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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가 우리의 합창세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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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어

IFCM 2017 년도 선거 : 절차, 입후보, 총회 일시, 그 밖의 상세정보  

 

제 11 회 세계 합창심포지엄 소식 

바르셀로나, 2017 년 7 월 22 일 - 29 일 

바르셀로나 심포지엄이 바로 앞에 다가왔습니다! 평화의 컬러와 세계 합창 공동체의 최고의 사운드가 삶이 가득한 도시에서 잊지 못할 

무대를 만들 것입니다. L' Auditori 의 훌륭한 음향에서부터 Palau de la Música Catalana 의 눈부신 아름다움에 이르기까지 참가자들은 

그들의 경험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놓치지 마세요! 

 

WSCM11 의 "서클 콘서트"에 참가할 또 다른 4 개의 합창단을 소개합니다: 

GRUPO VOCAL AEQUALIS – 아르헨티나 

지휘자 Mariana González Lanuza 가 1998 년에 창단한 Grupo Vocal Aequalis 는 아르헨티나 및 국제 합창 음악을 연주하는 챔버 

합창단입니다. 최근에는 Arvo Pärt, Morten Lauridsen, Cyrillus Kreek, Rihards Dubra, Ēriks Ešenvalds 와 같은 현대 작곡가들의 합창 음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Péter Erdei 교수와 Master Janos Czifra 와 같은 저명한 지휘자들이 감독을 맡았습니다. 

 

http://ifcm.net/wp-content/uploads/2017/05/IFCM_eNEWS_2017-06_Chinese.pdf
http://ifcm.net/wp-content/uploads/2017/05/IFCM_eNEWS_2017-06_English.pdf
http://ifcm.net/wp-content/uploads/2017/05/IFCM_eNEWS_2017-06_French.pdf
http://ifcm.net/wp-content/uploads/2017/05/IFCM_eNEWS_2017-06_Spanish.pdf
http://ifcm.net/wp-content/uploads/2017/05/IFCM_eNEWS_2017-06_German.pdf
http://ifcm.net/wp-content/uploads/2017/05/IFCM_eNEWS_2017-06_Italian.pdf
http://ifcm.net/wp-content/uploads/2017/05/IFCM_eNEWS_2017-06_Japanese.pdf
http://ifcm.net/wp-content/uploads/2017/05/IFCM_eNEWS_2017-06_Korean.pdf
http://ifcm.net/home-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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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O DE JÓVENES DE MADRID – 스페인 

마드리드 청소년 합창단(Madrid Youth Choir)은 마드리드 청소년 합창단 협회의 음악 프로젝트입니다. 예술 감독 Juan Pablo de Juan 과 

기술 매니저 Rennier Piñero 의 지도 아래 15 세에서 25 세까지의 80 명이 넘는 단원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국내 및 국제 축제에서 

이 합창단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 합창단은 Bo Johansson(스웨덴), Ursa Lah(슬로베니아), Kjetil Aamann(노르웨이), Karmina 

Silec(슬로베니아), Basilio Astúlez(스페인)와 같은 훌륭한 음악 감독들과 활동해왔습니다. 

 

 
  

SHENYANG DAILY CHILDREN’S CHOIR – 중국 

선양 신문사와 선양 음악원이 공동 설립한 선양일보 어린이 합창단(Children's Choir of Shenyang Daily)은 복지 아동 합창단일 뿐만 

아니라 선양의 전문 음악 교육 기관에서 훈련 받은 유일한 어린이 합창단이기도 합니다. "우수한 합창 인재를 양성하고 합창이 모든 

가정에서 사랑 받도록 하는 것"이라는 설립 철학으로 "예술적으로 바람직한 도시이자 중국 북부지역의 합창 수도 만들기"에 대한 시 

당위원회와 시 당국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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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ORTH COAST CHORALE – 미국  

1990 년, 합창 음악에 헌신적이며 클랫섭 카운티(Clatsop County – 미국 오리건주)에 최고의 합창단을 만들겠다는 생각에 뜻을 모은 

합창인들이 합창 콘서트를 통해 그들의 음악에 대한 열정을 지역사회와 나누겠다는 하나의 목적으로 결성했습니다. 수년간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North Coast Chorale 은 현재 매우 재능 있고 헌신적인 감독 Denise Reed 가 지휘를 맡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대단한 이벤트를 잊지 마시고 지금 등록하세요 : www.wscm11.cat 

 

2017 중국(첸듕냔 QIANDONGNAN) 국제 민속음악 합창축제(INTERNATIONAL FOLK SONG CHORAL FESTIVAL),  

IFCM WORLD VOICES 회의 

카이리 시(KAILI), 2017 년 8 월 3 일 - 13 일 

 

 

 

2017 년 5 월 14 일 상하이에서 2017 년도 중국 첸듕냔(Qiandongnan) 국제 민속음악 합창축제 및 IFCM World Voices 회의를 홍보하는 

기자 회견이 성공적으로 열렸습니다. 이 기자 회견을 통해 중국 및 해외의 음악 전문가와 뉴스/언론 매체는 묘족(Miao)과 동족(Dong) 

사람들의 풍부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노래와 춤의 특별한 라이브 공연을 통해 참석자들은 그들의 노래와 춤에 대한 

열정과 일상 생활에서의 역할을 관찰했습니다. 묘족과 동족 사람들은 각 마을과 부족 고유의 화려한 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상들은 화려한 색과 각 마을의 색깔을 보여주기 위한 손자수가 특징입니다. 또한 이곳은 은세공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는데 수공예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머리장식, 핀, 목걸이와 팔찌 및 기타 액세서리는 그들의 의상을 관객들에게 더욱 눈부시게 만듭니다. 



IFCM	eNEWS		 	 	 June2017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CHORAL	MUSIC	monthly	electronic	newsletter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CHORAL	MUSIC	
www.ifcm.net	

© 2017 IFCM - All rights reserved	
	

4	

	

이 축제 기간 동안 대표단들은 묘족과 동족에 대해 알게 될 것이고 따라서 전 세계의 다른 민속 문화도 탐구하게 될 것입니다. IFCM 

World Voices 회의의 일환으로, Barents Ensemble(라플란드), Voz en Punto(멕시코), Dalinda Vocal Group(스웨덴), Kentucky Harmony(미국) 

및 The Chuck Nation Band(미국)이 민속 문화 교류 및 교육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공연을 합니다. 또한 참가자들은 Márta 

Sebestyen(헝가리), Katarina Barruk(스웨덴), Karen Brunssen(미국), Allen Henderson(미국), Samir Bahajin(모로코), Sylvie Le Bomin(베닌)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민족 음악 학자들의 강연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축제의 공동 예술감독은 Philip Brunelle 이며 공동 예술 감독이자 

IFCM 창립 멤버단의 대표인 Gan Lin, 유럽 합창 협회-유로파 칸타트(ECA-EC)의 GáborMóczár, 미국 합창지휘자 협회(ACDA)의 Tim Sharp, 

그리고 Coeur Joie International(ACI)의 Thierry Thiébaut 가 함께 합니다. 

첸듕냔의 풍부한 문화를 경험하고 2017 년 8 월 전 세계의 민속 음악을 경험할 수 있는 여행에 참가하세요. 

**2017 中国（黔东南）国际民歌合唱节暨国际合唱联盟"世界声音对话" 

 

세계 청소년 합창단 WORLD YOUTH CHOIR 

여름 세션이 다가옵니다! 

2017 년 세계 청년 합창단의 여름 세션과 순회공연은 페치(Pécs)의 문화적 자산이자 1988 년과 2015 년에 유로파 칸타트(EUROPA 

CANTAT)를 주최한 Zsolnay Heritage Management Nonprofit Ltd 에 의해 헝가리 페치에서 조직됩니다. 국제적으로 알려진 두 명의 

지휘자와 함께 하는 10 일 간의 집중 리허설 세션(7 월 4 일-13 일) 후 세계 청소년 합창단은 7 월 13 일부터 헝가리 페치의 Kodaly 

Centre 를 시작으로 헝가리(부다페스트 Budapest), 세르비아(솜보르 Sombor, 노비 사드 Novi Sad, 베오그라드 Belgrade),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사라예보 Sarajevo, 프리예도르 Prijedor), 크로아티아(오시예크 Osijek, 달마티안 시 Dalmatian city, 오파티야 Opatija), 

그리고 슬로베니아(코페르 Koper, 류블랴나 Ljubljana)를 거치는 12 회의 순회공연을 합니다. "평화를 위한 예술가"라는 주제 아래 서로 

다른 종족과 종교 간의 화해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올해 합창단은 전 세계 33 개국 58 명의 단원으로 구성되며 두 가지 장르의 레퍼토리를 연주합니다. 헝가리 출신의 Zoltán Pad 가 방문 

국가에서 선정된 여러 곡들과 함께 클래식 및 현대 작품, 민속음악 편곡 및 교회 음악(Mendelssohn, Forte, Orbán, Kodály, Tajcevic)을 

지휘합니다. 케냐 출신의 Ken Wakia 는 아프리카 민요와 흑인영가 및 현대 월드뮤직(Shawn Kirchner, Jake Runestad, Michael Barrett, Ralf 

Schmitt, Allen Koepke, Stacey V. Gibbs, Leonard Cohen, Evan Powers)을 지휘하게 됩니다. 

상세 정보는 페이스북 Facebook page 을 팔로우하세요! 

 

창립회원들의 소식 

 

미국합창지휘자협회 — ACDA 

미국 합창 이사회는 현재 2018 년도 지역 회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 2 월과 3 월에 전국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합창단 오디션 및 

관심 세션 신청이 지금 많은 이벤트에서 진행 중입니다. 

• 2018 년 2 월 14 일-15 일 - 중부 및 북중부 지역 (시카고 Chicago, 일리노이 Illinois) 

• 2018 년 2 월 21 일-24 일 - 남부 지역 (루이스빌 Louisville, 켄터키 Kentucky) 

• 2018 년 3 월 7 일-11 일 - 동부 지역 (피츠버그 Pittsburgh, 펜실바니아 Pennsylvania) 

• 2018 년 3 월 7 일-11 일 - 남서부 지역 (오클라호마시티 Oklahoma City, 오클라호마 Oklahoma) 

• 2018 년 3 월 7 일-10 일 – 북서부 지역 (포틀랜드 Portland, 오레곤 Oregon) 

• 2018 년 3 월 14 일-17 일 - 서부 지역 (패서디나 Pasadena, 캘리포니아 California) 

상세 정보 : https://acda.org/page.asp?page=divisions. 

 

유럽 합창 협회 – 유로파 칸타트(ECA-EC)   

EUROPEAN CHORAL ASSOCIATION - EUROPA CANTAT 

새로운 관객과 만나기 위한 Singing “outside the box”(틀을 깨고 노래하다) 

Creative Europe 프로그램에서 상을 받은 프로젝트  

어떻게 하면 합창이 전통적인 콘서트홀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객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합창이 

젊은 세대에게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은? 밀레니엄 세대와 그 이후 세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합창의 리허설 과정, 레퍼토리, 공연 방식의 어떤 양상을 업그레이드 해야 할까? 

https://www.facebook.com/worldyouthch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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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 Outside The Box(틀을 깨고 노래하다)”는 Eurochoir 의 두 개의 세션과 탈린(Tallinn)에서 열리는 EUROPA CANTAT Festival 의 다양한 

아틀리에와 콘서트를 통해 관객 개발의 혁신적인 방법을 시험하고 이 방법들을 널리 보급할 것입니다.  

Eurochoir 는 재능 있는 신인 가수 60 명이 모이는 유럽 합창단입니다. 일 년에 한 번씩 다른 나라에서 세션이 열립니다. Maria van 

Nieukerken(네덜란드), Lorenzo Donati(이탈리아) 및 Mikko Sidoroff(핀란드)와 같은 유명한 지휘자의 감독 아래 2 년 주기의 프로그램도 

만들어졌습니다. 

2017 년도 세션(위트레흐트 Utrecht)과 2018 년도 세션(헬싱키 Helsinki) 후에는 2018 년 탈린에서 열리는 EUROPA CANTAT festival 2018 

in Tallinn 의 특별 게스트로 작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주제는 단원들을 위한 3 개의 아틀리에와 주제에 관심 있는 

지휘자들을 위한 10 개의 워크샵을 통해 연구됩니다. 

• 나가서 새로운 관객을 만나기 : 색다른 콘서트 장소를 쓰거나 합창과 관련 없는, 혹은 아예 음악과 관련 없는 이벤트에서 

콘서트를 열어볼 것. 

• 무대 연출 : 하나의 악기(움직임, 사운드의 공간화, 관객 속으로 들어가기 등)로서의 단원들의 특별한 능력에 중점을 둔 

혁신적인 무대 연출 방식을 개발할 것. 

• 기술 개발 : 예술적 요소로서 조명과 사운드 보강을 사용할 것. 

• 교육학 : 악보를 읽지 못하거나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단원들이 합창의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는 접근방식을 조성할 것. 

• 합창단, 지휘자, 단원들이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인 관객을 끌어들이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것.  

Eurochoir, EUROPA CANTAT 축제 및 유럽 합창 네트워크(및 2 개의 국제 포럼)의 능력을 활용하여 이 프로젝트는 합창에 대한 새로운 

벤치마킹을 재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세 정보 >> here 

 

IFCM 멤버들로부터의 소식 

 

AMERICA CANTAT 9 
2019 년 4 월 12 일-21 일, 파나마 Panama 

창립 500 주년을 기념하는 2019 년 Ibero American Cultural Capital of the World 가 태평양 해안의 아름다운 도시 파나마(Panama)에서 

처음으로 열립니다. 전 세계의 합창단원, 감독 및 합창단과 함께 하는 10 일 간의 프로그램입니다. 

상세정보 : info@america-cantat9.org 

 

  

http://www.europeanchoralassociation.org/our-activities/eurochoir/
http://www.europeanchoralassociation.org/europa-cantat-festival/
http://www.europeanchoralassociation.org/our-activities/eurochoir/
http://www.europeanchoralassociation.org/europa-cantat-festival/
http://www.europeanchoralassociation.org/europa-cantat-festival/
http://www.europeanchoralassociation.org/cooperation-projects/singoutsidethe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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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ING 21C 

프랑스 비영리 단체인 Documenting 21C 는 음악적 훈련과, 

혁신적인 예술 작업 과정, 더욱 참여적이고 협력적인 

세계의 비전에 대한 기여의 결과로서 발생하게 되는 시민과 

사회의 변화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들에 중점을 둔 단편 

영화를 만듭니다.  

"남부 마다가스카르(Madagascar)의 톨리아라(Toliara)에서는 

150 명의 극빈층 어린 소녀들이 합창을 통해 삶의 기쁨을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이런 음악적 실천은 그들의 삶 뿐만 

아니라 예기치 않은 청중, 재소자들의 삶에도 변화를 

줍니다.” 

상세 정보 : contact@documenting21c.com 

프랑스어 버전 : ‘’Un chœur qui sauve des vies’’ :  http://documenting21c.com/#video_choeur_sauve 

영어 버전 : ‘’A Choir That Saves Lives’’ : http : //documenting21c.com/? lang = en # video_choeur_sauve 

스페인어 버전 : ''un coro que salva vidas '' : https://www.youtube.com/watch?v=8Zc8xfcBEgo 

 

1000 VOCI PER RICOMINCIARE : 합창 세계의 연대에 대한 특별한 예 

“1000 voci per ricominciare(다시 시작하는 1000 명의 목소리)”는 지난 해 이탈리아 

중부에서 일어난 지진의 영향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몇몇 이탈리아 합창단들의 아이디어에 의해 만들어진 프로젝트의 이름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탈리아의 콘서트 네트워크이지만 이탈리아 국경 안에만 국한되지 않고 

아마트리스 극장(theatre of Amatrice -리에티 Rieti 지방)의 재건을 위한 기금 모금에도 힘썼습니다. 공동 목표는 각 공연에서 모금된 모든 

유로가 지진 발생 지역에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300 회 이상의 콘서트가 구성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상세 정보 : http://www.1000vocixricominciare.it/ 

이 합창 커넥션의 본보기에서 영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금 모금 콘서트를 구성하시려면 info@1000vocixricominciare.it 으로 

연락하세요. 

  

IFCMeNEWS, ICB www.ifcm.net, http://icb.ifcm.net/에 여러분의 합창 이벤트를 세계에 홍보하세요 

이제 www.IFCM.net 및 ICB.IFCM.net 그리고 월간 IFCMeNEW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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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ON IN OUR CHORAL WORLD INJUNEAND JULY2017 

1-4	June	:	ON	STAGE	with	Interkultur	in	Barcelona,	Spain	-	http://onstage.interkultur.com/	
2-7	June	:	15th	International	Chamber	Choir	Competition,	Marktoberdorf,	Germany	-	www.modfestivals.org	
2-5	June	:	Aarhus	Vocal	Festival,	Denmark	-	www.aavf.dk	
3-11	June	:	Italy	2017	Choir	Festival	with	John	Dickson,	Rome	&	Tuscany,	Italy	-	www.KIconcerts.com	
3-14	June	:	26th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La	Fabbrica	del	Canto,	Legnano,	Italy	–	www.jubilate.it	
4-11	June	:	A	Week	in	Krakow,	directed	by	Patrick	Craig,	Poland	-	www.runbysingers.org	
6-11	June	:	Tampere	Vocal	Music	Festival,	Finland	-	www.tamperemusicfestivals.fi/vocal/en	
7-11	June	:	5th	Vietnam	International	Choir	Festival	&	Competition,	Hôi	An,	Vietnam	-	www.interkultur.com	
7-11	June	:	7th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Chernomorski	zvutsi,	Balchik,	Bulgaria	-	www.chernomorskizvutsi.com/	
7-11	June	:	International	Masterclass	for	Choral	Conductors,	Marktoberdorf,	Germany	-	www.modfestivals.org	
8-11	June	:	8th	International	Krakow	Choir	Festival	Cracovia	Cantans,	Poland	-	www.krakowchoirfestival.pl	
8-12	June	:	Krakow	International	Festival,	Poland	-	www.music-contact.com	
8-11	June	:	Czech	Choir	Festival	Sborové	slavnosti,	Hradec	Králové,	Czech	Republic	-	www.sboroveslavnosti.cz	
8-10	June	:	7th	European	Forum	on	Music,	Paphos,	Cyprus	-	www.emc-imc.org/	

http://ifcm.net/wp-content/uploads/2013/09/Reserve_A_Space_20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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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June	:	Sing	With	Us	in	Salzburg	Cathedral,	Austria	-	www.pp-performing.eu	
10-15	June	:	Notes	of	Joy	Austria	2017	Choir	Festival,	Austria	-	www.KIconcerts.com	
11-12	June	:	37th	IMC	General	Assembly,	Paphos,	Cyprus	-	www.unesco.org/imc	
11-17	June	:	Music	at	Monteconero,	Sirolo	Ancône,	Italy	-	www.lacock.org	
12-15	June	:	Sing	Mass	at	St	Peter's	Basilica	with	Catherine	Sailer,	Rome,	Italy	-	www.KIconcerts.com	
13-17	June	:	5th	Anúna	International	Choral	Summer	School,	Dublin,	Ireland	-	www.anuna.ie/	
14-18	June	:	International	Anton	Bruckner	Choir	Competition	and	Festival,	Linz,	Austria	-	www.interkultur.com	
14-19	June	:	Salzburg	International	Choral	Celebration	and	Competition,	Salzburg,	Austria	-	http://meeting-music.com/	
15-18	June	:	Bratislava	Choir	Festival,	Slovak	Republic	-	www.choral-music.sk	
15-17	June	:	Luther	2017	Choral	Festival,	Berlin,	Germany	-	http://luther2017choralfestival.org/	
15-20	June	:	Conducting	21C,	Stockholm,	Sweden	-	www.conducting21c.com/	
15-17	June	:	SINGMIT!	Festival	in	Vienna,	Austria	-	www.encoretours.com/go/singmit.cfm	
15-19	June	: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in	Tuscany,	Montecatini	Terme,	Italy	-	http://tuscany.music-contact.com/	
17-23	June	:	Eine	Feste	Burg,	a	Choral	Celebration,	Leipzig,	Germany	-	www.perform-international.com	
17-25	June	:	Join	Randall	Stroope	to	sing	in	Barcelona	and	Madrid,	Spain	-	www.KIconcerts.com	
17-24	June	:	Early	Music	in	Antwerpen,	Belgium	-	www.runbysingers.org	
18-21	June	:	International	Contest	Sun	of	Italy,	Montecatini	Terme,	Toscana,	Italy	-	www.fiestalonia.net	
18-23	June	:	Sea	Sun	Festival	&	Competition,	Costa	Brava,	Spain	-	www.fiestalonia.net	
20-27	June	:	Ireland	2017	Choir	Festival,	Cork	and	Dublin,	Ireland	-	www.KIconcerts.com	
20-24	June	:	Pura	Vida	Costa	Rica!	San	José,	Costa	Rica	-	http://perform-international.com/festivals/#pura-vida-costa-rica	
21-25	June	:	20th	Alta	Pusteria	International	Choir	Festival,	Alto	Adige-Südtirol,	Italy	-	www.festivalpusteria.org	
21-24	June	:	Chorus	America	Conference	2017,	Los	Angeles,	California,	USA	-	www.chorusamerica.org	
22-25	June	:	International	Choral	Competition	Ave	Verum,	Baden,	Austria	-	www.aveverum.at	
22-25	June	:	Limerick	Sings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and	30th	Anniversary	Concert	by	ANÚNA,	Limerick,	Ireland	-	
www.limericksings.com	
22-24	June	:	8th	Rome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Italy	-	www.romechoralfestival.org	
22-26	June	:	International	Choral	Fest	Costa	Rica	 San	Jose,	Costa	Rica	-	www.choralfestcostarica.org/	
23-26	June	:	Festival	Coral	de	Verão,	Lisbon,	Portugal	-	http://pscf.sourcewerkz.com/	
24-30	June	:	Requiem	for	the	Living,	Bayeux,	Normandy,	France	-	www.perform-international.com	
25-28	June	:	5th	Per	Musicam	Ad	Astra,	International	Copernicus	Choir	Festival	and	Competition,	Toru,	Poland	-	www.meeting-music.com	
25	June-1	July	:	London	International	A	Cappella	Choir	Competition,	St	John’s	Smith	Square,	London,	United	Kingdom	-	www.liaccc.org.uk/	
25-28	June	:	International	Contest	of	Classical	Music	and	Singing	Música	del	Mar,	Lloret	de	Mar,	Spain	-	www.fiestalonia.net	
27	June-2	July	:	International	Festival	Chorus	Inside	España,	Lloret	de	Mar,	Spain	-	www.chorusinside.com	
27	June-4	July	:	Serenade!	Washington,	DC	Choral	Festival,	USA	-	http://classicalmovements.org/dc.htm	
27	June-4	July	:	Kennedy	Center:	Celebrate	President	JFK	100th,	Washington	DC,	USA	-	http://classicalmovements.org/	
28	June-2	July	:	Jubilate	Mozart!	Choral	Festival,	Salzburg,	Austria	-	http://mozartchoralfestival.org/	
29	June-2	July	:	Claudio	Monteverdi	Choral	Festival	and	Competition,	Venice,	Italy	-	www.venicechoralcompetition.it	
29	June-16	July	:	International	Festival	Verona	Garda	Estate,	Verona,	Brescia,	Mantua,	Vicenza,	Italy	-	www.festivalveronagardaestate.eu	
29	June-2	July	:	19th	International	Cantus	MM	Choir	and	Orchestra	Festival,	Salzburg,	Austria	-	www.cantusmm.com	
30	June-10	July	:	EuroChoir	2017,	Utrecht,	Netherlands	-	www.feniarco.it	
30	June-3	July	:	Choralfest	Melbourne	2017,	Brisbane	Grammar	School,	Queensland,	Australia	-	http://choralfest.org.au/	
30	June-16	July	:	Festival	of	Voices,	Hobart,	Tasmania,	Australia	-	https://festivalofvoices.com/	
30	June	:	Win	A	Competition,	Tholey,	Germany	-	www.wac-contest.eu	
1-7	July	:	8th	Summer	Academy	in	Choral	Conducting,	Corfu	Island,	Greece	-	http://music.ionio.gr/gr/academy	
2-7	July:	Great	Basilicas	of	Italy	Festival	Tour,	Italy	-	www.perform-international.com	
3-11	July:	Spirituals	and	Gospel	Music	2017	London	and	Paris,	United	Kingdom	and	France	-	www.KIconcerts.com	
4-25	July:	World	Youth	Choir	Session	2017	Pécs,	Hungary	-	www.worldyouthchoir.net	
5-9	July:	International	Johannes	Brahms	Choir	Festival	and	Competition,	Wernigerode,	Germany	-	www.interkultur.com	
5-9	July:	Musica	Eterna	Roma,	Italy	-	www.meeting-music.com	
5-9	July:	Dublin	Choral	Festival,	Ireland	-	http://dublinchoralfestival.org/	
5-9	July:	Cappadocia	Music	Festival,	Ürgrüp,	Turkey	-	www.musicfestinturkey.com	
5-9	July:	Voix	d'Enfants	/	Espace	scénique,	Vesoul,	France	-	www.vdees.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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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July:	Rhapsody!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Prague,	Czech	Republic	&	Vienna,	Salzburg,	Austria	-	http://classicalmovements.org/	
6-9	July:	International	Youth	Music	Festival	I	&	Slovakia	Folk,	Bratislava,	Slovak	Republic	-	www.choral-music.sk	
6-9	July:	35th	International	Choir	Festival	of	Preveza,	23rd	International	Competition	of	Sacred	Music,	Preveza,	Greece	-	
http://prevezafest.blogspot.gr/	
6-11	July	:	Countdown	to	the	2020	Olympiad,	Tokyo,	Japan	-	www.perform-international.com	
6-12	July:	8th	International	Sacred	Music	Choir	Festival	&	Competition	Laudate	Dominum,	Vilnius,	Lithuania	-	www.gratulationes.lt	
7-12	July:	11th	Summa	Cum	Laude	International	Youth	Music	Festival,	Vienna,	Austria	-	www.sclfestival.org	
7-8	July:	4th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of	Antonin	Dvorak	“DVORAK´S	CHORAL	SUMMER“,	Prague,	Czech	Republic	-	www.or-fea.cz	
7-15	July:	51st	Kurt	Thomas	Cursus	for	Choral	Conducting,	Utrecht,	Netherlands	-	www.hku.nl	
8-13	July:	Passion	of	Italy	with	Heather	J.	Buchanan,	Rome,	Florence	and	Venice,	Italy	-	www.KIconcerts.com	
8-14	July:	4th	International	Choir	Festival	Coralua,	Trondheim,	Norway	-	www.coralua.com	
9-12	July	:	International	Contest	Sun	of	Italy,	Montecatini	Terme,	Toscana,	Italy	-	www.fiestalonia.net	
9-13	July:	Golden	Voices	of	Barcelona,	Spain	-	www.fiestalonia.net	
9-14	July	:	Sea	Sun	Festival	&	Competition,	Costa	Brava,	Spain	-	www.fiestalonia.net	
9-15	July:	International	Choir	Festival	InCanto	Mediterraneo,	Milazzo	(Sicily),	Italy	-	www.festivalincantomediterraneo.it	
9-15	July:	Chorus	America	Conducting	Academy	 Fullerton,	California,	USA	-	www.chorusamerica.org	
10-14	July:	A	week	in	Barcelona	directed	by	Jeremy	Jackman,	Spain	-	www.runbysingers.org	
11-14	July:	1st	Leonardo	Da	Vinci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Florence,	Italy	-	www.florencechoral.com	
11-16	July:	Classical	Choral	with	David	Lawrence	 Hobart,	Tasmania,	Australia	-	https://festivalofvoices.com/	
11-16	July:	Gospel	with	Eric	Dozier,	Hobart,	Tasmania,	Australia	-	https://festivalofvoices.com/	
11-16	July:	A	Cappella	with	Deke	Sharon,	Hobart,	Tasmania,	Australia	-	https://festivalofvoices.com/	
13-15	July:	SINGMIT!	Festival	in	Vienna,	Austria	-	http://pages.encoretours.com/sing-mit.html	
13-20	July:	Europa	Cantat	Junior	8,	Lyon,	France	-	http://europacantatjunior.fr/en/	
13-16	July:	35th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Cantonigròs,	Barcelona,	Spain	-	www.fimc.es	
13-22	July:	Zêzerearts	Choral	Festival:	Tomar,	Portugal	-	www.zezerearts.com/	
14-20	July:	6th	Bali	International	Choir	Festival:	Denpasar	Bali,	Indonesia	-	www.bandungchoral.com	
14-21	July:	Festival	Setmana	Cantant	(Singing	Week)	Tarragona	2017,	Spain	-	https://www.setmanacantant.com/	
15-20	July:	4th	Asia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	Asia	Choral	Education	General	Assembly,	Singapore	-	www.acahk.cn	
15-21	July:	Brittany	Music	Workshops:	Langlais	Festival	Choral	Week,	La	Fontenelle,	France	-	www.brittanymusicworkshops.eu/	
16-23	July:	3rd	European	Choir	Games	and	Grand	Prix	of	Nations,	Riga,	Latvia	-	www.interkultur.com	
16-23	July:	International	Choral	Music	Camp-Retreat	Sacred	Music	of	Lithuanian	Composers,	Vilnius,	Lithuania	-	www.gratulationes.lt	
16-21	July:	Word	Youth	&	Children's	Choir	Festival,	Hong	Kong,	China	-	http://www.hktreblechoir.com/wyccf/about/	
16-23	July:	Capriccio	Français	Summer	Academy	 Barcelona,	Catalonia,	Spain	-	www.academie.capricciofrancais.com	
17-27	July:	Perform	Verdi	Requiem	in	Barcelona,	Spain	-	www.DCINY.org	
17-21	July:	Eastman	School	of	Music	Workshop	on	Advanced	Choral	Conducting,	Rochester,	NY,	USA	-	http://summer.esm.rochester.edu	
19	July:	The	Creation,	A	Sing	Along	Concert	of	the	World	Festival	Singers,	Riga,	Latvia	-	www.interkultur.com	
19-30	July:	Sarteano	Chamber	Choral	Conducting	Workshop,	Sarteano,	Italy	-	www.sarteanochoralworkshop.com	
20-23	July:	Paris	Rhythms,	France	-	www.fiestalonia.net	
21-29	July:	IHLOMBE	South	African	Choral	Festival,	Cape	Town,	Pretoria,	Johannesburg	&	Game	Park,	South	Africa	-	
http://classicalmovements.org/s_af.htm	
22-29	July:	11th	World	Symposium	on	Choral	Music,	Barcelona,	Spain	-	http://www.wscm11.cat/	
22	July-5	Aug:	Summer	Choral	Workshop	Music	and	Mountain	2017	Les	Diablerets,	Switzerland	-	www.musique-montagne.com	
23-30	July:	A	week	in	Riga	directed	by	Nigel	Perrin,	Latvia	-	www.runbysingers.org	
24-27	July:	International	Youth	Music	Festival	II	and	Bratislava	Cantat	I,	Bratislava,	Slovak	Republic	-	www.choral-music.sk	
26-29	July:	World	Peace	Choral	Festival	Vienna	2017,	Austria	-	www.wpcf.at	
26-30	July:	10th	Grand	Prix	Pattaya,	Thailand	-	www.festamusicale.com	
27	July-6	Aug:	12th	Oratorio	Choir	Academy	on	Orchestra	Conducting	for	Choral	Conductors	and	Choir	Atelier	for	Singers,	Pecs,	Hungary	-	
www.zsolnaynegyed.hu/tartalmak/Zsolnay_negyed_oratorio_choir_academy	
29	July-5	Aug:	Ein	Deutsches	Requiem	conducted	by	Timothy	Brown,	Horto,	Greece	-	www.horto.net/	
30	July-12	Aug:	Cambridge	Early	Music	Summer	Schools,	Cambridge,	United	Kingdom	-	www.cambridgeearlymusic.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