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41. 1.21 조선일보 주최 제2회 부민음악감상회 부민관 LKP_061

1941. 3. 1 삼포환(三浦璟) 독창회 부민관

1941. 3. 4~5 후지와라요시에(藤原義江) 독창회 부민관 LKP_048

1941. 3. 7 제15회 이화여자전문학교음악과 졸업음악회 이대대강당 LKP_049

1941. 3.14 동경 조선기독교청년회 제6회 신인연주회 군인회관 표지훼손

1941. 3.17 제1회 경성음악전문학원 졸업기념연주회 부민관 LKP_062

1941. 3.21 윤두선 작품발표 독창회 (반주 이경희, 찬조 홍지유) 경성기독청년회관 매신

1941. 3.27~28 매일신보사 주최 신인음악대연주회 부민관 LKP_065

1941. 4.28 이유선 귀국 제1회 독창회 부민관 LKP-c12

1941. 4.30 송진혁 독창회

1941. 6. 5 음악보국주간 양악부 대연주회 부민관 LKP_064

1941. 6.26 정훈모 독창회 부민관 매신

1941. 6.27 제1회 합창제 부민관 LKP_066

1941. 6.30 윤두선 작곡발표 독창회 부민관 LKP_050

1941. 9.16 한복덕 독창회 (반주 김영의) 부민관 매신

1941 9 29 이승학문하생 제5회 발표음악회 (반주 이순도) 부민관 LKP 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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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근대음악 연주목록 3 (1941~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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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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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1. 9.29 이승학문하생 제5회 발표음악회 (반주 이순도) 부민관 LKP_051

1941.10. 2 조선일보 주최 제4회 부민음악감상회 부민관 LKP_063

1941.10. 3 김자경 독창회 (반주 김신덕) 부민관 LKP_052

1941.10.28 종교감리교회 종교음악의 밤 부민관 LKP_053

1941.11. 5 계정식 김원복 소나타의 밤 부민관 LKP_054

1941.11. 6 임상희 여사 주재 쌍엽회연주회 부민관 LKP_058

1941.11. 7 제19회 연전음악연주회 부민관 LKP_056

1941.11. 9 성대교향관현악단 제17회 정기대연주회 부민관 LKP_055

1941.11. 9 국민음악의 밤 (계정식,김자경,현제명) 부민관 매신

1941.11.21 악전 추기음악대연주회 부민관 LKP_057

1941.11.26 제2회 최창은 독창회 부민관 LKP_067

1941.11.27 악단 선배 (이상준, 김형준 외) 사은음악회 부민관 매신

1941.12. 4 김영길 독창회 부민관 매신

1941.12. 5 동경성악가협회 헨델 메시아 일비곡공회당 LKP_060

1941.12.15 평문문수(平問文壽) 독창회 (이흥렬 반주) 부민관 LKP_059

1942. 2.26~27 매일신보 주최 신인음악대연주회 부민관 LKP_076

1942. 3. 2 김천애 독창회 부민관 매신

1942. 4.16 이관옥 독창회 부민관 매신

1942. 4.18 경성취주악단 제1회 연주회 부민관 매신

1942



1942. 5. 7 제3회 평문문수 문하 발표회 부민관 LKP_071

1942. 5.15 조선음악가협회 연주회 부민관 LKP_069

1942. 5.15 제2회 김명신 독창회 부민관 LKP_070

1942. 6.11 경성 후생실내악단제1회 披露(피로)공연 부민관 LKP_074

1942. 6.16 이화여전 음악율동회 (합창지휘 김세형) 부민관 LKP_068

1942. 6.24 일독 친선음악회 (첼로 숄츠) 부민관 매신

1942. 8.24~25 동경음악학교 직원 연주회 부민관 매신

1942.10. 8 동경기독청년회 주최 제8회 신인연주회 공립강당 LKP-c14

1942.10.15 강장일 독창회 (반도악단 주최) 부민관 매신

1942.10.29 이승학 문하생 음악발표회 (반주 김영자) 부민관 매신

1942.11.26 계정식 제금 독주회 부민관 매신

1942.12.11 제1회 조선음악경연회 제1일 부민관 LKP_072

1942.12.12 제1회 조선음악경연회 제2일 부민관 LKP_073

1942.12.12 김홍렬 독창회

1942.12.24 경성 후생실내악단 제2회 공연 부민관 LKP_075

1943. 2.24 후생악단 국민음악연주회 부민관 매신

1943. 3.15 김혜란 피아노 독주회 이화여전대강당 매신

1943. 3.19 정수민 발표독창회 경성보육학교강당 매신

1943. 3.23 임상희 문하 제2회 쌍엽회 음악회 부민관 매신

1943. 3.25 국민개창의 밤 (현제명 임상희 박경호) 부민관 매신

1943. 3.30 정세원 제2회 기타 독주회 부민관 매신

1943

정세원 제 회 기타 독주회 부민관 매신

1943. 4. 6 김천애 독창회 (반주 이인형) 부민관 매신

1943. 4. 9 박경희 문하 사꾸라회 음악발표 (반주 이흥렬) 부민관 매신

1943. 4.16 정종길 독창회 (반주 福井文彦) 일본청년관 LKP_077

1943. 5.15 신록음악회 부민관 매신

1943. 5. 이인범 귀국 독창회

1943. 5.31 마금희 독창회 (반주 이인형) 부민관 매신

1943. 6.25 이영선 제1회 발표독창회 부민관 매신

1943. 6.29~30 교향악의 밤 (홍종인) 부민관 매신

1943. 7. 9 경성후생실내악단 공연 부민관 매신

1943. 7,12 평문문수(平問文壽) 고별 독창회 부민관 매신

1043.10.15 강장일 제2회  독창회 (반주 김원복) 부민관 매신

1943.10.25 정영재 독창회 (반주 이홍열) 부민관 매신

1943.10.27 송진혁 독창회 (반주 이경희) 부민관 매신

1943.12.17 이인범 독창회 *후생실내악단 제8회 공연) 부민관 LKP-c15

1944. 2. 1 신춘음악회 부민관 LKP_078

1944. 3.16 경성교향악단 제4회 공연 (지휘 森安正男) 부민관 LKP_082

1944. 3.26 음악사 주최 신인음악발표회 부민관 LKP_081

1944. 3.28 부강광욱(富岡光郁) 제1회 독창회 (반주 林茂雄) 부민관 LKP_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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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 4.21 윤기선 피아노 독주회 부민관 LKP_079

1944. 4.28 정수미 제2회 독창회 (안기영 문하) 부민관 매신

1944. 6. 6~7 등원의강(藤原義江) 독창회

1944. 6.21 신막 독창회

1944. 6.30 경성후생악단 제10회 연주회 (윤기선 김원복) 부민관 LKP_080

1944. 7. 6 박민종 독주회

1944. 8.27 강준희 독창회 부민관 매신

1944. 9.13 조선교향악단 제1회 공연 (지휘 임동혁) 부민관

1944. 9.17~19 제5회 항공일기념 비행기헌납음악대연주회 부민관 LKP_086

1944. 9.17 신정결(新井潔) 독창회 (반주 윤기선) 부민관

1944.10. 3~4 경성후생악단 제11회 연주회 부민관 LKP_085

1944.11.23 최봉진 독창회

1944.12.12 이관옥 독창회 (반주 진장자) 부민관 LKP_087

1944.12.16 경성교향관현악단 연주회 부민관 매신

1944.12.17 김순남 작품연주회 (반주 임무응) 부민관 LKP_084

1944.12.21 노광욱 독창회

1944 김성태 교향적 카프리치오, 김동진 양산가 초연

1945. 1.5~7 등원의강(藤原義江) 독창회 (특별출연 高柳二葉) 약초국민극장 매신

1945. 1.21~22 후생악단 귀향음악회

1945. 1.31~2.1 대동아악단 제5회 연주 <민요의 밤> 계정식 외 중앙극장 매신

1945. 2.8~9 경성교향관현악단 제7회 공연 부민관 매신

1945

경성 향관현악단 제 회 공연 부민관 매신

1945. 3. 3 宮口塔人 제1회 독창회 부민관 매신

1945. 3.20~24 후생악단 약극진출 제2회 공연 약초국민극장 매신

1945. 3.27 金岡相斗 제2회 독창회 부민관 매신

1945. 3.30 경성 3중주단 연주회 부민관 매신

1945. 4.11~12 경성교향관현악단 공연 약초국민극장 매신

1945. 4.15 김자경 제2회 독창회 (반주 신재덕) 부민관 매신

1945. 4.27 박은용 독창회

1945. 5. 9 新井潔 독창회 (반주 김원복) 부민관 매신

1945. 5.19 신향악단 창립 공연 부민관 매신

1945. 5.22 서수준 독창회 부민관 매신

1945. 5.하순 정수미 제3회 독창회 부민관 매신

1945. 6.16 한평숙 제1회 독창회 (반주 신재덕) 부민관 매신

1945. 6.9~10 조선음악협회 주최 양악연주회 부민관 매신

   신향악단, 창생악단, 경성합창단 외.

1945. 7.24~26 岩本眞理 제금 독주회 약초국민극장 매신

1946. 6. 2 제1회 경성대학교 관현악단 연주회 경성대학대강당 LKP_090

1946. 6.18 김순애 작곡발표회 경기고녀강당 LKP_089

1946. 6.29~30 우리작품발표 음악회 국제극장 LKP_088

1946



1946. 9.26 제1회 실내악 연주회 (음악가의 집 주최) 배재중학교강당

   1. 피아노 트리오 (윤기선 정희석 이강렬) 2. 시인의 사랑 전곡 (박은용 윤기선)

1946.11.15 제2회 실내악 연주회 (음악가의 집 주최) 자연장 문화의집

   1. 바이올린 소나타 (문학준 김원복)  2. 백조의 노래 전곡 (남궁요열 윤기선)

1946.12.12 연희대학교 음악회 배재중학교강당 LKP_c16

1946.12.21~23 자유신문사 주최 제1회 음악제 배재강당

1946.12.29 제1회 전국음악경연대회 (군정청 문교부 주최) 국제극장

1946 고려교향악단 제1회 정기연주회 (계정식 지휘)

1947. 1.6~7 연악원 제1회 연구발표 대연주회 배재대강당

 1.이정희 Beethoven:Piano Concerto No.3  2. 정봉렬 Mozart:Violin Sonata No.7

1947, 2,23 고려교향악단 제12회 정기공연 국제극장 LKP_091

1947. 3.25~26 고려교향악단 제13회 정기공연 국제극장 LKP_092

1947. 4. 5 윤두선 송경신 도미 송별음악회 배재강당 LKP_099

1947. 4.26~27 고려교향악단 제14회 정기공연 국제극장 LKP_093

1947. 5.17~18 고려교향악단 제15회 정기공연 국제극장 LKP_094

1947. 6. 5 쏘프라노 정청자 여사 독창회 국제극장 LKP_097

1947. 6. 6~7 고려교향악단 미소공위재개 축하연주회 국제극장 LKP_095

1947

 3. 이영옥 Schumann:Symphonic Etude  4. Haydn:String Quartet중 2곡

 5. 정봉렬 Bach:Brandenburg Concerto No.4 지휘 안병소

   3. 사시곡 (이인형)

   3. 바이올린 소나타 (박민종 김원복)

려 향악단 미 공위재개 축하연주회 국제극장 _

1947. 6.25 계정식 제금독주회 (피아노 신재덕) 국제극장

1947. 9.25~26 제1회 예술제전 제2부 음악 국제극장 LKP_c18

1947.10.11 베토벤 변주곡의 밤 연악원 제2회 발표회 배제중학강당 LKP_c17

1947.11. 8 오라토리오협회 제5회 공연 교향합창음악회 국제극장 LKP_098

1947.12. 9~10 고려교향악단 국도극장 제휴 특별연주회 국도극장 LKP_096

1948. 1.16~20 조선오페라협회 제1회 발표회 가극  "춘희" 시공관 LKP_c20

1948. 1.30~31 서울관현악단 연주회 시공관 LKP_100

1948. 2.20~21 제20회 고려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시공관 LKP_c21

1948. 3.10~11 서울관현악단 제2회 즐거운음악회 수도극장 LKP_101

1948. 3.28~29 서울교향관현악단 제1회 정기공연 시공관 LKP_102

1948. 5. 3~4 서울교향관현악단 제2회 정기공연 시공관 LKP_103

1948. 5.15~17 서울시 주최 제1회 음악제 시공관

1948.5.27~28 5인 음악회(정훈모 김창락 박민종 김순렬 이영희) 배재강당

1948. 5.30~31 서울교향관현악단 제3회 정기공연 시공관 LKP_104

1948. 6. 4 최봉진 독창회 (찬조 윤준경) 배재중학교강당 LKP_c19

1948. 6.23~25 서울교향관현악단 제4회 정기공연 시공관 LKP_105

1948. 7.25~26 서울교향관현악단 제5회 정기공연 시공관 LKP_106

1948. 8.21~22 대한민국 정부수립기념축하 대연주회(서울시립교향악시공관 LKP_107

1948



1948. 9.29~30 서울교향관현악단 제6회 정기공연 시공관 LKP_108

1948.10.30 전봉초 첼로 독주회 (박성혜 반주) 배재대강당

1948.11. 7~9 제2회 전국냠녀중등학교 음악경연대회 시공관 LKP_109

1948.11.16 서울합창단 제1회 공연 (지휘 최희남)

1948.12. 박민종 제금 독주회

1949. 6.24~25 서울교향악단 제14회 정기연주회 시공관 LKP_110

1949/ 4/ 8~10 제11회 바이올린과 뷔올라를 위한 음악회 자연장 문화의집 LKP_c22

1949.10. 서울 Trio 연주회 (김원복 정희석 이강렬)

1949.11. 8 문교부 주최 제1회 음악경연대회

1949.11.12~13 김순임 독창회 시공관 LKP_111

1949 연악원 창립공연

1950. 1.27~2.2 국제오페라사 제2회공연 카르멘 (지휘 임원식) 시공관 LKP_114

1950. 3. 1 삼일절경축예술축전 시공관 LKP_112

1950. 4.10 문학준 Violin  독주회

1950. 4.28~29 대구합창협회 제1회합창음악발표회 대구 공회당 LKP_113

1950. 5.25~26 대한교향악단 제2회 정기연주회 시공관 LKP_c23

1950

1949

대한 향악단 제 회 정기연주회 시공관 _

1950. 5.20~29 현제명 오페라 "춘향전" 서울오페라단 창립공연 국립극장 LKP_c24

1950.11. 8~10 군민친선 대합동연주회 도립극장 LKP_115

1950.11.11~13 해군정훈음악대 제1회 정기공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