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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제76차l 철 학적 시간론 

소광희(서울대 철학과 명예교수) 

시간은 세 차원에서 이야기될 신학의 문제로 비껴가고 있지만 

수 있다. 상식-과학의 차원， 종교 시간을 선후 관점에서 헤아려진 

의 차원， 철학의 차원이 그것이 운동의 수라고 봄으로써 상식-과 

다. 상식-과학의 차원의 시간은 학적 시간관의 툴올 마련했다. 

시간에 관한 논의의 기본이 된 

다. 이 차원에서의 문제는 달력 

의 제작， 시계의 제작， 시간측정 

을 둘러싼 과학이론 둥이다. 인 

간의 구원에 초점이 모아지는 종 

교적인 시간은 직선적인 특정을 

보인다. 반면 철학적 시간론에서 

시간율 연구함에서 중요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간을 자연의 

운동과 관련시키는 동시에 헤아 

려지는 수와 연관시켜 시간의 의 

식관련성올 도외시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시간은 운동올 아르케 

로 파악하는 자연과학적 시간론 

과 의식올 아르케로 파악하는 철 

학적 시간론으로 분리된다. 

두 가지이다. 그 첫째는 시간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시간의 내재 

외적 대조항으로서 영혼이고， 둘 적 명증성 확보， 즉 시간의 주관 

째는 시간의 아르케에 관한 파악 화의 대가로 시간 측정의 문제률 

문제이다. 시간의 아르케를 내부 회생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계량할 

적으로 운동과 관련해 볼 것인가 수 있다고 하는 시간의 측면은 

의식과 관련해서 성찰할 것인가 뉴톤의 절대시간으로 대표되는 

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 자연과학의 몫이 되었다. 영원의 

철학에서 시간은 영원올 원상으 개념은 보에티우스와 아퀴나스를 

로 해서 영속적으로 운행하는 천 거치면서 신의 필연성 개념이 도 

체의 규칙적 순환으로 간주되었 입되어 이야기되었지만， 스피노자 

다. 시간의 제작이라는 관념올 가 기하학적인 필연성에서 영원 

이끌어낸 플라톤을 선구로 해서 의 개념을 본 이후 근대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영원의 문제를 영원개념이 인간의 사유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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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화했다. 칸트에게 시간은 인 과거와 미래는 현재에 현전하는 

식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였 존재성격일 뿐이다. 하이데거는 

으나 시간은 계기로만 파악되었 처음부터 존재문제와 시간문제를 

다. 헤겔은 추상적이면서 감성적 철학적 주제로 삼았다. 하이데거 

인 시간을 공간의 진리라 한다. 는 선구적 결의성에서 드러난 본 

공간론과의 유비를 통해 공간의 래적 시간성을 천명한다. 시간성 

시원인 점과 지금를 동일시 하고 은 본래적 마음씀의 의미로 드러 

역사를 정신의 시간으로 파악한 나는데. 그 마음씀은 본래성에서 

다. 자연의 시간은 지금의 무한한 보면 선구적 결의성이다. 이것을 

반복이고 현재， 과거， 미래라는 시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본래 

시간의 양상은 의식 안에서만 성 적 시간성이다. 시간 양상으로서 

립한다고 본다. 이런 계기를 갖고 과거 및 미래적 현전자는 인간의 

생각할 때， 헤겔의 논리학은 존재 의식 속에서 보여진다. 인간은 사 

론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론의 문 라져가는 것과 도래하는 것올 잇 

제가 된다는 점이 설득력있게 제 는 시간의 주체가 된다. 

시될 수 있다. 공간화된 둥질적 시간양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간과 지속의 시간을 구분하고 위해 시간올 의식으로 환원시키 

있는 베르그송은 전자를 헤아려 면 시간의 객관적 측정이라는 아 

질 수는 있지만 흐름의 계기가 포리아에 부닥치게 되고， 운동으 

없는 시간이라고 말한다. 그가 말 로 시간을 파악하게 되면 시간양 

하는 체험적 시간은 의식의 부단 상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나는 

한 지속이고 직관과 기억이 그 시간올 존재론적으로 분석해 시 

핵심에 놓인 것이다. 후설의 시간 간의 계기를 둘로 나누어 현존재 

론에서 중심에 있는 것은 반성하 의 시간계기를 지속으로 보고 시 

는 자아이다. 이것은 익명적인데， 간 내용의 계기를 인간이 만든 

후셜은 이것올 살아있는 현재， 정 것으로 시간 인식이 성립하는 근 

지하는 지금이라고 한다. 현재는 원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 문 

편시간성으로서 모든 것을 일시 제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더 

에 현전시킨다. 오직 현재만 있고 필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