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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학교

세계 문화시장에 한류열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K-POP의 다양한 콘텐츠 산업이 성

장하고 있으며,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음악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증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과 경희학원의 교육이념인 "문화세계의 창조"를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사유하는 음악 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해 2017년 대중성과 

실용성을 강조한 실용음악학과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경희사이버대학교의 실용음악학과는 서양고전음악, 동양전통음악, 대중음악, Jazz를 

결합, ‘21세기 신음악’을 창조한다는 커다란 이념을 그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진취적이고 자유로우며 도전적인 음악적 실험을 교과목 및 학과, 그리고 

학과 내 동아리 운영에 중심을 둡니다. 

학생들은 음악에 대한 준전문적인 소양과 학습경험은 물론, 음악과 관련된 제반 사

회문화현상에 대한 관심, 자신의 독자적인 음악세계에 대한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실험정신 뿐만 아니라 강도 높은 학습과정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력 등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학과소개

학과특징
1)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들의 온라인·오프라인 수업 마스터클래스 기회 제공

-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있고 연주를 보다 심도 있게 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유명 아티스트

들의 클래스를 통해 학구열 고취, 해당 아티스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본인의 전공 악기를 

함께 연주해 봄으로써 연주 실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외부 기관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및 특강 참여 기회 제공   

- FNC 아카데미 연습실 사용, 각종 프로그램 및 특강 참여 기회 제공

- 주요 방송국 아카데미 연습실 사용, 각종 프로그램 및 특강 참여 기회 제공  

- 대형 기획사와 오디션 및 앨범제작 등 다양한 참여 기회 제공

- 경희사이버대학교 자체 연습실, 실습, 오프라인 특강

3) 오프라인캠퍼스 연계 학과에서 진행하는 해외연수활동 이수과정 마련

- K-POP의 영향을 직접 체험하도록 함 

- 뮤직 비즈니스 강좌를 수강함으로써 해외 음악 시장을 이해함  

- 외국인 학생들과의 연합 수업, 합주, 공연을 진행하여 음악적인 교류를 확장함

- 해외 유명 TV 채널, 라디오 방송국 견학을 통해 미디어 산업 현장을 학습함

- 해외 문화를 체험하여 글로벌 대중음악을 폭넓게 이해함



기초
전공실기1·2·3·4, 피아노클래스, 시창청음, 음악의기초, 

블루스클래스, 리듬클래스, 대중음악의역사

응용
실용음악작곡법, 재즈즉흥연주기법, 무대조명과음향, 음악치료의이론과실제, 

문화콘텐츠전략기획론, 뮤직비지니스 

심화
전공실기 5·6·7·8, 홈레코딩기법, 재즈음악사, 영화음악, 

화성법, 화성분석, 월드뮤직, 보컬콰이어, 동양음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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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소개

교육과정

·전공실기 1~8(Lecture 1~8)
각각의 전공 세미나 수업으로 작사법, 작곡법, 보컬테크닉, 
유럽음악, 앙상블, 라이브퍼포먼스테크닉, 컴퓨터음악, 모
던클래식음악 등 학생들이 다양한 실용음악의 분야를 학습
합니다.

·피아노클래스(Piano Class) 
음악의 기본인 피아노의 건반화성 등을 익히고, 쉬운 피아노 
테크닉 등을 배웁니다.

·시창청음(Ear Training)
음악의 기본요소인 선율, 리듬, 화성을 인식하고 표현하기 
위한 악보 초견 능력과 청음 능력 및 기보법을 습득합니다.

·음악의기초(Music Analysis)
음악의 시초와 역사를 학습하며, 음악의 기본 요소를 학습
합니다. 각각의 전공악기별로 기본적인 이론과 테크닉을 
습득합니다.

·홈레코딩기법(Home Recording Techniques) 
컴퓨터 제작을 위한 기초적이며 필수적인 미디 기술들을 
습득합니다.  

·블루스 클래스(Blues Class)
다양한 스타일의 bluse를 학습합니다.

·재즈음악사(Jazz History)
재즈의 역사, swing era, bebop 시대의 음악을 학습합니다.

·리듬클래스(Rhythm Class)
대중음악의 주요 요소인 리듬을 이해하고, 다양한 리듬 표현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대중음악의역사(History of Popular Music)
대중음악의 종류와 특징 및 인간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친 
대중음악의 주요 변천사에 대해 학습하고 미래의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 모색합니다.

·영화음악(Film Scoring) 
영화 음악의 창작을 위한 영상음악 기법 및 스타일을 학습
합니다.

·화성법(Harmony) 
실용화성의 전반적인 하모니를 학습합니다.

·무대조명과음향(Stage Lighting and Sound) 
무대조명 및 음향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실무능력을 
향상시킵니다.

· 음악치료의이론과실제(Theory and Practice of 
Music Therapy) 
음악치료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돕고 음악치료 경험을 습득
합니다.

· 실용음악작곡법                                                       
(Commercial Music Composition)
commercial 음악의 작곡기법을 학습합니다.

·재즈즉흥연주기법(Jazz Improvisation Technique) 
멜로디 즉흥연주 기법을 학습합니다.

·월드뮤직(World Music) 
세계의 음악을 소개하며, 악기와 이론 등을 학습합니다.

·보컬콰이어(Vocal Choir)
발성 및 합창에 대해 학습합니다. 

· 문화콘텐츠전략기획론                                               
(Cultural Content and Content Planning) 
문화콘텐츠 산업의 주요 성공 콘텐츠 분석을 통해 문화      
콘텐츠 기획부터 생산, 소비과정을 학습합니다.

·동양음악분석(Oriental Music Analysis)
국악, 전통 동양음악의 역사, 악기, 기법 등을 학습합니다.

·화성분석(Harmony Analysis)
pop과 jazz 등 다양한 장르의 화성의 진행 및 분석 및 리하
모니제이션을 통하여 현대 음악의 화성을 학습합니다.

·뮤직비지니스(Music Business Class) 
음악 제작과 유통과정 및 음악저작권법 등 전반적인 음악 
비즈니스에 대해 학습합니다.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소개

학력

경력

석사) Manhattan School of Music

학사) Manhattan School of Music

-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부학장,    
아트퓨전 디자인대학 부원장

- 포스트모던음악학과 전공 지도교수 

-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퍼포밍아트학과 
주임교수

-  Waner Music, Unversal Music,                
EMI 아티스트

-  다수의 영화음악, KBS, SBS, MBC          
드라마음악, 광고음악 작편곡 세션

이우창 교수
피아노, 재즈 작·편곡

학력 박사)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응용예술학과

석사)  경희대학교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퍼포밍아트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음악과

경력 -  2004. 제5회 울산재즈페스티벌 신인   
재즈 콘테스트 대상

-  2013.6.5 한국.스위스,오스트리아       
수교 50주년 공연

-  Sound GO 레코딩스튜디오 대표

고검재 교수
베이스, 홈레코딩기법

경력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실용음악교육 겸임교수

- 백석문화대학교 실용음악학부 출강

-  DF. Groove(Design for Groove),                  
가수 2CHANNEL 앨범 세션 및 작곡

- Music One Entertainment 대표

경력 박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응용예술학과

석사)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음악예술경영

학사) 중부대학교 실용음악과

김강모 교수
전공실기7

경력  - 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음악과 출강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출강

 - 밴드 부활 7집 드러머 

 -  SG워너비, 여행스케치, 걸스데이, 포지션, 
최재훈, 씨야, 나윤권 등등 방송 및 콘서트 
드럼 연주

경력 박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응용예술학과

석사)  추계예술대학교 대학원                         
음악비지니스

학사) 여주대학교 실용음악학과

김관진 교수
드럼, 재즈음악사

학력 박사)  이태리 밀라노 마자테 G.Donizetti
시립음악원 실용음악과

석사)  이태리 로마 Fondazione Arts 
Academy 음악원 성악과

학사)  이태리 로마 S. Cecilia 국립음악원
성악과

경력 -  경희대학교 대학원 포스트모던음악학과
겸임 교수

- Bridge Media 음악감독 

길한나 교수
보컬, 전공실기6

학력 석사) 경희대학교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학사) 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음악학과

경력 - 1집,2집,3집 김정욱 정규 솔로앨범 발매

- Kingdom Entertainment 기획이사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포스트모던     
음악학과 겸임교수

김정욱 교수
기타, 재즈즉흥연주기법

학력 박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응용예술학과 
박사과정

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퍼포밍아트학과  

학사) 중앙대학교 음악대학 피아노과 

학사)  서울예술대학 실용음악과                   
재즈피아노 

경력 -  송홍섭 밴드 정규 앨범 작업 외 르메리  
무스 등 다수 앨범 작 편곡 및 연주

 -  “맘마미아”, “디셈버” 뮤지컬 세션 외 다수의 
가수, 재즈, 인디 팀 앨범 작·편곡 및 연주

-  경희대학교, 고신대학교,                      
칼빈대학교 외래교수

김정은 교수
피아노, 피아노클래스

학력 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포스트모던음악학과 석사과정

학사) 홍익대학교 전지제어공학학과

경력 -  (주)Fe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  MBC FM4U                                           
‘오후의 발견, 김현철입니다’ DJ 

- <뮤직비타민> 저자

김현철 교수
보컬, 작곡, 전공실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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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경력

박사)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응용예술학과 

석사)  경희대학교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퍼포밍아트학과

-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포스트모던음악
학과 겸임교수, 중부대학교 실용음악과 
외래교수

-  터키, 한국 수교 60주념 기념 우정콘서트 
초청공연

-  내셔널지오그래픽채널코리아 <마이펫
티비> BGM,  채널 <FoxLife> 음악감독 
및 노래, 다수 앨범 작업

-  영국 실용음악학교 ICMP 퍼포먼스과정, 
Higher Diploma 수료 

류은주 교수
보컬, 시창청음, 보컬콰이어, 전공실기2, 실용음악작곡법

학력 박사)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응용예술학과

석사)  경희대학교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퍼포밍아트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음악학과

경력 -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포스트모던음악
학과, 중부대학교 외래교수

-  영화 ‘7번방의 선물’ OST,                         
뮤지컬 <헤이 미스터 디제이> 음악감독

안시현 교수
보컬, 전공실기3

경력 -  (주)필르무지커 대표

- The CTM lab 대표 

- 영화사 이퀄 고문

- '악마를 보았다'(2010) 청룡영화상 음악상

- '도가니'(2011) 청룡영화상 음악상 

-  '광해, 왕이된 남자'(2012)                             
대종상영화제 음악상

-  '화이; 괴물을 삼킨 아이‘(2013)           
청룡영화상 음악상

'  The Last Stand'(2013) 미국 Film 
Music Magazine 선정 올해의 영화음악 30

- '수상한 그녀'(2014) 대종상영화제 음악상

- '동주‘(2016) 부일영화상 음악상

- '밀정‘(2016) 영평상 음악상

모그(이성현) 교수
음악감독, 영화음악

학력 박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

석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학사)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포스트
모던음악학과  

경력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겸임교수

- 한국예술교육학회(사) 이사 

-  교육대학원 재즈음악교육자 프로그램담
당교수 역임

- 2018 평창동계올림픽 친선대사 역임

-  야마하뮤직코리아(주), 서울문화재단             
전속아티스트

박정은 교수
재즈 바이올린, 월드뮤직

학력 박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응용예술학과
박사과정

석사)  경희대학교 아트퓨전디자인대학 
퍼포밍아트학과  

학사)  중부대학교 실용음악학과                    
재즈피아노

경력 -  경희대학교 대학원                                       
포스트모던음악학과 겸임교수

- 중부대학교 실용음악과 외래교수 

-  세계청소년문화예술제                               
문화관광부장관상수상  

- 락 페스티발 금상 수상  

서초미 교수
피아노, 피아노클래스, 블루스클래스

학력 박사)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석사)  경희대학교 아트퓨젼대학원 실용
음악학 석사

학사) 인천대학교

경력 - HM COMPANY 대표이사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출강

-  다수 디지털 싱글앨범 발매,                   
2017. 05월 이해문 정규1집 발매

이해문 교수
보컬, 음악의기초

학력

경력

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포스트모던음악학과 석사과정 

학사) 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음악학학과

- 작사가, 싱어송라이터, 작곡가, 프로듀서  

- (주) 에프이엔터테인먼트 소속 

-  (전) MBC FM 심현보와 꿈꾸는 라디오, 
오늘아침 심현보입니다 DJ

심현보 교수
작사, 송라이팅, 전공실기1

학력 석사) William Paterson University

학사) Berklee College of Music

경력 -  (전) 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음악학과 겸임교수 

-  Music and Modernism 2013       
(UCSI University, MY) Seabed 발표

-  KLPac Symphonic Band Concert 
2012 (MY) Elevator Music 발표

이화영 교수
작곡, 화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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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석사)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포스트모던음악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음악학과

경력 -   2017 EBS 스페이스 공감 선정                            
'한국 재즈의 새얼굴' 선정 

-  현 세한대학교 겸임교수 및                                  
동아방송예술대학교, 한양대학교 출강      

-  MBC 무한도전을 비롯하여 KBS, MBC, 
EBS, TBS 라디오 방송 출연 및 연주

강지은 실습교수
피아노

학력

경력

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사) 동아방송대학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단국대학교,   
경민대학교 강사

-  mbc 나는 가수다,                                       
kbs 불후의 명곡 방송 등 세션

-  2013 김병렬 Project 디지털 싱글
(Morning Drive) 발매

김병렬 실습교수
색소폰

학력

경력

학사) 연세대학교 생활과학 환경의류학

-  시나위, 아시아나, 카리스마, 자유,       
백두산, 문차일드, 한대수, 김종서,     
H2O 밴드 베이스 플레이어  

-  임재범 1집, 이현우 3, 4집,                        
김종서5, 6집 등 베이스 세션

- 김종서 밴드 프로듀서 and bass playet

김영진 실습교수
베이스

학력 석사) 경희대학교 퍼포밍아트학과

학사) 서울시립대

경력 -  2009년~2013년 1집, 2집, 3집 한국,
일본 발매

-  2011년~2013년 렉쳐콘서트                
'박라온의 Jazz&Story' 진행자

-  2015년~현 프로젝트 밴드                  
O:neul의 보컬로써 음원 발표, 활동 중

박라온 실습교수
보컬

학력 학사)  College of music in São Paulo, 
Brazil

경력 -  Recording Bio big band “Mccoy 
Tyner”

-  Alice Tully Hall in Lincoln Center, 
NY with Toshiko Akiyoshi Jazz 
Orchestra

-  Kanagawa Keng citizen Hall,              
Japan with Akiyo Jazz Orchestra

발치노(Valtinho Anastacio) 실습교수

라틴클래스, 타악기

학력 학사) 서울예술대학

경력 -  제3회 한국대중음악상 모던록부문 싱글   
부문 수상 (꿈에 들어와)

-  제7회 대중음악상 올해의 음반, 올해의     
음악인, 최우수 록음반상 수상(서울전자     
음악단 2집)

-  김종서, 이적, 신승훈, 김조한, 김창완 등의 
앨범과 공연에서 기타 연주 참여

신윤철 실습교수
기타, 작곡

학력 박사)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응용예술학과

석사)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포스트모던음악학과

학사)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경력 -  경희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삼육대·    
중부대 외래교수, 한양여대 시간강사

-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학술위원

-  정규 앨범 및 연극 작사·작/편곡·연주    
(피아노)·보컬·프로듀싱·음악감독

신사빈 실습교수
미디작곡

학력 학사)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이태리 국립음악원 'L.PEROSI' 
DIPLOMA SPAZIO MUSICA            
최고 연주자과정 

경력 -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수상

-  백석예대, 경희대아트퓨전대학원           

겸임교수, 한양대HYCON교수

김지선 실습교수
보컬

학력 박사)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응용예술학과 재즈전공

석사)  New York University Music 
Technology

학사) 서울대학교 기악과

경력 - 2001~2007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 2007~2009 Warner Music Korea

- 2009~2016 CJ E&M 음악사업부문 대표

- (현) FNC 애드컬쳐 대표

안석준 실습교수
음악경영

학력 박사)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응용예술학과

석사)  경희대학교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퍼포밍아트학과 실용음악전공(16
대 원우회장)

학사) 중부대학교 실용음악과

경력 - 서울예원실용전문학교 전임교수

- 충청대학교 실용음악학과 출강

- 소울레인으로 활동 중

권희주 실습교수
보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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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석사)  뉴욕대학교(NYU) 교육대학원 
Music Tech & Business 

학사) 경희대학교 음악학과 

경력 - 뮤직웍스 대표이사 

- MBC 영화상 수상 

-  아시아영화제 ‘The best of sound’    
수상, MBC 영화상 수상, 문화관광부        
문화산업발전부분 수상

오원철 실습교수
음악경영

웅산(김은영) 실습교수
보컬, 앙상블

학력 석사) 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음악학과

학사) 중부대학교 실용음악과

경력 - 경희대학교, 상명대학교 겸임교수

- 2015년 리더스폴 베스트 보컬 선정

-  KBS ‘추노(지독한 사랑)’,                    
MBC ‘엄마야누나야(사랑하긴한건가요)’, 
SBS ‘일지매(인연)’ 영화 ‘미쓰고(Have 
it all)’ 등 다수의 OST 참여 

학력 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포스트모던                   
음악학과 석사과정

학사) 워싱턴주립대학교 B.S.M.E.

경력 - Winterplay 리더 

- MBC Angry Mom 음악감독

- Nouveau Son 음반 프로듀서 

이주한 실습교수
트럼펫, 작곡

학력 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사)  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음악학과

경력 - 제2회 자라섬국제재즈콩쿨 특별상

- 백석예술대, 경희대 출강

- 스미다, 다카츠키 재즈페스티발 연주

임슬기 실습교수
피아노

학력 학사) 경희대 포스트모던음악학과

경력 - 경희대 재즈 교육자과정 베이스전공강사

- 팝페라 싱어 류정필 앨범 "인생" 앨범참여

- Zubin 퀄텟 베이시스트

- Quartet B 베이시스트 겸 리더

장태희 실습교수
베이스

학력 박사)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응용예술학과 재즈전공

석사)  경희대학교 퍼포밍아트학과                               
실용음악전공 

학사)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경력 - 2008 광화문 재즈 콩쿨 대상 수상

-  The Jazz Ambassadors Orchestra 
대표 및 음악감독

조정현 실습교수
트럼펫

학력 석사) 고려대학교 사회학

학사) 고려대학교 사회학  

경력 - 1992~1995 소니뮤직 마케팅 담당

- 1995~1996 레코드포럼 편집장

- (현) 음악평론가

황덕호 실습교수
음악평론

학력 B.A.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공학 학사

경력 - 다수의 해외 공연 및 뮤직페스티벌

   참가 및 연주활동

-  16장의 솔로 정규 앨범 발표                        
Warner, Polygram, Truspace Artist 
(1990-현재)

Jack Lee 실습교수
재즈기타, 작편곡

학력 석사) 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음악과

학사) 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음악과

경력 -  재즈피플선정 드럼부분 2014 라이징스타 
수상

-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 외래교수

-  광저우 재즈페스티벌, 자라섬 재즈페스
티벌 등 다수의 공연 참여.

최요셉 실습교수
드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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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진로

·교수

·음악학원

·음악치료

·문화예술사

·대학원 진학 및 유학음악 미디어 전문직

·작사가

·작곡가

·편곡자

·연주가

·뮤지컬 배우

·가수

·클럽 DJ

·뮤직 테라피스트(Music Therapist)

·매니퓨레이터(Manipulater)

크리에이터

·쇼 프로듀서

·음악FM 프로듀서

·라디오 DJ

·방송 작가

·음악전문 기자

·평론가

·음악 칼럼니스트

·사운드 디자이너

·광고음악 코디네이터 

·음향 엔지니어

·음악 매니지먼트 회사원

음악 미디어 전문직

·A&R맨

· 레코딩 프로듀서  
(레코딩 디렉터)

·레코딩 엔지니어 

·PA(Public Address)

·뮤직비디오 디렉터 

·음반제작자

음악제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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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Q1. 음악에 대한 관심만 있을 뿐 연주나 보컬 실력이 없어도 입학이 가능한가요?

A1.  전문적인 음악 교육을 받으신 적이 없다하더라도 입학가능합니다. 입학 후 본인이 관심있는              

과목들을 선택하여 열심히 학습하신다면 음악에 대한 전문성 및 본인이 세웠던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Q2. 4년제 대학을 졸업했지만 음악전공자가 아닌데 편입이 가능한가요?  

A2.  네, 편입가능합니다. 유관 학과 졸업생이 아니더라도 관련 법률과 규정에 의해 기취득 학점을 인정

받고 편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으므로 입학하여 전공과목을 수강

하셔야 합니다.  

Q3. 입학하려면 실기시험을 치루어야 하나요?

A3.  입학을 위한 실기시험 절차는 없으며 자기소개서와 인성검사 결과를 토대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입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입학홈페이지(www.khcu.ac.kr/ipsi) 접속 ▶ 학과 및 전형 선택 ▶ 원서접수 및 전형료 납부 

  ▶ 자기소개서 작성 및 인성검사 ▶ 입학서류 제출

Q4.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특히 실기수업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A4.  모든 수업은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매주 월요일 콘텐츠(강의)가 순차적으로 제공되

므로 이것을 통해 학습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개인 레슨 및 앙상블의 경우 필요시 오디션 후 오프라

인 캠퍼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Q5. 졸업 후 대학원 진학이 가능한가요? 

A5.  경희사이버대학교는 교육부에서 정식 인가한 4년제 정규 학사 학위수여 대학교입니다. 우리대학

졸업생들은 졸업 후 경희대학교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의 퍼포밍아트학과와 일반대학원의 포스트

모던음악학과와 같은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는 학위수여이고,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

교, 이화여자대학교, 서강대학교 등 각종 유수 대학원으로의 높은 진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희사이버대학교

Q6. 경희대학교와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어떤 관계인가요?

A6.  경희사이버대학교는 경희대학교가 보유한 탁월한 대학교육 과정과 21세기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의 결합으로 탄생한 미래형 대학입니다. 경희사이버대학교와 경희대학교는 같은 

학교법인 경희학원 소속으로 현재 경희대학교 교내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경희사이버대학교 학생

이 되면 경희대학교 도서관을 비롯한 경희대학교 재학생과 똑같이 경희대학교의 시설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04학년도 1학기부터 경희대학교와 경희사이버대학교간의 학점교류 협정의 

시행에 따라 최대 24학점까지 자유롭게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Q7. 입학금과 등록금은 얼마인가요?

A7.  입학금은 30만원이며 등록금은 1학점 당 8만원입니다.  

한학기 기준학점인 18학점을 수강하신다면 등록금은 144만원입니다. 

Q8. 음악인재 장학에 대해 궁금합니다.

A8.  음악인재 장학의 선정기준은 한국실연자협회, 한국저작권협회, 한국연예술인협회, 한국방송연기자

협회, 한국음원제작자 회원으로 TV출연 및 앨범, 음원 등의 발표와 활동을 한자, 또는 최근 10년 이

내 음악 관련 작품 제작 경력이 있는자, 그리고 최근 10년 이내에 전국 규모의 음악대회(국악포함)

에서 3위 이내의 입상실적이 있는자입니다. 장학혜택으로는 입학시점으로부터 연속된 4년간 수업

료 30%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등록회원 확인서류나 음악활동(제작)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 수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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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신입학

2학년 편입학

1.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외국 검정고시 합격자 제외)

3. 법령에 의하여 위 1호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 4년제 대학에서 1년 또는 2학기 이상 수료하고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2.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3.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자기소개

인성검사

본인장점, 경험 및 경력, 지원동기 80%

근면성, 책임감, 협동성, 자주성, 준법성, 감정, 정서 등 20%

평가항목 반영비율구분

접수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원서접수 및 증빙자료 제출

고교졸업자

(검정고시 합격자)

신

입

학

편

입

학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출신자

학점은행제

학습자

1.  고교졸업증명서 1부      
※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1. 전적대학 졸업(예정)·수료(재학, 휴학, 제적) 증명서 중 택 1부

2.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1.  학점인정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 중 택 1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2. 성적증명서 1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제출서류 비고구분

원서접수기간 내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원본제출만 가능.  단, 해외발급 증명서의    

 경우 원본 제출,  대조 후 사본보관)

3학년 편입학

1.  4년제 대학에서 2년 또는 4학기 이상 수료하고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 : 학사학위소지자는 “학사편입” 전형으로 지원

2.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지원자격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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