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품 생성

    「교향곡 제2번‘1961’」은 작곡자가 40세 때인 1962년 4월 17일 스케치를 완료하고 

5월 6일 완성하여 5월 14일 국립극장에서 열린 제1회 서울국제음악제  <한국 작곡가의 

밤>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과 작곡자의 지휘로 초연하였다.

작품 개요

    이 작품은 4·19에서 5·16 군사혁명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테마로 한 작품이다.

제1악장은 4·19 혁명을 그린 것으로서 소나티네 형식으로 되어 있고, 제2악장은 선혈을 

뿌리고 가신 영령들을 위한 진혼가로서 복합2부분형식이다. 제3악장은 5·16 군사혁명을 

그린 것으로 자유스런 론도형식을 취하고 있다.

    제1악장에 사용된「진혼의 노래」(이한직 작사, 나운영 작곡, 1960. 4.12)의 가사를 소

개하면 다음과 같다.

진혼의 노래

겨레를 위하여 목놓아 외친 소리 메아리 되어 강산을 뒤흔드네

가시를 이고 횃불을 높이든 이 그 뜻 길이 받들어 우리 피도 뿌리리

고이 잠들라 동지 품에 안겨 먼동이 트기 전에 가고만 사람들아 젊은 넋들아

목숨을 던져 네가 싸워 이긴 것 우리 거두리 값진 피 식기 전에

이웃 위하여 의로움을 위하여 그 젊음 걸었던 일 헛되게는 않으리

고이 잠들라 태극기에 싸여 먼동이 트기 전에 가고만 사람들아 젊은 넋들아

    제2악장에 사용된「진혼가」(조지훈 작사, 나운영 작곡, 1960. 5.16)의 가사를 소개하

면 다음과 같다.

진혼가

가슴에 치솟는 불길을 터뜨리니 사무친 그 외침이 강산을 흔들었다

선혈을 뿌리며 우리 싸워 이긴 것 아! 민주혁명의 깃발이 여기 있다

가시밭을 헤쳐서 우리 세운 제단 앞에 울며 바친 희생들아 거룩한 이름아

고이 잠들거라 조국의 품에 안겨 역사를 지켜 보는 젊은 혼은 살아있다.

뜨거운 손을 잡고 죽음으로 맹서하던 티 없는 그 정성에 하늘도 흐느꼈다

더운 피를 쏟아 넣어 네가 죽어 이룬 것 아! 민주혁명의 꽃잎이 만발했다



어둠을 밝혀서 네가 세운 공화국을 못 보고 간 꽃다운 넋들아

고이 잠들거라 조국의 품에 안겨 역사를 지켜보는 젊은 혼은 살아있다

작품 해설

   

    [악보 19]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가 즐겨 사용하는 음계구성 경향은 이 음계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즉, 그가 음계를 만들어 쓸 때는 가능한 한 국악조율에 가까운 음계

를 구성하려고 시도하는 점이 크게 주목된다. 아마도 이러한 경향은 그가「토착화」를 역

설하는 마당에 있어서 극히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음악행위라고 해석해서 큰 잘못이 아

닐 것이다.

    또 [악보 19]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1962년 - 이 때에 작곡자는 이미「점묘

적 수법」을 나름대로 활용했다는 점이다. 즉, 선율이 지속적으로 흐르지 않고, 쉼표가 삽

입되는 것이 곧 그러한 점묘적 수법을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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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