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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gye University for the Arts

A place where infinite dreams of

young artists are growing



06
이사장 인사말

Greetings from 
the Chairman of the Board

12
비전 추계21

Vision Chugye21

20
피아노

Piano

07
총장 인사말

Greetings from 
the President

14
대학교

Undergraduate 
School

22
관현악

orchestral  Instruments

08
추계가 걸어온 길

History of Chugye 
University for the Arts

16
국악

Korean traditional 
Music

24
작곡

Composition

10
추계를 빛낸 사람들

People who honored 
Chugye

18
성악

Vocal

26
동양화

Korean Painting

C H U G Y E U N I V E R S I T Y

04ContentS 차례



28
서양화

Painting

36
영상비즈니스

Film and 
entertainment Business

30
판화

Printmedia

38
교양학부

College of Liberal Arts

39
학생활동

Student Activities

43
문화예술경영대학원

Graduate School of 
Culture & Arts Management

44
부속기관

Additional Facilities

32
문예창작

Creative Writing

40
일반대학원

Graduate School

34
영상시나리오

Film Writing

42
교육대학원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F O R T H E A R T S

0504



바야흐로 우리는 21세기의 출발선에서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전 분야에 걸쳐 세계화, 개방화라는 미증유의 격동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용적 형식 위주의 기능 만능의 사고 방식은 인간의 본성을 

순화, 연마하는 인격 교육을 등한히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교는 예술 실기를 주로 하면서도 인성 교육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균형 있는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양보다는 질을 우선하여 소수 정예 예술인 육성을 

교육의 지표로 하고 있습니다. 냉철한 지성적 판단으로 문화적 홍수의 

파고 위에서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선택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예술의 

기량을 완숙시키며 미래 지향의 원대한 안목으로 우리의 고유한 예술 

문화의 전통을 항상 새롭게 창조해 나갈 것입니다.

이사장 임형빈

We are facing a transition period in the 21st century which is 
marked by globalization and open-door policies in all areas, such 
as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However, the current education 
system based on too much practical adherence to formalism 
and skill-omnipotent thinking, is neglecting to refine human 
nature and cultivate cultural education. Because of this, we at 
Chugye University aim toward a balanced education, combining 
studio oriented training and human education. on the other hand, 
emphasizing quality over quantity, all lessons are directed for 
a small group of student artists. I believe all Chugye students 
can choose their paths in the midst of the torrential flooding 
of cultures with calm judgment while pursuing perfect artistic 
skills with great passion so that they can be the first to take the 
initiative in inheriting the tradition of unique art and culture with 
a future oriented eye.

Hyung-Bin Yim / Chairman of the Board

소수 정예의 예술인 육성

Nurturing genuine art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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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천년, 문화의 세기를 준비하는 추계예술대학교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패기 있고 능력 있는 미래의 젊은 예술인들이 꿈을 펼치는 

21세기 문화 예술의 산실입니다. 세계는 급속한 변화 속에 새로운 

미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새 천년, 지구촌 곳곳에서는 

희망과 설렘 속에 새 희망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전환점에 

서서 추계예술대학교는 그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추계예술대학교는 인간적 자질과 품격을 도야하는 인간교육과, 

지식과 기량을 연마하는 예술교육이 완전한 조화를 이룩하는 최고의 

예술교육 기관, 그리고 미래 지향적이고 창조적인 예술교육을 통해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전문 예술인의 터전이 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계예술대학교는 세계의 중심대학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총장 교육학박사  임상혁

I would like to invite you to Chugye University for the Arts in the 
new millennium, the era of culture and arts. Chugye University 
is the focal point of culture and arts in the 21st century as a 
place where aspiring, qualified, and prospective young artists 
can pursue their dreams. In the midst of rapid change, the world 
calls for a new future. In the new millennium, the entire global 
village is fluttering with new hopes for a better future. At the very 
turning point of history, Chugye University would like to move 
forward with all of you. Aimed at human education emphasizing 
refinement of dignity and decency, and being the best educational 
institution for art with perfect harmony of building knowledge and 
practicing skills, Chugye University strives to become a training 
ground for professional artists,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culture and art. through a creative approach to art education, 
Chugye University will be the leading university abroad as well as 
domestic, where the young artists can develop their talents and 
see them flourish.

Sang-Hyok Yim, Ed. D / President

21세기 문화예술의 산실

Focal venue of culture and 
arts in the 21st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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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예술학교 설립 인가

(입학정원 200명. 1974. 3. 12 개교)

Approv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to open the Chugye 
School of Arts(an enrollment of 200 students, the 1st day 
of school on March 12 1974)

4년제 대학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학교 지정

(국악과, 성악과, 기악과, 동양화과, 서양화과 계 100명, 

1981년도 졸업부터 적용)

Accredited as a four-year college(an enrollment of 100 
students in the areas of Korean traditional Music, Voice, 
Instruments, Korean Painting, Western Painting. Degree 
awarded since 1981)

추계예술대학으로 개편(국악과, 성악과, 피아노과, 

관현악과, 작곡과, 동양화과, 서양화과, 판화과, 

문예창작과 계 230명)

renamed to Chugye College for the Arts(an enrollment 
of 230 students in Korean traditional Music, Voice, Piano, 
orchestral Instruments, Composition, Korean Painting, 
Western Painting, Printmaking, Creative Writing)

추계예술대학교로 교명 변경

renamed to Chugye University for the Arts

학칙변경 - 추계예술학교 졸업생 학사학위수여

(1997학년도 후기 졸업자부터 적용)

School regulations modified Bachelor’s degrees 
conferred to the graduating class of Chugye School 
of Arts(applied since the graduation of the 1997 fall 
semester)

1973. 11. 1998. 10.

1999. 11.

2000. 03.

2000. 07.

2000. 08.

2000. 10.

1980. 11.

1996. 12.

1997. 03.

1998. 06.

정원 조정 (국악과, 성악과, 피아노과, 관현악과, 작곡과, 

동양화과, 서양화과, 판화과, 문예창작과 계 250명)

number of enrollment adjusted(an enrollment of 250 
students in Korean traditional Music, Voice, Piano, 
orchestral Instruments, Composition, Korean Painting, 
Western Painting, Printmaking, Creative Writing)

예술경영대학원 설립 인가

(예술경영전공, 문화기획전공 계 40명 2000. 3. 1 개원)

the Graduate School of Arts Management founded(an 
enrollment of 40 students in Arts Management and Planning 
& research of the Culture, opened on March 1, 2000)

예술경영대학원 개원

Graduate School of Arts Management opened

영상문예대학원 설립 인가 / 문화산업대학원 설립 인가

the Graduate School of Screen & television Writing 
founded(an enrollment of 30 students in Screen & 
television Writing)Acquired permission to open the 
Graduate School of Cultural Industries(an enrollment of 
30 students in Cultural Business Administration)

정원 조정: 모집단위 명칭 변경(학과·전공)

number of enrollment adjusted: modified the name of 
registration unit from department to major

교육대학원 설립 인가

(국악교육전공, 국악교육정책전공 계 40명)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founded(a total 
enrollment of 40 students in the field of education of 
Korean traditional Music, education Policy of Korean 
traditional Music)

HIStory 추계가 걸어온 길 08



2001. 03.

2004. 01.

2001. 05.

2004. 02.

2001. 09.

2004. 03.

2002. 08.

2004. 03.

2002. 10.

2005. 03.

2003. 07.

2005. 04.

2003. 08.

2006. 02.

2008. 08.

2013. 03.

문화산업대학원 1회 석사학위 수여식

First Master’s degree conferred to majors in the Graduate 
of Cultural Industries

일반대학원 개원

Graduate School founded

추계예술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개원

the School of Continuing education affiliated to Chugye 
University for the Arts opened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개원

Graduate School of Culture & Arts Managements founded

추계예술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신규기관 인정

the School of Continuing education accredited by the 
Credit Bank System

일반대학원 1회 석사학위 수여식

First Master’s degree conferred to majors in the Graduate 
School

일반대학원 1회 박사학위 수여식

First Doctor’s degree conferred to majors in the Graduate 
School

학부에서 대학으로 개편

reorganized from a department to a college

영상문예대학원, 교육대학원 개원

Graduate School of Screen & television Writing an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founded

문화산업대학원 개원(관·산·학 협력 조인식: 문화관광부 산하 

(재)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주)명필름, (주)한빛소프트, 

(주)디지털드림스튜디오, (주)도레미미디어, (주)마이아트)

Graduate School of Cultural Industries founded(partnerships formed 
with Korea Culture & Content Agency, Myung Films Inc., Hanbit Soft 
Inc., Digital Dream Studio Inc., DoreMi Media Inc., My Art Inc.)

디지털문화콘텐츠교육원 설립

Digital Cultural Contents education Center established

예술경영대학원 1회 석사학위 수여

First Master’s degree conferred to majors in Graduate School of Arts 
Management

영상문화학부 신설(영상시나리오 전공, 영상비즈니스 전공 계 40명)

College of Film & Culture founded(a total enrollment of 40 students 
in Film Writing, Film & entertainment Business)

특성화 우수대학 선정(교육인적자원부)

Awarded University of excellence in Specialty by Ministry of 
education

영상문예대학원·교육대학원 1회 석사학위 수여

First Master’s degree conferred to majors in the Graduate School of 
Screen & television Writing an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추계예술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인가

the School of Continuing education founded affiliated to Chugye 
University for the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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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S oF CHUGye 추계를 빛낸 사람들

구여혜
개인전 16회

(서울, 뉴욕, 핀란드 등) 

한유진
개인전 3회, 기획초대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전”

김와곤
개인전 20회 (인사아트센터, 

예술의 전당)

이순자
개인전 4회 서울, 북경 

교류전 (서울갤러리) 등

김영선
개인전 15회(공평아트센터. 

갤러리상. 예술의전당 등)

한윤기
개인전 14회, 국제전 단체전 

초대전 기획전 500여회 출품

김용철
개인전 7회, 아트페어 다수 

참여, 그룹전 30여회 참여

이승하
개인전 15회 (갤러리현대 

갤러리사비나 청작화랑 등)

김용호
개인전 3회 외 다수의 

단체전 및 기획전 참여

윤순례
2005년 오늘의작가상,

2012아르코 문학창작상

김현영
한국미술협회, ART Korea, 

파.고전, 감성작가회 회원

정경철
개인전14회(서울, 대전, 평택, 

중국 등)

김천정
개인전 14회 외 다수의 

단체전 및 기획전 참여 

전민식
2012년 제8회 세계문학상

‘개를 산책시키는 남자’

정세학
개인전15회

인혁당사건 추모전시회 등

노승빈
개인전3회

단체전 양방향 정체상황 등

정상미
2012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희곡부문 당선

문영오
개인전 UD 갤러리 서울

정은화
개인전5회 양평환경미술제 

(양평군립미술관) 등

배인숙
개인전 7회 아시아탑갤러리

호텔아트페어 (만다린, 홍콩)

강철기
개인전 19회, 국민일본 현대

미술초대전 및 350여회

박승순
개인전 성보갤러리, 서울 / 

갤러리 수

정철
개인전20회 (서울,천안,대전,

중국,프랑스등)

이기설
서울악회 회원

석철주
개인전 20회(학고재, 

금산갤러리, 동산방외)

김대관
개인전 5회, 아트갤러리 

청담, 청도/갤러리 소, 서울

박태철
개인전 3회, 단체전 다수

한기창
개인전20회 외 다수의 

기획전 및 단체전 참여

윤세열
개인전 4회 외 다수의 

단체전 및 기획전 참여

김동석
개인전 10회, 기획전 및 

초대전 300여회 참여

서시환
개인전 8회, 단체전 “FAK21” 등 

150여회

한영균
개인전 2회, 부스전 1회 외 

다수의 단체전 및 기획전 참여

추계예술대학교가 지닌 또 하나의 힘은 대한민국 문화예술계를 이끌어 나가는 수많은 동문들입니다. 

1973년 개교한 이래로 지난 40년 동안 인성과 지식을 골고루 갖춘 참다운 예술인 교육에 매진해온 

추계예술대학교는 이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문화예술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튼튼히 자리매김했습니다. 

추계에서 꿈을 키운 8천여 동문들은 남다른 도전과 열정, 창의와 패기로 대한민국 문화예술계 곳곳에서 

추계의 이름을 더욱 빛내고 있습니다. 

추계가 배출한 대한민국 문화예술계의 중추



소원섭
개인전, 단체전 뉴욕 코리아 

아트페스티발 등 60여회 

이준호
KBS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

송인구
개인전 10회 외 다수의 

단체전 및 기획전 참여 

유다연
현재 영화 온라인 홍보사

 '아트서비스' AE

엄기향
그림상회갤러리 제주, 

개인전 관훈갤러리 서울

임승혁
추계예술대학교, 

가천대학교 강사

윤진영
윤진영 8th개인전, 그 외 

그룹전 및 기획전 다수 참여

유선동
'고사 두 번째 이야기 – 

교생실습' -감독

이흙
개인전 KT W-갤러리 기획

초대전(서울)

장명근
서울팝스오케스트라, 한국심

포니오케스트라 수석역임 

이문배
개인전 11회 외 다수의 

단체전 및 기획전 참여

이한빈
시네마서비스 

시나리오 및 시놉시스 개발

윤상윤
개인전, 단체전 ‘You were, you 

arèat Gallery Chosun 2012

조광석
광주시립 국악관현악단 

객원지휘

이정석
개인전 10회 외 다수의 

단체전 및 기획전 참여

추종남
아니다 CJ E&M 콘텐츠 

개발실 라이터스 캠프

전제창
개인전 11회, 아트페어

최한나
Seoul Classical Players SCP 

Orch. 부수석

이준규
다수의 개인전 및 국제전, 

단체전 참여

하원준
영상작가전문교육원 교수,

한국 시나리오 작가 정회원

김종명
개인전 2회 외 다수의 

단체전 및 기획전 참여

정경희
개인전 14회 외 다수의 

단체전 및 기획전 참여

최인호
개인전 3회 외 다수의 

단체전 및 기획전 참여

박경신
“라보엠”, “돈 지오반니”,등 

30여 편의 오페라에서 주역

김주리
단편 <Crime School>, <Petra> 

조감독

김희조
개인전 5회, 부스전 5회 외 

다수의 단체전 및 기획전 참여

정헌조
개인전 9회 외 다수의 

단체전 및 기획전 참여

김장우
AFM (American Federation of 

Musicians) 소속으로 활동 중

신성아
국제컴퓨터음악협회(ICMA) 

아시아/오세아니아 지부장

이승연
상명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뮤직테크놀로지학과 교수

박민주
현 사회적기업 (주)영화제작소 

눈 제1팀장

성태진
개인전 2회 외 다수의 

단체전 및 기획전 참여

황정일
개인전 외 다수의 단체전 

및 기획전 참여

김형기
독일,벨기에,스위스  등지에서 

오페라에 500여회 주출연, 

윤영석
제 5 회 DIMF 어워즈 올해의 

인기스타상 수상

이용근
파주필하모닉오케스트라, 

파주윈드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Another strength of Chugye University for the Arts is the numerous alumni who are leading 
the cultural and artistic circles of Korea.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73, Chugye University for 
the Arts has been striving to educate true artists possessed of character and knowledge for 
the past 40 years. now the school has firmly established itself as an institution for fostering 
cultural and artistic talent leading the future of Korea. More than 8,000 alumni of Chugye are 
honoring the name of Chugye everywhere in the cultural and artistic circles of Korea with their 
extraordinary spirit of challenge, passion, creativity and youthful get-up-and-go.

People who honored Chugye 
– the stars of the cultural and artistic circles of Korea



세계 수준의 문화예술 전문 인재 양성

Fostering world-class 
professionals in culture and arts

대학운영의 효율화

운영평가시스템 구축

대학 재정 확충

전자결제시스템 개선

인사관리 체제 구축

제규정 정비 및 전산화에 따른 업무편람 정비

통합 전산화 보완 및 개선(교육/연구/경영 환경 개선)

01

02 교육, 연구 활성화

교육시설, 설비의 지속적 개선 및 확충

강의동 신축 및 리모델링

교육의 국제화, 개방화 추진

특성화 분야 연구지원 확대

우수 교수 지원체계 확립

실기 중심의 교육과정 확대

체계적인 취업지원 시스템 구축

03 자랑하고 싶은 우리 대학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한 적극적 홍보

신입생 모집광고 중심에서 탈피, image-up 제고

홍보예산 확보

중장기 홍보계획 수립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강화

학내 예술행사 지역사회에 개방

콘서트홀 문화예술행사 대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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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과

Department of 
Korean Traditional Music 

국악 정신과 예술성의 보급 · 계승

Desseminating and inherriting the sprit 
and artistry of Korean traditional music

동양화과

Department of Korean Painting 

기법과 정신의 산 교육

Practical education of technique and 
spirit

관현악과

Department of 
Orchestral Instruments 

실내악 · 합주 · 오케스트라를 통한 

앙상블 교육

ensemble education through chamber 
music, concert, and orchestra

성악과

Department of  Vocal  

이론 그리고 무대에서의 산 교육 체험

theory and practical educational experience 
on stage

서양화과

Department of Painting 

새로운 미술문화를 창조하는 교육

education that creates a new stream of art

작곡과

Department of Composition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는 

독창적인 작곡가 양성

Producing composers who can 
harmonize traditin with our times

피아노과

Department of Piano  

이론과 연주의 조화

Harmony between theory and 
performance

판화과

Department of Printmedia 

첨단 기자재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과 장인정신의 융합

Convergence between diverse education 
and craftsmanship utilizing state-of-the-
art equipments

음악대학

미술대학

학과 종합소개 department major

College of 
Music 

College of 
Fine Arts

영상시나리오과

Department of Film Writing

21세기 영상산업의 

참된 인재 양성

Fostering the genuine elite for
the 21st century film industry

영상비즈니스과

Department of 
Film and Entertainment Business 

영상산업의 미래를 주도할 

전문 경영인력 양성

Cultivating the professional producers 
who will lead the future of film and 
entertainment  industry

문예창작과

Department of Creative Writing

21세기 비전을 제시하는 

창조적 문학인 양성

Cultivating creative writers who will 
lead the vision of the 21st century

문학·영상
대학

College of 
Literature and 
Visual 
Communications



한국 전통음악의 정신과 예술성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국악 전반에 

걸친 연주 기술을 습득시켜 민족 예술의 빛나는 유산을 보급 및 

계승합니다.

전공 이외에도 부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관현악, 합주, 실내악, 

민속기악 실습 등 다양한 수업을 통하여 연주 및 창작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these educational activities help students understand the spirit 
and artistry of Korean traditional music while at the same time 
acquiring performance skills. It also enables them to contribute 
to the popularization and inheritance of the heritage of Korean 
art.

Students are encouraged to choose an instrument other than 
their instrument as their minor, and further their skills and 
creativity through sessions for orchestral music, ensemble, 
chamber music and folk instrumental music.

국악과

국악 정신과 예술성의 보급·계승

국악과 06학번 정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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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임 교 수: 강호중(피리), 이재화(거문고), 

이준호(대금), 김선림(가야금)

명 예 교 수: 이효분(가야금), 김정수 (대금)

학과사무실: 02-393-2501

Professors: Ho-joong Kang (Piri / Pipe),

jae-hwa Lee (Geomungo), jun-Ho Lee (Daegeum)

Sun-rim Kim (Gayageum)

Honorary Professor: Hyo-Boon Lee(Gayageum)

jung-Su kim (Daegeum)

Administration Office: 02-393-2501 

DEPARTmENT OF
kOREAN TRADiTiONAl muSic

Disseminating and inheriting the spirit 
and artistry of Korean traditional music

교육행사 
Educational Activities

정기연주회

해마다 가을에 전통 음악과 창작 음악을 균형 있게 

편성한 정기연주회를 열어 독주, 합주 및 관현악 연주 

능력을 높이고 연주가로서의 무대 경험을 쌓게 합니다.

Regular Recitals
every autumn marks an annual recital, intended to 
improve the performance skills as well as provide a 
chance to build up stage-performing experience for 
students performing individually, in ensembles and 
orchestras through well balanced traditional and 

creative tunes.

전통음악회

학생들 스스로 주체가 되어 연주회를 기획, 연습, 진행

하는 능력을 배양합니다.

concert for Traditional music
organized, planned, and performed by the students 
themselves, the annually held traditional music 
concert helps solidify the ties among students.s.

하계수련회

하계수련회를 통해 각 개인의 전공을 연마하며 사제간, 

선후배간의 우의를 다집니다. 

Summer Workshop
through summer workshop, students have an 
opportunity to cultivate their minds in a beautiful 
rustic setting and strengthen fellowship amongst 

the teachers and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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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기초 이론, 언어훈련, 무대 현장 실습, 개인지도 중심의 실기 교육을 

통하여 무대 적응력을 갖춘 전문 성악인을 양성합니다. 

전공 실기를 예술가곡과 오페라로 세분화하여 각자의 개성과 능력에 

적절한 실기 지도를 제공합니다. 

실제 무대 경험을 습득할 수 있도록 오페라 공연, 과목별 클래스 발표회, 

마스터클래스 및 특강 등을 실시합니다. 

the fundamental theories in music, linguistic training, stage practice 
and individually oriented sessions aim to help the students to become 
professional voice singers.

the lessons are divided into arias and operas according to the level and 
talent of each student.

For stage experience, the school offers a variety of opportunities, such as 
opera performances, class recitals, master classes, and guest lectures.

성악과

이론 그리고 무대에서의 산 교육체험

성악과 12학번 홍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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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임 교 수: 김금희(소프라노), 김영환(테너), 

진귀옥(소프라노), 나승서(테너), 김진추(바리톤)

명 예 교 수: 조창연(바리톤)

학과사무실: 02-393-2502

Professors Professors: Kum-Hee Kim (soprano), 

young-Hwan Kim (tenor), Kwi-ok jin (soprano), 

Seung-Seo na(tenor), jin-Choo Kim (baritone)

Honorary Professors: Chang-youn Cho (baritone)

Administration Office: 02-393-2502

DEPARTmENT OF VOcAl

Theory and practical educational experience on stage

교육행사 
Educational Activities

오페라 공연(격년)

1981년 마스카니의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를 

시작으로 2년에 1편씩 유명한 오페라를 제작, 공연하는 

행사로 모든 학생이 참여합니다. 

극중 주요 배역을 공개 선발하며 합창, 오케스트라, 연기, 

무용 등이 어우러지는 종합 예술의 산 교육현장을 체험

케 함으로써 무대 적응력을 키워 훌륭한 연주자를 양성

하고 대학 오페라 활성화에 선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Opera Recital(Biannual)
Beginning with Mascagni’s opera, “Cavalleria 
rusticana” in 1981, every other year all students 
have been encouraged to participate in the producing 
and performing of major operas. 
the major cast of each opera is selected through an 
open audition. By providing a variety of experiences 
of total performing arts including choir, orchestra, 
acting, and dance, Chugye University tries to develop 
the students’ adaptability for stage performance 
while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the revitalization 
of opera.

가곡과 아리아의 밤

성악을 전공하는 2~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개 

선발을 거쳐 그동안 학습한 것을 공연하는 연주회로, 

1978년부터 해마다 공연하는 행사입니다. 학생들의 실

기능력 향상과 실제 무대 경험을 키울 수 있도록 매학

기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Night of melodies and Ariasc
the sophomores, juniors, and senior voice majors 
are selected through an open audition for musical 
presentation, which demonstrates what they have 
learned over the course of the year. Since 1978, 
students have hosted this annual event and will 

continue to do so in the years to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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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 위주의 수업과 다양한 피아노 이론 연구를 통하여 

훌륭한 연주가를 양성합니다. 

개인 위주의 실기 지도뿐만 아니라 국내외 저명 교수를 

초빙하여 학생 전원이 참여하는 피아노 워크숍, 특강, 연주를 

통해 고도의 기량을 연마합니다. 

오디션을 통한 다양한 연주 기회를 부여합니다. 

피아노 앙상블을 활성화합니다.  

국내외 저명한 피아노 캠프 및 실내악 워크숍에 참여합니다.  

the practice-oriented teaching style and the various 
theoretical studies on piano are arranged to raise 
excellent performers.

Inviting respectable professors from both home and 
abroad, workshops, lectures, and performances as well 
as private lessons help students to sharpen their skills to 
a high caliber.

Auditions are open to all students seeking a performance 
opportunity.

Piano ensembles are highly encouraged.

Students are required to participate in piano camps and 
chamber workshops held at home and abroad.

피아노과

이론과 연주의 조화

피아노과 12학번 노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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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임 교 수: 김해영, 김용배, 박인미, 유소영,

박성열, Milena Radinska 

명 예 교 수: 전경주

학과사무실: 02-393-2503

Professor: Hae-young Kim, yong- Bae Kim

In-Mee Park, So-yung yu, Sung-yeol Park,

Milena radinska

Honorany Professor: Kyung-joo Chun 

Administration Office: 02-393-2503

DEPARTmENT OF PiANO

Harmony between theory and performance

교육행사 
Educational Activities

합동정기연주회

본교 성악 ·피아노 ·관현악과 재학생 중에서 독창자와 

독주자를 선발하여 학교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음악

회를 연 1회 개최합니다.

Regular Recital
Chugye University students of voice, piano and 
orchestral instruments, who passed the audition, 
will give solo performances in an annual concert 
with the school orchestra.

피아노 협주곡의 밤

오디션을 통하여 선발된 학생들이 두 대의 피아노로 

연주회를 개최합니다. 

A Night for Piano concertos 
Students who have passed the audition hold a 

concerto recital with two pianos.

피아노 연주회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이 독주곡으로 연주회를 

개최합니다. 

Piano Recital
Students who have passed the audition hold a 
concert with solo pieces.

피아노 워크숍

국내외 저명한 교수를 초빙하여 집중적으로 피아노 

마스터클래스 및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Piano Workshop
the intensive master classes and seminars are held 
with prominent professors invited from home and 

ab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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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악기의 기초교육과 실내악, 합주, 오케스트라를 

통한 앙상블 교육으로 기술을 연마하여 우수한 연주가를 

양성하며 부단한 연주 수업으로 독주자의 자질 함양은 

물론 교향악 단원, 관현악 단원으로 활약할 자질을 갖춘 

음악인을 양성합니다. 

국내외 저명 교수를 초빙하여 마스터클래스 및 실기지도를 

실시하여 고도의 기량을 연마합니다. 

기성 오케스트라 입단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현악 클래

스와 관악 클래스로 나누어 초견곡과 오디션곡을 집중 

훈련합니다. 

개인 리사이틀을 장려하여 학기중이나 학기말에 공개 

연주회로 많은 학생에게 연주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실내악 연주를 위해 학생들 각자 팀을 구성하여 충분한 

훈련을 받게 한 뒤 우수한 팀을 뽑아 교내 연주는 물론 

순회 연주를 실시합니다. 

수준급 오케스트라를 육성하여 순회 연주와 중・고등

학생을 위한 청소년음악회를 실시, 우리나라 교향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합니다. 

Students learn the fundamentals of each musical 
instrument and master skills through an assembled 
education of chamber music, ensemble and orchestra. 
Continuous practice in sessions prepares them 
to become a member of the school orchestra or 
professional symphony orchestra as well as a a solo 
performer.

Master classes are held with prominent professors 
from Korea and abroad to train students with high 
caliber skills.

A preparatory stage is designed to train students to 
get ready for professional orchestras. Divided between 
strings and winds, the training is concentrated on the 
piece for an audition.

Students are encouraged to hold solo recitals as part 
of an opportunity for open performance during the 
semester.

Students are welcome to independently form a group 
for chamber music. the selected groups are trained 
for performances on campus and concert tours.

Preparing the orchestra to a level of perfection, 
the university holds concert tours and concerts for 
teenagers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symphon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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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현악과

실내악 합주 오케스트라를 통한 앙상블 교육

관현악과 10학번 이현재(타악기)

12학번 이진실(비올라)



전 임 교 수: 김순영(바이올린), 박영민(지휘),

안희찬(트럼펫), 양승희(바이올린), 최정주(첼로),

서수민(비올라)

학과사무실: 02-393-2504

Professors Professors: Soon-young Kim(Violin),

young-Min Park(Conducting),

Hee-Chan Ahn(trumpet), Seung-Hee yang(Violin),

jeong-joo Choi(Cello), Su-Min Seo(Viola) 

Administration Office: 02-393-2504

DEPARTmENT OF
ORcHESTRAl iNSTRumENTS

Ensemble education through chamber music, 
concert, and orchestra

교육행사 
Educational Activities
관현악과의 대표적인 오케스트라 연주회로 1학년부터 4

학년까지 경험을 토대로 더욱 많은 연주곡을 소화하고 

향후 직업 오케스트라에서 필요한 음악적 경험 등을 

완성해 갑니다.

Orchestra concert
Based on the experiences built up from freshman 
to senior year, students can play as many pieces as 
possible and perfect their skills needed in working 
with professional orchestras in the future.

현악기만의 섬세함, 치밀함 등 현악 앙상블을 통하여 

바로크 음악에서 고전, 낭만을 망라하는 다양한 현악

합주를 경험합니다. 

String concert
String ensembles featuring the delicacy and 
elaborateness unique to string instruments will 
enable you to experience various string ensembles 
ranging from Baroque music to classical and 
romantic music.

관악기만의 앙상블을 통하여 새로운 음악의 경험을 

쌓고 금관의 웅장함, 목관의 섬세함, 타악기의 신명 나는 

리듬이 하나가 되는 음악을 접합니다. 

Wind Ensemble concert
An ensemble comprised of only wind instruments, 
a harmony of musical experiences will capture the 
ears of the audience with the magnificence of brass, 
the delicateness of woodwinds, and the
exciting rhythm of percussions.

2인 이상 10인 이하의 소규모 편성으로 구성된 실내악

을 통하여 오케스트라 등 대편성의 앙상블에서는 경험

할 수 없는 음악과 앙상블을 학습합니다. 

chamber music
Playing chamber music organized from 2 to 10 
members, students can study music and ensemble 
that cannot be obtained in an orchestra or large 
scale ensemble, giving them an opportunity for a 
unique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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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작품 지도는 물론 음악형식론, 화성학, 대위법, 

현대작곡기법 등 다양한 교과와 실습을 통해 시대정신

에 입각한 학생 각자의 고유한 어법을 지닌 작곡가를 양

성하고, 나아가 국내외 음악분야에서 능동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전통음악으로부터 현대음악에 이르는 모든 음악이론과,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미학적・양식적・기술적 실습을 

제공하여 시대정신에 입각한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도록 

합니다. 

밀도 있는 컴퓨터 음악 교육 및 작품 제작을 통해 컴퓨

터를 활용한 새로운 음악 언어의 확대를 실습하며 미디

어아트, 인터렉티브 아트와 같은 개념을 연구합니다.

작곡가 연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특강을 개최하여 

학생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학생 각자의 음악 어법을 

넓히도록 합니다.

With such a diverse curriculum and practical exercises 
such as training in music theory, style, harmony, 
counterpoint, and contemporary composition techniques 
as well as individual lessons, students are able to develop 
an idiom of expression that is pertinent to the current era, 
and thus actively participate in the music scene both in 
Korea and abroad.

the music theories covered from Baroque to 
contemporary are taught, and based on that, new 
aesthetic, stylistic, and technical training is given for the 
creation of new works. therefore, students are able to 
approach music with creative works grounded in the 
spirit of the times the next generation may pursue.

through in-depth computer music education and 
composing skills, students try a new idiom of expression 
and study the concept of media art and interactive art.

As a part of the composer research program, special 
lectures are held to build students’ enthusiasm for 
creative works and expanding their own mode of 
musical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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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과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독창적인 작곡가 양성

작곡과 12학번 조예본 

 12학번 양효정



전 임 교 수: 박인호, 문성준, 이윤석

학과사무실: 02-393-2505

Professors Professors: In-Ho Park,

Seong-joon Moon, yun-Seck Lee

Administration Office: 02-393-2505

DEPARTmENT OF cOmPOSiTiON

Producing composers who can harmonize 
tradition with our times

교육행사 
Educational Activities

정기발표회

엄격한 오디션을 통하여 선발된 학생들이 그동안 쌓은 

실력을 발휘하도록 하여 작곡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여줍니다. 

Regular concert
As an opportunity to exhibit their skills students 
go through a strict audition to be acknowledged 
for their excellence in front of faculty and fellow 

students.

전자음악 발표회

전자음악 연구회 회원과 비회원들이 한 해 동안 제작한 

작품을 발표합니다. 

Electro-Acoustic music concert
the members and non-members of the electro-
Acoustic Music Study-Group present the works they 
have worked on during the school year. 

타악기 작품 발표회

현대 창작 음악에서 더욱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타악기

를 위주로 한 작품을 작곡 발표합니다. 다양한 타악기

들을 경험하고 새로운 음향의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한 

실험의 장입니다. 

concert for the new percussion works
Students present a piece that is mainly organized 
with percussion, as it plays a greater role in 
contemporary music. Students get to experience 
various percussion instruments and explore the 
range of new sound.

워크숍 콘서트

현대 음악 전문 연주자 및 앙상블을 초청하여 본교 

학생들의 작품을 연주하게 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에

게 더욱 전문적인 연주와 연습과정의 경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Workshop concert
Invite contemporary classical music performers 
and ensembles that are active in musical circles 
to ask them to perform the students work. 
this provides students with the opportunity to 
experience professional performance and practice.

특강

연 2회 시대정신에 입각한 새로운 주제로 특강을 개최

합니다.

Special lecturest
twice a year, special lectures are held to discuss 
current issues

재학생 음반 제작

재학생의 작품을 엄선하여 음반을 제작합니다.

Record Prodution
record carefully selected student's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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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도 중심의 실기교육을 바탕으로 전통미술과 현대

미술의 다양한 기법과 전문적인 이론학습을 섭렵하게 하여 

민족문화의 새로운 전통을 개척할 예술가를 양성합니다. 

한국화의 방향 정립을 위한 동•서 미술의 비교연구, 재료의 

실험 개발 등 교육의 효율성과 정체성을 강화합니다. 

방과 후 실기실 작업을 제공하고 교내전시실(현대미술공간 

C21)과 컴퓨터실의 활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과실기 외 컴퓨터드로잉, 판화, 사진, 조형실습 등을 실시

함으로써 더욱 포괄적인 미술교육과 다양한 예술적 표현을 

극대화합니다. 

Based on individual training, the sessions are to 
offer lessons on various techniques in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art as well as professional theories so as 
to train students to become artists who will pioneer a 
new tradition in the traditional culture.

the comparative studies between oriental and western 
art, and the experiment of materials improve the 
efficiency of education and fortify a sense of identity.

After school, students are highly encouraged to work in 
the studio, exhibition hall (Chujung Art Hall), or computer 
center.

Besides classes related to the students’ major, 
the classes in computer drawing, printmaking, 
photography and visual art are offered for the purpose 
of comprehensive art education that can broaden the 
students’ mode of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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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화과

기법과 정신의 산 교육

동양화과 11학번 김원빈



전 임 교 수: 이길원, 석철주, 박순철, 김지현

학과사무실: 02-393-2601

Professors Professors: Kil-Won Lee,

Chul-joo Suk, Soon-Chul Park, ji-Hyun Kim

Administration Office: 02-393-2601 

DEPARTmENT OF kOREAN PAiNTiNg

Practical education of technique and spirit

교육행사 
Educational Activities

교내미전

한 해 동안의 수업 결과들을 펼쳐 보이는 오픈 스튜디오 

형식의 전시회로, 학년별 교과내용의 특성과 성과를 

파악하고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Art Exhibition on campus
As an open studio format exhibition, students 
display their achievements over the past year. the 
characteristics and the achievements of the class 
curriculum can be visually manifested, instilling 
motivation for creative activity.

졸업미전

4년 동안의 학과학습을 총정리하고 졸업 자격을 부여

하는 의미와 함께 학생들이 졸업 후 화단에 진출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graduation Art Exhibition
the exhibition summarizes the four year long work 
and is the basis for granting the qualification to 
graduate. It also serves as an exhibition experience 
for students who will work as artists in the art field.

사생대회

실기실을 벗어나 생동감 있는 자연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작의 폭을 넓히고, 학생간의 

우의를 돈독하게 합니다. 

Sketch contest
Getting out of the studio, the outdoor sketch contest 
offers a chance for students to portray the life of 
nature, widen their creative scope, and strengthen 
relationships among peers.

특강

국내외 교수, 작가, 평론가, 미술관 큐레이터, 화랑운영자 

등 미술 관계자들과 함께하는 토론과 실습의 장으로 연

중 수시로 개최됩니다. 

Special guest lectures
Professors, artists, critics, museum curators, and 
gallery dealers from home and abroad are invited 
for a forum of discussions during the semester.

현장교육

교내외 미술행사, 주요 전람회, 비엔날레 등 현장학습 

교육을 통해 현대미술 이해의 폭을 넓히며 작가와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Field Education
numerous art events, major exhibition and biennial 
shows serve as major channels for students to 
develop an understanding of contemporary art and 
meet with the artists in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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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하고 다양한 현대미술의 흐름을 반영한 회화, 입체, 

설치, 영상, 뉴미디어, 프로젝트 미술 등 다채로운 교육 프로

그램을 통하여 학생이 자율적으로 개성과 관심분야를 찾고 

심화할 수 있는 능동적인 교육과 연구 환경을 제공합니다.

체계적인 교과과정에 기반을 둔 발표와 토론 중심의 수평적

이며 개방적인 실기 및 이론 교육을 추구함으로써 창의성과 

전공지식을 균형 있게 갖춘 전문문화예술인을 양성합니다.

세미나, 특강, 전시, 현장학습, 교외프로젝트 등 교과과정 이

외의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실기, 이론, 현장이 조화를 이

루는 종합적 미술교육을 목표로 합니다.

We provide a proactive education and research environment 
so that students can find their individuality and areas of 
interest on their own through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such as painting, 3D art, installation art, video art, new 
media and project art, which reflect a wide range and variety 
of trends in modern art.

We foster professional cultural artists with creativity 
and theoretical knowledge by pursuing horizontal and 
open practice and theoretical education with focus on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based on systematic 
curriculums.

We seek after comprehensive art education balancing 
practice, theory and field by providing various extracurricu 
lar programs like seminars, special lectures, field work and 
extramural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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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화과

새로운 미술문화를 창조하는 교육

서양화과 09학번 박소라



전 임 교 수: 최진욱, 구영모, 강영민, 최수환, 김현주

명 예 교 수: 최상철 

학과사무실: 02-393-2602

Professors Professors: Gene-Uk Choi,

young-Mo Koo, young-Min Kang, Soo-Whan Choi

Hyeon-joo Kim

Honorary Professor: Sang-Chul Choi

Administration Office: 02-393-2602 

DEPARTmENT OF PAiNTiNg

Education that creates a new stream of art

교육행사 
Educational Activities

교내미전

한 해 동안의 수업의 결과들을 펼쳐 보이는 오픈 스튜

디오 형식의 전시회로, 학년별 교과내용의 특성과 성과

를 파악하고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Art Exhibition on campus
As an open studio format exhibition, students 
display their achievements over the past year. the 
characteristics and the achievements of the class 
curriculum can be visually manifested, instilling 

motivation for creative activity.

졸업미전

4년 동안의 학과학습을 총정리하고 졸업 자격을 부여

하는 의미와 함께 학생들이 졸업 후 화단에 진출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graduation Art Exhibition
the exhibition summarizes the four year-long work 
and is the basis for granting the qualification to 
graduate. It also serves as an exhibition experience 
for students who will work as artists in the art field.

사생대회

실기실을 벗어나 생동감 있는 자연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작의 폭을 넓히고, 학생간의 우

애를 돈독하게 합니다. 

Sketch contest
Getting out of the studio, the outdoor sketch contest 
offers a chance for students to portray the life of 
nature, widen their creative scope, and strengthen 
relationships among peers.

특강

국내외 교수, 작가, 평론가, 미술관 큐레이터, 화랑운영자 

등 미술 관계자들과 함께하는 토론과 실습의 장으로 

연중 수시로 개최됩니다. 

Special guest lectures
Professors, artists, critics, museum curators, and 
gallery dealers from home and abroad are invited 
for a forum of discussions during the semester.

현장교육

교내외 미술행사, 주요 전람회, 비엔날레 등 현장학습 

교육을 통해 현대미술 이해의 폭을 넓히며 작가와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Field Education
numerous art events, major exhibition and biennial 
shows serve as major channels for students to 
develop an understanding of contemporary art and 
meet with the artists in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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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도 중심의 실기교육으로 개방화와 국제화에 능동

적으로 대처하여 고도의 산업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예술가 양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공실기 과목의 비중을 높이고 다기능 인력(전문프린터, 

판화공방, 판화전문화랑, 미디어산업 등) 양성이라고 하는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을 실시합니다.

현대미술 기획전, 미술관, 박물관 견학을 통한 현장교육과 

세미나 및 특강을 실시합니다.

현대의 다양한 테크놀로지와 인쇄산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판화예술 연구의 저변을 확대합니다.

컴퓨터 아트와 매체 연구를 통해 표현의 영역을 확대하고 

판화의 개념을 확장합니다.

세계 유수의 작가와 프린터를 초빙하여 특강 및 판화 시연의 

기회를 마련합니다.

최첨단 시설을 갖춘 국제적인 판화 프레스실을 운영합니다.

외국 대학 판화과와 작품 교류전을 추진합니다.

Individually based studio classes are geared toward 
producing a group of artists who can keep pace with 
the fast-paced communication of information, actively 
dealing with the era of globalization and open-door 
policy.

Studio-based classes meet the current of the times 
and the social demand for multi-faceted artists 
working as professional printers, pictorial wood 
printers, in galleries, and in the printing industry.

Contemporary art exhibition opportunities, field trips 
to museums and galleries, seminars, and guest 
lectures are also offered.

Integrating with the current printing industry that 
handles the latest technology helps widen the range 
of studies on the printmaking
form of art.

Students can make an experimental attempt with 
computer art and other medium to expand the 
possibility of printmaking medium and the concept of it.

Internationally renowned artists and printmakers are 
invited for lectures and demonstrations.

A high-tech press room for printmaking boasts the 
state-of-the-art facilities.

During the semester, exchange exhibitions with 
universities abroad are also h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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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화과

첨단기자재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과 

장인정신의 융합

판화과 12학번 박정호 

  12학번 김태민



전 임 교 수: 서정희, 강승희, 정원철, 정헌조

학과사무실: 02-393-2603

Professors Professors: jung-Hee Seo,

Seung-Hee Kang, Won-Chul jung, Heon-jo jeong

Administration Office: 02-393-2603 

DEPARTmENT OF PRiNTmEDiA

교육행사 
Educational Activities

교내미전

한 해 동안의 수업의 결과들을 펼쳐 보이는 오픈 스튜

디오 형식의 전시회로, 학년별 교과내용의 특성과 성과

를 파악하고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Art Exhibition on campus
As an open studio format exhibition, students 
display their achievements over the past year. the 
characteristics and the achievements of the class 
curriculum can be visually manifested, instilling 

motivation for creative activity.

졸업미전

4년 동안의 학과학습을 총정리하고 졸업 자격을 부여

하는 의미와 함께 학생들이 졸업 후 화단에 진출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graduation Art Exhibition
the exhibition summarizes the four year-long work 
and is the basis for granting the qualification to 
graduate. It also serves as an exhibition experience 
for students who will work as artists in the art field.

사생대회

실기실을 벗어나 생동감 있는 자연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작의 폭을 넓히고, 학생간의 우

애를 돈독하게 합니다. 

Sketch contest
Getting out of the studio, the outdoor sketch contest 
offers a chance for students to portray the life of 
nature, widen their creative scope, and strengthen 
relationships among peers.

특강

국내외 교수, 작가, 평론가, 미술관 큐레이터, 화랑운영자 

등 미술 관계자들과 함께하는 토론과 실습의 장으로 

연중 수시로 개최됩니다. 

Special guest lectures
Professors, artists, critics, museum curators, and 
gallery dealers from home and abroad are invited 
for a forum of discussions during the semester.

현장교육

교내외 미술행사, 주요 전람회, 비엔날레 등 현장학습 

교육을 통해 현대미술 이해의 폭을 넓히며 작가와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Field Education
numerous art events, major exhibition and biennial 
shows serve as major channels for students to 
develop an understanding of contemporary art and 
meet with the artists in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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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gence between diverse education 
and craftsmanship utilizing state-of-the-art equipments



철저한 창작 실기지도와 체계적인 이론 교육으로 우수한 

문학예술인을 양성합니다.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창작 프로그램으로 창작 지도의 

효율화를 기하고, 저명 문인을 초빙하여 특강을 실시합니다. 

시인, 소설가, 극작가, 비평가 등으로 전문 문학 분야에 

진출하는 것 외에 방송, 신문, 광고, 출판, 잡지 등의 분야에도 

진출하여 문화계 전반에 걸쳐 폭넓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Students are encouraged to produce creative works with 
knowledge of literary theories to grow as skillful writers.

the independent and systematic program maximizes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and special lectures with 
prominent writers are held.

the graduates enter the field of literature as poets, 
novelists, playwrights, critics or other areas of profession 
including broadcast, newspaper, advertisement, 
publication, magazine and so f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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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창작과

21세기 비전을 제시하는 

창조적 문학인 양성

문예창작과 12학번 김승직 

 12학번 최준혁



전 임 교 수: 김다은(소설이론과 창작), 

박찬일(시이론과 창작), 오양진(문학이론과 비평)

학과사무실: 02-393-2701

Professors Professors: ok-ryon Kim(Daeun Kim)

(theory of novel and creative writing),

Chan-il Park (theory of poetry and creative writing),

yang-jin o (literary theory and criticism)

Administration Office: 02-393-2701 

DEPARTmENT OF cREATiVE WRiTiNg

Cultivating creative writers who will lead 
the vision of the 21st century

교육행사 
Educational Activities

졸업작품집 발간

4년 동안 연마한 창작 실력을 총 결집한 졸업 작품들을 

모아 《청사문예》를 발간합니다.

Publishing the collective Works of 
the graduating class
the graduate class submits literary works 
which will be compiled into an anthology entitled 
〔Chungsa Literature〕 upon thorough evaluation of the 

professors.

재학생 작품 공모

학생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문학 작품을 장르별로 공모하고 우수 작품을 

시상합니다. 

graduation Art Exhibition
open entry for Students’ Literary Works to stimulate 
the students’ motivation for creative writing, during 
every fall semester students are encouraged to 
submit literary works for awards. 

재학생 작품집 발간

재학생 작품 공모에서 선발된 우수 작품을 한데 묶어 

《추계문학》을 발간합니다. 

Publishing the collective Works of Students
the works that have been selected through an open 
entry are compiled into a collection of works, called 
〔Chugye Literature〕.

문예특강

저명한 문학인 (시인, 소설가, 극작가, 평론가 등)을 

초빙하여 그들의 예술 철학과 창작 역량을 전수받음으로써 

학생 자신의 문학적 목표와 비전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Special guest lectures
Well-known writers (poets, novelists, playwrights 
and critics) are invited to present talks on their 
philosophy of art and creative techniques to the 
students.

추계청소년문학상

청소년들의 정서순화와 전인교육에 기여하고 내일의 

한국 문학을 이끌어 나갈 문학 영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전국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해마다 ‘추계

청소년문학상’을 개최합니다. 

The chugye Youth literature Award
‘the Chugye youth Literature Award’ is annually 
granted to high school students in order to cultivate 
the literature prodigies of tomorrow in the area of 
poetry and f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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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의 기획, 아이템 선정, 취재 및 자료 수집, 조사 

구성에서 대본 작업에 이르는 단계별로 심화되는 현장 지향

의 실습 수업을 통해 능력을 고취하고 개발하도록 합니다. 

극영화, 비디오, 방송, 광고 등 기존의 영상매체 외에도 

멀티미디어, 인터넷, 게임 등 뉴 미디어 시대의 도래에 따른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현장실습 및 답사 프로

그램을 운영합니다.

the curriculum is devised to gradually train students, 
from planning a scenario, selecting an item, investigating 
and collecting materials, to writing an actual script.

the field trip program is operated to consider a new 
sense of direction in the era of technology and media 
such as motion pictures, video, broadcasting, advertising, 
as well as new media including multimedia, the Internet, 
and 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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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시나리오과

21세기 영상산업의 

참된 인재 양성

 영상시나리오과 11학번 박민정

12학번 임영대



전 임 교 수: 김희재(시나리오 연습), 

김성호(시나리오 론), 한지승(기확안 실습)

학과사무실: 02-393-3096

Professors Professors: Hee-jai Kim(Scenario 

Workshop), Sung-Ho Kim(Foundation of 

Screenwriting), ji-Seung Han(treatment 

Workshop)

Administration Office: 02-393-3096 

DEPARTmENT OF Film WRiTiNg

교육행사 
Educational Activities

졸업작품집 발간

4학년 학생들의 시나리오 제작 능력을 총 집결한 졸업 

작품을 제출하여, 작품성을 척도로 한 지도교수의 공정한 

검토 과정을 거친 후 졸업작품집을 발간합니다. 

Publishing the collective Works of the 
graduating class
Seniors must present works to be screened and 
compiled into a collection, which summarizes what 
they have learned in a four-year period of time. After 
a thorough and careful examination, professors are 

expected to publish the works of the graduate class.

재학생 작품 공모

시나리오 창작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재학생을 대상

으로 분야별 작품을 공모하고 우수한 작품을 시상합니다.

Open Entry for Students' Scenario
open entry for students’ scenario to stimulate the 
students’ creativeness and motivation for scenario 
writing, they are encouraged to submit work of their 
expertise field, which is judged and
awarded for excellence.

재학생 작품집 발간

재학생 시나리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품을 모아서 

《추계 시나리오 창작집》을 발간합니다.

Publishing the collective Works of Students
throughout the course of their academic program, 
students' work, which has been selected through 
an open entry are compiled into a 〔Chugye Scenario 
Collection〕.

작품 발표회

산업 전문인력을 초청하여 한 자리에서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작품을 발표하여 작품, 작가가 현장에 소개되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Student Presentation of Works
Contemporary professionals in their respective 
industry are invited to conduct a joint session with 
students who are asked to present their work for 
actual exposure opportunities.

특강 및 현장 실습

현장의 유수 인사를 초청하여 특강을 실시하고, 답사를 

통하여 실제 제작 역량을 높입니다. 

Special guest lectures and Fieldwork
Prominent figures in the film industry field are 
invited for to lecture, and students can take field 
trips to a film production site, witnessing the actual 
production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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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stering the genuine elite for
the 21st century film industry



영상산업을 이끌어 나갈 경영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세계 영상산업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획력, 마케팅력, 재무관리 능력, 

유통력, 시장분석력을 갖추게 합니다.

영상산업의 전문화에 따른 현장 연계수업, 그리고 영상산업 현실에서 급속

하게 증대하고 있는 전문경영에 대한 교육수요를 효율적으로 겸비합니다.

영상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비전을 기본으로 경제학, 경영학, 그리고 

기타 관련 학문의 기법과 지식을 도구로 하여 영상산업 각 영역에서 사업을 

실제적으로 영위하거나 해당 기업의 필수적인 사업 방향과 방법을 컨설팅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배출합니다.

the goal is to educate management experts who can be leaders in the 
film and entertainment industry.

It aims to prepare competitive abilities of coordinating, marketing, 
financing, distributing, and market analysis which are the crucial factors 
in the film and entertainment industry market.

Having a special partnership with film business, students can receive 
feedback from what is actually happening in the film and video industry 
scene. they also come to satisfy the rapidly increasing demand as 
management experts in the film and entertainment industry.

Based upon the proper understanding and vision toward the film and 
entertainment industry, other related fields of study such as economics, 
and management are given with focus on the techniques and theories. thus, 
students are cultivated in the direction which will lead them to become 
experts that will enable them to take charge of actual business in the industry 
or give consultations in terms of business direc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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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비즈니스과

영상산업의 미래를 주도할 

전문 경영인력 양성

영상비즈니스과 11학번 배한철

11학번 안재영



전 임 교 수: 안성아(영상마케팅), 

김은영(영화프로듀싱), 서영덕(문화경제학)

학과사무실: 02-393-3097

Professors Professors: Sung-Ah Ahn (entertainment

Marketing), eun-young Kim (Film producing), 

young-Duk Seo (Cultural economics)

Administration Office: 02-393-3097 

DEPARTmENT OF 
Film AND ENTERTAiNmENT BuSiNESS

Nurturing the professionals who will lead the future 
of film and entertainment industry

교육행사 
Educational Activities

영상 산업 특강

현재 영상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각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를 초청하여 그들의 비즈니스 철학이나 방법을 

듣고 발전적인 비즈니스의 체계와 프로세스를 습득합니다.

Special Visiting lectures
Leading professionals in the film industry give 
lectures about their experiences and business 
know-how and inspire students about the developing 

business system and process.

국제영화제 참가

해마다 전주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를 포함한 다

양한 영화제, 영상관련 국제 페스티벌, 전시회, 박람회 

등에 참가하여 더욱 다양하고 작품성 있는 영상 콘텐츠

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Symposiums on Film Business
It is an opportunity to come up with adequate 
issues related to film business and to debate such 
issues. Meanwhile, students can establish their own 
philosophy of business and to enhance the ability 
to examine present problems and come up with 
solutions.

현장교육

실제로 영상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현장을 

방문하고 관계자와의 대담을 통하여 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흐름을 이해합니다. 

Field Education
Students actually have a chance to visit sites, seeing 
first hand that a film business is an ongoing process. 
through conversation with the people concerned, 
they can improve their overall understanding of the 
business process. 

졸업작품 발표회

실제로 영상 산업의 전문가들이 참관한 자리에서 학생 

개개인이 직접 ‘기획’하고 ‘마케팅’한 작품을 프레젠테

이션합니다. 

Presentation of graduation Works
Students present their works they ‘planned’ and 
‘marketed’ for themselves in the presence of film and 
entertainment industry experts.

졸업작품집 발간

졸업 예정자는 4년간 연마한 영상비즈니스 관련지식을 

총 집결한 졸업작품을 제출합니다. 최종 출판된 작품집은 

원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며, 현장의 실무진에게 전달

됩니다. 

Publishing the collection of graduation Works
Graduating students submit their graduation 
works containing their knowledge of film and 
entertainment business they acquired in the last 4 
years. the published collections of graduation works 
will protect the copyright of the original authors, and 
be delivered to the working groups in th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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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학부 College of Liberal Arts

교양학부 
College of Liberal Arts

   교수명

・남상문

・이흥재

・연상춘

    Professor

・Sang-Moon nam 

・Heung-jae Lee

・Sang-Choon 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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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활동 Student Activities

장학제도
Scholarship

학생들의 면학 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

이 단정하며 전공 분야에 우수한 재능을 발휘한 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은 각종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성적우수장학금 ・학보방송장학금 ・학생간부장학금

・보훈장학금 ・근로장학금 ・아산장학금

・후생복지장학금 ・모임당장학금 ・특별근로장학금

・실기우수장학금 ・형제자매장학금 ・기업은행장학금

・국악과장학금  ・성악과장학금 ・교직원자녀장학금

・가계곤란장학금 ・후생복지근로장학금 ・국가장학금

・직원노동조합장학금

문의 : 02-362-6162~6163(교학처 학생팀)

Students with excellent academic records, desirable conduct and 
outstanding talent in their major area are awarded with different 
types of scholarships that are available including 

・Merit-based cholarship     ・Scholarship for Students in Press

・Scholarship for Student      ・Bohoon Scholarship
  Government Members     ・Work-study Scholarship

・Asan Foundation Scholarship     ・Student Welfare Scholarship

・Moimdang Scholarship     ・Special Work-study Scholarship

・Best Performer Scholarship     ・brothers and sisters Scholarship

・IBK Scholarship       ・Department of Korean traditional Music 

・Department of  Vocal Scholarship           Scholarship

・School Personnel’s Children Scholarship ・Difficult Household economy Scholarship

・Welfare Workstudy Scholarship    ・national Scholarship

・employee Labor Union Scholorship 

Student Affairs : 02-362-6162~6164

총학생회
Student Council

학생들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 활동을 통해 학생 복지와 권리 신장

에 이바지하는 본교 유일의 학생 대표기관입니다. 본회는 운영위

원회, 전공학생회, 동아리연합회, 집행부, 대의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It is the only organization in the school that represents the students. 
It contributes to the enhancement of students’ welfare and rights 
through free and democratic self-governing activities. the Student 
Council consists of the steering committee, the student committee on 
majors, the association of student clubs, the executive board, and the 

board of representatives. 

동아리
Extracurricular activities – Clubs

・날화(그림패) ・얼굿패(풍물패)

・율도국(Rock 밴드) ・추계영상연구회(사진)

・SOULOVE(흑인음악) ・CABU(농구동아리)

・살롱이데아(문학) ・시네마펠라즈(영화제작)

종교동아리

・(I.V.F / C.A.M / 예수전도단) 

문의 : 02-362-6162~6163(교학처 학생팀)

・nalhwa(painting) ・Ulgootpae(poong mool pae)

・yooldoguk(rock band) ・Chugye Image Society(photography)

・SoULoVe (Black Music) ・CABU(Basketball Club)

・Salon Idea(Literature) ・Cinema Fellaz(Film Production)

religious clubs

・(I.V.F / C.A.M / jesus issionaries) 

Inquire at office of Student Affairs : 02-362-6162~6164



음악학과 

Master of Music Program

국악 분야

Division of Korean traditional Music

성악 분야

Division of Voice

피아노 분야

Division of Piano

관현악 분야

Division of orchestral Instruments

작곡 분야

Division of Composition

[석사과정] [석사과정]

미술학과 

Master of Fine Arts Program

동양화 분야

Division of Korean Painting

서양화 분야

Division of Painting

판화 분야

Division of Pri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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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박사과정]

문화예술학과

Master of culture and Arts Program

문예창작 분야

Division of Creative Writing

문화콘텐츠 분야

Division of Film and Cultural Contents

문화예술행정경영 분야

Division of Culture & Arts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문화예술학과

Culture and Arts Doctoral Program

문예창작 분야

Division of Creative Writing

문화콘텐츠 분야

Division of Cultural Contents

문화예술행정경영 분야

Division of Culture & Arts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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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의 종류

•국악교육전공 석사과정

•국악교육전공 연구과정 (1년)

•국악교육정책전공 석사과정

•국악교육정책전공 연구과정 (1년)

•연구 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석사 과정에 진학할 경우 특별전형 자격 부여  

 및 연구 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  대학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부 인정

Programs

・Master’s Program for education of Korean traditional Music

・research Program for education of Korean traditional Music (1 year)

・Master’s Program for education Policy of Korean traditional Music

・research Program for education Policy of Korean traditional Music (1 year)

・those who have completed the research program and have gotten into 
 the graduate program will be given a special status and be able to   
 transfer credit-hours of the research program to the graduate program  
 upon approval from the school.

연구분야

•국악기(대금, 피리, 해금, 가야금, 거문고, 단소,    

 소금, 아쟁, 생황, 양금, 작곡, 지휘 등) 실기 연구

•국악 성악 실기 연구

•국악 타악실기 연구

•국악교육정책 연구

Research Areas

・Korean traditional music (daegum, piri, haegum, gayageum, gomungo,  
 danso, sogum, ajaeng, senghwang, yanggeum, composition, conducting)

・Vocal Korean traditional music (melodies, lyrics, pansori, folk songs)

・Percussions of Korean traditional music (as well as samulnori with   
 jangu, drum and kwanggari)

・research on Korean traditional music education policy

  

진로 및 전망

•초·중·고등학교 교사 및 대학의 교수

•국악교육기관 및 단체의 국악교육 지도자

•국립국악원 및 각 지방자치단체 국악관현악단 등    

 국악단체 연주 전문요원

•교육과학기술부·각 시도 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교육관련기관 국악교육 정책 전문가

career

・teaching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and universities

・Korean traditional music education director for Korean traditional music  
 education centers

・Playing at the state-run Korean traditional music center, local Korean  
 traditional music orchestra and Korean traditional music group

・Policy maker for Korean traditional music education at the divisions   
 including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office of  
 education in municipal and provincial governments,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and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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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경영학과 Culture & Arts Management

 문화예술경영전공 석사과정

 Master’s Program in Cultural Arts Planning

 영상시나리오학과 Film Scenario

 영상시나리오전공 석사과정

 Master's Program in Film Scenario

 엔터테인먼트비즈니스학과 Entertainment Business

 엔터테인먼트비즈니스전공 석사과정

 Master’s Program in Entertainment Business

 컨템포러리미디어뮤직학과

 Department of Contemporary Media Music

 뮤직프로듀싱 분야 석사과정 

 Master’s Program in Music Producing

 필름스코어링분야 석사과정 

 Master’s Program in Film Scouring 

4342

문화예술경영대학원 Graduate School of Culture & Arts Management

본 대학교 대학원에 관심이 있는 분은 추계예술대학교 대학원 

홈페이지(http://grad.chugye.ac.kr) 및 전화(02-362-5900)로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those who are interested in the graduate program can visit the 

website of Chugye University for the Arts(http://grad.chugye.ac.kr) 

or inquire at 02-362-5900 for furthe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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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

The School of Continuing Education

대학수준의 평생 학습 기회를 서비스함으로써 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를 목적으로 합니다. 기 개설된 과정외에도 꾸준한 강좌의 개발을 통하여 

다양한 교육기회를 부여하는 학점은행제 운영기관(4년제 학사과정)

Continuing education equivalent to an undergraduate level is offered for 

the education of the community. In addition to existing courses, a 

continuous development of lectures is scheduled to provide students with 

better possibilities of education. the Credit Bank System is in operation(4-

year undergraduate program).

추계콘서바토리

실용음악 분야의 실질적이고도 창의로운 교육을 통하여 음악적 자질과 

소양을 키우며 다양한 음악을 자유자재로 창작, 구현하는 전문 뮤지션 및 

아티스트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추계콘서바토리에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

하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추계예술대학교 총장 명의의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원장: 문성준

• 학과장 

  실용음악 : 박찬종, 방송연예 : 정기철

•평생교육원 교학팀: Tel. 02-3147-1230, 1232 Fax. 02-3147-1231

The chugye conservatory
receiving practical and enlightening education in the area of applied music, 

students can develop their musical talents and skills to have a good command 

of various kinds of music as professional musicians and artists. those who 

have completed the required credit-hours at Chugye Conservatory, under the 

credit transfer policy of the school, will be conferred a degree approved by 

the President of Chugye University for the Arts.

・Director: Moon Seongjoon 

・ Chairman  

Practical music:  Park Chanjong

    Broadcasting and entertainment: Ki Chul jung

・Administration team: tel. 02-3147-1230,1232   Fax. 02-3147-1231

개설전공: 실용음악, 음악회

•보컬

•싱어 송라이터

•작곡: 컴퓨터음악 & 미디 작편곡

•기악: 기타(일렉/클래식), 재즈 피아노, 베이스(일렉, 재즈 콘트라베이스),  

 드럼, 퍼커션, 브라스(색소폰, 트럼펫)

•음향

Open courses: Applied music, music Studies

・Vocal

・Singer-Songwriter

・Composition: computer music and MIDI writing and editing.

・Instrument: Guitar (electric / Classic), jazz Piano, Bass (electric / jazz Contrabass), 
 Drums, Percussion, Brass (Saxophone, trumpet)

・Sound engineering

향후 진로 및 진출분야

가수, 작곡가, 편곡자, 전문연주인, 음반 및 공연 기획자, 프로듀서, 음악감독, 

음향엔지니어, 사운드 디자이너,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뮤직 퍼블리싱 분야 

등에서 전문 음악인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영화음악계, 방송계, 광고회사, 

음반사, 공연기획, 게임제작업체,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모바일 컨텐츠 

제작업체, 음악 출판업계, 음악교육계, 저작권 단체, 기타 문화예술 컨텐츠 

관련분야로 진출하게 됩니다.

career and Fields
Graduates can work as singers, song writers, arrangers, professional 

performers, records and performance coordinators, producers, music 

directors, sound engineers, sound designers and professional musicians in 

the fields of artist management and music publishing. Graduates can also 

explore their career in the fields of sound track recording, broadcasting, 

advertising, major record labels, performance coordinating, game 

production, animation production, mobile contents production, music 

publishing, music education, copyrights organization and other culture & 

arts content related areas.

교육행사

•Open Clinic (Master Class): 본교 교수이자 현직 뮤지션의 공개 레슨 강좌

•기말연주회: 학기별로 이루어지는 작품발표회

•정기연주회: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이 1년간 배운 실력을 공개적 

 으로 발표함으로써 무대 감각 배양과 함께 한 해를 정리하고 인정받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홈페이지: http://www.cgc.ac.kr  

   Tel. 02-3147-1130

Educational Activities

・open Clinic (Master Class): professors who are also working as   
 musicians hold an open lesson lecture.

・term-end recitals: presentation of work in each semester

・regular recitals: Pre-auditioned students hold a performance   
 to further their stage experience and receive acknowledgement,   
 presenting their skills obtained for one year in front of the public.

 Home page: http://www.cgc.ac.kr

부속기관 Additional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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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예과

대중문화예술 및 미디어 영상산업의 성장과 융합, 그리고 급격한 변화에 

발맞추려는 뜻으로 일반 연극영화과와 차별을 두고 방송연예과 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연극, 영화배우를 육성하는 일반 연극영화학과와 다르게 

새로운 미디어 콘텐츠 환경이 요구하는 다양한 인력들을 선발하고 체계적

으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입니다. 연극, 영화나 방송의 드라마 분야의 

연기자 교육 및 아나운서, 모델(광고모델, 패션모델), 개그맨, MC, VJ 등 

전문성을 지닌 다양한 엔터테이너들을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방송연예과 과정은 학점인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소정의 학점을 이수해서 

연극학 학사학위(연극 전공의 전문학사 포함)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Department of Performing Arts
to distinguish itself from the more commonly known Department of Film, 

theater and television, the Department of Performing Arts seeks to fulfill 
the industry’s demand for academic adaptations associated with the growth 
and rapidly changing trends of popular culture and art. Unlike the more 
conventional programs of our sister department which is designed to 
produce actors and actress for stage and film performances, our program’s 
objective is to provide academic programs to meet the various demands 
of new media content with customized systematic courses. to maximize 
its professional impact, the targeted students encompass a wide range 
of acting professionals who are participating in their various professions 
and fields, such as theater, film, broadcasting, modeling (including fashion 
and studio models), comedians, MCs and Vjs with courses to enrich their 
entertainment career. Upon completion of these courses, students will be 
graduating with a BA degree in theater(also applicable for an associated 
bachelor degree) in accordance with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Act on 

Credit recognition that permits the department to endow academic credits.

개설전공: 연극학(연극학전공, 연극전공)

・연기 전공: 연기자, 개그맨, MC, VJ 등

 연기교육분야 - 연극연기, 방송연기, 영화연기 등

・모델전공: 패션모델, 광고모델

 교육분야 - 워킹, 포토포즈 촬영 등

・뮤지컬 전공: 전문 뮤지컬 배우 육성

・문화콘텐츠 기획전공: 공연, 영화, 드라마, 대중음악 등의 문화콘텐츠      

 분야의 전문 기획자 육성

・ 엔터테이너 전공: 연기를 바탕으로 k-pop중심의 춤과 노래를 겸비한 

방송과 연예활동 현장 중심의 종합 예술인 엔터테이너 육성 

・액션연기 전공: 액션 전문 연기자 육성(예정)

・공통교육분야: 연극 공연, 단편영화, 프로필 촬영 등

Open courses: Theater (degree in theater and theater studies)

・Acting major: actors/actresses, comedians, MCs, Vjs, etc.  
 Courses offered in – drama acting, broadcasting acting, movie acting, etc.

・Model major: fashion models and advertising majors   
 Courses offered in – walking, still photography, etc.

・Musical major: fostering professional musical actors

・Cultural contents planning major: fostering professional planners of      
 cultural contents like performances, movies, dramas and popular music

・ entertainer major: fostering multidisciplinary artists, engaged in 
broadcasting and entertainment activities, who can act, dance and sing 
with focus on k-pop 

・Action performance major: fostering action actors

・Mandatory courses: stage performances, short films, photographic    
 works, etc.

교육행사

•기말 정기 발표회: 연극공연or뮤지컬 공연or엔터테이너 공연

   (매년 말에 발표)

•기말 전시회: 프로필 전시 및 발표회 (매년 말에 발표)

•제작 발표회: 단편영화 상영 및 발표회 (매년 말에 발표)

•졸업 작품 발표회: 공연 및 단편영화 발표 (졸업 년에 발표)

 홈페이지: http://www.cgc.ac.kr  Tel. 02-3147-1131

Educational activities

・ regular presentations at the end of semester: theatrical performance or 
musical presentation or entertainment performance (presentations are 
given at the end of each year)

・Final term exhibition: Profile exhibition and presentation    
 (at the end of each academic year)

・Production presentation: Short film presentation and conference   
 (at the end of each academic year)

・Graduation presentation: Stage performance and short film presentation  
 (to commemorate the graduation ceremony)
 Home page: http://www.cgc.ac.kr

디지털문화콘텐츠 교육

2001년 개설하여 학부생을 대상으로 전공, 교양 중심의 온라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24시간 어느 곳에서나 수강이 가능하며, 촬영과 편집이 가능한 

스튜디오와 자체 제작인력, 서버운영 등 온라인교육지원설비를 바탕으로 

우수한 문화콘텐츠 강의를 제작 및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학원 

온라인 강의로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홈페이지: http://ecampus.chugye.ac.kr Tel. 02-3147-1230

Digital contents Education
Since 2001 undergraduate students have been able to receive education 

in their major and liberal arts areas via on-line at any time and any place. 

Supporting facilities for on-line education, such as studios for filming and 

editing as well as an operating server can make on-line lectures on cultural 

contents more fascinating. on-line lectures for the graduate program will 

also be available in the near future. 

Home page: http://ecampus.chugy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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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도서관

Digital Information Library

전문성을 살려 예술 및 문화 관련 자료에 중점을 두고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도서자료(단행본, 정기간행물, 논문 등)와 

비도서 자료(멀티미디어 자료) 등을 정리하여 개가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웹기반 통합형 학술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기획하여 도서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텍스트뿐만 아니라 음성, 영상, 전자책 등의 전자

정보와 같은 디지털 형태로 된 각종 국·내외 정보와 메타 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멀티미디어 감상 공간을 

확충하여 악보자료와 관련된 동영상 및 음반을 같이 연구·분석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 02-362-2230

Focusing on materials about art and culture, the library in particular 

collects materials that are not easily obtained in Korea as well as the books 

on humanities and sciences. Students may have access to printed materials 

(books, periodicals, theses etc.) and non-book materials (multi media 

materials) that have been catalogued with an openshelves system. In 2013

“Web-based Integrated Academic Information System” was planned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library operations. the library offers access to 

domestic and foreign information, including meta data, not only in text form 

but also in digital form such as voice, image and e-resources from e-books 

in a convenient manner, transcending time and space. Providing the space 

for using multi media materials, students can study and analyze musical 

scores, movie clips, records, and CDs. 

Inquire at :02-362-2230

추계예술교양방송국(CABS)

CABS(Chugye University for the Arts Broadcasting System)

신속 정확한 전달과 올바른 학내 여론조성 및 교양증진, 정서함양 등을 통

하여 건전하고 참신한 대학 문화 창달을 사명으로 합니다. 

문의전화 : 02-364-6924

With quick and accurate announcements, appropriate campus consensus 

and providing information for the enrichment of campus life, CABS has the 

mission to create a sound and lively campus culture.

Inquire at : 02-364-6924

학보사

University Newspaper

교내외 제반 뉴스와 국내외 예술분야의 각종 정보를 보도, 논평합니다. 

예술 교육에 어울리는 학풍을 조성하고 올바른 대학문화 형성을 위한 언론 

매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문의전화 : 02-312-9417

Serving as the campus news media, the university newspaper covers 

information on the latest announcements in the field of arts both in Korea 

and abroad as well as the on-and-off campus news and comments on them.

Inquire at 02-312-9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