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ITED STARS MUSIC COMPETITION 

 

세계적 규모의 국제 음악 콩쿠르 

 

집에서 음악적 재능을 세상에 공개!!! 
 

 
 

 
 

www.unitedstarsmusic.com 
 
 
 
 

http://www.unitedstarsmusic.com/


 
■ 취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무대에서 연주 기회를 잃은 젊은 연주자들의 
활동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세계에 도전하는 젊은 연주자 들을 지원하기 예선 
참가비는 무료.세계에 도전하는 젊은 연주자 들을 지원하기 예선 참가비는 무료.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한정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 다양한 과제곡을 설정 신청의 
간소화를함으로써 더 많은 젊은 연주가들이 부담없이 참가할 수있는 대회를 목표로한다. 
 
 
■ 실시 부문 
 
작곡가 부문과 악곡의 형식 부서를 마련 관악기, 현악기, 건반 악기, 타악기를 
대상으로하는 
 
 
■ 참가 자격 
 
원칙적으로 3 세부터 17 세의 연주가 국적 불문 월반 불가 
 
■전형 
 
예선과 본선 2 단계 제 
본선에는 예선을 통과 한 사람 만 참가 자격이있다　예선, 본선 모두 같은 곡을 사용 가능 
 
■ 표창 
 
부문 별로는 1 위, 2 위, 3 위, 장려상을 각각 선정 수상자는 공식 홈페이지에 이름, 국적을 
게시 
매월 확정 된 부문 별 세계와는 달리, 올해 말에는 모든 수상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우수상을 선정 해 공식 홈페이지에 연주 영상을 게재 할 예정이다. 
 
 
■ 참가 비 
 
예선 무료 
본선 $89.000 달러  
※ 어떤 경우 에 도 참가 비 를 돌려 받 을 수 없습니다 
 



 
 
■ 경연 일정 및 과제 곡※ 모든 일정은 미국 중앙 시간 (월 / 일 / 년)입니다 
 
<작곡가 부문> 
작곡가 부문 예선 날짜 예선 마감 예선 결과 본선 일 본선 마감 본선 결과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짜르트 

5/8/20 5/7/20 5/15/20 5/18/20 5/17/20 5/28/20 

에릭 사티 5/8/20 5/7/20 5/15/20 5/18/20 5/17/20 5/28/20 

드미트리 카발 레브 스키 6/8/20 6/7/20 6/15/20 6/18/20 6/17/20 6/28/20 

안토닌 드보락 6/8/20 6/7/20 6/15/20 6/18/20 6/17/20 6/28/20 

안톤 디아 벨리 78/20 7/7/20 7/15/20 7/18/20 7/17/20 7/28/20 

칼 체르니 7/8/20 7/7/20 7/15/20 7/18/20 7/17/20 7/28/20 

찰스 카밀 생산 7/8/20 7/7/20 7/15/20 7/18/20 7/17/20 7/28/20 

페르디난트 베이어 8/8/20 8/7/20 8/15/20 8/18/20 8/17/20 8/28/20 

조셉 하이든 8/8/20 8/7/20 8/15/20 8/18/20 8/17/20 8/28/20 

안톤 비발디 8/8/20 8/7/20 8/15/20 8/18/20 8/17/20 8/28/20 

프란츠 슈베르트 9/8/20 9/7/20 9/15/20 9/18/20 9/17/20 9/28/20 

안톤 브룩 코너 9/8/20 9/7/20 9/15/20 9/18/20 9/17/20 9/28/20 

프레드릭 쇼팽 10/8/20 10/7/20 10/15/20 10/18/20 10/17/20 10/28/20 

클로드 드뷔시 10/8/20 10/7/20 10/15/20 10/18/20 10/17/20 10/28/20 

로버트 슈만 11/8/20 11/7/20 11/15/20 11/18/20 11/17/20 11/28/20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11/5820 11/7/20 11/15/20 11/18/20 11/17/20 11/28/20 

무치오 클레멘티 12/8/20 12/7/20 12/15/20 12/18/20 12/17/20 12/28/20 

모리스 라벨 12/8/20 12/7/20 12/15/20 12/18/20 12/17/20 12/28/20 

프란츠리스트 12/8/20 12/7/20 12/15/20 12/18/20 12/17/20 12/28/20 

루트비히 판 베토벤 1/8/21 1/7/21 1/15/21 1/18/21 1/17/21 1/28/21 

표트르 라이치 
차이코프스키 

1/8/21 1/7/21 1/15/21 1/18/21 1/17/21 1/28/21 

조지 프리더 릭 헨델 2/8/21 2/7/21 2/15/21 2/18/21 2/17/21 2/28/21 

펠릭스 멘델스존 2/8/21 2/7/21 2/15/21 2/18/21 2/17/21 2/28/21 

프리드리히 부르크뮐러 3/8/21 3/7/21 3/15/21 3/18/21 3/17/21 3/28/21 

세르게이 프로코피예프 3/8/21 3/7/21 3/15/21 3/18/21 3/17/21 3/28/21 



벨라 바라 톡 4/8/21 4/7/21 4/15/21 4/18/21 4/17/21 4/28/21 

요하네스 브람스 4/8/21 4/7/21 4/15/21 4/18/21 4/17/21 4/28/21 

 
< 음악 식 부문 > 
음악 식 부문 예선 날짜 예선 마감 예선 결과 본선 일 본선 마감 본선 결과 

민요 / 댄스 5/8/20 5/7/20 5/15/20 5/18/20 5/17/20 5/28/20 

소나 틴 6/8/20 6/7/20 6/15/20 6/18/20 6/17/20 6/28/20 

재즈 7/8/20 7/7/20 7/15/20 7/18/20 7/17/20 7/28/20 

조각 7/8/20 7/7/20 7/15/20 7/18/20 7/17/20 728/20 

블루스 7/8/20 7/7/20 7/15/20 7/18/20 7/17/20 7/28/20 

현대 7/8/20 7/7/20 7/15/20 7/18/20 7/17/20 7/28/20 

가보트 8/8/20 8/8/20 8/15/20 8/18/20 8/17/20 8/28/20 

작은 잡낭 9/8/20 9/7/20 9/15/20 9/18/20 9/17/20 9/28/20 

버리 9/8/20 9/7/20 9/15/20 9/18/20 9/17/20 9/28/20 

미뉴에트 10/8/20 10/7/20 10/15/20 10/18/20 10/17/20 10/28/20 

왈츠 11/8/20 11/7/20 11/15/20 11/18/20 11/17/20 11/28/20 

휴일 노래 12/8/20 12/7/20 12/15/20 12/18/20 12/17/20 12/2820 

전주곡 1/8/21 1/7/21 1/15/21 1/18/21 1/17/21 1/28/21 

콘체르토 1/8/21 1/7/21 1/15/21 1/18/21 1/17/21 1/28/21 

앙상블 2/8/21 2/7/21 2/15/21 2/18/21 2/17/21 2/28/21 

방 2/8/21 2/7/21 2/15/21 2/18/21 2/17/21 2/28/21 

소나타 3/8/21 3/7/21 3/15/21 3/18/21 3/17/21 3/28/21 

습작 4/8/21 4/7/21 4/15/21 4/18/21 4/17/21 4/28/21 

에코 사이즈 4/8/21 4/7/21 4/15/21 4/18/21 4/17/21 4/28/21 

 
 
 
 
 
 
 
 
 
 



 
 
 
■ 촬영 주의사항 
모든 동 영상 은 아래 의 가이드 라인 을 기준 으로 한다 
 

● 연 주 는 기억 이 필요 하 다 
● 촬영 영상 에 서 는 연주자 의 얼굴 과 손 이 선명 하 게 보인다 
● 영상 은 6 개 월 만 에 찍 는 다 
● 편집 불가 
● 동영상은 YouTube / Youku / bilibili 중 하나에 게시 "United Stars Music 

Competition"라고 제목을 붙이기 
게시물 동영상 개요 란에 참가자 이름, 나이, 국적, 작품 명, 작곡가 이름을 명기 할 
것 

※ 공식 사이트에 동영상 샘플 수 
 
■ 면책 사항 
 
참가자는 본 대회에 신청이 완료된 시점에서 본 콩쿨 참가 규정 및 본 면책 조항에 동의 
한 것으로 본다. 촬영 한 동영상은 본 대회의 홍보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자가 본 사이트의 정보를 이용해 실시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 당 대회는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 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www.unitedstarsmusic.com 
 
 
 
 
 
 
 
 
 
 
 

http://www.unitedstarsmusi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