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sociation La Vague Coréenne

기간        : 2015년 7월 6일- 7월 10일 

장소        : Conservatoire de Lyon - 리용 콘서바토리

참가 대상 : 합창및 합창지휘에 관심있는 성인 남,여, 전공자, 지휘자

강사        : Bernard Tétu - Chœurs et Solistes de Lyon

프랑스 합창의 거장, 버나드 테투 - 리용 솔리스트 합창단 상임 지휘자

주최        : Conservatoire de Lyon, Chœurs et Solistes de Lyon, La Vague Coréenne

리용 콘서바토리, 리용 솔리스트 합창단, 음악협회 바그 꼬레엔느

모집인원  : 소수인원 10여명

취지        : 플라톤에 의하면 인간은 "We"-이성, "Thumos"-감성,  "Epithumia"- 본능으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지휘자로서 가장 잊을 수 없었던 순간은 음악 연주자들과

함께 이성, 감성, 본능의 모든 차원이 동시에 충족되었던 순간이었던것 

같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그러한 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교육 내용*

수업시간 1일 6시간  : 오전 10시- 13시 오후 19시 - 22시

합창 지휘 실습곡 C. Franck Motet FWV 66 Domine non secundum

세자르 프랑크 모테트 도미네 논 세쿤돔

G. Fauré Cantique de Jean Racine op.11
가브리엘 포레 장 라신느의 찬가

C. Gounod 
샤를르 구노

Requiem
레퀴엠

Introït et Kyrie
서곡과 키리에 

G. Rossini
조아키노 롯시니

Stabat Mater
스타바트 마테르

N° 1 Introduzione
1번

M. Durufulé 
모리스 두루플레

Requiem op.9 - 레퀴엠
Introït et Kyrie
서곡과 키리에 

F. Poulenc 
프란시스 풀랑크

Litanie à la vierge noire FP.82
검은 성모를 위한 리타니

A.Caplet
앙드레 카플레

Messe
여성 3부를 위한 미사곡

Kyrie, Sanctus, Agnus Dei
키리에, 상투스, 아뉴스 데이

W.A. Mozart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짜르트

- Motet K.618 - 모테트

- VepresSolennelles pour un 
confesseur K339 - 구도자를 위한 

저녁기도

Ave Verum - 아베 베룸 코르푸스

Beatus Vir - 베아투스 비르

Laudate Dominum - 라우다테 도미눔

주요 강의 내용 발성지도

합창곡 해석

합창 블렌딩

합창 지휘법

* 위의 일정과 강의 내용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Certificate 수여 : 수료증 발급및 테튀지휘자,합창단과의 만남을 위한 리셉션

3. 참가비 : 예약 신청비 200 유로 + 참가비 1100 유로 (참가비 납부방법은 참가 신청서 양식 참조)

참가비 포함사항 : 수업료, 숙소, 조식

불포함 사항 : 항공, 개인 여행자 보험, 연수일정중 일체 개인 경비 (교통비, 중식, 석식등)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 주시면 신청서 보내 드립니다.

4. 신청및 문의 :

현지 번호 : (33)6 24 24 91 05

(33)6 75 43 80 05

카카오톡 ID : pantos69

이메일 : vaguecoreenne@gmail.com
miriam48330@yahoo.fr

5. 홈페이지 : www.conservatoire-lyon.fr
www.vaguecoreenne.com
www.spirito.co

Association La Vague Coréenne - N° W691085265 : 6 allée Jean-Marie Phily 69300 Caluire, France

2015 합창 지휘 Masterclass
France - Conservatoire de Lyon - Masterclass

2015년도 프랑스 리용 합창 지휘 마스터 클래스 모집

교육 프로그램

오후 3시간 : 프랑스 합창단들과의 합창실습(실기)
합창단 명:  Le Canterel de Lyon, Le Chœur d'Oratorio, Cantus Firmus, Alter Echo (리용 칸트렐합창단, 오라토리오 합창단, 
칸투스 피르무스 합창단, 알테르 에코 합창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