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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에서의 민족지  비 지조사에 기반하여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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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인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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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세계 음악 교육, 대중음악 교육, 다문화음악 교육, 아프리카음악 교육,

비교음악학, 월드뮤직

본고는 탈구화하는 음악 교육 환경에 있어 음악과 세계음악 교육과 

련된 이론  쟁 들을 재고찰해 보려는 의도에서 작성되었다. 이 탈구화라

는 것은 세계화라는 사회변화의 맥락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로서, 우리가 

음악 교육을 통해 성취해야 할 역량으로 제시되는 ‘도덕  세계시민으로서의 

경험’이라는 것과 맞닿아 있다. 이 듯 타자의 음악문화를 연구한다는 것은 

본질 으로 비교의 방법론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지만, 비교방법론을 다루는 

다양한 학문들이 제국주의, 식민주의와 같은 역사특수  이원론(지배자와 하

주체) 구조 속에서 다소 굴 되었다는 상황 인식이 본 연구의 동기가 되었

다. 각론에서는 이러한 지배/ 항의 고답  이분법을 떠나, 학교의 교실이라

는 유형학  공통 을 배경으로 한국과 서아 리카 그리고 북서유럽의 사례

들을 비교문화 으로 제시하고 그를 바탕으로 기존의 제국주의식 교육구조와

는 다른 안 , 립  의미에서 세계  경험을 구체 으로 제안하고자 하

다. 연구 과정에서 세계음악, 민속음악, 음악 교육의 거 에 해 묻는 

인식론  연구 질문으로 우회하게 되었다. 제시된 한국과 감비아, 세네갈, 스

웨덴의 각 사례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  양식의 유지와 근 화, 화라

는 탈구  맥락 앞에서 편화된 존재로 여겨지는 하 주체인 개별행 자

(human agency)가 어떻게 자신들의 바운더리를 형성하며 음악이라는(비

종교 , 비정치 ) 일상  맥락에서 어떠한 선택과 회피 략을 통해 정체성의 

정치학을 구성해 가는가를 교육학 인 시각에서 일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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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의를 시작하며

본고는 탈구화하는 음악 교육 환경에 있어 음악 혹은 세계음악

과 련된 이론  쟁 들을 재고찰해 보려는 의도에서 작성되었다. 

이 탈구화라는 것은 세계화라는 사회변화의 맥락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로서, 우리가 음악 교육을 통해 성취해야 할 역량으로 제시되는 

‘도덕  세계시민으로서의 경험’이라는 것과 맞닿아 있다. 이 듯 타

자의 음악문화를 연구한다는 것은 본질 으로 비교의 방법론을 내포

하고 있는 것이지만, 비교방법론을 다루는 다양한 학문들이 제국주의, 

식민주의와 같은 역사특수  이원론(지배자와 하 주체) 구조 속에서 

왜곡되었다는 인식이 본고의 동기가 되었다. “물론 지배와 항은 항

상 으로 같이 다니는 것이지만, 항이 그 지배에 한 극명한 안티

테제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며 지배가 그 로 철되는 것도 아니다. 

지배는 항의 언어에 침투해 들어가고 항의 언어 역시 의식화와 

새로운 헤게모니를 막을 수 없다”라는 코마로 (Comaroff, 1991)의 언

명처럼, 본고에서는 이러한 지배/ 항의 고답  이분법을 떠나 구체

인 각론으로서, 학교의 교실이라는 유형학  공통 을 배경으로 한국

과 서아 리카 그리고 북서유럽의 사례들을 비교문화 으로 제시한

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제국주의식 교육구조와는 다른 안

, 립  의미에서 세계  경험을 제안하고자 연구에 착수하 고, 

연구 과정에서 세계음악, 민속음악, 음악 교육의 거 에 한 

회의 인 연구 질문으로 우회하게 되었다. 제시된 한국과 감비아, 세

네갈, 스웨덴의 각 사례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  양식의 유지와 

근 화, 화라는 세계화의 맥락 앞에서 편화된 존재로 여겨지는 

하 주체인 개별행 자(human agency)가 어떻게 자신들의 바운더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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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며 음악이라는(비종교 , 비정치 ) 일상 맥락하에서 어떠한 

선택과 회피 략을 통해 정체성의 정치학을 구성해 가는가를 교육학

인 시각에서 살펴보려 한다. 그를 바탕으로 기존의 제국주의식 교육

구조와는 다른 안 , 립  의미에서 세계  경험을 제안하고자 

한다. 음악문화비교의 목 은 결국 타자의 문화에 비추고 상호텍스트

으로 성찰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보다 확고히 알아가는 데 있기 때

문이다.

주지하다시피, 교과과정의 국가별 비교는  새로운 연구과제가 

아니다.1) 기존의 교과과정이 변화되는 과정 각각을 하나의 각론으로

서 살펴보는 과정은 기왕에 된 선행연구들을 통해 논의된  있

으므로, 본고에서는 몇몇 주요 학술어의 기술  정의와 련된 개념

·이론  쟁 들을 유형론 으로 짚어보는 선으로 그 범주를 한정하

고자 한다.2) 다만 총론이라고 할 수 있을, 총체  화들이 학문 공동

체 내에 발될 수 있기를 바라는 심정이다. 

1) 음악 교육에 있어 재즈학(Jazz Studies)의 교과과정과 련된 논의는 본 논문

에서 우회하도록 한다. 필자의 다음 논문을 추천한다. 김책, ｢변화하는 음악 

교육 환경에 있어 한국 재즈학의 치와 의미론에 한 성찰(A Reflective Essay 

upon the Location and Semantics of Korean Jazz studies in the Challenging Context 

of Popular Music Education)｣,  음악 No.22(2018), 한국 음악학회, 167∼

194쪽. 

2) 하지만 쟁 직후인 교수요목기 시 부터 바이올린 연주가 교과과정에 출 하여 

나타나는 등, 실 인 맥락성을 답보하지 않은 교과서의 단순 비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등 많은 맹 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런 제하에서는  세계의 

음악 교육 심지어는 민속음악과 음악 교육마 도―상 으로― 동소

이하게 교육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회의를 품게 

되었고, 실제 필드워크에 착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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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국주의식 타문화음악 교육과 백화점식 비교음악 교육

우리에게 익숙한 체 으로 -미권의 음악 혹은 세계음악 교

육 사례들은 우리와는 매우 다른 형태로 이루어져왔다. 체 으로 

에는 제국을 경 했던 국을 비롯한 미권 지역의 교과과정 분

석이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 인구 소국으로서, 

에 정체성이 구성된 경우에 해 많은 비교 연구가 선행하여 이

루어져왔다. 컨  월드뮤직차트가 처음 탄생한 국의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는 렴치한 구호가 상징하듯, 앙-제국에서 다양한 

지역-피식민 신민의 음악문화를 수집한다는 념에 기반한, 미의 

백화 식 세계음악 교육들은 체 으로 우리 사회에 익히 소개되었

으므로, 본 연구에 있어 연구자는, 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간직한, 좀 

더 변방의 들에 착안해 보고자 하 다.3) 그 방법론으로는 발로 뛰는 

민족지  방법론을 통해 경험 인 연구와 담론분석을 병행해 소개해 

보려 한다. 민족지  방법론을 사용한다고 해서 반사 으로 질  연구

인 것은 아니다.4)

2.1.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서의 세계음악-대중음악 교육의 목적

먼  비교문화  맥락에서의 논의를 해, 호퍼(Hoffer, 2001)가 지

3) 아울러 부수 으로 음악 교육을 사회의 민속음악, 즉 의에 있어 도시

민속학 인 에서 악해 보려는 시각 한 일럿 필드워크 내내 유지하

으나, 이는 추후의 별도의 논술로 발표할 기회를 기약한다.

4) 본 개념과 쟁 에 한 논의는 졸고 김책, ｢2017, 한국 음악 교육연구에 있어 

질  연구의 치와 의미론에 한 일고찰: 민족지인가 문화기술지인가 에스노

그라피인가｣에서 상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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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문화음악 교육의 장 들을 상기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논의를 음악 교육이라는 각론에 치환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음악의 교육  의미와 효용은 기존의 세계음악 혹은 다문화음악 교육

이라는 키워드라고 회자되는 장 들과 상당 부분 을 가진다.5)

◉ 세계음악을 통해 간문화 이고 인종통합 인 교육의 가능성을 논

의한다. 

◉  세계의 다양한 음향  사건들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

가 있다. 

◉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배움으로써, 타자의 음악이 자문화의 것

들만큼이나 세련되고 고양된 음악이라는 것을 이해함으로 자문화

심주의에서 벗어나 문화상 주의와 역사특수주의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

◉ 분업화된 서양식의 음악생산방식뿐만 아니라 즉흥연주, 다양한 형

태의 연주, 연행, 의례 등 음악을 만드는 다양한 방법에 해 이해

할 수 있다. 

◉ 다양한 음악  유연성을 기를 수 있고 더 나아가 이질 인 문화를 

자기화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 호퍼(Hoffer, 2001)가 지 한 다문화음악 교육의 장

5) 음악의 교육이라는 주제만으로도 혹은 재즈학이라는 주제만으로도 범

한 연구목록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다만 우리의 음악 교육과 가장 비되는 

문화의 사례들을 제시해 보고자 하 다. 본고에서는 그러한 의미에서 다양한 

자정학 , 역사  배경을 가진 지역들을 순수하게 비교해 보는 목 을 갖고 진행

되었다. 이러한 유형학  구분은 다소 거친 논리  도약을 노정하고 있는 것임을 

시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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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인간, 자아정체성, 다원적 가치, 인류문화, 세계시민, 배려와 나눔

앞의 실로 다가온 인종  다양성 심지어는 갈등과 균열을 타개

하기 한 방식으로 발달한 미식의―혹은 제국을 경 한 국가들 방식

의 백화 식―다문화 교육과는 달리, 교실에서 다양한 피부 환경이 존

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왜 비교문화  6)에서 음악 교육을 

연구하고 주창하고 실시하여야만 하는가, 라는 우문을 제안하며 논의

를 시작하려 한다. 다시 말해, 다문화 교육의 당 성과 필연성을 경

쟁화하고 탈구화된 세계에서의 생존이라는 신자유주의 인 뉘앙스와

는 다른, 보다 일반 인 교양학과(liberal arts) 모티 에서 발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2.2. 변화하는 성취역량

해방 이후 교과서를 심으로 학교 교육과정의 변천 과정을 연 기

으로 살펴보면서 에 띄는 지 은 의  의미를 가지는 개념들이 

별도의 논의 없이 통용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맹 은 학문공동

체의 연속성을 하하는 요인이 되곤 한다. 컨  ‘문화’와 ‘도덕’이

라는 술어들의 개념이 그러하다. 본고에서는 ‘문화’와 ‘도덕’ 개념의 

의미 변화의 재맥락화에 해 언 하고자 한다.

6) 사실상 사회과학에 있어 다문화의 문제는 지엽 인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사범

학에 있어 부분의 사회과학  방법론과 사고방식에 익숙한 이들의 연구의 

상당 부분이 이러한 분야와 연 되어 있는 듯 보인다. 이는 사범 학의 특수한 

연구환경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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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표에 열거한 단어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성취 기 으로

서 강조되는 키워드들이다. 문화 이라는 말이 다의 으로 통용되고 

있다. 에 언 한 구체 인 교육과정의 성취 기 들이 보여주는 연결

들을 통해 역량 주의 교육은 텍스트주의에서 맥락주의 인 경향

으로 연결되는 이론  쟁 들의 해석학  순환과 연 되어 있다는 

에 착안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행 교과서와 교과과정의 근간

을 이루고 있는 듯 보이는, 같은 기능을 가진 민속음악( 컨  자장가나 

노동요 등)과 다른 지정학  지역, 다른 문화의 음악들을 병렬 으로 

나열하는 서술 방식은  선진 이지 못하다.

자문화와 타문화에 한 확고한 개념을 가지고 비교문화  방법론

으로 음악을 살펴보는 것은 이 에 비해 진일보한 부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음악문화 비교의 맥락을 교육하기 해, 다양

한 문화를 병렬 으로 텍스트화하는 것은, 근 의 제국주의  비교

음악학의 개념에 매몰되어있는 것이며, 아직 우리의 학교와 사회가 

세계음악 혹은 월드뮤직의 범주와 의미에 해 온 한 교육을 제공할 

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계층의 

음악문화를 비교함으로써 사회의 불평등을 인지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을 때야 비로소 도덕  세계시민으로서 손색없는 온 한 음악 

교육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3. 순수와 오염: 민속음악과 대중음악-정격성과 혼종성

이제는 우리가 이 듯 ‘다양한 타자의 음악문화를, 세 을 들여 가

르치고 배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

는가’라는 당 론  총론  질문이 ‘국가 수 , 시·도 교육청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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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기  수 , 학  수 , 교사  학생의 의식 수 에서는 어떠

한 방식으로 성립되어야 하는가’라는 보다 형이하학 인 각론  질문

으로 발 해야 할 때라고 진단된다. 아울러 교육의 주안 에 있어 

다양성 심에서 지 와 의미론 심으로, 정체성과 정격성 심에서 

정체성의 , 갈등, 이주, 맥락 심으로 변화하는 이론  쟁 의 

과정을 짚어볼 시기라고 제안하고 싶다. 정체성의 다양성을 이해시키

는 데 장 을 두어왔던  세 의 음악교육학과 함께 정체성의 변화

에 따라 서로가 서로를 정의하는 방식의 변화를 나타내는 상호주  

인식론의 개념이 가장 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서양

음악 일색인 재의 교과과정 내에서 음악의 사회문화  설득력

은 한층 더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음악문화의 지정학  다양성

을 막연하게 체험해 보는 지난 세 의 패러다임에서 한 걸음 더 진화

하여, ①불평등과 비 칭7)을 인지하고, ②그것을 극 으로 발언하

며, ③오염되지 않은 순종이라는 개념에 매몰되지 않고, ④기나긴 디

아스포라 역사의 수 바퀴를 이해하도록 보다 극 으로 발을 내딛

을 때일 것이다.

아울러 고등교육 체계 내에서 음악을 음악 학의 공 교육으

로서 혹은 인문학의 일환으로서 간헐 으로 목격해왔으나, 최근에 들

어 등학교의 교과과정에서도 다양한 문화의 음악이 가진 다양

한 특질들(이주, 문화 변, 즉흥연주, 신 륙음악, 다문화음악으로서의)이 

교육학 으로 극 으로 수용되는 변화 속에서 이제는 음악문화에

7) 선진국, 개발도상국이라는 말은 사실상 어의 developed country를 번역한 표

들이다. 이러한 단선진화론  역사 은 서구인들의 사고방식에 있어 뿌리 깊다. 

를 들어 동시 의 타문화인을 보고 시간 개념을 끌어들여 ‘원시인’이라고 칭

하는 식의 들을 상기해 보면 이해하기 수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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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순수와 오염을 구분하고, 원형을 찾아내고자 하는 본능에 매몰되기

보다는, 음악의 총체 이고 모호한 치와 의미론을 통해 교육과 

문화 달이라는 기본 인 테제들과 연계한 존재론과 인식론을 다루

어야 할 지 에 다다르게 되었다는 을 상기하며 음악과 민속음

악의 거 에 한 연구 질문이 우리 사회에 필요함을 설득하고자 

한다.

2.4. 비교음악학적 음악 교육의 과거와 현재

독일어권 음악학의 아버지라 부르는 귀도 아들러의 체계음악학의 

입장에서 보자면 오늘날 우리가 정의하는 세계음악 는 월드뮤직이

라는 것은 종족음악학의 상, 즉 그들의 입장에서 보아 타자인 비서

구음악의 총체이다. 에서 언 했듯이 비교음악학의 모습은 20세기 

후반 들어 서구의 음악학자가 비서구의 음악문화를 연구하는 것으

로 정형화되었고, -미식의 문화특수주의 인―소  문화백화 식의

―사고성향이 학계의 패권을 장악하게 됨에 따라, 비교음악학이라는 

것은―제국주의와 착취를 은유하는―매우 부정 인 의미를 내포한, 

차 으로 폐기되어 가는 이론  지향으로 회자되어 왔다. 

다만 국내의 연구 상황에서는, 제국을 경 한 경험이 있는 서구 국

가들의 제국주의  비교음악학과는 사뭇 다른  개념(상호주

)으로, 국악이론가들이 주변 아시아의 음악문화를 연구해 왔는데(이

용식, 2012), 이러한 한국음악학의 비교음악 개념에서 동기를 얻은 연

구자는, 이 시 에서 민족학 개념에서 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자

문화를 바탕으로 한 타문화와의 비교라는 립 인 근본 개념에 다시

 착안해 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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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기능주의 으로 고립된 원시사회의 ‘정격성’에 해 연구하

던 비교음악학의 기 연구방법론은 차 으로 폐기된 듯 보이며 음

악 교육의 의미론에 한 새로운 연구물음들이 요구되고 있다. 그 

개의 방법론으로는, 기본 인 패러다임이나 이론체계가 극복되기보

다는 문화의 비교라는 일반 인 이론에 기반하여, 연구하는 자와 상

이 서로를 상호 정의하는 방식에 한 끊임없는 상호텍스트  성찰을 

통해 진 인 학사(學史)의 발 을 일구고 있다. 이 듯 변화하는 

 한국 음악문화의 환경 속에서 정체성, 정격성(authenticity),8) 인종성

(ethnicity),9) 혼종성 등의 의미론이 과연 사회맥락의 변화에 비례하여 

실성 있게 재구성되고 있는지에 한 이해와 타 을 얻는 것이 

본고의 목 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순수한 근 의 음악을 연구한다

는 념에 머물러 있던 민속음악 연구 역시 자문화, 상 문화,  

복합 사회의 문화 등을 다루게 된 오늘날에 음악과 민속음악의 

이분법은 재고찰되어야 한다고 단된다. 실제 이러한 경향 때문에 

한국에서의 음악 교육은 포  음악성이 강조되는 이론  경향과는 

달리, 등학교의 음악 교육  고등교육의 학제 시스템에 있어 

음악과 민속음악의 이분법이 극단 으로 유지되고 있다.

논의에 사용된 사례들은 서아 리카의 감비아와 북서유럽의 스웨

덴의 문헌과 질 인 민족지  인터뷰 사례들로서, 역사특수  맥락에 

의해 이러한 경계가 느슨해진 경우들로 악된다. 한국과 감비아, 세

네갈, 스웨덴의 각 사례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  양식의 유지와 

근 화, 화라는 탈구  맥락 앞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바운더리를 

8) 문맥에 따라 원형성이라고 칭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9) 문맥에 따라 종족성, 민족성 등의 칭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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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며 음악이라는 (비종교 , 비정치 ) 일상 맥락하에서 어떠

한 선택과 회피 략을 통해 정체성의 정치학을 구성해 가는가를 보여

다. 

3. 학교교육의 일환으로서의 대중-민속음악 교육

음악 교육이란 우리가 일상 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범 한 상

이다. 실제로 문화의 달 과정 일반을 교육으로 해석하는 의  시

각에서의 이론  성과도 사회과학  혹은 어도 질  연구의 배경을 

가진 이들에게는 낯설지 않은 것들이다. 하지만 음악 교육의 부분 

상은 아직도 제도권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의 계를 통해 이루어지

고 있다, 따라서 이 에서는 소  학교의 음악 교육이라는 것에 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민속음

악과 음악의 본 와 의미론에 한 연구 질문들을 다루고 있다는 

음악 교육 반이라는 념  주제를 다루기보다는 제도로서 마

련된 교과과정이라는, 학교 교육 세 (세 을 투입하는 요한 사회  

행 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지는)에 한정해 살펴 으로써 비교의 칭성

과 실성을 획득하고자 한다.

다시  ‘학교’에서 왜 음악을 (세 을 통해  국민이 배워야 하는 과목

으로서) 다 야 하는가, 라는 본령으로 돌아와보자. 이것은 인류가 왜 

음악을 가르치고 배우고 (정보, 역량, 지식, 기술, 감수성의 형태로) 다음 

세 에게 달해야 하는가 하는 본유 인 질문과는 사뭇 다른 문제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례에서는 학교 환경(school setting)으로 

주제를 한정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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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서아프리카 사례: 사회로부터의 승인(문화 전달)과 교과과정으로

서의 민속음악

료들의 단편  인식과는 사뭇 다르게도, 음악교과서만으로 음악

교과의 내용이 결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음악교육학은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고 로부터 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화권과 

시 에서 음악과 음악을 가르치는 일은 가치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 듯 음악교과 그리고 교과과정의 내용은 여타의 학문분과와

는 달리 ( 요한 자연과학  발견처럼) 단순히 이론 으로 가치 있는 내

용이 사회 으로 번성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  맥락과의 상호작

용 속에서 의사소통 역량(communicative competence)을 획득하고, 제도

, 법률 , 문화  승인을 얻게 될 때야 비로소 온 한 교과서, 교과

과정, 범교과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임을 상기하고 싶다.

3.1.1. 현장연구: 감비아공화국 (학교)민속-대중음악 교육의 특징

서아 리카 사례  감비아 공화국은 공립 , 등학교 교과과정

에 음악교과가10) 편성되어 있지 않다(Drammeh, 2015). 이 이 우리나

라의 학생들이 경험하는 민속음악 교육과의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

일 것이다. 이웃한 세네갈의 경우에는 학교에 음악교과는 존재하지만 

부분이 서양 술음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우리가 민속음악 혹은 

10) 아울러 연구자가 감비아의 음악문화를 연구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그 자체

가 목 이기도 하지만 근본 으로는 비에 비친 나 자신의 종족(ethnic group)과 

음악문화를 이해하는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의 비교라는 이론  쟁 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 비교음악학에서 언 했던 쟁 과 연구 질문들을 유지하

기 해 ‘학교에서의 공 인 교육’으로 그 범 를 한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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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이라고 부를 만한 실체들은 의의 문화 달을 통해 학교교

육의 칭으로서 악되는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문화 승은 소  (자연 이라고 칭해지는) 다양한 사회 , 인  네트

워크에 기반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감비아에 우리

가 생각하는 의미에서 음악 혹은 실용음악 혹은 재즈학 련 교

과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와 련한 공식 인 음악 교육기 도 존재하

지 않는다.

이런 사례를 해보지 못한지라 이 단계에서 연구자는 무척이나 당

황하게 되었다.11) 그 이유에 해서는 연구 질문으로 간직하고 있다. 

이것이 단순히 음악교과를 진행할 만한 여유가 없어서 다고 국인

들은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기 근 식 교육과정과 비교해 

볼 때 유의미한 설명이라고 동의할 수 없다. 음악 교육을 받아본 자로

서, 특정한 교구나 자원이 부족해도 인간의 목소리로 하는 연주, 즉 

노래와 그것의 분화된 형태인 창 합창 등으로 교과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12) 다만 서구의 음악 

11) 이 건강하지 못한 해안선에 치한 부분의 국가들이 그러하겠지만, 감비아의 

통음악문화와 타자인 유럽인들의 음악문화의 문화 변은 체 으로 비자

발 인 동기에 의해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 식민주의자들에 의해 근 식 교육

이 자리 잡았다. 이 은  세계 인구의 90%가 경험한 보편  경험이다. 연구

자는 이 시 에서 항과 분노보다는 순수한 비교의 방법론을 견지해 보고자 

한다. 감비아의 음악 교육은 감비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루어졌다

고 해야 할 것이다. 한 감비아 음악 교육의 역으로는 언어, 복식, 춤, 의식주

에 이르는 모든 것들이 총체 으로 해당된다는 원론 인 수사학을 되풀이해야 

할 것이다. 

12) 반사 으로 우리의 일제 강 기의 상황을 비교해 보았다. 우리의 경우 아래의 

표와 같이 실제로 음악은 아니지만 학년은 유희, 비교  고학년은 창가라는 

명칭으로서 성악만으로 구성된 교과과정이 편성되었다(이강숙·민경찬 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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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반쥴 트라쿤다의 등학교 어퍼-베이직 스쿨(upper basic school) 정문

교육에 있어 소  에토스론으로 별되는, 좋은 음악과 나쁜 음악의 

이원론  사회분화가 재구성된 형태인 것은 아닌가, 라는 우문을 던져

보았다는 선에서 각설하고자 한다. 다만, 본고의 주된 질문  하나인 

음악 교육과 민속음악 교육에 부여되는 사회  당 성도 한편으

로는 이러한 념에 기반한 것은 아닐까, 라고 거듭 질문해 보았다.

3.1.2. 감비아 사립학교에서의 근대식 음악 교육

다만 감비아에 존재하는 사립 외국인 학교들에서 음악 교육들이 시

행되어 왔다. 감비아의 학교에서 이루어진 근 식 음악 교육은, 1921

년 수도 반쥴에 The Anglican Boys High School이 음악 련 교과를 

제공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학교는 이후 1959년 감비아 고등학교

로 개명하기 까지 유일하게 음악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 다. “성 

오거스틴 학교, 성요셉학교 등에서도 음악을 연주하 지만, 체 으

로는 통 -근  양자의 립이라기보다는,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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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Methodist boy’s high school 졸업사진(1958)

구분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Drammeh, 2015). 창기에

는 감비아의 근 식 학교에서도 이슬람식의 향을 무시할 수 없었고, 

음악교과나 범교과는 아니었지만, 연극 문학 활동의 일환으로서 합창

과 춤 등은 빠질 수 없는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경향은 두드러져 이후 

기독교계 인 웨슬리학교에서 유럽의 악 음악들을 처음으로 연주

하게 된다.

특히 수도 반쥴에 치한 크랩 아일랜드 고등학교(Crab Island secon-

dary modern school) 출신들이 많이 활동함으로써, 음악 교육 으로 매우 

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다양한 음악 활동과 연극 등의 공연 연희 

활동이 포함되었으며, 방과후 음악 교육의 개념도 이 학교에 처음 도입

되었다고 한다. 다만 체로 미션스쿨 계열 크랩 아일랜드 하이스쿨, 

뱁티스트 보이스 하이스쿨 계열의 국계 사립학교들에서 교과로 다

루어졌다. 세네감비아의 잼세션에서 만난 뮤지션들의 언으로는 이

들 자원이 오늘날 감비아 ( )음악 신에서 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고 한다(Omar Ndow, 반쥴 인터뷰, 2015).



탈구화된 -민속음악 교육 장에 한 비교문화  재고찰_김 책  111

<그림 3> Crab Island secondary modern school 졸업사진(1967)

3.1.3. 감비아의 대학 (고등)음악 교육

감비아의 경우 1990년  감비아 칼리지로 설립되어 2014년   

감비아 유니버시티로 개명한 최 의 학은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음

악 련 수업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 가는 곳마다 음악이 넘치는 환경

에 비해 이해할 수 없는 심정이다. 다만 사회학과에서 다양한 문화를 

비교문화 으로 연구할 연극이나 춤이 수반된 집단 춤을 연행하며, 

( )문학과에서도 연극과 음악 등의 공연 술과 련해 실제 활동으로

서의 연행이 수반된다고 한다(감비아 학교 교학과, 세라쿤다 캠퍼스 인

터뷰, 2016.11).

( )문학과에서 간혹 음악극을 다루는 경우가 있으며, 아 리카에서

는 문학과 음악이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간혹 퍼포먼스들이 벌어지곤 

한다. 캠퍼스에서 학생들의 모임이 있을 때면 음악과 춤이 항상 수반된

다. 음악교과들이 생겼으면 좋겠다(2016년 11월 4일, 감비아  부학장 

인터뷰, 감비아 학교 사이언스 앤 이노베이션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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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세네갈의 경우 랑스의 교육제도와 같이 직업교육을 한 고

등교육, 일반종합 학, 그랑제꼴(grand-ecole)의 세 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다.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의 명문 다카르 학교와 문화원 소재의 

그랑제꼴을 방문하 는데 실기교육은 음악원에서, 이론 교육은 종합

와 그랑제꼴에서 실시하고 있었다. 연구자가 방문한 기 을 보면 

종합  불란서의 그랑제꼴 형태로 된 랑스식 고등교육 시스템임을 

알 수 있다.13) 음악학교에서는 체 으로 서양음악을 교육하고 있었

다. 민속음악은 학교보다는 사회모임의 형태로 문화가 달되는 양상

을 보인다.14)15)

3.2. 감비아와 세네갈의 비학교 문화 전달 교육: 민속음악과 대중음

악의 준거점에 대한 의문

이번 비 지조사의 주안 은 자신들의 ‘종족성’( 컨  Mandinka

족이라거나 Wolof족이라거나 하는)과 근 국가(감비아인, 세네갈인이라고 

하는) ‘국민성’ 그리고 탈구화된 ‘세계시민성’이라는 다양한 정체성들

이 지인들의 민족의미론 인지체계 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

는지를 본질직 함으로써 근  서구화를 제로 하는 탈구화의 압

13) 고등 술원 Institut superieur des arts et cultures와 다카르 학교 아 리카 언어

센터를 방문하 다.

14) 만딩까 계열의 감비아와 다르게 월로 족 음악과 말리 족 계열의 수니  이슬

람 향이 짙다. 

15) 제국을 경 하지 않았고 피식민을 겪은 경우에는 이 월드뮤직 혹은 고유한 

음악이라는 것이 학술의 경우로까지 축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의 랜드화 

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듯 일견된다. 따라서 그에 따라 생하는 연구 

혹은 응용연구들의 경우에도 체 으로 문화콘텐츠론, 민속음악의 랜드화 

라는 신자유주의  과목들로 함축되는 듯 진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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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지연구 인 연구자     <그림 5> 인포먼트에게 소정의 사례  

력 속에서, 힘없는 편으로 간주되곤 하는 각 개인(human agency)과 

미시  공동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

며 한 항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 다(2015년도 필드노트 ).

학교 교실에서 세 으로 배우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음악 사회에 음

악 교육 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공립학교 세 의 교과로

서 음악 과목이 없을 뿐이지 학교 내에서 혹은 학교 밖에서, 다양한 

층 에서 문화 달로서 음악을 기꺼이 가르치고 배우고 있었다. 집단

생활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일은 항상 수반되며, 학교의 요

한 행사에는 항상 학생들의 합창이 있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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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반쥴 인포먼트 Omar Ndow(월로 족)와 

주요 연주장소를 방문－세 쿤다 거주, 가수

음악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불가능할 것이다. 연구자는 이것을 민속음

악이라고 불러왔으나, 이것은 메리 더 러스의 언 처럼 오염되지 않

은 순수한 것을 찾는 객들을 한 것으로 변화하 고, 기능 으로 

살아 있고 여 히 즉흥연주되는 민속음악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오늘

날 서구 사회 교육 분류의 기 으로는 음악의 사운드와 가깝다는 

단을 하게 되었다. 궁극 으로 우리의 분화(differentiation) 기 에서 

볼 때 세계음악이기도, 민속음악이기도, 음악이기도 한 것이다. 

이것이 ‘순종 혹은 고유한 것(indegenous)’을 최고의 가치로 교육받는 

 세 의 종족음악학  배경을 지닌 이들의 에는 이러한 들이 

간과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감비아의 음악 생산  소비는 아직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인도와 같이 라디오로 음악을 듣는 비율이 높지 않고 음악을 개인

인 취향물로 여기고 향유하는 정서가 바탕되어 있어, 불법복제품만 

끊임없이 구매하고 소비한다는 것이 인상 이었다. 인구가 많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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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세라쿤다 시장 지의 sunking 음반가게

－연구자가 필드워크를 하던 의자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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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Where did you learn all these drummings, then? 
인포먼트 Omar Ndow: from other musicians.
연구자 : me also.

(감비아 반쥴 세네감비아 퍼커션 잼세션에서)

아 리카는 종종 인도와 비교 상이 되곤 하는데, 작년을 상으로 

아 리카의 총생산이 인도를 제쳤다. 하지만 감비아는 인구가 160만 

명 남짓인 작은 나라인지라 같은 어권인 인도, 나이지리아, 자메이

카 문화의 향을 많이 받고 있다. 매 음반 부분이 불법 복제

된 제품들이며, 특히 나이지리아산에 의존  경향을 보인다. 반쥴 세

네감비아 스트리트에서 만난 유니티 스튜디오의 로듀서의 구술처

럼, “We, Mandinka people, inspiration’s already there. But no materi-

al”이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다.

3.3. 민속연희의 문화 접변 양상과 방법론: 월드뮤직인가 민속음악인

가 대중음악인가 1

통 인 민속연희의 요소들은, 비록 학교교육의 교과로서 제도화

되고 정교화되는 과정에서는 소외되고 주변화되었지만, 그와는 별개

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다음 세 들에게 달되고 있었다. 일례로 

Sabar Dance와 그에 수반되는 드럼군의 합주 등은 세네갈 수도인 다

카르 근교에 모여 서로의 음악  지식과 기술 그리고 감수성과 정체

성을 달하고 있었다. 다음 세 인 어린아이들에게 통  습에 

기반을 둔 복식과 민속연희들은 오늘날에도 매우 구속력을 가지며 다

양한 문화 변의 과정 속에서도 다음 세 들에게 달되고 있다. 젠

더에 따라 남성은 타악기, 여성은 춤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이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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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세네갈 수도 다카르 인근의 sabar dance and drum circle 

<그림 9> 재의 맥락에서도, 여 히 방송음악에 응용되어 연주되는 

통음악과 통 축제 의례를 비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세네갈 TV)

이었다. 한 소  민속음악의 성립배경이라 할 수 있는 정격성-

통성과는 칭  개념인 혼종  형태, 오염된(profane) 형태를 은유하

고 상징하는 음악인 음발락스(Mbalax)를 비롯한 세네갈 고유의 

음악 문법들 역시, 주변의 요한 재즈클럽과 잼세션 모임 등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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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세네갈 재즈와 음발락스의 성지인 수도 다카르의 재즈클럽 Billard

소이한 교육  방법론을 통해 상호주 으로 학습되고 변  

되고 있었다.

4. 스웨덴의 사례: 학교 시스템 내부에서의 음악 교육 변화 사례

한국 음악 교육의 경우―우리에겐 무 당연하지만―가장 큰 특징

은 체 으로 민속음악은 정식학교의 교과로, 음악은 사교육의 

역으로 하게 된다는 이다. 컨  학교에서 드럼이나 디제이 

박스 등의 교육이 제공되는 형태는 아니다. 이러한 이분법  념은 

매우 공고히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 장연구에서 가장 인상 인 부분은, 미권16)과는 다르게, 

존재하는 모든 유형의 음악들을 제도권 학교의 교과(공교육 시스템)로 

16) 미권 혹은 제국을 경 했던 지역은 타자성에 근거한 월드뮤직이라는 용어로 

통칭함으로써 민속음악과 음악의 구별이 느슨한 편이라는 에서 우리의 

학교음악 교육 환경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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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려는 방법론으로서, 이 을 우리의 학교 민속음악 교육과 조

되는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으로 상정하 다. 아울러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의에서의― 음악, 실용음악 교육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 인 사례로 꼽힌다. 그 배경에는 다양한 사회음악 교육 그리고 

스톡홀름 뮤직 클러스터 등 산업과의 업에 근거한 것으로 악된다. 

본고에서는 비교의 맥락하에서 단순한 통계와 질  인터뷰로만 언

하고, 이 부분에 해서는 추후 하나의 독립된 연구 논문으로서 논술, 

첨언하고자 한다.

스웨덴도 에 제국을 경 한 이 있지만, 체 으로는 -미 권

에 해 소수정체성을 가진다는 것을 민속음악 교육의 근간에 두고 있

다고 하 다. 하지만, 스웨덴의 경우만 해도 서양음악권이기 때문에 최

근에 일어나는 탈구  상들은 사실상 어느 정도 진 으로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다(답사 인터뷰, 스톡홀름 학교 음악학과 department of 

musicology).

4.1. 탈구화된 교육 환경과 의미론의 재맥락화: 월드뮤직인가 민속음

악인가 대중음악인가 2

스톡홀름 왕립음악원의 경우 재즈학과를 제외하고 음악과는 

존재하지 않으며, 민속음악학과에서 이러한 교육을 유사하게 진행하

고 있는 것으로 악된다. 이러한 방식은 -미식의 혹은 제국을 경

하던 패권 에 잉태하고 성장한 (이원론 ) 민속- 음악 교육에 익

숙한 우리 한국의 학교교육 환경과는 극명히 비되는 부분으로서 우

리의 등교육 그리고 고등교육에서의 음악 교육을 구성하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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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교육학과(music education)  고전음악과(classical music)  고음악
과(early music)  재즈과(Jazz)  민속음악학과(folk music)  연구과
(research)  매체음악과(media)  작곡과(composition)  지휘과
(conducting)  교회음악과(church music)

과서, 교교과정, 범교과 등의 각론  요소들에 해 재고찰하게 해주

었다. 아울러 민속음악과 음악이라는 념  이원론에 한 실제 

일선에서의 다양한 안  모습으로 특기해 둘 수 있었다. 이 부분에 

해서는 향후 별도의 논술을 통해 첨언할까 한다.

인터뷰를 실시한 스톡홀름 왕립음악원의 경우, 개설 과정의 학과 

구분은 의 표와 같다. 우리의 에서 볼 때 음악, 실용음악이

라고 부를 만한 담 학과는 없으며, 가장 에 띄는 학과인 민속음악

학과(folk music department)의 경우, ‘Folk music/art music from other 

cultures’라는 명칭17)의 학사(180credits)과정과, ‘Nordic performance 

master in folk music’이라는 명칭18)의 석사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미권에서 익숙한 개념인 월드뮤직학과의 경우, 테보리 종합 학

에 월드뮤직과가 설치되어 별도의 과정으로 연구  교육되고 있다. 

인터뷰의 내용을 간추려 보자면 다음 표와 같다.

17) 미식의 월드뮤직 혹은 종족음악학이라는 개념과는 사뭇 다르다.

18)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와 공동으로 한 학기씩 거주하며 수학하고 학 를 

받는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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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스웨덴 민속음악이 사라진다는 민속학  박함에 기반해 신설되

었습니다.

∙2000년대 다양한 내용들을 도시민속학 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대 디제이 등 우리가 생각하는 소  실용음악, 음악이라는 것들

을 포함하는 포 (comprehensive) 형태로 정착 입니다.

∙소수(인구, 언어 측면에서)민족이라는 자각을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으며, 

-미 문화에 의한 잠식의 험은 한국인들과 마찬가지로 항상 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웨덴의 음악 교육에서 매우 요한 측면입니다.

∙ 학년 시  필수과목으로 민속음악  악기의 배경을 교육하고 이를 바탕

으로 다양한 것들을 이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포용력 있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답사 인터뷰, 민속음악학과 Olof Misgeld 교수님,

스톡홀름왕립음악원(Royal Conservatory of Stockholm) 카페테리아에서 

4.2. 스웨덴식 대중음악 교육과 스톡홀름 뮤직 클러스터

에서 언 했듯이, 부분의 음악 교육과정을 공교육을 통해 

수혜하는 스웨덴의 경우, 음악 교육과 음악산업(스톡홀름 뮤직 클

러스터)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 인 사례로 회자된다. 어떤 의미에서 

스웨덴 국민이 인간음악개발지수 혹은 어도 생산성이 가장 높다고 

잠정 으로 선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환경은 의 표들이 지

하고 있듯이, 2010년도를 후해 음악 장매체의 변화와 맞물린 음

악산업의 변화를 두고 보다 극명히 드러나게 되었다. 아울러 도시에 

한정된 미권의―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음악 교육  

생산 환경과는 사뭇 다르게도, 다양한 출신 지역에서 이러한 교육의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 공교육과 지역 사회교육을 통해 모든 지역에서 

세계  팝스타가 교육된다는 서사는 사뭇 놀라운 것으로서, 스웨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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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그림 12> 스웨덴 출신 팝뮤지션들의 다양한 출신 지역20)

19)

<그림 11> 매체 변화기 음반 매량의 변화19)

경우 음악의 계 론에 매몰되지 않고, 1990년 부터 이미 음악 

련 교과를 공립학교에서 극 으로 다루고 있었다는 사실과 무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왕립음악원 민속음악학과의 방

19) http://sacc-usa.org/currents/business/swedens-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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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 인터뷰를 통해 보다 잘 드러날 수 있었다.

5. 논의를 마치며: 가르치기 힘든 시대의 음악 교육 

서양음악, 국악, 음악, 세계음악 4원론에의 극복이 사회 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유형학은 얼핏 보면 4원론인 듯 보이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사고에 선험 으로 깊숙이 여하고 

있는 기존의 교육과정 개념들로부터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컨

, 서양음악 vs 동양음악, 구 륙(유럽)음악 vs 신 륙(아메리카)음악, 

서양음악 vs 종족음악, 술음악 vs 민속음악, 술음악 vs 음악의 

이원  구도, 즉 타자 으로 정의된 이원론이 층 으로 얽힘으로써 

나타나게 된 모습인 것이다. 이 듯 타자  이원론이 첩된 교과과정

에 기반한 반사  유형론이, 결국은 제국주의에서 성행하던 문화백화

식의 구태의연한 나열-비교  교과과정들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건 아닌가, 라는 노 심으로부터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아울러 존재

하는 모든 유형의 음악의 학습을 사회와 학교가 돕는다는 사고방식보

다는, 배워 마땅한 ‘좋은 음악’을 골라주고 그 지 못한 오염된(더 라

스, 1997[1966]) 음악을 소외시키겠다는 료  발상에 학교의 음악 교

육이 매몰되어있는 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음악 교육의 본  가

치는 무엇인가에 해 장연구를 통해 성찰해 보고자 했다. 그런 의

미에서 학교 음악 교육 vs 비학교 음악 교육이라는 칭  유형론에 

20) 이해욱, ｢스웨덴으로부터 배우는 음악 산업의 교훈｣, SERI 경  노트, 

제163호(삼성경제연구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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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각하여 필드워크의 연구 질문들을 제시하 다.

본 논문은 근본 으로 일럿 필드워크, 즉 비 지조사를 소개

해 보고 연구를 간 검하는 목 을 두고 작성된 이므로, 논리 

실증 인 결론으로 내딛는 것은 만용일 것이다. 추후에 재방문을 통해 

보다 심도 있는 내용으로 출 하게 될 것을 약속하며, 본고에서는 논

리실증  결론을 신하여 다음의 소회들을 상기해 보려 한다. 

학교 교실에서 민요나 가요 팝송 등 익숙한 노래를 익힌다는 일상

 행 를, 하나의 사회  의례로서, 타자의 입장에서 낯설게 바라보

고 음악이 가진 다양한 특질들(이주, 문화 변, 즉흥연주, 신 륙음

악, 다문화음악으로서의)을 교육학 으로 수용하는 방법론에 해서도 

재고찰해 보고자 하 다. 아울러 이와 칭 으로 필드워크를 통해 

살펴본 다양한 형태의 학교 밖 음악 교육 장들을 살펴보았다. 감비

아와 세네갈, 스웨덴 등 제시된 필드 모두가 소수의 정체성을 견지하

지만, 음악 교육의 맥락에 있어, 각기 고유한 방식으로 선택과 회피

략을 보여주고 있음을 일견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음악 교

육에 있어 학교의 역할이 어들거나 다른 방식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들 회자되고 있다. 과연 어떤 랫폼 그리고 어떤 기 과의 어떠한 

연망을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발달해야 마땅할 것인가, 라는 각론 ·

형이하학  우문과 함께 졸고를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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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thinking the Disjunctive Schooling Fields of 

Popular-World Music Education: Based on the 

Comparative Field Research in Gambia and Sweden

Kim, Chaek

(College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iscuss and reflect the conceptual and 

contextual changes on the issues of music education in the challenging 

context of Korean Education through ethnographic field works.

Basic research plan was started out by doing field interviews with a 

comparative perspectives and summarizing distinctive characterizing 

agents of these cultures or social systems. But in the beginning of this 

research, the term ‘comparative musicology’, already was representing 

terrible reputations according to the prior history such as emperialism 

or colonialism. because most of comparative research methodologies were 

born between western researcher and isolated indigenous ethnic groups 

those who are representing authentic culture. With these perpective, the 

main research question of cultures and musics it self should be re-defined.

In this article I decided to remain neutral on these complicated ethical 

topics. and try to let the field it self could speak the alternative solutions. 

I determined the interview topic as school setting in order to have a 

grid as a common standard to compare notions or systems upon music 

teaching and learning. through out the procedure of ethnographical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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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I realized that rethinking on the issues of the taxanomy or category 

of music education such as folk music, popular music, world music is 

being required.

As a distinctive contrast from Korean school education, Gambia field 

case has been representing: non school music learning system which is 

having beautiful plural acculturation with world musics, folk musics, po-

lular musics while the counter case, swedish field case was mentioned 

as case of learning all kind of music cultures(world musics, folk musics, 

polular musics) through public school system.

Keywords: world music education in Korea, folk music education in 

Korea, popular music education in Korea, comparative musi-

cology, African mus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