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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시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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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가 생각하는 통념적인 교육의 시간은 학교를 중심으로 경험하는 물리적 시간의 형식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자율적인 삶의 하나인 교육의 고유한 맥락에서 파악되는 시간의 유형은 그런 제
도의 요구에 따르는 시간양식과는 다른 것으로서 규정된다. 제도에 의해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기능하는 제도적 행태는 교육의 내재율에 어긋나는 시간의 리듬을 형성하여 인간의
성장원리와 전혀 맞지 않는 왜곡되고 기이한 현실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이다. 우리는 교육이
지닌 고유한 내재율인 시숙(時熟)의 원리에 따라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인간의 양태를 드러내는 시
간의 측면에 보다 주목하여 ‘교육적 시간’이라는 명칭으로 나타낼 수 있다. 교육적 시간이 연출되
는 현실은 교육의 내재율이 구현되는 특이한 삶의 영역으로 특징 지워진다.
* 주요어: 교육적 시간, 교육적 시숙, 교육의 내재율, 주기, 회귀성

I. 서언: 교육과 시간의 문제
교육은 인간 변화, 특히 인간성의 진보를 추구하고 실현하는 자주적 노력이다.
타고난 가능성의 실현이라는 견지에서 이전 단계와 이후 단계의 차이에 주목하고,
그 총체적 변화를 실천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교육의 과제이다. 이런 점에서 교육은
기본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전제한다. 교육을 시간성의 추이로 파악하고 조망하는
것은 교육이 지닌 고유한 특성을 포착하는 소중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시간에 관한 연구는 그 역사가 매우 오래고, 또한 여러 분야에 걸쳐 다루어져
왔다(소광희, 2001; 양미경, 1998). 시간에 관한 과학, 종교, 철학 분야의 논의가 그
가운데 비교적 두드러진다. 이 중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시간의 측면은 물리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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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일 것이다. 일직선상으로 전개되는 무한한 시간의 개념은 시계라는 장치에 의해
서 시, 분, 초 단위로 엄격하게 구획되고 측정된다. 인간과 관계없이 흘러가는 객관
적인 시간은 대체로 물리학에서 밝혀낸 시간의 한 측면이다. 그런 시간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구획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되고 있다. 물리적 시간이라는 통상적
인 개념과 함께 시간에 관한 종교적 접근과 철학적 논의도 우리의 이해의 폭을 넓
혀준다. 가령, 우리는 속(俗)된 세계의 시간범주와는 구별된 ‘거룩한 시간’의 개념에
의해 종교적 초월세계의 신성한 모습을 일부나마 엿볼 수 있다(Eliade, 1959). 또,
불로장생을 희구하는 도교와 윤회전생을 역설하는 불교에서는 서구의 학문적인 종
교 이해와는 또 다른 종교적 시간의 차원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철학자들의 시간논
의는 그 자체가 매우 굴곡 있는 변화를 보여준다. 서양의 전통철학에서 시간의 본
질은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실체로서 파악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으나, 점차 그런
경향을 탈피하여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시각에서 시간을 바라보는 변화가 나타났다.
그리스 이후 서구의 철학자들, 특히 Augustinus, Husserl, Bergson, Heidegger로
이어지는 시간논의에서는 객관적 시간관념 자체가 주관적인 의식에 근거한다는 점
에서 시간에 대한 의식(‘의식시간’)을 시간의 근원으로 보는 견해를 펴고 있는 것이
다(소광희, 2001, p.166).
비록 간소한 수준에서 살펴보기는 했지만, 시간에 관한 이해가 이처럼 분야마다
다른 현상은 시간논의 자체가 마감되거나 종결될 수 없는 성격의 문제임을 시사한
다. 다시 말해서, 시간에 관한 우리의 논의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며, 언제든지 또
다른 영역과 수준에서 새롭게 탐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간에 관한 다양한 이해
가 가능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각 분야가 나름대로 고유한 관점을 유지하면서 저마
다 독특한 시간의 차원을 개념화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철학의 시간론은 그
논의의 맥락상 물리학과는 다른 범주의 것으로 차별화될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물
리학과 철학의 울타리를 벗어난 독자적인 맥락과 범주를 구축하고 형성한다면 기
존에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시간의 측면을 드러낼 수도 있을 것이다. 횡적 범위
의 확장과 함께 종적 차원에서 진전된 논의를 보여준 철학의 사례 또한 우리가 눈
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다. 철학의 역사는 동일 분야 내에서 수준이 다른 새로운 시
간 이해가 가능하다는 모범적인 혁신 사례를 남겼다. 이 점은 그들의 시간론이 지
닌 의미와 가치를 떠나서 그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의의를 지니는 것이다.
기존에 이루어진 다양한 시간 이해방식과 그 연구 성과를 통해서 볼 때, 우리는
교육의 입장에서 시간문제를 논하는 것이 학문적인 타당성과 참신성을 지니기 위
한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물리학과 철학 등에
서 밝혀낸 시간이해만으로 교육과 유관한 시간, 즉 인간성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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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으로서 교육의 특색이 반영된 시간의 측면이 충분히 해명될 수 있는가? 그렇
다고 할 때 그 근거는 무엇인가? 그렇지 못하다면, 교육이 진행되는 순간에 흐르는
시간1)은 어떻게 연구되어야 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기존에 교육학에서 전
제하고 있는 시간 개념의 특징을 드러내고, 그것이 교육과 시간의 관련을 얼마나
적절하게 드러내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교육과 시간의 관계 혹은 교육과 유관한 시간에 관한 연구는 교육을 어떤 목
적, 구조, 활동, 규칙을 지닌 인간사로 규정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는 사실이다.
오늘날 교육에 대하여 성장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시켜 달라는 간절한 욕구와
기대가 있다. 교육을 ‘속진법(速進法)의 마술상자’로 보는 인식이 그것이다. 그런 기
대에 부응하는 비결을 처방하는 것이 교육학이 할 일이라는 시각도 있다. 교육에
과연 그마만한 역량과 비결이 있는가? 교육이 그런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
것은 인간성을 숙성시키지 않고도 원하는 대로 개조할 수 있는 가공할 실체일 것
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 가운데 인간만큼 더디게 성장하는 동물도 드물다. 인간
은 시간을 천천히 소비하면서, 시간을 먹으면서 성장한다. 이 때문에 성장에 필요
한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조급하게 성장을 강요하는 것은 인간에게 고역을 안
겨줄 뿐 아니라 도리어 성장의 지체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에서 조숙(早
熟)에 관한 과도한 요구는 교육을 시간 단축을 위한 기능적 도구로 파악하는 교육
관과 시간관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것을 간파할 필요가 있다.
어떤 대상이 지닌 고유한 속성은 그것을 포착할 수 있는 이론체계의 고유성을
확보할 때에만 밝혀질 수 있다. 시간의 교육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교
육에 관한 독자적인 개념체제의 형성과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기존의 교육학
은 이 점에서 그렇게 높은 평점을 받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반적인 학문의
상도(常道)에서 벗어나 매우 기이한 방식으로 교육을 개념화하고 온갖 이질적인 외
래학문의 개념을 도입하여 그것을 천착하는 데 부심해 왔기 때문이다. 시간의 또
다른 측면을 포착하고 드러내는 데 필요한 교육의 이론적 맥락 형성이 지체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간의 문제는 아직 우리의 해명을 기다리는 처녀지로 남아 있다.
상식의 범주를 넘어선 교육의 자율적 면모를 가정하면서 그것을 포착하는 고유
한 이론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진 중요한 선결과제이다. 그 요건을
1) 교육이 진행되는 시간을 일러 ‘교육의 시간’ 혹은 ‘교육적 시간’이라고 부를 수 있다. 교
육의 시간은 수도계의 품위를 종적 차원에서 변용시키는 주체적 활동의 체험시간을 가리
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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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시키면서 교육의 고유한 내적 구조와 원리를 해명하고 있는 예가 근자에 나타
난 ‘교육본위론’이다(장상호, 1991, 1994, 1997, 2000, 2005a). 교육본위론에서는 상대
적 자율성을 지닌 삶의 한 양식으로서 교육이 여타의 인간사와 공존하는 독립된
영역임을 입증하는 학문적 진전을 보여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것이 내놓은 중간
성과들은 그간에 교육학이 공백으로 남겨둔 많은 쟁점들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이
론적 토대로서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검토 받고 있다.
이 글은 기존에 학교를 중심으로 논의하여 온 시간관의 특징과 그 문제점을 분
석하고, 교육의 자율적 맥락을 중심으로 그 대안적인 시간관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앞의 부분은 기존의 교육학 이론에서 제시된 시간론의 문제를 비판적인 각도
에서 살펴보는 데 주안점을 둔다. 뒷부분에서는 교육본위론을 작업가설로 삼아 교
육의 맥락과 유관한 시간의 양상에 관하여 논의하고, 앞으로 좀더 천착할 필요가
있는 새로운 논의주제를 탐색하는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II. 기존 교육학의 시간 이해
1. 제도적 시간의 특징과 한계
기존의 교육학에서는 교육을 일상생활의 한 축을 차지하는 제도적인 형태로 인
식한다. 인간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것은 다분히 제도로서의
학교가 수행하는 기능의 달성과 관련지어 논의된다는 데 특징이 있다. 다양한 형태
의 ‘교육받은 인간’이 학습과 교수의 목표로 상정되고, 그런 인간을 형성하는 수단
으로서 교육의 효과 혹은 효율성이 논의된다. 이 때 교육은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
는 데 소요된 시간의 능률성으로 환산되어 평가된다. 말하자면, 교육의 문제는 제
도적으로 처방된 커리큘럼을 빠짐없이 이수하여 목표성취에 소요되는 시간을 어떻
게 단축하느냐에 집중된다.
이런 분위기에서 교육을 기능적으로 파악하는 관점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온다.
서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교육이 마치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시간을 단
축시키는 마술적인 힘을 가진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상존한다. 교육에는 왕도(王
道)가 있다는 것이다.
학교학습에서 강조되는 ‘수월성’의 개념이 그 좋은 보기이다. 그것은 원래 높은
수준의 인간성의 실현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미 알려진 차원을 초월하는 인간성의
성취라는 요소가 강하다. 그런데 학교학습에서는 이를, 그 본래의 맥락과는 달리,
주어진 일련의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의 함수로 재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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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과제를 얼마나 짧은 시간에 해결하느냐의 정도, 즉 학습속도에 비추어 영
재, 지진, 부진, 지체 등으로 학습자를 분류하고 서열화한다. 이 점에서 목표에 들
이는 성취시간을 능력지수로 산정, 비교하는 수월성의 기본도식은 속진(速進)의 원
칙이다. 학교학습에 관련된 능력요인으로 자주 거론되는 지능과 적성도 이와 비슷
하게 과제해결에 투입된 시간의 경제적 효과로서 파악된다.
학교에서 제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직선적이고 누적적인 시간의
도식을 따른다.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일상인들에게 친숙한 물리적 시간이 전제된
다. 학교에서는 일년 혹은 한 학기 단위로 학사일정을 편성하고, 그 일정에 따라
구성원들을 일사불란하게 조직하고 관리한다. 제도적 편의 위주로 처방된 일정을
형식적인 측면에서 빠짐없이 소화했느냐에 따라 학생에게는 학력과 이수증, 교사에
게는 경력과 자격증이 인정된다. 사회적 맥락에서 학력(學力)으로 통용되는 학력(學
歷)이라는 개념도 이런 관례적인 학사일정에 따라 학교라는 제도적 공간에 머문 기
간을 단순 합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는 이런 형식적 시간은 거기에 상응하
는 체험을 잉태하거나 출산할 가능성을 거의 염두에 두지 않은 채 단지 물리적 시
간의 경과로써 모든 것을 대신해 버린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통용되는 물리적 시간도 그것을 구획하고 편성하는 방식에 있어서 나
름대로 주기적인 양태를 띠고 있다. 초등, 중등, 고등으로 구분된 학교급별 과정이
그렇고, 각급 학교별 과정 안에서 다시 여러 단위로 세분화된 형태도 그렇다. 각급
학교 과정은 일 년이나 반 년을 단위로 그 안에 학년과 학기, 월별, 주별, 일별로
세분화된 일정을 반복하는 시작과 끝의 연속으로 이루어진다. 그 주기성은 일정한
길이로 구획된 시간단위가 규칙적으로 되풀이되는 ‘기계적 반복성’을 특징으로 한
다. 이렇게 구획된 시간은 상당 부분 구성원들의 주체적 개입과 참여와는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편성되어 부과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자연히 개별주체의 필요와 요구를
일일이 배려하거나 존중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행정편의주의와 단체생활을 위해 규
칙을 앞세운 통제와 복종이 강조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런 점 때문에 외적
규제의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학교시간의 리듬은 교육의 주체로서 각 개인들이
의도하고 실현하려는 교육적 체험의 리듬과 불일치할 가능성이 크다.
학교의 생활을 관통하는 시간의 리듬과 조직 방식은 산업구조의 그것과 정확하
게 일치한다. 학교에서의 생활은 사전에 치밀하고 정확하게 계획된 학사일정에 의
거하여 한 치의 오차 없이 주어진 일정을 차례차례 소화해 나간다. 그 시간경영의
원칙은 한 마디로 체계적인 과학적 관리에 의한 기술적 합리성의 극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학사일정에 전제된 시간개념이 객관성, 분절성, 측정가능성, 기계적
반복성을 특징으로 하는 물리적 시간의 개념을 토대로 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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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시간관 자체가 통제와 효율을 생산성의 기반으로 하는 전형적인 19세기 산업시
대의 유물적 잔재에 해당한다(Toffler, 1980). 산업사회를 형성하는 코드의 하나인
물리적 시간관이 유입됨에 따라 학교기능의 생산성은 시간의 함수로 표시된다. 그
이미지는 학교를 ‘인력 가공의 공장’으로 바라보는 데서 잘 드러난다. 대량생산을
목표로 하는 산업화에 적합한 시간 개념이 학교체제에 그대로 도입됨으로써 짧은
시간에 대량의 인력을 양산하는 이득을 거둘 수 있다는 관념이 생성된다. 불행한
일이지만, 이것은 그 생산성의 대가로서 교육의 고유성을 희생하는 손실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교육 본연의 속성을 무시한 채 그것을 산업사회의 시간관에 종속시키
는 이런 측면이 학교가 교육을 소외시키는 역기능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역설적으
로 드러내고 있다.
인식론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제도적 편의에서 유지되고 있는 시간은 소박한 경
험주의적 가정에 의거한다. 교육을 학교라고 하는 제도적 울타리 내에서 전개되는
가시적인 일상사의 하나로 이해하고, 거기에서 통용되는 시간을 기계적이고 물리적
인 차원에서 파악한다. 여기서 시간은 외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물체와 같은 것
으로 이해된다. 물리적 시간은 경험적으로 측정되어 길이의 개념으로 환산되고, 그
것은 다시 수학적인 단위로 표시된다. 이런 시간관을 제도적 관례와 규범에 일치시
키고 있는 학교체제는 그만큼 형식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으며, 그것이 본래 실현하
고자 한 교육의 맥락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평가된다.
2. 보완적 노력과 그 한계
앞에서 우리는 학교체제를 관통하는 시간의 특징을 물리적 객관성,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주기성, 관리통제를 위한 일제성, 효율성으로 평가되는 수월성이라는 측
면에서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시간 운용방식은 대단히 경직된 생활패턴을 창출할
수밖에 없고, 학교의 구성원들이 그 리듬에 맞추어 나간다는 자체가 상당한 무리를
수반하게 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학교체제의 획일적
인 시간 운영방식을 보완하는 개선책이 절실해진다.
Bloom(1968)이 제안한 완전학습2)의 아이디어는 그 돌파구의 하나로 제시된 것
이다. Bloom은 학생의 학업성취를 저해하는 요인들, 특히 선행학습의 결손, 불충분

2) 완전학습은 ‘mastery learning’의 번역어이다(김호권, 1976). 과제성취에 실패하는 학교상
황을 개선하는 아이디어를 담기 위해 그런 용어를 선택했으리라고 추측되지만, 완전학습
이라는 어휘 자체가 학술용어로서는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만일 완결학습, 완벽학습으
로 번역했어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정해진 과제를 공들여 해낸다는 의미를 강
조하는 데에는 ‘완수학습’이나 ‘완료학습’이라는 번역이 더욱 적절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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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습시간, 학습에 대한 부정적 정서 등을 체계적으로 제거하면 거의 모든 학생
들이 ‘완전 학습’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의 아이디어 속에는 학교학습
의 문제를 시간의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측면이 매우 강조되어 있다. 특별히 Bloom
은 학습의 문제를 시간의 함수로 파악한 Carroll의 관점3)을 받아들여 학습에 필요
한 충분한 시간을 투여하기만 하면 주어진 과제를 거의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
다고 확신하였다(김호권, 1976, 1980).
Bloom이 제안한 완전학습의 아이디어에는 학교학습에서 전제되고 있는 시간의
두 가지 측면, 즉 ‘시간의 제한’과 ‘속도 위주의 평가’라는 두 가지 문제를 나름대
로 해결해 보고자 한 노력이 깃들어 있다. 학습에 필요한 시간보다 학습에 사용하
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많도록 허용함으로써 시간적 제한을 완화하고, 동시에 속
도라는 기준을 평가 상황에서 배제할 것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학교의 시간양식이 지닌 제도적 한계, 즉 학습의 개인차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구획된 경직된 시간 단위, 각 개인이 필요로 하는 학습시간의 불충분한
허용, 제한된 시간 안에 목표 달성을 독려하는 학교의 평가체제 등을 적절히 비판
하면서, 개인차를 고려하는 좀더 유연한 시간 운용방식을 채택하는 대안적인 학습
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의가 있다.
그렇지만, 완전학습 모형이 나타내는 아이디어는 학교학습의 문제를 시간적 차
원에서 전면적으로 혁신하기에는 그 자체가 많은 한계를 가진 것도 사실이다.
첫째, 완전학습 모형은 커리큘럼이라는 제도의 골간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도일

3) Carroll(1963)에 의하면, 학교학습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제반 요인들은 크게 수업변인과
개인차변인으로 나눌 수 있다. 수업변인은 수업의 질(과제 제시의 적절성)과 기회(과제학
습에 주어진 시간)로 구성되고, 개인차변인은 학습적성, 수업이해력(일반지능과 언어능력
의 복합능력), 그리고 학습지속력으로 이루어진다. Carroll은 학습의 한 전제조건인 능력
또는 적성을 ‘학습자가 과제를 일정한 기준까지 학습하는 데에 필요한 시간량’으로 환산
하여 규정하고, 학습지속력은 ‘학습자가 학습을 위해서 스스로 사용하려는 시간량’으로
파악한다. Carroll은 이 다섯 가지 변인을 가지고 완전학습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학습모
형의 방정식을 제안하고 있다.

학습에 사용한 시간
학습정도= ∱
학습에 필요한 시간
이 방정식에서 학습에 필요한 시간은 학습자의 적성과 수업이해력과 수업의 질이라는
세 가지 변인에 의해서 정해지고, 학습에 사용한 시간은 학습자의 지속력과 수업에서 주
어진 시간인 기회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하여 학습의 정도를 100이라 한다면 그것은 학
습자가 주어진 과제를 기준점까지 학습하는 데에 필요한 시간에 비해서 실지로 학습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사용했느냐에 의해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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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 모형’이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Tyler의 모형을 단위 수업에 맞게 정련한 것이
기 때문에 ‘학습목표 달성’이라는 좁은 도식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학습의 개념을 속도의 문제에서 양의 문제로 전환하였을 뿐, 도달해야 할 목표는
이전과 다름없이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인다. 이 점에서 완전학습 모형이 처
방하는 학습의 아이디어는 학교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시간양식을 고스란히 수용하
면서 내놓은 다소 낭만적이고 낙관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완전학습 모형이 주장하는 학습시간의 도식은 일견 “양이 질을 보장한다”
는 논리에 기초한다. 학습에 사용하는 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충분히 허용하면 성취
도가 높아진다는 논리는 그 피상성과 단순함 자체에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그보다
는 오히려 그것이 시간문제의 본질을 비껴간다는 점에서 논란을 야기한다. 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간의 문제는 인간성의 진보가 단순히 양적 차원에서 흘러가는
직선적이고 누적적인 시간의 결과가 아니라, 시작과 끝이 반복되는 주기적인 리듬
을 타고 이루어지는 질적이고 구조적인 변환과 연관된다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 그
근거는 ‘교육의 리듬’을 언급한 Whitehead(1929), 인지발달을 구조적 관점에서 설명
한 Piaget(1950, 1954), 경험의 계속적 재구성으로서의 교육적 성장을 언급한
Dewey(1916) 등에 의해서 시사된 바 있다. 주기성을 지닌 교육의 리듬은 그 안에
단계의 개념을 함축하며, 교육은 각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이행하는 과정의 반복에
서 포착되는 동형적 구조로 상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완전학습 모형은
학습의 문제를 단지 시간의 양적 차원에서 평면적으로 접근한 까닭에 그 질적인
속성을 파악하는 데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완전학습 모형은 기능주의적 교육관에 토대를 두고 있고, 그 점에서 교육
의 자율적인 면모를 구명하려는 인식의 방향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완전학습 모형이 상정하는 교육의 기본개념은 목표달성이라는 학교의 기능적 측면
에서 찾아진다. 문제는 주어진 목표의 성취를 가져오는 학교의 온갖 기능을 ‘교육’
으로 규정할 뿐, 그 기능들이 어떤 점에서 교육과 필연적인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서는 더 이상의 언급이나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처럼 교육 자체에 관
한 철저한 이론적 성찰을 외면하는 모형이 학교학습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 자체가 교육의 내적 규칙과 리듬에 대한 자율적 이
론의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그러한 부정적인 평가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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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교육의 맥락에서 본 시간 이해
교육은 제도적인 범주로 파악되기보다는 실현가능한 인간성의 탐색과 그 실천
적 노력으로서 이해되어야 할 보편적인 인간사의 하나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국가
주의적인 목적에서 출발한 학교는 이런 교육의 원리를 실현하기에 반드시 적합한
공간은 아니다. 그 이유는 한 마디로 학교가 자체의 제도적 질서를 유지하고 관리
하기 위해 교육의 실질적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개인들의 성장욕구와 리듬에 맞지
않는 규칙을 따르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학교는 제도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종의 관례, 규범, 의식을 제정하고 그것을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
한 일치와 순응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미화하고 정당화한다. 그러나 교육은 그런
조장된 강요나 강제에 의해 시행될 수 있는 인간사가 아니며, 그 점에서 제도 위주
의 실천은 많은 부분 교육을 촉진하기보다 억압하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
교육을 비제도적인 인간사의 하나로 이해할 때, 교육의 일차적인 관심사는 그것
이 지닌 고유한 내재율의 실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장상호, 2000, 2005a).4) 교육은
그것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공존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다양한 삶
의 영역과 다른 구조, 목적, 가치, 질서, 속성, 활동으로 구성된 독특한 삶의 실재이
다. 그에 대한 참여는 그것의 고유한 내적 질서와 가치에 전념하고자 하는 각성된
주체의 책임 있는 헌신과 열정이 있을 때에만 허용된다. 이를 다른 말로 ‘교육을
본위로 하는 삶을 영위한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장상호, 1991, 1994). 교육을 본
위로 하는 삶은 여타의 삶의 갈래들을 존재론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의 공존을 유지하면서 교육을 일차적인 관심사로 추구한다. 교육은 이렇게 그것을
본위로 선택한 주체들의 끊임없는 자기갱신과 타인의 향도로 대표되는 양 방향의
실천과 그 협응에 의해 고유의 가치와 내재율을 실현해 나간다.
교육의 시간은 교육의 내재율이 실현되는 시간으로 규정된다. 다양한 삶의 영역
에서 품위의 형성과 재형성을 추구하는 실천과정에 중심축을 고정하고, 그 적극적

4) 교육의 내재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이 글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주제의 범위를 다소
벗어난다. 간략하게 말한다면, 교육에도 게임의 규칙과 같은 것이 있어서 교육에 참여하
려면 반드시 그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교육의 내재율은 두 가지 점
에서 강조된다. 하나는 교육의 세계가 다른 것과 구별되는 그 나름의 독립성을 구축하는
자율적 영역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의 구조적 특성으로부터 교육의 고유성을
나타내는 내적 질서와 규칙이 따라 나온다는 것이다. 교육의 내재율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장상호(2000, 2005a)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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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의 시간이 흐르게 된다. 이처럼 주체가 자신
과 타인의 품위를 실현하는 교육이 진행되는 시간을 ‘교육적 시간’이라고 규정할
경우, 그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시간개념과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즉,
교육의 맥락에서 체험의 형성과 재형성에 관계하는 시간은 물리적 시간과 어떤 점
에서 다른 특징을 보이는가? 선진과 후진의 품위 차를 시간적 격차로 해석하고 해
소하는 교육의 접근방식은 어떤 특징을 지니는가? 시간경영의 측면에서 통상적인
방식과 다른 교육의 원칙은 무엇인가? 체험의 종적 변용과정에서 흐르는 교육의
시간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 경륜이 높고 낮은 사람의 차이는 그 교육적 삶
의 시간과 관련하여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 역사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과
거의 인물이 시대를 초월하여 감흥과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현상은 교육적으로 어
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상의 질문들은 교육과 시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초기 단
계에서 가능한 질문의 일부에 불과하며, 그 질문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나감으로써
교육적 시간이라는 낯선 주제에 대한 우리의 잠정적인 생각들을 좀더 분명하게 추
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위의 질문들을 교육적 시간의 기본전제, 교
육적 시간의 회귀성, 시차(時差)로서의 품차, 교육적 시숙의 내재율, 교육적 시간의
평가, 경륜의 교육적 해석, 품위의 교육적 재활용이라는 일곱 가지 항목으로 나누
어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교육적 시간의 기본전제 5)
인간은 유한하다. 개체로서의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불과 120년 이내에서 생을
살도록 운명 지워져 있다. 더욱이 이것은 그에게는 한 번뿐인 기회이다. 그래서 ‘일
생’이라고 한다. 생의 종말은 언제나 ‘존재불가능의 가능성’을 예고하지만(장상호,
2005a, p.537), 그 때문에 한정된 시간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자구적 노력과 타
인과의 연대적 노력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말하자면, 인간은 그에게 허용된 정신
적 창조와 재창조의 가능성을 통해 자신의 미래와 과거에 참여하는 특이한 양식의
5) 양미경(1998)은 시간체험과 교육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논의에서 인간의 주체적 변화가능
성과 생의 시간적 유한성을 각기 별도의 주제로 다룬 바 있다. 얼핏 보면, ‘시간의 주재
자’로서 인간이 지닌 재량범위와 ‘시간의 절대적 구속’을 벗어나기 어려운 한계상황은 조
화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양미경이 강조한 바와 같이, 시간적 제약 속에서 제한된
생을 산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미완성에의 귀결을 숙명으로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숙명적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간이 지닌 교육적 삶의 가능성을
제한하거나 축소시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데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이 절에서는 그런
시각의 연장선상에서 삶의 시한성과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적 삶의 필연성을 교
육적 시간논의의 기본전제로서 다루어 보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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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실현함으로써 생의 유한성을 넘어서는 희망의 끈을 확보한다.
사람은 저마다 타고난 소질,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어떻게 주어진 시간 내에
발휘하여 실현하느냐가 중요한 생애적 과제가 된다. 생물적 생존기간으로서의 연령
이나 문화적 적응에 관계된 연배, 장유, 서열의 문제가 일생에서 의미 있는 시간의
전부는 아니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타고난 가능성의 실현
에 참여하는 시간일 것이다. 자신과 타인의 내면적 성장을 향해 분투하는 이 인간
적인 과업에 얼마만큼의 생을 할애하며 사느냐가 자연인으로서 얼마나 오래 살고
문화인으로서 얼마나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느냐보다 삶을 생기 있고 가치 있게 만
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교육의 시간은 바로 자신과 타인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일
에 선택적으로 주력하는 의지적 노력이 결집된 실천의 시간이며, 이 시간의 길이에
비례하여 인간적 성숙의 정도와 짧다면 짧은 생의 존재적 가치의 한 축이 결정된
다.
2. 교육적 시간의 회귀성
인간성은 물리적 시간의 흐름에 의해 자연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는 인간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자신의 가능성을 연마하여 가공하는 과정이 추가로
요구된다. 여기에는 또한 자신의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기 위해 상대로 하여금 자신
과 동등한 체험을 반복하도록 이끄는 과정도 요청된다. 인간성의 실현을 추구하는
과정으로서의 교육은 항상 품위가 형성되는 지점에서 시작되고, 품위가 완결되는
곳에서 끝난다. 말하자면, 교육은 언제나 일정한 시간의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양태를 띤다는 것이다. ‘교육의 리듬’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Whitehead의
말을 인용해 보자.
생이란 본질적으로 주기적이다. 우리의 삶은 일과 놀이, 활동과 수면이 교차
하는 하루의 주기, 학기와 휴일들로 이루어져 있는 계절의 주기, 구별표시가 잘
되어 있는 한 해의 주기로 이루어진다. 이 점은 누구에게나 뚜렷이 의식된다. 이
보다 좀더 미묘한 것으로서 정신적 성장에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시기들이 있
다. 한 시기에서 다음 시기로 이행할 때 그 성장의 단계는 항상 다르지만, 각 시
기마다 그 하위과정은 매번 동일하게 재생된다. 나는 이 점을 가리켜 ‘리듬’이라
는 용어를 썼는데, 그 뜻은 본질적으로 똑같이 반복되는 틀 안에서 매 번 차이
가 나타난다는 것이다(Whitehead, 1929, p.17).

Whitehead의 말처럼 교육은 질적으로 체험내용이 구분되는 일정한 간격과 반
복이라는 특징을 가지며, 매 단계의 실천에 의해 점차로 그 질적 수준이 향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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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성장을 이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시간의 흐름은 비록 연속적이지만, 단
순한 과거의 연장으로서의 현재, 그리고 현재의 연장으로서의 미래라는 도식을 넘
어서 좀더 질적인 구조의 단계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그 흐름은 대개 한
단계에서 시작하여 다음 단계에서 끝을 맺으며, 그 끝은 다시 새로운 시작으로 이
어지는 특징이 있다.
교육의 시간은 이처럼 품위의 각 단계에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회귀성을 특징
으로 하며, 그 회품(回品)의 반복된 횟수에 비례하여 품위가 변화한다(장상호,
2005a, pp.530-538). 즉, 상구의 횟수만큼 미래를 앞당기는 상구의 시간은 늘어나고
주체의 품위는 높아진다. 또 하화의 횟수만큼 과거로 회귀하는 하화의 시간은 증가
하고 하화자의 현품으로 이끌려 올라오는 타인은 늘어난다. 그러나 상구와 하화의
시간은 그 자체가 얼마나 높은 품위에 도달하느냐 보다는 얼마나 여러 번 품위를
형성하고 재생하는 과정에 열광하느냐에 의해 그 고유한 가치가 드러난다.
3. 시차로서의 품차
교육은 수도계의 품위를 형성하고 확장하는 특이한 삶의 양식으로 상정된다. 품
위라는 것은 내면의 변용을 통해 형성되고 재형성된다는 점에서 시간적인 추이로
파악될 수 있으며, 그것은 주체의 개입에 의해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된다. 여기
서 주체가 품위의 실현에 개입하는 시간은 단순히 과거의 연장으로서의 현재, 현재
의 연장으로서의 미래라는 물리적인 도식을 넘어선다. 품위와 관련된 시간은 서로
연속적이지만, 질적으로 구분된 체험내용을 매개한다는 점에서 불연속적이다. 이런
불연속성은 동체이품의 상황과 이체이품의 상황이라는 교육적 시간의 무대를 조성
한다.
동체이품 상황에서 품차는 한 개인 내에서 과품과 현품, 현품과 미품의 대비라
는 시차로 나타난다. 이체이품 상황에서 품차는 선진의 현품이 후진의 미품이고,
후진의 현품이 선진의 과품이라는 엇갈린 시차로 나타난다. 상구교육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현재를 과거의 것에 비추어 검토하고, 더 나은 미래를 예견하며 탈출하는
활동과 함께 발원한다. 이체이품 상황에서 상구자는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지만,
하화자는 현재에서 과거로 회귀해야 한다. 따라서 상구자는 역사적으로는 과거의
인물에 해당하는 선진을 자신의 미래적 존재로 수용하고 그 미래를 실현하고자 노
력해야 한다(장상호, 2005a, p.535). 하화교육의 시간은 현재를 잠시 유보하고 과거
를 회상하는 동시에, 후진이 그 과거의 상태에서 자신의 현재에 이르도록 이끌어
올리는 활동에 의해 흘러간다. 이것은 선진의 과거와 현재 속에서 후진의 미래에
참여하는 특이한 공간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각자는 설사 사멸한 후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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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후대에게 상구할 만한 소재를 남김으로써 후대의 현재와 미래에 참여할 수 있
는 가능성을 갖게 된다(장상호, 2005a, p.536).
4. 교육적 시숙(時熟)의 내재율
품위의 실현을 지향하는 교육의 과제는 속성적(速成的)인가, 만성적(晩成的)인
가? 조숙(早熟)은 교육적으로 가치있는 것인가? 반대로 만숙(晩熟)은 지진(遲進) 혹
은 지체(遲滯)로 파악되어야 하는가? 교육적 시숙은 이런 질문에 대한 교육의 원리
를 집약한 것으로서 교육의 고유한 리듬을 살려나가는 시간운영의 방식을 나타낸
다.
교육은 주체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체험의 형성과 재형성을 매개하는 과정이다.
주체의 인간적 변화를 가져오는 데에는 필요한 만큼의 시간적 투여와 소진이 요구
된다. 성취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일은 교육의 입장에서 볼 때 결코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빠른 성취는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절실한 요구이지만, 교육은 그것보
다는 어떻게 하면 체험을 보다 충실하게 구축하느냐에 관심을 모은다. 이런 점이
통상적 견해와 질적으로 다른 교육의 고유한 시간관념을 구축하는 요소가 된다.
교육에서 바라보는 시간의 차원은 씨 뿌리고 자라나고 김매고 영그는 계절을
얼마나 충실하게 사느냐에 있다. 성장통(痛)을 겪으며 지나야 할 성숙의 계절을 어
떻게든 단축 혹은 생략하여 이른 수확을 거두려는 모든 시도는, 설사 그것이 가능
하다고 해도, 결국은 체험의 성숙을 도모하는 교육적 시간경영의 원칙에 위배된다.
품위의 실현에서 나타나는 속성과 만성의 차이는 단지 시간의 경제성이라는 시각
에서 소요되는 시간의 양으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 반복되는 말이지만, 그 비교의
준거는 결과 획득의 효율성보다는 ‘체험이 무르익는 시간’ 혹은 ‘체험이 흐르는 시
간’의 측면에서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부면을 중시하는 교육의 내재율이 바
로 ‘교육적 시숙’이라는 것이다(장상호, 2005a, pp.386-408). 교육에서 말하는 품위의
형성은 마치 닭이 알을 품듯이 그 발생적인 계열을 점진적으로 거치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함에 의해 이루어진다. 교육적 시숙의 내재율을 위반하는 조숙
의 열정은 지득(知得)의 함정을 잉태하고, 그 내재율에 충실한 만숙의 열정은 증득
(證得)의 결실을 기약한다고 말할 수 있다.
5. 교육적 시간의 평가
거인과 소인은 단지 신체의 크기가 아니고, 사회적 연공의 서열에 의한 것만도
아니다. 거인과 소인을 구분 짓는 보다 적절한 기준은 내면적인 그릇의 크기, 다른
말로 실현된 인간성의 크기이다. 유한한 인생에서 누가 정신적 성숙에 보다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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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할애하며 사느냐가 거인과 소인의 차이를 가져오는 데 작용한다.
그렇다면 거인과 소인을 구분짓는 척도로서 수도계적 품위는 그것의 형성에 투
입된 시간의 양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는가? 즉, 체험의 시간만큼 수도계의 품위는
높아지는가? 그 인과는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품위가 높다고 해서
회품의 체험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품위가 낮다고 해서 체험의 시간이 적은 것
도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장애우(友)들의 경우 그 품위는 일반인들에 비해 그리
높지 않지만, 그들이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투입하는 체험의 시간은 일반인들의 그
것에 비해 너무도 길고 진솔한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품위의 수준과는 무관하게
각인이 몸담은 체험의 시간을 달리 평가할 독립된 척도가 별도로 필요하다. 주체가
현품을 토대로 그 이상과 이하의 두 방향으로 각기 자신과 타인의 품위를 형성할
때, 그 과정에 참여한 체험의 시간은 결과로서의 성취수준과는 무관하게 그 가치가
존중되고 감식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교육에서 주목하는 시간의 차원이
며, 이 시간을 얼마나 진솔하게 보듬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생애를 평가하는 또
하나의 고유한 기준이요, 척도가 된다. 교육은 얼마나 높은 품위로 올라가느냐보다
하나의 품위가 다른 품위로 이행하는 과정을 얼마나 착실하게 체험하느냐에 목표
를 둔다. 과정적 체험을 중시하는 교육의 입장에서는 품위 수준에서 천재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장애우들을 오히려 거인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그들이 주체
로서 체험한 교육적 시간이 천재의 그것보다 더 절실하고 더 길다고 볼 수 있는
한 그런 평가는 언제나 가능하며 또한 유효하다.
6. 경륜의 교육적 해석
교육의 시간과 관련하여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오랜 동안 경험을 내축한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이른바 경륜(經綸)에 관한 해석이다. 우리 주변에는 보통
사람이 넘보기 어려운 높은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지닌 이들이 의외로 많다. 그들
의 경륜은 선천적인 것이거나 어느 한 순간에 이룩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
친 절차탁마와 공력의 결집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마치 고목(古木)의 수령을 보여
주는 나이테처럼 인간의 경험영역에도 그것이 이룩된 층층의 켜 같은 것이 존재한
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경륜을 쌓는다는 말을 하고, 높은 경륜의 소유자
를 경륜지사(經綸之士)라고 부른다.
경륜은 경험의 양보다는 그 질적인 깊이에 연관된 개념이다. 특별히 경륜이라는
것은 수도계의 일정 수준을 가리키는 평면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것이 형성된 과정
전체를 시간의 추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입체적인 개념이다. 즉, 한 수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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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를 통시적인 관점에서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는 체험의 불연속적 변환과정으로
이해하고 그 발전의 궤적을 총체적으로 바라본다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 이런
각도에서 경륜은 교육에서 말하는 회품(回品)과 연관지어 좀더 분명하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회품이란 상구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품위내용의 전환을 의미하
며(장상호, 2005a, p.542), 회품의 과정은 상구자가 한 품위에서 그보다 상위의 품위
로 이행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즉, 회품은 품위의 변화이고, 그 과정은 상구의 운동
이다. 시간적인 차원에서 회품의 과정은 또한 교육의 시간이 흐르는 주기적인 활동
의 단위가 된다. 회품의 차수(次數)가 더해질수록 경륜은 깊어지거나 높아지게 된
다. 그러므로 임의의 수도계에서 한 사람이 쌓은 경륜은 정확히 말하면 회품의 횟
수에 비례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통상적인 의미의 경륜은 이처럼 교육의 관
점에서 품위가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는 과정과 연관지어 설명할 때 그 시간적 추이
에 따른 변용의 총체적 궤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
리는 그것을 ‘회륜(回綸)’이라는 말로 재개념화하여 부를 수 있다.
교육의 입장에서 한 인물의 회륜은 적어도 그것이 발휘하는 효과의 측면보다는
그것이 형성되는 과정에 좀더 주목하는 개념이다. 회륜은 단지 도달한 품위의 높이
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좀더 깊고 은현(隱現)한 품격을 나타낸다. 특별히 회륜은 시
간적 차원에서 그것이 형성된 전체적인 발전의 과정을 후방대비(retrospective contrast)로 조망할 때에 그 의미가 좀더 뚜렷이 살아날 수 있다. 그 이유는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는 회륜의 전 과정이 직선적 혹은 누적적인 것이 아니라 매 단계마다
품위의 재구성이라는 변증법적 지양을 거치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회륜의
의미가 이처럼 각 단계에서 일어나는 총체적 변환에 의해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회품의 시간적 계열과 차수에 의해서 파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이 표방하는
통시적이고 입체적인 시각은 교육의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인물사적(人物史的)
연구방법의 한 가지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의의도 지니고 있다.6)
요컨대, 품위는 결과적인 성취로서가 아니라 그것이 형성되어 온 발생적 과정이
라는 시각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품위는 하위 단계에서 거듭하여 이루
어진 회품의 결과이며, 따라서 그것이 형성되어 온 전력(前歷)을 회고함으로써 그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경험을 쌓아 깊
은 공력에 달하였음을 뜻하는 경륜은 이런 맥락에서 기존의 체험을 해체하고 재구
6) 이런 시각에서 한 사상가나 예술인의 생애를 조명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가령,
Husserl이나 Wittgenstein이 보여준 전기사상과 후기사상의 구분을 그 전환과정에 초점
을 맞추어 설명하고, Picasso나 백남준에 있어서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난 예술성의 변화
를 그 형성과 변환과정의 체험에 의거하여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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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 나선형적 발전과정의 전체 이력을 나타내는 회륜이라는 의미로 재해석된다.
그것이 단지 어느 한 단계의 품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품위에 이르는 전체
도정(道程)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그 속에 내포된 의미를 더
욱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 하나의 품위를 다른 품위로 변환, 대치하는 회품의
과정이 각 단계에서 충실히 진행되면, 불연속적인 품위의 계열이 각 단계에서 출현
함으로써 교육의 시간은 강물처럼 도도히 흘러간다. 그 시간의 흐름을 타고 층층이
절연된 매 단계마다 모순적인 관문을 통과하면서 각 주체는 개인적으로 생애의 한
시기를 마감하고 또 다른 시기로 이행하며, 전체적으로 다(多)시대적 생애를 구가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인물의 회륜은 바로 그가 체현한 품위의 다층성이며, 또한 그
가 통과한 회품의 다회성을 나타내 보여준다.7)
7. 품위의 교육적 재활용
역사적으로 오래된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역
사적 가치를 지닌 유형, 무형의 산물들은 어떤 관점에 서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평
가를 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학문이나 예술과 같은 분야에서의 평가가 그런 것이
다. 학문의 지식은 나날이 진보하고 있고, 예술도 시대를 거듭하며 새로운 미를 발
견한다. 과거의 학문적 지식과 예술작품의 가치는 영원불변의 것이 아니다. 그것들
은 좀더 새로운 지식체계와 예술양식의 출현에 의해 대치되고, 그 가치가 열등한
것으로 전락하는 운명을 밟게 된다. 학문과 예술은 이런 부정의 변증법에 의해 끊
임없이 발전을 구가해 온 역사를 보여준다.
그렇다면, 과거에 출현했던 모든 지식과 작품들, 그리고 그것을 배태하고 출현
시킨 이전의 정신적 체험의 각 단계들은 더 이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무용지
물이라고 할 수 있는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적어도 학문과 예술의 산물을 생성
시켰던 선대인들의 체험은 각기 그 이후에 등장한 후속단계의 출현에 발전적 토대
로서 기여한 공로를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처럼 단지 역사적 발전의 한 단계를
차지하는 발생적 고리로서만 그 가치를 인정하기에는 그들의 체험 가운데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 간과되고 있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과거
인물들의 체험은 이미 가치를 상실한 죽은 품위가 아니라 그 가치를 존중할 줄 아
는 후진들에 의해 언제든지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는 잠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선대의 품위 가운데 후대의 교육소재로 활용 가능한 것이
있고, 그런 교육적 상호작용을 교육적 시간의 차원에서 정당화하는 논리를 구성해
7) 우리말에 “잔뼈가 굵는다”는 말이 있는데, 한 사람의 인물됨을 이해하는 준거로서 매 단
계의 변환을 통한 전체의 형성과정에 주목하는 회륜의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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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무조건 과거를 존중해야 한다는 역사적 관점의
주장과는 다르다고 해야 할 것이다.
가치의 서열은 시간적 출현의 순서와 일치하거나 비례하지 않는다. 체험의 견지
에서 볼 때, 과거에도 선진 있고, 미래에도 후진 있다. 시간적 출현의 순서를 그대
로 품위의 서열에 적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선대에 비해 후대가 한 걸음
더 앞선 것이라는 통상적인 평가는 대개 각 시대의 꼭대기에 위치한 정상의 품위
들을 비교한 결과일 뿐이다. 어느 시대건 정상의 수준 밑에는 그보다 저급한 수준
들로 가득하다. 시대적으로 가장 앞선 현대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이다. 현대인 모두
가 옛사람들보다 우수한 것이 아니다. 현대인 가운데 미개인과 원시인이 많고, 그
들은 체험의 수준면에서 과거의 선대인들에 비해 너무도 열등하다.
이 때문에 수도계에서 발생적 과거의 전력을 지닌 품위는 후대의 상구자에게
교육소재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발견되고 활용되는 한에서 물리적 시간의 과거성
을 탈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과거의 것이기 때문에 존중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앞서 말했듯이, 그것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것의
유물적 가치도 아니고, 현재를 가능하게 한 토대로서의 발생적 가치를 말하는 것도
아니다. 도리어 과거의 것이라는 출현의 한계가 있지만, 후대와의 만남을 계기로
그의 미래를 창조하는 데 참여하는 적극적 가담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
이다. 물리적 시간과는 다른 체험의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역사적으로는 과거의 성
취가 체험적으로는 미래의 설계도를 담을 수 있다. 이 점에서 그 교육적 가능성의
단초는 항상 주목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자. 가령, Mozart는 30년 남짓한 시간만을 살고 그 생을
마감하였지만, 그가 남긴 예술혼은 그의 사후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며 250년
을 넘게 그 향기가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과거의 선진이 그 사후에도 후대인의
귀감으로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침으로써 후대인들의 정신적 성장에 기여하는 양
태를 무엇이라고 부르면 좋을까?
과거의 인물이 남긴 품위는 그것을 미품으로 바라보며 상구하는 후대인에게 마
치 현재에 살아있는 것처럼 선진의 권위를 가지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죽은 이
는 말이 없다. 그러나 과거의 선진들은 자신들이 성취한 품위로써 각 시대의 후진
들에게 그들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처럼 시대적 격리를 넘어서 품위의 접속이 이루
어지는 순간, 선대인은 후대인의 현재에 생생하게 되살아난다. 그것을 가리켜 ‘교육
적 환생(敎育的 還生)’이라고 해 보자. 선대인이 그들의 생애를 넘어 후대인들의 정
신적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생물적 수명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의의를 지닌다. 물론 그들이 남긴 품위의 위대성을 발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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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후대인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며. 따라서 그 작업의 성공
여부는 많은 부분 후대인들의 책임범위에 속한다. 그렇지만, 선대인들이 품위의 흔
적을 남기지 않았다면 그 품위에 도달하는 데에 수많은 시간과 노력의 낭비가 불
가피할 것이다. 게다가 그것이 후대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전혀 새로운 종류의 수
도계인 경우에 선대인들이 남긴 품위의 흔적은 그 존재만으로도 엄청난 값어치를
지닌다. 그런 점에서 교육적 환생의 의의는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교육적 환생이 시대를 초월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생물적 수명의
한계를 넘는 ‘교육적 수명’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단 여기서
말하는 교육적 수명은 물리적 시간의 차원에서 파악할 문제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시대를 초월한 교육활동의 가능성이며, 특별히 선대의 품위가 후대의 교육소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이다. 망자(亡者)는 그 품위의 우월성을 인
정받는 범위 내에서 후대인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통로를 연다. 그들의 생애는 그
품위가 후대인들에게 상구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발견될 수 있는 한 지속적으로
연장된다. 만일에 그것이 수 대, 혹은 수십 대를 지속하여 영향력을 미친다면 그야
말로 그들은 교육적으로 몇 대에 걸친 장수 이상의 장수를 누리게 된다. 이런 교육
적 수명의 연장은 언제나 미래로 열려 있고, 또한 그들의 교육적 환생은 항시 가능
태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 소재가치로서의 지속성을 ‘교육적 항존(敎育的 恒存)’
이라고 부를 수 있다.8) 비록 후대인들이 간헐적으로 주목한다는 한계를 완전히 벗
어나기는 어렵지만, 선대인의 품위가 교육소재로서의 항존적 가치를 지니는 한, 그
들은 이러한 교육적 항존을 대대에 걸쳐 누리게 될 것이다.9)
논점을 정리해 보자. 수도계의 역사에서 이룩한 발전의 궤적은 그 자체가 훌륭
한 교육소재의 보고(寶庫)가 된다. 수도계의 발전단계에서 가장 최근에 이룩한 품
위를 제외한 이전의 모든 품위들은 수도계의 내적인 가치기준에서 볼 때 더 이상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다. 그것들은 이미 시효가 상실되었거나 폐기처분되어야
할 품위로 평가될 뿐이다. 그러나 수도계적으로 무용지물에 불과한 과거의 품위들
이 교육적으로는 놀랍게도 새로운 가치로 각광받을 소지를 지니고 있음을 아는 사
8) 여기서 말하는 ‘교육적 항존’은 과거 인물이 그와 직접적인 교육적 관계를 맺지 않는 후
대의 후진들에게 그 품위를 교육소재로 제공하는 측면을 가리킨다. 이와는 달리, 한 시대
의 스승이 그와 사제관계를 맺었던 겹제자들에 의해 대대에 걸쳐 영속적인 교육소재로
받아들여지는 현상은 교육적 항존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스승은 그 품위
를 소재로 받아들이는 제자들의 미래에 영원히 참여한다는 점에서 그 교육적 수명의 영
속성을 ‘교육적 영생(永生)’이라는 말로써 지칭하고자 한다.
9) 한 가지 덧붙일 것은 교육적 항존이 특정 품위를 이룩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 이론상 모든 품위에 고루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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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은 드물다. 무슨 말인가 하면, 수도계적인 면에서 볼 때 과거로 분류되는 품위들
중에 많은 단계들이 아직 그 단계 이하에 머물러 있는 현재의 우리에게 장차 실현
해야 할 미래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장상호, 2005a, p.537). 이것은 역
사적으로 과거의 인물들이 그들의 사멸 후에도 선진으로서 우리들의 현재와 미래
를 매개하는 데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장상호, 2005a, p.536). 이렇게 전대
의 선진들을 부활시키는 데에는 후대의 후진들이 그들을 미래적 존재로 수용하고
자신의 미래를 실현하는 상구교육에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그것이 성사
되는 만큼 선진들은 그들의 당대에 한정되었던 생애를 후대에까지 연장시킬 수 있
게 된다. 이는 교육의 개입에 의해 역사적 과거가 미래로 전환되는 놀라운 변환의
가능성으로서, 현시대에 국한된 생물적 삶의 한계를 교육적인 견지에서 초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인류의 역사는 이런 교육적 시간의 역동적 흐름에 의해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된다.

IV. 교육적 시간의 촉진 조건
그러면, 품위를 형성하는 교육적 시간의 흐름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조건은 무
엇인가? 교육적 시간의 흐름은 교육활동의 속도와 교육소재의 배열이라는 측면과
는 어떻게 관련되는가?
교육의 하위영역으로서 상구와 하화는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자연발생적 사건이
아니며, 따라서 그 내재율에 충실하기 위한 활동의 조건은 서로 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차이는 적어도 속도와 수준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여기, 서로 다른 수준의 품위에서 서로 다른 속도로 상구와 하화를 수행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들이 서로 상대의 수준과 속도에 맞추기 위해 공조적인
협력을 다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아마도 그들 각자가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시간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고
말 것이다. 이 점에서 상구자와 하화자는 상대방의 단계와 그 맥박에 주목하고, 서
로의 교육활동을 상승적으로 촉진하는 환경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응분의 주의를
기울여 나가야 한다.
교육적 시간의 촉진조건에 관한 우리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으로
나타낼 수 있다. 첫째, 상구의 사이클과 하화의 사이클의 차이가 있을 때, 다시 말
하여 교육적인 진행속도10)의 차이가 발생할 때, 어떤 방식으로 조율이 가능한가?
둘째, 교육소재의 측면에서 체험의 시간이 흐르게 하기 위한 소재 배열과 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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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는 무엇인가? 이하에서는 각각의 질문을 ‘교육활동 주기의 조절’과 ‘교육소재
배열의 조정’이라는 제목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1. 교육활동 주기의 조절
상구의 사이클과 하화의 사이클에 차이가 있을 때, 다시 말하여 교육활동의 속
도에 차이가 발생할 때, 적시에 그 차이를 조정하지 않으면 자칫 교육의 내재율을
훼손하여 교육적 관계 자체를 와해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교육적 관계가
와해되면, 교육의 시간도 멈춘다. 따라서 교육의 시간이 지속적으로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상구와 하화의 속도를 조정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그 속도조절의 원리는 이
른바 세발달리기의 협조에 비유될 수 있으며, 이를 가리켜 ‘교육적 보조맞춤’의 공
조원리라고도 부르고 있다(장상호, 1991). 그 속도조절의 공조는 어떤 방식으로 실
현될 수 있는가?
속도조절에서 지켜야 할 하나의 원칙은 속도가 빠른 쪽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
니라 속도가 느린 쪽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빠른 편은 속도
의 양보가 가능하지만, 느린 편은 그 양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느린 쪽에 맞게
속도를 늦추는 것은 그들의 관계를 보전할 수 있지만, 빠른 쪽에 맞게 속도를 올리
는 것은 교육활동의 호흡 자체가 급작스럽게 무너짐으로써 관계 자체를 종식시킬
위험이 따른다.11) 따라서 상구와 하화 간에 존재하는 주기의 조절은 속도가 느린
쪽이 ‘가속’하는 방식보다는 속도가 빠른 쪽이 ‘감속’하는 편이 교육의 내재율을 유
지하고 지속시켜 나가는 데 적합한 선택이 될 것이다. 보통 속도조절과 관련하여
‘완급 조절’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교육의 맥락에서 이 말은 상구와 하화를
지나치게 서두르지 않음으로써 쌍방의 호흡을 맞추어 나간다는 뜻으로 해석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즉, 교육적 관계의 지속을 위한 교육적 속도 조절의 원리는 토
끼가 거북이 속도에 맞추는 것이 교육의 내재율에 알맞은 조율방식이라는 것이다.
한편, 토끼가 거북이에게 속도를 맞추는 것은 하화의 속도가 상구의 속도를 앞
지르는 경우와, 반대로 상구가 하화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두 가지 경우로 나
10) 이 대목에서 독자는 교육적 속도의 개념을 학교학습상황과 연관짓는 고정관념을 경계
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적 속도의 개념은 품위의 성숙을 가져오는 주체적 활동의
수행에 의해 산정되는 체험적 시간에 의거하고 있다. 따라서 그것은 앞서 1절과 2절에서
지적했듯이, 학교수업의 진행속도를 의미하는 진도라든가, 단위시간 안에 해결하는 문제
풀이수를 의미하는 학습속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11) 그 이유는 교육적 속도를 조절하는 근본원리가 ‘교육적 시숙의 내재율’이기 때문이다.
순차와 역차의 점진적 단계화를 무시하고 품위의 빠른 성취만을 바라는 과도한 욕구는
목표의 달성 자체를 무산시킬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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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자는 하화자가 거북이 상구자를 만나 하화속도를 감속
해야 하고, 후자는 상구자가 거북이 하화자를 만나 상구속도를 감속함으로써 교육
의 주기를 조절해야 한다. 주기의 조절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각자의
속도를 비교하고 그 차이를 면밀하게 감식해야 하며, 차이의 보완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투여하여야 한다. 주기의 조정은 무엇보다 감속에 필요한 추가적인 교육활
동을 탐색하고 선정하여 자신의 호흡을 길게 조절하는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은 상구토끼와 하화토끼가 각자 교육의 내재율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구와 하화의 추가적인 과제를 스스로 찾아내어 자신에게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
다. 여기에는 자신과 상대의 교육활동 주기의 특징과 차이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일, 현 단계의 교육활동을 부연(敷衍)할 수 있는 상구자료와 하화자료를 찾아 과제
로 설정하는 일, 자신의 교육활동을 반성적으로 평가하고 그 부족한 점을 발견해
내는 일, 앞으로 수행할 교육활동을 위한 계획과 전략을 검토하고 재수립하는 일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감속의 노력을 통해 상구와 하화의 리듬이 일치
되는 결실을 가져온다면, 그 추가적인 활동 역시 교육의 시간과 유관한 활동으로서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2. 교육소재 배열의 조정
어느 경우에나 교육적인 체험의 출발점은 현재의 품위가 된다. 그리고서 교육활
동의 목표로서 어떤 품위수준을 표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문제가 있
다. 흔히 조급한 성취의 동기에서 지선(至善)을 당장 실현하고자 덤비는 경우가 있
다. 그러나 지선의 품위는 상구자에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며, 그 흔적조차 파
악되지 않는 오리무중의 묘연한 실체이다. 무리한 표적 설정으로 인한 무모한 도전
은 상구체험의 내재율에 역행하며, 뜻하지 않은 상구교육의 와해라는 결과와 함께
상구를 기피하거나 혐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와는 반대로 이미
상구자가 극복한 현품 이하의 과품 역시 품위를 창조하는 상구체험을 유도하기에
는 적절치 않다. 표적이 너무 높거나 낮은 수준으로 설정될 경우에 하화교육 역시
그 내재율을 살려나가기에 적절치 않으며, 도리어 강제나 강요를 수반하는 고압제
의 위험이 따를 수 있다. 이미 극복했거나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목표 자체가 하화
교육을 비효율, 무의미, 낭비로 몰아갈 소지가 큰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가능한 대안은 품위의 근접성을 토대로 하는 상호작용의 원리
이다. 현품과 가장 근접거리에 이웃하는 단계는 차상품(次上品)과 차하품(次下品)이
다. 차상품과 차하품은 각기 상구체험과 하화체험의 시간이 흐르는 데 필요한 적절
한 표적 혹은 상대항의 조건을 충족시킨다. 현품의 수준에서 바라볼 때, 가시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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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가청범위에 있는 차상품은 창조적인 상구체험을 전개하는 데 가장 적합한 불협
화의 조건을 지니고 있다. 차상품은 어떤 품위보다도 매력적인 상구체험의 공간적
무대와 시간적 격차를 조성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상구자가 능동적으로 상구교
육에 임할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Dewey가 말한 ‘가시목표’라는 것은 이런 의
미에서의 차상품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다(Dewey, 1916). 적정 수준의 공간적
거리와 시간적 균열로 인해 상구체험의 시간이 발생적으로 용출하게 되는 것이다.
석가와 공자가 따랐던 대기설법(對機說法)과 수인이교(隨人異敎)의 원칙도 상대방의
수준에 맞는 차상품적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상구교육의 흐름을 촉발시킨 교육적
배려의 모범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현품 이하의 품위 중에서 가장 근접거
리에 있는 차하품과의 만남은 ‘현품의 재창조’라는 또 하나의 창조적인 과정을 체
험하기에 알맞은 도전적인 거리에 있다. 현품과 차하품 사이의 불연속성에 따른 간
극은 하화자에게 직전 단계의 품위가 지닌 모순성을 하화의 소재로 활용하기에 가
장 적절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화자는 차하품의 단계에 머물고 있는 상구자를
상대로 자신의 현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그것을 재생하는 데 필요한 능동적인 하
화체험에 몰입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차
하품은 하화체험의 시간적 흐름을 발생시키는 더할 나위없는 하화소재로 여겨진다.

V. 결언: 시간의 태엽으로서의 교육
교육과 시간의 관련성은 교육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교육이 아무런 의미나 가치를 갖지 않는 실체 없는 공동(空洞)의 영역
이라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그 실체적 존재성에 내재하는 규칙과 질서는 자체의
리듬에 맞는 시간유형을 창출하는 고유한 자장(磁場)을 조성할 것이다. 말하자면
교육이 그 나름의 독자적인 세계구성과 내재율을 지닌 자율적 세계의 하나라는 가
정 하에, 그것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구명해 나가느냐에 따라 그것의 고유한 속성과
율격을 반영하는 독특한 시간의 양태에 접근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 우리
는 그러한 조건에 맞는 개념체제의 하나로서 교육본위론에 의거하여 교육의 자율
적인 논리와 형식이 지배하는 시간의 측면을 ‘교육의 시간’ 혹은 ‘교육적 시간’이라
는 용어로 나타내고, 그 양상을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Ⅲ장 참조).
이와는 다른 각도에서 교육과 시간의 관련을 규정할 경우, 그 양상은 판이하게
나타난다. 교육을 제도적 형식에 종속된 기능적 양태로 파악하는 기존의 교육관에
따를 때, 교육의 율격을 외면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구획하고 적용하는 현상이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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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우리가 살펴본 바로, 학교에서는 그 제도적 질서를 유지하는 방편으로 물리
적 시간의 기계적 리듬을 채택하고 있다(Ⅱ장 참조). 학교의 모든 일정이 일제식으
로 전개되는 통제 위주의 규칙과 획일적 관행으로 가득하다. 그런 시간의 기계적
리듬은 자유로운 인간성의 탐색을 허용하는 교육의 내재율과는 너무도 상응하기
어려운 것이며, 그 구성원을 그것에 일치시키는 과정은 교육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도 고통스럽고 강제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는 구성원의 교육적 삶의 호흡
을 억압하는 이러한 현실의 이면에 교육의 고유한 리듬에 대한 인식의 부재가 자
리하고 있음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잘못된 개념에 기초하여 현실을 바로잡을 수는 없다. 학교를 교육의 온상으로
바라보고 그 개선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와 대중의 마음속에는
기실 ‘속론적 교육관’이 자리하고 있다(장상호, 2005b, pp.8-12). 그것은 상식을 합리
화하는 방식의 교육관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수록 사태를
도리어 악화시키는 결과를 맞는다. 상식에 영합하는 태도로서는 상식 이상의 해결
책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그것은 가끔 교육에 관한 정당한 문제 제기를
차단하고 외면하는 패권주의적 행태도 불사한다. 교육관에 의해 교육 자체가 소외
되는 불행한 사태는 역설적인 현상이다. 이런 의미에서 교육의 문제를 논하기에 앞
서 교육관 자체를 점검하는 일이 더욱 시급해 보인다. 이 글은 그런 교육관의 비본
질적 양태를 검토하고 바로잡는 하나의 계기로서 시간의 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하
였다.
오늘 우리의 인식을 사로잡고 있는 교육관 속에는 교육을 빠른 성취를 위한 ‘속
성의 도구’로 파악하는 관념이 중핵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빠른 것이 미덕이고, 느
린 것은 죄악이다. 이런 풍조는 사회 전반에 만연한 성취지상주의의 연장으로 보인
다. 속도 위주의 교육관에는 기능주의적 요소도 한 축을 차지한다. 결과로써 가치
를 정당화하는 기능주의적 시각은 모든 것을 효과적 기능으로 재단하는 도구적 이
성의 사고방식을 대변한다. 그것은 마침내 내면의 가치실현에 관계하는 교육의 영
역에까지 속도만능주의를 침투시키는 효과를 만들어 냈다. 이에 따라, 교육은 시간
을 단축하는 비법인 양 과도한 기대와 선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교육의 장면은 성취의 요소를 결코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지향하는
성취의 원리는 속성주의의 그것과는 정반대의 성격을 띤다. 속성주의에는 항상 졸
속(拙速)의 함정이 도사리며, 형식주의와 요령주의라는 요소가 끼어들 여지도 있다.
교육에서 강조하는 ‘시숙의 내재율’은 바로 그런 요소들을 철두철미 배제한다는 의
미를 담고 있다. 교육적 시숙의 원리에 따르는 성장의 비결은 마땅히 거쳐야 할 단
계를 차례로 한 단계씩 점진적으로 밟는 것이다. 여기에 단계를 생략하는 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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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전진할 때, 필수적으로 거쳐
야 할 모든 체험요소들을 실습을 통해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써 단계의 이행 자체가
필연적인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더하여, 단계와 단계 사이의
간격, 단계가 전환되는 변화의 주기를 적정 수준에서 조율함으로써 중도(中道)에
지나는 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거리와 완급의 조절이 강조된다. 교육적
시숙의 원리에 따라 알맞은 수준에서 변조되는 장단의 조절과 그에 맞추어 각 단
계로 회귀하는 불연속적 변환의 리듬을 통해 드러나는 독특한 시간양식이 바로 교
육의 시간이다.
교육의 내재율이 빚어낸 이러한 시간의 리듬이 제도적 요구에 맞추어 성취의
도구로 전락한 ‘교육’이 연출하는 시간유형과 상응할 수 없는 것은 일견 당연하다
고 할 수 있다. 속성지향의 ‘교육’ 자체가 그런 관념을 형성하고 조장해 온 교육관
이 지어낸 가공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고유한 맥락과 질서에 의해 여타의 세계와
자체를 구별 짓고 내재율의 실현을 통해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고양하는 자율적 영
역으로서의 교육은 적어도 그 실체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구비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자율적인 삶의 한 영역으로서 교육이
창출하는 시간유형은 그 자체가 실체 있는 구조에서 발원한 근원적 생명력을 지닌
것으로 차별화되어야 마땅하다. 교육 자체가 스스로 제정하고 스스로 규제받는 시
숙의 내재율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엄격한 시간경영의 원칙은 여타의 시간개념과는
구별된 또 하나의 탄력 있는 태엽을 구성하는 데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고 있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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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me Essential Aspects of Time in Education as an Autonomous Realm of
Life: Conforming to the Endogenous Theory of Education
Mokpo National University
Sung-Wook Choi
Time in education is usually understood as appeared in the time-schedule in
schools. However, the mode of time in education could not be identical with
that in schools, since the former constitutes an independent form of life with its
unique character and intrinsic value while the latter is formally observed only
in the boundary of the school system. A typical time in schools is the physical
time, which have a cycle routinely repeated, compelling all members to a
concisely preset time-schedule. It is prescribed for attaining the objectives
imposed upon schools. With the purpose of maximizing its productivity, the
compelling pressure to the school time can hardly accomodate to the nature of
educational life, rather inadvertently hindering or even smothering it.
In contrast, the time in education is characterized with the rhythm of its
own, flowing from one stage to another, occurring periodically at each stage of
human growth. What is important in education is not how fast man gets the
goal, but how mature he comes to be. This means that how to facilitate a
process to maturity stands high above how to accelerate the speed to a result
in the game of education. That's an intrinsic rule of education called 'the
progressive time-order of education.'This paper explores some essential aspects
of time in education. They are (1) some premises of time in education, (2)
recurrence

of

educational

time,

(3)

time-perspective

on

trans-talent,

(4)

progressive and regressive order of facilitating maturity, (5) evaluation of time
in education, (6) retrospection of trans-talent, and (7) educational recycling of
dignified remains. Each of them is explicated in the hope that they would
contribute to the efforts for reforming the thinking on the time i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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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words: time in education, progressive and regressive order of facilitating
maturity in education, the intrinsic rule of education, cycle,
recur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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