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구술예술 연구
- 연행중심적 접근과 구술시학의 민족지 -*
40)윤교임**

<논문개요>
이 글은 1970년대 초에서 현재까지 미국에서의 구술예술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비판적으로 소개한다.
먼저 연행론의 대두와 함께 미국학자들 사이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게 된 구비(구
술)문학이라는 용어의 모순을 지적하고, 종래의 텍스트 중심적 연구를 비판하며 언어
의 예술적 실행을 강조하는 연행중심적 접근법을, 이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용
어와 더불어 소개한다.
구조주의적 언어학의 입장과 달리 퍼포먼스를 창조적 실행으로 보는 이 접근법은,
연행에 대한 강도와 범위에 대한 다양한 발화 공동체의 변별된 시각을 강조하는 경
험적 연구라는 점에서 민족지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실제 연행현장에서 발현되는
예술성을 문화적 특수성에 입각하여 연구하는 구술시학의 민족지는 민족지학적 현지
조사와 원래의 연행에 충실하게 전사하고 번역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이론적 방법
론적 접근이다.

주제어 : 구술예술, 연행, 구술시학, 민족지, 실행

* 이 글은 원래 ｢‘연행’과 ‘과정’을 중시하는 미국의 연구 - ‘구술예술’에 대한 ‘민족시학적’ 접근｣이
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으나, 발표 때의 내용을 대폭 수정하면서 제목도 위와 같이 바꾸었다.
발표장에서의 토론자 양종승 선생의 비판과 천혜숙 교수의 질문에 감사드리고, 특별히 이 글을
위해 필자와의 인터뷰에 기꺼이 응해 주신 리차드 바우만(Richard Bauman) 교수에게도 감사
의 마음을 표한다.
** 미국 인디아나 대학교(Indiana University) 박사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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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비(구술)문학, 그 용어가 갖는 모순
구비(구술)문학(oral literature)이라는 용어는 내재적 모순을 지닌다. 입
과 귀로 전달되는 대상을 어떻게 읽고 보는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가?
있다면 아마 그것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만 가능할 것이다. 구비문학이란
용어는 대다수의 학자들이 과거 그리고 현재까지도 입으로 전승되는 자료
를 문학을 다루듯 연구해 온 방식을 대변하는 용어로 더 적합한지도 모르
겠다. 구비 혹은 구술이란 말 그대로 문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말로 전승
된다는 뜻인데 거기에 어원상 ‘쓰기/문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문학이라
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 모순은 물론 미국 학자들 사이에서도 지적되었는데 그 대표적 학자
는, 국내에도 번역 소개된 구술문화와 문자문화(Orality and Literacy)
(1982)의 저자 월트 옹(Walter Ong)이다. 옹은 이 책에서 구비문학(oral
literature)이라는 용어는 “말로 조직된 것의 유산이 쓰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을 때조차도 그 유산을 쓰기의 한 변종으로밖에는 인식하지 않는 우리의
무능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며 그 용어의 불합리성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가했다(1982: 23). 그는 또 문자/쓰기와 전혀 상관없이 전승/향유
되어온 언어예술의 대상에까지 ‘문학’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마치 말
(馬)을 모르고 자동차만 아는 사람들에게 말을 바퀴 없는 자동차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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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결국은 말과 자동차 모두의 본질적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
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문제적 기술이라고 하였다. 옹은 구비문학이라는
용어뿐만 아니라 그 용어 사용과 결부된 학자들의 시각, 즉 입으로 전해지
는 예술과 문학의 본질적 차이를 무시한 채 구술예술을 기록만 안 되었을
뿐 문학과 같은 것으로, 나아가 기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학의 변종,
심지어 문학에 비해 불완전하거나 미숙한 것으로 취급하는 경향들에 대해
서도 비판했다.
구비문학이란 용어에 대한 이런 비판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구술문학이
란 용어가 미국 학자들 사이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가령, The
Singer of Tales로 유명한 알버트 로드(Albert B. Lord)와 그의 스승 밀란
패리(Milman Parry)의 학문적 전통을 이어가는 학자들은 여전히 Oral
Literature라는 용어를 쓴다. 한편 피네건(Ruth Finnegan)은 문학이라는 용
어가 원래는 기록된 작품에만 한정되어 쓰였다 하더라도 지금은 구술 문화
를 기술하는 데에까지 확대되어 쓰이고 있는데 굳이 ‘문학’이란 용어의 어
원문자(literae, letters)에 집착해 ‘구비문학’이란 용어를 문제삼는 것
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것에 구애받는 태도라고 지적하였다.1) 사실 많은
용어가 이 경우처럼 역사적 변천에 따라 확대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용어는 “개념상 줄곧 그 어원을 간직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종
종 강력하고 결코 지워지지 않는 모습으로” 말이다(Ong 1982: 23). ‘구비
문학’이란 용어도 마찬가지다. 이 용어를 쓰는 한 아무래도 ‘쓰여진 텍스트
/작품 중심의’라는 뉘앙스에서 자유롭기 힘들다. 물론 용어의 대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지만, 대상에 대한 혁신적 사고의 전환은 해당 용어
의 교체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에서 구비문학이라는 용어가 구
술예술로 대체된 것은 이런 요구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구술전통
1) Ruth Finnegan, Oral Poetry: Its Nature, Significance and Social Context(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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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문학, 읽기와 결부시켜 보던 종래의 시각에 도전하는 새로운 이론적 방
법론적 정립이 이루어짐에 따라, 구비문학이라는 용어는 대부분의 미국 민
속학자들이나 인류학자들 사이에서 사용되지 않은 지 이미 오래다.2) 따라
서 ‘미국에서의 구비문학 연구’에 관한 글을 쓴다고 한다면, 현재에 진행되
고 있는 연구를 저버리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지금은 이미 낡아 버린 연
구들을 뒤적거려야 하는 우스운 꼴이 되고 말 것이다.

2. 구술예술과 연행3) 그리고 구술시학
구술전통 양식들에 대해 현재 미국 인류학자, 사회언어학자, 민속학자
들 사이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용어는 윌리엄 바스콤(William Bascom)이
처음3)소개하고4) 리차드 바우만(Richard Bauman)이 연행론과 결부시켜
2) 1977년의 저서 Oral Poetry에서 구술문학이라는 용어의 지속적 사용가능성에 대해 역설한 피
네건조차도 그 이후 이 용어를 구술예술로 대체해서 쓰고 있다. 이는 1992년에 출판된 그녀의
저서 Oral Traditions and Verbal Arts: A Guide to Research Practice(London: Routledge)
의 제목에서도 엿볼 수 있다.
3) 발표장에서 양종승 선생은 연행과 관련하여 두 가지 점을 지적하였다. 첫째는 용어 번역에 관한
것으로, 그는 performance를 연행이 아니라 연희로 번역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 이유는
그의 논문 ｢민속학과 연희학설｣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 대로다(비교민속학｝11, 1994,
46-47면 각주2를 참조하기 바란다). 필자는 연희는 민속극, 민속놀이 등 극적 요소가 강조되는
연행을 한정시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 개념인 퍼포먼스(performance)를 이것의
한 범주인 연희로 번역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다수의 한국학자들과 의견을 같이 한다.
또 연행중심적 접근법(Performance-centered Approach)을 일찍이 국내에 소개한 최정무 교
수도 ｢연행중심의 민담학과 그 역사적 배경｣에서 performance를 연행으로 번역하고 있고(민
담학개론, 일조각, 1982, 143-175면), 이 개념을 빌어 쓰고 있는 임재해, 조동일, 전경욱 등
국내의 학자들 사이에서도 연행이란 용어가 쓰이고 있다. 물론 이 학자들이 사용하는 연행의 개
념과 연구 대상에 대한 인식이 미국 연행론자들의 그것과 모든 면에서 전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이 차이점은 본문에서 자연스럽게 밝혀지기를 바란다. 임돈희, 자넬리 선생은
｢연희중심으로 본 민속｣(월간조선｝12월호, 1981)에서 performance를 연희로 번역하고 있
으나, 필자와의 개인적 대화에서 performance를 꼭 연희로 번역할 필요는 없으며 문맥에 따라
연행으로도 연희로도 쓸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외국어로 쓰여진 학문적 용어를 한국
어로 번역 또는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그 원어에 대한 본질은 물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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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발전시킨 ‘구술예술’이다. 이 용어는 ‘구술문학’의 ‘문학’을 ‘예술’로 대
체함으로써 구술문학이란 단어가 내포하는 언어적 모순성을 탈피하면서
도, 그 용어 자체에서 명백히 드러나듯이, 구술예술이 문학 예술 장르와
나누어 갖는 특질 즉 언어예술로서의 미적 측면을 강조한다.
이 용어가 보편화된 데에는 바우만의 저서 Verbal Art as Performance
(이하 Verbal Art)5)의 영향이 크다. 그 이전에 진행되어 오던 연행 중심의
연구를 종합하고, 연행론에 대한 넓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여러 학문 분
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6)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연행 개념과 그것이
함의하는 바를 살펴보기로 한다. 바우만은 이 책에서 구술예술을 쓰고 읽
는 양식인 문학 텍스트와 대조적으로 일종의 말하기(speaking)7) 양식, 특
히 ‘예술적 행위(artistic action)’가 중시되는 ‘연행(performance)’ 양식으로
규정한다. 그는 구술예술에 관한 현대 이론들이 지나치게 텍스트 중심으로
연구 대상에 접근함으로써 구술예술을 연행, 즉 구체적 상황에서의 커뮤니

4)

5)

6)

7)

주변 상황들을 동시적으로 포착하여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원어의 대용어에 대한 타국어(한국
어)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문화적 사회적 입장과 학문적 풍토 등의 선상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심도있게 점검하여 한다”는 양종승 선생의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2001 한국구비문학회
동계 학술 대회 발표 자료집, 137면). 둘째, 토론자는 필자의 발표에서 그의 용어로 문화연희
(cultural performance)가 간과되고 있음을 지적했는데, 이 글에서 연행론을 다루는 것은 연
행론 자체를 소개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구술예술 연구에서 연행론이 갖는
학문적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할 뿐이기에 구비문학회의 취지에 충실하고 본 학회 회원들의 관
심을 더욱 잘 반영하고자 구술예술과 관련된 연행에만 초점을 두었다.
바스콤은 그의 논문 “Verbal Art”에서 구술예술을 “민담, 신화, 전설, 속담, 수수께끼 등 여타의
문학적 형식들(literary forms)을 대표하는 편리하고 적합한 용어”라고 제안했다. William R.
Bascom, “Verbal Art”,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Vol. 68, 1955, p.245.
원래 같은 제목으로 1977년 주요 인류학 저널 American Anthropologist에 실렸던 논문을 수
정·보완하고 다른 학자들의 논문도 추가하여 1977년 처음 단행본(Newbury House Publishers)
으로 낸 것을 1984년에는 Waveland Press가 재출판하였다.
Jill Rudy, “Toward an Assessment of Verbal Art as Performance: A Cross-Disciplinary
Citation Study with Rhetorical Analysis,”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Vol.115,
No.455, 2002, p.5.
말하기의 동작성에 주목하기 바란다. 연행은 근본적으로 대상물(object or thing)이 아니라,
하기(doing), 즉 언어적 실행(linguistic practice)이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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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션으로 이해하게 하는 것을 어렵게 했다고 지적하며, 구술예술의 본질
적 존재 양식인 연행8)에 보다 깊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주창했다.
일종의 의사교환 행위로서의 연행은 해당 공동체에서 사용 가능한 다양
한 언어적 의사교환 양식 중의 하나인데, 바우만은 연행은 여느 말하기 양
식과 변별되는 독특한 해석적 틀(distinctive interpretive frame)9)을 설정한
다고 보고 이를 연행자와 청중의 상호관계에서 규정한다. 연행의 틀에서
연행자는 관중에게 자신의 의사소통 자질(competence)을 발휘해 보이겠다
는 책임을 스스로에게 부여한다. 즉 자신이 어떻게 얼마나 ‘잘’ 말하는지
자신의 표현능력을 한 번 보고 평가해 보라는 연행자의 무언의 초대가 연
행의 틀에는 내포되어 있다. 역으로 청중은 연행자의 표현에 대한 상대적
기술과 효과를 평가하는 책임을 떠맡게 된다. 연행자의 재능을 뒷받침하는
골자는 연행현장의 사회 문화적 상황에 맞게 잘 말할 수 있는단지 문법
에 맞게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연행자의 ‘지식
(knowledge)’과 ‘능력(ability)’이다(Bauman 1984: 11). 또 연행은 표현 행
위 그 자체가 유발하는 유쾌함을 통하여 사람들의 경험을 고양시킬 수 있
다는 점에서도 다른 말하기 양식과 변별된다.
8) 연행은 인간의 모든 행위와 연관되는 중요한 요소로 인류학을 비롯한 인문학에서 중요한 관심
의 대상이 되어왔는데, 서구 지성사에서 연행지향적(performance-oriented) 관점은 서로 연
관되면서도 초점이 다른 두 연행 개념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 하나는 일종의 전시되는
사건(display event)으로서의 문화연행(cultural performance)이다. 이는 에밀 뒤르껭(Emile
Durkheim)적 사회인류학적 전통에서 나온 것으로 시간과 공간의 경계가 미리 계획되어 진행
되는 특별한 사건, 특히 종교 제의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발전되었다. 문화연행의 대표적 학자
로는 Milton Singer, Roger Abrahams, Clifford Geertz, Richard Schechner, Victor
Turner 등이 있다. 다른 하나는 일상적인 것에 관심의 초점을 둔 것으로 의사소통의 예술적 양
식(artistic mode of communication)으로서의 연행 개념이다. 평범한 말하기와 달리 그 표현
의 미적 요소가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두드러지는, 일종의 특별한 의사교환 행위 양식으
로 연행을 이해하는 입장이다. 본고에서 다루게 될 연행 개념은 물론 이 후자의 것이다.
9) 틀(frame)이란 개념은 그레고리 베이트슨(Gregory Bateson)과 어빙 고프만(Erving Goffman)에
게서 빌려온 것이다. 베이트슨은 다양한 층위의 메시지를 변별적으로(가령, 농담인지 진담인지,
인용하는 말인지 아닌지 등등으로) 해석하게 하는 지침(guideline)이 되는 해석적 콘텍스트의
의미로 틀의 개념을 정의한다(Bauman, Ibid., p.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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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 연행의 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바우만에 의하면 이 틀은 연
행자가 그 문화 속에서 일반화된 메타의사교환수단(meta-communicative
means), 즉 자신이 연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를 활용함으
로써 조성해 나간다. 연행의 틀을 형성해가는(keying)10), 즉 연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의사교환적 단서들(clues)의 일반적인 예로 바우만
이 제시한 것은 특수부호, 비유어, 평행성(parallelism), 비언어적 요소,
특수상투어구, 전통에의 호소, 연행의 거부 등이다.11) 그러나 그는, 연행
을 구성하는 데 활용되는 의사교환 수단들(keys)은 구체적 문화 공동체에
서 경험적 연구를 통해 발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몇 가지 예들은
일반적으로 발견될 수는 있으나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덧붙인다(Bauman
1984: 22). 그런데 연행의 틀을 형성하는 이 수단들(keys)을 연행의 법칙
으로 혼돈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연행론자들이 수행하는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 연행의 법칙을 발견하는 데에 있다고 보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연행론자들은 애초에 구조주의 언어학자들이 관심을 두었던 규칙(rule)의
발견에 관심이 없었다(이는 다음 장에서 보다 깊이 있게 논의될 것이다).
그 이전 구비문학이라고 일컬어진 장르들을 연행중심의 구술예술로 개
념화한 것은 어쩌면 구비(구술)문학의 이름으로 연구해온 대상들에 그것
들이 존재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본질적 양식말하고 듣는 의사소통 행
위에 걸맞는 이름을 찾아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청각적 예술양식인 음악
의 경우, 모차르트의 곡이 대중들에게 향유되는 통로는 연주자들의 연주가
만들어 내는 물리적 소리를 대중들이 귀로 들으면서이지 청각적 이미지를
시각화한 악보를 보면서/읽으면서가 아니다.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
를 오선지를 두고만 논한다면 정경화의 연주나 안나 소피무터의 연주가 갖
는 개성은 중요하지도 않을 것이다. 음악 연구가들에게도 악보는 보조적
10) Key 개념은 캐나다 사회학자 어빙 고프만(Erving Goffman)이 발전시킨 개념이다.
11)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바우만(1984)의 17-22면, 최정무의 168-171면, 양종승의 62-63면
을 참조하기 바란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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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에 불과하지 일차적 연구의 대상이 아니다. 말하는 이의 재간 넘치는
말솜씨와 이를 듣는 행위가 그 예술의 본질적 양식인 구술예술을, 읽기의
대상으로서의 문자화된 텍스트가 아니라, 말하기 행위의 한 양식, 즉 연행
으로 이해하는 것은, 어느 누구보다도 문자에 익숙한 인간 그룹들인 학자,
그것도 ‘문학’씌어진 것을 연구하는, 옹의 말을 빌자면 “텍스트로서 씌
어진 것에 너무나 눈이 팔린”(Ong 1982: 18) 학자들의 때늦은 깨달음인지
도 모른다.
연행 개념은, 구술예술이 연행되는 과정과 상황, 그것을 연행하는 주인
공들을 무시한 채, 영원히 자족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으로서의 텍스트에만
주목한 종래의 구술예술 연구 방식12)에 대한 전면적 사고의 전환을 요구
한다. 연행론적 접근은 객관적 대상으로 절대화된 텍스트의 구상화
(reification of the Text)에 반대하고 구체적 상황에서 고유하게 전개되는
텍스트 만들기의 과정 그 자체를 보다 강조한다. 즉 구술예술의 존재 기반
이 되는 양식인 연행 행위 그 자체에 독자성을 부여하고 거기에 일차적인
관심을 쏟는다.
구술예술을 말하기의 한 양식인 연행으로 이해하는 것은 민속학 연구에서
특히 중시되는 전통의 개념과 연관해서도 중요하다. 델 하임즈(Dell Hymes)
가 지적하는 대로 “연행은 존재(existence)와 실현화(realization)의 양식으
로 전통을 형성하는 일부분이다. 전통 그 자체는 (비록) 전적으로는 아니
더라도 연행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며 연행은 그 자체로서 목적이다”(Hymes
1981: 86). 구술예술과 전통을 연구하는 데 이와 같은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 연행 개념은 미국 구술예술 연구에서 단연 중심적 자리를 점하
12) Stith Thomson의 Motif-Index of Folk Literature나 Vladimir Propp의 Morphology of
the Folktale을 상기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이들은 대개 수집가들에 의해 많은 조작
이 가해진 텍스트 그 자체만을 가지고, 이야기의 문화적 배경이나 이야기가 연행되는 상황을
무시한 채 공통으로 드러나는 모티프나 주제(theme), 기능(function) 등에 따라서만 이야기
를 분류 ․분석하였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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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연행론적 관점의 출발점과 학문적 기여는 구술예
술 양식이 문학과 다른 차이점을 강조하며, 그것이 갖는 독자적 자질을 밝
히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연(口演, oral performance)
에 기반하는 구술예술에 대해 말할 때 문학적 전통, 쓰기의 전통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금기시되어야만 하는가? 구술시학(oral poetics)13)에 대한
이해는 구술예술과 문학이 반드시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오
히려 구술예술에 대한 연구가 문학연구의 전통에서 많은 유산들을 이어받
고 있음을 말해 준다.
필자는 문학 연구가들에게 고전이 된 로만 야콥슨(Roman Jakobson)의
‘시학(poetics)’ 개념을 상기시키며 구술시학의 개념을 설명하고자 한다.
야콥슨과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은 시를 시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화
두로 언어의 형식적 특질들이 어떻게 시--이들이 말하는 시란 문학일반에
적용되는 개념이다--에 미학성을 부여하는가에 주목하고, 시적 언어의 특
질은 언어의 지시적 의미보다는 언어적 표현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을 환기
시킨다는 점에 있다고 주장했다. 구술시학은 이렇게 언어의 예술성에 기여
하는 수단들(artistic devices)에 대해 열띤 관심을 보인 러시아 형식주의자
들의 유산을 이어받아 예술성(artistry)과 의미(meanings)러시아 형식주
의자들의 형식과 내용의 변주는 서로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연구의 전제조건으로 삼는다. 이는 구술시학의 개념을 개척하는 데
크게 기여한 하임즈의 “예술성이 가장 잘 환기될 때 의미도 가장 깊다”
(Hymes 1981: 10)는 주장에서도 쉽게 확인된다.
문학과 구술예술은 모두 언어의 지시적 의미보다 시적 표현이 환기하는 미
학성이 중시되는 언어예술이긴 하나 문학의 미학성이 주로 씌어진 텍스트에
13) 구술시학(oral poetics)은 민족시학(ethnopoetics)과 동류의 개념인데, 전자가 후자에 비해
포괄하는 범위나 시각이 훨씬 넓다. 민족시학에 대해선 4 장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된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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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하는 데 반해, 구술시학은 구연(口演, oral performance)과정에서 창조되
는 의미와 미학에서 발현되는 것으로, 그 미적 가치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개별 발화 공동체에서 다르게 평가된다. 구술시학은 연행을 기반으로 존재한
다는 점에서 연행시학(poetics of performance)이라고도 할 수 있다.

3. 연행 중심적 접근에 대한 ‘새로운’ 이해
앞 장에서 구술전통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이 새로운 시각을 대변하는
기본 용어와 개념 및 그 개념이 함의하는 분석적 시각을 소개하였으니, 이
제 구술전통 연구에서 이러한 수정작업이 진행되게 된 지적 배경과 연행
개념을 중심으로 발전된 새로운 이론이자 방법론인 연행중심적 접근법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국내에 이미 여러 차례 소개된14) 연
행중심적 접근법을 굳이 다시 다루는 이유는, 이 접근법의 핵심 이슈들은
지금도 생명력 있게 계승되고 있으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구술예
술연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내에 소
개된 연행중심적 접근법에 대해 풀지 않으면 안 될 몇 가지 근본적 오해를
바로잡음으로써, 연행중심적 접근법과 밀접히 연관되는 주제인 구술시학
의 민족지를 자연스럽고 바르게 안내하기 위해서이다.
19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 구술예술을 연구하던 미국의 일부 젊은 민
속학자들 사이에서는 민속학에 대한 인식의 급진적 전환을 요구하는 이론
적 정립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성과물 중의 하나로 가장 널리
14) 연행중심적 접근법은 임돈희, 로저 L. 자넬리, ｢연희중심으로 본 민속｣ (월간조선｝12월호,
1981, 252-259면); 최정무, ｢연행중심의 민속학과 그 역사적 배경｣ (민담학개론, 일조각,
1982, 143-175면); 임재해의 ｢민속 연구의 현장론적 방법｣ (민속문화론, 문학과지성사,
1986, 202-231면); 양종승, ｢민속학과 연희학설｣ (비교민속학11집, 1994, 45-72면) 등에
서 소개되었다. 또 임재해의 ｢구비문학의 연행론, 그 문학적 생산과 수용의 역동성｣ (구비문
학연구｝7집, 1998, 1-48면)도 연행론을 ‘부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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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것은 Towards New Perspective in Folklore(이하 Towards)15)이다.
당시 주로 삼십대에 속하던 이 책 저자들의 기여는 종래 민속학을 ‘품목
(item)’ 혹은 ‘사물(things)’로 보던 시각을 ‘사건(event)’, ‘행하기(doing)’
로 새롭게 개념화시키며, 이전의 연구가 도외시한 구체적 연행 상황의 즉
흥적 창조성, 연행자, 관중, 예술적 형태 등을 강조하는 연행중심적 접근
법을 발전시켰다는 것이다. 민속(구술전통)의 연행, 즉 ‘구체적 실행’을 강
조하는 이 접근법은, 민속을 두고 ‘보편적이고 영원한 진리’를 탐색하던 그
이전의 민속학에 도전하며 과거 지향적 민속학에서 현재 지향적 민속학으
로 새 지평을 열었다(Bauman 2000: x).
연행중심적 접근이 추구하는 주요한 연구방향과 함의를 피네건은 다음
과 같이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Finnegan 1992: 93-94).
1. 의미와 형식은 연행에서 나온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단지 말뿐 아니라
억양, 속도, 리듬, 어조, 극화, 수사적 수단 등의 일반적인 연행 테크닉
등에도 주목함으로써 어떻게 그 말들이 전달되는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이다.
2. 연행의 현실은 부분적으로 연구자까지도 포함하는, 관중과의 상호작용에
있다. 이 모든 요소가 연구되어야 한다.
3. 특정 구술 장르들의 정의와 의미는 언어적 스타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음악, 제스처, 춤, 그리고 의상 등 시각적 자질에도 의존하는데, 이런 요
소들도 연구될 필요가 있다.16)
4. 구술 형태(oral forms) 들은 연행을 통해 실현화되고 (그 자체로 따로
15) 아메리꼬 빠라데스(Americo Paredes)와 리차드 바우만이 편집한 이 책은 원래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Vol.84, No.331, 1971)의 특별호로 발간되었다가 그 다음해에 American
Folklore Society에 의해 단행본으로 간행되었다. 2000년에는 인디아나대학의 민속학․민족
음악학과 대학원생들의 출판 그룹인 Trickster Press가 바우만의 새로운 서문과 함께 재발행
하였다.
16) 엄격히 따지자면 ‘구술’예술은 언어적인 예술, 특히 구연되는 것을 일컫지만, 구술예술을 연구
하는 학자들은 비언어적 측면에도 민감하다. Performance를 연행으로 번역한다는 것은 연행
이 언어적인 것에만 한정된다는 의미를 전혀 담고 있지 않다. (필자의 주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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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매개로 전달된다. 따라서 개인의 예술적 수완
과 문화적 관습이 상호작용하는 방식 또한 연구되어야 한다.
5. (그 사건의 조직이나 참여를 포함하는) 연행의 상황은 연행의 의미에 주
변적인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것이다.

현재의 시각에서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요소들은, 연행과 무
관하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구술 텍스트를 상정하던 과거의 의사교환 모
델의 영향 아래 오랫동안 무시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들이 강조한 민속의 실행과 그 실행의 주체들에 대한 관심은, 민
속학을 선두로 인류학, 언어학, 사회학, 역사, 문예학(literary studies) 등
인문학 전반에서 일어난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의 주된 학문적 흐름이었
던 실천중심적 연구(practice/action based)와 맥을 같이한다. 가령 사회학
에서는 소위 미시사회학(microsociology)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가운데,
안쏘니 기든스(Anthony Giddens)의 영향으로 구조(structure)와 행위자
(agent)간의 관계가 현대 사회학 이론의 중요한 문제들 중의 하나로 대두
되었다(1979). 역사학자 이피 톰슨(E. P. Thompson)은 역사를 주체 없는
과정으로 다루거나 인간 주체(agency)를 역사에서 제외시킨 모든 이론들
에 반기를 들며 역사연구에서 그 주인공들의 역할을 강조했다(1978: 79).
또 문예연구가 레이몬드 윌리엄즈(Raymond Williams)는 문학은 구체적 실
행의 산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문학을 실천에서 분리해서 생각
하는 것은 ‘엄청난 이데올로기적 위업’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1977: 46).17) 이러한 변화는 수행능력(competence), 사회 문화적 체계
의 ‘논리’ 등 정태적 구조 중심의 기존 연구를 연행(performance), 사회 문
화의 ‘구성 과정 그 자체’의 동태적 변증법을 중시하는 연구로 개정하는 것
이었다.
17) 이 단락은 많은 부분 쉐리 오트너(Sherry Ortner)의 글 “Theory in Anthropology since the
Sixties”,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Vol. 26, Issue 1, 1984) 145면
에서 요약․정리하였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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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주체 중심의 학문은 사회를 체계의 기저(the base of the system)
나 집단적 사고의 집성체로, 문화를 그 사회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는 이분
법적 사고와, 세상을 규칙이나 규범에 의해 질서지워진 것으로 보고 문화
를 영원불멸의 고유한 총체적 실체로 인식하는 뒤르껭적 시각에 도전하며
발전했다(Ortner 1984: 146). 이 새로운 학문적 전통에서는, 문화나 전통
을 주체자들의 행위나 의도와 무관하게 물질적 대상이나 문화재와 같은 제
도화된 자산(institutional properties)으로 저 밖에 따로 있는 생활외적인 것
이 아니라, 주체들이 직접 형성해나가는(shaping) 경험적인 것으로 본다.
따라서 미리 조건지워진 구조를 무시하지는 않더라도, 사회 문화적 과정에
서 주체들의 의도와 역사, 개별적 사건들이 구조에 미치는 영향력 등이 크
게 중시된다.
일찍이 70년대 초, 연행을 화자와 청자 등 행위자들이 상호간섭하며 참
여하는 역동적이고 창발적(創發的, emergent)인 과정으로 보고, 이 행위
과정이 바로 삶의 방식으로서의 문화에 핵심적 구성 요소라고 본 연행론자
들의 관점은 80년대의 실천중심적 인류학적 연구와 흐름을 같이하면서도
이보다 먼저 일어난 움직임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개별 연행자와 개별적
사건들의 고유한 전개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며 문화 및 전통을 주체들이
구성하는 것으로 본 민속학자들은 직․간접적으로 이 새로운 학문적 경향
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인류학자 쉐리 오트너(Sherry B. Ortner)
도 그녀의 유명한 논문 “Theory in Anthropology since the Sixties”에서 실
행(practice)과 이를 행하는 주체 혹은 행위자(agent)에 주목한 80년대 인
류학의 지배적 경향을 지적하며, 인류학에 앞서 이 경향을 주도한 연행론
자들의18) 업적을 언급하였다(1984: 144).
18) 이 때 Ortner가 구체적으로 지목한 책은 바우만과 조엘 쉐르쩌(Joel Sherzer)가 편집한 말하
기의 민족지에 대한 탐구(Explorations in the Ethnography of Speak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4)인데, 이 책은 당시 주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던 젊은 학
자들이 여러 문화의 다양한 말하기 전통에 연행중심적 접근을 실험적으로 시도한 연구의 결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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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언어학19)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하임즈는 언어의 의사교환적
기능을 사회생활을 구성하는 데 본질적인 것으로 보고, 문법적 지식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적합하게 말할 수 있는 ‘의사교환적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을 강조하며, 언어학자들의 관심을 문법 중심의 언어학에
서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언어학으로 방향전환 시켰다. 그는 언어는 지
시적 의미뿐만 아니라 사회적 의미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며, 사회언
어학은 촘스키의 능력과 수행에 대한 대안적 개념을 요구한다고 주장했
다. 하임즈는 또 개별 공동체에서 문화적으로 관습화된 표현 양식들을 연
구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민속학이야말로 사회언어학의 발전에 핵
심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당시의 민속학자들을 고무시켰다
(2000: 64).
앞에서 오트너가 실천중심의 학문을 선도한 학자들을 언어학자들이라고
부른 것은 우연이 아니다. 왜냐하면 연행중심적 접근을 주도한 많은 학자
들이 언어학, 특히 전통적인 언어학과 변별되는 사회언어학에 깊은 관심을
둔 학자들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핵심 용어인 연행이 촘스키의
performance에서 시사받은 것임을 상기할 때, 언어학과 연행중심적 접근
은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행론자들이 촘스
키 언어학에서 말하는 언어수행과 똑같은 영어표현인 performance를 나누
어 쓰고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연행 중심적 접근법이 연행 개념을 촘스키
언어학에서 일방적으로 빌려온 것으로 보거나 양자의 performance 개념을
동류의 것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커다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연행중심적
접근법은 언어가 실제로 ‘사용’되는 측면을 무시하고 주로 언어 자체의 문
법적 적합성에만 주목한 현대 언어학에 대한 도전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를 묶은 것이다. 여기서 Ortner는 이 책의 저자들을 뭉뚱그려 언어학자들이라고 불렀는데, 당사자
들은 아마 자신들을 전통적인 언어학자들과 변별시켜 사회언어학자라고 불러주길 선호했을 것이다.
19) 사회언어학에 대한 보다 상세한 이해를 위해서는 Dell Hymes의 Foundations in Sociolinguistics
Ethnographic Approach (Philadelphia, 1974)를 참조하기 바란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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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학의 학문적 토대를 마련한 페르디낭 드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
는 랑그(langue)와 파롤(parole)을 구분하고 언어학 연구의 대상을 구체적
발화 배후에 존재하는 독자적 규칙, 다시 말하면 추상적이고 불변하는 체
계인 랑그에 한정시켰다. 소쉬르에게 언어는 그 자체로 독자적인 영역을
가진 것이고, 이 언어를 연구하는 언어학의 대상은 언어의 사회적 ‘사용’을
포함하지 않는 자족적(autonomous) 영역이었다. 왜냐하면 언어의 의미는
그것의 사회적 사용과 무관하게 단지 언어 내적 체계의 관계에 의해서만
찾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쉬르의 랑그와 파롤을 능력(competence)과 수행(performance)으로 대체
시킨 노옴 촘스키(Noam Chomsky)는 소쉬르에 비해 진일보한 면20)을 보
이긴 했지만, 그 성과는 미비하다고 연행론자들은 평가한다.21) 촘스키가
말하는 언어 능력이란, 문법적으로 적합한 문장을 생산하고 또 문법적 적
합성을 이해할 수 있는 인지적 체계로서 무언의 문법적 지식에 한정된 다
분히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것이다. 화자의 실제 언어 사용을 뜻하는 ‘수행’
도 뭔가 빗나간 것으로, 혼란이나 기억력의 한계, 실수 등으로 어지럽혀진
것, 무엇보다도 ‘문법적으로 부적절한’ 다분히 부정적인 것이다.
언어의 사회적 사용 즉 실제 의사교환 행위 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상호
작용에 관심을 두는 사회언어학자들에게 있어서, 인간의 언어 능력은 문법
적 지식뿐만 아니라 구체적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까지 포
함된다. 소쉬르에게는 랑그가, 변형생성문법론자들에게는 능력(competence)
이 그들 연구의 주된 관심사였다면, 사회언어학자들에게는 이들이 홀대한
20) 하임즈가 지적하는 것처럼, 랑그와 파롤이 전적으로 자족적 언어 그 자체에 관한 것이라면, 능
력(competence)과 수행(performance)은 적어도 ‘인간’의 능력과 행위라는 의미를 내포하지
않는가?(2000: 60).
21) 그의 논문 “The Contribution of Folklore to Sociolinguistic Research” (Towards New Perspectives
in Folklore, Bloomington: Trickster Press, pp. 60-63)에서 하임즈는 촘스키 언어학의 한
계를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지적하는 한편, 연행론자들이 말하는 연행이 어떻게 촘스키 언어
학의 수행과 다른지 설명한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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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롤과 수행(performance)이 중심적인, 적어도 문법과 동등하게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된다(Bauman 1992: 43-44). 전통적인 언어학자들은 행위
(action)를 단지 규칙(rule)이나 규범(norms)을 수행(en-actment)하거나
실행(execution)하는 소극적인 의미로 본다. 그러나 사회언어학자들은 언
어사용에서의 능동적 창조과정22)과 즉흥적 출현성(emergent quality)을,
촘스키처럼 완벽한 이상적 언어 사용자의 관점에서 단순하고 불완전하며
‘다듬어지지 않은 행동의 우발적 표출’이란 의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
려 적극적인 성취로 평가한다(Hymes 2000: 60). 요컨대, 촘스키에게서
퍼포먼스는 언어수행능력(linguistic competence)에 비해 뭔가 열등한 것으
로 인식되는 반면, 연행론자들이 말하는 연행은 ‘창조적이고 실현되고 성
취되는(creative, realized, achieved)’(Hymes 1981: 81)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언어학자들이 언어 수행을 가능하
게 하는 일반적인 법칙을 발견하는 것처럼 연행론자들이 연행의 법칙을 발
견하는 것을 그들 연구의 궁극적 목표라고 보는 것은 심각한 오해이다. 사
실 연행론자들이 그들 연구의 초창기에 문법에 맞는 문장을 생성하는 법칙
이 있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적합한 발화를 생성하는 규칙이 있을 것이라
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발견하고 기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은
것은 아니다.23) 그러나 규칙이나 법칙이라는 말은 곧 그들의 용어 목록에
22) 이 창조과정은 촘스키 식의 무한하게 새로운 문장 만들기--논리적 통사론적으로는 적합할 수
있지만 실제 사용에서는 부적합한--와 변별된다. 하임즈는 촘스키가 창조성을 새로운 것 (novelty)하
고만 연관시킨다고 비판하고, 창조성은 ‘오랜’ 문장을 새로운 상황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때도
발휘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언어 그 자체뿐 아니라 언어가 사용되는 ‘상황’에도 주목할 것을 역
설한다(2000: 62-63).
23) 이러한 연구의 대표적 예로 다음 두 논문을 들 수 있다. Judith T. Irvine, “Strategies of
Status Manipulation in the Wolof Greeting,” Explorations in the Ethnography of
Speaking, Edited by Richard Bauman and Joel Sherz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4, pp.167-191; Anne Salmond, “Rituals of Encounter among
the Maori: Sociolinguistic Study of a Scene,” Explorations in the Ethnography of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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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외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규범적인(normative) 규칙의 발견보다
는 즉흥적 창조성의 포착에 더 많은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다.
또 촘스키 언어학이 보편적(homogeneous) ‘일반’ 문법에 관심을 두는
것과 대조적으로, 사회언어학자들은 다양한/이종의(heterogeneous) 발화
공동체(speech community)에 관심을 두고, 이 다양성 안에서 발화의 대표
적 형태들을 선택해서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에 관심을 둔다. 이는, ‘보편
적 범주 체계와 기능적 도식의 구성(construction)’에 편중하던 과거의 민
속학에서 벗어나, ‘민속의 인지적, 행위적, 기능적 체계화’는 각 문화마다
다르다는 원칙에 따라, 그리고 연행을 개별 집단과 문화상황에 따라 정의
되고 범주화되는 것으로 보는 연행중심적 관점과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
다(Bauman 2000: xv). 이 점은 다음 장에서 다루게 될 구술시학의 민족지
와 연관하여 특별히 주목할 만하다.

4. 구술(연행)시학의 민족지
구술시학의 민족지는, 관찰과 참여로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문화 기술을
시도하는 민족지의 한 분야로, 특히 그 관찰의 초점이 언어, 사회, 문화의
관계에 있는 ‘말하기의 민족지(ethnography of speaking)’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19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 언어 인류학의 한 하위 분야로 떠
오른 말하기의 민족지는 앞에서 여러 번 언급된 하임즈에 의해 발전되었는
데, 특정 그룹, 단체, 공동체, 혹은 사회에서 말의 유형화된 사용을 문화
적 차원에서 기술하는 것을 그 학문적 목표로 한다(Sherzer 1992: 76). 구
술시학의 민족지는 특히 연행의 본질 및 행위에 초점을 두고, 말하기 행위
Speaking, Edited by Richard Bauman and Joel Sherz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4, pp. 192-212.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들 연구자들이 주목한 것은
의사교환적 실행(communicative practice)에서의 규칙을 묘사적으로 기술하는 것이었지 구
조주의 언어학자들처럼 언어의 형식적 관계(formal relations)의 법칙을 찾는 것이 아니었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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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예술성을 구성하는 요소가 해당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문화적 체계로
조직되는가를 발견하고 기술하는 것에 주된 관심을 두는 이론적 방법론적
접근법이다. 즉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예술성을 전제하고 그 동일한 잣대를
모든 공동체에 투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술성이 말하기 공동체마다 어떻
게 다르게 표출되고 평가되는가 하는 ‘차이’에 주목하며, 이를 해당 문화
공동체에 속하는 사람들의 관점(emic perspective)에서 경험적으로 발견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술시학의 민족지는 그 연구의 출발이 구체적 연행 행위에서 발현되는
예술성과 그 효과 및 기능에 있다는 점에서 연행중심의 시각과 밀접히 연
관된다. 이는 언어 표현의 의미와 예술성간의 긴밀한 연관성에 깊은 관심
을 두고, 그 연관성을 고착된 텍스트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의사교환의
‘행위’에서 찾는다. 무엇이 말해지는가뿐만 아니라 어떻게 말해지는가, 즉
연행되는 방식을 충실히 밝히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 이상, 자료는 이를 기
반으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변적인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바
로 학문적 대상으로 일차적인 중요성을 갖게 된다(Sherzer 1998: 10). 그
러나 표현행위로서의 연행 그 자체에 주목한다고 해서 이 분야의 연구자들
이 언어표현행위를 자율적(autonomous)인 것으로 보고 언어적 표현 그 자
체에만 관심을 한정시킨다는 것은 아니다. 언어를 사회·문화적 삶의 중추
적 수단(instrument)24)으로 인식하는 이들은 언어, 텍스트, 문화를 통합
적 관계에서 보며, 구술예술을 통해 궁극적으로 그 사회와 그 구성원들의,
삶의 방식으로서의 문화에 대한 이해도 동시에 중요한 연구 과제로 삼는다.
연행 개념은 기존에 구술문학이란 이름 하에 연구되어 오던 신화, 전설,
민담 등을 연행적 차원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하는 동시에, 관심의 대
상을 그런 전통적인 장르들에 국한시키지 않는다. 수사적 효과를 높이거
24) 언어가 사회적 삶을 이루어 나가는 중추적 ‘생활 수단(equipment for living)’이라는 관점은
Kenneth Burk에게서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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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중의 열기를 끌어내기 위해, 또 자기를 드높이기 위한 수단이나 일
종의 연예 등, 사회생활에서 예술성의 기능이 강조되는 비공식적 연행에도
이들은 관심을 둔다(Bauman 1992: 39) 연행론자들은 이렇게 구체적 상황
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되는 여러 말하기 행위들에도 주목함으로써 학
문의 대상 또한 자연스럽게 넓혔다.
그들이 연행을 평범한 말하기와 변별되는 것으로 본다고 해서 연행이다
아니다를 절대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연행은
의사교환 행위에 의해 수행되는 다양한 기능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두드러
지는 것으로, 표현의 기술과 효과가 의사교환행위에서 관심의 초점이 되는
한 연행의 가능성은 항상 잠재한다고 본다(Bauman 1992: 44-45). 가령 정
해진 시간에 특정 장소에서 청중 앞에서 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직적으
로 연출되는 연행이 있는가 하면, 또래들로부터 주목을 받고자 하는 한 십
대 소년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새롭고 이색적인 단어로 언어적 기
교를 뽐내는 과정에서도 연행의 요소가 즉흥적으로 출현할 수 있다. 또 연
행은 다른 기능에 종속될 수도 있고 다른 기능보다 우세할 수도 있다. 가
령 해녀축제에 초대된 해녀가수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경우에는 연행
그 자체의 기능이 강조되는 반면, 바다에서 물질을 하는 가운데 한 해녀가
흥을 돋우려고 노래를 부른다면 이 때 연행의 기능은 물질작업에 비해 부
차적인 것이 된다.25)
구술예술에 대한 이 같은 유연한 태도는 연행중심론자들의 문화상대적
인 관점 때문에 가능하다. 이들은, ‘예술/비(非)예술’의 이분법적 시각에서
언어구술현상의 다양한 층위들을 예술이 아니라는 이유로 연구대상에서
배제시키거나 그 층위들의 연관성을 무시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술성과 연
행의 강도(intensity)가 구술행위에서 어떻게 변이되고 다층적으로 표출되
는가에 주목한다. 또 구술예술이나 연행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는
25) 이는 더 낫고 못하다는 식의 가치론적 판단과 변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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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들의 선험적 판단에 의해 일률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
원들에 의해 공동체마다 다르게 규정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즉 어느
정도까지의 발화행위가 연행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또 공동체 구성원들이
으레 연행양식으로 표현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범주는 어떤 것들인지
는 문화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말하기 그 자체가 하나의 문화적 체계로
언어 공동체에 따라 다양한 것처럼, 연행과 구술예술의 본질이나 범주도
그러하다는 것이 연행론자들의 관점이다(Bauman 1984: 24).
구술예술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직접적인 참여자로
주체자들의 삶에 섞여 들어가 그들의 문화를 관찰하는 것을 방법론적 핵심
으로 하는 민족지학적 현지조사(ethnographic fieldwork)를 강조한다. 우
선, 연구의 초점이 구술예술의 미학성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해당 원어
(原語)에 대한 깊은 소양을 겸비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한
공동체가 사용하는 언어의 표층적 의미뿐만 아니라 암시적인 의미, 나아가
언어사용에서 표출되는 문화적 뉘앙스까지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연구하는 구술 전통의 주체자들과 상당한 기간을 두고 어울릴 필요가 있
다. 이들은 가서 보지 않고 뭔가를 단정하는 것을 강력히 거부한다. 연구
자료에 대해 미리 어떠할 것이라고 추정하지 않고 직접 연구지(硏究地)에
가서 그 공동체의 구술연행들을 현상적으로(phenomenologically) 발견하는
경험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이점에서 그들의 민족지는 이론적 차원과 무관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론 우선의(pre-theoretical) 활동은 아니다.
오히려 묘사적 이론(descriptive theory)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 전통의 씨앗은 프란츠 보아즈(Franz Boas, 1858-1942)나 에드워드
사피어(Edward Sapir, 1884-1939)와 같은 문헌학적 인류학자들의 업적에
서 발아했다고 볼 수 있다. 보아즈는 일찍이 미국 원주민들의 원어에 대한
이해 없이는 그 언어공동체에 속한 ‘청자들의 미적 감각에 맞는(즉 그 사람
들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요소들’(Hymes qtd. 1981: 7)을 바르게 식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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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피어는 또 언어의 문체적(stylistic) 특질들에 학자
들의 관심을 유도했는데, 그가 말하는 문체적 특질들이란 문법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들의 사회· 문화에 적절한 언어적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를 중심으로 규정되는 언어특질들을 말한다.
브로니슬로프 말리노프스키(Bronislaw Malinowski)는 ‘상황적 콘텍스트
(context of situation)’라는 개념을 소개함으로써 민족지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일깨운 학자이다. 이 상황적 콘텍스트라는 개념은 서구 지성사에 지
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원래, 콘텍스트란 개념은 르네상스 시대에 크
게 발전한 개념인데 초기 문헌학자들은 그리스-로마신화에 묘사된, (기독
교적 전통에서 볼 때) 이상하기 짝이 없고 비도덕적인 신들을 이해하기 위
해선 그리스-로마신화 텍스트의 기반이 되는 문화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선
결조건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르네상스 이후 줄곧 전통 문헌학자들은 콘
텍스트를 옛 문서를 적절하게 해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일련
의 기정된 주변 여건(a set of pre-given outside surroundings)’으로 이해해
왔다. 말리노프스키는 ‘상황 콘텍스트’의 개념을 통해 언어, 텍스트, 사회
생활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건 상황(event situation)으로 학자들의
관심을 전이시키면서 콘텍스트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이때 사건
상황은 언어 사용과 관련, 참여자의 상호작용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화자,
청자, 발화 사이의 밀접한 관계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다. 사건 밖에 별도
로 존재하는 배경으로서뿐만 아니라, 사건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직접 만들
어 가는 것으로서의 새로운 콘텍스트 및 콘텍스트화(contextualization)의 개념
은26) 말리노프스키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
26) 이 새로운 의미의 ‘콘텍스트’와 언어행위자들이 콘텍스트를 형성해가는 과정 자체를 강조하는 ‘콘텍
스트화’의 개념에 대해선 각각 다음을 참조하기 바란다. Rethinking Context: Language as an
Interactive Phenomenon (Edited by Alessandro Duranti & Charles Goodw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1992); Bauman, Richard and Charles Briggs, “Poetics and
Performance as Critical Perspectives on Language and Social Life,” Creativity in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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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예술의 의미와 미학은 그 구술예술을 향유하는 주체자들에게 자연
스럽게 배어 암시적(implicit)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연
구하는 학자들은 구술예술의 의미와 예술성을 조명하기 위해 구술연행의
언어적 특질을 세심하게 분석하고 검증하는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
다. 따라서 자료(data)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다양한 방법
론들이 발전되어 있다. 이들의 학문적 준거틀(frame of reference)은 어디
까지나 구술예술의 연행 그 자체이다. 따라서 휴지(休止), 멜로디, 몸짓
등의 연행적 특질들을 포착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중요한 과제인데, 이 연
행적 특질들은 원래의 연행현장에 참여할 때 가장 잘 관찰될 수 있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연행현장에 직접 참여해서 청각적 이미지를 녹
음할 뿐만 아니라 시각적 이미지도 녹화를 하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는 연
구의 결과물들을 책으로 출판할 때 중요한 데이터를 담은 켐팩트 디스크를
부록으로 함께 내는 경우도 있다.
일단 자료를 수집하고 난 후에는, 구술연행을 충실하게 전사(轉寫)한
다. 어느 정도까지 세세히 전사를 하느냐는 연구 목적이나 연행된 구술예
술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구술시학에 관심을 쏟는 학자
들은 구연된 담화 그 자체에 일차적인 관심을 두고 그것이 어떻게 연행되
어 가는지 그 과정을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연행자의 구연을 학자가 생
각하는 텍스트 유형이나 장르적 관습에 맞춰 다듬거나 하는 일을 거부한
다. 연행자의 발화 중 학자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이야기/텍스트 구성요소
만을 추려내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것도 지양한다. 연행자의 이야기 중간
중간에 끼여들어가는 연행자와 청자의 대화도 학자가 기대하는 이야기의
곁다리나 불순물로 취급하지 않고, 고유한 사건으로 펼쳐진 그 연행을 이
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여기며 전사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많다.
연행의 특질들을 전사에 최대한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아주 정교하게 발
Performance (Edited by R. Keith Sawyer), Greenwich, CT: Ablex Publishing, 1997, pp.22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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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된 기술들이 동원되기도 한다. 연행 속도의 변화, 관심을 가질 만한 휴
지(休止), 음의 고조, 소리의 진폭 등 구연의 문체적 측면들을 전사에 나
타내기 위해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음성 분석을 하기도 한다. 또 구술성
을 지면에 시각적으로 잘 재현함으로써 원래 연행의 생동감을 담아내기 위
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사에 관용적으로 쓰이는 약호들을 개발하는 것은 물
론이다. 연구하는 대상이 영어가 아닌 경우에는 그것을 영어로 번역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정확성, 권위, 원어민(原語民)의 미학, 원어민과
연구자 사이의 공동 협력과 이에 수반된 권력의 문제 등등 아주 복잡미묘
하고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한다(Fine 1994; Urban 1996; Haviland 1996;
McDowell 2000).
구술 자료의 번역 및 전사의 문제에 대한 이러한 세심한 주의는, 구술시
학과 밀접히 연관된 민족시학(ethnopoetics)의 전통에서 이어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민족시학은 구술 문학 형태(oral literary forms)들의 미적 유
형화 및 이들을 원래 구술 연행에서의 예술성을 잃지 않게 충실하게 번역/
전사하는 문제에 주된 관심을 둔 분야이다. 이 용어가 처음 인쇄물에 등장
한 것은 1968년 시인 제롬 로덴베르그(Jerome Rothenberg)가 시 잡지 스
토니 부룩의 편집부서의 이름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이다. 로덴베르
그와 데니스 테드락(Dennis Tedlock)이 1970년에 발간한 저널 Alcheringa
/Ethnopoetics27)는 민족시학의 토대형성에 초석이 된 저널이다. 여기에 공
헌한 소위 민족시학자들은 인류학이나 언어학의 훈련을 받은 젊은 시인들
과 하임즈, 테드락, 스탠리 다이어먼드(Stanley Diamond) 등 시작(詩作)
경험이 있는 인류학자나 언어학자 등으로, 이들은 기록되지 않은 비서구의
구술전통을 어떻게 하면 본래의 의미에 충실하게 전사하고 번역할 수 있는
가 하는 문제에 주된 관심을 쏟았다.
27) Alchering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아룬타(Arunta)어에서 나온 것으로 꿈, 신화적 과거, 새 노래
가 가수를 통해 들리게 되는 순간들을 말한다. Alcheringa: Ethnopoetics (1978, cover
page). 이 잡지는 1980년까지만 발행되었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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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장에서도 강조하였듯이 구술예술을 연행중심으로 접근한다고 하는
것은, 연행을 단지 어떤 텍스트의 단순한 재생(再生, reanimation)으로 이
해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한 연행자의 특정 연행은 그 자체로 고유
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연행론자들은 어떤 고착된 텍스트 개념에 집착
하여, 현재 연행되는 구술전통들을 원래의 순수한 원형에서 변질된 것으로
보며 가치절하하는 일을, 다분히 이데올로기적이고 낭만적인 태도로 비판
한다. 또 전사가 무엇을 포함하든, 규정된(definitive) 텍스트의 개념은 구술
시학 연구자들에게 적절하지 않다.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의 번역이 대안적
(alternative) 번역일 뿐인 것처럼, 청각적인 것을 시각적인 것으로 바꾸는
과정도 또 다른 대안적 번역일 뿐이다(Tedlock 1992: 84-85). 이런 열린
자세는 개별 연행의 고유한 측면들을 그 자체로 중시하고 그 연행 과정의
창조적 측면을 더 잘 포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5. 마무리
Toward가 단행본으로 나온 지 삼십 년, 그리고 Verbal Art가 출판된 지
도 사반세기가 지난 지금, 이 접근법은 바우만이 회고조로 말하는 것처럼
더 이상 새로운 것도 아니고 이 새로운 접근법을 주도한 학자들도 그때처
럼 젊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28) 그러나 연행중심적 접근법이 던져준 인식
은 새 세대 학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생명력 있게 계승·발전되고 있다.
Toward의 최근의 재발행과 Journal of American Folklore의 2002년 특별
호29)에서의 Verbal Art에 대한 전면적 재조명 등은 연행중심적 접근법에
대한 또 다른 젊은 학자들의 지속적 관심을 과시한다. 이 특별호에서 편집
28) Toward New Perspectives in Folklore의 2000년 서문 p.ix.
29) 이 특별호에는 1997년 정기 미국 민속학 총회의 한 패널에서 발표된, Verbal Art가 민속학에
끼친 영향에 관한 글들과 바우만의 응답이 실려 있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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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바우만의 저서는 여전히 주목받을 만한 업적으로, 민속학 분야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미쳤다”고 평가한다(Lawless: 편집자 서문). 특히 질
루디(Jill T. Rudy)는 Verbal Art가 그 출판 이래 근 25년간 제 학문분야에
서 자주 그리고 방대하게 인용되고 있음을 밝히며, 이 책의 유용성을 설파
하고 있다.30) 이와 함께 새롭게 등장한 연행학(performance studies)의
끊임없는 발전 또한 삼십여 년 전에 시작된 연행중심적 접근법의 성과를
대변한다.
하지만 여느 이론이나 접근법에서처럼 연행중심적 접근법에 대해서도
도전과 비판이 있어 왔다. 가장 이른 시기에 제기된 비판은 연행중심론자
들이 연행에만 급급한 나머지 실제 텍스트 그 자체와 텍스트성(textuality)
을 소홀히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비판은, ‘연행’과 ‘텍스트’의 관계를
실험작업의 분야로 보며 텍스트가 무엇이고, 어떻게 텍스트가 만들어지는
가에 어느 누구보다도 깊은 관심을 쏟으며 미시적 연구를 시도한 연행론자
들에 대한 합당한 평가가 되지 못해 오래가지 못했다.
다음은 민속학에서 특히 강조되어 온 전통과 관련된 것으로, 연행론자
들 처럼 “전통문화인 민속을 전통성을 배제하고 공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민속의 존재 이유에 대한 부정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는데 이는 민속학의 연
구영역이나 민속의 본질을 궁극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에 커다란 제한을
가하게 된다”는 비판이다(최정무 1982: 171). 사실 연행론자들의 또 하나
의 중요한 기여는 전통에 대한 시각의 교정인데, 이들은 민속학자들이 전
통을 과거의 역사에서 살아남은 ‘잔류 문화(residual culture)’로만 보는 퇴
영적 시각에 반대하며, ‘즉흥적 문화(emergent culture)’31)에도 관심을 기
30) Jill T. Rudy, “Toward an Assessment of Verbal Art as Performance: A Cross-Disciplinary
Citation Study with Rhetorical Analysis,”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Vol.115,
No.455, 2002, pp. 5-27.
31) ‘잔류 문화’와 ‘즉흥적 문화’는 레이몬드 윌리엄즈 (Raymond Williams)의 용어이다. 각 연행
의 고유한 전개를 강조하는 즉흥적 출현성 (emergent quality)은 연행론의 핵심 개념인데, 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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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일 것을 강조한다. 이들은 또 민속학을 과거의 잔존물로만 본다면 민속
학은 잔류문화의 소멸과 함께 학문적 죽음을 맛볼 것이며, 또 현재의 문화
는 그것이 잔류문화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잔존문화가 되고 나서야만 비
로소 연구를 할 수 있게 된다며 그 문제점을 지적한다(Bauman 1984: 47-48).
연행론자들은 그 이전의 전통에 대한 연구가 전통의 지속성(continuity),
영속성(durability) 및 복제(replication), 즉 변하지 않는 측면과 공동체적
이고 집단적인 면에만 편중한 나머지, 전통의 즉흥적 출현성과 개별 연행
의 창조성, 차이점, 변화 등을 도외시했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전통의 핵
인 지속성과 공동성(sharedness)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32) ‘전통’이란 권
위적힘에 눌려 종래의 민속학 연구에서 주변화되어 온 영역들을 들추어냄
으로써 전통의 지속성과 변화성, 공동성과 개별성간의 균형을 잡으려 한
것임을 강조한다.
앞의 두 비판이 연행론자들의 본질적 문제제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불합리한 비판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에 비해, 다음 비판들은 연
행론자들이 건설적인 비판으로 여기며 적극적으로 수용한 부분들이다. 그
하나로, 연행론자들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소그룹의 대면상호작용(對面相
互作用, face-to-face interaction)으로 행해지는 공시적이고 미시적인 연행
사건에만 초점을 둔 나머지, 역사나 제도적 권력 등의 거시적 문제를 소홀
는 윌리암즈의 ‘즉흥적 문화’개념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32) 연행론자들은 그들 연구의 초창기부터 줄곧 전통에 대한 관심을 보여왔다. 다음을 참조하기 바
란다. Dell Hymes, “Folklore's Nature and the Sun's Myth,”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Vol. 88., 1975, pp.345-69.; Ben-Amos, D. “The Seven Strands of Tradition:
Varieties in Its Meaning in American Folklore Studies,” Journal of Folklore
Research Vol. 21, 1984, pp.97-131; Charles Briggs, Competence in Performance:
The Creativity of Tradition in Mexicano Verbal Art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88; Richard Bauman, “Contextualization, Tradition, and
the Dialogue of Genres: Icelandic Legends of the kraftaskald,” Rethinking Context:
Language as an Interactive Phenomen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1992,
pp.12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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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했다는 점이다. 개인들의 전략적인 언어 술책/조정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 개인들의 특정한 말하기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언어 사용의 제도적 기
제를 연결시켜서 보지 못한다는 비판이다(Ryang 1997: 13). 이러한 비판에
반응하며 연행론자들은 상호텍스트성, 지표성(indexicality) 등의 개념을
통해 지금 여기서 말해지는 것이 과거 다른 공간에서 말해진 것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등을 그들 연구의 준거틀에 중요한 요소로 포함시켰다. 또 푸코나
부르디외 등이 제기하는 사회 비판적 인식에 동의하며, 언어생활에서의 정치
성과 이데올로기의 문제 등을 그들 연구에 적극적으로 수용한다.33)
가장 최근에 나온 급진적인 비판은 다름 아닌 바우만의 제자에 의해 제
기된 것이다. 패트리샤 사윈(Patricia E. Sawin)은, 바우만의 연행 개념은
그것이 던져준 많은 인식론적 기여와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젠더화
된 주체(gendered subjectivity)’의 개념과 양립할 수 없으며, 청중과 감정의
문제를 소홀히하고 있다는 ‘격렬한 주장(Outrageous Claims)’을 한다.34)
그녀는 바우만이 연행을 지적 인식체계로만 개념화한 나머지 연행자들의
자기 표현에 대한 충동과 욕망, 연행의 동기 등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
판한다. 또 청중 앞에서 연행을 하는 것은 매력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다
른 사람들의 집중적인 주목(attention)을 받는 데 익숙하지 않은 많은 여성
연행자들에게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상상도 못하는 것일 수도 있
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나아가 사윈은, 바우만이 연행자들
에게만 관심을 쏟은 나머지, 연행의 다른 중요한 참여자인 관중들에 대한
이론화는 미약하게 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녀는, 연행은 “전통, 실행, 그리
33) 가령, Natural Histories of Discours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Silverstein,
Michael, and Greg Urban, eds. 1996)와 곧 출간될 바우만의 Voices of Modernity:
Language Ideologies and the Politics of Inequ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등은 이런 비판에 대한 수용과 자기반성에서 나온 연구의 예들이다.
34) Patricia E. Sawin, “Performance at the Nexus of Gender, Power, and Desire: Reconsidering
Bauman's Verbal Art from the Perspective of Gendered Subjectivity as Performance,”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Vol. 115, No.455, 2002, pp.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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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즉흥성을 이어주는 연결점을 구성[하는 것으로] (…) 인간 경험의 총체
성을 보다 잘 이해하게 해준다”(Bauman 1984: 48)는 바우만의 주장을, 연
행은 “동시에 ‘젠더, 권력, 그리고 욕망’의 연결점을 구성한다는 점도 인식
해야 한다”고 수정하면서 페미니스트적 입장을 강조했다(Sawin 2002: 56).
미국에서의 구술예술연구는 아주 오랜 전통을 가지고 통합 학문적 관점
에서 조사 연구되어 왔다. 그 방대한 연구를 이 글에서 일일이 다 다루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도 않을 것이다.
따라서 오늘의 관점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것으로 보이는 큰 사고의 가닥
들을 선택적으로 강조하였다. 이 글에서 다룬 연행론과 구술시학의 민족지
는 미국 구술예술 연구의 끝도 아니고, 그 자체로 완벽한 것도 아니다. 이
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자체적인 또 외부에서의 비판과 도전이
있을 것이며, 거기에 대한 대응도 따를 것이다. 끊임없는 변증법적 대화의
장이우리 앞에 열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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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on Verbal Art in the United Status:
Performance-centered Approach and Ethnography of Oral Poetics

Yun, Kyoim(Indiana University)

This paper is an introduction to and critical review of studies on verbal
art in the United States from the early 1970s to this day. This study starts
with pointing out the oxymoron of the term ‘oral literature’, which lost
currency among most ethnographically oriented scholars with the advent
of the performance-centered perspective. In turn, it introduces terminology
such as verbal art, performance, and oral poetics, essential to this new
perspective that refashioned the text-centered perspective to the practicecentered one, emphasizing artistic uses of language in everyday life and
formal performance settings.
Sharing perspectives from sociolinguistics developed by challenging
structural linguistics, the performance-centered approach highlights the
performance itself as a creative accomplishment rather than neglecting it
as mere error, as in Chomskian linguistics. Insofar as the approach
emphasizes heterogeneity of diverse speech communities and their
different views on performance, the performance-centered approach rests
closely upon ethnographic research. In particular, the ethnography of oral
poetics seeks the aesthetics revealed in actual performance events and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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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d culture-specifically, and emphasizes ethnographic fieldwork and
faithful transcriptions/translations of the original performances.
The performance-centered approach has been in continuous dialogic
process while expanding its perspectives in response to criticism from
outside and within.
Key Word: Verbal Art, Performance, Oral Poetics, Ethnography, Linguistic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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