생들이 새로운 대학이라는 공간이 주어졌

자동으로 동기가 부여된다고 보았다. Iso-Ahola

을 때 신문을 읽는 습관적 행동은 더 이상 나타

(2017)도 건강이나 체중감량처럼 ‘해야 하는’ 외

나지 않았다(Wood, Tam, & Guerrero, 2005).

재적 동기보다 ‘하고 싶은’(want to)과 같은 내

사회심리학에서 의식적 생각은 의식과 감정의

재적 동기에 의해 운동에 참여했을 때, 그 지속

교차지점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즉 어떤 감정을

성이 보다 더 강화되고 습관으로 형성될 가능성

기대한다는 자체가 의식적 과정을 기반으로 이

이 높다고 하였다.

루어지고, 실제 동기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기존 습관형성과정을 살펴보면 습관을 전적으

(Baumeister, Masicampo, & Vohs, 2011).

로 의식적 작용으로 보거나 혹은 단순한 기계적

즉 어떤 사람이 실제 운동을 통해 얻는 결과를

과정으로 환원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 주체자의

생각할 때, ‘운동을 하러 나갈 때는 여러 가지 유

상황과 맥락은 간과한 채 객관성을 강조하는 객

혹으로 힘은 좀 들었지만(감정), 운동을 끝내고

관주의적 경향은 체험을 구성하고 있는 주체자의

난 후 난 더 몸이 가벼워졌고, 힘이 더 났다(의

신체, 이를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미 형성에

식)’ 라는 회상처럼 감정과 의식은 교차하며 나

는 다가설 수 없다. 결국 삶의 순간들에 독특한

타난다. 이러한 의식과 감정은 흔하게 나타나며

느낌과 감정을 부여해주는 신체적 경험방식들은

어떤 활동을 선택할 때 잠재적으로 의미 있는 역

사실상, 오직 개별자 자신만이 다가가고 이해할

할을 한다. 사람들이 자신의 현재 조건과 바람직

수 있는 체험으로서 현상학적으로 보완하고 보충

한 미래의 차이를 의식적으로 숙지할수록 그들의

할 필요가 있다(Thomson, 2016, p. 480). 현

노력과 지속성이 강해진다는 보고는 이러한 사실

상학은 심리학적 경험 속에서 나타나는 의식으로

을 뒷받침해준다(Baumeister et al., 2011).

부터 시작하며 의식에서 본질적인 전제들을 드러

Aarts와 그의 동료들은 운동에 관한 만족도가

내 밝히는 것이다. 따라서 습관의 의미나 자유를

높을수록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알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인지하고 행위하는 주체

(Aarts et al., 1997). 예를 들어, 처음 운동을

들의 사실적 경험과 함께 지향성, 즉 체험의 형

시작할 때의 행동에 관한 목표는 체중감량이 목

식과 구조를 탐구해야 할 것이다. 의미를 지니는

표가 될 수 있지만, 운동을 하고 나서 느꼈던 성

세계를 구성하기 위해 경험을 필연적으로 작동하

취감은 체중감량의 목표와 함께 운동에 참여하게

게 하는 본질적인 형식적 법칙을 밝히는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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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Thomson, 2016, p. 47).

가받고 있다(이남인, 2014, p. 180). 그가 제
안한 방법적 절차는 i)특정의 체험으로 시선 돌
리기, ii)연구자료 수집하기, iii)체험의 본질적

Ⅲ. 연구절차

주제에 대해 반성하기, iv)본질적 주제에 대해
기술하기, v)연구대상인 체험과의 강력한 관계

1. 연구방법

유지하기, vi)연구대상의 전체와 부분을 고려하
면서 전체적인 탐구맥락의 균형 유지하기로 구성

현상학적 연구는 현상학적 이념과 방법으로서

된다(이남인, 2014, p. 56). 습관을 외적 세계

그 체험에 일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일

에 구성되어 있는 객체이자 내적 감각을 갖는 주

상적 세계에서 오랜 시간 체화된 현상을 해명하

체의 생생한 체험으로 규명하고 그 의미를 보편

기 위해 현상학적 이념과 방법에 접근한다고 볼

적으로 해명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

수 있다. 이 연구도 사전에 이와 같은 현상을 직

하였다. 첫째, 습관을 형성하게 하는 상황적 맥

관할 수 있었던 체험이 연구자 주변에 선행해 있

락은 무엇인가? 둘째, 습관을 형성하게 하는 심

었고 오랜 시간 관찰한 경험으로서 그 사태를 이

리적 보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셋째, 습관

해하고 있었다. 그 오랜 시간 연구자에게 자연스

이 형성되었는가?, 넷째, 습관의 의미는 어떻게

럽게 체화되고 구성된 체험이 현상학적 연구에서

해명될 수 있는가?

중요한 이념이자 방법이라 할 수 있다(Husserl,
2009b, pp. 275-278). 체험의 본질적 요소들
에 대한 인식이 선행해야만 체험에 대한 체계적

2. 자료 수집

인 경험적 인식이 가능한 것이다. 즉, 연구자가

이 연구는 서울 A지역의 성당 미사전례 반주

심층면접을 통해 연구자료들을 경험하기 위해 앞

자들을 대상으로 습관적 행동의 자동적 척도를

서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 것, 즉 일종의 선험적

묻는 설문지 조사, 심층면접과 장기간 관찰을 통

인 형식적 틀이라 할 수 있다(이남인, 2019).

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Verplanken and Orbell

이 연구는 체험의 본질구조를 해명함을 목표

(2003)이 개발한 습관의 정도1)(SRHI 12문

로 하는 반 매넌(van Manen)의 연구절차를 수

항, 리커트 5점 척도)는 습관의 자동적 행동을

행하여 습관의 근거들을 지향성(주관성)의 현상

측정하는 데 있어 여러 연구에서 활용되며 타당

학적 탐구와 더 밀접하게 관계 맺도록 의도하고

성과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다. 본 연구대상자들

있다. 습관을 일종의 대상의식이 아닌, 경험의 1

은 월 2회~4회 정도의 미사전례에서 반주를 담

인칭 성질 바로 경험의 주관성 입장에서 탐구하

당하고 있고, 매 미사에는 4곡(입당송, 봉헌송,

는 것을 의미한다. 후설이 구상했던 현상학적 이

영성체송, 파견송)의 반주곡이 미리 정해져 공지

념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반 매넌은 사실적

되며, 이들은 자신에게 지정된 미사곡을 연습하

기술은 물론 본질구조에 대한 ‘해명’의 계기도 인

기 위해 집에 있는 악기로 훈련하거나 성당 내에

정하는 방법을 개발한 현상학적 체험연구자로 평

마련되어 있는 오르간 연습실을 주 2~3회 정도

1) 자주~을 한다, 자동으로 ~을 한다, 의식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없이 ~을 한다, ~을 하지 않으면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든다, 생각없이 하는 편이다, ~을 하기 위해 노력이 요구되지 않는다, ~은 내 일상에 늘 있다, 해야겠다는 자각 없이
시작한다, 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렵다, ~을 하는데 특별한 생각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것을 늘 하는 것이 그냥 나이다.
~을 오랜 시간동안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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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로 시간을 할당하여 연습하고 있었다. 이

structured interview)으로 수행하였다. 심층면

와 같은 상황적 맥락들은 오르간이나 피아노를

접 내용 질문지는 기존선행 연구(Aarts et al.,

규칙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1997; Iso-ahola, 2017; Wood & Neal,

반주를 통한 심리적 보상은 다시 이 횡적 습관형

2007))를 참조하여 구성하였다. 일정한 신호,

성과정을 강화시켰다. 이와 같은 과정이 누적될

심리적 보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5년

수록 오르간은 그들의 일상에서 습관화된 행동으

이상 습관적 행동이 형성된 3명의 참여자들과

로 축적될 수 있었다. 종적으로 축적된 습관의

함께 예비조사를 실시하며 질문 내용에 관한 중

정도는 객관적 척도의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하였

요한 단서 혹은 추가 질문에 대한 수정의 과정을

고(SRHI), 횡적으로 축적된 습관의 정도는 상

거쳤다. 습관형성과정에 대한 면접 질문 구성내

황적 신호와 심리적 보상의 경험을 반성하며 진

용을 간략히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i)반주를

술하는 심층면접으로서 알아보았다. 연구자는

시작하게 된 자극이나 계기는?, ii)반주라는 상

2018년부터 반주단 단원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황적 맥락이 오르간을 습관적으로 훈련하는데 도

유지하며 일상적 대화, 반주단 세미나와 교육 등

움을 주었는가?, iii)반주라는 상황적 맥락이 없

에 함께 참여하며 장기적 관찰을 수행하여 왔고

어졌던 경험이 있는가?, 습관 단절이 나타났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화와 은유적 표현들은 틈

가?, iv)반주를 준비하거나, 반주를 마친 후 느

틈이 기록하며 종적으로 그리고 횡적으로 습관이

끼는 감정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형성되는 정도를 파악하고 있었다. 본격적인 심

어떤 식으로 느껴지는가?, v) 오르간은 자신의

층면접에 앞서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와 같은 주된 질문

연구자의 연구이력, 배경을 상세히 알렸으며. 자

과 함께 구체적인 일화와 부가질문을 추가하며

료의 노출정도와 범위,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결

습관이라는 상황이 주체자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과 제공, 익명성 보장과 원자료 폐기 등 기밀유

지 보다 더 심층적으로 파악하였다.

지 책임을 약속하며 동의한 사람들에 한해 면접
이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을 위한 개인별 심층면

3. 자료 분석

접은 6월에서 8월까지 수행되었으며, 개인이 원
하는 시간과 공간에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이 연구는 습관적 행동을 주체자들의 입장에

진행되었다. 반주단에서 오르간 전공자는 없었으

서 사태를 개시하며 객관적 지표(SRHI), 개별

며 피아노를 전공하거나 피아노가 어느 정도 익

심층 면접, 장기간 관찰, 노트 기록 등을 통해 자

숙한 사람들이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오르간이라

료들을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반복적 비교

는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목적에 이르렀다고 볼

분석법으로 분석하였다. 현상학이 궁극적으로 추

수 있다. 특히 습관형성지수를 객관적으로 측정

구하는 것은 본질 직관, 즉 지향성 분석이므로

하여 평균점수 이상을 보여주는 사람, 반주를 지

습관의 사실적 토대에 멈추지 않고 습관적 행동

속한 기간이 길고, 매일 규칙적으로 연습하는 사

을 더 많이 사념, 반성하고 역행하며 인간의 존

람들을 대상으로 구성하였다(purposeful sampling).

재론적 실재를 해명하는 토대로서 탐색하였다.

습관형성과정에서의 상황적 맥락과 심리적 보

즉 이와 같은 습관이 주체자에게 무엇을 의미하

상은 물론 습관의 의미가 경험의 1인칭 대상에

고 왜 필요하며 그것은 어떻게 보편적으로 해명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최대한 유연하고 자연스럽

할 수 있는지 주체자의 입장으로 더 깊이 탐구하

게 진술될 수 있도록 반구조화된 면접(semi-

는 것이다. 여기서부터는 상호주관적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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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연구자에게 체화된 관찰, 일상적 대화

론을 갖는다(Husserl, 2016, p. 46). 따라서

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현상학에서 습관

이 연구는 심층 면접, 장기간 관찰, 다각도로 접

개념은 본능개념을 기초로 생물학과 연관된 많은

근한 문헌, 자유상상 등 다양하게 변경된 자료들

주장들이 있으며, 보편적 본성과 정신적 요소의

을 모두 살펴나가며 차이점은 배제해나갔고 공통

결합을 전제하고 있다. 신체적 습성은 생물학적

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며 지속적인 일치

조건과 더불어 정신적 요소와의 공동작용에 의해

속에서 통일적으로 연결해나갔다(이남인, 2014,

형성된다. 따라서 기존 습관 선행 연구(e.g.,

p. 175). 참고로 연구자는 연구 내용과 관련된

Aarts et al.,1997; Iso-ahola, 2017; Wood

선이해가 타당하리라는 선입견을 철저하게 배제

& Neal, 2007)와 후설로부터 메를로 퐁티까지

한 상태에서 해석학적 순환을 통해 기술하였다.

의 현상학 문헌은 물론 생물학, 신경과학, 생명

동료 검토(peer review), 참여자 확인법

철학 문헌들을(e.g., Gallagher & Zahavi,

(member check)을 수행하여 연구의 사실성을

2013; Thomson, 2016) 참고하여 습관을 보

확보하였고,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다각적 태도에

편적 입장에서 해명하고자 노력하였다. 해명은

서 관련 문헌들을 검토하며 습관적 행동을 해명

완전히 새로운 대상이 단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하는 데 신빙성을 높였다. 또한 교회음악 전공자

아니라, 예측들이 상세하게 규정되거나 수정되는

이자 20여년 이상 오르간 반주자를 양성해 온

것으로서, 지각의 관심 방향을 대상의 내적 지평

교육전문가로부터 문제제기 단계, 자료추출 방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 포착하는 능동적 활동이

법, 하위 주제 구성 및 주제 도출에 대한 검토를

다. 술어적 인식의 최종근거인 지각은 ‘단적인 파

통해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무엇보다 연

악’, 내적 지평을 통한 ‘해명’, 외적 지평을 통한

구자의 장기간, 지속적 관찰은 체험과의 강력한

‘관계 관찰’의 단계를 세밀하게 해석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었고, 연구대

구조를 지닌 자아의 총체적 구성작용이다. 그리

상인 습관 체험을 외적 세계에 구성되어 있는 객

고 이 단계들은 일방적 방향으로 확정된 것이 아

체이자 내적 감각을 갖는 주체의 생생한 체험으

니라, 부단히 교류하면서 보다 완전한 인식에 도

로 상호주관적 입장에서 규명하는데 의미 있는

달할 수 있는 개방된 “나선형 순환구조”를 갖는다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Husserl, 2016, pp. 45-47). 알려지지 않은
것은 동시에 알려진 것의 한 양상이다. 세계에
대한 의식의 기본 구조 및 이와 상관적으로 경험

Ⅳ. 연구결과

가능한 모든 개별적 실재의 지평인 세계의 구조
는 이미 ‘알려진 것’과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의

1. 연구대상자의 기본특성

구조이다(Husserl, 2016, p. 43). 결국 대상
의 의미 내용은 결코 완성된 것으로 주어지는 것

습관은 대략 5주 이상, 주 5회 이상을 빠짐없

이 아니라, 그 지평 속에 함축된 모든 잠재성을

이 참여했을 때 형성된다고 보는데(Iso-Ahola,

부단히 해명함으로써만 밝혀질 수 있다. 해명은

2017), 본 연구대상자들은 3년 이상, 평균 매일

지각이 지닌 관심의 방향을 대상의 내적 지평 속

1시간 이상씩 오르간 연습을 지속해왔던 사람들

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며, 현상학은 대상이 주

로서 습관의 자동적 척도 정도(SRHI)에서 평균

어질 수 있는 모든 지평 속에 함축된 가능성들을

점수 이상을 보여주었다. 나이는 20대에서 40

부단히 해명해 ‘사태 그 자체로’ 접근하려는 목적

대, 50대로 구성하여 여가의 습관적 행동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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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articipants

A
B
C
D
E
F
G
H

Age

Occupation

21
42
45
48
49
52
54
57

Student
Housewife
Teacher
Housewife
Housewife
Housewife
Teacher
Housewife

Marital
status(Children)
None
Married(2)
Married(2)
Married(2)
Married(2)
Married(3)
Married(2)
Married(2)

Period of
accompaniment
8 years
3 years
4 years
6 years
3 years
5 years
3 years
8 years

Time of
practice
1 hour
1 & a half
1 hour
1 & a half
1 & a half
1 hour
1 hour
3 hours

SRHI
(5Scale)
4
4
3.63
3.64
4.36
3.9
4.5
4.8

세대의 특성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따라 여가로 정의내릴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자

모두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이 있는 전업주부부터

유는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

학생, 교사까지 구성하여 일과 여가의 관계에서

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맥락을 어떻게 경험하

습관의 의미가 자유의 본질적 주제와 어떻게 관

고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련되는지 알아보았다.

수 있다.

2. 분석결과

“오르간 소리도 좋고, 피아노를 했었으니깐
오르간에 한 번 도전해볼까 하고 시작하게 되

1) ‘생각’에서 ‘행동’으로(from ‘thinking’ to
‘behaviors’)

었어요.” (B)
“미사를 보는데 오르간 소리에 완전히 매료

어떤 습관적 행동에 진입하게 된 배경에는 사

되었던 경험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 교회에

회적, 환경적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우리가 차

다니고 있어서 피아노 소리에만 익숙했었거든

를 타면 안전벨트를 습관적으로 하는 배경에도

요. 조용한 성당에 차분하게 울리던 악기에

주변 모든 사람들이 모두 하는 행동이기도 했고,

완전히 매료되어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사회적으로도 늘 끊임없이 주입되어 온 결과이

되었고 그러다보니 반주를 생각하게 되었어

다. 이러한 주변 상황과 맥락들은 어떤 행동을

요.” (E)

시작할 때의 모든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대상자들이 반주라는 상황
적 행위를 결정하게 된 동기에도 사회적, 환경적
요인이 유기적으로 연관 지으며 나타났다.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오르간 소리에 매료되어 결정하
거나 혹은 종교적 차원의 봉사 맥락에서 반주를
결심하기도 했다. Kelly(1996)는 인간이 참여

“예전에 미사를 간 어떤 성당에서 굉장히
낡은 오르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저는 사실 피아노를 어렸을
때 좀 친 것 말고는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했
는데 그래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D)

하는 거의 모든 활동은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 포

“반주단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

함되기 마련이며 무엇보다 활동을 둘러싼 사회적

어요.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그래도 피아

맥락(social context)을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노를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봉사차원에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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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C)
“40대에는 직장과 집만 오가며 제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보니 40대를 돌아봤을

르간 페달을 만들었어요. 문구점 가서 스티로
폼을 구입해서 거기에 흰건반 검은 건반을 만
들어서 연습해요.” (C)

때 너무 허무했어요. 50대가 되면서 더 늦기

“반주는 강제성을 띠니깐 확실히 연습을 더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악기도 배울 수 있고, 봉

하게 되죠. 미사를 하는데 내가 반주에서 실수

사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주를 결정하게 되

를 하면 그 (함께 미사 드리는) 신자들께 너무

었어요.” (G)

미안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가족들 일 챙기다보니 보통 제 시간을 갖기
어려워요. 반주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이렇게라도 저를 위한 온전한 시
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F)

연습하게 되죠. 처음에는 따로 오르간 레슨을
받기도 하고 세미나나 교회음악 이론도 찾아
보며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했어요.” (F)
“저는 제가 피아노를 전공했으니 반주를 해
보라는 권유를 받고 시작했어요. 피아노를 전

이 초기과정은 매우 심사숙고하는 결정과정을

공해서 오르간을 쉽게 봤는데 정말 다른 악기

거치며, 결국 이 과정은 오르간이 습관화될 수

에요. 하면 할수록 너무 매력을 느껴요. (피아

있는 최적화 과정으로 연결된다. 오르간을 접하

노) 전공할 때도 연습을 정말 많이 했었죠, 그

기 위한 목적 혹은 봉사의 의미로 반주라는 일정

런데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는 것은 졸업하고

한 패턴을 결정하게 된 연구대상자들은 이 행동

서 정말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B)

을 스스로 통제하고 지속할 수 있는 전략을 탐색
하고 그에 맞는 환경을 만들어 갔다.
“반주단끼리 규칙적으로 시간을 내서 각자
오르간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집
에서 피아노로 연습해도 되지만 성당에 가서
오르간으로 직접 연습하는 거랑은 다르거든
요.” (G)
“집에서는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수시로 쳐
요. 피아노를 오르간스킬로 연습하고 페달을
상상하며 훈련하죠. 피아노 이론도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고 손가락이 보다 유연해지게 피
아노 연습교재 하농을 따로 연습하기도 해요 ”
(D)

“반주 스케줄이 한 달 정도 앞서서 나와요.
제가 담당할 미사 날짜와 요일, 성가곡이 정해
지는 거죠. 그러면 한 달 전부터 내내 그 곡을
연습하고, 내내 그 곡만 흥얼거리며 다녀요.”
(H)
“반주가 아니면 연습을 안 해요. 반주를 다
시 하게 된 것도 확실히 더 연습을 하게 되니
깐... 평소에는 연주하고 싶은 곡이 생기면 연
습하고 그랬는데, 반주를 하면 담당할 미사곡
이 정해져 있고 성가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
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A)
2020년 상반기 코로나 발병 초기단계에서는
미사가 중단되며 반주라는 상황적 맥락이 없어지

“피아노는 개인적으로 계속 배우고 있었지

는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되었다. 본 연구대상

만 반주를 하며 책임감으로 더 연습을 자주 하

자들도 미사가 중단되며 반주라는 상황적 맥락이

게 된 것은 확실해요. 저는 아예 집에서도 오

없어지는 시기를 처음으로 경험하였다. 이와 같

르간 페달 감각을 키우려고 피아노 페달에 오

은 상황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가를 묻는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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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모든 연구대상자들은 한목소리로 확실히 연

없어지니 제 일상에서 오르간이 차지하는 집

습을 덜하거나 아예 안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

중도도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B)

다. 이처럼 상황적인 맥락이 없어지거나 변화하
는 과정에서 습관적 행동이 단절되며 보다 더 자

특정한 목표를 생각하기보다 일관적인 상황에

동적으로 행동이 결정되도록 하는 “상황적 신호”

서 그저 계속하기만 하면 그것은 점점 더 쉬워진

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다. 상황에 통제권을 넘겨주면 행동은 신호에 자
동으로 반응하게 된다. 따라서 습관을 유도하는

“(연습) 안 해요. 확실히 연습을 안 하게 되
죠.” (E)
“(웃음) 거의 안했어요. 반주를 안 하면 연
습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의무감이 없어서
잘 안하게 돼요. 제 동생도 학생미사 반주를
했었는데, 요즘 잠시 쉬고 있거든요. 그 애도
거의 피아노 앞에 앉지 않아요.” (A)

행동은 처음에는 의도, 사회적 관계, 행동 통제
지각 등 심사숙고의 결정 과정에 의해 결정되지
만 지속해서 반복하다보면 자동화된 과정에서 실
행할 수 있는 힘이 더욱 커진다. 현상학에서 행
동은 구조화된 전체, 동역학적 패턴이고 주위세
계와 유기체는 자극과 반응(reaction)으로서가
아니라 ‘상황과 반응’(response)으로서 이 구조
에 참여하고 있다고 본다. 행동은 일종의 대화이

“미사 반주는 제가 담당하는 날 곡이 한 달

며, 유기체는 응답함을 필요로 하는 물음으로서

전에 미리 정해져서 공지돼요. 그래서 그 곡만

의 상황에 부응하려는 적성(aptitude)을 지니고

거의 기계적으로 연습하면 되는데, 미사가 없

있다(Thomson, 2016, p.111). 결국 습관이

으니깐 어떤 곡을 연습해야 하나 고민하게 되

형성되면 더 이상 이유를 고려하는 단계를 요구

고, 1번부터 연습해볼까 아니면 다른 연주곡

하지 않게 되며, “생각”에 의해서 그 행위가 결정

을 이 기회에 연습해볼까 하고 생각이 많아져

되지 않는다. 자유는 결심이 있고 난 후에 그것

요. 연습도 덜 하게 되고...” (D)

이 행위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는 “행동”할 수 있

“집에서 피아노를 오르간처럼 계속 연습하
는 건 한계가 있어요. 미사가 중단되고 반주할
일이 없으니 집에서 오르간 연습하는 일도 자
꾸 일상에 밀리고 직접 가서 연습할 수도 없게

는 상황 그 자체에서 개시된다(심귀연, 2012,
p. 90).
2) 신체화된 의식(embodied
consciousness)

되니 흥미도 떨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C)
진정한 습관 형성은 그 행동이 규칙적으로 할
“일단 반주라는 책임감이 없으니 어떤 곡을

수 있는 일상이 되도록, 그 행동의 코스가 자동

연습해야할지도 모르겠고 피아노 앞에 앉기

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상황적 맥락이나 과정이

전까지 자꾸 생각이 많아졌어요. 그러다보니

중요하다. 또한 그 실행할 수 있는 맥락이나 사

그 기간에는 확실히 피아노 앞에 덜 앉게 된

례가 만족스러운 결과로 누적될수록 진정한 습관

것 같아요.” (G)

이 형성된다(Aarts et al.,1997; Iso-ahola,

“반주하는 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일

2017; Wood & Neal, 2007). 우리가 실행제

찍 성당에 가서 연습해요. 그 시간은 또 달라

어 기능을 행사할 때에는 그 제어력의 행사가 상

요. 정말 미사에 실수하지 않아야겠다는 긴장

대적으로 쉽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얻게 될 보상

감으로 최고 몰입하는 순간인데, 그런 시간이

이 충분히 중요하다고 판단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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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간이라는 악기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악

에는 강한 유대가 존재하고, 그래서 어떤 것에

기는 아니잖아요. 저도 반주할 때 많이 긴장하

대한 느낌은 경험과 행위의 흐름이 발생하는 데

는데 스트레스보다 (오르간을 연주할 수 있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Thomson, 2016, p. 481).

는) 즐거움이 더 커요.” (A)

특히 연구대상자들이 오르간을 연습하며 느끼는

“저는 미사 반주를 신자들의 마음이 하늘에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거든요. 그
래서 (실수해서 방해되지 않게) 거의 외우다
시피 연습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미사반주가
끝나고 나면 그것도 하나의 성취감이랄까, 미
사를 무사히 마치며 정말 봉사를 온전히 제대
로 해냈다는 기분이 들어요.” (C)

감정들은 단순히 감정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나타났다. 반주라는 상황적 맥락을
잘 마치기 위한 노력은 경계를 지니고. 무언가는
노력에 저항한다. 노력은 경계가 없는 에너지가
아니다. 노력은 신체의 효능, 신체적 효과성이
다. 이점에서 오직 신체적으로만 가능하다는 것나는 의지하고, 분투하는 나이고, 따라서 신체적
인 나라는 것-이 확실해진다. 생물학적 유기체는

“반주는 미사 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그림자

내가 내 스스로 무언가(동작)를 할 수 있는 순간에

처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반주를

실제적인 주체가 된다(Thomson, 2016, p.310).

무사히 끝내고 나면 안도감 같은 것... 그렇게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미사 흐름을 위해 또 다
시 열심히 연습하게 되죠.” (H)

“오르간 악기라는 자체가 참 매력 있어요.
쉽게 접할 수 없는 악기이기도 하고, 소리도

“물론 있죠. 실수하고 나면 정말 스트레스를

정말 좋잖아요. 피아노도 배웠지만 오르간은

받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반주를 그만둬야겠

페달도 그렇고 뭔가 확실히 몸을 더 (유연하

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스트
레스는 제가 충분히 연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게) 써야 하는 악기이고 (그래서 그런지) 피
아노보다 더 재밌어요.” (A)

스트레스니까요. 그러니깐 그건 좀 결이 다른

“오르간이 악기 중에 가장 신의 소리를 닮은

스트레스인거죠. 평상시 제가 받는 감정적인

악기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혼자

스트레스랑 달라요. 이것은 얼마든지 있어도

연습하면서 어떤 때 굉장히 그런 감정에 몰입

괜찮아요. 그런 스트레스는 연습을 더 하게 하

될 때가 있어요.” (E)

니까요. 그러니깐 (스트레스도) 더 좋은 경험
으로만 남아있는 거죠.” (B)

“신기하게 체중이 안 늘어요. 오르간이 페달
을 모두 쓰며 다리도 계속 움직여야 하니깐 전

“반주는 미사 전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신운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운동의 효과까

하잖아요. 제가 그 흐름에 있다는 것이 엄청난

지 있어요. 오르간은 손만이 아니라 다리까지

책임감이라서 긴장도 많이 하지만, 뭔가 중요

쓰는 악기라 3시간 이상은 연속으로 연습하지

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D)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어느 새 보면 두 세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C)

습관 형성에 가장 효과적인 보상은 행동 자체
혹은 행동의 일부에 내재되어야 한다. 습관은 재

“저는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오르간은 완전

미나 기쁨처럼 기분 좋고 기쁘고 짜릿하고 재밌

다른 악기에요. 발 페달이 정말 재밌어요. 발

고 황홀한 경험은 물론 긴장, 불안, 탈진 등과 같

페달이 너무 재밌어서 매일 두 세 시간씩 연습

은 다양한 정서들을 포함한다. 예지와 정서 사이

해도 지루한지 모르겠어요. 특히 피아노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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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발을 쓰는 게 재밌어요. 피아노는 오래

하나의 자연적 물체이며, 자연적 생물학적 영역

연습 못 하겠는데, 오르간은 오래 연습하게 돼

에 속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의식적 영역과 관계

요. 소리도 좋고 재밌어요.” (H)

한다는 점에서 자연과 의식, 자연과 문화를 매개

“발 페달도 재밌지만, 오르간은 어떤 음색을
잘 믹스해서 연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스탑 기능을 우리가 직접 조합해서 연주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재밌어요.” (D)
“오르간이라는 악기와 연애하는 기분이 들
어요. 연습하러 갈 때 설레거든요.”(B)
“오르간 연습하러 갈 때는 잘 모르겠는데,

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는 사유하면서 세계를 이
해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우리 자신이 행동
하면서 세계를 이해한다. 우리가 세계 안에서 움
직이면, 그 어떤 것도 다른 것들, 즉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모든 것과의 실제적(real) 관계없이
는 존재하지 않는다(Thomson, 2016, p. 229).
즉, 개인이 존재하는 일차적 방식은 신체로서 이
미 세계 속에 처해 있다는(action-situated)것

오르간 연습을 하고나면 뭔가 꽉 채워지는 느

을 말하며, 오르간과 함께 신체화된 의식으로서

낌이 있어요. 오르간 소리도 정말 좋고 일단

진정한 주체라는 존재방식이 획득된다(Gallagher

성당 안에서 혼자 연습하다보면 온전한 제 시
간을 누린다는 느낌이 있어요.”(F)
“한겨울에 오르간 연습을 하고 집에 왔는데,
딸이 엄마 데이트하고 왔냐고 물어요. 볼이 빨
개졌다고(웃음)...”(G)

& Zahavi,, 2013, p. 298).
3) 신체-주체적 자유(Body-subject
freedom)
에우다이모니아는 우리가 기술을 습득하는 것
처럼 습관형성을 통해 실제로 그 행동을 실천함
으로써 획득하게 된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즐

오르간은 악기의 제왕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길 줄 아는 삶은 자율적이고 의미 있는 삶이라

없을 만큼 금관악기, 목관악기 소리까지 모두 지

할 수 있다(김현숙, 2008). 본 연구대상자들이

원되며, 혼자 연주해도 어지간한 오케스트라를

행하는 것의 형태는 가설적이거나 설득력이 없는

연상시키는 다채롭고 화려한 소리가 만들어진다.

사고실험에서가 아니라 바로 습관형성이라는 일상

오르간은 악보의 베이스음을 손 건반처럼 구성되

적인 사례들에서 존재한다(Gallagher & Zahavi,

어 있는 발 페달로 움직이며 소리를 낸다. 피아

2013, p. 249). 세계내적 존재자들과 마주치는

노악기 내부 구조가 망치 형식의 때리며 울리는

일차적인 방식은 그것들을 이론화하거나 무심

현악기 형식이라면, 오르간은 파이프오르간을 일

하게 지각함으로써가 아니라 그것들을 사용함

컫는 말로서 공기를 불어 넣어 소리를 내는 관악

으로써 이다(Gallagher & Zahavi, 2013, p.

기 식이다. 오르간은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숨을

267). 지각은 운동에 의존하고 운동은 지각에

불어 넣어 소리를 내었다고 할 만큼 피아노보다

의존하면서 항상 새로운 환경, 새로운 세계를 만

더 오래된 역사를 지닌 악기이며, 인간의 신체

들어내는 것이다. ‘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새로운

리듬, 움직임과 밀접하게 연관을 지으며 소리를

길을 낸다’는 은유는 걷자마자 새로운 것을 지각

내는 악기이다. 따라서 오르간을 연주하거나 오

하면서 새로운 길이란 환경을 만들고 이 새롭게

르간을 이해해가는 방식은 우리 신체의 리듬과

형성된 환경은 또 동시에 걸음과 지각을 규정한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현상학에서 신체성은 후

다는 사태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Thomson,

설의 철학체계의 근간으로서 신체는 그 자체가

2016, p.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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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처음에는 오르간을 매일 두 세 시간씩
연습을 해도 (막상) 반주할 때는 자주 실수했
는데, 3년 정도 계속 오르간을 연습하다보니
여전히 실수를 하지만, 이젠 손가락이나 발 스
텝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는 것을 확실히 느
껴요.” (E)

음미하게 되죠. 연습하다가 울컥할 때도 많아
요.”(H)
“플레이(play) 테니스(tennis), 베이스볼
(baseball)... 플레이는 운동에 연관된 건데
왜 플레이 피아노일까... 저는 중학교 때 영어
단어 공부하며 그게 참 이상했어요. 근데 이

“무의식적으로 몸에 익혀지는 게 있는 것

번 올림픽 보면서 완전히 이해했어요. 운동선

같아요. 어떤 날은 엄청 긴장해서 반주를 하

수들이 몇 년 동안 끊임없이 훈련하며 성과를

며 악보도 안보이고 그러는데 생각보다 또 몸

이루어내잖아요. 오르간도 훈련이에요. 저희

이 알아서, 손과 발이 알아서 반주를 하게 돼

도 반주를 하며 끊임없이 훈련을 받은 셈이

요.”(D)

죠.”(G)

“발 페달 느낌을 이젠 자연스럽게 몸으로 익
히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악보 보고 발 페
달보고 반주를 했는데 이제는 (페달을 보지
않아도) 악보만 보며 어느 정도 부드럽게 옮
길 수 있는 것 같아요.” (C)

오르간이 습관이 되면 오르간은 지각할 대상
이 아니라 그가 그것과 함께 지각하는 도구가 된
다. 그것은 신체의 부속기관이며 신체적 종합의
연장이다. 특정한 상황과 맥락에서 그 행동을 반
복적으로 하며 자신만의 주체적 존재방식을 신체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긴장을 하나도

화한다. 즉 신체의 운동적 도식을 고착시키며 내

안하고 반주를 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저희는

신체의 움직임을 통하여 세계는 구조화되고 형태

몇 년을 해도 서로 너무 긴장된다고 얘기하는

로 파악되기 때문에 습관은 신체로서 그 의미를

데 주변에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반주를

획득하게 된다(한정선, 2006). 즉, 어떤 상황에

하다보면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몸이 알

서 일관된 행동을 지속하며, 그 행동을 자신의

아서 하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종종 있어

신체에 통합시킴으로써 세계에로의 주체로서의

요.” (B)

자신 존재를 확장시킨다.

“이젠 제가 즐기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엄
청 연습해야하고 긴장되고 그랬는데 이제 어

“만약 오르간이 제 일상에 없다면 정말 텅

느 정도 성가곡들이 익숙해지고 그런 것을 보

빈 느낌일 것 같아요. 제 또래들이랑 하고 싶

면 참 실력이 어떻게 이렇게 늘었을까 하고 뿌

은 일도 많죠. 하지만 지금은 나에게 오르간이

듯하기도 하죠. 그저 오르간이 좋아 반주만 열

너무나 즐거운 여가생활로 자리 잡았기 때문

심히 준비했을 뿐인데...” (A)

에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A)

“저는 연습할 때마다 성가에 대한 느낌이 달

“이런 일상이 없다면요? 아... 너무 답답하

라요. 성가를 부르며 오르간 연습을 하거든요.

죠. 정말 답답할 것 같아요. 오르간은 제게 비

1절부터 4절까지 성가를 음미하며 연습하니

타민 그 자체예요. 가톨릭 신자가 아니었는

깐... 음표만 보며 치는 것은 머리로 기계적으

데, 어떻게 지인의 소개로 세례를 받게 되며

로 하는 거고... 노래를 부르며 연습하면 성가

오르간이라는 악기를 만났어요. 만약 가톨릭

가 내 몸을 통과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더 잘

신자가 아니었다면 이 세계를 모르고 죽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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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잖아요. 난 이 악기를 만나서 너무 행복해

순수한 몰입 그 자체로 표현되었다. 일상에서의

요.” (H)

어려움, 책임, 스트레스 현실 그 자체의 모습을

“한 곳에서 몰입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
깐... 그게 정말 좋아요. 저희가 살아가다보면
뭔가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보니깐 뭔가 몰입하는 일이 있는 것이 정
말 중요한 것 같아요.”(F)

바꾸기 위한 순수한 몰입, 그 긴장되고 불안한
쾌락에 다시 몸을 내던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자신만의 자유를 실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은 실제로
“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Happy’ 라는
곡의 뮤직비디오는 퍼렐 윌리엄스(Pharrell

“아이들 케어(care)하는 문제나 건강에 대

Wiliams)의 대표적 히트곡이다. 이 뮤직비디오

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오르간을 자주 접하다

를 보면 팔짝팔짝 뛰고 좌우로 흔들고 빙그르르

보면 신과 대화하는 느낌이 들어요. 신께서 보

도는 모습이 쉬지 않고 나온다. 이 뮤비는 행복

호해주실 것 같은 안도감이 들어요.”(C)

하게 ‘움직임으로써’ 행복을 찾자는 교육용 비디

“저는 운동보다 오르간이 더 위로가 돼요.
머리가 맑아져요. 저도 예전 스트레스를 심하

오이다. 특히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양한 인
종, 다양한 상황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의 모습을

게 느끼던 시기가 있을 때 운동으로 풀고 그랬

보면 그것은 신체가 자유의 근간임을 보여주며,

는데, 오르간 반주를 시작하며 정작 위로는 오

이것이 곧 행복의 본질임을 알려준다. 최근 세계

르간에서 더 찾은 것 같아요.”(B)

적 인기를 끌고 있는 BTS의 ‘Permission to
dance’ 역시 춤추는데 말이나 허락 따위는 필요

“저는 오르간을 계속 하지 않았다면 성당에

없다고 노래한다. 마지막 댄스 장면에서는 농인

도 계속 다니지 못했을 것 같아요. 코로나 있

들의 수어로서 이를 표현하며 움직임에 담겨 있

고 그러면서 인원수 제한하고 미사 참석하는

는 인간의 본성을 향해 외친다. 인간의 온갖 형

것이 어려워졌는데, 반주도 하고 오르간 연습

태의 움직임은 끊임없이 자유를 말하고 있음을,

도 하며 계속 성당을 나가다보니 미사도 빠지

또한 행복은 바로 신체의 움직임과 밀접하게 연

지 않고 다니게 되었어요. 저한테는 제 종교와

결되어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연결해주는 (그런 것으로서) 의미가 가장 커
요.”(D)
“오르간은 참 신기한 악기에요. 모든 악기를

Ⅴ. 결 론

믹스해서 소리를 내게 할 수도 있지만 (전기)
스위치만 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이 연구는 전통적인 현상학적 이념과 방법을

소리도 낼 수 없죠. 다른 악기들과는 아주 성

습관적 여가 행동에서 새롭고 역동적으로 응용하

격이 다르죠. 제 삶에서 오르간은 스위치와 비

여 자유의 참모습으로 전달하고자 하였다. 현상

슷해요.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학적 연구를 통해 습관형성의 구조를 1인칭 주

힘을 주고 제 일상을 풍요롭게 해주고...”(G)

체의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이와 같은 습관이 주
체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편적 태도에서 해명

연구대상자들에게 일이 아닌 여가에서 다시

하였다. 잘 살아가는 방식으로서의 습관은 고대

긴장하며 몰입할 수 있는 분야를 만날 수 있게

여가에서부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자율성과 깊

된 것은 ‘지금’ 이 시간과 ‘이 공간’에서 살아가는

은 연관을 맺고 있는 개념이며(황수영,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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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방어 기제를 줄이고 자동으로 가치 있는

형성이며 진정한 행복으로 보고 있다. 인간의 생

목표를 행동화하는 전략으로서 대중적으로나 학

명학 본성에도 신체를 움직임으로써 진정한 주체

문적으로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이다. 신

가 된다. 이는 이미 행위가 세계 속에 처해 있다

체의 습성화는 세계적 존재로서의 인간과 의식적

는(action-situated)것을 말하는 것이며, 신체

존재로서의 인간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화된 의식으로서 진정한 주체적 존재방식이 획득

서 현상학에서 신체성과 습관은 불가분적 관계에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Gallagher & Zahavi,

있다(박인철, 2003). 현상학에서 인간의 신체는

2013, p. 267). 본 연구대상자들의 습관은 일

생리적으로 혹은 사유 작용에 의해서 단순히 움

상에서의 어려움, 책임, 스트레스, 즉 ‘생각’에서

직이는 대상이 아니라 신체로부터 인간의 주체성

자유로워지며 ‘행위’로서 주체가 되는 방식으로서

과 진정한 자유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본다

해명할 수 있다. 현상학적 관점에서 자유는 결심

(Husserl, 2009b, p. 208).

이 있고 난 후에 그것이 행위 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대상자들은 반주라는 상황적 신호를 종교

자유는 상황 그 자체로 개시된다. 즉, 습관적 마

적, 음악적 교감에서 동기를 부여받으며 주의 깊

음은 철저하게 신체화된 의식이며, 습관의 의미

게 선택하는 과정을 거쳤으나, 반주라는 상황적

는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의 주체가

신호와 그 과정에서 다양한 심리적 보상들을 경

되어 진정한 자유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해명될

험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오르간이 특별히 의지나

수 있다.

생각이 필요치 않은 일상의 습관적 행동으로 축

이 연구는 철학적 사유나 서론적 입장에서만

적되었다. 코로나 19가 심각단계에 들어서며 미

머물 수 있는 신체의 현상학 입장을 경험적, 실

사라는 상황적 맥락이 잠시 중단된 상황에서 습

증적으로 심화시킬 수 있는 습관적 행동을 통해

관적 행동도 단절되는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사

자유의 참모습으로 전달하였다. 체험의 창조자이

람이 어떤 행동을 지속함에 있어서 의지나 생각

자 주체자의 신체를 여가이론상의 생명력 있는

보다 상황적 신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

논제로 확고히 자리 잡게 함으로써 신체에 대한

다. 또한 습관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

자각과 민감성을 높이고, ‘신체적 소외, 사유적

양한 보상들은 긍정적 감정으로만 진술되지 않았

열정’이 지배하는 여가 현실에 인문학적인 반성

다. 오히려 반주라는 무거운 책임감과 스트레스

과 성찰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신체의 객관화와

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상황과 과정들이 오르간

과학화로 인해 우리는 고유한 신체가 무엇인지

연습을 더욱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행동에 영향을

잃어버렸다. 생물학적 복제, 유전공학, 성형수

주었고, 특히 이와 같은 경험들은 단순히 감정으

술, 스포츠과학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발전으로

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체화된 의식으로서 나

우리의 신체는 취사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타났다. 한 대상이 그 자체를 일련의 통합된 의

반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근본적으로 성찰하

미로서 현시하는 것은 우리의 움직임 및 움직일

고 자각할 수 있는 관심과 자원은 희미해지고 있

때의 신체적 자기경험을 통해서이다(Gallagher

다(Shilling, 2011, pp. 30-35). 현상학적 관

& Zahavi, 2013, pp. 298). 일이 아닌 여가

점에서 신체는 세계와 의식을 연결하는 주체로서

에서 순수하게 신체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는 이

통찰되어왔고 1980년대부터는 사회학 관점에서

긴장과 불안이 공존하는 쾌락은 아리스토텔레스

재조명되며 지리학, 인류학, 스포츠, 예술분야에

의 에우다이모니아의 삶의 방식과 맞닿아 있다.

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여가학에서

그것이 잘 살아가는 방식이자 잘 살아가는 습관

는 그 전통적인 개념이 미미하게 다루어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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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 Cohen, 1979; Harper, 1981; 윤여

줄 것이다. 그 행성은 고통이 없는 상태, 즐거움

탁, 1996), 현상학은 질적 연구의 방법론으로서

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상적 상태나 감정을 의미

만 다루어지고 있다(e.g., 이종열·이형룡, 2018;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을 자연스럽게 유지

한석호·윤지환, 2020). 여가 개념은 심신이원론

하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즐길 줄 아는 삶이며,

의 구조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여가 체험은 개인

그것이 잘 살아가는 방식이자 진정한 행복이다.

의 주관성이 강조되면서 근대 사유주의적 전통에

자기책임이 있는 여가 행동은 기존의 관념적, 한

머물러 있다(Mannell & Iso-Ahola, 1987).

시적, 회피적 여가에서 활동적, 지속적, 적극적

신체가 여가 체험의 본질에 기초를 형성하고 그

여가행동으로 전환시키며, 여가와 일, 자유와 부

것에 기여하는 방식을 간과함으로써 사회적 맥락

자유의 양극단적인 낙차를 줄이고 균형적인 일상

에서는 구속받는 몸으로, 여가 시간에는 무력하

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고 소외된 객체로 남겨져 있다. 이것은 결국 인

이 연구가 재조명하고자 하는 습관 이론은 사

간 소외 현상으로 이어지고 어떤 시간과 공간에

실적, 경험적 기술 방식을 통해 보편적인 인간의

서도 몸을 디디지 못하는 무중력의 우주인처럼

본성(자율성)을 해명하려는 ‘현상학적 심리학’에

고립된 개인이 되어간다(Glover, 2018).

해당된다. 현상학은 실증적인 증거만을 요구하는

이 연구는 현상학적 자유 개념이 단지 철학적

과학주의, 객관주의와 같은 ‘맹목적인’ 학문주의

관조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이의 상관자인 주체

를 비판한 것이지, 심리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부

자의 변화 내지 일깨움을 주장하는 교육학적 의

정한 것은 아니다. 여가를 논한다는 것은 자유를

미를 전달함으로써 주체라는 존재방식을 제대로

논한다는 것이며, 자유를 논한다는 것은 결국 여

성찰할 수 있는 개인적 상태와 능력, 우리 사회

가의 창조자, 주체자를 배제하고서는 그 논의가

전반의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현대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가학의 사명은 객관주의

자본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효한 사회 시

이론과 방법론에 갇혀 수단이 되어버린 개인이

스템이 되면서 여가와 관광산업은 지속적으로

아니라 사적이고 주관적인 자유의 본질들이 배제

‘자유’와 ‘행복’이라는 욕망을 창조하는 광고를 노

되고 몰수되고 시야에서 사라져버리지 않도록 개

출시키며 대중의 불안과 욕구를 자극시키고 있

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적으로서 재조명하려는

다. 자본주의 논리와 밀접한 신자유주의적 이념

학문적 반성이 잇따라야 할 것이다.

은 이타심, 공동체 의식에서 끊임없이 멀어지게
만들며 가상세계, 가상연결망과 같은 이상적인
세계에서의 경쟁적인 개인주의와 즉흥적인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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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일상의 존재방식까지 위협하고 있다. 습관
은 한없이 작아 보이는 존재가 그 작은 신체 자
체의 엄청난 의미, 전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움
직임의 의미를 스스로 깨달아 그 의미 자체로 이
유한한 세계와 당당히 맞서게 되는 과정으로서
자유의 의미를 보여주었다. 자신의 일상에서 스
스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좋은 습관을 가진다는
것은 자유의 본질과 행복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
는 개인의 소행성과도 같은 역할을 충분히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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