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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CM 소식

친애하는 합창단원과 지휘자, 작곡가 그리고 전 세계의 합창 동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50여 년 만에 가장 큰 대유행 사태에 직면하고 있으며 모든 문화 
및 사회적 행사가 전 세계적으로 취소되고 있습니다. IFCM과 뉴질랜드 합창 
연맹은 국제 합창 커뮤니티의 가장 큰 모임 중 하나인 2020년 세계 합창 심포지엄
(World Symposium on Choral Music 2020)을 취소한다는 어렵지만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일에 동참하고 있으며 IFCM 가족은 여러분께 
항상 우리의 지원과 헌신을 드린다는 진심어린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영상
(This video)은 여러분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보태기 위한 이사회와 
스태프 멤버들의 격려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을 고대합니다. 그 동안 이 도전적이고 고무적인 시기에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주시고 또 여러분이 알게 되었거나 아니면 직접 하려고 하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프로젝트가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COVID-19는 음악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합창 생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소셜미디어 채널(Facebook, Instagram, Twitter)을 통해 여러분의 경험과 아이디어 
및 정보를 공유해주시면 이런 경험과 자료들이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IFCM의 인스타그램도 팔로우 해주세요
최근 몇 년 동안 IFCM은 소셜미디어 채널에 더 중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 합창 분야에서 가장 많은 페이스북 팔로워를 가진 채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IFCM은 페이스북(Facebook)과 더불어 트위터(Twitter)와 유튜브(YouTube) 
채널도 시작했으며 이번에는 새롭게 공식 인스타그램(Instagram)도 오픈합니다. 
여기서는 최신 뉴스, 축제 및 이벤트 마감일, 재미있는 사진 및 동영상 등 합창에 대한 
흥미로운 콘텐츠를 매일 공유합니다. 인스타그램(Instagram)을 팔로우 하시고 중요한 
합창 뉴스와 콘텐츠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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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청소년 합창단 영상
세계 청소년 합창단(WYC World Youth Choir)이 지난 20년간의 WYC 공연의 비디오 
컬렉션(video collection)을 최근에 업데이트했습니다. WYC 웹사이트의 공연 영상 
모음 외에도 유튜브 채널(YouTube channel) 및 WYC 비디오 채널(Vimeo channel)
에서도 더 많은 WYC 공연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2019년 7월 30
일 리스본(Lisbon)의 상카를루스 국립극장(Teatro Nacional São Carlos)에서 열린 
2019년 세계 청소년 합창단의 콘서트 전체 영상(full concert)입니다.  마에스트로 
Josep Vila i Casañas가 지휘한 이 공연은 세계 청소년 합창단 프로그램 30주년을 
기념한 것입니다.

2020년 아시아 태평양 청년 합창단 (ASIA PACIFIC YOUTH CHOIR)
아시아 태평양 청년 합창단은 18세에서 28세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재능있는 젊은 
단원들이 함께 하는 독창적인 콘셉트입니다. 올해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에서 2020년 11월 4일에서 12일까지 진행됩니다. 단원 모집 오디션은 2월에 
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시아 태평양 청년 합창단 웹사이트(website)에서 볼 수 
있습니다. Application deadline: 8 May 2020.

최초의 아프리카 칸타트 페스티벌 (AFRICA CANTAT FESTIVAL), 케냐 나이로비, 
2020년 8월 22– 29일
상세 정보는 아프리카 칸타트 웹사이트(website)를 방문하시거나 축제 측에 직접 
이메일(email)을 보내시면 됩니다.
나이로비에 오셔서 아프리카의 여러 지역과 전 세계 국가들의 풍성하고 다양한 합창 
음악을 즐기세요! Jambo Ken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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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ld Youth Choir singers in traditional clothing, showcasing the cultural richness of their 29 different 
countries of origin in front of the beautiful Abbaye de Sylvanès (Sylvanès, July 28, 2019)

http://ifcm.net/
https://www.worldyouthchoir.org/
https://www.worldyouthchoir.org/videos
https://www.youtube.com/user/worldyouthchoir09
https://vimeo.com/channels/wyc
https://www.youtube.com/watch?v=aB7xNQWcIs4
https://jcanet.or.jp/ap-youth/
https://www.africacantat.org/
mailto:info@africacanta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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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합창 협회 소식
다음 유로파 칸타트 주니어 페스티벌(EUROPA CANTAT Junior Festival)은…
2023년 7월 초 벨기에(Belgium) 겐트(Ghent) 거리에는 음악과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왜냐구요? 2023년 유로파 칸타트 주니어 페스티벌을 플랑드르의 합창 
조직인 쿠어 앤드 스템(Koor&Stem)이 맡았기 때문입니다.
유로파 칸타트 주니어(EUROPA CANTAT Junior)는 전 세계에서 1,000명 이상의 
젊은 참가자들이 모이는 어린이 및 청소년 합창단을 위한 축제입니다. 3년마다 매번 
다른 유럽도시에서 개최되며 유럽 합창 협회– 유로파 칸타트(European Choral 
Association–Europa Cantat)가 지역 조직과 협력하여 공동주최합니다. 올해 2020 
유로파 칸타트 주니어 페스티벌은 2020년 8월 5일에서 13일까지 리투아니아
(Lithuania) 빌뉴스(Vilnius)에서 열립니다.
다음 축제의 호스트인 Koor & Stem은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벨기에 북부 지역의 
1,000개 이상의 합창단과 35,000명의 단원 및 지휘자를 지원하는 플랑드르의 합창 
조직입니다. 2021년 합창 올림픽(World Choir Games)의 지역 주최자이기도 한 Koor 
& Stem은 유럽 및 전 세계의 젊고 열정적인 합창단원들을 초대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기대하고 있습니다. Koor&Stem에 대해 더 알아보세요.
이 합창제는 겐트(Ghent)시의 중심에서 열립니다. 아틀리에, 오픈 싱잉(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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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ing), 콘서트 장소, 유적지 및 대부분의 숙박 시설은 도보 거리 내에 있습니다. 
겐트는 아름답고 역사적이며 자동차가 없는 시내 중심가와 함께 활기 넘치는 창의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둘러보세요(look)!

합창계의 현재 상황에 대한 설문조사
광범위하고 다양한 충격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COVID-19의 세계적 발병으로 인해 
지금은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설문 조사에 참여하여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합창/합창음악에 관련 있는 
여러분들로부터 COVID-19의 발병이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미국 합창 지휘자 협회(ACDA)
온라인으로 옮겼습니다: 2020년 합창 리서치 심포지엄이 온라인에서 열립니다. 
방법과 시기(잠정적으로 5월)에 관한 세부 사항은 여전히 논의 중입니다. 합창 리서치 
심포지엄 웹페이지(webpage)에서 업데이트 되는 정보를 확인하세요!
취소 : 여름 합창 작곡자 포럼(Summer Choral Composers Forum) – 2020년 6월 
22–29일, 펜실베니아주 베들레헴(Bethlehem, PA) 리하이 대학교(Lehigh University).
예정대로 진행 : ACDA 전국 회의 “음악의 
다양성”(ACDA National Conference - "Diversity in Music") – 2021년 3월 17–19
일, 텍사스주 댈러스(Dallas, 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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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17-20 Dallas, Texas
ACDA 2021

Featured Choirs!
Dallas Symphony Orchestra and Chorus
Entre Voces, Coro Nacional de Cuba
GALA Collaboration Concert

Our Song: The Atlanta Gay and  
Lesbian Choir (SATB)

Austin Gay Men’s Chorus (TTBB)
San Diego Women’s Chorus (SSAA)

Tenebrae
Texas All State Mixed Chorus
Texas Collegiate combined Choirs 
     with Simon Halsey
The World Youth Choir
Voctave
And More...

Honor Choirs!
Children
     Fernando Malvar-Ruiz

HS/SATB
     Maria Guinand

MS/JH SATB
     Andrea Ramsey

Multicultural HS/Collegiate
     SSAA
     Eugene Rogers
     Pearl Shangkuan

Conference Hotels
Sheraton Dallas Hotel
Hotel Fairmont Dallas

Pre-Conference
"Welcome to Dallas"
Event
The Dallas Chamber Choir
Turtle Creek Chorale
St. John’s Baptist Church

Great Venues!
First United Methodist Church
Moody Performance Hall
Morton H. Meyerson 
     Symphony Center
Winspear Opera House

http://ifcm.net/
https://visit.gent.be/en
https://mailchi.mp/europeanchoralassociation/survey-covid-19
https://acda.org/conferences/symposium-for-research-in-choral-singing/
https://acda.org/conferences/


IFCM 회원 소식

타임데이트 뮤직(TIMEDATE MUSIC) – 전 세계 24시간 연속 콘서트
타임데이트 뮤직(TimeDate Music)은 세계 평화의 날 – 2021년 9월 21일 목요일 
20:00시(여러분의 시간대에서)에 Karl Jenkins의 “The Peacemakers”를 연주할 
합창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서로 다른 시간대에서 같은 시각에 연주된다면 중재자(The Peacemakers)
의 메시지가 전 세계에서 24시간 동안 전해지게 됩니다. 요컨대 이것이 타임데이트의 
아이디어입니다!
이 세계적인 프로젝트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합창단이 참가해주신다면 정말 기쁠 
것입니다.
상세 정보를 보시려면 웹사이트(website)를 방문하거나 직접 문의(contact)해주세요.

제68회 청년들을 위한 유럽 음악제
벨기에(Belgium) 니어펠트(Neerpelt)
모든 참가자와 방문객 및 스태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4월 30
일부터 5월 4일까지로 계획되었던 제68회 청년들을 위한 유럽 음악제
(68th European Music Festival for Young People)는 2020년 9월 11일부터 14
일로 연기되었다가 다시 2021년 5월 1일경으로 미루어졌습니다. 2021년도 축제에 
대한 실질적인 세부 사항은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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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imedate.ch/en/call/
mailto:info@timedate.ch
http://www.emj.be/
http://ifc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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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바젤 유럽 청소년 합창제는 2021년 5월 12 – 16일에 열립니다
바젤 유럽 청소년 합창제(European Festival of Youth Choirs Basel) 협회의 
이사회는 원래 2020년 5월 20일에서 24일까지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12회 바젤 유럽 
청소년 합창제가 2021년 5월 12일에서 16일로 다시 일정을 정하게 되었음을 기쁜 
마음으로 발표합니다. 스위스의 3개의 주요 합창단과 음악제들, 100개에 가까운 축제 
협력 파트너들 및 40개의 초청 어린이 및 청소년 합창단들이 함께 연대하여 그들의 
유연성과 열정으로 이러한 결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제13회 바젤 유럽 청소년 합창제는 2023년 5월 16일에서 21일까지 열립니다. 신청 
마감일: 2022년 1월 31일.

5월과 6월의 합창계 행사
유럽 합창 협회–유로파 칸타트(European Choral Association–Europa Cantat)에서 
발행한 합창 행사 캘린더(Calendar of Choral Activities)와 미국 합창 지휘자 협회
(American Choral Director Association ACDA)의 네트워크인 코랄넷(ChoralNet)
을 방문하시면 다가오는 합창 이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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