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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hinese - 中文版
In English
In French - en français
In German - auf Deutsch
In Italian - in italiano

2017 중국(첸듕냔 QIANDONGNAN) 국제 민속음악 합창축제(INTERNATIONAL FOLK SONG
CHORAL FESTIVAL), IFCM WORLD VOICES 회의
카이리 시(KAILI), 2017 년 8 월 3 일 - 12 일
카이리시에서 열린 환상적인 축제와 IFCM World Voice 회의의 리포트 및 내몽고의 IFCM 에 대한 많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HERE

In Japanese - 日本語で
In Korean –한국어
In Spanish – en español

제 3 회 IFCM 국제 합창 작곡 경연대회
이 경연대회는 중급에서 고급 수준의 청소년 합창단을 위한 최대 5 분 길이의 아카펠라곡 (SATB 또는
SSAATTBB 의 8 개 파트)에 대한 경연입니다.
출품작 제출기한은 2017 년 12 월 1 일입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 https://goo.gl/fyfHpe
연락처 : Andrea Angelini, aangelini@ifc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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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년 세계 청소년 합창단(WORLD YOUTH CHOIR) 여름 세션
WYC 의 여름 세션이 끝났습니다. 리허설, 콘서트 등 최고의 순간을 감상하시려면 Facebook Page 를
방문하세요.

국제 합창제 및 IFCM 국제 합창교육 회의
제 14 회 중국 국제 합창제 및 IFCM 국제 합창교육 회의가 2018 년 7 월 19 일 부터 25 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됩니다.
상세정보 :
영어 http://en.cicfbj.cn/
중국어 http://www.cicfbj.cn/

IFCM 창립회원들의 소식

아메리칸 합창지휘자 협회 — ACDA
소년합창단 비엔날레 심포지엄 Boychoir Biennial Symposium
2017 년 11 월 17 일-18 일
미국 오하이오(Ohio)주 신시내티(Cincinnati),

Aronoff Center for the Arts

이것은 소년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위한 2 일간의 연수 및 심포지엄입니다. 이 행사는 남성
변성기에서 최상의 행정 실무에 이르는 주제에 대한 마스터 클래스와 세션을 제공합니다. 등록비는
$50 입니다.
미국 합창 이사회는 현재 2018 년도 지역 회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 2 월과 3 월에 전국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합창단 오디션 및 관심 세션 신청이 지금 많은 이벤트에서 진행 중입니다.
•

2018 년 2 월 14 일-15 일 - 중부 및 북중부 지역 (시카고 Chicago, 일리노이 Illinois)

•

2018 년 2 월 21 일-24 일 - 남부 지역 (루이빌 Louisville, 켄터키 Kentucky)

•

2018 년 3 월 7 일-11 일 - 동부 지역 (피츠버그 Pittsburgh, 펜실바니아 Pennsylvania)

•

2018 년 3 월 7 일-11 일 - 남서부 지역 (오클라호마시티 Oklahoma City, 오클라호마 Oklahoma)

•

2018 년 3 월 7 일-10 일 – 북서부 지역 (포틀랜드 Portland, 오레곤 Oregon)

•

2018 년 3 월 14 일-17 일 - 서부 지역 (패서디나 Pasadena, 캘리포니아 California)

상세 정보 : https://acda.org/page.asp?page=divisions.

유럽 합창협회 - EUROPA CANTAT (ECA-EC)
2018 년 제 20 회 EUROPA CANTAT 페스티벌의 프로그램 책자가 발행되었습니다!
44 개의 놀라운 아틀리에 및 탈린(Tallinn)의

특별 이벤트, 그리고 기타 유용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read it online here!
상세 정보 : www.ecTallinn2018.ee— info@ectallinn2018.ee
페이스북 : Facebook page
뉴스레터 구독 : Subscribe to the news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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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CM 회원들의 소식

캐나다 합창 소식
초대합니다!!! EDGE 의 PODIUM : Singing from Sea to Sea to Sea 에 참가하세요. 캐나다에서 2 년에
한번 열리는 합창 회의 및 축제입니다. 이 페스티벌은 2018 년 6 월 29 일부터 7 월 3 일까지
뉴펀들랜드(Newfoundland)와 래브라도(Labrador)에서 열리며, 지휘자와 합창단, 관리자, 학생 및 합창
애호가를 위한 공연, 국내 및 국제적 주안점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관심 세션, 강의-리사이틀, 지휘
마스터 클래스, 워크샵 그리고 독서 세션을 통한 합창 예술을 탐구하고 기념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포디엄(Podium) 2018 은 흥미롭고 다양한 합창 공연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7 개의 스포트라이트
콘서트에는 캐나다 곳곳의 뛰어난 합창 앙상블이 출연하며 5 개의 하이라이트 콘서트에서는 뉴펀들랜드
및 래브라도 합창단의 개막공연이 열립니다 : 이 공연에는 아카펠라 합창단 Solala(스웨덴), 뉴펀들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Ēriks Ešenvalds’ Nordic Light, 캐나다 최고의 동성 합창단들이 선보이는
Equals on the Edge, 그리고 국립 청소년 합창단(National Youth Choir)의 Canada Day performance 가
함께 합니다. “Podium Patch”에 오셔서 라이브 뮤직과 댄스로 여러분의 밤을 마무리 하세요.
EDGE 2018 의 PODIUM 에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상세 정보 및 등록(9 월부터 등록 가능합니다)은 http://www.podiumconference.ca
문의는 podium@choralcanada.org 로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1-647-606-2467 로 전화주세요..
소셜 미디어 팔로우 :
https://www.facebook.com/PodiumConference/
https://www.instagram.com/podiumconference/
https://twitter.com/choralcanada?lang=en

국제 심포지엄 SINGING AND SONG II
2018 년 6 월 27 일-29 일
캐나다, 세인트 존스(St. John's), 뉴펀들랜드(Newfoundland) 및 래브라도(Labrador)
서류 및 프리젠테이션 신청 접수
제 2 회 Singing and Song 국제 심포지엄(2018 년 6 월 27 일-29 일)은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학자,
연주자 및 교육자들이 모여 노래와 노래 부르기와 관련된 국제적인 견해, 연구 및 실천을 공유합니다.
노래와 노래 부르기에 대한 예술, 생리학, 문화, 사회학, 역사, 교육학, 작곡, 심리학, 의학 및 그 이상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는 제안서를 제출해주세요! 심포지엄 프로그램에는 기조 연설과 대의원 프리젠테이션,
공연, 사교 모임, 대화와 네트워킹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회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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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ing and Song II 국제 심포지엄은 The Singing Network 가 주최하며 전통적 형식 및 새로운 형식의
프리젠테이션 모두 환영합니다. 또한 개인별 신청과 단체 신청도 가능합니다. 통과된 제출물은
프로그램위원회에서 주제별로 그룹화됩니다. 선정된 논문 및 발표 자료는 Singing and Song II 국제
심포지엄의 온라인 공식 회의록에 실립니다.
온라인 제안서 형식을 사용하여 제안서를 제출해주세요.
논문/제안서 제출 기한은 2017 년 10 월 15 일입니다.
상세 정보 : http://bit.ly/2wbVeHy

ALBERTO GRAU 국제 합창 작곡 경연대회, 2017 년 9 월 25 일
Alberto Grau 국제 합창 작곡 경연대회는 베네수엘라의 유명한 작곡가, 편곡가이자 지휘자이며 2017 년
11 월에 80 세가 되는 Alberto Grau 의 인생의 궤적에 헌정하는 대회입니다. 이 공모전의 주요 목적은
합창 음악의 창작을 촉진하고 21 세기의 혼합되고 평등한 목소리로써 스페인어로 쓰여진 레퍼토리의
확산과 재생 및 보급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국제 심사위원단은 Robert Sund(스웨덴), Javier Busto(스페인),
Zimfira Poloz(카자흐스탄-캐나다), César Alejandro Carrillo(베네수엘라), Ana María Raga(베네수엘라)로
구성됩니다.
이 대회는 에스토니아 탈린(Tallinn)에서 개최되는 20 회 Europa Cantat 페스티벌(2018 년 7 월 25 일~8 월
5 일)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유럽 합창 협회-Europa Cantat 가 지지합니다.
상세 정보 : info@ciccag.org 또는 www.ciccag.org/en/

제 9 회 AMERICA CANTAT
2019 년 4 월 12 일-21 일, 파나마 Panama
창립 500 주년을 기념하는 2019 년 Ibero American Cultural Capital of the World 가 태평양 해안의
아름다운 도시 파나마(Panama)에서 처음으로 열립니다. 전 세계의 합창단원, 감독 및 합창단과 함께 하는
10 일 간의 프로그램입니다.
상세정보 : info@america-cantat9.org

여러분의 합창 이벤트를 ICB 와 IFCMeNEWS 와 우리 웹사이트를 통해 세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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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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ON IN OUR CHORAL WORLD INSEPTEMBERAND OCTOBER2017
1-3 Sep: Norwich Cathedral Weekend, United Kingdom - www.runbysingers.org
3-10 Sep: 9th European Academy for Choral Conductors, Fano, Italy - www.feniarco.it
5-10 Sep: International Choir Festival Corearte Argentina 2017, Córdoba, Argentina - www.corearte.es
6-10 Sep: 18th EUROTREFF 2017, Wolfenbüttel, Germany - www.amj-musik.de/eurotreff2017
7-10 Sep: ON STAGE with Interkultur in Brussels, Belgium - http://onstage.interkultur.com/
7-17 Sep: 3rd International Festival of Sacred Music Francesco Bruni, Italy www.festivalfrancescobruni.com
9 Sep-8 Oct: IstraMusica, Pore, Croatia - http://www.interkultur.com/events/2017/porec/
11-16 Sep: International Choir Academy, Saarbrücken, Germany - http://chorwerksaar.de
14-17 Sep: chor.com Convention for Choral Music, Dortmund, Germany https://www.chor.com/english/
14-17 Sep: Barcelona International Chamber Music Festival, Barcelona, Spain - www.fimcb.org
17-22 Sep: Jimena de la Frontera Music Week, Spain - www.lacock.org
17-22 Sep: Sea Sun Festival & Competition, Costa Brava, Spain - www.fiestalonia.net
21-24 Sep: ON STAGE with Interkultur in Paris, France - http://onstage.interkultur.com/
21-24 Sep: Rimini International Choral Competition, Rimini, Italy - www.riminichoral.it
22-27 Sep: The Voice of Wealth, Lloret de Mar, Spain - http://monolitfestivals.com/
22-24 Sep: Sing With Us in Salzburg Cathedral, Austria - www.pp-performing.eu
26-29 Sep: 1st Andrea del Verrocchio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Florence, Italy www.florencechoral.com
5-8 Oct: Bratislava Cantat II, Slovak Republic - www.choral-music.sk
6-8 Oct: 14th International Choir Contest of Flanders-Maasmechelen, Belgium - www.ikvmaasmechelen.be
6-9 Oct: 9th Choral Singing Contest of South American Folk and Popular Music, La Plata, Argentina www.aamcant.org.ar
11-15 Oct: International Choir Competition and Festival Kalamata 2017, Greece - www.interkultur.com
11-15 Oct: Canta en Andalucía, Sevilla, Spain - www.cantaenandalucia.com/
12-15 Oct: 12th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Nice, France - www.destinations-choeurs.fr
14-15 Oct: Let the Peoples Sing Competition, Helsinki, Finland - www.ebu.ch/let-the-peoples-sing
14-18 Oct: 12th In Canto sul Garda International Choir Competition, Riva del Garda, Italy - www.meetingmusic.com
16-22 Oct: International Choir Festival Corearte Barcelona 2017, Spain - www.corearte.es
18-22 Oct: 1st Mouv'ton Choeur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Aix-les-Bains, Chambéry, France www.destinations-choeurs.fr
19-22 Oct: 4th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Assisi Pax Mundi, Italy - www.festivalinternazionale.com
20-24 Oct: Cantate Barcelona, Spain - www.music-contact.com
20-22 Oct: 13th International Warsaw Choir Festival Varsovia Cantat, Poland - www.varsoviacantat.pl
25-29 Oct: City of Derry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Ireland - http://derrychoirfest.com/
25-29 Oct: The Glory of Venice, Italy - www.runbysingers.org
25-29 Oct: Canta al mar 2017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Calella, Barcelona, Spain www.interkultur.com
25-30 Oct: Fiestalonia International Choral Competition, Tbilisi, Georgia - www.fiestalonia.net

5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CHORAL MUSICmonthly electronic newsletter

www.ifcm.net
© 2017 IFCM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