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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벤처의 중심! 호서 학교

실용음악학과

음악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교육과정

Department of Applied Music

■■ 자가용

�천안IC로 진입하여 우회전(망향로) → 세번째 신호등에서

고속도로 밑으로 우회전 → 천안캠퍼스

■■ 버스

�터미널 건너편 한투자신탁 앞에서 셔틀버스 승차 → 천안캠퍼스

� 한투자신탁 옆 버스정류장에서 24번(좌불상 방면) 시내버스

■■ 기차

�하나은행 앞에서 셔틀버스 승차 → 터미널 건너편 한투자신탁 앞 →

천안캠퍼스

�천안역 1번출구 반 편 던킨도너츠 옆 버스정류장에서 24번(좌불상 방면)

시내버스 → 천안캠퍼스

■■ 통학버스

�서울 : 강남역 번 출구, 잠실 롯데마트 시계탑

�인천 : 부천 송내역, 주안역

�분당 : 모란시장 옆, 야탑역 외환은행, 서현역 모범택시 승차장

�안산 : 안산역

�안양 : 안양역 농협, 범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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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

20여개 교내 장학금

총장, 이사장, 특별, 형제자매, 근로, 간부, 희망, 국가유공자, 소망 등

30여개의 교외 장학금

호서가족기업 장학금

지방자치단체 장학금 등

학과 소개

호서 학교 실용음악학전공은 2002년에 개설되어 다양하고 전문화된

커리큘럼보컬, 연주, 미디, 레코딩 수업 등 음악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통

합교육과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첨단 음향시설을 갖추고 여러분이 꿈꾸

어 왔던 음악가의 길을 안내합니다.

“빛과 소금”의 박성식 교수님을 비롯하여 음악 현장의 경험과 이론을 겸

비한 교수진들이 학생들의 앞길을 열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

며, 산학연계 프로그램, 인턴십, 초청특강, 국내외 뮤직 페스티벌 참가,

다양한 동아리 활동 등 호서 학교 실용음악전공 만의 특성화된 교육시

스템은 이미 널리 검증되어 있습니다.

전공 과목

연주전공 보컬, 뮤지컬, 피아노, 베이스기타, 기타, 드럼, 싱어송라이터

작곡전공 작곡, 미디

음향디자인 레코딩

교수진 소개 - 보컬

정용태 교수 강은 교수 최효지 교수안세진 교수김정국 교수

교수진 소개 - 드럼

이덕산 교수 조남열 교수

교수진 소개 - 피아노

박성식 교수 이상유 교수 최주 교수최현우 교수

교수진 소개 - 기타

오정수 교수 황이현 교수유재관 교수

교수진 소개 - 베이스

구본암 교수 이필원 교수

교수진 소개 - 싱어송

박성식 교수 김일진 교수

졸업후...?커리큘럼

실용음악 기초과목(시창청음, 재즈화성, 클래스 피아노 등)과

연주 역의 앙상블 수업, 뮤지컬음악 관련수업

작곡 역의 작편곡 관련 미디, 컴퓨터음악, 상음악수업

레코딩 역의 스튜디어테크닉, 레코딩, 공연기술론으로 구성

- 이외에 음악경 , 음악마케팅, 중음악사 등 음악인으로서 지녀야 할

전문지식과 졸업 후 음악활동에 필요한 음악 비즈니스 관련 수업 등

- 모든 학생이 전문화된 1:1 개인실기 지도를 받게 되며 위클리 콘서트

에서 발표 ⇒ 철저한 현장 중심 교육과정 운

호서 학교 실용음악전공의 가장 큰 장점은 졸업생들의 활동입니다.

졸업생들은 중음악 가수, 작곡가, 편곡자, 교수, 사운드디자이너, 레

코딩 엔지니어, 프로덕션 매니저로서 드라마, 게임, 광고, 화, 방송음

악, 중가요 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 입니다.

힙합음악의 크러쉬(신효섭, 12 아메바컬쳐), 뮤지컬계의 김문정 음악감

독(05 한세 학교 전임교수, 한국 뮤지컬 음악부분 상), 공명정 (가

수-힙합언더, 음반), 염현수(염따 가수로 활동), 윤상조(03 광고음악디

렉터) 등 많은 이들이 무 위에서 활동하는 선배들과 더불어 현재 각자

씬에서 핵심멤버로 활발한 활동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