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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y Options 
 !  E-Learning Courses and Blended Courses 
 !  On- campus courses - SEVIS I-20 
      You can study in America or at your location
      and Blended courses and online.

Doctor of Leadership Program is Midwest University  provides the 
place of communication in Intelligence, character, spirituality, and 
leadership, which are necessary for opinion leaders. This 
leadership program is the highest ranking program enabling future 
leaders to build networks with colleagues of the same visions, to 
develop their adaptability to new paradigms, and to use their 
educational backgrounds and capabilities as leaders.

               More Education  = More  Opportunity = Greater Quality Networking 
Midwest University Alumni 동문명단  


Dr. Bill Federer ( IEC 국제교욱협력기구 총재) 

Dr. Lee Yie San (대만 타이베이 교육감)

Dr. Lothar Milbredit (독일 에벤젤리젤 증경총회장)

Dr. Gina B. Cooper (MBU Professor) 

Dr. Khin Than Htay (미얀마 대학교 총장) 

Dr. 미와 노부오 (백석외국어 대학교 교수)

강병도 박사 (창신대학교 설립자, 총장)

구두회 박사 (전, 숙명여대 음대 학장)

권승달 박사 (보이스사 대표)

김금윤 박사 (Midwest 총동문회장)

김남영 박사 (현,광운대 전자공과대 학장)

김두성 박사 (예성 총회장)

김범일 박사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

김소엽 박사 (한국예술인총연합회장. 대전대 석좌교수)

김수읍 박사 ( 영남신학대학교 이사장) 

김진천 원장 (민준어학원 원장) 

김홍규 박사 (전 한국찬송가공회 대표회장) 

남   호 박사 (전, 기침 총회장)

노병천 박사 (전, 육군대령, 나사렛대 부총장)

문대룡 박사 (전, 육군대령) 

박사연 박사 (국립 한밭대학교 교수)

박우승 박사 (한올고등학교 교장. 로타리클럽 총재)

박호근 박사 (한국워크비전센타 대표)

배온희 교수 (테힐림 리더십연구소 소장)








손기철 박사 (건국대 부총장) 

서성록 박사 (안동대학교 미대교수. 미술평론가)

서성옥 박사 (전, 서울시교육위원회 의장)

엄문용 박사 (GGU 명예총장. 전, 기독교교육협회 대표)

오세열 박사 (성신여대 교수, 전, 경영대학원장)

윤학원 박사 (전, 중앙대음대 학장)

윤항기 박사 (예음예술대 총장. 전, 예장(개) 총회장)

이상택 박사 (안양 샘 병원 이사장)

이영식 박사 (전, 나사렛성결교단 감독)

이태재 박사 (전, 영훈고등학교 교장)

이현구 박사 ( 나세렛대학교 영어교수)

임진혁 박사 ( 강원대학교교수) 

임종아 박사 (전, 배재대학교 예술대학장) 

장원기 박사 (예장백석증경총회장) 
정근모 박사 (전, 과기처장관.호서대, 명지대학교 총장)

정금출 박사 (전, 고신언론사 사장.기독교보 사장)

정영진 박사 (New Global Leadership 원장)

최병두 박사 (전, 예장통합 총회장)

최성균 박사 (전, 대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최일식 박사 (KIMNET 상임대표. 전, KWMA 사무총장)

한도수 박사 (현 KWMF회장)

황수원 박사 (전, 대신총회장, 한국장로교단연합회장) 

황영희 박사 (안양 샘 병원 원장)

황태현 사장 (현, 포스코 건설사장)

인도 카난타카 주 경찰청장 Karnataka State Police    

        Commissioner.

 

과정: 1) 리더십 박사 학위과정. Doctor of Leadership  48 Credits
             (연구분야: 사역 리더십, 경영 리더십)                                                 
        2) 리더십 박사 연구과정.  DL Equivalent Program
             (연구분야: 사역 리더십, 경영 리더십)

자격: 1) 대학, 대학원석사 학위 이상자 (전공관계없음) 
        2) 리더십 박사 연구과정- 과정은 동일함. 
           각, 전문분야 종사자, 학력제한없음.  
           전문분야 종사자 (영관급이상의 장교, CEO, 경영인, 학교장, 정치인, 
           고위직 공무원, 이사, 부장급 경력 10년이상 목회/ 선교경력자 
           장로, 단체장, 여성전문인,  

*.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직접 작성하여 신청가능함.  
            자세한 사항은 직접 문의 요망.  

         

            Doctor of Leadership  
                리더십 박사학위과정                               
                   경영리더십, 사역리더십 

학점, 학위취득 방법 
1) 미국으로 유학을 희망 하는 학생은 SEVIS 1-20 발행 
2) 직장과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Online 으로 학점취득 중
    언제든지 미국에 유학와서 남은과정을 이수하여 학위취득 하고 
    1년동안은 OPT 를 통해 미국에서  취업기회 가능. 미국유학은 본교 혹은 
    워싱턴 DC 도 가능함. 
3) 계절별 세미나와 소집특강을 통해 학점취득 가능.
4) 인터넷 환경이 안되는 지역의 학생은 교수의 특별 지도가능.
5) 영어 혹은 한국어로 학위취득 가능. 

Doctor of Leadership Degree  Program 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지성과 인성, 영성과 리더십을 통한 소통의 공간이며 비전을 세워갈 동지를 만나 네트웍 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능력을 향상 시키며 리더로서의 학문적 배경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최고위 학위과정 입니다.
 

본교소개 
1) 본교는 미국 주정부및 연방정부 교육부의 정규대학교 입니다. 

    미국연방정부 인가 
   ABHE - Midwest University was Granted Accredited Status  
   ABHE. 5850 T.G. Lee Blvd., Ste. 130,  Orlando, FL 32822   

   407.207.0808. www.abhe.org 대학인준기관 ABHE 의 정회원 대학교 

   USDE ( 미국연방정부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미국 대학 학력인정기관 Accreditation. (CHEA)  www.chea.org  

   미연방정부 교육부  (USDE) OPE ID; 03528300)

   www.ope.ed.gov/accreditation 에서 확인 할수 있습니다.

2) 본교 동문과 재학생은 60 여개국에서 전문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최고의

    글로벌 네트웍을 갖은 미래를 도전하는 비전있는 대학교 입니다. 

    (동문 리스트를 www.midwest.edu) 

3) 각 전문분야의 최고 교수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융합교육 프로그램. 

4) 본교는 전 세계 리더십분야 교수들과 CEO 로 구성된  국제리더십협회 (ILA) 

     회원대학교로서 리더들의 전세계 네트웍에 동참할수 있습니다.

5) 리더십 박사학위자는 Global Leadership Institute 교수로 위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