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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가 우리의 합창세계를 연결한다”
In Spanish – en español
In German - auf Deutsch
In Italian - in italiano

In Chinese - 中文版
In English
In French - en français

In Japanese - 日本語で
In Korean – 한국어로

2017 IFCM 이사단 선거 통보
국제합창 총연맹은 2017 년에 임기가 시작되는 회장단과 이사단을 위한 입후보자들을 모집합니다. 모든 입후보자들은 3 월 1 일까지 아래의
링크로 입후보 신청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
•

http://ifcm.net/home-elections/
http://ifcm.net/run-to-be-part-of-the-new-board/
http://ifcm.net/run-to-be-the-new-president/

IFCM 의 트위터!
이제 IFCM 의 트위터 계정이 개설 되었습니다! IFCM 및 합창 세계와 연결하는 또 하나의 방법 : 아이디어와 뉴스, 기회들이 보다 더
가까와졌습니다! 트위터를 팔로우 해주세요. https://twitter.com/IfcmOfficial

제 11 회 세계 합창심포지엄 소식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합창단들의 연주를 들을 수 있는 당신의 자리를 예약하셨습니까?
제 11 회 IFCM 세계 합창 심포지엄, 2017 년 7 월 22 일-29 일, 바르셀로나
이 놀랍고 독창적이며 비경쟁적인 음악 행사를 위해 국제 합창공동체와 함께 해주세요. 모든 합창인, 합창단, 지휘자, 작곡가 및 음악
애호가들을 환영합니다!
상세 정보 : http://www.wscm11.cat
이제 초청 합창단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COR VIVALDI – 카탈로니아, 스페인(Catalonia, Spain)
1989 년 피아니스트이며 합창단 감독인 Òscar Boada 에 의해 창단된 Cor Vivaldi 합창단은 스페인 전역에서 유명한 합창단이 되었습니다.
Cor Vivaldi 합창단은 저명한 국제 합창 축제를 비롯하여 유럽, 아르헨티나 및 미국 등의 유명 콘서트홀에서 높은 수준의 공연을 선보이며 많은
국제 합창 대회에서 주요상을 수상했습니다. 2002 년부터는 매 시즌마다 다른 콘서트를 제공하는 정기 콘서트를 자체적으로 구성하였고 Gran
Teatre del Liceu de Barcelona 의 오페라 시즌에도 정기적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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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P TALDEA – 바스크, 스페인(Basque Country, Spain)
KUP Taldea 는 2003 년 젊은 음악가 그룹과 바스크 컨트리 음악 대학 MUSIKENE(스페인)의 합창 지휘자 Gabriel Baltes 교수에 의해
만들어진 스페인 최고의 체임버 합창단 중 하나입니다.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합창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클래식 분야에서 훈련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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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션들인 합창단 멤버들은 Gabriel Baltes 교수에 의해 초정밀성과 양질의 음악을 만드는 소명의 일환으로 그들의 기술적 복합성뿐만
아니라 음악적 명성을 가지고 매우 특별한 작품을 연주합니다.

청소년 합창단 CANTEMUS - 몰도바
청소년 합창단 "Cantemus"는 2007 년 어린이 예술학교 "Curcubeu"와 몰도바 키시나우(Chisinau)의 중등학교인 "G. Meniuc" 가까이에서
설립 되었습니다. Denis Ceausov(지휘자), Valentina Zotova(매니저), Natalia Cotova(피아노 가수)가 함께 창단하여 현재까지 이끌고
있습니다. "Cantemus"는 합창 음악을 즐기는 10 세에서 20 세의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합창단의 레퍼토리는 르네상스에서 현대에
이르는 유럽, 미국 및 몰도바 작곡가의 작품들입니다. 이 합창단은 라디오 및 TV 에 다수 출연했으며 키시나우의 콘서트홀 및 국제 합창 경연
대회에서도 많은 공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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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KTRA WOMEN’S CHOIR – 캐나다(Canada)
캐나다 밴쿠버의 Elektra Women's Choir 는 1987 년부터 여성 합창단들의 선두 주자였습니다. Morna Edmundson 예술 감독이 지휘하는 이
합창단은 특히 여성을 위해 작곡된 음악을 찾거나 종종 새로운 작품을 의뢰하는 등 모험심 넘치는 프로그램으로 유명합니다. Elektra 는
의뢰한 신곡을 소개하고 우수한 게스트 아티스트를 초대하는 연례 콘서트 시리즈를 통해 "영감을 주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사명을
수행합니다. 그들은 과거의 훌륭한 레퍼토리를 연주하는 것 외에도 70 곡 이상의 작곡과 편곡을 의뢰했습니다.

ICB(International Choral Bulletin)의 새로운 디자인
2017 년부터 ICB 가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타이포그래피 및 스마트폰과
태블릿에서도 더욱 세련되게 보완된 포맷을 선보입니다. 2017 년 1 월호의 레퍼토리
섹션에서 소개될 마에스트로 헨델(Handel)의 1736 년에서 1742 년의
오라토리오(Oratorios) 기사에 대한 기념으로 제작된 표지를 떨리는 마음으로 여기에
공개합니다.

ICB 광고란
완전히 새로워진 ICB 의 레이아웃에서 더욱 향상된 광고란을 사용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Reserve A Space form 의 신청양식을 통해 광고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CB 와 훌륭한 파일보관소에 대한 상세 정보는 http://icb.ifcm.net/.
ICB 의 Facebook 을 팔로우하세요.

세계 합창의 날 : 2016 년 12 월 11 일
2016 년 12 월 11 일 세계 합창의 날(World Choral Day)에 참가하여 400 여 개의 콘서트를 제공해준 전 세계의 수많은 합창단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전 세계에 널리 퍼졌고 여전히 www.worldchoralday.org/에서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IFCMeNEWS 번역가들에게 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헌신적인 번역가들 덕분에 세계 각지에 8 개 국어로 e-뉴스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 Lore Auerbach(독일어), Jacob Youngmok
Chang(한국어), Yoshi Egawa 및 Natusco Mutai(일본어), Vienna Gu(중국어), Francesco Leonardi(이탈리아어), Ariel Vertzman(스페인어),
Nadine Robin (프랑스어). 2016 년에도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을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 청소년 합창단(World Youth Choir) – 2017 년도 세션의 단원모집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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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 제 19 회 EUROPA CANTAT 를 성공적으로 마친 헝가리 페치(Pécs)에서 세계 청소년 합창단의 2017 년(7 월 4 일-25 일) 세션이
시작되며 이어서 세르비아(Serbia),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Bosnia-Herzegovina), 크로아티아(Croatia), 슬로베니아(Slovenia) 그리고
헝가리(Hungary)에서 순회공연을 합니다. 세션의 오디션은 12 월 초부터 시작되어 2017 년 2 월 17 일까지 계속됩니다.
2017 년 세션에 선발된 단원들은 지휘자 Zoltan Pad(헝가리)와 Ken Wakia(케냐)와 함께 클래식 및 민속음악 편곡을 연주하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합창 연주에 대한 기술 향상에 관심 있는 전 세계의 젊고, 재능 있고, 경험 있는 단원들을 찾고 있습니다. 기초 교육이나 전문 음악
교육을 받은 17 세에서 26 세 사이의 열정과 경험이 있는 수준 높은 합창 단원 및 독창자라면 세계 각지에서 온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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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환경에서 배우고, 한달 가까이의 시간 동안 멋진 사람들과 함께 지내게 될 이 기회를 열망할 것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2017 년도
세션에 참가 신청하세요.
각 국의 모집 담당자와 오디션 준비에 대한 상세 정보는 www.worldyouthchoir.org 에 있습니다.
세계 청소년 합창단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참가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IFCM 창립 회원들의 소식
유럽 합창 협회 - EUROPA CANTAT (ECA-EC)
2017 년도 합창 활동!
스페인에서 그루지아, 노르웨이에서 레바논에 이르기까지 유럽 및 주변 국가에서 열리게 될 보컬 그룹, 합창단, 가수,
지휘자, 작곡가 및 합창단 매니저를 위한 2017 년 활동들을 확인하세요.
항상 국제적이며 교육적인 우리의 활동들은 다른 문화의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 배우는 좋은 기회입니다.
2017 년도 프로그램을 여기에서 확인하십시오. HERE
최신 소식은 월간 뉴스 레터를 구독하거나 monthly newsletter, Facebook 과 Twitter 를 팔로우 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 A COEUR JOIE 와 유럽합창연합회 - EUROPA CANTAT(ECA-EC) 제공:
제 8 회 유럽합창 유소년축제(Europa Cantat), 프랑스 리옹(Lyon) 2017 년 7 월 13 일-20 일.
어린이와 청소년 합창단을 위한 이 유명한 축제가 처음으로 프랑스 리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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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합창 지휘자협회 — ACDA
ACDA 2017 년 정기 회의, 미국 미네소타 미네아폴리스 — 2017 년 3 월 8 일 – 11 일
2017 년 3 월 8 일부터 11 까지 미네소타의 미네아폴리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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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정보 : http://acda.org/page.asp?page=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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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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DECEMBER2016 AND JANUARY 2017
8-11 Jan : International Festival/Contest Gran Fiesta, Spain - www.fiestalonia.net
8-11 Jan : Vocal Competition Voices of Costa Brava, Lloret de Mar, Spain - www.fiestalonia.net
13-15 Jan : 12th International Festival of Sacred Music Silver Bells, Daugavpils, Latvia - www.silverbells.narod.ru
20-21 Jan : 4th International Youth and Children´s Choral Festival IUVENTUS IN PRAGA CANTAT, Prague, Czech Republic - www.or-fea.cz
1-5 Feb : Fest der Kulturen 2017 Grand Prix of Nations, Berlin, Germany - www.interkultur.com
9-11 Feb : European Spring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Suttgart, Germany - www.musikverein.at
9-10 Feb : Music Education Expo, London, United Kingdom - www.musiceducationexpo.co.uk/
16-20 Feb : Sing'n'Joy Princeton 2017 The American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USA - www.interkultur.com
21 Feb : Ínin 2017 on the Path of Peoples, Your Voice for One Earth Choir, Global projecton seven continents - www.OneEarthChoir.net
23-26 Feb : 7th International Sacred Music Festival Kaunas Musica Religiosa, Kaunas, Lithuania - www.kaunascantat.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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