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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들이 우리의 합창세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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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2016 년 8 월 5 일 핀란드 투르쿠에서 열리는 IFCM 총회에 초청합니다. 의제는 여기 	 HERE 
 

제 11 회 세계 합창심포지엄 소식 
2017 년 7 월 22 일부터 29 일까지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제 11 회 세계 합창심포지엄에 선발된 4 개 합창단을 소개합니다. 계속 

지켜봐주세요. 다음 IFCMeNEWS 에 더 많은 합창단이 소개됩니다! 

 

COR INFANTIL AMICS DE LA UNIÓ(델라 유니오 어린이 합창단) – 카탈로니아 

12 세부터 17 세까지의 청소년 단원으로 구성된 이 합창단은 그들의 작품의 질적인 면과 절충성 

및 특이성으로 유명한 스페인 최고의 어린이 합창단 중 하나입니다. 이 합창단은 독특하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합창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안무, 연출, 작품으로 어린이 오페라, 

학교와 가족 콘서트, 뮤지컬 등을 공연하고 있습니다. 1996 년 설립 이래 Josep Vila Jover 가 

지휘를 맡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요 수상경력 중 2013 년 "Let the Peoples Sing!"과 The Silver 

Rose Bowl 수상이 있습니다. 

 

KAMMERCHOR SAARBRÜCKEN(자르브뤼켄 

합창단) – 독일 

지휘자 Georg Grün 에 의해 1990 년에 설립 된 이 합창단은 매우 짧은 기간 안에 

최고의 독일 체임버 합창단 중의 하나가 되었으며 대단한 국제적인 명성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합창단은 고대, 중세 그리고 르네상스의 클래식 다성음악의 가장 중요한 

작곡가들의 작품들을 연주하고 있으며 또한 17 세기와 18 세기의 곡들을 역사적인 시험 

연주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2003 년 “Let the Peoples Sing!”과 같은 국제 

합창대회에서 수상했으며 Saarländischer Rundfunk과 함께 많은 CD 를 발매했습니다. 

 

DOPPLERS(도플러스 합창단) – 덴마크 

이 보컬 앙상블은 2009 년 음악 지도자 Astrid Vang-Pedersen 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거나 연주장 공간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독특한 공연 스타일을 

개발했습니다. 도플러는 13 명의 보컬 아티스트들로 구성된 앙상블로서 모든 콘서트를 

소통하는 경험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단원들뿐만 아니라 관객과 상호 작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도플러의 아카펠라 스타일은 북유럽, 아프리카 및 중앙 

아시아 사운드를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즉흥연주, 써클송(circle song) 그리고 

멤버들이 직접 작곡한 곡들도 연주합니다. 

 

ALERON(알레론 합창단) – 필리핀 	
알레론 합창단은 2006 년 

Christopher Ong Arceo 의 

음악적 지도 아래 Ateneo de Manila 고등학교 남성합창단의 동문 앙상블로 

설립되었습니다. 이 합창단은 남성 합창의 사운드스케이프(soundscape)를 

탐구하는 남성 앙상블입니다. 이 합창단은 음악적 스타일과 장르에 걸친 

레퍼토리의 혁신적인 프로그램과 연주를 통해 관중들에게 다양하고 독특한 

합창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알레론 합창단은 이들의 공연 

시즌을 통해 지속적인 활동과 새로운 작품의 소개로 남성 합창의 장르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WSCM11 웹사이트 : http://www.wscm11.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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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 : https://twitter.com/simposibcn 

	
IFCM 웹사이트의 새로운 서비스를 사용해 보셨습니까? 

http://www.ifcm.net/public/enews/2016-06/IFCM_eNEWS_2016-6_Chinese.pdf
http://www.ifcm.net/public/enews/2016-06/IFCM_eNEWS_2016-6_English.pdf
http://www.ifcm.net/public/enews/2016-06/IFCM_eNEWS_2016-6_French.pdf
http://www.ifcm.net/public/enews/2016-06/IFCM_eNEWS_2016-6_Spanish.pdf
http://www.ifcm.net/public/enews/2016-06/IFCM_eNEWS_2016-6_German.pdf
http://www.ifcm.net/public/enews/2016-06/IFCM_eNEWS_2016-6_Italian.pdf
http://www.ifcm.net/public/enews/2016-06/IFCM_eNEWS_2016-6_Japanese.pdf
http://www.ifcm.net/public/enews/2016-06/IFCM_eNEWS_2016-6_Korean.pdf
http://ifcm.net/wp-content/uploads/2016/04/IFCM-WCE_20160805-Announcement-GeneralAssembly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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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서비스 중 Job Connection 확인해보세요. http://ifcm.net/service-2/conductor-connection/ 

	
	
	
	
	
	
	
	
	
	
	
	
	
	
	
	
	
	
	
	
	
	
	

	
스위스의 미션 : 바젤(BASEL), WSCM11 를 위한 아이디어와 기회의 축제  

The European Jugendchor Festival Basel 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IFCM 은 이 

축제에서 스위스 합창 공동체와 국제 페스티벌 초청자들을 만났습니다. IFCM 은 

합창 축제를 장려하고 후원하는 합창계의 모범 사례를 따르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는데 이 바젤 합창 축제가 바로 그런 사례 중 하나로서 스위스와 전 

세계의 청소년 합창단의 공동 작업을 향상시키기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매번 풍성합니다.  

이 축제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유투브(YouTube)와 페이스북(Facebook)을 

팔로우 해주세요. 기사 전문은 곧 ICB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축제기간에 제 6 회 

스위스 합창지휘자 회의도 열려 제 11 회 세계 합창심포지엄을 홍보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다시 만납시다! 

 

다카르(Dakar 세네갈)에서 국경 없는 지휘자들(CONDUCTORS WITHOUT 

BORDERS) 2016 년 4 월 세션  

이 합창지휘자 연수과정은 2013 년 6 월에 세네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4 월 19 일부터 

22 일까지 A Coeur Joie Sénégal 협회와 A Coeur Joie International, 국제합창총연맹(IFCM) 및 

국경 없는 지휘자들 프로젝트에 의해 조직 되었습니다. 강사는 Régis Harquel 과 Jean-Marie 

Puissant(프랑스)이 맡았습니다. 40 명의 참가자들은 자체 합창단을 구성했고 그 중 절반은 합창 

지휘자 연수생들이었습니다. 이 연수 세션은 다카르 주제 프랑스 연수원과 원장 Nadège 

Chouat 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A Coeur Joie Sénégal 협회의 회장 Lucien Mendy가 세션을 

후원했고 또한 강사들의 체제비도 부담해 주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유럽 클래식(뒤뤼플레 

Duruflé), 그리고 여러 성곡들을 포함한 다양한 난이도의 레퍼토리는 연수자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주었습니다.  

기사 전문(프랑스어)은 여기 here. CWB missions 에 대한 상세정보는 http://ifcm.net/cwb-2/ 

 

세계 청소년 합창단(WORLD YOUTH CHOIR) 2016 년도 세션 
세계 청소년 합창단 재단(IFCM / ECA-EC / JMI)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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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케르샤임(Weikersheim)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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worldyouthchoir.org 

https://www.youtube.com/watch?v=p4oirUyGI-0
https://www.facebook.com/jugendchorfestival/?fref=nf
http://ifcm.net/wp-content/uploads/2016/05/20160419_Report_CWB_Dakar_Senegal.Fr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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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acebook.com/worldyouthchoir 

	
IFCM 창설 회원들 소식 
NORDKLANG 16, 2016 년 8 월 3 일 – 7 일, 핀란드 투르쿠(Turuku, Fin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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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유럽나라들의 합창인들이 함께 모여 노래하고 배우고 정보를 나눕니다.  

Nordklang16 은 다양한 합창단의 단원들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워크숍을 제공합니다. 

	
여성합창단을 위한 핀란드 리드믹 뮤직(Rhythm ic Music *실용음악) – Kai ja Viitasalo(중급에서 고급 레벨) 

Kaija Viitasalo 는 핀란드 지휘자이며 음악교육가로서 특히 에스닉 재즈(ethnic jazz)로 

불리는, 핀란드 여성합창을 위한 새로운 핀란드 리드믹 뮤직 곡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에스닉 재즈는 새로운 시와 핀란드 민속 음악이 재즈의 리듬과 하모니와 함께 융합된 

음악입니다. 세션에 참가하셔서 신선한 사운드, 다양한 음색, 열정적인 감성, 스토리텔링의 

표현과 재즈의 강렬한 리듬을 즐기세요! 

Kaija Viitasalo 의 지휘자 경력은 1981 년 그녀가 Arieta 보컬그룹을 창단하면서 시작 

되었습니다. 그녀는 1990 년 Sibelius Academy에서 음악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89 년부터 Academic Female Choir KYN 의 예술감독을 맡고 있으며 이 시대의 유명한 

핀란드 작곡가들의 작품을 통해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기법의 레퍼토리를 개발해 왔습니다. 

또한 그녀는 다른 형식의 합창단을 위한 편곡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최고의 여성 

합창단 중 하나인 KYN 합창단은 다른 합창단을 위한 연수 세션도 열고 있으며 6 개의 음반을 발매했습니다. 그녀의 합창단과 함께 

받은 수상 경력 이 외에도 Kaija Viitasalo 는 2002 년과 2011 년 Klemetti Ensemble Competition 에서 핀란드 방송사로부터 상을 

받았고 Tampere Vocal Music Festival 의 합창 리뷰에서 “Best Performance Repertoire”상을 받았습니다.  

 

남성합창단! – Bengt Ollén(초급에서 중급 레벨) 

스웨덴 최고의 지휘자 중 한 사람인 Bengt Ollén 과 함께 북유럽 남성 합창음악을 노래하세요. Bengt 

Ollén 은 Södra Dalarnas 실내 오케스트라의 설립자이며 지휘자입니다. 그는 또한 Sofia 

Vokalensemble 의 설립자로서 1995 년부터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앙상블을 이끌어 왔으며 음악적 

개발을 통하여 긍정적이고 확고한 합창단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꿈은 “악보를 초월한” 음악, 즉 

아름다우면서 또한 관중에게 감동을 주는 음악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는 성공적인 음악작업을 만들기 

위해 즉흥연주와 단원들 간의 소통 등의 방식을 통해 합창단의 집단 관계 역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합창 경연대회의 심사위원을 맡고 있으며 국내 및 국제 합창축제, 위크숍, 공연 등의 초빙 

강사 및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994 년부터는 Stockholms Musikgymnasium에서 합창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Nordklang 16 등록 : http://www.nordklang.fi 

	
 

유럽합창협회 - EUROPA CANTAT (ECA-EC) 

두 개의 흥미로운 행사가 프랑스에서 열립니다. 

Les Choralies 

2016 년 8 월 3 일–11 일, 베종 라 로멘(Vaison-la-Romaine), 프랑스 

상세 정보 : here  

연락처 : inscriptions@choralies.org 

 

(Inter)national Congress for conductors 

2016 년 9 월 9 일–11 일, 파리(Paris), 프랑스 

합창 지휘자를 위한 이 이벤트는 새로운 테크닉, 레퍼토리 및 훈련을 개발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학회 웹사이트는 영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The website of the congress is now translated in English 

Facebook과 Twitter 에서 ECA-EC 를 팔로우 해주세요. 

	
A COEUR JOIE INTERNATIONAL (국제 기쁜 마음회) 
제 22 회 Choralies Festival, 베종 라 로멘(Vaison- la-Romaine, 프랑스 프로방스), 2016 8 월 3 일 – 1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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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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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안내 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연락처 : inscriptions@choralies.fr , www.facebook.com/choralies.vaisonlaromaine 
	
제 1 회 AFRICA CANTAT(아프리카 칸타트), Kinshasa(콩고 민주 공화국, 킨샤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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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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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horalies.fr/home/
http://www.congreschefsdechoeur.com/
https://www.facebook.com/EuropeanChoralAssociation/
https://twitter.com/ECA_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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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합창지휘자 연합회 – ACDA 

아메리카 칸타트 8(AMERICA CANTAT 8) 

모든 합창인들을 환영합니다! America Cantat 8 의 등록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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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창단의 연주회에 신청 가능합니다. 오늘 

등록하시고 예약하세요! 성인 $230, 17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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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바랍니다.	
	
단신 – 회원들 소식 
BOSSE JOHANSSON 을 기리며 

우리의 훌륭한 친구이자 동료인 스웨덴의 지휘자 Bosse Johansson 이 아름다운 5 월 어느 

날 스웨덴의 자택에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스웨덴 합창지휘자 중 진정한 

예술가였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목소리와 함께 하는 작업이야말로 깊은 예술적 사고와 

가치를 표현하는 방법임을 명시하는 것이 그의 삶의 주된 “주제”였습니다. 이런 그의 

예술적 야망을 위해 Adolf Fredrik Girl’s Choir 를 만들어 세계적으로 뛰어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 한 예로, 그와 그의 합창단이 홍콩과 중국에서의 여러 행사에서 남긴 

감명을 들 수 있습니다. 그의 지휘자로서의 철학은 단원들을 각각의 인격체로 보고 

합창단으로 활동할 때 틀림없이 위협이 될 수 있는 단일화 경향에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목소리로 이루어진 그의 합창단의 사운드는 매우 성숙했습니다.  

Bosse 는 이전에 혼성합창단 Bromma Chamber Choir 와 활동하면서 그 때부터 현대 

합창음악과 그의 앙상블을 위한 곡들을 작곡한 많은 스웨덴 작곡가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돌프 프레드릭 음악학교(The Adolf Fredrik Music School)는 여러 면에서 특별한 

학교이며 넓은 국제적인 관점에서도 선두에 선 학교였습니다. 그 동안 스웨덴의 서로 

다른 정치적 상황들 속에서 이런 성향의 학교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와 그의 동료 Jan-Åke Hillerud 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학교를 존속시키기 위해 싸운 주요 인물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Bosse 의 활동은 여러 번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스웨덴의 “올해의 합창 디렉터(1986 년)”로 선정된 최초의 

지휘자였고 권위 있는 “Norrbymedaljen(1986 년)” 칭호를 받았으며 스웨덴 왕립음악학교 930번째 멤버(1999 년)로 선정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합창 디렉터 동료들이 그를 그리워할 것이며, 특히 그 누구보다도 그의 합창단에서 노래하는 동안 그들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많은 단원들이 가장 그리워할 것입니다.      

글 - Christian Ljungg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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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일간의 합창 경연대회, 합창 교환 프로그램, 높은 수준의 공연, 새로운 합창곡의 콘서트, 마스터 클래스,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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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여러분의 합창 이벤트를 홍보하세요 

이제 www.IFCM.net 및 ICB.IFCM.net 그리고 월간 IFCMeNEWS 와 계간 ICB 에서 광고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과 공간의 

크기는 Reserve A Space form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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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IFCM 의 슬로건을 기억해주시고 참여해주세요. 

	
WHAT’S	ON	IN	OUR	CHORAL	WORLD	IN	JUNE	AND	JULY	2016	
1-6	June	:	44th	International	Choir	Festival	of	Songs	Olomouc,	Czech	Republic	-	www.festamusicale.com	
1-5	June	: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Chernomorski	zvutsi,	Balchik,	Bulgaria	-	www.chernomorskizvutsi.com/	
1-7	June	:	International	Choral	Espoo	Festival,	Espoo,	Finland	-	www.vocalespoo.fi	
1	June	:	International	Competition	for	a	composition	of	sacred	music	Francesco	Siciliani,	Perugia,	Italy	-	
www.perugiamusicaclassica.com	
28	June-7	July	:	Passion	of	Italy	Choral	Festival	with	Craig	Hella	Johnson,	Rome,	Italy	-	www.KIconcerts.com	

http://america-cantat-8.org/
http://wwwcicfbj.ztouch-make-hn-16233.shushang-z.cn/
http://icb.ifcm.net/en_US/
http://ifcm.net/wp-content/uploads/2013/09/Reserve_A_Space_20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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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June	:	ON	STAGE	with	Interkultur	in	Barcelona,	Spain	-	http://onstage.interkultur.com/	
3-5	June	:	6th	International	Wroclaw	Choir	Festival	Vratislavia	Sacra,	Poland	-	www.vratislaviasacra.pl	
3-5	June	:	59th	International	Festival	of	Choral	Art	Jihlava	2016,	Czech	Republic	-	www.nipos-mk.cz	
3-5	June	:	Brisbane	International	Singers	Festival	2016,	Australia	-	http://schoolofhardknocks.org.au/	
7-12	June	:	Music	&	Fun	-	Limerick	Sings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Limerick,	Ireland	-	www.perform-international.com	
8-12	June	:	44th	International	Choir	Festival	of	Songs,	Czech	Republic	-	www.festamusicale.com	
8-24	June	:	25th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La	Fabbrica	del	Canto,	Legnano,	Italy	–	www.jubilate.it	
9-12	June	:	7th	International	Krakow	Choir	Festival	Cracovia	Cantans,	Poland	-	www.krakowchoirfestival.pl	
9-13	June	:	Krakow	International	 	 Festival,	Poland	-	www.music-contact.com	
9-12	June	:	5th	Symposium	on	Church	Choral	Music,	Bandung,	Indonesia	-	www.bandungchoral.com	
9-13	June	:	Hearts-in-Harmony,	Novi	Sad,	Serbia	-	www.eca-ec.org	 	 or	www.EuropeanChoralAssociation.org	
10-21	June	:	17th	 	 Varna	International	Music	Academy	Conducting	Tracks,	Bulgaria	-	www.varnainternational.com	
10-13	June	:	10th	International	Choir	Festival	Harmonia,	Harmanli,	Bulgaria	-	www.harmchoir.org	
10-12	June	:	1st	Limburger	Male	Choir	Festival,	Limburg,	Germany	-	http://limburger-maennerchor-festival.com	
12-17	June	:	Sea	Sun	Festival	&	Competition,	Costa	Brava,	Spain	-	www.fiestalonia.net	
16-19	June	:	Musica	Sacra	Bratislava,	Slovak	Republic	-	www.choral-music.sk	
16-19	June	:	Grieg	International	Choir	Festival	and	NINA	Solo	Competition	for	Young	Singers,	Bergen,	Norway	-	www.griegfestival.no	
17-19	June	:	Chorfest	Watzenborn-Steinberg,	Pohlheim,	Germany	-	www.interkultur.com	
18-22	June	:	4th	Per	Musicam	Ad	Astra,	International	Copernicus	Choir	Festival	and	Competition,	Toru	,	Poland	-	www.meeting-
music.com	
19-27	June	:	Tokyo	2020	Olympic	Games	Countdown,	Japan	-	www.perform-international.com	
20-28	June	:	Prima	Voce	Itali'a,	Explore	&	Inspire	-	The	Maestro	Festival	Tour,	Italy	-	www.perform-international.com	
20	June-10	July	:	Oregon	Bach	Festival	Conducting	Master	Class,	Eugene,	Oregon,	USA	-	
http://oregonbachfestival.com/education/master-class-in-conducting	
21-28	June	:	Ireland	2016	Choir	Festival,	Galway	and	Dublin,	Ireland	-	www.KIconcerts.com	
22-26	June	:	Rome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Italy	-	www.romechoralfestival.org	
22-26	June	:	Féile	Córúil	Dublin	Choral	Festival	with	Dr.	Kevin	Fenton,	Ireland	-	http://dublinchoralfestival.org/	
22-26	June	:	19th	Alta	Pusteria	International	Choir	Festival,	Alto	Adige-Südtirol,	Italy	-	www.festivalpusteria.org	
23-27	June	:	Serenade!	Washington,	DC	Choral	Festival,	USA	-	http://classicalmovements.org/dc.htm	
23-27	June	: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in	Tuscany,	Montecatini	Terme,	Italy	-	http://tuscany.music-contact.com/	
24	June-10	:	Oregon	Bach	Festival,	Eugene,	Oregon,	USA	-	www.oregonbachfestival.com	
24-30	June	:	World	Choral	Fest,	Kansas	City,	USA	-	www.worldchoralfest.com	
24-27	June	:	Festival	Coral	de	Verão,	Lisbon,	Portugal	-	http://pscf.sourcewerkz.com/	
24-28	June	:	17th	Crescent	City	Choral	Festival,	New	Orleans,	USA	-	www.neworleanschildrenschorus.org	
24-27	June	:	13th	International	Festival	of	University	Choirs	UNIVERSITAS	CANTAT	2016,	Poznañ,	Poland	-	
http://cantat.amu.edu.pl/pl/	
25	June-3	July	:	Embrace	&	Explore	-	The	Power	of	Song,	Vilnius,	Riga	&	Tallinn,	Lithuania,	Latvia	&	Estonia	-	www.perform-
international.com	
27	June-1	July	:	Fundy	Sound:	a	Choral	Festival	by	the	Sea,	Saint	John	New	Brunswick,	Canada	-	http://fundysound.com	
27	June-1	July	:	Notes	of	Joy	Austria	2016	Choir	Festival,	Austria	-	www.KIconcerts.com	
27	June-1	July	:	1st	Annual	Prague	Choral	Celebration	Sing	Dvořák,	Rutter,	Brubeck,	and	more,	in	the	world-renowned	Smetana	Hall,	
Czech	Republic	-	http://praguechoralcelebration.org/	
27	June-2	July	:	International	Choir	Festival	Corearte	Junior	Barcelona	2016,	Spain	-	www.corearte.es	
27	June-10	July	:	Oregon	Bach	Festival's	Stangeland	Family	Youth	Choral	Academy,	Eugene,	Oregon,	USA	-	
http://oregonbachfestival.com/education/master-class-in-conducting	
27	June-3	July	:	The	Rhythms	of	One	World	2016	Festival,	Geneva,	Switzerland	-	www.faf.org	
29	June-3	July	:	International	festival	of	choirs	and	orchestras	in	Budapest,	Hungary	-	www.mrf-musicfestivals.com	
29	June-3	July	:Mozart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Salzburg,	Austria	-	http://mozartchoralfestival.org/	
30	June-3	July	:	Slovakia	Folk	2016,	Bratislava,	Slovak	Republic	-	www.choral-music.sk	
30	June-3	July	:	18th	International	Cantus	MM	Choir	and	Orchestra	Festival,	Salzburg,	Austria	-	www.cantusmm.com	
30	June-3	July	:	18th	International	Cantus	Music	and	Culture	Festival	 	 Choir	Competition	Meet	Mozart,	Salzburg,	Austria	-	
www.musicultu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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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July	:	International	Festival	Verona	Garda	Estate,	Verona,	Brescia,	Mantua,	Vicenza,	Italy	-	www.festivalveronagardaestate.eu	
1-5	July	:	Musica	Eterna	Roma,	Italy	-	www.meeting-music.com	
3-9	July:	Join	Janet	Galván	in	the	Ireland	Choir	Festival	Dublin	&	Belfast,	Ireland	-	www.KIconcerts.com	
1-6	July	:	IFAS	2016	–	24th	International	Festival	of	Academic	Choirs,	Pardubice,	Czech	Republic	-	www.ifas.cz	
1-6	July	:	10th	Summa	Cum	Laude	International	Youth	Music	Festival,	Vienna,	Austria	-	www.sclfestival.org	
1-7	July	:	7th	International	Sacred	Music	Choir	Festival	&	Competition	Laudate	Dominum,	Vilnius,	Lithuania	-	www.gratulationes.lt	
2-7	July	:	Celtic	Voices	Anniversary	of	Hope	with	Doreen	Rao,	Dublin,	Ireland	-	www.perform-international.com	
3-7	July	:	Golden	Voices	of	Barcelona,	Spain	-	www.fiestalonia.net	
4-10	July	:	51st	International	Days	of	Choral	Singing,	Barcelona,	Spain	-	www.fcec.cat	
5-7	July	:	Antica	Pompeii,	Italy	-	www.meeting-music.com	
5-9	July	:	International	Choral	Kathaumixw,	Powell	River,	Canada	-	www.kathaumixw.org	
6-11	July	:	Llangollen	International	Musical	Eisteddfod,	United	Kingdom	-	http://international-eisteddfod.co.uk/	
6-16	July	:	9th	World	Choir	Games,	Sochi,	Russian	Federation	-	www.interkultur.com	
7-9	July	:	SINGMIT!	Festival	in	Vienna,	Austria	-	www.encoretours.com/go/singmit.cfm	
7-10	July	:	International	Youth	Music	Festival	I,	Bratislava,	Slovak	Republic	-	www.choral-music.sk	
7-10	July	:	27th	Béla	Bartók	International	Choir	Competition	and	Folklore	Festival,	Debrecen,	Hungary	-	www.bbcc.hu	
7-10	July	:	34th	International	Choir	Festival	of	Preveza,	22nd	International	Competition	of	Sacred	Music,	Preveza,	Greece	-	
http://prevezafest.blogspot.gr/	
7-11	July	:	Cantus	Salisburgensis	Festival,	Salzburg,	Austria	-	www.music-contact.com	
7-10	July	:	Claudio	Monteverdi	Choral	Festival	and	Competition,	Venice,	Italy	-	www.venicechoralcompetition.it	
7-17	July	:	Rhapsody!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Vienna	&	Salzburg,	Austria	and	Prague,	Czech	Republic	-	
http://classicalmovements.org/rhap.htm	
8-16	July	:	50th	Kurt	Thomas	Cursus	for	Choral	Conducting,	Utrecht,	Netherlands	-	www.hku.nl	
9-13	July	:	Laurea	Mundi	Budapest	Festival	of	Choral	Music,	Hungary	-	www.meeting-music.com	
9-23	July	:	Summer	Choral	Workshop	Music	and	Mountain	2016,	Les	Diablerets,	Switzerland	-	www.musique-montagne.com	
10-31	July	:	2016	Narnia	Festival	and	International	Summer	Training	Program,	Narni,	Italy	-	www.narniaartsacademy.com	
10-20	July	:	Songs	of	Our	World	-	Tour	to	Russia,	Sochi,	Russian	Federation	-	www.interkultur.com	
11-15	July	:	Choral	Conductors	Workshop	with	Rod	Eichenberger,	Alexandria,	Virginia	and	Cannon	Beach,	Oregon,	USA	-	
www.choralconductorsworkshop.com	
11-18	July	:	International	Singing	Week	Flanders,	Ghent,	Belgium	-	www.koorenstem.be/singingweek	
12-17	July	:	International	Choir	Festival	Corearte	Puerto	Rico	 	 2016,	San	Juan,	Puerto	Rico	-	www.corearte.es	
13-16	July	: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of	Missoula,	Montana,	USA	-	www.choralfestival.org	
14-17	July	:	Paris	Rhythms,	France	-	www.fiestalonia.net	
14-18	July	:	11th	International	Choir	Competition,	Miltenberg,	Bavaria,	Germany	-	www.chorwettbewerb-miltenberg.de	
15-23	July	:	Westminster	Summer	Choral	Festival,	Princeton	(NJ)	&	New	York	City,	USA	-	http://www.rider.edu/academics/colleges-
schools/westminster-college-of-the-arts/westminster-continuing-education/summer-choral-festival	
16-23	July	:	Choralp	2016,	Briançon,	France	-	www.choralp.fr	
17-24	July	:	European	Seminar	for	Young	Choral	Composers,	Aosta,	Italy	-	www.feniarco.it	
17-24	July	:	International	Choral	Music	Camp-Retreat	Sacred	Music	of	Lithuanian	Composers,	Vilnius,	Lithuania	-	
www.gratulationes.lt	
18-24	July	:	Capriccio	Français	Summer	Academy,	Barcelona,	Catalonia,	Spain	-	www.academie.capricciofrancais.com	
19-22	July	:	World	Peace	Choral	Festival	Vienna	2016,	Austria	-	www.wpcf.at	
19-24	July	:	Idaho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Pocatello,	USA	-	www.idahointerchoralfest.org	
20-24	July	:	9th	Grand	Prix	Pattaya,	Thailand	-	www.festamusicale.com	
20-22	July	:	5th	Florence	International	Choir	Festival,	Florence,	Italy	-	www.florencechoirfestival.com	
21-25	July	:	Belgian	Summer	Sing,	Ghent,	Belgium	-	www.music-contact.com	
21-25	July	:	55th	International	Seghizzi	Choral	Competition	and	Festival,	Gorizia,	Italy	-	www.seghizzi.it	
21-25	July	:	Istanbul	International	Chorus	Competition	and	Festival,	Istanbul,	Turkey	-	www.istanbulchorus.com	
21-31	July	:	12th	Oratorio	Choir	Academy	2014,	Pomáz,	Hungary	-	www.choralcastle.hu	
22-30	July	:	IHLOMBE	South	African	Choral	Festival,	Cape	Town,	Pretoria,	Johannesburg	&	Game	Park,	South	Africa	-	
http://classicalmovements.org/s_af.htm	
23-31	July	:	Sarteano	Chamber	Choral	Conducting	Workshop,	Italy	-	www.sarteanochoralworksho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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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7	July	:	International	Youth	Music	Festival	II,	Bratislava,	Slovak	Republic	-	www.choral-music.sk	
24-30	July	:	Conducting	Academy	with	Frieder	Bernius,	Stuttgart,	Germany	-	http://www.musikpodium.de/index.php/conducting-
academy/conducting-academy-with-frieder-bernius	
25-29	July	:	Choral	Conductors	Workshop	with	Rod	Eichenberger,	Cannon	Beach,	Oregon,	USA	-	
www.choralconductorsworkshop.com	
25-31	July	:	5th	Bali	International	Choir	Festival,	Denpasar	Bali,	Indonesia	-	http://bandungchoralsociety.com/	
26	July-1	Aug	:	13th	China	International	Chorus	Festival	Come	to	Beijing,	Listen	to	the	Songs	of	the	World,	Beijing,	China	-	
www.cicfbj.cn/en	
29	July-7	Aug	:	EuroChoir	2016,	San	Vito	al	Tagliamento,	Italy	-	www.feniarco.it	
29-31	July	:	5th	International	Campus	Music	Festival,	Stuttgart,	Germany	-	www.volkskultur-de.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