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07. 4.27 머킨스(Vl.) 보나비아 헌트(Pf.) 대연주회 에스토하우스 여관

1907 이화합창단 헨델 할렐루야 공연 기독교청년회관

1910. 1.14 한국 재류 서양인 신년음악회 기독교청년회관

1914.12.22 경성찬양회 주최 성탄 기념 축하 대음악회 기독교청년회관

1915. 8.30 경성찬양대 음악회 (김인식 홍난파 김형준) 기독교청년회관 매신

   찬양대 합창, 홍영후 이제근 바이올린 합주, 김기반 독창, 김형준 코넷 독주

   김영환 피아노 독차, 이정희 독창, 염정동 찬양대, 김인식 독창, 경성찬양대 외.

1915.12.23 경성찬양대 경축대음악회 기독교청년회관 매신

마이쓰 하디 피아노연탄 김천래 독창 김인식 독창 홍영후 사현금 독주 외

한국 근대음악 연주목록 1 (1907~1930)

(주) LKP(소장자료)와 매신(매일신보 기사)은 확인된 자료, 기타 확인 필요.

1907

1915

1914

1910

   이 자료는 나운영이 한국 양악100년사를 집필하기 위해 모으던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집필을 완성하지 못한 관계로 자료가 미처 확인되지 않은 것들도 있음을 밝혀둔다.

   한국 내 최초의 양악연주회

   마이쓰 하디 피아노연탄, 김천래 독창, 김인식 독창, 홍영후 사현금 독주 외.

1916.12.13 소창말자 제1회 연주회 조선호텔 강당 매신

1917. 1. 4 숭실대 음악대원 18명 음악회 기독교청년회관

1918. 9. 7 동경유학생 음악악우회 주최 음악연주회 기독교청년회관

1919.10.13 경성악우회 창립음악회(김영환,홍난파,김형준) 기독교청년회관 매신

1919.11.18 경성악대 주최 제1회 음악회 기독교청년회관 매신

   경성악대-행진곡, 이화학생-6인합창, 홍영후-4현금독주, 삘링쓰부인-독창

1919.12.19 경성음악연주회 조선호텔 강당 매신

   선교사 스미스가 발기한 경성악대를 돕기 위한 음악회

1919.12.29 경성악우회 제2회 음악회 기독교청년회관 매신

1919

1920

1917

1918

1916

   최동순 만돌린 독주, 김인식 독창, 김형준 김원복 합창, 홍영후 바이올린 외.



1920. 5. 7 유겸자(柳兼子) 부인 고별독창회 조선호텔 매신

1920. 8. 5 흑인성가단 음악대회 기독교청년회관 매신

1920. 8. 8~10 경성제국대학 음악대연주회 장곡천정 공회당 매신

1920.10. 2 홍영후 제금 독주 음악회 중앙기독교청년회관 매신

1920.11.13 음악 대 연주회 단성사

(김영환,홍난파,최동준,김형준,박태원,경성 악대 출연)

1921. 3. 7 클낙부인 독창회 청년회관 강당 매신

1921. 9. 3 창조사 주최 음악대연주회 (윤심덕 홍난파 태전충) YMCA강당 매신

1922. 9. 9 경성순회악단 연주회 (단장 홍난파) 천도교회당

1923. 1. 3 비나그레도프 피아노 연주회 조선호텔강당

1923. 2.12 캐롤린 팔로우 여사 바이얼린 독주회 경성공회당

1923. 5.23 크라이슬러(Kreisler) 바이올린 독주회 경성공회당 매신

1923. 6.14 정동계명음악원 음악연주회 (지휘 홍난파)

1923. 7. 7 윤심덕 한기주 발표회

1923. 8. 2 경성악대의 양악연주회

1923. 9.15 계정식 도구(渡歐) 고별 연주회(평양) 매신

1923

1921

1922

   한국 최초 관현악반주로 합창연주

계정식 도구(渡歐) 별 연주회(평양) 매신

1923.10.19 계정식 도구(渡歐) 고별 연주회(서울) 매신

1923.10. 안병소 제1회 제금 독주회 (양명회 주최) YMCA강당

1923.11. 5 하이페츠(Heifetz) 독주회 공회당

1923.12.17 Beethoven 탄생150주년기념 음악회 YMCA강당 매신

1924. 1.19 홍영후군 제금독주회 중앙기독교청년회관 LKP-001

1924. 4. 7 유겸자(柳兼子) 부인 독창회 기독청년회관 매신

1924. 4.10 동경음악단 대연주회 기독청년회관 매신

1924. 5.11 연희전문 음악회

1924. 6.14 경성의전 음악부 음악연주회

1924. 6.20 연악회 음악회 YMCA강당 매신

1924.12.27 짐발리스트(Zimbalist) 독주회 (반주 에밀 페이) 장곡천정 공회당 매신

1925. 2.11 존스(Johnes) 테너 독창회

1925. 2.14 프레미슬라우)Premislau) 첼로 독주회

1925. 4.10 平井誠 제금 독주회 장곡천정 공회당 매신

1925. 4.28 연악회 <음악계> 창간기념 연주회 YMCA강당

1925. 6. 2 에드워드 존슨 독창회

1924

1925



1925. 6.10 스투데니(바) 후스(피) 연주회 청년회관 매신

1925. 6.21 연악회 주최 춘기음악연주회 YMCA강당

1925. 9.26 홍난파 제2회 제금독주회 중앙기독교청년회관 LKP-002

1925.12.18 베토벤 탄생기념 음악회 (홍난파 한기주) YMCA강당

1925.12.28 질 마르섹스 피아노 독주회 조선호텔강당

1926. 2.11 연악회 주최 Grand Concert YMCA강당

1926. 4. 9 러시아 첼리스트 써케이 스터빈(Stupin) 첼로 독주회 공회당 매신

1926. 9. 4 早天美奈子 독창회 공회당 매신

1926. 9. 7 김문보 부처 독창회 래청각 매신

1926.10.12 폴리스 랏츠 Violin 독주회 공회당

1927. 2.12 팔로(Palow)여사 Violin 독주회

1927. 5. 9 기타인 형제 바이올린 피아노 대연주회 공회당

1927. 5.26 A. 빠르토 Violin 독주회 대구 조양회관강당

1927. 5.26,29 관옥민자(關玉敏子) 성악회 공회당 매신

1927. 6. 3 추애경(秋愛卿) 송별 음악회 대구 매신

1927. 8. 9 조선관현악단 창단 시민 위안 납양 음악연주회 파고다공원 외

1927.10.10 유겸자(柳兼子) 부인 독창회 공회당 매신

1927.11.16 미하엘 엔리코(Enrico) Violin 독주회 공회당

1926

1927

1928. 2. 4 재1회 성대교향관현악단 성대연주회 성대 심리교실

1928. 2.21 이준선 제금독주회 (반주 베이커 여사)

1928. 3. 3 중앙악우회 관현악단 제1회 연주회 (Boots 부인 지휘)

1928. 3.13 고영길 첼로 독주회

1928. 4.27 永井郁子 독창회 (반주 大平雪子) 공회당 매신

1928. 5.10 권태호 독창회

1928. 5.11 채규엽(蔡奎燁) 독창회 청년회관 매신

1928. 5.11~12 외국인학교 자선가극회 모리스홀

1928. 7. 1 스즈끼 Sting Trio 연주회 공회당

1928. 9.12 안익태 첼로 독주회

1928. 9.28 안기영 귀국 독창회

1928.11.16 김재훈 귀국 제금 독주회

1928.11.17 성대교향관현악단 제2회 성대연주회 공회당

1928.12.14 국제음악연주회 정동예배당

1929. 1.25 모리스홀의 음악의 밤 모리스홀 매신

1929. 2.11 성대교향관현악단 제3회 성대연주회 성대 강당

1929. 4.13 산전경(山田耕) 작품발표연구회 공회당

1928

1929



1929. 4.20 채동선 제1회 독주회

1929. 5.20 구라파 명곡연주음악 애호의 밤 모리스홀

1929. 8.17 하이든 퀄텟 대연주회 경성공회당 매신

1929. 9.27 현제명 귀국 제1회 독창회 (2.27 확인) 공회당

1929.11.14 등원의강(藤原義江) 독창회 장곡천정 공회당 매신

1929.11.28 채동선 독주회

1930. 2.11 성대교향관현악단 제4회 성대연주회 성대 강당

1930. 4.12 N.Lowe, L.Kochznski 음악회 공회당 매신

1930. 6.19 동경고등음악학원출신 신입환영음악회 중앙기독교청년회관 LKP-003

1930. 7. 5 연악회 납량 음악대회 YMCA강당

1930. 7. 8 영목미좌보(嶺木美座保) 부인 독창회 래청각 매신

1930. 9.13 안데루 코레만 첼로 독주회 장곡천정 공회당 매신

1930. 9.20 좌등천야자(佐藤千夜子) 독창회 경성공회당 매신

1930.11. 2 성대교향관현악단 제5회 성대연주회 성대 강당

1930.11.11 중앙보육학교 제3회 교내음악대연주회

1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