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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기 를 이 용한 野外體養

野外調훌블 하는 거 의 모든 랬￥究者들은 그자 

신의 필요와 기질에 맞는 테크닉을 개발하게 된 

다. 지난 십 수년간 나는 수집하여 보존해야 하 

는 자료를 체계화하여 최고로 활용할 수 있도 

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그러한 테크닉이 

넬리 이용되지는 않으나 간략히 소개하는 것은 

價f直가 있는 일일 것이며 다분야에서 연구하는 

이들이 자신의 목적에 따라 이를 채택하거나 수 

청하여 보고 싶어할 것으로 본다. 

기본적으로 그 절차는 호주머니에 들어갈 만 

한 크기의 녹음기， 野外用 地圖와 카메라를 이 

용하는 것이다. 대다수의 野外 짧훌者들이 이마 

地圖와 카메 라， 짧훌 노트블 사용하여 왔지 만， 

野外에서 기록하기란 여건이 어렵고 시간이 걸 

랄 뿐 아니라 득히 거친 도로릎 달리거나 자동 

차릎 운전할 때는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 

려한 상황에서는 대개 녹음기릎 이용해야 하는 

것이다. 물돈 野外階뿔 노트달 팽개치자는 것은 

아니며 야외 스케치를 뛰어나게 찰 하는 사람에 

게는 더욱 그러하다. 

F많흉에 앞서 나는 船究地域의 地形圖나 기 타 

지도를 구한다. 연구 지역이 자신의 연구실로부 

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일반적 답사일 경 

우 1 : 250, 000 지도블 보통 이용하는데， 이들 

지도는 비교적 빨리 여행할 때 한 지도에서 다 

음 지도로 넘겨야 하는 수고스러움이 적고 또한 

한 지역윤 개관하여 답사하기에 충운한 그런 축 

적융 갖고 있어 적당하다. 정밀 조사괄 위해서 

나는 1 : 25, 000 地形圖블 선택한다. 

녹음기는 보전해 두고 싶어하는 웰觀의 어떤 

資料를 기록해 두는데 사용된다. 녹음 테이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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走行距離언 km당 위치， 지역의 이릅 및 시간을 

녹음하게 된다. 나는 지도에 간략한 노트를 해 

두기는 하지만 사진을 찍은 변호 정도를 표시할 

뿐이다. 부수적으로 地圖 뒷면은 白紙이묘로 野

外 스케치를 하는데 그 여백을 이용하기도 한다 

R뿜흉에 앞서 빠究地域의 출발지 地圖로 부터 

차례로 일련 번호(1， 2， 3) 를 각각의 장 모서리에 

기재한다. 이플 변호는 體養가 이루어지고 있는 

地域이 어느 지도에 해당하는 가를 알려주는 걸 

장이이다(그럼 1) 이러한 테크닉은 한국을 답사 

한 나의 경우에처럼 지도의 도엽 이름을 알지 

못하는 외국 지도를 사용할 때 특히 유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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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휩훌를 하면서 사진을 찍은 후 그의 먼후블 

연필로 地圖의 적냥한 여백에 표시한다. 종종 

화살표를 표시해 두는데 이는 사진을 찍은 방향 

을 알려주는 것이다. 사진에 관한 정보 또한 녹 

음기에 녹음한다. 地域資料가 펄요한 곳에서 그 

지역 居住者가 직접 말한 것이나 그곳에서 또는 

자동차에 돌아와서 첨가해야 할 것을 보존해 두 

기 위해서 녹음기를 이용하는 것이다. 생생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 녹음기를 사용하는 것이 

적 합함을 발견하었다. 사실 지 역 주민들은 녹음 

기에 자신의 육성이 녹음되고 또 그것이 가치있 

는 자료로 쓰이계 펀다는 사실을 좋아하는 것 

같다. 다른 分野의 연구자플과 같이 짧養를 하 

고 있다면， 그들과 직캡 討論한 것들을 녹음할 

수도 있고 특히 쟁점이 되는 토의일 경우 녹음 

과 동시에 사진을 찍어 놓아 후일 가치있는 분 

석을 하는 것이다. 

錯캘표를 끝낸 후 調養者들은 사진， 녹음 자료， 

註를 단 地圖 등 세가지 종류의 資料(답사 노트 

가 있다면 넷) 를 갖고 이를 분석하게 된다. 사 

진(나의 경우에는 라이드)을 현상하여 먼호를 

매기고〔나는 그것을 순서대로 붙였는데， 예를 

들어 79-K-@-5는 1979년 한국에 서 10번 지 

도의 5번째 사진이 란 것을 말한다) . 녹음- 데 이 

프를 복사해 놓아 地圖의 표시 사향과 더 관야 

캠검해 놓는다. 어떤 담사 지역에서는 도콘하면 

사 야외사진을 쩍다 보니 삼시간에 처리되어 시

진 번호(심지어 지도 번호)가 당시 그 지역의 

지도와 불일치되기도 하기 때둔이다. u:}과서 

野外에서 연필을 사용하는 理由가 여기에 있나. 

슬라이드 번호와 녹읍 테이프가 서로 일치되도 

록 한 다음 지도에 표시한 것들을 점검해 보고 

그것을 지울 수 없도록 최종적으로 잉크로 기재 

한다. 짧흉經路를 칼라펜으로 각각의 地圖에 잉 

크로 표시해 놓는다. 만약에 같은 지역을 한번 

이상 답사한 경우에는 다른 색으로 표한다. 특 

정 지도에 최초로 슬라이드 번호를 기재할 때 

도엽 번호블 함께 적는다. 결국 다음에는 그 후 

의 사진 번호만을 기재하게 되어 그것은 단지 

사진을 찰영한 위치블 보이게 될 뿐이다. 또한 

여백에 하나의 맴례로서 일정 탑사 지역에서 찍 

은 습라이드번호를 표시해 놓는다. 즉 79-K
@-5-12, 79-K -QJ-10-18 (그럼 )과 같은 

것 이 다. 이 는 어 떤 지 역 을 갈 때 와 올 때 두번 

사진 찍었을 때 표시한 번호틀이다. 

나는 슬라이드 펼름과 녹음 테이프를 같은 바 

언더에 보관하여 둔다. 왜냐하면 이들 자료들이 

서로 맞물려 있기도 하고， 조사된 주제플 중심 

으로 한 논문을 준비하거나 강의를 하기 전에 

자료를 점검해 볼 때 슬라이드， 녹음， 지도 위 

치를 손쉽게 유악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녹음기는 호주머니만한 크기로 작아야 한다. 

비록 녹음기의 다른 조건이 양호하다 하더래도 

우선적 으로 작아야 하고， 다음으로 1. 녹음 테 

이표의 한 면이 적어도 30분을 녹음할 청도로 

녹음 시간이 걸어야 하며， 2. 그룹 토폰이나 속 

삭이는 말 또는 話者를 놀라게 하거나 머뭇거리 

게 하지 않고 청보블 계속 녹음시껄 수 있도록 

感度가 좋아야 하고 3. 탑사하는 이들이 野外

觀察을 하며 녹음하고 사진을 찍기에 열중하묘 

로 어느 정도 녹음이 진전되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지 못한채 그것을 쉽게 잊어버리무록 늑 

옴- 테이프가 끔날 때 어떤 신호를 보내주며， 4. 

테이프플 전후로 신속하게 감아주는 것 등의 조 

건올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오늘날 많은 녹음기 

들이 이러한 조건을 구131 하고 있다. 

비록 상술한 절차가 먼거로울지 모르지만 이 

플 나누어 질행하게 되묘로(즉 탑사 전， 중， 후) 

쉽게 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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