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근대음악 연주목록 4 (1951~1960)

1951. 8.11~15 바레 '처용랑' (나운영 작곡) 부산극장 LKP_116

1951.10. 9 제2회 김순애 작곡발표회 남성여중대강당 LKP_117

1951.11.14~15 해군창립6주년기념 해군연주회 부산극장 LKP_118

1951.12.23 크리쓰마스대연주회(한국교회음악협회) 문화극장 LKP_119

1952. 5.21 해군군악대 연주회 부산극장 LKP_122

1952.11. 2 김창환제금독주회 문화극장 LKP_125

1952.12. 6 이상근작곡발표회 이화여대강당 LKP_124

1952.12. 9 유경손 독창회 항서교회 LKP_121

1952.12.13 제1회 실내악감상회 (신록현악4중주단) 미화당예식장 LKP_120

1952.12.27 나운영작품연주회 이화여대강당 LKP_123

1952.12. 실험악회 창립공연 (임원식 주재)

1953. 3.30~31 해군정훈음악대연주회 해병사령부강당 LKP_126

1953. 4. 7 부활절축하 음악예배 중앙교회 LKP_127

1953. 4.10 부활절 음악예배 (연합합창 지휘 안익태) 영락교회 LKP_129

1953. 6. 9~ 프린스턴합창단 순회연주회 LKP_137

1953.11.12~13 해군창설8주년기념 정훈음악연주회 시공관 LKP_135

1953.11.13 신록현악4중주단 제2회 연주회 배재강당 LKP_133

1953.11.21 대한합창협회합창단 대연주회 시공관 LKP_134

1953.11.23 감사절음악예배 (한국교회음악협회) 영락교회 LKP_132

1953.11.26 졸업환도 축하음악예배 신문내교회 LKP_128

1953.11.28 이화여대졸업연주회 이화여대강당 LKP_131

1953.12.24 필그림성가단 크리스마스연주회 시공관 LKP_136

1953 마리아 앤더슨 독창회 부산노천극장 LKP_130

1954. 2.26~27 김생려대장 귀국 환영 연주회 시공관 LKP_143

1954. 2.28 슈바이처 아프리카선교 40주년기념예배 영락교회 LKP_140

1954. 3. 1 3.1절기념음악연주회 시공관 LKP_141

1954. 4. 2~3 육군교향악안 춘계연주회 시공관 LKP_139

1954. 4.10 대한합창협회합창단 대연주회 시공관 LKP_148

1954. 4.10 Christian Art Series (필그림합창단) USIS Music Hall LKP_150

1954. 4.30~5.1 제2회 쌀롱음악회 미국공보원소극장 LKP_146

1952

195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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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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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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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3



1954. 5. 7 제15회 성종합창단 공연 시공관 LKP_151

1954. 6.18 아세아민족반공대표 환영음악회(서울교향악단) 시공관 LKP_153

1954. 6.24 반공통일총궐리예술제 배재대강당 LKP_138

1954. 7. 3 제2회 김순임 독창회 시공관 LKP_147

1954. 7.4~5 육군군악학교 개교6주념 기념 연주회 시공관 LKP_145

1954. 7.17 음협창립 대연주회 전주도립극장 LKP_152

1954, 9.27 제5회 연악원 발표연주회 배재대강당 LKP_142

1954. 9.28 해병군악대 군악연주회 시공관 LKP_149

1954.10.20 김광수 피아노 독주회 배재대강당 LKP_144

1954.10. 현제명 왕자호동 공연

1955. 2.26 제1회 작품발표회 (한국작곡가협회) 시공관 LKP_154

1955. 3.17~18 제5회 신인음악회 (서울대.이대.숙대) 시공관 LKP_156

1955. 3.30~31 신춘시민위안음악회(조선일보) 시공관 LKP_155

1955. 4.10 부활절 음악예배 영락교회 LKP_165

1955. 4.11~12 안익태 귀국 환영 특별연주회

1955. 4.12 나운영 신작곡 발표회 배재대강당 LKP_157

1955. 4.23 연악원 주최 Clover Trio 연주회(정진우 김찬환 김재홍)

1955. 5.18 오월음악회 (해군정훈음악대) 시공관 LKP_161

1955. 5.26 Symphony of the Air 중앙청광장특설 LKP_158

1955. 6.11 조숙렬 독창회 이화여대강당 LKP_160

1955. 6.15~16 미국 일류음악가 방한 대연주회 시공관 LKP_159

1955. 6.30,7.1 케네스 골든 Violin 독주회

1955. 7.16 시모 번스틴 피아노 독주회

1955. 8. 6 케이 첼로 독주회

1955. 8. 8 미국 5인음악가 실내악 연주회

1955. 9.19 한국가곡집 출판기념 음악회 시공관 LKP_162

1955.12.21~22 이문근 신부 귀국 환영 연주회 시공관 LKP_163

1955.11.24 제8회 크리스챤 음악 예술의 밤 조선호텔강당 LKP_164

1956. 2.11 이영자 작품발표회 이화여대강당 LKP_166

1956. 4.28 미공군교향악단 대연주회 중앙청야외연주장 LKP_167

1956. 4.30 계정식 음악전문학원 창립기념음악회

1956. 5. 8 이인범 독창회 (피아노 이정자) 시립극장 LKP_168

1956. 5. 9 신군가발표음악회 시공관 LKP_169

1956. 5.11~12 신상철 제금독주회 (피아노 정순빈) 동화음악궁전 LKP_170

1956. 5.12 이상근 관현악작품의 밤 시공관 LKP_171

1956. 5.28 로스안젤스필하모닠교향악단 대연주회 중앙청특설음악당 LKP_172

1956. 5.31 조남희 독창회 (피아노 전영철) 카토릭문화관 LKP_173

1956. 6.9~10 제1회 Prima Trio 연주회 (실험악회 주최) 서울대강당 LKP_174

1956. 6.15 6.25 기념 대음악회 문화극장 LKP_175

1955

1956



1956. 7.24 한국음악단체연합회 창립기념 대연주회 시립극장 LKP_176

1956. 8.27 8.15 기념 음악제전 (인천합창단) 신흥국민학교강당 LKP_177

1956.10.16~18 서울대 음악대학 교향악단 연주회 시립극장 LKP_178

1956.11. 3 웨스트민스터합창단 대연주회 이화여대강당 LKP_179

.1956.11. 임천수 오페라 대춘향전 공연 LKP_180

1956.11.10 계정식 모짜르트 탄생300주년기념 소타텐 아벤트 시립극장 LKP_181

1956.11.17 조   념 작곡발표회 카토릭문화관 LKP_182

1956.11.23 인천합창단 창립대연주회 신흥국민학교강당 LKP_183

1956.11.29 김창환 제금 독주회 (피아노 이명학) 수도여사대강당 LKP_184

1956.11.29 오라토리오협회 제26회 성악합창연주회 시립극장 LKP_185

1956.12. 8 제4회 전국 음악경연대회(문교부 주최) 시립극장 LKP_186

1956.12. 9 헨델 메시아 (이대,연대 연합음악회) 이화여대강당 LKP_187

1956.12.20 국립교향악단 제1회 정기공연

1956.12.30 나운영 크리스마스 칸타타 발표회 성남교회 LKP_188

1957. 2.21~25 이화여자대학교 졸업연주회 이화여대 중강당 LKP_189

1957. 3. 9 실내음악연주회 (로렌스 탐프슨, 정순빈) 서울대학 강당 LKP_190

1957. 3.19~20 조선일보사 주최 제7회 신인음악회 시립극장 LKP_191

1857. 5. 2 제18회 서울실내악회 연주회 (실험악회) 서울대학교 강당 LKP_c25

1957. 5.11 외국인 음악회 청주 YMCA LKP_192

1957. 5.18 아카데미 Trio  제1회 연주회 (계정식 김동성 김종명)

1957. 5.26 두번째 새싹음악회 창덕여고 강당 LKP_193

1957. 5.28 터커 독창회

1957. 6. 6 마금희 귀국 제1회 독창회

1957. 6. 7 이화여대 합창음악회 (풀톤 지휘) 이화여대 강당 LKP_194

1957. 6.11 곽은수 전자올갠독주회 이화여대 대강당 LKP_195

1957. 6.13 시온성성가단 음악회 (지휘 이동일, 반주 이영자) LKP_196

1957. 6.24 미공군 교향악단 대연주회 (지휘 죠지 하워드) 이화여대 대강당 LKP_197

1957. 6.25 나운영 작품연주회 조선호텔 LKP_198

1957. 7. 6 필그림합창단 대연주회 (지휘 이동훈) 이화여대 대강당 LKP_199

1957. 7. 9 박중후 작곡발표회 서울대음대리사이틀홀

1957. 8. 3 이동범 성가발표회 (나운영의 밤) 군산중앙교회 LKP_200

1957. 9.13~14 서울시립교향악단 창립기념연주회 제64회

1957. 9.27 한국 작곡가의 밤 (서울시립교향악단) 시공관 LKP_201

1957.10. 5 실내음악연주회 제2회 (로렌스 탐프슨, 정순빈) 서울대학강당 LKP_202

1957.10.28 김혜경 독창회 (반주 김순열 시공관 LKP_203

1957.11. 6~19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종교음악과 순회음악회 청주,대구,부산,마산,광주LKP_204

1957.11.16 제5회 연희음악회 (지휘 박태준) 중앙국민학교강당 LKP_205

1957.12. 5 김성복 Piano 독주회

1957.12.10 필그림합창단 크리스마스연주회 이화여대 대강당 LKP_206

1957.12.10~11 서울방송국 신국사 낙성기념음악회 서울방송국 신국사 LKP_209

1957.12.15 이인범 독창회 (반주 이정자) 시공관 LKP_207

1957



1957.12.17 연세대음악회 시립극장 LKP_208

1957.12.31 제5회 음협 전국음악경연대회 시공관 LKP_210

1957 제1회 김의명 바이오린 독주회

1958. 2.14 뉴스트링 오케스트라 발표회(정희석 지휘)

1958. 4.27 서울교향악단 제69회 정기연주회 (지휘 김생려) 시공관

1958. 6.10~11 서울교향악단 제70회 정기연주회 시공관

1958. 6.23 성종합창단 합창음악회 (지휘 곽상수) 시공관

1958. 6.28~29 한동일 귀국 피아노 독주회

1958. 7.17 이영자 작곡발표회 시공관

1958. 8 .6 혁명5주년기념 음악회 (윌크 vl., 구연소 pf.) 대한극장

1958. 8.14~15 정부수립10주년 경축대합동음악회 대한극장

1958. 8.24 정부수립10주년 기념 음악예배 영락교회예배당

1958. 9.13 로사 페이지 웰치 음악회 (찬조 필그림합창단) 배재중고등학교 강당

1958. 9.17~18 서울교향악단 제72회 정기연주회 (지휘 김생려) 시공관

1958.10. 8 김자경 귀국 제1회 독창회

1958.10.17 하길담 독창회 (찬조 Foltea 여사) 광주극장

1958.10.28 홍지유 Violin  독주회

1958.11. 3 김창환 Violin  독주회

1958.11.16~17 디. 굳 북(Good Book) 공연 -연극적 연주회

1958.11.24 제2회 연세 대 음악회 시공관 복사

1958.11.27 김성락 독창회 (반주 백연희) 시공관
1958.11.30 조   념 작곡발표회 수도여자사범대학 강당

1958.12. 9 성종합창단 합창음악회 (지휘 곽상수) 시공관

1958.12.10 김정진 독창회 시공관

1958.12.18 제4회 나운영작곡발표회 새문안교회

1959. 2.21 숙명여대 제8회 졸업연주회 숙명여대 대강당

1959. 2.25 이필열 조병옥 이경혜 작곡발표회 이대 중강당

1959. 3.30~31 조선일보 주최 제9회 신인음악회 아카데미극장

1959. 4.1~2 리틀교향악단 초정연주회 (토마스 수만 지휘) 이화여자대학 대강당

1959. 5. 1 계정식 박사 일행 연주회 청주 현대극장

1959. 5.13 창악회 제3회 작곡발표회 원각사

1959. 6. 9 한국연주가협회 제1회 정기연주회 시공관

1959. 6.13 스미스 여사 초청 피아노 독주회 시공관

1959. 6.26~27 전원성가단 제2회 흑인영가발표회(지휘 장영목) 대구 제일예식장

1959. 6.29 연악원 제9회 발표연주회 (모짜르트 소나타의 밤) 시공관

1959. 6.30 제3회 김순님 독창회 (반주 김승자) 시공관

1959. 7. 2 서울교향악단 제77회 정기연주회 (지휘 김동진) 시공관

1959. 7. 3 제25회 서울 실내악회 연주회 원각사

1959. 8. 2 대구관현악단 5.16혁명기념공연 (지휘 이기홍) 대구 계성강당

1959

1958



1959. 9.25 서울교향악단 제78회 정기연주회 (지휘 김생려) 시공관

1959.10.9~10 신흥대학교 제4회 대학제 축하연주회 신흥대학교 노천극장

1959.10.9~10 테너 임천수 독창회 가극과 가곡 현대국악 발표 원각사

1959.10.21 서울교향악단 제79회 정기연주회 (시향,김생려) 시공관

1959.10.27 필그림합창단 연주회 (지휘 이동훈) 숙명여대 대강당

1959.10.30 이연국 작곡발표회 시공관

1959.10.31 제2회 김의명 바이오린 독주회 (지휘 김생려) 시공관

1959.11. 4 김용진 작곡발표회 원각사

1959.11. 5 김자경 오페라 아리아의 밤 (시향,지휘 김생려) 이화여대 대강당

1959.11.21 제1회 전남 초유의 관악제 전주공설운동장

1959.11.27 제7회 전국음악경연대회 본선 원각사

1959.12. 4 성남교회 성가대 합창음악회 삼일당(진명여고강당)

1959.12. 7 제2회 최인찬 작곡발표회 삼일당(진명여고강당)

1959.12. 8 연악원 제10회 발표연주회 (베토벤 소나타의 밤) YWCA

1959.12. 8 제4회 대구코오러스 음악회 (지휘 임성길) 대구 계성학교 강당

1959.12. 9 고 이상준 선생 추도음악회 삼일당(진명여고강당)

1959.12.15~20 서울음대학생 오페라 공연 "춘희" 중앙국립극장

1959.12.17 필그림합창단 크리스마스 연주회 (지휘 이동훈) 숙명어자대학교 대강당

1959.12.29 한국선교75주년기념 자선음악예배 종교교회

1960. 4. 5~9 뷔엔나 아카데미 합창단 연주회 이화여대 댜강당

1960. 4.14 황영금 독창회 (반주 KBS교향악단, 지휘 임원식) 시공관

1960. 6. 6 김영욱 봐이올린 독주회 (반주 KBS교향악단) 시공관

1960. 6.10 제3회 실로암 합창단 연주회 (지휘 이상철)` 삼일당

1960.6.11~12 뉴 스트링 오케스트라 챔버 콘서트 (지휘 정희석) 원각사

1960. 6.13 고궁의 향연 대연주회 (지휘 죠지 바라티) 인정전 비밀 정원

1960. 6.23 한국남성합창단 제3회 공연회 시공관

1960. 6.30 시립 서울교향악단 제82회 정기연주회 시공관

1960. 7. 1 대한합창단 창립공연 (지휘 나운영) YWCA강당

1960.10.13 제3회 조현진 첼로 독주회 서울음대리사이틀홀

1960.10.20 제르킨 독주회

1960.10.24 백병동 작곡발표회 서울음대콘서트홀

1960.10.29~30 시온성 성가단 연주회 (지휘 이동일) 원각사

1960.11.11 제2회 관악제 (지휘 박종대,김인수,박평수) 전주공설운동장

1960.11.17 시립 서울교향악단 제85회 정기연주회 시공관

1960.11.26 문교부 주최 제8회 전국음악경연대회 원각사

1960.12. 5 푸리마 오페라단 제13회 정기발표회 서울음대 콘서트홀

1960.12.15 윤이상 제구 8선 작품감상회 부산 크래식음악실

1960.12.15 한국교회음악협회 주최 연합대합창연주회 삼일당

1960.12.19~20 아리고 포라 독창회 (반주 박정봉) 이화여대 댜강당

1960.12.22 윤이상 제구 8선 작품감상회 종로 르네쌍스음악실

19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