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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에서는 20세기 전반 아악과 민속악, 국악과 양악 그리고 대중음악에 이르기까지 여러 장르

의 경계에서 활동하여 피리의 외연을 넓혔던 근대 피리 명인 이병우(1908-1971)가 남긴 음원 

중 ‘피리 창작음악 작업’과 관련된 음원을 분석하고 그 특성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왕직아악부 1기생으로서 피리를 전공한 이병우는 궁중음악에서 연주되는 피리 악곡을 두루 

학습하였고 아악부를 졸업한 이후에는 아악뿐 아니라 경서도 민요와 신민요를 피리로 연주함에 

있어 활발한 활동양상을 보인다. 뿐만 아니라 작곡가이자 바이올린 연주자인 홍난파에게 양악이

론을 공부하고 오보에 연주자로 활동하면서 양악계에 전통악기인 피리를 자연스럽게 소개하여 

피리가 양악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였다. 1930년대 이후에는 ‘오케레코드사’의 전속

연주자로서 활동하면서 레코드사의 전속 가수이자 당대 스타가수에 속했던 이난영, 황금심, 이화

자 등의 노래에 피리를 연주하였다. 

음원을 통해 남겨진 이병우의 피리가락을 분석해보면 주로 경토리 음계와 비슷한 곡조에 경서

도 민요를 반주하는 전통적인 피리 연주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연주한다. 그러나 이병우의 연주에 

있어 놀라운 점은 현재의 피리 연주자들이 창작음악을 연주하는데 있어 익숙한 Eb조와 Ab조에 

국한되지 않고 어떤 음역에서도 자유롭게 선율을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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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장르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뛰어난 음악성으로 인하여 전통 국악기 피리가 여러 장르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고 피리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었다.

이병우는 해방 이후 피리연주자로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피리 연주자들에게 그 존재

가 잘 알려져 있지는 않다. 그러나 사회적 격변기였던 20세기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 숨 쉬는 

음악’을 만들어나가는 시도를 했던 이병우의 음악에 대한 열린 시각은 전통악기인 피리로 연주하

는 창작음악의 태동과 그 맥락을 함께한다는 점에서 음악사적인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주제어】이병우, 근대피리연주자, 피리창작음악, 피리

1. 서론

20세기 초 한반도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기존의 것들과 낯선 것들이 섞

여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냈고 새로운 질서 속에서 전통음악 역시 본질을 유지

하면서도 조금씩 변화되어 왔다. 현재 이 땅에서 연주되는 ‘국악’은 전통사회에

서 연주되었던 음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시대를 살았던 근대 음악

인들이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창작했던 음악을 두루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근대 피리 연주자 이병우(1908-1971)는 장악원에서 

전악으로 활동한 바 있는 피리의 명수 이원근의 후손으로 태어나 이왕직아악부 

1기로 피리를 전공하였다. 이병우는 궁중음악의 맥을 잇기에 명분과 음악적 능

력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선택했던 행보는 매우 파격적인 것이었다. 

그는 아악부를 졸업한 후 일제강점기 양악의 선구자였던 홍난파에게 양악이론

과 작곡을 공부하였고 오보에, 클라리넷 연주자로 활동하면서 전통음악과 양악

이라는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관악기를 연주하였다.1) 

또한 ‘오케레코드’ 전속 연주자로 활동하면서 당대 스타가수들의 음반과 영화

음악에 두루 참여하면서 피리의 외연을 확장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이병우의 활동은 정악, 민속악, 국악창작음악, 양악, 대중음악으로 경계가 뚜렷

 1) 송방송, 한겨레음악인대사전(보고사, 2012), 6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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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분되어 있는 오늘날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불가능한 것에 가까운 놀라운 

족적이다. 이러한 이병우의 음악활동에 관하여 이미 학계에서 논의된 바 있기 

때문에2) 본고에서는 이병우가 남긴 음원 중에서도 피리를 활용한 창작활동 관

련 악곡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2. 본론 

1) 신민요와 피리- <상사천리몽> 

이병우는 1930년대 전통 민요를 기반으로 한 신민요의 피리반주를 도맡았

고3) 직접 신민요를 작곡하기도 하였는데 그 실례로 <상사천리몽>은 김소희와 

박귀희를 위하여 직접 작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4) 이 악곡은 KBS FM 

SERIES FOR THE 21ST CENTURY Korean Traditional Music. 54「작고명인 

연주집」(2002)에 이병우의 피리, 지영희의 아쟁, 성금연의 가야금를 통해 기악

합주로도 남아있다. 다음은 김소희가 노래한 <상사천리몽>의 채보악보이다.5)

 2) 이진원, ｢반락, 그 남자의 음반이야기 <이진원>-과학도 퉁애에 빠지다｣(해설지), KOUSCD-009, 2013. 
 3) 황금선, 손금홍 등의 신민요 가수의 유성기 음반을 통해 이병우의 피리 간주 및 전주가 남아있다. 
 4) 동아방송 1971년 11월 28일자. <추억의 스타앨범 이병우 편> 참조. 
 5) <김소희 남도민요 2집>((사)한국음반산업협회, 2001), 7번 트랙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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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 

위의 <악보 1>에 따르면 총 8마디의 선율인데 두 마디가 동기로 발전되는 음

악구조가 아닌 3마디(A)+2마디(B)+3마디(C) 형태로 진행되는 기본적인 양악 

음악이론과는 다른 악곡구조를 보인다. 3마디의 제 3, 4박 종지악구를 보면 ‘도 

레도라솔 도도’로 창부타령조의 민요와 종지 스타일이 동일하다. 따라서 피리 

선율은 경서도 민요를 연주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반면 음원에서 이 악곡을 노

래한 창자는 남도민요와 판소리의 명인 김소희였고 남도제 표현법을 기반으로 

하여 노래함으로써 경토리에서 떠는 음이 솔에 해당되는 음이라면 육자배기 토

리 음기능인 미(떠는청)와 라(본청)에서 굵게 떨어주는 방식으로 노래하여 전체

적인 스타일은 새로 창작된 남도민요로 느껴진다. 

2) 양악과 피리- <코리아 환상곡> 

이병우는 1930년대 이후 전통음악뿐 아니라 전통악기와 서양악기가 합주하

는 ‘선양(鮮洋)합주’에서 단소, 피리를 연주했다. 양악과 전통을 결합하는 방식의 

음악적 행보에는 일제강점기 양악의 선구자였던 홍난파와의 만남이 영향을 미

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왕직아악부를 졸업한 후 홍난파와 인연을 맺어 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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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롯한 양악을 공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6) 

<봉선화>의 작곡가로 잘 알려져 있는 홍난파는 ‘조선정악전습소’에서 양악을 

교육받았으며 일제강점기 양악이 정착되는데 앞장선 인물이다. 그는 1922년 음

악실기교육을 위해 ‘연악회’를 창립하였고 많은 음악인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

병우 역시 홍난파의 음악교육 기관을 통하여 양악을 공부하였고 그 인연을 바탕

으로 1937년 홍난파가 경성방송국 양악책임자겸 전속관현악단 지휘를 맡았을 

때7) 이병우는 오보에 연주자로 양악합주단에 소속되기도 하였다.  

당시 홍난파가 전통음악에 관하여 가지고 있던 시각은 매우 비판적인 것이었

는데 <동서양의 음악비교>라는 글을 통하여8) 박자, 선율, 화성의 3요소가 구비

되지 않는 음악은 원시음악으로 규정하거나 조선악의 서양식 편곡도 사이비 혼

혈아라고 비판하였다. 그는 서구의 문명을 받아들여 조선이 문명화되어야 식민

지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전통음악 역시 문명화되지 않

은, 낡고 바꾸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했다.9)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난파가 낡은 음악을 연주하는 피리 연주자 이병우와 교

류를 하고 관계를 맺었던 것은 대대로 궁중음악을 전승하던 집안 출신인 이병우

가 가진 음악적 재능이 전통악기에 국한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이

병우는 현재의 기준으로 국악인 피리 연주자가 겸할 수 있다고 상상하지 않는 

양악기 클라리넷, 오보에도 동시에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유일무

이한 연주자였다.  

해방 이후 이병우는 고려교향악단(1946), 서울관현악단(1947), 서울교향악단

(1948), 공군본부소속 교향악단(1951)에서 오보에 연주자로 활동하였다.10) 그

는 공군교향악단에 오보에 연주자로 소속되어 활동하던 1962년 5월 16일 ‘제 

1회 5.16 혁명 기념행사’의 지휘를 위해 입국한 안익태를 만나 그가 작곡한 <코

 6) 동아방송 1971년 11월 28일자. <추억의 스타앨범 이병우 편> 참조.  
 7) 김창욱, 홍난파 음악연구(민속원, 2010), 104쪽.  
 8) 신동아 6월호(1936), 65쪽. 
 9) 김창욱, 위의 책, 116쪽. 
10) 송방송, 한겨레음악인대사전(보고사, 2012), 6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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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판타지>11)에서 피리를 연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그것은 맨 앞의 트롬

본 소절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선율은 경서도 민요와 흡사하다. 

다음은 코리아 판타지 도입 부분의 트롬본 솔로의 채보악보이다.  

<악보 2>

위의 <악보 2>의 선율은 Eb로 연주되며 전반적인 진행은 솔음계를 기반으로 

한 경토리 민요의 선율진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제 1부터 3마디를 보면 

‘솔-도레미레도-레라솔’로 진행하는데 경토리의 하강선율인 ‘레도라솔’을 변형

하여 ‘레라솔’로 연주하는 것이고 제 6마디에서 ‘솔라 솔 파’로 진행하여 민요적

인 느낌에서 한 번 벗어나기도 하지만 제 9마디 전체를 보면 교향악으로 연주하

는 경기민요 느낌이다. 때문에 경서도 민요에 익숙한 피리 연주자인 이병우가 

이 부분을 쉽게 연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오보에, 클라리넷, 피

리를 넘나들었던 그의 행적에 대한 증언이다.     

<인용1> 이예근의 증언에 따르면 한번은 공군교향악단 시절 이병우가 오보에를 연주

해야 하는데 악기를 안 가져 왔다 한다.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병우가 늘 주머니

11) 1938년 2월 20일 아일랜드의 더블린 시에서 초연되었으며, 보완을 거쳐 1958년 미국 할리우드에서 완

성된 곡이 연주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1961년 이승만 대통령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음악회에서 처

음으로 연주되었다. 
12) [新 한국의 명장] 악기와 함께한 60년 나라의 음악을 완성하다. 신동아 2014년 5월 23일자 기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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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지고 다니는 피리를 꺼내 오보에 파트 연주를 차질 없이 해내어 감탄한 적이 

있다 한다. 그리고 이병우는 서양 클래식을 악보대로 연주하다가도 흥이 나면 즉흥 

작, 편곡을 하여 연주하곤 하였다. 13)

위의 인용문에 따르면 이병우가 즉흥연주에 능하였고 피리나 오보에에 관계

없이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실력자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가 연주한 선율들

을 분석해 보면 양악에만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즉흥적인 작편곡으로 보

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기존의 민요를 연주했던 피리의 기능에서 크게 벗어

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전통에 대하여 배타적이고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

던 보수적인 양악계의 이병우에 대한 음악적 신뢰는 그의 전통악기인 피리가 자

연스럽게 양악곡에 사용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것은 다음에 살펴

볼 대중음악에서 나타나는 이병우의 활동과 피리의 역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

나는 지점이다.

3) 가요와 피리- <꼴망태목동>, <눈감은 포구>, <오동동타령> 

이병우는 대중음악과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는데 이것은 대중음악계의 거

장 이철(李哲)이 1932년 설립한 ‘오케레코드’의 전속악사로 활동한 것과 관련이 

있다. 1930년대에는 유행창가나 번안가요가 대중 속에 어느 정도 퍼져 있었고 

1926년 윤심덕이 발표한 <사의 찬미>의 사례를 통한 유성기 음반의 성공 이후 

외국 음반회사들이 한반도 상품시장의 잠재력을 인정하여 차례로 상륙하던 시

기이다. ‘오케레코드’는 그 중 조선인에 의한 최초의 레코드사로서 주력 장르는 

대중음악이었으며 고복수, 이난영, 남인수와 같은 스타를 배출함으로써 음반시

장을 평정하였다.14)

‘오케레코드’는 1937년경부터 무대공연에서 음반선전을 겸한 연주회라는 이

13) 노재명, ｢국악음반박물관-국악명인실｣, 이병우의 차녀 이희숙과의 인터뷰 자료, 2010년 9월 21일. 
14) 박수현, ｢1930년대 대중음악 산업의 고찰｣(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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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으로 전속가수들의 실연 무대를 마련하였는데 이철은 무대공연에 열의를 보

여 1938년에는 ‘오케그랜드 쇼’로 전속가수들의 실연무대를 확장시킨다. 1939

년에는 오케연주단을 확장하여 조선악극단이라는 이름으로 204회의 일본순회공

연을 하여 크게 성공하였다.15) 단장이었던 이철은 1944년 만주 순회공연 이후 

병을 얻어 사망하였고 조선악극단도 해체되었다.16) 

오케레코드의 전속 연주자였던 이병우의 활동 역시 이와 맥락을 함께한다. 그

는 오케연주단의 전속악사로서 황금심, 손금홍, 이화자 등 소속가수의 음반에서 

피리와 단소를 연주하였고 조선악극단의 일원으로 일본공연에 참여하여 1943년 

5월 20일에 영친왕 앞에서 피리와 단소를 연주했다.17)  

<인용2> 그 이상합디다. 그게 애국심이야. 근데 뭐냐면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앉았지. 

그러니까 그 소자 부관이 기립하라고 그래. 그때 일본말로 기립하라고 다 일어서니까 

두 분이 들어 오시더만. 들어오시는데 아주 뭐 우리로서는 처음으로 육안으로 뵙는 

분이야. 아 그 천북을 담은 전체한... 눈물이 그냥 쏟아져 내려오는데 말이야. 그러니 

이거를 컴프라지 할수가 있어야지. 일본사람들 볼 때에 참 아직도 한국정신은 잊지 

않고 있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하니까 아득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그 컴프라

지를 누가 했냐면 단장되는 이철 씨가 했어요. 이철 씨가 경례를 하고서 내가 지금 

우는 것은 시간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늦어서 미안해서 어른 앞에서 미안해서 우는거

라고 그렇게 거짓말로 컴프라지 했지만은 그래가지고 그걸 연주를 했어요. 연주를 했는

데 이왕께서 그 자기가 늘 궁중에서 듣던 음악이니까 아실거 아니에요? 발로 박자를 

치시더만요 이렇게. 박자를 하나 둘 치면서 우리를 마주 못 보시고 밖을 이렇게 내다 

봐요. 밖을 내다보면서 듣고 계시더만요. 인제 병우가 거기서 피리, 단소 눈물을 흘려가

면서 불었어. 그러니까 궁중서 하던 음악 그냥 양악 반주에다가 단소 했어. 하고 나니까 

15) 이영준, 한국가요사이야기(아름출판사, 1994), 27쪽. 
16) 이동균, ｢일제시대 조국의 노래를 지어냈던 이철의 삶과 예술 그리고 조국｣, 월간조선 7월호(조선일보

사, 2003). 
17) 이준희, ｢낡은 사진속의 현경섭과 음악동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자료집 2트럼펫 연주자 현경섭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4), 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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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기쁘신지 그 자리에서 그러더만요. 이거 나는 절대로 그 이 백성들 하고는 사진 

못찍게 돼있다는 거에요. 그러나 오늘만은 특별히 내가 여러분들 하고 사진을 찍을테니 

뜰로 다 나갑시다. 그래 나가서 그 두 분을 세우고서 꽃밭에 선 다음에 우리 단원들이 

전부 가서 사진을 찍은 일이 있었지요. 그러한 얘깁니다.18)

<자료 1> 이병우와 음악동료 <자료 2> 영친왕 공연 후 아카사카궁 후원 조선악극단  

위의 사진은 일제강점기 이병우와 ‘오케레코드'의 전속연주자로부터 해방 이

후 ‘서울교향악단’ 연주자로서의 행보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트럼펫 연주자 현경

섭 소장 사진이다. <자료 1>에서 뒷줄 두 번째의 모자와 안경을 쓴 이가 이병우

이다. <자료 2>는 이철 단장이 이끈 조선악극단의 영친왕 어전 공연 이후 기념

촬영이다. 이러한 어전공연에 있어 이왕직아악부 출신으로서 대중음악뿐 아니라 

음률과 민요를 두루 연주할 수 있었던 이병우의 역할은 조선악극단 내부에서도 

매우 의미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가수들의 음반에 남아있는 이병우의 피리연주를 채보하여 그가 연주

한 패턴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겠다. 먼저 1938년 김영파가 작곡, 조명암

이 작사하고 이화자19)가 노래한 <꼴망태목동>의 피리부분을 채보한 악보이다. 

18) 동아방송 1971년 11월 28일자. <추억의 스타앨범 이병우 편> 인용. 조선악극단의 일원인 것으로 보이나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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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 

위의 음원에서 이병우는 전주와 간주에서 피리를 연주했는데 ‘라-레미레도 

레도 레도 라 레미레도 라’로 시작하고 ‘레’로 종지하는 선율을 연주하고 있다. 

경기민요 <사발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느낌이 든다. 다음은 박시춘이 작곡하고 

조명암이 작사한 이난영20)의 <눈감은 포구>(1940)의 피리연주이다. 

<악보 4> 

 

19) 이화자(1915-1950)는 작곡가 김용환(金龍煥)에 의해 발탁되어 가수활동을 시작했고, 그녀는 폴리돌사

의 전속가수로 활약하다가 후에 오케사로 옮겨가 활동했다. 
20) 이난영(1916-1965)은 태양극단의 가수로 활동하다가 아사히(朝日)상회 주인의 소개로 오케레코드사에 

입사하게 됐다. <목포의 눈물>을 손목인(孫牧人)이 작곡하고 그녀가 불러 그녀는 더욱 유명해졌다. 당
시 오케레코드사의 전속작곡가로 있던 김해송(金海松)과 결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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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감은 포구>에서 이병우는 ‘미솔라 도--미 레미레도레 도 라도라도’ 로 진

행하여 전통음계보다는 트로트 선율을 피리로 연주했다. 다음은 한복남이 작곡, 

야인초가 작사하고 황정자가 노래한 <오동동타령>(1956)의 피리 연주를 채보한 

것이다. <오동동타령>의 피리선율은 ‘미-파 미 파미도시 라,  도- 도시 라 미 

솔’로 진행되며 일본풍 가요의 진행이다.

<악보 5>

4) 영화음악과 피리- <장희빈>, <평양기생> 

이병우는 영화음악에 피리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다음은 HLKA 연속극 주제

가 <장희빈>(1960)에서 전오승이 작곡하고 이서구가 작사한 황금심21)이 노래한 

주제가의 피리선율이다. <장희빈>에서는 ‘솔-미- 레도라솔라 도’로 진행하며 

트로트와 경기민요가 결합된 형태의 선율선이 나타난다.

21) 황금심(黃琴心, 1922~2001.07.30)은 한국의 가수이다. 일제 강점기에 데뷔해 1960년대까지도 활발히 

활동했다. 본명은 황금동(黃金童)이다. 1936년 15세의 나이에 오케레코드 전속가수 선발 모집에서 1등

으로 입상하면서 가수로 데뷔하게 되었다. 그해 오케레코드사에서 발표한〈왜 못 오시나요〉와 <지는 

석양 어이 하리오〉가 데뷔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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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 

다음은 백영호가 작곡하고 남국인이 작사하고 이미자가 노래한 <평양기

생>(1966)의 피리선율이다. <평양기생>의 피리선율은 ‘솔- 라솔미레 도미레 미

레 도 도미 레도레도 라솔’ 진행하여 솔음계 경토리의 선율진행에서 크게 벗어

나지 않는다.  

<악보 7> 

이처럼 1938년부터 1960년까지 대중가요의 간주나 전주를 연주하거나 영화

음악에서 피리를 연주했을 때 이병우는 경서도 민요의 주법을 적용하여 연주하

였다. 다만 위의 <악보 3>은 F조, <악보 4>는 D조, <악보 5> Bb조, <악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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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조로 진행되는 악곡인데 이병우는 음역에 관계없이 자신이 익숙하게 연주했

던 선율을 자연스럽게 연주하여 피리연주에 있어 ‘이조’가 자유로운 연주자였음

이 확인된다.

이러한 여러 음원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듯 이병우는 일제강점기 대중음악을 

이끌어가던 ‘오케레코드’ 전속악사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당대 가수의 노래에서 

전주와 간주를 담당하였으며 영화음악에서도 피리를 연주할 수 있는 기반을 가

지고 있었다. 단 이병우의 피리연주를 분석해 보면 전통연주 방식에서 크게 벗

어난 음악적 시도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병우의 즉흥능력에 있어 중요한 지점은 현재 피리 연주자들이 시김

새와 농음을 정해진 지공에서만 연주하기 때문에 Eb조나 Ab조의 창작음악에 익

숙한 반면 이병우는 가수의 음역에 맞추어 피리음역을 자유로이 이조하여 연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이병우는 자연스

럽게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서 피리를 연주할 수 있었고 전통음악적인 요소가 자

연스레 스며들 수 있는 음악적 가교 역할을 하게 된 셈이다.

3. 결론 

본고에서는 이왕직아악부 1기 피리 연주자 이병우의 피리가락이 남아있는 음

원 중에서 현재를 기준으로 피리를 활용한 창작음악 작업에 해당되는 악곡을 중

심으로 선정하여 그 음악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일제강점기 이병우가 피리를 타 

장르와 결합하여 연주한 것으로는 크게 신민요, 양악, 대중음악으로 분리하여 살

펴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이병우는 피리로 신민요의 반주를 행함에 있어 본래 경서도 민요의 

반주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피리의 연주양상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그 예로 <상사천리몽>을 들 수 있으며 이 악곡은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의 창작

음악이기보다는 전주와 간주에 서울, 경기지역의 민요를 연주하듯 피리를 연주

한 것이다. 이러한 연주양상은 양악곡에서 피리를 연주할 때도 크게 다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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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악부를 졸업한 이후 홍난파 음악연구소에서 양악의 전반을 학습한 이병우

는 양악곡에서 피리를 연주하기도 하였는데 그 예로 안익태 작곡의 <코리아 환

상곡> 도입 파트를 피리로 연주하였던 사례가 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코

리아 환상곡>의 선율진행이 경서도 민요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대중음악과 영화음악에 피리가락을 연주함에 있어서는 경서도 민

요의 전통적인 피리 연주법을 결합하는 방식과 트로트 선율을 피리로 연주하는 

두 가지 양상을 보인다. ‘오케레코드’의 전속 연주자이기도 했던 이병우는 여러 

스타가수의 가요의 전주와 간주를 녹음했다. 일제강점기 당시 스타 가수들의 가

요 중 솔음계 가락 기반으로 한 악곡들이 다수 존재했기 때문에 경서도 민요에 

익숙한 이병우는 이 음악에 선율을 연주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

다. 이처럼 이병우가 양악과 대중음악에서 연주한 피리가락은 트로트 선율을 제

외하면 경서도 민요를 연주하는 피리가락과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이 악곡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병우 피리가락의 특징은 제한

된 음역에서 연주되는 것이 아니라 F조, D조, Bb조, Eb조 등 음역에 관계없이 

자신이 익숙하게 연주했던 경서도 민요 선율을 자연스럽게 연주하고 있다는 것

이다. 음역이 좁은 피리의 한계를 한계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음악이라도 자유

롭게 음역에 맞추어 연주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해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한 양

악곡이나 대중음악에서 자연스럽게 피리선율을 녹여내는 작업이 가능했던 것이

다. 이는 현재의 피리 연주자들이 창작음악을 연주하는데 있어 익숙한 Eb조와 

Ab조에 국한된 연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이병우는 해방 이후 피리연주자로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잘 알

려지지 않은 인물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20세기 전반 아악과 민속악의 장르를 

넘나들었을 뿐 아니라 오보에와 클라리넷 연주자로 활동하면서 양악과 국악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었던 유일한 인물이었다. 따라서 이병우의 피리는 국악기임

에도 불구하고 양악곡과 대중음악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가 보여 준 다양한 행보는 우리 주변에서 낯선 악기가 되어버린 피리의 모습

과 정악, 민속악, 창작음악을 구분하고 쉽게 넘나들지 못하고 ‘전통’이라는 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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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갇혀 있는 현재의 피리 연주자들에게 큰 의미를 건넨다. 

전통음악의 전승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활용하여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 숨 쉬

는 음악’을 만들어 가는 작업 또한 21세기 연주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

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장르의 경계에 서서 활동하는 여러 연주자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의 세대가 처음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20세기 초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며 그 한가운데에는 근대

의 피리 연주자 이병우가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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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Modernized Piri Music of Lee, Byeong-woo 

Jin, Yun-Kyong

(National Gugak Center) 

Lee, Byeong-woo (1908-1971) is a forgotten Piri player today. Traditionally His 

family belong to court music group and he naturally entered modernized court 

music school called Aak-bu, Yang-seong-so in the early 20th century. However, 

after graduate Aak-bu he wanted to beyond traditional music and study western 

music and popular music. Because of his activity related with western and popular 

music, his traditional wind instrument Piri could be used in new genre beyond 

traditional music.

According to some analysis of his music record, when he played Piri in other 

genre he used Piri same way in old folk songs of Seoul and Gyeong-gi province. 

But he had ability of change of music range freely and he could mixed traditional 

elements and new genre. Today Piri players often set limits from the name of 

‘tradition’ but for future-oriented traditional music which be loved by people, Piri 

players have to try to learn attitude of Lee, Byeong-woo who had open mind for 

various music.  

【Keywords】Lee, Byeong-woo, Piri player of the early 20th, Newly composed musical works of Piri, 
Pi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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