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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개요

    칸타타  「3・1의 횃불」은 작곡자가 66세 때인 1988년 2월 10일 조애실(趙愛實, 

1920〜1998) 여사의 시에 곡을 붙인 작품으로서, 3월 27일 호산나교회에서 열린    

<제100회 신작성가 월례 발표회>에서 초연되었고, 같은 해 4월 29일 대구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구시립합창단 제22회 정기 합창발표회>에서 장영목의 지휘로 재

연되었으며, 이듬해 3월 9일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열린 <국립합창단 제45회 정기연

주회>에서 역시 장영목의 객원지휘로 삼연三演되었다. 

 

작품 해설 
   

    <국립합창단 제45회 정기연주회> 프로그램에 실린 해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나운영씨가 몇 해 전 조애실 지음의 장시 ‘3·1절‘을 읽고 감동을 받아 작곡을 시작하여 

88년 2월에 완성한 전8부로 구성된 칸타타이다.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으로 두 번이나 옥고

를 치른 조애실 여사(3·1여성 동지회 고문, 크리스찬 문학인협회 회원)의 이 민족시는 그 

당시 나라 잃은 애끓는 마음을 절실히 되새겨 주고 있으며 해마다 3월이 오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역사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지 되묻고 있다. 혼성합창과 소프라노, 테너, 베

이스의 독창, 남성4중창과 피아노, 징으로 이어지는 이 곡은 4도화성과 한국적 선율기법

을 활용하고 있어 작곡자 자신이 말한 것처럼 ‘우리 민족의 피 끓는 함성과 절규’를 느낄 수 

있다.



3・1의 횃불

조 애실

3월이 오면 해마다 

북악의 소나무도 굽이치는 한강물도 님들의 넋이길래 

나라 잃은 설움 골수에 사무쳐 자유란 목숨보다 소중했기에

도시에서 고갯길에서 아우내 장터에서 

한 몸 한 넋이 되어 일어서던 민족의 불길 

소리로 외치다 몸뚱이로 외치고 

끝내는 목숨으로 절규한 대한독립만세 

오늘 다시 그날이 와서 가슴마다 되살아나 

저리듯 아파오는 저 피보라의 흐느낌

삼월은 와서 핏빛으로 얼룩지는 삼월의 광망이 눈부신데

이 찬란한 역사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지

아 그날 백의민족의 대동맥이 터져 

삼천리 금수강산이 피로 물들었기에

그 청사에 빛나는 숭고한 얼은 영원무궁토록 오늘에 살아있네

그러나 어찌하리오 국토는 분단되어 반세기 치닫고 

서로가 핏발선 눈과 눈이 부딛는 이 시점에서

부끄럽고 죄스러워 어찌 삼월 하늘을 우러러볼 수 있으랴

오늘 다시 그날이 와서 

아배와 할매의 허리춤에 감추었던 내 조국 깃발이

드높은 하늘 아래 피보라로 얼룩져 함성으로 펄럭이는데

우리 모두 숙연히 머리 숙여 

스스로의 뉘우침을 하늘 아버지께 고하고

짐짓 뜨거운 기도로 점철된 밝은 내일로 도약하자

붉은 태양 작열하는 대지를 힘차게 딛고서 

선열의 자취 따라 가슴이 터지도록 대한독립만세

가슴마다 터지거라 기미년 만세 만세 만세 만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