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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종족 음악학， 민족 음악학， 또는 음악 인류학(anthropology of music)으로 불리 우 

며 세계음악올 그 각각의 문화적 배경 또는 상황(cultural context) 안에서 연구， 분 

석하여 이해하는 학문으로 알려져 있는 ethnomusicology는 이제 백년올 넘는 역사를 

거쳤다.2) 그리고 특히 1980년대와 90년대에 들어서는 급변하는 세계의 문화적 배경 

에 따라 연구의 범주， 대상， 초점， 방법 및 테크닉 둥이 크게 변화했다. 그 이유는 

1960년대 이후 세계의 각 문화권 간의 상호 교류가 정치， 경제， 종교， 문화면 둥에서 

1) 펼자는 음악학으로 H따vard대학에서 석사학위를 Michigan대학에서 박사학위률 받았으며 동대 
학에서 서양옴악사， 세계옴악， 옴악학 및 용악인류학 둥율 강의했다. 현재 서울대， 이화여대， 그 
리고 한국종합예술학교에 출강 중이다. 

2) Ethnomusicology가 인문학부의 연구로서 처읍 대두된 것온 Guido Adler가 1885년 저술한 책 
‘Umfang, Methode und Ziel der Musikwissenschft’에서 비교옴악학(comparative musi
cology)이라 명명하고 비서구옴악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융악이론， 옴악미학 및 음악심리학 둥 
과 함께 systematic musicology의 한 분야로 기재된 때부터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ethno
musicology라는 명칭은 1950년 네떨란드 학자 Jaap Kunst가 이 학문이 단순히 세계의 용악융 
비교하는 데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따라 만들어졌다. 그후 미국의 문화인류학자 Alan 
Meπiam이 1964년에 교육용으로 출간한 그의 유명한 저서의 제목을 Anthropology of Music 
으로 붙이면서 옴악 인류학이라는 명칭 역시 자주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 학문의 자세한 초기 
발달사 및 어원은 이 글의 주제가 아닌 관계로 여기서 생략하며， 관심있는 분은 Helen Myers 
가 1992년에 발표한 Ethnomusicology라는 글을 창조하기 바란다(Myers 1992: 3-18). 필자는 
음악올 단순한 소리의 현상이 아니라 각 문화와 밀접한 관계롤 지닌 존재물로 문화적 배경안 
에서 연구되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음악 인류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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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증진되며， 이에 따른 세계문화의 구성요인돌 간의 역학 관계(dynamics)가 바렘 

에 었다. 서구의 문명과 예술이 현저하게 지향적이고 지배적인 가치로써 대두되어 세 

계가 하나의 문화권 [“a single unit of culture"] (NettI 1978: 123)이 될 것이라는 예 

측에 대한 일종의 반웅으로 음악 인류학은 단순히 다양한 문화의 고유한[authentic] 

음악만율 연구하는 한정된 관심사에서 벗어나 문화적 변화와 음악 간의 다양한 연관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민속옴악연구가인 Alan Lomax(1968: 4)는 지구에 현존하고 있는 다양한 옴악들이 

접차로 그 고유성을 상실할 것이라고[“greying-out of musicaI diversity"] 예상하였 

으며， 역사가 Walter Wiora(1965: 147-197)는 현 시기를 세계의 음악들이 다 동질화 

(homogenized) 되어가는 범세계적 산업문화[“glob려 indus머aI culture"]시대라고 하 

였다. 물론 60년대 당시 서양음악의 영향은 서구국가들의 막강한 정치적， 경제적 국 

력의 힘올 입어 당당한 위세였으며， 각 문화권의 고유의 옴악이 그 여세에 밀려 표면 

척으로는 아예 사라지는 듯한 추세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각 사회의 전통음악 

은 대중에게서 소외되고， 단지 학계나 국가의 상징적인 의식에서나 접할 수 있는 이 

른바 박물관 옴악들[museum pieces]이라고 까지 불리기도 하였으며， 어떤 음악학자 

들은 ethnomusicology의 학문으로서의 필요성까지 운운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30여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60년대의 예견들이 지나친 우려였옴을 잘 알 

고 었다. 또 어떤 의미로는 그 지나친 우려가 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며 비서구 문화 

권에서 내 것을 찾으려는 또는 창조하려는 이른바 전통음악의 부활[revivaI] 또는 재 

창조[invention of tradition]률 촉진시킨 촉매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에 들 

어 많온 벼서구 문화권에서는 각기 다른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서구문명의 영향에 독자 

척으로 반용하며 새롭고 다양한 예술문화률 창조해가고 있다. 일본은 서구의 예술음 

악율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식으로 받아들이고， 일본의 전통음악은 박물관 옴악으로 

만들었다(Harich-Schneider 1973). 네웰란드의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의 Java에서는 

서구화하는 gamelan[타악기 만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올 다시 전통척인 형태로 재 

창조[reinvention]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식충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Becker 

1972, 1980), 인도에서는 명국의 오랜 지배에도 불구하고 고유의 전통예술이 혼들림 

없이 그들 문화권의 주요 옴악으로 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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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옴악계 역시 60년대 이후 여러 과정을 거쳐 오늘날 전래없이 다양한 

많은 옴악들이 독립척인 역할율 가지고 공폰하고 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사회는 

전 세계의 다양한 옴악문화가 고르게 반영되어 있는 작은 옴악세계와도 같다. 물론 

우리 현실에서 그 모든 음악이 동둥한 가치를 가지며 또한 학계에서 학문의 대상으 

로 고르게 연구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옴악 인류학 초기에 발견했던 각 민족， 국 

가 또는 원주민들이 말하는 소위 고유한[authentic) 음악들은 세계가 좁아지면서 서 

구의 영향이든， 근대화라는 목표하에서든， 근접문화의 접촉으로든 또는 최근의 획기 

적 인 정 보전달 매 개 체 의 전자화[media morphosis: electronic muta디on)(Blaukopf 

1잃3， 1잃4)의 영향으로든 간에 크게 변화하고 었다. 이에 옴악 인류학은 세계용악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옹하여 새로운 전환기률 맞이하고 있으며， 이률 계기로 기존 옴 

악 연구의 방법에 큰 영향올 주고 있다. 

1. 음악 인류학 연구의 최근 변화 

초창기의 ethnomusicology 연구는 주로 비서구 옴악 중 특히 구전된 민속옴악[folk 

music)올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민속옴악은 주로 야반인들의 옴악(primitive music),3) 

종족 음악[tribal music) , 동양권의 옴악[oriental music) 둥으로 불려졌으며 연구자들 

도 대부분 서구 출신의 학자들이었기에 간혹 아직도 이 학문이 비서구 옵악학자들 특 

히 예술음악 계통[리i않 music tra뼈on)올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단순히 서구 

인들의 호기심올 만족시키기 위해 “가치없는” 음악만올 대상으로 서구의 옴악과 비교 

연구하는 학문으로 명가되기도 했다. 따라서 음악 인류학은 때로 그 방법론의 타당성 

은 물론 더 나아가서는 학문의 가치조차도 의심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비서구계 음악학자들의 옵악 인류학계의 참여가 중가되고， 

재한적이던 초기의. 연구 대상 옴악도 차츰 광범위해지면서 단지 구전된 민속옴악만 

이 아닌 비서구계의 거의 모든 genre의 옴악들， 최근에는 서구 예술옴악[European 

art music)까지도 그 범주에 포함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빈번하고 수월한 접촉올 통 

하여 문화권 간의 상호 이해가 증진됨에 따라 무엇보다도 옴악 인류학 연구의 주류률 

3) 한 예로 Bruno Ne띠이 M얹ico와 Africa 융악에 판한 자신의 연구훌 청리하여 1956년에 출간 
하고 1977년에 제4판까지 만률어낸 유명한 저서의 제목이 “Music in Prinútive Cultures 
(Cambridge. Massachusetts : The Harvard University Press)" 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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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온 서구 옴악학자들의 반성이 학문으로 하여금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불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이제까지 전핵 고려하지 않었던 서구중 

심척인[ethnocentric] 연구 방법에 대한 비평， 그 결과에 따른 새로운 모형 만률기， 윤 

리척인 문채[ethica1 con따n] 둥을 연구 대상 문화권의 견해 또는 판점[culture-based 

approach]에서 보려는 반성이 서구 융악계에 나타난 것이다. 음악 인류학자들의 이러한 

변화는 학문 자체가 음악올 그 문화권에서 연구하며 그 음악을 향유하는 그 사회의 사 

랍들올 이해하는 과정이 필연적이라는 판점에서 볼 때 사실 자연스런 결과라 하겠다. 

각각 다른 음악들이 그들 나름의 문화와 사회 속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표현하고 

있음올 올바로 이해할 때 거의 1세기를 걸친 음악의 편파척인 가치 판단이나 어느 

특정 문화의 우월성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잘 알 수 있다. 이제 서구 문화 

에서는 서양음악올 동양음악[Asian music]에 대용하는[counterpart] 하나의 음악 전 

통으로 보는 경향이 학계와 지식충 사이에서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며， 다른 문화권의 

예술올 올바르게 이해하려는 교육이 전근대적인 서구문화 우월사상의 병폐를 치유해 

가고 있다. 이에 펼자는 이 글올 통하여 서구 문화권에서의 음악 인류학의 최근 경향 

올 보고하고， 새로운 방법론올 통한 비서구계의 연구 참여의 중요성올 강조하며， 특히 

우리 나라 음악학자들의 특수한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음악 인류학의 변화를 연구 대상 음악 및 범주， 연구 핵심의 변화， 연구 방법 및 기 

술의 발달 퉁 세 가지 측면4)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II. 본 론 

1. 연구 대상 음악 및 범주의 확대 

음악 인휴학의 변화 중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양상은 연구 대상 음악의 확대라 

하꼈다. 물론 비교음악학 시절에 다분히 서구 편파적으로 불리웠던 “primitive 

music", “trib떠 music", 또는 풍양권[Orient]5)의 예술음악과 민속음악 퉁은 아직도 

4) 펼자가 다루는 쩨 가지 측면은 가장 보편적으로 논의되는 양상들로 Nettl 역시 그의 1992년 
글， “Recent Directions in Ethnomusicology"에서 이 정률옳 다루고 있다. 

5) Orient라는 용어는 동양을 서구의 동쪽이라고 일컬는， 다시 말해서 서구가 출발정이라는 다분 
히 편파적인 개념으로 받아률여져 요사이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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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되는 대상 음악들이지만 그러한 명칭들이 지니는 부정적인 의미률 고려하여 새로 

운 용어와 분류법올 모색하고 었다. 이같온 새로운 학문 태도는 학문의 연구 경향을 

새로운 방향으로 유도하여 이제껏 연구의 대상이 아니었던 음악들이 활발히 연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1) 서 양 예술음악[Westem art musicJ 

서양 예술음악이 음악 인류학의 연구 대상 음악으로 포함된 것인 실로 획기적인 개 

념의 변화롤 의미한다. 옴악학의 다른 영역올 구분하는 데 통례적으로 사용하던 음악 

이 정식으로 음악 인류학자들의 새로운 연구 대상이 된 것이다. 물론 서양 예술음악 

을 공식적으로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했었던 것은 아니다. 그 예로 Merriam (1964)은 

그의 유명 한 저서 <음악 인류학[The Anthropology of MusicJ>에서 음악 인류학 연 

구의 새 모형올 제시하였으나 연구 대상 음악올 어느 특정한 음악으로 제한하지는 않 

았다. 원칙적으로 음악 언류학은 다양한 형태의 모든 세계 음악을 연구 대상으로 삼 

는다. 그러나 서양 예술음악은 그 동안 주로 음악 역사가에 의해서 연구되었고 이러 

한 추세는 1970년 이후에 출판된 논문들에 의해 비로소 그 울타리가 무너지기 시작 

했다. 

서양 예술음악올 음악 인류학적으로 연구한다는 것은 과연 무슨 뭇인가? 읍악올 

단순히 소리의 현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옴악 자체에 대한 연구 외에도 그 음악이 

속해 있는 문화권에 대한 현장 연구를 통해 그 음악이 세계 음악의 넓은 영역 안에서 

어떤 위치롤 차지하는가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음악의 연구를 문화적인 양상으로 

넓게 볼 때， 타고난 자질올 서구 교육의 특성 또는 서양 옴악 역사를 이해하는데 주 

요한 쟁 점 으로 보는 H. Kingsbury(1988)의 연구가 음악 인류학자들의 연구 영 역 에 

대한 구체적인 예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또 세계음악 연구에서 중요시 여기는， 그러나 서양옴악 연구에서는 도외시되었던 

음색， 노래하는 스타일， 연주마다의 다른 전달 동도 이제는 서양음악 연구에 새롭게 

고려되는 요소들로 동장하였다. 현장조사라는 옴악 인류학의 개념으로 연주 중 청중 

들의 음악에 대한 기호 및 행위 둥올 연구하게 하였고， 또한 음악 행위의 이벤트들 

즉 음악회， 교회 예배， 리허설， 또는 녹음 쩨션 둥올 기술하는 연구도 시작되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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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모든 용악율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옴악 인류학척 연구는 그 사회에셔 벌어 

지는 다양한 옴악들 간의 교류， 륙허 예술옴악과 민속음악의 판계률 큰 관심사로 다 

룬다. 

그 동안 많은 학자들이 필자와 마찬가지로 서양음악의 음악 인류학 연구 영역에의 

포함에 대해 많은 토론올 했다. 그러나 사실상 더 중요한 토론의 주제는 음악 인류학 

적 접근 방법이 서양음악 연구에 미친 영향이 아닐까 생각된다. 근래의 서양 음악 교 

육은 잦은 문화교류의 시대를 맞아 다양한 문화권들의 음악올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 

시키는 방향으로 실시되며， 그러한 지식의 배경 및 마옴 자세가 서양음악 연구에도 

반영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까지 옴악학이라는 학문올 연구 대상에 따라 음악 역사학 

과 옴악 인류학으로 구분했던 경향은 서서히 그 타당성올 잃어가고 있다. 

(2) 서 양 지 방[ vemacular]옴악 

이 종류의 음악은 서양 예술융악의 대용옴악으로 점차척으로 모든 옴악이 연구의 

대상이 되면서 새로이 대두되고 있다. 이 종류의 옴악은 대부분 구전되어졌으며 그 

동안 음악학의 모든 분야에서 제외되었었으나 점차 기호학 동에 관심올 가지면서 유 

럽의 기보된 옴악들의 발전올 연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올 하고 있다. 다양한 음악올 

연구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게 된 것온 물론 음악 인류학자들의 관심의 초접이 바뀌는 

데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70년대 까지도 출처의 근본성 [authenticity ], 문화의 

경계 및 구전 옴악 퉁이 주요 관심사였다. 따라서 그에 의해 음악들을 구분하고 세계 

음악율 그 경계 안에서 보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그 관점이 변화하여 

이제까지의 관습적인 분류법에 변화률 가져오게 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구분된 옴악 

들이 연구의 핵심을 변화시켰다. 대중음악[popular music], 소수 집단의 음악[ethnic 

music], 그리고 사회의 어떤 특정 그룹의 옴악， 여성 음악 심지어는 아동 옴악 까지 

도 새로운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3) 대 중옴악[Popular music] 

Nettl( l992 : 379)은 1970년대에 들어서서 대중 옵악이 옴악 인류학의 연구 대상이 

되었다고 보았다. 예롤 돌면 African-American 음악올 아프리카와 유럽 음악 양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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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류로 보는 판점은 초기 옵악 인휴학의 연구 초정인 “절대 불변하는 고유의 용악”과 

는 상반되는 현상이었다. 또 세태에 따라 신속하게 변화하는 특성 때문에 가치있는 

음악[비gh art music]이 아니라고 간주되어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었으나， 많은 

제삼 세계 도시들의 발달로 African-American 읍악의 인구가 확산되고 음악의 변화 

가 옴악 인류학의 주요 주제로 둥장하며 옴악의 가치관 역시 변화함에 따라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둥장하게 되었다. 

남아프리카에서 대정부 항거 운동에 쓰인 음악에 대한 연구인 Louise Meintjes의 

1990년 논문이 대표척인 예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예들은 지면 관계 상 다 열거 

할 수 없으나， 중동 지방과 인도네시아 둥지에서 서양파 비서양 음악의 요소들의 융 

합， 또는 인도의 영화음악 연구 퉁 세계 각 지역에서 다양한 연구들이 행해지고 있다. 

음악 인류학의 범주에 속하게 되어 학문으로서 연구되어온 역사는 짧으나 앞으로 많 

이 다루어질 주제일 것임에는 툴림이 없다. 

(4) 소수 집 단의 융악[Ethnic music] 

이 옴악은 현대사회의 새로운 도시폴의 탄생으로 인구의 이동이 생기며 그 도시 구 

성요원들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이 그 도시의 다양한 옵악문화률 이루어 나가는 상황 

하에서 소수의 인원이지만 그들 나름의 륙수한 옴악으로 그들의 문확적， 이념척， 또는 

신분의 주체성을 표현하는 옴악을 일걷는 것이다. 이런 옵악의 연구는 미국의 대도시， 

New Y ork, Detroit, New Orleans, 그리고 Chicago 둥의 도시 인구가 다양한 문확권 

의 배경을 근본으로 하며 미국 역사상 가장 인구 이동이 빈번한 도시률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다. 이런 연구는 옴악 인휴학 초기에도 수행되었는데， 최근 연구 

의 다른 정온 이 연구들이 철저하게 도시 환경에서 또 현대도시롤 혹정지워 주는 문 

화와 옴악의 혼합에서만 이루어진 점과 옴악 문화 연구에 있어서 하나의 도시훌 총체 

적인 환경으로 보는 개념 퉁이다. 

이렇듯 소수의 옵악에 대한 관심은 새롭게 안착한 옴악파 그 본래의 옴악과의 관계 

를 연구하는데 중첨율 두고 있다. 이러한 문화현상올 “Diaspora"라는 용어로 부르는 

데， 이주된 음악이 그 자체의 고유 특성을 변화된 환경에서 어느 정도 보유하는가， 또 

는 새로운 문화와 사회적 배경안에서 전혀 다른 옴악들파 접촉할 때 어떤 면으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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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지 둥이 주요 판심사이다. 정치， 경제， 종교 둥의 이유로 이민의 역사가 있는 

지역에서는 특히 자주 다루어지는 연구 과제이다. 미국내의 아프리카 음악， 이민온 유 

럽인돌과 아시아인들의 음악에 관한 연구가 그 대표적인 예들이다. 

지구촌 전역에 퍼져있는 한국인들의 음악도 최근 연구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 

로 영국에 있는 엄혜경의 구 소련 카작스탄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음악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한국 전통 음악과 그 지역의 음악과의 합류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음악적 양상올 전통 음악의 고수라는 관점에서부터 새로운 형태의 음악에 이르는 현상 

까지를 폭넓게 분석하고 있다，6> 이 연구는 음악이 그 문화의 상징이기는 하나 음악의 

한 부분만올 연구하고 그것으로 그 문화 전체를 가늠하려 했던 초창기 인류학자들의 

오류를 범하지 않고 한 사회 또는 개인이 관여하는 음악의 종류나 스타일은 다양하나 

그 문화를 대표하는 음악은 어쩌면 하나일 수도 있다는 근대적 해석올 합리화했다. 

음악 인류학자들은 어느 사회든 음악의 선호도에 따라 여러 가지의 계열로 나뉘어 

진다고 인식하며 특정한 구룹의 레퍼토리와 음악적 행위에 관심올 가지기 시작하였는 

데， 이러한 관심의 추세는 그 동안 별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여성 음악 또는 어린이들 

의 음악 퉁이 새로운 연구 대상이 되는데 공헌하였다. 특히 여성 음악에 있어서는 음 

악 자체의 레퍼토리 외에도 그 문화권 전체의 음악적 구성에 대한 역활 동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1987년의 Ethnomusicology 학회와 Internationa1 Council for Tradi

tiona1 Music의 공동 conference에서 「음악과 성」이라는 특별 토론들이 처음 제시되 

었으며， 그 이후로 여성의 옴악 및 여권주의 이론은 항상 하나의 주요 주제로 음악 

인류학 학회 (The Society for Ethnomusicology)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요사이 여성 

중심의 음악 분석이나 음악 역사에 대한 재고려를 주장하는 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데， 혁신척인 이념을 가진 여권주의자 Susan McClary의 저서 “Feminine Endings: 

Music, Gender, and Sexua1ity(I99I)"가 연구 분야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문헌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제껏 종교적 이유였든 사회의 오랜 관습에 의해서든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먼 소수 집단올 대표하는 옴악 현상들이 그 문화권 총체를 이해하 

는 노력의 일부로 연구되어지고 었다. 

6) 이 연구는 필자가 Michigan대학에 있을 당시 1995년 11월에 연구가의 중간 연구 발표를 통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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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문 연구 초점의 변화:문화접촉에 의한 움악의 밭전 및 변화에 대한 연구 

최근 옴악 인류학의 가장 큰 변화로 볼 수 있는 것은 학자들의 연구의 초점이 단순 

히 음악올 그 결과만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악이 어떤 과정올 롱하여 

현재의 상태로 발전 또는 형성되었는가 둥의 다각적인 측면에서 보기 시작한 것이다. 

문화의 접촉이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며 그러한 접촉들로 인하여 각 문화의 예술 산 

물들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 변화 과정 자체가 이 시대 문화와 사회를 

반영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과거의 정적 ~[static] 결과에 관한 연구에서 근래 

에는 과정[process]의 분석 및 이해에 관한 연구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70년대 후반부터는 이러한 변화를 문화 변용[acc버turation]이라는 용어로 묘사했으나 

최 근에는 Blacking올 포함한 많은 학자들에 의 해 단순히 음악의 변화[musical change] 

라고 불리운다. 음악의 변화는 물론 1960년대 벌써 음악 인류학계에서 Merri없n(1964: 

303-319) 퉁에 의해 두 종류로 해석되어졌는데 하나는 각 문화 안에서 [within cul

ture] 자연스럽게 진화해가는 문화나 음악 체계가 지닌 고유의 변화로서 그 변화되어 

진 요소들이 미세하기에 쉽게 분석되기 어려운 변용이고， 또 다른 변용온 전자와 상 

반되는 경우로 다른 음악이나 문화와 접촉해서 신속하고 강도 높게 변경되는 형이나 

양식올 쉽게 감지할 수 있는 현상이다. 근래 20년 간의 음악적 변화의 판섬온 물론 

후자에 있으며， 이와 같은 변화는 고립되어 있던 서로 다른 문화나 사회 칸의 교류가 

빈번해지며 서로의 문화 형성에 큰 영향올 미치는 데서 부각되었다. 실제로 지난 20 

년간 Ethnomusicology 학술지에 보고된 논문의 반 이상이 문화 접촉에 의한 음악 

변화에 관한 것이었다(Nettl 1992: 381). 이들 논문의 주요 관심사는 각 문확가 어떻 

게 서로 영향을 주며 궁극척으로는 음악의 변화가 어떤 기법에 의해서 또 어떠한 규 

칙에 따라 일어나는 것일까였다. 변화의 종류와 그 결과를 체계척으로 분류하고자 하 

는 시도도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들이 관심있게 다루어온 주제들을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세계 음악의 서구화 

서구 예술 음악의 요소와 개념이 다른 문화권에 끼친 영향온 20세기 세계 옴악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방대하다. 물론 지역과 시기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는 었으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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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인류학적 연구률 간단히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현상 즉 (a) 서구 예술 음악과 세 

계 문화권과의 판계 및 변화와 (b) 혼히 일관성있는 하나의 매체인 양 언급되는 서구 

음악올 어떻게 정의해왔는가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하자. 근래에 들어서야 동양 음악 

[Eastern music)7) 또는 아시아 음악[Asian music]이라 하여 비슷한 문화양식들을 하 

나의 큰 문화권으로 묶는 경향이 보이지만 1960년대 또는 7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는 

아직도 서구 중심의 편파척언 구성체체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 이유는 Nett10992 : 

381)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서구옴악에 대한 지식 이론 및 역사가 다른 옴악에 

비해 학자들 사이에 많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일반 대중에게도 하나의 

음악 체제로 많이 알려졌고， 옵악의 변화롤 연구할 경우에도 혼히 잘 알려진 서구 음 

악체제에 다른 옴악체제률 비교해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옴악 인휴학 내에서는 물론 문화적 접촉으로 일어나는 모든 음악의 변화가 최근의 

연구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학자들의 한정된 지식， 이제까지의 편파적익 교육， 불합 

리한 정치 여건 둥의 이유로 아직도 근접 문화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서구문화의 영 

향에 관한 연구에 비해 현저하게 뒤지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서양음악의 주된 

음악척 혹성과 개념온 대체로 다옴과 같다. 기능화성의 중요성， 대규모 합주곡에 대한 

션호도와 지휘자의 필연성， 악보의 의존성， 작곡이라는 개념 및 작콕가의 중요성에 대 

한 인식， 대중을 위한 옴악회와 경제적 고려， 그리고 평균률로 조율된 악기의 보급 퉁 

이 그것이다. 근래의 문화 변용온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문화들 간의 접근 

으로 인한 변화롤 원칙으로 하나 이제까지의 많은 연구는 위에 간단히 나열한 서양옴 

악의 특정들올 출발점으로 ’하여 비서구옴악과 서구 예술 옴악의 접촉으로 인한 비서 

구음악의 변화롤 주로 다루어 왔다. 여러 문화의 다양한 반용현상들을 분류하고， 그 원 

언을 분석하는 가운데 음악의 변화와 그 문화권의 변용 관계률 다각도로 연구해 왔다. 

옴악 인류학자들이 문화접촉으로 얼어냐는 변화를 정의하기 위해 만든 용어들은 매 

우 다양하다. Meyer(967)는 이률 문화의 불협화옴[cultura1 dissonance]이라고 간단 

히 명하였다. 옴악의 변화에 관하여 연구한 초창기의 학자들 중의 하나인 Judith 

7) 이 용어는 충국 태생으로 미국에셔 융악교육율 받온 작곡가이자 옴악이론가의 Chou Wen-chung 
이 그의 글 “Asian Influence on Western MusiC<Asian Culture Quaterly 5: 216-226)"에서 
Western music에 대비하여 동양의 용악을 Eas뼈n music이라고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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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ker(1972)는 자바 섬의 gam려an[타악기 합주]에 관한 연구에서 셔구문화와 옴악 

의 명향으로 변해가는 gamelan과 그 고유의 모습을 지키려는 지식충과의 충률을 

cultura1 dissonance로 셜명했다. 같은 맥락으로 Blacking(1978)은 그의 논문 “Some 

Problems of Theory and Method in the Study of Musica1 Change[옴악적 변화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의 이론과 방법의 몇 가지 문제점들]"에서 특히 folk music 연구 

를 중심으로 변화에 대용하는 태도에 따라 본래의 형태률 고수하고자 하는 순수파 

(purists)와 서 로 혼합이 가놓한 특성 들온 융합하는 혼합파(syncretists)의 두 부류로 

나눴다. Nett1 역 시 그의 1978년 논문 “Some As야cts of the History of World 

Music in the Twentieth Century[20세기 세계음악 역사의 여러 가지 양상]"에서 세 

계 음악의 변화률 주로 서구음악의 보급의 결과로 간주하고， 비서구계의 변화된 옴악 

들의 양상을 그들의 서 구 음악에 대 한 반웅의 정도에 따라 서 구화[ westernizationJ와 

근대확[modernizationJ라는 개념으로 전부 11 가지로 분류했다，8> 

Nettl의 분류 중 가장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된 것온 사전에서조차 때로 동일한 의미 

로 풀이되는 “서구화”와 “근대화”의 개념이다. 서구음악의 영향이 비서구옴악에 포함 

되었더라도 그 요소들이 서구음악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아니거나 비서구옴악이 그 

핵심적 요소를 잃지 않은 채 변화한 경우는 근대화로 보았다. 그러나 그와는 달리， 만 

얼 새로운 비서구옴악이 서구음악의 핵심요소들을 채돼하여 고유의 륙정을 잃을 청우 

는 서구화라고 분류했다. Kartomi(1981)는 그 동안 서구옴악 학자들이 “가치가 없다 

는 이유”로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했던 서구의 비예술옴악， 재즈 풍의 영향도 포함되 

어야 함을 주장하며 그러한 음악적 변화률 서구화나 근대화로 분류하기 보다는 음악 

의 초문화화(musica1 transculturation)로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에 열거한 글들은 대부분 1970년대에 쓰여졌으며 당시 소개된 이론들은 그후 

더 많은 연구롤 거치면서 그 합당성이 종종 문제시되기는 했으나， 옴악척 변화에 판 

한 최근 20년 간의 연구에 출발점올 제시해 주었다. Nettl온 그의 1985년 논문에서 

서구화와 근대화라는 용어가 대체로 동일하게 사용되는 점에서의 어려움을 시인합온 

8) 그 11가지의 변화의 요인들은 다옴과 같다 : Abandonment, Impoverishment, Preseπation， 
Diversifiction, Consolidation, Reintroduction, Exaggeration, Satyre, Syncretism, West얹ni
zation, and Mod앙띠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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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자료의 한계성에서 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음악의 변화에 관한 연구에 비서구 

옴악자들의 참여률 적극 권장했다. Bla파‘opf(994)는 전자화된 매체률 통한 용악의 

교류[mediamorphosis: ele따unic mutation of musical communication]를 서 구화나 

근대화의 개념 못지 않게 중요한 개념으로로 제시했다. 

(2) 영 향(Influence) ， 교류(Interaction) , 또는 합류(Confluence)? 

1960년대 이후 많은 서구 작독가들은 새로운 영감을 다른 문화권의 미학이나 철학 

에서 또는 악기들올 다루는 테크념 이나 연주 방법 둥에서 찾고자 했다. Mozart의 

Turkish March t..j- Haydn의 교향콕 100번의 Yanissary band의 모방 동의 단순한 수 

준올 말하는 것 이 아니 다. 예를 들어 John Cage는 중국의 I-Ching(Book of Change) 

의 개념 자체를 그의 작품의 주요 개념으로 채택하였다. 그외에 Henry Cowell, Lou 

Harrison, Steven Reich 둥의 아시 아나 아프리 카 음악에 대 한 관심 및 이 해 그리 고 

그에 따른 그들의 작품에 나타난 현상들은 새로운 연구의 대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Watkins, Sounding: Music in the Twentieth Centuη : 1988, 557-576). Heidi von 

Gunden은 그의 저서 The Music of Lou Harrison(1995)에서 동양음악의 영향으로 

작곡된 Lou Harrison의 <무궁화 새당악(1961)>올 포함한 1960년대 초기 작품들올 

분석했다. 이러한 다른 문화권 음악의 서구 또는 서양음악에 대한 영향은 현재 음악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요즈음 옴악학올 공부하는 데에 

는 음악 인류학의 방법론과 테크닉온 하나의 필연적인 영역으로 대두되며， 세계 음악 

을 대하는 태도 역시 초기 서구인들이 다른 문화권의 음악에 대해 가졌던 단순한 서 

구 중심적 관심의 수준에서 이제는 모든 문화권들이 서로 다른 문화권의 음악을 연구 

하고 교류하는 시대로 변하고 있다. 

중국 태쟁의 작곡가로 20대 이후 그의 작곡 공부와 작품활동을 주로 미국에서 한 

Chou Wen-chung(b. 1923)은 그의 논문 “Asian Influence on Westem Music: Infl

uence or Confluence?(977)"에서 서양음악이 동양음악에 끼친 영향만이 아니라 동 

양음악이 서구음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통양 음악인들 

의 참여률 적극 권장했다. 그는 특히 아시아 지역 작곡가 이론가 및 연주가들의 음악 

에 대한 올바른 연구와 보급올 시급한 문제로 제시했다. 그는 서구 작품들에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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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단순한 동양음악의 외형적인 모방을 비판하며 진정한 교류 또는 합류는 셔로의 

옴악에 대한 이해가 단순히 옴악척 스타일이나 형식에 그치지 않고 미학적 또는. 철학 

적인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3) 공공 매개체의 역할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고 활발해진 문화의 교류에 1960년대 에후로 빠르게 발닿 

되어온 mass media의 역할이 컸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 분야의 중요성은 초창기의 

옴악 인류학자들에 의해 인식은 되었으나 거의 다루어지지 않다가 60년대 이후 고음 

반들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서서히 시작되었다(Nett1 1992: 382-383), 그 이후로는 

인도의 음악이 영화음악올 통해 알려진 예 (Arnold 1985)나 중동， 아프리차， 인도네시 

아의 대중음악들이 음반 산업을 통하여 보급된 과정들이 근래 대중옴악올 주로 다루 

는 학술지 Pop버ar Music0981-1985)에 보고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1990년 한 

국고음반연구회의 창단을 기정으로 고음반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특히 구 

전되어진 음악들의 변천 과정에 대한 연구에 기초가 되고 있다. 학술지 Ethno

musicology는 항상 구전된 옴악에 큰 관심올 가져왔으며， 근래에 들어서는 다양한 

소리들의 출처 역시 새로운 관심사이기도 하다. 따라서 mass media의 역할은 단지 

새로운 세계 옴악 문화권의 조성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알려져온 옵악의 

전달(musical transmission)이 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1990년대 에 들어서는 전 

자 매개체의 발달로 새로운 용어 “mediamorphosis[전자 통신올 통한 형성)" 

(Blaukopf 1994)까지 동장하여 서 구화냐 근대화냐로 구분되던 80년대의 용어 돌을 대 

체해가고 있고 앞으로 전자통신올 이용한 또 다른 차원의 교류는 전혀 다른 옴악의 

변용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4) 민족주의 (Nation외ism) 

최근의 옴악 인류학적 연구들온 톡히 비서구계 옴악을 대상으로 한 경우， 서구의 

영향으로 사라지는 고유한 전통음악을 어떻게 다시 부흥시키거나 더 나아가서는 새로 

운 전통으로 만들어가는 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정치적이든 문화적으로든 식민 

지 시대의 정신에 머물러 있던 많은 국가들이 경제 정치면에서 독립화하면서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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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후반부터는 내 것율 찾자는 이론바 민족주의 (nationa1ism)가 중요한 재념으로 퉁 

장했다. 영국의 역사학자 Eric Hobsbawm(1983 : 1-4)용 전룡이란 대체로 새로운 상 

황 하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로운 전롱은 옛 것들을 참조하며， 

유대감올 지속하고， 또 반복을 통하여 서서히 그 문화권에 자리를 잡는다는 것이다. 

새롭게 탄생되는 g하πe들이 어떻게 새로운 전통올 만들어가는 지 또한 서로 다른 종 

휴의 옴악툴이 빠르게 변화하는 문화 사회적 톨 안에서 어떠한 새로운 관계들을 맺어 

가는 지 역시 큰 판심사로 동장하고 있다. 

국내에서 행해지는 우리 음악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많은 경우 옴악 역사학적인 방 

법론에만 의존되고 있고 비서구 옴악을 연구한다는 정에서 기존의 ethnomusicology의 

범주롤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최근 국외에서 행해진 연구， 륙히 1990년대 이후의 우 

리 옴악을 대상으로 한 논운들을 보면 앞서 펼자가 언급한 학문의 새로운 경향을 반 

영 하고 있다，9) 권오향은 UCLA 박사학위 논문 “Cultural Identity through Music: A 

Socio-Aesthetic Ana1ysis of Contemporary Music in South Korea(992)"에서 다 

양한 한국의 현대용악을 체계척으로 분류 소개했다， Andrew Kil1ick은 하와이 대 

학 석사학위 논문 “New Music for Korean Instruments(990)" oJ]서 새롭게 만들어 

진 한국 악기들을 위한 곡틀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에 현존하고 있는 nationa1ism파 

internationalism올 논의하였으며， 현재 그는 새로운 genre인 창극을 주제로 박사학위 

논룬율 준비하고 있다. 필자는 Ann Arbor에 있는 Michigan대학 박사학위 논문 

“Ch’m땅jak Kug빼 : Making Korean Music KoreanC1앉)6)"에서 한국의 작옥가들의 

1960년대 이후 창작옴악을 통해 새로운 전통율 만들어 가는 과정[invention of 

tra뼈on]을 분석했다. 그 외에도 많온 새 세대의 옴악학 학자들이 새로훈 주제률 가 

지고 한국옴악 연구에 착수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률 소개한다면 ll1inois대학에서 사 

물놀이로 박사학위 논문올 쓰고 있는 김미연을 플 수 있다.10) 

9) 혐채 국외에는 많용 젊온 학자롤， 륙히 서구와 한국의 문화와 용악율 고르게 이해하는 새 세대 
률이 대거 진훌하여 한국융악융 연구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출판된 논문률을 중심으로 간단 
히 소개한다. 

10) 물론 종래외 전흉옴악의 연구가 아주 한국 옴악의 연구에서 사라졌다는 것은 아니다. 그 예로 
미국인 Nathan Hasslinck는 남도 민요훌 그의 박사학위논문 주제로 런던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다. 그 어느 문화권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우리나라 사회률 새로운， 또는 변화된 음악율 룡하 
여 이해하려는 노력이 셔구학자졸에 의해셔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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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역사학적인 고찰에 대한 관심 

음악 인류학자들의 역사학적인 연구의 접근 방법은 최근 들어 나타난 새로운 현상 

은 아니나 그 구체적인 관심의 초점에 상당한 변화가 생겼기에 그롤 소개하고자 한 

다. 가장 새로운 접근 방법 중의 하나는 1980년 이후 시작된 것으로 역사적 중거률 

문화 유물에서 찾으려는 시도다. 따라서 음악 인류학자들의 고고학에 대한 관심이 크 

게 증가되고 있고 1985년에는 고고 음악학[archaeo-musicology] 심포지옴도 개최되 

었다 (Ellen Hickmann 1985). 이론척 학술 논문， 정부 간행물， 선교사들의 보고서 및 

여행자들의 여행기 동의 출판자료들을 바탕으로 대상 문화의 음악에 대한 역사척 고 

찰올 시도하는 어찌보면 다분히 음악 역사학의 판습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조사도 근 

래에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H. Oesch 1984). 또 하나의 흥미로운 역사척 

고찰 연구로는 기존의 세계 음악사률 세계의 각 사회들의 안목으로 다시 살펴 보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제껏 다루어온 각각의 사회률 그 사회 출신의 학자의 안목으로 

재고하는 시도다. Stephen Blum(199l)의 European Musical Terminology and the 

Music of Africa[서구 음악 용어와 아프리카의 음악](pp. 3-36)이 그 좋온 예다. 

위에 언급한 옴악 인류학자들의 새로운 역사학적 연구들이 기폰의 옴악 역사학과 

다른 점은 NettH1992: 잃5-386)이 지적한 바와 같이 융악 인류학적 연구는 Alan 

Merriam이 체계확한 세 부분의 연구 모형에 따라 음악을 단순한 소리의 현상으로만 

보지 않고 그 문화권 내에서 음악의 개념(옴악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퉁)과 그에 판련 

된 행위 둥올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그래서 옴악 인류학에서는 

음악의 사회적 역할과 해석의 변화가 하나의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된다. 

옴악의 변화에 판한 연구가 옴악 인류학의 또는 세계 옴악 연구의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때로 연구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것은 사회와 문화의 거대한 변화 가운데 

에서도 본래의 모습올 지켜가는 어느 륙정한 옴악과 그률 고수하는 인류집단얘 관한 

연구다. 가장 많이 연구되어진 현상은 동양인들이 미국이라는 이질척인 문화권에서 

그들 고유의 전통음악을 지켜가는 것이다. Isabel Wong온 1985년 San Francisco의 

P밟ing opera의 역할에 대한 연구률 보고했고， 같은 해 Ron머d Ri뼈e온 Iρs Angeles 

에 사는 한국인들의 옴악문화에 관한 연구 논문올 발표했다. 그 외에도 최근의 도시 

들이 세계화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옴악문화률 수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교류， 갈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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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동의 관계가 근래에 종종 다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이론적으로 정립된 수준은 

아니다. 

3. 새로운 방법론과 테크닉의 제시 

최근 음악 인류학에서는 이제껏 다루어지지 않은 음악들이 연구 대상으로 대두되고 

연구의 초점 역시 음악 변화의 과정으로 모아지면서 새로운 방법론의 시도 및 토론이 

활발하게 일고 있다. 이런 경향은 연구의 접근 방법의 혁신과 사회 및 학계의 변화를 

반영하기도 한다. 

Ethnomusicology는 워낙 광범위한 학문적 특성 때문에， 즉 단순히 음악만올 연구 

하는 것이 아나라 음악올 공유하는 문화를 연구하는 관계로 근접 학문들， 즉 인류학， 

언어학， 사회학 및 생물학적 연구 방법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률 유지하며 발달되어 

왔다. Feld(1974)에 의하면 초기에는 음악학과 인류학에서만 그 방법론올 도입했으나 

1950년 이후로는 독립된 학문으로 언어학의 발달에 동참하기도 하고， 또 그 이후로는 

언어학과 인류학 간의 상호관계에서 큰 영향올 받기도 하였다. 지구촌의 모든 음악， 

모든 사회， 모든 계충이 연구 대상이며 현장조사를 통해 모든 자료를 얻는다는 연구 

방법은 인류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자들 중에는 모든 음악을 마치 부족 문화를 다루는 듯하는 인류학적 접근 

방법 또는 음악올 예술로 보기보다는 음악의 배경과 상황 둥에 더 중정올 두고 연구 

하는 것 둥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인류학의 지나친 영향이 다른 

근접 학문들， 즉 심리학， 사회학， 또는 생물학 둥과의 교류를 저해했다는 주장도 있다 

(Blaukopf 1983). 그리하여 Blacking(1978)은 음악올 만드는 과정(작곡이 아닌 연주) 

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의 생물학적 데이터률 얻으면 인간의 음악행위에 대 

해 좀더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는 주장과 함께 생물학의 중요성올 강조하기도 

하였으며， Ethnomusicology 학회에 간혹 심리학자들도 참여하기도 한다. 음악은 그 

사회률 반영하기도 하며 예견하기도 한다는 주장하에 사회학의 연구 방법 역시 포함 

되었다. 또는 이제까지의 음악의 분석이 남성 중심이었음올 지적하며， 재 연구를 강조 

하는 남녀 동둥주의적 해석 방법 [Feminist theσy]을 소개하기도 하는 동， 그 어느 

때 보다도 다양하고， 폭 넓은 학문의 훈련을 받은 ethnomusicologists돌이 동장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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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 옴악을 접근하는 방법 역시 그 어느 때 보다 다양하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갈이， 

전례없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었으나， 아칙은 Nettl(1992 : 387)이 지척한 것과 

마찬가지로 옴악 인류학자률은 무엇보다도 인류학적 시각외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척 

웅하며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왔다고 보는 것이 쩍절하다. 먼저 문화 인류학 

의 영향올 논의한 후 그외에 부각되는 연구 방법율 간단히 소개하겠다. 

(1) 문화 인류학의 영 향 

문화 인류학의 영향은 세 가지 면에서 관찰할 수 있다 : 기술하는 방법론[ethnogra

phic method) ; 통계척 상호판껴I [statistica1 correlationJ ; 그리고 기호학[semiotics]. 

가. 기술하는 방법론 

1960년 이후로 사회-인류학에서는 현장조사 방법 및 데이터의 해석을 바르게 하자 

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러한 현상은 같은 데이터의 해석에 있어서 그 분화 안에 있 

는 이 [cultura1 insiderJ와 그 문화 밖에서 보는 연구자[fíeldworking outsíderJ의 의견 

이 현저하게 다룰 수 있다는 것올 째닫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다.11) 가장 중요한 변 

화는 이제껏 외부의 인류학자들 만의 해석이 권위있게 받아들여지던 사회 문화 현상 

의 해석 방법이 비록 객관성이 결여될 가능성은 었으나 서서히 그 문화의 내뿌사랍률 

의 해석올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른바 인종 과학[ethno

scienceJ온 옴악 인류학자돌이 세계 여러 문화들율 옴악의 유형파 genre에 따라 구분 

하는데 큰 도웅올 주었다. 

이와 병행하여 문화률 일련의 상정 [a set of symbols]으로 분석하는 인지 인류학척 

연구도 활발해졌다. 이제 문화 인류학은 인간들이 무엇을 하며 어떠한 문화 유물을 생 

산하는 지에 중점올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 유물을 사용하는 방법 및 그들의 사고 

방식에 더 큰 관심율 두며， 이런 변화는 옴악적 연구률 서술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 

쳤다. 그리하여 1970년대 후반부터는 음악에 대한 서로 다른 문화적 개념에 관환 연구 

가 표면화하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예률 들면 Steven Feld(982)가 New Guínea 

률， Charles Keil 0 979)이 South Africa롤， 그리고 Anthony Seeger(987)가 Brazil의 

11) 학계에서는 내부인율 혼히 emic이라 부르고 외부의 연구가훌 e디c이라고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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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an율 대상으로 옴악적 소리의 현상과 행위에 대한 판찰을 바탕으로 그들의 음악 

에 대한 개념율 연구했다. 이러한 최근의 연구 경향은 연구의 현장조사 및 해석하는 

과정에， 톡히 서로 다른 개념화 과정율 비교 연구하는 기초 구조 형성에 보다 객관적 

이 고 합려 척인 태크닉의 사용을 요구하게 되 었다. Feld는 이 분야의 주창자로 1984년 

그의 글 “Sound Structure as Social Structure"에서 이러한 연구의 이론적 모형들올 

제시했다. 

나. 통계적 분석 또는 양질화12) 

옴악의 여러 다른 스타일의 구성 요소들과 문화의 다른 구성 요소들 사이의 상호관 

계를 밝히는 통계적 분석온 음악과 문화의 다양한 관계의 유형들을 설명하는 방법으 

로 음악 인류학에서는 학문의 초창기부터 관심거리가 되어왔으나， 이 계통의 연구로 

가장 학계의 관심율 끈 것온 Alan Lomax의 “Cantometrics"라는 연구다. 이 연구는 

그가 1959년에 착상하여 70년대까지 실시했는데 그의 목적은 세계 음악올 구성하는 

여러 요소률을 분석하여 그들을 지역별로 또는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각각의 옴악 스타일 또는 문화적 특색을 바탕으로 문화의 형식론을 정립하 

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문화 유형론은 주로 각각의 사회적 구조， 사회 구성원들 간의 

상호관계 및 경제적， 정치적 양상들을 고려하여 문화 간의 상호관계를 찾는 이론이다. 

Lomax는 그의 연구 결과률 “Folk Song Style(959)", “Song Sσucture and Social 

Structure(962)", 그리 고 “Folk Song Style and Culture(968)" 동의 논문들에 발표 

하여 연구의 독창성 때문에 학계의 큰 주목올 받았다. 

그러나 70년대 후반부터는 어떤 객관척인 기준에 의해 음악이나 사회의 유사성과 

상이점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냐는 문제점들이 풍장하면서 이러한 통계적 접근 방 

법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예로 E. O. Heπy(976)의 논문 

“The Variety of Music in a North Indian Village: Reassessing C없tome버cs”률 

들 수 있다. 그러나 통계학적인 접근 방법론올 음악이나 문화의 연구에 사용하는 것 

에 대한 비판에 통조하는 학자률 조차도 cantometrics가 음악 인류학의 핵심 문제， 

즉 음악들 간의 스타일 면에서의 다른 점 또는 그들의 관계률 사회 구조 및 생활 양 

12) Nettl은 1992년 ethnomusicology의 최근 경향이란 글에서 양질화[qu뻐디ficationl란 용어롤 사 
용했다(p. 387). 

- 48 -



식과 연결시켜 그 원인을 살펴 보려는 노력온 인정한다. 이러한 홈계적 분석 방법온 

옴악 인류학자둘 중 옴악학 쪽외 배갱을 가진 이들 보다는 인류학 쪽의 훈련올 받온 

연구가들에게 더 인정받고 있다. Nett10992: 388)온 이 방법이 더욱 보완되어서 앞으 

로의 연구에 자주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믿고는 었으나， 앞으로 옴악의 상호 접촉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증가할 것이고 연구 결과의 해석 역시 더 많온 요소률을 고려해 

야 하는 판정에서 볼 때 이러한 대큐모의 통계학적인 방법이 그러한 복잡한 상호 관 

계의 이해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율 지 필자는 회의적이다. 

다. 기호학의 영향 

기호학은 인류학 중 가장 지척인 연구 방법으로서 옴악을 하나의 상정이나 일련의 

상정으로 보고 분석하며， 또한 구조주의의 개념에 따라 옴악을 큰 구조의 구성요인 

중의 하나로 보는 학문이다. 융악 인류학에서는 언어학은 물론 Claude Levi-Strauss 

에 의해 발전된 문화와 신화의 분석을 통한 구조척인 접근도 사용된다. 이러한 첩근 

방법은 신화가 그 문화의 가치판을 지적한다는 점에서 올바르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중요성율 지척하고， 문화률 관찰하는데 있어서 그 자체롤 있는 그대로 보는 것도 중 

요하지만 구조적 분석이 객관척인 판단을 가능케 한다는 개념을 도입시켰다. 이 분야 

는 70년대에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모았으나， 근래에는 다소 주춤한 실정이다. 그 이 

유는 그 동안에 출판된 언어학파 연결되어진 연구들이 뚜렷한 방법론율 제시하지 못하 

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아마도 융악학자들이 언어학에 대한 학문적인 테크늬의 

엄밀성에 대한 훈련을 제대로 쌓지 못한 데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연구 방법은 각 문화의 고유의 전홍척인 예식을 연구하는 데 간혹 사용되어 지 

는데， 1985년 박미경은 진도 씻김굿에 판한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우리나라 단군 

신화롤 바탕으로 한국인의 정신 구조와 무속율 해석하였는데， 이러한 방법온 기호학 

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2) 사회학의 영향 

00년대 이후 옴악파 사회의 판계에 대한 연구 역시 중요한 주제로 동장했다.M하xism 

의 영향을 받은 많은 학자물이 대중율 위한 옴악에 대한 판심을 갖고 주로 대중 계충 

에서 공유하는 folk music이나 popular music의 레퍼토리와 그것올 공유하는 집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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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연구했다. 이둘온 모든 용악이 질척으로는 다 동둥하다고 강조하며， 기존의 옴악 

척 가치 판단， 흑 “앨리트” 전흉율 비판했다. 1985년부터 훌판된 Popular Music이라 

는 학술지가 이 계통의 문헌을 대표하고 있으며， Charles Keil온 그의 논문 “P와디Cl

patory Discrepancies and the Power of Musid1987)"에서 대중이 즐기는 JazzY

Polka옴악의 진면모는 바로 그들이 지니고 있는 리둠이나 옴정에 있어서의 불얼치함 

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같온 옴악적 불일치가 옴악의 진정한 힘이라고 주장 

하며 이제껏 서양 예술 음악에서 주창한 보편적인 옴악의 가치셀올 반박했다. John 

Shepherd는 그의 책 rMusic as Social TextJ 에서 대중음악이 어떻게 사회의 계층올 

반영하는가률 봄석하며， 옴악학 연구에 옴악과 사회와의 판계의 중요성올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옴악 인류학온 옴악만이 연구의 대상이 아년 관계로 인접학문과 함께 계 

속 상호 교류하며 그 방법론을 변화시켜가고 있으며， 옴악 인류학자들의 훈련도 이에 

맞게 계속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1앉%년 이후로는 종래의 음악적 또는 인류 

학적으로 양분되는 경향을 탈피하여 양쪽 학문 모두에 유능한 학자들을 필요로 하게 

됐으며， 사회학， 언어학， 여성학 둥둥을 공부한 학자롤도 다수 배출되기 시작했다. 

(3) 재연구 

옴악 인류학자들의 학문에 대한 태도가 변함에 따라 이제껏 연구되어졌던 과제에 

대한 희고가 생기기 시작했다. 음악이나 문화의 연구는 확정된 진실올 밝힌다기보다 

는 그 연구가가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인해 

옵악 인류학자들은 다시금 이미 연구되어졌던 현장을 핫았다. 이러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냐는 이미 조사되어진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인데 

이럴 경우， 그간 변화된 상태도 살펴 볼 수 있고 연구가 자신의 변화된 접근 방법도 

주시할 수 있다. David McAllester의 몇 세기에 걸친 Navajo 사람들의 연구가 그 한 

예라고 볼 수 었다. 

또 다른 형태의 전형척인 재연구는 새 연구가가 다른 학자에 의해 연구된 현장을 

다시 찾는 것이다. 그 예로는 Jaap Kunst가 Java의 gamelan 연구의 선구자의 엽적 

을 비판척인 새로운 눈으로 재분석한 것이다. Judith Becker는 재연구의 두 방법을 

모두 실험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는 1972년에 Java에서 Jaap Kunst의 연구률 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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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했고 1996년에 다시 그곳에 몰아가 자신의 연구률 재검토합온 물론 그 동안의 변 

화률 판찰했다，13) 근래에는 내부인들이 유럽의 학자들이나 북부 아메리카 연구가들에 

의해 행해진 연구의 현장을 재검토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이같옹 연구는 갈온 연구 

대상이라도 다른 문화적 시각으로 볼 때의 차이점도 중요하지만 외부인에 의해 편파 

적으로 분석된 연구 결과률 수정하는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4) 사실[Fact]보다는 해석 [Interpreta디on] 

서구 옴악 인류학자들에 의해 조사된 비서구 문화의 실체가 그 문화권의 내부인에 

의한 재연구에서 새로운 모습올 나타낼 때， 단지 어떤 사실올 밝혀낸다기 보다는 그 

사실들올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톡히 문화와 같이 복잡한 결성체률 연 

구할 때는 외부인과 내부인의 견해의 타당성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지난 20년간 

두 그룹의 상반되는 입장이 조심스럽게 다루어졌다， 1970년 이전까지만해도 외부인의 

객관적인 해석이 중요하게 여겨졌으며， 음악 인류학은 외부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까지 단정지어졌으나， 대부분의 인류학자들올 키워낸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의 

정치적， 사회적 풍토가 내부인들의 판점을 수용하는 태도로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내 

부인들의 자기 문화에 대한 해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새로운 경향온 궁극적으로 음악 인류학자들이， 내부인이건 외부인이건， 연구 

의 결과에 “올바른” 해석올 해야한다는 데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어떤 연구는 간혹 

현장조사인인 외부인과 그 연구의 정보률 제공한 내국인의 의견율 함께 연구 결과로 

수록하기도 한다. 서구 음악계에서는 비서구계 출신의 옴악학자들의 자국 옴악에 대 

한 연구를 전례없이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유럽이나 

북부 아메리카에서 연구 중이던 상당수의 유학생풀이 타국 생활에서 얻은 내 것에 대 

한 새로운 의식과 서구학자물의 격려에 힘입어 한국 옵악을 그들의 연구 대상으로 삼 

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들은 양쪽 문화와 언어의 경험올 토대로 그 누구보다 현재 

음악 인류학이 요구하는 근본적인 학자의 자질올 갖추고 있다. 그들의 연구는 이체 

막 열매를 맺는 단계에 있는데 그 결과가 주목되는 바이다. 

13) Becker의 1앉}6년의 현장 조사는 아칙 발표되지 않았다. 

진
 μ 



(5) 연구 한계성의 초월 

초기에 겪었던 학문으로서의 한계롤 초월하여 사회 기준에 따른 음악의 분류법올 받 

아들이며 그 옴악 문화의 전체률 보려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학자들은 더 이상 각 

문화의 아무런 변화도 거치지 않은 이른바 고유한 옴악에만 매달리지 않으며 다양한 

형태의 음악올 만들어가는 과정에 관심올 갖고 있다. 따라서 작곡이나 즉흥 연주도 이 

제는 동둥히 연구되어지고 있으며 그들의 상호 작용도 자주 다루어지고 있다. 이런 주 

제는 물론 구전과 표기되어진 전통과의 관계도 Tokumaru와 Y없naguti( 1986)에 의해 

편집된 책 rThe 0raI and the Literature in MusicJ 에서 다루고 있다. 가장 중요한 변 

화 중의 하냐는 옴악 인류학에서 오랫동안 분명하게 나뒤어졌던 서양음악과 비서양음 

악， 。예술 옴악과 민속 음악의 경계가 불분명해졌다는 것이다. 이런 경향의 결과로 그 

동안 옴악 인류학의 연구 범주에서 제외되었던 서양음악 또는 서양음악으로부터 발달 

된 옴악들까지도 이제는 연구의 대상이 되고 었다. 음악 인류학은 연구하는 자료의 본 

질로부터 연구 방법을 찾아내려는 노력으로 전보다 더 광범위한 성향올 띠고 있다. 

(6) 문화의 일반성과 톡수성 

용악 인류학에서는 서구인돌이 그들의 음악이 세계 옴악의 표준이라고 주장하는 것 

을 부인하고， 옴악은 다양하고 각각 특수하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많은 노력올 기울이 

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류학외 옴직임과 마찬가지로 음악의 일반성에 대해 다시 관 

심율 가지기 시작했다(Nettl 1992: 395). 몇몇 글에서는 보편성을 밝히기도 했으며， 

어펀 학자둘온 개념 및 방법론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러한 음악의 일반성에 대한 추 

구는 옴악 인류학이 생물학과 심리학에 가까워지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Blacking에 의하면 음악은 모든 문화에서 언어가 생기기 전부터 존재하였으며 어느 

문화권의 사랍도 감동시킬 수 있다는 점으로 보아 반드시 어떤 일반적인 특질이 있다 

는 것 이 다(1995 : 223-242). 14) 

14) 이 글용 1잃4년에 “The Study of Music as Cultura1 System and Human Capability"라는 
글에서 먼저 발표되었으나， 1앉꺼5년 그의 주요 논문툴율 묶어 펴낸 책 rMusic, Culture, and 
Ex야찌enceJ에 다시 수륙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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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과학 기술의 발달 

과학 기술의 발달， 륙히 녹음 기술의 발달과 비디오의 일반화， 컴퓨터의 보급 퉁온 

옴악 인류학의 현장조사에 발전에 큰 기여롤 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척 발전이 옴 

악 인류학의 연구 결과에는 아직 이렇다할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그 한 예로 

전보다 질적으로 훨씬 훌륭한 녹음이 가능하나 그것올 분석하는 새로운 기술온 

melograph 이후 거의 발전하지 않았다. 영상 자료들의 사용도 아직온 초기 단계이고 

주로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컴퓨터 역시 음악 분석에 사용하자고 주로 옴 

악학 학자들에 의하여 주장되고 있고 정보확 시대롤 맞아 무언가 변화할 것은 예측되 

나， 아직까지는 음악 인류학의 전반적인 변화에 비교해 과학 기술의 발달온 그다지 

큰 영향올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II. 결 론 

서구에서는 옴악 인류학이 이제 21세기를 맞으며 위에 보고된 바와 갈이 그간 일 

세기 동안의 주로 서구인들의 자체내의 끊엄없는 연구 반성과 새로운 방법 개발올 홍 

하여 새로운 학문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에는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 미처 정립되 

지 않았던 초기의 얼둥의식 안에서 주체성율 찾아보려든 한청된 연구 범주와 방식에 

서 벗어나 다른 인접 학문들과의 활발한 교류률 통해 새로운 방법론율 도업하며 그 

범주률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 중 두 가지는 우리의 옴악교육과 옴악학 

연구에 직결된 중요한 문제로 볼 수 있어 간단히 논의 하고자 한다. 그 하나는 융악 

인류학을 통한 세계 음악의 균형있는 교육이고， 둘째는 비서구계의 학자률율 그 어느 

때 보다 더 학계의 연구 동반자로 초대하여， 각 문화 및 옴악에 대한 연구의 “옳바 

른” 이해률 촉진하고 있는 점이다. 

옴악 인류학이 서구인들에게 미친 영향올 우선 학계에서 살펴 보면， 그 동안의 많 

온 옴악 인류학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초등학교에서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세계 옵 

악올 주요 과목으로 편견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게 되었다. 유럽이나 북부 아 

때리카의 대부분의 음악대학에서는 세계 음악올 음악 대학생들의 펼수 과목으로 가르 

치고 었으며， 음악 인류학 역시 음악올 전공하고 앞으로 학계에 남으려는 모든 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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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을 위한 펼수 학문으로 자리률 잡았다. 몇 가지 구체척인 예률 둘면， 옴악 교육 

훈야에서 전반척으로 높이 평가받는 Ann Arbor에 있는 Michigan대학의 경우 옵악 

대학 신입생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과목이 바로 세계 옴악이다. 그 이유는 다른 

옵악， 즉 서양옵악의 이론과 역사률 먼저 배울 경우 생기는 비서구 옴악에 대한 편견 

올 없얘기 위함이다. 또한 옴악학계의 명문인 H하vard 대학에서는 옴악 역사학으로 

박사 학위률 받는 과정 중 음악 인류학 강의률 들어야합은 물론 읍악 인류학이 음악 

역사학의 대용 과목으로 주요 시험과정에도 포함되어 있어 제도적으로 서양음악 외에 

세계의 옴악 중 한 지역올 학생의 주요 옴악 영역으로 연구하여， 시험에 통과하여야 

만 옴악학 박사학위룰 수여하고 있다.15) 이러한 훈련올 받온 옴악가들이 지금 셔구의 

학계에서는 폭 넓은 음악 교육올 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교육은 옴악인들 

사이에， 그들의 전공 분야가 서구이든 비서구이든， 서로 학문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변화해온 교육 풍토는 새로운 음악학자들올 탄생시켰 

으며， 그들은 또 최근 학문 자체의 연구 방법에도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음악 

인류학이 최근 옴악 교육의 주요 학문으로 동장하는 이유는 음악을 단순한 소리의 현 

상인 독자척 예술로 보기보다는 문화 및 사회와 복잡한 관계률 이루는 종합 학문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옴악 인휴학은 오랫동안 서구인들의 학문인양， 비서구계의 옴악 및 문화마저도 서 

구학자률에 의해 주로 연구되어 왔다. 옴악 인류학이 비서구계에서 하나의 학문으로 

셔 일찍 안주하지 못한 결정적인 원인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옴악 인류학의 최근 동향 중 우리 비서구학계의 관심을 끄는 것온 연구의 결과 

에 대한 해석의 중요성， 내부인의 연구 참여， 그리고 재연구 둥인데， 그 이유는 이 세 

가지의 변화가 다 그 동안 옴악 인류학의 명역에 동석하지 못했던 비서구계의 학자들 

을 절대척으로 펼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 동안 주로 서구인들에 의해서 현장조사가 

행해지며， 그들의 “객관적”인 판찰이 절대 권위를 가졌던 비서구권의 문화나 옴악에 

판한 연구에 이제는 그 문확권내의 “주판적”얼 수도 있는 해석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15) 필자는 한국인 임에도 한국옴악연구와의 인연온 Harvard에서 용악역사학을 전공하던 시절 
(1982-1짧7) 교과과정 충에서 하나의 필수 과목율 택하면서였다. 그 당시 이해하지 못했던 
옴악연구에서 옹악 인류학의 펼요성온 개인적으로 1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서 이해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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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이론이 퉁장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까지와는 청반대로 그 문화의 내부인이라야 

“올바론” 연구 및 해석올 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내부인애 의한 활벌한 재연구까 

지 벌어지고 있다. 

1970년대 말부터 옴악 인류학의 주요 연구가 문화 접촉을 통한 옴악의 변화였고， 

각 근접 문화간의 연구가 가장 상식척인 접근이었옴에도 불구하고 가장 혼혀 논의되 

었던 주제는 서양옵악과 비서구음악의 접촉으로 인한 변화였다. 옵악 인류학의 대표 

척인 서구학자 Nettl(1978)은 그 이유롤 단지 서양옴악의 영향이 큰 것 외에도， 서양 

음악이 그 어느 옴악 그룹보다 더 잘 알려져 있고 옴악적 톡성을 비교척 협게 청의할 

수 있는 판계로 다른 옴악과 비교할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논했다. 

서구에서 자주 동양을 대표하는 작곡가이며 옴악 이론가인 Chou Wen-chung은 같온 

해에 동서양 옴악의 상호 영향에 대한 글에서 1960년 이후 중가된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음악에 대한 판심 및 영향에 비해， 동양의 작곡가， 이론가 및 연주자들의 현저하 

게 부족했던 동양옴악 연구롤 일깨웠다. 그는 동양 옵악의 미학척， 철학척 근거도 연 

구 되어져야 하며， 악기들의 테크닉 또는 연주 습판 퉁퉁의 연구가 체계척으로 되어 

동양옴악올 이해하고자 하는 외부인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음악 인류학의 경향이 변하여 옴악 연구에 큰 변화률 주며 !E. 동양옴악의 

내부인에 의한 연구가 강조된 지도 거의 20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과연 어디에 서있 

는 것인가? 영국의 유명한 음악 인류학자 John Blacking은 옴악이 사회롤 반영하기 

도 하고 때로는 예견하기도 한다고 했다. 우리가 공유하는 음악온 과연 어떠한 문화 

롤 반영하고 있는가? 또 어떠한 샤회를 예견하고 었는가?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역 

할에 대해 두 가지만 간단하게 생각해 보고 이 옴악 인류학 최근 연구 동향 보고률 

끌내려 한다. 먼저 균형있는 음악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책척으로라도 세계의 다 

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그들의 문화 안에서 이해 연구하는 새로운 융악 인류학척 방법 

올 가르쳐야 한다. 그려하여 오랫동안 음악인툴 사이에서 까지도 존재하던 음악에 대 

한 편파적인 가치 평가가 사라져야만 한다. 그러한 정책적 교육올 롱하여 비록 지금 

당장 어떤 결파는 기대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새로운 옴악인들을 만들어 

가며 그 새 세대들은 정책 때문이 아닌 그틀 자신의 신념에 의해 보다 폭넓은 옴악 

교육을 시킬 것이며， 그런 교육온 결국 옴악계 뿔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도 새로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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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율 조성할 것이라고 믿눈다. 필자는 이런 방법만이 우리안에 폰재하는 고질척인 서 

양옴악에 대한 무조건객 우월 사상 및 그에 대용하는 우리 옴악에 대한 편견을 없애 

는 길이라고 믿는다. 

두번째는 옴악학척인 연구의 방법에 관한 것으로 우리의 음악 및 문화롤 제대로 연 

구하는 것 못지않게 시급한 문제는 날로 빈번해가는 문화간의 교류 속에서 우리의 것 

율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계 음악 연구의 공통 용어나 

방법론 정도는 최소한 이해해야 우리의 연구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보여줄 

수 있올 뽑 아니라， 그로부터 발생하는 학문적 교류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 말은 그 

둘의 용어 또는 방법론만이 옳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 세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좁아 

점에 따라 여러가지 다양한 옴악의 요소들이 모여 새로운 형태의 음악 세계롤 만들어 

가고 있으므로 일판성있는 음악 연구 방법 빛 이해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돗이다. 

음악 인류학은 백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여러 형태의 옴악 연구에 늘 새로운 방법론 

을 제시해 왔으며， 세계의 많은 옴악들은 그 연구 방법들에 의해 이해되어져 왔다. 이 

제 우리도 용악 인류학에 대해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편견을 버리고 세계 음악 연구 

에 동참하여 우리의 옴악은 적극척으로 알리고 남의 것도 수용하는 새로운 학문의 풍 

토률 마련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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