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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적 시간규율의 도입과정과 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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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이 연구는 서구사회에서 근대적 시간이 등장․확산되는 과정과 우리사회로의 유입과정을 분석
하고 있다. 특히 근대적 시간이 근대학교에 어떤 영향을 주고, 학교의 시간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살펴보았다. 서구사회의 논의와 근대적 시간이 도입되는 근대계몽기를 연구범위로 하여 시간규율
의 도입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주의는 근대의 시간을 시간엄수와 정확성
에 기반을 둔 규칙적 시간으로 규정하였다. 새로운 시간관념은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사
회를 재조직해야 했으며, 새로운 시간관념을 내면화한 근대 주체를 양성해야 했다. 이 시기에 주목
받게 된 근대의 학교에는 산업주의의 시간 논리가 기획․내포되어 있다. 이제 학교는 아동을 규율
시간의 새로운 세계로 입문시키는 역할을 근대사회로부터 부여받게 된다. 산업주의의 확장으로 시
간에 대한 정밀한 분할이 이루어지고, 학교의 시간도 시간표에 따라 선분화되고 연령과 학년으로
의 분할이 점점 더 세밀해진다. 잘게 나누어진 시간과 시간표, 그에 터해 외부에서 주어지는 시간
규율은 정확한 시간엄수가 필요한 근대인의 양성에 필수적이었다. 시간규율은 학교 안과 밖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며 지극히 필요한 것이 되었다. 근대적 시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근대인은 태
어났다기보다는 시간규율을 체화․내면화하는 과정과 시간 속에 존재해왔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근대적 시간 , 시계시간 , 시간엄수 , 시간규율 , 근대교육

Ⅰ. 문제제기
근대학교에는 근대사회의 논리들, 근대성(modernity)이 기획․구현되어 있다. 근대성은 사회적 삶
의 독특한 형태로서 근대사회의 특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17 세기 이후 서구사회를 풍미하고 20세
기의 진입과 함께 전 지구적으로 확산된 생활양식을 의미한다. 버만(Berman)은 모더니티를 ‘특정한
시․공간 경험의 양식’이라고 정의했다. 모든 계몽주의 프로젝트는 시간과 공간이 무엇이며 그것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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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배열이 왜 중요한지에 관해 상대적으로 통일된 상식을 공유하고 있다. 계몽은 근대 기획의
필수요소였으며, 근대의 기획은 공간정복과 합리적 배열/배치로 드러난다(Harvey, 1994). 이성과 과학
기술의 발달은 인간에게 공간확장과 함께 공간압축을 가져다 주었으며, 시계장치의 보급과 표준시간
의 도입은 미래에 대한 통제가능성을 높여주었다. 시간과 공간은 인간의 기본범주로 근대사회를 이
전사회와 다르게 규정짓는 근대적 경험의 양식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전근대와 다른 근대의 특징을

‘시․공간의 압축(compression)’ 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시․공간의 압축은 근대인의 삶과 생활방식을
새롭게 재편했으며, 근대사회는 그 유지․존속과 발전을 위해 개인을 일상적 수준에서 근대 주체로
양성하는 과정을 고안해왔다. 특히 그 새롭고도 중요한 역할, 근대인의 사회화를 담당하는 필수 기능
을 부여받은 곳이 근대학교였다.
이 연구에서는 시간이 근대사회를 어떻게 바꾸고 규명했으며, 근대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살피고자 한다. 특히 학교에서의 시간의 의미는 무엇이며, 학교 밖의 근대적 시간관념이 학교 안의
시간과 시간배치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작동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
해 근대적 시간이 도입되던 시기, 근대적 학교가 등장하던 시기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시간규율의
도입과정과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일차 자료로 당시의 신문과 잡지를, 이차 자료로 교육학계와 사회
학계의 연구 성과를 활용하는 접근방법을 취하였다.
여기서 시간규율이라 함은 시간이 우리의 일상적 행위를 지배하고 나아가 인식까지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회적 힘을 의미한다. 근대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시간에 의해 전에 없
던 육체적 취향, 특징, 능력들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인간형으로 바뀌어간다. 근대적 시간관념은 특
정한 방식으로 특정한 공간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학교규율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오성철(2001)은 학교규율을 ‘학교교육에서 학생의 몸과 행동에 대해 가해지는 일련의 의도적․체계적
인 규제와 훈련’ 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근대사회의 여러 공간, 특히 근대학교에서 작용했던
사회적․교육적 힘, 규제와 훈련, 감시를 뜻하는 것으로 근대사회가 양성하고자 했던 인간형과 관련
지어 사용했다. 규제와 훈련, 감시는 개인이 스스로의 감시자가 될 정도로 ‘ 내면화’의 과정을 가져온
다. ‘ 규제․훈련․감시의 내면화’, 그 핵심에 규율이 있다.
그동안 사회학계와 역사학계에서 근대적 시간의 의미에 대한 논의들이 있어왔고( 이진경, 1997a;
정근식, 2000; 정상우, 2000), 교육학계에서도 시간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양미경, 1998;
최성욱, 2006b).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교육에서의 시간에 대한 철학적․개념학적 논의이거나 사회
사적 논의였다. 이에 이 연구는 서구근대와 근대적 시간에 대한 다방면의 축적된 연구결과물과 논의
를 바탕으로 하여 교육(학)적 의미를 접목시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근대에 대한 다
양한 사료를 일차자료로 활용하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교육은 인간의 변화, 특히 인간성의 진보를 추구하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의 과정이다. 변화
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교육은 기본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전제로 한다. 시간을 교육학적으로 분석하
고 논의하는 일은 인간의 시간관념과 시간경험의 방식,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등에 대한 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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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어떻게 시간을 개념화하는 것이 교육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보다 적절한 방식인지를 탐구하는
일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이 연구는 서구의 근대적 시간이 등
장․확산된 과정과 우리사회의 유입과정을 분석하고, 근대적 시간의 의미, 특히 학교에서의 시간의
의미와 역할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학교의 시간을 모색하
는데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Ⅱ. 근대적 시간관념의 등장
근대가 시작될 무렵의 상황을 상상하기 위한 개념 축으로서의 시간은 우리의 생활을 측정하고 구
획하기 위한 것이다. 시간이라는 범주의 바탕에는 사회생활의 리듬이 존재하며, 시간은 단순한 사건
의 순서가 아니라 일상생활의 지속, 제도의 지속으로 설명되는 것으로 역사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근
대이전의 시간과 근대의 시간은 분명히 다른 것으로 가정된다. 이 이유는 근대이전의 비체계적이며
비표준화된 자연적인 시간이 과학적인 시계시간으로 표준화된 것에서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는 근
대적 시간관념이 무엇이며, 어떻게 등장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1. 근대의 표상: 시계
자연에 대한 인간의 제작이 본격화되는 17 세기, 자동기계인 시계의 출현은 근대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이자 우리 삶의 리듬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시계가 확산되면서 생긴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사
람들이 시간에 맞추어 생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근대이전의 시계는 사람들의 삶의 리듬을 규정하
지 못했다. 사람들은 자연의 순환리듬에 맞추어 생활했다. 따라서 시계는 근대의 정신과 경험을 가장
잘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근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질을 밝혀낼 수 있는 발
명품이다.
시계장치로 시간을 기록하는 것은 사상과 행동에 대한 의미에 있어서 대단히 총체적이었다.
…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를 통해 단선적으로 연결되는 과거와 미래 개념은 모든 방식의 과학
적․역사적 개념들을 번성하게 하였다. 그러한 시간적 도식 위에서 회상과 예언을 대칭적 명제
로 보는 것과 미래의 통제가능성에 대한 강력한 정식화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시간척도는 시간
을 보는 방식으로서 시계장치를 도입했던 바로 그때 이미 암시되어 있었다(Harvey, 1994: 295).
과거-현재-미래가 가지는 동질적이고 보편적인 시간개념은 이윤율이나 이자율, 시간당 임금, 기타
자본주의적 의사결정에 있어 핵심적인 양적 개념들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 미래의 통제가능성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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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의 삶과 생활양식 전반을 규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전통적 순환시간에는 미래가 없다. 조상이
만든 가치체계를 흠내지 않고 보존하는 것으로 공동체가 유지되었고 고대로부터 중세까지 이어졌다.
사실, 미래에 대한 시간은 관념적 시간이다. 관념적 시간은 시계적 시간의 등장으로 구체화되어 일상
속에 뿌리내리게 되었다. 지금도 전 세계의 시간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1884 년부터 세계표준시
로 통일되어 있다. 세계시간을 최초로 수립한 것은 정부가 아니라 철도회사들이었다. 물론 과학적 관
점에서나 군사적 관점에서 세계시간의 도입을 주장하는 논의들도 다수 있었다. 하지만 철도회사의
필요성이 보다 컸다. 미국처럼 넓은 지역, 아니 유럽의 여러 나라를 지나는 기차를 생각해보면, 지역
을 지날 때마다 시계를 새로 맞추어야 했을 것이다.
세계표준시의 도입을 주도한 세력은 정확하고 표준화된 시간의 편이성에 주목하였다. 근대이전에는
시간이 인간을 ‘지배’했었다면, 근대에는 인간이 시간을 ‘ 통제’하게 된 것이다. 철도회사에게는 정확한
시간엄수를 통한 ‘ 효율적 관리’의 매력이, 산업자본가들에게 사업 확장을 통한 ‘ 생산성 증대’의 매력이
있었다. 이처럼 세계표준시간의 도입은 편이성과 실용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세계표준시의 도
입과 시계의 대중화로 인해 세계인은 개별적인 시간에서 하나의, 균질한 시간으로 편입되었다.

2. 시계시간의 등장
세계표준시의 확립과 시계의 대중화는 사람들의 일상을 바꾸어갔다. ‘시계시간’은 공장의 기계가
시계에 맞추어 돌아가고, 인간의 노동이 기계의 시간에 맞추어지면서 노동은 시간단위로 분할되었다.
작업장에서 노동자들과 관리자들은 시간을 놓고 싸우기 시작했다. 엄격한 시간관념과 노동시간을 기
록하는 현상이 이때 처음 생겨난 것은 아니지만, 전기(電氣)의 시대만큼 널리 퍼져 있었던 적은 일찍
이 없었다. “ 새벽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나는 노동은 농업공동체에서는 ‘ 자연적인 강제’였다. 고용에
의해 일하던 초창기에도 노동은 부과된 과업을 각자가 알아서 완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
다.”(Thompson, 1967: 60-61). 이를 톰슨은 ‘과업지향(task-orientation)’이라 부르는데, 이는 자연적인
리듬, 전통적인 순환시간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자신의 노동생활을 자신이 조절할 수 있는 사람들의
생활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는 것의 반복이었다. 시간화된 노동보다 훨씬 인간적인 감각이 있었
고, 노동과 생활의 분리도 상대적으로 약했다.
그러나 18 세기 말이 되면서 자본가들은 삶의 방식 자체의 전환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게 된다. 이제
노동의 ‘시간적 강제’가 중요해진다. 톰슨은 1790 년경 과업노동(task-work) 에 대한 비판을 다음과 같
이 인용하고 있다.
사람들이 동의하듯 과업노동은 노동자를 감시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서 도입된다. 그 결과 일
은 제대로 되지 않고 노동자들은 자기가 ‘벽에 기댄 채 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맥
주 집에 앉아 우쭐거린다. 그리고 많지 않은 임금 앞에 불만을 드러낸다(Thompson, 1967: 78).

근대적 시간규율의 도입과정과 그 의미

5

이제 시간은 나태함, 빈둥거림을 제거하고 노동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근대이전의 자연
적인 강제에 의한 노동에서 시계시간의 도입으로 시간적 강제가 노동시간을 규정하게 된다. 노동자
가 속도를 조절할 수 없는 새로운 기계 없이도 시간을 축으로 한 새로운 규율이 도입되어 성공을
거두게 된다. 공장주는 공장의 감독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제시간에 맞춰 규칙적으로 일찍 출근하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을 드러내고
격려한다. 그리고 계속 그들을 칭찬하여 다른 노동자와 구별한다.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오는
사람들, 계속되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제시간에 오지 않는다면 늦는 만큼 임금을 주지 말아야
한다(Thompson, 1967: 82).
시간은 금이자 돈이 되었으며, 상품이 되었다. 1분 1 초도 아껴 써야 할 것이 되었고, 시간을 허비
하는 것과 잠이 많은 것은 나태하고 게으른 자의 행동으로 죄악시되었다. 출퇴근시간기록용지, 시간
기록기(time-keeper), 감시원(정보원), 벌금제 등은 이미 1700 년대에 나타나고 있었으며(Thompsom,

1967; Marx, 1989), 18 세기 말이 되면서 방적공장에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작업장에서는 노동자들의
출입시간을 찍어주는 펀치카드가 출퇴근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톰슨은 사회적 분업을 통해, 노동자의
이윤의 기초가 되는 잉여노동시간의 추출을 극대화하려는 압력 아래에서 새로운 노동습관들이 형성
되었으며, 새로운 시간규율이 부여되었다고 설명한다.
자연적 리듬의 순환시간에 따르던 근대이전 사회에서 노동은 자연적인 강제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다 시계시간이 도입되면서 점차 시간적 강제가 노동시간을 규정한다. 이제 과업지향의 노동에서
엄격한 시간엄수라는 새로운 시간규율이 도입된다. 이 같은 시간관념의 변화가 사회조직의 작동원리
가 되었고, 이를 일상화한 새로운 인간을 필요로 하게 된다. 우선적으로 시간규율이 강제적으로 적용
된 곳이 공장(일터)이었다. 엄격한 시간관리와 시간노동은 임금이라는 보상과 결합되었고, 노동자들
은 ‘시간은 돈’이라는 교훈을 더 없이 잘 배워간다.
물론 시간에 대한 자기통제권을 잃어버리고 외부시간에 자기를 맞추어가야 하는 것에 대해 ‘게으
를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나, 정확한 시간에 대한 다수의 비판론자들과 근대적 시간에 대
한 저항의 목소리도 존재했다. 시계의 정확성과 손목시계의 대중화가 신경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
이다. 그러나 다양한 사적 시간의 현실성을 버리고 공적 시간의 현실성을 승인할 것, 나아가 시간의
성질을 균질적으로 파악할 것, 이것은 시대적 요청이었다. 공장감독자(혹은 자본가) 의 엄격한 시간엄
수와 규율부과를 모든 노동자들이 일시에 받아들인 것인 아니었지만, 세계 공통의 시간이 보편적으
로 부과되자 사적 시간에 있어서의 독특한 사적 경험이 침식되기 시작했다(Kern, 2006). 결국 근대는
광범위한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보편시간’과 ‘엄밀한 시간관념’ 을 받아들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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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대적 시계시간의 의미
근대사회는 새로운 시간의 기획이었으며, 그것은 곧 새로운 권력의 생성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인
간사회에서 권력과 자유는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은 인간행동의 속성, 즉 ‘달리 행동할
수 있는 자유’에 근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근대사회가 인간 이성의 자유의 시대를 열었다면, 그와
함께 새로운 권력의 시대도 연 것이다. 모든 사회체계의 구조화는 시․공간상에서 일어나고, 시․공
간관계를 ‘묶어’준다. 즉 모든 사회체계는 어떤 방식으로든 시간과 공간상에 ‘ 뻗쳐’있다(Giddens,

1991b). 근대사회의 여러 조직들은 새로운 시간으로 재편되기 시작한다.
농업문명 사람들은 파종과 수확의 시기를 알아야 할 필요성 때문에 장기간의 시간을 측정하는데
매우 정확한 방법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농민들은 인간노동의 정밀한 동시화를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간의 시간을 측정하는 정밀한 시간단위는 거의 발전시키지 못했다. 그러다가 근대사회의
도래, 산업화와 함께 인간행동과 기계리듬의 동시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새로운 시간관념을 불러일
으켜 동시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관한 사람들의 기본적 가정을 변혁시켜야 했다. 그 변혁을
주도했던 것이 노동의 동시화(synchronization) 와 산업자본주의의 발달이었다. 특히 19 세기에 이르러
근대성은 산업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변동들과 같은 뜻을 지니게 되며, 이후
전 지구적 현상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산업자본주의는 세계체제이다.
세계체제분석의 이론적 핵심 역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인데, 이를 ‘시공간

(SpaceTime)’ 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통해 설명한다. 시간은 그 시간의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특
정한 공간적 범위 내에서 지속된다. 따라서 시간과 공간은 두 개의 별개의 실재가 아니라 하나
로 통합되어 있는 단일한 조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시간과 공간이 아니라 시공간이라는
한 단어로 강조하는 것이다. …이른바 선진국의 발전과 제3 세계의 저발전, 그리고 중심과 주변
의 격차가 상이한 시간대에 처해있어서 생겨나는 현상이 아니라, 근대 자본주의 세계체계가 단
일한 노동 분업에 의해 세계경제로 통합되어 있다. …근대 산업자본주의는 세계경제이다
(Wallerstein, 1994: 178-195).
이제 시간은 언제 어디서나 통용되는 단일의 표준화된 시간으로 정착되었다. 근대문명은 시간을
정확하고 표준화된 단위로 쪼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간단위를 과거로 무한히 소급되고 미래로 무
한히 연장되는 직선상에 배열하여 시간을 직선화했다. 바로 이 직선적 시간관이 진화 및 진보에 관
한 산업사회의 전제조건이다. 시간이 직선이 아니라 순환적이라면, 진화나 진보는 한갓 환상에 불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간의 동시화․표준화․직선화는 근대문명의 기본 가설들에 영향을 미쳤
고 그 자체가 사회조직의 중요한 원리가 되었으며, 근대인들이 생활 속에서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다. 새로운 시간은 근대성을 특징지으며 근대사회를 구성해갔다. 근대이전 사회
와 다른 근대사회의 시간적 특성은 분업에 의한 시간적 강제와 정확한 시간엄수라는 시간규율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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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는 산업주의(Industrialism) 와 밀접히 관련된다.

Ⅲ. 근대적 시간의 확산과 유입: 산업주의와 표준화
시계의 발달과 대중화로 인해 시간은 인간생활의 감독자가 되었으며, 근대인의 삶의 양식을 규정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전 세계적 산업화의 진행은 노동시간과 관련된 인간활동의 제약을 시
계를 통해 규정해갔다.

여기서는 새로운 시간관념과 관련된 근대사회의 특징을 산업주의

(Industrialism)1) 라고 명명하였다. 산업주의가 근대사회와 근대인의 일상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고, 우
리사회에 어떻게 유입되고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근대적 시간의 전 세계적 확산은
산업주의를 바탕으로 하며, 우리사회로의 유입은 표준화를 특징으로 한다.

1. 산업주의의 확산
20 세기로 이어진 19 세기의 유산 중에서 산업혁명은 생활자체를 변혁시키고 변화된 생활에 적합한
인간의 감각과 생각을 형성시켰다는 점에서 그 어떤 사건보다도 큰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 산업혁명
의 ‘혁명성’은 변화의 속도보다는 결과가 보다 중요한데, 산업화로 인해 우리의 일상생활은 기계의
매개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가 체험하는 공간이 기계에 의해 유지되고, 우리의 시간적 체험이
기계에 의한 계산에 의존하게 된다.
몸이 약한 사람이 자기 집에서 일할 때에는 그 일을 한가한 때에 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

(공장)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와 있어야 한다. 종은 5시 반에 울리고 6시에 다시 울린다. 이때
10분 동안 문을 여는 것이 허용된다. 11 분이 되면 문은 닫히고 남자건 여자건 어린이건 간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될 경우 8 시까지 문 밖에서 서 있든지 아니면 집으로 되돌아와
야 한다(Thompson, 2000: 425).

1) 산업주의라는 것을 단순히 공장굴뚝이나 조립라인이라고만 보아서는 안되는, 인간생활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지난 날 ‘제1 물결’의 모든 국면에 공격을 가한 풍성하고도 다양한 사회제도를 뜻한다. 중요한 것은
산업주의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마치 기계처럼 조립하여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일관성 있고 광범위한
사회제도, 즉 ‘제2물결’ 문명을 형성했다는 점이다(Toffler, 1980: 41-42). 산업혁명은 그것의 감각적 재현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산업자본주의에 대해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는 보다 논리적인 담론체계를 만들어냈다. ‘산
업주의(Industrialism)’라고 통칭할 수 있는 이 담론은 한편으로는 산업혁명에 대한 특정한 감각적 재현의 입
장에서 출발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사회, 인간, 역사에 대한 일반론으로 추상화하면서 특정 방향으로 사회의
변화를 옹호하는 정치 이데올로기가 되기도 한다(양동휴 외, 1997: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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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산업화와 함께 시간-기계2)는 사람들의 활동을 포섭하고 강제할 뿐만 아니라, 포섭된 사
람들의 신체를 통해 내면에 침투한다. 또한 그것은 특정하게 코드화된 행동이라는 양상으로, 혹은 습
관(habitus) 이라는 양상으로 신체에 새겨지는 일종의 생체권력인데, 그 결과 그것은 자신의 신체에 대
한 내적인 통제형식으로 일반화된다(이진경, 1997a: 121). 계절적 시간으로부터 균일한 시간으로의
이행보다 더 위대한 인간경험의 혁명적 변화란 그 실례가 많지 않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태양으로
부터 해방되었음을 알려주는 독립선언이었고, 인간이 자신과 그 환경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증거였다.
물론 한참 뒤에야 인간은 이 지배력을 획득하면서 결국 자신은 시계라는 무서운 기계의 지배 하에
들어갔음을 깨닫게 된다( 김현일, 2000: 159).
노동자는 장터에서 할 일 없이 돌아다니거나 시장을 보는데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
‘차 테이블이 시간과 돈을 염치없이 삼켜버림’과 ‘우호적인 벗들과의 휴일과 연중 축제가 일어
나는 것’ 도 불만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곧 제시간에 잠자리에 들어야 함’을 의미한
다. 이에 빈민들은 밤새 흥청망청 시간을 보낼 수 없게 된다.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그들의 가
정에 엄격한 통제가 도입되고 완벽한 질서가 부여됨을 의미한다(Thompson, 1967: 83).
시계는 시간을 조각내고, 잘게 나누고, 나눈 시간을 더 얇게 나누면서 사람들에게 순종을 요구한다.
이제 시간-기계는 작업시간 이외의 생활을 분절하고 통제하게 되며, 근대의 시간-기계는 일과 생활의
분절을 넘어선다. 근대의 선분적인 시간성과 낭비를 금하는 시간성이 생활전반에 침투하게 되고, 사람
들의 습속을 바꾸어간다. 근대 초반에는 일과 생활이 대립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일의 영역에서
강제되는 시간-기계는 곧 근대인의 생활 전반을 좌우하게 된다. 즉 근대적 시간- 기계는 공적 영역에서
만들어지고 작동하면서 사적 영역에까지 확장되었으며, 결국 두 영역 사이의 시간성을 시계시간으로
균질화시켰다. 균질화된 시간의 원동력은 다름 아닌 공적 영역에서의 산업화, 산업주의였다.

2. 근대적 시간의 유입
근대적 시간의 전 세계적 확산은 산업주의의 확장에 의해 이루어진다. 근대이전의 우리사회에서
하루의 시작은 지역에 따라, 경우에 따라, 시기에 따라 다양했다. 조선 후기의 시간의 측정과 알림은
서양은 물론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훨씬 뒤져 있었다. 그렇다면 조선에서는 왜 시계와 시계기술이 발
달하지 못했을까? 지배층의 과학기술에 대한 천시와 무관심이 하나의 원인이었을 것이다(정연식,
2) 프랑스의 의사이자 철학자인 라 메트리(La Mettrie)의 저서 인간-기계L'homme-machine 를 푸코가 감시와
처벌Surveiller et punir 에서 인용하면서 쓰이기 시작하였다. 『인간-기계』는 정신의 유물론적 환원인 동시에,
훈육에 관한 일반이론이기도 한데,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분석 가능한 신체에 조작 가능한 신체를 결
부시키는 ‘순종(docilité)’이라는 개념이다(Foucault, 2003). 여기서는 시간이 사람들의 활동을 특정한 방식으로
절단하고 채취하는 방식으로 작용하며, 이 점에서 시간은 기계로 파악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이진경, 199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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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그러나 그것보다는 당시 조선사회가 시계를 필요로 할 만큼 사회경제적 여건이 성숙되어 있
지 않았던 점에도 큰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민간에서 여러 사람이 약속한 시간에 작업
장에 모여 시간을 재어 제품을 생산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잘게 구분된 정밀한 시간을 사용할 만큼
산업화가 진행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시계가 절실하게 요구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조선시대의 시간측정은 주로 의례의 시행과 왕권의 표상화에 쓰였고 시보는 민간통치에 집
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계의 발달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물론 다른 나라의 시계도 초기
에는 실생활용이라기보다는 과시용 사치품의 성격이 농후했지만 지속적인 수요는 시계제작 기술을
촉진시켜 차츰 여러 분야에 광범위하게 쓰이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에서 시계의 쓰임새는 좁은 범위
에서 더 이상 확산되지 못했다. 고프가 말한 중세의 ‘영주적 시간’, ‘종교적 시간’이 유럽에서는 14세
기부터 붕괴되기 시작했는데(Le Goff, 1992: 221), 조선에서는 ‘ 국왕적 시간’ 과 ‘유교적 시간’이 19세
기 말까지 지속되었다( 박성래, 2000).
시계가 필수품이 되고 시계시간이 우리 생활을 조정하게 된 것은 개항 이후의 현상이다. 아래의
인용은 1922 년 『동명(東明) 』에 실렸던 ‘호랑이 담배’라는 제목의 글인데, 100 여 년 전 사람들의 시
간관념을 보여준다.
고종 경자(1900년)에 인천으로부터 시작하여 서양서 온 쇠송아지가 경성으로 처음 왕래할 적
의 일이다. …한번은 어느 외국 함대가 인천항에 들어와서 당시 대한정부의 여러 대관들을 함
중으로 초대하므로 …시간관념이 분명치 아니하신 분은 발차시각 1, 2시 전부터 오신 이도 적
지 아니한데, 자신 집의 차부를 부리듯이 어서 발차를 시키라 하여도 철도란 것은 일정한 시간
이 있는 것이라 …(동명, 1922 년 10월호).
외국 군함으로 가기 위해 경인선에 탑승한 정부 고관들은 열차( 쇠송아지) 를 자신이 타면 바로 출
발하는 가마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들은 아직 열차가 ‘ 제시간’에 맞추어 정확하게 움직인다는 사실에
익숙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유사한 기록은 조선을 다녀간 후 『조선견문기』를 남긴 선교사 알렌

(Allen) 에게도 발견된다.
열차는 귀족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늦은 사람은 기다리지 않는다. 미리 아침 차를 타겠다고
전갈을 보냈어도 오후에 와서 보면 아침 차는 자기를 버려둔 채 어김없이 떠났음을 알게 된다.
어떤 대감이 가마를 타고 정류장을 향해 달려오고 하인들은 가마보다 훨씬 앞에서 달려오며

‘여보, 여보, 가만있소’ 하며 소리쳐도 기관차는 이에 아랑곳없이 출발시간이 되면 떠나는 것이
었다(Allen, 1999: 122-123).
철도가 근대적 시간에 있어서 ‘ 위대한 교육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듯 조선사회와 조
선인들은 19 세기 후반, 20세기에 이르러서야 근대적 시간관념을 접하게 된다. 1894년 갑오개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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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 년 한일합방에 이르는 개화기 혹은 근대계몽기로 돌아가 보면, 1876 년 강압적 개항 이후 조선사
회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었다. 국내외적으로 위기의식이 팽배했으며 변화를 갈망하
는 다양한 세력들이 등장하는 시기이기도 했다. 다양한 세력들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개혁프로그
램을 제시하였으며, 조선사회로 유입된 ‘근대적 개념’들을 검토하고 실천에 옮기고자 했다. 따라서
이 시기는 한국의 근대가 출발하는 ‘기원의 시공간’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근대 기원의 시공간에서 새로운, 다양한 근대적 관념과 제도들을 생산하는 담론의 장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인쇄매체였다. 근대적 인쇄매체들은 새로운 주체들을 발견하고 훈육하는데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했다. 개화기만 해도 신문은 소수 식자층만 읽을 수 있었다. 발행부수가 적었을 뿐만
아니라 철도와 우편제도 등 보급망도 미비했기 때문이다. 문자해독률도 낮았고 일반인들은 신문을
사서 읽을 만큼 경제적인 여유도 없었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독자층은 꽤 넓은 편이었는데, 신
문 한 장을 사서 여럿이 돌려 읽었기 때문이다.3)
한편 개항 당시 조선은 음력에 기반한 시헌력(時憲曆) 을 따르고 있었고, 개항 이후 조선에 진출한
일본이나 서양 각국의 개항장과 외국의 거류지에서는 태양력과 요일제를 채택하고 있었다. 한반도에
는 이중의 시간이 흐르다가 1895 년, 서양의 태양력(그레고리우스력) 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였다. 고종
은 당시 ‘역법을 개정해 태양력을 사용하고 개국 504년 11 월 17 일을 개국 505 년 1 월 1일로 삼으라’
는 조칙을 내렸다(정상우, 2000; 박천홍, 2003).
역법개혁은 시간체계가 음력에서 양력으로 바꾸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음력에 기반한 전통
적인 시간감각이 해체되고 서양의 근대적 시간질서로 편입되는 획기적인 변화이다. 따라서 태양력
시행초기에는 두 시간 간의 갈등과 혼란이 존재했으며, 민중세계에는 그 효과가 대단하지 않았다. 4)
그러나 과거의 낡은 인습을 타파해야 할 사명을 띠고 있던 개화, 근대화 세력은 음력의 주술세계에
서 벗어나 양력의 합리적인 세계로 나아갈 것을 설파했다(정상우, 2000; 정근식, 2000). 진화와 계몽
을 강조하던 세력에게 음력은 폐지의 대상이 되었다. 당시 신문에서는 음력의 미신성과 양력의 합리
성을 대비하여 시간체계의 변경을 주장하고 있다.
3) 1900 년대에 이르면 조선에서 신문읽기는 조직화되는데, 이 무렵 전국에 신문잡지종람소가 생긴다. 종람소는
여러 종류의 신문이나 잡지를 특정 장소에 구비해 원하는 사람들이 와서 유료 혹은 무료로 읽을 수 있도록
한 곳이다. 한성에서는 1902년 경성학당, 지방에서는 1907 년 진주에 신문종람소가 설치된 것을 시초로 점차
확산되어갔다. 우리나라의 신문잡지종람소는 대부분 민간이 주도했으며, 국민들의 계몽이 그 목적이었다(채
백, 1997). 당시 민간신문의 위력은 대단했을 것이다. 정론직필의 필봉을 휘두르며 조선의 문명개화와 자주
독립을 앞장서 부르짖은 언론에 대한 민중들의 기대와 열광이 어우러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4) 우리의 전통적인 날짜 개념에는 ‘질적 성격’이 들어 있다. 정월 대보름에 오곡밥을 지어 나눠 먹으면 한해의
복덕이 좋아진다는 믿음처럼 우리민족의 세시풍속은 특정 달이나 날짜에 행운이나 불길한 징조가 담겨있다
는 관념에서 발전했고, 그러한 관념이 의례를 창조한 것이었다. 그런데 태양력은 이러한 상징성이나 질적 특
성을 제거해버리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이러한 시간관념이 쉽게 파고들기 어렵다. 근대 신문들이 ‘1 년에 설을
두 번 쇠는 것의 불합리함’을 1899 년경부터 여러 차례 지적하고 있으며, 이런 이중 과세의 문제는 일제 식
민지하에서 그리고 박정희 체제의 근대화프로젝트에서도 개혁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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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종종 음력을 바꾸어 양력으로 준행함이 좋다 한즉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옛적부터
마련하여 절후가 틀림이 없이 잘 행하여 내려오나니 이것이 가장 옳거늘 어찌 버리고 남의 것
을 구태여 준행하리오하며 혹은 말하기를 이 책력으로 농사를 철찾아 하며 절후를 분간하나니
이치에 합당하면 쓸지라 어찌 책력을 바꾸고 아니 바꾸고에 개명 여부가 달렸으리오 하는지라
비(比)컨대 웅덩이에 사는 개구리와 같도다. 대개 양력은 지금 세계에 각국이 다 일로 준행하여
통상 교제상에 편리하기와 만국이 일체로 교통하자는 본의를 주장하여 통용하는 것이니 지금
세상에서 개진(開進)과 화호(和好)하기를 힘쓰는 나라들에서는 불가불 준행하여야 나의 형세도
외롭지 않으려니와 행용(行用)하기도 대단 유조(有助)한 법이라 이 형편의 관계도 모르고 나의
좋은 것을 따로 고집한다 함은 편벽됨이 한가지오( 제국신문, 1903 년 2 월 10 일자 사설).
농사에 합당하다고 음력을 주장하는 것은 ‘웅덩이에 사는 개구리’와 같은 ‘편벽함’이라고 비판하면
서 세계 각국과의 통상에 유용한 양력을 써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난 후에

‘음력을 완전히 폐지하라’(조선일보, 1923 년 2 월 17 일자 사설)는 사설에서 다시금 음력의 완전한 폐
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만큼 음력이 강하게 잔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근대적 시간관념은 개항을 전후로 한 근대계몽기에 선교사, 개항장과 외국인거류지를 통하여 태양
력, 요일제, 달력과 역서 등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이것을 조선사회의 생활시간으로 만드는 역할은
근대적 매체, 특히 신문이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근대적 시간관념에 대해 일방적인 수용만
있었던 것은 아니며,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이 시기 조선인에게 근대적 시간관념
의 수용은 그 자체로 진보와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3. 표준화와 시간애중
산업주의의 확산에 따른 산업화와 함께 근대사회의 여러 제도들은 기능적으로 분화되고 각각의
기능들은 표준화되기 시작하는데, 시간의 표준화가 대표적이다. 우리에게 근대적 시간관이나 시간성
을 매개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이 근대 매체였는데, 그들은 우선 조선인의 ‘ 시간관념의 부재’를 지
적하고 있다. 다음은 한 신문에 실린 ‘ 시간애중(愛重)의 필요’ 란 제목의 사설이다. 이 사설은 조선인
의 시간관념의 부재를 지적하며, 민족의 부강함과 문명개화를 위해 ‘시간준수’와 ‘시간절약’을 강조하
고 있다. 우리사회는 1890 년대를 전후로 근대적 시간관념이 형성되기 시작하다가 얼마 안 있어 식민
지화되었다. 근대담론을 주도하던 개화세력들은 식민지로의 전락이 근대적 시간관념을 선취하지 못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오호라 우리 조선은 時間을 중시하는 자 희소하여 議事, 宴會, 契會 등 제반 사항을 약속한
당시에는 보통 모일(某日)이라 정하고 모일 모시에 정확한 약속도 없어서 만약 모일에 되면 아
침부터 오는 사람들도 있고 저녁에 오는 사람도 …2 천만이 1 시간을 낭비하면 전국 내에 2 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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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잃는 것이라 …그런즉 民族의 富强함도 時間을 重視함에 있고 民族의 文明함도 時間을

重視함에 있나니 이와 같이 時間을 浪費하면 어찌 自己의 貧弱을 愛하며 自己의 野昧를 恨할까
(매일신보, 1911 년 5월 11 일자 사설).
일본에서도 메이지유신 이후 시간엄수가 확산되면서 새로운 시간질서로 재편되었다. 1920 년 6월

10일에 ‘시간의 날(Time Day)’ 을 지정하고, 이날을 맞아 학교, 교회와 사원, 공장 등에서 정오에 동
시에 종, 징, 드럼, 피리를 울려 알렸다. 학교에서도 시간에 관해 가르쳤으나, 근대적 시간의 도입초
기에는 다른 영역과 조직들이 연합하였다. 시간에 대한 강의는 주로 학교와 공장에서 수행되었고, 교
육부의 후원 하에 1920 년 초에 시간의 날이 긴밀하게 제시되었다. 시간의 날 프로그램은 일본 전역
으로 퍼져나갔고, 이 시기의 타이베이, 서울, 인천, 다롄(大連) 등의 도시에서도 시간엄수가 조성되었
다(Nishimoto, 2002: 130). 조선총독부 또한 민중들의 시간관과 시간의 사용방식을 자신들의 식민지
적 질서와 부합되도록 개편하려고 하였다.

‘時의 記念’ 宣傳
寢起, 食事의 時間을 正하게 합시다
勤務時間을 勵行합시다
集會의 時間을 遵守합시다
訪問의 時間을 主意합시다
正確한 時計를 所持합시다( 매일신보, 1922년 6 월 10일자).
이 선전문구는 개인․가정․공장․사회생활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 보건위생과 관련된 개인․가정
생활, 노동 강화와 관련된 개인․공장생활에 대한 규정 등 모든 생활에서의 시간엄수를 위해 시계소
지를 강조하고 있다. 일본천황을 기리기 위해서이든 세계대전 후의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노동 강화
의 필요성 때문이든 일본에서 거행된 ‘ 시간의 날(시의 기념일)’ 이 조선에서도 시간엄수를 위한 총독
부 주도의 선전으로 대대적으로 거행되었던 것이다.
점차 근대의 여러 조직과 시설에서 ‘시간’ 은 필수 요소가 되어간다. 기차역에 커다란 시계탑이 있
는 것은 요즘이나 그 시대에나 당연하지만, 병원5) 과 같은 공공시설에서도 업무의 시작과 끝을 알리
고, 병원 내의 여러 사안을 통제하는데 시계가 필요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조선에서는 시계의 보
급률보다는 시간에 관한 관념의 형성이 더 빠르게 이루어졌다. 이는 근대화․문명화의 과정을 거친
유럽사회와는 다르게 형성된, 일본으로부터 강제된 근대를 받아들인 때문이다. 도시인의 생활에 시계
가 어느 정도 보급되었던 1920 년대에 들어서면, 오늘날의 일일생활 계획표와 같은 것이 등장하고 있
5) 이 시기의 시계는 서양에서처럼 권력의 공간에서 근대를 상징하기도 했다. 1908년 건립된 대한병원의 경우
건물 중앙 사단부에 시계를 부착했고, 이런 방식은 이후의 공공건물에서 그대로 반복되었다( 정근식, 2000: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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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부 대상의 생활개선을 계몽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을 어떻게 개량할까’ 란 연재기사를 바탕으
로 작성한 주부의 일일생활 계획표이다.
스물네 시간을 셋으로 나누어서 여덟 시간은 잠자는 데, 또 여덟 시간은 식사와 휴식과 접빈
객이며 그 외의 여러 가지 소소한 일에 쓰고 나머지 여덟 시간이 정작 일하는데 쓸 시간이라
하겠습니다.
06:00 ～08:00 : 기상, 아침식사 준비, 출근․등교 시중

08:00 ～10:30
10:30 ～13:30
13:30 ～16:00
16:00 ～18:00

:
:
:
:

남은 식구 아침식사, 설거지와 뒷정리
독서 또는 자녀와 자신의 의복 손질, 빨래, 점심식사
바느질, 손님접대
자제와 공부

18:00 ～19:00 : 저녁식사
19:00 ～20:00 : 가족과 담소
20:00 ～21:30 : 자녀의 학습점검(동명, 1922 년 10 월호).
이제 조선인은 보다 세밀하게 분화된 시간 속으로 포섭된다. 근대적 시간관념과 그에 터한 시간표
는 조선인의 불규칙한 시간 사용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으며, 근대 매체들에 의해 보편적인 시간관념
과 시간규율로 확산되었다. 무엇보다 도시의 신식 학교들이 근대적 시간체계를 배태(胚胎) 하는 장소
였다. Nishimoto(2002) 의 연구에 의하면 일본에서도 20 세기를 전후로 하여 시간엄수의 중요성과 시간
의 가치가 초등학교에서 강조되기 시작했으며, 학교의 규칙과 교과서 그리고 교실 밖으로부터의 영
향들과 결합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Ⅳ. 근대적 시간과 학교의 시간
근대적 시간관념이 갖는 현실성은 시간적인 생활방식, 즉 시간을 정해놓거나 시간이 정해지고 그
것에 맞추어 생활하는 것이다. 이처럼 근대적 시간은 주어진 단위에 대해 무수한 선분들로 분절된다.

‘시간’의 선분화는 시간을 동질적인 단위로 분할할 수 있다는 의미와 함께 시간표와 시간관리처럼
특정한 활동이나 동작을 선분화된 시간에 대응시킨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근대계몽기의 우리에게 시
계적 시간관념이란 매우 낯선 것이었다. 그러나 시간은 기계시계의 보급, 계몽주의자들과 근대 매체
의 계몽과 선전, 총독부의 장려 등을 통해 짧은 시간 동안 도시거주자들의 생활을 규제하는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근대적 시간이 근대학교에 어떤 영향을 주고, 학교의 시간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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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율’로서의 학교시간
근대사회를 새롭게 조직․재편하기 시작한 근대의 시간관념과 작동방식은 학교공간에도 그 영향력
을 행사하게 된다.
교육은 공장이 요구하는 ‘ 근면한 습관(habit of industry)’을 훈련시켜야 한다. …‘질서와 규칙
의 표본(a spectacle of order and regularity)’으로 레이크스(Raikes)의 학교를 추천했다. 그리고
글로스터의 면직공장이 이 학교의 영향으로 특별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 그들은 유순하고 순종
적이 되었으며, 다투거나 나쁜 짓을 덜했다.” 매일 시간규율의 정확한 엄수와 규칙성을 지켜야
하는 새로운 세계인 학교에 들어섰다(Thompson, 1967: 84).
톰슨의 지적처럼, 교문은 아이들을 규율시간(disciplined time) 의 새로운 세계로 입문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우리의 근대에 어떤 식으로든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일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
난다. 1872년에 발족된 일본의 근대초등교육체계는 학교와 가정에서의 규율생활(disciplined life)의 가
르침을 제시하고 있다.

1.
2.
6.
7.

일찍 일어나서 몸을 씻고 …부모님께 인사하고, 아침 먹은 후 학교갈 준비를 하고…
학교에서는 매일 수업이 시작하기 10분전에 입실하라.
학교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대기실에서 교사의 수업을 기다려라.
만약 학교에 늦었다면 허락없이 교실에 들어가지 마라. 당신의 지각 사유를 설명하고, 교
사의 지시를 기다려라(Nishimoto, 2002: 123).

점차 학교의 시간은 ‘생생한 일람표’(Foucault, 2003: 234)로 바뀐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표는
수도원에서 유래했는데, 시간구분을 확립하고 일정한 업무를 강요하며 반복주기를 규정하는 수도원
의 방식은 학교, 일터, 병원에서 재현되었다. 수도원에서 요구되었던 시간의 엄정함은 근대의 새로운
규칙으로 자리 잡게 된다. 시간엄수를 위해 학교와 다른 사회조직들이 결합된다.
영어학교에서 학도의 공부하는 시간을 매일 오전 아홉시로 정하고 만일 늦게 오는 학도가
있으면 매명에 벌금 십전씩 물리고 혹 무고이 올날을 아니오는 학도가 있으면 매명에 벌금 십
오전씩 물리는 고로 형세구차한 학도들은 매우 감당키 어렵다고 하나 학교에 규칙이 엄하여야
학도들이 마음을 게을리 아니 먹고 정한 시간 안에 진즉들 다닐 터이니 영어교수 헐치신씨의
학교에 규칙을 이렇듯이 엄한 세운 일은 공부에 유익할 터이니 매우 치하할 만하더라(독립신문,

1897 년 1월 30 일자 잡보).
그 시기 신문에서도 학교에서의 시간엄수의 중요성을 강조, 계몽하고 있다. 시간표는 그저 외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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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이 아니라 내면화되어야 하는 것이었고, 내면화의 기제는 벌금제였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감
당하기 어렵다하더라도, 학교에는 규칙이 엄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벌금제가 정확한 시간을 지
키게 할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이는 학교가 학생에게 시간엄수라는 규칙을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산업화 초기의 공장에서 시간엄수를 위해 벌금제를 활용하던 것과 같은 논리와 방식이다. 6)
이처럼 근대의 학교에서 점차적으로 부과되고 강화되는 것이 규율로서의 시간이다. 그것은 교육의
시간을 다른 시간과 다르게 특화시키고 구별 지으며, 정밀한 시간표와 단계적으로 심화되는 교육과
정 그리고 단계별 시험을 통해 계열을 만들고 자격을 부여한다. 곧 학교의 시간은 등급화된다. 학교
에서의 규율시간은 매순간 세분화되어 서로 통합되고, 최대한의 속도와 효과가 결부되는 이상적․최
종적인 목표점을 지향하는 직선적 시간을 이루게 된다. 그 시간은 진화7)하는 시간이다.

3) 등교(登校)
제3 등교시간은 오전 8 시 15분에서 11 시 30분까지며 오후는 1 시에서 4 시까지 하되 나오
고, 물러 갈 때는 문란하게 느리거나 뛰고 떠들지 못한다.
4) 시간 종(打鐘)
제4 학교에 나올 때나 수업을 할 때나 쉴 때는 반드시 종을 울린다.
8) 제명(除名)
제14 마음대로 오다 안 오다 하며 일개월(一個月)이 넘는 자는 학교에서 제명한다.
9) 출학(黜學)
제15 큰 허물이 있으면 학교에서 출학을 명하고 그 다음은 허물의 경중(輕重)을 가려서
유기(有期) 또는 무기(無期) 로 정학(停學)을 명한다.
10) 도강(都講)
제17 도강(都講= 정기적인 시험) 은 매년(每年) 2회(回)로 정하고 공부의 다소(多少)대로 끝
수(點數=學點) 를 주어 100점으로 만점(滿點) 을 삼으며 학과(學科)는 3종이나 5종이나 다
소가 같지 않고 합한 수(數)를 책의 수로 제(除) 하여 실수(實數)가 70 점 이상인 자는 일
등(一等)으로 하고 70 점 이하는 일등이 못된다(배재백년사편찬위원회, 1989: 51-53).
1890년에 발표된 배재학당학칙에는 ‘ 정확한’ 등교시간(제3), 수업시작과 끝을 알리는 종(제4), 제명
과 출학에 대한 시간규정( 제8, 9), 시험횟수와 성적처리( 제17) 외에도 식사시간( 제21), 기숙사의 소등
시간( 제20) 등 오늘날과 유사한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규칙과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등교시간은
6) 톰슨(Thompson, 2000)이나 엥겔스(Engels, 1988)의 연구에서도 정확한 시간엄수와 시간규율의 내면화를 위해
‘벌금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일제시대의 ‘ 공장체제와 노동규율’을 연구한 강이수(1997)의 연
구에서도 노동규율의 확립을 위해 벌금제가 도입되었던 기록이 나온다.
7) ‘진보’라는 의미에서 진화의 발견이다. 한편, 규율의 기술은 개인적인 여러 계열을 출현시키고 있는데, 이것
은 ‘생성’이란 의미에서 진화의 발견이다. 사회의 진보와 개인의 단계적 형성이라는 18 세기의 두 가지 중대
한 ‘발견’ 은 아마도 권력의 새로운 기술, 보다 정확히 말하면, 단위의 분할이나 계열화, 종합, 그리고 총체화
등에 의해서 시간을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과 관련되어 있을지 모른다(Foucault, 2003: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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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의 시작을 명확하게 알려주며, 기숙사의 소등시간은 하루의 마무리를 규정하는 것이다. 이제
학교의 하루, 학생의 하루는 시계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며,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종소리이다.
나아가 학교생활 전반에서 시간 규칙이 강조되고 있다. 학생의 제재와 시험, 성적 등에도 시간 규칙
이 강조되고 있다. 학교의 시간은 시계시간에 의해 규정되고, 이는 곧 규칙으로서의 시간, 준수되어
야 할 정확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된다.

2. 학교공간의 시간분할
근대교육과 다른 중세교육의 특징은 중세교육이 주로 성직자를 위한 것이고, 초등교육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육방식에 있어서도 과목에 대한 몇 가지 분류는 있었으나, 등급화(gradation)나
계열화(sequence)가 없어 난이도와 순서에 따라 가르치고 배우지 않았다. 아울러 연령구분 없이 이질
적인 연령의 학생들이 뒤섞여 공부했다. 이와 다르게 근대적 교육방식이 체계화된 것은 학교가 점차
독자적인 공간으로 구획되기 시작하면서이다. 시간- 기계로서 시간표의 발달과 학급이라는 새로운 분
할방식을 통해서였다. 학생들의 능력과 과목의 난이도에 따라, 후에는 연령에 따라 분류되고, 그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에 따라 공간적으로 분할되었다(Ariés, 2003; 이진경, 1997a). 근대의 학교는 늘어
나는 이질적인 학생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분류해야 했다. 물론 이를 뒷받침해 준 것은

‘발달단계에 따른 체계적 학습’이라는 근대의 교육학적 지식이었다.
〈표 1 〉을 살펴보면 중세의 콜레주에는 연령에 따른 학년 구별이 없었다. 저마다 공부의 시작시점
이 달랐음을 보여준다. 〈표 2 〉에서 우리의 근대학교인 배재학당을 살펴보아도, 1918년 신입생 입학
에서도 연령의 차이가 존재한다. 연령에 따른 학년․학급구분이 아직 생겨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대이전에는 이원적이고 동시에 집단적인 학생편성 방식이 통용되었다. 한 학생이 선생에게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는 동안, 기다리는 다른 학생들은 감독받지 않고 놀거나 책을 읽는 방식이었다.
학생들의 움직임이 자유롭고 여유 있었다. 지도방법, 교수법이 개인지도로 교사에게 볼 일이 없는 아
동은 교실 한쪽에서 놀거나 자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9 세기에 이르면 일제식 교수법이 행
해진다. 아동은 아직 개인 책상을 갖고 있지 못하나, 한 명의 교사에게 다수의 학생이 집중하는 일
제식 수업이 행해진다(梅根悟, 1990). 점차 학급은 동질화되고, 교사의 감독 하에 차례대로 배열된다.
하나의 학급에서 연령과 수준에 따라 공간적 분할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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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1677년과 1692년 콜레주 학생들의 연령 비교
1677년 말/
1692년 말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제5학급

2/
2

9/
9

24/
19

37/
24

23/
17

17/
15

14/
12

11/
5

2/
1

제4학급

/
1

2/
3

6/
11

12/
20

23/
35

15/
24

40/
19

22/
15

2/
2

4/
3

1/
1

3/
5

8/
20

15/
24

34/
35

37/
42

25/
22

28/
15

6/
5

2/

1/

160/
171

/
1

1/
3

4/
10

6/
18

11/
21

16/
15

4/
3

2/
1

1/

45/
87

제3학급
제2학급

18세

19세

20세

합계
139/
104
125/
133

자료: Ariés(2003), 365쪽. ‘캉 콜레주 학생들의 연령’ 에 관한 두 개의 표를 재구성.

< 표 2> 배재학당의 신입생 입학 상황(1918 년)
사항
학년
제1학년

모집
정원

입학지
원자수

150

350

보통
학교
96

출신별
한문
글방
55

합계
50

최고
연령
19.11

연령
최소
연령
12.11

부형신분별
평균
14.6

귀족

양반

평민

76

74

자료: 배재백년사편찬위원회(1989), 207쪽.
이와 같은 학교공간의 분할은 산업화의 진행, 임금제도의 확산으로 형성된 시간에 대한 정밀한 분
할과 함께 했다. 시간의 분할이 점차 세밀해지면서 아동의 모든 활동이 여러 규율체계에 의해 규제
되기 시작한다.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끝나자마자 한 명의 학생이 종을 치고, 그 소리로 전체 학생은 무릎
을 꿇고 팔짱을 낀 채 시선을 떨군다. 기도가 끝나면 교사는 학생들을 일어서게 하는 신호를
보내며, 마지막으로 그들을 착석시키기 위한 세 번째의 신호를 한다. 19세기 초엽에는, 학생상
호간에 교육이 이뤄지는 초등학교 교육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간표가 제안된다. 8 시 45 분 지도
교사의 입실, 8 시 52분 교사에 의한 집합신호, 8시 56 분 아동의 입실 및 기도, 9 시 착석, 9 시 4
분 석반(石盤) 위에서 첫 번째 받아쓰기, 9 시 8분 받아쓰기 끝, 9 시 12분 두 번째 받아쓰기 등
(Foucault, 2003: 237).
학생의 행동에 대한 해부학적 시간구성의 도식이 작성된다. 행위는 여러 요소로 분해되고, 인간의
신체와 하나하나의 동작에는 방향과 범위, 소요시간이 설정되고, 그것들의 연속적 순서가 정해진다.
시간이 신체를 관통하게 되며, 그와 더불어 권력의 모든 치밀한 통제가 진행된다. 신체와 동작의 상
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시간의 효율적인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신체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는
무엇 하나 놀고 있거나 무익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즉, 모든 것은 요구되는 행위를 유지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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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어야 한다. 처음 연필을 잡는 학생에게 연필 잡는 방법과 글 쓰는 올바른 자세에 대해 가
르치는 것, 나아가 문자를 가르칠 때 문자의 순서를 가르치는 것을 떠올리면 된다. 글 쓰는 순서가
틀렸거나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교사는 여러 가지 방법과 신호로 학생을 교정한다. 훈련받은 신체는
효과적인 동작의 기본인 것이다.
푸코의 분석에 의하면, 17 ～18세기를 거치면서 규율이 지배의 일반적인 양식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는 근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근대사회의 규율은 산업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공장에서
노동자에게 시간엄수와 규율이 강조되었던 것처럼, 학교에서는 학생의 훈육과 규율이 강조되었다. 규
율이란 신체의 활동을 해부학적으로 미세하게 나누고, 이를 다시 재구성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활동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학교, 공장, 군대 등 근대의 기관에서 규율이 강조되는 것은 신체에 대한
규율이 단순히 억압하고 금지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규율을 통해 신체의 효율성
과 생산성을 높이고자 한다. 그래서 더 우수한 학생, 더 많이 생산하는 노동자, 보다 탁월한 군인들
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규율적 권력은 생산적 권력이다. 무엇보다 규율 권력은 신체의
표면이 아니라, 그 세부적인 수준에까지 작동한다는 점에서 미시적 권력이다. 학교공간에서의 시간에
대한 분할은 학생의 ‘ 활동 통제’로 나타난다. 근대학교의 시간은 연령과 서열에 따른 학년․학급 편
성, 정밀한 시간표와 해부학적 시간구성 등으로 세밀하게 분할되어간다. 그리하여 학교, 학급의 학생
들은 동일하고 균질한 시간과 규율체계로 편입된다.

3. 시간규율과 분할의 교육적 의미
과학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근대사회의 산업주의는 교육에서 합리성과 실용성을 추구하였으며, 그
에 터해 학교교육을 구성하였다. 근대사회의 인간, 혹은 근대 주체는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이 아니다. 근대이전의 습관화된 생활궤도는 산업주의 내지 근대라는 환경이 요구하는 새로운 규율
과 전혀 다른 활동방식의 것이었고, 따라서 사람들 개개인을 그 새로운 규율에 따라 활동하고 생산
할 수 있는 주체로 만들어야 했다. 해뜨면 일어나 일하고 힘들면 언제든지 숨 돌리며 쉴 수 있고,
시간에 쫓기며 행동할 이유가 별로 없는 농사꾼이 공장에서 요구되는 작업시간과 생활방식에 쉽사리
적응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식민지 조선과 조선인은 과학과 기술의 부재가 국권상실을 초래했
다고 여겼을 것이며, 옛 지식의 대부분은 구학과 구습으로 취급되어졌다. 진보, 개화는 문명과 동의
어가 되었으며, 신속, 실무, 발명, 경제생활이 사람들의 생활을 이끄는 힘이 되었다. 문명된 삶이란
곧 과학과 기술을 통한 근대화였으며, 학교교육의 주된 목적 또한 근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서구사회에서는 산업주의가 새로운 시간규율을 만들어내고 근대사회를 재편해나간다. 아울러 근대
사회의 주체들이 다양한 공간에서 요구되고 양성되었다. 마르크스와 푸코는 개개인을 근대인으로 생
산해내는 과정은 부랑을 처벌하고 반복되면 죽이기까지 했던 ‘ 빈민법( 구빈법)’ 혹은 범죄자와 광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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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부랑자와 빈민, 게으름뱅이 등을 가리지 않고 감금했던 거대한 감금장치처럼 채찍과 낙인, 고문
등의 방식을 통해 작동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작업은 최소한 세 과정과 의미를 가진다. 첫째, 인간
에 대한 ‘구별짓기’이다. 필요한 인간과 불필요한 인간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형식의 주체, 새로운 인간을 정의하는 것이다. 둘째, 정의된 이성과 도덕의 질서 안에서 개개인이 그
규칙 안에서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습속과 습관을 형성하도록 한다. 새로운 활동방식의 모델을 형성
하고, 그것에 따라 개개인의 신체에 작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셋째, 통제와 훈
육을 스스로 자기에게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그러한 통제와 훈육의 도식
에 따라 활동하고 생활하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진경, 1997b: 154-172).
즉, 근대적 인간은 주체의 호명과 정의→ 주체의 통제와 훈육→ 주체의 동일화와 자기규율의 과정
을 통해 탄생하게 된다. 산업주의는 규율적 인간을 새로운 주체로 호명, 정의하고 있다. 빈민법이나
프로테스탄티즘과 같은 덕목들에 의해 이성적 인간을 정상으로, 비이성적 인간을 비정상으로 구분했
다. 구별짓기에 의해 특정한 공간과 시간의 분할을 통해 인간의 신체를 통제하고 규율해간다. 공장에
서는 테일러주의(Taylorism)에 의해 이동이 제한되고 인간의 위치는 서열화된다. 벌금제, 폭행, 처벌
과 같은 강제와 억압의 기제뿐만 아니라, 보너스와 가치관교육 등의 내면화기제를 통해 외부의 규율
과 통제를 내면화, 자기화하게 된다. 그 과정을 거쳐 개인은 산업주의가 요구하는 합리적․규율적 인
간으로 탄생한다. 그리하여 공장이나 학교에서 강제되는 시계적 시간관념 역시 관념이기 이전에 하
나의 무의식화된 습속(habitus) 을 형성하게 된다.
이에 반해 우리사회는 서구화된 산업주의, 형성된 산업주의를 받아들이게 된다. 특히 국권상실과
함께 제국주의 일본에 의해 서구근대의 제도와 조직, 관념과 작동방식이 이식된 측면이 강하다. 따라
서 서구와는 다른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근대계몽기의 근대 매체들이 조선인을 근대인으로 호명하기
시작했으며, 근대의 질서 안으로 편입될 것을 요구․규정한다. 특히 학교라는 근대의 교육공간을 통
해 근대적 시간관념이 훈육․ 규율되었다. 근대 매체의 선전과 계몽, 학교에서의 훈련과 사회화를 통
해 시간을 엄수하는 근대인, 규율적 인간으로 탄생한다. 근대적 시간관념은 시간엄수(punctuality)를
요구하였고, 학교 안과 밖이 결합하고 연계하여 시간규율을 생산하게 된다.
이처럼 시계시간은 어느새 인간생활의 감독자가 되었으며, 그것이 근대성의 기획이기도 했다. 근
대학교에서 시간규율을 근대 주체에게 사회화․내면화시킨 까닭은 근대사회의 질서와 가치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시간규율을 내면화한 근대 주체들은 근대사회의 통합과 생산적 발전을 이
끌어왔고, 산업주의의 발전에도 기여했다. 우리사회의 근대계몽기에 도입된 근대적 시간엄수는 학교
규율의 한 형태로 등장하여 정당성을 형성․획득해왔다. 서구사회에는 근대적 시간을 습득할 여러
조직과 공간이 존재했으나, 근대계몽기의 우리사회에서 그 주요한 역할은 주로 학교가 담당해왔다고
할 수 있다.
시간엄수는 학교 안과 밖에서 아주 자연스러우며 지극히 필요한 것이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다면, 근대인은 태어났다기보다는 시간규율을 체화․내면화하는 공간과 시간 속에 존재해왔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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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제 근대인에게 시간엄수는 성실과 근면, 예의와 상식이라는 생활규칙으로 내면화되어 자
기규율이 되었다. 이는 학교라는 특정한 공간에서 동일한 규율체계에 편입되었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다. 근대적 시간의 교육적 기능과 의미는 정확한 시간엄수와 시간규율의 형태로 등장하고, 다시 시
간규율이 사회를 재편하는 형식으로 반복된다. 이제 근대인들은 하나의 시간 안에 동일한 시간규칙
을 습득하게 되었으며, 학교는 근대인의 시간엄수를 사회화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Ⅴ. 맺는 글
시간은 우리의 삶에 근거하며, 우리의 생활리듬을 측정․구획한다. 그래서 시간관념과 작동방식이
근대이전 사회와 근대사회를 구분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근대의 시간은 전통적 순환시간,
자연적 시간에서 직선적이고 기계적인 시간으로 변화한다. 그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 ‘ 시계’의 보급과
대중화였다. 근대사회는 시계시간에 따라 사회생활의 리듬을 재구성하고, 사회조직을 재편해왔다. 특
히 사회생활의 리듬과 사회조직의 작동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산업주의였다. 이 연구에서
는 근대적 시간이 등장하고 확산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학교에서의 시간의 의미와 역할을 규명하고
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산업주의는 근대의 시간을 시간엄수와 정확성에 기반을 둔 규칙적 시간으로 규정하였다. 새로운
시간관념은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사회를 재조직했으며, 새로운 시간관념을 내면화한 근대
주체를 양성해야 했다. 이 시기에 주목받게 된 근대의 학교에는 산업주의의 시간 논리가 기획․내포
되어 있다. 이제 학교는 아이들을 규율시간(disciplined time) 의 새로운 세계로 입문시키는 역할을 근
대사회로부터 부여받게 되었다. 산업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른 임금제도의 확산으로 시간에 대한 정밀
한 분할이 이루어지고, 학교의 시간도 시간표에 따라 선분화되고 연령과 학년으로의 분할이 점점 더
세밀해진다. 잘게 나누어진 시간과 시간표, 그에 터해 외부에서 주어지는 시간규율은 근대인 양성에
필수 요소가 되었다.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생활규칙이 되어버린 근대적 시간과 시간규율을 살펴본 이유는 여기서 논
의를 확장하기 위함이었다. 근대적 시간규율은 유효함도 분명하나, 한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공간에서의 시간에 관해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우선, 오
늘날 학교의 시간은 학생의 자유와 자기통제를 앗아가고, 비효율적이며 폭력적이기까지 하다는 비판
을 받기도 한다. 아울러 산업주의의 확장은 속도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어냈으며, 교육에서
도 속도의 추구는 예외가 아니다. 근대사회로 발전할수록 교육에서의 빠름은 미덕이 되었다. 특히 우
리사회는 치열한 입시경쟁으로 인해 교육에서의 속도와 속진, 선행학습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학
교에서 격차와 배제를 만들어낸다. 공장, 감옥, 역 등에서의 균질적이고 엄격하며 획일적인 시간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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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시간운영의 방식과는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근대학교에서의 시간구분과 시간운용 방식은
교육 상황과 맥락, 교육행위자의 수준과 의지와는 별 관계없이 획일화․규격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근대적 공간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배우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 모두에
게 시간의 주인이 아닌 노예가 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가능성과 변화, 다양성을 추구
해야 할 인간적인 교육의 공간에서 기계적이고 생물학적인 시계시간에 우리의 사고와 행위를 맞춘다
는 것은 모종의 왜곡과 소외, 불일치를 낳을 수 있다. 8)
물론 시계시간에 의해 구획․분할된 외부시간에 자신을 맞추다보면 자기통제의 방법도 터득하게
된다. 시간의 자기규율․자기입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해진 시간대로만 움직이는 삶
은 시간의 자기통제권을 영원히 앗아갈 수도 있다. 따라서 규율시간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 교육
의 장면에서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고, 절도 있는 생활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한 교육활동이지만, 학생
개개인 모두가 의미 있게 자신의 시간을 충분히 영위할 것을 격려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가치로운
일이다. 그래서 학교공간의 시간은 어느 곳보다 자유롭고 다양하고 탄력적인 시간이 존재하는 곳이
어야 한다. 균질적이고 객관적인 시간으로만 존재하고 작동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체험의 시간’
이 끝없이 움직이는 곳으로 전환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경제와 일의 영역이 변화하면서 사회조직의 원리가 변하
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흔히 제3 물결사회나 지식사회로의 전환이라고 하며, 특히 교육과 관련된 변
화로 평생교육과 학습사회가 이야기되고 있다. 이는 ‘학습 시간’ 의 연장과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 학교 중심에서 전사회 중심으로, 교수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중심에서
전생애 중심으로”( 한숭희, 2004)의 대전환을 뜻하며, 교육에 있어서의 시간과 공간의 확장을 의미한
다. 이제 학교공간을 벗어난 교육, 학교교육을 마치고도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교육과 학습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시대에는 학습자 누구에게나 균질적인 시간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시간의
주재자가 될 필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린시절부터의 타율적인 학습부과와 외부, 타자
에 의한 시간관리는 시간의 주재자로서의 자율적인 인간을 길러내기 힘들다. 평생학습사회에서는 학
습자의 자발성, 몰입경험9)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이를 아탈리(Attali, 2005)는 ‘양질
8) 일리히(Illich)와 라이머(Reimer)로 대표되는 탈학교론자(deschooler)들은 기존 학교교육의 비판을 의무교육제도
의 문제점과 잠재적 교육과정의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다. 의무교육은 학습형태를 모
순되게 만들며, 무엇보다 ‘강요된 아동기(childhood)’를 만들어낸다고 비판한다. 인간은 나이에 따라 진화하는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며, 인간의 잠재가능성은 외부로부터 부과된 것만을 학습하고 순종함으로써 계발되는
것이 아니다. 일정한 연령집단에 부과되는 의무교육제도, 동일연령을 집단화시켜 교육하는 것은 인간의 개성
을 부정하는 교육방법이라고 비판한다. 아울러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 대부분들의 사람들이 자기인격이나
인식능력의 향상이 학교에서의 세밀한 계획과 조작의 결과로 생각하게 되며 모든 것을 등급화하게 되어 비
인간적, 반사회적 교육현상을 양산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을 기존의 해석과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자면, 결국은 ‘교육에서의 시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교육에서의 근대적 시간, 직선적 시간, 균질
적 시간에 대한 비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9) 몰입경험(flow experience)이란 어떤 활동에 푹 빠져있는 의식의 상태, 즉 깊이 몰두하여 자신의 행동을 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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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간’ 이라고 부른다.
시간이 가장 귀중한 재화인 까닭은 인간이 생산․공급․교환․판매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이
기 때문이다. …시간은 창조적이고 자유롭고 유용하게 사용할수록 가치 생산적이거나 우애 있
는 방식으로 사용할수록 더 값어치가 커진다. ‘양질의 시간’은 의미 있는 시간이고 ‘불량한 시
간’은 자유롭게 사용되지 않는 시간이다. 양질의 시간은 세계를 풍성하게 하고 불량한 시간은
세계를 타락시킨다. 양질의 시간은 생명을 향해 활동하며 불량한 시간은 죽음을 촉진한다. …정
치의 주된 사명은 하나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저마다 지상에서 허용된 시간을 최대한 올바
르게 사용하도록 돕는 것이다(Attali, 2005: 136-137).
이제 시간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양질의 시간 확보를 위해 정치공동체
가 나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10) 양질의 시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어떻게 길러주느냐가 개인의
삶의 질뿐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가치를 부여해야 할 시간은 더
이상 산업주의의 시간‘만’ 이 아니다. 산업주의가 내세웠던 정확한 시간엄수, 시간규율은 앞으로의
사회에서도 사회조직의 주요 작동원리로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시간규율만으로 충분치 않은 시
대가 우리 앞에 있다. 양질의 시간, 진정으로 충만한 시간, 주도적으로 삶을 성취해 가는 삶을 향
유할 수 있는 ‘인간적인 시간’도 필요하다. 그것은 곧 교육에서 지향해야 할 시간이다.

의식하지 못할 정도의 자기목적적인 경험(autotelic experience)을 지칭한다(Cslkszentmihalyi, 2003). 칙센트미
하이가 화가나 조각가들이 명예나 금전적 보상 같은 외재적 보상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그들의 그림
그리기나 조각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조차 잊은 채 많은 시간을 즐겁게 투입
하는 현상을 연구하면서 구상한 개념이다( 양미경, 1998: 7-8). 무엇보다 무언가에 진하게 몰두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시간체험은 없을 것이다.
10) 아탈리가 ‘양질의 시간’ 확보를 위해 정치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유는 시장 우파가 지향하는 상품시간
의 확대를 우려하기 때문이다(Attali, 2005: 138-139). “세계화는 개인을 점점 더 속박에서 해방시키고 모두를
위협하는 고용불안과 생계취약 문제를 낳으면서 저마다 시간을 이기적으로 사용하도록 충동질한다. 이어 세
계화는 타자에 의한 시간의 침해에 대해 자기 방어를 하라고 가르치지만, 누구에게도 타자를 위해 시간을
보내도록 고무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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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troduction of the modern time discipline and its meaning

Koo, Su Kyung(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is research examined the rise of the modern concept of time in the West and its eventual
introduction to Korea. Relevant literature and materials, covering the modern enlightenment era when
then the concept was introduced, were analyzed in order to examine how the modern concept of
time has influenced the development of schools of today.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The modern concept of time, which emphasizes accuracy and strict observance of time, came into
existence with the introduction of clock time under industrialism. It influenced all aspects of society,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modern school, which came to embody the time logic of industrialism.
The necessity of childhood discipline arose in order to meet the demand for disciplined workers, and
to instill the importance of strict observance of time, a school day became systematically divided into
periods. Each period was reserved for a particular subject, and students were further divided
according to their age and grade. Therefore the school served an important function in the industrial
society by teaching students the importance of time discipline both in and out of school. However,
now in the 21st century, we need to examine whether this model of time discipline is still valid.
*Key words: modern time, clock time, punctuality, time discipline, modern schoo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