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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가 우리의 합창세계를 연결한다”
In Spanish – en español
In Chinese - 中文版
In German - auf Deutsch
In English
In Italian - in italiano
In French - en français

In.Japanese - 日本語で
In Korean - 한국어

제11회 세계합창 심포지엄 소식
2017년 7월22일에서 29일까지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제11회 세계 합창 심포지엄에서의 공연을 위해 추가로 선발된 4개의 합창단을
소개합니다. 앞으로 IFCMeNEWS에서 더 많은 WSCM11의 예술 프로그램이 소개됩니다.
SONUX ENSEMBLE — 독일
Sonux Ensemble 은 Chorknaben Uetersen 의 베이스와 테너들로 구성된 북부 독일의
젊은 남성합창단입니다. 그들의 프로그램은 르네상스, 바로크, 현대 작품들을 비롯하여
재즈와 팝, 크로스오버에 이르는 다양한 레퍼토리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특히 위탁
음악인들의 현대 작품 공연과 작곡자들이 직접 중요한 역할을 맡은 콜라보레이션 공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10 년 미국 지휘자 이며 작곡가인 Eric Whitacre 이 지휘를
맡아 Hans-Joachim Lustig 가 감독을 맡고 있는 I Vocalisti 체임버 합창단과 Sonux
Ensemble 이 함께 한 공연은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포용성 있는 스타일은 젊은
단원들과 지휘자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SALT LAKE VOCAL ARTISTS — 미국
Salt Lake Vocal Artists 는 짧은 기간에 큰 존경과 찬사를 받게 된
합창단입니다. 그들은 다양성, 열정, 예술성과 사운드로 지역 및 세계의
관객들을 매료시키고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2010 년 Brady Allred 박사에 의해
조직된 이 합창단은 국제적 대사이며 8 세에서 80 세에 이르는 단원들로
구성된 7 개의 합창단을 후원하는 Salt Lake Vocal Artists 조직의
공연단입니다. Salt Lake Vocal Artists 는 새롭고 다양한 합창 작품을 생활
속으로 가져오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곡가들의 새로운 작품을 의뢰하고
초연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교한 합창”으로 국제적으로
알려진 Brady Allred 박사의 이 합창단은 세계 주요 축제와 합창대회에
초대되었습니다.

VOCAL ART ENSEMBLE — 스웨덴
Vocal Art Ensemble of Sweden 은 지난 수십 년간 그들의 현대 음악에 대한
헌신에 대한 인정과 함께 스웨덴 및 국제 합창 사회의 강력한 목소리였습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이 합창단은 국제 합창 대회에서 많은 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많은
음반과 TV 및 라디오 출연을 통해 국내외의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스웨덴
정부(Kulturrådet)에서 여러 보조금을 받았고 이 보조금을 새로운 합창 음악을
의뢰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Vocal Art Ensemble of Swede 과 지휘자 Jan
Yngwe 의 콜라보레이션은 확장되는 기술관료적 사회에서 음악의 힘과 필요성,
그리고 음악이 인간의 존재와 삶에 대한 다차원적이며 더 깊은 이해에 이르는
도구이자 기회가 될 것이라는 확신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ANSAN CITY CHOIR— Republic of Korea
1995 년에 창단된 안산 시립합창단은 한국을
대표하여 국제 무대에 오르는 프로페셔널
합창단입니다. 그들은 르네상스와 클래식에서
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스타일과 독특한 체임버
레퍼토리로 유명합니다. 박신화 박사의 감독 아래
정기 연주회와 많은 지역 연주 및 한국 합창
페스티벌과 국제 합창 페스티벌의 참여로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합창단은 뜨거운
관심과 전국 각지에서 따뜻한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1

WSCM11 이메일 : wscm11@fcec.cat —
WSCM11 웹사이트 : http://www.wscm11.cat/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wscm11bcn/ 트위터 : https://twitter.com/simposibcn 팔로우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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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합창의 날 : 2016 12 월 11 일
세계 곳곳의 합창단들이 12 월 둘째 주 일요일 세계 합창의 날 축하에 참여합니다. 전 세계의 수 천명의 합창인들이 세계 합창의 날
콘서트, 축제, 함께 노래부르기, 합창 세미나, 우정의 날 등 여러 행사에 참여할 것입니다. 합창단원, 감독 및 매니저, 또는 합창의 날이나
그 즈음에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는 분이라면 www.ifcm.net 나 www.worldchoralday.org 에 등록해주세요. 이 국제적 이벤트에
참가하시면 전 세계의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합창 사회의 교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행사에 참여하세요!
위대한 세계 합창 사회의 구성원임을 보여주세요!
이벤트를 등록하세요!

세계 청소년 합창단 2017 년도 세션!
WORLD YOUTH CHOIR SESSION 2017!
2016 년 세션을 독일과 벨기에 및 스위스에서 성공적으로 마치고 세계 청소년 합창단의 3 개의 후원 단체인 유럽합창협회(European
Choral Association) — Europa Cantat(ECA-EC), Jeunesses Musicales International(JMI)과 IFCM 은 세계 청소년 합창단의 2017 년
세션은 헝가리 페치(Pécs)에서 개최하며 순회연주는 세르비아(Serbia),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Bosnia-Herzegovina),
크로아티아(Croatia), 슬로베니아(Slovenia), 헝가리(Hungary)에서 열리게 됨을 발표합니다.
세션은 7 월 5 일에 시작하여 7 월 31 일에 마칩니다. 합창단원 모집과 구체적인 상세 정보는 2016 년 11 월에 공지됩니다.
www.worldyouthchoir.org 이나 www.facebook.com/worldyouthchoir/를 확인하세요.

달력에 표시하세요! 제 12 회 IFCM 세계 합창 심포지엄, 뉴질랜드 오클랜드
2020 년 7 월이나 8 월에 열립니다. 정확한 날짜는 곧 정해집니다.

창립회원들의 소식
프랑스 A COEUR JOIE 와 유럽합창연합회 EUROPA CANTAT(ECA-EC) 제공:
th
8 Europa Cantat Junior Festival, 리옹,
프랑스(Lyon, France) 2017 년 7 월 13 일-20 일
어린이와 청소년 합창단을 위한 이 유명한 축제가 처음으로
프랑스 리옹(Lyon)에서 열립니다. 리옹은 프랑스 A Coeur
Joie 가 기반을 두고 있는 도시입니다. 합창 음악은 각각의
많은 어린이 합창단 및 성인 합창단과 함께 이 도시의 문화
생활에 특별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콘서트와
아틀리에 및 좋은 행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2017 년 1 월 31 일입니다.
상세 정보 : http://europacantatjunior.fr/en/
유럽합창연합회 - EUROPA CANTAT(ECA-EC)
웹사이트 : www.EuropeanChoralAssociation.org/sing-me-in
상세 정보 : website. facebook 과 twitter 를 팔로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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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합창 지휘자협회— ACDA
ACDA 2017 년 정기 회의, 미국 미네소타 미네아폴리즈(Minneapolis, Minnesota) — 2017 년 3 월 8 일 – 11 일
2017 년 3 월 8 일부터 11 까지 미네소타의 미네아폴리스(Minneapolis, Minnesota)에서 개최되는 2017 년도 ACDA 정기 회의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 월 7 일 화요일에 열리는 미네아폴리스 이벤트에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등록 및 호텔 예약은 10 월에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만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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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http://acda.org/page.asp?page=national

단신 – 회원 소식
궁핍의 침묵을 깨트리는 우리들의 목소리에 동참합시다.
쇼와 콘서트에서 그들의 저항과 희망의 노래들을 연주하며 역사를
통해 빈곤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용기와 노력을 기념합시다.
1987 년 10 월 17 일 ‘ATD(All together in Dignity) 제 4 세계’의
설립자 Joseph Wresinski 의 부름에 답하여 “소리 없는 10 만 명의
목소리(100,000 voices for the voice-less)”라는 캠페인의
일부로 수 백 개의 합창단과 노래 그룹이 며칠 간의 이벤트에
참가하였습니다. 이 후 10 월 17 일은 빈곤 극복을 위한 세계의
날이 되었습니다. 2017 년은 이 행사의 30 주년이 되는 해이며,
ATD 제 4 세계의 창립 60 주년이자 그 자신이 극심한 빈곤에서
태어났던 Joseph Wresinski 의 탄생 100 주년입니다. 이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ATD 제 4 세계는 2017 년 2 월에서 10 월 사이에
열리게 될 콘서트에 빈곤 속에 사는 사람들의 존엄성을 기리는
것에 관심이 있는 합창단이나 노래 그룹을 초대합니다.
2017 년 빈곤 극복을 위한 세계의 날의 주제는 “빈곤을 없애기
위해 10 월 17 일의 부름에 답하다 : 더 평화롭고 포괄적인
사회로의 통로”입니다.
http://www.atd-fourthworld.org/get-involved/world-day-forovercoming-poverty/
악보집이 필요하거나 콘서트를 기획하시는 분은 mobilization2017@atd-fourthworld.org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합창 이벤트를 세계에 홍보하세요
ICB, IFCMeNEWS, www.ifcm.net, http://icb.ifcm.net/에 여러분의 합창 이벤트를 홍보하세요
이제 www.IFCM.net 및 ICB.IFCM.net 그리고 월간 IFCMeNEWS 와 계간 ICB 에서 광고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과 공간의
크기는 Reserve A Space form 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합창 이벤트의 홍보를 위해 우리의 웹사이트와 미디어의 우수한 사용 통계자료를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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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전세계의 다른 지원자들과 함께 IFCM 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해주세요. 현재 IFCM 은 세계 곳곳의 다양한 합창 이벤트의 조력자로서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모으고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력서와 사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간략한 제안서를
leonardifra@yahoo.it 로 보내주세요. E-mail 제목은 "Volunteer's database"로 써주시고 모든 자료는 영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가 합창세계를 연결한다”라는 IFCM 의 슬로건을 기억해주시고 참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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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ON IN OUR CHORAL WORLD INNOVEMBERAND DECEMBER2016
3-6 Nov : Cantate Dresden, Germany - www.musicandfriends.net/html/cantate_dresden1.html
4-7 Nov : International Budgetary Festival/Competition The Place of Holiday, Spain - www.fiestalonia.net
10-13 Nov : ON STAGE with Interkultur in Prague, Czech Republic - http://onstage.interkultur.com/
11-13 Nov : Sligo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Ireland - www.sligochoralfest.com/
13-19 Nov : International Choir Festival Corearte Brazil 2016, Caxias do Sul, Brazil - www.corearte.es
20-24 Nov : The Golden State Choral Trophy 2016, Monterey, California, USA - www.interkultur.com
24-28 Nov, 1-5, 8-12, 15-19 Dec : Vienna Advent Sing, Austria - www.music-contact.com
29 Nov-2 Dec : 7th Winter Choral Festival, Hong Kong China - www.winterchoralfestival.com
1-4 Dec : International Festival of Advent and Christmas Music, Bratislava, Slovak Republic - www.choral-music.sk
2-4 Dec : 7th Krakow Advent & Christmas Choir Festival, Poland - www.christmasfestival.pl
4-7 Dec : International Festival/Contest Gran Fiesta, Spain - www.fiestalonia.net
6-9 Dec : International Festival/Competition Talents de Paris, France www.fiestalonia.net
8-11 Dec : 6th International Festival of choirs and orchestras in Baden, Germany - www.mrf-musicfestivals.com
8-11 Dec : Gozo (Malta) International Choir Festival, Malta - www.euroartproduction.it
8-11 Dec : Choral Festival Magic Christmas, Barcelona, Spain - www.choralfestbarcelona.com
9-12 Dec : 2nd International Festival and Competition In Anticipation of Christmas, St. Petersburg, Russia - www.interfestplus.ru
11 Dec : World Choral Day 2016, All around the World - www.ifcm.net
15-18 Dec : 24th International Sacred, Advent & Christmas Music Festival and Choir Competition Cantate Domino Kaunas, Kaunas,
Lithuania - www.kaunascantat.lt
15-18 Dec : International Choir Festival of Advent & Christmas Music Mundus Cantat, Sopot, Poland - www.munduscantat.pl
26 Dec 2016-2 Jan 2017 : Sing in the New Year 2016-2017 with Karen Kennedy , Greece - www.KIconcerts.com
27-31 Dec : 3rd International Christmas Music Festival Cantate Angeli, Vilnius, Lithuania - www.gratulationes.lt
28 Dec 2016-2 Jan 2017 : Corsham Winter School, United Kingdom - www.lacoc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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