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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族音樂學의 再模型化를 寫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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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음악학은 다른 학문분야와 마찬가지로 연구， 저술 그리고 그것의 실행자들에 대한교
육을 통하여 계속하여 창조되고 재 창조되어 왔다. 새로운 자료와 해석， 이론 그리고 방법

들의 형태로 직접적 활동이 이 분야를 효과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펀 한 학문을 모형화
하는 작업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냐? 하는 서숭적 질문과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
하는 규법적 질문을 요구하는 연구에 직접적안 참여를 할 수 없게 한다. 이에 대한 대답은

확실히

이 모형을

만든이 (Blum 1975, C. Seeger 1977) 의

知的，

社會的 基盤에

달려 있

다. 그리고 이러한 모형의 효용성은 이 분야에서 행해지고 있는 현재의 작업을 쉽고도 솜
씨있게 잘 파악하는 능력에 달려 있거나 미래의

활동을 위한

일종의 “도덕적인

명령”에

달려 있을 것이다.
아마도 최근의 민족음악학사에 있어서 가장 유력한 한 예는 1964년 〈음악인류학〉에서 제
안된 “Merriam의 모형”일 것이다. 그의 “단순한 모형은 음악에 대한 개념화 작업，

음악에

관계된 행위， 그리고 음악의 음 그 자체 (32p) 라는 세가지 분석적 단계를 포함한다.

이 모

형은 본질적으로 음 예술을 산출하는 행위에 영향을 주는 개념을 담은 領環形式으로 되어
있다(도표

1 참조). “ •••• 거기에는 창작품으로부터 음악에 관한

개념 ξζ로의 끊임없는 還

元作用이 있고， 이러한 것은 한 음악 체계 속에서의 변화와 안정성 兩者를

설명하는 것이

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다 (33p). 이 모형은 민족음악학사의 초기에 있었던 것이고， 당
시에는 음악에 관한 인류학적 여러 관심사 중 가장 영향력있고 유력한 진술이었다.
형은 민족음악학을 “문화속의 음악연구”라고 규정했고，

*

이러한

관점은

이 모

비록 “문화로서의

이 글은 미 국 민족음악학회 의 기 관지 인 빈축음악학 (Ethnomusicology， 년 3회 말행 )의 1987년 가
을호(제 3 호， 통권 3 1)에 질련 논문과 이에 대한 논명을 번역한 것이다.

Allan

Merriam의 민족

음악학 모형을 재 해석하여 새로운 모형을 제시한 이 글은 1986년의 미국 민족음악학계에

적지
않은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민족음악학연구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 이글은 우리에게도 적지

**

않은 시사정을 던져

Timothy

Rice는

줄 것으로 사료펀다.

University of Washington in

대학의 음악대학 부교수로

재직중이다.

Seattle에 서 학위 를 받고，

현재

Canada Toronto

민족음악학지의 펀접자로 활약하였고， 미국 민족음악학

회 회 계 의 일을 보고 있 다. 주로 Bulgaria와 Yugoslavia의 민 요를 연구하고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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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과 “음악과 문화와의 관계”라고 수정되기는 했지만，

以後 민족음악학의

중심적 개념

중 하나로 계속 남아 있다.

우리는 물론 지난 20년간의

이 모형의 영향에 관해 논의할 수 있다.

계속 영향력을 미치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 모형야

이 모형은 아직도 흔히 특별한 연구

문제 (예를 들면 Yung 1984와 Sawa 1983) 를 服絡化하기 위해 인용되고 있다.

Bruno Nettl

(1983) 은 이것을 음악에 대한 연구가 아닌， 분명히 음악 그 자체에 대한 연구의 “결정적인

것”으로 부르고 있다. 이것은 최근에 공동집필된 연구서인 〈세계의 음악들> (Titon 1984) 을
위한 기본적 모형을 제풍하였다. 만약 상당히 넓은 영역을

배경으로 한 이 책의 저자들이

이 모형에 찬동할 수 있었다면 척어도 이 분야의 모든 모습이냐 모형으로서 계속되는 이것
의 영향력의 갱도는 분명할 것이다.
인식

/\

음악의 음←---행위
〈도표

1>

Merriam의 모형

이 분야를 정의하고， 영향력이 있는 챔 외에도 Merriam의 모형은 역시 세가지 다른 매력

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특성은 이 모형을 여기 제안된 “재모형화”를 위한 한 유익한
단서 (foil) 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1) 이 모형은 세가지 “분석적 단계”를 가진 한 단순한
모형이다. 이 모형이 영향력을 미쳐 온 부분적인 이유는 기억하기 쉽다는 점이다. 2) 이 모

형의 단계들은 비교적 완전하고 총콸적인 것처럼 보인다.

이 단계들은 한 넓은 범위의 관

심사들을 網羅한다. 3) 이 “분석척 단계들”이 상호 관련되리라는 점에서 이 모형은 확실한
하나의 모형이다. 그러나 이러한 매력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이 모형에

동의하고

있지 않음을냐는인정한다. 그리고우리는확실히 이모형을수용해 온것 처럼 이것과씨
름하여 왔다. 그러나 이 모형은 단순하고， 총괄적이고， 확실하고，

규정적이고 영향력이 있

는 것이기에 다음에 언급할 “재모형화”에서 이를 차주 인용하겠다.

왜냐하면 여기 제안된

모형은 이러한 똑같은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1)
Merriam 모형의 최초이며 가장 즉각적인 효과는 사회적，

언어행위들에 대해 행해진 연구의 量과 名聲을

신체적， 그리고 음악에 관계된

증가시키는 일이었다. 두번째의 효과는 한

연구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러한 행위들을 “음악의 음 그 자체”와 관련시킨 것이다.
악의 인류학적 연구”에 있어서 후에 이루어진 많은 엽척은 (Blacking，

“음

1976b) 교차점， 원인，

혹은 Merriam의 “분석 척 단계 ”의 相似性을 찾는 시 도로셔 해 석 될 수 있다.

(1) 민족음악학에서의 최근의 “연구 모형들”에 관한 목록올 위해서는 Modir (1 986) 홀 창고할 것.

그러한 관련성율 찾는 연구에서

생물학적

껍근 (Bl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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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학 (Nattiez

1977) ,

1983) ,

민족학 (Zemp 1978) , 행위의 언종 거원학 (Herdon과 McLeod, 1980) 과 신문학 (Feld， 1984) ,
구조주의

(A. Seeger, 1980) , 상정척 상호 작용주의 (Stone , 1982) ,

Marx주의

(Shephered,

1982) , 해석학 (Becker， 1984) , 그리고 여러 가지 접근법을 통합한 절충주의 (Feld， 1982)
동을 포함하여 많은 수의 사회과학척 법례가 지난 20년간 차용되고， 시행되어왔다. 비록 이
러한범례와 방법은 인류학과 사회학 내에서 흔히 모순되거냐 상호간 배타적인 것 같고， 확
실히 Merriam의 〈음악인류학〉 내의 구조척 기능주의와 다르기는

내에서의 응용은 Merriam의 모형에 의해서

창초된

하나， 이들의 민족음악학

중심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한 시도로

해석 될 수 있다. 즉， 어떻게 우리가 확실히 음악과 다른 인간행위와의 관계에 대하여 설

득력있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해석될 수 있다.
비록 지난 20년간 민족음악학에서 발달된 많은 “이론”이 이 문제를 다루었으나，

거기에

는 분명히 소위 “음악학적”이고 “인류학적”인 첩근법 사이에서 추구한 완전한 연합에 대한
반대의 흔적이 있다.

작년 Canada의 Vancouver에서 있은 연차 총회의 일화는 이 분야에서

의견의 이탈과 인류학적 정근법에 대한 계속된 반대의 몇가지를
족음악학자 對 현대 음악생활의

이야기해 주고 있다.

허위성”이라는 Stephen Blum의

에 이 문제에 대한 논문발표， 논평 그리고 토론에서 어떤이가
나온 현대 사회이론에 관한 많은 언급을 듣지 옷하였다고 했고，

“민

논문 발표 후의 로론 중

자신은 특별히

인류학에서

계속하여 민족음악학자들

은 아마 사회와 문화의 관첨에서 20년 정도는 뒤져 있을 거라고 염려하었다. 이 주장에 대

한 유명한 민족음악학자들에 의한 논평은 한 놀랄만한 범위를 網羅하였다. 어떤 이들은 그
녀와 다른 학자들이 이를 유지했을 거라고 반응하였고， 다른 이들은 이를 유지하려고 애썼
으냐 그녀는 따라 갈수없는 “모든세계”를 다루는 교사로써 너무 바봤을 거라고 했다. 그
리고 두 사람이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를 유지한다 해도 누가 주의하겠는가?"라고 반응했
다. 만약 민족음악학이 통합된 학문이었거나 민족음악학이 인류학적이고
법의 총체를 나타냈다는

음악학적인 정근

널리 알려진 의견일치까지 있었다는 인상 아래서 어떤 이가 연구

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의견 교환은 계발되어 왔을 것이고， 그리고 실망적이었을 것이다.

민족음악학 분야의 방법과 학문적 뿌리에 관한 부족한 의견

일치 외에도

안류학적이고

음악학적 접근법 사이에 있는 연합의 방법에도 우리가 성취하여 온 것에 대한 비관적 견해
의 증거가 있다.

이 견해는 이러한 연합을 오랫동안 수행하여 온 사람들 조차도 가지고 있

다 (2) Gerard Behague(1984:7) 는

(2) Carol Robertson (1 984 : 450) 은

최근에 “그러한 관계 (“사회척 맥 락”과 “음악척

음의 구

최 근에 “생 태 학， 지 리 학， 그리 고 역 사학”에 관해 언급한 “수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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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Herdon과 McLeod (l 979:iii) 는 ’ 70년대 말에도 “음악과 완전함 그 자체， 그리고 음악의
기원과 생산을 둘러싸고 있는 행위에 대한

동등한

고려를 하는 완전성과， 우리를

아직도

피하는 평가”를 비난하였다. Ruth Stone (l 982:127) 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사

건 분석에 대한 혁명적 접근법은 “이상적인 단일 분적을

성취하는 것은 아직 가능하지 않

다”고 받아 들이고 있다.

이와 같이 민족음악학은 다소 이상한 위치에 있는 듯이 보인다.

한현

우리는 계속하여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 분야의 핵심 문제를 규정하는 한 옛 모형을 가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성취한 것들의 정도에 대한 비관척

안 견해가 있고， 이것은 인류학적 모형에 대해 공개척으로 반대되어 왔다 (3) 그리고 수 많

은 사회과학의 법례 중에서 경쟁적 연구가 우리들 전체 흑은 부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한 시도 속에서의 이 침해에 대해 이루어 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냐는 지금이 민족음악
학과 이와 同類에 속하는 학문과의 관계를 채고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오래된
한 집과 같이 아마도 특별한 학문적 전통이 우리들에게 當짧性을 말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바를 서술하고 규정하는 것과 함께 민족음악학을 재 모형화하여야 할 때라
생각한다.

어떤 이들은 한 학운을 모형화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인적 흥미， 지적 훈련， 학문적 전통，

그리고 사회적이고도

제도적인

분명히 연구는 개

요청에 의해 지시된

션을 따라 대부분 계속될 것이다. 그러냐 학문적 모형은 여러가지 이유로 매력적이라 하겠
다 (4) 학문적 모형은 우리가 우리 작업을 맥 락화하고，

분류하고，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는

논문을”이 “이러한 序章들을 음악의 음을에 관해 언급한 後章들과 연결시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데 대해 불펑하고 있다.

(3)

Larrγ Shuway(1986) 는 〈음악의 세계을〉올 미학과 음악의 개인적 정험에

대해 충분한

강조를

하지 않은 “사회과학 방향으로의 전환”이라고 비판한다. 이 비판은 그와 다른 이들이 아직도 최
근의

연구와 저술에서의 많은 강조정에 대해 반대하는 표시이다.

(4) 어떤 분야에서도 가장 훌륭한 저자들은 아마 단순한 모형들의 필요를 느끼지 않을것이다. 모형
플은 특별히 그들 작엽에서 한 백락올 구하려고 노력하는 학생을과 다른이들에게
다. 나는 지난 7년동안 민족음악학을 다루는 미국의
한 조사를 하였다.

펼요할 것이

학교에서 말표된 많은 논문플에 대한 우연

나는 순진할지 모르지만 민족음악학에서 한 이흔적인 틀 안에서 형식적으로

라도 자신들의 작업을 맥락화한 것들이 거의 없는 것을

보고 무척 놀랐다.

특별한 음악척 전통과 이에 바탕을 둔 이천의 글들을 단순히 고찰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한

(예외는 민족성과 통

일정에 관한 작업인 듯하다. 왜냐하면 이에 관한 하나의 분명하고 확인될 수 있는 문헌이 있기
않았다.
만약

때문이다). 실제로 민족음악학은 이을 논문에서 하나의 학문부로 존재하고 있지
이글들이 이 분야에 대한 치시자로 취급될 수 있다면， 그러면 민족음악학은

Blacking(1971:94)

이 한탄했듯이 “음악인류학과 다른 문화들에 관심있는 사람을을 위한 하나의 모임이라는 입장”
에 지나지 않는다. 특별히 여기에 제시되고 었는 부류틀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모형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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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주제에 관한 논문으로 유명한 Lewis Thomas(1974) 는 과학척인 청신올 개미탑융 건설하
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특징지워 말한다.홉** 그는 대부분의

한마리 한마리는 그들이 짓고 있는 개미탑의
많은 우리의 개미와 과학자의 연합된

모양에

지식은 비록

과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개마

대해 알지 못한다고 추측하고 있다.
각 개미와

학자 개인이 설정펀 자신의

작업 목표가 무엇 인지 정 확히 상상할 수 없을지 라도 놀랄만한 결과를 낳게 한다. 모형 화는
분명하지는 않아도 우리가 짓고 있는 개미탑 모양의 비유를 생각하게 한다.

모

형

여기에 제시된 모형을 위한 칙첩척이고 개인척인 두가치 자료가 있다.

하나는 敎授觸驗

에서 오는 것이고 다른 하냐는 제 2 차 문현 자료를 통해셔다.1) 냐는 Toronto 대학의 한
대단위 연주형태의 음악수업에서 모든 1 학년 학생들에게 한 입문과정을 가르치고 있다. 이

과정은 서양·비서양·고전·민요·대중음악 등 모든 종류의 음악을

보다 자세한 한 서양

고전음악 연구의 입문과정 o 록 다룬다. 학사위원회는 이 과정을 “세계 음악문화들에 있어서
형성적 과정들”로 부르고 있다. 이와같이 나는 음악에서 형성적 과정들이 무엇인가? 하는
매우 실제적이고， 교육적인 맥락을 생각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과정들은

음악대학의 몇

몇 내 동료교수들이 생각하듯이 선율， 화성， 그리고 리듬일까? 흑은 지난 20년간
악학자들이 주장해 왔먼 음악과 청치， 경제， 사회구조，

민족음

음악적 사건， 그리고 언어 사이의

관계일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을 가진 긴 목록들로 부터

어떤 정려된 외형

을 도출하는 한 방법이 있었을까? 많은 음악사 연구과정의 음악 구조적 관심사와 많은 민
족음악학 연구과정 의 인류학적 관심 사를 초화하는 한 방법 이 있었을까

냐는 이 문제 를 풀기

위 해 수 많은 방법 을 고안하였고，

? (5)

약 4년 전에 Clifford Geertz의

〈문화의 해 적〉을 再護하는 동안 “상정척 체계 들은… ·역 사적 으로 구조화되 었고， 사회적 으로
상태보다 더 많은 학생과 학자들에게 이 분야의 일반척 모양과， 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
(5)

들 착엽의 공간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사막지역이나 열대 지역의 개미는 탑모양￡로 집융 짓는다고 한다. 때로는 6m가 념는 개미칩도
었다고 한다.
서양과 비 셔양읍악을 대하는 여러시각들은 혼히 달라 보이지만 그것은 Kerman(1985:174) 이
제안했듯이 민족음악학 연구가 “직첩척으로 셔양읍악연구에 맞부딪치지 못할 갱도로 셔양음악
이 다흔 음악과 너무 다르고， 그 문화척 맥락도 또한 다 푼화척 맥락과 다르다”는 것융 의마하
지는 않는다. 비교연구흘 쩨외할 갱도로 다른것은 융악과 맥락이 아니고， 오히려 이상하게 보
이는 듯한 두 붐야간의 주 챔근법률과 가치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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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나는 이러한 것들을 내가 찾고 있던 ‘형성척 과청들”로 인식하였다. 여기에서 Merriam
의 모형과 닮은 세 부분올 지닌 한 폭형올 생각해 내었다. 이 모형은 커억하기가

쉬웠고，

역사척이고 개인척인 과청들을 끌형있게 해 주는 듯 하였다. 또한 여러가지 방법에서 즉각

적이고 직관적으로 만족할 만한 것 쳐럽 여겨졌다.

척어도 지난 20년 이상 영향력을 발휘

해 온 Merriam의 모형은 사회과정들에 강초를 두어 온 경향이 있고， 결과적 a로 민족음악

학을 역사적 음악학의 관심사로부터 멀게 하였다. 어느 누가 다른 음악들에 대해서 영 향을

미쳐 온，시각들이 아주 다르게 여겨 졌을 때 모든 음악에 관해서 가르 칠 수 있겠는가?
나는 Geertz에 의해서 “민족음악학을 위한 모형”이라고 하는 약간 변형된 이 진술의 형
식이 지난 함축성을 검증하려고 한다. 단순히 말해서， 냐는 현재의 민족음악학자들은 음악

에서의 “형성적 과청”을 연구해 야 한다고 믿고 있다.

또한 냐는 민족음악학자들이 다음과

같은 지독히도 간단하고 쉬운 질문을 하고 또 대답하는 일을 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게 사람들이 음악을 만드나? 혹은 보다 세련된 음악 형식에서

어떻

어떻게 사람들이 역사적으

로 음악을 구초화하고， 사회척 으로 이끌고， 개 인적 으로 창조하고 경 험하는가

?

(6)

이론과 실제의 추세들이 민족음악학에서 동시에 작용할 때 이러한 중복된 추세들은 이해
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Geertz에 의한 이 진술이 내 속에서 반응하여 심금을 울리게 한 것

은， 이런 종류의 생각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 일 것이다. 이 모형을 염두에 두고 최근의
연구서들을 보다 세밀히 살펴보았을 때 나는 정말로 나의 동료 학자들의 많은 저서 가운데
서 내 모형의 션구적인 것울 발견하였다 (7) 예를 들면 Herdon과 McLeod는 그들이 집필한

(6) 이 문제를 분명히 할 또 다른 약간의 성가신 방법윤 다옴과 같다. 어떻게 인갚아 역사켜(혹온
사회척 • 개언척).2.호 옴악을 창조/건성(혹은 지속， 청험)하는가? 이 칠운은 역시 다음과 같
이 언급 될 수도 있다. 어떻게， 혹윤 왜 언간은 음악을 만드냐? 그러나 이러한 왜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다소 자연스럽게 어떻게에 대한 고찰에서 나융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많은 이들
가운데에셔 Herdon과

McLeod(1979) ,

Erdman (l 982) 과

ldries Shah

모두가 왜훌

묻는

질운으

로 부터 어떻게를 묻는 질문으로 후퇴하였다. Blacking(1976b:4) 은 음악이 사랍을 만드는 충요

한 의마플이라고 지척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매력척언 격언이기는 하지만，
제나 음악의 창조，

(η

J.H.Kwabena

나는 사람이 언

청험， 지속에 있어셔 함장 作因이라는 관념을 좋아한다.

Nketia(198 1， 1985) 는 최근에 두가지 흥미있는 논문에셔 이 분야를 청의하려는 운

제와 씨름하였다. 다른 여러 것풀 충에서 그는 음악척 정험￡로부터 읍악을
위와 “음악 양상들과 문화와 사회

...... 의

있다”는 추갱￡로 향하는 강조청의 이동에

둘러싸고 있는 행

양상들 사이에는 1 대 1의 장응청과 因果律의 관계가
비판척이다. “이 추청은 개별척 운화를 위해서라도

쉽게 논의 될 수 없다 (1981:24"， 25)"고 그는 말하다. 1985년의 연구에서 그는 “민족음악학에셔
의 현행 정근법은 일원론척인 정향이거나， 한 음악의 척도에 의해 특성화하는 경향이다. (l 2p)"
라고 불명하였다. 그후 그는 “학자가 차신의 차료를 분류하고， 채분류하는 하나의 종합척 기술
의 개발 (15p) "과 “아른 음악양상툴과 융악채료률 의미있고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모으는

척언 종합방법(l 8p) "을 계속하여 r 주장하였다. 이려한 것은 엄밀히 말해 본고에

과 같다.

제시된

발전
접근법

그는 계속하여 “세가치 언식척언 음악의 척도Cl 4p) "에 기초를 둔 이 분야의 한 분류

- 59〈문화로서의 음악〉에서

어떻게 사람이

그러나 이 모형이 취하고 있는 일관되고

음악율 만도나? 하는 동일한 질뭄올 하고 있다.
초려있는 주장올 계속하지는

않고 있다，

Blacking은 여기에서 창작에 반대되는 것￡로 오형화된 과정에 대한 강조.률

John

아마 가장 설

득력있계 주장해 왔을 것이다.

아마도 이 모형의 일반척 강조점이 현재 가장 분명히 작용하고 있는 공간은 연주실제 분
야， 혹은 행 위 와 의 사전 달의 민족지 학일 것 이 다. 예 를 들면

Steven Feld (I 984:6) 는 “사회 척 ,

역사적￡로 함축성을 지닌 존재로서” 감상자에게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로 이
주장은 이 모형의 세 支柱를 지탱해 주는 점이다， Bonnie Wade(1984:47) 는

“잎도 예술음

악의 연주실제에서 창조성은…·개인 염주자의 역할을 포함하고， 그의 음악적 전통과， 동료
연주자들， 그리고 청중들에 대한 관계에서 어떻게 그가 자신의 창조력을 파악하는가?하는

첨을 포함한다”고 지척하였다. 개잎척 경험으로서의

창조성， 전통A로서의 역사，

음악가와 청중을 포함한 사회적 과정을은 한 흥미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세가지 부분들이 상호 관련될 수 있는 여러 방법중의 하나를 표현하고 있다.
옴악적이고 운화적인 형식들 사이의 相似性들에 관해

비판하는 점 없이

과정들에 도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연구를 역사，

그리고

이 모형외
이 이야기는

기본적인

음악척

사회， 그리고 인식의 연구로 종

합하려고 한다.

Kenneth Gour1ay(1982:413) 는 이러한 선들을 따라 이 분야를 모형화하는데 매우 근정한
지첨에 까지 이료렀다" “Gour1ay의 A， B， C" 는 “관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세가지 별개의 연
구분야를 가진 한 고상한 민족음악학”을 주장하고 있다， A는， Armstrong의 영 향력 있는 존

재로 인해 “어떻게 음악적 상정들이 효과와 의미를 산출하기 위해 작용하고， 또 무슨 효과
들을 산출하는가?"하는 연구를 포함하고 있다， B는 Blacking의 변화 모형을 언급하고， C
는 초건， 맥락， 개념화 작업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 세 분야가

관련될 수 있다

는 점을 계속해서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8)
법을 만들었다. 이 셋은 음악에 대한 세가지 방법흔척 업장률과 같은 것이다. 즉 문화로셔，
척관심의 대상으로서， 언어로서의 업장이다. 그의 인식척 척도는 이 종합껴 챔근볍율 위한
역을 제공한다고 주장되었다. 그러냐 이것은 일어나는 방법에 대한 논의없이 민족음악학올
한 “도전"2.로서 그것융 남겨 두었다. 실제로 우리흘 연합시키기 보다는 분리시키는 것으로

(8)

미
영
휘
보

여지는 극복되거나 변화되어야 할 것은 엄밀히 말해 방법론척 풀류의 이러한 類이다.
Gourlay의 비관척이고 동시에 능동척인 “민족음악학의 인문과학화”와 비교해 보면 이 모형의
륨意는 처옴에는 아바 펀협되고 이흔척인 것 처럼 보일 것이다. 질제로 이 모형융 자신의 사회
척 충요한 기반요소로셔 數授作業을 갖고 있다. 찰해야 “인운과학화” 되어야 할 한 교육학척
과청외 行路에서 우리가 천달하기 원하는 음악에 관한 중요한 교훈플은 무엇인가? 냐는 척어
도 이와 같은 한 모형올 위해셔 우리가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생들과 학차플이 었는 환정올 “인

간화”하는 큰 잠재 력을 알고 있다.

- 60이와같이 여기 제시된 모형의 일반척 윤곽은 분명히 “미결갱 상태”로 았다. 그러나 민족
음악학에서의 이러한 비교적 최근의 “분위기”는 아직도 단순하고， 유력하며 총괄적인 모형
￡로 발전되어 있지 않고， 초사된 이 분야에 대한 함축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

이 모형의 부분들

첫번째로 이 모형은 Nettl의 말 (1983) 을 빌려자면 민족음악학자들에

의해서

생성된 “문

제들과 개념들”의 혼란을 어떻게 체계화하는가? 하는 입장에서 설명되어 져야 한다.
“역사척 구조”는 두가지 중요한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즉 시간의

경과와

함께 생기는

변화과정과， 존재의 매 순간 마다 생기는 과거의 형식들과 유산올 다시 만냐고 재 창조하는
과정이 그것이다 (9) 동시에 특별한 시간대의 특별한 공간에서의 “시기 적절한” 음악연구와
과거의 유산으로서 역사척으로 구조화된 형식들의 연구는 여기에서

Jean-Jacques Nattiez(1983:472) 는 많은 현재의 민족음악학에서

제자리를

찾게 된다.

同時 “文化主義”라고 그가

부르는 것을 탐구했다. 그러나 그는 “음악은 음악을 낳는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간이 동시에 음악올 낳는다라는 이 모형의 주장을 좋아한다.

냐는 인

이러한 주장은 이 모형에 대

한 주장 이전에 구초화된 음악형식들의 형성적안 힘을 인정하고 있다.

비록 이 과정이 음

악 그 자체의 매체를 사용하연서 학습， 감상， 연주의 특별한 예에서 정상적으로 강하게 논
의되고 있지만 언어 영역에서의 유사한 행위는 음악학자들에게 언어에

있어서의 형식들의

복잡함을 기술하도록 한다. 음악가나 연주가들이 음악가나 감상자들을 위해서 음악을 만들
고， 음악학자들이 자신들의 독자들이나 청중을 위해서 저술 흑은 말하는 이 두가지 활동들
은 역사척으로 구조화된 형식들과 복잡 미묘하게 만나고 있다 (10)

(9)

역사적 운제에 대한 제 3 의 정근법은

다.

Kay

이것은 “한 동시척 연구가 역사척

Shelemay(1980:233) 의 “민족음악학의

연속체로부터 이 접근법이

역사적”관정이

부장되는 것을 대변하고，

현채를 설영해 주는 역사의 능력에 관한 일상척 주창들에 대한 놀랄만한 전환인
반한다〔역사에 대한 일상척 첩근법의 다른 최근의 천환에 판해서는

구조， 補正에 대 해 한 과갱 에 의 해 서 영 향을 미 치 는 것 으로셔 “역 사척 상호 의 존”의
의 관념을 보라). Shelemay는 “역사척 연구들에 관한 강조의

장재력”을 수

새로운 것이 과거의 인식，

결핑은

Yung(1987)

역사척 음악학과의 관계

단철의 컬과”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강조의 결핍은 아마 질제보다 이론에서 더욱 심할 것
이다. 비록 우리의

방법들이 주로 현장연구와 “民旅志的 현재”에 대한 동시척 정근법에 철대적

으로 의지하지만， 우리가 충판한 상당한 양의 연구셔는 변화의 과청이나 사전에 所用될수 있는
자료플로부터 직정척 A로 관찰되었거나 채 구축된 것에 의치한다. 실제로 우리는 변화와 역사
척 과청툴융 많은 과갱들중의 하나가 아닌， 기본껴언 하나로셔 확인해 오고 있다. 아마도 역사
척 파갱툴파 해석틀은 사회척이고 문화척 과갱들과 해석틀이 관찰되지 않았거나 더욱 불확실하
였율혜는 펀리한 해섹척 태도로셔 채 분류되 왔을 것이다.

(1 0) Gourlay {1 982: 142) 는 분석을 “인간이 음악올 만들 혜 얼어냐는 것에 대한 이해”를 위한 정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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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옴악사에 대한 “때

늦은” 연구로 해석될 수 있다. 우리가 전형척으로 생각하고 있는 많은 문화들에서

음악사

를 구조화하는 지톡한 難顧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좁옴악학자률옹 변화의 문제에 얼올 뺏
겨 왔다. 변화와 역사적 과정의 핵심척 중요성을 반영하는 민족음악학의 한 모형을 가지게
되는 것은 서술적으로 정확하고 유용한 일일 것이다. Kay Shelemay의 견해에 의하면 우리
에게 역사 혹은 “역사적 민족음악학”은 실제로 많은 문제 중 하나인 것 같지 않다. 이것은
하나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하나의 기본적 과정이며 주어진 하나의 음악재료일 것이다.
그리고 이 모형은 가장 높은 분석적 단계의 연구를 고무함으로써 위의 이러한 점을을 인정

,

하고 있다. (11 12)

사회적 지속 과정은 특히 Merriam의 〈음악인류학〉 이래로 오랫동안 민족음악학자들에 의
해 잘 고찰되어 왔다. 그리고 적어도 음악이 유지되고， 지속되고， 사회적￡로 구조화된 기
관들과 신앙체계들에 의해 변화된 방법의 한 부분척 명셰서를 작성하기는 쉽다. 즉 이러한

것들은 생태학， 경제학， 그리고 음악의 후원단체 ; 음악과 음악가들의 사회적 구초 ; 행위적

맥락들과 전통들;음악의 힘과 구초에 관한 신념 ;옴악교육과 훈련 둥이다. 이러한 사회적

체계들이 음악에 주는 충격과， 반대로 음악이 이러한 체계뜰에 어떻게 충격을 주는가? 하
는 점에 의한 과정들의 연구는 맥락， 인과관계， 相似性 혹은 깊은 구초적 관계를 막론하고
지난 20 년간 이룩된 가장 값진 결실 중의 하나였다.
개인에 대한 강초는 가장 최근의 일이고， 아직 민족음악학에서 가장미 발달된 분야이다.
반면에 작곡가들 개인과 개인척 창초 행위는 역사적 음악학에서 잘 이루어 져 왔고，

그려

한 연구들은 가장 최근까지도 민족음악학에서는 미진한 채로 남아있었다. 인문주의와 역사
적이거나 개인적 접근법에 대한 반대와 두려웅은 다음의 Judith와 A.L. Becker(1984:455) 의

인용문에 잘 나다냐 있다.
이 아니라고 반대한다. 그러나 분석은 인간이 음악융 만들었을 혜 얼어났먼 것과， 과거 정험의
재구초화와 음악척 창조성에 대한 것융 이해하는 데 필요한 훌練가 될 것이다.
(예 흘 들연 •

Cavanagh 1982)

(11) Bielawski (l 985) 는 민혹융악학에서 역사껴 시각의 한 완천한 이흔융 개발하혀고 시도했고， 이
시각들을-아마 동부유렵인들에게는 놀랄 만한 것이 아니겠지만-이 분야를 위한 그의 기본척
육표률의 전슐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여러가지 시각률로부터 음악을 연구한다는 것
은 당연한 민쪽음악학의 폭표가 되어야 한다 (14p) ... 그는 계속하여 체계척이고 역사척언 시각

률온 “相補的이고 의존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냐 이와 유사한 많은 주장을과 함께 어떻게 이
것이 착용하는가?에 대해셔는 계촉하여 언급하져 않았다.

(12)

11cLean(1980:53) 은 “하나의 大洋써 음악사흘 펀찬하기 위한 수단은 현채 행해치고 있는 음악
양식률효￥터 시착한다”고 말하였다. 현채의 모습에 판한 융악양식물의 연구와 셔술옹 역사훌
채구조화하기 위한 한 시도의 시착이다(역사척 띨도가 있는 한 이론껴
1982를 보라).

안내도의

예는

Nattie z.

- 6 2; “특수성룰에 대한 연구로의 천환은

민족음악학을 사회학으로부태 독자성이 합법화된

로 향하게 하였다. 우리의 학문은 역사껴￡로 사회과학과 연합되어 왔었다.

인운과학으

즉 우리는 우리의 범례

을올 사회과학으로부터 취하고 있다. 인운과학으로 향하는 어떤 단계도 진부한

방법론과 검충되지

않용 추론플을 지닌 천통척인 역사척 움악학의 접근법융 향하는 단계쳐렴 느껴진다"

그들은 그래서 스스로 문헌비평이라고 부르는 다른 법례를 고안하고 있다.

게도 이것은 인문과학에 깊게 뿌리

박힌 접근법이지만 최근에

사회과학에

그런데 묘하

의해서

뒤롤

이어 오고 있다. Geertz와 다른이들의 해석적 인류학은 사회과학을 인문과학으로돌리케 하
는 듯 하고， 이 양자에서 한해는 분명하게 상당히 많은 분파를 가졌다고 우리가 느끼는 “풍

포와 전율”로 인해 이 필요성을 심하게 축소시키고 있다.

실제로 이 모형은 민족음악학을

인문과학과 역사척 음악학에 보다 가깡게 첩근시키고 있다(그려고 역사적 음악학은 민족음
악학에 보다 가깜게 접근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음악생활과 경험， 혹은 일반화
와 비교에 대한 일반적인 학문적 관십의 사회척 기초들을 위한 한 본질척 관심은 포기하지
않고있다.

John Blacking은 최근 그의 많은 논문에셔 개인 연구에 대한 접근법의 분명한 주창자로
부상되 오고 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중요한 것은 Mozart의 독특함이 아닌 共有하는 그의
능력이다라고 주장할 때 개인에 대한 두려움을 무심코 드러낸다.

하나의 균형있는 정근법

은 특별한 사회들에 있어셔 개인과 독특함의 청도와 중요성을 기꺼이 인청할 것이다; 그리
고 역사적， 사회적， 개인척 과정들 사이의 한 조화를
에 관한 한 중요한 부분이 되 어 야 한다.

EUen

발견함은 “(음악적) 뭄화들의 해석”

K~koff (I 984)，

Nettl (I 983) , Klaus Wachsmann (l 982) , Steven Feld(1984) ,
자들 (1984) 은 최근 저서들에서 우리를 실질척으로

Dane Harwood (I 976) , Bruno
그리고 〈음악의 세계들〉의 져

학운척 연구의 합볍척 목표들로서 개인

적 창초력과 개인적 경험에 대한 증가된 관심의 방향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개인적 창조성과 경험에서 다룰 문제들 중 몇가지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다. 즉 작곡， 즉
흥연주와 특별한 작품들의 연주 ; 음악에 의해서 조첨된 청서척，

신체적，

영적，

多感뿔的

경험 ; 그리고 음악적 경험을 조직하고， 이 경험율 다른 경험과 연합시키커 위한 개인의 인

식적 구조들이다. 만약 개인과 개인적 경험에 관한 관심이 계속 증가된다연，

실제로 민족

음악학사는 이 모형의 세 단계들을 통해서 초기 “비교음악학” 단계에 있었던 역사적이고도
진화적인 문제들에 관한 관심즐로부터 〈음악인류학〉 이후 사회생활에서의

음악에 대한 관

심으로， 가장 최근 혹은 다음 단계에서의 역사와 사회속의 개인에 대한 관심표로 계속척으
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듯 하다.

일반척 이론과 방법

13%
4%
10%
22%
34%
17%

조사를

융악분석
역사/변화
사회척 과청들
개인척 과청들

총

63-

계

100%

실제로 이 분야에서 행해진 작업은 이러한 컵근법들에서 다소간은 위와 같이 균형이 잘
참혀 있다. 1979 ，...，.， 1986까지 8년간 〈민족음악학〉지에 발표된

논문들은 이런 접근법들 간의

좋은 균형을 보여 주고 있다. 가장 많은 수의 논문이 사회적 과정들에 대해 강조하고 있으
나， 이들 각 과정들을 역시 놀랄 만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이 모형은 다소간은 효과척으로 이 분야에서의

당면한 이론척

분위기가 아닌

우리가 하고 있는 실제 착업에서의 균형을 보여 주고 있는 듯 하다. 이것은 인정되고 있는
한 모형이고， 이 속에서 이 분야의 모든이들이 자신의 작업을 위한 공간을발견할수있다.

이 모형에서의 해석

이 모형의 가장 홍미있는 모습은 이 모형이 암시하고 있는

해석의 풍부함일 것이다.

이

것은 〈문화들의 해석〉이란 제목의 한 책에 의해서 고무되었기 째문에 그렇게 놀랄 만한 것
은 아니 다(도표

2 참조).

한 모형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역동적이고

확실하여야 한다.

즉 그것은 이 모형의 각

부분들을 셔로 잘 관련시키는 방법올 의미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

내게는 이 모형의 각 부분들은 아주 쉽게 연결되고 상호간 관련될 수 있는

특별히 역동척

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만약 이러한 단계들이 쉽게 상호 관련된다면 Merriam 모형을 괴롭
히는 서술법으로 부터 해석과 해설로의 이동은 간단해야 하고， 사실 이 모형의 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
Merriam에 의해서 세워진 주 해석적 문제는 음악의 음을 개념화

과정과

행위에 관련시

키는 방법들을 찾아 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냐는 이미 우리가 이미 성취한 것에 대한 비관
적 몇가지 견해를 발표하였다. Merriam의
최근의 놀랄만한 진술이

모형에

의해

진술된

해석의 어려움에 대한 한

〈음악의 세계들〉로부터 나왔고， 이 진술은

Merriam의

용하였다. Merriam의 모형에 따라서 음악을 여러 “부분들”로 나누는 점을

모형을 사

언급하며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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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어떻게 인간이 음악윷 만드냐?

1

역사척 구조， 사회척 지축， 개입척 창조성과 경험

척

용악척 분껴， 행위척 훈석， 인식척 분석
〈도표

2>

이 모형에서의 각 당계들

은 “…·기껏해야 연구를 위한 한 음악문화의 부분폴을 분리하는 것은 하나의 지나천 단순
화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하나의 진리는 아니다. 그러냐 여러과정들과

지침서들에 제한들

을 가했다면， 이것이 오직 우리가 의지할 방책이다 (9p)".

지침서들에 관한 하냐

우리 모두는 그들의 어 려 움에 분명 히 공감한다. 그것은 과정 을과

의 어 려 움이 아니 고 전체 로서 민족 음악학을 위 한 어 려 움이 다. J.H. Kwabena Nketia (I 985)
는 최 근 “학자들이 자신의 자료를 통합하고 재 통합하는 한 종합척 기 술의 발전 (I 5p)" 과 ‘다

른 음악과 음악재 료의 양상들올 하나의 의 마 있고 일관된 방법 으로 모으는 종합방법 (I 8p)" 을
주장하였다. 그는 이것을 민족음악학을 위한 “도전”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 모형은 그 도

전에 반웅하는 하나의 시 도이 다.
해석에 관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초기인 단계에서 원인， 相似性， 상대성， 혹은 우리가 가
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Merriam

모혐의

여러 단계플올

상호

관련시키려는 것 대신에，

혹은 이렇게 하는 것 이외에， 냐는 우리가 이것들을 이 모형의 여러 단계에 삽입하기를 제
안하고 어떻게 이들이 우리가 확인해 온 형성적 과청들에 공헌하는가? 하고

묻기를제안

한다(도표 3 참조).

아마 음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하나의 특별한 음악종류의 역사적
어떻게 공헌하는가? 하는 한 풍부한

1982)).

이야기를

구조에

개념과 행위가

들을 수 있을 것이다(예를 들면 Cavanagh

또 다른 이 야기 는 음 구초들을 지 속케 하고，

이 구조들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

고， 그리고 음악적이고도 비음악척안 두 영역에 걸쳐 끊임없이 행위들을 낳게하는 사회적
因子들 주변을 맴돌 것이다.
제 3 의 이야기는 관념들， 행위들과 한 주어진 음악문화내의 음악에

있어서의 개별적 변

화 영역을 다룰 것이다. 이 모형에서 Merriam의 분석적 단계들이 계속 사용될 수 있다. 그
역사척 구초

사회척 지속

개인척 척웅과 청험

읍

음

융

개념

개녕

개녕

행위

행위

행위

〈도표 3) 이 모행에셔 구체화훤 Merriam외 요앵

- 6 5리냐 이러한 것들이 장후 관련된 방법윤 윈인물과 相似性들을 찾는 한 완전한 동일한 옆구

보다는 다소 유연하고 변화가 있으며，

이와같이

성취하기가 보다 쉽다. 더군다나 각 음，

인식 혹은 행위에 대한 형식척 서울들은 흥미가 있다 하더라도 얼갱하지 않았 o 며 이 모형
은 우리의 형성적 과갱들의 지식에 관해 우리의 서출들이 의미하는

그대로의 해석을 요구

하고 있다. 예를 률면 “음악외 읍 ::L 차체”외 한 형식적 붐석윤 양식의 역사적 구￡에셔의
한 착홈의 중요성에 대한 해석융， 작품이나 연주에셔 냐타난 개인척 창초 과정들， 혹윤 형

식의 요소률에 영향올 주는 문화켜이거나 사회적인 체계속외 요소들에 대한 해싹들을 생기
게 할 것이다. 민촉융악학융 취굽한 흉륭한 논문은 이마 이런 종류의

역활융 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이 요형에 의해서 요구펀 해석들은 비교적 쉽고 다양하다고 내가 주장

하는 이유이다. 이것온 하나외 단솜한 시각을

가진 좁용 모형이 아닌 다양한 시각을 참작

하고 있는 한 풍부한 모형이다.

이 요형에셔 높은 단계인 제 2 단계로 옮겨가면 우리는

어떻게 이 모형의 부붐률이 여러

해석율윷 낳도록 상호 관련되는가? 물율 수 있다. Merríam외 모형이 지닌 두가지 중요한

구초척 문제점은 해씌외

문제점들율 意起시켜

왔으냐，

01 ..5!.형용 이율용 해결한다‘ 1)

Merriam의 모형에셔 음악의 음은 행위와 암식에 찍껍척으로 대조되고 있다.

이 인위척인

방법에 있는 맥락으로 부터 옴악올 훈리시킴으로써 우리는 이 특별한 낡은 이론을 다시 되
옳리려고 노력해 왔다. 여기 제안된 오형에서는 음악붐석과 “음악의 읍 자체”의 연구가 이
모형외 한 낮윤 단계에 었으나 옴악율 창초하고，

경험하고， 사용하는 인간의 행위들은 연

구의 주 목표가 되었다. 음， 개범들과 행위들 같이 셔로 다른 사물들의 相似뾰올 발견하려
고 노력하는 대신에 이 모형은 세가지 형성척 “파정률”이라고

이홈되는 갈윤 샤물들을 종

합하고 셔로 관련시키려 하고 있다.

Merriam외 모형에 나타난 제 2 의 구출척 운제는 그의 분씌척 단계률에 있는 관련성들온
，오직 한 방향￡로 계속되고，

오직 서로가 한 단계에서만 관렸되는 것이다(도표 l 참촉).

한변 이 모협에서 각 단계논 다른 두 단계와 변증법켜 혹용 양면최인 관계로

연첩되고 있

다. 이 모.형에는 보다 많은 관련성이 있고 해껴에 대한 보다 많은 가농성들이 있다.

01 러

한 각 와정은 이와같이 다폼 무 입장에셔 젤명될 수 있다(도표 4 참초). 역사켜 구조늘 사
회척 지속과 개입척이고 창조척인 철청을외 유형둘 숙의 푸 업장에서

설명될 수 었다. 개

띤척 창초와 경험은 사회적으로 지휴돼었고， 인갱환， 맥락속에셔 화슐되었고， 연쭈회었고.
변화되었훗이 역사척으로 구초화된 혐식률에

의해셔

푸분껴으로 컬정된 것으로 불 수 있

다. 샤회척 지뽑은 역사껴으로 구조화펀 전흉률이라고 불렬 수 있논

행위 모형률과 이 천

-

66-

개인 창조鐵역쐐 구블적 지속
통을 재창조하고， 변화시키고， 해석하는 개별적 행위 사이에 계속되는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다. 이와같은 이 모형속에서의 각 단계들은 “고무 끈”으로 비유될 수 있다.

이 고무 끈

은 분석하커 위해 양쪽으로 당길 수 있으냐 원 상태로 돌아 가려는성질을가지고있다. 보
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 챔은 이 모형에 분명한 力動的 해석적인 힘을 주고， 많은 흥미있
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일반적으로 이 모형의
설명으로의

이동을 요구하고， 이동하기 쉬운 한 유연하고，

웅용은 서술로부터

해석과

다양하며 다소간은 쉬운 이동

방법을 제공하거나 혹은 적어도 어떻게 이동할까? 하는 것을 상상하게 한다.
만약 우리가 특별한 민족지학적 엽장들에서 기본적인 형성적 과갱들을

확인하고 관련사

킬 수 있다면 바로 이 점은 이 모형에서 우리를 제 3 단계로 가게할 것이다. 이 제 3 단계는
어떻게 인간이 음악을 만드나?에 대한

일반적

진술들을 위한 한 관심사이다.

우리를 음악에 관련되는 비교의 입장으로 이끌어 준다.

만약 우리가 우리

이 모형은

눈앞에서 많은

문화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기본적 형성과정들의 한 映像을 포착할 수 있다면， 이 캠은 우

리를 다른 세밀한 연구들과 비교될 수 있는 현재 민족음악학적 연구문헨에서
있는 것과 같은 협소하며 독단적이고 펀협한 연구들과는 반대되는

널리 퍼지고

자세한 연구들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 모형이 어떻게 한 특별한 상황에서 사용되었고， 또한 하냐의 비교적 효과를 가졌냐?
하는 하나의 예 는

Toronto 대 학의 대 학원생 안 Stephen Satory의 논문이 었 다. 그는 1985년

Niagara에서 있은 민족음악학회 총회에서

Toronto Hungary인 거주지 에서의

과롤 발표하였다. 그는 “역사， 사회 그리고 개인의 역할”이란 副題로

인들의 음악생활을 분석했다.

그리고 특히

Budapest에 서 시 작된 즉흥 무용이 포함된

였다.

현장연구 결

Toronto의

Hungary

tanchaz 혹은 “舞家”따고 불리우는 ’ 70년대
力動的인 채 생 운통의 위 치 와 중요성 을

분석 하

비록 그는 이 오형의 어느 부분에도 초첨을 둘 수 있었으나 세 부분을 다 언급하였

다. 온전히 이 모형에 의지함으로써 그는 끊엄없이 호다」랩;픈 1 과정률의 해석들에 대해서，

그가 관찰했던 것을 기술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모:형에‘?합짧;~ì'"'- 쳐1 쪽.，캉화하였다. 그의 역사
척 구조에 관한 논의에서 移民의 형태들을

時代化숭밟고，’ ~문화척

표현을

Toronto내의 공동체 사회적 기관들의 기원을 논의했다~:>'효략고권가치의

업종하기 위해

전통 전달의 유형

들을 구별하였는데 이들 중 많은 것들은 특별한 개인척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다.

지 속에 관해 서 는 그는 이 전통을 이 러 한 형 식 들이 기 원된 Transylvania의 마을들과
Toronto의 마을들의 세 지역에서 비교하였다.
성을 설명하였고，

6 7
사회적

Budapest,

그는 Toronto에서는 이 전통의 결핍된

이것을 Hungary인 거주지에서의 이 전통의 중요성과 비교하였다.

지역의 다른 정치적， 사회척， 지척

분위기로

인해 비 구조화된

전통의

즉홍적

대중
이 세

양상들은

Toronto로 이민한 Hungary인들의 목표와， 설정된 연구 가치들과 相應하지 않다고 다른 것
들과 함께 결론올 내리고있다. 그러나 대중성과 이들 집단의 지지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전통은 이것을 민족적 집단의 동질성의 수단3로서 농촌생활에 대한 향수， 우정과 운동
의 근원， 그리고 뛰어난 기교에서 나오는 미척 쾌감의 한 수단으로써 다양하게 평가하는 비
교적 적은 수의 개인들의 집단을 통해서 Toronto에 전통으로 살아 있다. 이 모형은
이 여러가지

다른 시각으로 부터 그의 연구자료를

Stephen

다시 검로하게 하었고， 그의 특별한 자

료들로 부터 만들어진 해석들은 그의 착업을 많은 다른이들의 작업과 연결시켜 주었다.

Niagara 총회에서 발표된 그의 논문은 북미에 현존하는 이민집단의
4펀의 논문 중 하냐였다. 발표후 토론에서 Stephen의 논문은 논의의

음악전통들에

주대상이

이 유는 그의 논문이 가장 잘 연구되 었고， 가장 풍부한 자료와 가장 화려 한

관한

되었다. 그

전통에 관심 을

보였기 때문이 아니고， 해석에 대해 더 없이 찰 서술한 오직 하나의 논문이었기

해문이었

다. 그의 해석들은 그의 특별한 연구를 우리 모두가 흥미를 가졌고， 토론할 수 있었던 보

다 넓은 문제정들에 연결시켜 주었다. 아마 한 모형으로 부터 그것이 우리 사이의 의사 소
통을 위한 가능성들을 중가시키는 것 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해석의 제 4 단계는 결국 인간행위의 여러 유형 속에서의 음악에 관한 공유되고 독자적인

첨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단계는 Blacking에 의해 “민족음악학적 분석의 목표는 다
른 사회척 행위들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써 음악을 만들고，

감상하는 과정에 대한 특별한 것

을 들추어 내는 것이다”라고 제안되었다(l976b: 11). 이 단계에서 민족음악학을 많은 同 起

源의 분야 내에서와 일반적인 우리의 인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비교연구에

공헌하고 있

다. 만약 음악 속의 기본적 “형성과정들”이 역사적 • 사회적， 그리고 개인적인 것으로 파악
되어 졌다면， “음악적 과정”의 실제적 확인은 음악을 인간행위와 학문세계 속의 나머지 분
야에 대한 음악연구에 연결시킬 것이다.

다른 학문뜰과의 관계
f ‘

~.;，~

i '!7" :!:

최종적으로 역사적 • 언뺨학썩:.Ii'챙철·챙쩔짧척 효’소들과 관심사들을 포함하고 있는 민족

- 6 8음악학의 이 모형은 분리원 옴악학이기 보다는 연합펀 옴악학의 한 .:s!..형이 훨 수 있다. 이
것은 만족할 만한 결롤이다. 왜냐하면 이 결론은 여러 민족용악학자들이 오랫동안

지향하

려고 했던 방향율 제시해 주기 혜뭄이다. 민족옴악학자률은 짜주 그둘이 옴악에 관한 가장

좋고， 적당하고， 넓온 시각에서의 한 부분올 첨유하고 있다는

전도자척 열정율 가지고 있

다. 게다가 민족음악학은 실제로 음악학이다 (13) 그러냐 우리가

모든 옳은 해답용 지녀고

있다는 주장에 동강하여 역사척 음악학의 중요한 엽쩍둘융 명가절하하거냐
하둥 도움이 되 지 않는다.

무시하는 것온

역 사척 옴악학자들은 바로 우리가 그물에게 옴악척 옴 구초률과，

음악적 경험에 대한 사회척이고， 인식척암 기초들에 관한 현재 문화의 강한 영향력툴에 관
해서 가르칠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쳐렴，

민족옴악학자물에게

역사척이고，

개인척인

창조 과청들에 관해서 가르칠 수 있는 많은 것율을 가지고 있다.
민족음악학자들이 음악학에 관해 말할 때， 그들은 민족옴악학의 본질척안 방법혼척 업창

을 분석적이고 설정된 결과로 간주하는 듯 하다(예흩 들면. Qureshi 1981). 그러나 척어도
여러 역사적 음악학자들은 민족음악학자물과 초화될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

같다. Anthony Seeger (I 985:349) 는 많은 옴악의 “~학들”올 다푼 새 Grove 사전의 서명의

Vincent Duckles가 음악학에 관한 글에 서 “적 어 도 모든 옴악학이

먼족음악학척 인

되는 진지한 가농성을 불러 일으킨다”고 이야기 한 점을 지척하였고， 이 글의

중요한 민족음악학척 시각에 대한 뛰어난 훌歸이다”라고 하였다.

초챔 이

일부률 “한

그가 지척했듯이 “어떤

단순한(음악에 관한) 시각도 한 시각 이상은 아닐 갯이다 (351p) ， " 여기 제안된 모형온 아마
한 해석단계에서 여러 시각들의 종합을 요구함으로，

분리와 단일화의 시각에 대한 문쩨롤

해결해 줄 것이다.

역 사척 음악학자인 Ricbard Crawford는 그의 첩 근법 을 몇깨 의 보물을 찾는 탐사차와 반

(13)

이

학문은 무엇이라고 명명될까?

Gilbert

Chase (1 976) 는 역사학·언휴학·음악학의 관계에 관

한 예 려 하고 훌륭한 논쟁 에 셔 , 이 학물안애 서 의 폼화률 비 판했고. Adler(l 885) 와 Haydon (I 94 1)
시대 이후의 용어상의 변화롤 지척했고. <옴악학〉이라고 단순히 제묵을 붙힌 Harrison. Palisca,
H∞d카 1963 t;!에 풍동칩펼한 책에 제기되었던 전쩨로 부태의 충요한 흉脫을 치척했다.

“불행히도 우리는 아칙 융악학이란 용어가 푼화애셔 총체쩍 옴악연구흘

의미하는 것으로 받

아들여진 시캠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어땐 청당한 수식이 없이 융악학은 압암리에 용악
학의 역사척인 작은 맥락에 의해 훌有되어 져 오고 있다 (231-"232p)".
비록

Berkeley에서 열린 1977년 국제 음악학회와 쩨

Grove

사천융 이혼척 개션의 총거로 거론

할 수 있다 하더라도 ’ 70년도 중반 이후의 용어척인 상태는 개션되지 않고 있다. 만약 “음악학”

이란 용어의 권리칭해가 ’ 70'견대 중반에 묵계객무로 이루어 졌다면
Kerman의 〈명상하는 용
악〉의 출판과 1982년 〈음악학지〉의 출판￡로 인해， ’ 80'건대 비흑 펀집위원회에는 한명의 민촉
음악학자가 있었으나， 다융과 같은 이 잡지의 목표진술온 훈명히 민쭉용악학척 관심사툴올 푸
셔하였다. “융악사 • 융악111 펌 • 융악폼씩 • 연주질쩨흩 위함 찌깐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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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하였다 (14) 그리고 1972년의 “금

얼외 음악학”에 관한 글에 서 Friedrich Blume는 옴악학율 “모든 역 사의 시 대 와 민족들과 국

가들 내에셔의 모든 음악적 행위흩 포함하는 분야 (16p)" 라고 갱의하였다. 그는 자신올 역사
학자로 생각하였고， 많은 민족옴악학자들이 자신올 인류학자플로 간주하고，
인류학의 한 분야로 간주하듯이 음악학을 역사학의 한 분야로 생각하였다.

민족음악학을
이것은 결흔적

으로 그의 경우에서는 역사플 의미하는 음악학에 래해셔 그는 이것이 한 좁은 분석척 초챔

올 가졌다기 보다는 다소간 보다 넓은 사회척이고 문화적인 관심사틀을 가진 학문분야라고
이야커 하고 있다. 다른 것들 까운데에서도 그는 “(음들)을 형성하는 정신적 과청들”에 때
한 연구를 주장하고 (16p) , “우리들의 사회적 생활속에서의 음악의 충격과 인간성에서의 옴

악에 의한 역할”을 잊고 있는 한 분리된 음악관을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27p).
만약 역사학에 깊이 뿌리를 둔 역사적 음악학자풀이 민족음악학척으로 청통한 그런 견해
를 가진다면， 하나의 완전한 음악학-우리의 음악적 지식을

우리의 청신적 • 사회척 • 역사

척 • 명적 과청에로 통합하는데 관련되며， 오윤 먼축과 국가의 음악에 관련되는 학문인-은
세가지 광법위한 학문인 역사학， 인휴학 그리고 심리학에

뿌리흘 둔 것으로 가장 잘 장상

될 수 있융 젓이다. 결과로셔 얼어냐는 학문이 그 방향에 있어셔 언푼주의척이거냐 과학척
이거나 간에 이에 대한 주장들은 아마 일시척으로 주변에

남아 있을 것이다.

Blacking과

Gourlay는 옴악에 관한 삶율 고무시키는 것을 위한 연구에서， Feld는 음악에셔의 청셔척 만

족의 원천들을 위한 연구에서， Becker象는

옴악적 문화들을 젤명하키

보다는 해석하려는

그들의 연구에서， 가치에 기준이 되고， 개인적이고， 천통적으로 인문과학과 연합된 비교하
기 힘든 방법들을 차용하여 왔다. 한펀 몇몇의 역사척 음악학자들은 일반척무로 역사와 함
께

민족음악학 속에서의

발전들로

부터

자신들의

실마리를 취하면셔

“과거외 (Treitler

(1 982)" , “거대한 대중”과 그들의 삶， 음악과 함께 위대한 명웅률과 대가률，
척으로 사회과학과 연합된 방향인 사회적 생활과， 음악의 청신척 과청에

그리고 전통

대한 음악연구에

관해 진술하기 보다는 “과거 속”에서의 음악연구에 관해 진술해 요고 있다. 우리는 우려가
‘종속” 되어 있는 학문들이 보다 더 가깝게 접근하고 있는 한 보현척업 시대에 살고 있는
(1 4) 미국음악연구 분야롤 대변하는 Richard Crawford (l985:2) 는 역시 민좀융악학척 원칙률에 배단
히 근첩한 다읍과 같응 한 방향율 언굽하였다. “최근 미국의 용악학자둠이 더욱더 션택척이고，
미척으로 압도되는 연주실의 시각 이상의 것율 구하기 혜문에 그둘윤 미국 내에셔 만들어진 어
떤 종휴의 읍악도 장채척으로 충요한 것.으로 간주하기 시착했다. 그들윤 그돌의 초갱율 대푼차
M올 가진 음악으로부터 음악자료을에 이 르는 끗 까지 확대 해 갔다. Jhon Blacking의 창작품으
로부터 과청에 이르는 언급은 이러한 갱율 잘 보여 주고 었다 ••• ', " 그는 계속하여 Anthony
Seeger (l980) 가 제안한 것파 같은 언혼안껴 관갱언 6하원척의 모형융 쩌샤하였다. 이 제안윤
민족음악학자들에게 중요한 여러갱에 대해 언급하였다.

-70듯하다. 음악학은 반도시 그러한 운동에 참여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입장에서 음악학을

볼 수 있고， 또 음악학에 공헌할 수 있다. 이러한 음악학은 역시 우리 인간의 지식에 중요
한 공헌들을 하는 우리들 현재의 여러 분리된 의견을‘보다 더 좋은 기회를 갖고 있다.

만약 우리가 음악에 있어서 “형성적 과정들”의 특성에 관한 대당한
꺼이 하려고 하는 한 통합척 음악학을

창조할 수 있게

된다면，

해석적 진솔들을 기

이 결과는 하나의 새롭고

보다 강한 학문이 될 것이다 (15) 보다 넓은 학문세계에서 다소 제한된 모습과 영향력을 가

지고 있는 음악학은， 인간과 인간의 사회적， 예술적， 지적 행위들에 관해서 매력적이고 일

관된 주장들을 하는 한 학운무로써 다른 인문과학과 사회과학 속에서 여러 자매 학문과 나
란히 자신의 고유 위치를 차지 할 수 있었다.

〈감

사

들〉

이 논문과 첨 부된 논펑 들은 1986년 10월 19 일 New York주의 Rochester에 서 열 린 연 차총
회에서 발표되었던 것들이다.

나는 이 “학술토론”에 참가하기를 동의한 논평자들과 능숙하

게 토본회를 진행하고 이 논문의 발표 전후에 많은 유익한
사를 표한다.

조언올 준

Bruno Nottl에게 강

당시 토론의 특성을 유지하치 위해 구어체로된 당시의 논문과 논평들을 약간

만 손질하였 다. Rochester에 서

논명 에 참가한 일 반

창가자들로 부터 도

이 글에 대 한 많은

의견 교환이 있었다. 나는 여기에 이즐에 대한 냐의 짧은 논평을 게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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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e 에

대한 논평
Kay Kaufman Shelemay*

비록 냐는 Rice의 모형의 역사적 측면에 대해

언급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이 모형의 力

動的 특성은 참으로 보다 더 일반적인 반웅을 요구하고 있다. 이 모형의 종합성은

전체로

서 개연성들의 삼위일체로 나누어지지 않고 있다.

적 당한‘ 나의 처 음 생 각은 1986년의 同 민족음악학회 총회 에서

구라파-미 국 음악적

주류

속에서 차용되는 절차들을 언급하는 다른 토론장의 프로그램이었다. 분명히 동일한 미학의

상속자인 미 국 민족음악학자들은 역 시

차용하기 를 좋아하는구나

Geertz의 작업에 대한 우리들의 최근 專有化에 대해 비관적이었다.

!

처 음액 나는 Clifford
그러냐 얼마간의 고려

후에 나는 찰 맞커만 한다면 이 이폰을 사용하는 것은 염려할 바 아니다 라고 생각했다. 실
제로 음악을 “역사적으로 구조화되었고， 사회척으로 지속되었고，

개인적으로 적용된 상정

체계”로서 간주하는 것은 이미 즉각적으로 민족음악학에서 부상되고 있는 가장 훌륭한 작
업의 서술과 미래 연구를 위한 유용한 지첨언 듯하다.

민족음악학자들은 항상 맥락/내용이라는 二分法으로

불리는 것과 씨름하여 왔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영역들과 상충되는 방법으로써 사물들을 거솔러 올라 가 파악하는 실험

을 해 왔다. 즉 역사를 보다 찰 이해하기 위해 현재로 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작업이냐 맥

락에 대 한 중요한 해 결책 으로서 내 용을 사용 하는 등. Rice-Geertz의 모형 은 역 사적 ,
적， 음악적 관심들을 함께 밀착시킴으로

재초정되었고， 더욱 종합된 접근법을

있었다. 상정적 행동으로써 음악의 특성은 역시 최종적으로

민족음악학적

사회

성취할 수

요구의 분명한

일부가 되고 있다.
역사를 다룸에 관해서 나는 이 모형이 민감하고 유익하다는 것을 알았다. 냐는 개인에게
어느 정도 더 많은 주도권을 주게 되는 이 틀의 질서를 좋아할 것이다.
조화 되고， 개인적으로 응용되고， 사회적으로 지속된 주도권，

즉 역사척￡로 구

이것들은 아마 과거를 사회

적으로 지속된 획일적 다수로 보는 불분명했고 간과되었던 개인적인 공헌들을 가진 민족음
악학자들에게는 보다 좋은 補正이 될 것이다. 민족음악학자들은 전통적으로 위대한 대가들

* 논형자는
있다.

New York

대학의 부교수이며， 동 대학의 도시 민족음악학 연구소의

소장 A로 일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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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청하지 않￡려 하고 있다. 냐는 이 이유의 일부는 역사척 음악학의 개인척 초첨에 대

한 우리 들의 불신에 있다고 본다. 아마 보다 더 효과적 으로 단숭히 Geertz가 진술한 순서
를 꾸멈 a로써 희망척으로 이 모형은 이런 균형을 고치기 시작할 것이다.

이 모형이 유래

되 는 초기 의 글은 Geertz의 定훌훌와 인식 을 탐구하는 글과 Bali사회 속의 개 인에 대 한 반웅
에서 취한 것이라는 점은 타당하다.
Rice의 모형은 그 중심에서 역사적 연구들을 통합시킬

뿐만 아니라 분명히 역사적 연구

들을 위해서 한 틀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 모형은 역사에

대한 첩근법들은 현존하는

민족지적 과정들 처럼 철저하게 복잡하고 多段階的안 것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하나의 注意

廳을 민족음악학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나는 이 모형이 은연 중에 어떻든 변화가 정기적으로 혹은 상당한 양으로 진행되는 하나
의 역사적 시각을 고무할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해 보았다. 실제로 우리는 역사적 과정에서

의 역기능과 분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장 흥미있는(그리고 아마 일상적인) 파청들 중
몇몇은 역사적 a로 구초화된 전통들이 아마도 사회적 ξζ로 지속되지 않거나， 개인적 특성이

나 창초성을 통해서 딴 모양으로 되거나， 혹은 변화되는

것에 있는 과갱들 일 것이다. 우

리는 이 모형의 세가지 측면 사이에서 변화되는 관계에 대해 민감할 필요가 있고， 다른 공
간과 시갚에 있어서의 음악생활은 그 자신의 “혁명”에 대한 증거가 될 것이라는 캠올 자각
하여야 한다(1)

이 모형은 가장 훌륭한 우리 노력들의 유력한 한 要縮를 제공하고，

또한 효과적￡로 민

족음악학 분야에 내재한 제 학문사이의 풍부함을 반영한다. 그러나 이 모형은 존재하는 다
른 모형들이 자신들의 논리 실현을 위해 행하는 것보다 더욱 분명한 지침을 제공하지 옷하
고 있다. 나는 이 모형이 적절하게 우리가 지향할 바를 말해 줄 뿐 아니라 그 곳에 실제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말해 줄 수 있는지를 우리가 논의하는데 보다 많은 시간을 소비할 필요
가 있다는 점을 제안한다. 만약 우리의 역사적 작업이

여기 안용된

잠재력을 실행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풍부하게 조직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기초자료들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특히 우리는 민족음악학자들이 흔히 소흘히 했던 필사본，
하는 고전적 자료들을 통합하여야 한다. Rice의 모형의

자료비판과

내용비판을

필요로

필요성은 “완전한 민족음악학자들”

이 상호 관련된 속에서 기록되고 口鷹된 자료들 양자를 연구하는 시대를 예상하게 하고 있
다. 나는 음악학과 민족음악학이 연합과 협조를 통해 종합과 성장을 성취하기 시작하는 하
나의 보다 넓은 음악학을 위한 이 주장에 찬성을 표한다.
(1) Thomas S. Kuhn의 〈과학척 혁명의 구조〉 이후 (Chicago: Chicago 대학 충판부， 1920, 제 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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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민족음악학율 재 모행화할 필요 7r 있는가?
Anthony Seeger*
사회척 과갱들의 일부로서 음악연주의 분석과 해석을

끊임없이 주장해 옹 민족음악학자

Rice의 논문은 매 우 흥미 가 있었다. 이 글은 여 러 민족음악학자들이 성 공적 으로 인류학적
정근법들을 음악연주에 적용하여 왔던 난점들의 여릿을 서술한 방법에 있어서 특별히 가치
가 있다. 그러으로 냐는 여러 점에서 Rice에 동감한다. 냐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문제들만
논의하겠다.

Merriam 모형 자체에 대한 서술，

1964년 이래 인류학에서의

발전들， 민족음

악학 분야를 위한 한 간단한 모형을 구조화하는 필요성에 관한 관찰들.

Merriam 모형 에 대 한 Rice으| 서 솔

“Mrriam의 모형”이라고 부르는 것을 구초화 함에 있어 Rice는 이 모형을

폰서 序훌의 3연으로 부터 취하였다. 거기서 Merriam은 음악은 음악에
에 대한 행위， 음악의 음 그 자체에 대한 세 단계들에 관한

Merriam의 개

대한 개념화， 음악

연구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

다(1 964:32). 이 세 가지는 상호관련되어 있어서 거기에는 음악생산으로 부터 음악에 관한
개념에 이르는 끊임없는 환원작용이 있고， 이것은 음악체계에서의

변화와 안정성 양자플

셜명해 푼다.
이러한 것들은 Merriam이 관찰했듯이 우척 단순한 모형이다.

이것은 참으로 Merriam척 사고의 복장성을

반영하고

실제로 너무도 단순하다.

있지 않거나，

다흔 章에서 밝힌 음악연구홀 위해 만들어 낸 제안들의 다양성을

그가 〈음악인류학〉의

반영하고 있지 않다. 개

냄， 행위， 그리고 음악의 음플의 상호 관련성이 자주 斷言되었먼 첨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
관념의 기원이

A. Merriam에 치인 하였떤 점도 사실이다.

에 배한 A. Merriam의 공헌은， 그가 현재의

민족음악화에

용헨돌을 생략한 채， 이 모형의 단순한 폴에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後世의 민족음악학자들

콩현할 수 있었먼 많은 위대한
그의 져서에서 취한 “단순한

모형”은 아마 Merriam이 커억되어야 할 것으로 바란 챔이 아니거냐 한 인류학적인 관점으

* 논평 차는

Bloomington의

Indiana 대 학 교수이 고， 동 대 학의 쳤홍용악 자료질 실 장이 며 , 미 국 민

촉융악학회외 대표휘훨이다.

-77로 부터 음악연구흘 계속하여 왔먼 학자들에

의해셔 그 자신의

실체로 기억되어 진 것은

아닐 것이다. Merriam은 다른 여러 이념(idea) 에 의해셔 얽혀져야하고기억되어 져야 한다.
Rice논문의 한 중요한 공헌은 음악에 대한 기본척 필수요건으로셔 역사척 주제에 대한 생
각에 관한 그의 주장이다. 만약 우리가 이 단순한 모형을 Merriam의 생각을대변한것으로
받아 들인다면， 이 모형은 역사척 주제에 대한 하나의 감각척인 의마추구가 결휩되어 있다

는 첨은 사실이다. 음악을 생각하고，

연주하고， 창작하는 사람은 전혀 없거나 혹은 한 역

사척 전통 안에서 음악을 강상하는 이는 없기 조차하다. 이 첨이 바로 Rice가인용한 Geertz

의 제안이다.

“상정척 체계들과 역사적으로 지속되고，

은 하나의 중요한 다른 시각을 표현하고 있다.

개인적￡로 적용된" Geertz의 제안

이 점은 비록 1980 1건대의

인류학자들과는

다르지만 이 주제에 초첨을 맞추고 있다.
Merriam도 그의 모형을 복잡한 異質的인 집 단들로 이 루어 진 사회의

맥 락에

는 않고， 때로는 상호 관련된 경쟁적 관계에도 이것을 고정시키지 옷하였다.
은 개인들과 집단들로 구성되었고， 인척관계와 친구관계，

고청 시 키 지

그는 사회들

경제척 생산과 嚴禮的 소비， 상

호 보충성과 주도권 둥을 기초로 상호작용 한다고 분명히 언급 하지 않았고，

이 서로 직첩척으로 모순된다고도 붐명히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것들

이러한 관점은 하냐의 독자

척인 사회는 몇개의 다른 방법 A로 생각하고， 연주하고， 그리고 부수척으로 생기는 경쟁척

인 음악형식들을 가질 수 있다는 첨을 그에게 제시 했어야 했다. 이러한 점은 미적 평가와 、
함께 힘과 권위의 관계를 포함하는 상당히 복잡한 방법으로 관련지울 수 있다.
그러나 〈음악인류학〉올 고찰하면 Merriam은 개인척 경험(예를 들면

에 관한 그의 언급들)을 잘 인식했고，

작곡가들과 共慮뿔

역사에 대한 한 이론올 가졌다-버록 역사를 주로

年代記로 취급하였고， 현재의 시각으로 과거의 창초물올 다루지 않고，

과거에 창조되었먼

시각으로 부터 현재에서의 행위를 취급하였지만 (Marx 1852; Sahlins 1981).

Rice는 Merriam의 後學들 가운데서 발견된 다양한 접근법에 관해 언급하였다.

後學들이

음악에 대한 그들의 인류학적 접근법들로 부터 다른 결과들을 발표해 왔던 이유 중의 하나
는 확실히 그들이 초사해 왔던 전통들의 역사척 특성이었다.
은 역시 언제냐 Merriam의 모형을 발전시키기 보다는

음악을 연구하는 인류학자들

Marx, Weber, Durkheim， Simml녕의

엽적들 가운데 냐타냐는 이념을을 논의하고， 연구하고 있는 중이다.
〈음악인류학〉에 나타난 단순한 모형 에 한정 될 수 없는 것 같이
청될 수 없다.

인류학척 음악연구는

A. Merriam의 저 술들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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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학에서의 밟천들

인류학 그 자체는 수년 동안 그에 대한 강초점이 변화되어 왔다.

그리고 이미 1964년의

상태가 아니다. 이 정이 Rice가 그의 논문에서 언급한 1985년의 민족음악학회 총회에서 민

족음악학자들에게 보다 많은 인류학 서적을 읽으라고 간청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역사척

으로 고정되었고， 의미를 추구하는 주의깊은 계획올 세우는 주제는 연구의 한 목표로서 진

지하게 취곱되어 왔고， 이것은 사회척 과정들의 분석들을 위한 초첨이 되고 있다. 이 추세
는 Rice의 모형에서도 발견되고 찬양되었다. 이 관념은 청말 Rice가 제안했듯이 진정한 “현

위 ~l "였다. 그리고 현재가 민족음악학이 이것을 연합해야 할 바로 그 시꺼이다.
또 다른 하냐의 발전은 역사률 해석하는데 구조주의를 사용해 온 첨이다. 만약 구초주의

가 하나의 역사적인 것-通時性을 희생해 가며 同時性을 지나치게 강초하는 것으로-으로
비판될 수 있는 때가 있었다면 이것은 이미 이 경우가 아니다.

Marshall Sahlins의 Hawaii

(1 981) 에 대한 연구는 처음으로 제국척 권력들과 첩촉하는 것과 같은

굉장한 변화의 시기

에 때때로 사용되기 까지한 세계의 구조에 션행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많은 다른 공
간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K. Marx는 이미 이 영역을 살펴 보았다(1 852).

Pierre Bourdieu(1977) 에 의한 논문에서 사회학자인 Anthony Giddens (l 979) 와 Marshall
Sahlins (I 98 1)의 임시주제는 역사와 사회과정들에 대한 인류학의 발전 속의 주관심사에 접
중되어 왔었다.

우리는 민족몸악학의 한 모형율 필요로 하는가?

Rice의 Merriam의 모형에 관한 언급의 정당성을 논의하고，

1960년 이래 인류학에서의 발

전들에 대한 관찰들이 중요하다고 논의하는 가운데 민족음악학을 위한 하나의 독자적인 모

형을 개발하는 것이 과연 필수적이거나

바람직한 것인지 어떤지 생각하는 것이 더욱 중요

하다고 믿게 되었다.

Rice는 우리의 지침서를 조심스럽게 조사해 왔고 (Rice

1986) ,

과 민족음악학 사이의 거리를 좁혀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역사척 음악학

그의

논문을 준비하여 왔다.

이 논문은 수엽현장에서 겪었던 좌철로 부터 나온 한 논리적인 결과이다. 이 수업현장에서

는 많은 접근법이 제시되었고， 확대되었다. 이 수업현장을 그의 동료들인 역사적 음악학자
들은 불펀하다고 느껴왔었다. 그의 목표는 수업을 위한 분석된 음악학을

개발하기 보다는

- 79통합된 음악학을 개발하는 것이다.
민족음악학을 “재 모형화”하는 이 작업은 의견일치가 이루워 져야 하고，
척으로 한 모형에 동의하여야만 하는 장소언 하나의 知的分野에 대한

사람들이 기본

관점에 기초되었다.

그러나 이 제안은 우엇인가 정지된 상태 (Merriam 모형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를 다른 것으로 대체시켜 준다. 이것은 확실히 한 분야에 대한 유일한

시각은 아니다. 모

형들올 변증법적으로 생각하고， 효소와 같은 한 분야로 생각하고， 발전되는 관념들을 뀌한
한 방법으로서 논쟁을 생각하는 것은 있을 법하다. 나는 이러한 민족음악학의 관첨을 좋아

하고， 여기서 청상척인 상태는 의견일치 보다는 논쟁이고，

토론이

의견일치를 대신하고，

정말 다른 접근법들을 탐구함은 하나의 독자척 모형을 어셜피 다루는 것을 대신한다.
Rice의 민족음악학의 단순한 모형과

C.

Seeger(1977:102-138) 에 의한 복잡한 모형들 사

이의 相異點을 고찰해 보자. Rice는 하나의 단순한 공통요소와 연구를 위 한 몇 개의 중심 문
제들을 제시하였다.

C. Seeger는 우리에게 그의 도표들을 안내지도로 사용하도록 권하나

그것들을 사용하는 방법과 우리들이 가야할 장소는 제시하지 않았다모든이들이 같은 킬
로 가는 대신에 Seeger는 우리 모두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우리 가 우리의

듣고， 발견한 바에 관해 각자가 돌이켜 보게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여행 에셔 보고，

민족음악학의 분야

와 민족음악학회는 하나의 독자척 출발첨을 제공하기 보다는 우리의 도달점에 관해 언급할
공간을제공하고 있다.

나는 항상 민족음악학회를 아주 다른 시각들로 음악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착업에
관해서 발표하고， 다른이들의 발표를 듣거나， 남의 발표문들을

원는

장소로 생각하였다.

우리의 모엄과 장지들은 단성적이거나 화성적이기 보다는 異旅律的인 첨에

기초하여 모형

이 이루어 졌다. 이러한 첨들 중 몇몇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음들과 그들의 연주에 관해 셔로 이야기 하는가? 왜 많은 사랑플은 구조화된 응을
을 만드나? 왜 특별한 개인이나 사회척 정단은 그가/그녀가/그 단체가 행동하는 시간과 공간， 그
리고 그가/그녀가/그 단체가 행동하는 맥락 속에서 음들을

연주하는가?

이 연주들이

그들 속에

포함된 각 개인틀과 단체플 속에서 무엇을 정취하고， 그틀에 의해서 이해되었던 것으로서의 세계 속
에셔는 무엇을 성취하는가? 전통들 속에서의 개인의 역할은 무엇이고，

개인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천통의 역할은 무엇인가?

특별한 문제들 보다는 일반적 질문들에 초점을 맞춤으로 우리는 다양성을 기꺼이 수용하

는 한 분야가 되기를 커대하고 있다.

‘ 질문들에 초챔을 맞추는데 또 다른 利點이 있다. 그것은 해밥이기

보다는 수세기 동안

끊엄없이 남아 있는 질문들이다. 우리는 희랍인들， 몇몇 중세 철학가들，

Brazil의 Suya인，

!

•

80 •

Papua New Guinea의 Kaluli안， 그리고 세계 여러 사람률과 함께 음악에 관한 여러 질문을
올 共有하고 있다. 문제들에 초청을 맞춤으로서 우리는 다른 사회들과

대상물로서가 아닌

대화자들로셔 상호작용하고있다. 즉우언가 유사하고도 흔히 어려운 품제들에 대한 혜답률
을 구하기 위한 하나의 장호연구에서 통일체로서 상호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
는 비교음악학을 민족음악학으로 바꾸고， 우리의 연구툴 스스로 구조화하였고， 실행하였다.
그리고 분적한 음악적 사건들에 대해 논하기 위한역사적으로 고갱된 문화척이고， 언어척인
부호들올 사용하면서，

역사척으로 고정된 행위자들(그들 가운례 우리들)의 상호작용융 통

해서 음악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상호노력으로서 우리의 연구를 시각화 할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Rice의 교육학적 관심사에 대한 반용으로，

냐는 우리가 여러

의운점들에 답

하기 위한 모형들로 우리 학생들을 미혹시키기 보다는 우리는 여러 의문점들로
극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자신의 사회 혹온 다른 사회를 막론하고

이들올 자

만약 우리가 음

악에 대한 다른 접근법률과 공통첨들이 있는 첨들을 가지고 있다연 나는 이 점들이 우리가
묻는 질문들 속에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민족음악학과 민족음악학회는

우리의 해답을 共

有할 수 있는 공간즐이 다. 그러 나 나는 이 공간들이 한 공통요소와 Rice의 “재 모형화” 속

에서 함축된 다른 정들에 대한 어떤 철문 종류들에 최 우선권을 주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연구에 의해 찰 취급받게 될 것안지 확신 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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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e 에

대한 논평
Ellen Koskoff*

민족음악학을 위한 하나의 “새” 모형을 개발하는 그의 논문에서 Rice는 Alan Marriam과

〈음악인류학〉에 통상척으로 관련되어 있는 한 ‘옛” 모형을 비판적으로 검증하였다. 이 〈음
악인류학〉은 민족음악학율 20년 이상이나 이끌어 왔던 Merriam의

저서이다.

그렇게 하면

서 Rice는 Merriam의 모형 에 서 중심 문제 로 그가 본 것들을 분리 하였다. 그의 논운에 서 Rice

는 바로 이 문제들을 그의 출발점으로 하었고， 때때로 자신의 주장들을

위한 짧據들로 이

들을 사용하였다. Rice를 논팽하면서 냐는 그의 새로운 모형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기 보다

는 그의 논문 전체를 검증해 볼 필요를 느꼈다. 왜냐하면 “재 모형화”를 위한 하나의 맥락

을 제콩하는데 사용된 그의 주장들은 재모형화 그 자체와 함께

비판척으로 검증되어 져야

하기 해문이다.
Merriam의 변호자로 보여 질 위험을 무릅쓰고，

제 목으로 〈음악암류학〉의 제 2 장에 언급된

나는 “민족음악학을 위한 한 이론”이란

그의 모형 으로 되 돌아 가 보고자 한다(1 964).

수년간 우리가 이 모형과 써름하여 왔듯이，

민속학의 한 部類는 이 모형의 허위척 단순성

주위에서 성장해 왔다. 이 단순성은 Merriam이 의도하려고 한 인간·음악과 문화·사이의
超複雜性을 숨겨 왔을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 이 모형을 단순한 하나의

삼각구조로

알고

있다. 왜냐하면 이 삼각구조가 Merriam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방법에 가장 가

깜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모형을 더욱 완전하고 더욱 문제가 되는 복합성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 훨씬 쉽기 째문이다. Rice가 지척했듯이 Merriam 조차도 초
기에는 그의 모형을 “세가지 분석척 단계들”을 지난 “단순”한 것으로 규청하였다.
32 rv 33p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그의 모형을

면밀히 조사해 보면

향으로 설정된 훨씬 더 복잡한 L구조를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창작과 과청의 두 방

나는 지금 단순히 〈음악인류학〉에

표현된 그대로의 소위 이 모형올 언급하고 있는 것이지， 그가 후의 그의 저셔에서 밝힌 이
모형에 대한 再考를 언곱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세 부분으로 Merriam의 글을 나누었다. 그의 글을 자세히

* 논i명 자는

New

York주의 Rochester에 었는

Eastman

잘핵 보면 한 모형 을 표

음악학교의 교수이 다.

그녀 는 현채 도시 의

음악적 액 락융 조사하는 책 을 저 술하고 있고， 현 미 국 민족음악학회 이 사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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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고 있지 않고， 모형들의 한 연속체를 표현하고 있다.
부터

33p의

이 연속체는 32p의 초기 진술로

이 모형의 최종 완성에 이르기 까지 계속 변화되고 있다.

즉 처음에는 “문화

에 있어서의 음악연구”를 위한 모형으로 표현되나 최종에는 “한 문화 속의 음악생성”을 위
한 모형으로 표현된다(대단히 다른 종류의 한 모형). 실제로 거기에는 세가지 독렵된 모형

이 있거나 하나의 초기진술과 문어체로 이 모형을 완성하려는 두가지 시도가 있다. 처음의

두 모형은 행위와 개념화의 산물로서 음악의 음에 더욱 초첨을 두고 있는 듯 하다. 마지막
모형은 연식척이고 사회척인 많은 과정들의 결과로서 음악에 초점을 두고 있는 듯하다.
처음에 Rice는 한 중심척 해석 문제와 함께 Merriam의 모형을 그가 본 그대로 분리시키
고 있다. 그는 여기서 Merriam의 모형을 “개념화와 행위에 음악의 음을 관련 시키는 방법

들을 찾고있는 모형 "0 로 보았다. Rice는 또한 이 모형의 두가지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1) “음은 행위와

인식에

중요한 구초적 문제들에

직첩적으로 반대된다". 2) “그의

분석적 단계들 사이의 관계는 오직 한 방향무로 가고， 한 단계를 오직 다른 단계에 관련시
킨다

자신의 모형에 대한 마지막 진술에서 Merriatn은， 그의 모형의

세가지 중심적 분야

들(단계들이 아니다) 사이의 관계들을 분명히 언급할 뿐 아니라， 행위와 인식을 단순히 대
초시키지 않고， 이 둘 사이에 얼어나는 한 끊임없는 환원작용과 중복을

허용하는 두 방향

적인 체계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나의 의견이다. 게다가 Merriam의 모형은 단순한 음
들·행위들·음악에 대한관계가아니고， Rice의 모형과유사하게， 음들이

어떻게

음악이

되고， 음악들과 음악에 관계된 행위들이 어떻게 변화하고/견고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다.
도표 1 ， 2， 3을 조사해 보면， 여러분은 세 단락의 글에서 이루어진

들을 보게될 것이다. 즉 모형들에 관해 쓰여진 진술의

진술들의 생생한 표현

실재척이고 생생한 것들을 보게될

것이다. 지난 20 1건간 우리가 지적해 왔던 많은 문제점들과모순들이 여기서 강조되고 있다.

또한 특별히 도표 제 2 .제 3 에서 강조된 것들은 여기 저기서 지나치게

단순화된 개념들，

행위들， 그리고 음 사이의 더 어렵고， 복잡하며 뒤엉킨 관계이다.
아래의 인용은 Merriam의 이 모형에 대한 초기 진술이다.
〔그 모형〕은 융악에 관한 개녕화， 음악에 대한 관계에셔의 행위 그리고 음악의 음 그 자체의 세가

지 분석척 단계들에 관한 연구가 포함되어 있다. 제

1 .제 3 단계들은 모든 음악체계들에

의해 표현

펀 끊염없이 변화하는 力動的 특성을 대비하도록 연철되어 었다 (32).

만약 우리가 이 진출을 “운화에서의 음악연구를 위한 한 모형을 나타내는

도표”라고 명명

된 도표 l과 대조해 본다면， 즉시 문제점들이 야기될 것이다. Merriam은 비록개념화와음

악의 음 사이의 한 관련(어떤 종류인지는 우리가 아직 모르지만)을 언급하지만，

처음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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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 운화에셔의 음악연구를 위한 한 모형을 나타내는 도표

음악의 음과행위， 그리고행위와개념화사이의 어떤 관련성도부인하였다. 더우기 Merriam
의 처음 진술들은 (Rice도 마찬가지이지만) 한 순서적 배열을 의미하는 세가지
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순서의 제

분석적 단계

1 • 제 3 단계를 연결함은 이 순서와 합치되지

하나의 연결고리와 구조를 낳게 한다. 우리는 이며 이 모형이 모든 단계들을

않는

포함하고 있

는 것￡로 보지 않고， 다소는 한 규청된 방침에 관한 구초적 범주를포함하는것 S로본다.
이 글의 제 2 부분으로 눈을 몰리 면 (32p"'33p의 제 1 문장)， 우리 는 이 모형 의 처 음 진술에
대해 해설을 하려하는 최초의 시도를 보게 된다. 여기서 Merriam은 “음악의 음”이라고 그
가 의미 한 것을 더욱 구체화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체계얼 거라고 이야기 한다. 즉 “행위들”은 신체적 • 언어적 그리고 많은 부차적 뱀
주들을 지난 사회적인 세 종류로 묘사되어
들의 개념화”로 나뉘고 있다.

가치들은

있고， “개념화”는

“행위들의

개념화”와 “가치

“체계를 통해셔 최종 창작품에 영향을

스며도는”것 처렴 보인다. Merriam은 개념화， 행위 그리고 문화 속에서 음악의

미치도록
생성을 보

여 주는 최종척인 모형에 까지 궁극적흐로 이르게 될 음， 그리고 후에 되돌아갈 음과의 관

계들에 명칭을 붙임￡로서 시각의 방향전환을 한다.
“이 모형의 첫번째 구체화를 나타내는 도표(도표 2)" 라고 명명된 이 문단의 도형에서 우

리는 음， 행위， 개념화 사이의 관련성의 특성을 더욱 분명히 볼 수 있다.
진술에 의해 제기된 어떤 문제들은 분명해 졌다. 그러나

그래서

다른것들은 해결되지

처음의

않은 채로

남았고， 새로운 것들이 생겨 났다.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양자가 “창조들”로 명명된 행위
와 음 샤이의 관련과 함께 개념화와 행위 사이의 한 관련을 보게 된다. 또한 이 두 방향적

인 화살표는 이 체계를 통해서 후방3로 흐르는 가치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에 주의하라.

아직도 미해결된 것은 Merriam이 개념화와 음악의 음 사이에서 중요한 연결관계로 파악되

고 있는 연결고리의 엄밀한 특성이긴 하지만， 게다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
다. 체계로 보여 지는 우초를 가진 음은 실제로 “음악”인가?
“가치의” 개념화 사이에 있는 엄밀한 차이첨인가?

무엇이 “행위의” 개념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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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들과 행위들을 음악￡로 변형시키는 과청을 나타내는 도형

Merriam은 창작품과， 창작품이고 창작품이 아닌 것의 개념화(음? 음악?) 사이에 있는

본질적 환원작용 연결을 도디어 인정하면서 자신의 최종 모형의 결정판을
글의 제 3 문단이다 (33p의 제 2 문장에셔

언급한 곳은 이

발견되었다)-그렇게 하면셔 비록 그는 한 월추호

형을 제안하는 자신의 초기 진술과 음악생성과 경험의 한 모형을 제안하는 이 모형으로 부
터 시각에 있어서 급진척인 방향전환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창작품온 감상자에게 영향올 미친다. 강상자는 개녕척 가치의

입장에서

연주차의

능력파

- 85연주의 갱 확성 양자롤 심 판한다. 이 와같이 만약 감상자와 연주자 양자가 용악융 위 한 운화척 범 주의
관갱에서 그 창작품율 성공척인 것￡로 판단한다면 옴악에 관한 개념들윤 강화휠 것이고，

음2..로써

의 행위와 浮上에 채 척용될 것이다. 그러나 이 판단이 부갱격이연 개념률용， 행위흩 변청시키고 운

화에서 융악에 대한 고유한 갱으로 간주펀 것에 대한 판단과
라는 다른음을 산출하기 위해，

더육 빌첩하게 초화가 훨 연주차가 바

변청되어 져야 한다. 이와같이 창작풍 a로 부태 음악에

이르는 끊엄없는 환원작용이 있다. 그리고 이청은 음악체계에서의 변화와
는 것이다(위의 책 :

관한 개념에

안청생 양자롤 설명해 주

33).

“음들과 행위들을 음악￡로 변형시키는 과정을 냐타내는 도형”으로
최 종 부분의 한 도형 을 보여 준다. 물흔 도표 1과 2의 구조적

명명된 도표 3은 이

단순성 은

Merriam의

소위

“단순한” 모형의 참 특성을 보다 잘 나타내고 있다고 내가 믿는 더욱 복잡한 이 도형을 위
해 포기되었다. 여기 제시된 모형은， Rice가 단정한 것과 대초되는， 설청된 과정과 창작품

양자이다. 이 모형은 아직 여러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을지 모르나

이미 언급한 것보다 훨

씬 풍부하고， 자세하며， 재미가 았다.

도표 3을 보면 우리 는 작업 공청 도(좌측에서 출발하는 화살표를 보라)와 같은
체계를 보게

된다. 순환 l(굵은선을 따르라)은 쳐음에

미치는 “음".E...로 명명펀 창작품으로 부터 시작한다.

두 순환된

감상자(사회를 위하여)에게

영향을

감상자는， 개념척 가치와 문화에 대한

신념을 사용하면서 아직은 음악이 아닌， 음과 행위롤 판단하다. 여기서 제 2 연결고리가 시
작되 고(점선을 따르라)， 이 번에 는 명가도구로서 “음악”을 위 한 운화척 법 주률

사용하면서

연주자는 감상자가 창작품을 판단하게 한다. 감상자와 음악가 사이에 의견일치가 이루어지
면 문화척 a로 유지된 개념들은 재 강화되고， 최종척으로 “음악" 0 로서

부상되는 “연주자

행위”에 재 적용될 것이다. 만약 의견일치가 없으면， “연주자 개념”과 “연주자 형위”는 변
화되어야 하고 그래서 “음악”이 떠 요를 것이다.
Merriam은 여기서 그의 초기 진솔로부터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 어떤 차이점을 만든다.
여기서 그는 “문화적으로 유지된 개념들(다소는 개별적 감상자와 인간이 한 부분인 사회에
의해 共有된)"과 “연주 개념들(음악이 되는 잠재적 음들에

관한 의견의

바뀌어야 할)"의 분리를 의미한다. 더우기 하나의 보펀적 범주로서

불일치가 있으면

간주된 “행위”는 유사

하게 “연주자 행위”와 “감상자 행위”로 나누어 진다.

이와같이 Merriam 모형의 진짜 “문제”는 어떻게

옴 • 개념 • 행위들이

관련되었냐 하는

문제들에 그가 당하지 않는다는 첨이 아니 고， 우리 가 다소는 해 답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
이다. 우리가 Rice를 비판하는 곳에서 취할 수 있는 점은 Merriam 모형의 지나천 단순화이

다. 이 단순화는 Merriam 모형의 복창성과 구조척 종합성을 부인하고 있다. 여기서의 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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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문캠윤 우리가 원래 이루어진 모형의 진짜 장점과 약점을

조심스럽게 조사하기 전에

우리들의 이론척 근거를 “재모형화”할 필요가 있나， 없냐하는 점이다.

이 상하게 도 Merriam을 비 판하는 시 간올 보내 면서 Rice는 그 모형 들 사이 에 있는 정 말 중
요한 차이챔을 강조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 즉 모든 체계 속에서의 개별적 역할을 놓쳤다.
Merriam의 모형에는 개별적이거나 사회척안 두 역할이

양극화되어 있다.

이 물은 대체로

한펀 A로는 음과 행위를 만들어 내는 각 음악가이고， 다른 한펀은 개념화하고，
명명하는 각 감상자이다. Rice의 모형에서 개인은 명확히

규정되지 않고

판단하고，

일반화되었으며，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아냉은 우리가 “가장 풍부한 음악 이야기들”을

창조할

수 있고， 우리를 이것에 관련시킬 수 있게 한다.

Rice의 모형은 여러 다른 방법으로 개인 행위자의 역할이 정의되기를 허용한다. 이와 같
이 Merriam의 모형에서는 부족한 하냐의 다면적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엄밀히 말
해 특별한 행위자(연주자· 감상자) 사이의 한 양극화된 관계로 부터 태어난， 한 창작품으
로서의 음악에 대한 Merriam의 시각￡로부터，

Rice 모행을 더욱 유연하게 하고 최종적으로

더욱 만족스럽게 하는 일반적인 인간 사회와 인식척 과정들의 결과로서 Rice음악의

이해에

이르는 강조점에 있어서의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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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음악학의 재 모형 화를

위하여”에 대한 논평
Dane L. Harwood*

Clifford Geertz는 그의 유명 한 “ Bali 닭싸움에 관한 주적 들”의 말미 에 다음과 같이 간단하
지만 명쾌한 언급을 하였다.
한 민톡의 문화는 연구 가용한 모든 것의 총체이고， 그툴 자신의 총체들이다.

체들이 누구에케 속해 있는가?홀 어깨 념어로 파악하기 위하여
그을 자신의 해석을 포함하고 있다.

인류학자플윤 그 총

고섬한다. …·사회들은 삶과

같이

사랑은 요직 해석에 첩근하는 법융 배워야 한다 (Geertz ，

1973,

452-453).
이러한 것들과 다른 유사한 언급들은， 인류학，

언어학，

역사학，

심리학과 기타 유관된

학문들에 대한 새로운 정근법을 고무하면서， 지난 10년간 학문 연구 분야에서 상당히 유행
했었다. 안류학을 고려하고， 실행하기 위한 Geertz의 명제로 불러 온 “해석척 첩근법”은 이
전에 연구된 문화적 현상에 관한 내실있고 풍부한 새로운 시각을 자극하여 왔다〔예롤 들연
Becker와 Yengoyan, 1979을 보라). 이것은 새로운 연구를 낳게 했고，
상호간의 교환까지도 있게 하였다 (1) 실로

내가 믿기로는 학문

New York Times까지도 Geertz가 학계에 준 충

격에 대해 강조해 왔다 (Silk， 1987). 해석적 분석 (Geertz , 1983) 에 관해 발표된 ‘그의 최근의
생각들은 더욱 학문적 토폰에 대한 보다많은 격정 (fuel) 을 불러 일으켰다 (Geertz의

비판자

들은 허풍 (smoke) 이라고 주장하겠지만J.
만약 학계의 여러 분야에서 사회과학 연구에 대한 “Geertz" 의 정근법에 엄히 반대한다면，
아마 새로운 “범례”는 우리펀 일 것이다. 그것은 참으로 Kuhn (l 970) 이 “법례 변천 (pradigm

shift) "이라고 기술했던 과청으로부터 시작된것으로 보여 진다.

* 논형자는

그러나 냐는 “인류학적 혁

음악 인식 연구를 전공하고 있고， Massachussetts 주 Hanover시에 있는 조직과 교육에

관한 자운회 사인

Situation Management Systems 회 사의

수석 고뭄이 다.

(1) 아시아학회는 최근에 하나의 그러한 학문상호간에 이루어진 호본회의 의사록올 출판하였다. 이
것은 “동남아시아 언어와 문화에 대한 해씌척 정근법들”이다(아시아학회， 1985). 이 의사륙에
서 나는 Geertz의 착엽은 사회과학플올 하나의 부상되고， 채미있는， 일상척인 업장으로 향하게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Harwood， 1985). Geertz는 우리에게 인간행위에 있어 다고난 수많은 多
륨的 의미를 해결하는 한 시각을 제공하였다. 해적척 노력은 쉽지는 않으나 몇몇의 훌륭한 컬
과를 낳을 수 있는 의욕을 드러내 주고 있다.

- 88명”의 깃발을 조심스럽게 올리겠다. 왜냐하면 “해석척”연구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수많

은 고통스러운 이흔켜이고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해문이다.

Rice의 모혐률 해석하며

Rice는 또한 우리가 착수해야 할 인간행위 연구 방법의 새로운 한 모형을 우리에게 제공

하고 있다이 경우는 음악적 행위를 의미한다.

그는 민족음악학을 연구하는 우리 자신

들의 새로운 한 시각을 가술하였다. 그리고 이 시각을 어느 청도는 Geertz와 같은 말로 표

현하였다. 그의 민족음악학의 재 모형화된 시각은， 음악에 있어서 “형성적 과정”의 해석적
진술들을 위한 연구에서， 우리들을 1) 역사척 구조， 2) 사회적 지속， 3) 개인적 창초와 경
험 사이에서 활동하게 하였다. 그러한 형성적 과정은 Geertz가 말한 “연구 가용한 모든 자

료”를 포함하고 있는 多層的안 의며이다. 세계의 음악을 만드는 이들의 어깨 넘어로 이 자
료들을 파악하기 위함과， 그리고 그것에 의해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해석법에 접근하는 것
은 Rice가 우리를 위해 준비한 목표이다.

Rice는 지금의 민족음악학자틀은 Merriam(1964) 의

행위척 시각을 “낳은 과청”으로부터

벌어져 가고 해석적 접근법으로 향한다고 이야기한다. 나는 이 제안이 천숙하고
한 반용을 내게 생기게 한다는 정을 인정한다.

이것은

천숙하다.

공정적인

왜냐하면 한 가용 연구

자효로서 사회적 행위를 파악함은， 얼마동안은(혹은 지금도) 연구하는데 있어 내가 좋아한
방법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이다. 민족음악학 연구를 착수하는

방법을 우리와 다른 이에게

가르쳐 주고，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다른 모형들과 방법들 보다 더욱 친숙하고， 분명하고，
그리고 통일된 목소리로 제 학품을 관련시킨 이 특별한 Rice의 모형에 찬성하기

때문에 냐

의 반웅은 공청적이다.
Geertz (l 973:93) 는 민족음악학의 모형과 민족음악학을 위한

모형화의 두가지 유형 사이

에 있는 한 차이점을 도출하였다. Rice는 “민족음악학의 모형”융 우리에게

제시하였다. 그

의 三部分 접근법은 민족음악학 “연구” 內에 포함된 것을 확인한다. 그가 제시한 모형에 의
하면， 민족음악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활동해 야 한다.
·음악척 행위를 그것의 역사척 맥략에 위치시키도록 척극척으로 착엽해야 한다.

·어떻게 음악척 활동이 사회공동체들과 그들 기풍의 지속울 지지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들의 복

장한 상호작용 체계들올 치지하는가? 조사해야 한다.

·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共有하고 있는 전통에 대한 개인척인

음악활동의 관계와 함께 어떻계 운

화척 規遭들이 개인척 인식과 창조성의 표혐에 영향올 주는가? 하는 챔올 연구해야 한다.

- 89냐는 이러한 활동들이 민족음악학 연구에 대한 Rice 의 시각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첨들이

라고본다.

그러나 냐는 Rice의 커본되는 의도가 민족음악학올 ‘위한 모형’을 재시하는 것언가? 하
고 의심해 본다. 그는 민족음악학자들로써 우리 자신을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 언급한다. 우

리의 기풍은 무엇인가?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것 속에서 우리를

연도하는 행위들과 신념

들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 자신의 활동을 해석하는가?

“민족음악학의 모형”과 “민족음악학을 위한” 모형의 차이점은 하찮거나

용이한 것이 아

니다. 왜냐하면 이 차이점은 민족음악학 연구분야에서 해적척인 접근법을 어떻게 실행하려

고 하는가? 하는 그러한 중심문제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1) 어떠한 맥락 속에서 어떠한 음악적 가용 연구자료에 대한 해석법을

촉진시키기 위해

서 연구자는 이론들을 응용하고 음악적 행위 그 자체의 맥 락밖으로 부터 설명을 구조화 하
여야 한다

(2)

2) 강력하고 효과적인 모형은 개인적인 음악척 창조성과，

심리학척 안식과 이해의 私的

영역에서 사회척인 음악적 행위들의 公的 영역으로 향하도록 우리를 둡는다. 이 공척 영역

은 연주이 다‘ 관측자료:서 우리 는 문화적 맥 락에셔 우리 가 확인하는

음악척 행위 들은 상갱

적 행위들이라는 첨을 유념해야 한다. 모형들과 이흔들로 부터 우리가 찾는 도움은 우리의
모형들은 아직도 다른 사람들의 실제에 대한 본보커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어야 한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의해 이루어진 상징적 모형들은 관찰하는

민족음악학자들에 의해 이

루어진 것들과 같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전통 속에서 연주 솜써를
고 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세계관에 의해 구속받고 있다.

구하려

이 두번째의 것

이 제일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명백하고도 암시척인 모형들의 고유성은 Geertz와 Rice에게 극심한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어떻게 우리가 상징적 행위들인

구속력이

되지 않고

그러한 연주들을 인식

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틀을 구조화하는가? 하는 점은 사회적 행위의 내용에 대한 초심
스러운 서술법인 ‘진한 서솔 (thick description)" 을 하는 기능이다. 민족지학은 아직도 Rice

(2) 예를플연 구조척 언어학은 본래 어떤 음악척 활동 영역율 이해하는데 척당한 모형이다. 왜냐하
연 구조주의 이론의 근본척 자료는 언어행위이치 때운이다. 모형의 척당성이나 부척당성은 우
리를 위해 이것이 우리의 민족지학척 관찰의 세세한 부분을 분명한 하도록 우리흘 도울 수 있
는가 하는 청에 달려있다. 구초척 이론이 그렇게 분명히 하는데 성공했나 실패했냐 하는 갱은
다른 운제이다. 이와 유사한 주장이 융악연구릎 위한 어뻔 모형 A로도 이루어 질 수 있다. 즉
천위척 생물사회학으로부터 천통척 역사학에 이르는 어느 분야에셔도 이루어 질 수 있다.

- 9 0의 이 분야의 모형에서 중요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연주의 내용(음악적 “연구자료")과

위치， 그리고 환경(음악적 “맥락")은 해석척 이해률 위해 중요하다.

내게는 Rice의 재모형화의 본질은 그가 민족음악학자들율 자신들이
사회적 상정들을 해석하는데 종사시켜려 하는 듯이 보인다.

관찰하는 문화척인

그렇게 함으로써， 민족음악학

자들은그들의 자료제공자가 관련된 바로 그 활동을 모형화하는 자신들을 보아야 한다. 우
리와 그들은 모두가 문화척 사회적 상정들의 해석자들이다. 해석들은 언제나 서로 다를 것
이다. 그러나 “다름”이 “렬 정확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확성은 확실한 증거에 달려있
고， 해석하려는 목적에 달려있다.
만약 Rice의 입장에 대한 나의 이해가 갱확하다면， 냐는 많은 방법에서

행위척인 모형은 다르다고 동의하겠다. Merriam의 모형은 우리에게

Merriam의 더욱

음악적 행위를 관찰하

고 법주화하도록 요구하고， 이러한 행위가 일어나는 맥락에 주목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이 모형은 해석 활동에서 본질척인 것으로서 관찰과 행동 그 자체에 먼틈없이 초점을 맞추
지는 못한다. Rice는 이 과외적 단계를 옹호하면서 음악을

만드는

이들(우리가

관찰하는

행위자)이 그들의 문화적 환경에서 하는 것은 민족음악학자들인 우리(관찰자)가 하는 것을
위한 모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마 추상적으로 이 입장은 작은 원으로 보일 것이다.
주는 것은 진한 서술에 대한 신뢰성이다.

우리들이

공정을 유지하도록 해

이 진한 서술은 “아주 셰세한 문제들까지도，

세히 다룬”것으로 Geertz가 이야기 하는 상세한 기록이다.

Geertz는

자

사회적 행위에 우리가

관찰한 바를 집중시키려하는 중요성에 대해 언제나 다음과 같이 분명하다.
행위는 청확하게 주목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운화척 형식들이 갱확성올 발견하는 것윤 행위-혹은

엄밀히는 사회척 행동-의 흐름올 통해셔 이기 때문이다(17).

그래서 해석은 실제로 일어냐는 것과 행위의 흐름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방법을 구조화

하고 있다. 청보제공자와이야기 하고， 연주를 관찰하고， 악기들과 음악척 사건들， 개념들
에 관한 용어를 고안하는 활동에서 나오는 자료가 없￡연-때로는

악기를 그 자신이 연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구조화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행동도 없다.

판심사들과 가능성들

Rice의 재모형화하는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 검증 작업을

마치면서

냐는 논펑자의 입장

에 서 보려고 한다. 재모형화 하는 노력의 초기 단계에서， Rice는 어디서 체계적 음악학이

- 91시작되고， 어디서 음악심리학이 시작하는지 단언할 수 없다고 하였다.

나 역시 확실히 알

수 없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여기에 보이는 나의 언급윤 해석척 첩근법을 시도하는(그러나

항장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심리학자의 갱신에셔 이루어 질 것이다. 나는 내게 관심올 주

는 여기 제안된 모형의 분야에 대해 초챔을 맞출 것이다.

이분야에서 냐는 현재 看過되고

있는 한 가능성을본다.

1. 민족음악학 역사에 관하여
냐는 이 새 모형에서 어떻게 역사적 구초화가 완전한 위치를 첨할 수 있는지 튿고 싶다.

냐는 역사학자들이 사회과학을 연구한다는 첨을 암청한다.

내게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해

석적인 사회과학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미 역사에 대한 Geertz의

했었으나 논의의 여지가

있었다.

있다. 일찌꺼 내가 언급했듯이

영향은 막대

해석적인 역사 연구를 행하는 한 학파가 지금 형성되어

이런 발전에 대한 인식은 학계의 영역 밖에 까지 이르렀다

(Silk, 1987).
그러냐 Rice가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민족음악학의 일부로 역사척 구조화를 파악하는 것

은 어떻게 역사적 읍악학자들이 “진한 서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정에

관한 명확한 입

장을 요구한다. 해석행위는 公公 행위들을 알리는 개념척 구초들을 들추어 내는 행위이다.

Rice 교수는 역 사척 구조화는 시 간에서 의 변화 과정 들을 다루어 야 한다고 제 안한다. 역 사
적 변화는 확실히 해석적 연구를 위한 좋은 분야이다. 그러나 그 자신 많은 문화속에서 음
악사가 구조화되기는 우척 힘들다고 인정한다.
현재의 가용 연구자료들의

과거에 대한 실마리로서

역사적 캡근법은

“파악”을 포함하지 않A면， 현재에 대한 질마리로서 과거 연구

자료들의 파악은 실패하기 쉽다. 우리들은 현대 사회들이 과거의 형식들을 현재로 종합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훈련시켜야 할까? 자세히 연구하기 위해서는 무슨

과갱들이 준비되어 져야 하냐?
20년 동안 민족음악학에서의 학술계획들은 천천히 인류학과 언어학을

대학원 과정에 펀

업시켜 오고 있다. 더욱 최근에는 심리학이 보다 환영을 받고있다. 그러냐 이런 학문상호

간의 운동은 느렸고， 확실히 일치하지 않고， 보펀척￡로 채용되지 않았다

Rice의 모형은

민족음악학을 연구하는 대학원생은 현대 역사 분석에 관해서 훈련받아야 한다고 채안한다.

개안적으로는 그러기를 원한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강의질 내외의 민족음악학자들이 이러
한 훈련이 실제척이라고 통의할런지 냐는 의심스렵다. 만약 역사적 구조화가

우리 민족음

악학자틀이 우리의 분야에 관해 이야기 하려고 하는 방법의 일부이어야 한다면， 우리는 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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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그 언어플 말하는 방법을 배우는 의욕척인 연구시간을 가져야 한다.

2.

개 와의 연구에 관하여

Ri ce 교수는 정확하게 개인척 창조와 경험인 자신의 제 2 단계 입장에 ‘정근한다. 이 단계
는 “민족음악학에서의 가장 최근에 이루어 지고， 개발이 늦은 분야”이다. 냐는 그의 이 재
인식에 찬사를 보내고 그의 관심사에 동의한다. 음악심리학이 쳐음에는

실험실 연구와 통

계적 평가에 관련된 학문안 듯이 보였지만， 현대척안 정근법에 의하면 이런 관점은 구식이
고 부청확하다. 이 분야는 “진한 서술”에 기초한 민족음악학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 춘다.

나의 동료들은 수년동안 음악을 만들고， 듣고， 또 지각하는 사회척 활동에

따르는 인식

과정들을 찾아 내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최근에야 실험실 밖인 혐장에서 이
루어 지고 있다. 즉각척인 결과는 심리학적 과정들이
관한 새로운 자료의 혼란스러움이 었다(예를 들연，

여러 문화에 걸쳐 발생할 때 이들에

Castellano, Bharucha, Krumhansl 1984!

Kessler, Hansen , Shepard, 1984). 물론 이 정 보는 부가적 자료이 다. 이 것은 다른 학문들로
부터 다른이에 의해 시작 된 진한 서술에 부가된다.

이 방법은 반드시 인류학척일 필요는

없으냐， 여러 문화에 걸친 감수성 (sensitivity) 을 성취하려고 한다.

적어도 이 결과들은 이

강수성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음악척 행위와 개인적 창조성에 흉미를

가진 심리학자들

이 문화적 맥락에 보다 숙달된 이들로 부터 조력을 구하여야 하는 것쳐렴， 민족음악학자들
도 인식과 주의력， 개인적 다양성， 그리고 각 개인이 자신의 음악적 세계를 표현하도록 허

용하는 인식적 과정의 모형에 보다 숙달된 이들로 부터 초력을 구하여야 한다.
물론 인간행위의 연구와 인간 음악재료의 염구 사이의 관계는

인적으로 내게
(Dowling과

매력을 준다.

그리고

나와 여러 학자들이

Harwood, 1986: 또한 Deutsch, 1982를 보라).

서로 가까운 주제이고 개

이 관계를 꽤 많이
만약 Rice의

연구하였다

민족음악학자들에

대한 요청이 받아 들여지고， 민족음악학이 기꺼이 운화적 맥락 속의 개별적 음악 창초자의

연구로 눈을 돌린다면， 냐는 상당히 기빼할 것이다.

냐는

민족음악학을 “연구”하고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관련된 한 분야인 심리학척 인식을 이룰 수 있도록 작업을 계속하

겠다. 물론 역사연구를 포함한 것 처럼 각 개인들의 연구로 이 분야를 이동 시키는 함축성

은 의미심장하다. 이들은 가치었고 훌륭한 연구이다.

3. 어린이와 음악울 롱한 사회적 지속

Ri ce 교수가 자신의 재모형화 의견을 발표하기 위해

1986년 민족음악학회

챔은 우연한 일이 아닌 듯하다. 당시의 중요한 주제 중 하냐는 음악에

총회를

택한

있어서의 초기학좁

과 훈련이 었다. 상당히 많은 발표가 있었고， 이 주제 는 굉 장히

재 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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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 나 좋은

행위적 증거를 제시한 글은 거의 없었다. 우리가 어린이들이 샌들의 음악문화를

숨득하

는 방법에 관한 민족지학적 자료를 거의 갖고 있지 않은 점은 사실이다.

우리들은 너무도

오랜동안 일화와， 어린이들도 어떻든 음악적이 된다는 불분명한 지식에

너무 의지하여 왔

다. Blacking(1967, 1973) 은 Venda 전통 속에서 어린이들의

음악재료에 관해 초점을 맞춘

연구를 열심히 해 왔다. 그리고 몇몇 다른 학자들은 그의 지도를 과감히 따랐다 (3) 그리고
비록 냐는 보다 많은 여러 문화에 걸친 모습을 채택하지

않은 음악교육의 실수에

대해 비

판적이었지만， 우아함과 힘을 지난 원인을 옹호하는 몇몇의 교육자가 있다 (Anderson， 1975

를 보라). 아직도 민족음악학 그 자체는 어린이와 음악재료에 관해 제대로

이야기하지 옷

한다.

최종적인 한 사회의

역사척 구조화의 구체화가 얼어나는 때는 이것이 후세대에

전이될

때 인 듯이 내게는 보인다. 즉 어른으로부터 어린이에게로의 전이일 때 인 듯하다.

마찬가

지로 개인적 창조성의 성장에 관한 가장 풍부한 자료와 의미의 구조화는 어린이에 대한 사
회적이고 인식적인 발전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지속의 “형성적 과정”

분석에 열중하는 민족음악학이 어린이들의 음악적 솜씨와 지식의 습득 연구에 치중하는 민

족음악학으로 되기를 기대한다.

만약 우리가 이 채모형화 노력을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냐는 확실히 이렇게 되기를 고대
하지만， 어린이들이 자신들의 사회에서 음악적으로 행동하기 시작 할 때，

그을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진한 서술의 기록을 우리가 시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어린이들이 그들의 음악적 이해를 습득하는가? 하는 점은 그 자체가 해석적 과정이다. 그

리고 이것은 분명히 사회적 행동의 공적 수행과 그들의 초기 이해 사이에 있는

간격을 이

어주는 초석이 될 것이다.

민족음악학도들은 동시에 청셔척이고， 사회척이며

인식적인

발전을

연구하고 있는가?

발달심리학과 음악교육학에 있는 과정들은 민족음악학을 위한 대학원 교과 중 필수 과정의

(3)

예 를플연， Nettl (l 984) 은

Blacking의

없었다고 이야기 한다. 단지 이전의 제

1967년 연구 이 후에 어 떤 껴 본척 인 민족음악학적 연구도

1 차 자료를 거론할 뿐이다. Meπiam(1964) 은 몇개의 다
Blacking

른 것올 포함한다. 이러한 대부분의 인용은 연주의 한법주로풍요의 인갱을포함한다.

(1 967, 1973) 은 노래분류보다 더욱 충요한 문제를 거롱하는 단 하나의 민족음악학자인듯 하다.
신생 아의 능력 (예 흘플연 Trehub, BuU , Thorpe, 1984를 보라)에 관한 뛰 어 난 능력 을 포함하여
음악켜 능력의 발전에 대한 수많은 심리 학척
연구가 있다 (Shutter- Dyson 과 Gabriel , 1981 ~

Zenatti, 1969를 보라). 그러나 운화척 맥락에셔 어린이의 음악척 행위를 논한 책온 거의 없다.
분명히 이러한 연구는 민쪽용악학자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냐，

뛰어난

것이 없다.

특별한

융악척 전통에셔 어린이들의 음악척 솜씨나 지식의 습득에 관한 논문을 민족음악학지가 게재한

때가 언제였던가?

- 9 4일부인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게다가 어린이들이 음악척 실체률 습득하는 과청과，

그들의 사회에 의해서 어떻게 이러한 실체가 팔을 이루는가? 하는 과청을

나는 민족음악

학을 위한 모형을 형성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로 본다.

얼마냐 많은 우리들이 교실에서 일어나는 판에 박한 일을 벗어나 넓은 광야에 있는 우려

들을 발견했는가? 그리고는 고통스럽게도 우리가 “광야에 서 있는 민족음악학척 어린이”
이었다고 자각하는가? 우리는 성장하기를 원했고，

또 성장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이

Rice가 제안하고 있는 우리의 학문율 성장시켜야 할 바로 그 시기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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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e 에

대한 논평
Richard Crawford*

민족음악학의 주변을 맴도는 역사적 음악학자로서， 냐는 먼저 하나의 완전한
용이， 단 하나의 포괄적인 문장으로 추출될 수 있는， 매우 흥미있는 생각을

말하고 싶다. Rice는 여기서 음악학에

분야의 내

발견하였다고

대한 Swiss 군용칼의 한 종류를 제시하였다.했 실

제로 절대적으로 중요한 전문적 도구들을 그는 선돼했고，
었으며， 그리고 그것들을 거침없이 완전하게

그것들을 간단한 형식으로 만들

간펀한 구성체로 만들었다. Rice 자신은 그

의 모형을 “믿지 못할 정도로 단순”하다고 한다. 그리고 정말로 “어떻게 인간은 음악을 역
사적 으로 구조화하고， 사회적 i로 지 속하고， 개 인적 으로 창조하고， 경 험 하는가 ?"라는 질운
은 우리가 포콸적인 새 모형으로 부터 기대하려고 하는 놀라운 세계 (portentous ring) 는 결

핍되어 있다. 그러나 군용칼의 날 쳐렴， 행동없이 칼을 바라 보며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 이상3록 이것은 더욱 날카롭게 자를 것이다. Rice의 모형으로 몇주간 실험을 해 본 지

금， 나는 이 모형이 우리의 잠재의식에 도달하는 길과 우리의 의식을

자극하는 길을 가자

고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이것의 유기적 조직과 솔직함은 초보자와 노련한 학자 모두
에게，

이념으로냐，

작업방법￡로나， 도움이 된다

Rice의 모형은 상식척인

이다. 그러나 상식과는 달리 이것은 검증되지 않은 추론이 아닌

검증된

언어로는 모함

법칙에

기초하고

있다.
나는 이 모형의 구조률 또한 좋아 한다.

역사， 사회， 그리고 개인의 세 갈래로 된 연구

이념은 음악학자들이 부분들을 형성하는 자신들 작업 내용의 보다크고 복잡한 완전성을 상
상하게 한다.

군용칼과 같이， 우리는 어떤 한 도구도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즉 우리는

역사， 혹은 사회， 혹은 개인척 창조성을 배울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를 나머지로

부터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고， 한 실체의 부분들로서 전체의 존재는

끊임없이 그들의 상

호관련성올 상기시켜 주는 것이다. Rice의 논문은 친숙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쓰여져 있다.

* 현 Michigan 대학교 음악대학 교수이고， 천 미국 민족음악학회장이었다.
** Swiss Army knife: Swiss군에 셔 사용되 는 다용도의 작은 칼. 가끔은 어 떠 한

뭄장이 간단하나 압
축되어 있어 많은 포괄척인 중요한 의미를 가치고， 또 그 내용이 다른 사물에 바람직한 영향울

여러모로 미철해 이러한 표현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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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우리가 ‘종속’되어 있는 학문들이 서로 더욱 가까와 지도록 움직이는 보펀척인 시대
에 살고” 있다고 믿는다. 나는 우리의 세계에서 보이는 한펀 ξ로는 보펀주의로

운동， 또 다른 한펀으로는 분파주의로 향하려는 운동 양자는 모두 강하다고

향하려는

생각하고， 우

리 학자들은 이 양자에 자유롭게 잠기 려 하고 있다고 생 각한다. 그러 나 어 떤 경 우에 도 Rice

의 모형은 정신적으로 보펀적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민족음악학과 역사적

공통된 상식을 확안하기 때문이다. 이것 이상으로 이 모형은 각 학문이

음악학 사이의

다른 학문의 세력

범위를 연구하려 하는 음악학을 마음에 그리고 있다. 나의 관점으로는 Rice 모형의 진짜가

능성은 우리가 전통척으로 피하여 온 문제들에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기술을 적웅하면

서 이것의 가능성을 확대시키려는데 있다.
음악의 사회척 지속을 언급해 보자. 이것은 Rice의 모형에서의 “형성적 과정”이고，
음악학에서는 주된 문제이다. 사회적 지속은 역사척 음악학에서는

민족

문제가 되지 뭇하였다.

우리 역사적 음악학자들은 주로 예술과 예술가에 관심이 있다. 즉 과거의 명작， 이것의 창
초과정， 그리고 이것을 창조한 이에 관심이 있다. 명작에 대한 존경으로 부터 우리는 명작

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고， 그것들을 “진청한” “원형”으로 보존 하려고
면에 명 작들에서 후에 나타나는 변화들을 의미 없는 “변형"

노력하였다. 반

흑은 “改惡”으로셔

보아 이들

올 훼손하려고 한다. 그러나 역사척 과청으로서 사회척 지속에 관한 것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만약 우리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무슨 제도적 맥락 속에서 Mozart자신의 총
보의 무엇이 보존되었고， 무슨 내용이 잘렸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19세기 동안의

Giovanni

역사를 연구한다면 어찌 될 것인가? 우리는 작곡가

그의

Don

자신의 것 이외의 “표준”판

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Mozart의 원보와 다른 점이 이 오페라를

유명하게 하였

다하는 점을 확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내용을 모른다. 서지학， 자료비판，
연구， 음악분석， 그리고 사회사에 관한 우리 솜써를 가지고 어떻게 Mozart의

자료

고전 오페라

카 “사회적으로 지속” 되었나 하는 첨을 연구함으로서 우리는 19세기의 음악적 가치， 미학，
연주실제， 그리고 음악적 맥락을 파악할 수 있었다. 역사적 음악학자들은 완전하게 이러한

착업을 수행할 수 있고， 이것은 몇몇 학자들이 주장한 서양 예술음악의 민족음악학에 공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Rice의 모형이 제공하는

고무됨이

부족하여 우리는 이 오페라의 최

초 출현에 초점을 맞추는데 만족해 왔고， 후세대의 음악가 손에서 이루어진 형식들을 무시
하여 왔다.

혹은 역사 자체를 언곱해 보자. 즉 적어도 대부분의 민족음악화자들에 의해 신중하게 사
용되어온 通時的 연구를 언급해 보자.

냐는 민족음악학자들이 보다 더 역사적 져솔작업에

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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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기를 고대한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우리들에게 가르 칠 많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역사적 음악학은 과거의 어떤 음악가들과

을 보다 더 훌륭하게 해 주었다.

그러나 음악적

그들의 작품들

명작들은 서구사회에서 청확히 균형잡혀

졌다고는 예상할 수 없는 연주자의 보호 속에서 다음에 나타날 음악학척 평가를

고대하연

서 자신들의 길을 갈 수 있다. 우리자신들 이외의 신분들로 부터 음악학자들에게 요는，9i[]

的으로 설득력있는-역사를 쓰라는 압력은 거의 없다. 우리가 찾아 낸 거대한

음악과 청보

의 지식적 창고에 의미를 부여하는 우리들이 발견한 이념-예를 들면， “음악의 주류” 혹은

음악적 형식， 장르， 양식의 혁명과 같은 은유법-은 아주 조심스런 션돼에
셔 역사적 음악학의 어느 국외자도 그것들을 형성척
음악적 기념비인 새

과청:로 보지

않는다.

기초하고 있어
우리 세대의

Grove 사전까지도， 과거의 역사적 음악학의 시각을 기술하면서， 역샤

가가 원인과 결과의 션을 구획하는 시간속에 생명없이 “동결된 표상의 집합"，E...로서
기한

이야

Vincent Duckle의 말에 공공연히 회의척이다.

냐는 민족음악학적 실재의 몇몇 양상은 통시적 역사가에게 분명한

利點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살아있는 음악을 연구함으로써， 민족음악학자들은 그들 모두가
대해 익숙해 있다. 과거에 대한 역사적 음악학자들의 펀향은

연구하는 문화에

그들이 오직 파펀들-대부분

음악척 파펀인-속에서 음악사흘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이 야기 해 준다. 대초적￡로， 민족
음악학자들은 많은 경험적 자료를， 그들 속에서 총합체로서，

그리고 보다 큰 문화 전체의

일부로서， 음악문화의 근거로 모양을 이루게 해야 한다. 현재의 음악적 전통을 포괄척으로
연구하는데 자신블의 경험을 활용했다면，

냐는 민족음악학자들이 음악척 과거의 이야기로

부터 발견되지 않은 것을 찾는 날카로운 칙감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할 것이며， 또 이
것을 추적하여 찾아 내는 방볍이나， 이것없이도 연구를 잘 수행하는 방법에 익숙해 질 것￡
로 기대한다. 현재 음악의 복잡한 실재를 파악하려고 애썼다연，

그들은 Leo Treitler에 의

해 이루어진 특성을 차용하여 과거의 음악보다는 과거에서의 음악을 연구하도록 잘 준비되
어 졌어야 한다.
마국 작곡가 Henry Cowel1은 언젠가 다음과 같은 광상시를 옳었다.

세계 속에서 살고 싶다

“냐는 모든 음악의

이와같은 종류의 열청은 솔직한 학자다운 심정일 것인 반면에，

우리들의 개별척인 입장보다는 통상적 음악학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강조하며，

우리의 음악세계를 만드는 것을 렬 閒所恐佈효的으로 보이게 하는
선비 청신의 소산이라고 냐는 생각한다.

Rice의

그러으로

모형은 훌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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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에 대한

Tim

Rice의 반응

나는 냐의 동료들의 논명에 대단히 감사한다. 나는 이 논평들이 비판적얼 때도 고무적이
고， 유익하고， 친절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제기된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겠다.
먼저， Seeger와 Koskoff 그리고 Rochester에서의 몇몇 청중의 반응은 Merriam과 그의 모
형에 대한 나의 논법 (휴은 잘못된 논법)에 초점이 모아졌다. 그들은 내가 Merriam의 생각을
지나치게 단순화 하였고， “만화화”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비록 Koskoff의 분석은 가치있긴
하지만， 일반척으로 내가 이 분야에 관한 중요한 견해로서 의도하려

그의 생각을 변호하려는 절실한 요구로 끝나야만 되는 것에 나는

했던 것이 Merriam과

싹느 정도 실망했다. 이

분야에서의 Merriam의 업장과 생 각은 변호될 필요가 없다. 나는 Merriam작업의 풍부한 내
용과 준엄한 논리에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그리고 그 모형을 평가하면서 냐는 Merriam와

본질적 생각을 비판하려고 의도하지 않았다.

그 모혐의 단순성은 생명력이 있고，

그것에

대한 Merriam과 그의 생각과는 별개의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처음 발표된 이후 수
년간 민족음악학계에서 사용된 그것의 용도에 관해 언급하려고 하였다.

보다 초심스럽고 긴 평가에서 완성을 필요로 하는 의문점은 여기서 의도된 것이었다. 즉
그 모형의 수명이 되었던 것이다.

나는 이것이 민족음악학계에서 영향력이 있었다고 생각

한다. 그리고 이것의 역사척 중요성과 이 분야를

위한 중심문제의 단순한 진솔로 인해 야

것은 우리가 이념들을 共有하는 “공간”을 아직도 “모형화”하고 있는 것 a로 해석 될 수 있
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인류학자의 작엽으로부터는 모형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인청하였다.
그리 고 그들이 사용하는 이 론적 시 각의 몇 몇 을 열 거 하였다.

Blacking, Keil, Lomax 같은 사

회과학자들과 음악， 행위， 그리고 인식 사이의 구초척 相似性을 구하는 Shepherd 같은 이들

은 Merriam보다는 Seeger가 인용한 구라파 학자들에게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한펀으로r

Steve Feld는 이 모형을 운용하려고 시도하는 Merriam의 제자들을 거의 생각할 수 없었다
고 내게 지적해 주었다. 또 한펀으로， Qureshi (l 987) 는 구조로 부터 과정에 이르는 분석적
운동을 운용하려 고 시 도한다. 그리 고 각각 Blacking과 Merriam에 의 한 그들의 가장 분명 한

진술에서 이 분야를 위해 창초된 문제들에 반웅하는 음악과 맥락 사이의 관계에서 이를 운
용하려고 시도한다. 만약 우리가 민족음악학을 “우리의 도달점에 관해 언급하는 공간”으로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 공간에서 Merriam의 모형은 아직도 어느 갱도의

내용을 제공해 줄

- 100것이다.

두번째， 만약 Merriam의 모형이 다른 이론척 출발첨올 사용하여

실제적￡로 행해진 연

구를 해석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면， 그 요형은 한펀으로는 연구의 한 영역을 정의하는 “단
순한 모형들”의 힘을 설명하고， 한펀￡로는 이를 “미혹케 할” 것이다. 이에 관해서， Seeger
는 모형들에 비판적이다. 그리고 복합성과 논의와 질문들을 희생으로 하여 단순성， 의견일
치， 해답들을 구하려고 하는

나의 시도로서

그가

파악한 것에 대해 비판적이다. 실제로，

나는 질문 형식으로 이 모형을 언급하려는 수고흘 아끼지 않았다. 모형과 질문은 상호 배
타적이지 않다. 오히려 모형은 질문 목록을 취할 수 있고， 그 사이에서 관련성을 발견한다.

이 질문들에 “우션권을 주는 것”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모형이 질문들의

형태를 만드

는 점일 것이다. 모혐윤 걸고 기억하기 힘들며 각 항목사이에 상호 관련성도

함축되 있지

않은 목록을 상호관련성 이 함축된 항목들의

“型"~로 변형 시 킬 수 있다.

냐는 Seeger의 질

문들을 이 모형이 요구하는 변형 중의 하냐로 간주한다. 그리고 나는 확실히 이 모형화 작

업을 하면서 해답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우리 앞에 놓여진 복잡한 문제에 관한 토론은， 단
순한 모형이 내가 만들려 하지 않는 대안올 세우는 것에 관한 일치된 여흔 보다 좋은 것인

지는 확실히-지 않다. 목적에 따라서 다른 시대에 다른 전략 혹은 동시대에 다른 전략이 있
는 것 같다. 나는 우리의 작은 토론회가 Seeger가 의미하듯이

것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하여 이 글을 썼다.

여러가지로

매우

생기있는

냐는 우리가 “동일한 대답 양식”이나 철문들

을 共有하는지 확신하지 못한다. 민족음악학은 토론과 이녕의 발전을
은 내가 자주 우리의 실속없는 여행담에서 발견 못하는

위한 場이라는 관념

옥척의 견고함(아마도 뚜렷한 “양

날개”를 지난)올 의미한다. 우리가 “보았고， 들었고， 발견한 것”에 관한 너무나 많은 보고
서들은 마치 민족음악학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듯이 쓰여 졌고，

전혀 없고， 요구되는 일반적

민족음악학자들이

다른이들을

위해서 쓸때， 이것은 흔히 그전에 똑같은 킬을 여행한 이들을 위한 것이 된다.

즉 그들은

특별히 제한된 지역

철문도 없는 듯이 쓰여 졌다.

발전되는 일반적인 이념도

염구 범위안에서 쓴다.

얼마나 많은 민족음악학지의 독자들이 특별한

운제가 그들 지역에 관한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용없게”된 것을 발견했던가?
얼마나 많은 학자가 그을의 여행에 관해서

마음속에 “수세기 동안 끊임없이 남아 있는 질

문들을 가지고” 기술하는가? 이 학술토론회는 토론을 위한 더욱 내실있는
과 우리가 묻게 될 일상적 질문들에 대한 보다 넓은 재인식，

한 해답들을 “위하여” 열렸었다.

분위기의 확립

그리고 우리가 하게 될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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