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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봉사자들이 합창
세계를 연결한다
IFCMeNEWS는 다양한
언어로 제공됩니다

IFCM 소식
2020년 세계 합창 심포지엄
WSCM2020의 업데이트
내년 뉴질랜드 오클랜드(Auckland)에서열리는 제12회 세계 합창 심포지엄(WSCM2020)
의 등록이 현재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의 국제 합창 커뮤니티의 반응에 우리는 감격했습니다.
벌써 40개국 이상에서 수 백 명이 등록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행사는 역대 가장 큰
심포지엄이 될 것입니다.
2020년 7월 오클랜드행 항공편이 오픈되었으며 곧 심포지엄 대표단을 위한 특별 숙박
상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지금이 여행 계획을 세우시기에 완벽한 시기입니다.
만약 이 여행을 키위(Kiwi) 모험으로 전환하고 싶으시다면 뉴질랜드
(Aotearoa New Zealand here.) 전역에 걸친 심포지엄 전후의 관련 행사를 확인하세요.
사전 티켓 구입 혜택의 다음 마감일은 12월 31일입니다. 경력 향상(그리고 아마도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의 기회를 자신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해보세요!
WSCM2020 합창단 소개… 영국 국립 청소년 합창단(The National Youth Choir of
Great Britain)
전국 최고의 우수한 단원 100명으로 구성되어 1983년 설립된 영국 국립 청소년 합창단
(NYCGB)은 현재 영국 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England)의 국가 포트폴리오 내 주력
청소년 앙상블입니다. NYCGB는 9세에서 25세 사이의 800명 이상의 단원을 자랑하며
멤버들은 영국의 모든 지역에서 모였습니다.
오클랜드에서 열릴 WSCM2020을 방문하기 전에 합창단은 몇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술
감독이자 책임 지휘자인 Ben Parry도 마찬가지로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NYCGB는 ‘’영국의 훌륭한 합창 전통”에서 영감을 받았고 더불어 ‘합창단’이란 의미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으로 지난 5년 동안 로열 앨버트 홀(Royal Albert Hall), 로열
페스티벌 홀(Royal Festival Hall), 퀸 엘리자베스 홀(Queen Elizabeth Hall) 및 스네이프
몰팅츠 콘서트홀(Snape Maltings) 등에서 Daniel Barenboim, The Real Group, Kylie
Minogue 및 Gustavo Dudamel과 같은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함께 혹은 합창단 단독으로
베토벤에서 비트박스에 이르는 레퍼토리를 연주해 왔습니다!
독일계 혼혈인(그리고 펠릭스 멘델스존의 직계 후손인) Ben은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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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그리고 우리 단원들을 교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2020년 7월 뉴질랜드에
합창단을 데려간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합창단은 ‘’세계 합창 심포지엄(WSCM)은 국제 합창계의 최고의 모임이며 뉴질랜드
방문을 매우 기대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세계 최고의 합창단들과 함께 공연하고 또한 국제
무대에서 영국 국립 청소년 합창단을 선보이는 훌륭한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린 멋진
관광도 기대하고 있다”라고 직접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관객들은 오클랜드에서 NYCGB로부터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 합창단은
2016년 Kerry Andrew의 위탁곡 ‘Who we are’(–제목에 모든 것이 담겨있는)를 공연합니다.
또한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Ben Parry의 ‘Flame’을 감상하게 될 것이며 이 곡은 공동체와
공유에 대한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가진 곡입니다.
제4회 IFCM 국제 합창 작곡 경연대회
국제 합창 연맹(IFCM)이 제 4 회 국제 합창 작곡 경연대회를 공시했으며, 이 경연대회의 주요
목표는 새롭고 혁신적인 합창 레퍼토리의 창작과 광범위한 보급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적과 연령의 작곡가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본 경연대회는 중급에서 고급 합창단을 위한
최대 5분 길이의 아카펠라(SATB 또는 8부로 나누어진 SSAATTBB) 합창곡에 한정됩니다.
작품의 가사는 종교적 및 세속적인 내용 모두 가능하며, 모든 언어가 가능하고, 단 이 대회를
위해 작사된 가사이거나 공공영역의 가사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된 가사의
작가나 저작권자의 서면 허가서를 반드시 응모 양식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참가비는 25달러(US달러)입니다!
응모기간은 2019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입니다!
규정 다운로드 : Rules (규정에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 Application Form
국제 합창지(ICB)의 기사를 공모합니다
전 세계 수천 명의 IFCM 회원 및 동료들에게 배포되는 국제 합창 저널에 게재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기사를 보내주세요!
IFCM의 학술 저널이자 잡지인 ICB(International Choral Bulletin)는 1983년 이래로 전 세계
수천 명의 합창 애호가들이 읽고 있습니다. ICB는 1년에 4번 발행됩니다(1월, 4월, 7월, 10
월). 이 잡지는 여러분의 연구 및 장학금, 전문 지식을 국제 합창 커뮤니티와 공유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입니다. 합창 음악의 기술적, 역사적 측면과 관련된 논문(900 – 1500단어 내외)
도 환영 합니다. 이 링크로 기사를 보내주세요(Submit your articles here).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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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CM 총회 결과 보고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세계 합창 엑스포(World Choral EXPO) 기간 중 7월 29일에 IFCM
총회는 IFCM의 기본 구조를 개선하고 강화할 몇 가지 주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새로운 버전의 내부 규정(Bylaws)과 IFCM 법인 설립 인가증
(IFCM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그리고 IFCM 내부 정책 문건
(IFCM internal Policy document)이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수락되었습니다. 모든 새
문건은 해당 이름을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 수정된 혜택을 포함한 새로운 멤버쉽 구조가 회의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제시되었고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멤버쉽의 회비 및 혜택 시스템은 이제 더욱
투명해졌습니다. IFCM은 처음으로 5년 및 10년 멤버쉽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멤버쉽을
가지게 되며 이는 특정 그룹의 회원들의 기대에 더욱 부합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여기(available here)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용 및 혜택을 포함한 이 시스템은
2020년 1월 1일부터 유효합니다.
• IFCM 이사회는 기관이자 조직으로서 IFCM을 개발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으며 합창
음악에도 크게 기여한 인물들로서 새롭게 선출된 명예 회원들의 명단을 총회에
제출했습니다. 명예 회원은 Alberto Grau, Maria Guinand, Noël Minet, Royce
Saltzman, Jutta Tagger입니다.
• 총회는 2017–2019 IFCM 프로젝트 보고서와 함께 지난 3년 간의 예산과 재무 보고서
및 앞으로의 전략이 포함된 Emily Kuo 회장의 특별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IFCM 회장
보고서는 office@ifcm.net에 요청하시면 보내드립니다.
다음 총회는 2020년 7월 15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개최되는 세계 합창 심포지엄 기간
중에 열립니다.
MARÍA GUINAND가 IFCM으로부터 평생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2019년 7월 31일 리스본에서 열린 세계 합창 엑스포의 폐막식에서 마에스트라 María
Guinand가 국제 합창 연맹(IFCM)으로부터 평생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María는 국제 합창 연맹이 합창음악 분야에서 기관과 개인, 전문가의 협력을 위한
가장 중요한 네트워크라는 점을 항상 굳게 지원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기관의
가장 저명한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지칠 줄 모르며 주저 않는
소중한 지지자입니다. 이런 점들과 더불어 무엇보다 중요하게는 그녀의 지속적이고
무조건적인 우정에 대해 국제 합창 연맹은 그녀에게 감사의 빚을 지고 있으며 따라서
평생 공로상과 명예 회원의 자격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소개 영상 :
Watch the introduction video here(DigitalConnection.pt)
그녀의 합창에의 많은 헌신때문에 일정상 María는 시상식에 참석할 수
없었지만 대신 남편인 마에스트로 Alberto Grau가 참석하여 그녀의 이름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IFCM 및 합창 커뮤니티에 전하는 María의 인사말은 여기
(Watch María’s greetings to IFCM and the choral community here)에서 볼 수
있습니다.
María에게 축하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익스체인지!(EXchange!)
IFCM과 싱잉 네트워크(The Singing Network)의 새로운 파트너쉽인
익스체인지!(EXchange!)는 세계 합창 엑스포(World Choral EXPO) 참가자들에게 서로 배울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WCE(2019년 7월 30–31일) 중 하루 반 동안 세계의
학자, 연주자, 지휘자, 교육자, 작곡가들은 합창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탐구하고, 공유하고,
창작하고, 서로 연결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발표자들은 아르헨티나, 캐나다, 중국, 덴마크,
콩고 민주 공화국, 가봉, 독일,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노르웨이, 터키 및 미국에서 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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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국가 이외에 오스트리아,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코스타리카, 프랑스, 아일랜드,
레바논, 리투아니아 및 포르투갈 등 다른 여러 국가에서 온 WCE 참가자들도 있었습니다.
익스체인지의 마무리 세션에서 유럽 합창 협회–유로파 칸타트(ECA–EC)의 사무총장 Sonja
Greiner는 ECA–EC의 커뮤니케이션 매니저로 새로 임명된 Estera Mihaila의 도움을 받아
익스체인지! 프레젠테이션들에 대한 포괄적이고 재미있는 반응들을 보여주었습니다. IFCM과
국제 합창 커뮤니티의 고려를 위해 익스체인지! 중에 나왔던 도전적이고 생각을 환기시키는
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형적이지 않은 콘서트 장소에서 더 많은 공연
• 성 균형에 대한 진지한 고려
•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 재고를 위한 합창의 활용
• 모든 종류의 다양성에 대한 환영
• 아마추어 및 전문가 포함
• 국경 없는 지휘자들에 대한 재고
• 전 세계의 노래하는 사람 수에 대한 확인
• STEM에 예술 교육 과정을 추가하여 STEAM 만들기
• 독재적 방식에서 보조, 민주적 리더쉽으로의 전환
• 노래와 노래하기에 대한 연구를 장려하고 지원
• 노래하는 남성에 대한 특별한 관심
• 다양한 레벨의 단원들에게 기회부여
• 새로운 레퍼토리에 중점두기
• 합창단 내 개별 단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확장하기
• 표현의 자유를 위한 투쟁
• 공동 창작에 대한 더 많은 장려
• 합창 세팅의 가치 옹호
• 사회적 음악에 대한 탐구
• 합창의 사회적 가치 및 건강함에 대한 연구
• 전통음악과 민속음악의 보존과 적용에 대한 이해
• 음악적 우수성과 공동체 참여 간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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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적이기 보다는 포괄적으로
• ‘질(quality)’이라는 개념에 대해 주의할 것
세계 합창 커뮤니티가 대화, 교류 및 담론에 적극 관여할 수 있는 익스체인지!와 같은 모임은
활기차고 의미 있는 세계 합창 커뮤니티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ICB의 다음 호에서 이러한
주제 중 일부에 대한 확장판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세계 합창의 날(WORLD CHORAL DAY) – 여러분의 합창 콘서트와 함께
참여하세요
1990년 이래 노래하는 전통이 된 세계 합창의 날이 올해 12월 둘째 주 일요일(2019년 12월 8
일)에 다시 열리게 되며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합창 이벤트와 함께 참여할 수 있음을 기쁜
마음으로 알립니다.
세계 합창의 날은 합창 음악을 통해 연대, 평화 및 이해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Alberto
Grau가 시작한 국제 합창 행사입니다. 1990년부터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합창인들이 세계
합창의 날 콘서트, 축제, 함께 노래 부르기, 합창 세미나 및 기타 합창 행사에 참여해 왔습니다.
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매우 쉽습니다. 모든 합창단은 짧은 양식을
작성하여 콘서트를 등록(register their concerts)하고 27개의 언어로 제공되는 선언문을
다운로드(download the proclamation)하면 됩니다. 이 선언문은 모든 세계 합창의 날
행사가 시작할 때 낭독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벤트는 세계 합창의 날 웹사이트 및 IFCM
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홍보됩니다. 콘서트가 끝난 후 콘서트 포스터, 사진 및 콘서트
영상을 공유해주시면 우리가 우리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에서 다시 공유할 것이고 그러면 전
세계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벤트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합창단과 함께 글로벌 합창 행사에 참여하여 전 세계 수천 개의 합창단과 함께
합창에 대한 사랑을 나누고 싶다면 세계 합창의 날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행사입니다!
상세 정보 : www.worldchoralday.org

제13회 IFCM 세계 합창 심포지엄 2023은 카타르에서 개최합니다!
카타르 국립 합창 협회의 주관으로 열린 성공적인 입찰 프레젠테이션을 마친 후 국제 합창
연맹(IFCM)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비경쟁 합창 행사가 2023년 카타르(Qatar)의 도하
(Doha)에서 개최됨을 매우 기쁜 마음으로 발표합니다.
이 결정을 통해 IFCM은 지금까지 세계 합창 지도에 숨겨져 있던 지리적 및 문화적 지역을
지목하였고, 우리는 중동 및 중앙 아시아의 음악 보물에 대한 흥미 진진한 탐험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카타르 심포지엄은 IFCM과 WSCM 2023 주최측에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
지역 내외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CHORAL MUSIC monthly electronic newsletter

http://ifcm.net/

© 2019 IFCM - All rights reserved

2019년9월

IFCM 뉴스

자원 봉사자들이 합창
세계를 연결한다

국제 합창 의회는 IFCM을 통해 카타르 국립 합창 협회의 당선을 축하하며 2023년에 열릴 이
특별한 행사를 준비함에 있어 모든 성공과 지원을 기원합니다.
FIRST AFRICA CANTAT FESTIVAL, NAIROBI, KENYA, AUGUST 22-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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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Yout Choir 2019, Conducted by Josep Vila i Casañas, in Cascais, Portugal

세계 청소년 합창단(World Youth Choir) 30주년 기념 행사
세계 청소년 합창단(World Youth Choir) 재단은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온 17세에서
26세의 합창 단원들에게 특별하며 높은 수준의 합창 경험을 제공해 왔습니다. WYC 재단은
IFCM, 쥬네스 뮤지컬 인터네셔널(Jeunesses Musicales International – JMI), 그리고 유럽
합창 협회–유로파 칸타트(ECA–EC) 이 세 개의 후원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89년
이래로 35개 세션에서 65개 국가에서 온 1000여 명의 단원들이 국제적으로 유명한 47명의
지휘자들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7월 말과 8월 초에 2번의 3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하나는 세계 합창 엑스포 기간
동안 포르투갈 리스본(Lisbon)에서, 또 하나는 2019년 WYC의 마지막 공연 후 Les Choralies
축제 기간 동안 프랑스의 베죵 라 로멘(Vaison-la-Romaine)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30년 동안의 WYC 동문들과 전 지휘자들, 그리고 새로 선발된 단원과 후원자들은
IFCM의 새 본부인 리스본의 팔라세테 도스 콘데스 데 몬테 레알(Palacete dos Condes de
Monte Real)에서 열린 축하 행사에 초대되었습니다. 두 명의 전 지휘자들, Frieder Bernius(
독일 – 1990, 1991, 1995, 1999, 2005/2006)와 Josep Vila iCasañas(스페인 카탈루냐
– 2010, 2019)가 참석해주어 기뻤습니다. 그리고 첫번째 WYC 지휘자인 Stefan Sköld(
스웨덴)는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었고 행사 리셉션에서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첫번째 WYC(1989) 출신인 두 명의 단원, Alec Jackson(영국)과 Katrin Kern(에스토니아)이
참석해주어 매우 기뻤습니다. 이 밖에 WYC 동문들과 새로운 단원들은 기념일 축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스웨덴, 프랑스, 멕시코, 남아프리카, 페루, 캐나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미국,
포르투갈, 스페인, 핀란드, 가나 및 이탈리아에서 왔습니다. 이 날의 하이라이트는 모두 모여
“The Irish Blessing”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세계 청소년 합창단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어 전 세계의 젊은 단원들에게 훌륭한 지휘자와
동료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평화와 관용을 장려하기를 기원합니다” (Sonja
Greiner, WYCF 이사)
2019 WYC 세션에 대한 상세 정보와 기사 및 사진은 WYC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WYC website– Facebook —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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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YC 2019 singers and alumni singing ‘Irish Blessing’ at the Palacate dos Condes de
Monte Real, IFCM new home

2020년 세계 청소년 합창단 오디션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단원/학생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 2020년 7월 30일 기준으로 17세에서 26세의 연령
• 열성적인 합창 단원
• 기초 혹은 준 전문 음악 교육을 받은 경력
• 전 세계에서 온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려는 희망
• 중급 정도의 영어 회화 능력
• 색다른 직업적 도전에 대한 희망
• 다문화적 환경에서 배우고자 하는 열망
2020년 세계 청소년 합창단에 참가할 준비가 충분히 되었습니다.
2020년 여름 세계 청소년 합창단은 베토벤 탄생 250주년 축제 행사들의 일환으로
특별 세션을 가집니다. 2020년의 WYC 프로그램은 독일 국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Bundesjugendorchester)와 협연하여 베토벤의 ‘9번 교향곡’과 작곡가 Tan Dun의 위탁곡
‘Nine’을 연주합니다.
세션 날짜: 2020년 7월 30일(도착일) – 2020년 8월 20일(출발일).
장소: 독일 본(Bonn)에서 리허설 세션, 이어서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및 이탈리아에서
콘서트 투어.
첫 콘서트: 2020년 8월 8일 – 베토벤 2020 갈라 콘서트와 Tan Dun의 ‘Nine’의 초연
예술팀: 위탁 작곡을 맡은 작곡가 Tan Dun(미국)은 본에서 열리는 갈라 콘서트를 포함하여
투어의 첫 콘서트를 지휘하게 됩니다. Jörn Hinnerk Andresen(독일)은 나머지 콘서트를
지휘합니다. 독창은 세계 청소년 합창단의 동문이 맡습니다.
주요 일정
2019년 12월 1일 – 국제 심사 위원단에 오디션 자료 제출 마감. 참고: 오디션 마감일은 국가별
단원 모집기구가 있는 나라의 경우 해당 국가의 심사위원단의 편의를 위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말 – 국제 심사 위원단의 선발 단원 발표.
오디션에 대한 상세 정보 : WYC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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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중국 국제 합창 페스티벌
2020년 7월 23 - 29일, 베이징
http://en.cicfbj.cn/
IFCM 창립 회원들의 소식

유럽 합창 협회 – 유로파 칸타트
ECA-EC의 2020년 합창 행사에 대한 브로슈어를 확인하세요.
Check the ECA-EC brochure of choral activities 2020
전 유럽 및 세계의 합창단원, 지휘자, 작곡가 그리고 합창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행사 목록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모든 행사는 국제 행사이며, 비경쟁 행사이고 교육적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www.EuropeanChoralAssociation.org
미국 합창 지휘자 협회(ACDA)
등록 진행 중입니다!
소년 합창단 심포지엄(Boychoir Symposium) – 2019년 11월 1일–2일, 장소 변경: 텍사스주
휴스턴(Houston, TX).
소년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위한 이틀간의 수련회 및 심포지엄입니다! 세션과
토론의 주제는 변성기, 최고의 행정 실무, 노래를 사랑하는 소년들에 대한 지원,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있어 소년 합창단의 역할과 가치 등입니다. 등록비는 50 달러이며 숙박 정보는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행사 일정 :
어린이 합창단 지휘자 수련회 Children’s Choir Conductor Retreat - 2020년 1월 18–19
일, 조지아주 애틀란타(Atlanta, GA)
ACDA 지역 회의 ACDA Regional Conferences - 2020년 3월. 모든 컨퍼런스의 전시자
등록은 2019년 9월 초 시작되며 참가자 등록은 10월에 시작됩니다.
• 중부 및 북중부 지역 - 3월 4–7일, 위스콘신주 밀워키(Milwaukee, WI)
• 동부 지역 - 3월 4–7일, 뉴욕주 로체스터(Rochester, 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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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서부 지역 - 3월 4–7일, 아칸소주 리틀록(Little Rock, AR)
• 서부 지역 - 3월 4–7일,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Salt Lake City, UT)
• 북서부 지역 - 3월 10–14일, 워싱턴주 스포캔(Spokane, WA)
• 남부 지역 - 3월 10–14일, 앨러배마주 모바일(Mobile, AL)
제2회 합창 리서치에 대한 전국 심포지엄
2nd National Symposium on Research in Choral Singing
- 5월 1–2일, 조지아주 애틀란타(Atlanta, GA)
ACDA 전국 대회 ACDA National Conference - 2021년 3월 17–20일, 텍사스주 댈러스
(Dallas, TX)
ACDA의 페이스북 그룹인 ACDA International Activities(ACDA’s Facebook group
ACDA International Activities)에 가입하셨습니까? 이 페이스북 그룹은 국제 활동 상임
위원회에서 운영되며, 가입하시면 ACDA의 국제적 활동에 대한 빠른 소식을 볼 수 있으며
더불어 여러분의 활동에 대한 정보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IFCM 회원들의 소식
합창 캐나다 소식
2020년 캐나다 청소년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http://www.choralcanada.org/national-youth-choir.html
http://www.choralcanada.org/choeur-national-des-jeunes.html
2020년 캐나다 청소년 합창단 수습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http://www.choralcanada.org/conducting-apprenticeship-program.html
http://www.choralcanada.org/programme-dapprentissage-en-direction-chorale.
html
여러분의 합창 이벤트를 ICB와IFCMeNEWS와 우리 웹사이트를 통해 세계에 홍보 하세요
이제 http://ifcm.net/ 및 http://icb.ifcm.net/ 그리고 월간 IFCMeNEWS와 계간 ICB
에서 광고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과 공간의 크기는Reserve A Space form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합창 이벤트의 홍보를 위해 우리의 웹사이트와 미디어의 우수한 사용 통계자료를
활용하세요!
WHAT’S GOING ON IN OUR CHORAL WORLD IN SEPTEMBRE AND OCTOBER 2019
3-8 Sep : International Choir Festival Corearte Argentina 2019, Córdoba, Argentina https://www.corearte.es
6-8 Sep: Liviu Borlan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Baia Mare City, Romania http://eng.festivalborlan.ro/
8-13 Sep: Jimena de la Frontera Music Week, Spain - www.lacock.org
11-15 Sep: 19th EUROTREFF 2019, Wolfenbüttel, Germany http://www.eurotreff.amj-musik.de
13 Sep: ON STAGE with Interkultur in Israel - https://www.interkultur.com/
13-16 Sep: ON STAGE with Interkultur in Lisbon, Portugal https://www.interkultur.com/
19-22 Sep: 13th Rimini International Choral Competition, Rimini, Italy www.riminichoral.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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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Sep-1 Oct: 6th International Music Council World Forum, Paris, France www.unesco.org/imc
2-6 Oct: Cracovia Music Festival 2019, Cracow, Poland www.mrf-musicfestivals.com
3-6 Oct: Bratislava Cantat II, Slovak Republic - www.choral-music.sk
4-6 Oct: 15th International Choir Contest Flanders, Genk, Belgium - www.ikv2019.be
7-13 Oct: International Choir Festival Corearte Barcelona 2019, Spain www.corearte.es
9-13 Oct: 3rd Kalamata International Choir Competition and Festival, Greece https://www.interkultur.com/
10-13 October: Musica Festival Bad Hofgastein 2019, Salzburg, Austria www.musicultur.com
12-13 Oct: 10th Choral Singing Contest of South American Folk and Popular Music,
Buenos Aires, Argentina - www.aamcant.org.ar
12-15 Oct: 2nd Botticelli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Florence, Italy http://www.florencechoral.com/
12-16 Oct: 13th In Canto sul Garda International Choir Competition, Riva del Garda &
Arco, Italy - www.meeting-music.com
13-18 Oct: Singing in Rome, Italy - www.lacock.org
17-20 Oct: Claudio Monteverdi Choral Festival and Competition, Venice, Italy www.venicechoralcompetition.it
18-20 Oct: 9th International Competition for Young Conductors, Versailles, France www.artchoral.org
19-25 Oct: Sing Ireland Conductor Study Tour, City of Derry, Ireland https://www.singireland.ie
23-27 Oct: 8th Canta al Mar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Calella, Barcelona, Spain https://www.interkultur.com/
24-27 Oct: 1st Jakarta World Choir Festival, Jakarta, Indonesia https://www.bandungchoral.com/jwcf2019
25-28 Oct: Cantate Barcelona, Spain - www.music-contact.com
30 Oct-3 Nov: Dubrovnik International Choir Festival & Competition, Croatia www.meeting-music.com
31 Oct-4 Nov: Dakar International Singing Festival, Côte d’Ivoire https://www.facebook.com/DAKARSINGING/
31 Oct-3 Nov: FICA’19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Aveiro, Portugal https://www.voznua.com/en/fica/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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