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31. 1.15 채동선 독주회 장곡천정 공회당 매신

1931. 4.16 곽정순 제금 독주회 (반주 부스 부인) 정동모리스홀 매신

1931. 5.17 배영학교 주최 국제음악회 장곡천정 공회당 매신

1931. 5.28 조선음악협회 주최 제1회 음악회 공회당 매신

1931. 6. 6 하기음악대회 (안기영 외) 여성휘보사 주최 래청각 매신

1931. 6.16 홍난파씨 도미송별음악회 장곡천정 공회당 LKP-004

1931. 8. 5 채동선 제2회 제금 독주회

1931.11.29 성대음악회 '교향악의 오후' 성대강당 매신

1932. 2.18 안병소 독주회 (반주 부쯔 부인) 공회당 매신

1932. 3.15 채동선 제3회 제금 독주회

1932. 4.16 권태호 독창회 종로청년회관 매신

1932. 6.11 제1회 전조선남녀중등학교 현상음악대회 경성공회당 LKP-c01

1932 9 9 삼포환(三浦璟) 부인 독창회 공회당 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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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1

1932

   현제명,안기영,채동선,최호영,홍난파,임성의,채선엽,김원복,중앙악우회원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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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근대음악 연주목록 2 (1931~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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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2. 9. 9 삼포환(三浦璟) 부인 독창회 공회당 매신

1932.10. 채동선 가곡 발표회

1932.11.27 성대교향관현악단 제7회 성대연주회 성대 강당

1932.12. 1 정훈모 제1회 독창회 공회당

1932.12. 2 김형량 정훈모 부부음악회 정동모리스홀 매신

1932.12. 8 김인식 김형준 이상준 공적 기념 음악회

   조선음악가협회 주최 조선악단 공로자 공적 축하

1933. 2.23 전형철 제1회 독창회 부민관

1933. 2.25 김문보 독창회 정동모리스홀 매신

1933. 5. 6 홍난파 귀국 제금 독주회 장곡천정 공회당 LKP-005

1933. 5.16 홍성유 김원복 부처연주회 장곡천정 공회당 LKP-006

1933. 6. 2 박경호 독창회 장곡천정 공회당 매신

1933. 6.12 연희전문학교 주최 전조선남녀중등 현상음악회 배재대 강당 매신

1933. 7.20 권태호 독창회

1933. 9.15 난파트리오 제1회 실내악의 밤 정동모리스홀 매신

1933.10. 6 안보승 제1회 독창회 장곡천정 공회당 LKP-c02

1933.10.10 현제명 홍난파 작곡발표 연주회 이화여전강당 매신

1933.10.27 제9회 연희전문학교 추기음악회 LKP-007

1933.11. 4 란파트리오 제2회 연주회 (홍난파 홍성유 이영세) 경성YMCA강당 LKP-008

1933



1933.11.23 성대교향관현악단 제 8회 성대연주회 성대 강당

1934. 4.10 3음악가 도구 송별 대연주회 (이애내 안병소 이인선) 공회당 LKP-009

1934. 4.25 Leonid Kreutzer Piano Recital 공회당 LKP-010

1934. 4.27 성대교향관현악단 제 9회 성대연주회 성대 강당

1934. 5. 4 정훈모여사독창회 장곡천정 공회당 LKP-011

1934. 5. 7 藤原義江 독창회 공회당 매신

1934. 5.12 동경음악학교 졸업생 고국방문 음악회

1934. 6. 7 김영의 피아노 독주회

1934. 6.15 윤극영 독창회 공회당 매신

1934. 7.10 관옥민자(關屋敏字) 독창회 공회당 매신

1934.10. 3 영전현차랑 독창회

1934.10. 5 현제명교수 독창회 공회당 LKP-c03

1934.10.26 이유선 도미 고별 독창회

1934.10.30 경성보육학교 녹양회 제2회 추기대음악회

1934.11. 9 제10회 연희전문학교 추기음악회 경성공회당 LKP-c04

1934.11.16 곽정순 도미 송별 Violin 독주회

1934.11.28 전형철 독창회 공회당 매신

1934.12. 2 성대교향관현악단 제10회 성대연주회 공회당

1934

1935

   김영선,서상석,박태철,문하연,김상권,김승모,이용재,오우현,주성일,박경희

1935. 2. 8 김메리 독주회 모리스홀 LKP-c26

1935. 2.24 경성관현악단 연주회 (안성교 바이올린) 래청각 매신

1935. 3. 2 시내전문학교 졸업생송별음악회 장곡천정 공회당 LKP-c07

1935. 5.15 계정식 박사 귀국 제금독주회 공회당

1935. 6.14 짐발리스트 독주회 (피아노 자이렌벨구) 경성공회당 매신

1935. 6.21 김영의 도미 송별 독주회 매신

1935. 6.29 재동경음악가협회 주최 고국방문 음악회 서울.평양.대구

1935. 9.19 조선일보 주최 전조선남녀현상콩쿨대회

1935.10. 8 현제명 박사 독창회 (피아노 민원득) 인천 산수정공회당 LKP-c05

1935.10.25 유마(有馬) 독창회 인천 공회당 매신

1935.11. 2 경성보육학교 제3회 추기대음악회 조선일보사대강당 LKP-012

1935.12. 2 제13회연희전문학교추기음악회 경성공회당 LKP-c06

1935.12.12 계정식 제금 독주회 (반주 마리아 콜리) 조선일보사대강당

1935.12.15 성대교향관현악단 제11회 성대연주회 부민관 LKP-013

1936. 1.29 계정식 제금 독주회 인천공회당

1936. 2.25 제2회 남녀전문학교 졸업생송별 음악회 조선일보사 대강당 LKP-c27

1936. 3. 3 뺄트라멜리能子 독창회 경성공회당 매신

1936

   바이올린 1등 문학준, 이인범 고종익 성악 공동2등



1936. 4.24 계정식 현악4중주단 제1회 연주회

1936. 4. 박경희 독창회

1936. 5.15 조선음악가협회 제1회 대연주회 부민관

1936. 5.20 제4회 정훈모여사 독창회 (반주 이흥렬) 부민관 LKP-014

1936. 6.27 제2회 연전 야외음악연주회 LKP-015

1936. 6.29 자크 티보(Jacques Thibaud) Violin Recital 부민관 LKP-016

1936. 7. 9 도미송별 이용준독창회 공회당 LKP-018

1936. 7.30 제6회 전조선남녀하기음악강습회 LKP-017

1936. 8. 1 백고산 바이올린 독주회 평양 매신

1936. 8.21 김   훈 독창회 군산 희소관 매신

1936. 8.26 원산악우회 주최 김인수 첼로 독주회 원산보예녀자자관 매신

1936.11.15 삼포환(三浦璟) 여사 독창회 경성공회당 매신

1936.11.27 조영은 독창회 평양 백선기련관 매신

1936.12. 4 제15회 연희 추기 음악연주회 부민관 LKP-c08

1937. 1.27 Kreuster 대연주회

1937. 2. 3 전형철 독창회 (홍난파 지휘 경성필하모니) 부민관 매신

1937. 2.10~11 최승희 신작무용발표회 부민관 LKP-019

1937. 2.23 미샤 엘만(Elman) Violin 독주회 부민관 매신

1937. 4.25 모기레프스키 로히텐 베르히 연주회 부민관 LKP-c29

1937. 5.10 이인선 제1회 독창회 부민관 LKP-c09

1937

   계정식 박태철 안성교 김인수

이인선 제 회 독창회 부민관

1937. 5.14 현제명교수 독창회 부민관 LKP-020

1937. 5.26~27 삼포경가극단 나비부인 공연(김영길 조영은 출연) 부민관 매신

1937.11.14 제13회 성대교향관현악단연주회 부민관 LKP-021

1938. 3. 3 임상희 독창회 (반주 김메리, Fl. 김재호) 부민관 LKP-022

1938. 4.15 유부용 독창회 부민관

1938. 5. 5 채선엽 독창회 (반주 김원복) 부민관 LKP-023

   채동선의 '내마음은', '향수' 독창

1938. 5.10 경성음악전문학원 창립기념 연주회

1938. 5.14 채동선 제금독주회 (요셉 스투데니 반주) 공회당

1938. 5. 이인선 귀국 독창회

1938. 5. 7 이관옥 독창회 조선호텔음악당 매신

1938. 5.10 경성음악전문학원 창립기념 제1회 대연주회 부민관 LKP-024

   현악3중주 (김재훈, 안성교, 곽정선)

1938. 6. 4 김연준 독창회 (반주 앤더슨 양) 공회당 LKP-025

1938. 6.11 박경희 독창회

1938. 6.14 조선일보 주최 제1회 신인음악회

1938. 6.26 제5회 정훈모 여사 독창회 (반주 이흥렬) 부민관 LKP-026

1938

   한국 최초의 본격 오페라 저 막 공연, 반주 동경 중앙 교향악단



1938. 6.27 안기영 문하생 제1회 발표음악회 부민관 매신

1938. 9.26 홍지유 제금 독주회

1938.10.15 김영길 고별 독창회 공회당

1938.10.28 안병소 귀국 제금독주회

1938.11.11 제16회 연희전문학교음악연주회 부민관 LKP-c10

1938.11.28 경성음악협회 제2회 연주회 부민관

1938.12. 2 계정식 현악4중주 연주회 부민관 LKP-027

1938.12. 5 경성음악가협회 제1회 연주회

1938.12.23 경신학교 성탄축하음악회 경신학교강당 LKP-028

1939. 2.10 윤석중 동요의 밤 (최영애,김복진 출연) 경성보육학교강당 매신

1939. 2.24 이화여자전문학교 음악과 졸업음악회 이화여전강당 매신

1939. 3.22 시로타(Sirota) 피아노 독주회

1939. 3.24 김영길 독창회

1939. 3.26 하르빈(哈爾賓) 교향관현악 대연주회 부민관 매신

1939. 4.19 임상희 독창회

1939. 4.19~20 日伊 친선대음악회 (노탈 짜꼬모 출연)

1939. 5.29 이인선 독창회

1939. 6. 5 채선엽 귀국 독창회

1939

   1. Beethoven:Kreutzer Sonata   2. Mozart:Violin Concerto No.5

   3. Schubert:Rondo   4. Coreli:La Folia

   계정식 문학준 안성교 김태연

채선엽 귀국 독창회

1939. 6.8~9 동아일보 주최 제1회 전조선 창작작곡발표대음악회 부민관 LKP-029

1939. 6.10~11 동경 신교향악단 연주회 (로젠슈톡 지휘)

1939.10. 7 채동선 제4회 제금 독주회

1939.10.12 제4회 전조선남녀 현상음악경연대회 부민관 LKP-030

1939.10.19 가극 "나비부인의 밤" 부민관 LKP-032

1939.10.19 정영재 독창회

1939.10.19 삼포환 나비부인의 밤 부민관

1939.10.20 김재훈 제금 독주회

1939.11. 4 이관옥 독창회 (김신덕 반주) 부민관

1939.11.19 박경희 문하생 제1회 발표음악회 부민관 매신

1939.11.20 하대응 독창회 (이흥렬 반주) 부민관

1939.11.27 유가족위안음악회 부민관 LKP-033

1939.11.30 제17회 연희전문학교 음악연주회 부민관 LKP-031

1939.12. 2 이애내 피아노 독주회 부민관

1939.12.21 정동찬양대 축성탄음악예배 정동제1예배당 LKP-034

1939.12.21 문예의밤 (독창 박경희, 합창 경성여자합창대) 부민관 LKP-035

1940

   지휘 박경호, 연희4중주단 (김생려,정희석,최규영,R.H.Blyth)

   찬조출연 백조혼성합창단, 지휘 박태현,동유회 주최



1940. 1.13 신춘명류음악대연주회 부민관 LKP-036

1940. 4.23 제11회 전일본신인연주회 (정종길 김천애 출연) 일비곡공회당 LKP-c11

1940. 4.30 최창은 독창회 (이흥렬 반주) 부민관 LKP_047

1940. 5. 3 이경희 피아노 독주회

1940. 5.10 조선일보사 주최 제3회 신인음악회 부민관 LKP_046

1940. 5.13 Evening of Music LKP_044

1940. 5.16 다카기 도로쿠(高木東六) 피아노 독주회 부민관 LKP_045

1940. 6.15~16 신교향악단 연주회 부민관

1949. 6.17 문학준 독주회 부민관 매신

1940. 6. 조선교향악단 창립공연 (박경호 지휘)

1940. 9.23 추계대음악회 (김원복 하대응 안성교) 부민관 매신

1940.10. 7 신경교향관현악단 대연주회 (안병소 1st Vl.) 부민관 매신

1940.10.21 기무라노보루(木村升學)문하생 제4회 발표음악회 부민관 LKP-037

1940.10.25 등원의강 오페라단 Carmen 공연

   카르멘에 좌등미자, 돈 호세에 등원의강

1940.11. 8 정세원 기타 독주회 부민관 매신

1940.11.15 경성보육학교 음악과무용의 밤 경성보육학교강당 LKP-038

1940.11.21 이상춘 독창회 동경 군인회관 LKP-039

1940.11.21 제18회 연전음악회 부민관 LKP_040

1940.11.27 이인범 제1회 발표독창회 부민관 매신

1940.11.28 경성음악전문학원 대연주회 부민관 LKP_041

1940.12. 7 기원2600년 봉축기념 음악연주회 부민관 LKP_042

1940.12.17 조선일보 주최 제1회 부민음악감상회 부민관선일보 주최 제 회 부민음악감상회 부민관

1940.12.18 중앙교회 찬양대 성탄축하음악예배 이문내중앙예배당 LKP_0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