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iano Trio No.1  - written in the 12 tone techniq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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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개요

  전 3악장으로 된 이 곡은 작곡자가 33세 때인 1955년 4월 1일 작곡되어 4월 12일 배재 

대강당에서 열린 <제2회 나운영 신작곡 발표회>에서 클로버 3중주단 (정진우 Pf., 김창환 

Vn., 김재홍 Vc.)의 연주로 초연되었다.

작곡자의  해설

    이 곡은 12음기법은 전3악장을 작곡했고, 특히 현악기에 있어서 글리산도(Glissando)

를 채용했으며, 제3악장에서 민요조의 음열을 사용함으로써 12음기법으로도 한국적인 것

을 표출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한 작품으로서 토착화와 현대화를 시도한 첫번째 작품이

다.

작품 해설 1

    이 곡은 전 악장이 12음기법으로 착상되었다. 그런데 이 곡은 원래 서양에서 착상된 12

음기법과는 내용적으로 차이가 난다. 음렬의 기본이 5음음계이고, 그 소리가 음악에서 잘 

드러나는 방식으로 작곡되었다. 전 곡을 관통하는 옥타브 중복,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4도 

병행선율, 곡의 마지막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 강조되는 조성적 음계(솔라도미) 등이 

그러한 요소들이다. 이렇게 5음음계의 일부 음들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현대적 서

양기법 가운데에서도“한국적인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의 생각을 보여준다.“한국

적인 것”은“현대적인 것”과 상호 충돌관계에 있는데도 이를 모두 수용하고 있다. 나운영

은 당대 서양 음악 기법들을 원래의 모습과 가깝게 수용할 의사도 없었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

    나운영의 12음기법은 정해진 음렬을 따르지만 시김새 부분에 예외를 허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로써 더욱 두드러지는 것은 5음음계나 전음계의 음들이다. 그리고 이 음들은 

길게 지속하여 짧은 반음계적인 음들과 구분된다. 이로써 12음기법 음악에서 조성이 들리

게 된다. 나운영은‘현대음악’을 작곡하면서‘민족음악’(5음음계, 시김새 붙은 긴 음)을 



살리고 있다. 즉 나운영의 12음기법 음악은 민족적 음재료를 반음계적으로 또는 12음계

적으로 번지게 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

    나운영의 12음기법 음악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점은 중요한 음과 그렇지 않은 음이 있

다는 점이다. 국악이론적으로 설명하자면 음계에 속하는 음과 시김새에 속하는 음이 있는 

것이다. 이 점이 번진음 음악을 생성하게 한다.‘민족현대음악’이건‘현대민족음악’이건 

나운영에게서는 이 점이 항상 살아 있었다.

    나운영은 20세기 무조성 이후의 서양음악에 접촉하면서 강화된 번진음 음악(또는 붓글

씨적 음악)을 시도한 첫 사람일 것이다. 붓글씨 음악이란 중심적 음들이 주위의 반음으로 

번져가는 수묵기법에 빗댄 표현이다. 이런 류의‘한국적’12음기법은 번진음(붓글씨) 음

악과 같은 비유적 표현이 사안에 더 적합하다.

- 홍정수, 한국교회음악사, 가온음, 2021 중에서 -

작품 해설 2

    이 작품에서는 현악기의 새로운 주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현의 Glissando를 활용하여 

Siren의 효과를  내고 있다.

    물론 현의 Glissando 주법은 현재는 매우 보편화되어 있으나, 이 작품이 작곡된 1955

년대 한국의 음악적 여건 속에서의 주법으로서는 매우 파격성을 요구하는 작품이었다.

 - 「안일웅 나운영의 음악작품에 반영된 작곡기법에 대한 고찰」 중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