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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21세기 피리음악연구회”의 2015년 제14회 연주회에서 저음피

리를 위하여 편곡 초연된 <월워리청청 / 달은 밝고 바람은...>의 실제 연

주를 기반으로 하여 저음피리의 주법을 연구하였다.

이에 따라 먼저 반세기동안 이어온 전통피리의 개량과 관련하여 그간 제

작과정을 거쳐 온 저음피리의 종류와 특징들을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개량과정과 악기구조 및 음색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다

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저음피리는 전통피리의 구조인 ‘관대와 서’의 구조와 동일하다. 저

음역대를 보완하기 위해 관대의 길이가 늘어났고, 저음의 울림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의 크기와 넓이가 증대되었다.

둘째, 관대는 전통피리와 비교했을 때, 길이는 약 3배 길어졌고, 내경은

약 30%가 넓어졌다. 손가락이 닿지 않는 저음역대 지공의 개폐를 위해

대나무로 제작된 키(Key)가 부착되었다.

셋째, 저음피리의 재료는 개량대피리와 달리 시누대로 제작되어 무게가

가벼워졌고, 음색 또한 같은 재료로 제작된 전통피리에 가까운 음향스펙

트럼의 형태를 보였다.

넷째, 저음피리의 오른손 주법에서 키를 조작하여 얻는 음정은 여섯 음

이며, 전통피리와 달리 음공과 키의 순서가 순차적이지 않은 진행을 보인

다. 왼손 주법은 오른손에 비해 키 조작이 적으며 주법과 음계는 Eb피리

와 동일하다. 키는 다섯 번째 손가락으로만 조작한다.

다섯째, 저음피리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키 조작법으로는 오른손 두 번

째 손가락의 옆면을 이용한 키 조작법, 키로 키(Key to Key)를 누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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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법이 있다.

여섯째, 저음피리 주법의 특징은 키를 사용하는 음정들의 연결에서 특정

키를 떼지 않고 연결하는 주법, Db4이상의 음을 낼 때 옥타브 키를 이용

하는 주법이 있다. 또한, 기존의 개량피리와는 달리 요성 · 서침표 등 전

통피리 주법과 시김새의 표현도 수월해졌다.

이상의 살펴본 바와 같이 ‘21세기 저음피리’는 악기의 크기와 기능(음량,

음역, 주법, Key)이 확장, 증대되었다. 또한, 전통피리와 악기재료 및 제작

방법이 동일하여 음색의 변화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이는 전통피리의

음악적인 특징을 계승 · 발전시킨 악기개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저음피리, 주법, 개량, 피리

학 번 : 2007-2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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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목적 및 문제제기

전통음악에 쓰이는 피리는 크게 당피리, 향피리, 세피리로 나뉘며 음악

형식과 장르, 그리고 음량의 차이 등에 따라 그 쓰임새를 달리하고 있

다.1) 당피리는 오죽(烏竹)을 사용하며 종묘제례악, 보허자 등 당악계열의

음악에서, 향피리는 황죽(篁竹) 또는 해죽(海竹)을 사용하며 평조회상, 여

민락 등 향악계열의 음악에서, 세피리는 향피리보다 가는 시누대를 사용

하여 현악중심의 영산회상, 가곡의 반주 등에 사용되며 전통음악의 중심

악기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중 향피리는 연주자들에 의해 악기개량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연주

의 용이성을 위해 민요와 시나위 및 산조를 위한 관대가 제작되었다. 향

피리의 악기개량이 본격화 되었다고 보는 1964년 12월 5일 국립국악원

“국악기 개량연구위원회”의 발족2) 이후 1967년 4월과 1969년 9월 두 차

례의 전시회3)를 통해 피리 재료의 개선, 규격화와 대량생산체제를 갖게

하는 성과를 올렸다.

피리는 그 크기가 작은 만큼 재료, 내경 · 외경의 크기, 외형변화에 민감

한 악기인데, 고유의 음색을 유지하면서 개량한다는 것은 전문 악기제작

자의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중요과제이기도 했다.

1) 국립국악원, 『피리정악보』, (서울: 은하출판사, 2015), 8쪽.

2) 국립국악원, 『국악연혁』, (서울: 세신문화사, 1982), 333~336쪽.
3) 국립국악원, 『국악연혁』, (서울: 세신문화사, 1982), 3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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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제를 안고 당시 피리의 개량을 담당한 김기수4)는 당피리, 향피리,

세피리의 관대 재료를 기존의 대나무가 아닌 플라스틱을 사용5)하여 악기

의 규격화와 대량생산 체제를 기대할 수 있게 하였고, 서와 관대의 결속

부분은 관대입구부분을 확장시켜 코르크(cork)6)로 마감하는 방법을 사용

하였다.

이 개량악기는 약술된 보고내용만 남아있고, 개량피리의 실체가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데, 그 내용에 따르면 피리의 개량실적으로는 최초라고 볼

수 있겠다.

이후에 김기수는 저음대피리 또한 시험 제작하였는데, 관대의 크기를 단

소만큼 크게 제작하고, 지공의 거리를 넓혀서 향피리의 음정보다 한 옥타

브 아래인 저음역대의 피리(이하 죽헌대피리7))를 만들었다. 죽헌대피리는

4) 대금연주자 · 작곡가(1917.11.12~1986.10.21). 호는 대마루 · 죽헌(竹軒).

1931년 이왕직아악부 제4기생으로 입학하여 대금을 전공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및 제39호 처용무 예능보유자, 제3대 국립국악원장, 제3대 국립국악고등학

교 교장을 역임하였으며, 1939년 창작국악곡 “황화만년지곡” 작곡을 시작으로 수십 곡

의 독주, 합주 및 국악관현악곡을 작곡하였다. 『악전첫걸음』, 『국악입문』,『대금교

본』등의 저서와 『한국민요오십곡집』,『단소율보』,『가야금정악』등의 악보집을 남

겼으며, 그 업적과 공로를 인정받아 제3회 서울시문화상 음악상(1953) · 제6회 국악상

공로상(1961) · 대한민국 예술원 공로상(1977) · 제11회 대한민국 문화예술상(1979)을

수상했고, 1982년 제1회 KBS국악대상 특별공로상을 수상하였다.

송방송, 『한겨레음악인대사전』 , (서울: 보고사, 2012), 96~98쪽.
5) “개량국악기전시목록”, 국립국악원 진열실(당시 서울 종로구 운니동 소재)에서 열린 첫

번째 개량국악기 전시회(1967년 4월 21일~25일)의 유인물 첨부서에 다음과 같이 소개

되었다. “피리 27, 28호(향피리, 당피리, 세피리) 김기수. 내경 9와 6의 플라스틱 관을

써서 각 관을 만들었음”

6) 코르크는 참나무과(科)인 코르크나무(Quercus suber)의 겉껍질과 속껍질 사이의 두껍

고 탄력 있는 부분을 잘게 잘라 가공한 것으로 보온, 방음, 방수, 방진효과가 좋다. 서

양악기에서는 클라리넷의 관 사이의 연결부분, 색소폰의 마우스피스와 넥(neck)의 결합

부분에 쓰이는 등 널리 사용되고 있다. 죽헌 김기수의 개량피리에 사용된 코르크는 플

라스틱으로 제작된 관대와 서의 결속력 강화 및 서의 진동을 관대에 효과적으로 전달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7) 1968년에 개량 발표된 악기로 당시의 악기명은 ‘저음피리’로 불리었고, 이후에 ‘대피리’

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었다. 죽헌 김기수의 시안으로 제작된 이 악기를 1990년대 이후

개량된 대피리, 개량대피리와 구분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죽헌대피리’라는 명칭으

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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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금협주곡 ‘대바람소리’8)에서 솔로(solo)연주에 사용되며 창작음악

에서도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그 결과로 전통피리의 연주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개량피리에 관한 연구

가 활발해지기 시작했고, 오늘날에 이르러서 더욱 발전된 개량피리가 제

작되어 피리개량의 가능성을 높여 주었다고 볼 수 있다.9)

피리는 더블리드(double reed)계열의 관악기로서 겹서의 진동이 관대에

전달되어 피리만의 안공법10)으로 음정을 내는 악기인데, 악기 재료인 해

죽의 특성상 음색과 음정이 각 악기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단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시대적 흐름에 따라 1960년대 이후 국악관현악단11)과 작곡

자들의 요구에 의해 오선보에 기보된 곡을 연주하거나 서양악기와 함께

연주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서양의 평균율(A=440Hz)에 근접한 음정을

내기 쉽도록 Eb피리12)가 제작되었다.

그러나 전통피리의 구조적 한계로 인한 좁은 음역대(Bb3~F5)가 개량피

리의 단점이자 보완해야 할 연구과제로 끊임없이 문제제기 되면서 전통피

8) 대금협주곡 “대바람소리” (이상규 작곡), 1978년 9월 4일 초연(국립극장 대극장).

『죽헌 김기수선생 송수기념 창작곡집 ; 대악』, (서울: 은하출판사, 1978), “竹軒 金琪

洙先生 年譜略”의 수록곡으로서 제2회 대한민국 작곡상(1978)을 수상하였고, 2015년 20

세기 한국예술을 대표하는 고전 작품 중 전통예술부문 공동1위(한국예술종합학교 부설

한국예술연구소)에 선정되었다.

9) 1999년 정재국을 주축으로 향피리의 고음과 저음을 확장하여 제작 된 ‘고음피리·개량

대피리’, 2001년 박인기를 주축으로 하여 제작 된 ‘황종피리’ 등.

10) ‘안공법’이란 관악기의 몸통에 해당하는 관대에 뚫려있는 지공을 잡는 법을 말한다.

피리연주의 기초가 되는 음계를 연주하는데 필요한 포지션에 대한 용어이다.

11) 1965년 최초의 국악관현악단인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現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의 창단

을 시점으로 1985년 KBS국악관현악단, 2004년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2005년 성남시립

국악단의 창단으로 이어진다.

12) 피리연주자들 사이에서 사용하는 ‘정악관대’, ‘신곡관대’는 이미 그 의미가 상통하는

보편화된 향피리 명칭이다. 이는 그 악기가 주로 사용되는 음악의 구분에 따른 것이

지만, 때로는 황종(黃鐘)음정(Eb4)의 안공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정악관대는 네 번째 손가락(제4공)까지 막는 방법, 신곡관대는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

(제5공)까지 막는 방법 등 서로 다른 안공법으로 황종 음정을 얻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향피리의 명칭을 저음피리와의 통일성을 위해 정악관대는 ‘정

악피리’로, 이보다 길이가 다소 짧고 지공의 위치가 오선보에 기보된 평균율 음정에

가깝게 낼 수 있도록 제작된 신곡관대를 ‘Eb피리’로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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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고유의 음역을 크게 상회하는 저음 및 고음역대의 개량피리가 출현하

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들어 박범훈을 중심으로 한 ‘국립

극장 악기개량사업(대피리)’, 정재국을 중심으로 한 ‘피리개량추진위원회

(개량대피리)’, 박인기를 중심으로 한 ‘황종피리연구회(황종피리)’, 21세기

피리음악연구회의 ‘저음피리연구(21세기 저음피리)’의 결과물로 다양한 개

량저음피리가 연구 · 개발되며 연주에 사용되기까지 이르렀다.13)

선행된 개량피리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강민배는 개량피리의 제작방

법, 운지법 및 Key조작법에 대하여 연구하였고14), 김영훈은 창작음악용

개량 향피리와 개량 대피리를 현행 향피리, 대피리와 비교 연구하였다.15)

또 이상준은 전통음악에서 연주되는 피리와 개량된 피리를 포함하여 모든

피리의 음악적 구조에 대하여 연구하였다.16)

하지만 개량피리 중에서도 저음역대를 보완하기 위해 2012년 제작된 ‘21

세기 저음피리’에 관한 연구는 아직 없었다.

필자는 2015년17)에 저음피리를 위해 편곡된 <월워리 청청 / 달은 밝고

바람은...>18)을 ‘21세기 저음피리’로 연주한 바 있다. 이 연주를 통해 ‘21세

기 저음피리’는 저음역의 음정을 담당하는 기능적 역할이 대부분이었던

13) 개량저음피리의 제작년도는 죽헌대피리(1968)를 필두로, 대피리(1995년), 개량대피리

(1999년), 황종피리(2001년), 21세기 저음피리(2012년)이다.

14) 강민배, “개량피리에 관한 연구”,『전통문화연구』(경기: 용인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2002), 149~174쪽.
15) 김영훈, “현행 피리와 개량 피리의 비교연구 : ‘피리개량제작 추진위원회’ 개량피리를

중심으로”, (서울: 추계예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6) 이상준, “피리의 음악적 구조에 관한 연구 : 현행피리를 중심으로”, (서울: 중앙대학교

음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17) 21세기 피리음악연구회 제14회 정기연주회(국립국악원 우면당, 2015.11.13).

18) 원곡은 이인원이 작곡한 해금협주곡 ‘월워리 청청’이다. 이후 “21세기 피리음악연구

회”의 위촉으로 2002년 제4회 연주회에서 피리와 생황을 위한 합주곡 ‘월워리 청청’

으로 동작곡가에 의해 재구성되었고, 동연구회의 2015년 제14회 연주회에서 저음피리

를 위한 3중주 <월워리 청청 / 달은 밝고 바람은...>으로 김창환이 편곡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원곡, 재구성, 편곡의 과정을 거친 <월워리 청청 / 달은 밝고 바람

은...>을 이하 ‘월워리 청청’으로 축약하여 사용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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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개량저음피리와 달리, 전통피리에서 나타나는 음악적인 특징과 연

주법19)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연주 할 수 있었다.

또한 빠른 템포의 선율20)도 비교적 수월하게 연주함으로써, ‘21세기 저음

피리’는 개량피리의 목적인 음역과 음량의 증대를 이룬 동시에 음색 및

주법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요소를 계승 · 발전시켜 개량된 피리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저음피리의 역할과 주법의 확장 및 지속적인 활용가능

성 제고에 그 의의를 두고, 작곡자에게는 저음피리의 구조 및 음역에 대

한 이해를 돕고, 연주자에게는 주법 및 키 조작법을 제안하여 더욱 쉽고

편하게 익힐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가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9) 필자는 이 곡에서 1st파트를 담당하였는데, Eb피리와 유사한 음색과 운지법으로 전통

피리의 시김새(요성, 서침표 등) 및 텅잉 등의 표현을 어렵지 않게 구사할 수 있었다.

20) 휘모리장단, 저음피리 즉흥가락 [악보 1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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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1960년대 이후부터 국악관현악이 활성화되고 작곡자에 의해 창작된 곡

에서 피리의 역할이 늘어남에 따라, 취약음역대인 저음역대의 보강과 보

다 수월한 연주를 위해 개량피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로 김기

수에 의해 1968년 제작되어 1978년 대금협주곡 “대바람소리”에서 연주된

‘죽헌대피리’, 1995년 국립극장 악기개량사업으로 박범훈의 주도하에 관대

의 길이를 늘리고 시누대를 사용하여 제작된 ‘대피리’, 1999년 정재국을

중심으로 한 “피리개량추진위원회”의 의뢰로 연악사21)에서 제작한 ‘개량

대피리’, 2012년 “21세기 피리음악연구회”의 의뢰로 강민배22)가 제작한

‘21세기 저음피리’가 제작되었다.

‘대피리’와 ‘개량대피리’는 음역과 관련하여서는 ‘저음피리’의 범주에 들어

가지만 그에 관한 연구23)가 선행되었기에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에 개

량된 21세기 저음피리(이하 저음피리)24)를 중심으로 연구할 것이다.

21) 서울 종로구 묘동 소재. (대표 김현곤)

22) [피리공방 예훈] 대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23) 김영훈, “현행 피리와 개량 피리의 비교연구 : ‘피리개량제작 추진위원회’ 개량피리를

중심으로”, (서울: 추계예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이상준, “피리의 음악적 구조에 관한 연구 : 현행피리를 중심으로”, (서울: 중앙대학교

음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24) ‘대피리’ 및 ‘개량대피리’의 악기범주는 저음피리에 해당하지만, ‘저음역대’를 구분하기

보다 전통피리에 비해 커진 ‘악기의 크기’에 초점을 맞춰 붙여진 명칭이고, 두 악기

모두 현재는 사용빈도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렇기에 본 논문에서는 ‘21세기 저음피

리’의 명칭을 이하 ‘저음피리’라는 명칭으로 정리하여 표현함으로 혼란을 막고자 한다.

[강민배와의 인터뷰 중]

“21세기 피리음악연구회에서 의뢰받은 저음피리의 정식명칭은 21세기 저음피리이고,

이것은 21세기 고음피리와 함께 가는 명칭이다. 기 제작된 21세기 고음피리는 이미

고음피리, 비청피리 등의 명칭으로 혼용되고 있다. 21세기 저음피리라는 명칭을 생소

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연주자마다, 악기를 사용하는 단체마다 여러 이름으로 다르게

부르고 있지만 이제는 통일된 명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악기명칭의 혼용으로 인

한 혼란을 방지하고 연구의 용이성을 위해 ‘21세기 저음피리’의 명칭을 ‘저음피리’로

하여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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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음피리는 악기가 발표된 2012년 “21세기 피리음악연구회”의 제11회 정

기연주회에서 총 6곡25), 2015년 동연구회의 제14회 정기연주회에서 총 3

곡26)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곡에서 나타난 저음피리의 역할은

다수의 전통악기 및 서양악기와의 합주, 저음역대 확장을 위한 기능적인

역할에 그쳤다.27)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필자가 직접 연주하고 독주악기로서도 그 가능성

이 부각된 곡인 저음피리를 위한 3중주 ‘월워리 청청’의 1st파트를 연구대

상으로 삼았다.28)

이를 통해 저음피리의 개량과정 및 악기의 구조를 살펴보고, 저음피리만

의 주법을 파악하고자 다음의 네 부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장에서는 현재까지 개량되어 제작·사용되었던 개량저음피리의 종류를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25) “젊음의 열정Ⅲ”이라는 부제로 '저음피리(개량대피리ver.2)'의 제작발표를 겸하여 열린

이 연주회에서는 총 6곡의 저음피리를 위해 위촉된 곡을 연주하였다.

프로그램은 다음 순서와 같다.

1. 피리 합주곡 ‘열정’ - 작곡 김요섭

2. Sound of Peace - 작곡 박경훈

3. 황종피리 합주곡 ‘신아외기 타령’ - 작곡 이준호

4. 피리와 Jazz trio를 위한 ‘+’ - 작곡 Henry Mancini, 편곡 김기범

5. 피리중주곡 'Blue Night' - 작곡 정동희

6. Feel - 樂 - 편곡 원영석(대취타, 대중음악, 국악창작곡 모음곡)      
26) “창신(創新)-률, 그리고 그리다”라는 부제로 ‘저음피리’에 초점을 맞춰 전통음악을 기

반으로 작곡된 기존의 곡을 저음피리를 위해 편곡하여 서로 비교 감상할 수 있는 곡

으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은 다음 순서와 같다.

1. 비선대 - 작곡 김요섭

2. 비선대 - 편곡 최덕렬

3. 월워리 청청 - 작곡 이인원

4. 월워리 청청 / 달은 밝고 바람은... - 편곡 김창환

5. 신수제천, 절화, 길타령 / 천화령(天花令) - 작곡 김요섭, 편곡 박한규

27) 향피리, 고음피리, 태평소, 황종피리, 가야금 등의 전통악기와 드럼, 베이스기타, 일렉

기타, 신디사이져, 피아노 등의 서양악기가 저음피리와 함께 연주되었다.

28) ‘월워리 청청’은 3대의 저음피리가 음역 내에서 고음, 중음, 저음의 각 파트를 담당하

고, 장과 장사이의 브릿지 역할과 보조선율을 담당한 생황, 리듬을 담당한 2대의 타악

기로 구성되어있어 다른 곡에 비해 저음피리의 역할과 기능이 부각되는 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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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에서는 저음피리가 개량되어 온 과정을 살펴보고29), 음악전문소프트

웨어인 Logic pro 10으로 녹음한 저음피리 · 전통피리 · 개량대피리의 음

원을 Adobe Audition 3.0을 통해 음형을 검출하여 음색을 비교 분석할 것

이다.30)

3장에서는 저음피리의 악기구조를 관대, 서, Key의 세 부분으로 구분하

고 도해하여 알아보고, 음역과 운지법을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실제 연주를 기반으로 하여 김창환 편곡 ‘월워리 청청’의 1st

파트 선율을 중심으로 저음피리만의 특수한 키 조작법, 저음피리에서 가

능한 전통피리 주법 등을 살펴볼 것이다.

29)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소재한 저음피리 제작자 강민배의 공방(피리공방 예훈)에서 인

터뷰를 진행하였다.(2016년 5월 10일)

30) 음색 분석을 위해 미국 SHURE社에서 제작한 콘덴서 마이크 KSM9으로 녹음한 음원

을 분석용 소스로 사용하여, Logic Pro10(애플社의 음향전문소프트웨어)과 Adobe

Audition 3.0(미국 어도비 시스템즈의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으로, 멀티트랙을

지원하는 음악 합성/편집/분석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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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1. 개량 저음피리의 종류

해방 이후 남한에서는 서양음악의 급속한 전파와 국악관현악 및 창작음

악이 활성화되며 전통악기 개량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 중에서도 개

량 저음피리는 1960년대부터 전통피리의 취약했던 저음역대를 보강하기

위해 나타나기 시작했고, 북한에서는 1962년부터 정책적으로 ‘민족악기 개

량사업’을 통해 전통피리를 개량하기 시작하면서 각각의 개량사업이 진행

되었다.

여기서 나타난 개량 저음피리의 종류를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 살펴보

도록 하겠다.

1) 남한의 개량 저음피리 종류

서론에서 밝힌 것처럼 남한에서는 각각의 연구회에서 피리개량사업이 활

발하게 이루어졌고, 그 결과로 현재까지 5종류의 개량 저음피리가 제작되

었다. 남한의 개량 저음피리는 제작년도 순으로 죽헌대피리, 대피리, 개량

대피리, 황종피리, 21c 저음피리가 있다.

이 장에서는 본론에서 다룰 ‘21c 저음피리’를 제외한 개량 저음피리를 살

펴보았는데, 다음의 4종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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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죽헌대피리

죽헌(竹軒) 김기수의 연구로 1968년에 제작되어 발표된 개량 저음피리이

다. 개량 당시의 명칭은 저음피리(대피리)로 불리었으며31) 관대의 크기를

단소만큼 크게 제작하고, 지공의 거리를 넓혀서 전통피리의 최저음인

Ab3에서 완전4도 아래인 Eb3까지의 음역을 연주할 수 있도록 개량되었

다.

죽헌대피리의 지공은 전통피리와 마찬가지로 모두 8공으로 제작되었고

제1공은 관대의 뒷부분에 있으며, 전통피리의 서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죽헌대피리는 이후 여러 창작음악에 편성되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대금

협주곡 ‘대바람소리’에서 솔로(solo)연주에 사용되며 개량피리의 사용영역

을 넓혀나가는 시초가 되었다.

(2) 대피리

1995년 국립극장 악기개량사업의 일환으로 박범훈의 주도로 개량된 ‘대

피리’는 향피리 음역에 없는 저음부분의 음역을 보완하여 개량된 것으로

재료는 시누대로 제작한다. 대피리로 연주하는 곡은 창작곡이며 그 중에

서도 저음부분의 음역대를 주로 맡아 연주한다.

대피리의 악기 생김새는 다음의 [그림 1]32)과 같다.

31) 박치완, “피리의 취법에 관한 연구”, (서울: 한양대학교 음악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4쪽.

32) 이상준, “피리의 음악적 구조에 관한 연구 : 현행피리를 중심으로”, (서울: 중앙대학교

음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13~15, 20쪽. [그림1]~[그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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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대피리

대피리의 지공은 모두 8공으로 되어있고 전통피리와 마찬가지로 제1공은

관대의 뒤에 위치해 있다. 대피리 관대의 길이는 39cm이며, 내경은 1cm

이다. 서는 길이가 9.5cm, 서의 넓이가 1.8cm이다.

대피리의 음역은 Eb3~F433)이며 향피리의 최저음인 Ab3에서 완전4도

아래 음정까지 저음역대를 확장시켰다.

1995년 제작된 이후 국악관현악과 창작곡 등에 활발하게 사용되었으나,

확장된 저음역대의 범위가 적어 활용범위가 점차 줄어들었고, 개량대피리

의 등장으로 사용빈도수가 현저히 낮아지게 되었다.

33) ‘Eb3~F4'처럼 음정의 음높이에 대한 서수단위를 병기하는 것을 Scientific Pitch

Notation이라고 한다. 이는 440Hz의 A음을 넷째 옥타브로 두고 이를 기준으로 옴정

의 음높이를 표시하는 것인데, 음높이(pitch)를 나타낼 때 서로 기준점이 달라 발생하

는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 표기를 간략하게 하기 위하여 쓰는 방식이다. 예를 들

어, 넷째 옥타브의 C음은 C4(가온 다)라는 식으로 표기한다.

Young, R. W. "Terminology for Logarithmic Frequency Units", The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 11 (1) 1939.

이후 본 논문에서 음높이를 나타낼 때에는 이 방식을 따르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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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개량대피리

(3) 개량대피리

1999년 정재국을 중심으로 한 ‘피리개량추진위원회’에서 ‘전통피리’의 문

제점과 그 대책방안의 일환으로 9차례의 토의와 7차례의 실험결과를 바탕

으로 ‘개량대피리’를 제작하였다.

동위원회의 개량 중점 목표34)를 통해 개량대피리는 서에 코르크를 부착

하고, 서양식 금속재질의 키를 달아 음역확장과 연주용이성에 중점을 두

었다.

개량대피리의 구조는 크게 리드, 관대, 밑부분(동팔랑)으로 나뉘며35), 악

기재료는 전통피리와 같은 재료인 해장죽(시누대)으로 서를 만들었고 관

대는 홍목 또는 흑단으로 하였다.

개량대피리의 악기 생김새는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34) ‘피리개량추진위원회’의 개량 중점 목표는 다음과 같다.

➀ 향피리는 고음부의 음역을 넓히는데 주력하고 대피리는 저음부의 음역을 넓히는데

주력하였다.

➁ 관대를 고급화하기 위하여 색깔을 입히고, 문양을 넣어 고급화시키는데 역점을 두

었다.

➂ 부서와 관대의 접속부분을 만들어 부서가 빠지지 않도록 하였다.

➃ 기존의 관대와 부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전문가용이 아닌 보급용 피리를 만들어

일반인에게 널리 보급하도록 한다.

35) 정재국, 『피리개량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1999).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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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대피리의 관대는 1단과 2단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단의 길이는

35cm, 2단 41.9cm이며, 서의 길이는 9.5cm(코르크 포함), 넓이가 1.8cm이

다. 지공은 모두 14개가 있고 음공은 손가락을 이용한 지공 2개와 키

(Key)를 이용하여 쓰이는 키공 12개로 이루어져있다.

음역은 G2~F4이고 키를 부착한 결과로 대피리에 비해 저음역대가 6도

아래로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통피리와 비교하였을 때 최저음인 Ab3로부터 한 옥타브 이상(9도) 저

음역대의 확장을 이루어 전문 국악관현악단과 각 대학의 관현악에서 빈번

하게 사용되었다. 그러나 504.2g에 달하는 악기의 무게 때문에 연주피로

도가 높아지는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서의 코르크 장착으로 기존 서와의

호환이 어려워지면서 사용빈도수가 줄어들게 되었다.

(4) 황종피리

황종피리는 박인기를 중심으로 한 ‘황종피리연구회’에 의해 개량된 피리

이다. ‘황종피리연구회’는 향피리의 단점을 두 가지36)로 정리하여 개량제

작을 시도하였다.

서양악기처럼 악기자체에서 안공법을 통해 쉽게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

라 연주자의 리드조절 능력과 음감에 의존하여 음정을 만들어 온 전통피

리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제작되었고, 특히 약 세 옥타브에 이르는 음역은

작곡자들의 피리음역 선택폭이 넓어져 다양한 선율의 작곡에 도움을 줄

36) 박인기, 『황종피리교본』, (서울: 은하출판사, 2006)

➀ 기존 향피리는 높은 소리를 연주할 때 악기자체에서 쉽게 지공을 여닫으며 내는 것

이 아닌, 연주자들의 리드조절 능력에 따라 높은 소리를 만들어 내야한다. 이 점은

연주자에게 매우 불편한 요소이다.

➁ 좁은 음역은 작곡자들이 피리선율을 작곡할 때, 음 선택에 있어 제한이 있으며, 이

점은 보다 더 다양한 선율의 작곡을 어렵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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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황종피리 

수 있게 되었다.

개량된 종류는 임종피리, 협종피리, 황종저음피리등 음악의 목적과 음계

에 따라 다양하게 제작되었다.

황종피리의 악기 생김새는 다음의 [그림 3]과 같다.

황종피리의 재료 역시 시누대로 만들어졌으며, ‘개량대피리’에 적용된 것

처럼 확장된 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키를 이용한다. 지공은 모두 14공으

로 되어있으며 각각 7개의 키공과 지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음역은

Eb2~Eb5로 개량피리로서는 최대인 약 세 옥타브의 음역을 갖고 있다.

황종피리의 관대 길이는 47cm이며 서의 길이는 5.5cm, 넓이는 1.9cm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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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북한 대피리

2) 북한의 개량 저음피리 종류

1962년 3월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지시 하에 민족악기 개량사업이 시작되

었다.37)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전통피리는 각각 소피리·대피리38)·저피리로

개량되었고, 이 중에서 저음피리는 다음의 2종류와 같다.

(1) 북한 대피리

북한 대피리는 소피리보다 한 옥타브 낮은 악기로서 박달나무 또는 자단

나무로 만든 둥근 기둥형 울림통(관대)에 키를 설치하여 12반음계로 조율

되었다.39)

구조는 리드, 웃 울림통, 아래 울림통, 리드연결관, 나팔의 다섯 부분으

로 이루어져있다.40)

북한 대피리의 악기 생김새는 다음의 [그림 4]와 같다.

37) 정용호, “민족악기개량과 관현악편성”,『조선예술』(평양: 문예출판사, 1968) 제8호.

38) 남한의 대피리와 구별하기 위해 이하 북한 대피리로 명명하겠다.

39) 박형섭, “조선민족악기”,『조선민족악기총서』(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4) 94쪽.

40) 박형섭, “조선민족악기”,『조선민족악기총서』(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4) 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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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피리의 지공은 24공으로 되어있으며 1개의 후공과 나머지 23공이

관대에 자리하고 있다. 음역은 C3~Bb5까지로 최저음부터 최고음까지의

음계가 반음으로 구성되어있다.

관대는 2단으로 분리되는데, 두 단을 합쳐 54.6cm의 길이를 갖고 있다.

관대 윗부분의 조롱목은 3.5cm이며 서의 길이는 5.5cm이다.

북한 대피리는 온음계로 구성되어있는 남한의 저음피리와 달리 반음정을

모두 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전통피리와 다른 악기재료와 구조

를 갖고 있어 전통피리와는 다른 음색을 보인다.

(2) 저피리

저피리도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민족악기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개량된 악

기로서 북한 대피리보다 한 옥타브 더 낮은 음역을 갖는 악기이다.

탁성을 제거하여 음색을 부드럽게 하였으며, 음역이 낮은 키를 제작하여

반음체계로 조율하여 안공법을 편리하게 만들었다. 그로 인해 전조를 쉽

게 할 수 있게 되었다.41)

저피리의 악기 생김새는 다음의 [그림 5]와 같다.

41) 김창진,『피리』(평양: 문예출판사, 1986),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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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저피리

저피리의 구조는 리드, 리드연결관, 웃 울림통, 아래 울림통, 연결관 1·2,

나팔로 구성되어 있으며,42) 지공은 모두 25공으로 되어있다. 그 중에서 14

개는 열려져 있는 지공이고, 11개는 닫혀있는 지공인데 모두 키를 조작하

여 음정을 얻게 되어있다.43)

음역은 Bb1~Bb4까지 이루어져 있고, 북한 대피리와 마찬가지로 음역안

의 모든 음정간격이 반음으로 구성된다.

관대는 2단으로 이루어져있으며, 1관의 길이는 51cm, 2관의 길이는

53.1cm이다. 관의 윗부분에는 리드연결관이 있고, 관과 관 사이에 서로를

잇는 연결관이 있다. 리드의 길이는 4.5cm이다.44)

저피리는 비록 음색이 전통피리와는 거리가 멀지만 북한 대피리와 마찬

가지로 반음정을 모두 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어서 북한 내에서 뿐만

아니라 남한의 전문 국악관현악단45)에서도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42) 박형섭, “조선민족악기”,『조선민족악기총서』(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4) 98쪽.

43) 박형섭, “조선민족악기”,『조선민족악기총서』(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4) 99쪽.

44) 이상준, “피리의 음악적 구조에 관한 연구 : 현행피리를 중심으로”, (서울: 중앙대학

교 음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45) 2016년 현재 국립국악관현악단과 KBS국악관현악단에서 피리연주자들이 사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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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음피리의 개량과정 및 음색 비교분석

본 논문에서 명명한 ‘저음피리’는 2012년 “21세기 피리음악연구회”의뢰로

강민배가 제작한 개량 저음피리로 ‘21세기 저음피리’가 정식명칭이다. 개

량 저음피리는 1968년 죽헌 김기수의 연구로 제작된 ‘죽헌대피리’, 1995년

국립극장 악기개량사업으로 박범훈의 주도하에 제작된 ‘대피리’가 있고

1999년 정재국을 중심으로 한 “피리개량추진위원회”의 의뢰로 ‘연악사’에

서 1차 제작된 ‘개량대피리’가 있는데, 이 장에서는 저음피리의 개량과정

만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음악전문소프트웨어인 Logic pro 10으로 녹음한 저음피리 · 전통피

리 · 개량대피리의 음원을 Adobe Audition 3.0을 통해 음형을 검출하고,

여기에서 나타난 음향스펙트럼을 통하여 각 악기의 음색을 비교 분석하도

록 하겠다.

1) 개량과정

동아시아 지역의 남한과 북한, 그리고 중국의 전통악기 개량사업의 성

격을 살펴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중국은 마오쩌둥의 지시로 1966년 단행된 ‘문화대혁명’의 일환인 중

국 전통악기의 개량, 북한의 1962년 ‘민족악기 개량사업’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중국과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에서 그 위상을 확고히 하고 지도자

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악기개량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46)

46) 민은기,『독재자의 노래』, (서울: 한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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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국과 북한은 서양악기의 현재 모델을 기준으로 급진적으로 전통

악기 개량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통악기의 음색, 외형, 주법

등이 변질되었고, 현재는 전통악기 원형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 악기들도

생겨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남한의 전통악기 개량은 국가의 정책 주도하가 아닌 민간에서 연

주자와 제작자들이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여 실패와 연구를 거듭하여

이루어 낸 성과라는 것이 바로 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47)

이러한 과정을 발판으로 삼아 저음피리의 연구 · 제작을 담당한 강민배

는 전통악기 중 피리의 악기 재료와 음색을 해치지 않는 음량과 음역의

증대와 연주의 용이성에 더욱 초점을 맞췄으며 실패와 연구를 거듭하여

그 결과로 저음피리를 제작할 수 있었다.48)

서양악기 중 클라리넷의 악기구조를 일부 차용49)하였지만, 그 구조를 그

대로 가져오지는 않았다. 음역의 증대로 필연적으로 부가 제작된 Key의

재료와 구조는 전통악기 재료와 같은 대나무를 사용하여 실로 부착하였

고, 지공을 막는 Key의 접합부분은 사람의 피부와 흡사한 재질인 가죽으

로 마감하여 자연스러운 음색을 내게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전통

피리 주법에서 사용하지 않는 손가락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Key를 배치

하여 음계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연주자의 수월한 연주를 돕고자 했다.50)

위의 서술에서 살펴보았듯이 저음피리는 전통피리와 개량피리가 갖고

있던 단점들을 보완하여 발전시킨 악기임을 알 수 있다.

그 결과로 2012년 “21세기 피리음악연구회”의 제11회 연주회에서 처음으

로 발표하였고(개량대피리ver.2), 동연구회는 2015년 제14회 연주회를 저

음피리를 위한 연주회로 기획하여 그 성과를 나타냈다.

47) 김은형, “개량악기, 국악의 새 지평 열린다”, (서울: 한겨레21, 2000), 제314호.

48) 강민배와의 인터뷰 중. [피리공방 예훈]. (2016년 5월 10일)

49) Key조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손의 옆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 
50) 강민배와의 인터뷰 중. [피리공방 예훈]. (2016년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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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주회에서는 앞으로의 활용방안 및 미래의 발전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도록 전통피리와 기존의 개량피리로 연주된 곡들을 중심으로 저음피

리를 연주하도록 재편곡하여 비교하였다. 특히 저음피리의 역사와 특징에

대하여 정리하여 저음피리의 주체성을 확립, 지속가능한 연주방안에 대해

기여하였다.

저음피리의 개량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으로는 자연대나무를 ‘관대’의

주재료로 사용하여 기존 개량대피리에 비해 전통적인 피리음색을 갖고 있

음을 알게 되었다. ‘서’와 ‘관대’가 맞붙는 부분에서는 보호소재가 ‘서’를

잡아주는 역할을 겸하게 되어있는 구조로 제작되었다. 이를 통해 ‘서’를

‘관대’에 끼우기 쉬울 뿐 아니라 쉽게 빠지지 않게 되어 피리연주 도중에

분리될 수 있는 단점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었다.51)

또한 전통피리 본래의 재료로 교체하면서, 그 크기와 무게52)를 줄일 수

있었다. 이는 연주 시 연주자의 피로도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51) 21세기 피리음악연구회 11번째 연주회 팜플렛. (2012년 9월 16일)

52) 저음피리의 무게는 120.6g(서 포함)으로 개량대피리의 무게인 504.2g(서 포함)에 비해

약 24%의 무게에 불과해 경량화에 진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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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색 비교분석

저음피리는 악기의 재료가 전통피리와 같이 시누대로 제작되었고, 저음

피리끼리의 연주 또는 전통피리와의 연주에서 소리의 조화를 위해 전통피

리의 음색을 최대한 구현하고자 하였다.53)

음색을 분석하는 과정은 음고분석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기준이 모호하

고 음색을 다르게 하는 요소들이 음고에 비해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음

색측정에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고 음색을 분석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존재

한다.54) 본 논문에서는 음색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음향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저음피리의 음색을 비교하고자 하였고 먼저 음색분석을 위해

마이크는 미국 SHURE社에서 제작한 콘덴서 마이크 KSM9을 사용하였

고, Logic pro 1055)으로 녹음한 음원을 분석용 소스로 사용하였다.

음향 스펙트럼분석에는 음향전문소프트웨어인 Adobe Audition 3.056)을

활용하여 주파수의 파형을 구할 수 있었다.

파형 분석의 기준이 되는 악기는 전통피리 중 정악피리57)로 하고 저음피

53) 강민배와의 인터뷰 중. [피리공방 예훈]. (2016년 5월 10일)

“재료는 당연히 시누대여야 한다. 향피리는 시누대를 사용하고, 당피리는 오죽을 사용

하는데, 저음피리도 오죽을 사용하여 제작할 수 있지만 음색이 두꺼워질 우려가 있고,

향피리와 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색의 조화를 위해 시누대를 사용하였다. 또

한 저음역 때문에 악기 길이는 약3배가 길어졌지만 음색에 영향을 끼치는 내경은 약

30% 커지는데 그쳐 향피리의 음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되었다.” 
54) 박치완, “피리의 취법에 관한 연구”, (서울: 한양대학교 음악연주학 박사학위논문,

2014) 102쪽. 피리의 음색분석 부분을 살펴보면 피리음색을 구체적으로 다룬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몇몇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고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도

선행연구의 사례를 따라 음향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저음피리의 음색을 비교하였다.

55) 애플社의 음향전문소프트웨어.

56) 미국 어도비 시스템즈의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으로, 멀티트랙을 지원하는 음악

합성 / 편집 / 분석프로그램.

57) 전통피리 중에서 전통음악에 주로 쓰이는 정악피리를 선택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저

음피리와 서로 겹치는 음역대의 음정을 모두 갖고 있고(Eb피리에는 Ab3 음정이 없

다), 전통피리의 음색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악기이기 때문이다. 연주자들 사이

에서는 ‘정악관대’라는 이름으로 통용되나 본 논문에서는 저음피리와의 통일성을 위해

‘정악피리’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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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번호 음정 악기
       A       Ab3    정악피리
       A-1       Ab3    저음피리
       A-2       Ab3    개량대피리
       B       Bb3    정악피리
       B-1       Bb3    저음피리
       B-2       Bb3    개량대피리
       C       C4    정악피리
       C-1       C4    저음피리
       C-2       C4    개량대피리
       D       Eb4    정악피리
       D-1       Eb4    저음피리
       D-2       Eb4    개량대피리
       E       F4    정악피리
       E-1       F4    저음피리
       E-2       F4    개량대피리

[표 1] 음정과 악기에 따른 음원 번호 

리(21세기 저음피리)와 개량대피리를 각각 비교하였다.58)

음정표본으로는 세 악기에 모두 출현하고 사용 빈도수가 높은 음정이라

고 할 수 있는 Ab3(㑖), Bb3(㣩), C4(㑲), Eb4(黃), F4(太)의 다섯 음을 조

사대상으로 하였다.

위와 같이 각 악기의 음원에 음정과 악기 순서대로 정리하여 부여한 번

호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58) 정악피리를 기준으로 저음피리와 개량대피리를 비교대상으로 삼은 것은 두 악기가 순

차적으로 개량되었고, 개량대피리와 비교했을 때 저음피리는 재료와 무게에서 개선점

을 보였기 때문에 음색에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21세기 피리음악연구회”의 11번째 연주회 팜플렛(2012년 9월 16일)을 살펴보면 저음

피리를 ‘개량대피리ver.2’로 표현하였다. 따라서 1차 개량 저음피리는 ‘개량대피리’이고,

2차 개량 저음피리는 ‘저음피리(21세기 저음피리)’인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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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음원 A·A-1의 스펙트럼 분석결과

음색 측정 시 설정한 구간은 3초의 음색지속시간 중에서 2초의 지점인

데, 이 지점으로 설정한 이유는 피리 연주 특성상 소리가 시작되는 지점

과 끝나는 지점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 비교적 음이 안정적으로 유지되

는 지점으로 설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에서 주파수의 꼭대기 지점인 피크(peak)의 높이가 높으면 진

폭이 강한 것이고, 낮으면 진폭이 약한 것인데 이와 함께 피크간의 경사

도 흐름에 따라 각 악기의 음색적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스펙트럼 상에 나타나는 주파수 흐름에 따른 주파수의 영역이 같거나 비

슷하다면 음색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서로 다를 때 음색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음원번호 A간의 측정결과를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6], [그림 7]과 같다.

A-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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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음원 A·A-2의 스펙트럼 분석결과

[그림 6]은 음원 A·A-1, [그림 7]은 음원 A·A-2의 스펙트럼 분석 결과

이다. [그림 6]의 경우 음원 A와 음원 A-1이 초반지점부터 중반, 종반지

점에 이르기까지 주파수 영역이 서로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것을 볼 때

음색적으로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림 7]에서는 음원 A와 음원 A-2의 주파수 영역이 서로 벌어

져있고, 피크지점 이후 상승하는 음원 A와 달리 음원 A-2는 하강하는 흐

름을 보야 음색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2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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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음원 B·B-1·B-2의 스펙트럼 분석결과

다음으로 음원 B·B-1·B-2 분석결과는 다음 [그림 8]과 같다.

[그림 8]은 음원 B·B-1·B-2의 분석결과이다. 음원 B와 B-1은 피크 이후

에 상승 경사도를 그리다가 하강하는 흐름이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비해

음원 B-2는 피크 이후에 상승하지 않고 경사도를 유지하다가 하강하는

흐름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음원 B와 B-1은 서로 비슷한 음색을 갖고 있고 음원 B-2는 음

색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B-2

B-1B



26

[그림 9] 음원 C·C-1·C-2의 스펙트럼 분석결과

[그림 9]는 음원 C·C-1·C-2의 분석결과이다. [그림 9]에서는 [그림 6], [그

림 7], [그림 8]과 달리 음원 C의 주파수 흐름이 음원 C-1 · C-2와 다소

다르게 검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기준악기인 정악피리의 C4음

정이 악기특성상 후공에서 소리가 발생하고, 음원 C-1과 C-2는 옥타브

키를 이용하여 관대의 앞에 있는 지공에서 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생기

는 차이일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토대로 C4의 음정에서는 음원 C-1과 C-2가 유사한 음색을 보인다

고 해석할 수 있다.

C-1

C-2

C



27

[그림 10] 음원 D·D-1·D-2의 스펙트럼 분석결과

[그림 10]은 음원 D·D-1·D-2의 분석결과이다. Eb4의 음정에서는 세 악

기가 거의 비슷한 주파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음원 D-2가 피크

이후의 주파수 흐름이 약간의 상승 경사도를 보이다가 하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Eb4의 음정은 음원 D-2의 음색이 음원 D와 D-1과는 다소 차이

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D-1
D-2

D



28

[그림 11] 음원 E·E-1·E-2의 스펙트럼 분석결과

[그림 11]은 음원 E·E-1·E-2의 분석결과이다. 주파수의 생김새를 보면

음원 E와 E-1, 음원 E와 E-2 사이에서 피크의 주파수 흐름이 다소 차이

를 보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다. 음원 E와 E-1은 피크에서 짧은 하강

후 다시 상승하여 가운데가 파인 형태가 나타나는데, 음원 E-2는 뾰족한

피크경사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중반 이후에 급격히 하강하는 흐름을 보이

고 있다.

따라서 음원 E-2는 상대적으로 음원 E, E-1과 다른 주파수 흐름을 갖고

있어 음색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이상으로 세 악기의 각각 다섯 가지 음정, 15가지 음원 스펙트럼 상의

주파수 흐름을 살펴보았다. 기준악기인 정악피리와 저음피리는 주파수 영

역과 흐름에 유사한 점이 많다고 볼 수 있으나, 정악피리와 개량대피리의

주파수 흐름은 C4음정을 제외한 전 음원에 걸쳐 상이한 점이 나타났다.

이 분석결과를 통해 저음피리의 음색은 개량대피리에 비해 전통피리인

정악피리와 더 가까운 음색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E-2

E-1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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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음피리의 악기구조 및 음역과 운지법

저음피리는 ‘관대 · 서’로 이루어진 전통피리의 악기구조에 손가락이 닿

지 않는 저음역대 음공의 개폐를 위해 키가 부착되어 있다. 이에 따른 악

기구조 및 음역과 운지법을 도해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악기구조

(1) 관대

저음피리의 구조는 크게 ‘관대’와 ‘서’로 나뉘고 지공과 키공, 그리고 Key

가 있다. 여기에서 관대의 길이는 72.2cm이며 관의 외경은 1.6cm, 내경은

1cm이다.

‘대피리’의 관대 길이는 39.4cm, 내경은 1cm이고, ‘개량대피리’의 관대 길

이는 1단 35.1cm, 2단 41.9cm로 총장 77cm, 내경은 1.4cm이다.

이를 저음피리와 비교해보면 대피리보다는 다소 길고 내경은 같으며, 개

량대피리 보다는 길이와 내경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저음피리의 지공은 모두 11공으로 되어있으며, 음공은 키(Key)를 이용하

여 쓰이는 키공과 손가락을 이용한 지공으로 나뉜다. 키공은 5개이며 지

공은 6개이다.

‘대피리’는 8공이 모두 지공이고, ‘개량대피리’는 14공 중 키공이 12개, 지

공이 2개였던 것을 비교하면 ‘저음피리’는 키공과 지공의 분배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있음을 알 수 있다.59)

59) 강민배와의 인터뷰 중. [피리공방 예훈]. (2016년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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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

저음피리의 서는 길이가 9cm, 서 윗부분의 넓이는 1.9cm이다. ‘대피리’

서의 길이가 9.5cm, 넓이가 1.8cm이고, ‘개량대피리’ 서의 길이가 9.5cm

(코르크 30mm포함), 넓이가 1.8cm인 것과 비교하면 크기는 거의 변화하

지 않은 것을 알 수 있고, ‘개량대피리’ 서의 코르크 부분은 탈거하였다.

저음피리 관대와 서 단락에서 서술한 내용을 종합하여 저음피리의 악기

구조를 도해하면 다음 [그림 12]와 같다.

(후공)

[그림 12] 저음피리의 악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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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저음피리의 키 

(3) Key

저음피리의 키는 ‘개량대피리’의 구조에서 보완하여 재료와 부착방법에

차이를 보인다. 우선 금속재질에서 관대의 재료와 같은 시누대로 교체하

였으며, 본체에 부착할 때 사용한 재료는 실로 마감하였다. 지공을 막는

재료 또한 사람의 피부와 가장 가까운 가죽재료를 사용하였다. 이 결과로

악기의 무게를 줄일 수 있었고, 손가락으로 지공을 막을 때와 유사한 효

과를 줄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키는 옥타브 위의 음을 낼 때 쓰이는 고음부에 1개, 저음부에 4개의 키

가 달려있다.

저음피리는 특히 지렛대의 원리와 대나무의 탄성을 이용한 키 제작으로

이전까지의 개량피리에서 보이지 않는 기술이 접목되어 있어 연주자의 키

조작을 수월하게 하여 연주에 도움을 주는 장점을 갖고 있다.

저음피리의 키를 도해하면 다음 [그림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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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 저음피리의 음역

2) 음역

저음피리의 음역은 G2~Bb4까지이다. ‘대피리’의 음역이 Eb3~F4, ‘개량
대피리’의 음역이 G2~F4까지 인 것을 비교해보면 비약적으로 음역의 증

대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저음피리의 음역은 다음 [악보 1]과 같다.

3) 운지법

저음피리의 음공은 모두 11공으로 되어있으며, 손가락을 이용한 지공, 키

(Key)를 이용하는 키공으로 나뉜다. 관대 뒷면의 후공을 제1공으로 하여

제6공까지는 손가락을 이용하는 지공이고, 제7공부터 제10공까지는 키를

이용하는 키공이며, 후공인 제1공에서부터 5cm 위에 있는 음공은 제11공

으로서 음정을 위한 음공이기보다, 한 옥타브 위의 음정(역취)을 얻기 위

한 기능을 하는 키공이다.

제1공부터 제6공까지의 음계는 향피리 중에서도 Eb피리의 음계와 연주

방법에 있어 유사성을 갖고 있지만, 음역의 증대와 연주의 편의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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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이름 약칭 손가락 이름 약칭

오른손 엄지 R1 왼손 엄지 L1

오른손 검지 R2 왼손 검지 L2

오른손 중지 R3 왼손 중지 L3

오른손 약지 R4 왼손 약지 L4

오른손 소지 R5 왼손 소지 L5

키가 달려 전통주법과 차이를 보이는 제7공부터 제10공까지는 음정의 순

서와 키의 순서가 순차적이지 않다. 특히 제5공과 제6공을 보면 지공의

순서상으로는 순차적인 지공이지만 지공 간격이 다소 떨어져있고, 음정의

차이 또한 완전5도의 음정간격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제5공과 제6공

사이의 음정은 1번키부터 3번키를 사용하여 음정을 내고 키의 순서 또한

음정의 순서와는 무관하다. 그렇기에 음공 순서대로 운지법을 정리하면

음계의 순서에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그에 앞서 음계의 순차진행을 위해

손가락과 음공 간의 정리가 필요하다.

운지법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본고에서는 손가락 순서에 따라 다음 [표

2]와 같이 약칭을 붙여 사용하도록 하겠다.

[표 2] 손가락약칭

저음피리의 키는 R3로 조작하는 키 1개(1번키/K1)와 L5로 조작하는 키

1개(2번키/K2), R5로 조작하는 키 2개(3, 4번키/K3, K4), 그리고 R2의 옆

면(side)을 이용하는 키 1개(5번키/K5)로 총 5개의 키가 부착되어있다. 이

중 R2side를 이용하는 제11공은 키를 조작하여 옥타브를 올려주는 ‘옥타

브 키(역취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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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에 따라서 음공, Key, 손가락약칭 간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 [그

림 14]와 같다.

[그림 14] 저음피리 음공, Key, 손가락약칭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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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음피리의 음계는 D4와 Db4를 제외하고는 G2부터 Bb4까지의 음정이

온음계로 되어있다. 그러나 저음피리에서도 리드악기의 특징인 음공에서

얻을 수 있는 음정 외의 반음정들도 연주자의 취법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다만, 서를 조절하는 취법에 관하여서는 연주자마다 서로 상이하고 하나

의 방법으로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음공에서 기본적으로 얻는 음정 외에

는 음계에서 제외하도록 하겠다.

전통피리의 음역에 있어서 음계와 운지법은 통상적으로 음공의 순차진행

에 따라 형성되지만 저음피리는 음공의 순서에 따라 음계가 설정되어있지

않다. 그래서 음정의 순서에 따라 음공을 나열하고 그 위치를 표기하는

방법으로 다시 정리를 하였다.

따라서 종합하여 저음피리의 운지법을 도해하면 다음 [그림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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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저음피리 운지법60)

60) [그림 9]의 ○는 지공을 열고, ●는 지공을 닫는 표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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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음피리의 운지법 중 키 조작법은 지공을 막듯이 누르는 방법(K1, K2)

외에도 손가락의 옆면(side)을 이용한 방법(K5), 연주 시 특정음정의 순차

진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고안된 Key to Key 방법61)(K3, K4)이 있다.

저음피리의 고음과 관련하여 Db4 이상의 음정을 얻으려고 할 때 이미

모든 손가락이 음공에 관여하고 있는 바, 운지법에 해당하지 않는 R2의

옆면을 이용하여 K5를 살짝 눌러주게 되면 제11공이 열리면서 D4~Bb4
의 음정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 방법은 서양악기인 색소폰의 운지법에

서 손가락 끝을 이용한 운지법 외에 손가락 옆면을 이용하여 음정을 얻는

방법에서 착안하여 저음피리에도 적용되었다.

Key to Key 방법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R5가 두 개의 키(K3, K4)를

조작하는 데 있어 연주가 더욱 수월하고, 매끄러운 음정처리가 가능하도

록 제작자가 특별히 고안한 저음피리만의 독창적인 방법이다.

손가락으로 키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누른 키에서 다른 키를 누르

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키를 누르는 부분이 정면에서 봤을 때 서로 겹

쳐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키에서 키를 누르는 방향은 K4에서 K3 한

방향으로 제한된다.

K4와 K3는 각각 저음역대의 G2와 Bb2, 고음역대의 D4와 F4의 음정을

얻을 수 있다. R5가 K4를 누른 상태에서 약간의 힘만으로 K3를 누르게

되면 R5가 두 키를 교차하는 순간에 발생하는 사이 음정의 간섭을 막음

과 동시에 신속하고 매끄럽게 음정변화를 줄 수 있게 된다.

61) Key to Key 방법은 저음피리의 악기제작자인 강민배가 고안한 키 조작법으로서 4번

키에서 바로 3번키를 조작하는 주법일 때, 4번키를 누른 상태에서 3번키를 한 번 더

누름으로 연주에 편리함을 더하고 보다 빠른 주법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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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주곡 ‘월워리 청청’을 통한 저음피리 주법 분석

1) 악곡 개관

김창환62)이 편곡한 ‘월워리 청청’의 원곡은 이인원63)이 작곡한 해금협주

곡 ‘월워리 청청’이다.

“21세기 피리음악연구회”의 위촉으로 2002년 제4회 연주회에서 “피리와

생황을 위한 합주곡 ‘월워리 청청’으로 동작곡가에 의해 재구성되어 향피

리와 개량피리, 생황의 협주곡으로 연주되었다가, 동연구회의 2015년 제14

회 연주회에서 저음피리를 위한 3중주 ‘월워리 청청’으로 김창환이 편곡하

여 연주되었다.

‘월워리 청청’은 “21세기 피리음악연구회“의 핵심주제인 저음피리의 사용

에 관한 연구를 위해 저음피리의 음역 내에서 각각 고음, 중음, 저음역대

로 파트를 나눈 3대의 저음피리가 등장한다. 또한 생황은 저음피리가 음

을 길게 뻗고 있을 때 또는 악기교체를 위해 저음피리가 쉬고 있을 때와

단락 간 비어있는 부분에서 공간을 채워주는 역할을 주로 한다.

원곡의 기본 틀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메기고 받는 형식의 음악적 표현을

악보에 의존하기 보다는 연주자의 연주력으로 그 표현을 확장시키는데 주

안점을 두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실제 연주를 기반으로 한 주법분석을 위해 ‘월워리

청청’의 3파트 중 필자가 직접 연주한 1st저음피리 파트로 분석범위를 제

한하도록 하겠다.

62) 작곡가. [에스닉 팝 그룹 프로젝트 락] 동인

63) 작곡가. 현 호원대학교 겸임교수 및 한국국악교육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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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 템포 마디 참고
㉮  ♩=120 제 1마디~9마디
㉯  ♩.=34 제 10마디~26마디
㉰  ♩=70 제 27마디~58마디 슬픈 듯이
㉱  ♩=80 제 59마디~82마디 그리움에 차서
㉲  ♩.=112 제 83마디~114마디 격렬하게
㉳  ♩=70 제 115마디~122마디
㉴  ♩.=58 제 123마디~133마디 흥겹게(굿거리)
㉵  ♩.=96 제 134마디~153마디 (자진모리)
㉶  ♩.=96 제 155마디~171마디 저음피리(즉흥가락)
㉷  ♩=116 제 175마디~209마디 (휘모리)

[표 3] 본고에서 분류한 단락 

2) 곡의 구조

‘월워리 청청’은 총 202마디로 구성된 곡으로서 템포의 변화로 단락이 총

10개로 나뉘어져 있고, 특히 9번째 단락은 “21세기 피리음악연구회”의

2015년 제14회 공연 준비단계에서 편곡자의 동의를 얻어 태평소의 즉흥가

락에서 1st저음피리의 즉흥가락으로 그 성격이 바뀌었다.

주법 분석을 위해 필자는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인 템포변화와 1st저음피

리 파트 출현 및 즉흥가락에 맞춰 단락을 분류해보고자 한다.

악보상의 단락을 본고에서 분류한 단락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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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 ㉮ : 제 1마디~9마디

3) 주법 분석

(1) ㉮ : 제 1마디~9마디

제 1마디의 첫 음인 F3는 제 1공~제 4공까지 막고 김을 넣어 강하게 소

리를 낸다. 제 4마디부터 제 7마디까지는 저음피리의 중음역대로서 왼손

의 주법이 향피리 중 Eb피리의 주법과 똑같다. 8분음표 악센트가 반복되

는 이 구간은 가볍게 텅잉으로 음정을 처리하고 다만, C3의 음정은 K2를

L5로 눌러 음정을 낸다. 제 8, 9마디의 F4는 역취를 내야하기 때문에 제

7마디의 Db4음정을 낸 후 미리 R2side로 K5를 눌러 준비를 하고 있다가

F4음정을 낸 후 김을 밀어 내는 방법으로 소리를 낸다.

*Eb피리 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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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 ㉯ : 제 10마디~26마디

(2) ㉯ : 제 10마디~26마디

제 11마디에서는 C3의 음정을 제외하면 Eb피리의 주법과 같다. C3의 음

정은 K2를 L5로 약간 열고 있다가 소리를 낸다. 16분음표 2연음의 F3는

텅잉보다는 R2, R3로 쳐주는 것이 운지법 상 자연스럽다. 제 16마디의

C3음정은 전통피리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L5의 운지속도가 R2보다 늦을

경우 C3 음정이 나기 전에 다른 음정의 간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

로, 이럴 경우에는 L5를 K2에 먼저 눌러서 대기하고 있다가 C3의 여는

운지를 하는 방법으로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구간의 속도가 빠르지

않아 가능한 방법인 만큼 연습을 통해서 L5의 운지속도가 높아지도록 훈

련이 필요하다.

*Eb피리 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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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 ㉰ : 제 27마디~58마디

(3) ㉰ : 제 27마디~58마디

제 27마디의 첫 음 F3를 밀어내듯이 소리를 내어 텅잉이 아니라 손가락

으로 연음정을 내도록 한다. 이후 Bb3와 Db4는 Eb피리와 같은 운지법을

갖고 있다.

본격적으로 고음이 나오는 구간인 제 42마디에서는 Ab4의 음정을 처리

해야 하는데 첫 음정이 역취일 때 Eb피리에서는 그 확률을 가늠할 수 없

지만, 저음피리에서는 R2side를 이용하여 K5를 살짝 누른 상태에서 Ab4

의 운지를 통해 김을 밀어넣으면 어려움 없이 역취를 낼 수 있다. 이 악

구에서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는 마디는 제 45마디인데 역취와 평취가 한

마디 안에서 번갈아가며 소리를 내게 되어있다. Eb4의 음정은 저음피리의

역취에서 간단하게 K5를 누르는 것만으로도 수월하게 낼 수 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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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 ㉱ : 제 59마디~82마디

서 Db4는 나머지 손가락을 다 떼고 입술로 서를 물어내도록 한다. 이 주

법을 반복할 때 역취에 실패하거나 다른 소리들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입

술에 힘을 유지하고 있도록 한다.

(4) ㉱ : 제 59마디~82마디

제 59마디에서 저음피리의 연주 용이성은 Eb피리와 왼손의 주법이 거의

동일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선율 또한 Eb피리와 같은 주법을 이용하여 저

음피리로 연주할 수 있다.

제 73마디에서 Db4의 음정은 원래 제1공인 후공에서 입술을 조절하여

내는 음정이지만, 연관된 음정들이 모두 K5를 비롯하여 키를 이용하기 때

문에 D4의 운지법을 따르도록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를 입술에서 약간

*Eb피리 동일주법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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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 ㉲ : 제 83마디~114마디

뺀 후 반음 낮춰 Db4를 내도록 한다. 이후 F4음정에서는 Ab4의 운지를

미리 기억하고 있다가 꾸밈음을 처리하는 느낌의 짧은 싯가로 음정을 얻

을 수 있도록 한다.

역취에서 P(피아노-여리게)를 표현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방법 중에 하

나인데, 입술을 잡아당겨 조이고 김을 얇게 집어넣고 K5와 R4의 운지법

으로 Eb4의 음정을 작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5) ㉲ : 제 83마디~114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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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 ㉳ : 제 115마디~122마디

제 87마디의 빠른 구간에서 반복된 Eb3 및 Gb3의 음정은 텅잉을 이용하

는 것이 속도 맞추는 것에도 용이하고, 한결 명확한 연주를 할 수 있다.

다만 Gb3의 음정은 한 음정 높은 음공에서 서를 빼서 조절하는 음정으로

자칫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특히 제 99마디에서 제 102마디의 음정처리는 텅잉을 이용하여 각 음정

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낼 수 있도록 한다.

제 105마디부터 제 108마디의 악구 또한 마찬가지로 텅잉을 이용하여 짧

고 간결하게 음정을 내고 특히 Bb2의 음정은 R5로 K3를 조작하여 Eb3에

서 순간적으로 완전4도의 음 간격을 맞출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 Eb4의

음정은 K5를 이용하여 역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바로 낼 수 있도록 한다.

(6) ㉳ : 제 115마디~122마디

제 115마디부터 제 119마디까지는 Eb피리와 같은 주법으로 연주를 하고

제 120마디의 Eb4의 음정은 R2side로 K5를 조작하여 역취를 얻어낸다.

이후 Db4와 연계되는 셋잇단음표의 처리는 D4의 운지법에서 입술을 약

간 빼서 음정을 반음 낮추는 방법으로 연주하는 것이 더 수월하고 매끄러

운 진행을 만들 수 있다.

*Eb피리 동일주법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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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 ㉴ : 제 123마디~133마디

(7) ㉴ : 제 123마디~133마디

제 123마디의 첫 음인 F3음정은 ㉴단락에서 메기고 받는 부분 중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하게 음정을 내지 않는다. 제 130마디는 2nd, 3rd파트

가 받아주고 1st가 메기는 부분이다. 세 번째 박 Eb3, Db3의 교차진행은

향피리의 주법 중 굴리는 주법을 하듯이 R3로 K1을 부드럽고 빠르게 눌

렀다 떼고 다시 눌러서 처리한다. 그 후 R5로 K3를 조작하여 Bb2음정을

내고 Ab2로 흐른 후 K4를 누르고 입술을 빼는 것으로 조절하여 F2의 음

정을 얻는다. F2 음정은 저음피리의 음역을 벗어나 입술을 조절하여 만들

어 내야하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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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 ㉵ : 제 134마디~153마디

(8) ㉵ : 제 134마디~153마디

역취가 첫 음인 제 136마디의 F4의 음정은 R2side로 K5를 약간 눌러놓

고, R5로 K3를 누르면서 그 직전에 김을 밀어서 내면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다. 바로 얻기가 힘들 시에는 Eb4의 음정을 먼저 꾸밈음처럼 낸 후

F4음정의 운지를 하게 되면 더욱 수월하게 얻을 수 있다. 이 악구에서의

Db4음정은 원래의 지공인 제1공, 후공에서 내는 것이 흐름과 악기구조상

매끄러운 진행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제 144마디와 제 145마디에는 R2side로 K5를, R5로 K3를 지

긋이 누르고 입술을 잡아당겨 F4음정을 얻고, Eb4와 Db4의 진행도 키를

조작하여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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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 ㉶ : 제 155마디~171마디

(9) ㉶ : 제 155마디~171마디

타악기의 자진모리 한 장단을 들은 후 바로 제 155마디의 Eb4에서 F4의

음정으로 K3를 조작하여 부드럽게 이은 후, Ab4를 K1을 이용하여 끊어

서 낸다.

제 156마디부터는 K5조작을 중단하고 R5로 K3를 눌렀다 떼면서 텅잉으

로 스타카토를 처리하도록 한다. 제 159마디의 마지막 박부터는 지공과

키공을 마치 그 구분이 느껴지지 않도록 빠르게 조작하여야 하는데 특히

K3로 조작하는 Bb2의 음정을 놓치지 않도록 R5의 위치를 조정하여야 한

다.

Bb2의 음정을 제외하고는 제 159마디부터 제 166마디까지는 Eb피리의

주법과 동일하다. 박자가 밀리지 않도록 텅잉과 운지법을 구분하여 연주

하고, 제 167마디부터는 다시 L5를 사용하여 옥타브 위의 Eb4와 Ab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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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 ㉷ : 제 175마디~209마디

음정을 처리하고 음역의 가장 높은 음인 Bb4는 R3로 K1을, R5로 K3를

열어 중간에 역취가 해제되지 않도록 유지하여 즉흥가락을 마무리 한다.

(10) ㉷ : 제 175마디~209마디

제 197마디의 Ab3의 음정과 Bb3의 음정을 L2와 L1을 이용하여 텅잉으

로 처리하고 제 200마디~제 202마디의 4마디를 뻗는다. 그러나 제 206마

디에서는 텅잉으로 처리하기보다는 L2로 제2공을 가볍게 쳐서 음절의 구

분을 지어주고 제 209마디에서는 악보와 같이 Bb3를 내거나, R2side를 이

용하여 K5를 조작해 F4의 음정으로 마무리해도 무방하다.



50

Ⅲ. 결 론

본 논문은 “21세기 피리음악연구회”의 2015년 제14회 연주회에서 저음피

리를 위하여 편곡 초연된 ‘월워리 청청’에 나타난 저음피리의 주법에 대하

여 고찰한 것이다.

이에 따라 먼저 반세기동안 이어온 전통피리의 개량과 관련하여 그간 제

작과정을 거쳐 온 저음피리의 종류와 특징들을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

정리하였으며, 개량과정과 악기구조 및 음색을 비교 분석하였고, 그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음피리는 전통피리의 구조인 ‘관대와 서’의 구조와 동일하다. 저

음역대를 보완하기위해 관대의 길이가 늘어났고, 저음의 울림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의 크기와 넓이가 증대되었다.

둘째, 관대는 전통피리와 비교했을 때, 길이는 약 3배 길어졌고, 내경은

약 30%가 넓어졌다. 손가락이 닿지 않는 저음역대 지공의 개폐를 위해

대나무로 제작된 키(Key)가 부착되었다.

셋째, 저음피리의 재료는 개량대피리와 달리 시누대로 제작되어 무게가

가벼워졌다. 또한, 재료가 같은 전통피리의 음색과 가까운 음향스펙트럼의

형태를 보였다.

넷째, 저음피리 오른손 주법 중 키를 조작해서 얻는 음정은 다섯 음이며,

전통피리와 달리 음공과 키의 순서는 순차적이지 않은 진행을 보인다. 왼

손 주법은 오른손에 비해 키 조작이 적으며 주법과 음계는 Eb피리와 동

일하다. 키는 다섯 번째 손가락으로만 조작한다.

다섯째, 저음피리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키 조작법으로는 오른손 두 번

째 손가락의 옆면을 이용한 키 조작법, 키로 키(Key to Key)를 누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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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법이 있다.

여섯째, 저음피리 주법의 특징은 키를 사용하는 음정들의 연결에서 특정

키를 떼지 않고 연결하는 주법, Db4이상의 음을 낼 때 옥타브 키를 이용

하는 주법이 있다. 또한, 기존의 개량피리와는 달리 요성 · 서침표 등 전

통피리 주법과 시김새의 표현도 수월해졌다.

이와 같이 21세기 저음피리는 개량피리의 목적인 음역과 음량의 증대를

이룬 동시에 악기 재료, 주법에 있어서도 전통피리의 특징적인 요소를 계

승 · 발전시켜 개량된 악기임을 알 수 있다. 음색은 개량대피리보다 전통

피리에 가깝게 개선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계기로 작곡자에게는 21세기 저음피리의 구조 및 음역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연주자에게는 주법 및 키 조작법을 제안하여 더욱 쉽고 편

하게 익힐 수 있도록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앞으로 전통피리 원

형의 음색과 모습을 크게 해치지 않으며 개량의 목적을 달성하는 바람직

한 발전방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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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 취 록

2016년 5월 10일 저음피리 제작자 강민배의 공방[피리공방 예훈 -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녹취한 것이다. 다음은 논문에

관한 강민배의 설명이다.

한재연 : 제가 저음피리를 연구하고 있으면서도 명칭에 혼란이 있는데 악

기의 정식명칭은 어떤 것인가요?

강민배 : 21세기 피리음악연구회에서 의뢰받은 개량저음피리의 정식명칭

은 21세기 저음피리에요. 이 이름은 내가 지은 것이라기보다는

이 이름으로 의뢰가 들어왔고, 여전히 이 이름으로 악기를 만들

고 있어요. 이것은 21세기 고음피리와 함께 가는 명칭이에요. 21

세기 고음피리도 고음피리, 아니면 비청피리등의 여러가지 명칭

으로 통용되고 있잖아요?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연주자마다, 단체마다 다르게 부르고 있

지만 이제는 자기 이름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21세기 저음피

리, 아니면 저음피리라고만 불러도 괜찮아요.

한재연 :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음피리는 어떤 개량과정을 거치게 되었

어요?

강민배 : 우리의 발성법과 서양의 발성법이 다르듯이 악기도 마찬가지에

요. 우리의 악기는 막았다가 손가락을 그냥 떼는 거란 말이죠.

그것을 응용해서 악기제작에 들어갔어요. 북한, 중국의 악기개

량은 정책적으로 급속도로 개량하게 되었지만, 우리는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개량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저음피리는 키의 가죽이 손가락의 역할을 합니다. 손가락으로

막는 듯 한 효과를 최대한 주게 되는 거죠. 손이 닿지 않는 부

분의 재료를 손가락과 같은 개념으로 작업했습니다. 그렇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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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지만 음색이 지켜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재연 : 그럼 관대의 재료도 전통피리와 같나요?

강민배 : 재료는 당연히 시누대여야 합니다. 향피리는 시누대를 사용하고,

당피리는 오죽을 사용하는데, 저음피리도 오죽을 사용하여 제작

할 수 있지만 음색이 두꺼워질 우려가 있고, 향피리와 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색의 조화를 위해 시누대를 사용했어요.

또 저음역 때문에 악기 길이는 약3배가 길어졌지만 음색에 영향

을 끼치는 내경은 약 30% 커지는데 그쳐 향피리의 음색에서 크

게 벗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개량피리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악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피리에서 필요에 의해 길이가 늘어나거나 음정을 위해 지공

의 위치를 옮기는 것도 개량의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꼭 키가 달려야지만 개량피리가 아니에요. 연주가 더 수월하고

용이하도록, 음량을 키우기 위해서 관이 커지고 서가 커지는 것

도 모두 개량입니다. 저음은 손가락이 닿지 않는 부분에 지공

이 생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키를 부착하게 된 것입니다.

한재연 : 그렇다면 서양관악기에 이미 키가 있는데 저음피리의 키를 제작

하는데 있어 도움을 주었던 부분이 있었나요?

강민배 : 키 자체로는 서양악기가 모티브입니다. 클라리넷과 비슷해요. 저

음피리의 키 구조는 서양식이지만 재료와 키 부착과정은 자연재

료를 그대로 사용했어요. 전통피리에 들어가는 재료들이죠.

서도 마찬가지에요 서는 크기만 커졌을 뿐 재료와 제작과정은

똑같아요.

한재연 : 개량대피리에는 서에 코르크도 부착되어 있었죠?

강민배 : 그랬었죠. 리드에 코르크가 있는 것은 서양악기식의 리드개념이

에요. 피리는 나무끼리 서로 맞닿아 있고, 서양악기는 관과 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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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코르크가 존재합니다. 저음피리에는 코르크가 없어요.

또 악기에 키를 부착하는 부착재료는 실을 활용했습니다. 전통

피리에서도 관대를 묶을 때 실을 사용하잖아요. ‘금석사주포토혁

목’이라는 악기재료의 원칙 안에서 충실하려고 했어요.

한재연 : 그러고 보니 저음피리와 향피리의 내경 차이가 많이 없네요?

강민배 : 피리는 내경의 크기에 따라 음정이 많이 변하는 특성을 갖고 있

습니다. 길이와 외경이야 음정을 얻고 음량을 키워야 하니까 길

어지고 약간은 굵어졌지만, 향피리와 저음피리의 내경 크기는

거의 비슷해요.

현재 저음피리는 규격화가 완료 상태에요. 완성품인거죠.

한재연 : 저음피리를 직접 연주해보니까 키 조작법 중에 새로운 조작법이

있는 것 같았는데, 제작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강민배 : 그건 대나무의 탄성을 이용한거에요. 이런 방법은 어느 악기

에서도 볼 수가 없어요. 저음피리만의 독창적인 제작인데, 4번키

와 3번키는 독립적으로 음정을 내요. 하지만 때에 따라서, 연주

에 따라서는 4번키로 3번키를 누를 수 있게 되어있어요.

중간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눌러서 음정을 건너뛸 수 있기 때

문에 더 빠르고 편리한 키 조작이 가능해졌죠. 이건 대나무로 제

작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또, 전통피리에서 사용하지 않는 손가락, 손의 부위를 활용하여

키를 조작하는 것도 있죠. 전통피리에서 손가락 옆면을 사용하지

는 않잖아요?

한재연 : 네, 맞습니다.

강민배 : 연주자가 악기를 연주할수록 연주법이 개발되게 되어있습니다.

많이 연주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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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연 : 네, 알겠습니다. 참, 개량대피리와 저음피리는 비슷한 듯 다른 데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강민배 : 21세기 피리음악연구회의 1차, 2차 저음피리 개량은 전혀 다릅니

다. 서로 다른 제작사와 제작자가 연구를 진행했어요.

1차 개량 때는 피리주자가 연구를 하고, 악기제작자가 제작을 했

지요. 2차 제작은 피리연주자이자 악기제작자가 저음피리를 제작

했어요. 일원화됨과 동시에 여러 단점들을 개선할 수 있게 된 것

이죠.

21세기 피리음악연구회의 의뢰에 따라 편의상 1차, 2차 개량저음

피리로 나누고는 있지만, 제작사와 제작자가 다른 만큼 보완되

었다기보다, 새로운 악기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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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워리 청청 / 달은 밝고 바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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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Undertone P iri’s playing method

Jae-Yeon Han

Department of Musicology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covers Undertone P iri’s playing styles based

on actual plays of <Wol-wori-Chungchung / Dareun Balko

Barameum> that were performed in 2015 by “21C P iri

Music Research Society”.

With regard to the development of traditional P iri which

continued for the last half-century, in this paper, the types

and unique characteristics along with its structure and

timbre of Undertone P iri, were categorised into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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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ings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 analysis

can be done as follows:

Firstly, Undertone P iri finds the same structure with

traditional P iri’s “Kwandae(pipe) and Seo(reed)”. In order

to reinforce the Undertone range, the Kwandae was

elongated; as for the buffing of the resonance and its

continuity, Seo’s size and width were also increased

throughout the half-century of development.

Secondly, Kwandae, comparing with traditional P iri, the

length was tripled, and the inner-diameter was increased

by 30%. When it comes to the fingering holes which used

to be difficult to reach before, special Key that are made of

bamboo were introduced to enable Open/Close fingering.

Thirdly, the material of Undertone P iri, different from

Gaeryang DaeP iri, is Sinudae, which offers lighter weight

to it; what is more, timbre also features spectrum that is

close to traditional P iri’s.

Fourthly, Undertone P iri, when played with right hand,

gives 6 notes altogether; unlike when traditional P iri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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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ed, fingering holes and Keys of Undertone P iri are

non-consecutive in order. When played with left hand,

comparing with when played with right hand, the playing

style is much simpler as it has less Key playing; playing

styles and note scales are the same with Eb P iri. Generally

speaking, Keys are played only with right hand.

Fifthly, there is a distinctive playstyle with Keys that

you use the second finger of right hand, on its side along

with Key to Key playing method.

Lastly, one of the unique feature of Undertone P iri’s

play style is, when conjoining different notes with Keys,

that you keep holding the holes without unhanding them.

Moreover, there is a playing style that you use Octave

Keys when notes higher than Db4 are played. Another

improvement made for Undertone P iri is that, unlike

Gaeryang P iri, Sigimsae(technique of Korean traditional

music)’s indication such as Yosung(vibration),

Seochimpyo(accent) became much easier.

By and large, “21C Undertone P iri” features better

performance as it provides increased and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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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 and better timbre (i.e. sound-level, sound-range,

playing styles, Key, etc.). Along with the structural

changes of the P iri, by introducing lighter and better

materials, any unnecessary or radical changes of

timbre/sound is minimised. This can be regarded as

symbiosis of contemporary and traditional features of P iri’s

musical features.

Keywords : undertone piri, playing method, playing style,

piri, improved instr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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