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12. 04.
대한민국, 서울
소전서림
Classic Narration : Listen Twice



2021. 11. 19.
대한민국, 서울
신영체임버홀
안종도&하프시코드



2021. 10. 30. ~ 31.
대한민국, 인천
인천문화예술회관
피아노매니아



2021. 03. 21.
독일, 함부르크
엘브필하모니
클랑아카데미 콘서트

 

2021 . 07. 07.
대한민국, 안동
안동문화예술의전당
브런치콘서트



2021. 06. 07.
대한민국, 서울
예술가의집
하우스 콘서트





2021. 05. 26.
대한민국, 광명
광명시민회관



2021. 04. 24
대한민국, 서울
예술의전당 IBK 챔버홀
안종도 하프시코드, 피아노 리사이틀



2021. 04. 18.
대한민국,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한화와 함께하는 2021 교향악축제



2021. 04. 16.
대한민국, 원주
치악예술관
원주시립교향악단 제145회 정기연주회



2021. 03. 21.
독일, 함부르크
엘브필하모니
클랑아카데미 콘서트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됨  



2020.11.25.
한경 다산홀
정몽구재단 마스터 클래스





2020.11.21.
아르떼홀
피아니스트 안종도의 클래식 나레이션



2020.11.13.
인춘홀
인춘홀 개관공연



2020.11.11.
아트센터 인천 / 대한민국 인천
마티네 콘서트



2020.10.23.
전당 IBK 챔버 홀 / 서울
가을 실내악 페스티벌 2020



2020.10.20.
롯데콘서트홀 / 서울
가을 실내악 페스티벌 2020



2020.09.13.
covid-19로 인해 취소됨  
인천 문화예술회관
Piano Mania

2020.09.12.
covid-19로 인해 취소됨  
인천 문화 예술 회관 & 아트센터



Piano Mania



2020.9.9.
아트센터 인천 / 인천
마티네 콘서트



2020.08.14.
Kunstforum-GEDOK / 독일 함부르크
Soirée mélangée

 

2020.08.16.
Halle 424 / 독일 함부르크
Soirée mélangée



2020.7.8.
아트센터 인천 / 대한민국 인천
마티네 콘서트



2020.6.28.
클라이너 살 엘브필하모니 / 독일 함부르크
콘서트 아카데미 노르데우츠셔 클랑 - 클랑가카데미



2020.3.11.
아트센터 인천 / 대한민국 인천
피아노 리사이틀



2019.12.6.



토판홀 / 일본 도쿄
리사이틀 - 클랑가카데미



2019.12.8.
엘리자베스 음악대학 / 일본 히로시마
리사이틀 & 마스터 클래스 - 클랑가카데미



2019.11.17.
루치트 극장 레스토랑 / 남아공 프레토리아
피아노 리사이틀



2019.11.16.
린더 강당 /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피아노 리사이틀 - 퍼시 배네식 기념 콘서트



2019.11.14.
아마슈위 남아공 문학관 / 남아공 그레이엄스타운
피아노 리사이틀



2019.11.10.
엘브필하모니 함부르크 / 클라이너 사알
피아노 리사이틀



2019.10.4.
IBK챔버홀, 예술의 전당 / 서울
트리오 콘서트 (Joel Marosi_Cello & Soojin Han_Violin과 함께)





2019.9.26.
일신홀 / 대한민국 서울
듀오 콘서트 (Joel Marosi_Cello와 함께)



2019.7.24.
콤포니스텐콰르띠에의 리크투아크살
함부르크, 독일 리사이틀



2019.5.30.
토판홀 / 일본 도쿄
듀오 콘서트 (Una Uotani와 함께) - 클랑가카데미



2019.4.15.
엘브필하모니 | 독일 함부르크
듀오 콘서트 (파벨 길리오브와 함께) - 클랑가카데미



2018.2.15.
살롱 콘서트 | 제스테부르크 독일
리사이틀
Rameau, Chopin



2018.2.22.
클랑마누파크투르 | 함부르크 독일
Foundation Flugel-Fondus 오프닝 콘서트
쇼팽





2018.3.10.
클라비에르하우스 고트슐링 | 뮐멘 독일
듀오 콘서트
베토벤, 프랑크, 비에나우스키
비올린 리브 미그달



2018.4.6.
서울 페리지홀
트리오 콘서트
라마우, 체르니, 멘델스존 등
플루트. 뢰크 슈나이더 첼로. 조엘 마로시



2018.5.4.
칼리닌그라드 필하모니 | 칼리닌그라드 러시아
칼리닌그라드 피하모니 오케스트라와 협연
리스트 피아노 연주회 1번



2018.6.17.
Konzertsaal HFK Bremen | 브레멘 독일
스터디오콘저르트 하프시코드
루이 쿠페린 D장조 스위트



2018.7.16.
클랑가카데미 함부르크 | 함부르크 독일
클랑가카데미 함부르크의 예술감독 겸 피아노학부
2018.7.16.~22.



2017.8.11.



독일 함부르크 | 리크투아크살
클랑가카데미에 함부르크의 콘서트
함부르크 und seine Klaviermusik



2018.8.7
클랑마누파크투르 | 함부르크 독일
리사이틀
4 F의 발라드 쇼팽



2018.8.16.
에글리스 드 헤스딘 | 르 투큐트 파리 플라주 프랑스
리사이틀
쿠페린, 쇼팽
페스티벌 드 뮤지크 레피아노스 폴리스



2018.9.14.
모차르트살 | 함부르크 독일
콘서트
F. 쇼팽



2018.11.11.
예술의 전당 | 서울
콘서트
종도안&12 버투오시



2019.4.15.
클라네르살 | 엘브필하모니 함부르크
리사이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