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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악단, 관현악단, 합창단

나    운   영

   이 메모는 나운영이 한국 양악 100년사를 집필하기 위해 자료를 모으던 메모를 기록한 것으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도 있
다는 점을 밝혀둔다. 

1. Trio

    란파 Trio

 홍난파(1st Vl.), 홍성유(2nd Vl.), 이영세(3rd Vl.)

    현악3중주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트리오.

    1933. 9.15 난파트리오 제1회 실내악의 밤, 정동모리스홀

    성서(城西) Trio

 홍난파, 김태연, 이흥렬

        피아노 트리오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트리오.

    Trio 

 김영환, 홍난파, 이일래

    경성 3중주단

 윤기선, 정희석, 이강렬

      1945. 3. 2 창립공연

    서울 Trio

 김원복, 정희석, 이강렬

    1949.10. 연주회

    Blyth Trio

 김생려, 정희석, Blyth

    Trio

 박경호, 최호영, 홍재유

    * 이 Trio가 중앙악우회의 모태가 됨.

    클로버 피아노 3중주단

 정진우(Pf.), 김창환, 김재홍

    1955. 4.23 연악원 주최 연주회

    아카데미 Trio

 계정식(Vl.), 김종명(Vc.), 김동성(Pf.)

    1957. 5.18 제1회 연주회

    노이마 Trio

 임?규, 원용성, 김  석

    조선호텔 3중주단

 김재호, 本菅伸光, 淸水幹三

 이기호(Fl.), 김희조(Vla), 김인수



    조선호텔 Trio

 김재호, 후스, 스투데니

     김재호, 本管伸光, 淸水幹三

2. Quartet

   계정식 현악4중주단

 계정식(1st Vl.), 김생려(2nd Vl.), 안성교(Vla.), 김태연(Vc.)

 계정식(1st Vl.), 박태철(2nd Vl.), 안성교(Vla.), 김태연(Vc.)

    1936. 4.24  제1회 연주회, 부민관

 계정식(1st Vl.), 문학준(2nd Vl.), 안성교(Vla.), 김태연(Vc.)

    1938.12.2 제1회 연구발표연주회

 계정식, 조   념, 안성교, 김인수

    1945.12. 창립공연

    현악4중주단

 1934 박경호, 최호영, 이영세, 김인수

    1936 고봉경이 박경호 대신 입단했다가 김인수가 하르빈 교향악단 입단으로 해산함.

    올포이스 현악4중주단

 채동선, 이영세, 윤낙순, 나운영

 이영세, 이인수, 윤낙순, 나운영

    문학준 현악4중주단

 문학준, 안용구, 최영우, 김준덕(⇀전봉초)

    박민종 현악4중주단

 박민종, 이계성, 김희조, 전봉초

    신록 현악4중주단

 전희봉(1st Vl.),김창환(2nd Vl.),김기항(Vla.),김준덕(Vc.)

    1952.12.13 제1회 실내악감상회, 미화당예식장

    서울 현악4중주단

 이재헌, 안용기. 김용삼, 양재표

    한국 현악4중주단

 박달환, 정용갑, 손용찬, 박정윤

    신경 현악4중주단

 안병소(1st Vl.), 김동진(2nd Vl.), 佐藤義雄(Vc.), 

    베데스타 현악4중주단

 박달환, ?   ,   ?   ,박정윤

    하이든 현악4중주단

    연악원

 안병소, 전희봉, 정봉렬, 이차훈, 양해엽, 김창환, 정진우, 구연소, 김재홍

    1947. 1. 6~7 제1회 연구발표 대연주회, 배재대강당

    1949. 연악원 창립공연



    음악가의 집

 문학준, 박민종, 김흥교, 윤기선, 정희석, 이강렬, 박은용, 김원복,남궁요열, 이인형

    1946. 9.26 제1회 실내악의 밤, 배재대강당

    실험악회

    윤이상, 신재덕, 임원식, 원경수, 안용구, 노광욱, 전봉초, 이재헌, 안용기

 김용삼, 양재표, 이남수, 고순자, 정석우, 정순림

    1952.12. 실험악회 창립공연 (임원식 주재)

3. Quintet

    오로스 목관 5중주단

 김몽필, 홍연택, 임춘원, 김선위, 김?순

    서울 목관5중주단

 임?숙, ?형?, 이규?, 이?배, 조임현

    코리아 목관5중주단

 고순자, 이한성, 임춘원, 윤용석, 봉주완

4. 취주악단, 실내악단

    경성취주악단

 박태현

    1942. 4.18 제1회 연주회, 부민관

    서울시립취주악단

 이유성

    한국교향취주악단

 김?  / 서현석

    경전취주악단

 박태현/ 나운영

    송도,경신,중앙 취주악단

 정사인/ 김형준/ 박태현

    삼향 실내악단 (1944~1945)

 전희봉, 김희조, 김판기(단장), 손중목(cl.), 김병규, 이기윤, 이상춘, 김원복(?), 김창락

   경성후생실내악단

 김생려

    1942. 후생실내악단 조직. 1942. 6.11 제1회 피로공연, 부민관

    동경 현악단

 홍지유, 이동훈

    한국체임버심포니

 나운영



    이대현악합주단

 정희석(지휘)신경

    바로크합주단

 정봉초(지휘)

    서울 Brass Ensemble

 정윤민(주재)

    뉴 스트링 앙상블

 정희석(지휘)

 1958. 2.14 오케스트라 발표회 (지휘 정희석)

    서울 여성 스트링 오케스트라

 박태현(지휘)

    단성사 악단 

 박우용(지휘)

 1918 단성사 신축기념으로 악단 조직 (관.현악)

    우미관 악단

 Brass Band (관,타) 만으로. 

5. 관현악단

 

    중앙악우회 관현악단

 1927  최호영, 홍재유, 이병삼, 김형?, 이유경, 이  철, 박경호

 1930  최호영, 곽정순, 김성진, 김윤근, 정성채, 이  철, 이유경, 고봉경, Mr.Beets 

 1928. 3. 3 제1회 연주회 (Boots 부인 지휘)

    조선교향악단

 박경호

 1940. 6. 창립공연 (지휘 박경호)

    경성관현악단

 이종태

    경성교향관현악단

 森安 

    JODK(경성 방송) 관현악단

 홍난파(지휘), 김생려(악장), 정봉렬, 전희봉, 김창환, 김기혁, 윤기항(D.B.)(Tb.), 中川英治(지휘)

 최호영(Vla.), 윤낙순(Vla.), 오병도(Fl.), 정사인(Fl.), 김재호(Fl.), 이종구(Ob.), 이희성(Fg.)

 이찬영(타), 최성진(Pf.)

 최성진 증언

  김태연, 이강렬, 우달형, 임동혁, 배도순, 전희봉, 김흥교, 박평수, 정희석, 곽창준, 홍지유, 정봉렬, 이호성,

  김흥산, 이동희

    경성후생악단

 현제명/ 이종구/ 이헌구

    

    신경(新京) 교향악단



 지휘 大?淳 (상임 지휘자)

 안병소(Vl.차석), 김동진(Vl.3석), 이봉수(Vl.), 이재옥(Vl.), 김생려(Vl.), 곽창준(Vl.)

             

 이재옥 증언

  안병소(악장), 김동진, 이재옥, 백해제, 이교숙, 전희봉, 김태연, 김생려,

  전봉초, 곽창준, 이봉수, 서창선, 김성태

  이인범, 배도순, 이인형, 김천애, 이유성, 김형로

 최성진 증언

  김태연, 배도순, 이강렬, 전희봉, 김흥교, 우달형, 임동혁,

  박평수, 정희석, 곽창준, 홍지유, 정봉렬, 이호성, 김흥산, 이동희

 이봉수 증언

  1944년 전

   김동진, 이재옥, 이봉수, 전봉초, 곽창준, 서창선

  1944년 이후

   김생려, 이인범, 김천애, 김성태, 김형로, 전희봉, 배도순, 이유성, 백해제, 이교숙

    할빈 교향악단

 김인수, 김기혁('37)

    대판 방송 교향악단

 오병도

    성대(城大) 교향악단

 전희봉/ 김인달/ 윤원식

    일본 ABC 교향악단

 함태환

    체신 관현악단

 문학준(초대 악장), 전희봉 (2대 악장)/ 최호영(C.B.) 지휘 今府正之

    일본 신 교향악단

 홍난파, 문학준, 이삼근?

 신교향악단(1926.10.)⇀  일본 교향악단(1942. 4.)⇀  N.H.K.교향악단(1951. 8.)

    청년 일본 교향악단

 이삼근

    중앙교향악단

 홍지유

 중앙관현악단(1940. 1.)⇀ 송죽교향악단 ⇀ 대동아교향악단 ⇀ 동경교향악단(1941. 9. ~1964. 3. 해산)

 

    송죽 관현악단

 정희석, 오병도, 김준덕, 함태환

 

    일본 교향 대동아악단

  임춘옥

    영필하모니

 권영순/ 금난새

    고려교향악단



 계정식/ 임원식/ 김인수/ 김선주

    1946. 3.16~17제1회 정기연주회 (지휘 계정식)

    서울관현악단

 김생려/ 김준덕

    1946년 조직. 1948. 5. 제1회 정기공연.

    서울교향악단

 계정식/ 김성태/ Jacobi

    1948. 3.28~29 제1회 정기공연

    KBS 교향악단

 임원식

    1956. 9.11 KBS 교향악단 창설

    국립교향악단

 임원식

    1956.12.20 제1회 정기공연

    서울시립교향악단

    1957. 9.13~14 창립기념연주회

    대한교향악단

 안병소

    1950. 3. 대한교향악단 조직 (지휘 김인수)

    해군정흔음악대

 김생려

    1950.10. 해군정훈음악대 조직 (대장 김생려)/ 1950.11.11~13 제1회 정기공연.

    육군교향악단

 김판기

    공군정훈음악대

 김성래

 1951. 1. 공군정훈음악대 조직 (대장 김성래)

 

    크리스챤교향악단

 안재선

    이퀴나스교향악단

 권영진

    안용구합주단

 샤피로(지휘)

 6. 합창단

    백조혼성합창단

 박태현

    오라토리오협회 합창단



 1945. 한국 오라토리오 협회 창설

    성종합창단

 곽상수

    1947년 5월 창립. 1958.10. 곽상수 지휘자 부임.

    시온성합창단

 1947년 조직

    서울합창단

 서수준

    1948.11.16 제1회 공연 (지휘 최희남)

    필그림합창단

 이동훈

    대한합창단

 나운영

    국립합창단

    한국남성합창단

 서수준, 유병무

    운경합창단

 유경손

    아퀴나스 합창단

7. 오페라단

    국제오페라단

 이인선

    1948. 1. 춘희 공연

    한국오페라단

 이인범

    국립오페라단

 오현명/ 안형일

    김자경오페라간

 김자경

    고려오페라단

 서영모

    서울오페라단

 김봉일

    1950. 3. 서울오페라단 결성. 1950. 5. 창립공연 (현제명 작 춘향전)

    푸리마오페라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