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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ff CARMINA BURANA 

1. 리허설은 매주 일요일 오후 3 시 30 분 7 시까지 진행됩니다 (하단 일정 참조). 연습에 오실 때마다 문에 부착된 

출석부에 출석사항을 기입해주세요. 매주 리허설 전 지휘자의 공지가 페이스북 비공개 그룹에 올라올 예정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모두 공지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연습에 참석하지 못하시더라도 꼭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2. 3 월 1 일 일요일과 4 월 12 일 일요일에는 오후 1 시부터 8 시까지 집중 리허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합창단원 전원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합니다. 매 공연마다 집중 연습을 통해 음정 박자를 최종 점검하고 음악적 표현과 관련된 작업이 

시작됩니다. 꼭 일정을 비워 주시길 바랍니다.   

3. 공연은 2019 년 5 월 9 일 토요일 저녁 7 시 30 분 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 월 2/3 일에도 공연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이번 공연에 참가하는 비용은 회비 35,000 원, 악보 및 공간 대여비 25,000 원으로, 단원분들은 총 60,000 원을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현금, 카드(카드결재시 수수료 2,000 원 추가). 10,000 원 기부 옵션이 있는데, 기부금은 저작권에 

따른 로열티 지불에 사용됩니다. 계좌이체(신한 140-008-898378) 중 편한 방법으로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첫 리허설 때 회비를 완납해주시길 바랍니다. 

5. 공연곡의 음원, PDF 악보 및 안내 자료를 비롯한 모든 관련 자료는 카마라타 웹사이트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camaratamusic.org 로 접속하고  “choir members”에 클릭하신 후, “chorale”에서 자료를 찾으시면 됩니다. 

비밀번호는 “chorale”입니다. 

6. 공연복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  

- 이번 공연부터 여성단원들을 위한 단복을 단체로 

맞출 계획입니다. 3만원에서 4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예정이며, 추가적인 정보는 추후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장신구 금지 (각 손 마다 반지 하나 허용, 시계 

금지) 

남성 

- 흰색 와이셔츠, 검정색 나비넥타이 

- 검정색 정장 (무광) 

- 검정색 구두 (무광) 

- 검정색 양말 

- 장신구 금지 (각 손 마다 반지 하나 허용, 시계 

금지) 

7. 합창에 있어서는 한 명 한 명의 목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단원이 모든 리허설에 참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잦은 결석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만일 피치못할 사정으로 연습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혹은 다른 의문점이 있을 경우 

단원관리 담당자인 총무 Christina MacIsaac 에게 연락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cmacisaa@gmail.com, 010-7799-

4301). 한국어로 질문을 하고 싶으시다면 info@camaratamusic.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리허설 일정:   

 

- Jan 19, 4:00-7:00 PM - 1st rehearsal  

- Jan 26, NO REHEARSAL (설날) 
- Feb. 2, 3:30-7:00 PM 

- Feb 9, 3:30-7:00 PM 

- Feb 16, 3:30PM-7:00 PM 
- Feb 23, 3:30PM-7:00PM 

- March 1 – INTENSIVE 1PM-8PM 
 

- March 8, 3:30-7:00 PM 

- March 15, 3:30-7:00 PM 

- March 22, 3:30-7:00 PM 

- March 29, 3:30-7:00 PM 

- April 5, NO REHEARSAL! SPRING 

BREAK 

- April 12, 1:00-8:00 PM INTENSIVE! 

- April 19, 3:30-7:00PM 

- April 26, 3:30-7:00PM 

-  May 3, 3:30-7:00PM (if no concert) 

 

- Thursday, May 7 (7-10pm) - Dress 

rehearsal with orchestra 

 

- Saturday, May 9 - CONCERT DAY 

- 2:00-5:00 PM Rehearsal, 7:30 PM 

Concert! Location T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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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CAMARATA 

네 개의 합창단과 한 개의 오케스트라로 구성된 카마라타 뮤직은 전세계에서 가장 구성이 다양한 음악 

단체입니다. 지금까지 6 대륙에서 104 개국 출신의 단원들이 카마라타와 함께 했습니다. 

카마라타 뮤직은 실력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음악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희는 올바른 지도와 

함께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노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카마라타 뮤직은 “온 세상의 친구들과 함께 

최고의 음악을 경험하기”라는 공통의 목표를 공유하는, 마치 가족과도 같은 음악인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카마라타 뮤직 컴퍼니는 만류공통의 언어인 음악을 통해 국제적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적의 음악인들에게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들로 하여금 다양한 국적과 문화권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연을 관람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 년 동안 활동하면서 총 101 개국의 단원들이 저희와 함께 무대에 섰습니다. 

ABOUT OUR CONDUCTOR  

라이언 게슬은 카마라타 뮤직 컴퍼니의 총괄감독이자 상임지휘자로서 현재 카마라타 코랄, 카마라타 챔버 

싱어즈와 유소년 합창단의 ‘하모니 싱어즈’의 정지휘자를 맡고 있으며, 카마라타 실내악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도 

맡고 있다. 2018 년에는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서울 명예시민으로 위촉을 받기도 했으며, 합창음악에 대한 

공헌으로 주한 미국대사관과 청와대를 비롯한 여러 기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바가 있다. 국제적으로도 왕성한 

음악교류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 합창 지휘자 협회(ACDA)의 초청을 받아 2019 년 3 월 

전국대회에서 특강을 진행하기도 했다. 2019 년 8 월에는 제 1 회 방콕 국제 음악 축제 및 경연대회에서 초대 

심사위원장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현재 라이언 게슬은 미국 합창 지휘자 협회(ACDA), 국제 합창 음악 연맹(IFCM), 한국합창지휘자협회 (KCDA), 

합국합창총연합회(KFCM), 전미 성악 교사 협회(NATS), 한국 국제학교 음악 교사 협회(KIMEA) 그리고 미국 대학 

음악 연합(CMS)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본인 스스로도 유능한 바리톤 솔로 연주자로서 많은 상을 받은 바 있다. 가장 최근의 솔로 연주로 2019 년 

6 월 W 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함께 포레의 “레퀴엠”을 협연했다. 현재도 보컬 스튜디오에서 여러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컬 테크닉, 음색, 그리고 목소리 관리에 관련된 레슨을 진행하고 있다.  

 

VOICE LESSONS  

For those wishing to further their vocal music abilities, Dr. Ryan Goessl provides one-on-

one voice lessons. He has coached professional groups and is regularly asked to coach and 

advise pop and K-POP singers, classical singers, and various other genres. Lessons are 

one hour in length. He takes students of all ages and levels, from absolute beginners to 

established professionals. Lessons cover a multitude of music genres, including classical, 

musical theater, pop, jazz, and K-POP. He also plans on opening a music theory/music 

reading class, along with other music related classes, for those who may be interested. 

More information can be seen at http://www.ryangoessl.com.  

http://www.ryangoess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