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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특별한 2018년 세계 합창의 날
2018년 세계 합창의 날 - 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
“우리 합창 가족은 음악을 통해 정치, 이데올로기, 종교, 인종적인 증오 등의 인공 
장벽을 무너뜨리는데 기여할 것(Alberto Grau, IFCM 세계 합창의 날, 1990년)”
임을 보여주기 위해 세계 합창의 날을 기념하는 전 세계 합창 앙상블에 참여하세요.  
모든 합창단은 11월 11일에서 12월 16일(추모, 그리스도 강림, 크리스마스 등) 사이에 
열리는 콘서트/이벤트를 등록(register)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합창단들은 세계 
합창의 날 선언(proclamation)을 콘서트에 넣어주시고, 또한 프로그램 및 광고에 
로고(logo)를 사용하고 소셜 미디어(social media)를 통해 세계 합창의 날 참가를 
홍보해주세요. “문화적 경험의 필요 불가결한 부분인 합창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합창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 세계 합창의 날 
웹사이트에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의 참여를 합시다.

VoxPopuli 온라인 합창단에서 노래하세요
IFCM(국제 합창 총연맹)은 세계대전의 종전을 기념하기 위해 Fundacion Aequalis(
베네수엘라)와 협력하여 2018년 “Alberto Grau” 국제 합창 작곡 경연 대회의 
우승곡인 Carlos Alberto Cordero의 “Nada TeTurbe”를 공연합니다. 세계 평화와 
통합의 성명으로서 섹션1과 3은 전 세계의 독창자들에 의해 연주될 것이며 섹션
2는 세계대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국가들의 합창단들이 공연할 것입니다. 
온라인 공연은 세계 합창의 날 축하 행사와 연계하여 2018년 12월 7일에 공개됩니다. 
이 글로벌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은 합창인들은 2018년 10월 7일까지 개별적으로 
녹음파일을 제출해 주세요. 자세한 정보를 보시려면 VoxPopuli Virtual Choir를 
방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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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세계 합창 심포지엄(WSCM2020) 
제12회 세계 합창 심포지엄(WSCM 12th World Symposium on Choral Music)이 
2020년 7월 11일에 18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개최됩니다.
국제 합창 총연맹(IFCM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Choral Music)의 세계적인 
플래그쉽 합창 이벤트인 이 축제/총회는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합창단들을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WSCM2020의 주제인 ‘사람과 대지 - 사람과 대지 
그리고 도시 생활과 자연 환경 사이의 연결과 긴장’은 전 세계 합창단들이 그들의 
이야기, 정체성, 신념 및 전통을 공유할 수 있는 완벽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합창단과 함께 와서 tangata whenua(문자 그대로 “대지의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세요. 합창단과 발표자의 참가 신청 마감일(applications)은 2018년 10월 31
일입니다.

2023년 제13회 IFCM 세계 합창 심포지엄의 조직 및 개최지 모집
현재 입찰 신청 중입니다!
제13회 IFCM 세계 합창 심포지엄은 어디에서 열릴까요?
여러분의 나라 또는 지역이 될 수 있을까요?
행사 스케줄 :
•2018년 11월 30일 : 신청자 사전 등록 (신청서 작성 fill the form here)
•2019년 1월 31일 : 초기 제안서 신청 마감 
•2019년 2월 28일 : 선발 후보 발표
•2019년 3월 : IFCM 이사회에서 선발 후보의 제안서 프리젠테이션
•2019년 4월-5월 : 2023년도 제13회 IFCM 세계 합창 심포지엄 선발자 발표
요구 사항 및 신청 절차에 대한 상세정보 : 가이드 라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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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아프리카 칸타트 축제(AFRICA CANTAT FESTIVAL 2020) ● 케냐
(KENYA), 나이로비(NAIROBI)
새롭게 구성된 아프리카 합창음악 연합(African Confederation for Choral Music - 
ACCM)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칸타트(Cantat) 축제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여러 국가와 도시를 고려한 후 케냐(Kenya)의 나이로비(Nairobi)가 최초의 
아프리카 칸타트 축제의 개최 도시로 선정 되었습니다. 케냐는 아프리카인과 비 
아프리카인 모두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이며 여행자들에게 안전한 나라로 간주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케냐는 풍성한 합창 생활을 가지고 있으며 케냐 합창 공동체는 
최근 케냐 합창디렉터 신탁(Kenyan Choral Directors’ Trust)을 설립했습니다.
2018년 8월 17과 18일에 작은 운영위원회가 나이로비에서 만나 행사를 설계하고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들은 Kennedy OkeyoWakia(케냐, 아프리카 합창음악 연합-ACCM 
부회장), Lucien Mendy(세네갈, ACCM 사무장), Sonja Greiner(ECA-EC 사무 총장), 
Thierry Thiébaut(A Coeur Joie International 회장 겸 IFCM 부회장). 이 같은 
국제적 합창 지도자들의 모임은 아프리카 칸타트 2020의 기획 및 조직을 위한 매우 
든든하고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틀간 15번의 회의를 가졌고, 공연, 워크샵, 숙박 및 
기타 아프리카 칸타트 행사를 위한 여러 장소를 둘러보았습니다. 더불어 위원회는 
꿈꾸고 계획하는 이 유익한 이틀 동안 Emily Akuno (국제 합창 연맹 이사장)
를 만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아프리카 칸타트 운영 위원회는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description)을 세계 합창 공동체와 공유하게 되어 기쁩니다.

(사진 아래 왼쪽부터 : Ken Wakia, Sonja Greiner, Emily Akuno, Thierry Thiebaut)
(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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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청소년 합창단(WORLD YOUTH CHOIR) 2019년도 세션 : WYC가 프랑스로 
갑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아 세계 청소년 합창단(World Youth Choir)은 프랑스 남부의 
오크 컨트리(Oc Country)로도 불리는 오시타니아(Occitania)의 역사적 지역에서 
2019년도 여름 세션을 가집니다. 흥미 진진한 세션의 다양한 주최자와 파트너들이 
그들의 기술과 자원을 가지고 잊을 수 없는 이벤트에 최상의 조건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원들과 관객 모두에게 독특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오시타니아 지역에는 여러 유명한 축제를 포함한 방대한 음악 전통이 있습니다. 또한 
풍부한 미식 문화와 다양한 자연 경관, 그리고 수세기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10일간의 리허설 세션(2019년 7월 15일에서 26일)은 미요(Millau)에서 열리며, 
이곳은 활기찬 문화 생활과 영구적인 진화의 건축 유산을 가진 도시입니다. 콘서트 
투어(7월 27일에서 8월 3일)는 미요의 Sylvanes Abbey 에서 열리는 국제 페스티벌 
‘성스러운 음악, 세계의 음악’(International Festival ‘Sacred Music, Musics 
of the World’)에서의 공연을 시작으로 툴루즈(Toulouse), 베죵 라 로멘(Vaison-
la-Romaine)의 Choralies festival, 그리고 다른 주변 도시들로 이어집니다. 
진정한 국제적 투어 공연을 만들기 위해 합창단은 카탈루냐(Catalonia)와 스위스
(Switzerland - venues TBA)에서도 공연을 합니다. 2019년 세계 청소년 합창단의 
주최자 및 파트너는 Centre culturel de Rencontre de l’Abbaye de Sylvanes, 
Plate-formeinterregionale, Atelier Regional des Pratiques Amateurs, JM 
France, DRAC Occitanie, 그리고 아베롱(Aveyron), 오시타니아, 미요 시의 부서 
협의회입니다.
단원 모집(17-26세)은 2018년 10월 시작됩니다! 전 세계의 재능 있는 단원들은 
신청 마감일을 놓치지 마세요. 웹사이트 (World Youth Choir website)를 계속 
확인해주세요.

IFCM의 사업 주소가 변경 되었습니다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Choral Music (IFCM)
545 Couch Drive, Oklahoma City OK 73102-2207, USA
관리 사무실 주소는 이전과 같습니다. (PO Box 42318, Austin TX 78704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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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합창지휘자 협회(ACDA)
다가오는 이벤트
관련 : 노스 다코타 주립 대학의 3차 합창 심포지엄, ACDA 공동 후원
2018년 10월 11 - 13일
파고(Fargo), 노스 다코타(North Dakota), 미국
*사회 정의 * 변화 * 다양성 * 영감 * 커뮤니티를 포함. 
Craig Hella Johnson의 특별지휘로 Conspirare 합창단이 Matthew Shepard에 관한 
연주를 함. 콘서트 및 관심분야 세션.
https://www.ndsu.edu/performingarts/music/symposia/relevance/

ACDA 전국 회의 
2019년 2월 27일부터 3월 2일
미국 미주리(Missouri)주 캔자스 시티(Kansas City) 
전시 및 광고 등록은 11월 27일까지 가능합니다. 작곡가 박람회 등록은 12월 1일까지 
가능하며 일반 등록은 10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축제” 회의는ACDA의 60주년을 기념하여 열립니다.  
https://acda.org/ACDA/Conferences/National_Conference/ACDA/
Conference/National_Conference.aspx

 

유럽 합창협회-유로파 칸타트(ECA-EC)
EUROPEAN CHORAL ASSOCIATION - EUROPA CANTAT 
(ECA-EC)
합창단원, 합창단, 지휘자 및 작곡가를 위한 유럽에서의 2019년 합창 
활동
• 제 17회 di Primavera 축제  17th Festival di Primavera | 청소년 및 
어린이 합창단을 위한 축제
• 지중해 합창 포럼 Mediterranean Choral Forum
• 플랑드르 국제 노래 주간 International Singing Week Flanders
• 젊은 합창 지휘자 과정 Course of Young Choral Conductors
• Choralies
• 2019년 유로콰이어 EuroChoir 2019
• 제 10회 젊은 지휘자를 위한 유럽 아카데미 10th European 
Acedemy for Young Conductors
• 제9회 국제 젊은 지휘자 경연대회 9th International Competition 
for young conductors
상세 정보 : programme of choral activitie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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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CM 회원들의 소식

제9회 AMERICA CANTAT 소식
2019년 4월 6일 - 13일, 파나마(Panama)
창립 500주년을 기념하는 2019년 Ibero American Cultural Capital of the World
가 태평양 해안의 아름다운 도시 파나마(Panama)에서 처음으로 열립니다. 전 세계의 
합창단원, 감독 및 합창단과 함께 하는 10일 간의 프로그램입니다.
2019년도 워크숍 지도자들 : Electra Isabel Castillo (파나마), Nuria Fernandez 
Herranz (스페인), Maria Guinand (베네수엘라), Jorge Ledezma Bradley (
파나마), Paulo MalagutiPauleira (파나마), Gerardo Rabago (멕시코), Jan 
Schumacher (독일), Virginia Bono (아르헨티나), Patricia Vlieg (파나마), 
Camilo Esteban Matta (아르헨티나), Erick Parris (미국), Freddy Lafont Mena 
(콜롬비아), Carlos Alberto Figueiredo (브라질), Alina Orraca (쿠바) 연락처 : 
info@acpanama19.org
웹사이트 : http://www.acpanama19.org/

제12회 일본 후쿠시마 성악 앙상블 경연대회 2019 
2019년 3월 21 - 25일 일본
후쿠시마시 뮤직홀
이 경연대회는 일본의 작은 보컬 앙상블 그룹(2-16인의 단원)을 위한 가장 큰 합창 
대회입니다. 매년 일본의 “합창단 왕국(Kingdom of Choirs)”으로 알려져 있는 120
개 이상의 최상위 합창단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대회에는 해외 합창단도 
참가할 수 있게 되었으니 여러분의 노래도 함께 울려 퍼지도록 합시다!
예비 심사 마감일 : 2018년 10월 31일
상세정보 및 등록 : https://www.pref.fukushima.lg.jp/
sec/11055a/12vocalensemble.html

DISTINGUISHED CONCERTS INTERNATIONAL, NEW YORK (DCINY) 소식
캐롤의 심포니(Symphony of Carols) : Randol Bass와 Pepper Choplin의 음악, 
DCINY 콘서트
2018년 11월 18일, 미국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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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 작곡가 Randol Bass의 크리스마스 캐롤 콘서트이며 DCINY의 
예술감독이자 공동 설립자인 마에스트로 Jonathan Griffith가 지휘합니다. 또한 
작곡가 Pepper Choplin의 Christmas Presence 세계 초연도 Pepper Choplin의 
지휘로 연주됩니다. 이 콘서트에는 Distinguished Concerts Singers and Orchestra
가 출연합니다. 
연락처 : Distinguished Concerts International, New York (DCINY), 
이메일 : Concerts@DCINY.org
웹사이트 : https://www.dciny.org/

여러분의 합창 이벤트를 ICB와 IFCMeNEWS와 우리 웹사이트를 통해 세계에 
홍보하세요
이제 www.IFCM.net 및 ICB.IFCM.net 그리고 월간 IFCMeNEWS와 계간 ICB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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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GOING ON IN OUR CHORAL WORLD INOCTOBERAND 
NOVEMBER 2018
3-7 Oct : 3rd Beira Interior International Choir Festival and Competition, 
Fundäo, Portugal - www.meeting-music.com
4-7 Oct : Bratislava Cantat II, Slovak Republic - www.choral-music.sk
4-7 Oct : 8th SiauliaiCantat International Choir Festival and Competition, 
éiauliai, Lithuania - https://lchs.lt/
5-7 Oct : Nordic Choral Directors Conference, Trondheim, Norway - 
www.fonoko.no
8 Oct: The Music of DinosConstantinides, a DCINY concert, New York, USA - 
https://www.carnegiehall.org/Events
9-13 Oct :Cantapueblo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La Fiesta Coral de 
América, Panama City, Panama - http://cantapueblo.com/panama/
11-13 Oct : Relevance: North Dakota State University’s Third Choral Symposium, 
co-sponsored by ACDA, Fargo, North Dakota, USA - http://ndsu.edu/music
12-14 Oct :Cracovia Sacra, Krakow Choir Festival of Sacred Music, Poland - 
www.cracoviasacra.com
13-16 Oct : Botticelli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Florence, Italy - 
http://www.florencechoral.com/
14-19 Oct : Singing in Seville, Spain - www.lacock.org
15-21 Oct : International Choir Festival Corearte Barcelona 2018, Spain - 
www.corearte.es
18-21 Oct :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of Assisi, Italy - www.maldiviaggi.com
18-21 Oct : Claudio Monteverdi Choral Festival and Competition, Venice, Italy - 
www.venicechoralcompetition.it
19-23 Oct :Cantate Barcelona, Spain - www.music-contac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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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Oct : London International choral Conducting Competition, London, 
United Kingdom - http://www.liccc.co.uk/
24-28 Oct : City of Derry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Ireland - 
http://derrychoirfest.com/
24-28 Oct :Canta al mar 2018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Calella, Barcelona, 
Spain - www.interkultur.com
25-28 Oct : 17th Venezia in Musica, International Choir Competition and 
Festival, Venice and Caorle, Italy - www.meeting-music.com
31 Oct-4 Nov : International Choir Competition of Tolosa, Spain - 
www.cittolosa.com
2-5 Nov : International Budgetary Festival/Competition The Place of Holiday, 
Spain - www.fiestalonia.net
7-10 Nov :Cantapueblo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La Fiesta Coral de America, 
Mendoza, Argentina - http://cantapueblo.com/
7-11 Nov :Nafplio-Artiva 5th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Nafplio, Greece - 
www.nafplio.gr/en/
8-11 Nov : ON STAGE with Interkultur in Prague, Czech Republic - 
https://www.interkultur.com/
11 Nov : The Great War: Commemorating 100 Years, a DCINY Concert, New 
York, USA - www.DCINY.org
13-16 or 19-22 Nov : 6th Jeju International Senior Choral Festival, Jeju Island, 
Korea (Rep. of) - hyoweon@jnamusic.co.kr
16-18 Nov : Sligo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Ireland - 
www.sligochoralfest.com/
16-18 Nov : 14th International Warsaw Choir Festival VarsoviaCantat, Poland - 
www.varsoviacantat.pl
18 Nov : Symphony of Carols: The Music of Randol Bass and Pepper Choplin, a 
DCINY Concert, New York, USA - www.DCINY.org
20-25 Nov : International Choir Festival Corearte Medellin 2018, Colombia - 
www.corearte.es
22-25 Nov : 26th International Sacred, Advent & Christmas Music Festival and 
Choir Competition Cantate Domino Kaunas, Lithuania - https://lchs.lt/
23-29 Nov : Tlaxcala Canta 7th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Tlaxcala, Mexico - 
http://tlaxcalacanta.org/
28 Nov-1 Dec : 9th Winter Choral Festival, Hong Kong China - 
www.winterchoralfestival.com
28 Nov-2 Dec :Cantaen Andalucéa, Sevilla, Spain - 
www.cantaenandalucia.com/
29-30 Nov, 1-2 Dec, 6-10 Dec, 13-17 Dec : Vienna Advent Sing, Austria - 
www.music-contact.com
30 Nov-1 Dec : 28th Prague Advent and Christmas Choral Festival with Petr 
Eben´s Prize 2018, Prague, Czech Republic - www.or-fea.c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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