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음악동문들
구두회박사(전, 숙대음대학장) 권혁남박사(전,중부대예술대학장) 권신희박사, 김복희(벨기에), 김숙
영박사(미국), 김선만박사(백석대) 김종욱박사(경성대교수) 김종환박사(Midwest) 김정경박사, 김지
성박사(서울신대교수) 김충박사(군산영광고)김철수박사(한남대교수) 김헌일박사(배재대교수) 김홍
규박사(전, 한국찬송가공회대표회장) 김형석박사(전,안양대교수) 박노현박사(동춘교회) 박상규박사
(백석대교수) 박상만박사(전주대교수) 박재훈박사(작곡가) 박원웅(전,염광고) 박형근박사(경북도립
교수) 백현자박사(전,숙대음대교수) 서병호박사(LA) 손은주박사, 손병운박사(몽골) 양기철박사(신
성대) 엄두식박사, 엄태영박사(강남대) 여홍은박사(Midwest 명예교수) 윤성보박사(전, 동도교회지
휘) 윤학원박사(전, 중앙음대학장) 윤항기박사(전,예음예술대총장) 이기철(텍사스) 이관섭박사(전, 
배화대교수) 이성은박사(연동교회음악목사) 이주연박사 (토론토컨서버토리교수) 이원웅박사(경신
고) 이은숙박사(장신교수) 이의갑박사(대연교회음악목사) 이충구박사 (경성대교수) 이혜연박사(씨
애틀대학교수) 이중태박사(동경복신대교수) 임미진박사,  임종아박사(배재대에술대학장)  임종환박
사, 우새문박사, 조충모박사(염광고) 전낙표박사(한일장신교수) 전인자박사(전, 한세대교수)  전희준
박사 (교수,전, 한국찬송가공회대표회장) 정운태박사, 조용균박사(뉴욕) 조용란(한서대에술대학장) 
주광식박사(휘문고,서울교사합창단단장) 차정식박사, 최운영박사, 최광덕박사(중대부고,살롬싱어즈
단장) 최은희박사(안양대) 최현경박사(국립금오공과대학교수) 홍미란박사(Midwest)  황병덕박사
(전, 연세음대학장) 황의경박사(독일),  
( 본교출신동문들이 한국통합찬공가 작곡, 작사 50 여곡 수록)

  Music   
                Midwest Music School 
                      음악대학(원) 학생모집 
                                   Open New Career Professional Opportunities 

윤학원박사 
전, 중앙음대 학장, 
Midwest 동문

세계적인 합창 지휘자 

Bachelor, Master, Doctoral  
        Degree Programs 

           Washington D.C. Campus 
                     wdc@midwest.edu 

           (571) 730-4750. (703) 626-8712 
                                                                                                       

           Korea Site 입학/, 유학상담
               서울 종로구 대학로 19 번길
                    (한국기독교회관 810 호)
  seoul@midwest.edu (02) 3672-4516

                                                

Piano, Voice, Conducting, Composition, CCM, Instruments,Church Music  

         모집학과 및 전공 Degree Programs
          Majors : Piano, Voice, Conducting, Composition 
                       CCM, Instruments, Church Music. 

         대학과정  B.A in Music  129 credit hours 
         석사과정  M.A in Music  48 credit hours
         박사과정  Doctor of Music 48 credit hours
                             

     MIDWEST UNIVERSITY      

               www.midwest.edu                            
                            St. Louis Main Campus 
                          usa@midwest.edu 
             851 Parr Rd. Wentzville, MO 63385 U.S.A
                      (636) 327-4645, 070- 8690-2662 

Midwest University는 설립 30 주년을 맞는 미국 연방정부로 부터 정규 대학교로 인준된 대학교로써 21 세기 글로벌 음악세계를 이끌어
갈 지도자 발굴과 양성을위해 음악 학사, 석사, 박사학위 과정에 전공실기 영역으로는 성악, 피아노, 작곡, 지휘, 실용음악, 교회음악 분야에
서 전문적인 기량을 위한 체계적인 훈련과 교육으로 음악전문인, 교사, 교수를 배출하고 있다.  

2015 년 가을학기부터 시작하는 학생은 7 월 30 일까지 
        입학허가 받아야함. 

제출서류 : 입학원서, 성적, 졸업증명서, 추천서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상에서 직접 작성하여 제출가능 함.
전형방법 : 서류전형, 인터뷰 및 오디션
1) 대학부- 고졸이상의 학력 혹은 동등 자격자 
                 (편입/ 타대학에서 받은학점 최대한 인정)
2) 음악석사과정- 음악대학졸업자 및 동등 자격자 
3) 음악박사과정- 음악대학, 및 음악 대학원 석사이상자 
    박사연구과정- 경력이 많은 전문음악인 , 박사과정과 동일하게 
         수료하면 총장명의 수료증 수여. 

학점취득 방법 
1) 미국으로 유학을 희망 하는 학생은 SEVIS 1-20 발행 
     (토플은 요구하지 않지만 ESL 을 받아야 함) 
2) 직장과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학점을 취득할수 있음.
    (Online Courses ) 
3) 계절별 세미나와 소집특강을 통해 학점취득 가능.
4) 전공별 실기교수의 지도로 학점취득
5) 졸업특강 및 졸업식은 본교참석해서 받아야 함. 
6) 전공실기에 따라 화상교육 할용 

 

 Apply Now !   
 e- mail to Midwest 
 dgkim@midwest.edu (주임교수: 김대권박사 DMA) 

     Study Options 
 !  E-Learning Courses and Blended Courses 
 !  On- campus courses - SEVIS I-20 

본교소개 

1). 본교 동문과 재학생은 60 여개국에서 전문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최고의

    글로벌 네트웍을 갖은 미래를 도전하는 비전있는 대학교이다.

    ( 동문 리스트를 www.midwest.edu) 

2). 각 전문분야의 최고 교수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융합교육 프로그램.

3). 본교출신이 각대학교에서 교수로 활동하는 분이 많이 있음. 


                 Accreditation 학점과 학위인정  
 
U.S Department of Education (USDE) OPE ID; 035283 

              www.ope.ed.gov/accreditation 

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 (CHEA)      

                           www.chea.org  

본교는 미국연방정부교육부와 (USDE) 대학학력인정기관인 CHEA의 ABHE인준, 
미국인준대학교 리스트에 올라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