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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CM 소식

제4회 IFCM 국제 합창 작곡 경연대회
국제 합창 연맹(IFCM)이 제 4 회 국제 합창 작곡 경연대회를 공시했으며, 이 
경연대회의 주요 목표는 새롭고 혁신적인 합창 레퍼토리의 창작과 광범위한 
보급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적과 연령의 작곡가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본 경연대회는 중급에서 고급 합창단을 위한 최대 5분 길이의 아카펠라(SATB 
또는 8부로 나누어진 SSAATTBB) 합창곡에 한정됩니다. 작품의 가사는 종교적 
및 세속적인 내용 모두 가능하며, 모든 언어가 가능하고, 단 이 대회를 위해 
작사된 가사이거나 공공영역의 가사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된 
가사의 작가나 저작권자의 서면 허가서를 반드시 응모 양식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참가비는 25달러(US달러)입니다! 
응모기간은 2019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입니다!
규정 다운로드 : https://goo.gl/QPWfdP
신청서 다운로드 : https://goo.gl/TyzS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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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IFCM 세계 합창 엑스포 | 날짜를 기록해주세요
IFCM이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2019년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제2회 세계 
합창 엑스포를 개최합니다.
IFCM 세계 합창 엑스포(WCE)는 전 세계 합창 공동체(합창단원, 지휘자, 
작곡가, 음악 교사 및 전문가)에게 국제적으로 저명한 합창단 및 지휘자들과 
교류하고 배울 기회를 제공하는 국제적 합창 행사입니다. 2019 WCE는 합창 
음악 교육, 합창 공연, 합창 전시회, 이 세 가지 영역에 중점을 둡니다. 제1회 
WCE는 마카오 특별 행정구(2015)에서 열렸으며 10,000명 이상의 참가자가 ‘
우정과 평화의 노래’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모였습니다. 2019 WCE의 주제는 “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목소리의 만남”입니다. 유명 합창인들과 함께 작업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전 세계의 합창 음악가들과 교류하며,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합창을 경험할 수 있는 이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참가 조건 및 등록에 대한 상세정보는 World Choral EXPO 2019 에 있으며 
World Choral EXPO Facebook page를 팔로우 하시고 업데이트된 정보를 
확인하세요. 
2015세계 합창 엑스포 | 폐막식 하이라이트 video

세계 합창의 날
2018년 세계 합창의 날 프로젝트(World Choral Day project)는 프로젝트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의 참가국들로 인해 이벤트 신청에 있어 기록적인 수치
(369)를 만들어냈습니다. 제1차 세계 대전의 종전 100 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18년 세계 합창의 날은 2018년 11월 11일에서 12월 16일까지의 콘서트가 
포함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향상된 웹사이트와 사용하기 쉬운 참여 방식, 
강력한 검색 엔진 및 이벤트 관리자, 튜토리얼 비디오 등을 통해 2018년 세계 
합창의 날은 전 세계의 합창단에게 가장 적절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콘서트를 공유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전에 세계 합창의 날 행사에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었던 15개 
국이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2018년 세계 합창의 날 프로젝트에는 두 가지 새로운 구성 요소가 
추가되었습니다. 8개 국의 133명의 단원들로 구성된 온라인 합창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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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xPopuli Virtual Choir는 2018년 Alberto Grau 국제 합창 작곡대회
(Concurso Internacional de Composicion Coral Alberto Grau)의 수상작
(Carlos Alberto Cordero의 Nada TeTurbe )를 공연했습니다. 더불어 2018
년 11월 20일에는 포르투갈 리스본(Lisbon)에서 세계 합창의 날 갈라 콘서트가 
열렸고 5개의 지역합창단이 특별 출연했습니다.
2018년 세계 합창의 날에 참가한 합창단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참여국가 및 가장 많은 콘서트를 등록한 상위 5개 국가의 순위 등 전체 
보고서를 보려면 IFCM 웹사이트를 확인하세요. 

세계 청소년 합창단(WORLD YOUTH CHOIR) 소식 업데이트
세계 청소년 합창단 2019년도 오디션이 시작되었습니다!
합창단은 프로젝트 30주년을 맞아 프랑스로 갑니다.
2019년 세계 청소년 합창단 여름 세션 World Youth Choir summer 
session 2019 (2019년 7월 14일 - 8월 4일)이 프랑스 옥시따니(Occitanie) 
남부 지역에서 7월 중순에서 8월 초까지 Plate-formeinterrégionale의 주최로 
열립니다. 미요(Millau)/생타프리크(Saint-Affrique)에서 열리는 리허설 세션 후 
프랑스와 포르투갈(리스본)의 콘서트 투어가 있으며 베죵 라 로멘(Vaison-la-
Romaine)의 Choralies축제의 콘서트로 마무리 됩니다. 합창단의 예술감독은 
지휘자 Josep Vila iCasañas가 맡습니다.
전 세계의 합창인 여러분, 오디션 마감일은 2019년 2월 28일입니다. 오디션은 
세가지 타입으로 이루어집니다 : 공식 모집 파트너(an official recruitment 
partner)가 주최하는 전국 오디션과 매니지먼트 승인의 직접 오디션 그리고 
세계 청소년 합창단 멤버의 개별 오디션이 있습니다. 오디션 신청서는 여기
(Please submit your application to audition here)에 제출하세요. 
세계 청소년 합창단에 참여하세요!
WYC를 사랑하는 여러분, 소셜 미디어에 이 게시물을 공유하여(sharing this 
post) 단원 모집을 도와주세요!

제12회 세계합창심포지엄(WSCM2020)
WSCM2020의 선발 합창단들과 발표자들에게 초대장이 전달되었으며 우리는 
기대에 찬 반응들과 현재 공식 심포지엄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을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44개 국으로부터 179개의 합창단들과 181명의 발표자들의 신청서를 
받았으며 이는 이전의 어느 심포지엄보다 훨씬 많은 수입니다. 물론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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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의 성공을 위한 좋은 징조이지만 반면에 훌륭한, 그리고 세계적인 수준의 
많은 합창단들과 발표자들이 안타깝게도 선발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수준이 너무 높아서, 질적 모자람 없이 적어도 심포지엄 두 개의 선발 
리스트를 더 만들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 
드리며, 많은 분들이 심포지엄을 즐기러 오클랜드에 오시기를 기대합니다. 
2월 하순에 등록이 시작되며 조기 등록시 특별 할인도 놓치지 마세요.
한편, 2월 ACDA 컨벤션에 공동 IFCM/WSCM2020 참석을 위한 준비도 진행 
중입니다. 등록은 ACDA에서 이루어지며 캔자스 시티에서 등록하는 분들을 
위한 특별 할인도 있습니다. WSCM2020의 공식 여행사인 투어 타임(Tour 
Time)도 컨벤션 현장에 와서 여러분의 2020년 7월 뉴질랜드로의 여행 계획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부스를 방문해주세요 : IFCM – 247, WSCM – 245 및 
Tour Time – 144. 많은 분들을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아시아 태평양지역 합창대표자 회의, 2019년 7월2일 - 25일, 홍콩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홍콩 어린이 합창단(HKCC)이 아시아의 국제도시 
홍콩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합창 지도자 모임을 가집니다. HKCC는 
참가자들에게 국제적인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문화 교류와 예술적 우수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행사 기간에는 홍콩 합창지휘 대회의 최종 
결선뿐만 아니라 일련의 콘서트, 워크샵, 공개 리허설, 음악 박람회가 열립니다. 
상세 정보 : http://www.choralsummit2019.hk/
Registration form

제15회 중국 국제 합창 페스티벌
2020년 7월 23 - 29일, 베이징
http://en.cicfbj.cn/

IFCM 창립 회원들의 소식

유럽 합창 협회-유로파 칸타트 (ECA-EC)
2019 EuroChoir, 프랑스에서 | 지금 등록하세요!
프랑스, 베죵 라 로멘(Vaison La Romaine) | 2019년 8월 1일 -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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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콰이어(EuroChoir)는 유럽의 재능 있는 합창인들의 네트워킹을 촉진하고 
재능 있는 차세대의 출현을 육성하는 특별한 합창단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18세에서 30세의 합창인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유명한 
지휘자와 함께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연습하고 성악적 기교를 향상 시키며 공공 
콘서트에서 그들의 연습 결과를 발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019년에서 2021년까지 우리는 유럽 음악계의 떠오르는 신예 중 한 명인 
Yuval Weinberg의 감독 아래 하나의 주기를 기획했습니다.
이 3년짜리 주기의 출발점으로 “빛(light)”세션이 2019년 Choralies festival 
기간에 조직됩니다.
물론 이 프로그램은 도전 해보기를 원하며 또한 짧은 연습 기간에 적응 가능한 
단원들을 요구할 것입니다. 더 길어진 자유 시간과 함께 단원들은 축제, 즉 
프랑스의 “삶의 예술(art de vivre)”을 즐기고 서로를 알게 될 기회를 가지게 
되며 결국 다음 세션에도 다시 신청하기로 결심하게 될 것입니다.
참가비 : 하루 42유로 | 총 380유로
신청 마감 : 2019년 2월 28일
www.The EuroChoir.org

미국 합창 지휘자 협회(ACDA)
ACDA 전국 대회는 2019년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미국 미주리
(Missouri)주 캔자스 시티(Kansas City)에서 개최됩니다. 이 회의는 ACDA의 
창립 60주년을 기념합니다. 
공연 합창단
등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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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CM 회원들의 소식

제9회 AMERICA CANTAT 소식
2019년 4월 6일 - 13일, 파나마(Panama)
프로그램입니다. 연락처 : info@acpanama19.org
웹사이트 : http://www.acpanama19.org/

미국 합창 지휘 아카데미(CHORUS AMERICA CONDUCTING ACADEMY)
미국, 미시간(Michigan), 앤 아버(Ann Arbor)에서 2019년 7월 15일-21일
미시건 대학교 음악, 연극 및 무용대학이 주관하는 미국 합창 지휘 아카데미
(Chorus America’s Conducting Academy)는 합창- 관현악 기교를 연마하고 
탁월한 교수진의 학습 지원 환경에서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1주일의 프로그램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멘델스존(Mendelssohn)
의 합창-관현악 대표작인 “엘리야(Elijah)”를 중점적으로 연습합니다.
회원 및 학자 / 신청 마감일 : 2019년 1월 18일. 심포지엄 신청 마감일 : 2019년 
6월 1일.
상세 정보 : service@chorusamerica.org 
Website : http://www.chorusamerica.org/ca2019

WHAT’S GOING ON IN OUR CHORAL WORLD IN FEBRUARY AND 
MARCH 2019
6-10 Feb: 4th Misatango Choir Festival Vienna, Austria - 
http://www.misatango.com/
7-11 Feb: International Choir Competition Maastricht 2019, The 
Netherlands - https://www.interkultur.com/
10-15 Feb: Singing in Castara, Trinidad and Tobago - 
http://www.lacock.org/
14-18 Feb: 2nd Sing’n’Joy Princeton, New Jersey, USA - 
https://www.interkultur.com/
27 Feb-2 Mar: ACDA National Conference 2019, Kansas City, USA - 
https://acda.org/
7-11 Mar : Paris International Choir Festival , France - 
www.musiccontact.com
8-10 Mar: 8th International Gdansk Choir Festival, Poland - 
www.gdanskfestival.pl
15-18 Mar: Discover Puerto Rico and its Choral Music, Ponce, Puerto R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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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music-contact.com
20-26 Mar: Dublin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Ireland - 
www.music-contact.com
21-24 Mar, 28-31 Mar, 4-7 Apr & 11-14 Apr: Cherry Blossom Washington 
D.C.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USA - www.music-contact.com
21-24 Mar: Young Prague Festival, Prague, Czech Republic - 
www.youngprague.music-contact.com
21-25 Mar: Festival of Peace and Brotherhood, Rome, Italy - 
www.music-contact.com
24-29 Mar: Lewes Lamentations, Lewes, United Kingdom - 
www.lacock.org
24-28 Mar: Golden Voices of Montserrat! International Contest, 
Montserrat Monastery, Catalunia, Spain - www.fiestalonia.net
27-31 Mar: Verona International Choral Competition, 
Verona, Italy - http://www.music-contact.com/index.php/
verona-international-choral-competition
28-31 Mar: ON STAGE with Interkultur in Verona, Italy - 
https://www.interkultur.com/
29-31 Mar: 22nd Rainbow International Festival of Children’s and Young 
Choirs, St. Petersburg, Russian Federation - www.petersburgfestiv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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