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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 리 말 

1979년은 서울大學校 즙樂大學에 國樂科가 設立된지 滿20年이 되는 해이다. [껴5Ið科가 

1959년에 創設됐다는 것은 大學敎育機關을 通하여 우리의 傳統캅樂이 學問的으로 뿌리칠

니l 갚 수 있는 韓國즙樂學의 주춧돌을 마련했음을 풋한다. 오늘날 韓國즙樂學은 차즙- 韓國

의 言語學 • 歷史學 • 國文學등을 포함한 A文科學 分野 가운데 머 리플 뚜렷하게 나타내기 시 

작하고 있다. 아마도 韓國의 傳統文化 안에 차지하고 있는 합樂文化의 重몇性이 이러한 學

%의 움직임과 더붙어 더욱 일반인들에게 評價되고 또한 새로히 認識되어 오고 있기 때문 

인 듯하다. 우리의 傳統캅:樂文1t.9] 새 로운 認識이 이 렇듯 活氣플 띄 우고 있는데 比하여 學

問的인 핍究活動을 않한 좀더 體系댄j인 基짧過程 즉 씩t，備段F협의 1iTf究方法說같은 것은 별로 

深刻하게 論議되거나 彈調되지 않고 있는 짧實이라 하겠다. 이말픈 韓國숍樂學찜얘서의 1iTf 

究活動이 따1滿치 못댔응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고， 韓國rg樂學을 專攻할 後學들 스스로가 올 

바르게 學|펴에 -入門히 여 獨創的으로 없究룹 시 작할 수 있도록 이 끌어 주는 참고펠 글이 나 

문헌이 다른 )、文科學 分野애 比하여 韓國휴樂學界에 紹介되지 않았다는 풋이다. 

近來에 筆者는 國樂- 理論이 나 겹-樂史에 rUJ心을 둔 後學들로부터 짧究方法論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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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벚사려l 반은 경 렌을 갓고 있다. 學nn센J인 探究過f몽에서 엎5만í~(historical) • 分析的(analy-

tical) • 比較的(comparative) • 統납的(sta tistical) • Sll j)jb的 (descriptive) • 批評的(critical) 方法

wf究方法論의 짧論 그런 질눈에 대한 나의 答샤은 아니냐， 파헤 등의 ill 맞.'1生을 모르는 바 

이잔 011 必))'(띠으 _1!~ 갖추어야 함 평r:O(\':j인 짚~過캔이 나 ψ)1펴 9] wf究긴 쩌해서 必핑l한 準V'ffi

그들은 펠-~~ 나이 對견에 구l 핀→ /'1 울이 그러나 주간 갓 0] 았다. j펴f'?r'l li싸 JE) nJ:-?, 1TI1,ili;]'òl] 

지 않았덴 것 갇았든디1 ， 이 n}도 츄 1::)次끼떠인 이띤 꺼fJE :Jú..t ~1써융 원파는 그들의 r*，1心이1 내 

￥}깐이 h씨잉사키지 핏-랬던 것 갇다. 황~r:O따인 探究으l 캘;rCi'~f'R을 랬&1해하는 바기 이미 핍究 

뭇 할 것 이 지 만 앞 o 로 韓國즙樂:學의 發展에 rt敵h~動을 하고 있뉴 λl 란이l 게 꽤心을 얻지 

우리흘樂學界 뿐만 올 u}은 學na댄J 횡健익 確立은 합 f찢헝3들에개는 마 l낭 ε] 있어야 하겠다. 

더우기 

1t.~쩔짜土學位쩌':/:이 ~、 ~l'(씨으3~ 다루어지고 있는 大學院에서 

-~~ 論짧펠 바가 그들까 파攻分빙j 륜- 學JE(애으교 探究，，11 나가는데 조금이 냐내 보탬이 되기갑 

後學블에게 앞으 

3년 것인에 플럼없기 때문이다. 

고1.1土*1.조; 
。 • I "'1 t __ 

이 이니라 파껴딘樂學fN에서 9] ti꺼動을 f펀한 ~꺼。1 

다 l찌이다. 글의 바라는 것이 이 

이 "1 한 部장의 감-영/:':Wf究課웹라 고 할끼 라도 그 연구는 事짧(facts)이 냐 참디 운 理致 또는 

다른 Á 'Y:.科學의 분야와 마찬 lfU멍l (,11 다l 한 생각(ideas) 응- 論理的으5L 展데해 가는 것이다. 

얻기 위해서 알맞는 가지모 즙쌓學에서 論1밍的인 展閒過f담이란 어떠힌 可能性있는 結論을 

바르게 운1'1훨하고 解釋내 리 는 모 줬料갚 紅1織的으로 끼i~tt히 고 體系的으로 分類하여 그깃을 

일만 독지들이 f멍解하기 쉰게 論理的 結果를 마무리 짓는 모 든 節次판 가르키니， 맺컨데， 

표펀하는 것이 論文作成이 글로 이 러 한 }다究過탬9] 건 과 관 옹바르게 든 괴청을 의미한다. 

라는 것이다. 

f따究者9] 區分에 따라서 여러段階로 細論文ff'成을 까한 基짧的 객H햄過f맡은 lífF究分野니 

分되기도 하지만 大椰 디유피 같온 4段階료 나펠 수 있겠디. 첫째段!’뽑는 %究主題(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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決定하든 것이다. topic)플 무엇으로 選定한 것인가관 

어떻게 행-集할 것얀가가 通해시 j핑한 學究的 줬料(data)판 I댐펄i템을 

훈1' 1￥핏하고 解繹하고 分析된 資料블 알기 쉰 도록 分類하쓴 

얻어진 일이다. 마지막으로 거처야 한 段階는 섣제로 論文을 쓰기 전에 시l 단계플 거치변서 

結果판 바탕으로 椰훨 즉 중거리관 엮는 일이다. 

셋째段P뽑는 수진된 줬料괄- 어떻게 

說明해 니깐 때 이러한 4段階른- 자폐로 

Iηtrodαction to Music Research (Englewood Cliffs, N_ J.: \Vatanabe익 Ruth T. 격잣者·는 

A Style Book /01' 

『연구와 논 그리고 

λ4α sic: 

Press , 1968) ‘ 

about W1'iting 

Reports aηd Theses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Irvine의 Demar 1967)과 Prentice-Hall, I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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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JJ(서울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7)과 黃뭘植의 『論文作成의 훨領과 實際JJ(서울 : 志學

社， 1976)를 參考했으며， 韓國흡樂의 맑究分野에서 보기를 들면서 筆者의 經驗을 바탕으로 

위의 네 段階블 우리음악 연구에 알맞게 하나썩 살펴보려고 한다. 

n. 맑究主題의 選定

맑究主題의 選定이란 무엇을 論文에 쓸 것인가라는 말로 바꾸어 얘기될 수 있겠다. 論文

에 무엇을 쓴다는 것온 없究륜 짧해서 무슨 問題를 提示하여 푼다라는 뜻으로 解釋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돼究主題의 選定온 問題의 發見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따라서 問題

의 發見이 웹究의 出發이라고 하겠다. 問題의 發見은 論文題B의 設定과 同-視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問題를 發見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맑究主題의 選定 또는 論文題

g의 設定과 벨 수 없논 關係를 갖고 있음을 알겠다. 問題의 發兒은 問題意識 없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 問題意識이란 휩理플 探究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質問하는 증짖勢·熊앓·意識 

이다. 어떤 問題플 發見한다는 것은 學問의 첫 출발을 意味한다. 大學生活은 없究活動의 

搖籃이라듯이 大J學生들은 언제나 問題意、識으로 가득해야 할 것이며， 그것이 大學의 理想일 

것이다. 學究的인 맑究 또는 探究를 寫한 問題意識은 강의실에서 對話를 通해서나 圖書室

에서 언제나 學生들에게 훌求되는 것이다. 왜 ?라는 생각을 항상 머리에 간직하고 大學生

活을 하는 학생은 뚜렷한 問題意識을 갖고 있다고 하겠 o 며， 나중에 大學院에 進學했다고 

했을 때 그의 碩土學位論文을 위한 없究主題의 選定에서 庸號하지 않을 것이다. 평소 그 학 

생은 敎授의 강의시간에서 “이런 접은 앞으로 解決되어야 할 問題이다” “그의 學說은 다른 

觀點에서 더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이 問題는 다른 見地에시 다시 考察되어야 한다” 등 

과 같은 얘기를 그냥 지나쳐 버려지 않을 것이다. 또한 問題意識얘 透微한 學生은 學術書

籍이나 꿇文을 읽을 때에도 항상 著者냐 筆者의 理論이나 主張에 對한 쭉當性 與否플 注視

함은 끼論이겠으며， 계속해서 왜 그렬까?하고 學問的 對話를 글쓴 이와 나눌 것이다. 學究

的 探索의 첫 出發을 위해서 問題意識을 새롭게 알아야 한다는 것과 그 問題意識이 맑究主 

題의 選定에 決定的 彼害u을 한다는 것을 알았다. 

韓國좁樂學의 핍究分野는 基準의 設定에 따라서 다르게 分類될 수 있겠오나 便宜上 時f캡 

을 中心으로 생각해 볼 때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겠다. 첫째 分野는 時間을 維的으 

로 보았옵 혜 에 關聯되 는 지 난 날의 홉樂文化에 對한 빠究이 며 , 다음으로 시 간을 橫的으로 

보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時代에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논 흠樂文化의 現象에 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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探究가 그 두벤째 分빨이 다. yj論 풍樂敎育學 • 픔樂美學 • 끌樂心理學 • 흡훌훌學 등의 特했한 

分밍f릎 다루는 理論즙樂學(systematic musicology) 이 세번째 分맞fi료 設定될 수 있겠지만， 그 

동안 韓因관樂學은 systematic musicology 分봐에 뚜렷한 業짧을 이루지 못 했기 때문에 여 

기서 세번째 分딴는 考뼈되지 않을 것이다. 첫번째 分땀는 韓國즙樂史와 關聯된 모든 짧究 

t임動을 PJ fr.히 며 그것은 오늘날 관樂文없이 나 엣 날 %155설관 '1'心으로 探究해 나가는 휴樂歷 

잊學(historical musicology)의 分및f얘 %當된다고 하겠다. 한펀 두벤째 分펌는 오늘날 세계 

의 여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픔樂文化(contemporary mμsic culture) , 자기나라의 民洛音

樂(folk music) , 또는 다른 냐라의 즙樂文化릎 짧地Wi삼훌 (field work)플 通하여 짧集된 寶料

듭 여1心으로 핍究活動을 展開해 나가는 比較즙樂學( com pa ra ti ve m usicology ) 或稱 民族 또는 

民낌즙樂學( ethnomusicology)의 分빙f로서 西洋藝術흡樂 (Western art music)을 除外한 世界

各國에 서 오늘날까지 傳承되 어 오고 있는 풍樂文化의 全般에 關係되 는 모든 짧究活動을 包

含한다. 오늪날 韓國줍樂學의 活動은 西洋의 historical musicology 9.J- ethrromusicology에서 

다푸는 두 分펌플 主로 G셔發해 오고 있기 때 문애 그 活動範圍는 圖書館의 됩-樂文敵 中心

(l ibrary research)의 E해찢얻당1의 m究分펌와 全國的으로 널려서 演奏되고 있는 民%즙樂을 探

究對象으로 삼는 짧地l템훌찜究(field research) 分펠로 壓縮될 수 있 다. 그러 면 한 分野씩 

차폐로 보기플 들어가면서 어떻게 따究主題을 選定할 것인가륜 念頭에 -두고 問題意識과 함 

께 學問的 對話릎 나누 는 맺 가지 1흡껴j펀 삼퍼 보기 로 한다. 

1. 韓園音樂歷史學의 맑究分野 

韓國흡-樂歷史學의 핍究分野는 西洋의 historical musicology와 마찬가지 로 韓國흡樂學의 

重맺한 核心部分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分웹의 모든 %究는 圖書館을 通해서 얻어진 文歡

賢料관 基健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韓國숍樂史 分맘에서 다루어야 할 여러가지 問題들 

은 앞으로 選定해 야 하는 꺼究主많의 좋은 對象들이 다. ZP:常時 언제 나 問題意識에 透微

한 學生은 틀렴 없이 上古n￥代의 합樂 • 三國時代의 캅樂 • 高麗時代의 숍樂 • 朝蘇前期의 캅 

樂 • 힘~蘇後期의 숍樂 등 어느 t1定한 時f\;에 關心 또는 興除플 갖고 있을 것이다. 어떠 

한 F쩌樂講議R용-問에 참석했다 할지라도 그는 늘 敎投의 한 마다 한 마디에 注意、칠→ 가우리 

면서 敎授와 함께 學問떠 對돼긴 나누기도 할 것이며， 한편 스스로 自問自答을 해 괄 것 

이다. 

어 느 敎授가 國樂理論의 講議에 서 “깡함新諸의 四調>> (1) 란 論文의 빼 태 에 對해 서 섣 명 했 

(1) 本來 이 論文은 李惠求에 依해서 日語로 쓰인 채， w머邊先生還歷記念東亞音樂짧護.lIC東京 : 山-→
면房， 昭함J 18 [1943:;) , pp.789-822에 發表랬지만， 나중에 한을로 다시 고쳐서 『韓國音樂찍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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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랬을 때 블 오71 록 들어 !L면. 1냄짧意識이 강한 쩔生은 다음과 같은 假想的 疑問을 그 

敎授와 나눌 수 있으리 라. f;~~짤新諸』의 出l없年代가 1610年(光海컴 2)이 니 그 樂諸에 나타 

난 4調란 王辰짧亂 當時 또는 바로 그전부터 쓰였을 것이 分明한 ~n . 그러면 朝蘇初期에도 
4調만이 쓰었고 다른 調는 쓰이 지 않았을까 ? 하는 質問을 그 학생 응 敎援에 게 할 수 있-살 

것이다. 그러한 휠問에 대해서 그 敎投는 朝蘇i1J期 成宗(1 469--1491)때 出刊펀 『樂學~~L範』

(1 193)이 란 文敵을 참사 소개 한 둬 , 이 어 서 그 當時에 쓰인 t調 (2) 츄 一指 • 二指 • 三指 • 

l띠指 • 橫指 • 겼調 • 八調 • 避I홈l 이싱 7가지調이| 대해시 지서l 허 설영해 줄 것이다. 敎授21

說明을 다 닫고서 그 學生갚 왜 ~~찌願iDWl에 쓰인 7調가 100餘年이 지 난 後애 4調로 줄었장 

까? 라는 疑問을 스스보 가져 갤 수 있을 것이니， 韓國흡樂史的인 兒地에서 그러한 f잉|써 

에 關한 解答을 찾기 댔힌 學1m的 挑戰은 國樂史91 한 6자究~題5L 選定될 수도 있다. 얘기 

의 줄거리와 좀 벗어지겠지만 참고로 알이 두어야 할 것은 “껏씌‘新諸의 四調”갚 짧表한 이 

후 글쓴이는 계속해서 171탠紀 이후- 오늘난까지 二L 1調기 이떻게 變迎댔을 것인가라는 學H~J

的 對話플 스스피 니 ‘F었다는 점이다. 이 10 1 한 學IUl的 對話릎 스스노 끊임없이 나눈 結架

그는 다1大葉이 나 數太葉 系統으1 í않樂[때인 꾀↑j歌벼l의 調에 내 하여 몽{究主題로 삼아 探究꾀 

動을 계속했으며， 냐증에 “歌 111J의 겼調" (3) 와 “꽤行 歌l띠의 ?듀lì'ií調 H (4) 란 두가지 論文을 發表

하게 댔다. 

어느 學究的인 學生이 『韓國룹樂짧究』이l 있는 “ i닮句麗樂과 西域樂" (5)이란 論文을 問題愈

識을 갖고서 읽 었다면 다음과 같은 생 각을 할 수도 있다. 三짧時代의 품樂史둡 좀 더 샤體的 

밝히 기 위 하여 홉句麗의 古l1t뚫딸에 나다난 樂짧가 냐’國이 나 日 本의 文敵을 바탕￡로 1955년 

에 論議 됐는데， 그 以後 홉句麗 古뺑에 관한 새~운 古考學的 짧臨은 없을까? 또는 흡句麗 

樂器 이외 新羅숍樂이 나 펀濟흡-樂에서 쓰었을 樂器들이 새로운 ~.考學的 發빼이l 의한 압좋;칸나 

다른 寶料에 紹介되지 않았을까? 이러한 學問的 對話를 실마리로 發展시켜 나가게 되연， 

그는 博物館을 通해서 새로운 古考學的 資料를 바탕￡로 이떤 없究主題의 選定을 可能케 

할 수 있을 것이다. 역시 參考로 짧意할 점은 三國l함代 古考學的 쩔料플 다푼 글이 몇몇 

(서 울 : 國民숍樂맑究會， 1957) , pp.26-47에 復刊됩 
(2) Il'樂學뺑範』 卷1. 24ab; 7.14ab. 
(3) 李惠求， “歌曲의 깅끼調Il'서웅大學校論文集~ (1954) , 第 l 輯， pp.102-127. 이 論文은 著者-의 『행 

國音樂liff究~， pp.49-72에 復刊핍 . 
(4) 李惠求， “現行 歌빼의 界面調"， íi東方學志~(서 울 : 延大 東方學%究所， 1957). 第 3 輯， pp.1%-

226. 이 論文은 著者의 『韓國흡-樂序說M서울 : 서융太學校出版部， 1967) , pp.357-86에 復刊됨. 
(5) 李惠求， “高句麗樂과 西城樂Il'서 울大學論文集~(l955) ， 第 2 輯， pp.9-27. 이 論文은 『韓國 품 

樂h자究~， pp. 191-224에 復刊됨 . 



- 42-

2와 4씌늘 16' Oìj 의해서 이미 學싸이1 if!J介치다는 것이다. 

“j;파子 폐값" (7) ιl 는 칩õ)[Ùil 서 모11)'(:ι illJ의 I쉰짧入 • 쐐페入 • f.써tt'J i짝入 • 겼調加樂還入 이 

싱 l1U:은 엣날 &파了·의 패入部分을 새쇠꺼l 짧싸-한 tj~이녀는 선을 밥힌 바 있는데， 學

1tÉl~;;i줬낀 갖고 있 }r l향生이 그 論X을 흔치시 읽거 니 그 論X의 I져容에 대하여 講議플 

둡 온 후에 f암꽉敎않 또는 I폐{lj(-'듭과 함께 變흉에 !허\J한 그의 생 각을 다음과 갚이 나놓 수 있 

을 것이다. l꽤쨌)1.:에 니다난 !J;써子의 칩({찌j딘 김-건더l 變것 1111 으y- ifL~生되어 나온 山이 韓國

{{ .. ~5)1 tÍ찢따 011 커다란 19:땐읍 했유이 펀-럼없이 생각펴는데， 우리祖上들이 어떻게 감짝같이 

짧、컷 시켜서 전혀 다흔 1111 같이 보이는 變것 1 1I 1을 만들었을까? 이마도 이러한 疑問을 픔 

찌~(I'J_~모 分iJí하 o~ 探}'E히l 보띤 i;VJ‘센後 j띠의 t?~~ ';k lýf究에 있어서 fi樂變i쩔을 階明하는데 

죠-긍이니마 l~N혈 수 있지 않윤까? 이와같은 nmJ효파에서 생겨진 1m題點들은 앞으로 挑

「패히1 판만한 lýf究=1: 1퍼프 컴l쉰깐 수 있겠다. 

“·거운고의 T짜에 I써힌 {까究" 181 의 마리넨에시 ~ft~l썩는 우리 니라 代값떠인 ~&;~'Jff와 {專統

|찌얀 ìUi것샤Y); 9] 1I}픈 진-?「 갖이브녀는 펀“l검긴→ ~n- ε1 시띤셔 “이와갇은 調표벤션理는 大깐 • 짧 

낀 • 강」수 • ~\i 꾀 • μ;갓 등도 힘끼1 다루어야 히겠으나 이 는 디음 機젠파 미루기로 한다”라고 

lJf3'c의 紙F펴긴→ |아定히 셨 다. 大쟁1生j낌동안 1m:피ι칩、 j많을 작;常n융 지 니 고 있는 學生에게 따究 

純[껴건 닌1"] ι] 고 이1/] 띤 ''{, 랩약 上1-1l~ I Î 及은 이 101 가치 1JrJ;.j({ 딘지 줄 것이 디 . [J樂學4?L範』

(l 1~n) 이 픽 에 發 FlJ펜 『꺼 fr 字바{‘~ (1 572) • r;:!::니 여러가지 

i뉴꺼fJ%에 니 다난 5t1겠kÁ'J IT~~Þ 쥔「 올바르게 J씬표하아 거 운고 펙쫓와 경짙*~~참 • 술디l 쥐 논 法과 

쓰는 입 • 줍 갚는볍 • 7{ 씹<f.t이 감써U히 論글찮랬으니， 다른 樂밟들어!] I뼈한 樂認나 )(뚫k을 짧集 

또는 앉빠하여 그 ~'J~으] ì'~~ 갓낌、。11 1해한 은-바픈 사싣플 딩}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는 생각 

한 수 있겠다. 파감 윗악/]에 |빼한 쏘씨이니 마씻쐐가 뜻대토 쉰게 發兒되지 않는다띤， 傳統

있든 擬1~~Jon 시 敎f￡을 만은 老樂í:띠년이 나 성옆系있게 공부한 元老들을 찾이가저 特쨌한 %인짧의 

퍼i 갖Hι法을 마르게 ;갇 배워서 ~\'l Jll찬 띠11， 비려띤 다的을 達成한 수 있지 않을까?리는 假샌 

도 ffJ能파다. 거운고으Il法01 01 니더다도 꿰뺀싸J1tJJ 以後 벚 Il年이 지나는 동안 거문고의 

5니jij?法]L 變ι꽉}1l 플 것이 分明한111 그 lî1ÎJ!r한 事1핏융 무엇을 r1 1心으로 探究해 야만이 'rIJ能할 

(G) 李꾀‘따， “따 I객 1 1 11\빵싫 |쉐 {j， ;f:\111(싫~'李핀;J<: 1 ’ ~~.I :5JL시 rIι{!.": ;J팽썽lJuj뽑J1(시-웅 합國國영/ii fs~ 합， 
1 %~);， pp. 19G <2U:; 깎忍:}(， “잣꾀 찌)파)J’i 덴과의 성iJH쥔j" ， Lí::뾰탱뼈.:J (λ-]-t.-: !.Jr;:챔 Jfl 현， 

19G:j) , r.f';23'r1i, pp. :-'<)1. 0] 페이〔 은 『폐꽤G 찢~} f; 얹}， pp.1-31얘 쩌 Fljè닙 • 李셈求，“‘값꽃l웹 w쪼 
I펴 j(시 웅 : 空뼈l此 ， 19ì3) tr;í5~Jt， pp. 25-28외 tt~77鎬， pp.27-32. 

(7) gKn， !i 에， “ 1t:)갇子:. ~Cù íX"， r花싫j잉先生j뭔 rru~;Q":論y‘M.:.:J (시 윤， 1954) , pp.323 • 82. 0] 쐐}(은 著者
으] líl캘*論:t<:.l (서~한 . ι1 을大J원校出1:1，(돼， 1%6) , pp.3-48에 짜川먼. 

(8) 5kl:i6때1) ， “ 1패紙낌했의 技{.UJ Jt --t.j εl 기문고 N양읍 '1'心으로←←~'줬V~~~(，U )(껴uC서울 . 太
펴l~ 園헬術11ft:， 196G) , 第 5 뼈， pp. 170-91. 아 꾀X은 “거 둔고의 주法이1 !뻐한 {딴究”라는 많 디 ￡ 
로 폼칸의 『형ï I행 (i환統ff씻의 lJìf究j(시←응 : 寶뀐뺑f， 1975) , pp. 64-94에 復刊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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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 아 라 한 쩔Jt&~인 앓I십]0] 나 fi삿센이 모누 해j앓jl~닐 수 있고， 그 l “j꾀의 싸ψj을 샤한 HL 

핑Xo] ~자究王웹의 영~~을 j뭘해 서 춰’↓쉽펼 수 있 나. 참고도 거 눈고9] |성해~난 ，;니짧하는이]~써 

펀 디픔의 變週에 關한 分Ví 펴 考察 (9) 이 이 미 있었읍을 알아 누아 야겠다. 

이 상 네 가지 짧{9JJ듭 늘어 서 우리 는 韓l꽤 lI'梁뾰낫J學으l lJJ1究상맘이l 서 t섭JU섭~Æ의 I.lHB11을 

俠커(~하여 ..lt-았고， 그<:] 한 I펴}씬 뺏;킴으l 結果가 사짧떠ξ'- s.. H강 fm!닐 째] jiff究j4}펴s.. ~Æ닐 수 

있읍을 n該히여 보잉다. 韓I쐐~J"뽕?k이1 니다난 |펴많點의 發兄이 위에서 너무 딘순한 것처 

런 tè述냈지만， J품|썼 01] 01 르료민 그렁게 간단한 것이 아닌을 관인노 모르는 바 이니다. 다 

민 여 /] 서 j퍼G셔j하고시 하는 비 는 이 떤식 의 l펴떼효，~1X o ] 이 떠 한 jiff 'Jt { }，펴한 主파 J1':↓념의 섣 

마 iêl s!• 發U강핀 수 있 -S 을 보 /].!L .;Q I~J 만 깃 괜이다. 

2. 韓國民휩音樂學의 wf究分野

꽤쳐k펴써검:t."il 의 한 Øl')，~상파 (field research) 는 l꾀 r폐 ì--'I γ!쏘셋學g] MUt分~'H] 삿지 않 거lill 맞 

띤 核心~읍 이굉J'- 잊으-LLJj→ /、]산 오는~닐 꾀l~Xj ì~~:→學으l 씬많읍 이 X 다고 하겠다. 낀 

니 J1:져 υ]] Lt 에 시 j 끼인 )J~~:I'(J 'ú까"머 0] 갓2.. 았지 않고 I~l 따心않노 f애 ;Jk'넌 L이십t-;체 

5、) 쏘W!:i rJ 인 상~iol! j\' J 힌 itJf'jé 는 꽤.lfu [' í' i f.t l] iJiij II 니 illrò] 지 않고 λ] !Á.J)JI’j'0ξLiL u녀’ 아 신 까 

없냐고 :;11 .5.- }펴‘ i 이 아니니. 0]21--:';- ili~i 안 l해 i!'~1 ì'i'.:\":&장 ~q 상1 5}1[!j?ì• :X: 11.\k 'J'{;、인 l\tO표3l' 

냥1."1 j.tlf 'Jt상~j보디 L 」i넷꽁 익1 피써있거} 새1:써뇌 7，] >:-[;]녀가 lli:싸 :0]1 이 i느i:]사 」쇼딩 석 웠파91 

~;식임을 보이 7] 시 4 아고 있니. 팎1，껏IÙ~I쩔 앗」섬4ε1 개! 강상:J!j’애 

il~;추~ ~흉n이 등이 L~lf~t • "끼 

l 기 펴j싸I~싸 Ì-í 핑삼U'I MLít ..í}~!J에 시 쩌 1 :'J..: [j'0 Ùn (primary source) 이 다. 까，: llhù ←닌소i’} 니 상 

μ같온 신느-'1 li 싸:은 l Jj피〔식 나은 [(fiS~샤 상 느.Y_ \:)-..J.'.. 많은 :X:째、 Ó'0 안 :ri f. μ • 갓 .=i!.. 있、 f 

II 

" 

___ L 장H늪은 i’(JE;~s- 1'1 밟1-" 1 iìJf 'Jt단 J) 산 ~，il~와 같은 i.t iêl 머 μ] _\1.니 ; |비 J1[I'0 인 

IJl 써~ ~11 .f.~f :ii( 등→이] I~에 익 1 yJ.if 듭 0] 냐. 그 러 무노 太 i’;1;샀의 f강i삽 t~ 껴~듭은 짜 1 次l’I~ 싸5t，1tH:; 

서'611 샤 S:H(l~ 아니 J11~彩갚은 파:l:ili~J，셔효쉰 ~꾀띤 {꺼究뇨 必맺고 δ}고 있으며， 힌편 그상~Ij가생l 

Yé é'0 }，펀 j똥갚 갖고 있는 따 '(F 한 웰~!::늪에 게 。1 iq 가지 펙fl12노운 |’‘])떠삼 썼보덴 수 있jL콕 戰

f껑쉴- 만듭이 준다. :맞 겨l 데 1m;펴/땀쐐 0]] jf微힌 쩔生은 꽤:tm，ιJßtol] 1d<òll 시 !p<; lä되 어 。l 에 는 

후월國I료{김닙~!學의 깨{究;，HH 시 그가 하고저 펴는 ~fJtlJ펀갚→ 쉬게 /짧J，t쌀 수 있을 것이 다. 

딴소리 歷史의 !îff究에서 진1 퍼양한 갖」없k이 옛6{사 1][ 춰 『朝‘탱‘'f ll{l}찢JY.:~ (낌城 : 씨f!r'F 口 報社，

19 ，10) 임은 갈 알며진 알이다. 팎者는 R帝n풍代 ”tl劇活動의 主않으로 活跳했던 딴소2-1 f:l 11μ 

(9) 成心溫， “거문고 IJ 감의 밴친이1 관한 W'l:1t", iJ야따곱樂~(서울 · 서윤太쩡t9: 갑쨌太당! 1싸짜 싸 
f￥흡樂lítI究所， 1978) ‘ 第 2 輯， pp , 7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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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 f \，; 1감소리名핍 듭을 i쉰ti.2 상아 다니띤서 二L 싫’iUj까지 IJ 짧되어 내녀온 얘기갚 뀔뀔하여 

內包하고 있으나， 이 y:.없이 學돼的인 見쳐II 이l 서 여 러 가지 缺點을 들의 列t뱅을 만듭었다. 

[1'윈힘0￥ :(, P!'，듭-"! 얘기단 允I따하끼 씨&!J<랬다는 1필fú언 때문이1] ~L것은 오늘날 풍樂學해 뿐만 

t힘~群 U겹劇잊~.!I달 }沈챔한 學이 이니냐 l꽤x.황t~f. ól]사노 년리 읽강l 고 또 01用되기까지 한다. 

~J 따을 1l}냥으보 #￥ jjk되어 왔응을 깅의 시간에 들어서 알 것이며， 나 生은 쉰소리.2] fl￥統이 

디 述을 바탕으도 티 帝11폼 f \，;으 l 後이가시 오늪난 IInJ써싸에서 ìr~動하고 있는 딴소다 γll|μ-둡D] 

'~}ub~부터 pμt까지 ←:1소 2] :(， 11사듭D] 씨(댐웅 Y'닌 수 있:<] 않을까? Ó 1] 대한 fi강;삼!이 띠能하 

하여 세상ól] 내늪았다 (\0) 딴 분이 그러텐 1'1'값을 :Ltò] 니 이 미 새 2.('! 꺼1~.{(r;)L 피 갚은 니
 너 

소i.'l 뿐 이니버 L-::{십 ìí~f-"! 다갚 ~!르」- 위와 11] 숫떤 )i 1Ä으노 파찢 3란 장料쉰 ll}당으5~ t週

?}으 I넌 λl 探':J'éíIJ~ 인 악생은 그들이 할 수 

:l!t깐 수 있 -g 은 ;끼jbl$이 다. 

그，슨이 JJLJ1B，빠fiol] .<,] 써 사 이 루어 jε P::- X:i3’(~

없 았 단 ì-J 껴1~(!J0 인 l끼i 이 나 發Jß해 암 수 있겠다. 니는 댈I~jl떠인 wi에시 새 ιL운 Mf‘Jt :-t않단 

不lEllÍII하기 때 눈이l 이 D] 빨理된 이 떠 한 事寶이 ，;다't'긴에 依한 11 :i!t살 꼬 fttt， 2i'→ 뛰 :ι 3표짧듭은 

그러무~ 어떤 것이 참다운 事다시 ::'L것의 U앉認을 必:핏로 할 때기 많다. 마고 할씨라노 

짧인가갚 바료게 밥ü] 기 찌해서 다릎 βJm:에서 探究하는 일도 없究主짧로 選IE펼 수 있다. 

H 帝時 fl;;만 해도 口述的 i;G錄보다 正確한 文敵的 췄料들이 판소리나 P읍劇 分野에 있으으로 

얀힐 수 있는 佛究主題가 많다. 文敵的인 記鍵으로 그 그 줬料릎 바탕으로 새로운 휩寶을 

f] fiJ新j례들 • 雜誌 • 레 코드柳說集등이 있￡니 , 園樂의 活動狀況을 새 資힘’時의 여러種類으l 

그러 면 표樂的인 새 로운 面의 다른 寶f꺼j를 들 料늪 基짧로 올바르게 만년 수 있을 갓이다. 

어 보란다. 

오늘날 판소리名”십들의 이}기에 의하면 겼調 • 界때調 • 江山調 • 京調 • 생삼정 • 합界面등과 

같은 따律이 나 가락의 特徵을 表現하는 用語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러한 숍樂術語를 흡樂 

學的으로 分析하여 그特徵을 明o히 밝헬 수 없을까 ? 하고 學問的인 對話를 학생 스스로가 

그 疑問點이 퇴 己몫{究룹 쟁한 主題로 選定될 수 있다. 판소리의 京調 (111 와 해볼 수 있겠고， 

두는 바이다. 이런 

分맘에 이루어 놓은 論文들을 注意、깊게 살피고 공JtL함으로서 그것을 보기로 삼아 그는 아직 

까지 未開폐地보 남아 있는 판소i늬의 됩-樂뼈에서 훌륭한 돼究主題을 말견할 수 있을 젓이다. 

겼調1\ 2) 에 對해서 論文이 이미 學術誌에 發강된 바 있음을 참고로 밝혀 

(1 0) 朴첼. w판소과 小史.ll. 서 울 · 新lí:文化社， 1 97,j. 225面. (新Ií:文짧 6) 
(11) 李輔亨， “깐소리 경드흠(京調)에 !짧한 맑究[F서낭당~(서울 : 韓國R: f감劇會， 1971) , 創刊號，

pp.11-13. 
(1 2) 韓萬榮， “깐소려 의 겼調 r韓國音樂%究~(서 윤 韓國國樂學會， 1972) , 第 2 輯， pp.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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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없픔樂의 다릎 장르에 比하여 판소리 의 핍;樂學的 l]f究가 lt較的 近來에 活發하게 이 루 

어 지고 있지만， 학생들은 판소리 이외 農樂 • 民짧 • 쏘{용즙樂 같은 分땀에서도 興味로운 問

題點을 찾을 수 있겠다. 지급까지 10권의 겼大한 事業의 『韓國民倚縣合調훌報告書.iI(서울 :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펴， 1969'"'-'1979)에 報告된 “民f갑藝術”部分을 1ft調한 學生은 濟써흉 

표 包含한 南韓 全域에 걸친 짧地調조표報告휩에서 재미 있는 여러分및f을 발견할 것이다.!J}. 

감i까지 여 러 地方에 散在되 어 펴奏되 고 있는 農樂 • 民讀 • 쪼樂 • 風流등 즙-樂活動의 하나 

하나가 韓國의 傳統的인 民f삽즙樂의 뿌리 룹 이 루는 핍重한 없究寶料들이 다. 探究的인 學1:

은 위의 寶料들을 읽으면서 興味있고 많은 問題릎 돼究主題로 f잃想허l 볼 것이며， 우리갑짧 

의 새로운 때을 밝히기 위해서 위의 資料플 바탕으로 다시 짧地調훌픔 펴해사 補充資料쉴 

때集하여 돼究해 플 것을 그는 생각합 수 있겠다. 그러면 짧究主題s: 될만한 몇가지 보가 

달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國樂搬論의 講議時R1j에 서 J우리 나라의 따法은 5숍즙階로 된 501따셀의 平調와 역 시 5읍 됩 

階로 된 la旅法의 9무面i딩폐 이상 두가지 있있는데， 현재 平調는 젠形디l~ 있고 해l띠調는 3 l:l 

또는 4픔표階로 變週했다 1131 라고 배웠을 때， 問않意識에 透微한 學生은 두가지 1k法 팎에 

다른 뾰法은 全혀 없을까?하고 疑問을 갖일 수 있겠다. 그 理論。l 國樂의 全般的인 장료 

에 適用필 수 있을까? 아니면 그것이 일부에만 過用되는 理論일까? 또는 여러 地方의 i 

{삼民Efi 같은 分野에 서 다른 旅法이 使用되 지 않았나 ? 등의 疑댐]이 提웰됨 직 하다. 이 런 

疑問點들의 모두가 阿究對象으쿄 分析 • 檢討 • 確認되 어 야 할 뻐]많듭이 며， 더 나이기-서 그깃 

듭이 바로 %究主題로 펀 수도 있다. 이러힌 問題는 民‘i염 뿐 이니다 다픈 상루의 I강싸t←t*: 

에 서 도 共通的으로 있을 수 있는 것들이 니 , 앞으쿄 探究할 主題는 探;얀하고저 히 는 佛1心과 

觀點에 따라서 얼마든지 發兒펀 수 있겠다. 參考5l. 알아 둡 것은 까i. tμ; ;，j:꾀jj‘의 당 rî11j릎 치

析한 견 과 ~둡 바팅-오보 在來의 韓國民"점分類i:t의 분야에 새 로운 分類t-t이 이 미 試圖펀 바 

있다는 전이다 1141 다른 보기로 民洛줍樂의 리듬이'1 1해해서 살펴보과고 한다. 

리듬온 우리 나라의 갑樂에사 흔히 長短 o 로 불펴우는 것과 民f갑표-樂 I tJ 뽑樂에서는 쇠가 

략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과 jfJ振的오로 關聯되어 있다. 基本的인 韓태갑樂의 構成에 있어서 

"'1 듬은 li5t律과 힘께 本첼的 즙樂펼素이다. 그러므로 라듬은 國樂의 理論分~!Í에서 펼멜한 {j'r. 

置표 차지하고 있다고 『國땅搬論.iI (15) 이니. ~꽤樂總論.iI (16) 을 通해서 학생들은 배워서 알 것 

(13) 張師動 • 韓萬榮， IJ國樂械論.J](서 울 : 韓國國樂學會， 1975) , pp. 18• 23. 
(14) 韓萬榮， “太仁l 山}뼈 以束 地方의 l\，;諸1삶法의 wf究u"짧~Î論文集，~(1973) , 第12輯， pp. 121-47. 
(15) u"國樂搬論.J]， pp.27-31. 
(16) 짧師빼， U"國樂總論~(서 울 :.iE音社， 1976) , pp.8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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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民없립-樂에서 쓰이고 있는 長短 가운데 여라 種類의 基本長短만이 위의 入門畵에 

羅列냈는데， 향際 演奏 때 경출本長短만이 스스일까? 그 學生은 疑問을 갖일 것이다. 그의 疑

閒點은 판소리의 寶際 演奏에서 鼓주가 長短의 多樣한 리듬을 變化있게 顧使하는 것을 본 

經騎에서， 또는 農樂의 演奏 때 상쇠가 보여주는 變化無雙한 쇠가락의 리듬으로부터 얼마든 

지 생겨질 수 있는 것들이다. 實際 演奏에서 長短의 基本型만이 反復되는 것이 아니라면， 

演奏者가 基本長短을 어 떻 게 變化無짧토휴 홉뀔使해 나갈까 ? 그리 고 그 變體가락이 農樂의 

獲遇에 基本가략과 어떤 關係로 演奏되며， 판소리 또는 散調의 伴奏에서 어떼한 때에 使用

될까? 등과 같은 疑問點들은 民洛音樂 分野에서의 즙樂學的 liff究主題로 問題視될 수 있 

다. 이 런 問題의 解決은 韓國民洛흡樂의 演쫓法(performance practice)에 있어서 리듬의 實

體를 理解하고 長短의 flP興的 變奏을 顧便하는 藝術性을 把握하는데 크게 이 바지 할 수 있 

을 것이 다. 판소리 연주에서 중중모리長短의 多樣한 變體가락에 對한 調훌맑究(17)가 이미 

論文 o.로 發表됐음융 參考로 여 기 서 밝히는 바이 다. 

지 금까지 韓國民倚즙樂學의 몽{究分및f에 서 됐究主題로 選定될 수 있는 몇 가지 實例가 論議

댔 다. 없￥究主題의 性格에 따라서 판소리의 어 떤 音樂分野에 對한 없究는 文敵的 寶料를 바 

탕무로 探索을 시 작하여 現地調훌흘 거 져 야 成功的￡로 끝낼 수 있기 해 문에 大擺 판소리 률 

대1心한 h깐究主題는 韓國홉樂歷史學의 Q￥究分野와 韓國民洛즙樂學의 liff究分野에 共通되게 適

用되어야 한다. 그러나 便宜上 판소리의 없究을 韓國民洛륨樂學의 맑究分野에 넣어서 생각 

해 보았다. 위의 項目에서 이미 言及랬듯이 問題의 發見이나 짧究主題의 選定이 寶際로 그 

렇게 쉰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때문에 학생들은 늘 륨擊한 종勢로 생각해야 하겠다. 위 

에서 보기로 列뿔한 몇가지를 通해서 自E 스스로가 興味있거나 關心있는 分野에서 探究할 

수 있는 어떤 主題흘 찾기 위한 성마리가 마련되가참 바랄 뿐이며， 그 실마리를 指導敎授

와 相議하여 닮究主題로 決定지울 수 있을 것이 다. 

3. 맑究主題의 홉定 때 留1훌훌項 

이마 윗 휩目에서 두차례나 言及했듯이 짧究主題의 選定이 생각처럼 쉬운 것이 아닝은 

Ç0짧아려니와 더욱 重要한 것은 어떻게 없究主題를 選定하여 成功的으로 바라는 바의 結果

인 論文올 끝낼 수 있는가라는 점 이 다. 大學院 때 비 로서 처 음A로 本格的인 學位論文을 

遭備해 야 할 初學者에 게 짧究主題의 選定과 關聯된 몇가지 留意、事項이 여 기 서 論議되 어 야 

되겠다. 그 理由는 一般 많成學者들과 달라서 大學院生들은 一定하게 制限된 時間 안에서 

(17) 黃俊淵， “중중모의 장단의 변화형 w音大學짧M서울 : 서울大學校 音樂大뽑 學$:會. 1971) , 第
5 輯， pp.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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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位論文을 갈 끝내야할 것이기 때운이다. 

뽑究主題의 選定이 란 筆者 自 身에 依한 創造活動의 @흥物이 될 꿇文í'F成의 시 작을 意I싸한 

다. 創造란 天才的 頭腦로 虛空에셔 캅자기 무엇융 훌버해내는 것도 아니요， 더구나 끝없이 

虛空을 달리는 空想도 아니다. 그것은 自身의 創造的 意圖와 直觀에 依한 끈질긴 想像力

또는 構想力을 現寶的 基盤위 에 具體化시 켜 가는 過程의 結果이 다. 따라서 눈에 보이 지 않 

은 構想과 눈에 보이는 現實的 寶料에 依해서 생겨난 훌物이 創造란 것이다. 그 어느 한쪽 

만으로 률正한 創造라 할 수 없으니， 뚜렷한 構想에 依하지 않은 餐料는 좁目的인 훌物이 

요， 確實한 寶料의 根據가 없는 構想은 空虛한 想像일 뿐이다. 여기서 構想과 짧料는 創造

過쩔에서 펠 수 없는 關係후 이루어칩을 알았다. 그러므로 짧究主題의 選定 때 첫째로 염 

意할 일은 論文主題의 選定은 반드시 寶料짧集 可能性과 함께 考慮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빠究主題를 選擇했다고 하드래도 論읍를 展開할 根據資料의 'x!:짧이 制限왼 

時問과 能力에서 不可能하면 虛事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째 의 留意事項은 빠究主題를 될 수 있는 데 로 좁고 작게 그러 나 具體的으~ 잠으라 는 

것이다. 가령 韓國즙樂歷史學의 lîff究分펌에서 選定된 “횡~蘇時代의 즙樂文化史” 같은 맑究 

主題플 장아서는 안된다. 이런 船究主題은 -生의 없究事業으로 定해야 할 것이지 뿔位論 

文으로 適合치 않기 때 문이 다. 만약 “朝離初期 朴與이 世‘宗웹의 즙:樂文化펄業에 미 친 形

響” 같은 論題플 좀혀가면， 점차로 우리의 能力關으로 들어 올 수 있겠다. 더 範圍찰 츄혀 

서 “꽤蘇初期 世젤해 때 朴맺으l 律管制fF이 쐐樂짧 製造에 끼친 1;낀響”고1- 갚은 펌{究主싶딘는 

힘j限된 時間이나 能力 안에서 挑戰해 볼 만한 것이다. 

셋째 없意點은 自己가 따究하고져 하는 專攻分野에 뼈한 學界의 ;었짧읍 tJfl !ff하고 k;f'X密하 

게 檢討하라는 것이 다. 이 말은 이미 예전에 맑究된 文敵딩錄(bibliography)을 자새 헤 調:ff

함으로서 즉 他人애 依해 서 成就완 學問的 成果릎 찬 앓으로서 白 己의 뚜렷 한 따究主않갚 

獨創性 있게 發展시켈 수 았을 것이며， 必펼없는 겹치기로 因한 努力의 浪얹플 미리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아우리 H 광의 없究主題가 獨創性을 보여 주는 것이려고 할지라도 그와 

비슷한 것이라도 이미 學界에서 論議랬거나 發表된 論웹라면 이우 깐데 없는 정力의 浪'l'1

일 수 있기 때운이다. 

네째로 짧意、할 것은 입광의 語學寶力에 맞추어 맑究王원i릎 避定하라는 것이다. 가령 ':VJ 

離ÐJ期 雅樂理論에 關해 서 없究主題를 삼으녁 는 初學者가 『樂學!빼範』이 나 Iî ~Ul解王朝實-없』 

둥과 같이 漢文으로 記錄된 文歡을 읽어서 解調할 수 있는 語學의 能力이 없다면， 그는 올 

바로 陽究을 逢行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마치 라틴語를 모르는 사람이 다1世의 西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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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행tf~에서 쓰인 믿歌(Gregorian chant)갚 쩌充王迎로 選定하겠다는 것이 나， 獨送語를 모 

르면서도 슈l필트의 歌曲을 맑究하여 世界팝樂學界에 파없하겠다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 

다고 하겠다. 萬若 어느 大學院生이 語學어1 담섬 없지만 팝樂學의 어떠한 分웹에서 웹究王 

짧플 擇하여 挑戰하겠다고 나서면， 그 나름대로 이느 程!표의 成果읍 얻을 수도 있을 것이 

다. 그러나 그 成果란 것이 다른 學者들에 依해서 이미 이루어놓은 第2次的 文歡Csecondary

material)을 바탕으로 이 루어 진 맑究일 것 이 니 아주 皮相的 아니 면 記述的언 論述에 지 나지 

않을 것이 分明하고， 더우기 그것을 獨創性이 彈調되는 핸士學位論文으로서의 業廣이라 하 

기 힘들다. 그러므로 애쓴 보란과 努力의 열매촬 學界에 담身있게 내어 놓으려면， 語學實力

에 맞추어 짧究主題를 選定하는 것이 바란직하다. 

ZP:素 自己가 興味 또는 뼈心융 갖었거나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分땀에서 R까究主題를 選定

하라는 것이 다섯째의 留意事項이 다. 碩士學位論文에 서 論議될 흉다究主題는 앞으로 學者가 될 

사람에‘게는 일생동안의 핍究方|혀이 設定되는 里程標가 되는 일이 많다. 그러므로 출곳 自

B의 I해心과 興味을 앞으로 살려 가면서 핍究生活을 계속할 수 있는 分野에서 짧究主題플 

選擇함이 바람직 스럽 다. 구태 여 學者로 活動하지 않을 사람에 게 라도 碩士學位論文을 짧한 

自己의 맑究主題는 -生에 한번 밖에 주어 지 지 않을 지 도 모를 機會이므로 自身이 關心있 

게 또는 興味있게 생각해 오던 問題을 살리는 것이 賢明한 일이 다.ZP:常時· 關心이 나 興味

플 가졌던 問題라면， 이미 어느 裡度의 據備9iD識을 갖추고 있어서 그만큼 쉽게 맑究를 逢行

해 나갈 수 있음을 意、味하기 때 문이 다. 

大學院生들응 누구나 指導敎授갚 갖고 있A으로 자주 찾아가서 핍究主題에 關聯된 自E

의 생각과 뜻을 냐누는 것이 마지악의 댐意事項으로 彈調되어야 할 얼이다. 누구에게나 고 

르게 주어진 碩土學位論文을 成功的으로 遊行하기 寫해서 그는 指導敎授가 아니더라도 자 

기가 생각하거나 깨많은 일을 뒀뿔하게 듭어 주고 일깨워 주고 助言해 줄 수 있는 學界의 

先웹나 有能한 同않 또는 훈풍한 相談者플 자주 만나서 k다究.ì.題에 對해서 계속적인 對話

플 나누도록 努力해야 한녀. 

IH. 맑究資料의 짧集 

轉國즙樂의 짧究를 寫한 첫段階인 흉다究主題의 選定이 꽤滿히 끝나면 大學院生은 그 昭究

主題를 짧한 寶料를 짧集하는 第 2 段階에 들어서게 된다. 資料魔集의 目的은 첫째 自E의 

없究主題가 이 비 다른 사람에 依해 서 發表되 지 않았나플 調훌함과 同時에 選定된 빠究主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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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 좀더 올바르고 具體的으로 把握하기 않해서이며， 둘째 이미 選定된 맑究主題에 對해서 

어느 圖書館의 무슨 文斷을 參考하거 나 引用해 야겠다는 學術情報를 얻는데 있다. 바로 첫 

項目에서 이미 言及했듯이 적어도 自己가 探究하고져 決定한 主題에 關聯된 모든 맑究흉料 

나 文鳳 맞 其他의 學術情報에 關하여 거의 모르는 바가 없도록 微圓히 完뿔에 가까울만치 

갖추어져야만이 그는 成功的으로 핍究主題플 進行해 나갈 수 있다. 맺컨대 맑究寶料의 짧 

集은 學術活動의 갈잡이 구실을 한다. 事寶 租究論文이 얼마나 폴륭한 것이 될 수 있느냐 

하는 關健은 忠寶한 빠究資料의 용홈集에 달려 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般的으로 얘기해서 없功的인 짧究資料의 魔集은 圖훌館에서 이루어칠 수 있기 때문에 

숍樂學을 專攻分野로 擇한 大學院生들은 f좋樂圖書館 (Music Library)에서 자기의 wf究:t~청 

에 關係되는 모든 좁料견- 찾아내이만 한다. 不힌히도 서울大學校 줍樂大學圖書館은 숍樂잣; 

짧t을 따로 備置하지 못 히 고 오직 樂調와 레 코드 그리 고 ~:g.테 이 프를- 保管하고 있으므로 그 

들은 흡樂文斷을 中맛圖펌館애 가사 찾이뀔 수 밖에 없다. 韓國즙樂學의 碩士課程이 關樂

科에 1963年에 設立랬으나， ~JUE까지도 픔樂學關係의 文敵이나 其他 liff究資料를 손쉬게 |꾀 

覺할 수 있는 숍樂圖휠館이 갓추어 지 지 뭇한 寶情이 다. 그 이 유는 아마도 콤樂藝術分野이l 

對한 없究가 微弱하여 人잣;科學의 한 分野로서 즙樂大學 敎授들에 依한 핍究活짧이 뚜렷하 

지 못했으으로 황;門的 學쩨.rE다究플 寫한 흡樂圖書館의 必훨셈3이 大學社會에 서 認識되 지 못 

했기 때문인강 하다. 外國의 境遇달 들벅이지 안는다 히드래도 맑究플 해야 할 敎授들이나 

大學~生들 덤 당의 學I1ß的 探究깐 符한 g다究資料의 짧集을 했果댄]으로 選行할 수 였도폭 

탑樂圖書館이 따로 콤樂大學안에 設뭔되 어 야 함은 꺼論이 다. 

1. 圖홉館의 重훌性 

모든 學術分펌의 境週와 마찬가지로 fi樂에 關한 짜1識의 全部가 圖혈館에 모두 들어가 

있다해도 過言이 이니다. 圖書館은 없究資料S'l 寶庫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위에서 이마 

즙及했듯이 핍究主題륜 寫한 資料魔集은 마땅히 圖書館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圖뿔館의 忠

實한 利用은 없究課題늪 成功的으로 이끄는 지릅갇이으로 먼저 圖書館 利用에 關한 擺觀。l

따라야 겠다. 

짧在 우리나라 圖뿔館에서 使用되고 있는 圖書分類法은 세가지이다. 첫째는 듀이 十進分

類法(Dewey Decimal Classifica tion)으로서 흔히 DDC라고 불리운다. 듀이 十進分類法은 서 

울大學校 中央圖흙館을 비 롯하여 다른 大學校의 圖書館에 서 주로 使用되 며 , 가장 오랜 歷

史를 갖고 있다. 물째로 쓰이는 分類法은 우리 나라에서 開發된 것으로서 韓國十進分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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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Decimal Classifìcation) 이 며 흔히 KDC로 알려 져 있다. 韓國十進分類法-은 近來에 

韓國圖壽館協會에 依해 서 制定댔으며 , 設立된지 오래 지 않은 -般公共 圖書館이 나 中高等學

校 또는 地方大學 圖뽑館에서 주로 쓰이고 있다. 세째 分類法은 現在 美國의 大學圖書館에서 

가장 넬 리 ~m되 는 美國會圖웹館分類法(Líbrary of Congress Classifìcation) ..2..로서 흔히 LC 

分類法으로 년려 알마저 았다. LC分類法은 最近에 設立된 韓國科學技術處(KIST)나 韓國r，ij

發liIl'Je~7G(KDI) 같은 감짜機뼈을 찌한 圖뿔館에서 懷用되며， 一般圖판館에서 쓰이지 않는다. 

서울大學校 대 1빗問 L얀館이 듀이十進分類法을 條用하기 혜문에 앞으로의 說明은 DDC플 中心

으로 展開펼 것이며， 特珠한 境週에 따라서 韓國十進分類法(KDC)에 關聯된 事명이 附加될 

것이다. 그러면 먼저 듀이十進分類法에 依한 圖휩품求행號의 十大分類에 대해서 알아보자. 

000 tmr헌 (General Works) 
100 'I.IT 뺑 (Philosophy) 

200 宗敎(Religion)

300 社會科맺(Social Science) 

400 語횡 (Lari‘guage) 

500 純*후H짱\ (Pure Sciencc) 
600 應用科學 (Technology) 

700 훌짖術 (Arts) 

800 文學 (Literature) 
900 歷史 (History) 

700짧位로 묶은 藝術 가운데 즘樂文敵은 다시 다음과 같이 細分되 어 진다. 

780 숍樂(Music) 

781 뿔뺏理詢 및 技ìt(Theory and Technique of Music) 
782 動1]1￥樂 (Dramatic Music) 
783 宗敎音樂 (Sacred Music) 

784 聲樂(Vocal Music) 

785 器樂合奏 및 器樂(Instrumental Ensemble a~d Its Music) 
786 鍵盤樂뽑 벚 其音樂CKeyboard Instruments and Their Music) 
787 *R~뿔器 빛 鉉樂 CString Instruments and Their Music) 
788 양영뻗器 및 管樂(Wind Instruments and Their Music) 

789 打樂器 機械 및 電氣樂器(Percussion ， Mechanical, and Electrical Instruments) 

모든 줍樂文敵들은 780-789單位에서 分類됐￡며， 각 80單位는 다시 項目에 따라서 細分되 

어 진다. 다음은 781單位의 즙樂-理論 및 技法이 어 떻 게 細分됐는 지 륜 보기 로 紹介하련다. 

781. 1 科學的 理論(Scientific Theories) 

781. 2 숍樂· 原理 (Principles of Music) 
781. 3 쭈n헐(Harmony) 



781. 4 對位法(Coun terpoin t) 

781. 41 뾰律(Melody) 

781. 5 音樂形式 (Musical Form) 

781. 52 소나타 (Sonata) 

781. 55 舞隔音樂(Dance Music) 

781. 56 標題音樂(Program Music) 

781. 57 재 즈 (Jass) 

781. 6 作뼈 및 演奏(Composition and Performance) 

781. 61 音樂作曲 (Musical Composition) 

781. 62 리 듬 및 拍子(Rhythm and Metcr) 

781. 63 演奏(Performance)

781. 632 管鉉藥編成法 및 樂器編成法(Orchestration and Instrumentation) 

781. 633 總짧解讀 및 演奏 (Score Reading and Playing) 

781. 6.1 표樂 編曲 (Musical Arrangement) 

781. 642 移調(Transposition)

781. 65 띠興演奏(Improvisation) 

781. 66 꺼奏法 (Accompaniment) 

781. 67 뿔個法 (Embcllishmc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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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 7 民族좁樂의 理‘;ga 빛 形式 (Theories and Forms of Music from Racial or National 

Viewpoint) 

781. 71 JJj(뼈숍樂 (Primitive Music) 

781. 72 民%音樂(Music of Peoples not Otherwise Provided for) 

781. 73 古代音樂(Ancient Music) 

781. 74-79 現代 各國民族 및 種族의 音樂(Music of Modern Peoples and Races) 

781. 9 其他 (Other Topics) 

781. 91 樂器(Musical Instruments) 

781. 96 劇作家의 作品 (Works of Dramatic Authors) 

781. 97 樂짧 目錄 (Bibliography of Music Scores) 

위에 列흉흉환 흡樂t없R의 分類는 껏]論 西洋콤樂을 基準으로 西洋사람에 依해서 自國의 事

情에 適合토록 만들아졌기 때문애 듀이十進分類法에서 韓國즙樂學과 I뼈聯된 國樂文敵을 

寫한 項담이 따로 設定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서울大學俊 中央圖書館의 챙좋遇에 國樂文짧k~들 

뜬 듀이 十進分類法의 基準에 依해 서 分類되 어 西洋즙樂文顧과 함께 書架에 整理되 었다. 그 

러 나 近來에 이 르러 많은 國樂文廠이 出刊됨 에 따략서 西洋즙樂文敵과 區分하기 짧해 서 圖

휩分類짧號 앞에 韓國(Korea)의 英文 첫지를 따서 붙임으로서 國樂文歡임을 表示하여 놓고 

있다(181 간단한 보기릎 들건데 國樂의 施律에 關한 理論은 K781. 41로， 佛敎숍樂안 했nS! 

의 없究書는 K783으로， 그리고 거문고즙樂에 關한 樓說書는 K787로 各各 分類펠 것이다. 

(18) 서울大學校 中빗圖펀節에서 圖밝分類에 關聯하는 職협의 說明플 강|用함. 



-52-

듀이 t.進分類法은 다은 짧l찌學分댄f에 tt해 서 팍I'~;탄짧。l 그렇 게 많지 않은 휴樂의 境遇어1 

도 過合지 못하기 때문이1 아마Ji 韓F껴얀ti감이l 알맞는 韓태十進分類法(191 이 韓國圖휩館協會 

에서 1963iF에 새로 考꽃띈 듯하다. 多깐 81 韓탱十進分類法에서 많樂을 줬한 10떤位 項R

이 다론 }피댄 j녁옛의 .lßj펀와 나，:1ι] 設Æ댔다. 韓園十進分類法의 100單位가 듀이十進分類法 

의 것파 약간 다르지 때문이11 -n 떳X없은 780\'0位에서가 아니고 670單位에서 整理됐다. 그 

러나 670펜位에서 分類뭔 감樂文없의 뻐l分도 780의 듀이 f進分類法과 약간 다르지만 大體

로 H1 슷하다. 輪꽤十逃分類法을 쓰는 圖판館에서 %究主題에 關聯되는 즙樂文廠을 찾아야 

할 꿇j멀갚 考j힘할 때， 다음의 벚가지 基本휩F칩을 알아두는 것이 圖書館利用에 便利할 것이 

다. 여기서 參考로 반힐 일은 國樂文鳳이나 흉다究寶料플 앓한 새로운 分類法이 國樂理論家

이l 依해서 試圖펀 바 있다는 것이다 (2이 그러면 韓國十進分類法에 依한 합-樂文없t의 分類용i 

김과 패樂文鳳에 剛한 *m分펀 :g'í口이 자례로 다음애 紹介휠 것이다. 

670 좁樂 (Music) 

671 흡·옛理체 및 技法(Theory and Technique of Music) 

672 宗敎좁樂 (Sacred Music) 

673 ~훌쨌 (Vocal Music) 

674 聊j숍몇 (Dramatic Music) 

675 器樂合쫓 CInstrurnental Ensernble) 

676 鍵盤樂器 (Keyboard Instrurnents) 

677 tt聚器 (String Instrurnents) 
678 次쫓樂器(Wind Instrurnents) 

679 iMl樂 (Korean Music) 

(ì79.07 따究 맺 指뺑 

.072 햄뺏찌究所 國ftl행뺏院 

.078 힘f찾현 

‘ 09 國樂史

햄國홉樂史 • 670.911 

679. 1 國찢~J!I1，論 맞 技法

12 樂뱃(옛蘭u • 뺏없 • 뺏順 ~) 
679.3 聲앙연 

.31 짧:Pß法 

.32 歌

.33 詞

.34 풍 

(1 9) 11韓國十進分類法.ij(서 윤 : 韓國圖펌館協현， 1973 (초판은 1963J) , pp.342-51. 

(20) 李輔후， “韓國傳統감:樂資料의 十進分겠 方法파"， f文化財~(서울 : 文化公했部 文化財쏠理펴， 
1975) , 第 9 輯， pp. 1l-49. 



.35 風짧(民짧) 

.39 其他

679.4 겹蘭j 

.41 西道歌짧 

.42 南遺歌짧 

679. 5 ~홉奏樂 

51 大N;樂(잣ß~혀樂) 

.52 mJ댔雅樂(많짧 • 響 • 射 · 六宗 • 社樓 .ffl옛 램， ) 

.53 聖明뺏 • 쫓門鼓吹樂 • 君g;:홉會뽕; 

.54 短蕭 • 曉樂(펴樂) • 없l빠歌 

.59 其他 • 낌聚 · 椰뺏 

679.7 鉉樂器

.71 첼·찮 

.72 玄琴

.73 flm椰琴

.74 鄭표흉 ./환훨흉 

.75 牙짧 

.76 大짧 

.77 꺼琴 

.78 ~琴

.79 없쩔覆 • 堅쩔隆 • 小쩔復 

679.8 吹奏樂器

.81 陳~~λ

.82 大짝 • 中쩔 • 小~

.83 휩짧 

.84 jI$짧짧 • }판짧徵 • 細짧쨌 

.85 ~혀觸 • 短蕭

.86 흙·훌 

.87 燒·蕭·太쭈觸 

.88 쫓驚 

.889 其他樂器(펑 • 縣껴 等)

.89 打樂器

.891 짧(編짧 • 特훼 • 方뺀 等)

.892 옆·獨 

.893 鏡 • 繹 • 휩 

.894 鍵(0휩P주鍵 • 雲據 • 짧 • 大金 • 小金 • 雲敎 等)

.895 編했 • 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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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 鼓(柱鼓·獨鼓·龍趙·節鐵·坐鼓·띤-敵·建鼓·路鼓·需鼓·靈鼓·이1旅·敎행缺 뽕) 

.897 鍵(路廳 • 밟뿔 • 싫鼓) 

. 898 31í.:m.따 

.899 其他뺏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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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으로 西洋즙樂文歐과 韓國즙樂文敵이 듀이 十進分類法이 나 韓國十進法에 依혜 서 어 떻 

게 分類되어 홉架애 整理댔는지플 몇가지 實171J을 뽑아서 살펴 보았다. iff究主題에 關係되 

는 寶料표 圖좁館에서 찾아 헤매야 할 大學院生들을 혔해서 現行 두가지 分類法에 依한 細

分된 멋目들이 附錄으로 이 論文 퓨l 에 똥附될 것이 니 나중에 參考플 바란다. 이 러 한 숍樂 

잣;없x9j 꿇本分類11을 η16] 고 問벽6샘이l 임해야 만이 많은 時 I펴고]- 평力을 節約할 수 있고， 한 

편 찌學者는 !;Ifl따치 않을 것이다. 그러띤 圖밤館애서 間판가도(card catalog) 휠← 어떻게 찾 

고 읽어서 理解할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자. 

圖뽑카드는 圖혈館에 保管되 어 있는 모든 文敵에 對한 캠者 • 冊名 • 內容 • 出版年代 • 體

制 等 홉誌的 基本事項을 -定한 記錄方式에 依해서 整理한 總、索51으로서 圖書館의 눈과 

갚은 찮劉을 擔當하고 있다. 大總 圖害카드는 著者 中心의 카드(author card)와 冊名 또는 

主題 中心의 차드 (title card)로 나뉘어 作成된다. 著者- 中心의 차드는 請求圖書짧號 • 著者

~ •. 冊名 • 發行地 • 發行所 • 出)따年f\:; • 때數 • 其他事따의 I1댐序로 記載된 다. 冊名이 나 主題

rl1心의 圖書카드는 著者中心의 카드와 同一한데 다만 冊名이나 主題가 。l 름 위에 하나 더 

삶錄냈융 뿐이다. ~다究主%검와 關聯된 다른 사람의 돼究뿔 둬에 紹介된 參考圖書덤錄(biblio

graphy)를 檢討할 적에 터己의 차드에 完全한 홉誌的 情報플 記錄치 옷 했을 境遇에라도 萬

若 正確한 캠j者~이 나 冊名을 알고 있다면， 그는 圖월카드플 通해서 자세한 書誌的 情報를 

얻을 수 있다. 

((11홈카드》 
780.951 Yi , Hye.gu 

Y56y 韓國좁樂맑究， 李惠求 著

서 울， 國民音樂댐究會， 4290 0957) 
413p. xiip, i1lus. 

시-
μ「
 

| 
。

780.951 Jang , Sa-hun 

J332g 國樂論었， 張師없 著

서 울， 서 울大學校出版部， 1966 
640p. i1lus, 21crn 

(서 울大學校 學術홉쩔펀 第 3) 

부룩 : p. 521"'p. 640 

위의 두 實例는 서울大學校 中央圖뿔館의 圖뿔차드 상자에서 뽑아서 그대로 소개한 것 

이다. 著者의 이즙이 로마字化된 것은 西洋 사람의 著者에 의한 륨樂文敵과 같이 듀이十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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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類法에 맞추어 分類하여 서 整理하기 뚫해 서 取해 진 것이 다. 韓國이 름으로 分類된 圖書카 

드의 境遇에 Yi, Hye-gu 代身에 李惠求 또는 Jang, Sa-hun 代身에 꿇師빼이 카드 맨 윗 부 

분에 記載되어야 할 것이며， 기다 書誌的 記載事項은 위와 同一하다. 

參考G휩覺室(Reference Room)은 學術-般 또는 專門分野의 百科事典 • 語뿔解典 • 學術定

期刊行物 • -般定期刊行物등 여 러 가지 參考圖書를 備置하고 있어 서 누구냐 쉽 게 參考때號 

室을 利用할 수 있다. 韓國傳統줍樂分野의 事典은 따로 없고， 西洋흡樂을 主로 다룬 『륨樂 

大事典J)(서울 : 信進出版社， 1974)과 『世界大百科事典.11(서울 : 大極出版社， 1973) 卷8에 國樂

이 일부 包含되 어 있다. 學術定期刊行횡은 韓國國樂學會가 1971年 이 래 로 每年 刊行해 오고 

있는 『韓國흡樂맑究』와 서울大學校 륨樂大學 附設 東洋륨樂핍究所의 機빼誌인 『民族흡樂』 

(1977年 이후 每年 刊行)일 뿐이다_ [i'韓國A名大事典.11(서울 : 新rr.文化社， 1967). 李弘植博

土의 『國史大事典.!l(서 울 : 大榮出版社， 1976). [i'韓國圖書解題.!l(서 울 : 홉麗t뽑校 附設 民族

文化맑究所， 1971). [i'增補文敵備考.!l(서울 : 東國文化社， 1959). [i'韓國論著解題.11(서울 : 高麗

大學校 附設 民族文化짧究所， 1972-현재)동 여러가지 參考圖書가 뽑究主題의 性格에 따라시 

必要하게 되 기 혜 문에 행學者들은 언제 냐 參考關寶室의 利用方法에 親熟해 두어 야 한다. 

이글융 整理할 혜 便효上 닮究主題의 選定과 略究寶料의 萬集을 따로 떼어서 위에서 考察

됐지만 實際로 鼎究主題의 選定過程에서般的￡로 얘끼해서， 圖書館의 利用이 必須的 o

로 同時에 이루어 진다. 不幸하게도 韓國륨樂文敵들이 西洋좁樂文敵과 함께 圖書館에 分類

되 에 있어서 좀 不便하지 만， 뽑究의 全揮備過程에 서 圖書館의 最大限 利用이 언제 냐 따라야 

한다. 이러한 圖畵館利用의 基鍵知聽과 그것을 바탕으로 쌓아 올련 經驗의 養績이 自己가 

選定한 뽑究主題률 成功的인 方向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2. 文빼~ì훌 뭘 훌*4目훌 作成

原則的으로 冊의 形態로 出뀐l펀 文歡만이 圖畵館에 서 整理되 어 圖書카드상자에 備置되 고， 

그 이외 圖書의 特縣 分野의 맑究論文에 關한 담훌훌이 大學圖훌훌願에 整理되어 있지 않다. 

韓國즙樂學界에서 參考文敵目錄(bibliography) 作成(211 이 斷片的 o 로 學術誌에 紹介된 바 

있다. 筆者는 本A 自身의 흙究와 韓國즙樂慶界의 後뿔들을 짧해서 『韓國흡樂文敵解題JJ (221 

를 1971年 單行本으로 美國에 서 出刊한 바 있으며 , 그 후 세 벤의 增補分이 Korea Jourηal 

(21) 張師動， “解放 以後 園樂界의 著述 맺 騙文Ii'音大學報.lI(서 울 : 셔 울大學校 홉樂大學 學生會，
1963), 創궤號， pp. 104-120; “園樂맑究꿇著解題 第 1 回(1)"， Ii'훌훌國훌훌衛志.Il(서 울 : 大뼈民國 훨 
術院， 1966) 卷5， pp.364-79; “國樂論著解題(第 2 回)"， Ii'藝術꿇文集.lI(서 울 : 大韓民國 훌術院， 
1967), 第 6 輯， pp.101-130. 

(22) Bang-song Song, An Annotated Bibliography 0/ Korean Music. Providence, Rhode Island.: Asian 
Music Publications, Brown University, 1971. (Bibliographies and Research Aids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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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Asian Music IU
! , 그라고 『韓國핍樂%究~(251 에 좌各 發表된 바 있다. 그리고 韓國흡樂 

學의 한 基鍵{'F業을 하려는 意圖에서 筆者는 韓國흡樂의 音盤텀錄1261 (discography)을 未備

하나마 빨理하여 1977年에 發表한 바 있다. 앞으로 韓國즙樂學의 體系的인 發展을 寫해서 

%究의 基本줬料환理事業과 基廳的 學術作業이 後學들에 依해서 계속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미 WI싸된 『險꽤닙樂文敵解題』갚 rt1心A쿄 文없目錄 및 寶料目錄 作成애 대해서 

韓댐ff樂史의 lff究分R탕에 서 한 實例플 들어 서 좀 具體的으로 說明하려 고 한다. 

文없티錄파 資料팀錄의 擺念差異에 對한 說明이 두 用語의 混動을 避하기 寫하여 本論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있어야 겠다. 이글에서 “文敵뎌錄”이란 第 1 次的 資料(primary source 

materials)플 바탕으로 쓴 論文이 나 맑究書들 즉 第 2 次的 資料(secondary source materials) 

의 總稱으로 쓰인 말이다. 文없k El錄에 該當되는 보기는 『韓國즙樂史~ (271 [J韓國흡樂論遊ψ281 

같은 책 이 나 여 러 學術誌에 發表된 韓國즙樂學 關係 論文들이 다. 한펀 第 2 次的 흉料의 根

據로· 쓰인 原典의 價f直끌 지니고 있는 땀究資料의 總、稱으로 “資料담錄”이리고 부르려고 한 

다. 11三國史記』의 樂농、 (291 • [J樂學軟範~(30) • [J梁당‘新讀~(3 l) • 11時用劉樂諸~ (32)등과 같은 樂書

냐 樂짧가 資料目錄에 ~當되는 實ØlJ들이 다. 그러면 文敵目錄과 寶料뎌錄의 作成훨領이 한 

가지 보기와 함께 주어질 것이다. 

朝蘇後期의 즙樂史 가운데 民%픔樂의 發達에 크게 휠敵을 남긴 廣大의 歷史的 考察을 

짧究主題로 選定했다고 假想했을 때， 첫째 그는 廣大에 關한 무슨 글이 그 동안 學界에 이미 

發表댔는가플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圖壽館에시 그가 할 일은 主題索i3 1 (subject 

index)에서 廣大란 평目에 關係되는 冊이 있나플 調훌하는 것이다. 萬若 廣大에 關한 짧究 

뿔가 그 圖書館에 없다면， 그 다음 段階로 『韓國즙樂文歡解題』의 主題索引에서 廣大

(23) Bang-song Song, “ Supplement to an Annotated Bibliography of Korean Music ( 1 - V) ," Korea 
Journal (Seoul: Korean National Comnission for Unesco, 1974~1975) ， Vol. 14, No. 12, pp. 
59-72; Vol. 15, No. 1, pp. 59-72; No. 2, pp. 58-68; No. 3, pp. 64-70; No. 4, pp.69-76. 

(24) Bang-song Song, “ Korean Music: an Annotated Bibliography Second Supplement," Asian λ1usic 
(New York: Society for Asian Music , Inc. , 1978) , Vol. )X, No. 2, pp.65-112. 

(25) 宋芳松， “韓國音樂學R꺼仔‘論著解웬 -←→第 3 同 1fr해〕分"， ~韓國뿜樂liff究j](서 올 : 韓國園樂쩡 
會， 1979에 發刊據定) . 

(26) Bang-song Song , “ A Discography of Korean Music ," Asiaη Music (N.Y. , 1977), Vol. \'1, No. 
2, pp. 82-121. 

(27) 張때때U. W輪國좁樂史ji. 서 울 : 正音社， 1976. 536面.

(28) 李惠求. w韓i國홉藥論鍵j]. 서 울 : 秀文렐， 1976. 434面.

(29) 金좁戰 著 • 金鍾權 譯. w完譯三國史記ji(서 울 : 많핀出版社， 1976) , pp.502-514. 
(30) 成m. 뽑探. w影印 樂學빼範J 서 을 : 延t!t太學校 A文科學맑究所. 1968. 이 影印本은 :E:辰찮옮L 

以前에 出刊완 原本으로 學界에 알려진 것이며， 짧在 日本의 훌左)(l!l!에 原本이 保存되어 오고 
있음. 光海君 2年(萬歷 38 1610) 에 復刊완 『樂學軟範』은 1933年 古典刊行會에 依해서 出刊됐었 
으며， 近來 張師動의 『韓國音樂史ji(1976) ， pp.427-536에 影떠]된. 

(31) 梁德첩. Ii'梁琴新뽑ji. 서 울 : 通文짧， 1959. 
(32) [f'時用獅樂햄~. 서-융 · 延世太學校 東方EfllVl究所.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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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ngdae) 란 평티 (331 을 찾아 보아야 한다. 그는 廣大라는 王題 아래 다음과 같은 學術힘 

報가 記載됐음을 發見할 것이다. 

1) 품源的 돼究 (etymological study) 544. 

2) -般的인 글 (general) 355, 502, 545, 568, 643. 

3) 歷史的 文&t (historical source) 630. 

4) 歷史的 쩨흉觀 (historical survey) 544. 

5) 社會的 地位(social status) 630. 

6) 語意 (term) 202. 

위의 學術情報플 노드나 參考카투에 記載하여 놓고 各 副王題項目의 數字에 따라서 『韓

國즙樂文敵解題』의 本文을 찾아 보면 다음과 같은 짧文들을 發見할 수 있다. 

1) 宋錫夏， “i專承즙樂파 廣大 w東亞日報，1] 1935年 10月 3D字 文化面. w韓國K(~ 考，1](시 

울 : 日新社， 1960) , pp.249-65에 復刊됩 . 

2) 金東h!l.， W春香傳돼究，1](서울 : 延世大學校出版部， 1965) , p. 432. 

成慶關， “樂I과 廣大 w週뀐l새나라M서울， 1961年 12月)， 第 7 輯.

宋錫첼， “廣大란 무슨 뜻인가?" W朝光M京城， 1936年 2月)， 第 2 輯， 第 2 號. w행國K 

(=a考，1](서 울 : 日 新社， 1960) , pp.224-29에 復刊됩 . 

핵庸海， “딴소리 林芳짧"， Ií韓國日報，1]， 1960年 8月 311:1 字. WA間文化財，1](서울 : 語文

聞， 1963) , pp.15-18에 復刊휩 . 

李惠求， “近朝蘇 國樂의 겼調와 界面調 서 울大學校大學院， 文學f형士學位請求論文i 

1959. 

3) 李惠求， “宋때載의 觀優敵.. W中央大學校30週年記念論文集，1] (서울 : 中央大學校， 1955) , 

pp. 93-119. W韓國音樂뻐究，1](서 울 : 國民숍樂없究會， 1957), pp.317-64에 復刊됩 . 

4) 1)과 同→합. 

5) 3) 과 l司-함. 

6) 崔常헬， “廣大라는 말 W韓國日報，1]， 1958年 5月 12E 字

위에 列擊된 廣大에 |짧해서 發表된 글을 一定한 規格의 카드에 한폈터썩 따후따록 뽑아 

서 圖書카드의 記載方式이l 따라서 記錄해 두어 야 한다. 카드에 記錄할 매 그는 『韓國즙樂 

文敵解題』의 著者가 만든 짧은 解題플 우선 모두 그 카드에 적 어 서 두어 야 하고， 主題索iJ l

에 있는 副主題들(語源的 冊究 • 歷史的文歡 等)도 나중에 參考플 德해 서 그 카드 한쪽에 

記錄해 두는 것이 좋다. 그다고 自身이 먼接 이마 發表된 新聞 • 學術誌 • 論文集 等 出處결 

찾아서 읽고 確認하기 寫해서 다시 圖書館의 圖홉g鐵을 둬적거려 圖書請求짧號을 떼모된 

카드 한쪽 궈퉁이에 記錄해 둠으로써 後티에 다시 같은 文歡을 參考할 때， 그 記錄된 카드 

를 使用해야 한다. 깃}論 찾아 낸 論文을 읽으면서도 핍究者는 廣大에 關한 基本的인 學流r

(33) Aη Aπnotated Bibliography 01 Korean Music , p.223에 있는 Kwaπgdae란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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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報와 글쓴이의 見備쓸 正確"6] re握파여 역시 카드에 펴錄해야 할 것이다. 

이상으SL 딘及띈 過程대li.. 따르면서 값j學者는 h원太에 對한 여러가지 글을 읽는 동안에 

않太가 社會의 背월으로 보아서 朝解tJJ期의 才A이 나 新羅時代의 花郞과 歷史的￡로 關係

달 갖고 있으며 , iJJI때 • 雜歐같은 民%公演藝能을 훨門的무록 다루던 사람들과 身分的우로 

깊은 關係갚 렛고 있음을 깨 달을 것이 다. 아무등 廣太와 直接 또는 間接으로 關聯되는 모 

든 文없R을 하나도 빼 지 말고 그는 핍意하여 되 己의 맑究主題를 짧한 文歡目錄을 짧集하는 

데 總力을 기울여야 한다. 文歡目짧의 補充을 위해서 그는 指導敎授와 相議함은 깃論이며， 

『韓國픔樂文敵解題』의 3띠에 결친 增補分 1341 을 다시 위와 같은 經路릎 通해서 調훌하고 記

錄해 야 한다. 끈질기게 틴당의 맑究王題쉴 쟁한 )(없k資料듭 探;y{한 結果로 그는 다음과 같 

은 補充된 文없t資料듭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金在喆. w朝健演劇j史r 서 울- 民f갑蘭~t쏠 男츄黨， 1970(짜IYJ;은 1933) 

Bang-song Song. “Korean Kwangdae Musicians and Their Musical Tradition ," Korea Journal 

(Seou l: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 1974) , Vol. 14, No. 9, pp.12-18. 

￡萬필， “따初 自丁考Il'史學없究~(서 울 · 韓國있學會， 1964) , 第18뼈， pp.491-526. 

가3錫힐. Il'짧國民f상考~. 서울 : 日新社， 1960. 

鄭쩡앓. Il'朝解， p겁없j 史.iI. 京城 : 朝따 日 報社， 1940. 

金東旭， “中 l센期의 整能人 廣大Il'思想界~(서울 : 思想界社:， 1953) , 第 3 卷， 第 3 號， pp.37-50. 

朴憲鳳. Il' P섭樂太網.lI .. 서 울 : 國樂鉉~띠高等學校出版部， 1966. 

金짜)úl. 1' ，짧國歌짧의 ~f究~(사 울 : ζ핍文化社， 1961), pp.275-551. 

Richard Rutt , “ The Flower Boys of Silla (Hwarang) ," Traηsactions 0/ the Korea Braηch 0/ 
the Royal Asiatic Society (Seoul, 1968) , Vol. 28, pp.I-66. 

秋葉Irt. vf、松짐l城. Il'후져應Æfδη ~究.lI OU京 : 大f감염I입， 1937 ,,-, 1938) , 卷2， pp.31-32. 

일단 이상으모 文鳳目錄의 作成이 어느 程많 끝났을 때 ， +JJ學者는 위에 列學된 第 2 次的

X없k(secondary source material)을 可能한 範圍에 서 執4!者들이 論議하는 過程에 서 取批한 

論熾암 第 1 次的 文敵(primary source materials)을 發見하는 대 로 카드에 따로 記錄하여 

資料目錄을 作成해 야 한다. 廣大에 關한 글을 원 어 가는 過程에 서 그는 스스로 줬料의 整理

플 寫해서 分類·許價·解釋을 하나씩 에모해야 하는데， 그것에 對해서는 다음 핏目에서 論

議될 것이 다. 文廠님錄이 包含된 짧究혈 • 論文 等을 읽 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資料目錄이 

얻‘어질 수 있겠다. 

『허11쫓字會~. 崔世珍 著. 서 울 ; 體國大떤校出版部， 1971. (p. 68과 p.226 參照)

“宋l까載의 觀優敵 w韓國音樂없究M李惠求. 서 울 · 國民즙樂昭究용， 1957) , pp.318-64. 

(34) 품 (23) ， (24) , (25)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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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祖.錄.lI， 卷30. 30b. (35) 

“完文等狀끼道:;t A", Ií唱樂大網.!l(朴憲鳳. 서 울 : 國영훌훌훌術i홉等學校出版部， 1966) , p.53. 

『成宗톨錄.!l， 卷 14. 15b. 

“八道才A等狀\l'빼國홉樂댐究~， pp.356-57과 『唱樂大網~， pp. 53-55. 

『中宗훌훌훌J ， 卷95.28a.

지금까지 廣大와 直接的 또는 間接的￡로 빼聯된 핍究賣料플 어떻게 探索하고 흉集하여 

文敵팀錄과 寶料담錄을 作成하는 段階까지를 살며 보았다. 위의 文敵目鐵이나 寶料덤鐵에 

記鍵펀 모든 홉料가 自己의 ltF究主題에 所用훨 것이 아넘은 꺼꿇이다. 그러으로 獲集된 寶

料를 하나썩 分析하고 評價해서 自身의 맑究에 必要한 것을 뽑아야 할 問題가 따른다. 이 

러한 -般的안 作業이 다음 項目에서 꿇議될 것이다. 

lV. 맑究훌料의 훌훌理 

이 미 짧集된 맑究資料의 整理는 맑究者의 判斷에 依해서 批判 또는 許價 • 分類 • 解釋되 

어져야 하는데， 그 理由는 自己의 맑究主題에 알맞는 寶料플 찾아야 하며 글쓴이의 見解냐 

學說 또는 意見이 옳고 그른지플 確認해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맑究寶料의 評價에 對하여 

說明하기에 앞서 許價에 必須的으로 따르는 카드作成의 훨領과 必、要性이 먼저 彈調되어야 

겠다. 올바른 카드 作成은 짧究홈料의 整理를 썼果的으로 또는 成功的으로 이끌어 주는 지 

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 훌料카드의 作成훌짧 

寶料카드란 것은 文廠덤鐵이냐 寶料目鐵을 만들 해 使用된 카드와 그 性格을 조금 달리 

한다. 文敵팀鍵이나 資料目鍵 카드는 資科의 基本的 出處를 뚜렷히 밝히기 짧해서 作成된 

것으로서 나중에 글을 쓰는 途中에 덩|用을 짧한 出處나 根擺를 提示할 때， 또는 쫓考文敵g 

錄(36) (bi bliogra ph y )플 作成할 해 쓰얀다. 그러 나 寶科카드는 文歡目緣카드 혹은 홉料目錄 

카드에 記載펀 ltF究書나 論文을 批判的으로 읽 어 가면서 重훨한 事項이 나 項l3 • 內容의 擺

용§ 等 自 己가 메모하려 는 바뜰 펼領있게 投격R하여 記錄해 두는 카드이 다. 그러 므로 寶料차 

드는 없究主題나 論文의 擺要作成과 됐述할 때 쓰일 基本資料플 內包하고 있으며， 그것용 

단순한 文敵g鍵카드나 資料目錄카드와 區分된다. 

(35) 原典의 引用 째 註釋의 特珠한 形式에 對해 서 筆者의 “韓國音樂學關係 論文作成을 .f.ì한 한 lli 
針(1) --註釋의 形式을 中心으로Ií民族音樂.!l(서 울 · 서 울大學校 音樂大學 附設 東洋숍 
樂맑究所， 1978) , 第 2 輯， pp.45-75 參照.

(36) 宋芳松， “韓國音樂學 關係 論文作成을 협한 한 指針( 1 )", 前揚書， pp.58-59와 pp. 72-73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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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쩔者듭은 ÿ~m된 XJ~fi料~십- 읽는 가운데 및;및피읍 jl( d{:'딸 때 흔혀 공젝에 적어 두는 習

떠을 갖고 있는데， 그 習‘많은 꿈}究췄料의 짧理 때 과이 바람직스럽지 옷하다. 왜냐하면 한 

권의 공색이) =tlUt-된 여러가지 찢點이냐 其他 學術↑좁報갚 팩}하없이 記錄해 두게 되연， 맑究 

王띠으) f깐f및 또는 ;fRj)jt~뀔앉에 서 必핏한 部分을 함께 손쉽 게 요아서 그 좁料들을 適切하게 

;;f"IJm 할 수 없기 때 눈이 다. 여 러 가지 X歐資料들을 批判Ú9 .52..로 읽 ￡연서 듭쭈價 • 分析하는 동 

안에 學꺼tfú~ 핏點을 jJ1J(:하는 덤하]은 論隨듭 ~述할 때 1JE;fIJ하게 그 Í<x행한 部分을 언제든 

지 利用하녁는데 있3무노 이왕이면 ;fIJ用하기에 없댄Ij한 카도에 記錄하는 習‘따을 기록도록 

홉b뺏하고 싶다. 

學術에J ↑한報블 Í<x쭈하여 記錄하기 寫해서 쓰이는 카드의 種類는 세가지인데， 그것들은 3 

X5인치 .4X6인치 .5X8인치띄 國際的 標準에 依한 것이 다 3X5인지의 가드는 -般圖띔 

館에서 圖팝目錄作成에 便用되고 있으며， 그것은 要點을 記錄하는 데에도 많이 利用된다. 

핍究者의 越向 또는 꺼}究主題의 性格 等에 따라서 아무 種類의 카드가 쓰일 수 있겠으나， 

될 수 있는 대로 위의 세 種類카드 가운데에서 한가지플 뽑아서 便用하는 것이 筆者의 經

險에 비추어 없究資料의 整理. 때 여러가지 면에서 便利하다고 하겠다. 

줬料카드의 作成 때 벚가지 注意事項이 있다. 첫째로 한장의 카드에 한가지 事폈만을 듭d 

$!f.하라는 것이다. 한가지 事팩이란 맑究者의 나누는 基準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겠으나 

可能하면 細分된 項目 하나픔 짧게 적어 두는 것을 뜻하며， 細分된 項目이 利用하기에 펀 

하다. 두번째 의 셈意、事.I]j은 가드 한장 한장에 필點을 =tl:Z헬한 典據의 學術情報 즉 著者 • 휠 

名 • 卷數 • iil) 이 지 등의 事핏들을 分明하게 記載하는 일이 다. 이 典據의 記載횟領은 맑究者 

의 frt宜에 따라서 白己만이 쓰는 혹은 學界에서 널랴 쓰이고 있는 略字로 表示될 수도 있 

다 (371 典據에 l뼈한 모는 事떳 들은 나중에 論文의 없述過程에 서 빼읍E의 作成 때 크게 寄與

할 것인데， 萬若 이 런 것을 카도에 正確히 記錄해 두지 않오면 또 다시 짧究資料를 調훌해 

야 하는 벤거려움을 겪게 된다. 카드에 어느 事핏의 典擾달 記載할 때， 셋째로 注意할 일은 

앞으로 論題의 寂述에서 쓸 그 事쩍의 利用價f直 즉 白己가 없述하고져 하는 論文의 어느 

홉B分에서 그것을 어떻게 利用할 것인가플 미리 念頭에 두고서 카트 한쪽에 그것을 記入해 

놓는 것이 다. 이 作業은 文澈資料의 內容을 忠實하게 理解하거 나 把握했을 때 效果的인 分

類가 可能할 것이 다. 이 각 líJt究生活에 약 숨치 못한 링J學者들에 게 이 러 한 資料探究 및 整理

過程이 애 우 짧雜하고 A흉間을 浪費하는 것 같이 느껴 질 지 모르지 만， 한먼 成功的으로 論文

(37) 宋芳松， “韓國좁樂學 l해係 論文 作成을 웰한 한 指針( 1 )", 前編염， p.54, 또는 筆者의 Aπ 
A1lπotated Bibliography of Korean Music , pp. xiii-xiv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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作成을 끝내고 나면 카드整理가 얼마나 重要한 일이고 便利한 지를 몽소 꿇짧할 것이다. 

2. m究i흩料의 뺨’‘ 
理想的안 說文의 짧述은 確實한 홈料에 立빼하여 바르게 事實융 把握하고， 그 훌實융 請

理的으로 表現함으로서 어느讀者라도 쉽게 그 률實을 理解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正確

한 홉料임을 確認하고 어떤 事實을 바로 把握하기 f홉해서 一端 寬集된 文敵이나 홉料는 liff 

究者의 學識에 依해서 批判的으로 원혀서 評價되어야 한다. 그동안 發表된 맑究書나 學術

論文이라 할지라도 어떤 것은 륨實융 줌曲했을 수도 있고， 無意讀的으로 錯誤를 그대로 發

表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批判이나 許價作業이 없이 無分別하게 그러한 흉料를 함부로 녕 l 

用할 수 없는 覆週가 가끔 있다. 심하게는 第 l 次的 寶料인 原典의 事項도 慣重히 檢討되 

어야 할 매가 있다. 올바른 事寶을 追究해야 할 昭究論文의 없述에 앞서서 모든 文敵資料

의 信賴性과 륨實性의 確認은 學問의 核心的인 部分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러한 確認作業

은 률擊한 맑究過程에 서 必須的이 다. 이 런 評價作業은 짧究資料를 하나씩 檢討하면서 원 는 

동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文敵寶料를 調흉하여 批判的부로 읽는 동안에 맑究者들은 期待치 않았던 새로운 事實을 

깨닭게 되고， 더불에 이와 함께 自당가 選定한 핍究主題에 關한 知識을 據大해 갈 수 있게 

된다. 이토록 據大되어 가는 知識은 빠究者의 觀點을 向上시켜 주며， 흑시 잘옷 假定했었거 

나 設定했던 主題를 바로 잡아 줄 수도 었다. 向上되어 가는 昭究者의 觀點은 自己의 흙究 

主題에 대한 올바른 理解를 더해 주고， 解決해야 할 問題點융 찾을 설마라를 提供해 주기도 

한다. 그러으로 이미 先學들이 이루어 놓은 없究書나 說文에 發表된 무슨 學說이나 理論을 

無批判的으로 따라서는 안되고 자기 나름대로 澈底히 評價를 해야 한다. 學問的인 正當한 

挑戰은 많을 수록 그 學界에 올바른 學術的 風土와 發展을 招來할 것이기 혜문이다. 그래 

서 뚜렷한 根據없이 論理를 展開해 나간 事實이 있다면 하나도 빼지 말고 퍼l칩어 내어 批

判해야 하며， 그 點을 차두에 찰 記載해 두었다가 自己의 論文없述에서 바르게 指續해야 한 

다.liff究資料의 評價過程에 서 어 떤 學說의 置實性과 信戀性은 必須的즈L로 언제 나 올바르게 

把握되어야 한다. 

批判的 讀書로 어떤 資料의 信賴性을 確認한다는 것은 R究者가 이미 그 文歡에 對한 덤 

B의 어떤 解釋을 試圖했음을 意味한다. 다시 얘기해서 昭究者가 萬集된 흉料를 評價하여 

必要한 部分을 我奉했다는 것은 앞￡로 自己의 없究主題의 構成 혜 쓸려고 그 部分의 利用

價f直를 認定했다는 풋이다. 그러묘로 힘學者는 自己의 解釋을 바탕무로 한 어떤 決定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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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울 카드애 찰 記錄해 두었다가 나중에 拖導敎授와 相議하여 遺切한 時期에 그것율 ￥IJ 

用해야 한다. 이러한 評價作業이 없다연 애써서 寬集해놓은 맑究쫓料는 제 구실을 옷하게 

될 것이며， 바라먼 陽究主題의 짧述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흔히 w뿔者들에게 

잘옷 알려져 있듯이 홉料의 훨集만으로 어떠한 흙究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 

이다. 

위와 같은 立楊에서 文廠홈料를 批判的으로 원어가다 보면 애써 모은 홉料의 一部롤 버 

려야 할 혜가 이따금 생긴다. 大體로 新聞이나 學術誌가 아닌 一般敎養誌、에 發表왼 글들은 

確實한 典據를 提示하지 않았기 혜문에 直接的으로 引用하지 말고， 參考 程度로 그치는 것 

이 좋다. 그러나 重要한 事寶이 學術誌에 發表되기 前에 新聞 같은데 發表될 수도 있고， 新

聞은 가끔 다른데서 찾을 수 없는 情報를 갖고 있을 해도 있기 때문에 힘學者는 어떤 內容

이라도 注意갚게 살펴야 한다. 可能하면 學術짧文이나 第 1 次的 흉料에서 投奉한 事實융 

基顧로‘해서 自己의 論冒륜 鉉述하는 것이 一般的으로 無難하다. 

3. 함톨훌料의 分類

}般的인 짧究홈料의 分類法에 의 하면 第 1 次的인 原典(primary source materials)과 第 2 

것的언 文~홈料(secondary source materials)로 區分할 수 있다고 이미 윗 項팀에서 言及한 

바 있다. 그러나 이 項덤에셔 얘기하는 分類의 意味는 第 1 次的인 原典이나 第 2 次的인 文

없훌料를 모두 批判的 讀畵法에 依하여 評價하는 過程에서 얻어진 觀點이나 內容을 카드에 

풍좋한 主題 또는 副主題의 項目에 따라서 흉料카드를 나누는 일을 가르킨다 (381 

흉料차드의 分類는 文敵들을 評價한 문1 t잦奉한 內容을 앞으로 맑究主題를 짧한 論議過程

에서 忠實하게 利用하기 짧해서 必須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分類作業은 다음 項

目에서 훨움議될 홉움題의 擺要作成과 密接한 빼係플 갖고서 이루어진다. 맑究홉料를 批判的으 

로 원어갈 혜， 그는 重횟한 事項을 이미 我奉하여 흉料카드에 記載해 놓았을 것이다. 그 혜 

홈料카드의 한쪽 위 에 我奉한 事項을 自己의 iff究主題 어 느 部分의 홉웅議 혜 써 야겠다고 생 

각하고 무슨 表示를 해 놓았을 것이다. 간단한 實뻐j를 廣大와 빼聯된 것으로 들연， 가령 

八道才A等狀 (391 에 列題된 廳량達 • 宋興藏 • 金향喆 • 高秀寬들의 이 름을 홈料카드 위 에 척 z 
(38) Barry S. Brook (ed.). RILM Abstracts 0/ Mιsic Literature: Cumulatiνe lndex 1-V , 1967'" 

1971. New York: International RILM Center, 1973. Bang-song Song, “ Index of Subjects," 
An A쩨otated Bibliography 0/ Korean Mμsic(1971) ， pp.207-238파 융훌者의 “主題索引.. Ii'뼈園홉 

榮9FI究.W979) 第8.9輯 合flt M! 융照. 
(39) 原文은 李훌求의 r.園홉榮맑究~(1957) ， pp.53-55와 朴憲빼의 Il' P昌業大뼈~(서 융 : 團훌훌術홈훌學 

校出版部， 1966), pp.356-57, 그리 고 金東旭의 『韓國歌諸의 맑究.!l(서 울 :z，西文化社， 1961), 
pp.306-307애 휩e.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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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假想했을 혜， 隔究者는 그 홉*""를 朝홉後期에 홈大란 말과 才/、이란 말이 同一함 

돗으로 混用되어 있음올 證明할 境過에 使用하려고 이미 생각했올 것이며， 한현 廣大의 짧 

意가 高麗時代 이후 어떻게 흉遭됐나를 짧證할 흉料로도 利用하려고 했융 것이다. 이형게 

좋아 놓은 寶料카드를 어 떠 한 假說 또는 맑究主題의 출거 리 를 엮 어 가는 擺要作成에 따라서 

適切히 分類해야 한다. 寶料카드의 分類는 처음에 큰 項덤에 따라서 樓括的으로 羅列되지 

만 차츰 홉料차도의 增加 때문에 다시 細分되어져야 한다. 그러으로 一端 크게 分類됐던 

項目이라 할찌라도 출거리에서 가지를 뻗어서 나가듯이 그것은 項目의 細分化에 따라서 다 

시 새로운 項目으로 만들어 分類되어야 한다. 큰 項目과 작은 項담을 區別 짓기 위해서 그 

는 큰 項目을 보통 카드보다 한쪽이 약간 튀어 나온 카드에 記入하여 두면 된다. 큰 項g

에서 새로 작은 項g의 寶料카드플 만들 때 모든 記載事項을 새카드에 척을 必몇 없으며， 

다만 白紙카드에 細分된 폈담의 名稱만 記入해 놓 o 연 많은 時間을 節約할 수 있다. 

초￡奉된 資料카드의 큰 평目과 작은 項B 어l 따라서 分類作業을 하다보면， 미리 세워 두었 

던 假說이냐 %究主題의 줄거리기- 修正되야 할 때도 있고， 한현 새로운 方向으로 맑究主題 

의 構威이 轉換될 수도 있다. 이러한 修正과 構成의 轉換응 寶料카드의 分類와 함께 흔히 

있게 되 며 , 그런 作業過짧아 여 러 번 反復되 는 가운데 쓰고져 하는 R究主題에 따르는 꿇릅 

의 擺要가 뚜렷하게 壓縮펀 狀態후 냐다냐게 된다. 寶料카드의 分類fF業은 또 한번 강]學者 

에 게 척 지 않은 忍耐心을 흉작求한다. 그러 나 成功的으로 評價홉料카드의 整理가 끝나게 되 

면， 그는 擺훨作成에 많은 時間과 努力을 節約할 수 있게 된다. 同時에 앞으로 自러의 ìiIt究

主題를 寫한 論릅의 展開에 따르는 훌魔í'F業을 든든히 해 놓은 셈 이 다. 

4. ~훌훌作成 

擺룡§作成이란 班究主題에 關한 議답의 展開를 짧한 뼈대의 形成을 意味하고， 그것은 實

際 論文의 原積作成 때 指針이 되는 줄거리의 構成을 뭇한다. 따라서 擺훨는 評價寶料의 

分類에서 나온 큰 項g의 大題目과 작은 項目으로된 小題目으로 形成되고 大小題g의 有機

的 關係를 이루는 內容目次의 바탕이다. 다시 얘기해서 擺要는 모든 評價홉料를 꿇理的인 

順序에 따라서 組織的이 고 體系的으로 鉉述할 수 있게 해 주는 줄거 리 이 기 째 문에 그것은 

論題를 中心한 全體짧文에서 하나의 統一性을 이 루는데 重훌한 fit홈l융 한다. 

鷹要作成은 評價된 寶料카드의 分類過程에서 同時에 이 루어 져 야 하며， 賣料카드의 ;tiJm에 

따라서 修正 또는 再構成된다고 이미 윗 項담에셔 룹及됐다. 8흉흉용作成에 包含되는 大題덤 

이나 小題目들은 大鷹 앞￡로 鉉述훨 全g훌짧文의 構成에서 本輪의 部分에 鼓짧펀다.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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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主題도 없이 論文의 擺훨흘 作成한다는 것은 卓上空짧에 머물 것이드로 廣大의 歷史的

考察이 란 假定 아래 서 寬集펀 文없텀錄과 훌料텀훌훌올 中心으로 얻은 評價홈料카드흘 바탕 

￡로 擔훌作成을 試圖해 보기로 한다. 

碩土흩位꿇文의 指홉敎授로부터 “廣大가 朝解後期의 즙樂史에 미친 影훌”이란 맑究主題 

로 꿇文융 쓰도록 어느 大훌院生이 指示를 받았다고 假想하자. 그 大뿔院生은 大훌時節부터 

民洛홉樂에 남다른 關心을 갖고 있어서 쯤料寬集을 해 왔고， 가벼운 論文을 쓴 經驗올 갖었 

다고 假定하여 본다. 그 大뿔院生은 이 미 위 에 서 論議된 基魔的인 ~究作業過程을 通하여 

自 E의 ~究主題와 빼係되 는 文없흉料를 더욱 補彈할 것이 며， 짧集된 홉料를 分析 • 批判하 

면서 評價흉料카드를 分類할 것이다. 이미 學界에 알려진 專實올 바탕으로 큰 테두려로 삼 

아서 그는 다음과 같은 줄거리를 엮을 수 있다. 

1 . 廣大의 語意
H. 廣大의 起홉에 關한 歷史的 考짧 

lV. 朝蘇後期의 廣太와 民{갑홉樂 

이와같은 큰 테두리 안에서 評價된 맑究홉料를 다시 細分하여 分類하면서 그는 朝群時代

에 쓰언 廣大의 語意와 高麗時代의 것이 다름을 깨닫고 細分하여 定할 것이다. 그려고 다 

옴의 큰 題g을 內容의 具體化에 따라서 다시 細分하여 작은 題目으로 만들어 다음과 같은 

樓훨作成을 試圖해 볼 것이다. 

1 . 廣大의 語意
1. 홈麗時代 

2. 朝蘇時代

H. 廣大의 起源에 關한 歷史的 考察

1. 統一新羅時代 花郞의 活動

2. 홈麗時代 仙郞과 才A의 關係

3. 朝群時代 才A과 廣大의 關係

1. 朝解後期의 廣大와 民倚音樂
1. 廣大의 社會的 位置

2. 廣大와 포堂과의 關係

3. 廣大와 판소리 

찌흉흉§作成이 위 와같이 大略 題定됐다면， 그 大學院生은 序輪과 結꿇올 擬훌의 앞뒤 에 붙여 

서 앞으로 執筆할 꿇文의 內容담次를 엮어 놓은 셈이다. 위의 보기는 어디까지나 擬훨作成 

융 짧해 서 便宜上 構成해 본 것에 不過하며，~究主題의 性格과 홈料카드의 增減에 따라서 

얼마든지 새로운 樓훨作成이 試圖될 수 있음융 彈調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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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무로 하나의 훌륭한 맑究꿇文을 完成시 키 기 흉해 서 맑究者가 自 g 앞에 주어 진 時間을 

適切히 按配해 야 함은 까훌움이 다. 細究計훌j융 앓한 時間의 按配는 맑究主題나 사람에 따라 

서 서 로 다를 수 있다. 그러 냐 本A의 經驗에 依하면 大體로 全體의 맑究時間에 서 3분의 2 

또는 그 이 상을 맑究寶料의 薦集 • 分類 • 整理 等의 基鍵的 핵툴備段階에 서 使用해 야만이 成

功的A로 뭇한 바를 이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特히 碩士뿔位꿇文을 必須的으로 作成해야 

할 大學院生의 행홍遇에 핍究計훌tl에 따르는 適切한 時間의 按配와 使用은 썼果的으록 g的융 

達成하는 지름걸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大學院生들은 入學後 한 學期을 지내고 나서 곧 自

己가 해야 할 碩土꿇文을 짧한 主題選定으로부터의 準備段階에 들어가서 두 뽕期를 모두 

消費해야 만이 마지막 學期에서 成功的무로 碩士學位論文 作成을 끝낼 수 있융 것이다. 

V. 마 무 리 

지금까지 韓國즙樂學界에서 그동안 가볍게 다루어 온 핍究핵톨備의 基鍵的 過程에서 必、要

한 4많階의 ?iFf究方法論이 論議됐다. 흉R究準備段階의 基本的 方法論이 4段階로 나뉘어 考察

랬지만 寶際로 첫째와 둘째 段階， 둘째와 셋째 段階， 또는 셋째와 넷째段階가 同時에 이루 

져야 할 때가 往往 있다. 그러무로 이 點에 留意、하며 實際 흉다究의 準備過程에서 錯誤가 없 

도록 해 야 할 것이 다. 初期 없究方法論의 4段階는 마치 建藥家가 寶際工專에 들어 가기 바 

로 前에 스스로 設計와 建葉資料를 모두 갖추는 準備過程에 比較될 수 있겠다. 좋은 寶材

와 設計가 훌륭한 建藥을 이 푸어 놓듯이 짧究者는 끊임 없는 努力과 精誠으로 自 己의 맑究 

主題를 짧해서 寶料를 寬集하고 整理하떤서 構想해 둠 o 로서 結果的으로 훌풍한 論文을 作

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우엇을 昭究한다는 것은 藝術家가 어떼한 創作品을 만들어 

내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하나의 創造的인 活動인 것이다. 忠寶한 創作品인 ?iFf究꿇文 

은 경D期의 準備過程에 따르는 맑究方法論을 充分히 理解하고 題行함으로서 成就될 수 있다. 

맑究初期段階의 準備過程은 設定된 問題를 파고 들겠다는 닮究者의 균은 ;意志와 그 問題

의 解決을 寫해서 끈질기게 努力하는 執念을 必폈로 한다. 이러한 맙의 효勢로 %究에 臨

하는 사람은 陽究課題를 無難히 克服할 것이며， 맑究結果가 가져다 주는 自己만의 즐거움을 

맛 볼 수 있을 것이 다. 0979.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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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훌훌〉 

1 . 듀이十進分類法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780 홉聚(Music) 

780.01 훌훌훌(Musicology) 

.07 音햇과 社會(Music and Society) 

.071 훌훌흥(Musicians) 

.0711 作曲家(Composer)

.0712 解說者 및 演奏家(In terpreters and Performers) 

.072 ’ 흉樂홈꿇 및 批흙家(Musical Criticism and Critics) 

.073 ’ 非專門家(Amateurs)

.074 個A後援者 (Private Patronage) 

780.1 홉뺏哲學 및 쫓學 (Philosophy and Esthetics of Music) 

.15 홉樂훌훌 (Music Appreciation) 

780.7 맑究 및 륭育 (Study and Teaching) 

.77 흉樂數育홉(Methods of Teaching Music) 

780.8 홉榮全集 (Col1ected Works about Music) 

.81 個A훌짧全集(Collected Scores of Individual Composers) 

.82 多數總뽑全훌(Collected Scores by Two or More Coroposers) 

.81 小型總뽑 (Miniature Pocket Scores) 

.85 商業的 領훌 (Commercial Circulars) 

781 本文 pp.60-61 훌照) 

782 뼈홉樂 

782.028 오페 라 作品 및 他뼈홉樂(Composition of Opera and Other Dramatic Music) 

.07 요혜 라 演出 및 音榮훌!作術(Opera Production and Musical Dramaturgy) 

.08 빼빼本集 • 빼色集 • 分析훌 (Collections of Stories, Plots, Analyses) 

782.1 오페 라 (Opera) 

.12 歌빼훌本 및 舞훌指針(Librettos and Stage Guides) 

.152 多數作曲家의 全集 (Collections by Two or More Composers) 

.154 個A作曲家의 單行本 및 全훌 (Single Works and Collections by One Composer) 

782.8 훌l楊音樂(Theater Music) 

.81 오페 레 타 (Operettas) 

.82 世洛 칸타타(Secular Cantatas) 

.83 llP興훌l音樂CIncidental Dramatic Music) 

.85 映홈홉樂(Film Music) 

.86 라디 오홉햇(Radio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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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T.V.홉榮(Television Music) 

782.9 其他훌l音樂(Other Forms of Dramatic Music) 

.95 발례 音榮(Ballet Music) 

783 敎會音樂

783.026 特別新數會音樂(Music of Specific Christian Denominations) 

.029 其他宗敎音樂(Music of Other Religions) 

783.1 올간 • 管鉉樂 • 器樂의 數會音樂(Organ， Orchestral, Instrumental Church Music) 

783.2 禮拜嚴式홉樂(LiturgicaI and Ritualistic Music) 

.2052 多數作曲家의 全集(Collections by Two or More Compersers) 

.2054 個人作曲家의 單行本 및 全集 (Single Works and Collections by One Comporers) 

.21 미 사 • 禮拜嚴式 • 훌交(Missal. Divine Liturgy, Communion) 

.22 通常미사(Ordinary of the Mass) 

.23 特別미 사 (Proper of the Mass) 

.24 其他特5J1j嚴式홉樂 (Music for Other Speci/ic Services) 

.26 連홉 (Litanies) 

.28 嚴式劇 및 奇題훌U (Liturgical Dramas and Mysteries) 

783.3 敎會요라토리오(Sacred Oratorios) 

.32 리 브례 도 (Librettos) 

.352 多數作曲家의 全集 (Collections by Two or More Comperers) 

.354 個人作曲家의 單行本 및 全集 (Single Works and Collections by One Comporer) 

783.4 非慶式敎會合P昌曲 (Nonliturgical Sacred Choral Pieces) 

783.5 聖歌 (Chants) 

783.6 캐 롤 (Carols) 

.65 크리 스마스 캐 롤 (Christmas Carols) 

.66 聖짧音樂 (Christmas Music) 

783.7 福音音樂(Erangelistic Music) 

783.8 數會合P昌 (Church Choirs) 

783.9 讀頭歌 (Congregational Singing) 

784 활樂 

784. 1 合P昌 및 파트曲 (Choruses and Part Songs) 

.2 大世洛合唱曲 (Large Secular Choral Works) 

.3 獨P昌曲 및 重P昌 dll (Songs for One or More Voices) 

.4 民짧(Folk Songs) 

.5 祝짤獨P昌曲 및 合n昌曲 (Song and Choral Festivals) 

.6 大聚曲 (Songs for Groups) 

.7 其他歌 (Other Kinds of Songs) 

.8 歌樂 (Collected Songs) 

.9 훌樂演奏(Vocal Performence) 

785 器樂合奏 및 器樂(Instrumental Ensemble and lts Music) 

785.1 交響樂 (Symphony Orchesta and lts Music) 

.12 밴드音樂(Band and Its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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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3 

787.4 

.41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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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61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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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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交톨훌管鉉樂(Orchestral Music with Vocal Part) 

其他交훌樂(Other Music for Symphony Orchestra) 

小交훌樂 (SmalI or Light Orchestra & 1ts Music) 

交훌序奏樂(Overtures for Symphony Orchestra) 

없奏曲 (Concertos) 

室內樂(Chamber Music) 

交훌組曲 (Suites for Symphony Orchestra) 

鍵盤찢器 및 其音樂

鍵盤鉉樂器 (Keyboard String Instruments) 

피아노(Piano) 

항시 코드 (Harprichord) 

파 아노 調律 및 補修(Piano Tunning and Repairing) 

피 아노 敢育 및 양f究 (Piano 1nstruction and Study) 

피 아노音樂(Piano Music) 

鍵盤管樂器(Keyboard Wind 1nstruments) 

올간(Organ) 

올간敎育 및 맑究 (Organ Instruction and Study) 

을간音樂 

其他鍵盤樂器

鉉樂훌훌 빛 鉉藥(String Instruments and Their Music) 

787. 1~787. 42 據鉉樂器(Bowed String 1nstruments) 

바이 올 린 (Violin) . 

敎育 및 찍究 (Instruction and Study) 

數本(Instructive Editions) 

多數作曲家의 全集(ColIections by Two or More Comporers) 

個人作曲家의 單行本 및 全集(Single Works and Collections by One Composer) 

無伴奏獨奏때 (Solo, Unaccompanied) 

有伴奏獨奏曲 (Solo, Accompanied) 

無伴奏重奏曲 (Two or More Violins, Unaccompanied) 

有伴奏重奏曲 (Two or More Violins, Accompanied) 

이 올라 (Viola) 

바이 올련첼로(ViolincelIo) 

其他樓鉉樂器 (Other Bowed String Instruments) 

다블베 이 스 (Double Bass) 

비 율 (Viols) 

787. 5~787. 92 撥鉉樂器 (Plectral 1nstruments) 

하프(Harp) 

기 타 (Guitar) 

만도련 (Mandolin) 

루트(Lute) 

밴죠(Banjo) 



787.8 지 더 (Zither) 

787.9 其他撥鉉樂器 (Other Plectral Instruments) 

.92 우케 레 레 (Ukelele) 
788 管樂器 빛 管樂 (Wind Instruments and Their Music) 
788.1 트 럼 맹 (Trumpt and Bugle) 
788.2 트홈본 (Trombone) 

788.3 코르넷 • 멜로폰 • 앨둥흔(Cornet. Mellophone. A1to.horn) 
788.4 혼 및 其他管樂器 (Horns and Other Brass Wind Instruments) 

.41 후헨취 혼(French Horn) 

.42 썩스혼(Saxhorn) 

.43 썩 소폰 (Saxophone) 

.44 바리 톤 및 유포니 웅(Bariton and Uphonium) 

.45 요휘 크라이 드 (Ophicleide) 

.46 有鍵顆1 1JrÎ. (Keybugle) 

.47 有밸브뺏UIJrÎ. • 바리 톤 • 유포니 웅(Valve Bugle, Baritone, Euphonium) 

.48 베이스혼(Bass Horn) 

.49 其他吹奏樂器(Other Instruments With Cup Mouthpiece) 
788.5"-'788.9 木管樂器(Wood.Wind Instruments) 

788.5 풀풋類樂器(Flute Group) 
.51 풀훗 (Flute) 

.52 레 코더 (Recorder) 
788.6 훌葉樂器 (Reed Instruments) 

.62 크라녁 넷 (Clarinet) 

.66 썩 소폰 (Saxophone) 

788.7 複賣樂器(Double'Reed Instrument) 
788.8 베 이 스複賣樂器(Bass Double'Reed Instrument) 
788.9 其他無鍵盤寶葉樂器 (Other Reed Instruments without Keyboard) 

789 打樂奏 • 機械 및 電氣樂器

789. 1 "'789. 69 打樂器 및 其홉樂(Percussion Instruments and Their Music) 
789.1 皮q용樂器CMembranophone) 

789.2 심 발(Cymbals) 

789.3 三角聲(Tríangle)

789.4 其他無律打樂器(Other Percussion Instruments of Indefinite Pitch) 

789.5 鐘類樂器 (Bells, CarilIons, Chimes) 

789.6 其他有律打樂器(Other Percussíon Instruments of Definite Pítch) 
.69 其他打樂器 (Unsophistícated Instr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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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7"'789.913 機械 및 11氣榮器音樂(Mechanícal and Electrical Reproduction of Music) 
789.7 機械樂器 (Mechanical Instruments and Devices) 

.71 小型파이프올간(Barel Organ) 

789.8 홉榮箱子(Music Box) 

789.9 電子樂器 (Electronic Musical Instr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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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91 音樂錄音(Music Recording) 
.911 훌音빼(Phonographs) 

.912 훌홉뺑홉盤(Phonograph Records) 

.913 레 코드 目錄CCatalogs of Record.s) 

n . 韓國十進分類法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670 숍樂(Music) 

670.1 音樂哲學 및 音樂美學(Philosophy and Esthetics of Music) 音樂理짧→671 

.118 흉樂의 價(u흉 CValue of Music) 
.13 훌樂社會學(Music and Society) 
.15. 音樂용쓸賞 (Music Appreciation) 

670.24 樂器(Musical Instruments) 
器樂-般

歷史， 修理， 調律， 檢훌 等을 包含한다. 

樂器製造->555.8

670.65 演奏會管理(Concert Management) 
670.7 lJf究 및 數授CStudy and Teaching) 

樂器의 핍究는 그 主題 樂器下에 分類한다. 

뻐J: 피 아노의 lJf究 676.27 

.71 音樂學校(Music Conservatories and Schools) 
홉樂大學 等을 包含한다. 

國民學校에 서 의 音樂指導→375.467;

學校數育課程에 서 의 홉樂→374.67; 

學校唱歌冊→673.75

.719 特蘇地城의 音樂數育

910"-'979와 같이 地理圖分한다. 

뼈J: 日 本의 音樂敎育 670.71913 

.73 홉樂敎授法 

.78 音樂會와 獨奏會 프로그행 

.79 音樂賞

670.88 樂讀

670.9 音樂史

671 춤훗理옮 몇 技法(Theory and Techniqùe of Music) 
特흉主題의 音樂의 理論 및 技옳은 671. 1"-'9와 같이 닮分한다. 

f71J: 바이을련演奏 677.2 

各種樂器理꿇 및 技法은 그 榮器下에 分類한다. 

어J: 바이을란 677.2 







673.29 世%的 大合唱(Large Secular Choral Works) 

673.3 獨P昌 및 重P昌(5ong for One or More Voices) 

673. 4~7에 分類되 지 않은 노래 률 包含한다 • 

. 301 獨唱 및 重唱의 樂讀集 (Music Itself Scores and Parts) 

.31 獨唱(50105)

.311 兒童(Childrens)

.312 女子(Women)

소프라노， 메 조소프라노， 알토 等을 包含한다 . 

. 313 男子 (Men) 

테너， 바리폰， 베이스 等을 包含한다 . 

. 32 二重唱 (Duets) 

673.31과 같이 區分한다. 

例 : 女子 二重唱 673.322 

.33 三重P흡 (Trios) 

673.31과 강이 區分한다. 

倒 : 女子 三重唱 673.332 

.34 며重唱(Quartets) 

673.31과 같이 區分한다. 

어J: 女子 四重P昌 673.342 

.35 五重唱 (Quintets) 

673.31과 같이 區分한다. 

어J: 女子 五重P昌 673.352 

.36 六重唱(Sextets)

673.31과 같이 區分한다. 

17IJ: 女子 六重唱 673.362 

.37 七， 八， 九重唱 (Septets, Octets, Nonets) 

673.31과 같이 區分한다. 

17IJ: 女子 七， 八， 九重唱 673.372 

673.4 民洛音樂(Folk Songs) 

器樂使用의 民洛音樂은 그 主題에 따른 演奏方法에 依하여 區分한다. 

例 : 피아노曲民洛舞觸 676.2 

轉國民짧(文學)→81 1. 4 

.49 特~地城의 民f갑홉樂 (Folk 50ngs and Folk Music of Specific Countrìes) 

910""979와 같이 地理 區分한다. 

댐J: 英國의 民f삼音樂 673.4924 

673.6 團It歌(5ong for Groups) 

.61 流行歌 (Popular Song) 

.66 特珠그륜의 노래 (Songs for Societies) 

000~999와 같이 區分한다. 

뼈J: 野球의 노래 674. 666957 

673.7 學生 및 校歌(Student and School 5o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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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75 國民學校 校歌(Elementary School Songs) 

.76 中高等學校 校歌 (High School Songs) 

.77 大學校 校歌 (College and University Songs) 

技術學校 校핍A’를 包含한다‘ 

673.8 짧xrlM용 (Collection of Songs) 

673.9 國歌 및 國民歌(National Airs, Songs) 

.91-97 各國의 國歌 (National Songs of Sepecific Counties) 

910"""979와 같이 빼理區分한다. 

17lJ: 스퍼l 인 國歌 673.972 

674 劇j音樂 (Dramatic Music) 

없U벚겹-영얀을 包含한다. 

674.1 오페 라 및 其他 劇좁樂의 í'r曲 (Composition of Open and Other Dramatic Music) 

歌詞('f.成， H탱本 ft Jî，i;， *챔띠i 쩔올 包含한다. 

674.2 歌劇UCOpera)

f￥없;劇， 室內없:劇 쯤;융 包f능한다. 

輕歌劇→684.3

.22 歌劇훌本 및 舞臺案內 (Librettos and Stage Guides.) 

.28 樂調 및 樂章(Score and Parts) 

.281 作l띠者 一人의 作品集

.282 作뻐者 二λ、以」느의 作品集

674.3 오페 라다 (Operettas) 

표찢얻코버} 디， 러l 뷰 等을 包~힌다. 

674.4 칸다다(Secular Cantastas) 

오라토리오릎 包含한다 

674.5 附隨劇좁樂(Incidental Dramatic Music) 

674.6 라디오홉樂(Radio Music) 

674.7 렐 레 비 전 音樂 (Television Music) 

674.8 映뽑音樂(Film Music) 

674.9 其他의 劇音樂(Other Forms of Dramatic Music) 

無탐劇Ij， 1없面劇Ij， 野外蘭j올 생한 音樂 等을 包含한다. 

劇楊→681

.95 발에홉樂 (BaIlet Music) 

675 器樂合奏(Instrumental Ensembles) 

675.1 理論 및 技法

.11 器樂合奏作曲 (Composition for Instrumental Ensembles) 

編曲을 包含한다. 

樂隊를 점한 f'F [lIJ• 675.81 

675.2 交響樂團 및 管鉉樂

樂隊→675.8 ; 交빼樂과 聲樂→675.29 ; 小管鉉樂→675.7

.207 管鉉樂킹1/練 및 指揮(Orchestra Training and Conducting) 

管鉉樂명명， 交響樂團， 살롱合奏團， 鉉찢合奏團플외 指揮， 톰￡寶等을 包含한다. 



675.21 交훌樂 (Symphonies) 

*￥珠한 交響樂은 그 .:t題下에 分類한다. 

뻐1: 樂顧를 웠한 交훌樂 675.8 
.29 훌樂附管鉉찢 

675.3 管鉉樂올 鳥한 其他 音樂(Other Music for Symphony Orchestra) 

675.4 獨立前奏曲 (Independent Overtures) 

675.5 協奏曲 (Concerts) 

675.6 室內樂(Chamber)

675.7 輕音樂團 (Small or Light Orchestra) 

舞觸合奏團， 재 쥐 合奏團， 리 듬악대 살롱協奏團.~樂合奏團 等을 包含한다. 

675.8 樂險(Band and Its Music 리 듬악대 ) 

.807 樂嚴훨I!練 및 指導(Band Training and Conducting) 

樂像指揮， 組織， 藍督 等을 包含한다 . 

. 81 樂隊을 鳥한 作曲 CComposition for Band) 

編曲을 包含한다 • 

. 89 軍樂隊(Military Band Music Itself) 

行進曲을 包含한다. 

676 鍵盤樂器 (Keyboard Instruments) 

676.1 理論 및 技法

676.2 피 아노 (Piano) 

.24 피 아노調律과 修理(Piano Tunning and Repairing) 

.27 피아노指導 및 數則本

初步， 中級， 홉級 等을 包含한다， 

.28 피아노樂뽑 

676.5 오르간(Organ) 

676.2와 같이 區分한다. 

例 : 風琴數則本 676.57 

676.6 電氣오르간， 半電氣 (Electronic and Semielectronic Organs) 

676.7 리이드오르간 (Reed Organ) 

676.8 아코다 언 (Accordion) 

676.9 其他 鍵盤音樂 (Other Keyboard Instruments) 

677 鉉樂器 (String Instruments) 

鉉樂合奏團→675.7

677. 2 바이 올린 (Violin) 
.29 1.l] 올라 (Viola) 

677. 3 첼로(Violon Cello) 

677.4 ~~樂器

.41 다블바스 (Double Bass) 

.42 1.l] 올 (Viols) 

677. 5 하 아프 (Harp) 

677. 61 기 타(Guitar) 

- 7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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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 65 만도련 (Mandolin) 

.67 류우트 CLute) 

677. 7 벤 죠 (Banjo) 

677.8 지 더 (Zither) 

677. 9 其他 撥鉉樂器 (Other Plectral Instruments) 

.92 우쿨렐 려 (Ukelele) 

678 吹奏樂器 (Wind Instruments) 

678.1 理論 및 技法

678.2 트럼 페 트 (Trumpet) 

678.3 트롬본(Trombone) 

678.4 흔 및 其他 金管樂器(Horn and Other Brass Wind Instruments) 

.41 프헨취혼 (French Horn) 

.42 쐐 스 혼 (Saxhorn) 

알로혼넬로폰 等올 包含한다 . 

. 44. 바라 튼， 유포니 옴 (Baritone and Euphonium) 

. ~8 . 바스흔 (Bass Horn) 

튜바， 수자폰， 셰 르팡 等을 包含한다. 

678.5 풀훗樂器類(FJute Group) 

.51 풀풋 (Flute) 

피 콜로， 파이 프 等을 包含한다. 

678.53 리 코오더 (Recorder) 

678.6 金앓吹쫓樂器 (폼樂器) (Reed Instruments) 

.62 클라리 네 트 (CJarinet) 

바스 클라리네트， 배시트혼을 包含한다 . 

. 66 색스폰(Saxphone) 

678.7 흉錄吹奏樂器 CDouble'Reed Instruments) 

오보애， 잉글리쉬흔 等올 包含한다. 

678.8 바스雙金없吹奏樂器 (Bass Double'Reed Instruments) 

678.9 打樂器 (Percussion) 

.91 理論 및 技法

.92 멤 브 라노폰 (Membranophone) 

탬버련， 북， 팅파니， 토언의 북 等을 包含한다 . 

• 929 심 발 (CymbaJs) 

.93 트라이 앵 끌(Triangle) 

.94 其他 打樂器 (Other Percussion Instruments) 

.95 종， 화 엽 (Bells. Chimes) 

.96 鐵琴， 마렴 바， 木琴(실로폰) 

.97 機械樂器 및 考案物(Mechanical Instruments and Devices) 

뮤직박스(Musical Box)를 包含한다 • 

. 98 電혔機械樂器 (Electrical Instruments) 

.99 숍樂레코드(Music Record) 



678.992 

.993 

.994 

679 

lS1f~ (Phonograph) 

lS1ifUiHPhonograph Records) 

lSifU lHl (Catalogs of Records) 

1II~(Korean Music) (*~ 62-6300 &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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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ulary on Research Method in Preliminary Stage--

Dr. Bang-song SONG, Director 

National Classical Music Institute 

Although Korean studies of humanistic science receives major emphasis today, increasing 

importance is being given also to the Korean fine arts particulady to the traditional music 

of Korea. With growing public and academic interests, Korean music1010gy have acquired 

a place of prominence in the academic world of Korean humanistic studies. The respon

sibility of the Korean musicologist has likewise grown: he or she must be an educated 

and articulate scholar in addition to being a proficient knowledge of Jnis professional field. 

Simultaneously, graduate education has become an indispensability for a professional career. 

Since the establishment of Korean Music Department in 1963 at the Gr-d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Department has been expanding to accommodate the 

increasing number of graduate student seeking advanced degrees. 

The importance of the traditional music study in Korean humanistic science notwith

standing, little attempt has been paid on research method in the preliminary stage of 

graduate research. Thus far, research in this field sometimes lacks tangible results. This 

essay is intended as a practical guide manual primarily for graduate students in Korean 

musicology, treating the basic procedure and tools of investigative studies. Its princip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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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refore is to present some down-to-earth suggestion on how to carryon research 

in a way that will make the most of the investigative phase of graduate study. 

The first part of the essay deals with approaches to music research on how to select a 

research topiC from both fields of Korean his.,rical musicology and Korean ethnomusicology. 

The discussion is based upon academic questiolls constantly being asked by graduate students. 

The second part is concerned: with library orientation and with how to make special 

research cards in the course of procedure at the library work. The third part is a survey 

of classifying research materials collected at the library or field works in order to make 

an outline of the research topiC'. 

When this paper is undertaken as an essay format, it is prepared under a consideration 

of such reference books as Ruth T. Watanabe's Introduction to Music Research (Engle

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67), Demar Irvine's Writing about Music: A 

Style Book for Reports and Thesis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68), 

Yon'gu wa Nonmun (Research and Dissertation]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1977), and Hwang Kyong-sik's Nomun chaksong Ui yorong kwa silje (Practical Guide 

Book for Research Papers and Thesis] (Seoul: Chihak-sa, 1976). Being carried on, 

however, the essential portion of the essay is attempted on the basis of my own personal 

experiences and research in Korean musicology. 

Of course, this essay is neither a standard research method nor thesis manual but an 

example of practical approach to the preliminary stage of research in Korean musicology. 

It is the writer's hope that this essay may take a credit for the young graduate students 

rather than the seasoned I researcher in the field of Korean musicology, and that it may 

make a small contribution to the grou"nd work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Korean 

musical scholarsh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