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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NDENBAUM
JOURNAL
OUR STORY
‘더 린덴바움 저널 (The
Lindenbaum Journal)’은, ‘린
덴바움 아카데미’와 ‘린덴바움
뮤직페스티벌’에 얽힌 생생한
현장 스토리와 경험담을 ‘린덴
바움 공식 웹사이트
(www.lindenbaumschool.com)
를 통하며 들려드리는, 린덴바
움 공식 웹매거진’ 입니다.

2018년 7월부터, ‘린덴바움 저
널’을 통해 매주 ‘린덴바움 아
카데미’및 ‘린덴바움 뮤직페스
티벌’의 참가 학생 및 학부모
들의 소중한 후기와 생생한 경
험담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린덴바움 저널’의 ‘정기 구독’
을 원하시는 분은 공식 이메일
(lindenbaumschool@gmail.co
m)을 통해 신청 의사를 밝혀
주시면, 신청자 분의 메일로,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저널 파일’을 보내 드립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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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SODE 2
Toshiyuki
Shimada

예일대학교 음악대학
오케스트라 지휘전공
부교수이신

‘Toshiyuki Shimada’
교수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시
는 Shimada교수님과
린덴바움의 이야기를 만
나보세요.

EPISODE 2

“

너무나도 더운 여름입니다.
한국에 오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A. 정말 덥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좋네요!

“

Toshiyuki Shimada 교수님과
린덴바움의 인연을 말씀해주세요

A. 작년 10월에 린덴바움 오케스트라와 함께 공연했습니다.
어려운 테크닉으로 알려진 쇼스타코비치의 곡을 연주할 예
정이어서 곡의 완성도에 대해 약간 걱정이 있었지만, 린덴
바움 아카데미 학생들이 매우 잘 준비되어 있어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또한 평소 매우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했던
아리랑 판타지를 연주했는데 공연이 끝난 뒤 원형준 감독이
찾아와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해주었지요. 그 계기로 이
번 해 린덴바움을 위해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오게 되어서 무척 기쁩니다.

“

린덴바움 페스티벌을 준비하면서
학생들에게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A. 린덴바움 페스티벌에 참가한 학생들은 매우 똑똑
하고 잘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힘든 일정임에도 불구
하고 연습이 잘 되어있어서 놀라웠습니다.
준비가 잘 되어있지 않으면 종종 리허설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

린덴바움 뮤직 페스티벌이 가진 영향력
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음악은 널리 퍼지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공간에나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광범위한 영
향력을 가지고 있죠.
음악이 연주되면 그것이 내면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
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음악의 가장 훌륭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귀로 들어와서 마음을 채운다는 것은 정말 멋지죠.
린덴바움 뮤직 페스티벌은 이러한 음악의 영향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편견이나 압박 없이 함께 음
악을 연주하며 희망의 메세지를 전합니다.

“

Q. DMZ 라는 특별한 장소에서 공연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에 대한 소감을 말씀 해 주실 수 있나요?

A. 부담을 느끼면서도 매우 고대되고 흥미로운 기회라고 생
각합니다. 젊은 아티스트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와 함께 화
합을 위해 DMZ 에서 공연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특별하게 느
껴집니다. 많은 미디어에 알려진 만큼 린덴바움 뮤직 페스티
벌은 한반도 화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고 이러한 에
너지는 완전한 화합이 이루어질 때 까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간의 어려운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일본계
미국인인 제가 린덴바움 뮤직페스티벌에 지휘자로 초청 된
것이 큰 영광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일과 현 정부에 관해서
는 무척 유감입니다. 주위 많은 사람들이 왜 대한민국을 위
해서 활동하냐고 묻곤 하지만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음악으로 힘쓰는 것이 개인적인 책임이라고 느껴집니다. 왜
냐하면 전쟁 때 저의 부친께서는 미국을 위하여 도쿄에서 일
하셨고, 미군에게 군용물품을 전달하는 일을 하기 위해 미국
에서 파견되셨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에서 어떤 일이 일어
났고 그러한 상황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
니다. 이 활동을 통해 평화와 화합에 기여하는 것에 더욱 책
임감을 느낍니다.

“

Q. 이번 페스티벌을 위해 작곡된
Fence-a-Dance 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실 수 있나요?
A. 일단 복잡합니다. 매우 다양한 소리를 내면서 시
끄럽기도 하고 마찰이 많은 구성을 가진 음악이지만
이내 모두 하나가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혼돈 속에
서 모든 것들이 정렬되는 것을 보여주죠.
마치 사람이나 국가에서 보여지는 갈등을 나타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

Q. 린덴바움에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A. 원형준 음악감독이 한반도의 평화와 화합을 이루기 위
해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휴
머니즘의 전달 도구로 음악을 사용하는 원형준 대표의 모
습이 존경스럽고 그는 파워풀한 리더십을 통해 린덴바움
을 원형준 그 자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기간에 교류를 하며 친한친구가 되었고 많은
것을 나누었죠. 나는 평화와 화합을 위해 일하는 원형준
대표를 항상 지지하며 그와 앞으로도 함께 일하고 싶습니
다.
또한 내년에도 린덴바움에 초대받게 된다면 큰 영광일 것
입니다.

“

Q. 마지막으로 추천하고 싶은 음악이 있나요?

A. 모짜르트의 모든 음악들.
모짜르트의 음악은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고 무척 순수하죠.
천재를 넘어선 사람들은 천상 그 이상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짜르트는 그 중 한 사람이죠. 베토벤이 인간과 현실의 투쟁
을 상징한다면 모짜르트는 그 이상을 나타내는 것 같아 개인적
으로 모짜르트를 들을 때면 치유와 순수를 느낍니다.
그리고 경험이 많이 없는 젊은 뮤지션들 에게는 오직 손가락을
잘 움직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음악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
는 경험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