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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들이 세계를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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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Spanish	–	en	español	
In	German	-	auf	Deutsch	
In	Italian	-	in	italiano	

In	Japanese	-	日本語で	
In	Korean	-	한국어로

	
2016 년 8 월 5 일 핀란드 투르쿠에서 열리는 IFCM 총회에 초대합니다. 안건은 여기에(HERE) 

	

제 11 회 합창 심포지엄 소식 

다음 세계 합창 심포지엄에 선택된 참가 합창단을 발표합니다.  제 11 회 세계 

합창심포지엄은 2017 년 7 월 22 일 부터 29일 까지 바르셀로나에서 개최합니다!  

달력에 기록해 두세요! 
Aleron — 필리핀 (TTB) 

지휘자 : Christopher Ong Arceo 

Ansan City Choir — 대한민국 (SSA) 

지휘자 : Shin-Hwa Park 

Cor Infanti l Amics de la Unió — 스페인, 카탈로니아 (SSA) 

지휘자 : Josep Vila Jover 

Cor Vivaldi— 스페인, 카탈로니아 (SSA) 

지휘자 : Òscar Boada 

Dopplers — 덴마크 (SATB) 

지휘자 : Astrid Vang-Pedersen 

Elektra Women’s Choir —캐나다 (SSA) 

지휘자 : Morna Edmundson 

Ensemble Vine — 일본 (SATB) 

지휘자 : Keishi Ito 

Estudio Coral Meridies — 아르헨티나 (SATB) 

지휘자 : Virginia bono 

KammerChor Saarbrücken — 독일 (SATB) 

지휘자 : Georg Grün 

KUP taldea — 스페인, 바스크 (SATB) 

지휘자 : Gabriel Baltes 

New Dublin Voices — 아일랜드 (SATB) 

지휘자 : Bernie Sherlock 

Riga Cathedral Girls’ Choir TIARA — 라트비아 (SSA) 

지휘자 : Aira Birzina 

Salt Lake Vocal Artists — 미국 (SATB) 

지휘자 : Brady Allred 

Sonux Ensemble — 독일 (TTB) 

지휘자 : Hans-Joachim Lustig 

St Jacobs Vokalensemble — 스웨덴 (SATB) 

지휘자 : Mikael Wedar 

St. Stanislav Girls’ Choir Ljubljana — 슬로베니아 (SSA) 

지휘자 : Helena Fojkar Zupanc ̌ic ̌ 
Tajimi Choir — 일본 (SSA) 

지휘자 : Yoko Tsuge 

The Rose Ensemble — 미국 (SATB) 

지휘자 : Jordan Sramek 

Toronto Children’s Chorus — 캐나다 (SSA) 

지휘자 : Elise Bradley 

University of Pretoria Camerata — 남아프리카공화국 (SATB) 

지휘자 : Michael Barrett 

Vocal Art Ensemble of Sweden (SATB) 

지휘자 : Jan Yngwe 

Westminster Choir College of Rider University — 미국 (SATB) 

지휘자 : Joe Miller 

Wishful Singing — 네덜란드 (SSA) 

Youth Choir Cantemus — 몰도바 (SSA) 

지휘자 : Denis Ceausov 

선발 합창단에 대한 상세정보 : http://www.wscm11.cat/#!choirs/c1bh2 

http://www.ifcm.net/public/enews/2016-05/IFCM_eNEWS_2016-5_Chinese.pdf
http://www.ifcm.net/public/enews/2016-05/IFCM_eNEWS_2016-5_English.pdf
http://www.ifcm.net/public/enews/2016-05/IFCM_eNEWS_2016-5_French.pdf
http://www.ifcm.net/public/enews/2016-05/IFCM_eNEWS_2016-5_Spanish.pdf
http://www.ifcm.net/public/enews/2016-05/IFCM_eNEWS_2016-5_German.pdf
http://www.ifcm.net/public/enews/2016-05/IFCM_eNEWS_2016-5_Italian.pdf
http://www.ifcm.net/public/enews/2016-05/IFCM_eNEWS_2016-5_Japanese.pdf
http://www.ifcm.net/public/enews/2016-05/IFCM_eNEWS_2016-5_Korean.pdf
http://ifcm.net/wp-content/uploads/2016/04/IFCM-WCE_20160805-Announcement-GeneralAssembly1.pdf
http://www.wscm11.cat/#!choirs/c1b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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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친애하는 독자여러분 : 바르셀로나 WSCM11에 선발된 남아공 합창단은 Pretoria Camerata(프리토리아 카메라타) 대학의 

합창단입니다. 지난호  IFCMeNEWS에 이름을 잘못 게시한 점 사과 드립니다.  

합창단의 간단한 프리젠테이션은 여기에(here). 

 

WSCM11 웹사이트 : http://www.wscm11.cat/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wscm11bcn/ 

트위터 : https://twitter.com/simposibcn 

 

IFCM 의 새로운 서비스 확인해보셨습니까? 

그 중에서 Choirs Connection 을 열어보세요 : http://ifcm.net/service-2/conductor-connection/

 

세계 청소년 합창단 2016년도 세션 

세계 청소년 합창단 재단(IFCM / ECA-EC / JMI)는 2016 년 세계 청소년 합창단 세션을 발표 합니다! 

Filippo Maria Bressan(이탈리아)가 이끌어온 이 세션은 독일 Jeunesses Musicales 의 지원을 받아 Jeunesses 

Musicales International 과 세계 청소년 합창 재단 및 이 합창단의 세 명의 후원자들에 의해 조직 되었습니다. 리허설 

캠프는 독일의 바이케르샤임(Weikersheim)에서 7 월 13일부터 24일까지 열리며 이어서 독일과 벨기에에서 7 월 24일에 

시작하여 8 월 2 일까지 순회연주를 합니다(정확한 콘서트 일정은 곧 확정됩니다).  

http://www.worldyouthchoir.org 

https://www.facebook.com/worldyouthchoir 

	
IFCM 창설회원 소식 
NORDKLANG 16, 2016 년 8 월 3 일 - 7 일, 핀란드 투르쿠(Turuku, Finland) 

Nordklang축제는 북유럽합창포럼의 산하로 매 3년마다 북유럽국가에서 차례로 열리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모든 

북유럽나라들의 합창인 들이 함께 모여 노래하고 배우고 정보를 나눕니다. Nordklang16 은 다양한 합창단의 단원들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워크숍을 제공합니다. 

마드리갈(Madrigals-무반주합창)과 팝 편곡(청소년 혼성) - Timo Lehtovaara (중급에서 고급레벨) 

17 세기와 20 세기에 이르는 엔터테인먼트! 핀란드의 지휘자 및 음악 교육자 Timo Lehtovaara 의 지도로  Monteverdi의 

마드리갈 곡들을 오리지널과 팝 편곡(콜드플레이, 뮤, 비욕)의 두 가지 버전으로 노래합니다. 이 워크숍은 특별히 청소년 

http://ifcm.net/news-from-the-11th-world-symposium-on-choral-music-3/
http://www.wscm11.cat/
https://www.facebook.com/wscm11bcn/
https://twitter.com/simposibcn
http://ifcm.net/service-2/conductor-connection/
https://www.facebook.com/worldyouthchoir
http://www.europeanchoralassociation.org/publications-press/news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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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창단원 및 젊은 성인(혼성)을 대상으로 합니다. 

Timo Lehtovaara(1965년 출생)는 음악 교사 및 합창 지휘자 교육을 받았고 지휘자, 음악가, 편곡가 및 

다양한 클래식 음악과 민족음악, 대중 음악 프로젝트의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여름강습회와 투르쿠(Turku) 및 탐페르(Tampere) 의 음악원, 시벨리우스 아카데미 음악교육과에서 합창 

지휘법과 편곡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많은 합창단을 지휘했습니다 : Kampin Laulu, Chorus Cantorum Finlandiae, Laulun Ystävät, the 

symphonic choir Chorus Catedralis Aboensis, the chamber choir Cappella Cathedralsis Turku 등. 

그리고 Estonian Male Choir RAM, Umo Jazz Orchestra, Jyväskylä Big Band의 객원지휘자로도 

활동했습니다. 또한 합창단, 중창단, 오케스트라 및 관혁악단을 위한 편곡작업을 했습니다.  

그는 2007년 탐페르 보컬 뮤직 페스티벌(Tampere Vocal Music Festival )의 예술 디자이너를 맡았고, 

2013년부터  핀란드 아마추어 음악가 협회의 예술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핀란드의 

올해의 지휘자상을 수상했습니다. 

 

경계 없는 음악(청소년 SSAA) - Susanna Lindmark (초급에서 중급레벨)  

이	워크샵에서는	음악의	경계는	없습니다!	세계	곳곳의	민속음악이	즉흥연주,	
사회운동,	요이크(yoik	–핀란드	전통성가)	그리고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음악과	
혼합됩니다.	작곡가이며 Arctic Light Girls’ Choir의 지휘자인 Susanna  

Lindmark는 이 상호 창조적인 워크숍으로 여러분을 이끌 것이며 이 워크숍에서 

여러분은 각자의 창의성을 합창에 발휘하고, 음악을 만들고 시각적 표현을 하는 

흥미로운 방법들을 탐구하게 될 것입니다. Arctic Light Girls’ Choir(스웨덴)의 

지휘자이며 설립자인 Susanna Lindmark는 스톡홀름의 Nacka 음악원에서 지휘자 

및 성악 교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Piteå의 Luleå 대학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합창단의 교수법과 성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녀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북극권 

합창단과 연주했고, 2012년에는 Piteå 문화상을 수상했으며, 그녀의 합창단과 함께 2010년 "스웨덴의 올해의 

합창단상"을 비롯하여 많은 국내 및 국제 합창상을 수상 했습니다. 

Susanna Lindmark는 클래식 음악에 그녀의 음악적 뿌리를 두고 있지만 세계 곳곳의 민속 음악에서 영감을 얻고 있으며, 

또한 관객에게 다가가고 새로운 무대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즉흥 무대, 사회운동과 예술 등의 색다른 형식의 공연 

예술에서도 영감을 얻습니다. 그녀는 또한 동성합창 및 혼성합창 작곡가이며 " Song of Hope"는 국제적 상을 

수상했습니다. 

 

Nordklang 16 등록 : http://www.nordklang.fi 

	
유럽합창협회 - EUROPA CANTAT 

유럽 합창의 업데이트된 소식을 원하십니까?  

유럽 합창 협회-EUROPA CANTAT 의 최신 뉴스를 받으세요. 

무료 뉴스레터에 가입하세요. free newsletter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팔로우 해주세요.	Facebook 과 Twitter 

 

A COEUR JOIE INTERNATIONAL (국제 기쁜 마음회) 

제 22 회 Choralies Festival, 베종 라 로멘(Vaison-la-Romaine, 프랑스 프로방스), 2016 8 월 3 일 – 11 일 

6000 명의 합창 인들이 베종 라 로멘에서 만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래 할 것입니다. 

상세 정보 및 온라인 등록 신청서 : http://www.choralies.fr/영문 안내 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연락처 : inscriptions@choralies.fr , www.facebook.com/choralies.vaisonlaromaine 

 

제 1 회 AFRICA CANTAT(아프리카 칸타트), Kinshasa(콩고 민주 공화국, 킨샤사), 2017 년 8 월 6 일 – 

12 일 

콩고 합창음악 연맹과 IFCM, A Coeur Joie International, Europa Cantat 의 지원으로 아프리카 합창음악 연맹(ACCM)이 

구성하는 이 페스티벌은 아프리카의 합창 유산의 풍요한 가치를 발견하고 교환하는 이상적인 교차로가 될 것입니다.    

http://www.nordklang.fi/
http://www.europeanchoralassociation.org/publications-press/newsletter/
https://www.facebook.com/EuropeanChoralAssociation/
https://twitter.com/ECA_EC
https://www.facebook.com/choralies.vaisonlaromaine
http://choralies.fr/
mailto:inscriptions@choralies.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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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는 세계 각 국의 합창단, 합창 지휘자 및 강사들을 대륙의 심장에서 맞이하여 따뜻한 환대 및 아프리카의 리듬과 

컬러를 공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곧 온라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미국합창지휘자 연합회 – ACDA 

AMERICA CANTAT 8 

모든 합창인들을 환영합니다! America Cantat 8 의 등록이 진행 중입니다. 미국 합창지휘자 협회는 2016 년 8 월 21 일 

부터 31 일까지 바하마 나소(Nassau, Bahamas)에서 10 일간 열리게 될 노래하고 배우고 미국 합창음악을 축하하는 

합창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아직 워크숍과 개별 참가자를 위한 마스터 클래스, 합창단과 작은 합창단의 연주회에 

신청 가능합니다. 오늘 등록하시고 예약하세요! 성인 $230, 17 세 이하 어린이 $50 입니다(등록비는 5 월 31 일 이 후 

인상됩니다). 세계적 수준의 초강사와 초청 합창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erica-cantat.org를 방문하거나 페스티벌 

감독 Eden Badgett 의 이메일 badgett@acda.org 로 연락하세요	
	

단신  – 회원들 소식 

나폴리 13000 명 합창단 A CHOIR OF 13000 VOICES IN NAPLES 

2016 년 4월 9 일 나폴리에서 놀라운 합창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이탈리아 각 지역에서 온 13000 명의  젊은 학생들이 

나폴리시의 주광장 중 한 곳에 모여 San Pietro a Majella 음악원 오케스트라와 함께 다성음악곡을 노래하였습니다. 

콘서트 타이틀은 "Piazza Incantata(매혹의 광장)"으로 헨델(Haendel), 베르디(Verdi), 모차르트(Mozart), 샤르팡티에 

(Charpentier) 및 디 카푸아(Di Capua)와 비틀즈(the Beatles) 같은 현대 작곡가의 작품도 프로그램에 포함했습니다. 

합창단원은 이탈리아 17 개 지역의 346 개 고등학교 합창단원들이었습니다. 이 행사는 캄파니아(Campania) 지역 

합창협회(ARCC) 및 이탈리아 국립 및 지역 합창 협회(Feniarco)의 협력으로 교육청과 캄파니아 지역 관광부, 나폴리 

자치 단체, 국립 텔레비전 네트워크(RAI)에 의해 조직되었습니다. 요약 내용과 콘서트 사진은 여기에(HERE). 
 

부음 - DR. RALPH MORTON, 오르간 연주자, 지휘자, 작곡가이자 주요 호주 출판사인 Morton Music 의 공동 설립자 

Ralph Morton 이 슬프게도 2016 년 2 월 20 일에 영민하였습니다. Ralph Morton 은 호주 및 해외에서 호주 음악의 개발 

및 홍보에 있어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호주의 모든 중요한 합창 음악과 교회 음악 단체의 지칠 줄 모르는 

멤버로서 그는 2010 년 ANCA 의 평생회원으로 입회했습니다. 진정한 신사이며 현명한 합창 학자이고 합창 음악의 관대 

한 기획자였던 그를 호주 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슬픈 마음으로 그리워할 것입니다. 평안히 잠드소서. 

 

KARMINA Š ILEC 수상   

슬로베니아 작곡가이자 지휘자인 Karmina Šilec 이 30 개 부문에서 수 백 편의 오페라와, 발레, 연극 작품이 경쟁하는 

가장 권위 있는 Festivalin Moscow 공연 예술상 중 하나인 Golden Mask 에서 수상했습니다. Karmina Šilec 은 2015 년 

러시아에서 발표한 “When the mountain changed its clothing” 작품으로 '최고 외국작품상'을 받았고 리투아니아 국립 

드라마 극장의 Boris Godunov 의 연극 작품과 공동 수상했습니다. 

상세정보 : http://www.carmina-slovenica.si/en/news/golden-mask_1/ 

 

제 13 회 중국 국제 합창 축제, 2016 년 7 월 26 일 – 8 월 4 일, 베이징, 중국   

베이징에 오셔서 세계의 노래를 들으세요. 인민 대회당에서의 개막식, IFCM 합창 교육 컨퍼런스, 심사위원들의 미팅, 

12 개 카테고리의 5 일간의 합창 경연대회, 합창 교환 프로그램, 높은 수준의 공연, 새로운 합창곡의 콘서트, 마스터 

클래스, 워크샵, 훈련 캠프, 합창 클럽, 합창 공공 행사 및 자선 이벤트, 콘서트 투어, 관광(만리장성, 천단, 고궁 박물관), 

광장 연주 그리고 시상식과 폐회식으로 구성됩니다. 

연락처 : cicfbjf@163.com , 상세정보 HERE 

 

ICB, the IFCMeNEWS, www.ifcm.net, http://icb.ifcm.net/에서 합창이벤트를  홍보하세요 

이제 www.IFCM.net 및 ICB.IFCM.net 그리고 월간 IFCMeNEWS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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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america-cantat-8.org/
mailto:badgett@acda.org
http://www.lapiazzaincantata.it/p.aspx?t=home
http://www.carmina-slovenica.si/en/news/golden-mask_1/
mailto:cicfbjf@163.com
http://wwwcicfbj.ztouch-make-hn-16233.shushang-z.cn/
http://ifcm.net/
http://ifcm.net/
http://icb.ifcm.net
http://icb.ifcm.net
http://ifcm.net/wp-content/uploads/2013/09/Reserve_A_Space_20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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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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IFCM 의 슬로건을 기억해주시고 참여해주세요. 

 

여러분의 중요한 합창소식을 세계와  나누세요 

IFCMeNEWS 는 여러분 나라의 새로운 소식을 우리의 국제 합창계와 공유하고 싶습니다. 국제적인 관심을 끌만한 

소식이나 사진이 있으면 IFCM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IFCMeNEWS 의 새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세요. IFCM 회원은 

제출비가 무료입니다.  

	
WHAT’S	ON	IN	OUR	CHORAL	WORLD	IN	MAY	AND	JUNE	2016	
1-3	Apr	:	19th	International	Festival	of	Children's	and	Young	Choirs	Rainbow,	St.	Petersburg,	Russian	Federation	-	
www.petersburgfestival.com	
1-4	May	:	World	of	Choirs,	Italy	-	www.fiestalonia.net	
1-6	May	:	Sea	Sun	Festival	&	Competition,	Costa	Brava,	Spain	-	www.fiestalonia.net	
1-5	May	:	14th	Venezia	in	Musica,	International	Choir	Competition	and	Festival,	Venice	and	Caorle,	Italy	-	www.meeting-music.com	
4-8	May	:	Sing'n'Joy	Vienna	2016	3rd	Choir	Festival	&	30th	International	Franz	Schubert	Choir	Competition,	Austria	-	
www.interkultur.com	
4-8	May	:	Costa	Barcelona	Music	Festival,	Spain	-	www.mrf-musicfestivals.com	
4-8	May	:	10th	European	Festival	of	Youth	Choirs,	Basel,	Switzerland	-	www.ejcf.ch	
4-8	May	:	16th	International	Julio	Villarroel	Choir	Festival,	Margarita	Island,	Venezuela	-	luisglines@gmail.com	
4-8	May	:	International	Festival	of	Choral	Singing	Nancy	Voix	du	Monde,	Nancy,	France	-	www.chantchoral.org	
5-6	May	:	Queen	of	the	Adriatic	Sea	Choral	Festival	and	Competition,	Cattolica,	Italy	-	www.queenchoralfestival.org	
5-8	May	&	9-12	:	FAKS	Sings	2016	(Amateur	Cultural	Creation	Festival),	Rovinj,	Croatia	-	http://festivalistra.com/en/	
6-8	May	:	Sing	Along	Concert	in	Vienna,	Austria	-	www.interkultur.com	
6-8	May	:	26th	World	Choir	Festival	on	Musical,	Thessaloniki,	Greece	-	www.xorodiakorais.com	
12-15	May	:	ON	STAGE	with	Interkultur	in	Stockholm,	Sweden	-	http://onstage.interkultur.com/	
12-15	May	:	6th	Kaunas	Cantat	International	Choir	Festival	and	Competition,	Kaunas,	Lithuania	-	www.kaunascantat.lt	
13-18	May	:	Musica	Sacra	International	Festival,	Marktoberdorf,	Germany	-	www.modfestivals.org	
14-17	May	:	Voices	for	Peace	Choir	Project	at	the	Festival	Musica	Sacra	International,	Marktoberdorf,	Germany	-	
www.modfestivals.org/projektchor2016	
18-22	May	:	12th	International	Choir	Festival	Mundus	Cantat,	Sopot,	Poland	-	www.munduscantat.pl	
19-22	May	:	4th	Vándor-Révész	Festival	and	2nd	Choral	Competition	of	Budapest,	Hungary	-	http://fesztival.vandorkorus.hu/	
19-21	May	:	Bach	Music	Festival,	Beijing,	China	-	www.volkskultur-de.org	
19-22	May	:	2016	Podium,	Igniting	Ideas,	Sharing	Voices,	Edmonton	AB,	Canada	-	www.podiumconference.ca	
19-23	May	:	Festival	Filadelfia	2016,	Filadelfia,	Italy	-	www.associazione-melody.com	
19-22	May	:	6th	Šiauliai	Cantat	International	Choir	Festival	and	Competition,	Šiauliai,	Lithuania	-	www.kaunascantat.lt	
19-22	May	:	International	Choir	Competition	Zadar	Croatia,	Zadar,	Croatia	-	www.zadarchoirs.com/en/	
21	May	:	Côr	World	Choir,	Cardiff,	Wales,	United	Kingdom	-	www.corworldchoir.com	
23-28	May	:	Budapest/Vienna	Choir	Festival,	Hungary/Austria	-	www.KIconcerts.com	
25-29	May	:	Mayo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Ireland	-	www.mayochoral.com	
25-29	May	:	Venezia	Music	Festival	2016,	Italy	-	www.mrf-musicfestivals.com	
25-29	May	:	11th	Festa	Choralis	Bratislava,	Bratislava,	Slovak	Republic	-	www.festamusicale.com/eng/festa-choralis-bratislava-2016	
25-29	May	:	4th	International	Children	Choir	Festival,	Cozumel,	Mexico	-	www.cozumelparks.com	
25-29	May	:	International	Choir	Festival	Corearte	Senior	2016,	Island	of	Tenerife,	Canary	Islands,	Spain	-	www.corearte.es	
26-29	:	ON	STAGE	with	Interkultur	in	Florence,	Italy	-	http://onstage.interkultur.com/	
26-29	May	:	Deutsches	Chorfest,	Stuttgart,	Germany	-	https://www.chorfest.de/english/	
27-29	May	:	45th	International	Competition	Florilège	Vocal	de	Tours,	France	-	www.florilegevocal.com	
27-28	May	:	17th	Fort	Worden	Children's	Choir	Festival,	Port	Townsend	WA,	USA	-	www.fortwordenfestival.com	

mailto:leonardifra@yahoo.it


IFCM	eNEWS		 May	2016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CHORAL	MUSIC	monthly	electronic	newsletter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CHORAL	MUSIC	
www.ifcm.net	

© 2016 IFCM - All rights reserved	
	

6	

28-29	May	:	Choir	Conducting	Workshop	for	Women,	Wetzikon,	Switzerland	-	http://www.cattapan.ch/naechste-kurse/	
1-6	June	:	44th	International	Choir	Festival	of	Songs	Olomouc,	Czech	Republic	-	www.festamusicale.com	
1-5	June	: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Chernomorski	zvutsi,	Balchik,	Bulgaria	-	www.chernomorskizvutsi.com/	
1-7	June	:	International	Choral	Espoo	Festival,	Espoo,	Finland	-	www.vocalespoo.fi	
1	June	:	International	Competition	for	a	composition	of	sacred	music	Francesco	Siciliani,	Perugia,	Italy	-	
www.perugiamusicaclassica.com	
28	June-7	July	:	Passion	of	Italy	Choral	Festival	with	Craig	Hella	Johnson,	Rome,	Italy	-	www.KIconcerts.com	
2-5	June	:	ON	STAGE	with	Interkultur	in	Barcelona,	Spain	-	http://onstage.interkultur.com/	
3-5	June	:	6th	International	Wroclaw	Choir	Festival	Vratislavia	Sacra,	Poland	-	www.vratislaviasacra.pl	
3-5	June	:	59th	International	Festival	of	Choral	Art	Jihlava	2016,	Czech	Republic	-	www.nipos-mk.cz	
3-5	June	:	Brisbane	International	Singers	Festival	2016,	Australia	-	http://schoolofhardknocks.org.au/	
7-12	June	:	Music	&	Fun	-	Limerick	Sings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Limerick,	Ireland	-	www.perform-international.com	
8-12	June	:	44th	International	Choir	Festival	of	Songs,	Czech	Republic	-	www.festamusicale.com	
9-12	June	:	7th	International	Krakow	Choir	Festival	Cracovia	Cantans,	Poland	-	www.krakowchoirfestival.pl	
9-13	June	:	Krakow	International		Festival,	Poland	-	www.music-contact.com	
9-12	June	:	5th	Symposium	on	Church	Choral	Music,	Bandung,	Indonesia	-	www.bandungchoral.com	
9-13	June	:	Hearts-in-Harmony,	Novi	Sad,	Serbia	-	www.eca-ec.org		or	www.EuropeanChoralAssociation.org	
10-21	June	:	17th		Varna	International	Music	Academy	Conducting	Tracks,	Bulgaria	-	www.varnainternational.com	
10-13	June	:	10th	International	Choir	Festival	Harmonia,	Harmanli,	Bulgaria	-	www.harmchoir.org	
10-12	June	:	1st	Limburger	Male	Choir	Festival,	Limburg,	Germany	-	http://limburger-maennerchor-festival.com	
12-17	June	:	Sea	Sun	Festival	&	Competition,	Costa	Brava,	Spain	-	www.fiestalonia.net	
16-19	June	:	Musica	Sacra	Bratislava,	Slovak	Republic	-	www.choral-music.sk	
16-19	June	:	Grieg	International	Choir	Festival	and	NINA	Solo	Competition	for	Young	Singers,	Bergen,	Norway	-	www.griegfestival.no	
17-19	June	:	Chorfest	Watzenborn-Steinberg,	Pohlheim,	Germany	-	www.interkultur.com	
18-22	June	:	4th	Per	Musicam	Ad	Astra,	International	Copernicus	Choir	Festival	and	Competition,	Toru	,	Poland	-	www.meeting-
music.com	
19-27	June	:	Tokyo	2020	Olympic	Games	Countdown,	Japan	-	www.perform-international.com	
20-28	June	:	Prima	Voce	Itali'a,	Explore	&	Inspire	-	The	Maestro	Festival	Tour,	Italy	-	www.perform-international.com	
20	June-10	July	:	Oregon	Bach	Festival	Conducting	Master	Class,	Eugene,	Oregon,	USA	-	
http://oregonbachfestival.com/education/master-class-in-conducting	
21-28	June	:	Ireland	2016	Choir	Festival,	Galway	and	Dublin,	Ireland	-	www.KIconcerts.com	
22-26	June	:	Rome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Italy	-	www.romechoralfestival.org	
22-26	June	:	Féile	Córúil	Dublin	Choral	Festival	with	Dr.	Kevin	Fenton,	Ireland	-	http://dublinchoralfestival.org/	
22-26	June	:	19th	Alta	Pusteria	International	Choir	Festival,	Alto	Adige-Südtirol,	Italy	-	www.festivalpusteria.org	
23-27	June	:	Serenade!	Washington,	DC	Choral	Festival,	USA	-	http://classicalmovements.org/dc.htm	
23-27	June	: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in	Tuscany,	Montecatini	Terme,	Italy	-	http://tuscany.music-contact.com/	
24	June-10	:	Oregon	Bach	Festival,	Eugene,	Oregon,	USA	-	www.oregonbachfestival.com	
24-30	June	:	World	Choral	Fest,	Kansas	City,	USA	-	www.worldchoralfest.com	
24-27	June	:	Festival	Coral	de	Verão,	Lisbon,	Portugal	-	http://pscf.sourcewerkz.com/	
24-28	June	:	17th	Crescent	City	Choral	Festival,	New	Orleans,	USA	-	www.neworleanschildrenschorus.org	
24-27	June	:	13th	International	Festival	of	University	Choirs	UNIVERSITAS	CANTAT	2016,	Poznañ,	Poland	-	
http://cantat.amu.edu.pl/pl/	
25	June-3	July	:	Embrace	&	Explore	-	The	Power	of	Song,	Vilnius,	Riga	&	Tallinn,	Lithuania,	Latvia	&	Estonia	-	www.perform-
international.com	
27	June-1	July	:	Fundy	Sound:	a	Choral	Festival	by	the	Sea,	Saint	John	New	Brunswick,	Canada	-	http://fundysound.com	
27	June-1	July	:	Notes	of	Joy	Austria	2016	Choir	Festival,	Austria	-	www.KIconcerts.com	
27	June-1	July	:	1st	Annual	Prague	Choral	Celebration	Sing	Dvořák,	Rutter,	Brubeck,	and	more,	in	the	world-renowned	Smetana	Hall,	
Czech	Republic	-	http://praguechoralcelebration.org/	
27	June-2	July	:	International	Choir	Festival	Corearte	Junior	Barcelona	2016,	Spain	-	www.corearte.es	
27	June-10	July	:	Oregon	Bach	Festival's	Stangeland	Family	Youth	Choral	Academy,	Eugene,	Oregon,	USA	-	
http://oregonbachfestival.com/education/master-class-in-conducting	
27	June-3	July	:	The	Rhythms	of	One	World	2016	Festival,	Geneva,	Switzerland	-	www.faf.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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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June-3	July	:	International	festival	of	choirs	and	orchestras	in	Budapest,	Hungary	-	www.mrf-musicfestivals.com	
29	June-3	July	:Mozart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Salzburg,	Austria	-	http://mozartchoralfestival.org/	
30	June-3	July	:	Slovakia	Folk	2016,	Bratislava,	Slovak	Republic	-	www.choral-music.sk	
30	June-3	July	:	18th	International	Cantus	MM	Choir	and	Orchestra	Festival,	Salzburg,	Austria	-	www.cantusmm.com	
30	June-3	July	:	18th	International	Cantus	Music	and	Culture	Festival		Choir	Competition	Meet	Mozart,	Salzburg,	Austria	-	
www.musicultur.com	
June-July	:	International	Festival	Verona	Garda	Estate,	Verona,	Brescia,	Mantua,	Vicenza,	Italy	-	www.festivalveronagardaestate.e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