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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들이 합창 세계를 연결한다” 

 

In Chinese - 中文版 

In English 

In French - en français 

In Spanish – en español 

In German - auf Deutsch 

In Italian - in italiano 

In Japanese - 日本語で 

In Korean – 한국어로 
 

제 11 회 세계 합창심포지엄 뉴스 
제 11 회 세계 합창심포지엄(WSCM11) 조직위원회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 합창 

심포지엄 기간 동안 바르셀로나의 최고의 콘서트 홀에서 갈라 콘서트를 연주하게 될 

24 개의 뛰어난 합창단이 몇 주 내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음악 프로그램은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30 명 이상의 강사들이 심포지엄의 주제와 관련된 

세션을 진행하기 위해 선발 되었습니다 : 

• 합창의 창의성에 있어서 과거와 현재의 연관성은? 

• 지휘자는 어떻게 지속적인 교육을 받는가 그리고 그 교육은 무엇인가? 

• 합창단은 누가 어떻게 만드는가?  

• 추가적 음악적 자원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의제는 풍성합니다 : 심포지엄은 매일 제공되는 아침 노래(Morning Sing)와 열 두 번의 

서로 다른 강의/프리젠테이션, 두 번의 마스터 클래스, 세 번의 콘서트 등... 그리고 더 

많은 내용을 제공 할 것입니다. 곧 이 놀라운 이벤트들의 모든 비밀을 알려드리겠지만, 

지금은 우선 네 개의 마스터 클래스의 지휘자들과 주제를 발표하겠습니다 : 

심포지엄 상반기 : 

• Elisenda Carrasco : 어린이 합창단 

• Helmuth Ril l ing : 바로크에서 낭만주의 

심포지엄 하반기 : 

• Rollo Dilworth : 북미 가스펠과 민속 음악, 아프리카 음악 

• Simon Halsey : 20 세기와 현대 

매일의 집중적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온 전시자들과 함께 세계 합창 

박람회는 Foyer of L'Auditori 에서 대표단을 맞이합니다. 30 명 이상의 전시자와 

2000 명의 대표들이 함께 합니다 : 그들 중 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모든 정보(가격 및 조건)는 이번 달 홈페이지에 발표됩니다. 

http://www.wscm11.cat/ 

전시자로 등록하려면 wscm11@fcec.cat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wscm11bcn/ 

트위터 https://twitter.com/simposibcn 

 

 

 

 

 

 

 

 

 

국경  없는 지휘자들 Conductors Without B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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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fcm.net/public/enews/2016-03/IFCM_eNEWS_2016-3_Chinese.pdf
http://www.ifcm.net/public/enews/2016-03/IFCM_eNEWS_2016-3_English.pdf
http://www.ifcm.net/public/enews/2016-03/IFCM_eNEWS_2016-3_French.pdf
http://www.ifcm.net/public/enews/2016-03/IFCM_eNEWS_2016-3_Spanish.pdf
http://www.ifcm.net/public/enews/2016-03/IFCM_eNEWS_2016-3_German.pdf
http://www.ifcm.net/public/enews/2016-03/IFCM_eNEWS_2016-3_Italian.pdf
http://www.ifcm.net/public/enews/2016-03/IFCM_eNEWS_2016-3_Japanese.pdf
http://www.ifcm.net/public/enews/2016-03/IFCM_eNEWS_2016-3_Korea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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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번 째 합창 지휘자 연수 세션이 아이보리코스트의 아비장(Abidjan, Ivory 

Coast)에서 끝났습니다. 이 세션은 1월 25일부터 30 일까지 아이보리언 

합창 운동 기구(Mouvement Ivoirien de Chant Choral – MICC)와 A Coeur 

Joie International(국제 기쁨 마음회), 아이보리 코스트 주제 프랑스대사관 

문화부, 국제 합창 연맹(IFCM)과 IFCM 의 프로젝트인 국경없는 

지휘자들(Conductors Without Borders )이 주관했습니다. 새롭게 재구성 되어 

이제 MICC 라고 불리게 된 합창 연맹의 도움으로 이 다섯번째 세션은 

코코디(Cocody) 시청에서 제공하는 에어컨 및 방음 시설이 설치된 안락한 

교실 등의 개선 된 업무 환경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한 시청에서는 두 

CWB세션에서 20 명의 연수생이 함께 만나고 작업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상급 과정의 두 연수생은 최종 콘서트를 지휘했습니다. 이 

세션의 참가자들은 더 많은 보컬 트레이닝을 원했습니다. 참가자들 스스로에 

의해 만들어진 전속 합창단은 많은 발전을 보여 주었습니다. 다음 세션은 

어린이 합창단의 지휘와 미래의 합창음악 성장의 자산이 될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잠재적 강사들과 참가자들의 수를 늘이는 것에 

초점을 둘 것입니다. 보고서 전문(불어)은 here. CWB미션에 대한 상세 

정보는 http://ifcm.net/cwb-2/.  

 

세계 청소년  합창단(WORLD YOUTH CHO IR) 2016 년도  세션  
세계 청소년 합창단 재단(IFCM / ECA-EC / JMI)는 2016 년 세계 청소년 합창단 세션을 발표 합니다! 

Filippo Maria Bressan(이탈리아)가 이끌어온 이 세션은 독일 Jeunesses Musicales 의 지원을 받아 Jeunesses 

Musicales International 과 세계 청소년 합창 재단 및 이 합창단의 세 명의 후원자들에 의해 조직 되었습니다. 

리허설 캠프는 독일의 바이케르하임(Weikershei)에서 7 월 13 일부터 24 일까지 열리며 이어서 독일과 벨기에에서 

7 월 24 일에 시작하여 8 월 2 일까지 순회연주를 합니다(정확한 콘서트 일정은 곧 확정됩니다).  

2014년도 세계 청소년 합창단 세션에 참가했던 단원들이나 2014년도 신규 모집에 신청서를 제출했던 사람들 중 

2016 년도 세션에 참가 신청을 하려는 사람들은 2014년도 신청서 자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션 신청에 관심 있는 단원들을 위한 신규모집 정보와 세션에 대한 상세 정보는 www.worldyouthchoir.org 와 

Facebook page 에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2016 년 3월 31 일입니다. 계속 주목해주세요! 

 

IFCM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LIKE THE IFCM'S FACEBOOK PAGE HERE 

 

IFCM 창설  회원들 소식  

NORDKLANG 16, 2016 년 8 월 3 일 - 7 일, 핀란드 투르쿠(Turuku, Finland)    

Nordklang축제는 북유럽합창포럼의 산하로 매 3년마다 북유럽국가에서 차례로 열리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모든 

북유럽나라들의 합창인 들이 함께 모여 노래하고 배우고 정보를 나눕니다.  

Nordklang16은 다양한 합창단의 단원들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워크숍을 제공합니다. 

http://ifcm.net/wp-content/uploads/2016/02/20160210_Report_CWB_Abidjan_IvoryCoast_Fr.pdf
https://www.facebook.com/worldyouthchoir/
https://www.facebook.com/IFCM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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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ärt Uusberg 의 음악 — Pärt Uusberg (초급에서 중급레벨) 

Pärt Uusberg 는 지난 5 년 동안 지휘자로써 또한 특히 작곡가로써 에스토니아  

합창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음악은 아름답고 때로는 천천히 마음을 

움직이며 암시적입니다. Pärt Uusberg 는 Georg Ots Tallinn Music School 을 

졸업하고 Estonian Academy of Music 에서 작곡가 라이센스를 받았습니다. 

2008 년 그는 챔버 합창단 Head Ööd, Vent 를 설립하고 이 합창단과 함께 국제 

합창 페스티벌 ‘Tallinn 2013’에서 그랑프리 수상을 포함하여 에스토니아의 많은 

합창대회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에스토니아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작곡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9 년 그는 탈린 중앙 도서관 주최의 애국적인 

노래 경연 대회에서 합창곡 “Isn’t It Beautiful”로 1 등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2012년에는 그의 남성 합창곡 “Listen To My Cry”가 합창 작곡 유러피언 

어워드(European Award for Choral Composers)의 아카펠라 합창 음악 부문 카테고리에서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 

Vaclovas Augustinas 의 음악 — Vaclovas Augustinas(중급에서 

고급레벨)  

지휘자이며 작곡가인 Vaclovas Augustinas 의 음악은 리투아니아 민속음악의 

반향과 감사와 같은 리투아니아 합창 전통의 본질적인 것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Augustinas 의 음악은 사람의 목소리에 매우 적합하게 작곡되어 노래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Vaclovas Augustinas 는 Lithuanian Academy of Music 를 

졸업하고 1980년 합창지휘에서 학위를 받았고 1992년 작곡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1980년에서 1992년까지 "Ąžuoliukas"음악 학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1992 년부터는 그는 Vilnius Municipality Choir Jauna muzika 의 수석 

지휘자이자 예술감독을 맡고 있으며 권위있는 유럽의 합창 지도자들과 함께 

합창 지휘에 대한 워크숍을 구성했습니다. 그는 국내 및 국제 합창 콩쿨대회 

심사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2011년부터 Musica Sacra (마르크트오버도르프 Marktoberdorf, 독일)의 심사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리투아니아 음악학교 및 극장의 전임교수였으며 2014년부터 작곡과 학과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리투아니아에서 가장 권위있는 상인 리투아니아 국립 예술 문화상을 수상했습니다.   . 

등록 : http://www.nordklang.fi 

 

A COEUR JO IE INTERNAT IONAL 

국제 Singing week CHORALP, 브리앙송(Br iançon, 남부 알프스, 프랑스), 2016 년 7 월 16 일 – 23 일  

워크숍 1 : Caroline Gaulon 과 함께 하는 Vesperae Solennes de Dominica(모차르트). 

워크숍 2 : André de Quadros 와 함께 하는 Fight or Flight. 

등록 마감일은 2016 년 3월 31 일 www.choralp.fr , choralp@gmail.com 에서. 

 

제 22 회 Choralies Festival, 베종 라 로멘(Vaison-la-Romaine, 프로방스, 프랑스), 2016 8 월 3 일 – 

11 일  

6000 명의 합창인들이 베종 라 로멘에서 만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래 할 것입니다. 

상세 정보 및 온라인 등록 신청서 : http://www.choralies.fr/ 

영문 안내 책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연락처 : inscriptions@choralies.fr , www.facebook.com/choralies.vaisonlaromaine 

 

제 1 회 AFRICA CANTAT(아프리카 칸타트), 킨샤샤(Kinshasa, 콩고 민주 공화국), 2017 년 8 월 6 일 – 

12 일 

콩고 합창음악 연맹과 IFCM, A Coeur Joie International, Europa Cantat 의 지원으로 아프리카 합창음악 

연맹(ACCM)이 구성하는 이 페스티벌은 아프리카의 합창 유산의 풍요한 가치를 발견하고 교환하는 이상적인 

교차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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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는 세계 각 국의 합창단, 합창 지휘자 및 강사들을 대륙의 심장에서 맞이하여 따뜻한 환대 및 아프리카의 

리듬과 컬러를 공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곧 온라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유럽합창연합회 - EUROPA CANTAT 

유럽합창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놓치지 마세요 : 최근 소식은 European Choral Association - Europa Cantat 

Facebook 과 Twitter 를 팔로우 해주세요. 

무료 소식지를 받아보시려면 "newsletter subscribe"라고 제목을 쓰시고 info@EuropeanChoralAssociation.org 로 

이메일 보내주세요. 

 

EUROPA CANTAT Pécs(패치) 2015 에서 경험한 최고의 순간을 다시 떠올리고 싶으시거나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 중 페스티벌에 대해 알아 보고 싶은 분들은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here 

독일, 영국, 아일랜드의 시청자는 here   

 

아메리칸 합창 지휘자 협회(ACDA) 

ACDA 는 내년에 두 가지 흥미로운 이벤트에 참여합니다. 

첫 번째는 2016 년 2월과 3월에 열리는 일곱 개 지역의 분과회의입니다. 이 회의의 공연에는 “가장 다재다능하고 

사랑받는 보컬 앙상블 중의 하나”인 영국의 보컬 앙상블 Voces8 및 세계적인 작곡가 Ola Gjeilo(Voces8의 전임 

작곡가), 그리고 바흐, 베르디, 하웰을 비롯한 많은 유명 작곡가의 작품을 연주하게 될 많은 훌륭한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앙상블이 출연합니다. 분과회의는 시카고(중부), 보스톤(동부), 수폴스(북중부), 시애틀(북서부), 

채터누가(남부), 캔자스 시티(남서부), 패서디나(서부)에서 열립니다. 

등록 : http://acda.org/page.asp?page=divisions 

 

AMERICA CANTAT 8 

모든 합창인들을 환영합니다! America Cantat 8의 등록이 진행중입니다. 미국 합창지휘자 협회는 2016 년 8 월 

21 일 부터 31 일까지 바하마 나소(Nassau, Bahamas)에서 10 일간 열리게 될 노래하고 배우고 미국 합창음악을 

축하하는 합창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아직 워크숍과 개별 참가자를 위한 마스터 클래스, 합창단과 작은 

http://www.europeanchoralassociation.org/
https://www.facebook.com/EuropeanChoralAssociation/
https://twitter.com/europacantatxix
https://www.youtube.com/watch?v=ckiwR3XZGlI
https://vimeo.com/15509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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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창단의 연주회에 신청 가능합니다. 오늘 등록하시고 예약하세요! 성인 $230, 17세 이하 어린이 

$50 입니다(등록비는 5 월 31 일 이 후 인상됩니다). 세계적 수준의 초강사와 초청 합창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erica-cantat.org 를 방문하거나 페스티벌 감독 Eden Badgett 의 이메일 badgett@acda.org 로 연락하세요. 

 

회원들의 단신  
ERIC ERICSON 국제 합창 센터 뉴스 

팔레스타인 및 스웨덴인의 합창단인 COMMON GROUND 

VOICES 이 지난 2월 9일 스톡홀름에서 창단되어 스웨덴의 국왕과 

왕비가 참석한 가운데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André de Quadros 

교수의 예술감독 아래 스웨덴의 Eric Ericson 국제 합창 센터에 

의해 조직된 이 합창단은 같은 수의 이스라엘인, 팔레스타인, 

스웨덴인의 단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합창단의 소재지인 

스톡홀름은 예술적이며 상호적 초점을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심사와 

가치에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스웨덴의 

노래들을 서로 나누고 즉흥 연주를 함으로써 공통적인 기반을 쌓은 

단원들은 또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에 대한 토론도 

합니다.  

상세 정보 : http://www.ericsonchoralcentre.se/common-ground-voices-an-international-choir/ 

제 10 회 유럽 청소년 합창 축제, 바젤 스위스, 2016 년 5 월 4 일 – 8 일 

바젤의 유럽 청소년 합창단 축제(European Festival of Youth Choirs Basel )는 유럽의 뛰어난 청소년 합창단을 

소개하는 가장 매력적인 축제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축제는 매 2년마다 개최하며, 2016 년 5 월 

4 일에서 8일까지 열리게 될 제 10 회 축제에서는 이 큰 문화 행사의 첫 10 주년 기념 행사를 가집니다. 이 

축제에는 약 2000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참가합니다. 메인 프로그램에서는 유럽(벨기에, 불가리아, 그루지아,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스웨덴, 터키)과 인도네시아(해외 게스트 합창단), 그리고 스위스의 각 지역에서 

온 18개의 선발된 합창단이 공연합니다. 합창단들은 40 개 이상의 이벤트에서 모든 연령 층의 관객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게 됩니다. 최고 수준의 클래식 합창 음악 뿐만 아니라 재즈, 팝, 록음악 및 가스펠과 

민요 편곡 등이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할 것이며 또한 무대 의상과 각 지역의 전통 의상, 안무 및 발랄한 

아이디어들이 재미를 더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참여 이벤트(열린 합창, 모차르트 레퀴엠 함께 부르기)와 

전문가를 위한 교육의 기회(Harald Jers 와 Zimfira Poloz의 워크숍, 젊은 지휘자를 위한 스타트업 프로젝트, 축제 

매니지먼트 마스터 클래스)도 제공합니다. 상세정보 : www.ejcf.ch 

 

EJCFB는 새로운 IFCM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IFCM 지원 요청 양식을 사용하는 첫번째 합창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거나 IFCM 의 도움이나 지원을 원하는 분은 이 링크를 통해 요청서를 

보내주세요 : http://ifcm.net/get-logo-2/ 

 

제 13 회 중국 국제 합창 축제, 2016 년 7 월 26 일 – 8 월 4 일, 베이징, 중국 

베이징에 오셔서 세계의 노래를 들으세요. 인민 대회당에서의 개막식, IFCM 합창 교육 컨퍼런스, 심사위원들의 미팅, 

12 개 카테고리의 5일간의 합창 경연대회, 합창 교환 프로그램, 높은 수준의 공연, 새로운 합창곡의 콘서트, 마스터 

클래스, 워크샵, 훈련 캠프, 합창 클럽, 합창 공공 행사 및 자선 이벤트, 콘서트 투어, 관광(만리장성, 천단, 고궁 

박물관), 광장 연주 그리고 시상식과 폐회식으로 구성됩니다. 

연락처 : cicfbjf@163.com , 상세정보 HERE 

 

ICB , IFCMeNEWS, www.ifcm.net, http://icb. ifcm.net/에서 여러분의 합창 이벤트를 

홍보하세요 
이제 www.IFCM.net 및 ICB.IFCM.net 그리고 월간 IFCMeNEWS 와 계간 ICB에서 광고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과 공간의 크기는 Reserve A Space form 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합창 이벤트의 홍보를 위해 우리의 웹사이트와 미디어의 우수한 사용 통계자료를 활용하세요! 

 

자원봉사자 

전세계의 다른 지원자들과 함께 IFCM 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해주세요. 현재 IFCM 은 세계 곳곳의 다양한 합창 

이벤트의 조력자로서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모으고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력서와 사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간략한 제안서를 leonardifra@yahoo.it 로 보내주세요. E-mail 제목은 "Volunteer's 

database"로 써주시고 모든 자료는 영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가 합창세계를 연결한다”는 IFCM 의 슬로건을 기억해주시고 참여해주세요. 

 

여러분의 중요한 합창 소식을 세계와 나누세요 

http://america-cantat.org/
http://wwwcicfbj.ztouch-make-hn-16233.shushang-z.cn/
http://ifcm.net/wp-content/uploads/2013/09/Reserve_A_Space_20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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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CMeNEWS 는 여러분 나라의 새로운 소식을 우리의 국제 합창계와 공유하고 싶습니다. 국제적인 관심을 끌만한 

소식이나 사진이 있으면 IFCM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IFCMeNEWS 의 새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세요. IFCM 회원은 

제출비가 무료입니다.  

 

 

WHAT’S	  ON	  IN	  OUR	  CHORAL	  WORLD	  IN	  MARCH	  AND	  APRIL	  2016	  
5-‐6	  Mar	  :	  The	  Music	  of	  Alice	  Parker,	  Minneapolis,	  Minnesota,	  USA	  –Facebook	  Page	  
9-‐13	  Mar	  :	  Rome	  Music	  Festival	  2016,	  Italy	  -‐	  www.mrf-‐musicfestivals.com	  
9-‐13	  Mar	  :	  Young	  Prague	  Festival,	  Prague,	  Czech	  Republic	  -‐	  www.music-‐contact.com	  
9-‐14	  Mar	  :	  Festival	  of	  Peace	  and	  Brotherhood,	  Rome,	  Italy	  -‐	  www.music-‐contact.com	  
10-‐11	  Mar	  :	  Hearts-‐in-‐Harmony,	  Barcelona,	  Spain	  -‐	  www.eca-‐ec.org	  or	  www.EuropeanChoralAssociation.org	  
10-‐13	  Mar	  :	  Young	  2016	  Bohemia,	  Prague,	  Czech	  Republic	  -‐	  www.musicultur.com	  
11-‐13	  Mar	  :	  5th	  International	  Gdansk	  Choir	  Festival,	  Poland	  -‐	  www.gdanskfestival.pl	  
12-‐19	  Mar	  :	  Melodia!	  South	  American	  Music	  Festival,	  City	  of	  la	  Havana,	  Cuba	  -‐	  
http://classicalmovements.org/s_am.htm	  
15-‐17	  Mar	  :	  2nd	  Music	  Festa	  Florence,	  Italy	  -‐	  www.florencechoirfestival.com	  
16-‐20	  Mar	  :	  Sing'n'Joy	  Provo	  2016	  The	  American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USA	  -‐	  www.interkultur.com	  
16-‐20	  Mar	  :	  Istra	  Music	  Festival	  2016,	  Croatia	  -‐	  https://www.mrf-‐musicfestivals.com:/	  
16-‐20	  Mar	  :	  13th	  International	  Choir	  Festival	  of	  Sacred	  and	  Clerical	  Music,	  Olomouc,	  Czech	  Republic	  -‐	  
www.festamusicale.cz	  
17-‐20	  Mar	  :	  ON	  STAGE	  with	  Interkultur	  in	  Nice,	  France	  -‐	  http://onstage.interkultur.com/	  
18-‐22	  Mar	  :	  9th	  Fukushima	  Vocal	  Ensemble	  Competition,	  Fukushima,	  Japan	  -‐	  www.vocalensemble.jp/en/	  
18-‐20	  Mar	  :	  SouthBank	  Centre	  Chorus	  Sing	  Together,	  London,	  United	  Kingdom	  -‐	  www.southbankcentre.co.uk	  
18-‐21	  Mar	  :	  Discover	  Puerto	  Rico	  and	  its	  Choral	  Music,	  Ponce,	  Puerto	  Rico	  -‐	  www.music-‐contact.com	  
20-‐24	  Mar	  :	  Golden	  Voices	  of	  Montserrat!	  International	  Contest,	  Montserrat	  Monastery,	  Catalunia,	  Spain	  -‐	  
www.fiestalonia.net	  
20-‐24	  Mar	  :	  14th	  In	  Canto	  sul	  Garda	  International	  Choir	  Competition,	  Riva	  del	  Garda,	  Italy	  -‐	  www.meeting-‐music.com	  
30	  Mar-‐3	  Apr	  :	  Montreux	  Choral	  Festival,	  Switzerland	  -‐	  www.choralfestival.ch	  
30	  Mar-‐3	  Apr	  :	  27th	  Days	  of	  International	  Choir	  Music	  in	  Verona,	  Italy	  -‐	  www.musicultur.com	  
30	  Mar-‐3	  Apr	  :	  2016	  Emerald	  City	  Choral	  Festival	  with	  René	  Clausen,	  Seattle,	  USA	  -‐	  www.sechristtravel.com	  
30	  Mar-‐3	  Apr	  :	  Verona	  International	  Choral	  Competition,	  Italy	  -‐	  www.music-‐contact.com	  
31	  Mar-‐4	  Apr	  :	  Dublin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Ireland	  -‐	  www.music-‐contact.com	  
31	  Mar-‐3	  Apr	  :	  ON	  STAGE	  with	  Interkultur	  in	  Verona,	  Italy	  -‐	  http://onstage.interkultur.com/	  
31	  Mar-‐9	  Apr	  :	  34th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of	  Karditsa,	  Greece	  -‐	  http://festivalofkarditsa.blogspot.gr/	  
31	  Mar	  :	  3rd	  International	  Competition	  of	  Choral	  Composition	  Ennio	  Morricone,	  Florence,	  Italy	  -‐	  
www.florencechoirfestival.com	  
31	  Mar-‐2	  Apr	  :	  4th	  International	  Symposium	  ARS	  CHORALIS	  on	  Chorusology,	  Zagreb,	  Croatia	  -‐	  www.choralcroatia.com	  
1-‐3	  Apr	  :	  19th	  International	  Festival	  of	  Children's	  and	  Young	  Choirs	  Rainbow,	  St.	  Petersburg,	  Russian	  Federation	  -‐	  
www.petersburgfestival.com	  
6-‐10	  Apr	  :	  7th	  Antalya	  International	  Choir	  Festival,	  Antalya,	  Turkey	  -‐	  www.festivalantalya.com	  
7-‐10	  Apr	  :	  ON	  STAGE	  with	  Interkultur	  in	  Bilbao,	  Spain	  -‐	  http://onstage.interkultur.com/	  
7-‐9	  Apr	  :	  International	  Choir	  Festival	  for	  Children	  &	  Youth	  Mundus	  Cantat,	  Gdansk,	  Poland	  -‐	  www.munduscantat.pl	  
7-‐10	  Apr	  :	  International	  Choir	  Festival	  and	  Competition	  of	  Lithuanian	  Music	  Patriarch	  Juozas	  Naujalis,	  Kaunas,	  Lithuania	  
-‐	  www.kaunascantat.lt	  
7-‐10	  Apr	  :	  14	  th	  International	  Children's	  -‐	  Youth	  choral	  festival	  Moscow	  Sounds,	  Moscow,	  Russian	  Federation	  -‐	  
http://choirsofmoscow.ru	  
8-‐10	  Apr	  :	  Mediterranean	  Choral	  Forum	  Istanbul,	  Turkey	  -‐	  www.korokulturu.org	  

https://www.facebook.com/melodiousaccord/photos/a.1076077132417783.1073741831.1070557032969793/1343285969030230/?type=3&t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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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	  Apr	  :	  Windy	  City	  Choral	  Festival	  with	  Z.	  Randall	  Stroope,	  Chicago,	  USA	  -‐	  www.windycitychoralfestival.org	  
14-‐16	  &	  20-‐23	  Apr	  :	  Festival	  di	  Primavera	  Festival	  di	  Primavera	  2016	  spring…ing	  and	  singing	  together!	  Montecatini	  
Terme,	  Tuscany,	  Italy	  -‐	  www.feniarco.it	  
16	  Apr	  :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Berlin	  2016,	  Germany	  -‐	  www.choralfestivalberlin.com	  
19-‐23	  Apr	  :	  5th	  International	  Choral	  Competition	  for	  Children's	  Choirs	  "Il	  Garda	  in	  Coro",	  Malcesine	  sul	  Garda,	  Verona,	  
Italy	  -‐	  www.ilgardaincoro.it	  
21-‐24	  Apr	  :	  ON	  STAGE	  with	  Interkultur	  in	  Antalya,	  Turkey	  -‐	  http://onstage.interkultur.com/	  
21-‐24	  Apr	  :	  Slovakia	  Cantat	  2016,	  Bratislava,	  Slovak	  Republic	  -‐	  www.choral-‐music.sk	  
21-‐23	  Apr	  :	  Choirs	  of	  America	  2016	  Choral	  Convergence	  Festival,	  New	  York,	  USA	  -‐	  www.vocalmusic.org	  
21-‐24	  Apr	  :	  6th	  International	  Messiah	  Festival,	  Salzburg,	  Austria	  -‐	  http://messiah-‐salzburg-‐festival.blogspot.co.a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