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FCM 소식

2021년 세계 합창의 날
희망과 치유
올해 세계 합창의 날(WCD)은 2021년 12월 12일 하루 혹은 전후 며칠뿐만이 아니라 12월 한 
달 동안 계속 축하하게 됩니다. 
참가하려면?

1. 대면 콘서트. 현재 전통적인 방식의 라이브, 대면 콘서트가 가능한 국가의 합창단을 
위한 옵션입니다.

2. 온라인 콘서트. 직접 모여 노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온라인 콘서트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3. 동영상. 모든 합창단은 세계 합창의 날 선언문을 영어나 자국어, 혹은 두 언어 모두로 
낭독한 영상을 삽입한 공연 동영상을 올릴 수 있습니다. 

등록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는 안내서를 다운로드(Download)하세요. 안내서에는 35개 언어
로 된 WCD 선언문도 있습니다.
#WorldChoralDay — #IFCMconnects

IFCM 이사들과 직원들이 자국어로 WCD 선언문을 읽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
(here)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SNS를 통해 WCD 선언문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또한 여러분의 모국어로 선언문을 
녹음해서 보내주시면 WCD 페이스북에 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here)로 동영상을 보내주세요. 

2022 세계 합창 엑스포 : 지금 새로운 WCE 웹사이트에서 등록하세요
포르투갈 리스본, 2022년 9월 3일 – 7일
세계 합창 엑스포(World Choral EXPO WCE)가 새로운 웹사이트를 오픈 했습니다. 웹사이
트에서 WCE 2022의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찾아보시고 지금 등록(register now)하세요!
개인, 합창단 혹은 보컬 앙상블로 참가할 수 있으며 아름다운 도시 리스본에서 국제 합창 커뮤
니티와 함께 다시 모여 노래하는 기쁨과 특권을 축하하기 위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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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등록하시고 이 특별한 합창 문화 교류 축제에 참가하세요!
1. 합창단과 보컬 앙상블의 참가 조건

·	 WCE가 주최하는 30분짜리 콘서트 1회 또는 2회 공연 옵션(자유 선택 레퍼토리). 합
창단이 자체적으로 도시/지역에서 추가 콘서트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다른 참가자/초청 합창단들과의 공동 워크숍 및 역사적인 도시 리스본의 특별한 장
소에서 만나고, 교환하고, 노래하고, 공연할 수 있는 기회.

·	 WCE 기간 동안의 모든 여행과 숙박 및 식사 비용은 합창단과 보컬 앙상블이 부담해
야 합니다.

·	 참가비:
o 합창단(단원 15인 이상): 350 유로 – 합창단 전체, 지휘자(들), 반주자, 스태프, 동

반자 포함.
o 보컬 앙상블(단원 2인에서 15인까지): 250 유로 – 앙상블 전체.

포르투갈 합창단과 보컬 앙상블을 위한 특별 혜택: 참가비 무료!
참가 조건 및 특별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here)를 참조하십시오.
합창단 및 보컬 앙상블 등록 양식은 여기(here)에 있습니다.

2. 개인별 참가 조건
페스티벌의 모든 부분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휘자, 단원 및 합창 애호가를 위해:

·	 전체 WCE 2022 프로그램(WCE 2022 program)에 참가 가능
·	 참가비: 1인당 150유로
·	 WCE 기간 동안의 모든 여행, 숙박 및 식사 비용은 개별 참가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학생을 위한 특별 혜택:
·	 참가비: 1인당 100유로. 학생 신분 증명서가 요청됩니다.

포르투갈의 개인 및 학생 참가자를 위한 특별 혜택: 50% 할인!
참가 조건 및 특별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here)를 참조하세요. 개인 등록 양식
은 여기(here)에 있습니다.

WCE 익스체인지!
프레젠테이션 모집 공고에 대한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승인된 프레젠테이션 명단은 
2022년 1월 IFCMeNEWS에서 발표됩니다! 익스체인지!(EXchange!)는 놓치고 싶지 않은 전
문적인 기회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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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뉴스레터에서 약속한 대로 매월 IFCMeNEWS는 2022년 세계 합창 엑스포에 초청된 합
창단 중 하나 혹은 두 개의 합창단을 소개합니다.

메이즈(MAZE), 네덜란드 
아카펠라 즐길 준비 되셨나요! 메이즈(MAZE)는 네덜란드 전역에서 모인 20명의 재능있는 단
원들로 구성되어 로테르담(Rotterdam)에서 활동하는 보컬 그룹입니다. 수상 경력이 있는 지
휘자 메럴 마튼즈(Merel Martens)가 이끄는 이 그룹은 2016년부터 자작곡과 독창적인 커버
곡들을 함께 공연하고 있습니다. 이 앙상블은 단원들의 즉흥연주와 예술적인 기여를 발휘하
도록 합니다. 메이즈는 보컬 리더십의 원칙 아래 움직이며 이 독특한 합창 방식은 2017년 네
덜란드의 권위 있는 아카펠라 페스티벌인 BALK TOP festival에서 그들이 우승하는데 도움
이 되었습니다. 2018년 메이즈는 뉴욕에서 열린 싱스트롱스 ACA–아이돌 대회(SingStrong’s 
ACA-Idol Competition)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그 해 말 메이즈는 ‘2018년 네덜란드 
최고의 합창단’으로 선정되었으며, 2019년에는 첫 극장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이 보컬 그룹은 
종종 다른 아티스트와 게스트 공연자로 초대되며 관악단, 팝 가수, 빅 밴드, 댄스 그룹이나 극
단과도 함께 공연했습니다. 메이즈는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들은 틀
을 깨는 생각을 하며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려 합니다. 이 모든 창의성은 시각적으로나 음악적
으로 흥미로운 공연을 만들어 냅니다.

셸러웨이 청소년 합창단(SHALLAWAY YOUTH CHOIR), 캐나다
셸러웨이 청소년 합창단은 합창 음악을 통해 문화적 표현을 탐구하고 개발하며 기리는데 전념
하는 합창단으로써 국제적으로 유명한 단체입니다. 셸러웨이의 임무는 독립적인 음악성과 리
더십을 육성하여 젊은이들이 지역 사회에서 차세대 활동적인 리더와 예술적 혁신가가 되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예술적 우수성과 풍부한 민속 문화의 보존에 대한 그들의 헌신을 통
해 단원들은 독립과 규율 및 자신감의 가치를 배우면서 동시에 뉴펀들랜드 및 래브라도 사람
으로서 그리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얻습니다. 셸러웨이 청소년 합창단은 발
전적인 방식에서 다른 문화와 연결하려 의도적으로 노력하며 다른 문화와의 봉사 및 교류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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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을 활발히 진행해왔습니다. 셸러웨이가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활동하면서도 그들의 커뮤
니티에 대한 핵심 비전은 현실적이고 공감적인 것으로써, 열려있고 힘이 되며 사회에 끊임없
이 질문을 던지는 역동적인 공동 창조자로서의 리더십과 시민정신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셸러
웨이는 합창 음악의 본질과 환경이 변혁적인 커뮤니티 구축을 위한 강력한 가능성을 제공한다
고 믿습니다.

WCE 페이스북(WCE Facebook)과 웹사이트(https://worldchoralEXPO.org)를 팔로우 해
주세요.

2022년 IFCM 합창 작곡 경연대회
작품 응모 기간이 두 달 반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제 합창 연맹은 2010년 이 프로젝트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이래 4회의 국제 합창 작곡 경연
대회를 조직했습니다. 이 경연대회의 목적은 새롭고 혁신적이며 접근 가능한 합창 레퍼토리를 
만들고 배포하는 것입니다.
IFCM은 합창 음악의 신작을 홍보하고 21세기 합창단의 요구에 부합하
는 합창 작품의 혁신성을 장려하기 위해 제5회 국제 합창 작곡 경연대회
(Fifth International Competition for Choral Composition)를 개최합니다. 우리는 현대 
글로벌 테마의 맥락 안에서 독창성, 상상력 및 창의성을 결합한 작품을 찾고 있습니다.
규칙 및 규정: Rules and Regulations
신청 마감일: 2022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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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온라인 합창 도서관 뮤지카 인터내셔널(MUSICA INTERNATIONAL) 소식
1998년부터 매달 선정되어 온 인기 작품!
아이디어, 콘셉트, 주제에 맞는 합창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일련의 기준을 활용하고 싶다면 
뮤지카 인터내셔널(Musica International)의 데이터베이스가 적합합니다. 다양한 기준에 따
라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 전 세계의 약 200,000개의 곡을 보유한 이 데이터베이스는 합창 지
휘자들에게 필수적이고 강력한 검색 엔진이자 기획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검색하지 않고 흥미로운 레퍼토리를 찾을 수 있다면? 뮤지카의 “이 달의 인기
곡(Favorite Piece of the Month)”이 그것입니다! 매달 새로운 인기곡이 뮤지카 홈페이지
(homepage)에 개시됩니다. 더 훌륭한 점은 인기곡 아카이브(archives)에서 1998년 2월부
터의 인기곡을 월별로 보면서 여러분의 필요와 취향에 적합한 보석 같은 합창곡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른쪽 상단에서 페이지의 언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뮤지카 페이스북
(Musica Facebook page)에서 최근 ‘인기곡’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다른 뮤지카 프로젝트들과 마찬가지로 이 기능도 공동 작업입니다. 누구나 가장 좋아하는 것
이 있습니다! 뮤지카의 다음 달 인기곡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곡을 신청해보시면 어떨까
요? 여러분의 애청곡을 office@musicanet.org로 보내주세요.

IFCM 창립회원 소식

유럽 합창 협회 – 유로파 칸타트
EUROPEAN CHORAL ASSOCIATION – EUROPA CANTAT(ECA–EC)
The European Choral Association elected a new Board and President
The European Choral Association (ECA) is happy to announce that Dermot O’Callaghan, 
Ireland, was elected President of ECA on 21 November 2021, in Lyon, France.
ECA General Assembly also elected a Board of 11 people
After an open and wide-ranging conversation within the new board on the needs of the 
association, a new Executive Board was elected:
• President: Dermot O’Callaghan (Ireland)
• 1st Vice-President and treasurer: Martine Spanjers (The Netherlands)
• 2nd Artistic Vice-President: Burak Onur Erdem (Turkey)
• 3rd Vice-President: Raul Talmar (Estonia)

Further members of the Board are: Tamara Adamov Petijevic (Serbia), Jeroen Beckers (Bel-
gium), Côme Ferrand-Cooper (France), Xavier Devillers (Belgium), Marco Fornasier (Italy), Sil-
vija Pročkytė (Lithuania), Josep Vila i Casanas (Spain) and Daphne Wassink (The Netherlands, 
co-opted as representative of the Friends of Choral Music in Europe).

유럽 합창 협회의 새로운 프로젝트 이그나이트(IGNITE)
유럽 합창 협회(European Choral Association)는 문화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 하에서 EU 크
리에이티브 유럽(EU Creative Europe) 프로그램의 자금 지원을 확정 받았습니다. IFCM 커뮤
니티에서 축하를 보냅니다!
유럽 전역에서 합창의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에 불을 붙이고자 하는 이그나이트(IG-
NITE)는 팬대믹 이후의 유럽의 활성화의 중심에서 합창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개인과 사
회의 건강과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둔 프로젝트입니다.
2021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이그나이트는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에 기
여하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대표성을 높임으로써 이 부문에서 다양성, 포용성 및 공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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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할 것입니다. 이그나이트는 해당 분야의 사람들에게 동력을 주고 교육함으로써 회복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국제적으로 활동하며, 유럽 단계에서 협력하고, 현대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상세정보: www.europeanchoralassociation.org/ignite

유로콰이어(EuroChoir), 스위스, 2022년 7월 15일 – 25일
유로콰이어(EuroChoir)는 매년 다른 나라에서 조직되는 독특한 합창 행사로 젊은 합창단원들
이 8일 동안 모여서 도전적인 프로그램을 연습하고 보컬 트레이너의 지도 하에 보컬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며 그 결과를 공개 콘서트로 발표합니다. 이 특별한 합창단은 젊은 
단원들에게 유럽 합창 음악을 알리고 유럽 내 문화 교류를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2년 행사는 스위스에서 유발 와인버그(Yuval Weinberg)와 마르코 앰허드(Marco Am-
herd)의 지도 아래 진행되며 바젤(Basel), 베른(Bern), 그리송(the Grisons)(그라우뷘덴 
Graubünden)과 취리히(Zurich)에서 콘서트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세정보: www.eurochoir.org

2년 연속으로 유로파 칸타트 주니어(EUROPA CANTAT Junior)의 감동을 즐겨보세요

기후 대응에 관한 공동 의향서
COP.26의 맥락에서 유엔 기후 변화 회의와 유럽 합창 협회, 그리고 8개의 기타 국제 및 유럽 
문화 네트워크과 플랫폼이 기후 변화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이 공동 의안 계획은 EU의 에라스무스+프로그램(Erasmus+ Programme)이 공동 자금을 지
원하는 시프트 프로젝트(SHIFT project)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후 대응 의향서는 지구 온난
화라는 거대한 세계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합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목표는 문화 네
트워크 및 인증 체계를 위한 환경 지침으로 구성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구현하는 것입니
다. 파트너인 국제 및 유럽 문화 네트워크들은 문화 네트워크 운영과 관련된 생태 발자국을 인
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발자국을 최소화하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실례를 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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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며, 회원, 이해 관계자 및 기타 단체들을 위한 모범 사례가 되며, 동시에 진화하는 다양한 
맥락을 인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동 의향서 전문은 여기(here)에서 볼 수 있
습니다.
이 프로세스에 전문적인 조언을 주신 그린 레저 그룹(Green Leisure Group)과 크리에이티브 
카본 스코틀랜드(Creative Carbon Scotland)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프로젝트 웹사이트에서 시프트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https://shift-culture.eu/

리딩 보이시즈(Leading Voices), 
성악 및 합창 지도자를 위한 유럽의 날(2022년 7월 27일 – 31일)
리딩 보이시즈가 새로운 세션 지도자를 발표합니다!
지휘자와 보컬 지도자를 위한 주요 행사인 리딩 보이시즈(Leading Voices)가 프로그램의 새
로운 세션 지도자들을 업데이트 했습니다! 행사는 내년 여름 네덜란드 위트레흐트(Utrecht)
에서 개최됩니다. 리딩 보이시즈는 합창에 있어 가장 새롭게 전개된 사항들을 하나의 유럽 플
랫폼에 모으고, 또한 배우고, 함께 창작하고, 실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선구자들과 저명한 예술가들에게 발언권을 줍니다.
함께 만나 공부하게 될 새롭게 임명된 세션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호셉 빌라 이 카사냐스(Josep Vila i Casañas 스페인)
·	 마젤라 헐리우드(Majella Hollywood 아일랜드)
·	 안데르스 에덴로스(Anders Edenroth 스웨덴)
·	 카라 테셔(Cara Tasher 미국)
·	 얀 슈마허(Jan Schumacher 독일)
·	 신타 울루(Sinta Wullur 네덜란드/인도네시아)

모든 세션과 세션 지도자에 대한 상세정보는 www.leadingvoices.nl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합창지휘자 협회(ACDA)
ACDA 지역회의
모든 2022년 ACDA 지역회의의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링크(link)를 통해 지역회의 페이
지로 이동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각 이벤트에 대한 상세정보와 등록으로 연결되는 링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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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 적용되는 COVID–19에 대한 국가 지침을 볼 수 있습니다. 
·	 동부 지역(Eastern Region) (보스턴, 매사추세츠주 Boston, Massachusetts), 2022년 2

월 9일–12일
·	 중서부 지역(Midwestern Region) (시카고, 일리노이주 Chicago, Illinois), 2022년 2월 

16일–19일
·	 남부 지역(Southern Region) (롤리, 노스캐롤라이나주 Raleigh, NC), 2022년 2월 23

일–26일
·	 남서부 지역(Southwestern Region) (리틀록, 아칸소주 Little Rock, Arkansas), 2022년 

2월 28일–3월 3일
·	 서부 지역(Western Region) (롱비치, 캘리포니아주 Long Beach, California), 2022년 3

월 2일–5일
·	 북서부 지역(Northwestern Region) (스포캔, 워싱턴주 Spokane, Washington), 2022년 

3월 9일–12일

ACDA 전국 이벤트
ACDA 어린이 및 지역사회 청소년 합창단 지휘자 수련회
(ACDA Children and Community Youth Choir Conductors’ Retreat)(투손, 애리조나
주, 2022년 1월 15–16일).
미셸 맥컬리(Michelle McCauley)가 수련회를 지도하며, “현재 아메리카 원주민의 노래 스타
일과 이를 어떻게 여러분의 커리큘럼에 적합하게 쓸 것인가”를 강의합니다. 반나절 동안의 사
전 이벤트(2022년 1월 14일)에서는 ADEI: 접근성, 다양성, 공평 그리고 포용에 대한 집중 탐
구를 합니다. 지금 등록 가능합니다.

합창 연구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International Symposium on Research in Choral Singing)(온라인, 2022년 4월 
29–30일). 

IFCM 회원 소식

부고: 카를로 레오나르디(CARLO LEONARDI), 이탈리아
IFCMeNEWS는 헌신적인 번역가 한 명을 잃었습니다. 카를로 레오나르디(레냐노, 이탈리아)
가 2021년 11월 12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카를로는 지난 5년 동안 IFCMeNEWS를 이탈리아
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는 IFCM의 전 프로젝트 관리자인 프란체스코 레오나르디(Francesco 
Leonardi)의 아버지입니다. 카를로는 유빌라테 공연협회(Associazione Musicale Jubilate)
의 회장이었고 그의 고향과 롬바르디아(Lombardy) 지역에서 합창 행사를 적극적으로 기획했
습니다. IFCM 회장과 이사진 및 직원들은 모두 프란체스코와 그의 어머니, 그의 가족에게 깊
은 애도를 표합니다. 카를로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그 국제 합창제(GRIEG INTERNATIONAL CHOIR FESTIVAL) 및 
젊은 성악가를 위한 니나 솔로 경연대회(NINA SOLO COMPETITION) 
노르웨이 베르겐(Bergen), 2022년 6월16일 – 19일
합창단을 위한 그리그 국제 합창대회(Grieg International Choir Competition)
(경연대회, 친선 콘서트 및 축제 행사)와 젊은 성악가를 위한 니나 솔로 경연대회
(NINA Solo Competition - for young voice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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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히르보 수르바(Hirvo Surva 에스토니아), 소피아 쇠더버그(Sofia Söderberg 스웨
덴), 케이티 토마스(Katie Thomas 영국), 옌스 요한센(Jens Johansen 덴마크), 토베 람로 이
스타드(Tove Ramlo Ystad 노르웨이)
그리그 국제 합창 대회는 아마추어 합창단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각 합창단은 다음의 카테고
리 중 하나 또는 두 가지 분야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혼성합창, 여성합창, 남성합창, 보컬 앙상
블(4–12명), 청소년 합창단(25세 이하), 어린이 합창단(16세 이하), 성가곡, 민속음악, 영가, 팝 
그리고 재즈입니다.
연락처: post@griegfestival.no
웹사이트: www.griegfestival.no

카탈루냐 독립 합창협회(FEDERACIÓ CATALANA D’ENTITATS CORALES – FCEC) 소식
전 세계의 음악과 문화로 둘러싸인 바르셀로나 중심부에서 6일 간의 워크숍과 콘서트!
참가 합창단은 팔라우 델 라 뮤지카 카탈루냐(Palau de la Música Catalana)에서 열리는 폐
막 콘서트와 추가로 두 번의 콘서트를 공연합니다.
워크숍

·	 베르디 오페라 합창단: 지휘자 콘시타 가르시아(Conxita Garcia 카탈루냐)
·	 노르딕 사운드: 지휘자 히르보 수르바(Hirvo Surva 에스토니아)
·	 지중해 노래: 지휘자 후안 파블로 데 후안(Juan Pablo de Juan 스페인)

신청마감(Application deadline): 2022년 1월 15일.
연락처: fcec@fcec.cat
웹사이트: http://www.fcec.cat

플로릴레주 보컬 데 투르(FLORILÈGE VOCAL DE TOURS) 소식
제50회 플로릴레주 보컬 데 투르, 프랑스, 2022년 7월 17일 – 19일
프랑스 투르를 주말 동안 합창의 수도로 만들 대회!
이 축제는 합창 유럽 그랑프리
(European Grand Prix for Choral Singing)의 일환입니다. 전 세계의 
합창단과 보컬 앙상블은 신청 가능합니다. Applications are open
신청 마감일이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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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M P E T I T I O N S  – C O N C E R T S  - E V E N T S

GRIEG INTERNATIONAL CHOIR FESTIVAL 
& NINA SOLO COMPETITION – for young voices
BERGEN/NORWAY, JUNE 16 – 19, 2022

w w w . g r i e g f e s t i v a l . n o  
Application date: March 1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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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준의 어린이 및 청소년 합창단을 모집합니다 – 바젤, 스위스
신청 마감이 한 달 남았습니다!
제13회 바젤 유럽 청소년 합창제(European Festival of Youth Choirs Basel)가 2023년 5
월 16일부터 21일까지 열립니다.
신청(Application) 마감일: 2022년 1월 31일.

합창 캐나다 소식
2022년 포디엄(PODIUM) 합창 컨퍼런스 및 축제: 재구상, 재구축, 재연결
2022년 5월 19일 – 23일, 토론토, 온타리오주, 캐나다
상세 정보: www.podium2022.ca

WHAT’S ON IN DECEMBER 2021 AND JANUARY 2022 IN OUR CHORAL WORLD
28 Dec-2 Jan: Corsham Winter School, UK — http://www.lacock.org
2-5 Dec: International Festival of Advent and Christmas Music, Bratislava, Slovak Re-
public — https://www.choral-music.sk
3-5 Dec: 11th Krakow Advent and Christmas Choir Festival, Poland — 
http://krakow.christmasfestival.pl
7 Jan 2022: 1st Choral Composition Competition of Preveza, Greece — http://www.ar-
moniachoir.gr/festival/index.php
10 Jan 2022: International Competition for Girls’ Choir Compositions, Riga, Latvia — 
http://www.rdks.lv/en/par-skolu/kori/meitenu-koris/
15 Jan 2022: 18th International composer’s competition MUSICA SACRA NOVA 2022, 
Germany — https://musicasacranova.com
15 Jan 2022: 5th IFCM International Choral Composition Competition — 
https://www.ifcm.net/projects/choral-composition-competition
20-24 Jan 2022: 3rd Sing’n’Pray Kobe, Japan — 
https://www.interkultur.com/events/2022/kobe/

유럽 합창 협회–유로파 칸타트(European Choral Association–Europa Cantat)에서 만든 합창 
행사일정(Calendar of Choral Activities)과 미국 합창지휘자 협회(American Choral Direc-
tor Association) ACDA의 네트워크인 코랄넷(ChoralNet)을 방문하여 다가오는 합창행사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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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cock.org
https://www.choral-music.sk
http://krakow.christmasfestival.pl
http://www.armoniachoir.gr/festival/index.php
http://www.armoniachoir.gr/festival/index.php
http://www.rdks.lv/en/par-skolu/kori/meitenu-koris/
https://musicasacranova.com
https://www.ifcm.net/projects/choral-composition-competition
https://www.interkultur.com/events/2022/kobe/
https://europeanchoralassociation.org/activities-listing/
https://choralnet.org
http://ifc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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