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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작곡가에 의한 기악곡의 발자취

나    운   영

   이 메모는 나운영이 한국 양악 100년사를 집필하기 위해 자료를 모으던 메모를 기록한 것으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도 있다는 점을 밝

혀둔다. 

 1. 현제명, 홍난파 작품발표 연주회 (1933.10.10, 이화여전 강당)

  이유선, 홍성유, 채선엽, 현제명

  연전4중창단, 경성 보육학교 합창대(지휘 홍난파), 연전합창대(지휘 현제명)

  ※기악곡 - 바이올린 독주곡

  애수의 조선 / 동양풍의 무곡/ 로만스 (홍난파 작곡)

2. 동아일보 주최 「제1회 전조선 창작작곡발표 대음악제 」 (1939. 6. 8~9, 부민관)

  김재훈, 박경호, 김성태, 채동선, 임동혁, 박태준, 김세형, 김메리, 홍난파, 이흥렬, 안기영

 ※기악곡 

  습작 원무곡 2제 (박경호 작곡)

  Violin을 위한 환상곡 d단조 (채동선 작곡)

  Violin을 위한 환상곡 (김세형 작곡)

  관현악조곡 - 즉흥곡, 소선전곡(Rondino). 동양풍무곡 (홍난파 작곡)

  관현악 부 독창조곡 '나그네의 마음' (홍난파 작곡)

  Violin과 Piano를 위한 비가/ Preludium und Allegro (김재훈 작곡)

  Piano를 위한 주제와 변주곡 (김세형 작곡)

  소관현악을 위한 희유곡 (임동혁 작곡)

3. 만주 신경교향악단 (1944)

 ※기악곡 

  교향적 카프리치오 (김성태 작곡)

  서곡 "양산가" (김동진 작곡) 초연

4. 김순남 작품연주회 (1944.12.17, 부민관)

 ※기악곡

  Piano Sonata No.2 

  Piano와 Violin을 위한 Sonata

  Piano를 위한 2개의 민요

  Piano Trio

  古謠에 의한 3부분

5. 김순애 작곡발표회 (1946. 6.18, 경기고녀 강당)

 ※기악곡

  Violin Sonata / String Quartet 

6. 조선음악가협회 주최  「우리 작품 발표음악회」 (1946. 6.29~30, 국제극장)



 ※기악곡

  String Quartet을 위한 조곡 (김성태 작곡)

  Violin Sonata (김순애 작곡)

  Cello Sonata (나운영 작곡)

7. 문총 주최  「3・1절 경축 예술축전」 (1950. 3. 1, 시공관)

 ※기악곡

  교성곡 "조국의 영광" (윤용하 작곡)

  교향시 "3·1 혁명" (나운영 작곡)

8. 한국작곡가협회 주최 제1회 작품발표회 (1955. 2.26, 시공관)

 ※기악곡

  목관과 현을 위한 3중주곡 (이상근 작곡)

  12음기법에 의한 주제와 변주곡 (나운영 작곡)

  광상곡 (김동진 작곡)

  flute 독주곡 "병사의 꿈" (윤용하 작곡)

  현악4중주 제1번 (윤이상 작곡)

9. 서울 시립교향악단 주최  「한국 작곡가의 밤」 (1957. 9.27, 시공관)

 ※기악곡

  교향곡 제1번 제1악장 (정우현 작곡) 지휘 김희조

  팀파니와 현을 위한 콘트라스트 (이상근 작곡)  지휘 김희조

  교향곡 제1번 제1악장 (정회갑 작곡) 지휘 정회갑

  교향적 소곡 "농촌풍경" (윤용하 작곡)  지휘 윤용하 

  교향적 조곡 제1번 제1악장 제2악장 (김동진 작곡)  지휘 김동진

  교향곡 제1번 제1악장 (이흥렬 작곡)  지휘 이흥렬

  교향곡 제1번 제1악장 (김세형)  지휘 김생려

10. 세계일보사 주최  「정부 수립 10주년 경축 대합동음악회」 (1958. 8.14~15, 대한극장)

 서울시립교향악단, KBS 교향악단

 ※기악곡

  경축행진곡 (김성태 작곡)

  교향곡 제1번 전악장 (나운영 작곡) 지휘 나운영

  교성곡 "승리의 길" (김동진 작곡) 지휘 김동진

11. 공보부 주최 제1회 서울 국제음악제 한국 작곡가의 밤」 (1962. 5.14, 국립극장)

 시립교향악단

 ※기악곡

  서곡 "양산가" (김동진 작곡)

  교향곡 제2번 "1961" 전악장 (나운영 작곡) 지휘 나운영

  교향시 "어둠을 깨치는 아침" (구두회 작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