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페라 「에밀레종」 전4막6장

     제1막 제1장   목련의 Aria - 마음은 울면서도

  기어코의 Aria - 등용문

  여성합창 - 돌잔치

     제1막 제2장 스님의 Aria - 구리쇠를 바칩시다

  여성합창 - 구리쇠를 바칩시다

     제2막 기어코와 공주의 Duet - 어디로나 어디로나

  기어코의 Aria - 두 갈래 길목에서

  나비공주의 Aria - 발길이 가는대로

     제3막 나비공주의 Aria - 사릿문 초가집

  목련의 Aria - 어쩌란 말인가요

     제4막 제1장 기어코의 Aria - 고향으로 가야지

     제4막 제2장 기어코의 Aria - 내 딸을 불태우고

  에밀레 종의 대합창

작품 개요

   오페라「에밀레종」은  작곡자가 50세 때인 1972년 7월 19일 작곡한 곡으로서, 김문응 

(金文應, 1916~ ?) 대본, 전4막6장으로 된 작품이다. 나운영은 3편의 오페라를 시도하였

으나 끝까지 완성한 작품은 이 오페라가 유일하다. 이 곡은 2002년 6월 21일 테너 김진원

(金振元, 1938~2019) 예술총감독에 의해 기획되어 지휘 김덕기, 연출 유희문, 프라임 오

케스트라에 의해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초연되었다.

작사자 김문응(1916~ ?)에 대해

    김문응은 평안북도 선천 출생으로 연희전문 문과 졸업한 후 평양국립가극단 가극 대본 공

모에서 『마의 태자』가 당선되어 1948년부터 평양 오페라극장 오페라 전속작가로 활동하였

다. 월남 후 국제오페라 협회를 창립하고 왕자호동, 마의태자, 춘향전, 견우직녀 등의 대본을 

남겼으며, 가요 작사가로 더 알려져 있다. 그는 방랑시인 김삿갓, 수덕사의 여승, 고향이 좋아 

등 400여곡의 가요를 작사했는데, 평생 가난 속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작고하여 사망일

조차 알려져 있지 않다.

작품에 얽힌 이야기

    나운영은 살아 생전 이 오페라  「에밀레 종」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 여러 차례, 여러 경로로 시

도를 해 보았지만. 무대 종합예술인 오페라를 실현시키기에는 나운영의 기획력과 자금 동원력

이 턱없이 부족하여 끝내 이 오페라를 무대에 올리지 못했었다. 2002년 월드컵으로 온 나라가 



들썩일 때 성악가 김진원 교수가 찾아와 나운영과 생전에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공연

을 꼭 해야겠다고 하여 악보를 찾아보니 오케스트레이션이 된 악보가 보이지 않았다. 분명

히 나운영의 메모에 1972년 7월 19일 오페라「에밀레종」오케스트레이션을 완료하였고, 

22일 최종 완성하였다고 적혀 있는데, 피아노 반주는 찾았지만 아무리 서고를 뒤집어 봐

도 오케스트레이션 된 악보는 나오지 않았다. 1976년 2월 5일 문예진흥원에 악보를 재차 

접수시킨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후 분실된것 같았다. 난감한 상황 속에서도 김진원 

교수는 포기하지 않고 피아노 악보를 토대로 편곡을 의뢰하였다. 

    나운영 생전에는 연주되지 못했던 이 오페라가 2002년 월드컵이 한참인 6월 21일 예

술총감독을 맡은 테너 김진원의 집념에 의해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의 무대에 올랐는데, 김

덕기의 지휘로 연주된 이 오페라가 세상에 얼굴을 내민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지만, 이

때의 오케스트레이션은 나운영의 것이 아니었기에 아무래도 나운영의 색깔을 느끼기엔 

역부족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