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년 제 19 회 청소년 음악 경연대회

The 19th Korean Young Musicians Competition
미국 동북부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36 년의 역사를 가진 필라델피아 한인
음악인협회에서는 오는 2020 년 10 월 31 일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예술활동을
지원하고자 “2020 년 19 회 한인 청소년 음악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필라델피아를
중심으로 한 델라웨어 벨리에 살고 있는 역량있는 청소년 연주자들을 발굴하고 미래를
빛낼 차세대 음악가를 키울 목적으로 이 경연대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PKMA (Philadelphia Korean Musicians Association) is proudly announcing the
opening of the “2020 19th Korean Young Musicians Competition” in the
Philadelphia area and the Delaware Valley to support, inspire and encourage the
new generation of our local young musicians.
일시: 2020 년 10 월 31 일
1. 참가자격
필라델피아를 중심으로 한 Delaware Valley 에 살고 있는
만 6 세 이상 18 세 미만의 한인 청소년
2. 참가부문
기악부문 (piano, violin/viola, cello)
3. 연령범위 (2020 년 10 월 31 일 기준)
유년부: 만 6 세—만 8 세
초등부: 만 9 세—만 11 세
중등부: 만 12 세—만 14 세
고등부: 만 15 세—만 18 세
*만 나이는 2020 년 10 월 31 일 기준입니다.

4. 심사위원 전 현직 음대교수 또는 음악계 권위자

5. 시상 및 특전
전체 대상: 상장 및 상패와 상금 $500 수여 (입상자 연주회에서 전체 1 위)
각 부문별 1 위: 상장 및 상패와 $100 수여 및 입상자 연주회 출연
각 부문별 2, 3 위: 상장 수여
장려상: 상장 수여
Grand Prize/대상 - Winner Concert

전체 각 부문 1 위 중에서 1 명

에서 선정

선정

Piano

유년부

1,2,3,위

초등부

1,2,3,위

중등부

1,2,3,위

고등부

1,2,3,위

유년부

1,2,3,위

초등부

1,2,3,위

중등부

1,2,3,위

고등부

1,2,3,위

유년부

1,2,3,위

초등부

1,2,3,위

중등부

1,2,3,위

고등부

1,2,3,위

Violin/viola

Cello

6. 참가곡: 자유곡 1 곡 (Arrange 하지 않은 원곡에 한함),
콘체르토나 소나타 중 1 악장 전체를 연주하여야 함 (바로크, 고전, 낭만. 현대시대
중에서 택함)
모든 곡은 반복없이 암보로 연주함
(단 악곡의 구성상 10 마디 이내의 반복은 무방함)
7. 비디오 레코딩 가이드 라인
반드시 출판되지 않은 비디오 영상을 유투브(미등록/unlisted) 로 제출한다. (영상 전체는
무편집된것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에 연주해야 하며, 짜집기나 이어 붙이기로 만든
영상은 제출 불가, 발각시 무효처리)
비디오 녹화는 참가자의 능력을 최대한 보여주어야 하지만 전문적이지 않아도 된다 (꼭
전문 스튜디오에서 할 필요가 없고 녹화와 음질이 깨끗하고 잘 들리면 됨)
참가자의 이름과 참가곡을 제출하는 유투브 영상(unlisted/ 미등록)에 꼭 명시한다
현악기 참가자들은 피아노 반주와 연주하는 것을 추천하지만 무반주 연주도 무관하다.
8. 시상 및 연주회: 입상자 발표 연주회
2020 년 11 월 21 일 (토) 6:30 오후 장소: Cunningham Piano Company. 198 Allendale
Rd., King of Prussia, PA 19406
수상자 연주회는 관객없이 진행되며, 유투브 채널로 실시간 방송된다.
만약 피아노 반주자가 필요할 경우 수상 발표후 바로 협회에 알리면 전문 반주자를 소개
받을수 있다. (당일 반주비 $40, 연주전 리허설은 $60/1 시간)
9. 참가신청 서류
접수기간: 2020 년 9 월 1 일-10 월 31 일
신청서류: 참가신청서, 반 명함판(small wallets) 혹은 4 by 6 사진 1 매 (School Picture
가능)
참가비: $40 (Check Payable to ‘PKMA’)
10. 신청서
전화, Text, 또는 이메일로 문의 하시면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Facebook page (Philadelphia Korean Musicians Association) 에서 다운 가능.

11. 서류와 참가비 제출
주소: Philadelphia Korean Musicians Association
125 Ardwick Terrace,
Lansdale, PA 19446
12. 문의: info@pkma1.org
Yevgeniy Dyo (214-228-7951)
최혜경 (484-866-7603)
13. 유의 사항
-참가 신청서에 참가 곡목을 정확히 기입할 것
페이스북 홈(Philadelphia Korean Musicians Association)에서 확인 가능.
-참가비와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심사결과에 따라 기준 미달시 입상자가 없을 수도 있으며,
입상자가 입상자 연주에 불참할 경우 수상 대상에서 제외.
-전화번호와 이메일은 항상 연락 가능한 번호로 기입하기 바람.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은 비공개로 하며, 심사결과는 최종 결정으로 번복할수 없고,
어필할수 없다
-수상발표는 11 월 7 일에 PKM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수 있다

신청 마감일: 2020 년 10 월 31 일 (당일 소인 유효) 우편접수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능
후원/ 첼튼햄 장로교회, TAF JK Group
주최/ 필라델피아 한인 음악인협회
Philadelphia Korean Musicians Associ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