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봉사자가 합창세계를 연결한다” 

다음 IFCM총회 초청, 마카오(SAR), 2015년 11월 14일, 회의자료는 아래에 

http://ifcm.net/wp-‐content/uploads/2015/09/IFCM-‐WCE_20151112-‐Announcement-‐GeneralAssembly.pdf 	  
	  

제 11 회 	   세계합창심포지엄 	   웹사이트가 	   오픈되었습니다 !	  
http://www.wscm11.cat/	  

Watch	  the	  video	  on	  Youtube	  

합창단 모집 

제 11 회 세계합창심포지엄, 스페인 바르셀로나, 2017 년 7 월 22 일-29 일 
다음 IFCM 세계합창심포지엄은 웅장한 도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열립니다. “평화의 컬러”란 주제 아래, 

IFCM 세계합창심포지엄의 콘서트 연주 참가 지원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연주회장은 너무나 유명한 

Sagrada Família 와 Auditori, Palau de la Música Catalana 그리고 바르셀로나 시민회관 등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합창단 신청마감일은 2015 년 11 월 1 일입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 Download the Application for Performance here	   	  
  

발표자 모집 

제 11 회 세계합창심포지엄, 스페인 바르셀로나, 2017 년 7 월 22 일-29 일  

발표자와 강연자의 마감일 : 2015 년 12 월 1 일 

여러분의 합창 지식과 전문 지식을 지구촌의 광범위한 WSCM 관중들과 나눕시다. 지금 신청하세요! 

신청서 다운로드 : Download the Application for Lectures/Workshops here 

상세정보 : WSCM11: www.ifcm.net 

 

IFCM 세계 합창 엑스포, 마카오, 2015년 11월 12일-15일 	  
IFCM 세계 합창 엑스포 2015는 연령과 기술적 레벨에 상관없이 아태지역 및 전 세계의 합창인과 지휘자 

그리고 작곡가를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혁신적 이벤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국제합창총연맹(IFCM)과 

아태지역 합창협의회(APCC), 마카오 합창예술협회, 중국문화협회, 중국합창협회(CCA), 관동합창협회와 

마카오 합창협회 집행부의 협력 사업입니다. IFCM 세계 합창 엑스포는 놓치기 아까운 합창이벤트가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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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fcm.net/wp-content/uploads/2015/09/IFCM-WCE_20151112-Announcement-GeneralAssembly.pdf
https://www.youtube.com/watch?t=33&v=3MqL6bhyRjo
http://ifcm.net/wp-content/uploads/2015/04/WSCM11_App4Performance.pdf
http://ifcm.net/wp-content/uploads/2015/04/WSCM11_Call4LecturesWorkshops.pdf


위해 모양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요약 

이 이벤트는 네 개의 병행되는 파트로 마카오에서 진행 됩니다 :                                              

1. 마스터 클래스 부분 - 심포지엄 형식의 마스터 클래스 시리즈, 프레젠테이션, 강의, 컨설턴트                    

2. 두 섹션의 경연대회 - A 는 특정 지정곡 경연, B 는 자유곡 경연,                                     

3. 초청합창단의 연주와 발표,                                                            

4. 음악업계와 출판사, 합창단과 합창단체들을 위한 종합전시,                                         

상세정보 : www.worldchoralexpo.com 

	  
헝가리 패치에서 IFCM 모임과 노엘  미네(NOËL MINET)의 시상식 파티가 열렸다. 

헝가리 페치(Pécs)에서 국제합창연맹(IFCM)의 

집행위원회 및 이사회의가 열리도록 도움을 준 

유럽 합창 협회-Europa Cantat에게 감사 

드립니다. 이번 모임은 IFCM의 오랜 친구이며 

후원자이자 전 IFCM 이사였으며 벨기에 

IFCM의 실제 법정 대리인인 노엘 미네(Noël 

Minet)씨를 축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IFCM 회장 Michael J. Anderson는 연설에서 

나무르(Namur) ICCM이 존립을 위해 싸우던 

마지막 단계에서 노엘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그 이 후 IFCM에 대한 그의 

지원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다시 한 번 

상기시켰습니다. 그 공로의 표시로 노엘은 

크리스탈 상패를 받았고 매우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또한 그는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다음 심포지엄의 스태프들에게 그들이 

2003년의 바르셀로나 Europa Cantat를 얼마나 훌륭하게 해냈으며 또한 얼마나 효과적으로 다음 심포지엄을 

준비하고 있는지 언급하며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제안서 모집 

2020 년 제 12 회 세계합창심포지엄   
개최지는 어디가 될까요? 

지금 제안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2020년에 어디에 있게 될까요? 그곳은 제12회 세계합창심포지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개최지는 어디가 될까요? 여러분의 나라나 여러분의 도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정 : 

! 2015년 12월 31일 : 최초 제안서 신청마감. 

! 2016년 3월 : 선발 후보자 제안서 공지. 

! 2016년 4월 : IFCM 이사회에 선발 후보자 제안서 제출. 

! 2016년 5월 : 2020년 세계합창심포지엄 최종 개최지 공고. 

조직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 Download the Organizational Guidelines here 

신청서는 IFCM에 이메일로 보내셔야 하며 주소는 office@ifcm.net입니다. 

(온라인 신청서는 곧 www.ifcm.net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IFCM 창설멤버로부터의 소식 

미국 합창디렉터 협회 AMERICAN CHORAL DIRECTORS ASSOCIAT ION (ACDA) 

현대 작곡 - 미국 NDSU 합창 심포지엄, 2015년 10월 22일-24일, Fargo, 미국  
작곡가, 지휘자이자 강사인 Eric Whitacre가 그의 음악을 소개하고 NDSU 합창 앙상블과 함께 작업하는 

심포지엄을 3일간 엽니다. 주제는 위임, 출판, 2차 공연, 작곡 경연 및 프로그래밍 등입니다. 초빙된 

발표자는 국내 및 국제적으로 알려진 작곡가들입니다.  

연락처 : 공연 예술 학부, 미국 노스 다코타 주립 대학.  

상세 정보 : http://www.ndsu.edu/performingarts/choralsymposium/Contemporary_Composition/index.html 

 

http://ifcm.net/wp-content/uploads/2015/04/IFCM-12WSCM-Guidelines_20140901.pdf
https://www.ndsu.edu/performingarts/choralsymposium/Contemporary_Composition/index.html


2016 ACDA 어린이 합창단의 연수회가 2016년 1월 16일에서 17일 미국 뉴저지 

모리스타운(Morristown)에서 열립니다. 

www.acda.org 

	  
ACDA 미국지역별  회의 	  
미국합창지휘자협회는 2015 년 2 월부터 3월까지 7 개의 지역별 분과회의를 가집니다. 이 이벤트는 100 여 

회의 합창연주회와 흥미로운 세션 발표를 제공할 것입니다.  

구체적 회의 내용 : 

• 중앙 본부(시카고, 일리노이), 2 월 24 일에서 27 일까지 

• 동부(보스턴, 메사추세츠), 2 월 10 일부터 14 일까지 

• 북중부(수 폴스, 사우스 다코타), 2 월 17 일부터 20 일까지 

• 북서부(시애틀, 워싱턴), 3월 2 일부터 6일까지 

• 남부(채터누가, 테네시), 3월 9 일부터 12 일까지 

• 남서부(캔자스시티, 미주리), 3월 8일에서 12 일까지 

• 남부(패서디나, 캘리포니아), 2 월 23일에서 28일까지 

상세한 정보는 www.acda.org의 Conferences 페이지를 방문하세요. 

 

AMERICA CANTAT 8  

미국 음악에 푹 빠져보세요! 2016년 8월 21일부터 31일까지 바하마 나소(Nassau, Bahamas)의 아틀란티스 

파라다이스 아일랜드에서 열리는 북미, 중미와 남미 음악을 축하하는 비경쟁 국제 합창 축제에 참가하세요. 

등록하고 참가비 전액을 지불한 선착순 500명에게는 America Cantat 8의 등록비를 50달러 할인해 드리며 

다른 특별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정보 : http://america-cantat-8.org/registration/ 
	  
	  

America	  Cantat	  8 
2016년 	   8월 	   21일 	   -‐	  31일 	   	  
바하마 ,	   나소(Nassau, Bahamas) 	  
ac8@acda.org	   	   	  
america-‐cantat.org	   	  
	  
 	  

북유럽  합창포럼(NORDISK KORFORUM) 소식  

제 16 회 Nordklang 축제가 2016년 8월 3일부터 7 일까지 핀란드 투르쿠(Turku)에서 개최됩니다. 

프로그램과 참가자 또는 신청 방법의 업데이트된 정보를 보시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해주세요. 

http://www.nordklang.fi/ 또는 the Facebook page 사전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here)를	  확인하세요. 
	  
단신 – 회원들 소식 
부고 : T IAN YU BIN  

중국합창연합회장인 Tian Yu Bin씨가 71세의 나이로 지난 7월 말 고인이 되었습니다. Yu Bin은 매우 영향력 

있는 합창 지휘자였으며 중국에서 명성 있는 바리톤 성악가였습니다. 우리는 합창 음악에 대한 그의 평생의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오늘의 중국 IFCM 창설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준 것에 감사드립니다. 

평안히 쉬세요, Tian Yu Bin. http://www.cca135.com/ 

 

부고-KENNETH JENN INGS 1925 - 2015 

“오늘 Kenneth Jennings가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면서 합창음악계는 한 거인을 잃었다. 세인트 

올라프(St. Olaf) 대학에서의 37년 임기 동안 - 마지막 22년은 세인트 올라프 합창단(St. Olaf Choir)의 

지휘자였다 – 그는 유능한 아티스트로서 명성을 확고히 하였다. 우리는 큰 사랑과 존경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합창음악계에 가져다 준 아름다움에 대한 감사함과 함께 영원히 그를 기억할 것이다."  

안톤 암스토롱(Anton Armstrong) 

 

회원으로부터의 소식 

세계 청소년 어린이 합창단의 예술가 연합회(The World Youth and Children Choral Artists’ Association)가 

Leon Shiu-wai TONG에 의해 홍콩에서 정식으로 등록된 조직으로 설립 되었으며 현재 비영리 단체로 

등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열린 첫 이사회에서 목표와 임명에 대해 논의하여 승인 되었습니다. 

상세 정보 : info.wyccaa@gmail.com (웹사이트는 현재 구축 중입니다). 

http://america-cantat-8.org/registration/
https://www.lyyti.fi/group/Nordklang_2016_ennakkoilmoittautuminen_8054/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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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IFCM 의 슬로건을 기억해주시고 참여해주세요.	  
	  
WHAT’S	  ON	  IN	  OUR	  CHORAL	  WORLD	  IN	  SEPTEMBER	  2015	  
3-‐5	  :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La	  Nuit	  des	  Chœurs,	  Kinshasa,	  République	  Démocratique	  du	  Congo	  -‐	  
axiologique.communication@gmail.com	  
6-‐11	  :	  Trogir	  Music	  Week,	  Croatia	  -‐	  www.lacock.org	  
9-‐13	  :	  International	  festival	  of	  choirs	  and	  orchestras	  in	  Vienna,	  Austria	  -‐	  www.mrf-‐
musicfestivals.com/international-‐festival-‐of-‐choirs-‐and-‐orchestras-‐in-‐vienna-‐austria.phtml?wmf	  
9-‐13	  :	  17th	  EUROTREFF	  2015,	  Wolfenbüttel,	  Germany	  -‐	  www.amj-‐musik.de/eurotreff2015	  
10	  Sep	  :	  Catalunya	  Prizes	  for	  Choral	  Compositions	  2015,	  Barcelona,	  Spain	  -‐	  
http://www.fcec.cat/noticies/PremisCatalunya2015/VIPremisCompFCECEng.pdf	  
10-‐13,	  17-‐20,	  24-‐27	  :	  International	  Festival	  Concordia	  Vocis,	  Cagliari,	  Italy	  -‐	  www.concordiavocis.it	  
15-‐20	  :	  5th	  International	  Choir	  Competition	  and	  Festival	  Canco	  Mediterrania,	  Barcelona	  &	  Lloret	  de	  Mar,	  Spain	  
-‐	  www.serrabrava.eu	  
15-‐20	  :	  11th	  Trelew	  International	  Choral	  Competition	  -‐	  20th	  Anniversary,	  Trelew,	  Chubut,	  Patagonia,	  Argentina	  
-‐	  www.fundacioncic.org	  
19-‐26	  :	  The	  Voice	  of	  Wealth,	  Lloret	  de	  Mar,	  Spain	  -‐	  http://monolitfestivals.com/	  
21	  Sep-‐2	  Oct	  :	  4th	  Choral	  Festival	  for	  Peace,	  Abuja,	  Nigeria	  -‐	  afncnigeria@gmail.com 
21-‐26	  :	  4th	  International	  Choir	  Festival	  Music	  and	  Sea,	  Paralia,	  Greece	  -‐	  www.magculture.mk	  
22-‐25	  :	  The	  Inaugural	  London	  International	  A	  Cappella	  Choir	  Competition,	  St	  John’s	  Smith	  Square,	  London,	  
United	  Kingdom	  -‐	  www.sjss.org.uk	  
24-‐27	  :	  Rimini	  International	  Choral	  Competition,	  Rimini,	  Italy	  -‐	  www.riminichoral.it	  
30	  Sep	  :	  International	  Video	  Competition	  for	  Treble	  and	  Women's	  Choirs,	  Germany	  -‐	  www.wac-‐contest.eu	  
30	  Sep-‐4	  Oct	  :	  Cracovia	  Music	  Festival	  2015,	  Cracow,	  Poland	  -‐	  https://www.mrf-‐
musicfestivals.com/international-‐festival-‐of-‐choirs-‐and-‐orchestras-‐in-‐cracow-‐poland.phtml	  
30	  Sep-‐4	  Oct	  :	  1st	  International	  Choir	  Choir	  Festival	  Puccini	  2015,	  Torre	  del	  Lago,	  Italy	  -‐	  www.interkultu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