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력 및 연구업적

김종미 교수

학위

소속학교(대학원) 학과/전공 학위 학위취득연도

이화여자대학교 피아노 학사 1985

독일 만하임국립음대 대학원 피아노 K.A.Diplom(KünstlerischeAusbildung) 1988

스위스 쥬리히국립음대 대학원 피아노 Konzertreife Diplom 1989

독일 만하임국립음대 대학원 피아노 Konzert Examen 1990

미국 카네기 멜론 음대 대학원 피아노 Artist Diploma 2001

경력

기관명 직위 기간 비고

평택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1992-1998

칼빈대학교 교회음악과 전임강사 2004-2006

칼빈대학교 교회음악과 조교수 2006-2013

칼빈대학교 실용음악과 부교수 2013-2020

칼빈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 2020-현재

한국피아노학회 이사 2013-현재

연주회

번호 일자 구분 연주회명 개최장소 주관학회(기관)

1 2006/11/11 국내 김종미. 백경민 듀오 리사이틀 모차르트홀 이화여대동문회

2 2007/04/20 국내 김종미 피아노독주회 예술의전당 리싸이틀홀 음악춘추사

3 2008/06/06 국제
Spoleto Festival 

김종미 피아노독주회

South Carolina Charleston  대학 

Simon Center 

South Carolina 

Charleston 대학

4 2008/09/03 국내 김종미 듀오 리싸이틀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음악춘추사

5 2008/11/17 국내 칼빈대학교 교수음악회 장천아트홀 칼빈대학교

6 2009/01/16 국내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한국 

신포니에타 오케스트라 협연
영산아트홀 영음

7 2009/06/24 국내
한국 폴란드 수교 20주년 기념 

한국작곡가 작품 연주회
이원문화원 연주홀 한국피아노학회

8 2009/08/11 국내 <해설이 있는 청소년음악회> 영산아트홀 영음

9 2009/10/14 국내 피아노 앙상블 교류 콘써트 배재대 국제교류관 컨벤션홀 배재대학교

10 2009/11/06 국내 김종미 &빌리 에디 듀오 콘써트 세라믹 팔레스홀
J&R기획

주한 프랑스문화원

11 2009/12/27 국내 그랜드피아노콘써트 예술의전당 콘써트홀 한국피아노학회

12 2010/05/08 국내
건반을 사랑하는 사람들 연주회

스페인과 남미의 음악
이원아트홀 피아노모

13 2010/05/16 국내 김정규교수 동문 음악회 예술의전당 리싸이틀홀 음연



저서

번호 일자 구분 도서명 연구자수 발행지역 출판사 기타

1

번호 일자 구분 연주회명 개최장소 주관학회(기관)

14 2010/10/16 국내
건반을 사랑하는 사람들 연주회

모차르트 피아노작품
이원아트홀 피아노모

15 2012/03/29 국내 이화여대 피아노과 동문음악회 예술의전당 IBK홀 음연

16 2012/05/12 국내
제4회 피아노모연주회

Variation
이원아트홀 피아노모

17 2012/09/22 국내 이화여대 피아노과 동문음악회 예술의전당 IBK홀 음연

18 2013/10/02 국내 김종미 피아노독주회 세종문화회관 세종체임버홀 음악춘추사

19 2013/10/12 국내 피아노모연주회 이원아트홀 피아노모

20 2013/11/09 국내 2013 그랜드 피아노 콘써트 예술의전당 콘써트홀 한국피아노학회

21 2014/03/27 국내 제4회<우리들의 이야기> 콘써트 예술의전당 IBK 챔버홀 음연

22 2014/10/29 국내 2014 그랜드 피아노 콘써트 천안 예술의전당 대공연장 천안시

23 2015/03/11 국내 제5회<우리들의 이야기> 콘써트 예술의전당 IBK 챔버홀 음연

24 2015/05/09 국내
제10회 피아노모 연주회

20세기 피아노 소나타
이원아트홀 한국피아노학회

25 2015/05/14 국내 제25회 한국피아노학회 정기연주회 예술의전당 IBK 챔버홀 한국피아노학회

26 2015/05/30 국내
2015 이화뮤직 페스티발

졸업 30주년 기념음악회
이화여대 김영의홀 이화여자대학교

27 2015/10/10 국내
제11회 피아노모 연주회

미국 작곡가 & 남미 작곡가
이원아트홀 한국피아노학회

28 2016/05/07 국내
제12회 피아노모 연주회

한국작곡가 작품
이원아트홀 한국피아노학회

29 2016/07/02 국내 제6회<우리들의 이야기> 콘써트 예술의전당 IBK 챔버홀 음연

30 2016/10/01 국내
<피아노모와 함께 떠나는 10월의 

음악여행> 연주회
영산아트홀 영음

31 2012/03/04 국내
김종미 & 에르베 비오 듀오 연주회 

<락 오브 피아노>
예술의전당 리싸이틀홀

J&R 기획사

주한프랑스문화원

32 2017/09/16 국내 피아노앙상블<CORAM DEO>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코람데오

33 2017/10/21 국내 제16회 피아노모 연주회 이원아트홀 한국피아노학회

34 2018/03/23 국내 김종미 장미화 피아노 듀오 연주회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칼빈대

35 2019/06/07 국내 이주영 김종미 듀오연주회 광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목포대학교

36 2020/12/04 국내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

마리아칼라스홀 초청연주회
마리아칼라스홀 한국피아노학회

37 2021/06/25 국내 피아노모 10주년 그랜드콘써트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한국피아노학회

38 2021/12/24 국내
제27회 피아노모 정기연주회

스트라빈스키 & 메시앙
예술의전당 리싸이틀홀 한국피아노학회



논문게재

논문발표

번호 일자 구분 논문명 연구자수 학술지명 발행학회(기관) 기타

1

번호 일자 구분 논문명 연구자수 학술대회명 주관학회(기관) 기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