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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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까지 이 링크를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
세계 합창 엑스포, 2019년 7월 27일 – 8월 1일, 포르투갈, 리스본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목소리 모임
2019 세계 합창 엑스포(World Choral Expo 2019) 등록이 현재 진행 중 입니다!
•개인 등록
•합창단 등록
•전시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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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19 세계 합창 엑스포와 IFCM의 초대 합창단에 참여하는2019년도 세계 청소년 합창단
(2019 World Youth Choir)의 놀라운 공연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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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보! 2개의 합창단이 WCE에 추가로 초청되었습니다: 카타르 청소년 합창단 
Qatar Youth Choir(카타르)과 터크소이 청소년 합창단 TURKSOY Youth Choir (튀르크 
회원국).

선전 릴리 어린이 합창단(Shenzhen Lily Children’ Choir), 세메스 콰르텟(Shemesh 
Quartet), 리스본 그레고리안 학원의 청소년 합창단(Coro Juvenil do Instituto Gregoriano 
de Lisboa), 칸테무스 어린이 합창단(Cantemus Children’s Choir), 모란 합창단(Moran 
Choir), 크레도 체임버 합창단(Credo Chamber Choir), 그리고 앙상블 보카펠라 림뷔르흐
(Ensemble Vocapella Limburg)의 약력은 IFCMeNEWS 4월호(April IFCMeNEWS) 및 
IFCMeNEWS 5월호(May IFCMeNEWS)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두 합창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Indonesian Children and Youth Choir - Cordana 
지휘자 Aida Swenson (인도네시아)
어린이 청소년 합창단의 리더로서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존경받고있는 인도네시아 어린이 
청소년 합창단 – 코르다나(Indonesian Children and Youth Choir – Cordana)는 
인도네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풍성함에 대한 희귀한 경험을 제공하는 공연을 보여줍니다. 
합창단은 국제 페스티벌과 대회에 자주 참가하면서 또한 Nusantara Symphony Orchestra
와의 정기적인 공연으로 그 지역의 클래식 기반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합창단은 미국, 독일, 폴란드, 일본, 필리핀, 싱가포르 및 네덜란드에서 국제 상을 수상한 
것 외에도 골든 게이트 페스티벌(Golden Gate Festival, 미국 캘리포니아), IFCM 아시아 
태평양 합창 심포지엄(IFCM Asia-Pacific Choral Symposium, 싱가포르), ACDA 전국 대회
(ACDA National Convention, 미국 마이애미), IFCM 세계 합창 심포지엄(IFCM World 
Symposium on Choral Music, 덴마크 코펜하겐), 인천 국제 합창 페스티벌(대한민국 인천), 
국제 종교음악 페스티벌(Festival Musica Sacra International, 독일 마르크트오버도르프), 
폴리폴리아(Polyfollia, 프랑스 생로), 페스티벌 500 및 포디엄 2018(Festival 500, Podium 
2018, 캐나다 세인트 존스), 뮤지카 사크라(Musica Sacra, 아르헨티나 산후안), 유러피안 
콰이어 게임(European Choir Games(오스트리아 그라츠), 타이페이 국제 합창 페스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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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pei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대만), 유럽 청소년 합창 페스티벌(European Festival 
of Youth Choirs, 스위스 바젤), 탐페레 보컬뮤직 페스티벌(Tampere Vocal Music Festival, 
핀란드), 그리고 월드비전 국제 어린이 합창단 페스티벌(World Vision International 
Children’s Choir Festival, 미국 워싱턴 DC) 등에 초청되었습니다.

Kokopelli Youth Choir (캐나다), 지휘자 Scott Leithead
코코펠리 청소년 합창단(Kokopelli Youth Choir)은 합창음악의 다양한 스타일에 대한 
매력적이고 역동적인 공연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1996년에 창단되었습니다. 대부분이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들이며 50-60명의 오디션을 거친 멤버들로 구성된 코코펠리 청소년 
합창단은 캐나다 대초원의 심장부에 자리잡고 있으며 캐나다 록키 산맥에서 불과 몇 시간 
거리에 있는 아름다운 강의 도시 앨버타주 에드먼턴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코코펠리는 
에드먼튼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사랑하는 게스트 합창단이며 전 세계의 뛰어난 게스트 
아티스트 및 지휘자와 함께 공연하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캐나다 국립 음악 페스티벌(2015, 
2016)의 1위 수상과 더불어 최근 수상 경력으로는 아마추어 캐나다 합창단 경연대회(2015)
에서 청소년 합창단 부문 1위가 있습니다. 혁신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공연과 광범위한 
레퍼토리 및 음악적 탁월함으로 잘 알려진 코코펠리는 다양함, 포용성 그리고 강력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음악의 힘을 믿습니다. 합창단의 아프리카 프로젝트 기금(나미비아와 
남아프리카 투어 공연 후 2004년 설립 됨)은 아프리카 남부의 청소년들을 위한 음악 개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여러 자매 합창단과 협력하여 코코펠리는 회원 교환 프로그램, 아프리카 
음악 출판 시장 및 아프리카 합창단의 캐나다 투어 공연 기획을 시작했습니다.

IFCMeNEWS 7월호에서 더 많은 WCE 합창단 약력이 소개됩니다!

EXchange!(익스체인지!)
싱잉 네트워크(The Singing Network)의 익스체인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IFCM과의 
협력으로 2019년 세계 합창 박람회(7월 27일 – 8월 1일)의 주요 요소로 조직된 익스체인지! 
세션이 7월 30일과 31일에 열립니다. 함께 나누고 배울 수 있는 풍부한 시간을 가지기 
위해 매력적인 도시 리스본으로 오세요. 초점을 두는 분야는 다양하며, 사회적 정치적 자본, 
장소, 시민권, 즉흥 연주, 합창 및 보컬 교육, 그 외 많은 주제와 관련된 합창의 최신 연구와 
실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IFCM의 새로운 본부인 팔라세테 도스 콘데스 데 몬테 레알
(Palacete dos Condes de Monte Real)의 멋진 시설에서 여러분은 8개국(노르웨이, 
아르헨티나, 이스라엘, 콩고, 아르메니아, 덴마크, 미국, 캐나다)에서 온 국제적 학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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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들의 폭넓은 주제들을 나타내는 전통적이고 또한 상상력이 풍부한 프레젠테이션 
형식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익스체인지!에서는 합창과 관련된 현재와 미래의 
글로벌 계획을 모색하는 국제 IFCM 토론회도 열립니다. 
참가하세요! 세계 합창 박람회에 등록(Register) 하시고 모든 익스체인지! 세션과 WCE
콘서트, 환영회, 개회식과 폐회식 및 전시회에 참석하세요!
합창에 관심이 있다면 2019년 7월 말에 여러분이 있을 곳은 리스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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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합창 심포지엄 WSCM2020
WSCM2020의 예술 감독 John Rosser가 합창 페스티벌 경험에 대한 뒷얘기를 나눕니다.
“제12회 세계 합창 심포지엄과 같은 중요하고 세계적 수준의 합창 페스티벌을 조직하는 것의 
주안점은 전 세계에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즐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지만 완벽하게 만들어진 WSCM2020 팀은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를 돌며 사람들을 만나서 
왜 이 이벤트를 놓치면 안 되는지 설득해왔습니다! (진심으로... 놓치지 마세요!)
2017년 바르셀로나 심포지엄의 ‘횃불 수용(acceptance of the torch)’에 이어 
2018년에는 진정한 대규모 이벤트였던 제14 회 중국 국제 합창 페스티벌
(14th China International Chorus Festival)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했으며 바로 이어서 
탈린에서 열린 ECA-EC의 마법 같은 유로파 칸타트(Europa Cantat)를 위해 에스토니아를 
방문했습니다. 올해에도 또 다른 두 개의 실질적 합창공동체, 미국과 호주를 방문하는 중요한 
여행을 통해 벌써 많은 마일리지를 적립했습니다. 
2월 말 WSCM2020 팀은 미주리주 캔자스 시티에서 열린 미국 합창지휘자 협회 전국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이벤트가 얼마나 크고 포괄적인지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은 어렵지만, 
거대한 전시장을 보면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개가 넘는 전시부스 중 하나가 
WSCM의 부스였고 각각의 부스는 ‘그들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체 글 보기 READ JOHN’S FULL STORY ON WSCM2020.COM WEBSITE
WSCM2020등록 및 할인 REGISTER FOR WSCM2020 & SAVE

현재 조기 등록 접수 중입니다(Earlybird registrations are now open). IFCM 회원은 
특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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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유라시아 국제 청소년 합창단 – 상하이 협력기구 국가 청소년 합창단
올 여름 IFCM은 새로운 국제 청소년 합창단 – 상하이 협력기구 국가 청소년 합창단
(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 Countries’ Youth Choir)을 시작하며 2019년 6
월 25일에서 7월 7일까지 내몽골의 후허하오터와 중국 베이징에서 리허설과 공연을 합니다. 
상하이 협력기구의 18개국의 합창단원과 기악 연주자로 구성된 19세에서 35세의 54명 
단원의 청소년 합창단은 Andre de Quadros (인도–미국)와 Maria Goundorina (러시아–
스웨덴)가 지휘를 맡습니다.
상하이 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SCO)는 “광대한 유라시아 지역의 
안보를 지키고 안정을 유지하고, 새로운 도전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힘을 합치고, 문화 및 
인도주의 협력과 함께 무역을 증진하기 위한 다자간 단체”로서 200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는 문화적 대화의 맥락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Emily Kuo IFCM 총재는 상호 신뢰와 우정 
및 존중을 정진시키기 위한 궁극적인 ‘도구’로서 청소년 합창단을 그리고 있습니다. IFCM이 
3개의 설립 후원단체 중 하나인 세계 청소년 합창단(World Youth Choir)을 모델로 하여 
IFCM은 새롭고 혁신적인 협업(cooperations)의 성장하는 목록에 이 프로젝트 합창단을 
추가했습니다.
SCO 회원국 국민들의 풍부한 역사적, 문화적 유산은 이 18개국의 다양한 합창 전통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SCO 네트워크에 동참하고 있는 국가들은 8개의 회원국(카자흐스탄, 
중국,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인도,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과 4개의 참관국(
아프가니스탄, 벨라루스, 이란, 몽골), 그리고 6개의 대화상대국(아제르바이잔, 캄보디아, 
네팔, 아르메니아, 터키, 스리랑카)입니다. 소리, 질감, 색상, 음계, 악기, 하모니, 리듬 및 음악 
스타일의 생생하고 광범위한 팔레트를 상상해 보세요.
상하이 협력기구 국가 청소년 합창단 프로젝트는 협력과 평화, 이해를 추구하기 위해 상하이 
협력 국가 중 하나에서 매년 
열리는 지속적인 사업이 되고자 합니다. 합창이 국가 간의 가장 강력한 통합을 이루는 힘의 
하나임을 알리고자 하는 IFCM의 사명에 대한 이 얼마나 완벽한 표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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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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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IFCM - All rights reserved

IFCM 뉴스 
2019년6월

자원 봉사자들이 합창 
세계를 연결한다

https://www.ifcm.net/cooperations/shanghai-cooperation-organisation-countries--youth-choir
http://www.andredequadros.com
http://www.andredequadros.com
http://eng.sectsco.org
https://www.worldyouthchoir.org
https://www.ifcm.net
https://www.ifcm.net/projects/choral-composition-competition
http://ifc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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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IFCM -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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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세계 청소년 합창단(WORLD YOUTH CHOIR)
2019년도 세계 청소년 합창단 단원들을 만나보시겠습니까? 7월에 합창단에 참가할 단원들과 
WYC에 참가하게 된 그들의 동기는 무엇인지에 대해 WYC가 페이스북 게시물 (Facebook 
posts)을 올립니다. 7월 8일까지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페이스북에 오셔서 2019년도 
WYC 단원들을 만나보세요.
한편 스페인 사바델(Sabadell) 출신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WYC 2019의 지휘자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Josep Vila i Casanas의 간단한 약력입니다.

Josep Vila는 사바델의 Lieder Camera Chamber Choir를 지휘하고 있으며 바르셀로나의 
Frances Valls Chamber Choir의  객원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Orfeo 
Catala choral society(1998-2016), Cor deCambra of the Palaude la Musica 
Catalana(2011-2016), Radiotelevision EspanolaChoir(2007- 2010), 그리고 Lieder 
Camera Choir(1990-2006)의 상임지휘자로 활동했습니다. 또한 Josep은 Ficta, Columna 
Musica, La Ma de Guido, Ars Harmonica, Solfa Recordings, Anacrusi, TVC Disc 및 RTVE 
음반사에서 음반을 발매했습니다. 그는 종종 전 세계의 여러 합창단에 게스트 지휘자로 
초청받고 있습니다.
작곡가로서의 Josep의 주요 관심 분야는 음성 및 악기를 위한 음악입니다. 그는 어린이 
및 청소년 합창단과 아카펠라 혼성 합창단, 합창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광범위한 작품을 
작곡했습니다. ‘Sanctus-Benedictus(1992)’와 ‘Salve Regina(2001)’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자주 공연되는 작품입니다. 그 밖의 최근의 작품으로는 메조 소프라노, 합창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Te Deum(2010)’, 두 개의 아카펠라 합창단을 위한 ‘Missa Sanctus-
Benedictus(2015)’, 그리고 2016년 바르셀로나의 Palaude la Musica Catalana 에서 
초연 된 4명의 솔리스트와 합창, 오케스트라를 위한 오라토리오 ‘Veni Creator Spiri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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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습니다. 2005년부터 Josep은 카탈루냐 음악 고등학교에서 합창 지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도시에서 정기적으로 워크숍과 세미나 및 
마스터 클래스를 열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지역 합창 대표자 회의, 2019년 7월21일 – 25일, 홍콩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홍콩 어린이 합창단(HKCC)이 아시아의 국제도시 홍콩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합창 지도자 모임을 가집니다. HKCC는 참가자들에게 국제적인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문화교류와 예술적 우수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행사 
기간에는 홍콩 합창지휘 대회의 최종 콘서트뿐만 아니라 일련의 콘서트, 워크숍, 공개 리허설, 
음악 엑스포가 열립니다. 
상세 정보 : Asia Pacific Choral Sum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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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 없는 지휘자(CWB)는 아프리카에서 계속 임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CWB의 아프리카 코디네이터 Tierry Thiebaut와 검증된 보컬 테크닉 교사 Agnes Brosset(
프랑스)가 4월 8일에서 13일까지 콩고의 킨샤사에서 또 다른 CWB 세션을 열었습니다. 주관 
단체와 보컬 앙상블 Bel Canto에게 특별히 감사 드립니다. 프랑스어 보고서(report)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아프리카에서 CWB를 발전시키기 위해 싱 포 플레져(즐거움을 위한 노래 
Sing for Pleasure)가 IFCM에 합류했습니다. 이는 CEO이자 싱 포 플레져의 지휘자 
트레이닝 책임자인 Manvinder Rattan과 IFCM 회원이며 세계 청소년 합창단의 단원이자 
지휘자였고 싱 포 플레져가 처음으로 아프리카 지휘 코스를 제안한 Ken Wakia의 만남 
후 결정되었습니다. 이 결실 있는 협업에 대한 Manvinder Rattan의 리포트(report)를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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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CM 창립 회원들의 소식

유럽 합창 협회-유로파 칸타트 (ECA-EC)
2018년 유럽 합창 협회 연례 보고서 
2018년 유럽 합창 협회 (European Choral Association)가 합창 애호가들의 두터운 
네트워크와 한 해 동안 유럽 전역에서 구성되었던 모든 활동 및 개발되었던 프로젝트를 
정리한 2018년도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www.EuropeanChoralAssociat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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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1월 18–1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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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CM 회원들의 소식

카탈루냐 합창 연맹의 수상 소식
2019년 5월 16일 카탈루냐 합창 연맹(Federacio Catalana d’Entitats Corals)이 카탈루냐 
정부가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상 중의 하나인 Creu de Sant Jordi(성 조지의 십자가)를 
받았습니다. 카탈루냐의 문화 및 시민 분야와 그 정체성을 지키는 것에 큰 기여를 한 개인과 
단체에게 수여되는 상으로서 FCEC는 28 명의 사람들과 14개의 단체와 함께 수상했습니다.  
창립 100 주년에 이 상을 받게 됨으로써 FCEC는 카탈루냐에서 합창 음악을 증진하고 
강화하며 또한 문화와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그들의 공로에 대해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합창 캐나다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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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합창 이벤트를 ICB와IFCMeNEWS와 우리 웹사이트를 통해 세계에 홍보 하세요
이제 http://ifcm.net/ 및 http://icb.ifcm.net/ 그리고 월간 IFCMeNEWS와 계간 ICB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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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NE AND JULY 2019
2-16 June: 20th Annual Varna International Music Academy, Bulgaria - 
www.varnainternational.com
3-9 June: Sing Austria with John Dickson, Vienna & Salzburg, Austria - 
www.KIconcerts.com
4-8 June: Winchester Cathedral Choral Festival, United Kingdom - 
www.perform-international.com
4-10 June: D-Day Memorial Concert Series Paris and Normandy, France - 
http://ddayconcerts.org/2019-paris-choral-festival/
5-9 June: 9th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Chernomorski zvutsi, Balchik, Bulgaria - 
www.chernomorskizvutsi.com/
5-10 June: Limerick Sings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Limerick, Ireland - 
www.limericksings.com
5-9 June: Tampere Vocal Music Festival, Tampere, Finland - 
www.tamperemusicfestivals.fi/vocal/en
6-10 June: Krakow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Poland - www.music-contact.com
6-9 June: 10th International Krakow Choir Festival Cracovia Cantans, Poland - 
www.krakowchoirfestival.pl
6-11 June: Rome Choral Festival, Italy - www.perform-international.com
6-10 June: Melbourne International Singers Festival Melbourne, Australia - 
https://www.playitforward.org.au
7-12 June: 16th International Chamber Choir Competition Marktoberdorf 2019, 
Germany - www.modfestivals.org
8-14 June: Wales & England Choir Festival 2019 with Thomas Lloyd, United 
Kingdom - www.KIconcerts.com
9-15 June: Monteconero Music Party, Montenegro - www.lacock.org
12-16 June: International Masterclass for Choral Conductors Marktoberdorf, 
Germany - http://www.modfestivals.org/masterclass2019
16-22 June: Montréal Choral Festival 2019 with Elena Sharkova, Canada - 
www.KIconcerts.com
16-22 June: Music at Monteconero, Montenegro - www.lacock.org
16-19 June & 7-10 July: International Contest Sun of Italy, Pesaro, Italy - 
www.fiestalonia.net
19-23 June: Dublin Choral Festival, Ireland - http://dublinchoralfestival.org/
19-24 June 2019, Italian Alpine Choral Festival, Dolomites, South Tyrol, Italy - 
http://tuscany.music-contact.com/
19-23 June 2019, 7th International Anton Bruckner Choir Competition and Festival, 
Linz, Austria - https://www.interkultur.com/
19-24 June 2019, 2nd Salzburg International Choral Celebration and Competition, 
Salzburg, Austria - http://meeting-music.com/
19-24 June 2019, 3rd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Costa Rica for Peace, San Jose, 
Costa Rica - www.choralfestcostaric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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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June 2019,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in Tuscany, Montecatini Terme, Italy - 
http://tuscany.music-contact.com/
20-24 June 2019, Roma In Canto International Festival of Sacred Music, Rome, 
Italy - http://tuscany.music-contact.com/
21 June 2019, 17th “Seghizzi” International Choral and Solo Voice Composition 
Contest, Gorizia, Italy - http://www.seghizzi.it/en/composition-contest-2019/
21-24 June 2019, Festival Coral de Verão, Lisbon, Portugal - 
http://pscf.sourcewerkz.com/
21-24 June 2019, Mediterranean Choral Forum, Lisbon, Portugal - www.mcc.cat
23 June-1 July 2019, Harold Rosenbaum’s Choir Concert Tour of Ireland, Ireland - 
http://haroldrosenbaum.com/institute.shtml
23 June-4 July 2019, Choral and Cultural Summer Workshop for Singers, Noto, 
Sicily, Italy - http://www.umbrianserenades.com/
24-30 June 2019, Festival Chorale de Paris commemorating the 75th Anniversary 
of D-Day, France - www.perform-international.com
25 June-1 July 2019, picfest - Treble Choral Festival, Eugene, Oregon, USA - 
http://picfest.org/
27-30 June 2019, Singers’ Summer Academy, Howell, New Jersey, USA - https://
patraminstitute.org/singers-summer-academy-2019-registration/
27 June-14 July 2019, International Festival Verona Garda Estate, Verona, Brescia, 
Mantua, Vicenza, Italy - www.festivalveronagardaestate.eu
28 June-17 July 2019, Delaware Choral Academy Summer Symposium, Aix-en-
Provence, France - https://www.delawarechoralacademy.org
28-30 June 2019, Irish International A Cappella Festival 2019, Dublin, Ireland - 
https://www.irishacappella.com/
28 June-14 July 2019, Festival of Voices, Hobart, Tasmania, Australia - 
https://festivalofvoices.com/
28-30 June 2019, Cracovia Sacra – Sacred Choral Music Festival, Krakow, Poland - 
www.cracoviasacra.com
29 June-4 July 2019, Perform in Great Britain, , United Kingdom - 
www.KIconcerts.com
29 June-5 July 2019, Italia Canta! With Craig Courtney, Rome, Italy - 
www.sechristtravel.com
29 June-3 July 2019, 7th Per Musicam Ad Astra, International Copernicus Choir 
Festival and Competition, Toru , Poland - www.meeting-music.com 
1-7 July: Toronto Children’s Festival 2019 with Henry Leck & Zimfira Poloz, Canada - 
https://www.kiconcerts.com
1-6 July: International Choir Festival Corearte Junior 2019, Puerto de la Cruz, 
Tenerife, Spain - https://www.corearte.es
1-8 July: Delaware Choral Academy Summer Symposium, Aix-en-Provence, France 
- https://www.delawarechoralacademy.org
2-9 July: Paris Choral Festival, Paris, France - 
http://ddayconcerts.org/2019-paris-choral-festival/
2-7 July: Chanakkale International Choir Festival and Competition, Chanakkale, 
Turkey - http://www.canakkalekorofestivali.com/
2-4 July: Seminar of Choral Conductors, Preveza, Greece - 
http://www.armoniachoir.gr/festival/index.php
3-7 July: 11th International Johannes Brahms Choir Festival and Competition, 
Wernigerode, Germany - https://www.interkultu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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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July: 10th Salerno Festival,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Salerno, Naples and 
Amalfi Coast, Italy - http://www.feniarco.it
3-10 July: 10th International Sacred Music Choir Festival & Competition Laudate 
Dominum, Vilnius and Trakai, Lithuania - https://www.choralfestivals.org/
3-9 July: 2019 Serenade! Choral Festival: The Human Journey, Washington DC, 
USA - http://classicalmovements.org/dc.htm
4-7 July: 21st International Cantus MM Choir and Orchestra Festival, Salzburg, 
Austria - https://www.cantusmm.com
4-7 July: 37th International Choir Festival of Preveza, 25th 
International Competition of Sacred Music, Preveza, Greece - 
http://www.armoniachoir.gr/festival/index.php
4-7 July: 56th International Choral Competition Castle of Porcia, Spittal an der 
Drau, Austria - http://www.chorbewerb-spittal.at
5-10 July: 13th Summa Cum Laude International Youth Music Festival, Vienna, 
Austria - http://www.sclfestival.org
5-9 July: Passion of Italy Rome Festival, Italy - https://www.kiconcerts.com
7-11 July: Golden Voices of Barcelona, Spain - https://fiestalonia.net
7-13 July: International Choir Festival InCanto Mediterraneo, Milazzo (Sicily), Italy - 
http://www.festivalincantomediterraneo.it/
8-14 July: 54th International Choral Music Festival Barcelona, Spain - 
http://www.fcec.cat
8-14 July: Sing Brothers, Sing! – picfest, Eugene, Oregon, USA - http://picfest.org/
8-15 July: International Singing Week Flanders, Ghent, Belgium - 
https://www.koorenstem.be/en/project/international-singing-week-flanders
9-12 July: 3rd Leonardo Da Vinci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Florence, Italy - 
http://www.florencechoral.com
9-16 July: International Boys and Men’s Choral Festival, Flagstaff, Arizona, USA - 
http://www.internationalchoralfestival.com
10-14 July: 10th Musica Eterna Roma International Choir Festival and Competition, 
Italy - https://www.meeting-music.com
11-18 July: Bodymind and Voice Courses, Collegeville, Minnesota, USA - 
http://www.voicecarenetwork.org
13-19 July: 6th International Choir Festival Coralua, Trondheim, Norway - 
https://coralua.com
13-21 July: Zêzerearts Choral Festival 2019, Tomar, Médio-Tejo Region, Portugal - 
http://www.zezerearts.com
14-19 July: Ludlow Summer School, United Kingdom - http://www.lacock.org
15-21 July: Gondwana World Choral Festival, Sydney, Australia - 
http://gondwana-wcf.org.au/
15-21 July: Vienna International Arts Festival VIAF, Austria - http://www.viaf.at/
15-21 July: Chorus America Conducting Academy, Ann Arbor, Michigan, USA - 
http://www.chorusamerica.org/ca2019
16-28 July: Pacific Pride Choir, Vietnam and Cambodia - 
https://www.kiconcerts.com
17-21 July: Al Sole della Sardegna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Sant’Antioco, Italy - 
https://www.festivalalsoledellasardegna.eu/en
17-20 July: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of Missoula, Montana, USA - 
https://www.choralfestiva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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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4 July: 12th Grand Prix Pattaya, Bangkok, Thailand - 
https://festamusicale.com/en/festivals/grand-prix-thailand/
19-21 July: 58th International Seghizzi Choral Competition and Festival, Gorizia, 
Italy - http://www.seghizzi.it
20-23 and 25-28 July: Eastman School of Music Workshop on Advanced Choral 
Conducting, Rochester, NY, USA - http://summer.esm.rochester.edu
20-22 July (Stuttgart) & 26-27 July 2019 (Wien): World Youth Arts Festival 2019, 
Stuttgart, Germany and Wien, Austria - http://internationaler-volkskulturkreis.com/
20-27 July: Young People’s Chorus National Lab, Lee University in Cleveland, 
Tennessee, USA - https://www.ypcnational.org
21-27 July: International Children’s Choir Festival at Canterbury Cathedral & 
London, United Kingdom - https://home.music-contact.com
23-27 July: 8th Bali International Choir Festival 2019, Kuta, Bali, Indonesia - 
http://bandungchoral.com/bicf8
23-29 July: 2019 Choral Festival in Ireland, Cork and Dublin, Ireland - 
https://www.kiconcerts.com
24-26 July: Florence Choral Festival, Italy - http://www.festivalinternazionale.com
25-28 July: World Peace Choral Festival Vienna 2019, Austria - http://www.wpcf.at
27 July-1 Aug: IFCM World Choral Expo, Lisbon, Portugal - 
http://worldchoralexpo.com
28 July-3 Aug: Choir Conducting Workshop, Arosa, Switzerland - 
http://www.cattapan.ch/naechste-kurse/
29 July-1 Aug: 12th Orientale Concentus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2019, 
Singapore - https://www.orientaleconcent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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