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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메타포의 교육학 탐구에 대한 적용1)
이용남․류영룡(전남대학교)

요 약
이 연구는 교육에 관련된 동서양의 메타포를 찾아 대안적 교육학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이
를 교육학 탐구에 재귀적으로 적용하는 교육적 실천방안을 모색하였다. 이것은 상구자의 교육적
체험의 재구조화를 통해 인식과 실천의 패러다임을 변혁하는 순환적 활동이다. 대중의 품위를 증
득하기 위해 “빛”을 전하는 겹제자의 양성은 교육적 메타포를 교육의 소재로 하는 교육관 교육과
메타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 본 연구는 그 실천 가능성을 교육적 메타포가 수반하는 교육의 개
념체계의 함의, 새로운 개념체계의 생성, 재귀적 적용 가능성, 그리고 교육적 논의의 접근 방법의
측면에서 검증하였다. 교육적 메타포의 교육학 탐구에 대한 적용은 제2기 대안적 교육학에 침묵
하거나 저항하는 교육가들의 몸과 마음을 돌이켜 세우기 위한 새로운 운동인 것이다.
주요어: 교육적 메타포, 품위의 증득, 교육학 탐구, 교육관 교육, 메타교육

Ⅰ. 서론
교육적 메타포는 교육의 개념 창출과 교육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아이디어
를 제공해야 하며 교육학 탐구의 실천적 담지자이어야 한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메
타포’를 교육의 특정 상황에 대입하여 그것의 맥락과 기능을 드러내는 것을 ‘교육적
메타포’로 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교육을 총체적,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1) 이 논문은 2011학년도 전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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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서 메타포와 관련한 외국의 연구들로서 먼저 교육 담론에서 메타포 분석, 교
육적 활동, 사건, 그리고 과정에서 구성적인 메타포의 기능에 관한 탐구, 그리고 교육
적․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는 가교로서의 메타포 분석 등이 있다(Botha, 2009; Jenson,
2006; Zeng & Song, 2010). 한국의 교육적 메타포에 관한 연구에는 교육의 맥락과 메
타포와 관련하여 교육적 메타포의 화용 조건과 작용 기제를 제시하였고, 메타포의 교
육적 의미를 분석하였으며 메타포의 이데올로기 전달자적 측면을 논의하였다(김지현,
2014; 김진옥, 2010; 이주하, 1993, 1994). 이 연구들은 교육 담론에서 교육적 메타포의
활용을 통한 교육활동의 조직화 가능성, 대안적인 교육학 이론에 비추어 메타포의 교
육적 측면, 그리고 교육적 메타포의 사용 맥락에 따른 이데올로기적 기능에 대하여
탐색하였다. 교육적 메타포에 대한 이러한 연구는 교육이론가와 실천가가 교육의 구
조를 총체를 파악하거나 새로운 교육학의 교육방법을 모색하는 일과는 거리가 있다.
새로운 관점에서 교육적 메타포에 관한 논의의 개진이 필요하다. 다양한 교육적 메타
포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그것을 거점으로 교육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시도하는 작업
은 총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교육적 메타포를 구조적, 총체적 차원에서 접근한다
는 것은 메타포의 개념체계로 교육의 고유한 개념체계를 창출하고 이것을 다시 대안
적 교육학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이를 다시 교육학 교육에 재귀적으로 적용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교육적 메타포’에 대한 교육적 관점의 해석 결과를 새로운 교육이론 구
성과 교육학 탐구에 재귀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모순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교육에 관련된 동서양의 다양한 메타포를 찾아 대안적 교육학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이를 교육학 탐구에 다시 재귀적으로 적용한다. 메타포가 지니
는 체험적이고 통합적인 개념체계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교육적 메타포의 이해, 해
석, 그리고 새로운 교육적 메타포의 생성 과정은 교육에 대한 이해의 증진, 교육의 구
조의 탐색에 기여한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의 과정이 교육관 교육과 메타교육을 통해
구체적으로 체계화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 연구는 ‘교육적 메타포의 교육학 탐구를 위한 교육에의 적용 가능성의 탐색’이라
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연구문제를 다음의 네 가지로 구성하였다. 첫째, 교육 메타포는
교육의 개념체계 창출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둘째, 교육 메타포가 교육의 구
조를 파악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 셋째, 새로운 교육학적 개념체계를 교육학 탐구를
위한 교육에 재귀적으로 대입하여 검증 가능한가? 넷째, 메타포를 이용한 새로운 교육
적 논의로서 현전 교육학의 접근방법과 대안적 교육학의 접근방법을 비교할 수 있는가?
이 연구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 교육에 관련된 새로운 메타
포를 찾아 교육의 예비적 구조인 수레바퀴 모형을 기본 토대로 하고, 교육의 주체인
교육적 인간, 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의 가치, 교육의 방법론인 교육적 인식론,
그리고 교육의 소재인 품위와 메타교육의 네 가지 관점에서 교육 주체의 교육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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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와 품위와 패러다임의 변혁 가능성을 준거로 재해석한다. 그리고 교육학 탐구를
위한 교육관 교육과 메타교육에 교육적 메타포를 소재로 하는 교육에의 대입이 가능
한가를 검토한다. 결과적으로 교육적 메타포를 소재로 하는 교육은 먼저 상구자 자신
의 변화를 유도하고, 변화된 품위를 토대로 대중을 변화시키는 겹제자의 양성이라는
기제를 갖추고 있는가를 검토한다.

Ⅱ. 교육적 메타포와 교육의 구조
교육적 메타포는 교육에 대한 은유적 정의와 새로운 이해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이것
은 또한 ‘교육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답할 어떠한 단서적 개념체계와 교육학 탐구
의 방법론을 제공할 수 있다. Lakoff와 Johnson(1980)에 의하면, 추상적이거나 경험 속에
명확히 묘사되지 않은 개념들을 이해되는 다른 개념에 의해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우
리의 개념체계 속의 은유적 정의를 만들어 낸다. 교육의 이미지는 경험을 통해 구조화
되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개념체계 속의 은유적 정의를 통해 일차적으로 그려볼 수
있다. ‘교육하는 것’은 교육의 실천 양식인 반면 ‘교육’은 추상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현전의 제1기 교육학’은 교육을 그 기능이나 결과를 드러내는 개념을 사용하여 은유적
으로 정의한다. 예컨대, 교육은 ‘인간 행동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루어내는 계획적인 과
정이다’라는 식이다. 이러한 은유적 정의는 ‘교육하는 인간’의 삶의 끝자락에서 몸과 정
신에 ‘교육이 해방’이라는 ‘신체화된 은유(embodied metaphor)’를 현현하지 못한다.
Egan(1983), Flitner(1982), Langemann(2000), Walton(1974) 등에 의해 교육학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도가 있었지만, 장상호(1991, 1994, 1996), 이용남(1992, 2004, 2007) 등
은 현전의 ‘제1기 교육학’의 여러 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그 대안으로 “제2기 대안
적 교육학”을 주창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Kuhn(1970, 1977)의 혁명적 변화와 패러다
임의 전환이 ‘교육학’의 학문에도 일어날 것을 예고한다. 또한 이들은 현전의 제 1기 교
육학은 학문의 구조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자율적인 학문의 구조를 지향하는 대안적인
“새로운 교육학”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고 믿는다. ‘구조 없는 이합집산이나 용병학문의
개념의 누적이 학문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용남(2004)은 용병학문을 모학문으로 삼고,
외국이론에 종속되는 제1기 교육학의 ‘이중종속’을 지적하였다. 이의 결과로 교육학은 ‘구
조 없는 잡동사니’이고, 자율적인 학문의 구조에 위배되어 학문발전에 저해될뿐더러 대학
내에서 교육학과의 학문적 위상이 ‘학문의 빈민굴(Schneider, 1989)’로 전락하였다.
한편 제2기 교육학은 ‘교육이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 교육학의 과제임을 밝힌다.
자율적인 분과학문은 고유한 개념체제, 연구방법, 학문공동체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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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2009). 제2기 교육학은 분과학문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학적체계를 다
지고 있다. 교육의 구조를 밝히기 위한 개념체계 내지는 구조를 수레바퀴 모형으로, 그
방법론으로 교육적 인식론을 제안하고, 일단의 학문공동체를 구성하여 검증해가고 있다.
교육이 다양한 삶의 양상 가운데 하나라는 다원주의적 관점을 수용하면 하나의 현
상으로서 교육은 존재한다. 그렇다면 교육은 그에 내재된 본질이나 속성, 그리고 구조
를 지닌다. 이것들을 드러내는 작업은 물론 실재하는 교육에 대한 인식 주체의 주관
의 객관화이다. 이것은 교육적 메타포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교육”을 구조적으로 드
러내고, 그 결과를 다시 교육적으로 적용하여 품위를 증득함으로써 교육을 재 개념화
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작업은 교육 주체의 체험적 변화를 이끌어 내어 새로운 교육
학이라는 “빛”의 세계로 안내할 것이다.

1. 메타포와 교육적 메타포
메타포는 기존의 의미를 다른 의미로 대체함으로써 우리가 의도하는 새로운 의미를
생성한다. 메타포는 일련의 개념체계로서 구조적, 총체적 관점에서 어떠한 세계를 조
망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그릴 수 있는 거점으로 사용된다. 메타포를 유기적으로 연결
한 그물망은 어떠한 이론을 구성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한다.
‘메타포’는 이해되어야 할 주제어(topic term)와 이해를 돕는 매체어(vehicle term)가
결합하는데, 이 둘은 경험체계 속에 내재된 친숙한 개념과 대상들의 상호작용에 의하
여 의도된 의미(intended meaning)를 이룬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새로운 이해화 체험을
제시한다(Lakoff & Johnson, 1980). Boyd(1979)에 의하면, 메타포의 특징은 단순히 고정
된 내부 속성의 제시가 아니라 본질적인 특성이 완전히 정의되지 않아 명확하게 제시
할 수 없는 대상에 비정의적인 형태의 의미확립(nondefinitional mode of reference fixing)을
추구하며 이론을 구성하는 데 있다. 교육연구에서 메타포는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의미
의 구성, 복잡한 의미의 표현, 대안 구성, 체계적 개념의 조직에 사용된다(Cortazzi &
Jin, 1999). 교육 연구에서 메타포 분석의 주제는 정치 논쟁, 교육체제의 변화, 교육에
대한 이해, 하화적 맥락의 조직화와 제시 등이다(Jenson, 2006). 따라서 교육적 메타포
는 교육의 맥락에서 화용적인 측면 이외에 교육에 대한 새로운 이해, 해석, 방법의 개
발을 수반할 수 있다.
교육적 메타포는 대안적 교육학 탐구를 위한 재귀적 적용 가능성에서 그 본질을 찾
을 수 있다. 그것은 첫째, “분과학문이 갖는 고유한 개념체계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를 밝힐 수 있는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이 교육의 구조를 어떻게 드러내는
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결과를 교육학 탐구를 위한 교육, 즉 교육관 교육과 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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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재귀적으로 적용가능한가?”이다. 여타의 생활세계를 밝히는 학문영역과 같이
인간의 다양한 삶의 양상의 하나로서 교육을 탐구하는 교육학은 자율적 구조를 가지
는 학문이어야 한다. 대중이 삶의 과정에서 교육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과 교육학자
가 교육에 대한 관점이나 이에 대한 수준을 높여가는 것, 즉 교육학을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장상호(2000)는 진리의 발전 단계에 따른 ‘잠정적 진리’를 교육의 과정을
통해 자증하고 타증하여 다시 ‘잠정적 진리’로 인식하는 과정인 교육적 인식론을 주창
하였다. ‘교육적 메타포’는 이 과정에서 교육에 대한 이해와 수준을 높이는 의도된 의
미를 구성하는 개념체계가 될 수 있다.
Lakoff와 Johnson(1980)에 의하면, 메타포는 은유적으로 구조화된 개념체계이다. 이것
은 경험을 구조화된 전체로 조직화하는 체험적 게슈탈트(Gestalt) 형태이다. 이것은 경
험이 체화된 개념들의 연결 그물망으로 전체적인 구조를 갖는다. 체계적인 은유적 표
현은 우리의 행동과 사고를 구조화하는 체계적인 개념의 반영이다. 이러한 메타포의
속성은 교육논의에서 메타포는 ‘문자적 진리 패러다임(literal-truth paradigm)(Johnson,
1981)’을 비판하는 인식론적 근거가 된다. 교육논의에서 메타포적 언어의 수용은 메타
포를 이론의 진술어로서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교육적 이해를 제안하는 사고임을 의
미한다(Eisner, 1990; Sarup, 1991).
메타포는 인간의 내면적인 경험 속에 작용하여 개념을 재범주화하고, 경험을 구조
화하는가? 이것에 대한 해답은 메타포의 특징에서 찾을 수 있다.
Lakoff와 Johnson(1980)에 의하면 인간의 사고 과정은 은유적이다. 인간의 개념체
계는 은유적으로 구성되고 정의된다(p. 6). 은유는 어떤 것을 억압하는 한편, 다른 어
떤 측면은 부각하기도 하고, 어떤 것을 은폐하기도 한다. 메타포는 개념의 구체적인
측면들도 함의하며, 그것은 정합성이 있게 만들어진다. 은유는 행위를 재가하고 추론
을 정당화하며, 목표설정을 도와준다. 은유가 나에게 주는 의미는 부분적으로 문화적
으로 결정되고, 부분적으로 나의 과거의 경험과 연관되어 있다. (pp. 139-142)

메타포의 이러한 특징은 관습적 개념체계가 가져다주지 못하는 중요한 경험의 조직
체를 제공한다. 은유는 ‘새로운 의미(new-meaning)’와 ‘실재(realities)’를 창조한다. 상이
한 문화와 경험은 상이한 경험체계를 갖기 때문에 실재를 단지 묘사하는 방식에 머무
는 것을 넘어서서, 은유는 우리의 개념체계를 변화시켜 실재에 대한 지각과 행동방식
에 영향을 미친다(Lakoff & Johnson, 1980). 개념적 메타포는 우리가 ‘근원영역(source
domain)’인 매체어와 이것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목표영역(target domain)’
인 주제어로 이루어진다. Lakoff와 Johnson(1980)에 의하면 은유의 토대는 경험 내부의
체계적 상관물(systematic correlates)에 의해 형성된다. 은유는 우리의 경험 내부의 체계
적 상관관계에 근거를 두고 있다. 우리가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의도된 의미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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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와 매체어는 서로 정합적으로 결합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개념을 하
위 범주화(subcategorization)에 근거해서 재개념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합성
을 이루는 개념적 메타포는 하위 범주들에 의해 하나의 개념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체계를 이루는 범주들의 집합이 새로운 의미들을 창발하는 기제 역시 우리의 경험이
몸 안에서 체계를 이룬 ‘신체화된 은유’이다. 이것은 은유적 개념체계의 창출, 이해,
그리고 교육학 교육에의 재귀적 적용을 위한 메타포 역시 신체화된 은유에 근거해서
교육 주체의 변화를 유발하는 일련의 행위의 실행(practice)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교
육’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관점의 변화를 위해서는 행위와 반성적 사고의 순환에 의
한 품위의 재구조화 과정인 “교육적 실천(educational-praxis)”이 필요하다. 여기서 ‘교
육’은 교육관 수준의 상향과 대안적 교육학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 “교육관 교육과 메
타교육”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교육적 메타포의 새로운 해석과 이를 통한 새로운 의미
창출, 그리고 실재하는 교육에 대한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수반하는 ‘교육적 메타포의
교육적 적용’은 자율적인 분과학문으로서의 교육학 탐구에 있어 중요한 일이다. ‘몸과
마음’을 돌아 세우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교육적 실천을 통해 교육공동체 안에서 함께 해야 한다.

2. 교육적 메타포와 교육의 구조
‘메타포’의 본질은 한 종류의 사물을 다른 종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
이다(Lakoff & Johnson, 1980). ‘교육적 메타포’의 본질은 제1기 교육학의 관점인 ‘교육’
을 제2기 교육학의 대안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이다. ‘교육적 메타포’는 이
과정에서 ‘교육’의 개념을 의도된 의미인 “새로운 교육”의 개념으로 대체하여 교육에
대한 이해와 수준을 높이는 개념체계이다. 우리가 정의하는 교육적 메타포는 대안적
교육학에서 제시하는 고유한 개념체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거나 교육의 구조와
방법을 파악하여, 이것을 다시 재귀적으로 교육학 교육, 즉 교육관 교육과 메타교육에
적용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교육적 메타포는 우리의 교육적 경험이 몸에 무의식적으로 범주화된 다층적 개념체
계이다. 이것은 개념 간의 가족유사성, 정합성, 일관성을 준거로 하위 범주와 상관관
계를 이루는 구조화된 게슈탈트이다. 따라서 교육적 메타포는 교육의 구조적인 측면
을 드러내는 데 유용한 개념체계이다. Elliot(1984)는 교육적 메타포로 형성(생산), 준비
(도제), 입문, 안내, 성장, 해방을 제시한다. 이 개념들은 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비교를 가능하게 하며, 명명되지 않은 교육현상을 선별, 강조, 예시함으로써 주어진
논리를 활성화한다(pp. 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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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메타포는 그 사용 맥락에 따라 기능적 측면이 드러난다. 예컨대, 교육이론을
구성하고 이를 비평하는 메타포적 분석, 교육활동을 조직화하는 과정에서의 화용론적
기능, 그리고 교육을 형성하는 요소들 간의 상관관계에 따른 체계적 개념으로서 교육
의 구조를 드러내는 측면 등의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세 번째의 측
면을 Lakoff와 Johnson(1980), 장상호(2005)의 메타포적 개념체계, 그리고 다른 예시를
통해 살펴본다. 교육적 메타포가 어떻게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가? 이것이
또한 우리의 교육적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교육적 메타포가 교육에
대한 우리의 인식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가? 다음의 네 가지 그림들과 이에 대한 이
해와 해석은 이들 물음에 대한 답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Lakoff와 Johnson(1980)은 주제어와 매체어의 상호작용에 의한 의도된 의미의 창출
과정으로서 메타포적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그림 1>은 이들이 제시한 메타포적 패러
다임에 교육적 메타포를 대입하여 구성한 것이다. 교육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위해
주제어를 매체어로 대체하고 하화와 상구를 하위의 개념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그림 1> 메타포적 패러다임과 교육적 메타포의 적용 모형
(출처: Lakoff & Johnson,1980)

아래의 <그림 2>는 체험적 기반에 의한 ‘지향적 메타포(orientational metaphor)’의 예
시(Lakoff와 Johnson, 1980)를 교육관 수준을 상향하는 메타포의 체계로 재구성한 것이
다. 이것은 상구자의 교육적 과정에서 체화된 교육관의 수준을 반영하는 메타포의 제
시와 생성에 의해 교육관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실천의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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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메타포의 체험적 토대와 품위수준에 의한 메타포 모형
(출처: Lakoff & Johnson, 1980)

<그림 3>은 교육의 구조를 드러내는 교육적 메타포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를 네 가
지로 구조화하기 위해의 수학적 인지도(mental-map)(류영룡, 2009)를 변형하여 예시한
모형이다. 이것은 교육의 구조를 이루는 내생적 변인, 즉 교육의 구조적 요소(structural elements)
로 주체, 목적, 방법, 그리고 소재를 삼았고, 이들에 적합한 대응 개념(fit-mapping concepts)
을 준거로 그 하위 요소들을 재 범주화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들 준거에 복속될
가능성이 있는 교육적 메타포를 찾아서 적합한 대응 개념과의 정합성을 따져보는 방
식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교육적 메타포의 집합을 만드는 작업은 새로운 교육적 메
타포를 생성하는 토대가 된다.
교육의 구조를 이루는 요소에 적합한 대응 개념은 범주적 개념으로 그 각각에 여러
개의 하위 요소들을 재범주화할 수 있다. 연구자는 그 대응관계를 교육의 주체-교육적
인간, 교육의 목적-교육의 가치, 교육의 방법-교육적 인식, 그리고 교육의 소재-품위/메
타교육 등으로 설정하였다. 교육을 운영하는 주체는 ‘교육적 인간’이다. 이는 개인인
갑과 을이 교육적 관계를 맺고, 교육의 내재율에 맞추어 교육에 참여하는 개인이다(장
상호, 2005). ‘교육의 가치’는 인간이 자신의 품위를 검증하고 상향하기 위한 교육적
실천의 전 과정에서 발현한다. ‘교육적 인식론’은 교육주체의 상대성을 전제로 한 교
육을 통하여 진리를 잠정적으로 검증한다(장상호, 2000). 인간은 자신이 가진 현재의
‘품위’를 소재로 청학․청교하고, ‘메타교육’을 교육의 이차적 소재로 한다. 상구자는 자
신의 현품에 견주어 차상품을 가시적 목표로 삼고 상구하여 자신의 ‘품위를 재구조화’
하면서 상향한다.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하면, 교육적 실천을 통하여 교육적 메타포의
이해, 생성, 그리고 정합성의 검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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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하위범주화에 의한 교육적 메타포의 생성 모형(출처: 류영룡, 2009)

<그림 4>는 장상호(2005)가 교육의 예비적 구조로 제시한 수레바퀴 모형이다. 이것
은 교육의 구조를 드러내는 데 있어 교육의 바깥쪽과 안쪽을 구별하는 외생변인
(exogenous variables)을 상구와 하화로 하고, 그 안쪽을 이루는 내재변인(endogenous
variables)으로 여섯 가지의 대위의 개념을 삼았다. 수레바퀴 모형은 어떠한 하나의 구
조가 갖는 정합성, 대칭성, 상대성, 주기성, 역동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상적 구조를
갖고 있는 적합한 모형이다. 교육의 예비적 구조인 수레바퀴 모형은 요소의 정합성,
관계의 상대성을 갖추면서 개념들이 하나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상구교육과 하
화교육이 서로 조응하여 다시 순환하는 주기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모형은 요소들이
서로를 견인하고 있어 응집성이 강한 교육적 메타포이다. 이러한 수레바퀴 모형의 특
성은 이 관계의 개념들이 교육활동에서 내재율로서 발현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레
바퀴 모형은 교육적 메타포의 ‘총체적 개념(holistic concept)’으로 순환적인 협동교육을
통하여 교육 주체의 품위 변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의
내재율을 함축하고 있다.
이들 관계의 개념이 어떻게 내재율로 작동하는가? 수레바퀴 모형에서 하화와 상구
의 하위 범주들은 교육활동이 전진하는 것을 형상화한 ‘상구-화화의 기준선(↑)’으로
각각 상의관계(相依關係)를 이루는 협동교육의 요소를 의미한다. 대각선으로 행위의
동기(이타-자리), 변형의 방향(보수-혁신), 품차의 양해(존우-존현), 단계의 배열(역차-순
차), 협동활동의 형식(원조-자조), 품차의 입증(타증-자증) 등의 대위관계(對位關係)는
상구교육과 하화교육의 결합되는 관계를 나타낸다. 상의관계와 대위관계의 조응에 의
해 모형을 이루는 요소들이 기능적으로 발현되는 것이 협동교육 활동의 내재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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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교육의 구조-수레바퀴 모형(출처: 장상호, 2009a)

Ⅲ. 교육적 메타포의 재해석
지금까지 교육적 메타포의 모형들을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적 메타포의 재해석과 새
로운 메타포의 생성은 교육의 구조를 드러내고 교육관 수준을 높이는 데 충분히 기여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메타포는 개인의 경험을 전체로 조직화하는 체험적
인 게슈탈트의 형태로서 우리의 행동과 사고를 구조화한다. 교육적 메타포는 우리의 교
육적 경험이 마음과 몸에 의식적․무의식적으로 범주화된 다층적 개념체계로서 상구자
의 고유한 교육의 개념체계를 명확화하거나 교육의 구조를 이루는 요소와 이들의 작동
기제를 파악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하면, 교육 메타포를 수집하고 재
해석하는 근거는 새로운 교육논의의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이고 체험적인 메타포의 생
성, 네 가지 모형에 비추어본 교육적 메타포의 활용 가능성, 그리고 교육학 탐구라는
교육적 실천을 위한 공동체 건설에의 기여 등이다. 교육의 주체, 교육의 목적, 교육의
방법, 그리고 교육의 소재에 대응하는 개념인 교육적 인간, 교육의 가치, 교육적 인식론,
그리고 품위/메타교육이라는 네 가지 준거와 수레바퀴 모형의 내재율에의 부합하는 교
육적 메타포를 주제문장으로 재구성하였다. 이들 주제문장은 “1. 빛을 보고 돌아와서 전
하다.”, “2. 낡은 생각의 틀을 깨고 새로운 세계를 보다.”, “3. 교육적 메타포로 품위를
변혁하다.”, “4. 메타교육으로 교육공동체를 건설하다.” 등이다. 각 절에서 교육적 메타
포들이 함의하는 바를 네 가지 범주적 준거와 내재율로 비교하여 그 대응관계를 각 절
의 본문에서 〔 〕안에 표기하였다. 교육적 메타포를 소재로 교육학을 탐구하는 교육은
결국 상구자의 품위의 재구조화를 통한 패러다임 변혁을 위한 교육적 실천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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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빛을 보고 돌아와서 전하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Platon, /2009; Nettleship, 1925/2010)의 개요는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나아갔다가 다시 동굴로 돌아와서 자신이 보았던 “그 빛”을 “어둠의 자식
들”에게 전하여 “빛의 자식들”(고린도전서 2,9; 고린도후서 6,14; 베드로전서 2,9; 요한
1,5; 3,19-20; 8, 12; 12, 35-36)로 거듭나게 한다는 것이다〔교육의 이미지, 이타-자리〕. 여
기에서 “빛”은 진리로서 “하나님의 빛”(다니엘, 2, 22; 요한, 1,1-3, 12,35-36; 요한일서 1,6;
2,9-10)이다. 석가는 어둠〔無明〕에서 벗어나 빛〔光明〕의 세계로 아나가는 것이 일체
생명의 실상(實相), 즉 자신의 품위를 깨뜨릴 때에만 볼 수 있는 신세계이고 해달의 경지
에 이르는 것이라고 설법하였다(청화선사, 1989/1993)〔교육의 가치, 보수-혁신〕.
교육이란 장님의 눈에 시각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눈이 빛을 향하도록 해주는 것과
같은 일이다. 그것은 몸 전체를 돌려놓아야만 가능한 그런 일이다(Nettleship, 1925/2010).
이것은 교육은 선전이나 교화가 아니라, 교육은 진리를 향한 인식의 변혁이다〔교육적
인식, 타증-자증〕. “그 빛”을 보고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몸에 일어난 인식에 대한 질
적 변화에 다행스럽게 여기는 한편 아직도 동굴 속에 있는 친구들을 가엽게 생각하여
다시 돌아와 다시 하화하려고 한다(Platon, /2009)〔품위 수준, 역차-순차〕.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비웃으며 협조하는 대신에 심지어 죽이려한다(Nettleship, 1925/2010). 그래도
죽음을 무릅쓰고 돌아가서 가르치려 한다〔교육적 인간, 존우-존현〕. 이렇듯 “빛의 메
타포”에 나타난 교육의 이미지는 진리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패러다임을 변혁하기 위
한 “몸의 돌려놓음”을 통해 인식 수준의 비약을 이룬 선진이 후진에 대한 동정심으로
고통과 인내를 감당하며 하화하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2. “낡은 생각의 틀을 깨고 새로운 세계를 보다.”
장자의 추수편에는 “우물 안 개구리(井底之蛙)”와 “무너진 우물 안의 개구리(埳井
之蛙)”의 메타포가 있다.
우물 안의 개구리에게 이라는 공간의 구속으로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름 벌레에게 얼음에 관한 이야기를 해도 알지 못하는 것은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홀로 무너진 우물 안의 개구리 얘기를 듣
지 못하였소? … 무너진 우물 안의 개구리는 그 얘기를 듣고 나자 소스라치게 놀라서
멍하니 스스로를 잃었소.〔井蛙不可以語於海者, 拘於虛也. 夏蟲不可以語於冰者 篤於
時也. 子獨不聞夫埳井之蛙乎? … 適適然驚, 規規然自失也.〕(莊子, 秋水 編, /2010,
pp. 393-415)

161

162

교육원리연구, 19(2)

김학주(2010)에 의하면, 이러한 메타포들은 눈앞의 대상에 집착하는 감각적 인식의
잘못을 깨우치고 있으며, 제한된 자기 주위의 일 밖에 모르고 일시적인 이익이나 취
하는 지혜가 모자라는 사람이 많음을 의미하고 있다(pp. 394-415)〔패러다임의 인식,
자리-이타, 존우-존현〕.
한편, 니체는 산에서 10년 동안의 산 공부 후에 하산하여 짜라투스트라를 내세워
자신이 깨달은 결과를 대중에게 다음과 같은 메타포들로 설파한다.
나는 그대들에게 초인을 가르치노라. 초인은 바다이다. 초인은 대지의 의미이다. 인
간은 짐승과 초인 사이에 놓인 밧줄이다. 인간이란 초극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나는
번개의 예언자이며, 먹구름으로부터 떨어져 내리는 무거운 빗방울이다. 초인에 대한
전망과 함께 두려움으로 나타난 것이 영겁회귀(ewige Wiederkehr)이다. (강대석, 1997,
p. 366 ; Nietzsche, 1887, /1989, pp. 13-20)

여기서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세계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권력의지’를 실현해가
는 현세 중심의 인간이며, ‘대지’는 현실세계의 상징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초인은 무
한한 변화를 기초로 하는 권력의지로 ‘변화의 무죄’를 실현하는 인간이다. “진리는 없
다. 모든 것은 허용된다. 영겁회귀는 초인이 제시하는 새로운 사상, 번갯불처럼 비치
고 지나간 사상이다(강대석, 1997, p. 371).” 모든 것은 변화한다〔패러다임의 변혁, 보
수-혁신〕. 교육의 주체인 인간이 현실 세계의 속박과 자신의 의지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구속되는 것은 새로운 가치와 이상을 실현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정저지와”, “함정지와”, 그리고 “초인” 메타포가 주는 의미는 인간의 현실적 제약
을 통해 나타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롭고 넓은 세계의 자각을 통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낡은 인식론으로 세계를 올바르게 조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자
와 니체는 대중들로 하여금 변화를 이루어 현실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을 통해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 교육적 메타포를 통해 하화하고 있는 것이다. “낡은 생각의 틀을
깨고 나와야만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다.”

3. “교육적 메타포로 품위를 변혁하다.”
비유로 가르친 이유에 대한 제자의 물음에 예수는 “제자들은 하늘나라의 신비를 알
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마음이 무디고 귀를 막고 눈을
감은 탓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서서 나에게 고침을 받기를 진정으로 원하였기
때문이다(마태 10, 10-15)”라고 대답하였다〔품위의 수준, 보수-혁신, 타증-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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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모니는 제자의 근기(根機)에 따라 서로 다른 내용의 가르침을 주기 위해 “대기설
법(對機說法)”을 사용하였고, 공자는 같은 질문에 대해서도 제자에 따라 다른 해답을 주
는 “수인이교(隨人異敎) 혹은 인재시교(因材施敎)”를 사용하였다(장상호 1997, p. 366)
〔품위의 재구조화, 역차-순차, 존우-존현〕. 이것들은 상구자의 품위 수준에 따르고,
어떠한 문제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추어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증하약(對症下藥)”인 것이
다. 어떻게 변화해가는 상구자의 품위 수준에 맞추어 하화를 할 것인가? 이들 메타포가
주는 교육적 의미는 체험의 재구조화에 의한 품위의 상향이다. 이들 메타포가 지니는
함의는 순차적인 상구 유도, 품차의 양해를 위한 존우, 심열성복(心悅誠服)에 의한 자증
등이다. “품위 수준에 맞는 교육적 메타포는 상구자의 마음과 몸을 돌아서게 한다.”

4. “메타교육으로 교육공동체를 건설하다.”
메타교육은 교육을 교육하는 것이다. 메타교육은 개체가 일생동안 자율적인 교육
주체로서 교육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과정이다(장상호, 2009a). 4대 스승들은
메타교육을 하화하였다. 그들은 낮은 수준의 품위를 가진 제자의 하화교육에서 적절
한 메타포로 언급하였다. 이러한 메타포에는 상구를 전제로 하는 하화교육을 일컫는
석가의 “줄탁동시(啐啄同時)(잡 1,275)”, 소크라테스의 “어른 앞에 선 어린 아이(Platon,
/1965)”, 예수의 “사람을 낚는 어부 (마태 4,18-19; 마가 1,16-17)”〔교육의 가치, 존우존현, 역차-순차〕등이 있다(장상호 2009a, pp. 336-366). 메타교육 방법에 관한 메타포를
생성할 수 있는 것에는 학문의 상구의 방법에 관한 퇴계의 자성록(自省錄), 언행
록(言行錄), 성학십도(聖學十圖)의 “경재잠(敬齋箴)과 숙흥야매잠(夙興夜寐箴)(이황,
/2013)”, 상구의 자세를 하화한 율곡의 격몽요결의 “입지(立志), 낡은 습관을 고침(革
舊習), 배우는 자세(持身), 배움의 방법(讀書)(이이, /2012)”, 그리고 다산의 강진 강학과
제자교학을 위한 “단계별, 전공별, 맞춤형, 실전형, 토론형, 집체형의 여섯 가지 교육
방침(정민, 2011)”〔교육의 방법, 자증-타증, 원조-자조〕등이 있다.
인간의 본성이 교육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제시한 메타포들에는 논어의
“학이시습지 불역열호(學而時習之 不亦說乎)(공자, /1983)”, “부처는 스스로 깨닫고 남도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自覺覺他〕(석가, /1993).”, 그리고 스승과 제자 사이의 교육적
열정을 묘사한 소크라테스의 “아직은 덕이 모자라는 사람을 보다 덕 있는 사람으로
만들 목적으로 유익한 사람들이 느끼는 사랑(장상호, 2009a)”〔교육적 인간, 이타-자
리, 원조-자조〕등이 있다. 교육적 메타포는 인간이 결국 “교육 안에서만” 품위의 증
득과 자증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적 메
타포에는 상구의 하화뿐만 아니라 하화의 상구 필요성도 함축되어 있다. 4대 스승들
은 메타교육을 통해 겹제자를 양성하였다. 그들은 결국 메타교육을 통한 겹제자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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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와 교육공동체의 건설을 통해 자신들의 교육적 이상이 시공간을 넘어 실현될 수 있
음 간파하였던 것이다. 그들의 제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정에서, 거리에서 소수인
몇 명이 모인 자리에서도 자신들의 교육공동체의 이상은 실현하고 있다.

Ⅳ. 교육 메타포의 교육학 탐구에 대한 적용
1. ‘제1기 현전의 교육학’과 ‘제2기 대안적 교육학’의 비교
교육학을 ‘제1기 현전의 교육학’과 ‘제2기 대안적 교육학’으로 경계를 획정하는 것
은 “학교태가 곧 교육이라는 개념의 오류(장상호, 2009b)”, “외래학문과 외국 학자에
대한 이중종속(이용남, 2004)”, “하늘아래의 모든 학문이 교육학(Walton, 1974)”이라는
교육학의 치명적 오점으로 인한 교육학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1기 현전의 교육학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인식론적 단절의 불가피한 선택이다.
‘제 1기 현전의 교육학’의 특성을 ‘구조 없는 잡동사니’, ‘사람 만들기로서의 교육’, ‘교
육받은(education) 인간’, ‘어둠의 자식들’ 등의 메타포로서 설명할 수 있다. 학문의 성립 조
건은 ‘고유한 개념체계’, ‘독자적인 방법론’, 그리고 이에 따라 실천하는 ‘학문공동체’ 등이
다(장상호, 2009b). 그러나 현전의 교육학은 ‘학문의 통속성’, ‘타학문의 응용’, ‘외래이론에
의 종속’, ‘현실문제 해결위주’, 교육개념의 부재’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이용남, 2004).
사범대학생 교육을 위한 교양과목으로 타학문의 이론적 차용이 ‘교육의 기초(foundation
of education)’로 둔갑하고 교육학의 하위전공영역으로 굳어지게 되었다(Borman, 1990;
Hirst, 1983; Ornstein, 1977). 이러한 교육학의 태생적 한계와 기형적 발달은 교육학을
청체불명의 ‘구조 없는 잡동사니’로 전락하였다. 교육 개념의 부재로 인하여 교육이
곧 ‘사람 만들기로서의 교육’이 되었는바, 이것은 성년식(Peters, 1966), 의식화(Freirre,
1970), 조작적 조건화(Skinner, 1974), 인간행동의 계획적 변화(정범모, 1968), 자아실현
(Rogers, 1983), 행동양식의 내면화를 통한 사회적 존재의 형성(Durkheim, 1925) 등의
개념으로 예증할 수 있다(이용남, 2004, pp. 263-265). 이러한 개념에 의해 형성된 인간
은 다름 아닌 ‘교육받은(educated) 인간’이다. 이들은 곧 자신들이 처한 사회에서 자신
과 사회의 변혁의 주체가 아닌 ‘구조에 적응하는 희망이 없는 인간’으로 살아가게 된
다. 희망이란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으로, 본래 없던 길이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걸어가
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魯迅, /2009). 이미 수많은 사람이 지
나간 그 길로만 모두가 지나가게 한다면 각자가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될 것인가? 아닐
것이다. 어떤 이들은 희망이 없는 ‘어둠의 자식들’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 인간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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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새로운 희망을 안고 실현할 수 있다. 교육은 인간에게 늘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선택하게 한다.”
한편, ‘제2기 대안적 교육학’은 ‘학문의 구조 갖춤’, ‘교육을 탐구’, ‘교육하는(educating)
인간’, ‘빛의 자식들’, ‘빛을 보고 전하는 사람’ 등의 메타포로 특징지을 수 있다. 제2기
대안적 교육학은 “교육의 예비적 구조인 수레바퀴 모형”의 제시와 정합성의 탐구를
통하여 분과학문의 성립 조건 가운데 하나인 고유한 개념체계를 확보하고 있다. 분과
학문의 독자적인 방법론으로는 ‘상구교육에 의한 자증’과 ‘하화교육에 의한 타증’이라
는 “교육적 인식론”을 제안하고 있다(장상호, 2000). 그리고 이에 따라 실천하는 학문
공동체인 한국교육원리학회를 설립하여 30년 동안 교육원리를 탐구해오고 있다.
이렇듯, 제2기 대안적 교육학은 교육 안에서 교육의 문제와 교육학의 문제를 드러
내어 해체하고, 새로운 대안적 관점의 제시를 통하여 관습적 패러다임의 해체를 시도
하고 있다. 이것은 곧 교육에 대한 진지한 탐구보다 교육의 현실문제와 교육 외적의
문제를 교육의 문제로 돌리고 타학문의 응용으로 해결하려는 경향과 교육이 가져오는
결과의 다양성에 기대어 교육의 문제를 은폐하고 호도하는 기능주의적 낙관론에 대한
도전이다. ‘교육하는(educating) 인간’은 삶의 양상으로서의 교육을 외면하지 않고 ‘교
육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실현하는 주체적인 인간이다. 이러한 인간은 곧 어떠한 이
데올로기에 의해 사로잡혀 우물 안에서 바라보는 세상을 전부로 인식하는 ‘정저지와
(井底之蛙)’ 의 우(愚)를 범하지 않는다. 교육하는 인간은 ‘새 하늘’에서 ‘새 땅’에 드
리워지는 빛을 온 몸으로 안고서는 ‘빛의 자식들’인 것이다. 이들은 다시 자신들의 문
제를 교육공동체의 건설을 통하여 ‘빛을 보고 서로 전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제1기, 제2기 교육학을 학문의 자율성에 비추어 교육적 메타포로 경계를
획정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메타포로서 제1기, 제2기 교육학을 품위의 수준, 지향적
인간, 분과 학문의 구조, 그리고 학문적 풍토의 네 범주로 나누어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제1기 교육학과 제2기 교육학의 비교
구분

제 1기교육학

제 2기 교육학

품위의 수준

어둠의 자식들

빛의 자식들

지향적 인간

교육받은 인간

교육하는 인간

학문의 구조

구조 없는 잡동사니

예비적 구조를 갖춤

학문적 풍토

사람 만들기의 교육

교육이란 무엇인가? 탐구

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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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적 메타포의 교육학 탐구에 대한 적용 가능성
교육적 메타포를 교육학 탐구에 적용한다는 것은 자율적인 분과학문으로서의 교육
학 탐구에 있어 ‘교육’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관점의 변화를 위한 교육적 실천이다.
이것은 교육적 메타포가 수반하는 은유적 개념체계의 창출과 이해, 그리고 신체화한
은유에 기반을 둔 “교육관 교육과 메타교육”을 통하여 교육 주체의 교육에 대한 인식
과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육적 메타포의 교육학 탐구에
대한 재귀적 적용의 필요성과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실적 요구이다. 연구자
가 C대학의 교육학과에 개설된 강좌를 수강한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적 메타
포를 통한 교육관 수준에 대한 사전 예비조사 결과 교육학과 대학원들의 교육관 수준
이 타 학과 학생들의 교육관 수준에 비해 놀랍게도 더 높지 않거나 오히려 그 이하였
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학 전공생들의 교육관의 부재는 심각한 결과를 낳는다. 교육
이 무엇인지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보지도 안은 채 자신이 배운 교육○○를 그저 앵
무새처럼 따라 배우고 자신이 마치 교육학자 내지는 교육전문가로 행세할 것이다.
둘째, 교육이나 교육학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혁과 혁명적 변화의 기대에 대한 우려
이다. 예수의 비유적 언어사용, 석가의 대기설법, 공자의 수인이교 등은 아직 패러다
임을 변혁하지 않은 상구자의 품위수준을 고려한 교육적 처방이다.
셋째, 교육적 메타포를 이해와 재해석을 통한 새로운 메타포의 생성을 위한 교육활
동은 교육에 대한 이미지의 단순한 누적이 아닌 체험의 반영을 통한 구조로서의 교육
의 이미지를 탐색하는 데 기여한다.
넷째, 교육적 메타포의 교육학 탐구에의 재귀적 적용은 교육적 메타포에 대한 수집,
새로운 교육적 메타포의 생성과 제시, 교육적 메타포의 이해와 재해석, 교육에 대한
새로운 개념창출,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 변혁, 품위의 재구조화 등의 순환적 교육활동
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인식주체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의 내재율
에 따라 잠정적 진리를 검증하는 교육적 인식론, 교육관이 소재가 되는 교육관 교육,
그리고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을 교육 안에서 해결하는 메타교육(장상호, 2000, 2009a,
2009b)”의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적 메타포의 이해, 해석, 그리고 새로운 메타포적 개념의 창출 과정에서 교육관
교육을 하는 이유는 ‘교육=학교’라는 범주착오와 논점이탈을 수정하기 위해서이다. 교
육현상을 다른 현상으로 보고도 교육현상을 이해한 것처럼 착각하는 기이한 현상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이용남, 2004). 여기서 교육관 교육은 새로운 인식론의 이론적
기초 위에서 교육관의 수준을 상향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메타교육은 개
인적 품위의 재구조화와 이의 실천을 의미한다. 교육 주체는 메타교육을 통하여 겹제
자를 확보하고, 이들은 다시 협동교육을 통하여 교육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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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교육학의 탐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교육관 교육은 메타교육의 전단계
로서 교육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학자가 자신의 교육관을 쇄신하고 체계적인 생각으로
가꾸는 것이다. 그릇된 교육관으로는 양태와 양상을 혼동하는 학교제도로서의 교육관
인 제도적 교육관, 용병학문의 교육관, 기능주의적 교육관, 이현령비현령 교육관 등이
있다. 교육관 교육은 이러한 교육관에 녹아 있는 이론과 실천에 있어서의 허점을 시
정한다.(장상호, 2009a, p. 376, pp. 508-509). 메타교육은 수도계의 품위와 교육을 소재
로 하는 교육으로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을 교육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다. 교육발전의
자율적 메카니즘이 메타교육이다(장상호, 2009b, pp. 315-341). 교육의 주체는 메타교육
을 통해 교육의 내재율을 따라 교육의 내재적 가치를 깨닫게 하는 교육을 하게 된다.
또한 메타교육은 상구 능력과 더불어 하화 능력까지 갖춘 겹제자를 길러 교육공동체
의 건설에 기여한다.

<그림 5> 교육적 메타포의 교육학 탐구에 대한 적용 과정

<그림 5>는 교육적 메타포의 교육학 탐구에 대한 적용 과정을 순서도로 나타낸 것
이다. 이것은 교육 메타포를 교육학 탐구에 적용 한다는 것은 ‘교육 메타포의 생성과
제시/이해/재해석’ → ‘메타포적 개념화’ → ‘의미의 그물망 만들기’ → ‘새로운 개념체
계의 구조화’ → ‘교육학 교육에서 다시 검증’ 등의 단계적 순서에 따라 품위의 수준
을 상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메타포 해석하기, 새로운 메타포
생성하기와 공유하기, 그리고 메타포로서의 체험의 구조화를 통하여 교육에 대한 상
호주관성의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적 메타포를 교
육학 탐구에 적용하여 새로운 메타포를 창출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교육적 메타포를 제시하고, 여기에 함의된 교육적 이미지의 단서 포착한다. 둘째, 교
육적 메타포의 유추하고, 이를 해석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한다. 셋째, 상구자들의
이미지를 종합하여 새로운 개념을 생성한다. 넷째, 새롭게 생성된 교육의 이미지가 교
육의 구조와 교육의 내재율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자증과 타증을 통하여 검증한다. 여
기서 품위의 차이에 따라 검증 과정에서의 이해(comprehension)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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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설득과 설복의 과정이 필요하다. 교육적 시숙을 고려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상
황에서 교육의 내재율이 잘 지켜진다면, 자증과 타증을 통하여 품위의 증득이 이루어
질 것이다. 교육적 메타포를 일차적 소재로 하여 교육관 교육, 교육적 인식론, 그리고
메타교육의 교육은 교육적 관계의 양태에 따른 교육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대안적
교육학 건설의 필요충분조건이다.

Ⅴ. 결론
교육적 메타포가 지니는 특성에 비추어 교육에 대한 탐구를 진행한다는 것은 교육
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이를 토대로 한 교육관 수준의 제고, 그리고 이러한 교육적
과정을 통해 맺어지는 일단의 교육공동체의 조직을 의미한다. 메타포는 은유적으로
구조화된 개념체계로서 개인의 경험을 전체로 조직화하는 체험적 게슈탈트 형태이다.
이것은 우리의 행동과 사고를 구조화한다. 교육적 메타포는 우리의 교육적 경험이 마
음과 몸에 의식적․무의식적으로 범주화된 다층적 개념체계이다. 이것은 고유한 교육
의 개념체계를 명확화하거나 교육의 구조를 이루는 요소와 이들의 작동기제를 파악하
는 데 기여한다. 교육적 메타포의 재해석과 해체를 통한 교육의 개념을 재 범주화하
는 것은 교육학 탐구에 있어 그 과정과 결과를 재귀적으로 적용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교육에 관련된 동서양의 메타포를 찾아 대안적 교육학
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이를 교육학 탐구에 재귀적으로 적용 가능한가에 대하여 살
펴보았다. “교육공동체”를 통하여 교육적 메타포를 수집하고, 이해하고, 재해석하는 작
업은 우리에게 내재된 교육에 대한 다층적 개념체계의 분석하여 잘못된 교육의 이미
지를 해체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그리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적 메타포의 교육학 탐구
에 대한 재귀적 적용은 아직 “낡은 사고의 틀”에 얽매어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속
에 갇힌 대중들의 “마음과 몸을 돌아서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다름 아닌 상구자의 교
육적 체험의 재구조화를 통해 인식과 실천의 패러다임을 변혁하는 순환적 과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적 메타포의 교육학 탐구를 위한 교육에의 적용 가능성을 위한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교육적 메타포는 교육의 개념체계 창출에 있어
서 상구자의 교육적 체험을 반영하기 때문에 교육의 새로운 이미지를 갖게 한다. 교
육공동체에서 교육적 메타포의 조합을 통한 교육의 개념체계의 구조화는 교육의 내재
율을 기능적으로 발현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새로운 교육”의 구조를 선전이
나 교화가 아닌 교육적 실천을 통하여 증득해갈 수 있다. 둘째, 교육적 메타포로 교육
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작업은 상구자의 교육관 수준을 높이고 교육의 구조를 이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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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를 탐색하는 데 기여한다. 교육의 구조 파악하기 위해 생성한 모형의 적합성 여
부를 교육공동체의 메타교육을 통해 객관화해가기 때문이다. 셋째, 교육적 메타포에
의한 새로운 교육학적 개념체계는 교육학 탐구에 재귀적으로 대입하여 검증 가능하
다. 새롭게 생성된 모형의 검증은 교육의 예비적 구조인 수레바퀴 모형에 재귀적으로
대입하여 구조적 모형이 갖는 정합성, 상대성, 주기성, 역동성에 모순되는가를 따져보
는 방식이다. 이의 과정은 <그림 5>에서 순서도로 제시하였다. 넷째, 메타포를 이용한
새로운 교육적 논의로서 현전 교육학의 접근방법과 대안적 교육학의 접근방법을 품위
의 수준, 지향적 인간, 분과 학문의 구조, 그리고 학문적 풍토 등의 범주로 비교한 결
과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시간은 진리의 편이다(장상호, 2011)”라는 말을 믿고, “구조 없는 잡동사니”의 교육
학이 붕괴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때를 기다릴 것인가? 제1기 교육학자들은 침
묵하고 대응하지 않으며 ‘이중종속 교육이론’에 기대어 기득권적인 현실에 안주할 것
이고, 그들 또한 겹제자를 양성하고 있다. 대안적 교육학의 학문적 체계를 구축하는
이론적 성숙과 더불어 이를 널리 전파하는 겹제자 양성의 중요성은 예수의 “땅 끝까
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사도행전, 1,8)”는 교육적 메타포가 웅변하고 있다. 교육
적 메타포의 교육학 탐구에의 적용은 새로운 교육학 건설에 동참하고, 이를 전파하는
겹제자를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운동인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운동의 필요성과
그 실천 가능성을 교육적 메타포가 교육학 탐구, 즉 “교육이란 무엇인가?”를 밝히는
교육의 소재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것은 교육관 교육과 메타교육이라는 교육적 실천
을 통하여 구체화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려고 하였다. 제2기 대안적 교육학의 발전
에는 교육공동체의 건설이 필요충분조건이고, 그 성원은 교조나 교화가 아닌 품의의
증득에 의해 자임과 헌신을 각오하는 학자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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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rticle examined a plan for educational praxis applying to educoly. To achieve this,
the co-authors reinterpreted Eastern and Western ‘educational metaphors’ from the perspective
of alternative education. Educoly is recurrent activity to make a paradigm shift of cognition and
praxis, and this is conducted by restructuring process of ascending educator's educational transtalent.
The activity is available through pedagogy of educational view and meta-education, and it
produces practical results in making disciples who transmit “light” to achieve self-upwardness
of transtalent. The study showed a practical possibility that educational metaphors bring from
four perspectives, that is, the conceptual system of education, the generating of new conceptual
system,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o educoly and the new approach of educational discourse.
Educational metaphors applied to educology is a new movement to change educators who
are silent about alternative education and resistant to the 2nd generation's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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