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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CM 소식

IFCM 임시 총회 알림
IFCM 임시 총회가 2019년 7월 29일 월요일 오전 9시에서 12시까지 
포르투갈의 리스본(Lisbon), 루아 부에노스 아이레스(Rua Buenos Aires) 39, 
팔라세테 도스 콘데스 데 몬테 레알(Palacete dos Condes de Monte Real)
에서 열립니다.
이 임시 총회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1. 현재의 상태 및 내부 정책 문서를 대체할 새로운 법인 인증/세칙 제시.
2. 회원 혜택을 동반한 새로운 멤버쉽 구조의 제시.
IFCM 회원들은 제시된 의제가 담긴 연맹총재 Kuo의 서한을 임시 총회 전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임시 총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회원은 2019년 7월 10
일까지 이 링크를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

IFCM 직원 채용 공고 
세계적인 합창 네트워크인 국제 합창 연맹(IFCM)이 새로운 직원 채용을 
공고합니다.
포르투갈 리스본의 연맹 본부에서 정규직으로 근무 가능한 사무 국장.
업무의 범위, 요구 기능 및 조건은 채용 공지(Job Announcement)를 
참고하세요.
선발된 지원자는 2019년 7월 1일부터 9월 1일 사이에 근무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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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마감 : 2019년 5월 6일
2019년 5월 6일까지 office@ifcm.net으로 영문 지원서를 보내주세요.
면접 :
• 인터넷 면접 (2019년 5월 25일 - 29일)
• 대면 면접 (2019년 6월 18일 – 23일)
지원서 요구 사항 :
• 지원 동기
• 이력서
• 이전 직장의 추천서 - 특히 예술 매니지먼트 분야.
• 지원자의 기능과 경험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첨부서류
• 기대 임금

세계 합창 엑스포, 2019년 7월 27일 – 8월 1일, 포르투갈, 리스본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목소리 모임
2019 세계 합창 엑스포(WCE World Choral EXPO)는 리스본(Lisbon)
과 그 주변 도시에 걸쳐 다양한 콘서트를 선보이게 되며, 서로 다른 
대륙에서 온 11개의 유명 합창 앙상블 및 참여 합창단들이 공연합니다. 
우리는 2019 세계 합창 엑스포를 풍성하게 만들어줄 11개의 초청 
합창단을 기쁜 마음으로 발표합니다 : Moran Choir (이스라엘), 
Indonesia Youth Choir (인도네시아), Shenzhen Lily Children’s Choir 
(중국), Ensemble Vocapella Limburg (독일), Jazz Cantat (포르투갈), 
Shemesh Quartet (멕시코), Credo Chamber Choir (우크라이나), 
Musica Nostra Female Choir (헝가리), Cantemus Children’s Choir (
헝가리), Coro Juvenil do Instituto Gregoriano de Lisboa (포르투갈), 
그리고 Kokopelli Youth Choir (캐나다). 또한 세계 청소년 합창단의 30
주년을 기념하기 위해2019 세계 합창 엑스포와 IFCM의 초대 합창단에 
참여하는2019년도 세계 청소년 합창단(2019 World Youth Choir)의 놀라운 
공연이 열립니다.
이번에는 2019년 WCE 초대 합창단 중 네 개의 합창단의 약력을 소개합니다. 
이뉴스(eNews) 5월호에 더 많은 합창단이 소개됩니다.

Cantemus Children’s Choir, 지휘자 Dénes Szabó (헝가리)
1975년 Dénes Szabó가 창단한 칸테무스 어린이 합창단
(Cantemus Children’s Choir)은 합창 공연의 최고 수준에 이르렀으며 
유럽 및 세계 각국(호주, 캐나다, 일본, 한국, 남미, 미국)에서 많은 콘서트를 
했습니다. 합창단의 성공은 코다이(Kodály) 음악 교육 방식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합창단의 광범위한 레퍼토리는 그레고리안 성가와 르네상스/
낭만주의 시대부터 현대 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그들의 헝가리 
레퍼토리 중 일부는 전통적인 민속 음악(바르토크(Bartók)와 코다이(Kodály)
의 작품 포함)을 바탕으로 하며 일부는 헝가리를 대표하는 현대 작곡가들이 
칸테무스 어린이 합창단을 위해 특별히 작곡한 곡들입니다. 따라서 이 합창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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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의 전통 음악 및 현대 음악의 표준적인 전수자가 되었습니다.

Moran Choir, 지휘자 Naomi Faran (이스라엘)
모란 합창단(Moran Choir)은 지휘자이며 음악 감독인 Naomi Faran이 1986
년에 창단했습니다. 모란 합창단의 비전은 어린이들에게 음악과 합창 교육 
및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이스라엘과 전 세계에 합창 음악에 대한 사랑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추가 목표는 합창단의 음악적 우수성과 지역 사회의 
참여가 결합하여 표현되는 인문적 가치에 초점을 둡니다. 또한 프로젝트에는 
다양한 문화의 소수 민족,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와 성인 및 청소년 
암환자의 협업도 있습니다. 합창단의 레퍼토리는 고전 합창곡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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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전통의 유대인 음악, 이스라엘 현대 음악, 그리고 다양한 지방 및 
세계의 민족 그룹의 민속 음악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Credo Chamber Choir, 지휘자 Bogdan Plish (우크라이나)

크레도 체임버 합창단(Credo Chamber Choir)은 2002년 창단 이래 
다양한 음악 팬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음악가들로부터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크레도 체임버 합창단은 종교 음악 
연주를 통해 진실한 기도의 영감과 따뜻함이 어우러진 공연의 최고의 예술적 
수준에 이르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자세는 결과적으로 합창단 고유의 
공연 매너를 만들었습니다. 이 합창단은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유명한 작곡가와 
함께 키예프(Kiev)에서 가장 유명한 콘서트홀에서 공연을 합니다.    합창단은 
러시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오스트리아, 헝가리에서 순회 공연을 했으며 스페인의 톨로사(Tolosa) 국제 
합창 경연 대회와 이탈리아의 아레쪼(Arezzo) 유럽 그랑프리 등 권위 있는 
대회에서 수상했습니다.

Ensemble Vocapella Limburg, 지휘자Tristan Meister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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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상블 보카펠라 림뷔르흐(Ensemble Vocapella Limburg)는 2007년 
독일의 림뷔르흐 대성당 소년 합창단(Limburg Cathedral Boys’ Choir)의 동문 
멤버들에 의해 창단 되었습니다. 지휘자 Tristan Meister와 함께 단원들은 모든 
시대의 남성 합창 작품의 예술에 헌신해왔습니다. 합창단은 훌륭한 평판을 
얻고 있으며 국내외의 초청을 받아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남미 
및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순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14년 독일 합창 
경연대회(German Choir Competition)와 2016년 불가리아 바르나(Varna)의 
국제 합창 경연대회 등 여러 대회에서 1등상을 수상했습니다.

참가 조건 및 등록에 대한 상세정보 :  World Choral EXPO 2019   
업데이트된 정보는 페이스북을 팔로우 해주세요 : World Choral EXPO 
Facebook page 
2015세계 합창 엑스포 | 폐막식 하이라이트 : video

EXchange!(익스체인지!)
노래 네트워크(Singing Network)가 IFCM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2019년 7
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리는 세계 합창 엑스포의 
한 프로젝트로 익스체인지(Exchange)를 기획합니다! 국제적인 학자, 연주자, 
지휘자, 교육자 및 작곡가 등이 모여 연결하고, 창조하고, 공유하고, 탐구하는 
이 친밀한 모임에 참가하세요.
노래 네트워크는 합창 음악의 토대와 다양한 측면에 초점을 맞춘 논문 
및 발표에 대한 제안을 공모합니다. 중점 영역은 노래와 노래하기, 몸짓, 
스토리텔링, 지휘, 연출, 조정, 교육과 학습, 작곡, 사회화, 상상, 의사 소통, 표현 
그리고 그 외의 많은 주제가 가능합니다.
제출 양식 및 정보 : The Singing Network.
제출 마감 : 2019년 5월 1일
발표자 공지 : 2019년 5월 6일
발표자 등록 : World Choral EXPO
문의처 : Ki Adams 교수(kiadams@mun.ca), Dr. Andrea 
Rose(arose@mun.ca), Dr. David Buley(dbuley@mun.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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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CM2020 합창단 명단 

2020년 7월 오클랜드에서 열리는 제 12 회 세계 합창 심포지엄에 참가할 24
개의 세계적인 합창단들(24 world-class choirs)의 놀라운 리스트가 담긴 
비디오(video)를 보셨습니까?
국제 예술 위원회(International Artistic Committee)는 전 세계 50개국 
이상의 362개 합창단 및 발표자 신청서를 검토하여 최종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WSCM2020의 예술 감독 John Rosser는 “이번 심포지엄은 전례 없이 많은 
신청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훌륭한 후보들 중에서 
매우 다양하고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최고의 수준의 프로그램을 
선발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Symposium’s theme)는 40명 이상의 저명한 
합창 전문가들의 흥미진진한 프레젠테이션 주제의 범위 즉, 토착 음악과 ‘
소유권’, 다양성과 사회적 권한 부여, 지휘 및 보컬 테크닉의 초석인 주제와 
함께, 명확한 발음, 리듬, 어조, 장르 탐색, 레퍼토리, 악장 및 프로그래밍 
등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웹사이트(WSCM2020)에서 전체 발표자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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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presenters)를 볼 수 있습니다.

조기등록은 2019년 7월까지 가능하며 최소 10%의 등록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www.wscm2020.com/reg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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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 없는 지휘자들(CONDUCTORS WITHOUT BORDERS) – 2019년 
세션의 업데이트 및 새 CWB 로고
국경 없는 지휘자들(CWB Conductors Without Borders)은 IFCM의 사명을 
신중하게 구현한 연맹의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 상당수의 
국가에서 아직도 해당 국가 합창 연합회가 국내 합창 지휘 교육을 위한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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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CWB는 기술과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다른 
국가의 전문 지휘자의 도움을 받아 지역 지휘자들 및 강사들을 훈련시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호 공동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8년 중남미에서 합창 지휘 훈련 세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아프리카의 9개 국가에도 세션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남아시아태평양 및 인도로 확장될 예정이며 아래 국가에서 세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프리카 : 토고, 세네갈, 콩고 민주 공화국, 카메룬, 케냐, 아이보리 코스트, 
베냉, 가봉
아메리카 : 브라질,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카리브해 지역
아시아 : 인도, 미얀마
CWB의 전 세계에 걸친 성공을 기념하기 위해 새로운 CWB 로고가 프로그램의 
글로벌한 측면을 보다 정확하게 나타내는 이미지로 디자인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CWB 합창 지휘 강사들은 자발적으로 봉사하며 전문성을 제공하고 
있음을 IFCM의 멤버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교통 및 숙박에는 비용이 듭니다. IFCM에 기부하고 IFCM 멤버쉽을 갱신하여 
국경 없는 지휘자들 프로젝트를 도와주세요. “자원 봉사자들이 합창 세계를 
연결합니다”라는 IFCM비전의 본질을 대표하는 이 특별한 프로젝트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어 주세요! 
상세 정보 및 CWB 세션 리포트

2018년 세계 합창의 날 평가 요약
2018년 우리는 지난 28년의 세계 합창의 날 행사 중 가장 특별한 하나를 
기념했습니다. 2018년 제1차 세계 대전 종전 100 주년을 맞아 2018 
세계 합창의 날은 그 기간을 한 달 이상 연장하여 이전에는 없었던 행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소통과 디자인 면에서 이전과는 다른 
수준으로 끌어 올렸습니다. 이러한 마케팅의 노력으로 기록적인 수의 
이벤트가 등록되었으며 대부분의 국가는 참가 전례가 없었습니다(2018 세계 
합창의 날 리포트 보기 Report). 지난 몇 년 간의 경험을 통해 배우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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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창단원, 지휘자, 콘서트, 축제 및 행사 기획자를 위한 간단한 설문 조사가 
진행 되었습니다. 20일 동안 수백명이 참가하여 개인적인 생각과 느낌을 담아 
답을 해주었습니다. 이 귀중한 피드백은 앞으로의 성공적인 세계 합창의 날 
축하행사 준비 및 진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빌어 설문 
조사에 응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설문 조사의 자세한 결과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세계 청소년 합창단(WORLD YOUTH CHOIR) 소식 업데이트
세계 청소년 합창단 2019년도 오디션이 시작되었습니다!
합창단은 프로젝트 30주년을 맞아 프랑스로 갑니다.
2019년 세계 청소년 합창단 여름 세션 World Youth Choir summer 
session 2019 (2019년 7월 14일 - 8월 4일)이 프랑스 옥시따니(Occitanie) 
남부 지역에서 7월 중순에서 8월 초까지 Plate-formeinterrégionale의 주최로 
열립니다. 미요(Millau)/생타프리크(Saint-Affrique)에서 열리는 리허설 세션 후 
프랑스와 포르투갈(리스본)의 콘서트 투어가 있으며 베죵 라 로멘(Vaison-la-
Romaine)의 Choralies축제의 콘서트로 마무리 됩니다. 합창단의 예술감독은 
지휘자 Josep Vila iCasañas가 맡습니다.
연락처 : Ines Moreira: manager@worldyouthchoir.org

세계 청소년 합창단(WORLD YOUTH CHOIR) : 국제 심사위원 회의
프랑스 옥시타니(Occitanie), 2019년 7월 14일 – 8월 4일
WYC 국제 심사위원단과 2019 세션의 지휘자, WYC 2019 세션 매니저들이 3
월 12일에서 14일까지 툴루즈(Toulouse)에서 만나 다음 세션의 세부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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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하고, 리허설 세션과 콘서트 투어가 열릴 장소를 답사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출된 오디션 파일을 듣고 올해 프로젝트에 참여할 단원들을 
선발했습니다! 국제 심사위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Josep Vila i Casañas - 2019년 세계 청소년 합창단 지휘자
• Cristian Grases - WYC 심사위원(IFCM 대표)
• Marti Ferrer - WYC 심사위원(ECA-EC 대표)
• Stéphane Grosclaude - WYC 심사위원(JMI 대표) 및 2019년 세션 기획자

(Plate-forme interrégionale)
• Inês Moreira - WYC 2019 세션 매니저
WYC 2019는 멋진 시설에서 이 회의를 주관한 Drac Occitanie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선발 단원들의 명단에 대한 상세 정보는 World Youth Choir 2019 및 
https://www.facebook.com/worldyouthchoir 를 방문하시거나 
Inês Moreira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 태평양지역 합창대표자 회의, 2019년 7월2일 - 25일, 홍콩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홍콩 어린이 합창단(HKCC)이 아시아의 국제도시 
홍콩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합창 지도자 모임을 가집니다. HKCC는 
참가자들에게 국제적인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문화 교류와 예술적 우수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행사 기간에는 홍콩 합창지휘 대회의 최종 
결선뿐만 아니라 일련의 콘서트, 워크샵, 공개 리허설, 음악 박람회가 열립니다. 
상세 정보 : http://www.choralsummit2019.hk/
Registration form

제15회 중국 국제 합창 페스티벌
2020년 7월 23 - 29일, 베이징
http://en.cicfbj.cn/

2019 년 4 월

자원 봉사자들이 합창 
세계를 연결한다

http://ifcm.net/
https://www.worldyouthchoir.org
https://www.facebook.com/worldyouthchoir
mailto:manager@worldyouthchoir.org
http://www.choralsummit2019.hk/
https://ifcm.net/uploads/documents/choralsummit2019.pdf
http://en.cicfbj.cn/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CHORAL MUSIC monthly electronic newsletter
http://ifcm.net/

© 2019 IFCM - All rights reserved

IFCM 뉴스 

IFCM 창립 회원들의 소식

유럽 합창 협회-유로파 칸타트 (ECA-EC)
유로파 칸타트 청소년 축제 EUROPA CANTAT junior Festival
리투아니아 빌뉴스(Vilnius) | 2020년 8월 5일 – 12일 
18세 이하의 단원들로 구성된 어린이 합창단과 청소년 합창단에 중점을 둔 
축제로서 연령 그룹에 맞춘 스케줄의 워크숍, 콘서트, 열린 합창 및 합창과 관련 
없는 행사들도 진행됩니다.
리투아니아의 수도는 9번째 유로파 칸타트 청소년 축제에 참가하는 모든 소년 
소녀들을 환영합니다.
축제 기간 동안 여러분은 다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 스마트 합창(Smart Singing)
• 세계적 수준의 지휘자
• 음악 + 게임 + 테크놀로지
• 유네스코에 등록된 옛 도시
당신의 목소리와 마음을 위한 잊을 수 없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Visit EUROPA CANTAT Junior Festival 웹사이트를 방문해주시고 
Facebook과 Instagram도 팔로우 해주세요.

미국 합창 지휘자 협회(ACDA)
행사 일정 :
소년 합창단 심포지엄 Boychoir Symposium - 2019년 11월 1–2일
어린이 합창단 지휘자 수련회 Children’s Choir Conductor Retreat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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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월 18–19일
ACDA 지역 회의 ACDA Regional Conferences - 2020년 3월
• 중부 및 북중부 지역 - 3월 4–7일, 위스콘신주 밀워키(Milwaukee, WI)
• 동부 지역 - 3월 4–7일, 뉴욕주 로체스터(Rochester, N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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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DA 전국 대회 ACDA National Conference - 2021년 3월 17–20일, 
텍사스주 댈러스(Dallas, TX)

ACDA 어플리케이션 ACDA App - Tim Sharp : «이것은 디지털 노이즈를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며, 내가 신뢰하는 사람들로부터의 크라우드 소싱(crowd 
sourcing) 방식입니다.» 선별된 콘텐츠와 관련 뉴스로 일상 생활에서 ACDA
와 함께 하세요!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하거나 구글 플레이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능 : 앱의 뉴스피드에 여러분이 직접 기사를 올릴 수 있습니다.

IFCM 회원들의 소식

합창 캐나다 소식
역동적인 도시, 퀘벡(Quebec)주 몬트리올(Montreal)시에 오셔서 캐나다 
합창 회의 및 2020년 3월 14일에서 17일까지 열리는 축제 PODIUM 2020: 
Singing Towards the Future(미래를 향해 노래하다)에 참가하세요. 포디엄
(PODIUM) 2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캐나다 및 세계에서 온 최고의 합창단이 
출연하는 다양한 콘서트, 흥미로운 워크샵과 강연, 소중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합창 예술에 대한 즐거운 축하 행사 등을 통한 새롭고 잊을 
수 없는 경험을 만들 것입니다.
캐나다 및 세계의 합창 공동체에 여러분의 지식과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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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습니까? 캐나다에서 합창 지휘자, 작곡가, 학자, 매니저, 합창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행사의 세션 발표자의 신청 마감일인 2019년 5월 15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합창단, 작곡가, 학자, 관리자, 성악가 온라인 신청서 및 상세 정보 : 
www.podium2020.ca

CARUS-VERLAG 소식
CARUS지 2019년 1호 발매
1년에 2번, CARUS지는 여러분에게 최신 합창 음악에 관한 흥미로운 토픽을 
전해줍니다. 합창 음악에 대한 많은 기사로 가득한 CARUS지 2019년 1호가 
지금 발매되었습니다.
놀랍습니다! >> Read online

빌뉴스(VILNIU) 주립 합창단 소식
빌뉴스 주립 합창단(State Choir Vilnius)이 2019년 4월 7일부터 9
일까지 그루지아(Georgia)의 트빌리시(Tbilisi) 국제 합창 음악 축제
(Tbilisi International Choral Music Festival)에 참가합니다.
 
여러분의 합창 이벤트를 ICB와IFCMeNEWS와 우리 웹사이트를 통해 세계에 
홍보 하세요
이제 http://ifcm.net/ 및 http://icb.ifcm.net/ 그리고 월간 IFCMeNEWS와 
계간 ICB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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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RIL AND MAY 2019
2-7 Apr : International Choir Festival Corearte, Puerto de la Cruz, Tenerife, Spain - 
https://www.corearte.es
4-7 Apr & 11-14 Apr :  Cherry Blossom Washington D.C.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USA - 
http://www.music-contact.com
4-6 & 10-13 Apr : 17th Festival di Primavera (Spring Festival), Montecatini Terme, Tuscany, Italy - 
http://www.feniarco.it
6-13 Apr : America Cantat 9, Panama City, Panama - http://www.americacantat9.org
11-14 Apr: 16th Tallinn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2019, Estonia - http://www.kooriyhing.ee
12-14 Apr: 3rd Michelangelo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Florence, Italy - 
http://www.florencechoral.com
14-18 Apr: 17th Budapest International Choir Festival & Competition, Hungary - 
http://www.meeting-music.com
15-18 Apr: Barcelona Workshop “Easter Week and Religious Choral Music”, Spain - 
https://www.corearte.es
19-21 Apr: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Wales, Gwyl Gorawl Ryngwladol Cymru, Venue Cymru, 
Llandudno, North Wales, United Kingdom - http://www.internationalchoralfestival.wales/
22-27 Apr: Music at Gargonza, Tuscany, Italy - http://www.lacoc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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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8 Apr: 9th International Messiah Choir Festival, Salzburg, Austria - 
https://messiah-chorfestival-salzburg.jimdo.com/
25 Apr-7 May: 3rd International Choir Festival and Competition All Nations Are Singing, Vilnius 
and Trakai, Lithuania - https://www.choralfestivals.org/
25-28 Apr: 5th International Children’s & Youth Chorus Festival ‘StimmenKlangRaum’, Weimar, 
Germany - https://schola-cantorum-weimar.de
28 Apr-1 May: World of Choirs, Montecatini Terme, Toscana, Italy - http://www.fiestalonia.net
1-5 May: 65th Cork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Ireland - https://www.corkchoral.ie
1-4 May: 7th Queen of the Adriatic Sea Choral Festival and Competition, Cattolica Italy - 
http://www.queenchoralfestival.org
1-5 May: Voices for Peace Perugia, Assisi, Italy - https://www.interkultur.com/
1-5 May: Riga Sings, International Choir Competition and Imants Kokars Choral Award, Riga, 
Latvia - https://www.interkultur.com/
1-5 May: 18th Venezia in Musica, International Choir Competition and Festival Sacile and 
Venice, Italy - https://www.meeting-music.com
2-6 May: Cornwall International Male Voice Choral Festival, United Kingdom - 
https://www.cimcf.uk
6-12 May: 14th International Festival of University Choirs UNIVERSITAS CANTAT 2019, Poznañ, 
Poland - http://cantat.amu.edu.pl/pl/
8-12 May: Choir festival “Majske muzi ke sve anosti” (May music festival), Bijeljina, Bosnia 
Herzegovina - http://mms.srbadija.com/
9-12 May: ON STAGE with Interkultur in Stockholm, Sweden - https://www.interkultur.com/
10-12 May: 9th World Choir Festival on Musicals, Thessaloniki, Greece - 
https://www.xorodiakorais.com
11-13 May: 3rd Lorenzo De’ Medici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Florence, Italy - 
http://www.florencechoral.com
13-22 May: International Choir Festival Corearte All’Italiana, Italy - https://www.corearte.es
15-19 May: 38th International Festival of Orthodox Church Music, Białystok, Poland - 
http://festiwal-hajnowka.pl/
15-19 May: 6th Vietnam International Choir Festival & Competition, Hôi An, Vietnam - 
https://www.interkultur.com/
15-22 May: Voices United in Costa Rica, San José, Costa Rica - http://www.kiconcerts.com
16-19 May: 40th International May Choir Competition “Prof.Georgi Dimitrov”, Varna, Bulgaria - 
http://choircomp.org/en/home-en/
19-27 May: Beijing and Hong Kong Choir Festival, China - http://www.kiconcerts.com
22-26 May: Venezia Music Festival 2019, Italy - http://www.mrf-musicfestivals.com
23-27 May: Cantate Croatia International Choir Festival, Croatia - 
https://home.music-contact.com
23-26 May: ON STAGE with Interkultur in Florence, Italy - https://www.interkultur.com/
23-26 May: Cantate Adriatica International Choir Festival, San Marino, Italy - 
https://home.music-contact.com
28 May-2 June: 47th International Choir Festival of Songs, Olomouc, Czech Republic - 
https://festamusicale.com
29 May-2 June: Sing Along Concert On Tour Barcelona, Spain - https://www.interkultur.com/
30 May-2 June: CantaRode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 Competition, Kerkrade, The 
Netherlands - http://www.cantarode.nl
31 May-2 June: 48th International Competition Florilège Vocal de Tours, France - 
http://florilegevocal.com
31 May-2 June: International Choral Competition Ave Verum 2019, Baden, Austria - 
http://aveveru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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