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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 고찰:
전통적 시간과 근대적 시간의 대조를 중심으로
1)

안주영*

1. 서론

시간에 대한 인류학적인 고찰은 원시의 시간에서부터 현재까지 무
수한 인간의 문화 변동의 과정을 거쳐 형성된 다양한 시간경험, 공간경
험을 포괄하는 거시적 차원의 방대한 자료를 포괄하고 있다. 태초의 시
간에 대한 인간의 인식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계적 시간이 지배하고 있는
현대의 시, 분, 초로 분할된 기계적 시간관념까지 인간의 시간에 대한
인식은 인간의 문화에 있어 가장 본질적인 인식의 차원에 있는 것이므
로 대부분의 인류학자들이 특정 문화에 대해 기술하는 민족지에서 그들
의 시간에 대한 인식과 시간경험을 기술해온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애덤(Adam 1994)은 시간경험이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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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요한 차원의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대해 전문적으로 다루는
인류학자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한다(503). 먼(Munn 1992) 역시
시간에 대한 문제는 다른 인류학적 연구 영역인 정치, 의례, 종교, 역사
등의 연구에 있어 부차적인 것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시간에 대한 인류
학적인 리뷰조차도 피상적인 차원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
다(93).
애덤은 시간의 편재성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가
요원하게 된 이유로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첫째, 시간은 사람들의 삶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고, 둘째,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이라는 요소는 삶
속에서 지극히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특성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다
(Adam 1994: 503-504). 애덤의 지적처럼, 시간이라는 요소는 독립적으

로 존재하는 하나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공간이라는 요소와 결합되어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의 문화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가장 근본적
인 가정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학자들이 자신의 연구 안에 시간을 함의
하고 있으면서도 시간에만 초점을 맞추어 본격적으로 연구하기는 어려
웠던 것도 사실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인류학자들이 문화를 기술하면서 시간이라는 요소가 분석에
있어 전면적으로 부각되는 지점들이 있었는데, 이는 시간과 공간이 만
나면서 인간의 문화가 부각되는 순간, 바로 의례가 행해지는 시간이었
다. 또한 주로 전통사회를 연구해 온 인류학자들에게 전통사회의 시간
관념은 자신이 살면서 경험해온 서구의 근대적인 시간관념과 너무나 다
르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민족지에 언
급되어 있다. 근대의 시계-시간을 추상적인 시간으로, 전통적인 시간을
구체적인 시간으로 단순히 구분짓기 어려운 이유는 ‘시간’이라는 것 자
체가 처음부터 추상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간은 공간
과 인간의 삶과 연계 속에서 고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인간이 경험하는
시간에 관한 연구는 각각의 사회의 역사, 각각의 사회가 속한 자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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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차이의 맥락에서 행해져야 한다. 각각의 사회가 쓰는 언어가 다
르듯이, 각각의 사회에서 경험되는 시간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 본고에
서는 전통사회의 시간에 대해 고찰한 인류학자들을 중심으로 전통사회
와 근대사회의 시간관념에 대해 인류학자들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으며,
각기 다른 전통사회의 시간관념과 시간 경험에 대해 인류학자들은 어떠
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 비교 분석해보고자 한다.
먼이 시간의 문화인류학에 대한 리뷰를 시작할 때, “끝없는 모래의
책”이라고 언급한 것처럼(Munn 1992: 93), 시간에 대한 모든 리뷰를
하자면 끝없는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 자크(Jaques 1990)는 사람들의
다양함만큼이나 개개인의 시간은 그들의 삶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
에 없으며 이것이 삶에 풍부함을 준다는 것, 개개인마다 시간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시간의 수수께끼에 대해 논하고
자 하였으며, 이러한 논의를 위해서는 기존의 시계 시간과 자연과학적
시간에 대한 개념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21). 즉, 이를
위해서는 문화의 다양성만큼이나 다양한 시간관념에 대한 사회학적·인
류학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실제로 모든 인류학자의 연구에는 기
본적으로 그들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연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시간에 대한 연구는 현지조사를 하는 인류학자
라면 직접적이든 함축적이든 자신의 연구에 현지인들의 시간에 대한 경
험을 담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인류학자들의
연구들 중 시간에 대한 연구를 직접적으로 한 연구를 중심으로 리뷰해
보고자 한다.
시간에 대한 인식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지속되고 변동되어 왔다.
시간에 대한 인식은 비단 인류학자뿐만 아니라 여타의 사회학자, 과학
자, 역사학자 등 많은 학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구해왔으나 시간 그
자체에 대한 연구, 인간의 시간에 대한 상대적인 인식의 차이 등에 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많은 연구들에서 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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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대한 인식의 다양성과 변화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시간에 대한 인간의 상대적인
인식이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지, 인간이 시간을 인식함에 있어 어떠한
기준으로 시간을 구분짓고 분류하며, 시간의 흐름을 인지하는지 등에
대한 인간의 인지적 시간관념과 시간체계에 초점을 맞추어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2. 의례와 시간, 역법에 대한 인류학적 시각

사실 공간에 대한 담론이나 분석, 공간을 둘러싼 권력의 움직임, 주
체자들의 지배전략과 갈등 등에 대해서는 최근 도시사회를 연구하는 연
구자들 사이에서 주된 화두로 떠오른 반면(푸코 1994; 홀 2003; 하비
1990; Lefebvre 1997 등), 시간에 대한 인식이나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 인류학자들은 시간 그
자체에 대한 분석보다는 인간이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서 인
간의 문화현상에 나타난 인간 경험을 바탕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인류학자들은 인간 사회의 중요한 특징으로 시간을 하나의 중요한
차원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정확히 언제부터 인간이 시간을
의식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알려진 것은 없으나 시간
을 의식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죽음에 대한 인식에서 기원했다는 주장
이 있다(클라크 1999: 76). 인간을 제외한 다른 동물들과의 중요한 차이
로 인간은 시체를 매장하고 장례식을 거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에서 인간
이 죽음의 의미와 죽은 후의 미래라는 시간을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간
주되기도 한다.
프레이저(Frazer 1907)는 무문자시대의 원시인들이 조상을 숭배하
는 것에 주목하였는데(152-170), 그들이 먼 과거에 존재한 조상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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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를 인지하고, 과거의 존재가 현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고가
형성된 것은 시간이라는 맥락이 그들 안에서 확실히 인지되기 시작했다
는 가정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무문자사회를 연구한 인류학자들은 그들이 시간을 그 지역의 상황
에 따라서 분할하여 인식하고 실생활에 활용했다고 보았다. 레드클리프
브라운(Radcliffe-Brown 1922)은 안다만섬 사람들에서 그들의 경제
에서 중요한 꿀을 제공해주는 벌들이 앉는 꽃에 관심을 가지면서 계절
별로 꽃이 피는 것에 따라 시간을 구별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방식의
분석은 에반스-프리차드가 누어인들의 시간개념을 분석할 때 주장한 얕
은 시간 의식, 자연과 연계된 공간적 시간 인식을 상기시키는데,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은 그들의 시간 의식이 추상적인 것이었냐, 혹은 지역적
이며 구체적인 것이었냐는 부분이다. 인류학자들은 한편으로는 농사를
짓는 등의 구체적인 실생활과 결부되어 자연적인 시간 인식을 초기의
시간관념으로 규정지으면서도 다른 한편, 종교와 의례적인 측면에서 과
거-현재-미래를 포괄하는 추상적인 시간 관념적 측면도 간과하지 못했
다. 이 부분에서 시간에 대한 의례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는데, 생계유
지를 위해 필요한 자연적이며 계절적이며 순환적인 시간 인식보다는 통
과의례나 종교적인 의례, 축제 등을 거행하기 위한 시간 인식에서 더
정확한 시간이 필요했고, 따라서 더 정확한 시간표에 의거한 더 정확한
‘어느 시점’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본다. 그러나 원시인, 혹은 토착

민들의 시간관념을 단순히 얕은 시간, 자연적 시간, 의례적 시간으로
섣불리 규정짓지 말아야 한다. 이들의 질적인 시간관념은 얕은 시간이
라기보다는 조금 다른 차원의 추상적인 시간관념이라고 할 수 있다. 시
간관념이라는 것 자체가 추상성을 함축하는 것으로서 무문자사회에서
도 순환하는 자연적인 시간 속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종종 그들이
의례적 시간으로 규정하는 시간 속에서 의례를 행하면서 여러 차원의
추상적인 시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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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가 티코피아라는 작은 섬의 원주민들이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일, 섬을 횡단하여 걷는 일, 암초까지 노를 저어 가서 돌아오는
일, 바다에서 그물질하는 일, 춤을 추는 일 등의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에 관심을 보였다는 이유로 그들의 시간에는 수학적이며 추
상적인 시간 개념이 없었다(Firth 1983)고 주장하는 것은 앞서 보았던
전통과 현대라는 이분법적 도식에 맞추어 해석하고자 단순하게 규정지
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또한 일상생활과 연관된 시간 인식은
시계-시간이 지배하고 있는 현재에도 여전히 중요한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이라는 계량적인 시간
단위로만 사고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양적인 시간과 질적인 시간
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인간의 사고에서 공존해 왔으며, 시간에 대한
인간의 추상적인 사고는 여러 차원에서 다양하게 형성되어 왔다고 본다.
인간은 왜, 언제부터 시간을 측정하고자 했을까? 사실 시간이 세분
화되어 측정되어 온 역사는 문명화의 역사와 더불어 발전해온 천문학의
역사와 깊은 연관이 있으며, 이의 중요한 동인으로 전통사회에서 계승
되어 온 정교한 의례들의 실행과 관련이 있다. 무문자시대에서 문자의
시대로 도래하면서 마야족은 정교한 의식들을 행하고 복잡한 사회 구조
를 발전시키면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정교한 달력을 만드는 데 힘을
쏟았다(Morley 1968). 마야인의 달력은 천문학에 기반한 것이었는데,
달이 차고 기우는 것, 일식과 월식, 금성의 움직임 등에 대해 관찰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관찰하였고, 이를 통해 태양력 1년을 365.2420일로
보아 달력을 창안하였다. 그레고리력에서 1년을 365.2425일로 본 것과
비교해 보면 당시 얼마나 정확하게 계산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시간을 어떠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루의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 한 해의
날짜를 표기하는 방법, 연도를 표기하는 방법으로 나뉘는데, 흔히 해를
헤아리는 방식인 연호와 날짜를 표기하는 방식인 역법을 혼동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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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호는 당대의 여러 정치적 상황이나 종교적 이유로 변화되기 쉬운 반
면, 역법의 변화에는 정치적인 이유 외에도 당대의 천문학의 발달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하루를 측정하는 방법 역시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인 시계의 발달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달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태양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달력 하나에
양력과 음력을 조화시킬 수 있을까? 인류는 이러한 질문으로부터 시간
을 체계적으로 나누고 표시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해왔다. 인류는
천문 현상에 의거하여 시간의 길이를 측정해 왔는데, 하루는 지구의 자
전 주기에, 일 년은 지구의 공전 주기에, 한 달은 달의 공전 주기와 밀접
한 관계를 지닌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주기 사이의 관계는 정수의 배수
로 표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류는 이 세 가지 주기를 모두 이용하면서
도 천문 현상 및 계절의 변화와 정확하게 조응하는 역법을 고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구범진 2005: 274). 인류가 하늘을 바라
보며 낮에는 태양을, 밤에는 달을 관찰하면서 하루를,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을 세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시간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시간은
항상 같지만 인간이 시간을 기록하는 방식은 인류의 다양한 역사만큼이
나 다양한 변화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시간의 측정과 표기는 인류가
무문자사회에서 문자사회로 도래하면서 역사를 기록하게 되었다는 중
요한 발전의 지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부르구앵에 따르면, 달의 공전주기를 이용하여 시간을 측정하는 방
법은 아주 오래 전부터 사용되었다. 달의 공전은 육안으로도 쉽게 관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리스, 로마, 중국 등지에
서 사는 사람들이 먼저 음력을 사용했다. 음력은 달의 공전 주기(29.53
일)를 기준으로 삼았으며, 일반적으로 12달 동안 29일과 30일이 번갈아
나타나는데, 달의 공전주기를 태양년과 비교하여 등가치를 산출하면 12
삭망월(354일)은 계절의 주기와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음력은 1년에
354일이 되므로 계절의 순환과 잘 맞지 않기 때문에 몇몇 사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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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달을 체계적으로 추가하여 태양년과 음력을 맞추고자 했고, 이렇게
하여 달력에는 음력과 양력이 공존하게 되었다(부르구앵 2009: 18-22).
부르구앵은 달력과 종교, 정치와의 관련성에 주목한다. 달력은 과학
적인 지식, 종교적인 믿음, 정치적인 의지 등의 종합적 산물이므로 당대
의 사회에서 권력과 종교와 과학의 관계를 보여준다. 유교국가인 중국
에서는 하늘의 아들인 황제의 통치는 하늘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이
를 위해서는 시간을 문명화해야만 했다. 이러한 달력을 만드는 것은 천
문학자들의 몫이었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이 요구에 부응해야 했다.
또한 달력은 사회생활을 조절하는 권력의 도구이다. 권력자들은 날들을
추가하거나 축제일이나 납세기간을 조정하거나 한 해 혹은 한 달의 시
작을 선언할 것인지 아닌지 등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었다. 서양에서 시간에 대한 관점의 변화는 서력기원의 출
현과 함께 더욱 급진적인 것이 된다. 그리스도의 출생부터 연대를 추정
하기 시작하면서 시간에 대한 인식이 수정되었던 것이다. 서력기원은
부활절 날짜를 정확하게 책정하려는 의도로부터 탄생했다. 그리스도교
는 달력을 지배했고 서력기원의 사용은 사방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중세에는 그리스도교력 외에도 지방이나 지역에 따라 저마다 다른 많은
성인들을 기렸기 때문에 성인의 축일들도 각기 달랐으며 하루와 한 해
가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때에 시작되었다(부르구앵 2009: 35-60).
벨은 끊임없이 재생되는 하루하루의 순환, 매달의 순환, 매년의 순
환을 창출해 줌으로써 시간의 경과에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명확한 구획
을 설정해 주는 것을 ‘달력의례(calendrical rites)’라고 규정하면서 이를
햇빛, 날씨, 농사일, 그 외의 사회적 활동 등에서 계절적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거행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벨은 생물학적이고 문화적인 삶
의 순환에 질서를 부여하고 명확한 구획을 해주는 것을 통과의례라고
보았는데, 통과의례와 달력의례가 시간을 “끊임없는 재출발과 반복으로
이루어진 질서있는 연속”으로 나타나게 한다고 지적했다(벨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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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통과의례의 시간은 시작과 끝이 있는 각 개인의 생애의 시간의

선상에서 규정되는 것인 반면, 달력의례의 시간은 자연적·천문학적 사
이클을 갖는 공동체 전체의 시간이라는 비교가 가능하다.
벨은 달력의례를 다시 세시의례와 기념의례로 구분하였다. 세시의
례는 농부들의 파종과 수확과 같은 활동에 근거하거나 유목민들이 가축
무리를 방목하고 이동시키는 활동에 기초를 두는 것이라면, 기념의례는
미국의 독립기념일(the Fourth of July)과 같이 주요한 역사적 사건을
회상하는 행위들이 포함된 것이다. 이러한 의례들은 자연의 질서에 문
화적 도식을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며, 인간 공동체의 활동과 태도를 자
연환경의 계절적 리듬과 더 큰 우주적 질서와 조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
라고 설명한다. 또한 달력의례는 각각의 사회마다 고유한 역법에 따라
한 해의 일련의 의례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가장 기본적인 공동
체의 신념을 표현한다고 주장한다(벨 2009: 208-211). 벨의 지적처럼,
시간은 종종 의례와 연관지어 인식되어 왔고 이는 공동체 안에서 자연
의 계절적 순환과 조화를 이루며 순환되고 반복되어 왔다.
의례와 공동체의 관계는 뒤르켐을 포함하여 구조-기능주의자들이
의례의 사회적 기능을 설명할 때 항상 언급하는 부분이다. 사실 인류학
자가 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각각의 문화에서 보이는 다양성을 설
명하고, 기어츠가 말하는 중층적인 해석을 위한 것이라면, 각 지역의
의례들이 고유한 역법에 따라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은 문화의 해석에
있어 중요한 열쇠가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된다.
뒤르켐은 종교를 사회적 산물로서 보고 종교적 표상들은 집합적 실
체를 나타내는 집합적 표상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결론을 도
출하는 데에 있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중요했는데, 그는 추상적이고
비개인적인 틀로서의 시간은 같은 문화를 가진 모든 사람들에 의해 객
관적으로 생각되는 시간이며, 따라서 시간의 배열은 집단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달력은 집단 행동의 리듬을 표시하는 동시에 규칙성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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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해주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공간적인 표현 역시 본질적으로 감각
적 경험에 의해 파악된 기초 사실들의 일차적인 배열로 구성되어 있다
고 봄으로써 공간의 비동질성을 시간과 연결시키고자 하였다(뒤르케임
1992: 32-34).

뒤르켐은 시간 범주의 근저를 이루고 있는 것은 사회생활의 리듬이
며, 공간 범주의 내용을 제공해준 것도 사회에 의해서 점유된 공간이라
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인과관계의 범주에 있어서 주요한 요소나 효력의
전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집단적인 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뒤르케임
1992: 602-603). 뒤르켐에게 시간과 공간은 개인적으로 인식하는 것일

지라도 전체 사회 구성원들의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가 생성될 수 있다
고 주장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을 공동체적 사회와 연결시키고자 한다.
내가 감각을 통해서 알고 있는 공간, 내가 그 중심이 되며 모든 것이 나와
관련해서 배열되어 있는 공간은 전체적인 공간이 될 수 없다. 그 공간은 모든
개별적인 넓이를 가지고 있으며, 그 공간에서 개별적인 넓이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이고 비개인적인 기준점들에 의해서 조정된다. 마찬가지로 내 속에서,
그리고 나와 더불어 흘러가고 있다고 느끼는 구체적인 시간의 지속도 나에게
전체적인 시간에 대한 관념을 주지 못할 것이다. 구체적인 지속은 나의 개인
적 생활의 리듬만을 나타낸다. 전체적인 시간관념은 특수한 어떤 개인의 삶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삶의 리듬과 일치해야만 한다(뒤르케임 1992:
604).

뒤르켐이 말하는 집합적 삶을 표현하는 시간은 총체적인 시간이며,
여기에서 개인은 시간 혹은 공간에 관한 개념적인 표상을 만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개인은 이미 시간과 공간에 대한 집합적인 표상을 인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의 구성원들이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동의할
때, 사회적 시간, 사회적 공간, 사회적 부류, 집단적 인과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집합적 의식이 형성된 공동체적 사회를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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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르켐은 많은 의례들을 예시함으로써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장례식과 관련된 해석이 시간과 관련된 의례의
측면과 연관된다. 그는 장례식을 행하며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우
는 것은 참석자들이 사회의 도덕적 통일성과 응집력에 결속되어 있다는
것, 즉 집단을 묶고 있는 유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또한
장례식은 영혼이 육체보다 더 오래 살아남는다는 관념을 내포하고 있다
고 주장한다(뒤르케임 1992: 553).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존재는 육
체가 사라진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관념은 앞서 무문자사회의 미래
에 대한 시간인식이라는 해석과 연결 지을 수 있는데, 장례식에 대한
대부분의 민족지들은 이러한 가정을 직·간접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전통적인 인류학자들은 토착사회를 현지조사하면서 토착사회의 시
간인식에 대하여 연구해 왔는데, 기어츠는 뒤르켐이 전제한 공동체적
시간을 구체적으로 발리사회의 사례를 통해 해석해내고자 하였다. 그에
따르면, 발리인들의 시간에 움직임이 없는 것은 그들의 사회생활에 절
정이 없기 때문이고, 그들의 동료에 대한 인식, 역사에 대한 경험, 집단
생활의 성격은 서로 얽혀서 사회적인 것으로 논리를 형성한다(기어츠
2009: 472).

기어츠는 발리인들의 시간 인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나 주위 사람들이 생물학적으로 나이를 먹어가는 과정을 인식함에 의한
것, 즉 구체적 개개인의 출생, 성숙, 쇠약, 사망을 인식함에 의한 것이며,
이런 과정을 어떻게 보느냐는 인간이 시간을 경험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발리인들은 주로 인간의 경험 속에 시간
이 존재를 나타내는 여러 질적인 양상들을 표시하고 분류하기 위해서
달력을 사용해 왔으며, 발리인의 달력이 시간을 분절된 단위로 나눈 것
은 그것을 통하여 시간을 계산하고 합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간을
기술하기 위해서, 즉 그들의 다양한 사회적, 지적, 종교적 의미를 설명하
기 위해서이다(기어츠 2009: 45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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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인의 순열적 역법은 모든 축일을 결정하는 것이며, 일상생활의
더욱 세속적인 것들도 포함하고 있다. 집의 건축, 사업 개시, 이사, 여행,
추수, 닭싸움의 쇠발톱을 가는 것, 인형극, 전쟁 개시나 휴전 협정에 좋
은 날들과 나쁜 날들이 있다. 또한 사람을 매장하기 위한 시간, 화장(火
葬)을 위한 시간, 결혼을 위한 시간, 이혼을 위한 시간, 산꼭대기에 오르
면 좋은 시간, 시장에 있으면 좋은 시간, 사회생활에서 물러나는 시간,
생활에 참여하는 시간, 마을회의, 관개조합, 임의 집단 등의 모임, 집에
서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 등
과 순열적 역법과 같은 점적 방식의 시간의 개념으로 구체화된다(기어
츠 2009: 461-464).
발리인의 시간인식과 역법은 발리인의 일생의례와 종교의례뿐만 아
니라 거의 모든 개인의 행위를 규제하는 방식인 것이다. 따라서 발리인
들의 시간 인식은 그들 사회의 공동체성과 정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동인이 되며, 개인의 삶 전체를 규정짓는 일상의 스케쥴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기어츠는 발리인들의 시간관념이 현대사회의 민족국가에서 새
롭게 시도되고 있는 여러 정치적 상황에서 어떻게 변화되며, 이것이 발
리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만을 암시할 뿐 구
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하였다. 또한 모든 발리인들이 기어츠가 해석한
것처럼 전통적인 발리인의 시간관념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가 제시한 사람, 시간, 행위 개념들 간의 밀접하고
직접적인 상호 의존성은 발리 사회를 하나의 통합적이고 단일화된 사회
로 볼 때 가능한 해석이기 때문이다. 이는 여타의 민족지들에서 시간에
대한 관념을 분석할 때 지적할 수 있는 점이지만, 문화를 역동적인 힘으
로 보는 기어츠는 “스스로도 이것이 사변일 수 있으며, 언제, 어떻게,
얼마나 빨리, 어떤 순서로 인간과 시간과 행위에 대한 발리인의 생각이
변할 것인가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기어츠 2009: 480)고 지적했다.
즉, 전통사회의 역법과 시간에 대한 관념은 민족국가의 도래, 근대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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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으며, 현대사회로 올수록 특정 사회의
시간에 대한 관념을 언급할 때 어느 하나의 단일화된 시간관념으로 규
정지을 수 없다는 것을 발리사회의 시간관념에 대한 결말에서 다시 한
번 말하고자 한다.
한편, 테드록은 마야족의 후손인 키체족이 마야족의 역법을 이어받
아 민간력과 종교력을 사용한다는 점을 밝혔다. 20일을 한 달 단위로
하여 18개월로 구성된 민간력은 1년이 360일이므로 5일이 남고, 종교력
은 260일로서 월이 없는 대신 20개의 조합으로 이루어져서 이 두 역은
회전하는 두 개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52년을 주기로 하는 대력(大曆)
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키체족의 시간은 치료, 종교, 경제, 행복, 결혼,
가족, 마을의 복지와 관련된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며, 조상, 신화적 존
재, 요술, 마술 등이 모두 시간체계와 연관되어 있으며 시간에 의해 강화
된다(Tedlock 1981). 에드워드 홀은 이러한 키체족의 시간이 신성한 시
간체계, 시간적으로 거슬러오르는 혈통과의 유대 및 그 혈통에 대한 의
무, 개인과 대지, 자연의 정령, 신들과의 관계, 보다 큰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 및 그에 대한 의무를 상기시킨다는 점에서 서구의 개인화된 시간
과는 다른 시간관념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전통사회의 시간은
홀이 말하는 고맥락화된 사회의 고맥락화된 시간관념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근대 서구의 개인화된 시간과 전통사회의 공동체적인 시
간이라는 대조는 대부분의 인류학자들의 연구에서 기본 전제로 깔려있
으며, 이러한 대조는 서구와 전통이라는 이분법적인 도식을 더욱 용이
하게 만들었다.
이 외에도 인류학자들은 각각의 토착사회를 연구할 때마다 그 사회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시간에 대한 관념과 이와 관련된 의례들이 행해지
는 방식에 대해 연구해왔다. 혹은 좀 더 넓게 해석해본다면, 인류학의
연구가 결국 시간과 공간, 그 속에서의 인간을 연구한다는 점에서 모든
인류학자들의 연구가 시간에 관련된 연구라고도 볼 수 있다. 그 중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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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공간을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대해 주목하는 인류학자들의 연구는 대
부분 근대적인 표준 달력과 표준시에 따르지 않는 그들의 전통적인 시
간, 전통적인 공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근대에 들어와서 그레고리력이 전세계적으로 주도권을 잡으면서 세
계적인 공통달력으로 자리잡았으나 각 민족은 여전히 그들의 정체성을
강하게 반영하는 달력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는 각기 고유한 주기성이
있다. 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달력상의 특수한 종교의례들을 수행함으로
써 다른 집단과 차별화하는 동시에 서로의 연대를 강화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그들의 특수성을 현대사회의 단일한 시계-시간에 함몰시키지
않으려 한다.
1884년에 세계적인 시간 기준을 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졌고, 1911년

에는 UT라고 불리는 세계시가 제정되었으며, 그레고리력은 전세계의
표준달력으로 확산되었고, 전세계의 컴퓨터는 서력기원연대 기입체계
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유대력과 그레고리력이 함께
사용되고 있고, 많은 이슬람국가들에서는 음력체계인 이슬람력이 함께
사용되고 있으며, 한국·중국·일본은 양력인 그레고리력이 공식적인 달
력이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달력체계가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이어져오고 있다. 유태인에게 유대력은 안식일 등의 종교적 의례
를 수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달력이며, 동양의 국가들에서 전통달력은
전통세시의례들을 행하는 데에 중요한 달력인 것이다. 왜 각각의 사회
는 그레고리력이 아닌 전통적인 달력체계로 전통적인 종교의례를 수행
해야 하는가? 그것은 각각의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규정된 시간인식에
기반한 체계(전통역법체계) 속에서 순환성과 주기성을 가지고 동일한
날짜에 전통의례들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레고리력이
점차 공식화되고 표준시가 전세계적인 시간을 규정함에 따라 각 문화의
고유한 특성이 담긴 전통 달력과 전통적 시간은 점차 힘을 잃어갈 수밖
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 역시 모든 사회로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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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을 인류학자들은 각각의 현지조사 사례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다른
관점으로 시간에 대해 접근하고자 하였다. 도시화·근대화를 겪으면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전통적인 의례일, 축일, 기념일 등은 각 문화가 가진
고유의 방식으로 지정되는 날들이므로 전세계적인 표준 역법과 전통 역
법은 갈등과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이 지점이 전통과 근대라는
두 축이 시간이라는 요소를 통해 그 양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다.

3. 전통적 시간과 근대적 시간의 대조

인류학자들은 관습적으로 ‘전통사회’와 ‘근대사회’의 차이를 구분하
면서 ‘전통적 시간’과 ‘서구적 시간’이라는 이분법적인 시간관념으로 설
명해왔다. 전통사회의 시간은 직선적이라기보다는 순환적이고, 양적이
기보다는 질적이며, 비가역적이라기보다는 가역적이고, 역사의 동력으
로서 구축되기 보다는 전통에 사로잡혀 있으며, 시계로 시간을 정하기
보다는 관례나 실제적인 일로 정해지고, 변화보다는 안정된 상태를 선
호하며, 달력에 의거하기보다는 자연적 흐름을 선호하며, 추상적 틀보
다는 생태적으로 이해되는 시간으로 구분해왔다(Adam 1994: 503504). 미국의 호피 인디언들이 쓰는 말에는 과거나 현재, 미래를 명확하

게 구별하는 시제의 표현이 없이 언제나 현재형으로 말한다거나, 파푸
아뉴기니에 있는 트로브리안드제도에서는 사건이 일어난 날짜를 ‘x댁
이 어린이였을 때’, ‘y군이 결혼한 해였다’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등(윌슨 1994: 25-26) 전통사회의 시간 인식을 ‘시계 시간’과는
대비되는 ‘자연 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설명이
다. 특히, 트로브리안드인들의 ‘생태적 플렉스타임’은 그들의 원예농업
활동과 관련된 10개의 태음월이라는 역법이 계절주기에 입각한 생활
패턴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태평양의 산호초에 사는 팔롤로 벌레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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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리듬’과도 연관된다는 점(애브니 2007: 271-272)은 인류학자들에

게 매우 흥미있게 다가왔다.
전통사회의 시간관념과 생태적 환경과의 관계, 토착사회에서 자연
과 시간에 대한 인식의 상관성은 인류학자들이 주목해 온 부분이다. 이
에 대한 대표적인 인류학적 연구 사례로 에반스-프리차드의 누어족을
들 수 있다. 에반스-프리차드(1988)는 민족지 누어인에서 “시간과 공
간”이라는 장을 따로 두어 누어인들의 시간에 대한 개념을 밝히고자
하였다. 에반스-프리차드는 환경에 대한 누어인의 관계를 주로 반영하
는 생태학적 시간과 사회구조내에서 누어인의 상호관계를 반영하는 구
조적 시간을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그는 누어인들의 시간 측정(timereckoning)은 자연의 변화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시간 측정에 대한 인간

의 반응은 1년을 주기로 하기 때문에 계절보다 더 긴 기간들을 구분할
수 없었으며, 매년 되풀이되는 계절의 변화와 달의 변화에 대해 개념적
인 지식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누어인들은 시간을 활동의 한 체계
로 여기므로 그들이 활동을 시간의 지표로 사용한다고 보고, 누어인들
에게 있어 하루라는 시간은 소와 연속적인 일, 그들 상호간의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에반스-프리차드는 일년을 주기로 한 누
어인들의 시간측정 체계와 그 주기의 일부가 일련의 자연변화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 그리고 준거의 지표들의 선택은 인간의 활동에 부여되
는 자연변화의 중요성에 의해 규정된다고 결론을 내린다(에반스-프리차
드 1988: 125-135).
먼은 에반스-프리차드가 구분한 생태학적 시간과 구조적 시간의 차
이에 주목하여, 구조적 시간은 질적인 시간이라기보다는 양적인 시간,
기하학적 시간이며, 자연적인 순환(natural cycles), 활동(activity)과 시
간을 동등한 것으로, 시간과 공간을 대조적인 것으로 설정한다고 분석
1) ‘시칠리아길쭉털갯지렁이’라고도 불린다. 짝짓기를 위해 10월 보름 이후 일곱 번째
날 자정이 지나면 산호초에서 나오는 청록색의 가늘고 긴 모양의 벌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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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Munn 1992: 96-97). 그러나 에반스-프리차드는 시간이 부차적
인 개념이거나 집단의 이동을 설명해주는 활동의 개념이기도 하다는 점
을 지적하면서 구조적인 면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즉, 에반스-프리차드
의 민족지에 기술되어 있는 누어인들의 시간개념인 생태학적 시간, 구
조적 시간은 공간(자연)이라는 요소와 결합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에반스-프리차드가 관찰한 누어인들에게 있어 시간은 변화하는 자
연과 결부되어 인식되거나 변화하는 사건이나 활동, 그리고 사건이나
활동이 일어난 공간과 연계되어 인식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누어인
들의 시간은 전통과 현대의 구분에 있어 전통적 시간으로 분류되어 인
류의 원시적인 시간인식, 토착민들의 시간인식에 대한 하나의 범주를
자연스럽게 형성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시간인식은 다른 한
편 하나의 고정관념처럼 자리잡아 전통과 현대의 시간관념을 대조적으
로 구분짓는 하나의 준거틀로서 작용하기도 했다.
에반스-프리차드의 시간 측정은 말리놉스키의 기능주의적 시각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 말리놉스키는 트로브리안드 지역에서 시간을 측
정할 때 천문학적, 기상학적, 문화적 요소들을 이용하며, 원예 활동이라
는 요소가 중시된다고 주장했다(Malinowski 1927). 시간 측정에 대한
준거의 지표는 트로브리안드 사회에서도 역시 공간과 결부된 어떤 행위
였다는 점에서 전통사회의 시간 측정에 대한 공통되는 범주를 상정해볼
수 있다. 또한 보하난이 티브족의 시간에 대한 인식이 지역적 특성을
지닌 시장과 밀접하게 연관된다고(Bohannan 1953) 분석함으로써 시간
에 대한 인식과 공간의 상관성에 대해 한층 진전된 연구를 하였다.
레비스트로스는 야생의 사고의 특성 중의 하나로 비시간성을 언급
했다. 세계를 공시적이면서 통시적인 전체로 동시에 파악하고자 하며,
유추적인 사고라고 정의내리는(레비스트로스 2003: 374-375) 레비스트
로스는 레비 브륄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야생의 사고가 감정에 의해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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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논리적인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으나 그가 주장한 비시간성의 개념과 야생의 사고라는 범주
는 전통사회와 현대사회의 이분법적 도식을 다른 방식으로 환기시켰다.
레비스트로스는 전통사회의 시간을 공간화된 시간, 일상과 결부된 시간,
자연 속의 시간, 공동체적인 시간으로 규정지은 기존의 인류학자들과는
전혀 다른 측면에서 야생의 시간을 비시간성으로 도출하였으나 이에 대
한 더욱 구체적인 분석은 하지 않고 있으며, 그가 제시하는 비시간성의
개념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는 한계를 보인다.
에반스-프리차드는 누어인의 시간의 부피는 얕으며, 역사는 한 세기
를 넘지 못한다고 한정지음으로써 전통사회의 시간 인식과 시간 측정에
대한 한계를 드러냈다. 워프 역시 서구의 시간과 토착민의 시간을 대조
시킴으로써 토착민의 시간관념이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워프에
따르면, 서구의 시간은 한 방향으로 향하며, 지속적인 흐름을 갖고, 과거
와 미래로 연장되는 연결선상에서 중요한 사건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지
는 반면, 호피족의 시간은 직선적이거나 연속적이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으며, 공간화된 양적 개념도 아닌 부족한 시간관념으로 대조된다
(Whorf 1956). 결국 전통사회의 시간관념과 현대사회의 시간관념이라

는 이분법적 도식은 초창기 인류학자들이 연구할 당시의 토착사회의 시
간관념과 인류학자 자신의 서구 사회에서의 시간관념이라는 이분법적
도식을 환기시키는 것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전통사회의 시간관념은 자연에 대한 인식, 농경문화, 인간의 행위,
의례, 사건, 친족관계 등과 연관된 것이며, 공간과의 연계 속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인식되어 온 유추적인 사고라는 해석은 향후
출현하는 기계적 시간관념, 계측적인 시간-틀에 대한 현대사회의 시간
관념과 대비축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질적이며 유추적인 시간개념은
어느 순간 양적이며 계산적인 시간개념으로 전환 가능한 것인가? 전통
적인 시간관념에서 현대적인 시간관념으로의 전환은 패러다임의 전환
58 비교문화연구 제19집 1호(2013)

처럼 어느 순간 전환될 수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해 인류학자들은 뚜렷한
분석이나 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단지 달력의 도입과 시계라는 발
명품의 등장으로 획기적인 전환을 겪게 된 각 문화의 변화의 양상을
기술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레고리력의 도입과 승인은 각 사회마
다 다른 양상을 보였고, 현대의 표준시가 전지구적으로 확산하게 된 것
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전통적 시간과 현대적 시간은 많은
사회에서 여전히 공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전통적
인 시간관념이 많은 사회에서 여전히 공존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인
가? 인류학자들이 대조적으로 구분한 ‘전통사회’와 ‘근대사회’, ‘전통적
시간’과 ‘서구적 시간’은 이분법적인 도식으로만 설명 가능한 것인가?
시간관념에 대한 기존의 이분법적인 도식을 넘어선 새로운 시각은 없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4. 시간 체계의 중층성: 이분법적 도식을 넘어서

달력의 발달이 종교적 의례나 축제의 날짜를 정하기 위해 이루어졌
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학자들이 역법과 의례의 상관관계에
대해 지적하였다. 서양에서 달력은 종교적인 의례와 축제를 일정하게
표시함으로써 모든 이들이 같은 날에 종교적 의례와 축제를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달력이 더욱 체
계화를 갖출 수 있었던 것은 당대의 사회에서 세속의 권력자가 공동체
를 통제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권력자의 시각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날들을 담은 달력을 제정하고 공표하였기 때문이다.
이정모는 달력의 역사와 현대 달력의 기원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
했는데, 유럽인들도 부활절을 비롯한 많은 교회 축일들이 음력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을 지적하였다(이정모 2009: 196). 옛 로마 교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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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절을 계산해 내는 일을 ‘콤푸투스(computus)’라고 했으며, 이 일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승려를 따로 둘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는데, 당시
부활절은 달의 운행에 따라 달라졌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어려웠다. 초
대 교회에서는 밤과 낮의 길이가 같은 춘분을 부활절로 삼았는데, 이는
이교도적 전통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후 부활절은 많은 논쟁을 낳았는
데, 부활절의 날짜가 중요한 것은 교회의 많은 축일들이 부활절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이었다. 근대의 그레고리력은 부활절의 정확한 계산을 위
해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달력이 수정될 때마다 위로부터의 개혁이 일반 민중들의 일
상생활에까지 들어와 쉽게 일상화되지는 못했다. 많은 비난과 과학적인
문제 제기 끝에, 교황 칙서가 발표되고 20년이 지난 1603년에야 달력위
원회의 위원이었던 클라비우스가 새로운 달력의 과학적 근거를 설명한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의 달력 개혁에 대한 정확한 해설을 출판하여
그레고리우스 달력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후, 그레고리력은 유럽의
대세가 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전세계적으로 보급되기까지는 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영국에서는 1752년에야 11일을 버리면서 새 달
력이 받아들여졌고, 19세기 후반에 와서야 거의 모든 나라에서 그레고
리력이 쓰이게 되었다. 태양력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에서는
1875년에, 태음태양력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중국(청)에서는 혁명가 쑨

원에 의해 1912년에 도입되었다. 당시 중국 재계는 서방 세계와 교역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레고리우스 달력을 도입하라고 새로 들어선
공화국 정부에 압력을 가했지만, 일반인들은 1930년 금지령이 내려질
때까지 고유의 옛 태음태양력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중국에서 그레고리
력이 공식화된 것은 1949년에 이르러서인데, 이것은 전세계에서 가장
늦게 받아들인 기록이다(이정모 2009: 96-114). 이처럼 근대의 세계적
인 표준이 된 그레고리력으로의 개혁의 출발점은 부활절에 있었다. 정
확한 부활절의 날짜에 종교적 의례를 행하는 것은 당시 기득권층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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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권력을 더욱 공고하게 해 주는 중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위로부터
의 개혁은 일반 시민들의 삶에 쉽게 침투되지 못하였고, 유럽의 한정된
지역에서 인정된 달력이 전세계적으로 권력을 갖고 일반화되기까지는
많은 분쟁과 갈등이 수반될 수밖에 없었다.
한국 역시 세시풍속인 명절을 포함하여 생활 속에서 의례를 행할
때는 태음태양력에 따라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태양력인 그레
고리력으로 정부가 공식적 역법을 바꾼 것이 1895년이기 때문에 태양
력은 비교적 최근에 바뀐 역법이라고 할 수 있다. 태양력으로 바뀌기
전의 역법인 태음태양력이 오랫동안 한국인의 인식에 자리잡혀있었고,
전통적인 의례들은 모두 태음태양력에 의해서 날짜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레고리력으로 공식적인 달력이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여전
히 기존의 역법에 의해 의례를 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은성에 의하면, 한국의 역법의 발달과 변천은 중국 역법의 도입과
소화과정이라고 한다(이은성 1985: 321). 이은성은 역법의 체계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특히 한국의 환경과 그에 기반한 역법체계를 역사적으
로 서술함으로써 역법이 자연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1896년 1월 1일부터 태양력을 쓰게 되었고, 연호를 건양(建
陽) 원년이라 하였다. 태양력에 관한 조칙이 내려지자 당시의 관청과
궁중에서는 모두 이에 따랐으나, 궁중에서 선왕(先王)에 대한 삭망행사
와 탄신축하에 대해서는 1년도 못되어 그 해 8월 21일부터 음력인 시헌
력에 따랐다(이은성 1985: 340). 이후 우리나라는 국가의 공식적인 달
력과 실제 민중들이 실생활과 세시의례, 제사 등에 활용한 전통적인 태
양태음력 체계 사이의 간극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으며, 이는 일제강점
기시기를 거치면서 더욱 간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대
해 민속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의 연구들(김명자 1983; 임재해 1993; 정연
식 2000; 정상우 2000; 구범진 2005 등)이 있으나 당시의 구체적인 실
상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미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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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학자들의 연구는 사회마다 상이한 시간·공간의 개념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그레고리력의 보급이 늦어진 이유는 이처럼
사회마다 상이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형성되어
왔으므로 이를 하루아침에 쉽사리 바꾸기는 어려웠다는 것을 인류학자
는 실제 사례를 들어 증명하고자 하였다.
프랑스적 전통에서 시간에 대한 사회학적·인류학적 접근은 뒤르케
임(1992), 위베르(Hubert 1905), 위베르와 모스(Hubert and Mauss
1909), 모스(Mauss 1966) 등의 학자들이 “질적-시간(qualitative-time)”

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켜 사회적 삶의 주기적 특성을 강조한 데에서 시
작되었다. 위베르는 시간을 일시적 리듬을 통해 사회 조직을 재현하는
상징적 구조로서 규정했고, 이는 뒤르켐이 사회적 시간과 종교에 대한
분석을 발전시키게 한 주제가 되었다. 한편, 미국 사회학계에서는 소로
킨과 머튼(Sorokin and Merton 1937)이 프랑스 학파와 마찬가지로 문
화적 리듬과 사회적 시간으로서의 질적인 특성을 강조했다. 소로킨과
머튼은 질적 시간의 개념이 원시 사회뿐만 아니라 현대 산업 사회에서
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많은 사회학자·인류학자들은 사회-시간과 시
계-시간을 구분하였으며, 많은 인류학자들은 전통사회에서의 사회적 시
간은 우리가 시간에 대해 시계적 이미지를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시간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리치(Leach 1961)는 카친족이 시간에 대한 다양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카친족은 서구의 ‘시간’이라는 개념과 같은 단어가 없다
는 것을 밝혔다. 소로킨(Sorokin 1937)은 대부분의 사회가 주일의 형태
를 가지고 있으나 일주일은 3일에서 16일 혹은 그 이상의 날들로 구성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많은 사회에서 주일과 같은 시간 분배
는 사회적 분배를 반영하거나 특정한 사회적 편의의 기준을 바탕으로
하며, 보통 시장의 주기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한다. 리치와 소로킨의
연구와 같이 서구의 그레고리력과는 전혀 다른 다양한 시간개념,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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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가 전통사회에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인류학
적 연구는 상당히 많다. 말리놉스키가 트로브리안드 사람들의 시간 인
식이 근대의 선형적인 시계 시간과 달리 달이 큰 영향을 미치는 월력과
계절력을 갖고 있으며, 이에 신화와 전설이 매우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은 인류학자들이 전통사회를 연구함에 있어 서구
사회와는 다른 ‘문화의 다양성’을 강조하여 제시하고자 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Malinowski 1990).
엘리아스 역시 푸에블로 인디언에게 고유한 시간관념이 있다고 말
한다. 엘리아스에 따르면, 푸에블로 인디언의 크리스마스 춤이 정확하
게 언제 시작할지는 아무도 모르며, 그것을 정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그들은 북이 울리면 모여들어 춤추기 시작하지만, 그것은 적당한 분위
기가 무르익었을 때 시작하며,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고유한 시간관념
이라는 것이다(Elias 1992:137-139). 결국 엘리아스는 사회에 있어 공
통된 시간개념이나 그것을 재는 수단이 사회의 통합수단이 된다고 해석
하고 있는데, 각각의 사회에 있어 공유된 시간개념과 그것을 재는 수단
은 다를 수 있으며,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더욱 확실히 그 다양성
을 엿볼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부르디외가 알제리의 카바일(Kabyle)족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
에서 그들의 시간개념이 자연에 대한 의존과 연대의 감정을 강하게 갖
고 있으며, 그들의 모든 생활은 획일화된 시간표로부터 자유롭다고 지
적하며 서구의 근대적 시간과는 다른 그들만의 시간을 보여준 것에서도
드러난다. 부르디외는 카바일족의 사례를 통해 그들의 사회적 시간 체
계가 시계-시간과 다를 뿐만 아니라 그것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함으로
써 두 시간을 구분지었다(Bourdieu 1990). 이처럼 근대의 시계 시간에
반하는 전통사회의 시간 인식은 인류학자뿐만 아니라 여타의 많은 학자
들도 언급해왔다. 근대의 시간, 특히 산업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시간은
낭비하는 것을 죄악시할 정도로 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었고, 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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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고 계산 가능한 것, 통제 가능한 것, 뉴턴과 데카르트로부터 나온
균등하며 수학적인 현상의 개념으로 규정지었다면, 전통사회에서의 사
회적 시간은 이와는 상반되는 시간 개념이라고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말
하고 있다.
이은성이 역법의 체계를 자연환경과 연결지어 해석한 것, 전통 농촌
사회나 전통적인 방식으로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지역의
전통사회들을 연구한 인류학자들이 그들의 시간관념이 환경과 생활방
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해석한 것은 시간관념과 환경, 삶의 경험이
그만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는 이
진경이 근대적 시간의 특징으로 테일러가 말한 노동자의 신체적 행위와
동작에 기인한 시계적 시간의 도입으로 본 것(이진경 2010: 198)과 연
관지어 해석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연의 변화주기에 따라 일을 하는
농업사회의 경우, 작업 시간은 해가 뜨고 지는 시간, 계절이 바뀌는 시간
등 자연적 시간관념이 중요하게 자리잡지만, 공장 노동자들의 노동 시
간은 그것과는 무관한 날짜, 시, 분, 초에 따라 정해지므로 국가에서 규
정한 역법과 시간체계가 중요하게 자리잡는다는 차이를 보인다.
또한 그레고리력에서 일주일을 7일로 규정한 것도 임의적인 것이므
로 주 개념에 대한 다른 양상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태양과 지구의
운동주기를 기준으로 만든 태양력에서 7일을 기준으로 한 주의 개념은
천문학적인 시간과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이다(코브니․하이필드 1994:
52-53). 예를 들어, 과거 우리나라는 장이 서는 5일을 기준으로 생활주

기가 정해졌다고 볼 수 있고, 고대 그리스인들은 10일을 주기로 하여
일주일을 정했다. 7일 단위의 주는 유대인에게서 연유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서구에서 강하게 자리잡은 것은 성경에서 천지창조의 기간이란
신화와 연관성이 있다(이진경 2010: 175-176).
근대의 시간은 갈릴레이나 뉴턴이 가정하고 있는 하나의 동질적이
고 분할 가능한 시간, 즉 시계적 시간이라는 척도였으며, 그것은 숫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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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될 수 있는 시간이었다(이진경 2010: 211). 라코프와 존슨(Lakoff
and Johnson 1980)은 오늘날 우리에게 지배적인 시간관념이 돈, 한정

된 자원, 상품이라는 세 가지 메타포와 연관되어 있으며, 자본주의 아래
에서 시간과 돈은 교환 가능한 상품으로 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근
대 도시에서 중요한 시간은 열차의 시간, 상인의 시간, 교회의 시간, 노
동의 시간 등이었으며, 이는 표준화된 역법체계와 표준시를 필요로 하
는 시간이었다. 이는 직선적인 시간, 양화된 시간으로 표준화, 일반화를
추구하는 반면, 이와는 대조적으로 순환적 시간은 전통 농경사회에서
자연의 계절적 흐름, 그 속에서의 인간의 경험과 밀접히 연관된 시간이
다.
순환적 시간은 예전부터 유목민의 경험을 지배해 왔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유랑의 매순간마다 반복되는 동일한 상황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중략) 농경
적 생활양식은 일반적으로 계절적 리듬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구
성된 순환적 시간의 토대가 된다. 영원은 순환적 시간에 내재해 있다(기 드보
르 1996: 107, 이진경 2010: 30에서 재인용).

기 드보르가 말하는 순환적 시간은 세속의 시간과 신성한 시간, 일
상적 시간과 종교적 시간이 서로 조화되어 자연의 리듬 속에서 자연스
럽게 순환되는 시간이다. 이는 고대 마야의 순환적인 달력에서 각각의
날에 해도 좋은 일, 안 좋은 일,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날, 옥수수를
심는 날 등 다양한 시간을 규정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순환적
시간은 엘리아데가 강조한 시원에의 복귀, 과거의 회복이라는 관점과도
연결지을 수 있다. 엘리아데에 따르면, 시간의 활동을 치유하기 위해서
는 원천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세계의 시초를 보지 않으면 안된다. 엘리
아데는 인도와 중국의 신비적 수행법에서 “시원에의 복귀”라는 요소를
찾아냈으며, 이를 통해 얻은 사물의 기원과 역사적 지식은 그들에게 일
종의 주술적 통제력을 제공해준다고 설명하였고, 이것이 신화적 사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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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한다(엘리아데 1998: 92109). 인도의 수행법이나 샤먼들에게서 보이는 전생에 대한 지식, 시간

안에서 경험한 과거의 일에 대한 회상은 시간을 역행하는 일이고, 이
일을 통해 인간은 구제를 위한 지식과 자기 운명의 통제력을 가지게
된다는 엘리아데의 해석에는 미래를 향한 시간보다는 과거를 향한 시간
이 강조되어 있다. 원초적인 시간을 계속적으로 환기함으로써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것은 과거로의 회귀가 그만큼 중요하
다는 것이며, 앞으로 향하는 시간보다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가는 회귀
적인 시간관념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순환적 시간이
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가역적인 시간, 회귀적인 시간에 초점을 둔 시간
관념이며, 전통사회에서 중요하게 인식되는 신화적 시간에서 매우 중요
한 시간관념이라고 할 수 있다. 리치는 역사는 과거라는 시간에 경계
지워지며 반복될 수 없지만 신화는 영원하며 의례를 수행함으로써 지속
적으로 재현된다는 점을 들어 신화와 역사를 구분지었다. 모든 역사는
신화가 될 수 있으나 신화는 역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리치
는 신화를 통해 회귀적인 시간의 의미를 제시하고자 하였다(Leach
1990: 229).

에반스-프리차드가 누어족의 시간, 부르디외가 말한 카바일족의 시
간관은 모두 순환적 시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자연-순환-전통적
시간, 문명-직선-근대적 시간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 역시 지나친
단순화에 빠진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강정원에 따르면, 자연:순환, 추
상:직선 시간관이라는 식의 동일화를 지양해야 하는데, 이는 순환:추상,
자연:직선 시간관이라는 등식의 성립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
문이다. 강정원은 한국 농촌의 세시가 자연적 시간관과 추상적인 시간
관 위에 동시에 서 있으면서 순환적 시간관이 반영된 것이라고 간주한
다(강정원 2009: 9). 자연:순환:가역성:전통, 추상:직선:불가역성:근대라
는 등식은 기존의 시간에 관한 연구를 한 인류학자들 사이에서 흔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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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짓는 방식이지만, 전통적 시간관과 시계-시간으로 대표되는 근대적
시간관이 반드시 이 등식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학자
들의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마야에서 달을 표시하는 톱니바퀴와 날을 표시하는 톱니바퀴는 각
각이 상징하는 바가 있으며, 이 둘이 맞물린 날은 각각 상징하는 바가
달라서 이의 순환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러한 순환적 시간은
추상적, 상징적이며 자연적이다. 타파는 고대 인도에서 직선적 시간과
순환적 시간 개념이 모두 낯익은 것이었으며, 이 두 가지 시간개념은
그 기능에 따라, 그리고 그것을 사용한 사람들에 따라 선택되었다는 점
을 지적함으로써(타파 2009: 81) 이 두 가지 시간관념의 공존도 가능하
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타파는 기존의 인도 사회의 시간에 관한 연구들
이 지나치게 순환적인 시간 개념만 주장한 점에 반기를 들며, 고대 인도
의 역사 문헌에서 왕의 치세에 대한 중요한 사건들을 직선적인 순서로
기술한 것, 왕조의 연대기와 지역의 역사가 직선적 시간에서 정통성을
얻는다는 점 등을 들어 직선적 시간관의 존재를 입증했으나 이 직선적
시간에도 순환적 시간의 가정이 암묵적으로 스며있다는 것 또한 지적하
였다(타파 2009: 77-80). 즉, 직선적 시간과 순환적 시간은 서로 대립되
지 않고 오히려 두 시간관념은 암묵적으로 스며있어서 중층적으로 작용
한다는 것이다.
음비티가 서양인의 시간관념은 직선적이며, 무한의 과거-현재-미래
를 가지고 있지만, 아프리카인의 시간의식에는 미래가 존재하지 않으며
‘현실의 시간’은 현재와 과거의 것이라고 구분한 것(음비티 2012)은 전

통 사회와 근대 사회의 시간관념을 비서구인-서구인의 차이점으로 대조
시킨 것이다. 음비티는 그 자신이 케냐의 캄바족 출신이며 캄바족의 농
촌에서 태어나 자랐다는 이점으로 인해 서구 인류학자들 보다 훨씬 구
체적으로 아프리카인의 시간의식에 대해 설명할 수 있었으며, 서구의
상품화된 시간은 사용과 매매의 대상이 되지만, 전통적인 아프리카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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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창출되고 계속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다른 관점에서의 차이점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반면, 워프가 호피족의 시간을 서구의 추상적이고 직선적이며 연속
적인 시간 개념이 없고 시간의 관념조차도 부족하다고 한 지적(Whorf
1956)은 서구의 시간과 비서구의 시간을 이분법적으로 해석하고자 호

피족의 시간 개념의 한 단면만 너무 부각시켜 설명한 것이 되었다. 레비
스트로스 역시 역사, 비가역성, 연속성에 기반한 서구의 시간과 동시성,
순환성, 가역적인 사회의 시간을 대조시키는 데에 있어(Lévi-Strauss
1972), 순환성과 가역성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레비스트로스는

전통사회가 느리게 변하는 사회, 즉 ‘냉각된’ 상태라고 보고 동일성을
이야기했으나, 애덤의 지적처럼 동일한 신화를 이야기하더라도 이야기
하는 사람, 이야기, 청자, 기록 등은 완전히 동일할 수 없으므로(Adam
1994: 521) 시간에 있어 가역성이나 동일성이라는 가정은 이분법적 설

명을 만들어내기 위한 도식화에 불과하다고 본다. 전통 사회의 순환되
는 시간을 동시성이나 가역성으로 규정한다면 같은 것의 반복에 불과한
것으로 정체된 시간관념, 서구의 시간보다 덜 진보적이며 덜 발전적인
시간을 표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통사회의 시간에 대한 관념과 현대사회의 시간에 대한 관념을 학
자들이 이처럼 구분지어 논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화, 상업화가 빠른 속
도로 전세계에 널리 퍼지고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게 됨에 따라 전세계
를 하나로 연결지을 수 있는 하나의 통합된 시간체계의 필요성이 커짐
에 따라 각각의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다양한 시간관념과 시간
체계가 ‘전통성’의 한 특징을 부각시켜 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시계-시간, 7일 기준의 주단위로 이루어진 그레고리력이라는 임의의 시
간체계가 역사적으로 권력을 형성하여 합의되어 보급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그 후에도 각각의 사회가 기존의 시간체계를 완
전히 없애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한 사회에서 공유된 시간체계가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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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성과 중요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뒤르켐이 집합적 삶을 표현
하는 총체적인 시간을 강조한 것은 한 사회에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공유된 집합적인 표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개인이 의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을만큼 시간관념이 내면에 자리잡은 것이며, 이는 집합적 의
식을 지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데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인류학자들은 전통적으로 각각의 사회가 갖고 있는 고유의 시간관
념, 고유의 의식․의례들을 포함하여 소규모의 전통사회를 민족지와 논
문을 통해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여주고자 하였는데, 인류학자 스스로도
알고 있고, 많은 학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이제 완전히 폐쇄적이며 고립
된 사회는 거의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전세계의 무수한 지역들은 서로
다각도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연결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시계의 발명과 보급, 표준 역법과 표준시의 도입과 보급이다. 부르
디외나 에반스-프리차드, 말리놉스키가 조사한 사회 역시 서구 식민지
의 영향으로 서구화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었으나, 서구 사회보다는
그 변화의 속도가 느렸던 사회였기에 서구사회와 대조적인 시간관념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서구의 시간관념과 대조적인 측면에서만 전통적 시간관념,
비서구적 시간관념을 볼 필요는 없다. 반 게넵은 한 개인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우마다 거치게 되는 의식들을 ‘통과의례’로 규정지어 논
하였는데, 해[年]의 변화, 계절의 변화, 달의 변화를 야기하거나 수반하
는 의례들도 역시 ‘통과의례’로 규정하였으며, 그 하나의 예로 한 해가
끝나고 시작하는 의식이 각 사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설명하였
다. 반-게넵은 통과의례를 세 가지의 중요 국면인 분리, 전이, 통합으로
구분하였듯이, 자연과 연관된 공동체의 의례들 역시 세 단계로 구분하
였다. 한 개인의 인생이라는 시간에서 중요한 분기점을 나타내는 시점
이 개인의 통과의례를 행하는 시점이라면, 공동체에게 중요한 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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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 시간의 분기점에 해당하며, 이 때 각각의 사회는 다양한 방식으
로 통과의례를 행해왔다. 도시화, 근대화된 사회에서 자연적 시간의 분
기점보다는 공장이나 학교, 회사의 중요한 분기점이나 휴일, 휴가 등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으나 현대에 있어서도 지난해에서 새해로의
전이라는 시점은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며 전통적으로 행해오던 의례들
을 여전히 행해오고 있다(겐넵 2000: 234-235). 반 게넵의 연구가 중요
한 이유는 그의 지적처럼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급속한 근대화를 겪
은 사회일수록 기존의 전통사회에서 행해지던 의례들이 여전히 행해지
고 있고, 이는 전통사회의 시간관념에 기인한 의례이기 때문이다. 즉,
전통사회의 시간체계와 근대사회의 시간체계는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
다.
또한 에드먼드 리치는 기존의 ‘직선의 시간’이나 ‘순환하는 시간’
대신 ‘진동하는 시간’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다.
사실, 몇몇 원시사회에서 시간의 경과는 같은 방향으로 끊임없이 진행된다
는 감각도, 같은 바퀴 주위를 계속해서 돈다는 감각도 존재하지 않는다. (중
략) 반대로 시간은 지속하지 않는 무언가 되풀이되는 역전(逆轉)의 반복, 대극
(對極) 사이를 진동하는 것의 연속으로 경험된다. 요컨대 밤과 낮, 겨울과 여
름, 건조와 홍수, 늙음과 젊음, 삶과 죽음의 경우처럼. 이런 도식에서 과거는
하등 ‘깊이’를 갖지 않는다. 모든 과거는 동등한 과거이고, 그것은 단적으로
현재의 대립물에 지나지 않는다(Leach 1961, 마키 유스케 2004: 22에서 재인
용).

리치는 반복되는 것(맥박, 하루, 달이나 계절의 순환 등)과 반복되지
않는 것(태어나 자라며 늙어서 죽는 인생의 불가역성 등)의 두 가지 개
념이 ‘자연 현상은 되풀이 된다.’, ‘인생의 변화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순환성과 불가역성이라는 두 가지 경험으로부터 유래한다고
본다. 리치가 순환성-가역성이 아니라 순환성-불가역성이라는 두 가지
시간관념을 제시한 것은 그만큼 시간에 대한 여러 관념들이 다양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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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존재하며 경험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Leach 1961).
버마의 카친족의 언어에는 영어의 시간(time)에 해당하는 단일어가
존재하지 않으며 여러 언어로 번역해야 한다는 점(Leach 1961), 호피족
은 ‘시제’가 아니라 이야기의 타당성을 나타내는 형식․순간성․지속
성․단속성 등의 양태 및 동사의 전후, 혹은 동시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
로 모든 사상을 더욱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Whorf 1956), 누어
족의 ‘우시계’가 그들의 하루를 규정해주고 있었다는 점(에반스-프리차
드 1988)을 인류학자들이 밝혀낸 것은 시간관념에 대한 문화적 다양성
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또한 그들의 시간은 서구의 획일화되고 단순
한 시간이 아니라 추상적이며 상징적인 시간, 메타포적인 시간으로 다
르게 봐야 한다는 점을 인류학자들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다.
음비티가 아프리카인의 관점에서 아프리카인의 시간을 비교적 왜곡
없이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은 서구의 직선적-양적 시간관념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인류학자들은
낯선 곳에서 새로운 시간관념, 시간체계를 경험함으로써 시간의 상대성
에 대해 인지할 수 있었고, 이를 민족지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자 하
였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하지 못했다. 리치나 워프, 에반스프리차드 등의 몇몇 학자를 제외하고는 시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집중한 학자는 많지 않았으며, 많은 학자들이 비서구 사회의 시간에 대
해 언급할 때는 시간에 대한 서구와 비서구의 단순한 이분법적 대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다. 전통사회에서 그들의 삶의 경험이 어떻게 시
간관념과 연결되며, 이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그리
고 이것이 현대의 시계-시간 개념의 도입 이후 근대사회와의 접촉이 이
루어지게 되면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는지 등에 대한 연구가 향후 꼭
필요하다고 본다. 인류학자들이 연구해 온, 그리고 앞으로 연구할 수많
은 전통사회, 그리고 현대 도시사회들은 각자 그들만의 공동체에서 중
시되는 시간관념이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해 왔으며 이 역시 시간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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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면서 변화를 겪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서구와 비서구라는
이분법적 도식으로만 규정짓기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므로 각
각의 사회-문화-환경-삶의 경험-역사 등이 반영된 시간관념과 시간 체계
에 대한 연구는 보다 다차원적인 방식으로 접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5. 결론

에드워드 홀은 시간이 문화적·사회적·개인적 생활의 핵심체계이며,
모든 일은 시간의 틀 안에서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홀에 따르면, 이문화
(異文化)간의 교류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는 문화마다 독특한 패턴

을 지닌 고유의 시간의 틀을 가지고 있다는 데 그 요인이 있다(홀 2000:
22). 각 문화마다 다른 시간 언어가 있어서 우리는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과 동시에 ‘시간 언어’ 역시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홀이 말한
‘시간 언어’라는 단어 속에 시간에 대한 인류학자의 시선과 관점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언어가 각 문화마다 다르고, 심지어 각 개인마다 사용
하는 개인어가 다르듯이, 시간 역시 문화마다 다르고 그 문화 속에서도
각 개인마다 시간에 대한 인지와 시간 경험은 다르게 형성되기 때문이
다. 홀은 다양한 시간의 체계를 상징적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위해 만다
라에 착안하여 ‘시간의 지도’를 만들어냈다(홀 2000: 39). 홀은 1931년
에 호피족과 나바호족 거류지를 방문했을 때, 그 곳에서 여러 가지 시간
체계를 경험하였다.
이윽고 나는 적어도 네 가지 다른 시간체계를 다루고 있음을 깨달았다. 즉
호피족의 시간, 나바호족의 시간, 정부의 관료제적 시간, 그리고 인디언 거류
지에서 생활하는 또 다른 백인들(대부분이 인디언과 거래하는 상인)이 사용하
는 시간이다. 그 밖에도 동부 도시에서 온 관광객의 시간, 은행원의 시간(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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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의 기한에 대한), 그리고 백인 시간체계의 수많은 변종이 있었다. 그러한
시간체계들 사이에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그 다양한 시간들을
일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 같았다(홀 2000: 57).

홀은 이토록 서로 다른 시간 체계로 인해 나바호족과 호피족, 그리
고 그 지역의 백인들, 댐 건설자들 사이에서 언쟁과 분쟁이 발생할 수밖
에 없었다는 사례를 들어 시간의 다른 흐름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는 같은 공간에서 다른 시간체계를 가진 이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들이 직접적으로 만났을 때 공유되는 시간체계와 역법체
계를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마키 유스케
는 ‘공동시간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는데, 기본적인 생활
사이클이 다른 공동체와 일상적으로 교섭할 때, 혹은 공동체 자체가 풍
화하여 생활 사이클이 다른 여러 집단이나 개인과 대치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때, 시간은 수렵이나 우기, 혹은 수확이라는 구체적인 사물이
나 활동에서 떨어져 나가 추상화되며, 구체적인 사상에 대해 외재하는
객관적인 척도로서 물상화된다고 분석하였다(마키 유스케 2004: 66).
유스케 역시 기존의 서구-비서구의 대립점으로 추상적 시간-구체적 시
간으로 단순하게 규정하였으나 ‘공동 시간성’의 개념은 유의미하다고
본다.
유스케가 말한 ‘공동 시간성’의 필요로 시계-시간은 공장과 관청,
학교, 텔레비전의 순으로 점차적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여 이제 전사회
적으로 침투하였다. 홀은 한 번에 한 가지씩 하는 북유럽과 미국인의
시간을 모노크로닉한(monochronic) 시간으로, 몇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는 지중해식 모델에 따른 방식을 폴리크로닉한(polychronic) 시간으
로 나누었는데(홀 2000: 79-80), 이러한 구분에 의하면 시계-시간은 모
노크로닉한 시간에 가깝다. 시간은 치밀하게 계산되며, 하루, 1년, 10년
등 미래의 시간은 스케줄화되고, ‘시간은 돈이다.’라는 말에는 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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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화와 물신화가 내재되어 있다. 모노크로닉한 시간에서는 기다림은
화를 자초하지만 폴리크로닉한 시간에서는 기다림은 별 문제가 되지 않
는다는 홀의 지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계-시간으로 규정되는 사회에
서는 경쟁과 바쁨, 시간에 대한 강박관념마저 생길 수 있다. 조지 오웰의

1984년,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
같은 시간에 대한 치밀한 스케줄화가 개인을 어떻게 통제하고 이로 인
해 개인이 어떻게 소외되어 가는지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에도 모노크로닉한 시간, 시계-시간, 그레고리력만 존재
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전통사회의 관념들을 중시하는 많은 사회에
서는 기존의 시간관념과 역법 체계를 유지시키거나, 공식적인 시간관념
과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시간관념을 이중적으로 쓰고 있기도 하다. 홀
이 말한 폴리크로닉한 시간과 모노크로닉한 시간이 엄격하거나 느슨하
게, 그리고 상황에 따라 혼합하여 적용하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현실
에서는 언어가 다양한 만큼 시간 언어 역시 다양하게 형성되고 변화하
고 있다.
인류학자들은 많은 전통사회를 연구하면서 전통적인 생활을 유지하
고 있는 부족 사회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시간관념에 대한 연구
는 행해왔으나, 시계-시간, 표준 역법과 표준시의 도입 이후로 전통사회
의 시간관념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현대 도시사회에서 시민들이 인
식하고 있는 시간관념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연
구되어 있지 않다. 강정원(2009)이 공동체 세시의 쇠퇴가 생업력의 변
화와 생활리듬의 해체와 연관이 있다는 점을 밝힌 것처럼(26-28), 근대
화 과정과 사회적 시간의 변화는 토착민들의 생활 전반에 걸친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사와노 미치코(2009)가 호계리에서 ‘전통적’ 시간과 ‘근
대적’ 시간이 공존하면서 사회적 시간이 구성되어 있고, 표면적으로는
양력의 지배력이 강해지는 것 같으나 내면적으로는 음력의 지배력이 여
전히 매우 강하다고 말한 것은(63-66) 전통적 시간과 근대적 시간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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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방식으로 중첩되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전통
적 시간과 근대적 시간의 차이를 강조한 이분법적 시각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시간관념이 각각의 사회에서 어떻게 경험되고 있으며, 이것이
현대인들의 삶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의례적 시간/일상적 시간, 성
스러운 시간/속된 시간, 개인적 시간/사회적 시간 등 시간의 다양한 차
원에서 현대인들이 어떻게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인류학자
의 연구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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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concepts>: Traditional time, Modern time, Ritual, Time, Calendars,
Anthropology

An Anthropological Consideration about Time:
Focusing on contrast of Traditional Time and Modern Time

An, Ju Young*2)

Sociological and anthropological studies about various notion of
time have been done during the past centuries. Actually, most of
the anthropological studies are included research of the time and
space. Because anthropologist's studies by doing fieldwork are
included the locals' experiences of time, either directly or implicitly.
This paper is a review of anthropological studies of time focusing
on contrast of traditional time and modern time. In particular, I
discussed about a dichotomous way of thinking between traditional
time and modern time, and about anthropological perspective of
ritual, time, calendars.
Anthropologists have often been described a dichotomous notion
of time between traditional time and modern time, making divisions
between ‘traditional societies’ and ‘modern societies.’ However, we
do not need to see only in terms of contrast between western notion
of time and traditional (non-western) notion of time. Anthropologists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Anthrop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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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able to experience that linear-quantitative notion of western
time is not absolute, and were able to recognize about the relativity
of time, and were able to write ethnographies about time.
But Still, anthropologists did not a more systematic analysis of
time. Now anthropological studies of time experience in the
respective societies, and ritual time-daily time, sacred time-profane
time, personal time-social time, etc.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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