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품 개요

   「교향곡 제9번」’산조散調’는 작곡자가 47세 때인 1969년 10월부터 작곡하기 시작하

여 1970년 2월 1일 수정^완성한 곡이다. 이 곡은 단악장 형식의 곡으로서, 병행해도 음정

차가 같은 새로운 음계를 창안^시도했고, 점묘적 기법을 활용한 - 아악의 현대화라고 말

할 수 있는 역작으로 1971년 2월 27일 연세대 출판부에서 출판되었다. 이 곡은 1970년 

10월 8일 국립극장에서 열린 제2회 서울음악제 위촉 작품으로 국립교향악단과 김선주 지

휘로 초연되었고, 1971년 10월 19일 국제현대음악제 당선곡으로 선정되어 일본 오사카 

페스티벌 홀에서 열린 <제9회 「大阪の秋」국제현대음악제>에서 오사카 필하모니 교향

악단과 아사히나 다까시(朝比奈隆)의 지휘로 재연되었다.

작품 메모

    Style : 신민족주의적(Neo Nationalism), 신원시주의적(NeoPrimitivism), 점표주의적

(Pointilism)

     Form : 산조 형식으로서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엇모리, 엇중모리, 자진모리, 휘모

리, 시산조, 자진세마치, 자진두마치 장단으로 된 One movement form이다.

     Technique

     1) 9종의 특수음계를 창안 사용하였다.

 ① 3응 음계 (C, Db, G)

 ② 4음 음계 (C, Db, E, G)

 ③ 5음 음계 (C, Db, E, G, Ab)

 ④ 6음 음계 (C, Db, E, Gb, Ab, B)  

 ⑤ 7음 음계 (C, Db, E, F, G, Ab, B)

 ⑥ 8음 음계 (C, Db, Eb, E, Gb, Ab, A, B)

 ⑦ 9음 음계 (C, Db, Eb, E, F, G, Ab, A, B)

 ⑧ 10음 음계 (C, Db, Eb, E, F, F#, G, Ab, A, B)

 ⑨ 11음 음계 (C, Db, D, Eb, E, F, G, Ab, A, Bb, B)

 ** 6~11음 음계는 역행을 해도 음정차가 같은 새로운 음계이다.

     2) Scale에 의하여 Serie를 결정했다.

     3) Melody는 Serie와 관계 없다.

     4) Melody에 있어서의 리듬, 단위는 2~11박으로 되어 있다.

     5) Chord는 Serie에 의해 결정된다.

 ① 진양조 : 2 Tone chord (3종)

 ② 중모리 : 3 Tone chord (4종)



 ③ 중중모리 : 3 Tone chord (5종)

 ④ 엇모리 : 4 Tone chord (3종)

 ⑤ 엇중모리 : 4 Tone chord (7종)

 ⑥ 자진모리 : 5 Tone chord (8종)

 ⑦ 휘모리 : 5 Tone chord (9종)

 ⑧ 시산조 : 6 Tone chord (5종)

 ⑨ 자진세마치 : 6 Tone chord (11종)

 ⑩ 자진두마치 : 7 Tone chord (12종)

     6) 위의 chord가 Harmonic Ostinato에 의해 처리된다.

     7) 점묘주의적으로 melody와 Arrange가 처리되었다.

     8) Scale, Melody, Chord, Rhythm, Form, Orchestration 등등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한국적이면서도 현대적인 스타일과 기법이 구사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작품 해설 
   

     단악장 형식의 이 Symphony는 아악의 현대화를 시도한 작품이며, 또한 새로운 음계

를 창안(3~11음계)하여 작품화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되는 Symphony라고 말할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주법에 있어서 작의를 부각시키기 위해 String을 처음부터 끝까지 Glis-

sando로 연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작품이 단악장 형식을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내부에는「진양조-중모리-중중모

리-엇모리-엇중모리-자진모리-휘모리-시산조-자진세마치」등 국악장단으로서 여러개의 

악장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빚도록 했다는 점도 주목되는 점이다.

    점묘적 기법이 활용된 이 작품에서도 화성의 문제는 역시 개성적으로 처리되고 있다. 

즉, 작곡자 자신이 창안한 Harmonia Ostinato를 음열에 의해서 구성된 화음을 토대로 사

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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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