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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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CM 회원 여러분, 의제의 다양한 부분에 대해 투표하고 싶다면 회비를 완납한 멤버쉽 
자격으로 총회에 오셔야 합니다. 7월 29일 리스본에서 만날 것을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합창 엑스포, 2019년 7월 27일 – 8월 1일, 포르투갈, 리스본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목소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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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tar Youth Choir (카타르), 
Youth chamber Choir of Turksoy (튀르크 회원국). 또한 세계 청소년 합창단의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2019 세계 합창 엑스포와 IFCM의 초대 합창단에 참여하는2019년도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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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fcm.net/
https://www.ifcm.net/uploads/content/IFCM%20Extraordinary%20General%20Assembly.pdf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8QSfM2TzMo6Btnvbze1s4NBJThCrjQoJ_zzjxQekxLf_fvw/viewform
http://worldchoralexpo.com/registration-form-for-individuals/
http://worldchoralexpo.com/registration-form-for-choirs/
http://worldchoralexpo.com/registration-form-for-exhibitors/
http://worldchoralexpo.com
https://www.moran-choir.co.il/en/
https://www.facebook.com/Indonesian-Children-and-Youth-Choir-Cordana-133490253411703/
https://www.facebook.com/people/Lily-Choir-SZ/100009395190073
https://ensemble-vocapella.de
https://www.facebook.com/jazzcantat/
https://www.facebook.com/ShemeshQuartet/
http://kyiv-credo-choir.com/eng/
https://www.facebook.com/pg/musicanostrachoir/about/
https://www.singers.com/group/Cantemus-Childrens-Choir/
https://www.facebook.com/coroinfantiligl/
https://kokopellichoirs.com
http://www.qyj-choir.com
https://www.turksoy.org/en/news/2018/10/04/youth-chamber-choir-of-turksoy-on-tour-in-kazakhstan
https://www.facebook.com/IFCMop/
https://twitter.com/ifcmofficial?lang=en
https://www.ifcm.net/media/ifcm-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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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합창단(2019 World Youth Choir)의 놀라운 공연이 열립니다.

인도네시아 어린이 청소년 합창단-코르다나(Indonesian Children and Youth Choir – 
Codrona), 코코펠리 청소년 합창단(Kokopelli Youth Ch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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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6월호(June IFCMeNEWS)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두 합창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Qatar Youth Choir(카타르), 지휘자 Alena Pyne5년 전 지휘자 Alena Pyne이 
창단한 카타르 청소년 합창단(Qatar Youth Choir)은 14세 이상의 단원으로 구성된 
혼성합창단입니다. 항상 새로운 도전을 할 준비가 되어있는 이 합창단은 모든 시대와 여러 
언어의 곡을 공연합니다. 합창단이 가장 좋아하는 장르는 민요이며 아랍어 레퍼토리를 특히 
좋아합니다. 최근에는 카타르 최초의 전국 음악 경연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18
년에 합창단은 카타르의 상징적인 건물 중 하나인 국립도서관의 개관식에서 공연을 했으며, 
H.H. Sheikh Tamim Bin Hamad Al-Thani를 위한 공연을 가졌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 간은 
카타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자주 연주했습니다. 카타르 청소년 합창단은 독일, 라트비아, 
크로아티아, 오스트리아에 순회공연을 했습니다. 더불어 세계 합창 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해 
리스본에 오는 꿈을 이루게 됩니다. 합창단은 2019년 세계 합창 엑스포(World Choral Expo 
2019)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카타르 항공 및 국립 관광 협회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A 
sortefavoreceos bravos.”

Youth Chamber Choir of TURKSOY (튀르크 회원국), 지휘자 Gulmira Kuttybadamova

터크소이 청소년 합창단은 튀르크 회원국(TURKSOY member countries)의 최고의 
음악원에서 선발된 젊은 합창단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합창단은 튀르크권의 세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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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fcm.net/
https://www.worldyouthchoir.org
https://www.ifcm.net/uploads/enews/2019-4/ifcm_enews_2019-4_korean.pdf
https://www.ifcm.net/uploads/enews/2019-5/ifcm_enews_2019-5_korean.pdf
https://www.ifcm.net/uploads/enews/2019-6/ifcm_enews_2019-6_korean.pdf
http://www.qyj-choir.com
https://www.turksoy.org/en/news/2018/10/04/youth-chamber-choir-of-turksoy-on-tour-in-kazakhstan
https://www.turksoy.or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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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스트라의 예술인들과 지휘자 및 레퍼토리의 교류를 촉진하고 튀르크 언어권 사람들의 
풍부한 음악 유산을 세계에 소개하기 위해 2015년 국제 튀르크 문화 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Turkic Culture)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직후 독일에서 열린 제2회 
유럽 합창 경연대회(European Choir Games)에서 3개의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Astana-Voice of the World에서 공연했습니다. 이 합창단은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타타르스탄(RF)의 38명의 예술가들과 
함께 튀르크권을 대표하며 지휘는 카자흐스탄의 Gulmira Kuttybadamova가 맡고 있습니다.

EXchange!(익스체인지!)
싱잉 네트워크(The Singing Network)의 익스체인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IFCM
과의 협력으로 2019년 세계 합창 박람회(World Choral EXPO 2019 7월 27일 – 8월 1
일)의 주요 요소로 조직된 익스체인지!(EXchange!) 세션이 7월 30일과 31일에 열립니다. 
함께 나누고 배울 수 있는 풍부한 시간을 가지기 위해 매력적인 도시 리스본으로 오세요. 
프레젠테이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창에 대한 검토 : 함께 노래하는 주제에 대한 변화
• 패널 : Emily Kuo(중국), Burak Onur Erdem(터키), Victoria Liedbergius(노르웨이), 

Yveline Damas(가봉), Tim sharp(미국). 사회자 : Niels Græsholm (덴마크)
• 대학 합창단의 젊은 남성 단원과의 작업 환경 : 도전 과제, 접근 방식 및 보상 

Adam Adler – 캐나다, 니피싱 대학교(Nipissing University), Bruce Kotowich – 캐나다, 
윈저 대학교(University of Windsor)

• 합창단 배우기 : 완전한 합창단을 구축하는 방법  
Thomas Caplin – 노르웨이, 인랜드 노르웨이 응용과학 대학교(Inland Norway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 즉흥 합창 : 사회의 반영 
Christopher Clark – 미국, 남부 버크셔 지역 교육구(Southern Berkshire Regional 
School District)

• Misa para el Tercer Mundo : 망각에서 구해낸 금지된 미사 
Oscar Escalada – 아르헨티나, 라 플라타 대학교(University of La Plata)

• 영혼의 음악은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 음악의 우수성에서 시민권의 탁월성에 
이르기까지 
Naomi Faran – 이스라엘, 모란 합창단(Moran Choir)

• 소리가 울리는 공간 : 뉴펀들랜드 세인트 존스와 레브라도의 음악을 만드는 장소에서의 
개인적 공간 
Kiera Galway – 캐나다, 뉴펀들랜드 메모리얼 대학교(Memorial University of 
Newfoundland)

• 캐나다인이라고? 고음역(Treble) 합창단의 레퍼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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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herine Glaser-Climie – 캐나다, 칸타레 어린이 합창단(Cantaré Children’s Choir)
• 합창 생활의 창조와 공동 창조  

Niels Græsholm –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University of Cophenhagen)
• 아프리카의 관계 : 남부 아프리카에서 남부 앨버타까지  

Scott Leithead – 캐나다, 코코펠리 합창단(Kokopelli Choirs)
• 사회 정의와 변화의 기관으로서의 합창단 

Marta McCarthy – 캐나다, 궬프 대학교(University of Guelph)
• Rampai Aceh : 인도네시아 노래의 움직임 뒤에 무엇이 있는가? 

Aida Swenson – 인도네시아 어린이 청소년 합창단-코르다나(Indonesian Children and 
Youth Choir – Cordana)

• Mimin’siAktonicSysteme : 새로운 합창 표기법 
Ambroise Kua-Nzambi Toko – 콩고 공화국, 아프리카 합창음악 아카데미(Académie 
Africaine de Musique Chorale)

• 창의력과 흑인영가 : 예배식에서, 사회적, 정치적으로, 현대 환경 및 다양한 음악 예술 
형식에서 흑인영가가 어떻게 사용 되어왔는가에 대한 역사적인 탐구  
Maredia D.L. Warren – 미국, 뉴저지시티 대학교(New Jersey City University), Beverly 
J. Vaughn – 미국, 스톡턴 대학교(Stockton University)

• 익스체인지를 마무리하며 : 미래를 향해... 
Sonja Greiner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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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세부 사항에 대한 상세 정보는 World Choral EXPO 2019에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보시려면 World Choral EXPO Facebook page를 팔로우 해주세요.
2015 세계합창엑스포 | 폐막식 하이라이트 video 

세계 합창 심포지엄 WSCM2020
24개의 훌륭한 합창단이 뉴질랜드로 옵니다. 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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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합창연맹과 IFCM은 제12회 세계 합창 심포지엄(WSCM2020)에 참가하는 24개의 
국제적 합창단이 선보일 감동적인 합창 공연에 매우 흥분된 마음으로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창단원들은 어떨까요? 이런 행사에서 그들의 합창단을 선보일 때 가장 설레는 것은 
어떤 부분일까요?
합창단원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심포지엄에 
참가하게 되어 기쁜 10가지 이유입니다:
• 만남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고 오래된 친구들과 다시 만나는 것
• 만들기 함께 음악과 추억 만들기
• 배우기 합창에 대한 다른 방법론과 접근 방법을 배우는 것
• 듣기 전 세계의 놀라운 음악을 듣는 것
• 공유하기 국제적 관객과 음악 및 열정을 공유하는 것
• 이용하기 이 문화적 교류가 가져올 영감을 이용하는 것
• 발견하기 뉴질랜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음악과 문화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 
• 교류하기 전 세계에서 온 멋진 합창단과 함께 노래하고 교류하는 것
• 경험하기 하나의 합창단으로서 아오테아로아(Aotearoa)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
• 즐기기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로부터의 배움을 즐기는 것
일생 일대의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www.wscm2020/register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하시고 마법 같은 순간을 함께 경험해 보세요.

현재 조기 등록 접수 중입니다(Earlybird registrations are open until July 31). IFCM 
회원은 특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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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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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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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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C 청소년 합창단 레퍼토리는 10개국의 작품으로 구성되며 12개의 언어로 공연합니다.
• ‘Mo Li Hua (Chen Yi)’. 국가: 중국. 언어: 북경어
• ‘NaimanSharag (Se Enkhbayar)’. 국가: 내몽골. 언어: 몽골어
• ‘Zeregleent Gobi (Se Enkhbayar)’. 국가: 내몽골. 언어: 몽골어
• ‘Uzhti sad (Sveshnikov 편곡)’. 국가: 러시아. 언어: 러시아어
• ‘Kyй (С.Байтерековтікі)’. 국가: 카자흐스탄. 언어: 카자흐어
• ‘We are still alive (Olga Podgaiskaja)’. 국가: 벨라루스. 언어: 영어/벨라루스어/자유선택
• ‘Dravidian Dithyramb (Victor Paranjoti)’. 국가: 인도. 음성 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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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ikr (Rahman, Sperry 편곡)’. 국가: 인도/파키스탄/스리랑카. 언어: 우르두어/힌두어/
아랍어

• ‘KerasCharmi (Mardoian, Khalatbari)’. 국가: 이란. 언어: 페르시아어
• ‘Shabodda (N. Sharafiev)’. 국가: 우즈베키스탄. 언어: 우즈베크어
• ‘Entarisi Ala Benziyor (Muammer Sun)’. 국가: 터키. 언어: 터키어
• ‘Ba Dilam Nazdik (전통 민요)’. 국가: 아프가니스탄. 언어: 다리어
• ‘The road home (Stephen Paulus)’. 인터내셔널. 언어: 영어
• ‘Adinu (Abu-Khader, De Quadros 편곡)’. 인터내셔널. 언어: 아랍어
• ‘The tyger (Emil Raberg)’. 인터내셔널. 언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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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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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계 청소년 합창단 순회 공연 일정 및 레퍼토리
프랑스
• 가이약(Gaillac), 2019년 7월 27일 토요일 

Festival de Puycelsi 
생 미셸 대수도원(Abbatiale Saint Michel), 오후 8시 30분 
티켓 구매(이메일 요청) : Click here to purchase tickets (request by email)

• 실바네스(Sylvanès), 2019년 7월28일 일요일 
Festival international Musiques Sacrées - Musiques du Monde 
실바네스 수도원(Abbaye de Sylvanès), 오후 5시 
티켓 구매 : Click here to purchase tickets

• 베종 라 로멘(Vaison-la-Romaine), 2019년 8월 3일 토요일 
Choralies, 23e Édition 
로마 극장(Roman Theatre), 오후 9시 
티켓 구매 : Click here to purchase tickets

포르투갈
• 카스카이스(Cascais), 2019년 7월 30일 화요일 

IFCM World Choral Expo 
빠른 시일 내 상세 정보가 공지됩니다.

• 리스본(Lisbon), 2019년 7월 30일 화요일 
IFCM World Choral Expo 
상 카를루스(São Carlos) 국립극장, 오후 9시 
세계 청소년 합창단 갈라 콘서트

• 리스본(Lisbon), 2019년 7월 31일 수요일  
상 카를루스(São Carlos) 국립극장, 오후 9시 
어린이 합창단과 합동 공연 
폐막식

레퍼토리
2019년 세계 청소년 합창단의 핵심 프로그램은 20세기 및 21세기를 대표하는 고전 
문학 작품과 위탁 작곡한 신곡, 지휘자의 작품 중 하나(저명한 작곡가이자 지휘자인 
Josep Vila iCasañas의 작품), 역대 세계 청소년 합창단 작품 중 하이라이트 모음(30주년 
기념행사에 맞추어), 그리고 5대륙을 대표하는 민요 편곡 작품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콘서트의 레퍼토리는 아래의 목록에서 선발한 곡들로서 각 콘서트 별 연주 목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 ‘Kyrie’, Mass in G Major에서 (Francis Poulenc)
• ‘Gloria’, Missa Sanctus-Benedictus for two choir에서 (Josep Vila iCasañas)
• ‘I Am the World’, 위탁 작품 (Seán Doherty)
• ‘Leonardo dreams of his flying machine’ (Eric Whitacre)
• ‘The succession of the four sweet months, Ballad of green broom’, Flower songs 

N.2 & 5 (Benjamin Britten)
• ‘Cade la será’, Trecomposizzionicorali N.1 (Ildebrando Pizzetti)
• ‘Ronde’ (Maurice Ravel)
• ‘Olas de la mar’ (Juan Manuel Hernández-Morales 편곡)
• ‘Fiesta’, Visiones del llano N.1 (Cristian Grases)
• ‘Elijah Rock’ (Moses Hogan)
• ‘LammaaBadaaYatathannaa’ (Shireen Abu-Khader)
• ‘MinoiMinoi’, Samoan (민요, Christopher Marshall 편곡)
• ‘Margoton va t’a l’iau’, Chansons françaises N.1 (Francis Poule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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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dama de Mallorca’ (Baltasar Bibiloni)
• ‘Rondo Laponico’ (Gunnar Hann)
• ‘Asadoyayuna’ (Ko Matsushita)
• ‘Dogalen’ (NiloAlcalá)
• ‘Fallingstars’ (Jakub Zafrański)[2018년 IFCM 작곡 경연대회 수상작으로 리스본 IFCM 

세계 엑스포에서 초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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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CM 창립 회원들의 소식

미국 합창 지휘자 협회(ACDA)
ACDA의 페이스북 그룹인 ACDA International Activities(ACDA’s Facebook group ACDA 
International Activities)에 가입하셨습니까? 이 페이스북 그룹은 국제 활동 상임 위원회에서 
운영되며, 가입하시면 ACDA의 국제적 활동에 대한 빠른 소식을 볼 수 있으며 더불어 
여러분의 활동에 대한 정보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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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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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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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합창 협회-유로파 칸타트 (ECA-EC)
합창 애호가들의 두터운 네트워크와 한 해 동안 유럽 전역에서 구성되었던 모든 활동 및 
개발되었던 프로젝트의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4개의 언어로 볼 수 있습니다.
www.EuropeanChoralAssociation.org

IFCM 회원들의 소식

합창 캐나다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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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회원 환영 : ZLATNA VILA 국제 합창 페스티벌  
제19회 “Zlatnavila” 국제 합창 페스티벌, 2020년 5월 7 – 9일
프리예도르(Prijedor), 스릅스카 공화국(Republika Srpska),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Bosnia and Herzegovina)
프리예도르의 134년에 걸친 합창 전통의 자연스러운 결과물로서 2001년에 설립된 이 
페스티벌은 고전 및 현대 아카펠라 작품을 공연하는 아마추어 혼성합창단과 청소년 합창단이 
참가하는 3일 간의 경연대회입니다.
웹사이트 : www.zlatnavila.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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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LY AND AUGUS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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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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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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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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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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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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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Aug: 2019 Summer Residential Course for Choral Music, Brunico, Italy - 
www.cordia.it
3-10 Aug: Grand Prix of Nations Gothenburg & 4th European Choir Games, 
Gothenburg, Sweden - https://www.interkultur.com/
6-9 Aug: 3rd Andrea del Verrocchio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Florence, Italy - 
www.florencechoral.com
11-18 Aug: Norfolk 2019 Chamber Choir and Choral Conducting Workshop, 
Norfolk, USA - http://norfolk.yale.edu/school/choral-about/
22-24 Aug: 67th “Guido d’Arezzo” International Polyphonic Competition, Arezzo, 
Italy - www.polifonico.org
25 Aug-1 Sep: 10th European Academy for Choral Conductors, Fano, Italy - 
www.feniarco.it
28 Aug-1 Sep: 10th International Festival of Choirs and Orchestras, Prague, 
Czech Republic - www.mrf-musicfestival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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