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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등록하시고 이 특별한 합창 문화 교류 축제에 참여하세요!
1. 합창단과 보컬 앙상블의 참가 조건
WCE가 주최하는 30분짜리 콘서트 1회 또는 2회 공연 옵션(자유 선택 레퍼토리). 합창단이
자체적으로 도시/지역에서 추가 콘서트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른 참가자/초청 합창단들과의 공동 워크숍 및 역사적인 도시 리스본의 특별한 장소에서
만나고, 교환하고, 노래하고, 공연할 수 있는 기회.
WCE 기간 동안의 모든 여행과 숙박 및 식사 비용은 합창단과 보컬 앙상블이 부담해야 합니다.
참가비:
합창단(단원 15인 이상): 350 유로 – 합창단 전체, 지휘자(들), 반주자, 스태프, 동반자 포함.
보컬 앙상블(단원 2인에서 15인까지): 250 유로 – 앙상블 전체.
포르투갈 합창단과 보컬 앙상블을 위한 특별 혜택: 참가비 무료!
참가 조건 및 특별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here)를 참조하십시오.
합창단 및 보컬 앙상블 등록 양식은 여기(here)에 있습니다.

Qatar Youth Choir, cond. Alena Pyne, WCE 2019, Casino Estoril, Cascais

In Spanish – en español

2022년 세계 합창 엑스포(WORLD CHORAL EXPO 2022): 날짜를 기록해두세요!
포르투갈 리스본, 2022년 9월 3일 – 7일
합창단, 보컬 앙상블, 개인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세계 합창 엑스포 웹사이트(World Choral Expo)를 방문하여 내년의
2022 엑스포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WCE 2022(WCE 2022)의 흥미진진한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개인, 합창단 또는 보컬 앙상블로 초대하여 아름다운 도시 리스본(Lisbon)
에서 국제 합창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다시 함께 노래하는 기쁨과 특권을 함께 축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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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별 참가 조건
페스티벌의 모든 부분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휘자, 단원 및 합창 애호가를 위해:
전체 WCE 2022 프로그램(WCE 2022 program)에 참가 가능
참가비: 1인당 150유로
WCE 기간 동안의 모든 여행, 숙박 및 식사 비용은 개별 참가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학생을 위한 특별 혜택:
참가비: 1인당 100유로. 학생 신분 증명서가 요청됩니다.
포르투갈의 개인 및 학생 참가자를 위한 특별 혜택: 50% 할인!
참가 조건 및 특별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here)를 참조하세요. 개인 등록 양식은
여기(here)에 있습니다.

EXchange! 2019 with Oscar Escalada (Argentina) © Ki Adams

WCE 익스체인지!(Exchange!)
프레젠테이션 제안서 제출 마감은 2021년 11월 15일입니다.
여러분이 합창(합창단, 보컬 앙상블 및 그 이상)에 관심이 있다면 2022년 9월 초 세계
합창 엑스포가 열리는 포르투갈 리스본이 바로 그 곳입니다. IFCM과의 파트너쉽으로 싱잉
네트워크(The Singing Network)는 세계 합창 엑스포 2022의 필수 구성의 하나로써 두 번째
익스체인지!(EXchange)를 기획합니다. 익스체인지!는 학자, 연주자, 지휘자, 교육자, 작곡가
그리고 학생이 함께 모여 합창과 관련된 국제적 시각 및 연구, 연습 등을 공유할 기회를 줄
것입니다.
싱잉 네트워크는 합창 음악의 기초와 합창의 다양한 측면에 초점을 맞춘 프레젠테이션
제안서를 모집합니다. 익스체인지의 제안서 제출 마감일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합창에
대한 여러분의 연습 및 연구를 전 세계와 공유하세요. 교환하고, 연결하고, 만들고, 탐구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음악적, 창의적, 학문적 정신을 마음껏 발휘하고 세계 합창 엑스포와 익스체인지!의
콘서트, 대화, 프레젠테이션, 지휘 마스터 클래스, 워크숍 및 더 많은 행사들로 가득한 신나는 5
일을 위해 리스본에 오셔서 국제적 동료들과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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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The Singing Network EXchange!를 방문하세요! 제안서는 이 제출 양식
(submission form)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마감일은 2021년 11월 15일입니다.
문의사항은 Prof Ki Adams, Dr. Andrea Rose, Dr. David Buley에게 연락바랍니다.
지난 뉴스레터에서 약속한 대로 매월 IFCMeNEWS는 2022년 세계 합창 엑스포에 초청된
합창단 중 하나 혹은 두 개의 합창단을 소개합니다.

Collective Singers

콜렉티브 싱어스(Collective Singers), 나미비아
콜렉티브는 신이 내린 가창력으로 인상적인 앙상블을 만들어낸 뮤지션 그룹입니다. 열성적인
개인들이 모인 이 그룹은 공동의 노력을 활용하여 감미롭고 기억에 남는 합창 공연을 만들기 위해
협력합니다. 폰티 디쿠아(Ponti Dikuua)가 2015년에 창단한 이 역동적인 그룹은 나미비아의
여러 유명 합창단의 다양하고 재능 있는 젊은 단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콜렉티브는
가스펠, 컨템포러리, 클래식, 나미비아 전통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합창단은 나미비아의 작곡가들을 믿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그들의 작품을 레퍼토리에 반드시
넣어 그들을 지원합니다. 2018년부터 콜렉티브는 자선 콘서트를 열거나 아니면 간단하게는
생필품을 모으는 등 여러 고아원과 기타 자선 단체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콜렉티브 싱어스의
지휘자는 설립자인 폰티 디쿠아입니다.

포틀랜드 주립 챔버합창단(Portland State Chamber Choir), 미국
‘클래식스 투데이(Classics Today)’지는 포틀랜드 주립 챔버합창단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합창단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1975년 창단 이래 챔버합창단은 미국 전역과 세계를 돌며 공연하고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이 앙상블은 이탈리아 세기치 국제 합창 경연대회(Seghizzi International Competition for
Choral Singing)에서 우승한 유일한 미국 합창단이며(2013년), 인도네시아 발리 국제 합창제
(Bali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에 참가하는(2017년) 등 국제 합창 대회에서 30개 이상의
메달과 상을 수상했습니다. 챔버합창단은 미국 합창지휘자 협회(American Choral Dir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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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land State Chamber Choir

Association)와 전국 음악 교육 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Music Education)의 전국 및
지역 회의에서 여러 차례 공연을 했고 2014년에는 전국 대학 합창 기구(National Collegiate
Choral Organization)의 전국 회의를 주최했습니다. 2011년 2월 챔버합창단은 포틀랜드
태생의 작곡가 모르텐 로리젠(Morten Lauridsen)과 협업을 했는데 로리젠은 그들의 합창을 “
합창의 예술적 기교의 최고로 훌륭한 시연”라고 묘사했습니다.
포틀랜드 주립 챔버합창단의 지휘자는 에단 스페리(Ethan Sperry)입니다.

WCE 페이스북(WCE Facebook)과 웹사이트(http://worldchoralexpo.com)를 팔로우
해주세요.

2022년 IFCM 합창 작곡 경연대회
작품 응모 기간이 두 달 반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제 합창 연맹은 2010년 이 프로젝트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이래 4회의 국제 합창 작곡 경연대회를 조직했습니다. 이
경연대회의 목적은 새롭고 혁신적이며 접근 가능한 합창
레퍼토리를 만들고 배포하는 것입니다.
IFCM은 합창 음악의 신작을 홍보하고 21세기 합창단의
요구에 부합하는 합창 작품의 혁신성을 장려하기 위해
제5회 국제 합창 작곡 경연대회(Fifth International
Competition for Choral Composition)를 개최합니다.
우리는 현대 글로벌 테마의 맥락 안에서 독창성, 상상력 및
창의성을 결합한 작품을 찾고 있습니다.
규칙 및 규정: Rules and Regulations
신청 마감일: 2022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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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창 레퍼토리의 데이터베이스인 뮤지카 인터네셔널(MUSICA INTERNATIONAL) 소식
팬데믹이 최악이었던 상황에서도 뮤지카 인터네셔널(Musica International) 팀은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합창 악보를 자세히 설명하는 약 200,000개의 레코딩이
www.musicanet.org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추가: 이제 로컬 데이터베이스에 모든 데이터를 저장할 필요 없이 뮤지카에서 직접 합창
라이브러리를 관리하여 이 특별한 온라인 도구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뮤지카 데이터베이스에서 “개인 필드(private field)”에 등록하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상의
이미 사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하고 여러분의 카탈로그를 만드는데 뮤지카의 강력한 IT
도구를 사용하세요. 개인 필드에 위치를 추가하기만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필드는
본인만 들어갈 수 있고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음악 라이브러리에 악보가 있음을
알려주는 등 더 광범위하게 공유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IFCM 창립회원 소식
유럽 합창 협회 – 유로파 칸타트
EUROPEAN CHORAL ASSOCIATION – EUROPA CANTAT(ECA–EC)
신진 음악가의 경력 전문화 및 국제화에 대한 최종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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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크리에이티브 유럽(Creative Europe) 프로그램이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EPIC
프로젝트는 2021년 12월에 종료됩니다.
리옹(Lyon)에서 진행되는 ECA 회원 주간에서 2021년 11월 19일 금요일(16:00–17:30
중앙유럽 서머타임)에 우리는 신진 음악가의 경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와 활동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특히 여기에는 합창단과 합창 단체를 마케팅 및 옹호 활동에
있어 지원하게 될 국내 및 국제 청소년 음악 앙상블 졸업생의 경력 진전에 대한 EPIC 데이터
수집 결과가 포함될 것입니다. 이 행사에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더 많은 정보는 여기
(here)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시프트 인클루젼(SHIFT INCLUSION) 시리즈
“조직 내에서 내 위치는 너무 많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차 한 잔을 들고 편안하게 앉아 두번째의 시프트 인클루젼(SHIFT Inclusion) 인터뷰 시리즈로부터
영감을 받으세요. 마리아 한센(Maria Hansen, ELIA – European League of Institutes of
the Arts의 상무이사)이 데이비드 베일(David Baile, ISPA –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Performing Arts의 CEO)과 글로벌 네트워크로서의 활동의 다양한 양상을 통해 공정, 다양성
그리고 포용을 향한 조직의 장기적인 여정에 대해 인터뷰한 것을 보세요.
문화적 분야의 환경과 포용 — 2021 시프트 컨퍼런스
ECA–EC는 시프트 파트너와 슬로베니아 문화 활동을 위한 공공기금(JSKD)이 협업하여 2021년
유로파 칸타트 페스티벌(EUROPA CANTAT Festival 2021)의 일환으로 구성된 온라인 이벤트
(virtual event)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환경의 지속 가능성 및 최고의 포용 사례 등이 주제로
다루어지며 이 주제들은 여러분이 단체의 일상 업무 내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실행하기 위한
최상의 지침을 제공하고 영감을 주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시프트 프로젝트(SHIFT project)는 유럽 음악 위원회(European Music Council)에서 구성하고
유럽 연합의 에라스무스+프로그램(Erasmus+ Programme)이 의해 공동 설립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바랍니다!
리딩 보이시즈(Leading Voices),
성악 및 합창 지도자를 위한 유럽의
날(2022년 7월 27일 – 31일)
합창의 미래를 탐구하세요!
지휘자와 보컬 지도자를 위한 2022
년의 주요 행사인 리딩 보이시즈
(Leading Voices)가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했습니다!
합창계의
세계적인 지도자들과의 고무적인
프로그램을 선보이기 위해 리딩
보이시즈는
액센트(Accent)
를 콘서트의 초대 앙상블로
확정했습니다. 5개 국으로부터
여섯 명의 단원이 모인 이 아카펠라,
클로즈 하모니, 재즈 그룹은 2011
에 온라인으로 만나 함께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5
개의 앨범을 발매하고 유럽, 북미,
아시아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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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다른 추가 항목은 웹사이트(website)를 확인하세요.
리딩 보이시즈는 배우고, 함께 창작하고, 실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합창에 있어 가장
새롭게 전개된 사항들을 하나의 유럽 플랫폼에 모으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선구자들과
저명한 예술가들의 작품을 조명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이 목표를 염두에 두고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기회를 드립니다:
• 예술적 기교 개발
• 내면의 리더를 발견
• 새로운 매니지먼트 방법 배우기
• 교육자로서의 잠재력 발현
• 여러분의 활동을 사회와 연결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드리며 리딩 보이시즈 소식지도 구독(subscribe)해주세요!

미국 합창지휘자 협회(ACDA)
ACDA 지역회의
모든 2022년 ACDA 지역회의의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링크(link)를 통해 지역회의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각 이벤트에 대한 상세정보와 등록으로 연결되는 링크
및 이번 회의에 적용되는 COVID–19에 대한 국가 지침을 볼 수 있습니다.
동부 지역(Eastern Region) (보스턴, 매사추세츠주 Boston, Massachusetts), 2022년 2월 9
일–12일
중서부 지역(Midwestern Region) (시카고, 일리노이주 Chicago, Illinois), 2022년 2월 16
일–19일
남부 지역(Southern Region) (롤리, 노스캐롤라이나주 Raleigh, NC), 2022년 2월 23일–26
일
남서부 지역(Southwestern Region) (리틀록, 아칸소주 Little Rock, Arkansas), 2022년 2
월 28일–3월 3일
서부 지역(Western Region) (롱비치, 캘리포니아주 Long Beach, California), 2022년 3월 2
일–5일
북서부 지역(Northwestern Region) (스포캔, 워싱턴주 Spokane, Washington), 2022년 3
월 9일–12일
ACDA 전국 이벤트
ACDA
어린이
및
지역사회
청소년
합창단
지휘자
수련회
(ACDA Children and Community Youth Choir Conductors' Retreat)(투손, 애리조나주,
2022년 1월 15–16일).
미셸 맥컬리(Michelle McCauley)가 수련회를 지도하며, “현재 아메리카 원주민의 노래
스타일과 이를 어떻게 여러분의 커리큘럼에 적합하게 쓸 것인가”에 대해 강의합니다. 반나절
동안의 사전 이벤트(2022년 1월 14일)에서는 ADEI: 접근성, 다양성, 공평 그리고 포용에 대한
집중 탐구를 합니다. 지금 등록 가능합니다.
합창 연구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International Symposium on Research in Choral Singing)
(온라인, 2022년 4월 29–30일). 제출 마감일인 2021년 11월 20일까지 제안서를 모집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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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CM 회원 소식

IFCM은 국가 단체 카테고리의 새로운 회원을 환영합니다
싱가포르의 소리(Voices of Singapore)
싱가포르의 소리가 다음의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 싱가포르의 소리의 연례 행사
• 개인 및 작은 그룹을 위한 수업
• 홈 바이 싱가포르(Home by Singapore) 온라인 합창단
• 함께 하는 세상(A World Together)
• 한 번의 목소리로(In Once Voice)
연락처: here. 웹사이트: here.
IFCM은 지역 단체 카테고리의 새로운 회원을 환영합니다
그리스 프레베자(Preveza)의 ‘’아르모니아(Armonia)’’ 합창단
연락처: here. 웹사이트: here.
프레베자의 “아르모니아(ARMONIA)’’ 합창단 소식
프레베자의 ‘’아르모니아(Armonia)’’ 합창단이 다음 이벤트를 알려드립니다:
제40회 프레베자 국제 합창제(40th International Choir Festival of Preveza), 2022년 7
월 4일–10일
제26회 프레베자 국제 합창 경연대회(26th International Choir Competition of Preveza),
2022년 7월 7일–10일
제5회 합창 지휘자 세미나(5th Seminar for Choir Conductors), 2022년 7월 4일–6일
제1회 프레베자 합창 작곡 경연대회(1st Choral Composition Competition of Preveza),
신청 마감일: 2022년 1월 7일
제1회 합창 지휘자 경연대회(1st Competition for Choir Directors)
페이스북: Facebook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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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음악 연구회(ARBEITSKREIS MUSIK IN DER JUGEND – AMJ) 소식
청소년 음악 연구회(Arbeitskreis Musik in der Jugend – AMJ)가 2022년 8월 12일부터
21일까지 아름다운 발트해의 우제돔(Usedom)섬에서 다음 국제 청소년 챔버합창단 회의
(International Youth Chamber Choir Meeting)를 개최합니다. 이 축제는 13회를
맞이합니다! 이 축제는 모든 청소년 합창단이 참가할 수 있으며 3개의 아틀리에를 제공합니다.
혼성 청소년 합창단은 세실 마테베–뷔셰(Cécile Mathevet-Bouchet, 프랑스)와 크리스토퍼
홀게르손(Christoffer Holgersson, 스웨덴)이 지도하며 소녀
합창단은 보이쿠 포페스쿠(Voicu Popescu, 루마니아)가 지도합니다.
전 세계의 합창단과 보컬 앙상블은 신청 가능합니다. Applications are open
신청 마감일: 2021년 12월 15일

플로릴레주 보컬 데 투르(FLORILÈGE VOCAL DE TOURS) 소식
제50회 플로릴레주 보컬 데 투르, 프랑스, 2022년 7월 17일 – 19일
프랑스 투르를 주말 동안 합창의 수도로 만들 대회!
이 축제는 합창 유럽 그랑프리(European Grand Prix for Choral Singing)의 일환입니다. 전
세계의 합창단과 보컬 앙상블은 신청 가능합니다. Applications are open
신청 마감일: 2021년 11월 15일
높은 수준의 어린이 및 청소년 합창단을 모집합니다 – 바젤, 스위스
제13회 바젤 유럽 청소년 합창제(European Festival of Youth Choirs Basel)가 2023년 5
월 16일부터 21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이 행사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어린이 및 청소년
합창단을 위한 가장 중요한 모임 중 하나입니다. 2년마다 5월(승천절 주말)에는 유럽 국가의
우수한 합창단 10개, 비유럽 국가의 초청 합창단 1개, 스위스의 선발 합창단 7개팀이 주제별
콘서트, 오찬 콘서트, 일반 대중을 위한 참여 합창(open singing) 세션, 야외 콘서트, 예배 그리고
국가 포트레이트 등의 40개가 넘는 이벤트를 통해 3만명 이상의 관객들을 열광하게 합니다.
클래식 합창곡, 재즈/팝/록 편곡, 민요, 가스펠과 영가, 소리와 동작의 독창적 사용, 전통 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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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포함된 공연들은 모두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합창 전문가와 학생 간의
네트워킹 기회, 합창 지휘 교육 프로젝트, 새로운 합창 음악 개발을 위한 특별 프로젝트 그리고
아마추어 단원들을 위한 활기찬 프로젝트 또한 이 축제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초청
합창단의 모든 비용은 주최측에서 부담합니다.
신청(Application) 마감일: 2022년 1월 31일.
사운드 세계의 융합(MERGING OF SOUND WORLDS):
지휘자 프리더 베르니우스가 이스탄불과 앙카라에서 첫 객원 콘서트를 합니다
독일의 저명한 합창 및 오케스트라 지휘자인 프리더 베르니우스(Frieder Bernius)가 터키
문화관광부의 초청으로 2021년 11월 이스탄불과 앙카라에서 열리는 다양한 콘서트와 문화
행사에 참여합니다. 콘서트의 레퍼토리는 네이(ney), 카만체(kemençe)와 같은 터키
전통악기와 고전 음악 작품을 결합합니다. 터키의 저명한 지휘자인 부락 오누르 에르뎀(Burak
Onur Erdem)과 함께 이 두 아티스트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사운드 세계를 결합한 초연 작품을
공연할 예정입니다. 레조난스(Rezonans), 터키 국립 합창단의 단원들 그리고 재능 있는 젊은
음악가들이 참여하는 이 공연은 터키의 가장 수준 높은 합창 음악을 선보일 것입니다.
또한 음악가들은 공개 리허설 행사에서 마에스트로 프리더 베르니우스를 만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콘서트 프로그램
2021년 11월 14일: 갈라 콘서트, 아타튀르크 문화센터(Atatürk Cultural Center), 이스탄불
2021년 11월 16일: 콘서트, CSO 콘서트홀, 앙카라
웹사이트: https://www.rzns.org
인스타그램: /devletcokseslikorosu & /rezonanskoro
페이스북: /devletcokseslikorosu & /rezonanskoro
유튜브: /devletcokseslikorosu & /rezonanskoro
합창 캐나다 소식
2022년 포디엄(PODIUM) 합창 컨퍼런스 및 축제: 재구상, 재구축, 재연결
2022년 5월 19일 – 23일, 토론토, 온타리오주, 캐나다
상세 정보: www.podium2022.ca
WHAT’S ON IN NOVEMBER AND DECEMBER 2021 IN OUR CHORAL WORLD
30 Oct-7 Nov: 11th World Choir Games, Antwerp, Ghent, Belgium
https://www.interkultur.com/
11-14 Nov: 15th Rimini International Choral Competition ONLINE
https://www.riminichoral.it
11-15 Nov: JSFest International Choral Competition, Turku, Finland
https://www.jsfestcompetition.com
12-14 Nov: 16th International Warsaw Choir Festival Varsovia Cantat, Poland —
http://www.krakowchoirfestival.pl
18-28 Nov: 39th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of Karditsa, Greece —
http://festivalofkarditsa.blogspot.gr/
25-29 Nov: 2nd International Choir Festival Melodromos, Thessaloniki, Greece
https://diavloslink.gr/
26-30 Nov: Misatango Choir Festival Vienna, Austria — http://www.misatango.com
26-28 Nov: Deutsche Chormeisterschaft 2021, Koblenz, Germany
https://www.interkultu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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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Dec-2 Jan: Corsham Winter School, UK — http://www.lacock.org
2-5 Dec: International Festival of Advent and Christmas Music, Bratislava, Slovak Republic
—
https://www.choral-music.sk
3-5 Dec: 11th Krakow Advent and Christmas Choir Festival, Poland —
http://krakow.christmasfestival.pl
유럽 합창 협회–유로파 칸타트(European Choral Association–Europa Cantat)에서 만든 합창
행사일정(Calendar of Choral Activities)과 미국 합창지휘자 협회(American Choral Director
Association) ACDA의 네트워크인 코랄넷(ChoralNet)을 방문하여 다가오는 합창행사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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