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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의 말씀
나운영 (羅運榮, 1922~93)
La, Un- Yung
작곡가. 서울 출생
중앙중학교(5년제) 졸업(1939년)
일본 동경 제국고등음악학교 본과 졸업(1942년)
및 연구과 수업(모로이 사부로에게 작곡학 사사)
미국 Portland 대학교에서 명예 인문학박사 취득(1974년)

스승 나운영 선생님의
탄신 100주년을 맞으며
내가 선생님을 처음 뵈었을 때는 1957년 연세대학교 입학 시험장이었습니다. 나는 합격은 했는데
가정사정 상 등록을 못하고 돌아왔는데, 뜻밖에도 선생님께서 지방에 가 있는 저에게 화성학을
우편으로 레슨해 주시겠다고 연락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무료로!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든 고마우신
선생님이셨지요, 오늘 내가 작곡가가 된 것은 선생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서구의 현대음악을 받아들이시고 가르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선 토착화와 후 현대화’를 주장하시며, 지방을 두루 다니시고 우리 민요를 채집하시는 등 우리의
전통음악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선생님의 제자들 중 활동하고 있는 여러 작곡가들이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 ‘선 토착화와 후 현대화’
를 지침으로 삼고 작품을 쓰고 있습니다. 나도 그 중 한사람입니다. 선생님은 한국 현대음악의 선구자
이시며 수많은 예술작품을 쓰시는 동시에 한국적인 교회음악을 선도하시며 일천 곡이 넘는 찬송가와
여러 장르의 교회음악을 작곡하셨습니다. 우리 선생님의 제자들은 선생님의 제자가 된 것을 자랑스럽
게 생각하고 선생님의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늘 감사하며 따르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작곡과 교수 및 음악대학 학장 역임(1955-76)
1945년부터 중앙여자전문학교(현 중앙대), 서울대(1948), 이화여대(1952), 덕성여대(1954)
세종대(1981), 전남대(1982-85) 교수 및 학장 역임, 목원대(1973-87)에서 정년퇴임
과도정부 중앙청 문교부 초대 음악편수사(1947)
한국현대음악협회 회장, 국제 민속음악협의회(IFMC) 회원, 난파기념사업회 이사
국제 현대음악협회(ISCM) 한국지부장, 아주 작곡가연맹 명예회원 역임
한국교회음악협회 회장, 한국찬송가위원회 음악분과위원 및 위원장, 한국찬송가학회 회장 역임
서울특별시 문화상(음악) 수상(1966), 금관문화훈장 수훈(1993)
작품: 교향곡 13곡, 협주곡 6곡, 관현악곡 1곡, 오페라 1곡, 실내악 및 피아노곡 14곡, 예술가곡 18곡,
서정가곡 27곡, 동요 200여곡, 성가독창곡 15곡, 칸타타 4곡 및 한국찬송가 1,105곡
외 군가, 교가, 사가, 기념가 등 다수
저서: 나운영 음악이론 총서 전10권 및 수상집 4권

애석하게도 이 백세 시대에 너무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것이 몹시 마음이 아픕니다.
선생님의 탄신 100주년을 맞아 선생님의 영원히 빛날 귀한 작품들을 연주하고, 선생님을 기리
는 시간을 갖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뜻 깊은 연주회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들과 연주에 애쓰신 출연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8월 3일
나운영기념사엄회 회장 나 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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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운영은 포괄적 음악 예술가였다.

나운영은 작곡 외에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그는 무엇보다 실천적 작곡가였으며, 42년 이상을 대학 강단에서 작곡과 음악이론을 가르친 교육자였다.
또한 음악학자로 10권의 음악이론서 집필을 했으며, 음악 비평가로 수상집과 논문들을 저술했다. 나운영
은 젊은 시절 첼로 주자로 활동했고, 평생 합창단과 성가대 지휘를 하면서 삶을 마감할 때까지 창작의 끈을
놓지 않은 순수한 작곡가였다.

우리나라 전통 민속악(국악) 연구의 필요성을 느껴 1946년 민족음악문화연구회를 창립하였다.

1922년 3월 1일 서울에서 4남 1녀 중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나운영의 아버지는 생물학자로서 국악에 조예
가 깊은 분으로, 사랑방에서 가끔 동호인들과 제례악이나 영산회상과 같이 상당히 수준 높은 곡들을 합주했
다고 한다. 어린 시절 나운영은 이 사랑방에서 국악 합주를 즐겨 들었으며 아버지로부터 5세 때부터 양금을
배우면서 음악에의 첫 발을 내딛었다. 8세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사랑방에서 양금을 치거나 하모니카를
불며 지내다가 아버지의 유품 중 발견한 유성기판으로 들은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에 사로잡혀 그 유성기
판이 다 해지도록 계속 들어 모든 악기 파트를 다 따라 부르면서 양악에 눈을 뜨게 되었으며, 1939년 중앙중
학교 졸업반 때 동아일보 주최 「신춘 현상 문예 작곡부분」에 가곡 「가려나」 (김안서 시)가 당선되어 본격적인
작곡 전공의 길을 걷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 동경 제국고등음악학교 본과에 입학한 나운영은 당시 일본 최고의 작곡가인 모로이 사부로 선생에게
작곡을 사사하며 “너희 나라의 민족음악을 만들어 내라”라는 충고를 통해 민족음악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바르톡, 스트라빈스키, 힌데미트 등에 매료되어 새로운 사조인 현대음악에 심취하였
다. 1942년 본과 졸업 후 제국고등음악학교 연구과(대학원에 해당)에 진학하였으나 1943년 태평양 전쟁
으로 인해 연구과를 다 마치지 못한 채 귀국한 나운영은 「조선정악전습소」에서 민완식 선생에게 양금을
배우는 한편, 첼로 주자로 음악활동을 시작했다. 1943년 채동선 현악4중주단, 1944년 경성후생악단,
1945-50년 올포이스 현악4중주단의 첼로 주자로 활약했으며, 1946년 조선음악가협회가 주최한 <우리작
품 발표음악회>에서 홍난파와 나란히 자신의 첼로소나타를 발표하였다.

나운영은 후학을 가르친 교육자였다.
1945년 모교 중앙중학교 교사를 시작으로, 1945년 중앙여자전문학교(중앙대학교 전신) 전임교수로, 1948년 서울
대학교, 1952년 이화여자대학교, 1954년 덕성여자대학교에 한국 최초로 국악과를 창설하였고, 1955년 연세대
학교 신과대학 종교음악과 조교수를 시작으로 1976년까지 교수 및 음악대학 학장을 역임했다. 21년을 봉직한
연세대를 사임한 후 1976년 목원대, 1981년 세종대, 1982년 전남대,, 1985년 다시 목원대에서 강의를 하였으며,
1987년 정년 후에도 명예교수로서 후배 작곡가 양성에 힘을 다했다.
나운영은 10권의 음악이론서, 「대학음악통론」, 「화성학」, 「대위법」, 「악식론」, 「합창 편곡법」, 「관현악법」,
「작곡법」, 「음악분석법」, 「연주법 원론」, 「현대 화성론」,을 저술했는데, 이는 그의 독창성이 크게 돋보이는
분야로서 대학 강의 및 강좌를 통해 실천적으로 집필된 이론들이다. 특히 「현대 화성론」의 10강에서는
자신만의 이론인 ‘한국 화성’을 집필함으로써 음악이론가로서의 자신의 임무를 완성하였다.
또한 나운영은 잡지와 신문에 기고한 원고들을 모아 4권의 수상집을 내놓았는데, 음악적 단상과 시평적
(時評的) 성격의 글들로, 비판적이고 예리하며 미래 지향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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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과도정부 중앙청 문교부 초대 음악편수관에 취임하여 초등학교 음악교과서를 편찬하였다.
이 교과서에 넣기 위해서 「유관순」, 「어린이노래」, 「금강산」, 「구두 발자국」, 「흥부 놀부」, 「쾌지나 칭칭」
등을 작곡했는데, 「흥부 놀부」 와 「쾌지나 칭칭」 은 민속풍(民俗偑) 동요의 첫 시도였다.
1952년 창립한 한국 현대음악학회는 1956년 한국 현대음악협회로 새롭게 창립되어 이듬해인 1957년
국제 현대음악협회에 정식으로 가입했으며, 1960년 후반기악회(현 21세기악회)를 창립하였다.
1955년 3월 기독교방송국에서 12회에 걸친 국악감상해설을 통해 우리음악의 멋(양악과 다른 가락의 멋,
장단의 멋, 악기의 음색 등)을 알리는데 힘썼으며, 1958년에는 문교부 민속악 편찬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악 채보를 시작했다.
이 외에도 나운영은 1953년부터 1962년까지 거의 매주 수요일에 현대음악 레코드감상회를 개최하여 불모지
나 다름없던 우리나라에 현대음악을 적극적으로 소개하였고, 작곡학 강좌, 교회음악 강습회를 개최하여 음악
저변을 넓혔으며, 대한합창단을 창단하여 13회의 정기공연을 개최하였다.
1974년 4월 미 국무성 초청 Portland 대학교 교환 교수로 도미하여 「한국의 고대음악과 현대음악」을 강의하
였고, 4월 25일 University-Community Orchestra와 나운영 자신의 지휘로 「교향곡 제13번 ‘아리랑’」을 세계
초연했으며, 5월 5일 Portland 대학교에서 명예 인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나운영은 1948년부터 1980년까지 32년간 서울성남교회에서 성가대를 지휘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를 비롯한 성가곡을 꾸준히 작곡했는데, 성가 독창곡은 거의 대부분 아내 유경손의 초연으로 발표되었다.
1979년부터는 매월 <신작 찬송가 월례 봉헌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여 소천하기 전까지 총162회의 발표회에
이르기까지 1,100여곡의 한국찬송가를 작곡하였다. 또 한국교회음악협회 부회장과 1972〜93년 한국 찬송가
위원회 음악분과위원 및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나운영의 선 토착화, 후 현대화를 갈구한 작품 세계
나운영은 1940년대부터 ‘선토착화 후현대화’를 주창하며 우리나라 고유 민속음악에 뿌리를 둔 작곡기법
의 개척과 이론 정립을 도모한 한국 현대음악의 선구자였다. 선친으로부터 배운 국악에 대한 조예와 베토벤
의 「운명 교향곡」을 통한 양악에 대한 열정이, 후에 나운영의 음악세계를 만들었고 이것이 그가 평생 강조한
‘선토착화 후현대화’의 바탕이 되었다. 즉 모국어인 한국의 민속음악언어의 토대 위에, 학습을 통해서 익힌
서양음악언어로 시대성에 맞는 창조적이고 현대적인 감각의 음악을 만들어야 한다는 굳은 신념으로 주옥같은
작품을 남겼다.
그의 주요 작품은 4회의 <나운영 작곡 발표회>와 3회의 <나운영 교향악 작품 발표회>를 통해 주로 발표가
되었다. 교향곡, 관현악곡, 협주곡은 물론 가곡, 성가곡, 실내악곡, 기악곡 등 모든 장르를 포괄하고 있으며,
동요, 찬송가, 기념가, 등 자신의 모든 것을 작품으로 내놓고 1993년 10월 21일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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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을 기리며…
1945년 일본의 억압에서 해방되어 나라를 찾고 얼마 뒤 처음으로 우리글로 된 음악 교과서에서 나
운영 작곡 <아! 가을인가>(김수경 시) 노래를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 노래가 너무 좋아 곡을 만드신
작곡가가 얼마나 연륜 있고 유명하신가 상상하며 강원도 산골에서 가슴속에 환상적인 음악의 씨를
품었습니다.
1950년 5월 대학 입학하고 한 달 반 지난 6월 25일 한국전쟁이 나고 대학은 문을 닫고 제 꿈은 산산
이 깨졌습니다. B29 비행기가 따발총으로 쏘아대는 그 여름을 300Km 가까이 걸으며 고향 강원도
를 부모, 형제 찾아 헤맸습니다. 연합군의 힘으로 9·28을 맞이하고 선발대로 상경하신 아버지를 극적
으로 만났습니다. 두 달 뒤 12월에 북에서 중공군이 쳐들어온다 해서 다시 우리 땅 끝 부산까지
밀려갔습니다.
부산 영주동 '가야 여관'에 방 하나 얻어 여덟 식구가 앉아서 잤습니다. 저는 국제시장에서 편물 일을
받아 스웨터, 목도리를 짜서 그 삯을 벌었습니다. 그 시절 영주동에서 대청동으로 가는 고갯마루에서
동생 둘 데리고 담배도 팔았습니다. 그 언덕길은 황토길이여서 인산인해의 피난민 발걸음에서 일어나
는 흙가루로 전신에 노란 분을 뒤집어썼습니다.
제가 앉은 자리 옆에는 스카프로 머리를 덮고 한 여인이 입던 옷을 들고 나와 팔았습니다. 그 젊고
아름다운 여인은 앉은 자리에서 종일 노래를 불렀습니다. 동요도 부르고 그 무렵 유행하던 노래를
쉬지 않고 불러 저는 노래에 도취하고 행복한 마음 되어 너무 고마웠습니다. 전문 성악가가 아닐까 생
각되어도 어렵고 수줍어서 말도 못 하고 얼굴만 마주 보곤 했습니다.
얼마 뒤 그 길을 걷다가 언덕 위 돌담에 <나운영 작곡 교실>이란 현수막을 보고 홀린 듯 단숨에 올라갔
습니다. 열린 대문으로 들어가 "나운영 선생님 계신가요?" 했더니 젊은 청년이 나와 "저 방으로 들어가
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외출하셨구나…' 생각하고 기다리다 마음이 초조해서 "선생님 언제 오시나요…" 했더니 "제가
나운영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놀랐습니다. '유명하신 작곡가가 청년이라니… 천재 작곡
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사모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우리는 서로를 확인하고 한순간 놀라고 그다음에 미소 짓고, 크게 웃었습니다. 고갯마루 흙바닥에 앉
아 흙가루 분 바르며 노래를 부르시던 여인이 사모님이라니… <아! 가을인가>는 선생님이 14살 때
쓰신 노래였습니다. 정말로 하늘을 향해 부끄럽지 않은 소중한, 보석 같은 만남의 순간이었습니다.

1953년 전쟁은 휴전으로 끝나고 우리들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 시절 선생님의 음악철학인
<선 토착화 후 현대화>의 작업으로 제주도, 경상
도, 전라도를 찾아다니며 우리의 민족성, 민속성의
뿌리인 민요를 찾으셨고 저를 위해 명동의 <돌체>,
종로의 <르네상스> 등의 음악감상실에서 함께
베라 바르톡, 이고르 스트라빈스키의 민속성 짙은
<봄의 제전>도 함께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돌체>
에서 올리비에 메시앙의 한 시간 넘는 장대한
교향곡 <투랑갈리라> 10악장도 나누어 들으며
행복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저의 작곡 노트를 보실
때는 명동 입구에 있었던 작곡가 홍난파님의 사모
님이 운영하시던 조용한 찻집에서 섬세하게 봐주
셨습니다. 그 시절, 저는 <르네상스>와 <돌체> 감
상실의 많은 음반 리스트를 두꺼운 공책에 적어드
렸습니다.
1955년 어느 날, 20세기 거장 올리비에 메시앙이
직접 보내준 파리 국립 음악원 입학 초청 편지를
받으시고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선생님이 파리에 가시려다 여의치 않아 그 기회를 제게 주셨고
선생님의 힘에 떠밀리듯 1958년 8월 파리로 떠났습니다. 그 거대한 배움의 행운이 어떻게 제게
왔는지 지금도 불가사의입니다.
선생님의 음악 사랑으로 확고한 길을 찾은 저는 그 은혜에 보답도 못했는데 1993년 10월 21일
홀연히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29년이 지나갔습니다.
저의 음악의 길에 기둥으로 서 계셨던 소중한 인연, 음악의 길로 굳게 가는 이유와 목적 앞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제자 이 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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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나운영 탄생 100주년 기념음악회

작곡가 나운영 탄생 100주년 기념음악회

축하의 말씀

나운영 교수님 탄생 100주년에 올리는 글
나운영 선생님의 100주년을 축하합니다.
저는 선생님으로부터 작곡이나 음악의 과목을 배운 바 없
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난 일도 없습니다. 음악회장 같은 데
에서 먼발치로 뵈었던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저는 선생
님을 알고 또 그 분으로부터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 저희 집에 선생님의 가곡집 <아흔 아홉 양>, 부활
절 칸타타 악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 찬송가>도 있
었는데 그 안에 선생님의 찬송가가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때로 아버님과 혹은 형님과 함께 그 안의 몇몇 곡을

불렀던 기억을 합니다. 후에 그 분의 교향곡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탐라>라는 제목의 작품이었
습니다. 그분이 저술한 <화성법>을 일별한 적이 있으며 어느 지면에선가 ‘한국적이며 현대적인 찬송
가’를 만들기 위하여 스스로 연구한 방법을 소개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회상해 보니 그렇게 많은 것을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 음악에 깊은 흔적을 남기기에
충분했습니다. 저의 찬송가나 교회합창곡들에는 ‘선율은 한국적으로 화성은 현대적으로’라고 하는
선생님의 방식이 반영되어 있으며 선율작법에서는 삼화음적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그의
고심이 저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대음악과 전통음악이라는 두개의 큰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으면서 그 틈바구니에서 자신의 고유한 음악을 찾으려 했던 그의 행적을 저도 뒤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나운영은 저의 선생님이십니다.
자신의 길을 찾아 애써 길을 찾아간 사람의 발자취는 소중합니다. 뒤에 가는 사람들을 지켜주고
살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다니면서 그 발자취는 길이 되고 문화가 됩니다. 나운영
선생님은 그런 발자취를 남기신 분입니다. 100주년을 맞아 그에게 감사합니다.

작곡가, 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

이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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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마음속 깊은 곳에 여전히 남아 있는 평생의 스승
나운영 교수님!
오랜만에 그 이름 불러 봅니다.
감격이 솟구쳐 오릅니다.
예쁘게 깎은 몽당연필 하나로
노래 지어
수많은 아이들의 마음을,
수많은 어른들을 황홀케 하셨습니다.
쏟아내고 쏟아낸 찬양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을 겁니다.
제자들을 향한 사랑
쌓이고 쌓여
이 나라의 문화, 예술, 교육을 넘어
세계무대에서
찬란한 빛이 되셨습니다.

모든 만남의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여기셨던 스승님!
스승님의 기도에 힘입어
꿈꾸고, 꿈을 펼치고,
이제 스승님처럼 그 꿈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것의 세계화를 위한 꿈
오래된 것을 새로이 되살려
세계 속의 우리 것으로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진정한 스승님
나운영 교수님!
생전의 가르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이름
마음속 깊은 그곳에 고이고이 간직합니다.

서울 동자동의 성남교회 성가대에서 처음 서던 날
국악을 덧입힌 찬양은
막 창작의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스무 살 젊은이에게는
새로움을 넘어 신비함 그 자체였습니다.

(전)목원대학교 음악대학장

김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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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PROGRAM NOTES

현악4중주 제1번 ‘Romantic’

바이올린 이태정

String Quartet No.1 ‘Romantic' (1942)

l 바이올린 채경애 l 비올라 노원빈 l 첼로 이현지

I. Romance : Molto Adagio
II. Episode : Allegro Vivace
III. Burlesque : Adagio

현악4중주 제1번 ‘Romantic’ String Quartet No.1 ‘Romantic' (1942)
I. Romance (로망스) : Molto Adagio (보다 느리게)
II. Episode (에피소드) : Allegro Vivace (매우 빠르게)
III. Burlesque (부를레스끄) : 익살스럽게, 풍자적으로: Adagio (느리게)

21세 때인 1942년 8월 10일에 완성해서 9월 25일 일본 제국 고등 음악학교 본과 졸업 작품으로 제출한 곡으로
무조적 선율과 후기낭만파적인 양식으로 되어있으며 드뷔시의 영향이 짙게 나타난다.

예술 가곡

강 건너간 노래 이육사 시 (1949 / 1977)

소프라노 오미선

l 피아노 김도석

초혼 김소월 시 (1964 / 1966 / 1976)

강 건너간 노래 이육사 시 (1949 / rev. 1977)

헌정 작품

20세 때인 1949년 3월 19일 이육사(1904-44)의 시에 곡을 붙인 곡으로 1952년 12월 27일 부산 이화여대 강당에서
열린 <제1회 나운영 작품연주회>에서 소프라노 김천애(1919-95)에 의해 초연되었다.

나 인 용 (b. 1936)

‘달밤’ 주제에 의한 로망스

피아노 김문정

‘Moonlight’ Romance for Piano (2022)

선율의 화려함과 화성의 다양함 그리고 복합적인 리듬의 사용과 반주부의 자유분방함 등을 고려할 때 가곡이라기
보다는 오페라 아리아적 성격을 띤 곡으로, 구성상 3부분으로 되어있으며 전반부의 10마디 안에서 박자가 8번이
나 바뀌어 매 마디마다 변박이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후기 낭만파적 인상이 짙은, 매우 난해한 곡이다.

첼로 소나타 제1번 ‘Classic’

Cello Sonata No.1 'Classic' (1946 / 1976)

첼로 배기정

l 피아노 김연경

I. Allegro con brio
II. Andante espressivo
III. Allegro

초혼 김소월 시 (1964 / rev. 1966 & 1982)
43세 때인 1964년 4월 4일 김소월(1902-34)의 시에 곡을 붙인 작품으로 1966년 1월과 1982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수정을 한 작품이다. 서주부에서 보여주는 느린 속도의 반음계적 상행선율과 단2도의 부닫힘 음정의 사용, 그
리고 대위적인 연출 등 전체적으로 상당히 난해하고 연주하기 어려운 곡이다.

INTERMISSION

특히 현대 기법적 처리와 민요적인 이미지를 결합시켜 60년대 당시로서는 매우 실험성이 짙은 작품이다.

피아노 트리오 제1번

Piano Trio No.1 (1955)

피아노 이윤희

l 바이올린 이태정 l 첼로 이현지

I. Fantasy : Andantino
II. Elegy : Adagio
III. Triumph : Tempo di marcia

나운영선생님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여 제자 나인용이 2022년 6월에 작곡하여 헌정한 곡이다.
나운영선생님의 예술 가곡 ‘달밤’의 주제를 가지고 피아노 독주곡으로 작곡한 곡이다.
낭만적인 선율로 쓰신 스승님의 가곡 ‘달밤’의 주제에 제자가 창작한 대선율로 엮었다.

헌정 작품

피아노 김문정

이 영 자 (b. 1931)

첼로 소나타 제1번 ‘고전적’ Cello Sonata No.1 'Classic' (1946 / rev. 1976)

아름다운 헌정 (2022)

I. Allegro con brio (빠르고 활기차게)
II. Andante espressivo: 느리게 감정을 넣어서 ※ 표제: '기도'
III. Allegro: 빠르게

예술 가곡

접동새 김소월 시 (1950 / 1955 / 1979)
산 김소월 시 (1969)

테너

신상근 l 피아노 김도석

바이올린

박소현 l 피아노 김연경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산조
Sanjo for Violin & Piano (1955)

I. 중중모리 - II. 언모리 - III. 휘모리

10

나인용 (b.1936) : ‘달밤’ 주제에 의한 로망스 ‘Moon night Romance' for Piano (2022)

25세 때인 1946년 6월 24일에 완성하였으나 1952년 12월 24일 원보를 분실한 후 26일에 복원한 작품으로 1976년 4월
8일 제3악장 Rondo의 A부분만 수정했다. 이 작품은 1946년 6월 29일-30일 국제극장에서 열린 조선음악가협회 주최
<우리 작품 발표 음악회>에서 이강렬의 첼로와 김원복의 피아노로 초연되었다.
제1악장은 소나타 형식으로 제2주제를 5음음계로 작곡했고, 제2악장은 복합3부분 형식으로 ‘기도’ 라는 표제
가 붙어 있고, 제3악장은 론도형식으로 민속적인 멜로디에 굿거리장단을 곁들여 우리 음악의 멋과 맛을 풍긴 작품
으로서 토착화에 대해 눈이 뜬 최초의 실내악 작품이다.
11

작곡가 나운영 탄생 100주년 기념음악회

작곡가 나운영 탄생 100주년 기념음악회

ARTISTS PROFILE

피아노 트리오 제1번 Piano Trio No.1 (1955) - written in the 12 tone technique
I. Fantasy (판타지) : Andantino (조금 느리게)
II. Elegy (비가) : Adagio (느리게)
III. Triumph (승리) : Tempo di marcia (행진곡 풍으로)

34세 때인 1955년 4월 1일 완성되어 4월 12일 배재대강당에서 열린 <제2회 나운영 신작곡 발표회>에서 클로버
3중주단(Pf. 정진우, Vn. 김창환, Vc. 김재홍)의 연주로 초연되었다. 12음기법으로 작곡한 곡으로 현악기 연주에
글리산도(Glissando)를 채용했으며, 제3악장에 민요조의 음렬을 사용함으로써 12음기법으로도 한국적인 것을
표출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한 작품이다.

이영자 (b.1931) : ‘아름다운 헌정 ⅠⅡ’ (2022)

이니스 앙상블 (Ignis Ensemble)
2008년 결성되어 매년 정기연주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유수의 국내외 음악제에서
초청연주를 하는 한편, 작곡가들의 신작발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8년
Sony Classic label로 발매된 창단 10주년 기념음반 ‘MUSICAE’가 있다.

Violin 이태정 (리더)

이영자 “1952년 선생님의 첫 작품집 「아흔 아홉 양」이 처음으로 출판되고 그 노래들이 세계 초연되던 날, 유경손
사모님의 연주로 ‘아흔 아홉 양’과 ‘별과 새에게’를 들으며 활홀했던 경험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70년이 지나도
내겐 소중한 보물로, 내 삶의 기둥으로, 빛으로 있다.”

• 서울대 음대, 독일 뤼벡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및 최고 연주자과정 졸업
• 전주시향 객원악장, 안양필하모니 객원수석, 밀레니엄심포니에타 수석 역임
• 단국대, 인천예고, 김천예고, 경상북도예술영재김천교육원 강사 역임
• 현재 동덕여대, 선화예중·고, 계원예고 출강 및 이니스앙상블 대표, 하늠쳄버 단원

“두 편의 짧은 음악은 스승의 탄생 100주년을 기리며 그리움과 사랑을 순진하게, 순수하게 순정으로 담아 회상
으로 노래했다. 젊음으로 충만했던 그 때, 그 시절의 경이로운 감동과 존경을 담은 짧은 담시곡이다.”

Violin 채경애

접동새 김소월 시 (1950 / rev. 1955 & 1979)
나운영이 자신의 가곡 중에서 가장 애착을 느낀다고 한 작품으로 우리나라 가곡 사상 최초(?)의 판소리 풍의 곡
이다. 거문고와 대금, 피리를 연상케 하는 전주에 이어 “접동 접동 아! 울오라비 접동”의 주제가 나온 다음에, 가야
금과 장구를 연상케 하는 간주에 이어 판소리의 멋과 맛을 풍기는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이 이어진다.
장단, 가락은 물론이고 특히 화성 처리에 있어서 많은 고심을 한 이 곡은 다시 거문고와 대금, 피리를 연상케 하는
후주로 조용히 끝난다. 1952년 12월 27일 부산 이화여대강당에서 열린 <나운영 제1회 작품연주회>에서 소프라노
김천애(1919-95)에 의해 초연되었다.

산 김소월 시 (1969)
48세 때인 1969년 9월 15일에 작곡되었다. 나운영은 소월의 시 「산」을 10년 이상을 외우고 다니면서 이 시의
서정적인 면과 극적인 면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나를 고심하다가 완성되었다. 그래서 나운영은 자신의 예술 가곡
중에서 「접동새」 다음으로 「산」을 애지중지하였다.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산조 Sanjo for Violin & Piano (1955)

• 서울대 음대, 독일뒤셀도르프국립음대 석사, 만하임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 독일 Bonn 클래식 필하모니, 김포 필하모니, 서울 필하모닉 객원수석,
밀레니엄오케스트라, 대관령음악제 ‘현악기와 친구들’ 객원악장 역임
• 강원대, 강남대, 부산예중·고, 브니엘예고 강사 역임 • 현재 이니스앙상블 단원

Viola 노원빈
• 연세대 음대, 독일쾰른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마인츠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및 에센폴크방 국립음대 실내악과정 수료, 융에 모차르트 페스티벌 강사 역임
• 마인츠비르투오지 수석, 코리아쿱오케스트라, 구리시향 등 다수 객원수석 역임
• 현재 선화예중·고, 계원예고, 인천예고 출강, 인티마 콰르텟, 로어스트링콰르텟 단원

Cello 이현지
• 연세대 음대, 독일 에센폴크방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최우수 졸업
•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 이태리 몬테풀치아노 캄머페스티벌 쳄버오케스트라 수석 역임
• 현재 연세대, 선화예중·고, 인천예고, 연세미래교육원 출강
및 인티마 콰르텟, 연세신포니에타, KT쳄버오케스트라 단원

I. 중중모리 - II. 언모리 - III. 휘모리

34세 때 1955년 4월 5일 완성하여 4월 12일 배재대강당에서 열린 <제2회 나운영 신작곡발표회>에서 바이올린
신상철, 피아노 구연소에 의해 초연되었다.
민속 산조 장단으로 된 이 곡은 여러 형태의 6음음계, 5음음계 등의 사용과 부가화음, 4도화성, 특히 바이올린 연
주에 완전4도 음정의 병행법 등을 활용한, 토착화의 본격적인 시도를 한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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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ano 이윤희
• 서울대 음대, 미국 Indiana University 피아노문헌, 연주 석사 및 박사 졸업
• 샌프란시스코 Conservatory Professional Study Diploma 취득
• 전남대, 경북대, 상명대, 백석 콘서바토리, 한국국제예술원 강사 역임
• 현재 숙명여대 음악대학원 출강, 이니스 앙상블, Aveo Trio 단원, 리스트학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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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prano 오미선
• 경희대 음대, 이탈리아 페스카라 국립음악원 졸업 및 티칭과정 이수
• 국립오페라단 상근단원으로 활동(2003년 - 2007년)
• 2015년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 여자 주역 대상 수상
• 현재 성신여대 교수, 기독교문화홍보대사

Piano 김문정
• 서울대 음대 및 동 대학원 졸업, 미국 Indiana University 박사 취득
• 동아콩쿨, KBS신인음악콩쿨, 미국, 이탈리아 등 국내외 콩쿨 입상 및 협연 다수
• Fulbright Scholar, 미국 미시간대학교 초청교수, 동덕여대 교수 역임
• 현재 이화여대 건반악기과 교수, 한국피아노듀오협회 부회장

Cello 배기정
• 서울대 음대, 미국 피바디음대 석사 및 전문연주자과정, 메릴랜드 주립대 박사 취득
• 부산음악콩쿨 1위, Mary Graham Lasley콩쿨 2위, Homer Ulrich콩쿨 전체 대상
• Fairfax Symphony Orchestra 첼로 부수석 및 DC Youth Orchestra 강사 역임
• 현재 명지대, 총신대 강사, 카메라타 안티콰 서울, APS 첼로 수석

Piano 김연경
• 서울대 음대, 미국 Juilliard School 석사, 뉴욕 주립대(Stony Brook) 박사 취득
• 라벨 피아노 전곡 연주회 등 독주회(28회) 및 국내외 협연 등 음악회 다수 출연
• 이화여대, 숙명여대, 성신여대, 서울대 강사 및 동덕여대 초빙교수 역임
• 현재 안양대 교수, 프랑스음악연구회 감사, 한국피아노듀오협회 이사

Tenor 신상근
• 한양대 음대, 이탈리아 노바라 국립음악원, 독일 드레스덴 국립음대 졸업
• NWR 최고가수상, 벨베데레 국제콩쿨, 카바에 국제콩쿨 등 입상
•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도이치오퍼 베를린, 파리 샹제리제 오페라,
밀라노 라스칼라 등 세계 유수극장에서 주역 가수 활동
• 현재 경희대 교수, 세일음악문화재단 이사

나운영기념사업회 출간 나운영 작품 전집 소개
나운영 작품전집
⑴ 나운영 가곡집 - 예술가곡, 서정소곡, 합창곡, 합창편곡
⑵ 나운영 성가곡집 - 성가독창곡, 성가합창곡
⑶ 나운영 칸타타집 - 부활절, 크리스마스, Mass 외
⑷ 나운영 동요곡집 (1) - 유아를 위한 동요곡집
⑸ 나운영 동요곡집 (2) - 어린이를 위한 동요곡집
⑹ 나운영 찬송곡집 (1) - 회중찬송
⑺ 나운영 찬송곡집 (2) - 한국화성, 독창 및 성가대용, 어린이 찬송
⑻ 나운영 피아노곡집 - 피아노 소품 6곡
⑼ 나운영 실내악곡집 - 현악4중주, 피아노 트리오 외
⑽ 나운영 협주곡집 (1) - 피아노 협주곡 No.1, 2, 3
⑾ 나운영 협주곡집 (2) - 바이올린 협주곡 No.1, 2, 첼로협주곡
⑿ 나운영 교향곡집 (1) - 교향곡 No.1& 2, 퉁일행진곡
⒀ 나운영 교향곡집 (2) - 교향곡 No.3,4 & 5
⒁ 나운영 교향곡집 (3) - 교향곡 No.6,7,8 & 9
⒂ 나운영 교향곡집 (4) - 교향곡 No.10,11,12 & 13

나운영 작품시리즈 CD
⑴ 나운영 예술가곡집 - 예술가곡 18곡
⑵ 나운영 성가독창곡집 - 성가독창곡 15곡
⑶ 나운영 크리스마스 칸타타, 부활절 칸타타
⑷ 나운영 성가합창곡집 - 성가합창곡 16곡
⑸ 나운영 동요곡집 (1) - 유아를 위한 동요 64곡
* Youtube(나운영기념사업회)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 나운영기념사업회(http://www.launyung.co.kr)

Violin 박소현
• 미국 Cleveland Institute of Music 학사, 석사, 박사 취득
• University of Memphis와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전임교수 역임
• 미국 내 Research grants 지원으로 전통산조와 한국음악에 관한 연구 중
• 현 미국 Wheaton College Conservatory 교수

내 손의 피가 마를 때까지 -

나운영의 생애

Piano 김도석
• 경희대 음대 및 동 대학원,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대 졸업
• 한서대 겸임교수, 서울시립대, 한예종(성악과, 리트 오라토리오과) 강사 역임
• 현재 경희대, 강원대 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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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제자들과 함께

나운영기념사업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