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at is Young Concert Artists? What do they do?  How can it help me??  How do I apply?  

How do the Seoul Auditions and New York Auditions work? 

Young Concert Artists is an artist management in New York City, for soloists between the ages of 

16 and 26 who want to begin professional performing careers.  YCA presents Winners in 

important debut recitals in New York and Washington DC at the Kennedy Center, and in debut 

concerto appearances.  YCA promotes careers and arranges concerts primarily in the United 

States.  

Young Concert Artists 개요 및 소개  

Young Concert Artists (이하 YCA)는 뉴욕에 위치한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비영리 단체로서, 전문적

인 공연 경력을 쌓고자 하는 16~26세 사이의 아티스트들을 지원합니다. YCA 가 주최하는 오디션 

수상자들은 뉴욕 링컨 센터와 워싱턴에 위치한 Kennedy Center에서 데뷔무대를 가지며, 미주 전

역에서 공연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매니지먼트 지원을 받게 됩니다. 

  

The Young Concert Artists Auditions 

Young Concert Artists (“YCA”) chooses artists for its roster, through annual Young Concert Artists 

International Auditions - which are not a “competition”.  Artists compete against a standard of 

excellence on a wide range of instruments, and any instrument or number of First Prize Winners 

can be selected by the jury of distinguished musicians based on virtuosity, artistic excellence, 

originality and the potential for an important career.   

In 2014 the first two rounds will be held in Seoul, Korea, Paris, France and New York city, USA.  

First Prize Winners in Seoul will be awarded round-trip air tickets to New York and private housing 

while they compete in the Final two rounds of the Young Concert Artists International Auditions in 

New York.  

YCA 오디션 2014 

YCA 는 매년 주최하는 국제 “오디션”을 통하여 지원하게 될 아티스트를 선정합니다.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선정되는 오디션으로서 악기 별로 우승자 수의 제한이 없으며, 오로지 아티스트

의 예술적 기교, 역량, 독창성 및 잠재력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제 2014년 YCA 국제 오디션은 첫 예선/본선을 서울과 파리, 그리고 뉴욕에서 주최하며, 서울에서

의 본선을 통과한 우승자(들) 에게는 뉴욕 본선 참가를 위한 왕복 비행기표와 최종 뉴욕 오디션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개인 숙소가 제공됩니다. 

 

Why should I consider YCA for my management? 

YCA contracts concert engagements with professional fees, makes travel arrangements, housing, 

provides educational outreach training and experience and does everything possible to launch an 

artist’s career at no cost to the artists. 

The concerts give you the chance to perform recitals and concertos with orchestra, to play new 

repertoire, and to become comfortable with the demands of a performing career.  YCA offers 

personal career guidance, advice on repertoire, working with conductors, composers, presenters 

and donors at no cost to the artists. 



YCA 매니지먼트에 관하여 

YCA 국제 오디션 최종 우승자들은 YCA 아티스트로 선정되며, 콘서트 지원비용, 투어 연주 기획, 

숙소 제공, 교육봉사활동 제공 및 경험을 개인부담 없이, 그들의 커리어를 키울 수 있도록 계약을 

맺습니다. 

YCA 에서는 오케스트라와의 협연과 새로운 레파토리 구성과 같은 다양하고 지속적인 공연 활동

을 통해 아티스트들이 보다 더 전문적인 연주자로 성장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티스트의 개인적인 비용 부담 없이 경력과 레파토리 구성에 관한 카운슬링을 제공하며 지휘자, 

작곡가, 기부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연주자로서의 발판을 만드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Am I ready for YCA? 

YCA seeks artists who wish to pursue a career as a solo and chamber music performer.  Some 

YCA artists do join an orchestra or become teachers, but their time on the YCA roster is spent 

developing a solo career. 

YCA가 찾고 있는 인재 및 YCA Artists 그 이후의 삶 

YCA는 챔버 및 독주자를 꿈꾸는 지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YCA 매니지먼트 기간을 거친 많은 YCA 

아티스트들은 현재 오케스트라의 단원이 되거나 음악대학의 교수로 성장해나갔으며 전 세계에서 

음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니지먼트 기간 동안에는 솔로 아티스트 매니지먼트를 받습니다)  

 

How is YCA different from a ”commercial” management? 

As a non-profit organization, YCA’s mission is to launch the careers of exceptional but unknown 

young artists by providing opportunities at no cost to the artists. Commercial managements 

derive income from concert fees, and therefore prefer to work for well-known artists; they 

therefore have limited interest in unknown young artists who do not have experience. 

YCA가 상업적인 기획사와 다른 점 

일반적인 매니지먼트들은 콘서트 티켓판매에서 수익을 창출해야 하므로 경험이 없는 영 아티스트

보다는 유명한 아티스트를 선호하기에 영 아티스트들은 매니지먼트와 계약하기 어려운 데다가 데

뷔 무대는 더욱 제한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영리 단체로써 YCA의 미션은 뛰어난 능력을 

가졌지만 무명에 가까운 영 아티스트들에게 별도의 비용을 요구하지 않고 YCA 자선 기부금을 통

하여 미국 무대 데뷔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며, 이는 준비된 영 아티스트들에게 세계적인 음악

가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How does YCA pay for its work? 

As a non-profit, YCA is supported by contributions from philanthropists who want to 

assist young musicians. 

YCA 자금 운영 방식 

비영리 단체인 YCA는 영 아티스트들을 돕고자 하는 후원자들의 자선 기부금으로 운영됩니다. 

 

Is there a cash prize? 

No, but YCA artists receive concert fees for the engagements booked by YCA for them. 



상금 

YCA아티스트는 우승 상금이 아닌 YCA가 아티스트를 위해 계약한 콘서트에 대한 출연료를 받습

니다. 

 

Does YCA sponsor a visa, such as a “work” visa, for foreign artists to live in the U.S.? 

YCA arranges for the appropriate visa for an artist to enter the U.S. and play the concerts 

contracted.  The visa-related fees are paid by the artist. Work visas are valid for the period during 

which contracted performances take place. For most artists living outside the U.S., this means that 

YCA will arrange a tour with performances over two or three weeks - usually one or two tours 

each year.  If a foreign artist wishes to live in the U.S., they should consider enrolling in a music 

school. YCA can assist with identifying appropriate schools and help with the application process.  

YCA의 비자 발급 관련 

YCA는 미국 입국과 미국 내 계약된 콘서트를 위해 아티스트를 위한 적절한 비자를 지원해 줍니

다. 비자 접수 시 따르는 비용은 아티스트가 부담하며 취업 비자는 공연을 계약하고 있는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대부분의 아티스트들은 미국 밖에 살고 있으며, 이것은 대체적으로 1년에 한 두 

번 투어를 떠나며 그 기간은 2주~3주 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 미국국적이 아닌 아티스트가 미

국에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에 등록하는 방법도 가능하며, YCA는 지원자에게 적절한 학교 인

지 판단해 줄 수 있으며 또한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How long is a YCA Management contract? 

Winners of the Auditions in New York get a three-year management contract, which can  be 

renewed one year at a time.  We work hard to get artists signed by a commercial manager after 

their time with Young Concert Artists. 

YCA의 매니지먼트 계약 기간 

오디션의 최종 우승자는 1년에 한 번 갱신 할 수 있는 총 3년의 매니지먼트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아티스트의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일반 매니지먼트와 원만히 계약 할 수 있도록 

YCA가 최선을 다해 도울 것입니다. 

 

 

The Young Concert Artists Auditions in Seoul: 

 

Can I pay the application in Korea? 

Yes, you can pay the application fee to our partner in Seoul, Casual Classic.  Please contact the 

Seoul office for payment information. 

한국 내 지원비 납부 안내 

한국에서 지원비를 낼 수 있습니다. 지원비는 KRW 150,000원이며 

계좌정보는 한국시티은행 예금주:김정희(YCA) 계좌번호: 204-13530-260-01입니다. 

 

 



What do Winners of the Seoul Auditions get? 

Winners of the Seoul Auditions receive a free plane ticket to come to New York in November for 

the International Auditions Semi-Finals, and free housing with a host family while in New York.  

There can be any number of Winners in the Seoul Auditions. 

서울 오디션 우승자 혜택 

서울 오디션의 우승자는 11월에 뉴욕에서 Semi-Finals을 치를 수 있는 무료 왕복 항공권과 뉴욕

에 머무르는 동안 숙소를 지원 해 줍니다. 서울 오디션에서는 다수의 우승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What kind of housing is provided for artists coming to New York for the Auditions? 

The hosts are music-loving friends of YCA whom we know well, conveniently located in Manhattan, 

who have a free bedroom.  These may be business professionals, retired, or simply philanthropists 

who enjoy helping young artists.  The host families provide a comfortable, safe place to stay in 

New York, often with a piano.   

뉴욕의 오디션 기간 제공되는 숙소 

맨하탄에 위치한 집들로 각 숙소의 호스트는 영 아티스트를 돕고자 하는 후원자들인 비즈니스 전

문가, 또는 현직에서 은퇴한 YCA 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YCA가 잘 알고 있는 음악

을 사랑하는 애호가들로 참가자들이 뉴욕에 머무는 동안 편안하고 안전한 장소를 보장하며 개인 

연습을 위한 피아노방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What if I don’t speak English? 

When you are performing or traveling in the U.S., basic English is necessary, as well as to 

communicate with the YCA staff. There will be a Korean-speaking volunteer helping during the 

time of the Auditions, who can assist you as needed while you are in New York.   

If you are thinking about applying to a music school in the U.S., you must be able to get certain 

score of TOEFL Test o as a Foreign Language.  

 

오디션 기간 영어 의사소통 여부 

미국에서 공연을 하거나 또는 여행을 한다면 또는 YCA 스탭 들과 의사소통을 위한 기본적인 영

어 회화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디션 참가기간 동안 통역사가 배치되어 원활한 의사소통을 제공

합니다. 참고로 미국으로 음악학교를 지원할 생각이 있다면 TOEFL 시험에서 각 음악학교가 요구

하는 성적을 제출 해야 합니다. 

 

Can my mother or father come with me to the Auditions in New York? 

It may be possible to arrange housing for one parent with you.  We encourage artists over the 

age of 17 to come to New York without a parent.   

뉴욕 오디션 부모님 동행 가능 여부 

부모님 중 한 분까지 숙소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17세 이상의 지원자는 부모님 없

이 뉴욕에 오기를 권장 합니다. 

 



What if I am not chosen in New York?   

Playing in the International Auditions in New York is usually an exciting and positive experience, 

whether they win or not.  You will meet and hear other musicians from around the world, and be 

heard by important people in the international music world.  It is an opportunity to experience 

New York City and to learn more about musical opportunities in the U.S.  Some artists on the 

YCA roster enter the auditions more than once and then win! 

뉴욕 최종우승자가 되지 못했을 경우 

YCA 서울오디션에서 최종 우승하여 한국대표로 뉴욕 본선에 진출하는 것은 우승 여부를 떠나 뉴

욕이라는 큰 도시에서 미국 음악 산업에서의 기회를 경험하고 또한 세계의 여러 우수한 연주

자들의 연주를 보고 교류 할 수 있는 기회로 흥미롭고 긍정적인 경험이 될 거라 믿습니다. Y

재 지원자에게도 같은 지원자격이 주어지며 현재 YCA 아티스트들이 재 참가를 통해 뽑힌 경

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