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왕의 행차를 알리자꾸나

음악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집사(執事)는 지휘봉 같은 등채(藤策)를 두 손으로 받쳐 

들었다. 팽팽히 조여드는 긴장을 뚫고 집사는 하늘을 찌를 기세로 등채를 머리 위로 

번쩍 들어올리며 “명금일하대취타(鳴金一下大吹打)”라고 호령한다. 징수가 징을 크게 

두 번 치고, 이어서 북수가 북을 딱, 딱 치면 모든 악기는 일제히 연주를 시작한다. 선

율을 타는 태평소에 나발과 나각이 교대로 뚜- 뚜- 길게 소리를 울리고, 바라, 북, 징

은 리듬을 탄다. 씩씩하고 우렁차며 장엄한 느낌까지 주는 우리음악, 과연 왕의 행차

를 알리는 음악답다.

지정번호 46.

피리정악및대취타 | 왕이나 귀인의 행차, 군대의 행진에서 취고수들이 연주하는 

행진음악.

전통공연·예술

피리정악및대취타 27

무형문화재이야기여행    205



피리로 부르는 바른 음악, 피리정악

정악(正樂)이란 궁정이나 관아 및 각 지방의 풍류객들이 모여서 음

악을 즐기던 장소인 풍류방에서 연주하던 음악으로, 우아하고 바른 

음악이란 뜻이다. 거문고, 가야금, 대금 등의 악기로 연주가 되는데, 

그중 피리정악은 정악을 피리로 연주하는 것을 가리킨다. 

피리는 흔히 입으로 불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 전부를 일컫는다. 피

리류에 속하는 티베트의 ‘피피’, 위구르의 ‘디리’를 중국에서 한자로 표

기하면서 ‘필률(觱篥)’ 또는 ‘필률(篳篥)’ 등으로 썼고, ‘비리’라고 발음

하던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필률(觱篥)’ 이라고 적고 ‘피리’라고 발음

하게 된 것이다.

피리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중앙아시아 지역의 신강에서 나

온 악기이며, 실크로드를 따라 문명의 교류가 이루어질 때 중국과 우

리나라, 그리고 일본에까지 소개되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피리를 

만들어 불기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풀피리나 나뭇가지

를 이용한 원시적인 피리가 아닌, 현재의 피리처럼 서와 관대를 제대

로 갖춘 피리를 음악 연주에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5~6세기경으로 추

측하고 있다. 

궁중 음악에서 민속음악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사용하게 된 피리는 

크게 향피리·당피리·세피리로 구분할 수 있다. 당피리는 종묘제례

악 등에 연주되었고, 향피리는 궁중 음악 외에도 민속음악 합주, 무속

대금정악

•사진출처:문화재청

대금정악은대금으로연주하는정악

을말한다.대금정악은영롱하나가

볍지않고부드러우나유약하지않으

며,섬세하나천박하지않은오묘한

맛의가락을지닌전통음악이다.

피리정악 

보유자 정재국

•사진출처:국립무형유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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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무용반주 등에 사용되었으며, 세피리는 줄풍류, 가곡반주 등에 

연주되었다.

한편 조선 후기 이후 피리로 시나위와 산조를 연주하는 독주 형식

이 생겼으며, 궁중 음악 및 가곡의 선율을 피리로 독주하는 피리 정악

도 독립된 음악 영역으로 정착되었다.

행진을 위한 음악, 대취타

취타(吹打)란 부는 악기인 취악기와 치는 악기인 타악기를 함께 연

주하는 것을 말한다. ‘무령지곡(武寧之曲)’이라고도 하는 대취타는 태

평소, 나발, 나각, 바라, 징, 북과 같이 음량이 큰 악기들로 편성된다. 

고구려 벽화나 백제의 악기에 관한 기록으로 보아 취고수(吹鼓手, 

취타 악사)들의 행진음악은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고려시대에 와서는 행진음악을 연주하는 취각군이라는 군사가 있었

고 이것이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다. 

조선 중기 이후부터는 변화가 생겨 음량이 큰 악기들로 편성된 취

고수 행렬 뒤에 비교적 음량이 적은 악기를 연주하는 세악수(細樂手)

들이 딸리게 되었다. 세악수는 향피리, 젓대, 해금, 장구와 같은 삼현

육각(三絃六角), 즉 세악으로 편성되었다. 조선 말기에 와서는 행렬에 

세악수가연주하는행진음악에는취

타,길군악,길타령,별우조타령,군악

이있다.

피리정악 합주

•사진출처:국립무형유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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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고수가 앞장서고 세악수가 뒤를 따르면서 각각 연주 음악을 구분하

였다. 취고수는 취타, 굿거리, 염불을 연주했는데 세악수가 연주하는 

음악과 구별하기 위하여 대취타, 취타, 굿거리, 타령염불(打令念佛)이

라 불렀다. 

대취타는 매우 씩씩하고 장중하여, 우리 선조들의 기개를 한층 더 

느끼게 해주는 음악이다. 일제강점기 일본에 의해 군대가 해산된 이

래 형식을 갖추어 연주한 적은 없고, 민간의 광고악대나 사찰의 의식

에 이따금 사용되는 등 거의 그 자취를 감추게 되자 1971년 6월 10일 

국가무형문화재 제46호로 지정하여 전승되기에 이르렀다. 보유자 최

인서(崔仁瑞)가 작고하고 현재 정재국(鄭在國) 보유자가 피리정악및

대취타보존회를 만들어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대취타

•사진출처:국립무형유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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