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음악학과 음악민족져(숍樂民族誌) 

이용식(용인대학교) 

o 악학자들은 한국음악학을 음악사학(音樂史學)과 민속음악학(民倚音樂學) 
'0 으로 나눈다(송방송 1982: 185: 이혜구 1986: 1: 권오성 1986: 41).1 여기 

에서 민속음악학은 “文字나 樂讀로 記錄되지 않은 口陣傳承에 依한 音樂을 그 鼎

究對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현장조사(field work)를 필수적으로 요구 

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장조사를 통해서 채집된 자료를 採諸(tr뻐scription)하고 그 

採諸된 樂諸를 分析하고 結合하는 연구과정을 거치게 마련 .. (권오성 1986: 41) 인 

학문이다. 그러므로 민속음악학의 現場調훌 · 採諸 · 分析 · 經合이란 연구과정은 

〔서 구의 ] 民族音樂學(Ethnomusicology) 이 나 륨樂A類學(Anthropology of Music) 

의 冊究方法과 그 服을 같이 하고 있다 (권오성 1986: 41). 즉， 대부분의 학자들이 

민속음악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을 서구의 민족음악학(ethnomusicology )과2 동 

일시 하는데 이견이 없는 듯 하다. 

민족음악학은 인류학의 연구방법을 차용한다. 일례로 인류학자에게 필수적인 단 

계인 현지조사는 민족음악학자에게도 적용된다(Myers 1992: 21). 왜냐하면， 인류 

학과 마찬가지로 민족음악학자들은 

1 한국음악학을 음악사학과 민속음악학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송방송(1982) 둥 많은 학자들이 

동의한다. 음악사학과 민속음악학의 연구방법 · 과제 동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동양음악 

연구소 개원 10주년 기념으로 이혜구， 송방송. 황준연， 권오성 , 한만영 둥에 의해 심도있게 논의 
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r민족음악학」 제8집 (서울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부셜 동양음악연구 

소， 1986) 참조 

2 서구에서의 민족음악학의 정의와 역사， 그리고 발전에 대해서는 Myers 1995 , Merriam 2000 

둥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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等을 理解하는 일에서부터 出發하여 그 고장에 사는 사람들과 음악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그 사회에 음악이 존재하고 있는 의미나 기능 및 그 음악이 지니고 있는 

구조 등의 요소를 조사 · 분석해야 .. (권오성 1986: 41) 하기 때문이다 인류학이나 

민족음악학에서 현지조사는 반드시 민족지(民族誌 ethnography)를 수반한다 민족 

지는 인류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민족지란 연구의 대상이 되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 전모를 빠짐없이 세밀하고 

정확하게 기록한 것을 말한다. 인류학이 본궤도에 오르기 전에는 商A. 旅行家 · 

宣敎師 · 軍A 등이 타지방 주민들에 관하여 기록한 것을 民族誌、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은 훈련된 인류학자들에 의하여 민족지가 작성되고 특히 정확하고 

충실한 민족지를 작성하는 것은 인류학자가 꼭 거쳐야 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여 

겨지고있다 

民族誌가 충실한 것이어야 이를 토대로 한 民族學[ethnology1 이 올바른 것이 

된다. 따라서 민족지를 작성하는 데는 비록 이론적 틀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 

을 노출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이 민족지는 인류학자가 생활한 지역의 주민 

에 관해， 뒤에 볼 현지조사란 방법에 의해 관찰하고 확인하고 재확인한 것으로 작 

성하여 이것으로써 인류학자의 이론적 건축의 벽돌이 되도록 한다(이광규 1980: 

18-19) 

즉， 민족음악학자들이 현지조사를 마친 후 현지에서 채집한 음악을 분석하고 그 문 

화적 맥락에서 해석하여 하나의 이론을 도출하기 전(前)단계가 바로 민족지를 작 

성하는 단계이다. 즉， 민족지는 학자가 “이론”이라는 건축물을 쌓기 위해 기반을 

다지는 토대가 되는 것이다 충실한 민족지가 밑받침되지 않은 이론은 사상누각일 

뿐이다. 민족지가 이렇게 중요한 연구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음악학계에서는 

아직도 철저하게 수행된 민족지가 일천한 단계일 뿐만 아니라 민족지에 대한 제대 

로 된 인식조차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음악민족지는 음악인류학(anthropology of music)과는 다른 것이다. 음악인류학 

이 음악연행에 대한 인간의 행위와 역사에 대해 특정한 이론적 방법론을 적용하는 

학문이라면， 음악민족지는 이론적 틀을 적용하지 않고 음악에 대한 인간의 모든 행 

위와 사고(思考)를 적는 것이다. 물론 음악민족지에서도 민족지적 기록을 한 이후 

에 음악에 관해 이론적 기술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바람직한 것이다(동eger 1991: 

와6). 

한 사회에서 벌어지는 음악연행 (musical performance)에는 행위를 하는 연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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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연행올 가능케 하는 문화맥락 (context) , 그리고 음악을 감상하는 청중 

(audience) 이 있기 마련이다. 이들의 관계는 사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 

만 어느 정도의 공통적인 특정을 지니는데， 미국의 민족음악학자인 Anthony 

앓ger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연주가들이 공연을 위해 무대에 오르기 전에 그들은 특정한 음악전통(musical 

tradition)에서 일정 기간의 훈련을 받는다. 그들이 연주하는 음악은 그들 자신 뿐 

만 아니라 청중에게도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연주는 그들이 그동안 바쳤던 

시간 · 돈 · 음식 그리고 노력 등을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연주가들은 그들이 

처할 상황， 그 상황에서의 그들의 역할， 그리고 청중의 반응에 대해 일정 정도의 

기대 (expectation)를 갖고 무대 에 오른다. 마찬가지 로 청중도 그들의 과거 경험으 

로 미루어 어떤 연주가 행해질지 , 그 공연이 갖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 그리고 이 

특정한 연주가에 대한 지식 둥에 대해 일정 정도의 기대를 갖고 연주장을 찾게 된 

다. 연주가 행해지는 시간과 장소 뿐만 아니라 연주가와 청중의 성 (gender) , 연 

령 , 사회적 지위 퉁이 매우 중요하다. 연주가든 청중이든 연주가 시작되기 전에 

특별한 식사， 의복， 행위 동의 준비를 할 것이다. 연주가 시작되면 연주가는 그들 

의 몸올 특정한 관습에 의해 움직이면서 특정한 소리와 감명을 줄 것이다. 연주가 

들은 성공적인 연주를 위해서 서로 간에 특정한 신호(cue)를 통해 의사소통 

(communication)을 한다 그들의 연주는 청중에게 특정한 육체적 · 심리적 영향 

을 미치며， 연주자와 청중 간에는 어떤 종류의 상호작용(interaction)이 일어난다. 

연주가 진행되면서 연주가와 청중 간에는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지속되며 일정 

정도의 만족감， 심지어는 망아경 (ecstasy)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된다. 연주가 끝 

나면 연주가와 청중은 연주회라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연주회 전에 가 

졌던 기대감이나 앞으로의 기대감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평가를 하게 된다. 

이런 평가는 음악회 리뷰(review)나 간단한 잡문， 혹은 다른 사람과의 대화 퉁을 

통해 공식화된다. 만약에 다음 번에도 같은 방식의 연행이 계속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만약에 다음 번에는 이번 공연파 같은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변화라고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이벤트를 기술하는 것 

이 음악민족지의 토대를 이룬다(용eger 1992: 88 , 필자 번역). 

이렇게 음악이라는 문화연행(띠ltur머 perfom퍼nce)이 행해지는 이벤트를 문자로 

기록하는 것이 바로 음악민족지이다. 민족음악학에서 채보(musical σanscription) 

가 소리 (sound)를 기호로 가시화하는 표현 (representation)이라면 민족지는 “음악 

에 대해 쓰는 것 (writingaboutmusic)" (Seeger 1992: 88)이라고 한다 3 앞서 언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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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민족지는 인간 사회에 대해 이론적 해석을 시도하는 인류학과 구분이 되듯이 

음악민족지 (musical e앙mography)는 음악인류학(anthropology of music)과 동일선 

상에 놓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음악민족지는 음악인류학적 이론을 연구대상에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에서 음악이 어떻게 인식되고 만들어지고 감상되 

어지고 다른 음악 · 사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 등을 적는 행위이기 때문 

이다 그러므로 음악민족지는 “인간이 음악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기록하는 것 

(writing about the ways people make music)" (Seeger 1992: 89) 이다. 결국 음악민족 

지는 음악 소리가 아니라 음악이 행해지는 연행 자체와 그 맥락을 분석적으로 기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음악민족지는 연구자의 경험이나 현지조사에 근거하여 한 

문화에서 이루어지는 음악 이벤트에 대한 상세한 기술과 더불어 그 사회의 구성원 

이 음악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한 일반적인 묘사를 합한 것이다. 

그렇다면 음악민족지의 대상이 되는 “음악 이란 무엇인가? 민족음악학에서의 

“음악”은 단순한 “소리 (sound)" 가 아니다. 라디오와 같은 음향기기들은 인간이라 

는 매개체가 없이도 소리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그런 소리들은 본질적으로 음악이 

아니라 기계에서 나오는 청각적 환영 (auditory illusion) 일 뿐이다. 현대의 음향매체 

들은 음악 소리 (sounds of music)를 포착하고 재생산할 뿐이다. 즉， 음악은 음향매 

체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의 일반적인 

정의에는 “소리”와 “인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서 영국의 민족음악학자인 

John Blacking (1973: 88)은 음악을 ‘인간에 의해 구성된 소리 (hum없디y organized 

sound)" 라고 정의한다. 한편 미국의 민족음악학자인 Anthony Seeger (1992: 89)는 

음악을 “상호소통하는 한 사회의 구성왼들에 의해 만들어진 체계적인 소리를 수반 

하는 상호소통체 계 (system of communication involving structured sounds produced 

by members of a community that communicate with other members)" 라고 정 의 한다 

Seeger의 정의는 민족음악학계에서 있었던 정의들에 비해 두 가지 관점을 보강한 

것이다. 첫째는 음악이 "보편적 언어 (universallanguage)" 가 아니라 음식이나 복식 

(1펴節)과 같이 특정한 사회의 문화에서 행해지는 문화현상이라는 점이고， 둘째는 

음악이 언어나 춤과 같이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상호소통(communication)하는 수 

단이라는 점이다(Seeger 1992: 89). 

Seeger가 음악의 정의에서 강조하는 점은 인간에 의해 구성된 소리에 대한 인식 

3 민족지를 뜻하는 영어인 e산mography는 그리스어의 ethnos( 인간， 민족)와 graphein(쓰다)의 

합성어이다 



한국음악학과 음악민족지 (音樂民族誌) 193 

이 공동체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한 예로 이슬랍교 신자들이 코란을 낭독하는 

소리는 외부인에게는 아름다운 노래로 들릴 수 있지만 이슬람교 신자들은 이것을 

“음악”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황해도 굿에서 신(神)을 청하는 청배무가를 부르는 

무당은 후렵구에 맞추어 방울올 혼들지만， 그것을 “악기 (musical instrument)" 라고 

인식하는 무당은 없다. 하지만 민족음악학자에게 정확한 장단에 맞추어 쳐지는 장 

고소리와 마찬가지로 그 방울소리는 정확한 박자에 맞추어 울려 퍼지는 “소리를 

내는 기구(sound-producing instrument)" 에 의한 생산물이다(이용식 2002: 53-

54).4 즉， 외부인에게는 “음악 .. (혹은 “악기 .. )으로 인식될 수 있는 문화현상도 내부 

인에게는 음악으로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음악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음악”이라고 인정해야하는 것이며， 그 음악을 통해서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감 

정 · 사상 따위를 상호소통하는 수단인 것이다. 

이렇듯 음악은 한 사회 구성원들의 문화적 생산물이기 때문에 한 사회의 음악문 

화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음악행위를 심층 

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눈을 갖게 해주는 것이 음악민족 

지이다. 음악민족지를 작성하면서 민족음악학자는 자신이 연구하고 있는 문화의 

음악체계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지식올 습득하게 된다. 

우리 음악문화에 대한 최초의 민족지적 성격을 갖는 기록은 고대로 그 연대를 소 

급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문화의 시원을 기록한 것으로 국악사(國樂史) 뿐만 아 

니라 각종 민속학사(民倚學史)에서도 인용되는 부여의 영고(迎鼓) . 고구려의 동맹 

(東盟) 예의 무천(舞天)에 대한 진수(陳壽)의 『삼국지 위지 동이전』의 기록5은 

3~4세기 경에 한반도에서 행해졌던 음악문화의 일면을 보여주는 귀중한 민족지이 

다. 서양에서는 민족지의 기원을 15~16세기에 쓰여진 여행가나 선교사들의 기록 

으로 여기는 것을 보면(Seeger 1992: 94-95) 동양에서의 민족지의 기원이 훨씬 더 

오래 된 것을알수있다. 

우리 역사에서 민족지적 기록은 그다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우리 민족은 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다IJ"삼국사기 J r악지 J. Ii'고려사』 

4 무당은 방울을 “악기 (musi，때 instrument)" 로 인식하지 않지만 민족음악학자에게 방울은 ”소 

리내는 기구(sound-producing instrument) ’로 인식되어지는 것은 에틱/에믹 (etic/ellÙc) 관점의 
차이일 것이다. 에틱/에믹 관점은 미국의 언어학자인 Kenneth L Pike(1954)에 의해 고안된 것으 
로써 외부관찰자/내부인 관점의 차이를 가리키는 것이다 

5 夫餘 ... 以股正月察天 國中大會連日없食歌舞 名日迎鼓.
高句麗 .. 其民喜歌舞 國마1몹落 흉夜男女훌聚 相就歌戰 ... 以十月察天 國中大會 名日東盟.

滅 · 常用十月察天 書夜餘酒歌舞 名之鳥舞天三國志」 췄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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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지 J. ~조선왕조실록』 동의 정사(正史) 이외에도 민족지적인 기록이 숱하게 많 

다 6 한 예로 현재의 강신무(降神댄) 계통의 굿과 유사한 형태의 연희행위가 형성 

된 것은 12세기 경으로 추정되는데(이용식 2000: 579). 이는 고려시대 유학자인 이 

규보(李奎報. 1168 -1241)의 문집인 『동국이상국집 (東國李相國集).!1에 수록되어 있 

는 「노무편(老맨編)J이라는 시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시는 이규보가 자신의 집 근 

처에 살던 나이많은 무당이 나라의 추방령에 따라 개경(開京)에서 쫓겨나게 된 것 

을 기뻐하며 쓴 장시(長詩)이다 이 시 중에서 무당의 연행과 관련된 부분만을 살 

펴보면 아래와 같다(이능화 1991: 46-50 발훼) . 

해동(海東)엔 이 풍속을 없애질 않고 海東此風未橋除

여자를 무(댄) 남자를 격(團)이라 하네 女則鳥Æ.男寫親

선(神)이 내 옴에 내렸다고 스스로 말을 하니 自듬至神降我계율 

이 말 듣고 탄식 하고 웃을 수밖에 . 而我聞此笑且1ft

사녀 (士女)는 구름처 럼 문마다 가죽신이 꽉차고 士女如雲 滿戶

출입하는 자들은 어깨와 머리가 서로 부딪친다‘ 廳됩出門陳頭入 

소곤거리는 말은 새 소리 같은데 候中細語如鳥聲

늦추어 하던 말은 다시 급하다 問n후無짧線復急 

천만 마디 말 가운데 한 마디만 들어맞아도 千言萬語幸 -中

어리석은 남녀들은 공경하고 받든다. 嚴女癡男敬益奉

신맛 단맛 술들로 스스로 배불리고 嚴납淡酒自짧題 

뛰고 솟구치다 머리를 대들보에 부딪는다 起醒觸身頭觸陳

서까래로 얽은 선당(神堂)은 다섯 자 정도 낮은 집인데 緣木寫최五R 

무녀의 입은 멋대로 제석(帝釋)님이라 하네. 띤口自道天帝釋 

제석님은 본래 육천(六天)에 계시는데 釋皇本在六天 h 

어찌 누추한너의 집에 계실소냐 肯入때屋處휴E備 

벽에는 단청(판좁) 신상(神像)을 그려놓고 꺼좁滿뿔畵神像 

칠원성군(七元星君)과 구요성(九魔星)은 액자에 그려 붙였다.-t元九確以標짧 

성관(星官)은 본시 구소(九휩)에 있느니라 星官本在九寶中

어찌 너를 따라 너의 집에 거처하랴 安能從女居#뿔 

사생화복(死生빼福)을 망령되이 함부로 예언하지만 死生빼福每自推 

6 이런 정사(正史) 외에도 많은 문집에 음악민족지적 기록이 남아있다， 최근에 한국예술종합학 

교 전통예술원에서 발간한 『조선후기 문집의 음악사료~ (2002)에 이러한 문집들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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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찌 나의 앞일을 알 수 있으랴. 其能詩홈橫氣機 

사방 남녀들의 먹을 것을 긁어 모으고 聚網四方男女食

천하부부(天下夫歸)들의 옷들을 빼앗는구나. 養盡天下夫歸衣

날마다 제성(帝城)은 깨끗해질 것이며 日游帝城便淸i爭

북 소리 물동이 두드리는 그 시끄러운 소리도 들리지 않으리. 표鼓n宣聲無我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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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보의 「노무편」에 그려진 12세기 당시 무당의 신당 형태나 연희행위는 현재 

한강 이북. 특히 황해도 강신무들의 굿과 놀랍도록 일치한다. 당시에 성 (性)이 다 

른 무당이 있었으며 그들은 각기 다른 명칭으로 불렸다 7 신이 무당의 몸에 내려 

신의 계시인 공수를 전달하며 단골은 이를 듣기 위해 굿판에 몰려든다. 신당의 벽 

에 무신도(꼬神圖)가 있고 액자로 만든 무신도를 걸어 놓는다. “뛰고 솟구치는” 춤 

동작은 무당의 도무(跳舞)와 같은 것이며， 이는 북방계통 샤머니즘 연회에서는 흔 

히 보이는 것이다. 굿에 쓰이는 악기로는 와고(효鼓)8가 있는데， 이는 당시의 굿이 

타악기만으로 반주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9 

이혜구가 1944년 경기도 청수골에서 행한 도당굿을 보고 기록한 “무악연구” 

(1957)는 우리 음악학자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는 최초의 본격적인 음악민족지라 

할 수 있다. 이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때는 西紀-九四四년 十-月 二六日 (陰歷으로 十月十日) . 곳은 뚝섬건너 廣까|、l 

용ß彦州面淸灌理(챙수골) . 午後四時쯤되었을까， 통내어구 가까이 도달했을때. 한 

洋服입은 좁年이 오늘 堂에서 줄탄다고 對答하면서 부리나케 다름질 쳐 가는쪽을 

논길에 서서 바라보니， 約五白米 떨어진 山위에 松林사이로 흰옷입은 사람이 이 

리번쩍 저리번쩍 하는것이 보여서， 벌써 줄타는것이 始作된것을 짐작할수 있었 

다. 동내어구 들어서기前까지는山에서 한적한 시골 空中을 뚫고 오는 북소리만 

들을수 있었고， 들어선後부터는피리와 저 소리마저 역력히 분간할수 있어， 북소 

리가 피리나 저보다 더 멀리 들리는것을 알았다. 굿하는데에 가까이 가본즉， 李正

業君이 都堂앞뜰에 매오놓은 줄우에 높이 서서 쉬고 있었다. 그 才A은 才談을 느 

러놓은 然後에， 이번에는 줄에다 발들 안대는 것이라고 다음 할 才操를 說明하고 

7 이들을 무(맨)와 격(親)으로 호칭한 것은 중국식 한자를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8 요즘 장고는 오동나무 통만을 쓰지만 예전에는 장고의 통이 사기， 기와 동으로도 만들어졌다 

고 한다(장사훈 1%9: 128). 
9 조선시대에 쓰여진 각종 사서(史書)에서 굿음악을 언급할 때 대부분 .‘적(짧)"과 ”고(鼓)"라 

는 악기 이름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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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서 , 줄우에 덜걱 궁둥방아를 쩡으면서 앉으면， 反動으로 출렁하고 몸이 들리면 

서， 줄위에 두 무릎을 꿇고 일어앉았다 이런것을 몇번 反復하였고， 郞 발을 줄에 

다 대지 않고 궁둥이와 무릎으로 번갈아 앉았고， 이어서 흔들흔들하면서 무릎세 

우는 재주를 보여주었고， 그것을 마치고 나서 〔某&에게서 十됩IJ이라고 외우면 

서 , 갖다주는 行貨를 줄우에서 받아， 재비에게 던지고， 才談을 계속하면서 쉬고 

있었다. (중략) 

이날의 단골(女댄)은 廣州에서 請하여 왔고. IA(男뽀)은 金운선 七十

歲의 老A으로 털벙거지를 썼고 外套를 입고 목도리를 두르고 그위에다가 戰服을 

입었다. 이 老A의 住所는 서울敎岩洞=四짧地이었다 이짧地數는 이古老를 後 H

찾아보고 古Æ樂의 이야기를 듣고자 적어둔 것인데， 至今은 그主Ao] 他界하여 

所用없게 되었다. 재비는. 피리의 鄭吉童君이 始興A인 以外는， 장고의 金光彩君

(至今은 故A이 되었다)을 비롯하여， 모두 京城在住A으로 되었다. 金君의 通知

로 이 굿구경을 하게 되었고， 또 그의 굿音樂說明으로 이 글을 쓰게 되어， 그에 

참으로 感謝하여 마지 않는다. (이혜구 1957: 164-167) 

이혜구는 “무악연구”에서 굿의 순서에 따른 기술을 비롯하여， 당(堂)의 위치， 무 

신도(띤神圖)와 굿상의 배치 등을 그림으로 기록하였으며 , “반살푸리” “전마치기” 

“도살푸리” “반서름” 등의 악보도 제시하였다. 그래서 이 민족지는 해방 전에 행해 

지던 경기 도당굿을 연구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된다 

한국음악학에서 본격적인 음악민족지의 첫 걸음을 내딛은 것은 한만영과 이보형 

이다. 두 학자는 1970년대 이래 각종 민속음악 현장을 누비며 민요 굿음악 · 풍 

물 · 판소리 등 민속음악 전분야에 걸친 활발한 연구활동을 한다. 이보형과 한만영 

이 공동으로 저술한 은산별신굿의 현지연구(한만영， 이보형 1977)는 이혜구의 션 

행연구에 이은 본격적인 음악민족지로 꼽힐만하다. 이보형은 특히 민요와 무가(띤 

歌)의 전승지역을 “토리”라는 개념을 도입해 민요권(民諸團)10의 분류를 시도했다 

(이보형 1971 , 1972, 1982, 1983, 1992a, 1996). 한만영 (1973)에 의해 확인된 우리나 

10 음악권(품樂園 musical area)의 분류는 서구 민족음악학계에서도 1950년대 이후 활발히 전개 
된 연구방법론 중의 하나이다. ~erriam(1959: 76-80)은 인류학에서의 문화권 분류를 토대로 아 

프리카를 7가지의 음악권으로 분류한다 Ne버(1969)은 음악스타일에 의해 북미 대륙을 에스키 

모， 북서 해안. 캘리포니아‘ 그리고 서부 대평왼의 4가지의 음악권으로 분류한다. ~cLean(1979) 

은 악기와 음악구조를 대상으로 통계학적이고 지리학적인 방법론을 도입하여 태평양제도의 음악 

권을 나누는데， 악기를 대상으로 하면 멜라네시아， 마이크로네시아， 중앙 태평양， 그리고 동부 

폴리네시아의 4가지 음악권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음악구조를 대상으로 하면 서부 마이크로네시 

아， 멜라네시아， 중앙 태평양， 서부와 동부 폴리네시아의 5가지 음악권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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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민요권 분류는 현재까지도 별다른 이론(異論)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11 

한국음악학에서 진정한 의미의 체계적인 음악민족지를 작성하기 시작하는 시기 

는 외국에서 민족음악학을 공부한 학자나 외국의 민족음악학자들이 1년 이상의 철 

저한 현지조사(intensive fieldwork)를 하면서부터이다. 한 문화의 음악체계를 이해 

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지식이 펼요하기 때문에 음악민족지의 작성은 그 문화의 

음악전통과 그 사회에 대한 심층적이고 일차적인 지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1972-73년에 현지조사를 실시한 이병원(1987) 12의 불교 음악 연구는 본격적인 

한국음악에 대한 민족음악학적 연구의 초석으로 삼을 수 있다. 그의 연구는 범패 

(첼n貝)의 훗소리와 짓소리의 음악적 분석에 주안점을 둔 것이지만， 당시 연행되던 

범패를 채집하고 범패승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범패의 기능에 대해 연구한 것이 

다. 이병원은 이 연구의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병한다. 

이 연구는 현재 불교 의식에서 연행되는 불교 음악 중에서 주요한 스타일의 기 

본적인 음악구조를 분석하고 소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비록 불교 음악이 

매우 오래된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한국의 다른 음악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지만， 이 분야는 심지어는 불교계에서도 그다지 연구가 되지 않은 것이다. 오 

늘날 정통적인 불교 음악은 거의 연행되는 경우가 없고， 의식에서 불교 음악을 연 

행하는 사찰 또한 극소수이다. 광대한 양의 음악레파토리가 몇몇의 범패승들에게 

구전으로 전숭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에서의 가장 오래된 음악 형식을 밝히고 

자 함이며 이를 통해서 다른 문화에 존재하는 오래된 의식 음악과의 비교에 공헌 

하고자 함이다(이병원 1987: 3 , 필자 번역) 

이병원은 윗 글에서 밝히듯이 한국 불교 음악의 특징을 밝히기 위해 대만과 일본 

등 이웃 문화의 불교 음악도 조사하는 비교음악학(comparative musicology)적 연 

11 백대웅(1982)은 한만영과 이보형이 제기한 토리에 의한 민요권 분류에 이의를 제기한다. 그 

는 “토리의 개념은 각 지역별 민요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 (1982: 86)고 주장하면서 민속 

음악에서 적용할 수 있는 네 가지 “구성음의 틀”을 제시했다(1982: 92-101) 백대웅은 스스로 

“어떤 지방의 민간음악이나 민속음악의 선법적인 양상이 지역적 특성 때문일 것이라는 선입견이 

앞선 관점에서 벗어나 그 음악의 「수용층의 신분J ， í전문가들의 성격 J ， í용도와 기능J ， í시대적 

배경」 등을 아울러 고려하는 것이 그 음악의 의미와 설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 .. (1982: 84) 

이라고 밝혔으면서도 자신의 연구는 이를 위한 현지조사 없이 권오성과 이해식 등 다른 학자가 

채집하여 KBS 자료실에 보관되어 있는 녹음자료를 대상으로 연구한 것이다. 
12 이병원의 연구는 1974년 미국의 U띠versity of Washin앙01\에서 박사학위논문으로 발표되고 

1987년 정음사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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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하여 한국 불교 음악의 독특한 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비록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이 불교의 공통적인 특성을 공유하지만， 한국의 

의식은 매우 독특하다. 한국 불교에서만 발견되는 가장 독특한 특정은 요잡이다. 

이것은 의식 무용， 야외 악대， 그리고 노래가 동시에 연행되는 것을 말한다 청양 

사에 그려진 탱화에 요잡이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요잡의 역사는 조선왕조 후기 

이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화려한 의식은 내가 알기로는 중국과 일본 불교 

에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요잡과 비슷한 형태의 의식을 티뱃 불교 의식에서 찾을 

수 있다 악대의 편성이나 로가리듬적(logarhythmic) 구조는 두 문화에서 놀랄 정 

도로 유사하다‘ 그러나 티뱃과 한국 불교 의식의 연관성을 찾는 것은 보다 신중한 

연구가 필요하다(이병원 1987: 97 , 펼자 번역). 

이병원의 연구는 대부분 음악적 분석에 초점을 둔 것이지만 곳곳에 현지조사를 

통한 민족지적 기술을 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범패의 미적 특성에 대한 범패 

승들의 생각을적었다. 

범패승들은 훗소리 범패가 “은혜로운 소리 (merciful sound) "를 통해 표현되는 

부처의 은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 소리는 자체로서 음악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으로 간주된다. 이런 훗소리 범패의 단순한 면은 짓소리 범패의 ’‘장엄하 

게 호소하는 소리 (solemn appealing sound) " 와 비 교되 는 내 적 음악구조의 차이 점 

을 함축한다. 훗소리와 짓소리는 동질적인 음악적 구조를 공유하기도 하지만， 이 

둘은 노랫말의 구조， 연행 방식， 그리고 선율형의 형성규칙 등에서는 매우 다른 

점을 보인다(이병원 1987: 38 , 필자 번역). 

이병원의 연구가 비교음악학적 관점에서 쓰여졌고 음악적 분석에 중점을 둔 것 

이라면， 장기간의 현지조사에 의한 민족지적 연구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1980년대부터이다. 미국 UCLA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박미경 (1996)13의 연구는 진 

도의 씻김굿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이다. 박미경은 1980년 여름의 답사여행과 

1981년 9월부터 1982년 8월의 1년에 결쳐 진도에서 현지조사를 행하였다. 박미경은 

서론에서 자신의 현지조사의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13 박미경의 연구는 1985년 미국의 UCLA(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에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발표되고 1996년 융화중의 번역으로 세종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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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현장연구를 하는 그 1년 동안 거의 진도에서 체류했다. 진도는 약 와6 

평방킬로미터인 섭이고. 1981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인구는 6만 9천이다. 현장연 

구 단위로서는 천연의 경계가 이루어져 있는 그 섬에서， 많은 당골들의 행위와 상 

호작용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들 당골중 일부에 의해 연행된 의식은 대중매체 

나 민속축제를 통해 이미 한국사회에 많이 소개되었었다. 그들은 상도 탔고， 더 

나아가서는 진귀한 문화유산 보유자로 환호받는 영광도 안았다. 당골은 가계를 

통해 구비로 전승되는 전통을 가지고 었다. 진도의 당골과 반주자(고인)들은 훌 

륭한 재간을 가진 음악가이다. 보다 덜 알려진 당골들 중 몇몇은 굿의 사셜같은， 

또 다른 변에서 수준이 상당하다. 

필자는 섭의 행정관청이 있고 교통의 중심지인 진도읍에 기거하였다. 머물고 

있던 집은 하숙올 쳤는데， 하숙생들은 그 섭의 여러 작은 지방에서 올라온 공무원 

들이었다. 하숙생들은 섬주민의 생활상과 전통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많았기 때 

문에. 하숙생활도 현장연구에 유리했다. 그리고 몇몇 당골이나 고인과 매일 접촉 

했기 때문에 굿의식의 일정에 대해 전부 알 수 있었다(박미경 1996: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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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경의 연구는 음악가의 창조성과 즉흥성이 음악 연행 현장에서 어떻게 발휘 

되느냐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즉， 진도의 무당을 종교적 사제자이자 창조 

적인 예술가로서 무당의 예술가적 기능을 중요시 한 것이다. 박미경은 진도의 무당 

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점은 당골과 고인이 굿음악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그 

들의 창조성을 개발한다는 점이다. 그들은 굿음악을 선성불가침한 불변의 것으로 

보지 않기때문에， 독창자 혹은 집단으로서의 개별적인 음악적 개발이 허용될뿐 

아니라 오히려 격려와 칭송을 받는다. 개별적인 표현은 매우 다채로와서， 형식 · 

선율 · 리듬의 복잡함의 정도， 표현의 역동성 , 통절노래의 즉흥양식 동의 여러 가 

지 미묘한 방법이 동원된다(박미경 1996 ’ 170) 

박미경의 연구와 거의 같은 시기에 영국인 민족음악학자인 Keith Howard 

(1989)14도 진도에서 집중적인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Howard는 1982년부터 1984 

년까지의 한국에서의 현지조사 기간 중 16개월 동안 진도에서 체류하며 현지조사 

를 실시하여서 200시간 이상 분량의 인터뷰 테이프와 80여 시간의 음악 녹음을 하 

14 Keith Howard의 연구는 1985년 영국의 Queen's University of Belfast에서 박사학위논문으로 
발표되고 1988년 Royal Asiatic Society, Korea Branch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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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박미경의 연구가 씻김굿에 집중된 반면， Howard의 연구는 진도에서 행해 

지는 씻김굿을 비롯하여 민요와 풍물에까지 이르는 민속예술 전반에 대해 다루었 

다. Howard는 특히 음악사회 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풍물대의 사회 적 네트워 

크， 진도의 무속 가계(家系) , 중요무형문화재 제도 등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수 

행한다. Howard의 연구는 특히 한국 문화의 국외자(outsider)의 견해를 보여주는 

데， 현지 제보자(local informant)들의 발언을 많이 수록하여 민족지의 진면모를 보 

여준다. 예를 들어 씻김굿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게 된 경위에 얽힌 제보자의 

발언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우리는 중요무형문화재로 인정받기 위해 거의 십 년 이상을 준비했어요. 우리 

를 널리 얄리기 위해서 많은 축제에 참여했지요. 의식에 쓰이는 사설을 담은 책을 

그동안 썼는데， 이 책은 아마도 불교도에 의해 쓰여진 것 같아요 10년 전부터는 

불교 사설을 별로 쓰지 않았었는데， 학자들이 이런 사설들을 부르라고 부추기더 

군요 많은 부분이 잊혀졌거나 쓰이지 않았지요. 어떤 민속학자가 말하기를 우리 

가 원형을 연행한다면 아마도 인정받을 수 있을거라더군요. 학자들은 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것들이 없어진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고 

한답니cj-(Howard 1989: 245 , 펼자 번역). 

Howard에 의하면 진도에서도 씻김굿이 점차로 잊혀지다가 1980년 중요무형문 

화재로 지정받으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박미경의 연 

구에서 소홀히 한 음악사회학적인 부분이 Howard의 연구에서 밝혀진다. 

한국음악학에서 읍악민족지는 주로 굿음악을 대상으로 한다 필자는 1998년 3월 

부터 2000년 12월까지 인천에 거주하는 황해도 무당을 집중적으로 현지조사하여 

강신무의 제례에 나타나는 음악과 상징성에 대해 연구하였다(이용식 2002) . 장휘 

주는 이와 비슷한 시기(1997-2001년)에 동해안 무당을 현지조사하여 경상남 · 북 

도 굿음악을 비교연구하였다(장휘주 2002) . 이렇게 음악민족지가 무당이라는 전문 

음악가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무당이 우리 사회에서는 “살아있는” 문화 전통 

(living cultural tradition)을 계승하는 거의 유일한 집단이기 때문이다. 한국 굿에서 

연행되는 음악은 “한국기층문화의 음악어법" (이보형 1992b: 79)을 지니고 있고， 

굿에서 연행되는 춤이나 다른 제례적 성격에서도 우리 민족의 가장 원초적인 민족 

정서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이용식 2002: 2) 왜냐하면 굿은 우리 민족의 가장 

오래된 종교의례이고 무교(맨敎)는 종교의 속성상 외부의 영향을 가장 완강히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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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면서 그 정체성(identity)을 지키는 문화요소이기 때문이다 15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정서와 예술을 간직한 굿음악은 한국음악학자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연구대상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음악학에서 음악민족지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가장 시급한 점은 

연구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우리 음악학계에서 1년 

이상의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현지조사(intensive field work)는 거의 굿음악에 편중 

되어 있는 실정이다. 민요와 풍물과 같은 기충음악어법을 이루는 음악장르 뿐만 아 

니라 판소리 · 산조 등의 민속예술음악(folk art music)까지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음 

악 분야에 대한 음악민족지가 쓰여져야 할 것이다. 우리 음악학계에서 민요는 가장 

인기 있고 중요한 연구대상이며 최근까지도 민요의 음악적 분석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민요와 같이 현장성이 중요한 음악을 연구하면서 그 음악 

이 연행되는 현장을 체험하지 않은 이론은 공허한 메아리일 수 있다. 민요는 인간 

이 만드는 가장 원초적인 문화적 산물이기 때문에 민요가 연행되는 문화맥락에 대 

해 정확히 파악해야만 민요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가능한 것이다. 이에 대해 

MBC 민요대전 사업을 지휘하며 10년 동안 전국의 민요를 채집한 최상일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구전민요는 민속음악의 한 갈래이자 구비(口陣)문학의 일부분으로 우리 민족 

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자료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동안 우리 민요에 

관한 기록과 연구를 너무나 소흘히 해왔다.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단점이 ‘기록을 

하지 않는 것. 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우리의 전통 문화를 기록하고 보존 · 연 

구하는 데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다. 다른 민족에 결코 못지않은 훌륭한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 민요를 찾는 일은 잃어버린 역사와 더불어 

민족의 자긍심을 되찾는 일이다 우리는 민요를 통해서 때묻지 않은 우리 민족의 

본래 모습을 새삼스럽게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우리 역사가 왕조사 위주 

의 기록이었다면， 민요를 비롯한 민중 문화에 관한 연구는 비어 있는 사회 · 문화 

사를 채워 넣는 작업이 될 것이다(최상일 2002: 29-30). 

15 무교가 외래종교인 불교와 유교의 영향을 받은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그러나 어느 문화에 

서나 토착종교는 외래종교가 수입되면 어느 정도의 영향은 받기 마련이며， 그렇게 해야만 변화하 

는 시대에 부응하면서 생존할 수 있다. 무교가 외래종교의 영향을 받았지만 토착문화를 간직하고 

있다는 것은 무당의 무가(띤歌) 사설에서도 드러나며， 다른 음악장르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복 

잡 다양한 장단에서도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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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음악민족지가 추구해야 할 부분은 인접학문과의 연계를 통하여 보다 

종합적인 (holistic) 민족지를 작성하는 것이다. 민속학 · 인류학 국문학계 등에서 

는 사라져가고 있는 민속문화의 기록화 작업을 위해 분주하게 일하고 있다. 이런 

프로젝트에 음악학자가 참여하여 음악부분을 담당하는 것은 보다 완성된 민족지를 

작성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16 그러나 현재까지 이런 프로젝트는 대부분 단기간 

의 현지조사에 의존한 보고서라는 점에서 그 한계를 벗어나지 봇한다. 강원도 민요 

를 20여년 동안 조사하면서 민요 연구를 하고 있는 강등학은 다음과 같이 장기적인 

현지조사를 통한 학문의 성취를 말한다. 

필자의 강원도 민요조사는 1982년 1월 정선군 동면 일대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리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강롱시 민요를 조사하고 있다 따지고 보니 , 만 

20년의 세월이다 사정은 해마다 다른 면이 있었지만. 지난 20년 간 녹음기를 들 

고 일년에도 몇 차례씩 이곳저곳을 쏘다니는 일이 많았다 그 동안 만났던 제보자 

들의 수를 정확히 가늠할 수는 없지만， 녹음테이프는 그들의 목소리를 간직한 채 

연구실 곳곳에 쌓여 있다 

지난 20년 사이에 수집된 자료들은 그 간 펼자의 민요연구에 밑거름이 되는 자 

원이었다. 강원도 민요조사를 통해 박사학위논문도 썼고， 단행본 저서도 냈고， 또 

민요의 일반이론도 창출하여 학계에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이다(강둥학， 이영식 

2002: 3). 

민족음악학자는 음악을 한 사회의 문화적 산물(c버tural products)로 여기기 때문 

에 음악과 그 문화적 맥락(cultural context)을 연구한다. 민족음악학자가 음악의 문 

화적 맥락을 연구하기 위하여 행하는 첫 번째 연구 단계가 현지조사다. 우리는 서 

울의 어린이들이 껴떤” 노래를 부르는지 직접 현지조사를 안 해도 알 수 있다. 다 

른 학자들이 수집한 자료를 참고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어린이들이 그 노 

래를 “왜” “어떻게” 부르는지를 알고 싶으면 반드시 그 어린이들이 그 노래를 부르 

는 현장을 경험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조사는 “살아있는” 음악을 연구하 

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 

현지조사를 마친 민족음악학자는 연구 대상이 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행하는 모 

든 음악활동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는데， 이것이 음악민족지(音樂民族誌 

16 이런 작업은 그동안 이보형이 주도적으로 해왔다 문화재관리국에서 발간한 『한국민속종합 

조사보고서』와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의 음악 부분은 대부분 이보형에 의해 쓰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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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ethnography)다. 음악민족지는 현지조사의 결과물일뿐만 아니라 이후 민족 

음악학자가 이론을 정립하기 위한 토대가 된다. 민족음악학자의 음악민족지에는 

인류학자의 민족지에 비해서 한 가지가 더 추가되는데， 인간의 문화 생활을 기록하 

는 인류학자의 민족지에 비하여 민족음악학자의 음악민족지는 음악 활동뿐만이 아 

니라 실제 어떤 음악이 연행이 되는지를 채보한 악보를 포함한다. 

충실한 음악민족지가 작성되면 민족음악학자는 이를 토대로 음악과 문화를 분석 

해서 하나의 이론을 세운다. 음악민족지가 잘못되면 민족음악학자의 이론은 토대 

에서부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이론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 즉， 토대가 건 

실하지 않은 이론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충실하고 

세밀한 음악민족지가 필요하다. 살아있는 음악 문화(living music culture)를 이해 

하기 위해서는 현지조사와 이를 통한 음악민족지의 작성 ,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하는 

이론 정립의 단계를 밟아야 하는 것이다. 

한국음악학계에서 가장 미진한 부분 중의 하나가 음악민족지의 부재이다. 충실 

한 음악민족지가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음악 문화에 대한 변변한 이론이 정립되 

지 않는 것이다. 또한 음악민족지가 없기 때문에 후학들이 이미 “사라진” 음악 문 

화를 추적하는 작업이 불가능하다. 올바른 음악이론의 정립을 위하여 이제라도 충 

실한 현지조사와 이를 토대로 한 세밀한 음악민족지의 작성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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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Musicology and Music Ethnography 

Yong-Shik Lee (Yong-In University) 

Most scholars agree that Korean musicology is divided into two disciplines; 

historical musicology and ethnomusicology. The object of the ethnomusicology is folk 

music which has an oral tradition. Therefore, the ethnomusicologist has to conduct an 

intensive field work and to describe the events s/he has observed in the field. The 

description of those events establishes the basis of ethnography of music. As Anthony 

Seeger argues, musical transcription is "the representation (writing) of sounds" while 

the ethnography of music is "writing about the ways people make music" (Seeger 

1992: 88-89) The ethnography of music is distinct from the anthropology of music. The 

former is "the writing down of ideas about people's musics without any required 

theoretical referent" while the latter is "the application of a particular set of theories 

about human action and history to musical processes" (Seeger 1991: 346). 

The earliest ethnographical records about Korean music can be dated back to the 

2nd or 3rd century B.c.E.; a Chinese scholar wrote about musical events performed in 

ancient states in the Korean peninsula. Koreans produced countless number of 

historical records which include musical events. For instance, a 12th-century scholar 

wrote about the shaman performance held in the capital. The record shows that the 

shaman performance is strikingly similar to that of today's spirit-descended shamans 

in the nor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Yi Hye-gu's account of a shaman performance in 1944 could be the first "modem" 

ethnographical record about Korean music. His description includes the order of the 

shaman ritual, the drawing of the shrine, shaman paintings, and the arrangement of 

the altar. Yi also provides the musical transcription of various rhythmic patterns 

performed during the ritual. In short, his ethnography is valuable because it shows 

the shaman performance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in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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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 Man-yeong and Yi Bo-hyeong are the leaders in Korean ethnomusicology who 

devote themselves in conducting extensive field researches and writing the musical 

ethnography. Based on their field work on the folk song and the shaman music, they 

established musical areas to permit generalization over a larger cultural area in Korea. 

Those who have studied in the Western ethnomusicology are the first scholars to 

conduct an intensive field work concentrating on a single subject and to produce 

ethnographical monographs. For instance, Lee Byong Won's study of Korean 

Buddhist music (1974) draws mainly from his field work including personal 

observations, interviews with Buddhist musicians, private tutelage and analysis of 

taped musical examples. 

It was the 1980s that the Korean musicologists attempt to describe musical events in 

detail based on their intensive field work. Park Mikyung (1985) and Keith Howard 

(1985) conducted intensive field works on Jindo Island, the southern tip of the Korean 

peninsula. Although the two conducted the field work at the same spot at the same 

time, the result of the two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While the former concentrates 

on the musical creativity of shaman musicians of the island, the latter is more 

interested in the sociological aspects of the musical event and musician network on 

the island. Park's study focuses on the musical analysis of gathered materials; 

Howard's description includes so many accounts of local informants to study "both 

context and sound, that is, both the process and product" (Howard 1989: v). As 

Howard points out, there is "a virtual avoidance of musical context - details about 

the places where music was performed, who performed it, and what occasions they 

performed it for" (ibid.: v) in Korean musicology. 

The tradition to write the shaman performance in Korean musicology has been 

continued. I wrote my dissertation about the Hwanghae Provincial shaman ritual 

music based on my intensive three-year field work (Lee Yong-Shik 2(02). Jang Hwi-ju 

conducted an intensive field work about shaman musicians on eastern coastal area 

and wrote her dissertation about the shaman ritual music Gang Hwi-ju 2(02). Since 

the Korean shamanism preserves the primitive ethos or the grass-root of the national 

ethos of the Koreans and the shaman ritual music maintains a fundamental musical 

grammar that supports the underlying Korean cultural pattern, Korean shamanism 

and its music is one of the most attractive study objects for many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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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ologists. 

I propose two approaches that the Korean musical ethnography should intent in the 

future. Firstly, we should broaden the object of our study. As I mentioned in this 

article, most of intensive field works are focused on the shaman ritual music. We 

should be interested in other folk musical genres such as folk songs and farmers' band 

music as well as folk art music such as pansori (epic vocal genre) and sanjo (solo 

instrumental music). Secondly, we should cooperate with scholars from other 

discipline in order to produce a holistic approaching ethnography. Folklorists, 

anthropologists and literature specialists have been conducting field research and 

working for the documentation of disappearing cultural assets. We musicologists 

have to join them to conduct cooperative field research and compose a thorough 

ethnography. 

Since music is "a system of communication involving structured sounds produced 

by members of a community that communicate with other members" (Seeger 1992: 

89), a musicologists should study music in its cultural context. Understanding of a 

musical system requires intensive knowledge of it. Therefore, it is the 

ethnomusicologist's duty to write the ethnography of music which is related to in

depth, first-hand knowledge of the musical tradition and the society of which it is a 

pa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