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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피리 안공법 변화에 대한 연구

－우조 초수대엽과 계면 초수대엽을 중심으로－

강 가 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박사)

【국문초록】

현행 연주되는 세피리 안공법은 문헌이나 악보에 나타나는 안공법이 실제 연주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이전에는 문헌에서와 같이 향피리와 같은 안공법을 사용했는데 안공법이 

현재와 같이 변화했을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이에 세피리 안공법 변화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대표할만한 정악의 원로 피리 

연주가 3인 정재국, 박인기, 서한범에 대하여 비구조화된 인터뷰(unstructed interview)를 진행하

여 세피리 안공법 변화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았다. 또한 세피리로 연주하는 대표적인 악곡인 가곡

의 우조와 계면조 연주시 나타나는 세피리 안공법의 차이점과 시김새의 특징을 고찰함으로써 

안공법의 변화요인을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세피리의 경우 우조 가곡의 안공법은 국악사전과 악보에 정의된 안공법으로 향피리

의 기본 안공법과 동일하였으나 현재 사용하지 않으며, 이는 대부분의 1930년대 이왕직아악부 

악보의 기보를 참고로 추정할 수 있는 안공법이다. 계면조 가곡의 안공법은 기존의 문헌과 인터뷰

를 통하여 살펴본 대로 無射 음정을 세게 어내어 黃鍾 음정을 내는 것과 같이 일부 음정에서 

지공의 변화를 주어 계면조의 독특한 어법을 구사하였던 1930년대의 안공법이 있었으나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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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조 안공법에 영향을 주어 현재 세피리 안공법에 있어서 우조와 계면조의 구분없이 동일하게 

연주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주제어】세피리, 안공법, 가곡, 우조, 계면조, 시김새

1. 머리말 

현행 연주되는 피리 안공법은 피리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향피리, 당피리, 

세피리 등 종류가 다른 피리는 각각 다른 음계와 안공법을 갖게 되는데, 세피리

의 경우 문헌이나 악보에 나타나는 안공법이 실제 연주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 

세피리 안공법에 대하여 국악대사전,1) 한국악기대관,2) 그리고 피리보3) 

등에 향피리 안공법과 동일하게 정의되고 있다. 국악교재(피리)4)와 필률정

악5)에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으나 사실상 현행 세피리의 안공법은 향피리와 

엄연히 다르며 세피리 악보에 기보된 것도 실제 연주와 다르다. 이와 같이 악보

와 실제 연주시의 차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세피리 안공법을 기술한 알기

쉬운 피리교본6)과 피리정악보7)에는 앞서 언급한 악보와 달리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행 세피리 안공법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전에는 

향피리와 같은 안공법을 사용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안공법이 변화했을 가능성

을 가정해볼 수 있다. 

이에 세피리 안공법의 변화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대표할만

한 정악의 원로 피리 연주가 3인 정재국, 박인기, 서한범에 대하여 비구조화된 

인터뷰(unstructed interview)를 진행하였으며, 연구를 위하여 세피리로 연주하

는 대표적인 악곡인 가곡의 우조와 계면조에 있어서 나타나는 차이점과 시김새

 1) 장사훈, 국악대사전(세광출판사, 1984). 
 2) 장사훈, 한국악기대관(서울대학교 출판부, 1984).
 3) 편자미상, ｢아악부 필률보｣, 한국음악학자료총서 권25(국립국악원, 1979).
 4) 국악사양성소, 국악교재 피리(국악사양성소, 1960년대 후반).
 5) 김기수․서한범, 필률정악(은하출판사, 1979).
 6) 이건회․조성래 공저, 알기쉬운 피리교본(도서출판 한소리, 2006).
 7) 정재국, 피리정악보(계문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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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징을 고찰함으로써 안공법의 변화요인을 고찰하였다. 

2. 세피리 안공법

세피리의 안공법이 문헌이나 악보에 명시된 것과 다른 점을 현행 연주법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과연 세피리 안공법이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

인지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정재국은 악학궤범에 향피리와 세피리의 안공법이 

똑같이 기보되어 있으며, 예전 피리를 배우던 시절에도 세피리 역시 향피리와 

같은 안공법을 사용했다고 회고하여 현행 세피리의 연주법이 과거와 달라졌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8)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예를 들어 악보에 黃9)과 黃六10)으로 黃음이 두 가지

로 표기된 경우가 있지만 실제 연주시에는 숫자의 표기 여부와 관계없이 黃六으

로 연주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㑣과 㑣九11)으로 표기된 경우도 역시 두 

가지 경우의 차이없이 모두 9공에서 연주하고 있어 악보상 지공의 표시는 실제 

연주시에 큰 의미가 없다. 

세피리 안공법에 대한 박인기의 견해는 “나는 향피리와 세피리의 지제가 같다

는 말은 맞는 말인 것 같다. 악보로만 보면 세피리의 경우 黃鍾을 똑같이 5공에

서 내는데 6공을 많이 쓸 뿐이고 향피리에서는 가끔 4공을 쓰는 것이므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악보로만 봤을때에는 이것은 맞는 정의이다. 실제로 연주자들

이 그렇게 연주를 하고 있지 않을 뿐이다.”라고 구술하였다.12)

 8) 정재국의 인터뷰는 2013년 5월 4일 국립국악원 원로사범실에서 약40여분에 걸쳐 이루어졌다. 정재국 

명인은 1942년생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제46호 피리정악 및 대취타 보유자로 국악사양성소 시절에 가농 

김준현을 사사하였다. 국립국악원 악사로 수십년간 연주활동 하였으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와 국립

국악원 정악단 예술감독을 역임하였다. 
 9) 黃을 5공에서 소리내는 지공법.
10) 黃을 6공에서 소리내는 지공법.
11) 㑣을 9공에서 소리내는 지공법.
12) 박인기(1948년생)의 인터뷰는 2013년 5월 8일 방배동에서 한 시간 가량 이루어졌다. 박인기는 국악사

양성소 출신이고,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교수를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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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근거로 김기수가 편찬한 정악보를 언급하였는데, 악보에 피리의 정

확한 지공표기가 모두 되어있다는 것에서 그 이유를 제시하였다. 즉 지공표시를 

악보에 써놓은 것은 음정을 본래의 지공에서 내지 않고 바꿔서 낸다는 것을 의

미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세피리 안공법의 변화와 이에 따른 연주방식에 대해 

박인기는 지금 세피리 자체가 짧아지면서 음이 높아짐으로써 연주방식 또한 변

화를 겪어왔다고 구술하였다. 

서한범13)은 세피리 안공법에 대해서 “세피리 포지션은 향피리와 다른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악학궤범에도 그랬고 향피리와 세피리는 똑같은거

야. 포지션이. 다만 이제 그 세피리의 기교에서 黃에서 仲으로 간다던지 仲에서 

黃으로 올때 뭐 내리더름이라던지 올리더름같은데 있잖아. 난시루 뭐 이런거라

던지 르러 난시루 르러 르러 뭐 이런것들이 그게 피리 그 아주 그 세피리의 독특

한 주법인데, 그것을 살릴려면 내려잡지 않으면 안된단 말이야. 그래서 黃만 六
자를 써가지고 내려잡아라. 그래서 黃이 나왔다고 하면 仲으로 올라가는걸 의미

해요.”라고 설명하였다. 세피리 안공법의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근거로 서한범

은 이왕직아악부 3기생인 이석제14)의 말을 회고하면서 “이석제 선생님이 ‘옛날

에 아악부때 피리를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왜 세피리를 내려잡고 하느냐. 왜 

피리 관대를 그렇게 높게 파서 아예 소리가 부실하게 나느냐, 그래서 요새 저기 

세피리 그 답답해 죽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특히 선생님 전공이 피

리시니까 달라져가고 있는 피리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구만.”하고 회고하

였다.15)

즉 세피리 안공법은 이전의 안공법과 달리 현행 연주법으로 변화하여 전승되

었을 가능성을 원로 피리연주자들의 인터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의 

13) 서한범(1945년생)은 국악사양성소 출신으로 김태섭을 사사하였고, 1971년부터 1982년까지 국립국악고

등학교 교사를 지내다가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교수를 역임하고 정년퇴직 하였으며, 2000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전통음악학회 회장직을 맡고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14) 서한범: “이석재 선생님. 이왕직아악부 3기생이고 피리를 아주 잘부셨고, 또 가곡이 좋으셔가지고 서울

대학에서는 가곡을 클래스로 강의도 하셨고 서울대학교 국악과에서는 가곡도 하셨고 피리도 지도하셨

을걸? 그리고 장구도 하셨고… 만능이셨지” (서한범 인터뷰에서 발췌)
15) 서한범 인터뷰는 5월 17일 반포동에 위치한 한국전통음악학회 연구실에서 약 한 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악보 1> 우조초수대엽 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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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전심수의 전수과정에서 악보 보다는 그 당시 스승의 연주관행을 답습함으로

써 실제연주와 악보 간의 괴리가 있었으며 이같은 관행이 현재까지 이어져온 것

을 알 수 있었다.

3. 우조 초수대엽의 안공법 분석

가곡은 만년장환지곡이라고도 하며, 시조시를 얹어서 노래하는 5장 형식의 성

악곡으로 조선조 후기 중인계층을 중심으로 널리 불리웠다. 현재 평조(우조)․

계면조에 스물네곡이 한바탕을 이루며 남창․여창․남녀창으로 노래한다.16)

우조 초수대엽 분석을 위하여 첫째, 음계와 출현음을 살펴보고, 둘째, 주요한 

시김새들이 나타나는 음과 다양한 시김새17)의 특징과 악곡 안에서 나타나는 시

김새와 안공법이 현행 연주시에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첫째, 음계와 출현음을 살펴볼 때, 가곡의 우조(평조)는 <악보 1>과 같으며, 

이를 세피리의 안공법으로 도식화하면 <표 1>과 같다.18)

16) 김해숙․백대웅․최태현 공저, 전통음악개론(도서출판 어울림, 1995).
17) 서치는 주법, 시루와 루러 주법, 추성과 퇴성, 농음

18) 김해숙․백대웅․최태현 공저,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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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우조초수대엽의 안공표

시김새 음

추성 南(5) 黃 仲(2) 林 潢
겹요성 㑖(8) 㑣 黃(4) 林
퇴성 仲 林
농음 黃 仲 林

서치기 南

루러 黃

<표 2> 시김새가 나타나는 음

14   동양음악 제39집

위의 표에서 두 가지 운지법이 표기된 㑣鍾의 8공과 9공에서 현행 운지법은 

9공이다. 또 黃鍾에서 보이는 두 가지 운지법에서는 6공이 현행 연주되는 운지

법을 표기한 것이다.19) 즉 악곡 안에서 기보된 운지법이 현행 연주시에는 다르

게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현행 연주법에서는 黃이나 㑣에 지공표시가 

없는 것이나 있는 것이나 모두 같은 운지를 사용하고 있다.

둘째, <표 2>에서 주요한 시김새들이 나타나는 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고, 

<악보 2>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시김새가 악곡에 출현한다.

19) 악보에 지공표기를 숫자로 해둔 것은 㑣과 黃을 다른 지공에서 연주하다가 안공법을 바꾸어 연주하였기 

때문에 지공번호를 표기하였을 가능성을 추론해볼 수 있는데, 이는 안공법이 시대를 거쳐가면서 현행 

연주법으로 변화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5공 黃鍾 4공 黃鍾

추성 ○

퇴성 ○

시루 ○

루러 ○

<표 3>운지법에 따른 黃의 시김새

<악보 2> 우조초수대엽 1장 1각~2각

<악보 3> 우조 초수대엽 5장 2각~마지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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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공의 변화를 주어 음을 다른 지공에서 소리내는 경우는 <악보 3>에서 볼 

수 있다. 㑣 㑲 黃 仲 모두 지공을 두 가지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공을 

바꾸어서 연주하는 경우는 9공 㑣의 추성․5공 㑲의 추성․4공 黃의 추성․2공 

仲의 추성의 연주법으로 지공에 변화가 시김새 표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5공의 黃과 4공의 黃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5공 黃에서는 시루와 루러의 시김새가 나타나고 4공 黃에서는 추성과 퇴성의 

시김새가 나타난다. 



<악보 4> 계면 초수대엽 음계

㑣 㑲 㒇 黃 太 仲 林 無 潢 汰

왼손

후공 모지 1 ● ● ● ● ● ● ● ○

전

공

식지
장지
명지

2
3
4

●

●
●

●

●
●

●

●
●

●

●
●

●

●
●

●

○
○

○

●
○

○

●
○

오른손

식지
장지
명지
소지

5
6
7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열기 ●-닫기　　　　　　　　　　　　　　　　　　　　　　　　　　　※제3, 7공은 편의상 막는 지공임

<표 4> 계면 초수대엽의 안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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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현상은 운지법이 시김새를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하여 우조 가곡의 

특징적인 표현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연주되어온 것을 알 수 있다.

4. 계면 초수대엽의 안공법 분석 

    

계면 초수대엽의 악곡분석을 위하여 첫째, 음계와 출현음을 살펴보고, 둘째, 

주요한 시김새들이 나타나는 음과 특징, 그리고 악곡 안에서 나타나는 시김새와 

안공법이 현행 연주시에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에 대하여 고찰하겠다.

첫째, 음계와 출현음을 살펴보면 <악보 4>과 같고, 악곡 안의 출현음과 운지

를 도식화한 결과 <표 4>와 같은 안공표를 도출하였다.

계면 초수대엽의 안공법에서 㑲과 黃에서 두 가지의 운지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둘째, 계면 초수대엽의 시김새를 살펴보면 黃鍾에서 시루, 黃鍾과 仲呂에서 



시루
林鍾6 黃鍾에서 㑣鍾으로 하행진행 오른손 장지,명지

黃鍾6 仲呂에서 黃鍾으로 하행진행 왼손장지, 오른손식지

루러

南呂9 南呂에서 太蔟로 상행진행 오른손 명지,장지

太蔟9 太蔟에서 仲呂로 상행진행 오른손 식지

南呂9 옥타브 南呂로 하행진행 왼손 모지

<표 5> 시루와 루러가 나타나는 안공

시김새 음

추성 黃(5) 仲 林 無 潢

겹요성 黃(5) 仲 林
퇴성 林 潢
농음 黃 林
시루 㑣 黃
루러 黃 仲

<표 6> 시김새가 나타나는 음

<악보 5> 계면초수대엽 5장 2각~마지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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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러가 빈번히 등장하는 것을 <표 5>에서 볼 수 있으며, 주요한 시김새들이 나

타나는 음은 <표 6>과 같다.

계면 초수대엽의 시김새를 살펴보면 추성과 퇴성은 주로 林이상 고음, 즉 1공

에서 많이 나타나고 <악보 5>에서 볼 수 있듯이 2공의 仲에서도 나타난다. 

농음은 黃과 林에 나타나는데 농음의 위치에서 특이할만한 점은 5공 黃에서

는 농음을 하지않고 6공 黃에서 농음을 굵게 해주는 특징이 있다. 서치기는 등

장하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 이는 우조 초수대엽에서 南의 서치기가 사용되었던 



<악보 6> 계면초수대엽 5장 2각~마지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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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차이를 보인다. 시루와 루러의 쓰임이 6공 黃에서 매우 많이 등장하는 것

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우조 초수대엽에서 시루와 루러의 시김새가 거의 등장하

지 않았던 것에 비하여 대조적인 현상이다. 즉 계면조 가곡에서 나타나는 독특

한 시김새 표현은 6공 黃의 농음과 시루와 루러라고 할 수 있다.

계면초수의 특이한 안공법은 9공 林과 8공 無에서 소리내는 것인데 이것은 

<악보 6>와 같다.

이와 같이 시김새의 표현은 운지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계면조 가곡의 특징적인 표현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온 것을 알 

수 있다.

5. 우조와 계면조에 따른 시김새와 안공법의 특징

가곡의 우조 초수대엽과 계면 초수대엽의 음계와 출현음, 시김새의 특징, 운

지법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안공법은 우조와 계면조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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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김새의 특징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세피리 안공법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서치기 주법

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점과 1공의 사용 변화20)라고 할 수 있다. 세피리로 연주

하는 악곡 중에서 혀치기 주법이 사용되는 악곡은 미환입과 천년만세 중 양청도

드리와 우조가락도드리에서 일부 출현한다. 

피리보21)와 필률정악22)에서는 南이 주로 1공에서 쓰이면서 가끔 2공을 

사용하여 음색의 변화를 꾀하며 사용되었으나 피리구음정악보23)에서는 南呂

와 林鍾이 1공에서 2공으로의 이탈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1공에서 사용

하던 서치기 주법이 피리구음정악보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다양한 음

색의 변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24) 

세피리 연주 시에는 한 지공에서 음정을 끌어올리는 주법이 많은데 이러한 

주법의 특성상 음정을 정확히 연주하기 위해서는 입으로 김의 양을 조절해야만 

한다. 1공에서 林鍾과 南呂를 서치기 주법으로 연주하는 것은 우조 악곡에서는 

가능하지만 계면조 악곡과 같이 2․3공에서 林鍾과 南呂를 내는 경우에는 서치

기 주법 탈락현상이 나타난다.

서한범은 안공법은 주법과 접한 관계가 있으며 악곡의 음 구조와 음계와도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대부분 계면조 악곡에서 치켜잡는 법을 사용하는데 치켜

잡는 법은 林과 南의 서침을 위해 사용하며 여민락․수연장․송구여 같은 내려

잡는 안공법의 악곡에서는 임종의 서침표가 없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25)

우조 악곡에서 일부 서치기 주법을 사용하고 계면조 악곡에서는 서치기 주법

20) 강석주, ｢세피리 안공법에 관한 연구-중광지곡 중 군악곡에 기하여｣(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21) 편자미상, ｢아악부 필률보｣, 한국음악학자료총서 권25(국립국악원, 1979).
22) 김기수․서한범, 필률정악(은하출판사, 1979).
23) 김태섭․정재국, 피리구음정악보(은하출판사, 1983).
24) 강석주, ｢세피리 안공법에 관한 연구－중광지곡 중 군악곡에 기하여｣(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25) 서한범 인터뷰 5월 17일 반포동에 위치한 한국전통음악학회 연구실에서 약 한 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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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조와 계면조를 구분하는 또 다른 차이점은 

시루와 루러의 표현법과 지공을 변화시켜 음색을 바꾸어 내는 방법이다. 오른손 

식지에서 黃을 짚어내는 루러는 계면조 악곡의 가장 두드러진 시김새의 한 표현

이자 선법을 구분하는 척도가 된다.   

세피리 안공법에 대하여 정재국은 평조와 계면의 운지법이 달랐으며 계면에

서는 대개 黃鍾의 운지를 하나 더 막는다고 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피리 연주자

들이 黃을 六공으로 막는 곡들은 계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계면에서도 제구

멍에서 黃을 내는 곡들이 있고 黃을 六孔에서 막음으로서 굴림의(시루와 루러) 

표현이 가능해 짐으로써 오른손의 식지를 사용한 것이라고 하였다. “계면에서는 

대개 黃鍾을 하나 더 막아. 六孔에서 내는 게 거의 다 계면이야. 六孔이라고 써

놨어. 그래서 대개 六孔이라고 쓰여 있으면 계면인줄 아는데 계면에서도 제 구

멍에서 黃을 내는 곡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왜 黃을 六孔에서 내느냐, 黃을 六
孔에서 막음으로서 굴림의 “시루와 루러” 표현이 가능해서야.“라고 말하여 시루

와 루러 주법이 오른손 식지를 사용한 독특한 안공법으로 우조와 계면조의 표현

법의 차이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 외에 요성의 특징에 대해서도 정재국은 세

피리의 안공에 있어서 대개 黃의 요성이 나오는 부분에서 6공이 등장하면서 계

면조로 변화한다고 하였는데 6공 黃은 원래의 黃과 다르다 많이 흔들어주는 특

징이 있다고 구술한 바 있다.26)

시루와 루러 주법에 관한 1930년대의 표현과 현재 연주법에 대한 연구로 홍

종선의 연구에 의하면 현재 영산회상에서 黃과 黃六은 실제 黃六으로 사용되고 

있고, 黃六이 사용된 선율형은 黃六의 전후음 진행관계가 주로 4도관계로 상행

과 하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27) 가곡에서 우조는 黃六을 사용하지 

않고 계면조에서만 黃六을 사용하고 있다. 또 30년대 이왕직 피리보의 가곡에서

는 우조와 계면조 모두 黃六을 사용하지 않는다. 

26) 정재국의 인터뷰는 2013년 5월 4일 국립국악원 원로사범실에서 약40여분에 걸쳐 이루어졌다. 
27) 홍종선, ｢세피리 안공법에 관한 연구－현행 피리악보와 30년대 아악부 필률보를 중심으로｣(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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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이왕직 피리보에는 분명하게 黃음과 無음을 구분하여 기보되어 있

고, 無 음에 無六 표시를 하여 黃에 가깝게 소리를 내라고 되어있다. 이러한 이유

로 黃은 본래의 지공에서 黃六은 無 음에서 힘을 가하여 소리내 黃과 黃六을 

구별해야 할 것이다. 현재 영산회상에서는 黃음에 시루와 루러가 사용되고 있다. 

가곡은 현재 우조 초수대엽에서는 시루가 사용되지 않고 루러만 사용되었다. 계

면 초수대엽에서 黃과 黃六 음에 시루와 루러가 사용된다. 그러나 30년대 이왕직 

피리보 가곡은 우조 초수대엽에서 黃에 루러가 나타나고 시루가 나타나지 않으

며, 계면 초수대엽에서는 無六과 仲에 루러가 사용된다. 즉 현행 가곡의 계면조

에서 黃六은 이왕직 피리보에서는 黃八로 기보되어 있다. 無八은 黃六에 해당되

는데, 둘 다 루러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우조 가곡과 계면조 가곡에 있어서 

음계와 시김새의 표현과 안공법이 명확히 구분이 되어있음을 알 수 있었다.

평조의 경우 黃을 5공에서 소리 내고, 계면조의 경우 黃을 6공에서 소리 내어 

시루와 루러를 표현하였다. 계면조 악곡에서 㑖은 거의 나오지 않으므로 지공을 

모두 다 막은 지공에서 㑣을 내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즉 평조와 계면조를 구분

하는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볼 수 있는 시김새는 시루와 루러의 표현법과 지공을 

변화시켜 음색을 바꾸어 소리 내는 방법이다. 오른손 식지에서 黃을 짚는 안공

법의 경우 黃의 루러를 표현하고 있으며 이 黃의 루러는 계면조 악곡의 가장 

두드러진 시김새의 한 표현이자 선법을 구분하는 척도가 된다. 

2) 선법과 안공법

현행 피리악보와 30년대 이왕직 필률보28)를 중심으로 연구한 세피리 안공

법에 관한 홍종선의 연구29)에 의하면 현재 㑣九는 30년대 악보와 비교해 본 결

과, 㑖七에 해당하는 음이고, 이것은 현행의 黃六과 30년대 악보의 無七의 관계

28) 편자미상, ｢아악부 필률보｣, 한국음악학자료총서 권25(국립국악원, 1979).
29) 홍종선, ｢세피리 안공법에 관한 연구－현행 피리악보와 30년대 아악부 필률보를 중심으로｣(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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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다고 밝힌 바 있다.30) 이 연구에서는 또한 가곡의 우조 악곡에서 보이는 

㑣九는 30년대 악보와 비교해본 결과 㑖六, 즉 㑖에서 힘을 가하여 㑣을 내라는 

표시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이 역시 현행의 黃六과 30년대 악보의 㒇六
의 관계와 같음을 밝힌 바 있다.

1930년대 계면조 안공법의 특징은 가곡 우조에서는 보이지 않는 㑖七과 㒇七

의 안공법이다. 이것은 서를 세게 물어내어 한 음정 위의 음을 연주하라는 뜻으

로 㒇의 지공에서 서를 세게 물어서 연주하여 黃의 음정을 내고, 㑖의 지공에서 

힘을 가하여 㑣의 음정을 내라는 뜻이다. 이 안공법은 현재 피리구음정악보31)

에는 黃六과 㑣九와 같은 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홍종선32)이 밝힌 바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현재 안공법에서 보이는 黃음 옆에 기록된 지공표시 黃六은 

1930년대 악보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현재 피리구음정악보에서 우조에서

는 나타나지 않고 계면조에서만 나타나는 안공표시라고 밝혔다.

황준연의 정악과 민속악의 특성에 관한 연구33)에 의하면 정악의 계면조는 본

래의 상1이 상2로 올라가서 지금 남아있지 않고 없어진 결과 민속악의 계면조와

는 달리 서름조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화평한 느낌을 주는 악조가 된 것이라고 

한다. 즉 계면조로 된 예전의 영산회상이나 가곡은 오늘날의 악곡처럼 곡태가 

화평한 것이 아니었고, 현전의 것과는 사뭇 달랐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계면조 

음계의 변화로 인하여 영산회상과 가곡이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악곡으로 성립

된 시점은 조선말기인 1800년 이후로 이로써 정악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 하였다. 

이러한 계면조 음계 변화를 근거로 볼 때, 계면조 악곡의 연주 시에 볼 수 

있는 특이한 안공법은 이것이 원래 㒇였던 음을 黃으로 변화시켜 연주하였기 때

문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㑣․㒇․黃․夾․仲 이었던 계면조의 음계가 

㑣․黃․仲․林으로 변하여 음계는 㒇에서 黃으로 그 음계가 변화했지만, 음계

30) 위의 논문, 73쪽.
31) 김태섭․정재국, 앞의 책.
32) 홍종선, 앞의 논문.
33) 황준연, ｢정악과 민속악의 특성｣, 동양음악연구총서 4－한국음악의 악조(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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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바뀌기 전의 연주방식이 남아 있어서 黃을 㒇의 지공을 잡고 서를 세게 물어

서 연주했음을 알 수 있다.34) 이와 같은 원리로 1930년대 가곡의 연주방법에서

도 계면조 음계의 변화로 인하여 안공법이 계면조에서 특이하게 표현했을 가능

성을 시사해준다.

즉 현재 표기된 黃六에서 숫자 6은 과거의 연주법상 무역의 6공 표시가 그대

로 남아서 전해진 표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 같은 맥락으로 피리구음정악보35)

에 㑣九는 과거 연주법에 의하여 9공 즉 㑖의 지공에서 힘을 가하여 㑣을 내었

던 안공표시가 현재의 악보에 숫자로 남아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 결론

기존의 사전과 문헌에 정의된 것과 다르게 현행 연주되고 있는 세피리 연주법

에 대한 매우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온 문제에 대해 피리정악계의 원로 연주자 3

인의 인터뷰를 통한 회고와 고증을 통하여 세피리 안공법이 원래는 현행과 같지 

않고 문헌에 명시된 대로 향피리 안공법과 동일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현행 

연주법으로 바뀌고 이것이 현재의 연주법으로 정착되어온 것을 확인하였다. 

과거의 세피리 안공법에 대하여 고찰한 결과, 원로 연주자 3인의 인터뷰에 따

르면 사전에 정의된 것과 같이 30년대 향피리 안공법과 동일한 안공법으로 과거

에 세피리 연주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세피리 안공법은 30년대 악보

에서 확인할 수 있는 향피리와 동일한 우조의 기본안공법과 계면조 안공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세피리 안공법은 과거

에 계면조 악곡을 연주할 때 사용하던 안공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영산회상․가곡․미환입․천년만세 등 세피리 악곡을 연주할 때 사용하

34) 이것은 거문고의 연주법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같은 음정인데도 평조와 계면조에 따라서 다른 

괘에서 음을 내는 방법이 나타나는 것과 같은 원리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거문고 연주시 중려와 임종을 

연주할 때 평조에서는 7괘와 8괘에서 연주하는데 계면조에서는 6괘와 7괘에서 연주한다.
35) 김태섭․정재국,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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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안공법은 우조와 계면조의 악곡 간의 안공법 구분없이 계면조 안공법으로 일

관되게 통일되면서 1공에서 소리내는 林鍾과 南呂가 2.3공으로 변화하고 혀치

기 주법이 감소하여 거의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즉 세피리는 과거에는 향피리

와 동일한 안공법을 사용하였으나 현대에 이르러 우조와 계면조의 구분없이 한

가지 안공법으로 통일되면서 안공법이 변화하였다. 

이렇게 세피리 연주법에 있어서 안공법의 변화가 생긴 이유는 구전으로 전승

되는 교습법의 한계36)로 이전 가곡 우조에서 黃六이 사용되지 않다가 현재 이 

같은 안공법으로 변화한 관행과 황준연의 연구에서 밝혀낸 정악의 계면조 음계

변화로 인한 선율의 변화와 악기의 변화 때문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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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the Transformation of the Sepiri 
Finger-Position Based on Ujo Chosudaeyeop and 

Gyemyeon chosudaeyeop

Kang, Ga-Min

(doctor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current performance practice in regards to sepiri’s finger position seems 

to be different from those indicated on a number of old manuscripts and existing 

scores. In other words it implies that over times the performance practice has 

gradually been transformed from the use of the finger position of hyangpiri to 

that of sepiri in current time. In this article the author provides an extensive 

analysis based on the random interviews with some of the most representative piri 

masters of Korean classical music, including Cheong Jae-guk, Bak In-gi and Seo 

Han-beom, especially focusing on the transformation of the finger position of 

sepiri. In addition the analysis illuminates the cause for such change of the finger 

position by looking closely into the melodic ornamentations (sigimsae) of sepiri 

sections of the instrumental accompaniment of the vocal genre, gagok, both ujo 

and gyemyeonjo repertoires. 

In result, despite of the clear documents found in a number of scores, as well 

as Gugak Dictionary being compiled around 1930s during the era of 

Yiwangjikaakbu (former name for National Gugak Center), the finger posi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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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iri, which is the same as the standard finger position of hyangpiri, for ujo 

repertoires has not been practiced. Instead the identical finger positions are used 

for both ujo and gyemyeonjo repertoires. In other words, the differences for each 

repertoire are found in fingering and embouchure techniques. For example the 

characteristics of gyemyeonjo are delivered by the fingering for muyeok (roughly 

D-flat) with the strong air velocity and deep embouchure, which creates hwanhjong 

(roughly E-flat). According to my informants the modal characteristics are not 

determined by the finger positions but rather by the instrumental techniques, 

including fingerings and embouchure techniques. 

   

【Keywords】Sepiri, Finger Position, Gagok, Ujo, Gyemyeonjo, Sigimsa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