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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지금까지 음악교육의 연구에서 ‘아마추어’는 단순히 ‘지도와 개선’

이 필요한 대상으로 대상화되어 다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지도와 개

선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가르침’이 ‘교육’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나는 아마추어와 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두 현상을 살

펴보면서 음악교육이 단순히 ‘지도와 개선이 필요한 아마추어를 가

르치는 것’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좀 더 폭넓은 관점에서 그 의미

를 해석해 보고자 이번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소나무서도산타령보존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네 명의 민요강사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이들

은 모두 아마추어로서 늦은 나이에 민요를 배우기 시작하였기 때문

에 자신의 민요수업에서 ‘교수(敎授)’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한편으

로는 지속적인 국악에 대한 ‘학습(學習)’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연구 참여자들의 상황은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고

나는 이러한 그들의 문화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아마추어’와 ‘교

육’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고자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연

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로 ‘민요를 시작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민요 활동에 참여하는 연구 참여

자들의 상황을 내부자적 입장에서 드러내며 그들이 민요에 열정을

보이는 상황을 대변하고자 했다. 단순히 대상화된 ‘아마추어’의 모습

이 아닌 나와 같은 세계지평을 공유하는 아마추어의 모습에 대한

존재론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했다. 두 번째로 ‘아마추어 민요강사

들이 진행하는 민요수업의 특징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는 가르침과 배움이 공존하는 연구 참여자들의 수업에서 드러나는

삶의 형식으로서 교육의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마지막 연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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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아마추어 민요강사의 민요수업이 가지는 교육적 의미는 무엇

인가?’이다. 이를 통해서는 민요수업에서 밝혀진 교육적 의미를 음

악교육(학)의 맥락에서 해석하고자 하였다. 이 세 가지 연구 문제를

통해서 삶과 문화와 교육의 관점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모습을 이해

하고자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그들의 수업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사

실들을 토대로 음악교육 내에 던질 수 있는 함의를 발견하고자 하

였다.

먼저 연구 참여자들이 민요를 시작하게 된 배경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허복자, 김옥례, 최승자, 이승화가 민요강사로 활동하기 이전의

삶에 대한 소개를 하였다. 어린 시절 어머님의 영향으로 민요를 배

우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어 배우지 못한 최승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는 모두 특별한 계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채워줄 ‘무언가’

를 찾아 방황하는 시절을 보내게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민요를 만

나게 된다. 이러한 ‘무언가’를 찾고자 하는 열망은 ‘심미적 경험’을

통해 음악 활동에 의미를 찾게 되는 전공자들의 경험과 유사한 동

기부여를 제공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민요수업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반복’,

‘타협’, ‘적용’, ‘상생’의 네 가지 키워드로 도출해내었다. 이러한 네

가지의 특징은 민요를 꼭 배워야만 하는 동기가 부족한 아마추어

수강생들을 어르고 달래며 그들과 함께 오랫동안 민요를 부르기 위

한 연구 참여자들만의 방식으로 이해 될 수 있었다. 결국 이 네 가

지의 방식은 실력 향상과 문화 전승을 그 일차적인 목표로 하는 ‘예

술’의 모습과는 구분되는 교육적 양상으로 분석 되었다.

이렇게 도출 된 민요수업의 교육적 양상을 음악교육학의 맥락에

서 해석하기 위한 마지막 연구 문제는 음악교육의 본질이 무엇인가

에 대한 질문으로 귀결되었다. 본질이라는 것은 무엇을 무엇답게 만

드는 핵심적인 성질이지만 현재의 음악교육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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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에 대한 담론들은 음악교육의 철학과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되며 강령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나는 이러한 강령

적 의미를 지닌 음악교육의 본질이 아닌 내가 이번 연구를 통해 발

견한 연구 참여자들의 네 가지 특징을 포함한 그들의 교육적 삶의

형식을 음악교육의 본질이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아마추어’와 ‘교육’의 개념에 대한 상심으로 시작된 이번 연구를

통해 나는 ‘아마추어’와 ‘교육’의 개념이 각각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고 이에 두 가지의 제언을 하였다.

먼저 음악교육 내에서 아마추어들에 대한 연구가 그들에 대한 지

도법이나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대신 그들의

활동 자체를 존중하며 그 양상의 독특함을 드러낼 수 있는 방향의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제언하였다.

다음으로 음악교육 내에 만연한 ‘교육은 가르치는 것’이라는 인식

이 레슨과 교육의 개념이 구분되지 않고 동의어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학 내의 교과과정에서 레슨

으로서의 ‘예술의 전승 과정’과는 구분되는 ‘교육’의 의미에 대해 생

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제언하였다.

주요어 : 아마추어, 레슨과 음악교육, 민요강사, 삶의 형식, 질적 연구

학 번 : 2008-23153



- iv -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 문제 ······························································································4

3. 연구 방법 ······························································································6

4. 연구의 범위와 한계 ··········································································14

II. 이론적 배경 ·················································································16

1. 아마추어 민요강사 ············································································16

2. ‘삶의 형식’으로서 민요와 교육 ······················································20

3. 선행연구 개관 ····················································································26

III. 민요와 만남 ··············································································32

1. 허복자의 이야기: “잿밥에 관심이 많았죠.” ·································35

2. 김옥례의 이야기: “엄마, 학교 갔다 오면 누워있지 좀 마!” ··· 40

3. 이승화의 이야기: “우리 영감 세상 뜨고 나서 내가 해방됐지.” ·· 46

4. 최승자의 이야기: “내가 좋아서 민요를 했고, 장구는 내 친구!” ·· 48

5. 소결 ····································································································52

IV. 민요수업의 특징 ·······································································55

1. 반복: “되다 안 되다 되다 안 되다 된다니까.” ···························56

2. 타협: “그거 안 되면 안 되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요.” ·············61

3. 적용: “세 달치는 내가 널 가르칠 수 있다.” ·······························66

4. 상생: “내가 같이 할 거니까” ··························································71

5. 소결 ······································································································77



- v -

V. 민요수업의 음악교육학적 해석 ···············································79

1. 민요수업의 문화와 교육 ··································································80

2. 음악교육 다시보기 ············································································91

VI. 요약 및 결론 ·············································································99

참고문헌 ·····································································································115

abstract ·······································································································120



- vi -

표 차례

<표 1> 아마추어에 대한 연구물 ···························································2

<표 2> 연구 참여자 ·················································································10

<표 3> 연구 참여자들의 활동영역 구조화 ·········································17

그림 차례

<그림 1> 연구 참여자 및 보존회의 활동 ·········································35

<그림 2> 전문인 자격증 ·········································································44

<그림 3> 연구 참여자들의 민요 활동 참여과정 ·······························52

<그림 4> 음악교육의 삼각형 ·································································80



- 1 -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대중매체의 영향 및 삶의 질 상승으로 인해

자신의 삶 속에서 음악을 즐기며 향유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각종 방송매체의 오디션 프로그램 가운데 특히 2011년에 방영

된 KBS ‘해피 선데이’의 ‘남자의 자격’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1960

년생 이상의 어른들을 단원으로 모집하여 3개월간의 연습을 거쳐

합창대회에 출전하는 과정을 그린 ‘청춘합창단’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된 적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억대의 상금과 상품, 그리고 가수

데뷔라는 인생역전의 기회가 걸린 기타 방송사의 오디션 프로그램

과는 달리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청춘을 노래하겠다.’는 일념으로

모인 고령의 참가자들의 감동적인 사연으로 인해 높은 시청률을 기

록함과 더불어 전국적인 합창 열풍에 불을 지피게 된다. 이러한 ‘청

춘합창단’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은 아마도 합창 단원 개개인의

실력을 떠나서 자신이 가진 사연을 노래에 담아 부르는 진실 된 모

습이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듯 ‘음악적 감동’이라는 것은 전문 연주자의 수준 높은 연주를

감상하면서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아닌, ‘청춘합창단’의 참가자들처

럼 음악적인 수준을 떠나서 그 음악에 얽힌 이야기와 연주를 준비

하는 과정에서도 느낄 수 있는 폭넓은 스펙트럼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음악적 감동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과는 달리 ‘심미적 경험’을 목표로 하는 음악교육의 연구 영역1)

1) 음악교육의 목표는 개인마다 모두 다르게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심

미적 경험’은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발견하는 경험이다(민경훈 외, 2010). 그

러나 우리나라처럼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 제시되는 상황에서 그 교육과정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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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저자 제목

음악

교육

김신옥

(1996)

아마추어 여성 합창의 문제와 지도법:

시창, 리듬, 청음의 훈련과정을 중심으로

김준용

(2008)

아마추어 성가대 지휘자를 위한 합창지도 방안

연구

이은하

(2010)

아마추어 플루트 연주자를 위한 효과적인 악기

사용법 및 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

이준

(2011)

아마추어 남성합창단의 올바른 기초 훈련에 관한

연구: 합창 발성을 중심으로

신성혜

(2015)
성인 아마추어 관악합주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

체육

교육

이민규

(2004)

아마추어 농구 선수들의 부상경험에 관한 연구:

길거리 농구선수 중심으로

배영원

(2006)

아마추어 배구선수의 경쟁상태 불안과 운동수행

간의 상관관계 연구

박준모

(2009)

아마추어와 프로골프 선수들의 퍼팅시 족저압력

분석

최근식

(2011)

아마추어 복싱선수들의 경쟁불안과 자기효능감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김수인

(2015)

아마추어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스포츠몰입정도가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에서 아마추어 음악인들은 단순히 ‘지도와 개선이 필요한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표 1> 아마추어에 대한 연구물

반학교 음악수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여기서 제시되는 ‘심미적 경

험’이라는 음악교육의 목표는 여러 문헌(이홍수, 1997; 최은식, 2006; 민경훈 외,

2010)과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http://ncic.re.kr/))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학

교에서 다루어지는 음악교육의 목표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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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교육 내의 이러한 연구 경향은 위에 나타난 아마추어에 대한

음악교육과 체육교육 분야의 학위 논문 제목을 비교해보면서도 확

인 할 수 있다. 체육교육 내에서는 아마추어의 활동을 그 자체로 존

중하며 그들의 활동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는 연구물뿐만 아니라 프

로와는 구분되는 아마추어 고유의 특징을 드러내는 것에 초점을 맞

춘 연구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음악교육의 연구물들은 아마추어

를 ‘지도와 개선’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법과 같은 실용적인 경향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이 사실

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청춘합창단’의 참가자들을 이러한 ‘지도와

개선’이 필요한 대상으로 대상화시켜 바라보고 연구하는 것이 음악

교육의 목표 가운데 하나인 ‘심미적 경험’을 실현하는 데 얼마나 많

은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이렇게 ‘아마추어’는 ‘지도와 개선’의 대상이며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라는 일반적인 생각으로 인해 음악교육의 많은 연구물

들은 아마추어의 활동과 교육현상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음악적

체험과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만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연

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어쩌면 음악교육 내에서 ‘음악’이라는 구체적

인 문화유산을 전수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여기는 것은 당연한 생각

일 수 있다. 김용희(2002: 2) 또한 “세련된 인류 음악문화를 아동에

게 전수할 때, 전수받은 아동은 음악 이외의 다른 곳에선 찾지 못하

는 가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음악 문화

를 전수하는 것을 교육으로 여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음악교육 내의 관심과는 달리 교육학 내에서 교육은 ‘가르

치는 것’ 또는 ‘문화 전달’이라는 일반적인 생각에 문제를 제기하며

교육의 고유한 관점을 찾기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용환(2011a, 2012)은 교육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는 가운데, 교수보다는 학습이 더 원초적이라는 사실에 주목

하며 ‘교수 중심주의’의 폐단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 음악교육’에 초점을 맞춰 감상, 가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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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악, 창작과 같은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법’과 같

은 실용적인 경향으로 치우쳐진 음악교육 내의 연구 경향을 되돌아

보게 한다.2) 실제 많은 음악교육과 관련된 학위 논문들이 나오고 있

지만 다양한 음악교육 주제와 폭넓은 연구대상을 다루고 있지 못하

고 있으며 연구 방법 또한 다양하지 못하다(석문주, 2004).

이에 따라 이번 연구에서는 ‘아마추어’와 ‘음악교육’의 의미에 대해

좀 더 열린 태도를 가지고 다가서고자 한다. 이것은 ‘아마추어’와 ‘음

악교육’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상심과 더불어 이번 연구에서 밝혀질

‘교육’의 모습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앞으로 음악교육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연구영역의 확장을 꾀하는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번 연구의 참여자는 전문적인 음악가를 지향하며 어

린 시절부터 음악 활동에 참여해온 음악가가 아닌 늦은 나이에 아

마추어로서 민요를 배워 현재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사)소나무

서도산타령보존회’(이하 ‘보존회’)에서 강사로 활동하는 네 명의 ‘아

마추어 민요강사’로 선정하게 되었다. 그들은 보존회에서 민요강사

로 활동하며 민요수업 뿐만 아니라 창자(唱者)로서 정기적인 연습과

공연에 참여하고 있으며 보존회의 직원으로서 행정 일을 처리하기

도 한다. 이러한 연구 참여자들의 활동에서 드러나는 교육적 현상은

매우 다양했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그들이 민요를 시작하게 된 배경

과 민요수업에 대한 집중적인 참여관찰과 면담을 통해 아마추어 민

요강사들의 삶과 문화와 교육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이 연구에서는 약 2년간 이어진 보존회 민요강사들과의 만남에서

내가 체험한 그들의 삶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한다. 그러나

2) 1991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대학교 음악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 72편의 제목을

분석해본 결과 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지도 방안에 관한 논문이 총 30편으로

41.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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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인 삶의 모습을 모두 다룰 수가 없어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

를 제한하였다.

첫째, 민요를 시작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나의 첫 번째 연구 문제는 아마추어 연주자들을 단순히 ‘지도와

개선’이 필요한 대상으로 대상화시켜 바라보고 있는 기존 연구물들

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어린 시절부터 전문 연주자를 꿈꾸

며 ‘실력 향상’을 1차적인 목표로 음악을 시작한 전공자들과 달리,

다양한 사연과 이유를 가지고 음악을 시작한 아마추어 연주자들에

게 있어서 음악이 갖는 의미는 다른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렇

다고 그들이 음악활동에 참여하기까지의 과정과 전공자들이 음악활

동에 참여하기까지의 과정을 단순히 ‘아마추어’가 되기까지의 과정

과 ‘프로’가 되기까지의 과정으로 구분하여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프로’의 삶과 ‘아마추어’의 삶을 비교하는 것이 아닌

한 존재로서 너와 나의 삶에 어떤 ‘다름’이 있는지를 바라보고 그것

에 담긴 의미를 발견하는 것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삶의 맥락에 대한 이해는 그들의 수업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둘째, 아마추어 민요강사들의 민요수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

는가?

보존회 강사들은 자신의 민요수업에서 ‘민요교육’을 하고 있다. ‘민

요교육’이라는 말은 언뜻 생각해 보면 민요라는 ‘내용’을 교육이라는

‘방법’을 통해 전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

을 통해 전달되는 ‘내용’이라는 것은 특정한 어떤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만은 볼 수 없다. 최성욱(1996: 69)은 이러한 교과(교육의 내

용)를 규정함에 있어 “그 교과가 가진 지적인 영역(지식) 뿐만이 아

니라, 비(非)지적인 영역(정의적 측면, 심체적 영역)들을 고려한다면

교육내용의 범위를 지식으로 한정시키기보다는 ‘경험’이라는 좀 더

포괄적인 범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나는 이러한 최성욱의 주장에 공감하며 그들의 민요수업을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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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요’라는 내용을 ‘교육’이라는 방법을 통해 전달하는 좁은 의미로만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고자 한다. 좀 더 열린 태도로 그들의 수업을

바라보며 단순히 교수자의 수업 내용에 대한 관심이 아닌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에서 드러나는 독특한 그들만의 문화를 살펴

보며 그 안에서 교육적 의미를 발견하고자 한다.

셋째, 아마추어 민요강사의 민요수업이 가지는 음악교육학적 의미

는 무엇인가?

마지막 연구 문제에서는 ‘삶과 문화와 교육’의 관점으로 연구 참여

자들의 수업을 해석하고, 이를 통해 음악교육을 다시 바라보고자 한

다. 아마추어 민요강사들의 삶의 모습에서 발견한 사실들을 음악교

육의 맥락에서 해석해보며 이 글의 독자들에게 대화를 요청하는 장

이될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연구 문제들은 나의 상심과 호기심을 바탕으로 설

계된 연구를 구조화하기 위한 질문들이며 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

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3. 연구 방법

이번 연구의 시작은 대학교 신입생 시절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

을 것이다. 그 당시 나는 고등학교 음악선생님의 추천으로 아마추어

들과 함께하는 정기적인 연주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활동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아마추

어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모여 연주 활동을 하면서 나는 일반적으로

국악을 전공한 친구들이 아마추어들과 교수-학습자의 관계를 맺는

것과는 달리 그들과 함께 연주 활동을 하는 연주자로서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러한 아마추어들과의 관계는 이번 연구의 현장인 직

장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군대를 제대한 후 친구의 제안으로 이

번 연구현장을 알게 되었고 이곳에서도 약 2년간 공연이 있을 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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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요반주를 하며 그들과 함께 많은 공연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오랜 시간 아마추어들과 교수-학습자의 관계가 아닌 동등

한 연주자로서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그들의 활동을 내부자적

인 입장(emic perspective)에서 바라보게 되면서 점차 그들을 프로

와는 구분되는 ‘대상화된 집단’이 아닌 나와 같이 국악을 아끼고 사

랑하는 ‘한 인간’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이러한 나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연구로 이어지게 되었고, 2012년

1학기 서울대학교 대학원 수업 가운데 하나인 ‘교육문화기술법연습’

강좌를 통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구체화되었다. 2010년 11월부터 보

존회와 함께 연주활동을 하게 된 나는 이 수업을 위해 가장 먼저

보존회의 대표에게 연구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단체의 철학이나

설립 취지와 관련된 면담을 실행하여 연구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

하게 되었다.

1) 연구 참여자

보존회는 현재 연구 참여자들의 스승인 이사장이 1999년 서울시

구로구 문화원에서 강습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소나무 산타령’이

라는 이름의 임의 단체의 모습으로 설립되었다. 그 후 2008년 5월에

는 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게 되었고, 2010년 5월에는 서울형 사회

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서 현재의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처음 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을 당시 보존회에는 모두 다섯 명의

민요강사들이 있었으나, 그중 한 명은 무릎 수술로 인해 예비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잠시 보존회 일을 쉬고 있었다. 그래서 네 명의 민요

강사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허복자3)를

제외한 보존회의 세 명의 강사 중 두 명은 60대 중반, 한 명은 80대

3) 이 논문의 주 참여자 4명의 이름은 본인들의 동의에 따라 모두 실명을 사용하였

다. 그러나 기타 강습생 및 단체, 그 외에 등장인물의 이름은 모두 가명임을 밝

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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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으로 40대 후반인 허복자와 나이 차이가 났으며, 민요를 시작한

시점 또한 10-15년 전으로 이제 민요를 시작한 지 4년째가 되는 허

복자와 조금 다른 양상으로 민요강사 활동에 임하고 있었다. 허복자

는 앞으로 민요강사로서 살아가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민요뿐만 아

니라 장구, 단소, 소금과 같은 악기들을 배우고 가르치기에 열심을

보이는 반면, 다른 강사들은 자신의 나이와 육체적 한계를 이유로

다른 악기 배우기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강사들의 상

황 속에서 처음에는 허복자만을 최종적인 연구 참여자로 결정하려

고 하였으나, 허복자의 이러한 모습 또한 다른 강사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나는 ‘그들’

의 삶과 문화와 교육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모든 보존회의

민요강사들을 연구의 참여자로 선정하게 된 것이다. 지금부터는 이

렇게 나와 함께 한 네 명의 연구 참여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

보며 그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허복자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내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본 참여자 중 한 명이었다. 허복자의 모습을 통해 이들의 삶을 ‘교

육’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다른 연구 참여자

들에 비해 민요를 배운 기간이 가장 짧았기에 학습의 필요성을 가

장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민요와 단소, 장구 배

우기를 삶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고, 이러한 그녀의 태도는 종종

남편과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실제로 연구 과정 중에 그녀의

남편이 보존회에 찾아와 진지하게 허복자의 활동에 대한 고민을 털

어놓으며 보존회 사람들과 장시간에 걸쳐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가

기도 했다. 또한 그녀는 보존회 사무실의 행정 업무를 포함해 복지

관, 주민센터, 학원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민요, 장구, 단소 수업을 하

고 있었다. 나는 그 가운데 학원 수강생인 60대 후반의 이순영과 이

순복, 두 자매를 대상으로 하는 민요수업을 집중적으로 참여관찰하

였다.

두 번째 연구 참여자는 김옥례이다. 그녀는 1999년 이사장이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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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민요강습을 시작할 때부터 수업에 등록하여 지금까지 줄곧

이사장의 제자로 함께하고 있다. 그녀는 이사장의 제자들 사이에서

‘회장’으로 불리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

이 직접 평생학습관이나 주민센터 등을 돌며 강습을 성사시키는 일

명, ‘영업실적’이 뛰어나기도 했다. 목소리도 크고 경상도 사투리가

심한 그녀는 누구보다도 이사장과 보존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김

옥례는 현재 경로당 세 곳과 주민센터 및 복지관에서 민요수업을

하고 있다. 그중 올해로 5년째 진행 중인 주민센터의 민요수업을 집

중적으로 참여관찰하였다.

세 번째 연구 참여자는 최승자이다. 최승자 또한 김옥례와 같이

1999년부터 민요를 시작하였다. 어린 시절부터 민요를 좋아하던 최

승자이지만 이렇게까지 민요강사로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초반에

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또한 자식들이 모두 출가한 후

연천에서 남편과 단둘이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거리상의 문제로도

이사장의 강사활동 제안을 여러 차례 거절했다. 그러나 지금은 주

중에는 서울에 있는 아들 집에서 지내며 수업을 하고 주말에는 연

천으로 가서 지내는 주말부부 생활을 하며 민요수업에 참여하고 있

다. 최승자는 현재 경로당 세 곳과 보존회에 등록한 개인회원 여덟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수업과 더불어 평생학습관 한 곳에서 민요

가락장구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가운데 나는 평생학습관에서 진

행하고 있는 수업을 집중적으로 참여관찰하였다.

마지막 연구 참여자는 이승화이다. 매번 자신의 몸집만한 장구를

메고 또래의 어르신들 앞에 서서 민요를 부르는 이승화는 나의 연

구 참여자들 가운데 내가 가장 의지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눈 사람

이기도 하다. 이승화와 면담을 통해 지금은 그저 나이 많은 노인의

모습이지만 얼마나 열정적으로 젊은 시절을 보내왔는지 한 사람의

인생을 엿볼 수 있었고, 그러한 열정으로 농축된 젊은 시절의 삶이

현재의 이승화를 만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약 20여 명의 요양

원 노인들 앞에서 50분간 진행되는 수업에서 그녀는 항상 재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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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복자 김옥례 최승자 이승화

성별 여 여 여 여

나이 만 46세 만 63세 만 64세 만 82세

민요시작 2008년 9월 1999년 3월 1999년 4월 2000년 9월

민요수업
시작

2010년 7월 2007년 11월 2010년 5월 2010년 5월

이야기를 하나씩 준비하여 들려주었고, 때론 참여관찰을 하고 있는

나에게 피리를 불어보라고 하며 수업을 즐겁게 이끌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표 2> 연구 참여자

2) 연구 절차

연구 참여자들과 함께 진행된 이번 연구는 월코트(Wolcott, 1992)

가 제안한 ‘3Es’의 방법(참여관찰 Experiencing, 심층면담 Enquiring,

현지자료조사 Examining)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세 가지의 방법은

연구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적절히 통합적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나의 연구 과정을 되돌아보면 크게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과

정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예비조사는 2012년 1월부터 6월까지

약 6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 기간에는 주로 보존회의 연역이나

주요 활동 및 정책 등에 관한 현지자료조사와 연구 참여자들 간의

관계나 그들이 처한 삶의 맥락을 파악하기 위한 면담에 주력하였다.

예비조사에서는 총 10회에 걸쳐 면담이 이루어졌고, 본조사의 면

담까지 합하면 총 17회에 걸친 면담이 이루어졌다. 나는 연구 참여

자들과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기 전부터 이미 함께 일을 하며 친

분을 쌓은 상태였기에 특별히 면담이란 이름으로 연구를 진행하기

보다는 매번 “저 궁금한 게 있어서요.”라는 멘트로 그들에게 다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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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끼리

대화를 나누고 있는 시간이나 식사 시간, 심지어 송년파티 모임에도

거리낌 없이 녹음기를 들고 들어가기도 했다. 그들의 생활 자체에서

나의 연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기에 이러한 비공식적인 자리에

서 진행된 녹취가 이번 연구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 경우가 많

았다. 특히 그들이 민요를 배우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면담자료는 최

승자와 이승화의 대화를 옆방에서 듣고 있던 내가 그들의 대화 내

용에 궁금한 점이 있어 함께 참여하면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그

궁금증만 해결하고 녹음을 마치려고 했으나 점차 이야기가 길어지

면서 그들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로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김옥례와 허복자까지 함께 참여하면서 약 2시간 가량 대화가 진행

되었다. 이 면담자료는 A4용지 26장에 걸쳐 전사되었고 이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여 이번 연구의 제 III장을 주로 구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진행된 예비조사 이후 나는 전사자료에 대한 코딩과 분석

작업을 통해 잠정적인 수준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글쓰기를 하

며 좀 더 연구의 초점을 명확히 할 수 있었다.

이후 본조사는 2012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약 6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 기간 동안은 연구 참여자들의 수업에 대한 집중적인

참여관찰과 더불어 수업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면담

이 함께 진행하였다.

본조사의 참여관찰은 네 명의 연구자들의 수업 일정에 맞추어 일

주일에 많게는 3회, 적게는 1회씩 5개월 간 총 20회에 걸쳐 진행되

었다. 나는 각각의 조사가 끝날 때마다 당시 현장의 분위기를 잊지

않기 위해 24시간 안에 전사를 하자는 목표를 세우고 전사 작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참여관찰에 대한 전사 작업은 면담자료를 전사

하는 작업보다 더 힘든 작업이었다. 특히 민요수업에서 같은 부분을

반복적으로 불러주며 그 차이를 설명하는 과정을 글로 나타낼 때는

그 안에서의 뉘앙스나 그 차이를 구체적인 어휘로 표기해야 했기에

그 당시의 상황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사작업을 미룬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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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매번 연구 현장을 방문하고 녹

음한 자료를 전사자료로 변환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고된 것은 사실

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세하게 기록된 전사자료는 추후

본격적인 글쓰기를 위한 코딩 및 분석의 작업이 이루어질 때 현장

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임

에 틀림없다. 내가 이번 연구에서 민요수업의 특징으로 발견한 네

가지 사항들은 모두 이러한 전사자료를 반복적으로 읽는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작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나는 본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나의 연구를 그 수준

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잠정적인 분석과 글쓰기를 지속적으로

병행하며 계속해서 연구의 초점을 명확히 해나갔다.

마지막으로 현지자료조사는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필요할 때

마다 수시로 진행하였다. 특히 연구 참여자들 자신이 민요와 민요수

업을 시작하게 된 시기에 대해서는 면담을 통해 몇 차례 밝히기는

하였지만 그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간

단한 설문지를 받기도 했다. 또한 보존회가 ‘사단법인’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보존회의 발전 과정이나 설립 취지 및 제도 등에 대한 일

반적인 서류들은 모두 작성되어 있었기에 이사장을 통해 비교적 손

쉽게 건네받을 수 있었다. 특히 ‘서도선소리산타령지도사자격증’과

관련된 자료들도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나의 연구는 심층면담, 참여관찰, 현지자료조사의 방법을

사용하여 진행되어 갔다. 그러나 본조사가 거의 마무리되어갈 즈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약 1년 6개월 간 연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

장기간의 연구 공백 끝에 2014년 6월 즈음부터 다시 전사자료를 읽

으며 글쓰기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공백이 나의 연

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공백 기간은 나의 연구를 조금 낯

설게 다시 바라보며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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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적 연구

앞서 설명한 과정을 거쳐 진행된 나의 연구는 다양한 삶의 방식

가운데 ‘아마추어 민요강사’로서 살아가는 연구 참여자들의 삶과 문

화와 교육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질적 연구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되

었다. 조용환(1999: 33-34)이 질적 연구 방법이 적절하다고 밝힌 경

우는 첫째,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 대상, 지역에 대한 선행연구나 사

전 지식이 전혀 또는 거의 없을 때이다. 둘째, 사전 지식이 있더라

도 그 자체를 의심하고 전혀 낯선 상태에서 다시 탐색, 분석, 해석

하고자 할 때이다. 셋째, 현상 이면의 심층적 구조와 과정을 밝히고

자 할 때이다. 넷째, ‘우리’의 의미가 아닌 ‘그들’의 의미가 궁금할 때

이다. 다섯째, 확증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현상의 의미를 보다 총체

적이고 체험적으로 공감하고자 할 때이다. 그동안 아마추어들의 음

악 활동에 대해 ‘지도와 개선’의 대상으로 대상화시켜 바라보던 관

점에서 벗어나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마추어들의 음악 활

동을 새롭고 낯선 눈으로 바라보기 위한 이번 연구에는 질적 연구

방법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질적 연구는 조용환(2011b, 2012b)이 개념화한 ‘문질빈빈

(文質彬彬)’에 대해 살펴 본 후에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

이다. 우리는 흔히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대비하곤 하는데, 그는

양(量, quantity)과 질(質, quality)의 대비가 아닌 문(文)과 질(質)의

대비를 주장한다.5) 그가 이야기하는 ‘문’은 인간이 생존과 실존을 도

모하는 과정에서 자연을 선택하고 길들이고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

를 매긴 것이며, ‘질’은 이렇게 ‘문’화 되기 이전의 ‘있는 그대로’의

4) 이러한 사정으로 이 글에 나타나는 모든 나이, 시기, 기간 등과 같은 정보는 모

두 2013년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을 밝힌다.

5) 조용환(2011b)은 북미권에서 구분하고 있는 질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와

양적연구(quantitative research)의 대비에 의문을 제기하며 ‘질(質)’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한 상심을 가지고 있던 중 <논어>의 ‘옹야(擁也)’편에서 ‘문질빈빈(文

質彬彬)’이라는 문구를 발견하고 ‘질’의 의미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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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이자 자연인 것이다. 인간은 특정 문화 속에서 태어나 그것에

길들여지게 되고, 애써 성찰하지 않는 한 자신의 문화를 ‘자연스럽

게’ 받아들이면서 살기 때문에 질적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에 대한

해체를 통해 ‘질’로 돌아가기를 추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질적 연

구는 ‘문질빈빈’을 추구하는 것이다(조용환, 2012b).

이번 연구의 큰 흐름과 맥락은 바로 이러한 ‘문질빈빈’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4. 연구의 범위와 한계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아마추어 민요강사들의 민요수업

에 대한 ‘참여관찰’과 ‘심층면담’ 그리고 ‘현지자료조사’의 방법을 통

해 아마추어 민요강사들의 삶을 바라보는 질적 연구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특성은 이번 연구를 특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과

동시에 몇 가지 한계점을 드러낸다.

첫째, 본 연구는 국지적인 현장과 한정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다

는 점에서 보편성과 타당성의 한계를 갖는다. 보존회의 강사로서 그

들의 민요 교육활동은 다른 아마추어 음악강사들의 문화를 대변할

수 없으며, 또한 허복자를 제외하면 모두 60세 이상이라는 나이에

맞는 그들의 사고방식6)등이 전형성으로부터 일부분은 벗어났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전형성으로부터 벗어난 그들의 활동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념형으로서의 ‘교육’을 드러내기에 충분하였

지만, 본 연구를 모든 아마추어 강사들의 문화 전체로 확대시키기에

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둘째, 보존회 민요강사들의 강습생과 교수 내용에 제한이 있다는

6) 여기서 나는 그들의 ‘사고방식’을 부정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매

번 공연 때마다 ‘어머니’처럼 연주자들을 챙기고, 자신보다는 남을 배려하는 그

들의 몸에 베인 습관들이 내가 젊은 친구들과 함께 공연할 때와는 또 다른 문화

를 경험하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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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 ‘강사’라는 용어 속에는 특정 분야에서 일정 수준의 전문성

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추어 강

사’라는 말은 일견 모순된 말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아마

추어 민요강사인 그들이 맡고 있는 강습생은 대부분 고령자이거나

단순히 취미로 민요를 배우러 왔다가 한두 달 정도 지나서 그만두

는 사람들이 많았다. 또한 그들의 민요 실력의 한계로 인해 강습생

에 따라 수업의 내용을 적절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준비한

고정된 교수방법을 거의 반복적으로 실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

한 대상과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의 모습을 드러내는 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국악을 전공한 연구자의 개인적인 배경과 참여자들과의 친

분으로 인해 수업의 과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데 많은 어려움

이 있었다. ‘친숙한 것을 낯설게 보고, 낯선 것을 친숙하게 보는 것’

은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 중 하나

이지만 연구 현장이 2010년 11월부터 일하던 직장이라는 점과 연구

참여자들과 함께 공연활동을 하면서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나와 연구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민요에 대

한 인식 수준의 차이로 인해 연구 과정 중에 중요한 문제로 의식되

지 않은 부분이나,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던 부분을 놓친 경우가 있

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들은 연구 과정에서 최대한 고려하였지만,

추후 연구를 통해서는 이러한 한계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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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이번 연구를 바라보는 나의 선이해를 드러

내는 작업을 먼저 하고자 한다. 이러한 선이해는 내 연구가 진행되

는 현장(field)에서 해체(de-construction)되고 새롭게 재구성(re-con

struction)되는 해석학적 순환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아마추어 민요강사’와 ‘삶의 형식으로서 민요와 교

육’에 대해 먼저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나와 유사한 주제와 연구방

식을 공유하는 앞선 논문들을 살펴보는 ‘선행연구 개관’이 이루어질

것이다.

1. 아마추어 민요강사

먼저 논문의 제목에서 나타나는 ‘아마추어 민요강사’라는 말에 대

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라는 말과 ‘강사’

라는 말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일지 모른다. ‘강사’라는 단어 속

에는 이미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

인데, ‘교육’을 단순히 ‘지식 전달’로 바라보는 관점이라면 이 용어는

성립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연구는 다양한 현상을 관찰하

고 그 현상을 존중하며 그곳에서 일어나는 문화적, 교육적 함의를

밝히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마추어 민요강사’라는 용어 자체

를 문제 삼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관점을 달리 하여 나의

연구 참여자들을 ‘아마추어 민요강사’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것이 타

당한지에 대해서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학창시절부터 국악을 전공하며 소위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국악을 접하는 양상과 나의 연구 참여자들이 국악을 접하

는 양상의 비교를 통해 나타낼 수 있다.

먼저 나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민요강사’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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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악 … …

… 유럽음악 한국음악(국악) 인도음악 …

… 기악 가창 창작 …

… 판소리 민요 정가 …

남도

민요

경기

민요
서도 민요

강원도

민요

제주도

민요

…
몽금포

타령
산타령 5마당 난봉가 …

의 활동을 규정하는 이러한 ‘민요’라는 용어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또 민요의 상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국악’의 맥락 속에

서 어느 정도에 위치하는 용어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구조화 해 보았다.

<표 3> 연구 참여자들의 활동영역 구조화7)

나의 연구 참여자들은 서도민요를 통해 민요공부를 시작했다. 그

후 서도민요보다는 조금 더 대중적이며 배우기 쉬운 경기민요를 함

께 배우게 되었고, 그런 과정을 거쳐 서도민요와 경기민요로 구성된

‘민요연곡’이라는 하나의 공연 프로그램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민요

와 함께 장구를 배워 직접 장구반주를 하며 민요를 부를 수 있는

7) 이 표는 종적으로는 ‘음악’이라는 커다란 카테고리의 하위범주를 점진적으로 좁

혀가며 나열한 것이고, 횡적으로는 각 카테고리에 하위범주에 해당하는 또 다른

다양한 영역들을 나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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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실력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의 확장

을 위해 단소와 소금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 이렇듯 이들은 <표 3>

에서 음영으로 칠해진 영역의 활동들을 소화하고 있으며 가장 상위

에는 ‘민요’라는 영역이 존재한다.8)

반면 어린 시절부터 전문적인 국악 연주자가 되고자 제도권 교육

을 통해 국악을 공부한 사람들은 주로 누군가가 자신의 전공을 물

어보면 대부분 ‘국악’을 전공했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서양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에게 전공을 물어 봤을 때 일반적으로 자

신이 전공한 구체적인 악기 이름을 대며 ‘피아노(바이올린, 첼로) 전

공입니다.’라고 소개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문화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국악 전공자들은 자신의 전공악기뿐만 아니라, 국악 전반

에 걸친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내가 졸업한 국악고등학교의 커리큘럼은 기본적으

로 3년 과정에 걸쳐 정가, 판소리, 민요, 단소, 장구를 이수하게 되어

있다. 더 나아가 국악고등학교의 전신(前身)인 국악사양성소9) 시절

에는 5년 과정으로 구성된 커리큘럼에서 전공악기를 정하지 않고

입학을 한 후 2년 간 문묘제례악과 종묘제례악 등에 사용되는 모든

악기와 피리를 공통으로 배운 후 자신의 전공악기를 배정 받게 된

다(성기련, 2004). 그렇기 때문에 국악을 학창시절부터 전공한 사람

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자신의 활동 영역을 전공 악기에만 한정 짓

지 않고 ‘국악’이라는 좀 더 상위의 개념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부여

8) 장구와 단소, 소금의 경우 ‘기악’ 영역에 속할 수 있지만 여기서 참여자들의 장

구는 민요 반주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며, 단소와 소금의 경우는 민요처럼

자유롭게 연주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는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영

역에서 제외하였다.

9) 국악고등학교는 음악을 가르치고 관장하였던 신라시대 ‘음성서(音聲署)’, 고려시

대 ‘아악서(雅樂署)’, 조선시대 ‘장악원(掌樂院)’과 ‘아악부원양성소(雅樂部員養成

所)’의 전통을 계승하여, 1955년 4월 1일 중·고등부 6년제 과정의 우리나라 최초

국악교육 기관인 ‘국립국악원(國立國樂院) 부설 국악사양성소(國樂士養成所)’로

개소(開所)하였다. 그 후 1972년 ‘국악고등학교(國樂高等學校)’로 승격되었다.(출

처 : 국립국악고등학교 홈페이지 http://www.gukak.h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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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런 의미에서 내가 참여자들의 생활 세계를 ‘국악’이 아닌 ‘민요’

활동이라고 한정 지은 데에는 그들이 민요를 통해 ‘교수(敎授)’ 활동

을 하고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속적인 국악에 대한 ‘학습(學習)’이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이렇게 교수 활동에 참여하면서도 학습이 꼭

필요한 연구 참여자들의 상황은 국악을 전공한 사람들과는 구별되

는 독특한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 참여자들의 삶의 방식과 문화를 나는 ‘아마추어’라는

이름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아마추어(amateur)라는 용어의 라틴어

어원은 아마토르(amator)로 ‘뭔가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것은 프

로(professional)의 개념과 대비적으로 전문성에서 뒤떨어지거나 신

참, 또는 관심은 있으나 돈을 추구하지는 않는 동호인 정도로 개념

화되어 사용되는 현대의 용법과는 달리 그 어원의 의미는 어감이나

뉘앙스 면에서 한결 긍정적이다.

또한 사이드(Said, 1994/2012: 91)는 자신이 추구하는 지식인의 모

습에 대해 논의하며 다음과 같이 ‘아마추어 주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아마추어주의란 이윤이나 보상에 의해 움직이는 욕구가 아니

라, 전문성에 묶이는 것을 거부하고 직업적 제약을 극복하여

이념과 가치를 살피면서 여러 경계와 장벽을 가로지르는 연

결점들을 만들어 더 큰 그림을 그리는 일에 대한 애정과 충

족될 수 없는 관심에 의해 추동되는 욕구입니다.

이렇듯 아마추어의 라틴어 어원과 사이드가 이야기하는 아마추어

주의에 대한 개념이 한 사람이 추구하는 ‘태도’나 ‘마음가짐’에 관한

것이라면, 현재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아마추어의 개념은 한 사

람의 외형적인 활동 양상을 기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아마추어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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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은 다양성의 관점에서 그들의 활동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프로

나 전문가의 개념과 대비되는 계층적 구분으로서 미숙련자나 비전

문가와 같은 부정적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지

적했듯이 현대의 대부분의 아마추어에 대한 연구물들은 그들을 ‘지

도와 개선’이 필요한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번 연구를 통해 나의 연구 참여자들을 평가와 지도 및 개

선의 대상이 아닌 다양성의 관점에서 그들의 활동을 바라보고자 한

다. 다시 말해 다양한 형태의 음악활동 가운데 ‘민요교육’에 참여하

는 ‘아마추어적인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의 활동을 바라보

고자 하는 것이다.

2. ‘삶의 형식’으로서 민요와 교육

다음으로 살펴볼 이론적 배경은 ‘삶의 형식’으로서 민요와 교육에

관한 내용이다. 여기서 ‘삶의 형식(form of life)’이라는 것은 삶을 해

석하고 실천하는 다양한 방식과 그 목적, 초점, 관심 또는 무게중심

을 의미한다(조용환 외, 2009). 이러한 삶의 형식들은 큰 범주로만

나누어 보면 정치, 경제, 사회, 학문, 예술, 종교 등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교회’라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자신의 관심과

목적에 따라 여러 관점들로 해석/실천10) 할 수 있는 것이다. 교회를

자신의 정치활동의 장으로 생각하고 정치활동을 주요 목적으로 여

기며 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종교 지도자들의 납세

문제와 관련된 논의들과 같이 경제적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볼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음악적 성취를 위해 교회에 나가 교회음

악을 연주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교회

10) 조용환(2001)은 ‘해석’과 ‘실천’의 밀접한 관련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해석/실천’

으로 붙여서 사용하고 있다. 해석과 실천은 분명히 구분 가능한 개념이고 행위

지만, 존재론적 해석학의 입장에서는 양자가 엄밀하게 구분되지 않는다고 이야

기 한다. 해석이 곧 실천이요, 실천이 곧 해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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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연구하기 위해 교회를 잠시

활용하는 사람에게 교회는 자신의 연구 장소가 될 수도 있다. 이렇

게 각 개인의 삶에는 자신의 삶의 전경(前景)에 드러나는 삶의 형식

들이 있는 반면에 삶의 배경(背景)으로 물러나 있는 삶의 형식들이

서로 구성되고 교차하면서 다양한 양상을 빚어낸다.

이러한 삶의 형식은 ‘배치’의 개념을 통해서도 드러낼 수 있다(조

용환 외, 2009; 서덕희, 2009). 배치는 ‘계열화(paradigmatizing) 방식’

으로 사물이나 언어가 다른 것과 하나의 계열을 이루며 연결되는

것을 뜻하고, 그 계열화 방식에 따라 의미가 결정되는 것이다. 가령

젓가락은 음식, 인간의 입으로 계열화되면 먹을 때 사용하는 도구가

되지만 톱과 접착제로 계열화되면 만들기의 재료가 된다. 이러한 삶

의 형식에 따라 젓가락을 바라보는 주체의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그 태도가 배치와 삶의 형식이 갖는 독특한 가치, 중심, 목

적 등을 드러낸다. 요컨대 배치가 달라지면 언어와 사물의 의미뿐만

아니라 몸의 태도가 달라지고 그것이 체화되면 하나의 체험구조로

형성된다(서덕희, 2009).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연구에서 다루어질 ‘삶의 형식’으로

서 민요와 교육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1) ‘삶의 형식’으로서 민요

‘삶의 형식’으로서 민요는 1950년대까지도 우리나라에서 그 모습

을 볼 수 있었던 촌락공동체의 문화를 통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촌락공동체는 집단적인 공동노동의 필요에 따라 생겨난 자연마을

단위의 사회조직으로, 노동뿐 아니라 생활양식, 관습, 정서, 신앙 등

모든 면에서 구성원의 삶을 규정하는 틀이었다. 민요는 바로 이러한

공동체문화의 산물임과 동시에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최상일,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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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락공동체가 형성 유지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공동

의 노동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농촌에서는 모내기나 논매기를 하기

위해 많은 일손이 필요했으며, 어촌에서는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어로작업이나 그물을 당기는 일들이 모두 사람 손으로 이루어졌으

므로 많은 일손이 필요했다. 농촌과 어촌을 떠나, 한 마을의 저수지

를 막거나 공동 토목공사 등의 일을 할 때에도 어김없이 공동노동

을 필요로 했다. 민요의 갈래 중 하나인 노동요는 이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존재했다. 그 외에도 초상집에서 밤을 새우고 상여를 운반하

며 부르던 상여소리나 한가위 밤에 마을 여성들이 손을 잡고 둥글

게 원을 그리며 부르던 강강술래, 명절 때 풍물패가 마을 제사를 지

내고 집집마다 지신을 밟아주며 부르던 지신밟기 노래 등은 이러한

공동체문화의 의미 있는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형식으로 존재하던 민요는 현대에 와서

는 점차 그 ‘배치’를 달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용록(2002: 193)은

“예전에 민요는 일과 놀이 속에 존재했다. 생활 구석구석에 민요가

있었다. 하지만 요즈음 민요는 노인들의 가슴 속에, 연구자의 테이

프 속에 존재할 뿐이다. (...) 민요는 옛 노래다. 그것이 당대에 가졌

던 의미가 이제는 같은 무게로 다가올 수 없는 옛 노래다.”라고 이

야기한다.

고야준코(2007) 역시 자신의 주된 삶의 공간이었던 일본 오키나와

에서 자신의 삶과 오키나와의 전통음악이 하나였던 기억을 떠올리

면서 한국에서는 국악이 한국음악임을 새삼 강조해야 할 만큼 생소

한 음악이라는 점을 문제 삼으며 한국인에게 ‘국악’이 어떤 의미인

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자신의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요즘의 민요, 특히 ‘아리랑’은 종종 외국에 형성된 한인사회

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아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한

인사회와 관계된 사업이거나 한인이 주인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된

것이다(Finchum-Sung, 2013).

그만큼 현대의 민요는 예전과는 그 모습과 의미를 달리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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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존재한다. 현재 문화재청에서는 무형문화재 가운데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충분하며 보존·전승이 필요한 종목에 대해

문화재청장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있다.11) 이에 따라 강강술

래, 남도 들노래, 거문도 뱃노래, 해녀노래, 주대소리(어부들이 바다

에서 사용하는 닻줄을 만들 때 부르던 노래)와 같은 민요는 현재 무

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전승되고 있으며,12) 또한 국립 민속국악

원이나 국립 국악고등학교와 같은 국립 음악 및 음악교육 기관에서

‘전통예술의 전승과 발전’을 목적으로 공연과 교육의 소재로서 민요

가 활용되고 있다.13)

이상에서 살펴봤듯이, 민요는 공동체문화의 산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지금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보존·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화’를 좁은 의미의 눈에 보이는 대상이나 사물, 예술

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의 삶과 세계를 해석하는

‘눈’ 혹은 ‘개념’으로 바라본다면(조용환 외, 2009) 민요의 본질은 그

대로지만 그것을 해석/실천하는 우리들의 ‘문화’가 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삶의 형식으로서의 민요는 우리가 민요를 바라보는

‘눈’, 즉 ‘문화’에 따라 그 의미가 변하고 새롭게 배치될 수 있는 것

이다.

11) 출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12) 강강술래는 중요무형문화재 제8호, 남도들노래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1호, 거문

도 뱃노래는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1호, 해녀소리는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

재 제1호, 주대소리는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5호로 각각 지정되어 있다(출

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13) 국립국악고등학교의 경우 “민족의 찬란한 전통예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며, 국

제화·정보화의 다변화 시대에 우리문화 창달의 주역이 될 미래의 전통 예술 인

재의 육성”을 학교의 목표로 삼고 있으며(출처: 국립국악고등학교 홈페이지

(http://www.gukak .hs.kr) 국립민속국악원의 경우 세 가지로 구분된 조직의

임무 가운데 하나가 “민속악의 체계적인 학문적 정립 및 진흥·보존”임을 확인

할 수 있다(출처: 국립민속국악원 홈페이지(http://www.ntmc. 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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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삶의 형식’으로서 교육

‘삶의 형식’으로서 민요라는 것은 민요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결국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문화’가 변한 것임을 살펴보았다.

이제 ‘삶의 형식’으로서 교육의 모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삶의 형식으로서 교육의 모습은 앞서 이야기한 ‘문화’와의 대비를

통해 좀 더 자세히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조용환 외(2009: 14)는

“문화가 사는 방식과 보는 방식이라면, 교육은 사는 방식과 보는 방

식을 다시 보는 것이다. 다시 돌아 봄, 즉 반성(反省)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모색하는 일이 교육이다.”라고 한다. 이렇듯 문화가 나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라면 교육은 그것에

대한 반성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모색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 문화는 세상을 대하는 관점과 살아가는 방식이 무한히 다양하고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각 집단의 상이한 문화를 애써 존중하는

문화상대주의의 입장(횡적인 상대성)을 그 속성으로 가진다. 반면에

성장과 향상을 지향하는 교육은 인간이 만든 많은 문화들에 장단점

이 있음을 인정하고 부단한 가치판단을 통해 ‘더 나음’을 지향(종적

인 상대성)하는 속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부단한 가치판

단을 통해 ‘더 나음’을 지향하는 교육은 하나의 이념형(ideal type)14)

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이념형이라는 것은 한 시대나 사회 속에서도

사람, 학자, 학파마다 다를 수 있는 일종의 주장이나 입장이기 때문

에 우리 주변에서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참 다양한 일들이 벌어

지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음악교육의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육’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서 음악교육에서 ‘교육’이 단순히 ‘음악을 가르치는

14) 이념형은 현실로 다 나타나지 않더라도 본질상 가져야 하는 사물의 내포적 속

성과 그 외연적 범주이다. 이념형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한 시

대 한 사회 속에서도 사람, 학자, 학파마다 다를 수 있는 일종의 주장이나 입장

이다. 조용환(1997)은 이에 따라 교육의 개념을 세 가지 요소와 아홉 가지 속성

으로 설명하고 있다(조용환 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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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여겨지게 된 문화적 배경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

다.

음악교육의 영역은 크게 ‘전문 음악교육’과 ‘일반 음악교육’으로 구

분된다.15) 여기서 전문 음악교육은 ‘레슨’으로 불리며 교수자와 학습

자가 일대일로 만나 특정 기술이나 기능을 전수하는 방식으로 이루

어진다. 성악 레슨에 드러나는 도제식 교수-학습의 방법과 구조에

관한 김한미(2009)의 연구에서도 학습자와 교수자가 일대일로 만나

서로의 소리를 모방하며 이루어지는 독특한 교수-학습 방식을 “쌍

방적 모방”이라고 부르며 성악 레슨의 방법상의 특징으로 꼽고 있

다. 이렇듯 레슨의 상황에서 학습자가 교수자의 특정 기술을 습득하

기 위한 이러한 방법상의 ‘모방’은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이러한 레슨의 방법적 특징으로서의 ‘모방’과 십여 년간 피리

레슨을 받으면서 피리에 대한 전문 기술과 기능을 전수받는 훈련에

참여했던 나의 경험, 그리고 앞서 기술한 ‘삶의 형식’으로서 민요의

모습들을 두루 살펴봤을 때, 현시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문 음

악교육’의 양상은 각 분야의 독특한 음악 양식을 ‘보존·전승’하려는

‘문화 전달’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사실 교육을 이런 ‘문화 전달’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은 음악 분

야에만 국한된 일은 아니다. 실제로 대다수의 인류학자들 또한 교육

을 ‘문화를 전달하는 일(cultural transmission)’로 간주하였고, 그것을

‘사회화(socialization)’와 같은 의미로 여기고 있었다(조용환, 1997).

실제 인류학자들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레슨의 과정은 전통 음악기

법과 양식의 답습뿐만 아니라, 그 답습한 음악을 펼칠 수 있는 사회

와 그들의 문화를 알아가고 또 그것에 적응하는 과정을 배울 수 있

는 사회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레슨을 오랜 시

간 받아온 음악교육학 내의 연구자들에게 일반 음악교육에서 이야

15) 음악교육의 교육현상은 전문 음악교육과 일반 음악교육 이외에도 매우 다양하

게 나타날 수 있으나 이번 논의에서는 크게 음악을 ‘전공’하기 위한 ‘전문 음악

교육’과정과 교양 차원에서 취미로 음악을 배우는 ‘일반 음악교육’과정으로 구

분하여 논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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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는 교육은 레슨과 같은 ‘문화 전달’ 즉, ‘가르치는 일’로 여겨질

수 있었던 것이다.16)

그러나 이러한 ‘문화 전달’은 인류학자들뿐만 아니라 교육인류학자

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관심 영역이었다. 그런데 이 영역에 대한 지

금까지의 연구가 교육학보다는 문화인류학의 시각, 특히 ‘사회화 논

리’에 치중하여 이루어져 왔으며, 그 결과 ‘교육 논리’로 연구할 때

얻을 수 있는 많은 사실과 이론이 사장된 경향이 있다(조용환,

1997). 그렇기 때문에 문화 전승의 과정 중 하나인 전통음악의 전승

과정에 대한 교육적 고찰은 교육인류학과 더불어 음악교육의 영역

에서, 특히 국악교육의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민요강사로서 민요수업에 참여하고는 있

지만, 그 전통적 방식(레슨)을 답습하지 않은 ‘아마추어 민요강사들

의 민요수업’을 참여관찰 함으로써 단순히 가르치는 교육이 아닌,

삶의 형식으로서 드러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모습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선행연구 개관

여기서는 이번 나의 연구와 유사한 방법이나 주제를 다루고 있는

앞선 연구들을 살펴봄으로써 나의 연구의 ‘위치를 찾는 작업(mapping)’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연구 방법상으로나 연구 조건상

으로 다른 접근을 하고 있는 선행연구들의 장단점을 통해 나의 연

구에 참고할 수 있는 함의를 모색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

한 비교문화적인 관점에서 음악 이외의 다른 분야에 대한 선행연구

들도 함께 살펴보면서 나의 연구를 일반화하는 데 적게나마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6) 레슨과 교육의 차이 그리고 사회화와 문화와 교육에 대해서는 V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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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과정에서 접한 많은 글들이 이번 연구에 길잡이가 되어준 것

은 사실이지만 이번 장에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내게 도움을 준 연

구물들을 중심으로 선행연구 개관을 하려고 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

라 내가 살펴 본 연구물들을 ‘아마추어’, ‘국악교육’, ‘질적 연구’라는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아마추어에 대해 다루고 있는 연구물들이다. 나는 아마추어

라는 개념을 음악 분야에서 명확히 밝히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것임을 이번 연구과정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프

로와 아마추어의 경계가 뚜렷이 구분된 스포츠 분야의 연구물들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명확한 구분이 갖는 장단점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특히 정수현·김달수(2003)의 ‘아마추어 기사(棋士)의 직업

관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는 프로와 아마추어의 경계가 ‘입단 대

회’라는 제도를 통해 분명하게 구분되고 있는 바둑 세계에서 아마추

어로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와 그에 따른 아마기사의 특징 및 생활

양상 등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똑같이 바둑을 시작했어도 입단

대회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끝까지 아마추어로 남게 되고, 이러

한 아마추어들은 다시 그들만의 문화를 형성한다. 이것은 국가 차원

의 제도를 통한 프로와 아마추어의 구분이 한 개인의 정체성 형성

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

반면 음악 분야와 같이 아마추어와 프로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미술 분야에서는 외국 학자들의 분류에 따라 아마추어와 프로를 구

분 짓거나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가장 대표적인 미술협회의 회원등

록 여부를 통해 아마추어와 프로를 구분하고 있었다. 정지원(2008)

은 비정규 교육기관에 소속된 연구 참여자들을 전문적 아마추어

(Pro-Am)17)로 정의하며 그들의 존재를 통해 직업적으로 활동하는

17) 정지원(2008)의 연구에서 사용된 ‘Pro-Am’이라는 용어는 ‘아마추어’에 대한 다

양한 학자들의 정의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정진원이 선택한 용어이다. 이 용어

는 리드비터(Leadbeater)와 밀러(Miller)가 사용한 용어로 ‘아마추어’라는 용어

가 ‘프로’의 반대 개념으로서 비숙련의 이미지를 통념적으로 갖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그 대안으로 제시한 용어인데, 이 프로암의 개념 속에는 진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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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예술가와는 달리 다양한 목적과 형태로 예술 활동에 헌신하는

예술가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예술가’라는 것이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아님을 주장하며 다양한 예술가의 존재를 드러냄

으로써 예술가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하고 있

다. 이러한 정지원의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 연구 방법으로

진행된 연구로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진행된 나의 이번 연구와는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화가의

층위를 취미 화가, 전문적 아마추어 화가, 전문 화가의 세 종류로

구분하여 다룸으로써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을 좀 더 분명히 드러내

고 있다는 점에서 ‘아마추어’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제공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이아리따(2012)의 연구에서는 ‘아마추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길게는 20년 이상, 짧게는 약 1년 가

량 취미교실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중년 여성(아줌마)의 삶을 살펴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아줌마’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취미교실을 통

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연구 참여자들의 모습을 문화와 교육

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다. 이 연구의 ‘아줌마’에 대한 저자

의 입장은 ‘아마추어’에 대한 나의 입장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저자는 ‘아줌마’에 대한 거친 판단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이야기들

을 이번 연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고, 그러기에 ‘아줌마’라는 이

름표 너머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자고 주장한다. 나는 이아리

따의 연구에서 드러나는 ‘사회적 약자로서 아줌마’의 모습 속에서

또 다른 ‘아마추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언제부터 아마추어와 프로라는 구분이 생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아마추어와 관련된 앞선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서 하나의 용

여가 활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진지하고 헌신적인 아마추어(serious and

committed amateurs)’, 전문가를 지향하고 전문적 활동을 하지만 온전한 의미

의 전문가가 못되는 사람을 의미하는 ‘준전문가(quasi-professionals)’가 포함된

다. 정진원은 이런 ‘Pro-Am’의 개념 가운데 ‘진지하고 헌신적인 아마추어’를

자신의 연구에서 ‘전문적 아마추어(Pro-Am)'라고 개념화하여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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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 대변되는 집단의 모습을 연구에 드러내기보다는 개개인의 삶

의 모습에 집중하면서 그들이 가진 ‘아마추어성’을 드러내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두 번째로 국악교육에 대해 다루고 있는 연구물이다. 가장 먼저

살펴본 연구는 음악 전승에 나타난 교육적 양상을 살펴본 한태동

(2003)의 연구다. 이 연구는 (나의 연구와는 반대로) 거시적인 관점

에서 교육적 양상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최병삼이라는 인물의 생애

사를 통해 음악의 전승과정에서 드러나는 음악적 품위(品位)18)와 교

육적 품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교육적 관계를 맺지 않고

는 음악의 전승이 불가능하다는 가정 하에 개인의 음악적 품위와는

구분되는 교육적 품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저자의 음악과 교육에 대한 이런 관점은 음악교육이 단순히 음악

이라는 문화유산을 전승하는 활동이 아니라는 나의 문제제기와 일

맥상통하며 교육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나의

연구에 길잡이가 되어주었다. 다만 저자는 문화 전승과정에서 드러

나는 교육적 양상에 주목하며 음악적 품위와는 구분되는 교육적 품

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면, 나는 문화 전승과는 별개로 개인의

삶에서 드러나는 교육현상의 소재로써 문화(민요)를 선택했다는 점

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모두 다양한 교육 현상에 집중하

며 그것이 드러나는 구체적 양상을 밝히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

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국악은 앞선 한태동의 연구처럼 전통적으로 도제식 방식에

따라 대물림되어 전승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전승 양상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사랑

(2009)도 구전심수(口傳心授)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계 전승의

특징에 주목하며 가계 전승을 통한 국악인 2세의 정체성 형성과정

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저자는 국악인 2세들이 부모의 음악 활

18) 품위(品位)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한태동(2003) pp.12-28 또는 장상호

(2005) pp.462-5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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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가까이에서 보고 성장하며 합법적인 주변성을 획득한 상태에

서 참여의 정도가 강화되는 특징을 ‘상황학습(situated learning)’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상황학습이란 “지식이 실제적으로 상황 속

에서 구성되고 삶 속에 통합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개념이다.”(p.8)

이렇듯 저자는 ‘지식’에 대해 ‘교육을 통해 전달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 속에서 구성’된다는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

하고 있었다. 이것은 국악인 2세들만이 그들의 성장과정에서 경험하

는 독특한 학습 방식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 양상을 드러내는 것으

로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국악의 전승 양상에 대한 관심은 앞선 이론적 배경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문화 전달을 교육과 동일시하는 인류학 연구에서 많

이 발견되었다. 코야준코(2009)는 ‘문화 전승으로서의 국악교육에 관

한 인류학적 연구’라는 학위 논문을 통해 문화 전승을 교육과 동일

시하는 입장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1997년도부

터 전통음악이 학교교육에 도입되면서 초등학교 교사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국악을 가르치기 위해 국악을 학습해야하는 특

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저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 놓인 교사들

의 수업을 관찰하며 국악을 ‘교과목으로서의 음악’과 ‘한국문화로서

의 음악’이라는 카테고리로 구분하고 있다. 교사 스스로가 국악에

큰 관심과 흥미를 느끼지 못해 인터넷 교재 및 음원 등을 활용하여

국악 수업을 하며 국악기를 기술적으로 다루는 것에 한정되는 경향

을 보이는 경우 국악을 ‘교과목으로서의 음악’으로 구분하였고, 반면

개인적인 연수 참여와 악기 실습을 통해 음악적 활동, 즉 ‘음악하기

(Musiking)’의 방법으로 수업을 이끌어 가는 경우 국악을 ‘한국문화

로서의 음악’으로 구분하였다.

다시 말해 저자는 교사 스스로가 국악을 한국문화의 일부로서 다

루지 못함에 따라 한국의 독특한 음악적 요소를 제대로 전달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양상의

원인이 바로 ‘문화 단절’에 기인하며 현재는 학교 교육을 통해 윗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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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와 아랫세대가 동시에 국악을 전수하고 전수받는 상황이라는 점

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여기서 저자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국악을 가르

치기 위해 외국어 학습하듯 어렵게 배웠던 교사들과는 달리 학생들

은 교사들이 어려움을 느꼈었던 부분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않거나

쉽게 접근하는 것을 느끼면서 오히려 학생들을 통해 교사들이 국악

을 새롭게 경험하고 배우기도 한다는 것이다. 즉, 교사가 학생들을

통해 혹은 학생들과 함께 국악을 학습하게 된다는 점을 연구를 통

해 밝혀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국악교육과 관련된 연구물들은 문화와 교육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취하면서 나의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나는 선행연구와 내 연구의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고려하는

과정을 통해 좀 더 연구의 초점을 명확히 해나갈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선행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으로 이루어진 연구

물이다. 질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많은 양의 연구물들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나의 연구 방향과 구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연구는

김한미(2009)의 연구였다. 저자는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성악 레슨을

약 4년 간 참여관찰하면서 발견한 도제식 교수-학습의 방법과 구조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교육의 관점에서 음악의 양상을 바라보

고 있다는 점에서 나의 연구 방향에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해주

었다. 이 연구에서는 스승과 제자 간의 쌍방적 모방과 즉각적 문답,

스승의 세밀한 평가와 중층적 비교를 성악 레슨의 방법으로 제시하

며 그 안에서 교육적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이상으로 살펴 본 선행연구 개관을 통해 나의 연구가 학계 내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이어지는 장을 통해

서는 이번 연구를 통해 내가 발견한 사실들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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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민요와 만남

이제 본격적으로 나와 만난 연구 참여자 네 명의 이야기를 독자

와 나누고자 한다. 그들이 어떤 마음가짐과 생각으로 민요를 시작하

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아마추어들에게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장을 마련해준 보존회와 이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기술하고자 한

다. 이번 장은 단순히 아마추어 음악인들이 음악을 접하게 되는 과

정을 알리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이어질 그들의 교

육활동과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준비의 장이 될 것이다. 아마추

어로서 민요를 배워 교육활동에 참여하기까지 그들이 겪은 사연과

고민들이 이번 논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번 나의 연구에서는 아마추어들이 음악을 접하

게 되는 경로를 양적 데이터로 분석하여 제시하는 대신 질적 인터

뷰 방법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일대일 도제식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는 음악 분야에서 아마추어들이 음악활동을 통해 궁

극적으로 찾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가질 수 있도

록 도와주며, 이것은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만남이 단순히 음악적

실력 향상을 위한 ‘기술의 전달’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존재’로서의

만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내가 이사장을 포함하여 네 사람을 연구의 주 참여자로 선정한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이 네 명의 참여자는 서로

가 영향을 주고받으며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네 명의 참여자 가운데 가장 젊고 배우고자 하는 욕망이 큰 허복자

만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려고 하였으나 점차 연구가 진행될수록

보존회에서 활동하는 네 명의 연구 참여자들 가운데 한 사람만을

따로 이야기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공통

적으로 그들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꿔준 이사

장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느끼고 있었고, 이러한 감성을 공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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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통해 자신의 삶과 현재의 활동이 의미 있음을 깨닫는 모습

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이들 네 사람의 사례에서는 독특한 차이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허복자와 이승화는 각각 46세와 82세로 약 26년이

라는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대 간 교육활동의 양상을 드러내

기에 적합했다. 김옥례와 최승자는 각각 63세와 64세로 비슷한 또래

이지만 활동 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김옥례의 경우 직접 강

습할 장소를 찾아다니며 수업을 개설하고 강습생 모집을 위한 활동

도 직접 나서서 한다. 또 문화센터 강습생들과 함께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무대에 올라 공연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최승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수업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

였지만 좀 더 많은 수업 개설 및 참여를 위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

다. 이처럼 이들 네 사람은 각각 의미 있는 사례로 나의 마음을 끌

었다. 나는 이러한 연구 참여자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피는

가운데 아마추어 민요강사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참여자들의 주 활동 무대인 ‘보존회’는 1999년 임의의

단체로 설립되었으며 이후 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은 후 현재는 사

회적 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 단체의 이사장은 중요무형문화

재 제29호 서도소리의 이수자로 서울의 A대학교 국악과에서 ‘서도

소리’를 전공하였고, 99년 서도소리 임의단체를 설립한 이후 서울의

구로구문화원에서 강습활동을 시작하였는데, 그 강습에서 지금의 제

자인 김옥례와 최승자, 이승화를 만나게 되었다. 허복자는 2008년에

사단법인으로 단체가 설립된 후 이사장의 제자가 되었다. 이사장은

문화원 강습을 하면서 강습생들이 민요를 계속 배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재능을 가지고 봉사활동 및 공연에도 참여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제자들과 함께 적극적인 봉사 및

공연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사장은 이처럼 “교육의 성과”를 내고자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

및 공연활동에 참여하기를 권유하였고, 지속적인 봉사활동과 강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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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연 등의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소득

이 발생하지 않는 한 함께하는 사람들이 지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

는 생각에 좀 더 조직을 확장시키는 데 힘을 쏟게 된다. 지금의 사

단법인 형태로 조직을 키운 것도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조직의 형태(사회적 기업)를 갖추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던 것이다.

이사장: 중요한 거는요 봉사활동을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힘들

어 해요. 1년, 2년까지는 괜찮았는데 10년이 되니까

나가떨어지는 거예요.

연구자: 그럼 선생님들 임금을 주기 시작한 거는 사회적 기업

이 되고나서 부터에요?

이사장: 그렇죠.

이렇게 점차 조직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모

습을 갖추게 되고 보존회는 국가의 지원금으로 함께 활동하는 사람

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조직의 형태를 갖추게

된 보존회는 2010년에 민요의 반주를 맡아 줄 전문 연주자를 섭외

하게 되었고 나도 이 시점에 보존회의 반주 단원으로 들어가 함께

봉사활동 및 공연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처럼 민요수업 참여자들은 이사장의 ‘교육’에 대한 의지로 인해

봉사활동 및 공연에 참여할 수 있었고, 이러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인해 연구 참여자들은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지치지 않고 함께 민

요 활동을 해나갈 수 있었다. 이러한 보존회의 활동과 더불어 지금

부터는 네 명의 연구 참여자들 개개인의 삶을 각각 돌아보며 그들

의 ‘열정’이 이사장의 이런 ‘교육’에 대한 의지와 어떤 부분에서 만나

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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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참여자 및 보존회의 활동

1. 허복자의 이야기: “잿밥에 관심이 많았죠.”

40대 후반의 허복자는 2008년 9월에 구로구문화원을 통해 이사장

을 만나 민요를 처음 시작하였고, 2년 만인 2010년 10월부터 강습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민요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강습을 시

작하게 된 그녀는 더 많은 노력과 열정을 각종 ‘배우기’에 쏟고 있었

고, 이러한 열정은 남편과의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

용할 정도였다. 그래서 나는 그녀의 ‘열정’이 과연 어디서부터 비롯

되었는지, 또 흔히 음악활동에 참여하는 아마추어들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열정’이라는 부분이 프로들의 ‘열정’과 어떤 부분에서 차

이가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질적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와

참여자 간의 심층면담은 그 만남의 횟수가 단순한 더함이 아닌 깊

어가는 쌓음의 과정이라고 한다. 나의 면담이 ‘심층’이었는지에 대해

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지만 이번 연구 과정에서 특히 허복자와

의 만남은 횟수를 거듭할수록 진정 이것이 더함이 아닌 쌓음의 과

정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다. 이런 허

복자와 나눈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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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복자는 결혼 후 줄곧 집안일과 자녀 양육으로 세월을 보냈다.

평소 부인이 밖에 나가 다른 일을 하는 것을 완강하게 반대하던 남

편 때문에 더더욱 바깥 활동을 못하던 그녀의 사회생활 경험이라고

는 남편과 함께 한 PC방 사업이 전부였다. 그러나 PC방 사업도 하

향길로 접어들고 약 3년 간 운영하던 사업을 접을 즈음 허복자의

아버지는 간암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이 시기에 허복자 스스로

갖게 된 여러 질문들과 고민의 결과가 발단이 되어 그녀는 자신만

의 삶을 살고자 ‘나’를 찾게 된다.

허복자: 아버지가 아픈 과정에서 뭘 느꼈냐면 아버지가 되게

검소하게 돈도 안 쓰시고 정말 알뜰하신 분이에요.

남들한테 책잡히는 일은 안 하시는데, 본인 스스로한

테는 철저하게 안 쓰시는 분이세요. (...)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간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때 막 죽네 사

네 기로에 섰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

가 지금 죽으면 참 억울하겠다. 인생이, 진짜 자장면

도 제대로 못 사드시고 얼마나 억울할까 그랬는데,

내가 나중에 지금이나 조금 있다 죽는다고 그러면 내

가 너무 억울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부터 이제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 삶이, 내가 하고

싶은 거 포기하고 살림했던 것도 억울하고, 그런 게

억울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었어요. 억눌렀던 거를.

다른 세 명의 연구 참여자들이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고 있는

나이라면 허복자는 자녀 양육에서 벗어나 이제 막 자신을 되돌아볼

여유가 생긴 ‘중년 여성’이다. 중년 여성들의 취미교실 참여 체험에

관한 연구를 한 이아리따(2012)는 여성의 “나이 듦”에 대한 문화적

해석을 함에 있어서 여성의 “나이 듦”을 여성성을 잃어가는 것으로

비유하며 이것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엄마’, ‘주부’라는 정체성을 더

욱 강조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중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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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는 주목할 만한 전환기이며, 또한 존재물음을 통해 나다운 나를

찾게 되는 전환기로서 주목할 만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허복자 또한

이런 중년의 여성으로 자신에 대한 ‘존재물음’을 던짐으로써 지금까

지 ‘밥하는 엄마’로 비춰지는 모습에서 벗어나길 원하고 있었다.

허복자: 내가 이거(민요)를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나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일을

시작하면서 아이들한테, 내 미래를 설계하면서 아이들

한테 밥하는 엄마로 보이기는 난 너무 싫다. (아이들

이) 엄마 뭐해? 했을 때 ‘집에서 밥해’ 그런 게 난 너

무 싫은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하긴 해요. 가정의 기

본 틀이고 굉장히 중요한데, 나는 그런 엄마로 비치는

게 싫고 얘들이 나를 굉장히 무시할 거 같고, 나이 먹

어서 우리 엄마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엄마라고

생각할까봐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있고, 이제 우리 아

이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어요.

이렇게 “밥하는 엄마”로 보이기 싫었던 허복자는 신랑과 함께 한

PC방 사업을 접고 다시 예전의 ‘엄마’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대신

자신이 하고 싶은 ‘무언가’를 찾게 된다. 이렇게 아버지의 간암과 사

업의 실패로 인해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게 된 허복자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 63빌딩, 롯데월드, 캐리비안베이, 야외 캠핑, 스키

장 등을 찾아다니고 에어로빅과 벨리댄스와 같은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여러 문화센터들을 돌아다니며 “이제 사십이 넘었으니까 내가

삼십대에 못한 것”들을 다 해보기 시작한다. 그러나 결혼 초기부터

허복자가 집안일만 하길 바라던 남편에게 이러한 그녀의 변화는 갈

등을 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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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복자: 처음에는 민요를 했는데, 공식적으로 (남편이) 나를

가게 허락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에

어로빅을 해도 막 못하게 하고, 수영을 하면 또 그거

를 못하게 해요. 근데 나는 또 하고 싶은걸 해야 되

잖아요. 그러면 이제 몰래 하는 거예요. 몰래 막 벨리

댄스도 옷 사가지고 (남편) 출근 시켜 놓고 막 가서

하고, 스포츠댄스도, 막 하고 싶다 하면 하는 거예요.

이제 (남편한테) 머리털 뽑히는데, 그래도...

이러한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복자는 “머리털 뽑힐” 각오로

“내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 “육십이 넘어도 할 수 있는 일”을 찾

기 시작한다. 지금까지의 삶을 “억울함”으로 표현하고 있는 허복자

에게 이 “억울함”을 풀어줄 만한 ‘무언가’를 찾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결국 근처 “문화센터들을 계속 돌아다니

다가” 가요 교실 선생으로부터 “민요를 배우면 노래를 잘 한다.” 라

는 이야기를 듣고 구청 문화원에 개설된 “서도민요” 수업에 참여 하

게 된다. 그런데 수업에 들어간 첫 날 허복자는 뜻하지도 않은 “잿

밥”에 꽂혀 “이거를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허복자: (가요 선생님이) 민요를 하래요. 근데 나 경기민요 하

고 싶어요. 그랬더니, 서도민요 잘하는 선생님이 있다

고 그냥 가래요. 첫날 그래서 딱 갔는데 막 순대 사다

놓고 먹고 쫑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한참을 있는

데 선생님(이사장)이 독일을 갔다 오신 분들을 소개한

다고, 떡을 해왔다고, 그러면서 또 막 떡을 주는 거예

요. 그래가지고, ‘어머! 세상에 아니 무슨 문화원에서

이런 걸 배워가지고 독일을 갈 수 있대? 아씨, 신랑도

안 보내주는 해외를 내가 이걸 열심히 하면은 외국을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처음에 딱 들었어요. 그

래서 내가 이거를 해야겠다. 외국을 가려면!! 약간 잿

밥에 관심이 많았죠. 실은 제가 거기에 딱 꽂힌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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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머리털 뽑힐 각오”로 ‘무언가’를 찾아 헤매던 허복자는

민요를 배우면 해외에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에 꽂혀 본격적으로

민요를 배우기 시작한다. 그녀는 바로 이사장이 진행하는 문화원 민

요수업에 등록을 하게 되고, 등록 후 각종 “총무 일” 등을 담당하며

이렇게 민요와 첫 만남을 시작하게 된다. “해외공연”이라는 “잿밥”

에 꽂혀 민요를 배우기 시작한 허복자는 1년 뒤 실제로 베트남으로

공연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그녀는 베트남 공연을 가기까

지 1년간 남편과 자식들을 상대로 물밑작업을 하며 온갖 비웃음과

조롱, 갈등의 상황을 겪기도 했지만, 허복자는 끝내 일주일간의 베

트남 공연을 다녀온다.

당시 아버지의 병환으로 인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하고

싶은 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그녀였기에

베트남 공연이라는 유혹을 거부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

외공연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후, 허복자는 더 이상 “잿밥”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해 민요 활동

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허복자의 배경으로 인해 그녀는 누구보다도 “배우기”에 남

다른 열정을 쏟고 있었으며, 이러한 열정은 그녀가 진행하는 민요수

업에서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어지는 김옥례의 사례에서도 개인적

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민요를 만나게 되는 이야기를

살펴보며 연구 참여자들이 민요를 배우고 가르치면서 겪은 어려움

과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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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옥례의 이야기: “엄마, 학교 갔다 오면 누워있

지 좀 마!”

60대 중반의 김옥례는 다른 참여자들과 달리 “명창”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다. 2003년에 제주 KBS에서 주관하는 민요 병창대회에 동

료 다섯 명과 출전하여 “장려상이라도 감지덕지하고 올 판에 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다. 이렇듯 아마추어로서 민요를 시작한 연구 참

여자들에게 소위 말하는 이러한 “간판”은 의미 있는 활동 동기이자

자신이 “떳떳해질 수”있는 하나의 도구이기도 했다.

30대 초반에 오토바이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거의 7-8년을 집에만

누워있던 김옥례는 사고 후 한 달 간 소변 대변을 받아내야 할 정

도로 몸 상태가 심각하게 좋지 않았다. 별명이 “유리상자”일 정도로

평생을 약한 몸으로 생활하던 그녀에게 초등학교 3학년인 막내아들

의 한마디는 그녀가 이불을 박차고 사회로 나가도록 만들었다.

김옥례: 우리 막둥이 두 살 때.. 그래 했는데(사고를 당했는데)

인제 아프니까 맨날 누워있고, (막내가) 초등학교에

막 들어갔어요. 내가 못 저기하니까(돌봐주니까) 외가

집서 키워서 3학년 때 전학을 왔는데, 설 때 세배를

할 때 할 말 있으면 해봐라 애기들한테도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막내가) 엄마! 학교 갔다 오면 제발 누워있

지 좀 말으래. 누워있지 좀 말으래요. (좀 더 큰 목소

리로) 엄마 누워있지 말으라고... 이제... 그때가 인제

30대 후반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싶

어지더라고, 내가 집에 있으면 아프니까, 이불 뒤집어

쓰고 막내 오면 부스스 해서 혼자 맨날 아픈 척이니

까, 뭐라도 배워야... 나가야겠다... 해서 그래서 처음에

는 꽃꽂이랑 오만 가지 드는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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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김옥례는 자신의 30대를 줄곧 집안에서 누워서만 보내다

40대가 가까운 나이가 되어서야 자신의 삶에 ‘무언가’를 찾아 드디

어 사회로 나오게 된다. 김옥례의 이러한 변화에 그의 남편도 적극

지지를 하며 꽃꽂이, 테니스, 가요교실, 사교 춤, 기타교실 등을 직접

등록해주고, 실어 나르며, 부인의 외부 활동을 적극 지원했다. 또 김

옥례는 지인 여덟 명과 함께 신촌의 대학 사물놀이 동아리 연습실

에 찾아가 “귀 동냥”으로 사물놀이와 탈춤을 배우기도 했다. 그 당

시 사물놀이 악기와 의상, 그리고 탈춤에 필요한 장비들을 모두 구

비하여 동네 주민센터에서 주관하는 공연에도 참여할 정도였다. 그

러던 어느 날 사물놀이와 탈춤을 함께 하던 친구가 “귀한 거”라고

하면서 함께 연습을 하다가 서도민요인 ‘놀량’19)을 불러 주었다. 그

런데 다른 건 다 기억에 안 남고 노래 중에 ‘와자지끈’20)이라는 가

사가 인상적으로 와 닿아 마음에 담아 두었다. ‘와자지끈’이라는 재

미난 가사와 다이나믹한 리듬이 그녀의 기억에 남았던 것이다. 그렇

게 수년을 ‘무언가’를 찾아 헤매던 김옥례가 동네 문화원에 갔을 때,

지금의 이사장이 민요수업에서 ‘놀량’을 가르치고 있었고, 김옥례는

다시 한 번 기억에 담고 있던 ‘와자지끈’을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반가운 마음에 바로 “한번 해보자.”고 마음먹게 된다. 평소 모임에

나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라고 하면 대신 “그냥 벌금 내던” 김옥례

가 민요를 배우기로 결심하게 된 것은 아들의 ‘호통’에 이은 ‘와자지

끈’에 대한 추억과 그 음악적 흥미가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했기 때

문일 것이다.

19) 놀량은 서도입창(西道立唱)의 하나로 관서지방에서 널리 불린 장절의 민요이다.

서도 지방의 남사당패들이 부르던 가락으로서 조국의 명산들을 찾아다니는 과

정에서 보게 되는 풍경과 그 감정들을 노래에 담고 있다. 녹양에 뻗은 길로 북

향산을 찾아 들어가면서 눈앞에 펼쳐진 자연 풍경을 노래하고 있는가 하면, 은

둔생활을 위하여 인간을 이별하고 청산으로 깊이 들어가는 답산 노정에서 보게

되는 자연 풍경과 글을 통하여 느껴지는 감정을 담고 있다. 더욱이 선율이 부

단히 변박되면서 시원스럽고도 감미롭게 이어지는 놀량은 불교 숭배의 신본주

의적 성향도 엿보인다(전미경, 2009).

20) ‘놀량’의 가사 중 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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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계기로 시작하게 된 민요이긴 하지만 김옥례가 민요를 배

우다 말고 또 다른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대신 서도소리에 정착할

수 있었던 데는 이사장의 역할이 컸다. 이사장은 취미로 민요를 배

우고자 하는 사람에게나 전문적으로 민요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

게나 같은 방식으로 수업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추어 수강생들

에게 자신의 비전을 제시하고, 활동 방향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길

원했던 것이다.

이사장: ‘저 사람은 아마추어고, 저 사람은 프로다.’라는 개념

은 스승에 있다(고 생각해요), 스승이 아마추어로 가

르치면 그 사람은 죽어도 아마추어가 되는 거고, 프

로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을 끝까지 가르치면 저 사람

은 끝까지 올릴 수 있다.

연구자: 아 그러니까 아마추어라고 생각하고 가르친다는 거는

저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 가르치는 사람의 마음가

짐을 말하는 거죠?

이사장: 그렇죠. 제가 만약 선생님을 가르칠 때도 너는 아마추

어라고 생각하고 가르치면 “여기 재밌게 왔니? 그럼

이 정도만 가르쳐 줄게. 자, (민요 시범) 충신은 만조

정이요.” (기교 없이 시범) 이렇게 가르쳐 주면 아무

리 10년을 배워도 그런데, 프로들은요 “만조 저엉 이

이 요오오오~” (기교 넣어서 시범) 이거를 죽기 살기

로 가르쳐요. 그러면 그거를 터득한 놈은 언뜻 들어도

프로처럼 느껴져요. 이 기본적인 학생의 마인드도 중

요하지만 스승의 마인드가 있고 없고(가 더 중요하

고), 계속 그 사람한테 푸시를 해줘야...

아마추어 강습생들을 그저 한번 왔다가는 취미생으로 여기며 “슬

렁슬렁” 수업을 하는 일반 강사들과는 달리 “철두철미한” 이사장의

교육 방식은 “어려우니까 안 배운다는 사람”과 “어려우니까 배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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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후자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에게 환영

받았다. 이사장은 자기의 제자들과 함께 하고자 했던 꿈이 있었기에

이렇게 “철두철미한”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며 자신의 제자들을

“프로” 연주자로서 키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사장의 “프로” 마인드가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환

영 받았던 것은 아니다. 김옥례는 그 과정을 “(이사장님이 우리들의)

머리를 개조하는 것만 몇 년이 걸렸다.”고 이야기한다. 이사장은 자

신의 제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 당당하게 봉사활동 및

공연활동에 참여하길 원했지만 제자들은 “전공”이 아니고, “나이”가

많고, “창피”하고, “아마추어”라는 이유로 활동하기를 꺼리게 된다.

특히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밖에 나가 활동할 때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는 듯했다. 허복자도 “외부

인들은 타이틀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은 “전공

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강생들에게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호소했다. 김옥례도 마찬가지로 “내가 내세울

만한 뭣이 없잖아요.”라고 이야기하며 대학에서 국악을 전공하지 않

은 점을 문제 삼고 있었다.

허복자: 선생님은(연구자는) 피리 전공이니까 아무리 (연습을)

안 하고 있어도요, 전공자라고 생각을 하고 별로 (연

습을) 안 해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런 전공이

아니잖아요. 민요, 장구 배우면서 이것(소금)도 배워

가지고 자격증 따서 하는데, 그분들은(수강생들은) 진

짜 저 분(본인)이 어떤 수준인지를 궁금해 한다는 거

죠. 수강생들은 약간 그래요. (...) 외부인들은 타이틀

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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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례: 김선생님(연구자) 같은 경우는 대학 졸업을 해서 그렇

게 하지만, 우리 주부들은 자기 과가 아니고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이거를 한다면은 증이 없잖아요. 내가

내세울만한 뭣이 없잖아요.

이사장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08년 9월, 단체가 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은 직후 가장 먼저 ‘서도선소리산타령지도사자격증’ 발급

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후 1년 동안 교육과정을 이수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검정시험을 실시하여 “2급 지도사, 1급 지도사,

전문지도사”의 세 단계에 걸친 자격증을 배부하게 된다. 연구 참여

자들도 모두 2009년에 열린 검정시험에서 1급 지도사 자격증을 취

득하였고, 이후 2011년 다시 한 번 자격 검정 시험에 응시하여 전문

지도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그림 2> 전문인 자격증

물론 이런 자격증 한 장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좌지우지 하지는

못할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도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인터뷰에서 위

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내적인 갈등과 고민이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사장은 이러한 고민들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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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이분들이 그래서 바뀌었죠. 3년 동안의 사회적 기업이

라는 것이 (진행되어) 오면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어

요. 3년 전엔 제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분들은 “나

는 아니야 아니야.” 하시더니 이제 3년이 되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3년 전에는 당연히 취미였는데, 자꾸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부르고 하니까 이제 지금, 바뀌

어 가고 있는 그 과정인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수-학습의 의미나 가치를 분명히 알게

된다면 자신이 가진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려는 사람이 많

아질 것이다.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자신이

오랜 시간 터득한 지식이 다른 사람에게로 전해져서 시간을 초월하

여 계속 부활하게 되고, 거기서 더 나아가 더욱 높은 수준으로 발전

할 수 있는 것이다(김한미, 2008). 보존회의 이사장도 이러한 교수-

학습의 가치를 일찍이 간파하고 아마추어 수준에서의 교수-학습이

정착될 수 있도록 오랜 시간 준비를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준비의 결과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중이다.

김옥례: 어디다가 (이력서라도) 낼 때는, 자격증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그러니까 잘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 증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야 어디가서,

우리 동(사무소)도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많은 활

동들을) 했다고 해도요. 증이, 뭐가 있어야 돼요. 증이

이력서에 복사본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

니까 (선생님) 참 잘 만나서 이렇게 키워주셨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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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승화의 이야기: “우리 영감님 세상 뜨고 나서

내가 해방 됐지.”

이승화는 평안북도가 고향이다. 1928년생으로 노동부에 등록된 최

고령 노동자이기도 하다. 작고 단단한 체구로 장구를 짊어 메고 노

인정과 요양원을 일주일에 한 차례씩 돌며 봉사활동을 하는 이승화

는 자신보다 서른 살 이상 어린 이사장의 “영원한 제자”임을 자처하

며 즐거운 마음으로 민요를 배우고 가르치고 있다. “건강이 허락하

는 한 끝까지 민요를 부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이제는 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서도민요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지금부터 그녀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승화는 결혼 후 “여자들이 나다니는 걸 싫어하는 옛날 분(남

편)” 때문에 줄 곧 집안의 대소사를 관리하며, 말 그대로 ‘안 사람’

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예순을 얼마 남겨

놓고 한쪽 팔과 다리에 마비 증상이 와 20년 간 바깥출입도 못하고

집안에서 불편한 몸으로 살아 온 남편이 13년 전 사망했을 때, 이승

화는 남편을 원망하기보다는 그저 안쓰러워하며 나도 그렇게 몸이

아프지 않으려면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무언가”를 찾

게 된다.

이승화: 이제 우리 영감님 계실 때까지는 일절 배운 게 없었

어. 나가다니는 게 없었는데 우리 영감님 세상 뜨고

나서 내가 해방됐지. 영감으로부터 내가 해방이 돼서,

이제 나도 뭔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영감으로부터 해방 된” 이승화는 한 동안 남편과의 추억

을 회상하며 지하철을 타고 함께 즐겨 다니던 올림픽 공원을 찾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어머니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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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보고 “저걸 배우면 허리가 좀 괜찮아 질라나.”라는 기대를 안

고 남편이 세상을 뜨고 처음으로 자전거를 배우기로 결심을 하게

된다. 그렇게 자전거를 1년 가량 배우며 외로움을 달래고 있을 즈음

이듬해 우연히 신문 광고에 나온 서도민요강습 광고를 보게 된다.

그냥 넘길 수 있었던 서도민요 광고가 그녀의 눈에 확 띈 것은 황

해도 출신의 남편이 몸이 불편해 집에만 있던 시절 종종 “아... 내

친구 아버지가 수심가를 참 멋들어지게 잘 불렀는데...”라고 이야기

할 때마다 동대문에서 각종 민요와 수심가가 녹음된 테이프나 레코

드판을 사다가 집에서 틀어 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승화는 “내

가 부를 줄은 몰라도 좀 아는 수심가”를 세상을 뜬 남편을 추억하며

2000년 5월부터 배우기로 결심한다.21)

이렇게 민요수업이 진행되는 중간에 합류하게 된 이승화는 이사

장이 악보도 나눠주지 않고 말 그대로 “구전심수(口傳心授)”의 방법

으로 진행되는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었다. 이사장의 수업에서는 악

보를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에 수강생들은 각자 노래 가사와 표현들

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받아 적어가야만 했다. 그래서 처음 며칠간은

그냥 멍하니 앉아서 노래를 듣고 오기 일쑤였다. 특히 손 글씨가 느

렸던 이승화는 이사장의 빠른 가사와 그 가운데 들어가는 표현들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표기하는 데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업에 적

응 하기가 매우 힘들었다. 그러나 시간이 좀 흘러 그녀도 어느 정도

수업 방식에 적응을 해갈 즈음, “글은 잘 못써도 타자 배운 실력”을

발휘하여 컴퓨터의 워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매 수업마다 필요한

민요 가사를 미리 정리해 갔다. 그렇게 해가면 수업시간에 매번 빠

르게 지나가는 가사를 놓칠 일이 없고, 가사를 쓰느라 자세하게 표

기하지 못했던 표현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표기할 수 있었던 것이

다. 날이 거듭할수록 정리해 간 가사는 주변 사람들의 호응을 얻게

21) 작은 체구에 장구를 짊어 메고 자신과 비슷한 연배의 요양원 어르신들 앞에서

민요를 부르고 있는 이승화의 모습을 보면, “남편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그녀

의 자조 섞인 말투가 오히려 남편에 대한 그리움으로 들리는 것은 그녀가 서도

민요를 배우게 된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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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점점 출력해 가는 양이 많아지게 된다. 결국 이사장은 이렇

게 이승화가 매번 작성해 온 가사들을 모아 수정작업을 거치고, 장

구 장단을 추가하여 민요수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묶어 교본을 만

들게 된다. 그렇게 만들어진 교본은 현재까지도 강습 시간에 공식적

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승화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민요회원

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었다.

4. 최승자의 이야기: “내가 좋아서 민요를 했고,

장구는 내 친구!”

앞서 살펴본 세 명의 연구 참여자들과는 달리 최승자는 민요가 좋아

“한 두 소절만 더 배워보자.”는 생각으로 이사장의 수업에 오게 된 경

우이다. 어린 시절부터 “민요만 하고 싶던” 최승자는 “노래교실”도 다녀

봤지만 가요보다는 민요에만 관심이 갔다. 그녀는 오히려 “계기가 안

되어” 민요를 일찍 시작하지 못했음을 아쉬워하고 있었다.

최승자: 난 사실은 민요를 어려서부터 내가 좋아했기 때문에,

웬만한 건 했었어요. 무식이 용감했거든요. 그러니까

박에 맞든 안 맞든, 창부타령이고, 사발가고, 태평가

고, 이렇게 뭐 관광가고 관광차에서 노래 부르고 그

러면 나는 민요를 참 많이 했는데, 이제 무슨 생각에

서 그랬냐면(수업을 등록했냐면), 내가 아는 게 많지

않으니까 한, 두 소절만 더 배우자, 그래가지고 민요

를 갔어, 갔는데, 우리 이사장 선생님인데, 그때 부천

극장에서 (강습을) 했어요. 그때는 뭐가 뭔지도 몰랐

는데, 뒷산타령을 가르쳐 주시더라구요. 뒷산타령을

가르쳐 주는데, 그냥 이거 끝나면은 경기 민요 같은

거, 흔히 하는 거 한 두 소절 가르쳐 주시겠지, 근데

뒷산타령, 그게 1년이 걸리더라구요. (크게 웃음)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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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만 배우면 두 소절은 배우겠지 그랬는데, 근데 어

디서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뒷산타령을 가르쳐 주

는데, 그거 또 길기는 길어가지고, 1년이나 가는 거야

그게, 그러다 보니까.

김옥례: 삼 개월에 못 끝났어.

최승자: 못 끝났지. 뒷산타령 1년 걸렸다니까 (...) 안 되는 사

람 있으면 또 하게 하고, 요만큼 넘어가는 거를 그렇

게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다보니까 1년 지나가는데, 그러

다 보니까 옆에 사람하고 정이 들었어 이제, 그러니

까 이제 안 나오면 옆에 사람이 궁금한 거야, 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웃으면서) 계속 나오게 된 거야.

어린 시절부터 민요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던 최승자는 한,

두 소절만 더 배우려는 마음으로 정식으로 민요를 시작하게 되었고, 시

간이 흐를수록 함께 민요를 배우는 사람들과 “정이 들어” 지금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그 당시 민요강습을 함께

듣는 사람들 간의 연대감이 매우 돈독했음을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었

다. 심지어 몇몇 수강생들은 이사장의 수업이 정원 미달로 폐강되는 것

이 아쉬워 자발적으로 도시락을 싸와 11시와 12시에 개설된 초급 과정

을 두 차례 들은 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는 중급 과정까지 모두 수

강해서 이사장의 강습이 폐강되는 것을 막기도 했다.

최승자의 경우도 이 모든 수업을 수강하며 하루에 “네 시간 씩” 민요

를 배웠다. 그러나 최승자는 “나 혼자 즐기면” 그걸로 족했기 때문에

특별히 민요를 잘하고자 하는 욕심이나 누군가를 가르치겠다는 마음은

없었다.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민요를 꾸준히 배운 탓일까? 이사장은

최승자에 대해 “소리도 좋고, 목소리도 꾀꼬리같이 좋다.”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사장은 사단법인을 꾸릴 때도 강사로 활동을 할 마음이 없는

최승자를 설득하기 위해 그녀의 남편이 있는 경기도 연천까지 찾아가

세 시간 여에 걸친 설득 작업 끝에 최승자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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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자: 이사장님한테 자꾸 처음엔 (강습을) 못한다고 했는데,

계속 못한다고 그런 게, 우리 집 양반도 승낙을 안 할

거고... 계속 못한다고 했지만... 우리 집 양반 핑계를

계속 댔지. (웃음) 선생님은 나보고 계속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나는 자신이 없는 거고. 나는 (강습을) 하

려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그래도 선생님

은 계속 할 수 있다, 자꾸 설득을 하시는데 우리 집

양반이 나 (강습) 하라고 승낙 안 할 거다. 그랬더니

이사장님이 우리 집 양반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연구자: 아... 정말요??

이승화: 그럼~
최승자: 이제 승낙을 받은 거지. 세 시간 설득했어. 세 시간.

연구자: 그러면 선생님은 (남편) 핑계를 대면서 미루려고 했는

데 이사장님이 정면돌파를 해버리시니까...

최승자: 그래서 내가 선생님 보고 난 진짜 할 수 없다고, (웃

음) 내 실력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랬더니 배워가면

서 하면 된다는 거지.

민요는 좋았지만 “머리 복잡하게” 강습활동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던

최승자는 남편을 핑계로 강습을 거절하려고 했지만, 이사장의 정면돌파

로 인해 강사 제의를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민요에 대해 관

조적 태도를 지니던 그녀가 욕심을 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장

구’에 대한 것이었다.

최승자: 우리 엄마 때문에 배웠어, 장구를. 우리 엄마가 민요

를 조금씩 하셨어요. 노인대학을 다니시면서 거기 민

요반이 있으니까 민요를 조금 하셨는데, 한 70대 중반

넘어가면서 다리가 힘이 없으시더라고, 근데 밖에를

안 나가시려고 해. 넘어질까 봐. 그러다보니까 친구

분들이 놀러 오셔요. 처음엔 그러더니 점점 뜸해지는

거예요. 근데 80대가 넘어가니까 친구가 안 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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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장구를 배웠으면 노래하고 장구하고 좀 치면 재밌

으니까 친구들이 놀러 올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거예요. 나는 장구까지 해서 이거를 내 친구를

삼아야겠다. (...) 난 내가 좋아서 민요했고 장구는 내

친구 삼아서 배운 거예요.

이렇게 민요를 부르던 어머니가 장구를 못 배우고 돌아가신 것에 대

한 아쉬움을 갖고 있던 최승자는 이사장에게 “2년 간 졸라” 장구를 배

우고자 했지만 이사장은 “나는 민요 선생이지, 장구 선생이 아니다.”라

는 이유로 장구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 하다 못한 최승자는 근처 문화

원에서 ‘가락 장구’ 수업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삼 개월 과정의 수업에

등록을 하게 된다. 하지만 오랜 시간 “하나라도 잘 안될 경우 그냥 넘

어가는 법이 없는” 이사장의 수업에 익숙해져 있는 최승자는 다른 강사

의 “한 번 쳐주고 한 줄씩 쭉쭉 (진도를) 나가는” 강사의 스타일에 불

만을 갖게 된다. 그래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한 번 더 등록”을 하

려고 하자 그제야 이사장은 결국 최승자에게 장구를 가르쳐주게 되었

다.

최승자는 이렇게 다른 강사와의 비교를 통해 이사장의 교수 스타일이

얼마나 꼼꼼하고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는가를 깨달을 수 있었고, 자신

의 수업에서도 이러한 이사장의 교수 방법을 좇아 꼼꼼히 강습을 하게

된다.

최승자: 내가 이제 이사장님한테만 장구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사장님은 처음부터 하나하나씩 가르쳐 주시는 거예

요. 정확하게.

연구자: 그럼 이제 선생님도 수업하실 때 그렇게 하시겠네요.

최승자: 우리가 그렇게 길이 들어버렸지.

최승자: 우리가 그렇게 배움을 받았으니까 가르치는 것도 그

렇게 가르치게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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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처음에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 민요를 시작한 최승자도 시간이

흘러 민요수업을 자신의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며 교수와 학습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5. 소결

지금까지 네 명의 연구 참여자들의 삶 가운데 일부를 살펴보며

그들이 민요수업에 참여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어려서

부터 민요를 좋아해서 배우고 싶었지만 “계기가 되지 않아” 배우지

못했던 최승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명의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자신의 삶 가운데 특별한 계기가 있어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시간을 갖게 된다. 그러던 중 그들은 이사장이 진행하는 민요수업을

만나게 되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그림 3> 연구 참여자들의 민요 활동 참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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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음악학습에 있어서 어린 시절부터 전공으로서 음악을 시작

해서 유지하는 데에는 정서적으로 매우 강한 경험이 음악에 ‘몰입’

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정진원, 2009). 실제 대부분의 예술

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부모나 주변의 권유로 음악을 시작하게 되지

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자신의 실력을 쌓기 위한 연습에

몰입할 수 있는 데는 음악 자체에 대한 “매우 강한 경험” 즉, ‘심미적

경험(aesthetic experience)’이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 실제 나도 고등

학교 입시를 위해 나의 전공 악기 하나만 열심히 연습을 한 후 국

악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지만, 입학한 이후 친구들의 가야금, 거

문고 소리를 들으며 ‘아름다운 소리’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이렇게 국악을 전공한 것에 스스로 만족하며 다른 친구들처럼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 많은 연습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던 기억들이

있다.

그러나 허복자를 포함한 이번 연구 참여자들이 민요 활동에 참여

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이유는 민요 자체에 대한 심미적

경험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삶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무언가’ 중에

하나로서 민요가 만족할 만한 조건들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이다.

방송대에 재학중인 주부학생들의 학습에 관한 질적 연구를 수행

한 이기연(2006: 56) 역시 주부들이 방송대를 선택한 계기에 대해

“인간의 삶의 행위의 우연성이 드러나는 상황.”이라고 표현하고 있

다. 이것은 방송대를 선택한 주부학생들에게 ‘대학 공부를 하고 싶

다.’는 소망이나, ‘뭔가를 하고 싶다.’, 혹은 ‘더 배워야겠다.’라는 막연

한 생각이 내재되어 있다가 어느 시점에서 그 생각이 우연한 기회

에 행동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아마추어들에게 있어서 ‘무언가’를 찾고자 하는 열망은 이

미 내재되어 있지만 실제로 실천을 하는 것에는 우연성이 개입하곤

한다. 이것은 전공자들이 음악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심미적 경험’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 인간이 ‘무언가’를 찾고자 하는 열망은 자신의 삶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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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있게 채워나가기 위한 노력일 것이다. 전공자들이 ‘심미적 경험’

을 통해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과 같이 아마추어들에게

이런 삶의 ‘무언가’는 ‘심미적 경험’과 유사한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문적으로 음악 활동에 참여하고 있든, 아마

추어로서 음악 활동에 참여하고 있든 음악에 대한 목마름과 그것을

잘 하고자 하는 욕망을 전문가와 아마추어 사이에 드러나는 종적인

수준의 차이로 구분하여 서로에 대한 섣부른 판단이나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음악(좋은 소리)에 대한 공통된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다가가는 횡적인 다양성의 차이로서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고자 한다. 이에 앞으로 이어질 연구 참여자들이 실행하

고 있는 민요수업에 대한 교육적 ‘발견(dis-cover)’들은 이러한 다양성의

관점에서 논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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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민요수업의 특징

앞서 살펴본 대로 네 명의 연구 참여자들은 각기 다른 사연들을

가지고 민요와 만나게 되었다. 어쩌면 단순한 만남에서 그칠 수도

있었을 이러한 계기는 ‘교육’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진 이사장을

통해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었고, 결국 이사장과의 이러한 만남이 연

구 참여자들이 민요강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사장의 ‘교육’에 대한 관심은 교육자와 프리마 돈나22)를

비교하며 제자들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부분에서 잘 드러난다. 그

녀는 “프리마 돈나는 자기가 빛나야 되는 사람이지만 교육자는 자기

빛을 반사시켜서 제자들에게 비추려고 하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이사장은 공연을 할 때도 다른 연주자들처럼 자

신이 무대의 가운데서 노래를 부르고 제자들을 병풍처럼 뒤에 세우

거나, 자신이 돋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제자들을 활용하지 않는다.

그녀는 오히려 “제 일은 이 분들을 세워주는 거예요.”라고 하며 제

자들에게 돌아가며 무대의 주인공이 되는 경험을 제공하고 자신은

무대 뒤에서 장구 장단을 쳐주며 제자들의 무대가 빛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이사장이 자신의 빛을 반사시켜 제자들에게 비추듯 네 명

의 연구 참여자들도 각자의 수업 현장에서 이사장으로부터 받은 빛

을 제자들에게 비춰주고 있었다. 이번 장은 이렇게 자신 스스로 빛

나기보다는 제자들이 밝게 빛나기 바라는 그들의 마음이 민요수업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드러내려는 분석 작업이며, 더불어

두 번째 연구 문제에 답을 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어떤 하나의 이야기로

표현되는 것처럼, 이번 연구에서 내가 발견한 ‘반복’, ‘타협’, ‘적용’,

22) 프리마 돈나(prima donna)는 이탈리아어로 ‘제 1의 여인’이란 뜻으로 오페라의

주역 여가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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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에 관한 이야기들은 그들의 수업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에

지나지 않는다.

더불어 ‘민요수업의 특징’이라고 제목 붙인 이번 장에서는 민요뿐

아니라 장단수업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다루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

들의 수업 가운데 ‘민요 부르기’, ‘장단 치기’, ‘장단 치며 민요 부르

기’가 거의 동등한 비율로 다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선생의 장구 반

주에 맞춰 학생들은 민요만 부르는 다른 민요수업의 모습과 달리

이렇게 민요와 더불어 장단을 가르치고 배우는 데에는 강습생들이

단순히 민요를 배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교수

자로서 민요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이사장의 의지

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부터는 아마추어 민요강사들의 수업에서 드러나는 특징 네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며 그들의 수업에 감춰진 ‘교육적 의미’를 발

견해 보고자 한다.

1. 반복: “되다 안 되다 되다 안 되다 된다니까.”

조선 후기 대금의 명인인 정약대(鄭若大)는 국악계에서 전설적인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날씨가 좋건 궂건 하루도 빠짐없이

인왕산 꼭대기에 올라가 망부석처럼 앉아 대금을 불었는데, 밑 도드

리를 한 번 연주한 뒤 나막신 속에 모래알을 한 알 넣고, 또 한 번

연주한 후에 다시 한 알을 넣어 모래알이 신발에 가득 차면 비로소

하산하는 생활을 십 년 넘도록 계속하였는데, 어느 날은 나막신의

모래 속에서 풀이 솟았다는 일화가 전해진다(송지원, 2012).

위에 나타난 정약대 설화에서 알 수 있듯이 실기 연마를 위한 반

복적인 연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반복

적인 연습이라는 것은 위 책의 저자인 송지원(2012: 143)이 “정약대

가 대금으로 반복해서 연주했던 ‘밑 도드리’는 음악이지만 음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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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바로 그의 삶 자체이다.”라고 이야기했듯이 단순히 물리적인

반복의 의미를 넘어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얻어진 새로운 예술의 탄생은 그것을

연마한 한 사람의 인생을 오롯이 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다. 대표적으로 19세기 말 탄생한 기악 레퍼토리 가운데 하나인

산조는 ‘성금연류 가야금산조’, ‘신쾌동류 거문고산조’와 같이 한 사

람이 이룬 음악적 스타일을 보존하며 대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산조에 대해 이동연(2010: 95)은 “산조의 음악적 스타일은 유사성의

원리를 장단의 변이를 통해서 이질성의 원리로 전환시킨다는 점에

서 ‘반복’과 ‘차이’의 미학이다.”라고 이야기한다. 단순한 ‘반복’이 아

닌 ‘차이가 있는 반복’(Deleuze, 1968)을 통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유

파를 형성하며 변화해가는 산조에 대한 미학적 해석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성으로서의 ‘헐벗은 반복’(Deleuze, 1968)이 아닌

차이를 지닌 반복을 생산하는 것이야말로 반복의 진정한 의미이다.

실제 전문 음악가와 전문 음악인으로 성장하길 원하는 학습자 사

이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에서도 이러한 차이를 생성하기 위한 반복

적인 스승의 시범과 제자의 모방은 수업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모방의 과정에서 제자는 스승의 외면

으로부터 소리내기에 관련된 다양하고 풍부한 단서들, 예컨대 동작,

표정, 몸가짐, 호흡 등을 면전에서 동시에 관찰하고 주시하고 관련

지으면서 배우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단지 말로만 소리를 전수받

는 것이 아니라 비언어적인 요소들까지도 습득할 수가 있는 것이다

(최성욱·신기현, 2000).

마찬가지로 아마추어 수준에서의 실기 연마 과정 또한 반복적인

스승과 제자의 모방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전문적인 음악가를 지향

하는 사제 간의 수업이 일대일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

이라면 연구 참여자들의 수업은 적게는 2명, 많게는 20명의 강습생

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가운데서 장단, 발림,

추임새, 호흡 등의 비언어적 요소들을 학습하는 모습은 관찰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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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지만 교수자와 학습자의 의지나 수준면에서 집중적인 일대일의

시범과 모방 이후 구체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모습은 거의 발견

되지 않았다. 대신 선생이 불러주는 민요 소리를 듣고 수강생들이

따라하는 “다 같이 부르기”의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반복을 시도하며 학습자들로부터 흥미를 유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허복자 역시 자신에게 2년 간 민요를 배우고 있는 이순영과 이순

복과의 수업에서 매번 자신이 선창을 하고 이순영과 이순복이 후창

을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해오다 어느 날 새로운 ‘같이 부르기’

의 방법을 시도한다.

허복자: (노래가 끝난 후) 잘 했어요. 이제 두 명은 노래를 불

러주고 한 명은 장구치고. 먼저 제가 장구를 쳐 드릴

테니까 두 분이 (민요) 부르시고, 그 다음에는 이순복

어머님이 장구 쳐주시면 우리 둘이 (이순영을 바라보

며) 부르고. 이제 반주를 맞춰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다같이: (허복자는 장구, 이순영, 이순복은 민요를 부른다.)

“꽃을 찾는 벌나비는 향기를 좇아서 날아들고 황금

같은 꾀꼬리는 버들 사이로 왕래한다.”

허복자: (노래가 끝난 후 추임새를 넣으며) 그렇지~ 자. 우리
이순복 어머님이 이제 장구 치시면 돼요. 우리 둘이

불러드릴게요. 자. 할 수 있어요. 준비, 시작!

다같이: (이순복은 장구, 이순영, 허복자는 민요를 부른다.)

“꽃을 찾는 벌나비는 향기를 좇아서 날아들고 황금

같은 꾀꼬리는 버들 사이로 왕래한다.”

허복자: 그죠! (이순영을 바라보며) 잘 하시죠?

이순영: (고개를 끄덕인다.)

이순복: 된 거야?

허복자: 네. 하시기 전에는 떨렸는데, 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

하죠? 이렇게 장단을 쳐 줄 수 있어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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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영: 배워지는 거라는 느낌이 드는 거지.

허복자: 맞아요.

보통 세 명이 함께 장구를 치며 민요를 부르던 방식에서 벗어나

번갈아가며 한 사람이 장구를 치고 두 사람이 민요를 부르는 방식

을 통해 이순영과 이순복은 처음으로 상대방의 민요를 듣고 장구로

반주를 하는 고수의 역할을 경험하게 된다. 그동안 장구 반주는 단

지 자신의 민요에 박자를 맞춰주는 것으로만 여겨왔던 이순영과 이

순복은 처음으로 장구 치기에 집중하게 됨으로써 장단과 노래 사이

의 호흡에 대한 중요성을 경험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이순영은

“배워지는 거라는 느낌”을 받게 된 것이다.

허복자의 수업에서 나타난 이러한 반복의 양상은 최승자의 수업

에서도 나타난다. 따로 시간을 내어 연습할 수 없는 수강생들의 상

황을 고려하여 최승자는 수업 시간에 집중적인 반복을 하며 수업을

진행한다. 특히 그녀는 수강생들에게 “되든 안 되든 처음부터 끝까

지 해보자.”라는 제안을 자주하는데, 최승자는 이러한 반복의 과정을

통해 “되다 안 되다 되다 안 되다 결국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결국 된다.”라는 최승자의 믿음은 아래 수업 상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출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같이: (오늘 배운 장단을 치며 청춘가를 부른다.)

최승자: (장구 치면서 노래 부르기가) 되나요?

강습생: 노래가 안 되네.

최승자: 노래가 안 되지? 원래 그런 거야. 하나에 집중하면 다

른 하나가 안 돼. 조금만 연습하면 다 돼. 재밌죠? 그

거(새로 배운 장단) 넣어 주니까? 한번 해볼까요?

다같이: (다시 한 번 청춘가를 오늘 배운 장단에 맞춰 부른

다.)

최승자: (웃음) 지금은 손이 잘 안 돌아가지. 자꾸 연습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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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 처음엔 덩~따도 안됐는데 뭐. 지금 잘하시는 건데

뭐. 되든 안 되든 청춘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넣어

봅시다. 되다 안 되다 되다 안 되다 된다니까. 시작!

다같이: (오늘 배운 장단에 맞춰 청춘가 1절-7절까지 부른다.)

연주가 다 끝나고 다 같이 웃는다.

최승자: 예쁘죠? 되죠? 되다 안 되다. 근데 우리 맨날 오는 어

머니는 왜 오늘 빠졌지? 새로운 거 나갔는데?

강습생: 또 앞에 가서 선생님 힘들게 하려고. (웃음)
최승자: 아니 힘든 거는 아닌데, 내가 안 돼도 빠지지만 않고

계속 오면 돼요. 그럼 되는데, 빠지면 재미가 없지 본

인이. 못 따라 가면은. 본인이 재미가 없는 거야.

강습생: 그러니까 못 하더라도 빠지지는 말아야지. (웃음)

최승자: 와서 듣기라도 하고 보기라도 하면 되거든. 훨씬 많은

공부가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 안 돼도 되니까

빠지지만 말아라 그러잖아.

최승자는 “조금 빨리 받아들이고, 늦게 받아들이고 그 차이지, 정

말 안 되는 사람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 그만큼 지속적인

반복과 꾸준한 수업 참여 후에는 누구든 민요를 잘 할 수 있고 그

렇게 조금씩 성장하는 과정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학습은 배움(學)과 익힘(習)이 동행하는 과정이다(조용환, 2012a).

단순히 배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을 통한 익힘의 과

정이 있을 때만이 학습의 의미가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

마추어 민요강사들의 수업의 익힘에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복의 양

상은 전문 연주자를 지향하는 사제관계에서 나타나는 양상과는 조

금 다른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었다. 실력 향상이 일차적인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허복자와 최승자는 조금은 느리더라도 수강생들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다함께 민요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겨운

반복’이 아닌 ‘즐거운 반복’을 지향하며 다양한 시도로 수업을 이끌

어가고 있었다. 실제 허복자는 강습생들이 하나의 민요가 끝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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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제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처음부터 천천히 짚으

면(가르쳐 주면) 지루해 한다.”라고 이야기 한다. 허복자의 경우 자

신도 이사장과 함께 하는 수업에서 이사장이 “계속 같은 것을 짚으

면 숨막혀”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강습생들에게도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하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지 않으면서 즐겁게 수업을 이

끌어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이어지는 ‘타협’과 ‘적용’을 통해서도 전문 연주자를 지향하는 사제

지간의 수업과는 어떤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

보며 ‘예술(음악)’과는 다른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교육’의 모습

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타협: “그거 안 되면 안 되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요.”

두 번째로 ‘타협’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수강생들과 함께 상호작용하며 수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

는지,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그들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에 대

해 김옥례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김옥례의 수업은 구로구에 위치한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었

다. 주민센터는 공공기관으로 수익창출이 목적이 아닌 복지의 개념

으로 문화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이기에 일반 사설단체와 달리 체계

적인 관리나 지속적인 지원이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아리따(2012:

90)는 취미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과의 면담 내용을 바

탕으로 여러 형태로 운영되는 평생학습관의 순위를 매겼는데 그 순

위는 “대학 부설기관으로서 평생학습관 > 전문 학원 > 백화점을 비

롯한 쇼핑몰 문화센터 ≥ 평생교육원 ≥ 문화원 ≥ 동사무소”의 순으로

평생교육원과 문화원, 동사무소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하위권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이러한 하위권에 기록된 단체들의 특징에 대해 수

강료가 매우 저렴한 대신 그에 따르는 학생이나 수업의 관리가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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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옥례 또한

이러한 단체에 소속된 강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주민 자체센터의 수

강생 관리 및 운영 방식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옥례: 여기 (주민자치)센터는 무조건 3개월 단위로 (수업을)

해라, 새로 왔다고 생각을 하고 강습을 해야지 그 사

람들(오래 배운 사람들) 위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구자: 아 오래된 사람들을 위주로 수업을 하지 말래요?

김옥례: 네, 그 사람들 위주가 아니라고, 3개월 단위로 새로

오는 사람 위주다 이거야. 여러 사람한테 공평하게

(기회를) 돌려야 한다. 이 주의지, 이 사람들만 데리

고 운영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

라고요.

또한 매 분기 20명 정원에 70% 이상의 인원이 수강생이 등록해야

민요수업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김옥례는 장기 등록생을 중심으

로 이 정원을 유지하면서도 매 분기가 바뀔 때마다 등록하는 한 두

명의 신입생이 수업이 너무 어려워서 그만두거나 장기 등록생이 신

입생 위주의 수업에 불만을 품고 수업을 그만두는 것 사이에서 접

점을 찾기 위해 많은 고심을 하고 있었다.23) 이러한 김옥례의 고민

은 수업을 하는 방법에도 영향을 미친다. 아래 제시한 전사자료는

새로운 회원이 없을 때의 모습과 새로운 회원이 왔을 때 김옥례의

수업의 차이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23) 이아리따(2012)의 연구에서도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었다. 이아리따는 이러

한 문제를 “동사무소 스타일”이라고 지적하며 이것은 참여자들 자신의 체험을

통해 몸으로 알게 된 문제점이기에 이들의 비판이 더욱 의미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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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회원이 없는 날

김옥례: (새로운 내용을 가르쳐 준 후) 이거는 여러분들이

3개월 됐으니까, 조금 지나갔으니까 이걸 가르쳐 드

리지, 새로 오신 분 있으면 이거 못 가르쳐 줘요. 왜

냐하면 여러분들도 지금 이거 잘 안되는데, 그 사람

들한테는 이거 하라고 그러면 안 나와 버려요.

신입회원이 온 날

김옥례: 새로 오셨으니까 머리 아파가지고, 오늘 또 중간에 오

셔가지고, 아이고 나 그거 머리 아파서 이제 못 나가

겄다. 안 나갈란다. 그러지 마시고, 오시면 천천히 조

금씩, 그래도 이 분들은 3개월을 미리 배워서 조~금
아시거든요. 근데 오늘 첨 오셨으니까 3개월만큼 뒤처

지죠. (...) 기초, 또 조금 있다가 알려드릴 테니까 지

금은 그냥 따라 허셔요.

특히 참여관찰을 하는 시기가 분기가 바뀌는 9월-10월 사이라

“다음 달에는 새로운 거를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새로운 사람 없

으면... 그렇다고 새로운 사람 못 들어오게 하면 안 돼요.”라던가 “태

평가는 하도 많이 해서 지겨울까봐” 또는 “오늘은 머리 아픈께 머리

아픈 거는 그만 합시다.”라는 식으로 수강생들과 타협을 하며 수업

을 진행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김옥례의 태도가 단순히 수강생 유지

를 위한 모습으로만 해석될 수는 없다. 이렇게 수강생들과 타협을

하는 모습은 수업 시간 중 다른 맥락에서도 발견될 수 있었다.

다같이: (장구 장단을 치며 노들강변을 부른다.)

김옥례: 잘 허셨어요. 이제 빨리는 안 들어가는데 (웃음) ‘덩

덩’ 하려니까 정신이 없어요. 안 되면 ‘덩’만 해도 틀

린 거 아니에요. (...) 그거(새로 배운 장단) 굳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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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어도 ‘너 틀렸어’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되시는 분들은 그거 연습해서 계속 나아가라고 하는

거지, 그거 안 되면 안 되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요.

(...) 그걸 똑같이 ‘덩 덩따 쿵따’ 한다고 틀린 것은 아

니지만 노래 속하고 안 맞으니까 맞추려고 (‘덩궁 덩

덩’을 치며) ‘부벽루하’ 이렇게 치면 더 딱딱 떨어져서

여러분들이 하기 쉽게 한다고 했어요. 만약에 못하면

안 해도 되는데, 이왕이면, (좀 더 큰 소리로)이왕이

면, 노래 속하고 맞춰서... 그래서 노래가 먼저라고 한

거예요.

이처럼 노들강변 민요에 맞춰 세마치의 변형 장단을 배우고 있는

상황에서 김옥례는 지속적으로 “새로 배운 장단을 넣지 않아도 틀린

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노래 속하고 안 맞으니까 맞추려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타협은 허복자의 수업에서도 나타난

다.

첫 박에 궁을 치는 대신 손으로 짚는 연습을 한다.

허복자: 내가 ‘궁’을 두 번 쳐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다 자연스

럽게 짚어지니까 ‘아이고 내가 여기서 궁을 쳐서 틀

렸어’가 아니죠. ‘궁’이 들어가도 틀리지가 않아요.

허복자는 처음에는 하나의 장단을 알려준 후 점차 그 장단을 칠

수 있는 변형장단 두세 개를 추가적으로 알려준다. 그런 후 그 장단

의 “쓰임”을 알려주기 위해 배운 장단에 어울리는 민요를 부르며 함

께 연주해 보는데, 그 과정에서 수강생들은 많은 어려움을 호소한

다. 민요 하나만 부르기도, 장단 하나만 치기도 어려운데 이것을 동

시에 한다는 것은 연주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도 쉽지는 않은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배운 변형 장단들에 대한 위와 같은 타협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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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수업의 난이도와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연구 참여자들의 수업에서는 수강생들과 함께 적절한 수

준의 타협을 하며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는

데 이러한 모습은 민요에 대한 의지가 약한 수강생들의 출석을 관

리하기 위한 수단임과 동시에 수업의 진도나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

과도 관계가 깊다.

특히 구전심수의 방법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전통 음악의 경우

에는 가르치고 배우는 속도의 완급 조절에 관한 공조적 상호작용을

중요시한다.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가르쳐 주려고 하면 강습생들

이 도무지 그것을 따라할 수도 음미할 수도 없기 때문에 스승은 제

자가 따라올 수 있을 만큼 가르치는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것이다

(신기현 최성욱, 2000). 이러한 난이도와 속도의 조절은 ‘타협’이라는

방식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수업에서 드러나고 있었다. 결국 허복

자와 김옥례의 수업에서 ‘타협’은 민요를 꼭 배워야만 하는 동기부

여가 부족한 강습생들을 어르고 달래며 그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민

요를 부르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전문적인 연주자를 지향하는 사제 관계에서는 예술의 경지

에 다다르기 위한 실력 향상이 가장 우선시되기에 실기 연마 과정

에서 타협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제자 스

스로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느끼지 못하면 스승이 아무리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

려준다고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스승

의 타협은 제자의 성장을 막는 길이라고 볼 수 있다. 김한미(2009:

83) 또한 자신이 참여 관찰한 성악 레슨에서 하루는 스승의 태도가

“지나치게 혹독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자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스승이 혹독하게 지적하고 있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날의 레슨 후 제자는 자신의 소리가 달라지는 체험을 했

음을 연구자에게 고백한다. 이처럼 어려운 시간과 환경을 극복하고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 성취한 예술적 경지에 많은 사람들의 찬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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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따르기에 예술의 경지에 다다르기 위한 과정에서의 ‘타협’은 멀리

해야할 태도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듯 예술(음악)과 교육(음악교육)이 ‘타협’에 대해 갖는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각각의 고유한 특성에 기인한다. ‘예술’에서 가장 중

요한 것이 바로 혹독한 실기 연마의 과정을 통해 예술적 경지에 이

르는 것이라면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스승과 제자 간에 벌어

지는 가르침과 배움의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24) 한태동(2003:

88)도 자신의 연구 결과를 통해 “음악은 음악자체의 고유한 체계를

가지고 있고, 교육적 상호작용을 통해 전승됨을 알 수 있다.”고 이야

기한다. 이렇듯 음악의 체계와 음악교육의 체계는 분명 구분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차이로 인해 음악교육에서는 ‘음악’과 ‘교육’ 가

운데 어디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

이 달라질 수 있다.

이어지는 ‘적용’을 통해서 이러한 논의를 좀 더 확장해 보고자 한

다.

3. 적용: “세 달치는 내가 널 가르칠 수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나는 앞서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듯이 연구 참

여자들의 활동을 단순히 전문 연주자들의 활동과 비교하며 그것에

대한 판단이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추어 민요

강사들의 수업을 다양성의 관점에서 살펴보며 그것이 갖는 교육적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음악교육 내

의 아마추어에 관한 논문들이 그들에 대한 처방적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아마추어 강사라는 독특한 문화와 그것에 대한 교육적

24) 조용환(1997, 2012a)은 교육의 본질에 대해 가르침과 배움의 상징적 상호작용,

더 나은 인간 형성의 존재론적 지향, 변증법적 대화의 과정의 세 가지 요소로

설명하고 있다. 이 교육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는 V장에서 좀 더 자세히 살

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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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가지고 이번 연구 현장에 접근하였던 것이다. 나의 이러한

관점은 특히 이번 ‘적용’의 장에서 다루어질 연구 참여자들의 모습

을 교육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도록 도와주었다. 그러면 지금

부터는 아마추어 민요강사들만이 가진 독특한 문화 중 하나로서 ‘적

용’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그들의 수업을 들여다보도록 한다.

연구 참여자들이 몸담고 있는 보존회에서는 매주 월요일 오후 5

시부터 지도자반 학생들의 수업이 진행된다. 이 수업에는 김옥례,

이승화, 최승자, 허복자를 비롯해 이들처럼 노인정이나 복지관, 주민

센터 등과 같은 곳에 나가 민요수업을 하고자하는 사람들이 참여하

는 시간이다. 이 지도자 과정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실

력 향상을 위한 기초 연습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 배우게 된다. 허복자는 “수업을 받지 않으면

정체가 돼서 성장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연구 참여자들에

게 아직 학습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이렇게 배우면서 가르치는

연구 참여자들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바로 보존회의 이사장의 생각

에서 출발됐다.

이사장: 사람들은 세 개를 배웠는데도 열 개를 배워야 나가서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는 그게 아

니에요. 백 개를 배우면 뭐 하냐, 다 까먹을 건데, 한

개 배웠을 때 나가서 한 개 가르쳐 봐라. 그게 내 것

이 된다.

이러한 이사장의 마인드 덕분에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수업에

서만큼은 자신 있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민요를 시작한

기간이 가장 짧은 허복자의 경우 종종 강습생들이 그녀의 실력을

의심하며 연주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허복자는

“나는 연주하러 온 사람이 아니고 가르치러 온 사람이다.”라고 응수

한다. 허복자 스스로도 “내가 소리(민요)도 많이 딸리고, 장구도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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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딸리고, 단소, 소금도 진짜 많이 딸리지만 내가 세 달은 배웠으

니까 세 달치는 내가 널 가르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수업에

참여하고 있음을 고백한다.

이렇게 “배워야만 가르칠 수 있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있어서 그

들의 민요수업은 일방적인 ‘가르침’의 시간이 아닌, ‘교학상장(敎學相

長)’의 시간임과 동시에 ‘배움(學)’과 ‘익힘(習)’이 동행하는 학습(學

習)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허복자는 이러한 가르침과 배움이 함

께 어우러진 민요수업에 대해 “수강생 중에 잘하는 분이 있으면 내

실력도 팍팍 늘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그걸 연습해서 가야되

니까.”라고 이야기한다. 수업 준비를 위한 개인 연습이 궁극적으로는

각자의 실력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됨을 의미한다. 어쩌면 이것은

매우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실제로 많은 전문 음악가들이 허

복자와 같이 수업 준비를 하면서 개인적인 실력을 향상시키는 경우

는 드물다. 전공자들에게 있어서 초보자들이 배우는 수준의 곡들은

특별한 준비 없이 가서도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기에 수업

상황에 부딪혀 그 상황에 맞게 어떤 곡의 진도를 나갈지, 또 어떤

내용의 수업을 할 것인지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래

서 몇몇 성악의 대가들은 “바빠서”, “귀찮아서”, “노래가 더 재미있

어서” 등의 이유로 제자 두는 것을 꺼리며 자신의 연주활동에만 집

중하기도 한다(김한미 2009).

이렇게 자신의 기량 연마에 집중을 하는 전문 연주자들과는 달리

배우면서 가르치는 교육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연구 참여

자들은 더 나아가 지도자반 수업에서 자신이 갈고 닦은 노하우와

경험들을 자신이 진행하는 수업시간에 나누기도 한다. 다음 전사자

료에서 최승자는 세마치장단 수업을 하면서 수강생들이 계속 장단

을 몰아붙이자 자신이 세마치장단을 어떻게 익혔는지에 대해 이야

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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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자: 어렵지 않게 내가 분석을 해서 가르쳐줄게. (웃음) 나

는 옛날에 누가 이렇게 가르쳐줬으면 더 빨리 배웠을

거야. 내가 나중에 터득을 해서 이게 이런 거구나 내

가 알면서 분석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

러면은 이게(세마치장단) ‘덩둘셋’이 한 박, ‘덩둘따’가

또 한 박, ‘궁따’가 또 한 박, 그렇게 되면 이게 합쳐

서 세 박이다. 그러면 요거는 요점정리가 돼있으니까

상당히 쉽잖아. 그런데 (장구를 몰아치며) ‘덩덩따궁

따’ 이렇게 치면 그냥 (장단이) 붙었데, 또 (장구를 느

리게 치며) ‘덩 덩 따궁따’ 이렇게 치면 이거는 또 아

니래. (다같이 웃음) 아이고~ 나 정말 세마치, 내가

정말 연구 많이 했거든.

이사장은 지도자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에서 “굿거리랑

세마치의 개념을 정확하게 심어주는 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야

될 일이에요.”라고 이야기하며 ‘장단’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익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최승자를 비롯하여 다른 연구 참여자들도

최근에는 하나의 민요에 다양한 장단을 맞춰 불러보며 장단 연습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었다. 특히 가장 오래 민요를 배운 김옥례

는 “민요는 내가 잘 못 받아들여서 그렇지 체계적으로 배웠다고 생

각하지만 장단은 체계적으로 배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건 항

상 배우면서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렇게 배우며 가르치는 그들의 수업 방식이 현실적인 벽

에 막혀 그것을 부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현재 초등학교 방

과 후 교실에 나가 민요수업 외에도 난타, 소금, 단소, 사물놀이와

같은 수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김옥례가 난타를 가르치던 초

등학교에서 사물놀이 공연을 무대에 올리려고 하는데 무대가 너무

심심할 수 있으니 ‘상모돌리기’까지 함께 공연에 올려 달라는 요청

을 한 것이다. 김옥례는 지금껏 해 온 그대로 자신이 “(농악에 대해)

차근차근 (단계를) 밟지는 않았어도 옛날에 80년대 말에 (연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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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길거리 댕기면서 삼채, 중모리 그런 거 하고 다녔으니까.” 할

수 있을 거라고 대답을 했다. 그러나 시간이 다가올수록 상모를 돌

리는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연주 속에서 어떤 방식과 맥락에서

상모돌리기를 넣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한 경험이 없었다. 결국 이

문제로 김옥례는 오랜 시간 고민을 한 끝에 전문인에게 상모돌리기

를 의뢰하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최승자는 다음과 같이 배워서

가르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최승자: 배워가면서 가르치라는 식인데, 그게 되냐구요. 내가

가르치기도 해봐야 거기서 노하우도 나오는 거고, 그

렇게 대처도 되는 건데, 이거 배워가서 고대~로 보고

가서 가르치라고 하면 그게 되냐고... 안 되지.

이사장 역시 자신이 밝힌 ‘한 개 배워서 한 개 가르치기’의 교육

방법에 대한 의지와는 달리 “잘못 가르치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항상

하고 있었다. 음정이나 박자 등이 아직 부족한 강사들이 있기 때문

에 매번 이 부분에 대해 신경이 쓰였던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염려

때문에 이사장은 현재 일주일에 한 번씩 본인이 직접 연구 참여자

들이 나가는 수업의 강습생들을 대상으로 공개수업을 진행하고 있

다. “듣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이사장이 직접

수업시간에 배운 민요들을 불러주고, 발성과 같은 기초수업까지 함

께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가르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지속적인 연구와 공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가르침과 배움을 자신의 ‘삶의 형식’으로 받아들이고 실천

하는 연구 참여자들의 모습은 문화를 비롯한 삶의 형식들을 반성하

여 더 나은 것으로 변화시키려는 일종의 ‘메타적인 삶의 형식’이라

고 할 수 있는 교육의 속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조용환 외, 2009).

또한 장상호(2005: 335)도 교육의 주체가 다음 단계의 품위를 획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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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 과정으로서 ‘상구교육(ascending education)’과 이러한 상구교

육의 과정을 밟도록 돕는 길로서의 ‘하화교육(descending education)’

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는 모르는 만큼 상구교육에 참여하며, 설

사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는 만큼 하화교

육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5)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연구 참여자들의 수업을 ‘예술(음악)’의 관

점에서만 살펴본다면 많은 한계와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의 수업을 ‘삶의 형식으로서 교육’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배우고 가르치기에 참여하는 연구 참여자들 개개인의

모습 가운데서 의미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듯 교육은 개

인과 사회 모두에 관심을 가지지만 근본적으로는 세상보다 사람 사

이의 상호작용을 더 중시하는 형식이다(조용환 외, 2009).

다음 장에 이어질 ‘상생’을 통해서는 ‘사람을 더 중시’하는 교육적

삶의 형식을 살아가는 연구 참여자들의 모습을 좀 더 명확히 드러

낼 수 있을 것이다.

4. 상생: “내가 같이 할 거니까”

아마추어 민요강사들의 수업은 강습생들로 하여금 “한이 풀어지

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고, “옛날 젊어서 부르던 노래” 들을

떠올리게도 하고, “옛 애인을 생각”하며 눈물짓게도 한다. 앞선 장에

서도 살펴보았듯이 아마추어 민요강사들은 아직 “남 앞에서 연주 할

정도의 실력”은 아니지만, “내가 세 달 먼저 배운 것만큼 세 달치는

가르쳐 주겠다.”라는 생각으로 교수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다. 단순히 민요와 장구연주라는 기술을 전수하는 차원의 수업이 아

닌 수강생들과 함께 오랫동안 민요를 부르기 위해 그들을 어르고

달래며 ‘더 나은’ 삶을 살길 원하는 개개인의 삶에 이미 깊숙이 들어

25) 이러한 주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상호(2005) pp.318-3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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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그들의 활동을

‘상생’이라는 키워드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전에서 ‘상생’의 영어 표현을 찾아보면 ‘coexistence’가 나온다.

하지만 이 표현은 ‘공동’과 ‘함께’의 뜻을 나타내는 접두어 ‘co’와 ‘존

재한다.’는 의미의 ‘exist’의 합성어로 ‘함께 존재한다.’는 ‘공존’의 의

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장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상생’의 의미에는 ‘conviviality’의 의미로서 ‘-와 함께’라는 의

미의 전치사 ‘con’과 ‘생명과 삶’의 의미를 갖는 ‘vivir’가 합쳐진 좀

더 생동감 있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것은 그들의 수업을 단순히 함

께 ‘있는 것(being)’이 아닌, 서로 부대끼며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되는 것(becoming)’의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함이다(조용환, 2001).

다시 말해 존재하기 위해서는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Paulo Freire,

1993). 그래서 삶의 ‘무언가’를 찾기 위해 방황하던 아마추어 민요강

사들이 그들의 수업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무언가’의 의미를 어떻

게 보여주고 있으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교수자와 학습자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최승자는 자신이 수업을 진행하는 평생학습관에서 70-80세 노인

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학당이 개강하는 날 이제 막 민요를 배우

기 시작한 수강생들과 함께 공연을 하기로 했다. 평생학습관 직원이

한글학당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내가 이 나이에도 배울 수 있을까?”

라는 마음에 항상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걱정하며 최승자에게 한글

학당이 개강하는 날 “분위기를 띄워 달라.”라는 요청을 했던 것이다.

최승자는 그 요청을 수락하기는 했지만, “한강수 타령을 1-2절 밖에

못 배운” 강습생들에게 공연을 한번 해보자고 제안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마침 민요수업 시작 시간과 한글학당 시작 시간이 오전 10

시로 똑같아 무작정 수강생들에게 당일 30분 일찍 와달라는 문자만

남긴 후 첫 공연을 계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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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자: (공연하는 날) 나는 이제 옷을 좀 챙겨갔지, 개량한복

같은 걸로.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그 분들(강습생

들)을 (무대로) 다 나오라고 그랬지, 이분들은 다 얼

었지 이제,

연구자: 아, 갑자기요. (웃음)

최승자: 갑자기지. 얘기할 시간이 없었잖아. 그래서 내가 한글

학당 사람들한테 말을 했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민요를 배운지 서너 번 정도 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를 판단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분들한

테는 겁먹지 말고 하라고, 내가 같이 할 거니까. 그래

가지고 한강수 타령을, 우리가 배운 거를 했어. 그랬

더니 이분들 거기서 무대에 서봤다고 되게 좋아하시

더라고.

연구자: 그날은 (공연 끝나고) 수업할 때도 분위기 좋았겠네요.

최승자: 네. 그러니까 이분들도 너무 좋은 거야.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한강수타령 배워서 무대에 섰다.” 이러면서...

연구자: 조금 배워서 무대에 서고 그랬으니까.

최승자: 그래서 한강수 타령 그 뒷 절은 더 열심히 배우셨잖아.

최승자는 자신의 무대경험을 수강생들과 함께 나누고자 그들이

꺼려할 것을 알면서도 일단 무작정 밀어붙인 후 “내가 같이 할 거니

까 겁먹지 말라.”고 격려를 하며 함께 무대에 선다. 공연이 끝난 후

역시 최승자의 예상대로 작지만 남들 앞에서 공연을 한 경험은 수

업을 좀 더 활기차게 이끌어 나가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사장

도 지도자반 수업에서 무대경험의 중요성을 언급하곤 한다.

이사장: 교육이 가장 빛을 발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교육 받

은 거를 가지고 공연하는, 여러분들의 행위가 나타났

을 때 그게 빛을 발하는 거지, 계속 제가 여러분들 가

르치고 성장하고, 그것만은 아닌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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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공연은 수강생들뿐만 아니라, 공연을 관람한 한글학

당 노인들에게도 자신감을 심어 줄 수 있는 기회였다. 자신과 비슷

한 또래의 사람들이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고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느껴지는 감정은 젊은 사람들의 새로운 도전을 바라볼 때 느

껴지는 것과는 또 다른 무게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사장은

연구 참여자들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은 이승화의 활동이 어떤 의

미를 갖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사장: 그분(이승화 선생님)이 한번 나가서 공연하잖아요. ‘어

왜 저런 분이 왔지?’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도요 마음

이 뭉클한 게 있어요. 저 나이에도 저렇게 할 수 있

고, 우리도 뭔가를 할 수 있구나, 교육이 제가 열 마

디 하는 것보다 그분(이승화)이 한번 (무대에) 서는

게... 노인대학에서 그분이 한번 서면 사람들이 더 열

심히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승화) 선생님이 건강

하시기만 하면, 계속 서신다면, 선생님은 진정한 교육

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사장은 이렇게 실력을 떠나 무대에 선다는 것 자체가 무대에

서는 당사자는 물론 그것을 관람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것은 ‘교육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사장

의 이러한 주장에 공감이 가는 이유는 바로 연구 참여자들의 수업

가운데서 ‘사람을 더 중시하는 교육적 삶의 형식’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Freire(1993/2002: 112-113) 역시 학생들이 설명된 내용을 기계적

으로 암기하는 ‘은행 저금식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부분의

정책과 교육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이유는, 그 입안자가 교육 내용을

이수할 상황 속의 인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즉 피교육자를 자기

행동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자신의 개인적 현실관에 따라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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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작성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이사장은 이러한 ‘상황 속의 인

간’을 고려하며 세심한 배려로 민요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이승화의 수업은 복지시설에 있는 노인들이 민요와 함께 했

던 추억들을 떠올리며 현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사실 복

지시설에 있는 노인들과 “동갑”이거나 더 나이가 많은 이승화는 자

신이 이렇게 많은 나이에도 복지시설에 앉아 있지 않고 그들 앞에

나와 민요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 “내가 조금 힘들어도 하고 나면 보

람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노인들은 이미 “가르

쳐 주지 않아도 알고 있는 민요”들이지만 평소에 소리 내어 부를 기

회가 없었던 민요를 이승화의 수업에서 부르며 다시금 기억해 내는

것이다.

이승화: 그런데 희한해요. 기억도 잘 못하시고 그러시는 분들

도 옛날에 젊어서 부르시던 노래들은 이제 살살 잊어

버렸어도, 또 같이 불러 드리고 그러면은 다 기억하

세요. 혼자서는 부르라고 그러면 못 부르시는데, 책을

보고 부르시라고 그러면은 또 부르셔.

이렇게 그들의 의식 뒤편에 자리 잡고 있던 민요는 더 나아가 그

민요와 함께 했던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이북 출생인 이승화가 ‘서

도’ 민요라는 말에 꽂혀 민요를 시작했듯이, 지금의 수업도 노인들

의 삶 속에 숨겨진 추억들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음

의 전사자료는 수업 중에 가끔 일어나 춤도 추고 큰 소리로 민요도

따라 부르는 할아버지(이하 ‘김노인’) 한 분이 어느 날 수업 도중 눈

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수업이 끝난 후 찾아가 나눈 대화를 기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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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인: (수업) 끝났어?

연구자: 네.

김노인: (수업이) 어찌 그리 짧어?

함께 웃음

연구자: 아까 어르신 눈물도 훔치시면서 노래 부르시던데...

김노인: 나는 노래가 제일 좋아! 밥보다 더 좋아.

연구자: 그런데 왜 아까 손수건으로 눈물을 그렇게 닦으셨어요?

김노인: 눈물? 눈물이 줄줄 나오잖아.

연구자: 아 노래를 부르시면 눈물이 흐르세요?

김노인: (고개만 끄덕인다.)

연구자: 왜요?

김노인: 그게 애인이 생각나서 그렇지 뭐.

연구자: 아 옛 애인이오?

김노인: 그렇지. 정든 님이 갔잖아.

연구자: 아.

김노인: 하늘나라로.

연구자: 아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김노인: 어 돈 벌러 갔어.

연구자: 돈 벌러요? 하늘나라로.

김노인: 돈을 아직 못 벌었는지 안 오네. 벌면 온댜.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노인들 앞에서 자기 몸집만한 장구를 메고

민요를 부르는 이승화는 자신도 느꼈을 민요에 대한 아련한 추억들

이 이 복지시설의 노인들에게도 전달되길 바라고 있을 것이다. 또한

이승화는 이런 활동을 통해 “내가 몰랐던 것을 여기서 배우고, 또

내가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서 배우고 그러는 거죠.”라고 이

야기하며 교육적인 삶의 형식을 살아가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런 아련한 옛 추억을 떠올리며 강습생들과 ‘상생’하는 이승화와

달리 허복자와 김옥례는 현재의 상황을 즐기고자 하는 젊은 수강생

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며 그들과 ‘상생’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

하고 있었다. “머리 아픈” 민요와 장단 수업이 끝나면 허복자는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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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짝 장단”에 맞춰 ‘소양강 처녀’를 다 같이 큰 소리로 부르며 수업

을 마무리하고 김옥례는 수업을 끝내기 전에 그날 배운 민요에 맞

춰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두드리는 차원”에서 장구를 마음대로 치

도록 제안하기도 한다.

김옥례: 그럼 어쨌든 굿거리 한번 세마치 한번해서 끝낼게요.

이제는 마음대로 신나게 한번 쳐요. 내가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안 헐 테니까. 맘대로. 세

박자 모르면 (양손으로 장구를 ‘덩덩덩’ 세 번 친다.)

이렇게 쳐도 세 박은 세 박이여요. 태평가로 1절해서

후렴하고, 밀양아리랑 1절해서 후렴하고 끝낼게요.

이렇듯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준비한 수업 내용을 단순히 강습

생들에게 전달하는 차원의 수업이 아닌 강습생들이 처한 상황을 고

려하며 그들과 함께 상생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업을 이끌어가고 있

었다.

5.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나는 연구 참여자들의 수업에서 ‘반복’

과 ‘타협’, 그리고 ‘적용’의 방법을 통해 강습생들과 함께 ‘상생’하며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교육적 삶의 형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것은 음악적 기량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예술(음악)의 전승’과

는 구분되는 양상으로 그동안 훈련 및 사회화와 유사한 의미로 사

용되던 교육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드러내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이상에서 발견한 네 가지 키워드를 정리하며 그 사이

에 어떤 유기적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반복’은 모든 실기 연마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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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아마추어들의 민요수업에서도 예외 없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전

문 음악가들이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거쳐 ‘차이를 생성하는 반복’

을 위한 노력에 혼신을 쏟고 있다면, 아마추어들의 반복은 그들의

의지나 수준면에서 그리 엄격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았다.

실력 향상을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야할 과제로서 여기는 것이 아

니라 “재미”를 잃지 않고 오랜 시간 함께하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여

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그들의 수업에서 드러나는 ‘타협’은 최

고의 예술적 경지에 다다르기 위한 과정에서는 지양해야할 요소이

지만 교수자와 학습자가 함께 성장하길 원하는 교육적 상호작용의

과정에서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연구 참여자들의

수업에서도 이러한 ‘타협’의 모습은 수업의 진도나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그리고 의지가 약한 수강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법

으로서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예술의 전승과는 다른 관점에서 교육

의 양상을 살펴본다면 연구 참여자들의 모습에서 발견 할 수 있었

던 ‘적용’ 방식은 교육만이 가진 고유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음

악을 ‘잘하고자 하는 것’과 음악을 ‘배워서 잘 가르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의 차이가 바로 이러한 예술의 전승과 교육의 양상을 구

분한다. 장상호(2009a: 473)는 이런 교육에 대해 “교육은 어떤 특정

한 혹은 절대적인 품위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어내는

점진적인 과정의 하나”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교육은 목적이나

활동의 면에서 최고의 품위를 재생하려는 작업이 결코 아닌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내가 이번 연구에서 발견한 반복, 타협, 적용의

방식들이 결국은 예술의 전승과는 구분되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함

께 성장하며 ‘상생’하기 위한 교육적 양상으로 이해될 수 있었던 것

이다.

이제 이어지는 다음 장에서는 아마추어 민요강사들의 수업에서

발견한 내용들을 음악교육(학)의 맥락에서 해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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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민요수업의 음악교육학적 해석

지금까지 III장과 IV장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이 민요공부를 시작

하여 강사로서 활동하기까지의 과정과 그 후 그들의 수업에서 드러

나는 특징적인 모습들을 살펴보았다. 이제 V장을 시작하기에 앞서

나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피리를 시작해서 고

등학교, 대학교를 거쳐 약 10여 년 간 소위 말하는 ‘전공자’라는 타

이틀로 음악 활동을 하던 내가 왜 하필 ‘아마추어 민요강사들의 수

업’을 관찰하며 그 안에서 ‘음악교육 다시 보기’를 하고자 했을까?

여기서 말하는 ‘교육’은 도대체 무엇이며, 내가 치열하게 겪어 온 10

여 년 간의 ‘음악교육’에서 ‘교육’은 무엇이었던가?

이번 장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또한 질적 연구의 기술, 분석, 해석 중 해석의 과정이 될 것

이다. 이러한 해석은 현상의 의미를 보다 거시적인 맥락 속에서 이

해하는 작업이다. 현지 관찰이나 그것을 통해 얻은 자료 그 자체가

지식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고 창조하는 행위로서

해석은 모든 질적 연구에서 요청되는 작업이다(조용환, 1999).

이처럼 이번 해석의 장은 음악교육의 학문적 전통을 공유하는 사

람들에게 내가 바라본 아마추어 민요강사들의 삶을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소개하고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이

야기하며 그들에게 대화를 요청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화는 연구현장을 나의 시각과 언어로 독자들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과정으로서 ‘해석자(interpreter)’적 관점에서 진행될 것

이다.

지금부터는 내가 연구 현장에서 발견한 여러 사실들을 문화와 교

육, 그리고 훈련과 사회화라는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음악교

육에 대한 다시 보기’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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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요수업의 문화와 교육

우리는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같이

수많은 ‘문화’가 들어간 기관들을 주변에서 접하고 있다. 특히 ‘예술’

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단체들은 자신의 생업과도 직

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들 대부분이 ‘문화’를 가시적 형태를 지닌 실체

로 인식하고 그것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활동을 ‘문화예술교육’이라

는 이름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앞선 이론적 배경

에서도 밝혔듯이 문화와 교육은 하나의 ‘삶의 형식(form of life)’으로

서 서로 다른 “삶을 해석하고 실천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조용환

외, 2009). 그렇기 때문에 ‘문화’를 하나의 실체로 바라보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문화 전승’의 활동을 ‘교육’과 동일시하는

태도는 문화와 교육의 의미를 모두 지나치게 협소하고 제약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이번 논의에서는 ‘교육인류학

의 삼각형’ 모형을 토대로 교육인류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화와 교

육의 개념을 음악교육에 적용시킨 후 이번 연구에서 관찰할 수 있

었던 문화와 교육의 모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그림 4> 음악교육의 삼각형(출처: 조용환, 2012b: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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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삼각형의 한 꼭짓점에 있는 삶을 보자. 연구 참여자들의 삶

은 나의 연구와는 상관없이 이미 그렇게 있는 것(質)이다. 이와 달

리 문(文)은 연구자인 내가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자 그 현장으로 들

어가 그들의 삶에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즉, 문화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횡적 상대성의 관점에서 그들의 문화를 살핀 것

이다. 삼각형의 다른 꼭짓점에 위치한 이러한 문화는 나와 연구 참

여자들 간에 서로 다르게 형성된 문적 질서 가운데 놓여 있다. 그렇

기 때문에 나에게는 문적 질서, 즉 문화를 해체하여 그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자 부단히 나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문

질빈빈’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한편 삼각형의 또 다른 꼭짓점에

위치한 ‘교육’ 또한 문화의 한 이름으로 이미 개념화되어 있고 범주

화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은 우리들의 문화를 반성적으로 다시 돌아

봄으로써 더 나은 삶을 도모하고자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즉,

종적인 상대성을 고려하는 가운데 ‘교육의 눈’으로 음악교육의 문화

를 살피는 것이다.

이렇듯 삶과 문화와 교육의 세 꼭짓점이 문질빈빈하며 문화의 횡

적 상대성과 교육의 종적 상대성을 고려하는 가운데 더 나은 삶을

추구한다. 지금부터 이러한 삼각형 모형을 토대로 연구 참여자들의

문화와 교육이 어떤 모습으로 민요수업 속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

펴보고자 한다.

1) 민요수업의 문화

서덕희(2009: 32)는 문화에 대해 “인류 스스로 규정한 규정(self-

determined determination)”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

한 문화는 인간으로 하여금 무언가를 가능하게 하는 과정이면서 동

시에 억압하는 과정이다. 민요를 배운지 약 15년 정도가 지났지만

자신 있게 스스로를 민요강사라고 소개하지 못하는 연구 참여자들



- 82 -

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은 어쩌면 이러한 ‘문화’의 속성에 기인한 것

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이번 장에서는 보존회와 연구 참여자들

의 삶을 ‘문화’의 눈으로 살펴보며 그로인해 발생하는 프로와 아마

추어 사이의 문제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평범한 주부로서 가정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며 살아오던 연구 참

여자들은 제각기 다양한 사연들을 가지고 민요수업에 참여하게 되

었다. 그들 중에는 민요강사로서 활동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민요

를 시작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장이 민요수

업을 하면서 자신의 꿈은 “제자들을 지도자로 만들어서 배출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도 그들은 그저 “꿈같은 일”로 여기며 “그

랬으면 참 좋겠다.”라는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러한 이사장의

꿈은 세월이 흘러 현실이 되었고 연구 참여자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민요강사가 되어 민요수업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가정

의 주부로서 살아가며 그저 취미로 민요를 배우러 잠시 동네 문화

원에 들른 것뿐인데 이사장은 그들을 민요강사의 길로 이끌었다. 문

화원 강습을 통해 민요를 배워 온 그들에게 민요는 그저 취미였고,

자신들은 그저 민요를 배우는 아마추어였던 것이다. 이러한 아마추

어로서의 정체성이 강한 그들의 문화 가운데서 ‘민요강사’라는 존재

는 ‘전문가’와 동일한 의미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길게는 약 15

년이라는 세월동안 민요를 배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아마추

어’라는 문화에 갇혀 민요강사로 활동하게 되는 좋은 기회를 얻기는

하였지만 이사장의 격려와 칭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에게 민요강사

라는 정체성을 부여하지는 못했다. 이러한 아마추어들의 정체성에

대해 스테빈스(Stebbins, Robert A.) 역시 아마추어들은 스스로의

실력을 전문가들과 비교했을 때 열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들의 정체성을 물었을 때 선뜻 스스로를 프로라고 이야기하지 못한

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정지원 2008: 47, 재인용).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정지원(2008: 47)은 “예술가 정체성을 갖는 사람은 그만큼

전문적 지식과 기술에 기초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다.”고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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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도 이러한 자심감의 문제가 연구 참여자들을 힘들게 한다

는 것을 알았던 것일까? 지속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이사장은 ‘서도선소리산타령지도

사자격증’(이하 ‘지도사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이 자격증을

도입하게 된 배경에서 “아직까지 국내에는 민속전통음악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 및 민간자격제도가 전무하여 일부 전문 국악학교나

국악 관련 전문인에 의한 승계로 이어지고 있어 일반인이 쉽게 접

하고 취득하여 개인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시급한

실정”26)이라고 언급하며 민속 전통 음악이 ‘일부 전문 국악학교나

국악 관련 전문인에 의한 승계’로 전승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

다. 이렇듯 이사장은 전문 국악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연구 참여자들

이 이 지도사 자격증을 통해 자신감을 얻어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

고 민요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에 많은 노력을 쏟게 된

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또한 “집단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몸에 무늬를

새겨 넣는 대표적이며 전형적인 문화(文化)의 과정, 즉 길들임의 과

정이다.”(서덕희 2009: 31) 그러기에 문화의 과정, 즉 길들임의 과정

을 거쳐 ‘전문인’이 된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문(文)적 기준이 충

족되어 여러 기관들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는 있었지

만 자격증 자체가 실력 향상이라는 개개인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해

결해 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갈등은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해결되지 못한 채 그들을 억압하는 또 다

른 하나의 문화로 방치된다.

이처럼 강사로서의 삶에 자신감을 갖지 못했던 연구 참여자들에

의해 지도사 자격증이 생기게 되었고, 그들은 일정 기간의 교육과

시험을 거쳐 ‘전문인’이라는 타이틀을 얻기는 하였지만, 그것이 본질

적으로 개인의 실력과 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함을 알게

된 것이다.

26) 서도선소리산타령지도사자격 추진계획서(2008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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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렇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개개인의 정

체성에 문제를 겪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의 상황과는 달리 국가에서

지정하는 자격증 제도를 통해 프로와 아마추어를 분명하게 구분하

고 있는 바둑계 내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오히려 계층 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김달수·정수현(2003)은 바둑계 내에

존재하는 ‘아마 강자’라고 불리는 “아마추어 기사(棋士)” 집단을 ‘자

격증 없는 바둑 전문가’라고 칭하고 있다. 바둑계에서는 한국기원에

서 주관하는 입단제도를 통해 특정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바둑 시합을 벌여 1년에 한 번씩 약 12명 정도의 프로기사를 선발

하고 있다. 이처럼 제도를 통해 프로와 아마추어를 분명하게 구분하

고 있는 바둑계에서는 입단시험을 통과하여 프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자신의 실력을 꾸준히 쌓아가는 인구가 많아지면

서 프로와 아마추어 활동 사이에 경계가 희미해지기도 한다. 그래서

아직 프로 입단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바둑을 같이

공부하다 프로 입단에 성공한 동료와 자신과의 차이에 대해 단순히

“입단대회를 통과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로 인식”(p.7)하고 있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아마추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입장과는 달리

논문의 저자는 서두에서 아마추어 기사들에 대해 “이 계층이 바둑계

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부정적인 존재로 인식되기도 하며, 프로기

사 계층과의 갈등을 낳기도 한다.”(p.3)라고 밝히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자격증을 프로와 아마추어의 구분을 떠

나 개인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동기 부여의 기회로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보존회의 강습생인 김순임(50대 중반)은 “우리나

라 꺼를 배워서 전도하는 게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며, 민요를 성경

내용으로 개사해서 부르면서 할머니들을 전도하러 다니고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 레크레이션 자격증, 스포츠 마사

지 자격증, 호스피스 자격증, 적십자 활동 증명서까지 보여주며 “이

번에는 (산타령 지도사 자격증) 2급 따야지.”라고 이야기한다. 민요

를 배운지 5년 째 되는 이기쁨(60대 중반)도 민요를 배워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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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께.

막상 연필을 들고 글을 쓰려니 어색합니다. 평소에

제가 말을 해왔듯이 항상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지한 저를 끊임없이 이끌어 주

셔서 지금의 나를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건강한 생

활을 할 수 있고, 또 보람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아저씨랑 저기 시골에 같이 차 한 대 사가지고 경로당 다니면서, 여

기 배낭에다가 소주, 막걸리 좀 넣고 그 양반들 한 잔씩 따라드리면

서 노래 좀 불러주면서 돌아다니는 꿈”을 이루기 위해 이 자격증 반

에서 민요를 배우고 있었다. 그녀는 1급과 2급 자격증까지 취득하면

서 “몇 번 기권 하려다가 참고 또 참고 배우니까 좋은 거야.”라고

이야기하며 이제는 전문인 자격증 취득을 위한 단소 불기에 도전을

시작하고 있었다.

이렇듯 자격증이라는 제도를 통해 살펴본 문화라는 것은 서로 다

른 상황 속에서 애매한 경계를 가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의 모

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문화적 횡적 상대성의 관점에서 각각의 문화

는 그 상황 속에서 모두 의미 있고 소중한 것임이 틀림없다. 보존회

의 연구 참여자들도 물론 애매한 상황에 놓여 정체성의 혼란을 겪

기도 했지만 보란 듯이 ‘전문인’이 되어 여러 기관에서 민요수업을

할 수 있었고, 이러한 활동 자체가 연구 참여자들의 삶을 더욱 풍성

하게 바꿔준 것 또한 사실이다.

그래서일까?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보다 나이가 스무 살 이상

어린 이사장을 매우 깍듯하고 공손하게 대했으며, 특히 연구를 하는

내내 그들의 활동과 생각 저변에 깔린 이사장에 대한 감사의 마음

이 나에게 강하게 전달되기도 했다. 이러한 그들의 마음은 김옥례가

연구 기간 중 모두 함께 모인 송년회 자리에서 이사장에게 쓴 다음

편지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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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여 선생님의 기대에 못 미치지만 그래도 저

는 행복하답니다. 남편도 항상 대단한 선생님이라

고 이야기 한답니다. 선생님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

과 희생정신이 뚜렷하여 우리도 조금은 닮아가나

봅니다. 고맙습니다.

이승화 또한 민요를 배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준 이사장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승화: 내가 우리 이사장님 못 만나고 영등포나 그런데

서 다른 선생님 만났으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배우기만 하고 또 집에 와서 놀고, 또 노인

정에나 가서 놀고 그러겠지요. 내가 뭘 하겠어.

이사장님을 만난 덕에 그래도 이사장님이 저를

또 잘 봐주신 덕에 이렇게 왔지, 우리 (보존회에)

젊은 사람들도 많아요. 뭐. 음성(목소리)도 좋고

(민요) 잘 부르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다 놔두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고마운 거죠.

이렇게 연구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사장에 대한 고마운 마음

은 단지 이사장이 그들을 ‘전문인’으로 만들어 민요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이사장은 ‘남편과 자

식에게 희생만 하고 살아 온 억울했던 삶’에, ‘사고 후 아파서 집에

서 누워만 있던 삶’에, ‘영감님이 세상을 뜨고 허전했던 삶’에, ‘하고

싶었던 것을 찾아 헤매던 삶’에서 벗어나 그들에게 ‘마음 둘 곳’, ‘정

착할 곳’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은 아닐까?

이렇듯 인간은 이제까지 늘 특정한 문(文)의 안락함에 집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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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더 깊고 넓은 세계와 만나고 그러한 세계를 만들어나가기 위

해서, 다시 말해 자신의 몸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기존의 체험 구

조, 즉 문을 벗어나려는 질(質)적인 노력을 하고, 그러려고 노력하는

타인을 지원해 왔다. 바로, 특정한 방식으로 길들인 결과 얻게 된

체험적 구조, 즉 문을 지속적으로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친

것이다(서덕희, 2009).

이제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의

삶을 구성하고 있던 문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자신의 삶을 재구성

하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그들의 삶은 나에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포착되었다.

2) 민요수업의 교육

앞선 ‘민요수업의 문화’를 통해 우리는 연구 참여자들이 아마추어

와 전문인이라는 문적인 규정에 얽매여 아마추어로서의 삶에도, 전

문인으로서의 삶에도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분명 그들은 국악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한 ‘아마추

어’이지만, 한편으로는 남들 앞에 서서 ‘민요수업’을 진행하는 ‘전문

인’이었기에 그들의 삶을 문적인 잣대를 기준으로 한 쪽 편에 세우

고자 했을 때 그들은 그 어느 편에도 당당히 설 수 없는 그러한 위

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좀 더 질적인 관점에서 ‘배치’27)

를 달리하여 바라보면 ‘가르침과 배움’을 통한 ‘더 나은 삶’을 추구하

는 교육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삶의 형식으로서의 교육에 대

한 내용은 앞선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 본 바 있기 때문에 이번 장

에서는 교육이 가진 속성들을 살펴보면서 민요수업에 나타나는 ‘교

육’에 한발 더 다가서고자 한다.

27) ‘배치’에 대한 개념은 I장 이론적 배경(p.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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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내가 이번 장에서 사용하는 ‘교육’이라는 용어는 조용환

(1997, 2012a)의 개념에 상당 부분 의지하고 있다. 조용환(2012a: 7)

은 “본질은 무엇을 무엇답게 만드는 핵심적인 성질”이라고 이야기하

며 교육을 가장 교육답게 만드는 교육의 본질에 대해 가르침과 배

움의 상징적 상호작용, 더 나은 인간 형성의 존재론적 지향, 변증법

적 대화의 과정의 세 가지 요소로 설명하고 있다. 이 세 가지 교육

의 본질은 그동안 교육을 단순히 문화 전승의 과정으로써 가르치는

것으로 여겨왔던 관점에서 벗어나 좀 더 넓은 이해의 폭을 가져다

주었고, 궁극적으로 이번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삶과 또 그들의

수업을 ‘교육’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근거들을 제시해 주었다. 그

러면 지금부터는 이러한 교육의 세 가지 요소들이 연구 참여자들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먼저 그들의 스승인 이사장의

삶을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이사장은 20대 후반부터 문화원에서 민요 강습을 시작했다. 그때

부터 이사장은 단순히 민요를 가르치기만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동네 여러 곳에서 민요 공연을 하는 봉사활동을 약

10여 년 간 해오다가 사람들이 점차 “나가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그

들에게 사례비를 지급하기 위해 사단법인의 형태로 단체를 키우게

된다. 보존회를 단순히 ‘효율성’과 ‘이익 추구’에 초점을 맞춰 성장시

키려고 했다면 이러한 사단법인의 형태가 아닌 일반 사설 국악학원

으로서의 성격을 띠며 민요 전공자들을 강사로 섭외하여 그들과 적

절한 비율로 강습료를 배분하는 식으로 보존회를 운영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사장은 ‘경영자’가 아닌 ‘교육자’의 마인드로 아마추어 민요

강사들과 함께 교육활동에 참여하기를 자처했다. 이사장은 연구 참

여자들을 강사로 내보내고 난 뒤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그들의

상태를 체크하고, 또 “불가능할 것만 같던 어려운 곡”을 선택하여

가르치면서 지속적인 자극을 주고 있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아마추어 민요강사’로서 뿐만 아니라 ‘연주자’로서 무대에 서는 경험

도 하게 된다. 공연이 있을 때마다 함께 모여 연습하며 연주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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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세와 무대에서의 매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는 것이다. 이렇듯

애초부터 이사장의 마음 깊은 곳에는 자신이 가진 ‘민요’라는 재능

을 단순히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보다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그들

과 상생하는 삶을 모색하고자 하는 마음과 노력이 있었다.

이사장의 영향을 받은 연구 참여자들도 현재의 활동을 통해 물질

적인 이익을 추구하며 효율성과 합리성을 따지기보다는 남은 세월

을 자신이 맺고 있는 스승과 제자 관계를 유지하며 가르침과 배움

의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

에 “배워야만 가르칠 수 있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있어서 ‘교학상장’

의 의미는 좀 더 ‘살아있는 개념’임과 동시에 그들 삶의 지향으로 드

러난다. 교육적인 삶은 지향적인 삶이며, 교육의 본질로서 지향은

‘주어진 것’을 초월하여 ‘가능한 것’을 발견하는 자세이다(조용환

2012a). 민요수업을 통해 더 나은 삶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 그리

고 그러한 삶을 지향하는 연구 참여자들의 모습은 나에게 진정한

‘교육’의 모습으로 다가왔다. 이승화는 만약 자신이 이렇게 민요수업

을 하지 않았다면 “집에 그냥 우두커니 있었겠죠.”라고 이야기한다.

이렇듯 민요연습을 통한 과거의 축적된 자신의 삶과 더 나은 미래

를 위한 현재의 삶이 ‘지금 여기’의 이승화를 비롯한 연구 참여자들

의 삶을 좀 더 의미 있게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다.

가르침과 배움의 상호작용과 더 나은 인간형성을 위한 존재론적

지향의 모습들을 앞서 살펴본 연구 참여자들의 삶과 수업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었다면 마지막 요소인 ‘변증법적 대화의 과정’은 연구

참여자들의 사례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민

요수업에서 열린 대화를 통해 서로 간에 삶을 나누는 모습은 자주

볼 수 있지만 그 대화의 과정에 민요공부와 관련된 변증법적 질문

들을 찾아보기는 힘들었다. 이것은 질문을 하려면 민요라는 실기의

특성상 궁금한 부분에 대해, 그리고 점검 받고 싶은 부분에 대해 직

접 노래를 불러 보는 과정이 필요한데, 일대일의 개인 지도가 아닌

그룹이 함께 하는 수업의 상황에서 자신이 직접 ‘잘 못하는 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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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들 앞에서 불러보며 질문을 하는 것은 매우 꺼려지는 상

황일 수 있다. 최승자는 이러한 질문이 없는 강습생들에게 “혼자 이

게 맞나 저게 맞나? 고민하지 말고 모르면 물어봐라.”라고 이야기를

해도 강습생들이 질문을 하지 않는 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그러

면서 그들은 “이런 거(민요)는 시간이 흘러야 되는 거지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질문을 하

지 않는다고도 이야기한다.

이사장 역시 아마추어 수준의 교육 활동에서 제한적으로 드러나

는 ‘변증법적 대화의 과정’에 대한 염려 때문인지 지도자반 수업에

서 실력 향상을 위한 개개인의 노력과 스스로 질문을 갖는 것에 대

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사장: 제가 잘해야 여러분들이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

는 것처럼 또 여러분들이 잘해야 여러분들의 교

육생들이 또 나가서 잘 가르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알아도 정확하게 사람들이 궁금

해 하는 것들이 있으면요 정확하게 차이점을 이

야기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

여러분들이 직접 자꾸 질문을 갖지 않으면 안 되

는 거예요.

이러한 변증법적 대화와 질문은 교육을 교육답게 하는 중요한 요

소 가운데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입시위주의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이러한 접근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조용환, 2012a). 음악교

육의 현장에서도 변증법적인 대화의 과정과 질문을 통한 수업이 아

닌 스승의 일방적인 ‘기술의 전달’이 이루어짐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어지는 장을 통해서 이러한 ‘기술의 전달’로서 ‘훈련’과 ‘사회화’의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음악교육의 모습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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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악교육 다시보기

지금까지 연구 참여자들의 삶을 문화와 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보

면서 그들의 활동에 드러나는 교육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금

부터는 좀 더 논의를 확장하여 다양한 음악교육의 형태에 대해 살

펴보며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육의 모습에 대해,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음악교육의 본질에 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논의들은 모두 나의 주관적인 체험과 견해를 바탕으로 이루

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주관(主觀)이라는 것은 한자 뜻 그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본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적인 것’ 혹은 ‘개인적인 것’

과는 다르다. 우리는 이미 ‘세계-내-존재’이자 ‘문화적인 존재’로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세계지평을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주관’은 나와 공존하고 있는 타인들과의 ‘상호 주관’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즉 내가 주체가 되어, 혹은 주인이 되어 보는

것은 세계 지평을 공유하는 타인들과 함께 보는 것이고, 따라서 얼

마든지 공유와 소통이 가능하고, 공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나의 음악교육에 대한 주관적인 체험과 견해 또한

나와 세계지평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충분히 공유와 소통

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객관(客觀)이라는 것은 한자 뜻

그대로 ‘손님’이 되어 본다는 것이다. 즉, 이 말은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의 주인이 아닌 ‘손님’으로서, 나 자신이 아닌 다른 것, 즉 ‘도구’를

통해 현상을 바라본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창의성’이라는 것을 볼

때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창의성 검사’를 도구로

삼아 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창의성’의 속성은 ‘창의성 검사’의 언

어로 감환되어 나타나게 되고, ‘창의성 검사’의 그물에 걸리는 것들

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대신 이렇게 되면 나도 다른 사람들도 같

은 ‘도구’를 통해 현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일

시 할 수 있게 된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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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체험한 음악교육의 다양한 모

습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나의 견해와 해석을 통해 음악교육의 본

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1) 음악의 훈련, 사회화, 교육

나는 음악교육의 본질을 찾기 위해 먼저 내가 지난 10여 년 간

체험한 전문 음악교육으로서의 ‘레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레슨’이라는 용어는 ‘도제식 교수-학습’이라는 용어와의 비교를 통

해 좀 더 분명히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레슨은 현대적 의미

로서 공식적 교육활동인 ‘학교(schooling)’가 끝난 후 같은 스승으로

부터 레슨을 받는 학생들 간에 또는 그 학생과 스승 간에 레슨실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일련의 교육적, 문화적 상호작용으로서 좀 더 현

장지향적(emic) 용어라고 한다면, ‘도제식 교수-학습’은 교육학계 내

에서 주로 논의되는 교육방법의 한 이론으로서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듬어지고 개념화된(etic) 용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

제식 교수-학습’이 삶의 어떠한 형태를 가리키는 용어이든 간에 ‘교

육’이라는 형식을 그 전경에 드러내고 있고 또한 그러한 모습을 드

러내고자 할 때 사용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김한미, 2009; 이용

남, 2001; 최성욱·신기현, 2000). 반면 ‘레슨’은 현상이 먼저이기에 그

전경에 ‘교육’ 아닌 다른 것이 드러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레

슨’이라는 활동은 분명 전문 연주자를 지향하는 학생들이 많은 시간

과 물질적인 투자를 감수하면서 제도권 외의 교육기관을 통해 개인

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활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레슨이라는

활동의 전경에는 ‘실력 향상을 통한 연주자로서의 성장’이라는 점이

더 부각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이러한 ‘실력 향

28) 이 ‘주관’과 ‘객관’에 대한 논의는 조용환 교수가 강의하는 서울대학교 ‘교육인

류학 연구’ 수업의 온라인 커뮤니티(ETL)에 올라온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요

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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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통한 연주자로서의 성장’에 초점을 맞춘 레슨이 바로 레슨을

레슨답게 하는 레슨의 본질일 것이다. 다시 말해 도제식 교수-학습

과 레슨은 모두 음악의 입장에서 본다면 연주 실력의 향상을 목표

로 하는 활동임은 분명하지만 도제식 교수-학습이 ‘교육적 현상’을

드러내고자 할 때 사용하는 용어라면 레슨은 실력 향상을 위한 ‘훈

련’과 ‘사회화’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전통음악의 경우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거나 변형을 할 수 없는

정형화된 연주법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스승의 연

주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연주할 여지가

매우 미비하다. 이것은 1차적으로 교육의 변증법적 속성을 불가능하

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대부분의 레슨은 전문

연주자로 성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악곡의 반복을 통한 모방(copy)의

과정, 즉 훈련(training)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훈

련은 기술, 기능, 지식 등을 습득하기 위해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주입하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라는 용어는 학습과 학습

자에 대한 논의나 고려가 없이 교수, 즉 가르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훈련’이라는 단어가 ‘훈련을 시킨다’,

‘훈련을 받는다’와 같이 지시와 수용의 맥락 속에서 사용된다는 점

에서, 또한 ‘직업 훈련’, ‘군사 훈련’과 같은 어휘로 사용된다는 점에

서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교육’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용어이다.

또한 레슨에서는 같은 스승 밑에서 배우는 학생들의 수가 많아짐

에 따라 그 스승을 중심으로 구성된 제자들 사이의 인적 네트워크

속에서 레슨을 포함한 정기적인 모임과 공연, 산 공부(합숙 훈련)

등에 참여하면서 전문 음악인으로 성장하는 ‘사회화’의 모습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화도 훈련과 마찬가지로 교육과 명확히 구분되

지 않고 혼용되고 있다. 실제로 오래 전부터 부족사회를 연구해온

인류학자들은 교육을 사회화와 동일시하였음은 물론이고 문화 전승

도 이러한 사회화의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조용환

1997). 특히 사회화를 학문적 개념으로 처음 정립한 뒤르켐(Em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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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kheim)은 “사회는 그 구성원들 간에 충분한 정도의 동질성이 있

어야 존속할 수 있다. 교육은 그러한 동질성을 부단히 고취하기 위

해서, 어린 시절부터 집단생활에 필요한 ‘서로 닮으려는 노력’을 습

관화시킨다.”라고 이야기하며 “교육=사회화가 집단의식의 고취 혹은

사회적 동질성의 내면화를 통해서 사회 질서를 구성하고 재생산하

는 활동이라고 보았다.”(조용환 1997: 25, 재인용) 이러한 사회화는

사회 체제의 재생산과 그 과정의 정당성을 따지기보다는 결과를 주

목하는 닫힌 체제(closed system)인 반면, 교육은 사회의 유지뿐만

아니라 변혁에도 관심을 가지고 가르침과 배움의 과정 자체를 주목

하며 방법적 정당성에 대한 논의를 중시하는 과정지향적인 ‘열린 체

제(open system)’라고 할 수 있다(조용환, 1997).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훈련과 사회화와는 구분되는 교육의 고유

한 모습은 가르침과 배움의 과정 그 자체를 중요시하는 삶의 형식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음악교육 내에서 교수자로서의 활동을

담당하는 주요 구성원들의 대부분은 어린 시절부터 교육이라는 명

목으로 훈련과 사회화의 모습을 한 레슨을 받고 성장한 것이 사실

이다. 나는 이러한 레슨이 훈련과 사회화의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

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훈련과 사회화로서 레

슨을 받아 온 구성원들이 대상과 목적이 다른 일반 음악교육의 현

장에서도 똑같은 접근을 하게 되면서 레슨과는 구분되는 교육을 ‘문

화 전승, 또는 가르치는 것’ 이상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본다.

실제로 대부분의 음악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은 자신이 현재 전

공하고 있는 악기를 무대에서 연주하는 전문 연주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속한 ‘레슨 집단’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음악 활동

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음악대학 졸업생들이 연주나 공연,

또는 자신이 받았던 레슨으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기 보다는 초등

학교 강사나 중.고등학교 음악 교사로 취직하여 일반 음악교육 활동

에 참여하며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음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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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29)

이에 나는 문화 전승, 혹은 레슨과는 구분되는 ‘음악교육의 본질’

을 찾기 위한 이러한 훈련과 사회화의 속성을 갖는 레슨을 받아 본

경험이 없는 아마추어 연주자들을 연구의 참여자로 선정하여 그들

의 수업을 관찰하면서 ‘음악교육의 본질’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나의 상심과 연구를 통해 새롭게 발견한 음악

교육의 모습을 다시 바라보며 이 글의 독자들과 함께 논의를 이어

가고자 한다.

2) 음악교육의 본질

우리는 흔히 본질을 기능과 혼동한다. 어떤 사물의 본질에 대해

생각할 때 그것의 ‘쓰임’을 먼저 떠올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질은

그것의 ‘쓰임’이 아닌 그것 ‘다움’을 묻는 것이다. 친구의 본질은 친

구의 ‘쓰임’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친구 ‘다움’에서 찾아야 한다는 말

이다(조용환, 2012a).

내가 이번 장에서 조금은 과감하게 ‘음악교육의 본질’이라는 제목

을 붙인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음악교육이 아마추어들의

삶 속에서 어떤 기능과 쓰임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

나 그들의 삶을 나의 연구에 중심에 놓고 그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었던 음악교육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 지

금부터는 현재 학계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음악교육의 본질에 대한

관점과 내가 연구 현장에서 발견했던 음악교육의 모습들을 비교해

봄으로써 그 본질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심미적 음악교육론을 주창한 미국의 대표적인 음악교육 철

학자 리머(Reimer)는 음악교육의 본질은 음악의 본질에 기인하기

29) 이러한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을 극복하고자 ‘전문 음악인 양성’을 목표로 짜인

음악대학 내 교육과정의 변화를 촉구하는 많은 연구와 보고서 등이 나와 있다

(문한종, 1993; 김용희, 1999; 이영애, 2003; 권수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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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철학적으로 음악의 본질을 다루는 학문인 미학에 대한 이해

가 음악교육철학 체계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권덕원 외,

2010). 그는 음악 속에서 작곡자가 의도한 ‘느낌’을 감상자가 경험하

는 것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느낌의 가능성’에 대한 탐구를 통해 음

악에 담긴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이 음악교육의 본질이라고 주장

한다(권덕원 외, 2012). 이러한 리머의 주장은 ‘실천주의 음악교육론’

을 주창하는 엘리엇(Elliott)30)과 더불어 음악교육 내에서 논의되는

대표적인 철학 가운데 하나이다.

이처럼 교육학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교육에 대한 관점들 가운데

리머나 엘리엇과 같이 교과가 교육의 핵심 요소를 차지하며, 이 교

과와 교과의 원리가 무엇이냐를 해명하는 것이 곧 교육과 교육의

원리를 해명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인식되는 교육관을 ‘교과교육의

교육관’이라고 할 수 있다(신기현, 2009). 그렇기 때문에 음악교육학

내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교과의 원리에 더 많은 집중을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 교과교육의 원리를 설명함으로서 해당 교과교육의 당

위성과 철학적 기반을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한 작업일 것이다.

이홍수(1992: 26)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음악교육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한다.

음악과는 음악 작품 및 표현-향수 활동의 심미적 체험과

창의적인 음악 능력의 습득, 풍부하고 바람직한 음악적

심성의 계발을 그 본질로 삼으며, 그것으로부터 음악과의

독자적인 구조를 도출하게 된다.

이처럼 음악교육 내에서는 예술의 한 분야로서 음악교과를 바라

보고 이러한 음악의 원리에 따라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을 가장

30) 엘리엇의 실천주의 음악교육론은 음악교육의 가치와 본질은 음악을 정적인 관

조의 대상으로 보아 음악의 미적 개념을 파악하는 미적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

라, 음악을 만들어 내고 표현하는 행위와 음악의 생성 과정에서 작용하는 인간

의 내적 사고와 관점들을 발견하는 것에 있다(민경훈 외, 2010: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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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교육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음악교육을 통해 그것

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음악교육의 본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서 사용되는 본질이라는 용어는 그것의 ‘쓰

임’에 관심을 갖고 음악교육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그 ‘철학적 기반’

을 세우기 위한 맥락에서 사용 됐다는 점에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본질’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번 연

구를 통해 음악교육다운 음악교육의 모습, 즉 음악교육의 본질을 이

야기하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 앞선 학자들이 밝힌 강령적 의미를

지닌 음악교육의 본질(철학 또는 당위성)에 관한 내용은 나의 연구

의 맥락상,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상,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문질빈빈(文質彬彬)을 추구하는 질적 연구의 원리에 따라

기존에 이미 많은 학자들에 의해 개념화 되어있는 ‘음악교육의 본

질’(文)을 수용하며 그 개념을 나의 연구 현장에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연구 참여자들의 생활 모습을 ‘있는 그대로’(質) 바라보며

그들의 삶과 문화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나만의 음악교육의 본

질을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내가 그들의 삶과 문화 가운데서 발견한 음악교육의 본질을 정리하

고자 한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있어서 교육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닌 가르침

과 배움이 함께하는 시간이다. 이러한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 그들은

‘학습자-되기(becoming)’, ‘교수자-되기(becoming)’에 힘을 쏟고 있

었으며 이를 위해 서로를 밀고 당겨주는 ‘교학상장’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예술적 경지에 이르기 위한 큰 계획이나

포부를 가지고 민요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하루하루 성장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최승자는 보존회 식구들과

함께한 송년회 자리에서 “저는 매일매일 발전해 가면서, 배워가면서,

터득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계획을 크게 갖지는 않습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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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한다. 김옥례 또한 “(제가) 마음먹은 것은 그냥 이대로 하루하

루 즐겁게 보내고, 조금~ 발전해 나가려구요.”라고 이야기하며 자신

의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이렇게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민요를 하는 것이 아닌, 그저

하루하루 더 나아지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고자 하는 모습이

있기에 그들은 나 혼자만 민요를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

과 민요를 나누는, 즉 상생(conviviality)하기 위한 민요수업에 참여

하고 있는 것이다. ‘무언가’를 좇아 방황하던 가운데 이사장의 민요

수업에서 바로 그 ‘무언가’를 찾게 된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겪은

이러한 과정들을 수강생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했다. 그들에게 있어

서 민요수업은 학문으로서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도, 예술로서 경지

에 이르기 위한 과정도 아니었다. 그저 ‘가르침과 배움의 상호작용’

과 ‘더 나은 인간 형성을 위한 존재론적인 지향’을 추구하는 ‘교육이

라는 삶의 형식’에 참여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봤듯이 나에게 있어서, 또 이번 연구에 있어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음악교육의 본질은 바로 연구 참여자들의 수업

에서 관찰 할 수 있었던 ‘반복’, ‘타협’, ‘적용’, ‘상생’의 특징을 드러

내는 그들의 삶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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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많은 논의들 속에서 나는 음악교육의 본질이 무엇인가

를 묻고 답하기 위해 긴 시간을 고민해 왔다. 아니,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2년 간 보존회에서 만난 연구 참여자들의 삶에서 발견

할 수 있었던 가슴 뭉클했던 그 ‘무언가’를 음악교육(학)의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 긴 시간 고민해 온 것이다. 그 고민의 결말은 아직

나지 않았다. 다만 이 연구를 통해 잠정적인 수준에서 마무리되었을

뿐이다.

이번 장에서는 이렇게 잠정적으로 마무리된 이번 연구를 ‘아마추

어’와 ‘음악교육’이라는 두 가지 주제에 맞춰 정리하고자 한다. 이것

은 연구 과정에서 내가 배우게 된 점과 그것을 통해 제언하고자 하

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며, 달리 말하면 이번 연구의 의의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나는 이번 연구 과정을 통해 그동안 ‘지도와 개선’의 대상으

로 여겨왔던 아마추어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었다. 기

존에 많은 선행연구들이 아마추어를 대상화하여 바라보고 그들에

대한 지도 방법이나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는 인식론적인 접근을 취

하고 있었다면, 나는 연구 참여자들 개개인의 삶을 바라보며 그 상

황을 살아가는 존재, 나와 세계 지평을 공유하고 있는 존재로서 그

들을 바라보고자 했다. 연구 참여자들이 민요를 시작하게 되기까지

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공감할 수 있었고, 이러한

공감을 통해 나는 그들의 민요수업을 한층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

던 것이다. 그들의 수업에서 ‘타협’은 결국 수강생들 한 명 한 명과

더 나은 삶을 공유하고자 하는 그들만의 방법이었듯이 그들은 아마

추어라는 정체성과 민요강사라는 정체성 사이에서 독특한 그들만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결국 ‘아마추어’의

모습도, ‘민요강사’의 모습도 아닌 한 인간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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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기에 더 이상 나에게 아마추어를 어떻게 개념화하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저 교육적 삶의 형식으로 개개인의 삶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함을 알게 된 것이다. 집단화된 대상으로 치부되며

지도와 개선의 대상으로 여겨지던 아마추어가 아닌 자신의 삶을 살

아가는 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대할 때에 음악교육

내의 연구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와 연구 방법은 더욱 확장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민요수업을 통해 관찰할 수 있었던 교

육다운 교육의 모습을 ‘음악교육’의 모습으로 확대 적용시켜보고자

한다. 마지막 장에서 음악교육의 본질이 결국 ‘연구 참여자들의 삶’

이었다고 밝혔듯이 그들이 민요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궁극

적으로 추구했던 ‘상생’이라는 키워드는 교육의 본질을 가장 잘 나

타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나는 더 이상 음악교육

내에서의 연구가 아마추어들에 대한 지도법이나 개선 방안 등을 제

시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고 좀 더 교육의 본질에 초점

을 맞추어 그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의 제언과 연구 성과를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더불어 음악교육 내에 만연한 ‘교육은 가

르치는 것’이라는 인식이 레슨과 교육의 개념이 구분되지 않고 동의

어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듯이 대학

내의 교과과정에서 한 번쯤 레슨으로써의 ‘예술의 전승 과정’과는

구분되는 ‘교육’의 의미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

본다.

이렇게 나는 ‘아마추어’와 ‘음악교육’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를 통해

지금까지의 연구 내용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그러나 질적 연구에서

는 이렇게 연구 수행의 결과를 표현(presentation)하기 위한 과정에

서 현장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는 ‘재현의 위기(the crisis of

representation)’, 혹은 ‘재현의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조용환(2011b:

32)은 이러한 재현의 한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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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삶은 표현(presentation)으로 점철된다. 즉 시시각

각 지금(present) 여기서 일어나고 있고 벌어지고 있는

사태의 연속이다. 그에 비해 어떤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수행하여 보고하는 맥락은 그때 거기서 이미 일어

난 일을 지금 여기로 가져오는 ‘재현’ 작업이다. 다시 그

때로 돌아가는, 다시 현재화(represent) 하는 문적인 구성

이다. 물론 재현은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그때 거기서 일

어난 일을 최대한 생생하게 재현하기 위해서 질적 환원이

필요하게 된다. 하지만 이미 벌어지고 사라진 일을 ‘있는

그대로’ 재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재현의 한계’이다.

이처럼 질적 연구에서는 이러한 재현의 한계가 존재함을 인정한

다. 더불어 이러한 재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최근에는 다양한 시도

들을 통한 실험적인 질적 글쓰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질적 연구는

설명이 아닌 이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식론이 아닌 존재론, 과

학이 아닌 미학을 지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질적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학술논문이 따라온 실증주의적 검증의 방식이 아닌 존재

론적 이해와 공감을 추구한다(조용환, 2011b).

나는 이러한 질적 연구에서 발생하는 ‘재현의 한계’를 존재론적 이

해와 공감을 추구하는 질적 연구의 원리에 따라 드러내고자 이번

마지막 장을 일기라는 방식으로 재구성해보았다. 이것은 앞선 나의

부족한 글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을 음악교육의 본질에 대한 오해를

‘이해’와 ‘공감’을 통해 조금이나마 만회하고자 시도하게 된 것이다.

또한 논문이라는 형식에 얽매여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어휘에서 벗

어나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좀 더 독자들이 쉽게 이번 연구를 받아

들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시도하게 되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연구 참여자 가운데 허복자와 내가 각각 서로의

상황 속에서 겪은 일과 생각들을 <민요 선생님과 피리 선생님의 일

기>라는 방식으로 정리하며 이번 연구를 마무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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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11일 월요일 (허복자)

아버지 장례를 마쳤다. 삼일 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아

버지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돌아갔다.

마음이 이상하다.

아버지의 삶에 대해 이렇게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작 나는

우리 아버지가 불쌍하게만 여겨진다.

평생을 취미생활도 없이 일만 하며 살아온 아버지...

그렇게 번 돈으로는 자식들, 손주들 용돈에 노인정에 기부금까지...

휴~ 3일 내내 눈물만 줄줄 흘리고 있는 내게 다가와 이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뒷모습이 야속하기만 하다.

이렇게 장례를 마치고 나니 우리 아버지가 너무 불쌍해서 자꾸 눈

물만 난다.

과연 그 남자에게 ‘자신의 인생’이란 게 있었을까?

왜 그렇게 자식과 손주와 주변 사람들만을 챙기면서 살아온 걸까?

마음 한구석이 답답해진다.

오늘 저녁 집에 오자마자 나를 향해 “밥 줘~”라고 소리치는 딸을 보

며, 딸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궁금해진다.

“내가 왜 네 밥을 해주냐?” 목구멍까지 말이 넘어 오려고 했지만,

참는다. 내 딸도 나중에 내가 죽으면 나를 불쌍히 여기겠지?

“밥만 하다 죽은 우리 엄마” 하면서...

2008 8월 11일 월요일 (김현철)

아~ ‘국사모(국악을 사랑하는 모임)’에서 대금 부는 김화음 선생님!!
치과 의사면 그냥 환자들 썩은 충치나 잘 치료해 줄 것이지...

무슨 놈의 대금을 하겠다고 와가지고 날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국악원에서 대금반 수업을 2년이나 들었으면 모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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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모’가 독주하는 데도 아니고 다 같이 합주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혼자서 음정이 반음 이상 높으면 도대체 누가 와서 들어주

겠냐고!!

아무리 음정이 높다고 얘기를 해줘도 음정을 알아야 맞추지~
음과 박자에 대한 기본도 안 돼 있는 사람은 음악하면 안 돼!!!

아마추어들하고 음악 활동 같이 못하겠네! 정말...

으악~ 입대 전까지 한 달 남았다. 한 달만 참자~ 참어~
김화음 선생님 덕분에 군대 가서 웬만한 스트레스는 다 견딜 수 있

을 것 같다.

2008년 9월 2일 화요일 (허복자)

아버지 장례식을 마친지 한 달째가 다가온다.

지금부터라도 ‘엄마’, ‘아내’, ‘며느리’의 인생이 아니라, ‘허복자’의 인

생을 살고 싶다.

근데 허복자의 인생을, 나의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

무작정 남들이 다 한다는 벨리댄스를 3주째 배우고 있다.

가요교실과 종이접기 교실도 다닌 지 2주째 됐다. 또 뭐 할 거 없나?

뭐라도 하는 것이 ‘내 인생’을 사는 것일까?

아직 모르겠지만, 일단 뭐라도 닥치는 대로 하고 싶다.

2008년 9월 2일 화요일 (김현철)

군대 입대하기 3주 정도 남았다. 이제 슬슬 주변을 정리하고 입대를

준비해야겠다.

‘국사모’도 이제 두 번만 가면 되는데, 그분들과 기억에 남는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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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주를 해보고 싶다.

김화음 선생님에게 마지막으로 조언이라도 해드릴 겸, 인터넷에서

‘아마추어 연주자’에 대한 지도법을 검색해 보았다. 의외로 아마추어

연주자를 지도하는 방법에 관한 다양한 자료들이 있었다. 그중에서

<비전공 성인의 음악교육 방법 연구>라는 논문을 하나 골라서 천

천히 살펴봤다.

초견력 증진 방법, 시창, 청음 지도 방법, 피아노 지도 방법, 감상지

도 방법...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었는데, 대부분 저자 자신이 전

문적인 음악가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던 과정들을 알려주는 차원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

아마추어들은 오랜 시간 훈련을 해서 기본기를 탄탄히 쌓는 것보다

는 조금씩이라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 곡 한 곡 완성시켜가

며 기초 훈련도 같이 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 텐데도 말이다.

어쨌든 김화음 선생님께는 내가 군대 제대할 때까지 완료할 미션이

라도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2008년 9월 19일 금요일 (허복자)

오늘 내 인생에 목표를 찾은 것 같다. 가슴이 떨린다.

가요교실 선생님이 내가 하도 노래를 못 부르니까 민요도 같이 배

우라고 추천해 주셨다. 그래서 오늘 문화원에서 하는 ‘서도소리’ 교

실에 한번 가봤는데,

웬걸, 마침 오늘이 쫑파티 날이란다. 순대, 떡볶이, 과자, 음료수...

한가득 사다 놓고 먹기에 나도 옆에서 끼어서 이런저런 이야기 들

으면서 함께 먹었다. 그러고 한참을 있는데 선생님이라는 20대 후반

쯤 돼 보이는 여자 한 명이 독일 공연 갔다 오신 분들을 소개한다

고, 그분들이 떡을 해왔다고, 그러면서 또 떡을 주는 것이 아닌가!

옆에 계신 아줌마한테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고 물어봤더니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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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요 배워가지고 독일로 14박 15일 공연을 갔다 왔다는 것이다!

신랑도 안 보내주는 외국을 민요를 배우면 갈 수 있다니!!

내가 이거를 해야겠다. 외국을 가려면!! 열심히 한 2년 해서 나도 꼭

독일 가야지!! 꼭!!

2008년 9월 19일 금요일 (김현철)

다음 주 월요일이면 입대다. 하필 그 많은 날 중에 내 생일날 입대

하는 행운을 누리게 될 줄이야.

오늘 ‘국사모’ 사람들과 입대 전 마지막 합주를 했다. 그렇게 날 스

트레스받게 했던 대금 부는 치과 의사 김화음 선생님도, 해금은 곧

잘 하지만 새침때기인 김길순 선생님도, 5년째 대금을 불어 이제 산

조도 곧잘 하시는 잘 나가는 의류회사 임원이신 최병남 선생님도,

준수한 외모로 나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피리 부는 민경택

형님도... 장구가 찢어질 듯 매번 우렁차게 연주해 주시는 프리랜서

작가 김준환 형님도, 오늘만큼은 아무 소리 없이 모두 한목소리로

영산회상 한바탕을 멋지게 불고 수업을 마쳤다.

나에게 가장 많은 잔소리를 듣던 김화음 선생님의 대금 소리도 오

늘만큼은 내 마음에 와서 콕콕 꽂히는 듯...

학교에선 매번 연주할 때마다 난 잘한 것 같은데도 음정 틀리다고

지적받고, 박자가 이상하다며 서로가 서로를 지적하기 바쁘고, 아무

리 열심히 해도 잘한다는 소리 한번 듣기 힘든데, 국사모에서만큼은

내 피리 소리 한번 들어 보려고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있는 이

어르신들을 보면서, 혹시 내가 학교에서 받는 지적들을 국사모 사람

들에게 의미 없이 되풀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국사모 사람들은 왜 국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건지,

이 연주가 그들의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오늘 마지막 합주를 하면서 바라본 그들의 눈빛에서 지금껏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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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배우러 온 사람들’로 그들을 여기고, 단순히 연주 기술을 전

달하기에 급급했던 나의 수업을 되돌아보게 된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이렇게 많은 깨달음과 반성을 주나보다.

군대에서 보낼 2년 동안 단순한 ‘지도법’이 아닌 그들의 ‘삶을 이해

하고’ 음악을 통해 ‘함께 더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 고

민해 봐야겠다.

민경택 형님의 ‘군대,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니 걱정 말고 잘 다녀

와라’는 격려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돈다.

2010년 8월 10일 화요일 (김현철)

제대 한지도 일주일이 지났다.

9월부터는 학교에 복학도 해야 되고,

학교 수업도 많이 없을 텐데, 적당한 일자리 하나 구했으면 좋겠다.

2010년 8월 10일 화요일 (허복자)

어제는 가족들끼리 모여 아버지 추도예배를 드렸다.

예배 끝나고 우리 신랑은 또 내가 자꾸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닌다

고 가족들한테 다 일러바쳐서 집에 와서 또 한바탕 싸웠다.

물론 일방적으로 내가 신랑한테 혼난 거긴 하지만, 계속 혼내봐라.

내가 그만두나.

20년 동안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신랑이랑 아이들 뒷바라지까지 다

해줬으면 됐지 뭘 더 바라는지 모르겠다.

아니 무슨 우리 신랑은 조선시대 사람도 아니고 내가 민요 공연하

는 게 기생 같다나? 참 어이가 없다.

또 8월부터는 민요 선생님이 ‘소나무서도산타령보존회’라는 이름으



- 107 -

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활동도 시작했으니, 잘하면 나도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민요 공연도 하고, 잘하면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민요수

업도 할 수 있다고 했다.

민요 배운지 다음 달이면 2년 밖에 안 되는데, 벌써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다. 아무리 신랑이 뭐라고 해도 민요랑 단소

는 끝까지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민요 배우면서 독일까지는 못 갔지만, 베트남 공연도 다녀

오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봉사활동으로 민요

공연도 하고, 집안일만 할 때는 못 느꼈던 새로운 희열을 민요 활동

을 통해서 느끼게 됐다.

내 나이 47살.

뒤늦게 나를 찾게 된 것 같다.

‘엄마’ ‘아내’ ‘며느리’로서 내가 아닌 온전한 ‘허복자’로서의 내 모습!

‘우리 아버지도 나처럼 이렇게 살다 돌아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

는 생각에 추도예배 도중 바보같이 눈물이 주르르 흘러서 혼났다.

2010년 8월 20일 금요일 (김현철)

같이 대학원에 입학한 고등학교 동기로부터 전화가 왔다.

자기가 아는 선생님이 민요 학원을 시작하게 됐는데, 단소랑 장구도

좀 가르쳐주면 좋고, 또 가끔 있는 민요공연에 반주도 해 줄 사람을

구하고 있다고... 이건 뭐, 공연에, 교육에 다하라는 거냐며 처음에는

거절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조건도 괜찮고, 입대 전 국사모에서

합주 지도하던 생각도 나고...

그래서 쪽팔리지만 다시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학원 전화번호를 알

려달라고 했다.

학원 이사장이라는 사람과 통화를 했는데, 너무 적극적이고 부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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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리만큼 친절하셔서 다음 주에 한번 찾아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얼른 전화를 끊었다.

제대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이런 친절이 거북한 건 어쩔 수 없

는 것 같다. 하루빨리 민간인이 되어야 할 텐데...

2010년 8월 20일 금요일 (허복자)

아빠~~! 고마워요!! 아빠처럼 살지 말라고 하늘에서 저한테 자꾸 이

런 좋은 기회들을 주시는 거죠? 십 년 씩 민요를 배운 선생님들을

제치고 제가 어떻게 보존회 강사로 선발이 될 수가 있냐구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민요가 좋아서,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그냥 선생님 말만 듣고 하라

는 대로 했을 뿐인데, 선생님이 일하는데 너무 열심히 도와줘서 고

맙다면서 함께 강사로 일하자고 제안을 하셨어요.

세 달치 배웠으면 세 달치는 가르칠 수 있는 거라면서 주저하는 저

에게 한번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민요 배운지 2년 밖에 안 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 전부

다 아빠 뜻으로 알고 열심히 할게요. 고맙습니다. ㅠㅠ

2010년 9월 1일 수요일 (김현철)

‘소나무서도산타령보존회’로의 출근 첫날~!
아니 이게 웬걸... 전문 연주 단체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사장을 제

외한 민요강사라는 분들 다섯 명 중 60세 이상이 세 명, 그중 한 명

은 83세로 현재 노동부에 등록된 노동자 중 최고령자라고 한다.

나머지 한 명은 40대 후반 정도 된 것 같다. 2년째 민요를 배우고

있는 이 40대 선생님을 제외하고는 모두 십 년 정도 민요를 배우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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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이사장은 서울에 있는 A대에서 민요를 전공했고 이 보존회는 올해

5월에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고 본격적인 민요강습과 공연활동

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어찌 됐든 여기서 내가 할 일은 이 네 명의 민요 선생님들에게 단

소와 소금과 장단을 알려주고, 또 아직까지는 많이 없지만, 앞으로

공연이 종종 생길 텐데, 그 공연에 서도소리 반주를 하는 일이다.

일단 이 정도로 이사장과 이야기를 나눈 후 계약서 쓰고 집으로 돌

아왔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내 운명은 역시 교육인가 보다.

제대로 된 전문 연주단체와 공연활동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도

아마추어들에 대한 교육 활동이라니...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입대 전 국사모 선생님들의 얼굴이 하나하

나 떠오르면서 다시금 아마추어 교육이라는 활동을 하게 된 것에

하늘의 뜻이 있을 것이라 믿고 의지를 다잡게 됐다.

2010년 9월 1일 수요일 (허복자)

오늘은 젊은 피리 선생님이 학원에 강사로 온다고 한다.

와서 우리들한테 소금, 단소, 장구수업을 해주시고, 또 민요 봉사활

동 나갈 때 같이 가서 피리로 반주도 해주신다고 한다. 내 민요에

라이브 반주까지... 진짜 전문 소리꾼이 된 것 같다.

점점 이곳 보존회에서의 활동들이 기대가 된다. 또 민요 외에도 소

금, 단소, 장구도 배우게 되다니...

지금 하고 있는 민요수업도 조금 버겁긴 하지만 피리 선생님한테

열심히 배워서 단소수업도 소금수업도 나가고 싶다.

오늘 오전엔 세 번째로 민요수업을 했다. 두 번째 수업 때까지만 해

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 내가 아는 민요를 조금씩 불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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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학생들한테 아는 대중가요 있으면 아무거나 불러 보라고 그러

면서 거의 시간을 때우다시피 수업을 진행한 거 같다. 이런 식으로

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어제저녁에는 노트에다가 내가 오늘

가르칠 내용들을 한번 적어 봤다. 가장 쉬운 청춘가부터 가르쳐야겠

다. 그것도 딱 한 줄만.

청춘가는 민요 처음 배울 때부터 내가 계속 불러오던 거니까 자신

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제저녁에 세 시간 동안 혼자 연

습을 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한 줄 정도는 안 보고도 능숙하게

가르칠 수 있었다. 혹시 너무 수업이 일찍 끝나서 다음 줄 가르쳐

달라고 하면 어쩔까 조마조마했었는데, 다행히 한 줄을 완벽하게 가

르쳐 주고 나니까 딱 사십 분이 걸린다. 십 분 동안은 호흡하는 연

습도 하고, 박자 맞추는 연습도 하면서, 또 혹시 지루해할지 모르니

소양강 처녀를 부르며 장구 치는 방법도 알려주면서 오십 분 수업

을 마쳤다. 다음 수업부터는 처음에 호흡과 박자 연습을 먼저 십 분

정도 한 다음에 민요 진도를 나가고 마지막에 소양강 처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아~~ 수업이 이렇게 힘든 건 줄은 몰랐다.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수업하는지 배워야 할 것 같다. 이제 내일부터는 단소도 배워야 되

는데, 배울게 이렇게 많다니~ 진작 좀 배울걸...
그래도 행복하다.

2010년 11월 8일 월요일 (김현철)

민요 선생님들과의 수업은 생각보다 재미있다.

국사모에서 후회하던 기술, 기능 위주의 수업에서 벗어나 오랜 시간

을 두고 리듬감을 익히기 위한 신체를 활용한 리듬놀이라던가, 음감

을 익히기 위한 구음으로 노래 부르기 시간 등을 통해 음정과 박자

에 대해 조금 더 민감해질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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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나의 수업 내용을 선생님들이 하는 민요수업에 조금씩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어쨌든 민요를 배우며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 새삼스럽게 이렇게 민요를 배우며 가르치는 그들의 활동

을 보면서 ‘교육’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됐다.

자신의 삶 가운데 이렇게 배우며 가르치는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 얼마나 될까?

이 선생님들처럼 매일 9시에 보존회로 출근해서 함께 민요를 부르

며 목을 풀고, 각자 정해진 시간에 강습을 나가고, 또 나에게는 단

소와 소금과 장구를, 이사장에게는 민요수업을 또 받고 있는 그들의

생활 패턴을 보면서 교육이라는 것은 바로 이들의 ‘삶’ 그 자체가 아

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인생의 노년을 배우며 가르치는 ‘교육적 삶’으로 채워가고 있는 그

들의 모습을 통해 내가 그동안 아마추어들을 ‘가르침’의 대상으로만

여기며 그것을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반성하게

된다.

2010년 11월 8일 월요일 (허복자)

월, 수, 금은 피리 선생님에게 리듬과 음정에 대한 수업을, 토요일에

는 이사장님에게 민요수업을 받고 있는 요즘 나의 생활이 너무 즐

겁다.

새로운 것들에 대한 도전이 나를 이렇게 흥분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요즘 들어 깨닫게 됐다. 배우는 활동 못지않게 가르치는 활동 또한

나에게 많은 흥분을 준다. 가르치기 위해 배우는 내 모습이 때론 위

태위태하긴 하지만, 내가 세 달을 배웠으면 다른 사람에게 세 달치

는 가르쳐 줄 수 있다는 이사장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는다.

그러기에 나에게 배움이란 ‘가르침을 위한 기름’과도 같다.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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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을 부어줘야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리 선생님께 배우는 리듬과 박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도 민요수

업을 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그동안은 단순히 노래 부르는 것에서

만족했는데, 요즘 민요수업은 박자를 정확히 맞추는 것에 신경도 쓰

이고 가끔 틀린 음정이 들리면 내가 교정해 주기도 한다.

이런 과정에서 그냥 취미로 민요 부르러 온 수강생들이 조금 힘들

어하기도 하지만, 이들도 나처럼 좋은 기회를 얻어서 나중에라도 배

우며 가르치는 일에 함께 참여하여 이 즐거움을 느꼈으면 좋겠다.

열심히 배워서 경로당이나 노인정 같은 곳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민

요 불러주러 다니면 정말 좋을 텐데... 지금은 조금 힘겹겠지만 수강

생들에게 끝까지 함께하자고 이야기하고 싶다.

2011년 9월 1일 목요일 (김현철)

오늘은 소나무서도산타령보존회로 출근을 한지 정확히 1년째가 되

는 날이다. 그곳에서 민요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한 지도 1년

이 지났다.

그들과 함께 지난 1년을 지내오면서 나는 ‘프로’와 ‘아마추어’라는 것

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입대 전 국사모에서 수업을 할 때까지만 해도 나는 ‘프로’였고, 그들

은 ‘아마추어’였다.

그러나 완벽한 ‘프로’도 그렇다고 ‘아마추어’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에

있는 여기 계신 민요 선생님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어쩌면 그 모습

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저 나는 그 어정쩡함을 숨기고 살아가는 비겁한 존재였을 수도...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솔직히 드러내 놓고 배우기를 자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감추기에 급급하고, 자신이 조금 아는 부분에 있어서

는 고집을 부리며 주장을 하고, 그저 잘난 척하기 바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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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하는 교육, 적극적인 교육활동에 임하고 있는 민요 선생님들이

야말로 ‘프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르치는 일만 의무적으로 해온 나의 모습이 오히려 ‘아마추어’의

모습이었을 수도...

2011년 9월 1일 목요일 (허복자)

피리 선생님과 수업을 하면서 리듬과 음정에 대한 도움을 많이 받

는다. 거의 1년째 리듬과 음정 수업을 해나가고 있는데, 내 민요수

업 뿐만이 아니라 단소수업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런데 늦은 나이에 음정과 리듬을 배우려니 잘 안 되는 것이 사실

이다. 오늘도 단소수업에 갔다가 처음 보는 악보를 율명만 보고 노

래 부르려다가 음정이 다 틀려서 강습생들 앞에서 아주 혼났다.

그래서 나는 당당히 말했다.

“제가 연주는 잘 못해도 가르치는 것만큼은 잘 할 수 있다. 연주를

잘하는 것과 잘 가르치는 것은 별개다.”

사실 이 말을 하면서도 강습생들에게 참 미안했다.

내가 더 잘하는 사람이었다면 더 능숙하게 알려줬을 텐데...

하지만 나는 내가 가르치는 내용들만 꾸준히 좇아오면 나중에는 그

들도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가르치고 연습하는 방법을 안다면, 실력은 꾸준히 늘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하루 종일 국악만 해온 피리 선생님을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어떻게 좇아가겠냐.

그러니까 나는 피리 선생님한테 가르치고 연습하는 방법만 배우고,

또 그걸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면서 나도 꾸준히

연습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능숙하게 연주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이런 부족함이 부끄럽지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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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그저 이렇게 늦은 나이에 내 삶을 찾게 해 준 이사장님과 민

요에게 감사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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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ualitative Research on Classes 

of the Amateur Min-yo Instru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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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major literature on music education, ‘Amateurs’

have been objectified as persons who simply need instructions

and improvements, and ‘instructions’ for the ‘amateurs’ have been

perceived as ‘education’ per 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roaden the meaning of ‘amateurs’ and re-interpret the ‘education

of/for amateurs’ with a new perspective.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are four min-yo (Korean Traditional Songs) instructors of

a club, known as ‘Sonamu Seodo Santaryeong Bojonhoe’ located

in Seoul. They give a ‘teaching’ in their classes but also need

their ‘learning’ because they started to learn late. Since they

started to learn min-yo as amateurs in their later years, they not

only ‘teach’ their classes but also need to ‘learn’ continually.

Their situation shapes their unique culture, and this study poses

three questions to explore the meaning of the ‘amateu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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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founded in the culture.

The first question, ‘what are their motivations to start to

learn min-yo’, investigates the participants' environments to

reveal their insider perspectives and represent their passions for

min-yo. The second question, ‘what is the properties of the

classes of the amateur min-yo instructors?’, digs into the

meaning of education as a form of life focusing on the classes of

participants in which teaching and learning can coexist. The last

question, ‘what are the educational meanings of the classes of

amateur min-yo instructors?’, interprets the educational meaning

in the viewpoint of music education. By these three questions, I

try to understand the aspects of participants' life in the triad

perspective of life, culture, and education, and, finally, based on

my discoveries, to present implications for music education

academia.

The processes of going into the world of min-yo in

which female participants experienced is similar to each other in

the way that they looked for ‘something’ to make a meaningful

life and familiarized themselves with min-yo in the process of

the seeking. Moreover, their cravings to discover ‘something’ are

not far from the experiences of professional majors who realize

the meaning of their musical activities through their ‘aesthetic

experiences’.

The four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classes are

‘repetition’, ‘negotiation’, ‘application’, ‘conviviality’, which emerge

from participants' unique situation where they need to teach

students who do not have serious motivations to keep learning

min-yo. In my analysis, these characteristics could be

differentiated from those of ‘art’ that aims to improve skill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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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mit culture as the prime purpose.

The last inquiry leads to questioning on the essence of

music education. Currently, discussions on music education tend

to focus on corroborating of specific philosophical positions and

dogmatic principles of music education in the name of the

essence. This study, however, concludes that the most

meaningful essence of music education would be the form of

education in participants' lives that I have explored and

discovered.

This research presents the possibility to expand the

narrow meaning of ‘amateurs’ and ‘education’ and make two

suggestions. Firstly, this research demands more valid educational

exploration on ‘amateurs’ to respect their activities, and on their

unique qualities, instead of giving simple answers such as

‘instruction’ for their skill improvements. Secondly, this study

points out that even music education experts tend to reduce the

meaning of education to ‘instruction’ in a narrower manner, and

suggests distinguishing the ‘education’ of amateur instructors

from the process of art ‘transmission’ in university-level

professional lessons.

key words: Amateur, Lesson and Music Education, M in-yo

Instructor, Form of life, Qualitativ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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