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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을 통해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과 조화를 이룩하여 진정한 성장을 도모하는
‘2018 린덴바움 페스티벌’에서 21세기를 이끌어 갈 차세대 리더를 꿈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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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덴바움 영-드리머(Lindenbaum Young Dreamers)'를 찾습니다.

‘린덴바움 영-드리머(Lindenbaum Young Dreamers)’는
2018년 8월 6일부터 12일까지 ‘인천 글로벌 캠퍼스’와 ‘DMZ 캠프 그리브스’에서 진행되는
<2018 린덴바움 뮤직 페스티벌> 선정 공식 장학생입니다.
‘린덴바움 영-드리머(Young Dreamers)’는 <2018 린덴바움 뮤직 페스티벌> 캠프에서
주최되는‘린덴바움 영-드리머 컨테스트(Lindenbaum Young Dreamers Contest)’의 수상자로서
최대 500만원 상당의 장학금과 세계 최고의 명문대인 ‘예일대학교 심포니 오케스트라’ 및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세계적 미디어 융합 기술 연구소인 ‘MIT 미디어 랩’ 인증 사인이 들어간 ‘린덴바움

영-드리머 (Lindenbaum Young Dreamers)’ 상패를 수여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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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의도
‘린덴바움 영-드리머(Lindenbaum Young Dreamers)’는 ‘UN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진행되는

<2018 린덴바움 뮤직 페스티벌>에서 캠프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조화’와 ‘화합’의 가치를 함양하며 ‘협력’을 통해
‘성장’하는 ‘21세형 리더’로 나아가는 장을 만들고자 마련한 ‘린덴바움 아카데미’의 장학 제도입니다.

장학생 특전
1) 최대 500만원 상당의 장학금 제공
2) 세계 최고의 명문대 '예일대학교 심포니 오케스트라(YSO)' 지휘자 및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세계적 미디어 융합
기술 연구소인 'MIT미디어랩' 인증 사인이 들어간 ‘린덴바움 영-드리머 (Lindenbaum Young Dreamers)’ 상패 증정

선발 방법
‘린덴바움 영-드리머(Lindenbaum Young Dreamers)’는 <2018 린덴바움 뮤직 페스티벌>캠프에서 주최되는
‘린덴바움 영-드리머 컨테스트(Lindenbaum Young Dreamers Contest)’를 통해 선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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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 대상 : <2018 린덴바움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학생

3) 선발 기준 : ① ② ③ ④ 모두 해당

2) 선발 절차 : ① ② ③ 순서로 진행
① 연주 능력
① <2018 린덴바움 뮤직 페스티벌> 캠프 참여 학생들이 ‘앙상블 팀’
을 이루어 페스티벌 기간 (8월 6일- 8월12일) 동안 컨테스트를
준비합니다.

‘예일대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자’ 와 명문 ‘예일대와 하버드대
출신 멘토들’ 및 국내외 정상급 클래식 연주자들로 구성된 ‘린덴

바움 앙상블’ 수석 연주자들의 연주 능력 심사를 통과한 뛰어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린덴바움 영-드리머 컨테스트(Lindenbaum Young Dreamers Contest)’는
서로 다른 악기를 연주하는 캠프 참가 학생들이 ‘한 팀’을 이루어 캠프 기간 동안에

② 연주자 간 협력 정도

‘앙상블 연주’를 준비하여 콘서트를 선보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앙상블 연주’를 통해 <2018 린덴바움 뮤직 페스티벌>이 이루고
자 하는 ‘조화’와 ‘협력’의 덕목을 학생들이 얼마만큼 실천하고 이

② 페스티벌의 대미로 장식되는 ‘린덴바움 영-드리머 컨테스트

해하는지를 선발 기준으로 합니다.

(Lindenbaum Young Dreamers Contest)'에서 학생들이 함
께 모여 그동안 준비해 왔던 기량을 선보입니다.

③ 컨테스트 준비 과정에서 보여주는 성실도
‘경쟁’에 대한 승리가 아닌, ‘성장해나가는 과정’을 학생들이 얼

③ <2018 린덴바움 뮤직 페스티벌> 공식 초청된 ‘예일대 심포니 오
케스트라 지휘자’ 와 명문 ‘예일대, 하버드대 출신 멘토들’ 및 국
내외 정상급 클래식 연주자들로 구성된 ‘린덴바움 앙상블 수석 연
주자들‘의 심사를 통해 ‘린덴바움 영-드리머(Lindenbaum
Young Dreamers)' 선정됩니다.

마만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를 중점으로 선발합니다.

④ 음악에 대한 연주자의 열정과 의지
‘음악’과 ‘연주’에 대해 애정을 열정을 가지고 연주에 임하는 학생
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