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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안내 GENERAL INFORMATION 

 
 

주의 안내문 

 
 

본 카탈로그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약속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예술 대학교는 이 카탈로그에 기록된 학사과정, 

규정,절차등에 관한 모든 내용을 공지 없이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락처 Contact Information 
 

 

California Arts University 

4100 W. Commonwealth Ave. #101 

Fullerton, California 92833 
 
 

Website: www.cauniv.edu  

Telephone: 213-700-7575 

Fax: 714-907-1511  Email: info@cauniv.edu  

 

 

 

학교 소개 About Our University 
 

 

캘리포니아 예술대학교는 2013 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의 훌러톤시에 

설립이 되었다. 설립자인 정세광 박사는 매우 진보적이며 활동적인 음악 지도자로서 

지역사회와  글로벌 시대에 발맞추어 수준 높고 전문적인 현대실용음악의 시대적인 

교육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바탕으로 학교가 설립되었다.  

 본교에서 현대실용음악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본교의 전문적인 교과과정을 통하여              

개인적인 음악 창작활동과 그룹 앙상블을 통하여 수준 높고 다이나믹한 음악을 

창출하며  현장 경험을 통하여 성숙된 전문 음악인을 배출한다       

본교는 세계적인 음악 흐름에 맞추어 이론과 실기에  뛰어난 수준 높은 교수의 지도로  

각 학생의 음악목표를 성취하기위한 교육에 전념한다. 

 

http://www.cauniv.edu/
mailto:info@cauniv.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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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사명 Mission Statement 

 
 

캘리포니아 예술대학의 미션은  학생들에게 수준 높고 전문적인 현대실용음악 

교육을 제공한다. 

 

학교의 목표 Institutional Objectives 

 
 

캘리포니아 예술 대학에서 다음의 네가지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 
 

1.   음악 이론과 역사를 이해하고 음악 공연을 할 수 있다. 

2.   훌륭한 연주 기술을 가진다. 

3.  공연과 작곡에 전문적인 수준의 기술과 예술적 감각을 가진다 

4.   다른 여러가지 음악 사업 기술을 가진다.  

 
 
 
 

학교의 학습성과 Institutional Learning Outcomes 

 
 

캘리포니아 예술 대학에서 다음의 네가지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 
 

1.   음악 이론과 역사를 이해하고 음악 공연을 할 수 있다. 

2.   훌륭한 연주 기술을 가진다. 

3.  공연과 작곡에 전문적인 수준의 기술과 예술적 감각을 가진다 

4.   다른 여러가지 음악 사업 기술을 가진다.  

 
 

교육 철학 Philosophy of Education 

 

캘리포니아 예술대학교는 전문적인 교육을 통하여 영적인 성숙과 전문성을 갖춘 

다재다능한 음악인을 배출한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강의, 연주연습과 공연을 통한 

수준 높은 음악교육으로 학생들은 졸업후에 탁월한 음악인으로 그들의 전문분야에서 

활동하게 한다. 



7 
 
  

 

 

신앙고백 Statement of Faith 

 
 

캘리포니아 예술대학의 모든 이사진, 학생들, 직원들과 교수들은 다음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한다. 
 

우리는 성경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생활과 학문적 훈련을 위한 유일한 

기준임을 믿는다. 우리는 영존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인격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주가 창조된 것을 믿으며, 천국과 지옥 그리고 악한 

존재가 존재함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었음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음을 믿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영광 가운데 다시 재림하여 세상을 다스릴 것을 믿는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을 것을 믿는다.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선교, 교육, 봉사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것을 믿는다. 우리는 사탄은 실재하며 

그리스도 밖의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갇히게 될 곳에서 영벌이 예비되어 있는 유혹자로서 

활동하는 것을 믿는다. 우리는 종말의 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재림하시는 것은 죄를 심판하고 벌하시며, 그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고, 

영생과 영벌로서 창조와 구속의 사역을 통한 그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한 것임을 

믿는다. 구원 받은 자나 버림받은 자는 모두 부활하게 되며 구원 받은 자는 영생의 

부활에로, 버림받은 자는 영벌의 부활에로 처하여 진다. 

 

 

위치와 시설 Location and Facilities 

 
 

캘리포니아 예술 대학교는 훌러톤시의 시공항 건너편에 있다. 

캠퍼스는 Commonwealth Avenue 에 있고 건물 뒤쪽에 주차장이 있다. 시설로는 

사무실, 교수실, 도서관, 강의실들, 학생휴게실, 녹음실과 개인렛슨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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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인준과 인가 안내 Accreditation and Approval Notice 

 
 

Contemporary Music (실용음악)을 가르치는 California Arts University 는 

2018 년 4 월 24 일 연방 학위인증기관 Transnational Association of Christian 

Colleges and Schools(TRACS) [15935 Forest Road, Forest, VA 24551; 전화: (434) 

525-9539; e-mail: info@tracs.org]로부터 Accreditation 연방인가 준회원 자격을 

획득했다 (Accreditation Candidate Status). TRACS 는 CHEA(Council on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와 미국 교육부 (U.S. Department of Education)가 인정하는 

학위 인정 기관이다. 

캘리포니아 예술대학은 캘리포니아주 교육국[BPPE]으로 부터 2013 년 8 월에 

현대실용음악 석사학위[Master of Arts in Contemporary Music Performance]를 줄수 

있는 대학교 인가를 받았다. 
 

 

비 차별 규정.Nondiscrimination Policy Statement 

 
 

캘리포니아 예술 대학교는 모든 입학 지원자나 직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인종,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나이 혹은 장애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 

이것은 미연방과 캘리포니아 정부의 비차별 법령에 근거한 것이다: Title IV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as amended); Title IX of the Education Amendments of 

1972; 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and Age Discrimination Act 

of 1975. 

 

 

 

 

 

 

 

mailto:info@trac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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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프로그램 EDUCATIONAL PROGRAM 
 

 
 

Master of Arts program in Contemporary Music Performance (MACMP) 
 
 

프로그램 목적과 성과 Program Purpose and Outcomes 

 
 

캘리포니아 예술대학의 실용음악 석사 과정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활발한 협연과 수준 

높은 실용음악 학습을 제공함으로써 전문적인 음악 지도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본 과정의 연주자와 보컬리스트는 각자의 예술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다. 학생들은 각 선택분야의 교과과정, 개인렛슨, 합주와 공연을 통해서 높은 

수준의 하모니와 음악 스타일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현대 실용음악 

공연자에게 필수적인 고급 전문적 기법을 습득한다. 이 프로그램은 현대 음악의 기본 

방향에 부합된 포괄적인 교과 과정이다. 
 
 
 

 

프로그램 학습 성과 MACMP Program Learning Outcomes 
 

이 학위과정을 마친 학생은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갖추게 된다. 
 

• 각 공연분야에서 하모니와 예술적인 앙상블을 갖춘다. 

• 현대실용음악분야 공연자에게 요구되는 기술을 갖는다. 

• 현대실용음악분야의 다양한 음악 공연을 할수 있다. 

•    공연분야에서 각자의 음악성을 향상시킨다. 

• 음향및 레코딩 기술을 습득하고 음악을 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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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요건과 절차 Admission Requirements and Procedure 

 
 

현대실용음악 석사학위 과정에 지원하는 학생의 요건 
 

• 대학 학사 혹은 동등 학위 졸업자 

• GPA 3.0 이상(낮은 경우는 지원서 의 전반적인 서류 심사로 결정한다)  

• 성적 증명서 

• 추천서 2 부 

• 자기 소개서 

• 학과면접 

• 전문 이력서 또는 이력서 

 

입학 신청절차. Application Procedure 
 

캘리포니아 예술대학의 현대실용음악석사학위 과정의 지원자는 인정된 대학교의 

학위가 요구되며 위의 입학요건들을 참조 하십시요. 지원자는 입학지원서, 

입학지원서비와 지원서에 기록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식 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 공식 성적표는 발행한 대학교가 봉인된 우편 또는 이메일로 직접 보내야 한다. 

• 지원서비$100(환불 불가)은 지원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출한 지원서류는 대학교에 소속되므로 입학심사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자에게 

반환되지 않는다. 서류는 지원일로 부터 일년동안 안전하게 보관된다. 합격자의 

성적증명서, 시험 점수와 입학허가서는 교무처 사무실에 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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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요구사항 Program Requirements 
 

 

학생은 다음의 사항이 충족되면 현대실용음악석사 학위를 받게된다. 
 

 

• 48 학점 이수(2 년과정) 

• 36 학점 이수(전체학점의 36 학점을 CAU 에서 취득) 

• 최소 GPA 3.0 

• 졸업 연주회 

 

 
 

학과목 Course of Study 

 
 

First Semester Second Semester 
Individual Instruction I (3) 
Jazz Ensemble I (3) 
Advanced Jazz Harmony I (3) 
Advanced Sight Singing (3) 

Individual Instruction II (3) 
Jazz Ensemble II (3) 
Advanced Jazz Harmony II (3) 
Advanced Ear Training (3) 

Third Semester Fourth Semester 
Individual Instruction III (3) 
Jazz Ensemble III (3) 
Songwriting I (3) 
Advance Sound Design Techniques (3) 

Individual Instruction IV (3) 
Jazz Ensemble IV (3) 
Songwriting I (3) 
Studio Recording (3) 
Graduation Rec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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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목 해설 Course Descriptions 
 

 

MUS 501, 502, 601, 602 I-IV.  
 Individual  Instruction I-IV  

개인 렛슨 I-IV 

 
MUS 511, 512, 611, 612 Jazz Ensemble I-IV 

훌륭한 밴드 및 앙상블 멤버로 육성하기 위해 앙상블을 위한 대표적인 레퍼토리 곡들과 

각 악기별 실력 향상을 위한 연주 연습곡들을 공부하여 실제 필드에서 필요한 앙상블 

테크닉들을 배우게 된다.  

 
MUS 521 Advanced Jazz Harmony I 

이 과정에서는 장, 단조 화성의 분석과 적용, 그리고 계속해서 IV 도 마이너 코드, 모드 

교환, 코드음계이론등을 상세히 다루게 된다. 또한 멜로디 구조, 멜로디 와 화성의 관계, 

멜로디에서 각각의 음들에 대한 분석등을 배우게 된다. 속화음의 대리기능을 하는 화음 

그리고 iim7 코드 관련, 감화음의 패턴, 전조등을 집중 공부한다.  

 
MUS 522 Advanced Jazz Harmony II 

이전 과정에 이어, 부속 (Secondary Dominant) 화음의 위종지적 해결, 속화음 (Dominant) 

기능이 없는 속 7 화음, 속화음 (5 도권)의 연속 사용등의 모던 화성진행의 원리와 원칙의 

이해를 공부하는 과정이다. 또한 멜로디 구조, 형식, 멜로디와 화성의 관계, 모드 교환, 

지속음과 오스티나토, 선법 화성과 선법 작곡, 혼합 화성과 일정한 구조등을 심화 

복습하는 과정이다. 

 
MUS 621 Songwriting I 

송라이팅 (노래 만들기) 기술. 이 과목은 곡의 형식, 멜로디, 화성, 베이스 선율 발전과 

리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러한 음악의 요소들을 어떻게 발전 시킬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이과목은 가사 고찰에 대한 입문이 될것이며, 다양한 

스타일의 연구과제들이 다루어지게 된다. 

  

MUS 622 Songwriting II 

이과정은 가사와 멜로디의 적절한 조화를 배우는 과정이다. 전조와 선법을 포함한 

송라이팅에서의 조성적 요소들의 확장이며, 더욱이 트랜지셔널 브릿지와 메인 브릿지를 

포함한 형식에 대한 연구가 될것이다. 학생 연구과제는 다양한 스타일과 형식의 가사와 

멜로디 작곡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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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 531 Advanced Sight Singing 중급 시창 청음 

조성 음악과 무조 음악에서 음정을 인식하여 노래할수 있는 기술이며 상대적으로나 

독립적으로 음정을 들을수 있도록 훈련한다. 

 
MUS 532 Advanced Ear Training 

이 과정은 연주와 기보법을 통한 청음 능력을 향상시킨다. 

하모닉과 멜로딕 스케일 그리고 리디안, 믹소리디안, 도리안, 프리지안, 믹스드 

모드에서의 멜로디, 음정, 화성, 계명창을 포함하며 또한 리듬, 박자, 지휘법, 기보법을 

다루게 된다. 

 

 MUS 631 Advanced Sound Design Techniques 

이 과정은 청음과 기존에 잘 만들어진 패치의 카피본 만들기에 대한 집중을 통해 

학생들에게 음악을 구분하고 분석하며 평범하지 않고 다이내믹한 악기 소리와 음향 

효과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학생들의 실제 연주 활동 및 영화나 TV 드라마의 

OST, 광고 음악등, 미디어 음악 제작에 적용된다.  

 
MUS 632 Studio Recording 

Digidesign Pro Tools 나 Logic Pro 를 이용, 음악의 편곡과 작곡에 집중하여 적용할수 

있도록 녹음 및 편집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가상악기의 사용, 미디 

레코딩, 시퀀싱, 트리밍, 페이딩, 템포, 박자, 타임 스트레칭, 플러그인 오토메이션은 물론 

각각의 사운드 트랙 조절, 오디오 불러오기, 플레이 리스트 녹음, 이퀄라이져 조절과 음향 

효과등을 다루게 된다. 궁극적으로 앞서 언급한 모든 기술들을 적용하여 완전히 편곡된 

작업의 최종 믹싱까지 배우게 된다. 

 
MUS 650 Graduation Recital  

모든 학생들은 학위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인 졸업연주를 위해서 반드시 이 과목에 

등록해야만 하다. 졸업연주는 반드시 담당교수의 지도아래 정식 규모 이상의 연주회가 

되어야 하며, 해당 학생은 학위 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목들을 모두 마친 이후여야 한다. 

각각의 학생들은 리사이틀에 대한 연주 개요(Recital Abstract)를 준비해야하며 최대 

10 페이지이내로 졸업연주때 연주할 곡들에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졸업연주는 

학위과정 전반에 대한 리뷰로서, 각 학생이 학위 과정을 이수하는동안 연주했던 모든 

레퍼토리들과 교수들을 통해 습득한 모든 연주 기술, 그리고 주요 과목들을 통해 배운 

모든것들을 종합할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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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tor of Musical Arts in Applied Music (DMA) 
 

 

Program Purpose and Objectives 

Currently California Arts University offers the Doctor of Musical Arts in Applied Music (DMA). 

This is the highest degree that represents the professional expertise in a major field of musical practice 

along with additional areas in choral music, chamber music, conducting, and sound recording. 

 

The purpose of the program is to:  

 

 Train students to become professional and faithful musician with their individual artistry 

and performance skill.  

 Equip students with the deepen understanding of the harmonic and stylistic practices 

associated with their chosen area of performance through coursework, applied lessons, 

ensembles, and master classes.  

 Nurture students to master the technological skills that are essential for the 

contemporary performer.  

 
 

DMA Program Learning Outcomes 

 When students complete the DMA program, they'll have the ability to: 
 

• Laying the foundation to each style of music in theoretical, historical, and musical 
approaches; 

• Synthesize the skills required for performances in various music settings; 

• Perform music in various musical styles; 

• Apply technologies for recordings and distributing music; and 

• Synthesize religious identity, vision, and intent in performances. 
 

 

Admission Policies (Requirements and Procedure) 

The process of admission to Doctor of Musical Arts program requires: 
 

 
• A Master’s degree or its equivalent 

• An official transcript from the current or previous college or university 

• A California Arts University Application 

• Two professional letters of recommendation 

• A personal audition or a recent video recording if necessary 

• Graduate diagnostic examinations for new graduat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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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tion 
 A personal audition may be required to all graduate applicants. A video recording may be 
submitted in lieu of an audition for applicants who do not live in Southern California. Auditions 
are administered on the CAU campus. Exception considered for unusual case. 
 

* California Arts University does not admit students from other countries. Visa services 

are not provided. The institution will not vouch for student status or any associated 

charges. 

 

 

Admission Application Requirements 

Admission to our DMA is open to an individual who has earned a qualifying degree from an 

accredited institution. An applicant is expected to carefully review admission requirements 

outlined above. An applicant to the DMA program at California Arts University is required to 

submit a completed application, application fee, and all official transcripts from institutions 

listed on the application. 

 
• Transcripts should be delivered in their official, sealed envelopes. An official transcript 

can also be sent electronically directly from an institution. 

• An application fee of $100 (non-refundable) must accompany each application. 

 
Application materials submitted to the University become the property of the University and 

will not be returned to the applicant, irrespective of application outcome. Materials will be 

retained on secure file for one year from the time of application. Upon successful application, 

official transcripts, test scores, and acceptance letters will be kept in the Registrar’s Office. 

 

 

Program Requirements 

Students receive the Doctor of Musical Arts (DMA) when they fulfill the following program 
requirements: 

 
• Completion of 60 credits of course work (normally in 3.5 years) 
• The minimum residency requirement consists of two consecutive long semesters (fall or 

spring) at CAU with a minimum of nine graduate hours in each term. 

• A minimum cumulative grade point average (GPA) of 3.0 

• Doctoral essay. 
• Oral qualifying exam. 
• Lecture Recital 
• Solo Recital 

 

TOTAL COST FOR DOCTOR OF MUSICAL ARTS: (60 Units x $690 = $41,400)  



16 
 

Course of Study 

DMA Degree Requirements:  60 credits 

MUCO-551 Advanced sight singing and ear training 2 credits 

MUCO-552 Analytical approaches to tonal music 2 credits 

MUCO-553 Songwriting and arranging I 2 credits 

MUCO-554 Songwriting and arranging II 2 credits 

MUCO-555 Keyboard improvisation for worship 2 credits 

MUCD-551 Chamber choir and conducting I 3 credits 

MUCD-552 Chamber choir and conducting II 3 credits 

MUCD-553 Chamber choir and conducting III 3 credits 

MUCD-650 Chamber choir and conducting performance 3 credits 

MUHL-551 Music history I (From medieval to classical) 2 credits 

MUHL-552 Music history II (From romantic to 20th) 2 credits 

MUHL-553 Research and writing seminar 2 credits 

MUHL-554 Music appreciation and criticism 2 credits 

MTEC-551 Music technology and production I 2 credits 

MTEC-552 Music technology and production II 2 credits 

MTEC-553 Computer assisted recording and editing 3 credits 

MUEN-551 Ensemble I 2 credits 

MUEN-552 Ensemble II 2 credits 

MUEN-650 Ensemble performance 3 credits 

MUS-651 Individual Instruction I 2 credits 

MUS-652 Individual Instruction II 2 credits 

MUS-653 Individual Instruction III 2 credits 

MUS-654 Individual Instruction IV 2 credits 

MUS-655 Individual Instruction V 2 credits 

MUS-750 DMA lecture recital 3 credits 

MUS-751 DMA solo recital 3 cred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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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sible Program Scope and Sequence 
1

st
 2

nd
 

Individual Instruction I (2)  

MUS-651 

Advanced Sight Singing and Ear Training (2) 

MUCO-551 

Analytical Approaches to Tonal Music (2) 

MUCO-552 

Chamber Choir and Conducting I (3) 

MUCD-551 

Individual Instruction II (2)  

MUS-652 

Songwriting and Arranging I (2) 

MUCO-553 

Music History I  

(From Medieval to Classical) (2) 

MUHL-551 

Chamber Choir and Conducting II (3) 

MUCD-552 

3
rd

 4
th
 

Individual Instruction III (2)  

MUS-653 

Songwriting and Arranging II (2) 

MUCO-554 

Music History II (From Romantic to 20
th
) (2) 

MUHL-552 

Chamber Choir and Conducting III (3) 

MUCD-553 

Individual Instruction IV (2)  

MUS-654 

Research and Writing Seminar (2)  

MUHL-553 

Music Technology and Production I (2) 

MTEC-551 

Chamber Choir and 

Conducting Performance (3) 

MUCD-650 

5
th
 6

th
 

DMA Lecture Recital (3) 

MUS-750 

Ensemble I (2) 

MUEN-551 

Music Technology and Production II (2) 

MTEC-552 

Keyboard Improvisation for Worship (2) 

MUCO-555 

Individual Instruction V (2)  

MUS-655 

Ensemble II (2) 

MUEN-552 

Music Appreciation and Criticism (2) 

MUHL-554 

Computer Assisted  

Recording and Editing (3) 

MTEC-553 

7th  

DMA Solo Recital (3) 

MUS-751 

Oral Qualifying Exam (0) 

Doctoral Essay (0) 

Ensemble Performance (3) 

MUEN-650 

 

 
 

Course Descriptions 

MUCO 551 Advanced sight singing and ear training 
This course takes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approaches to sight singing and ear training. 
 
MUCO 552 Analytical approaches to tonal music 
Principles of modern chord progression: deceptive resolutions of secondary dominants; 
dominant seventh chords without dominant function; contiguous dominant motion. Review of 
melodic construction, form, and melody/harmony relationship; modal interchange; pedal point 
and ostinato; modal harmony and modal composition; compound chords; constant structures.  
 
MUCO 553 - 554 Songwriting and arranging I -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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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 integration of lyrics and melody on arranged harmonies. Expansion of tonal materials 
used in songwriting including modulation and modality. Study of form including the 
transitional bridge and the primary bridge. Setting for lyrics in various styles. 
 
MUCO 555 Keyboard improvisation for worship 
Keyboard is one of the most fundamental and basic instruments for worship in churches. 
Students regardless their major will be able to play the keyboard in a variety of melodic and 
harmonic arrangements for the given songs. 

  
MUHL 551 Music history I 
This class covers western classical music in historical perspective from medieval to classical 
period dealing with the major styles, composers, works, and their features. 
 
MUHL 552 Music history II 
This class covers western classical music in historical perspective from romantic to 20th century 
period dealing with the major styles, composers, works, and their features. 
 
MUHL 553 Research and writing seminar 
Introduction to music research and writing techniques. 

 
MUHL 554 Music Appreciation and Criticism 
Listening to a variety of music and critique makes it sensibly aware of the changes and 
unification of the various components of music. This course is intended for students to 
distinguish the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types and forms of music along with different sounds 
and voices of musical instruments. 
 
MTEC 551 – 552 Music technology and production I – II 
In-depth overview of recording technology and production. 
 
MTEC 553 Computer assisted recording and editing 
A study of recording and editing techniques using Digi-design Pro Tools with primary focus on 
applications to arranging and composing. Topics include handling of tracks, importing audio, 
recording of play lists, equalization, and effects as well as virtual instruments, midi recording, 
sequencing, trimming, fading, tempo, meter maps, time stretching, and plug-in automation, 
culminating in the mixing of a fully arranged song applying all of the studied techniques. 

 
MUCD 551 – 553 Chamber choir and conducting I – III 
Integrated approaches for choir and conducting. This class covers conducting techniques, 
patterns, score analysis, problems of tempo, dynamics, articulation, and text. 
Students will be able to experience harmonious performance with others who have different 
personalities based on individual skills, thereby improving the ability to integrate different 
musical interests and develop more mature performances. 

 
MUCD 650 Chamber choir and conducting performance 

Reinforced study from MUCD 501 - 503. Students will conduct a church choir for Mass service 
after two-hour rehearse. The students who don’t conduct at the week can participate as a choir 
member. Students will be able to strengthen their knowledge by leading the Mass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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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ly. 
 
MUEN 551 - 552 Ensemble I - II 
Study for repertoire and performing practice for ensemble. Students will also give a presentation 
about the music including composers, background story, musical form and features of the music 
they play. 

MUEN 650 Ensemble performance 
Reinforced study from MUEN 551 -552. Students will perform in a public field with at least 40 
minutes program. 
 
MUS 651 - 655 Individual instruction I - V 
Principal instrument study. Instrumentalists will learn at least four musical works from different 
period. Composers will compose at least 40-minute music. 

 
MUS 750 DMA lecture recital 
Recital for both lecture and performance making total at least 40 minutes. Half of the recital 
should be a lecture. 
 
MUS 751 DMA solo recital 
Recital for solo performance. Required to perform at least 50 minutes (Jazz musicians may 
perform in a group). Composers required to compose at least 50-minute music. 

 Oral Qualifying Exam: All DMA students will sit for one-hour oral examination, which covers 
in greater depth the topics discussed in the research paper and other related fields. Required 
to pass the exam for approval of DMA solo recital. 

 Doctoral Essay: All DMA students must submit at least a 35-page research paper to DMA 
director for approval of DMA solo rec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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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안내  FINANCIAL INFORMATION 

 

학비와 수수료.Tuition and Fees 

학비와 수수료는 매년 대학교 이사회에서 정하고, 공지 없이 변경될수 있다.  

Tuition Charges: 

 

 Master of Arts in Contemporary Music Performance (MACMP):  

$390 per unit ($4,680/semester) / Total Cost: (48 Units x $390 = $18,720)  

 

 Doctor of Musical Arts (DMA):  

$690 per unit ($6,210/semester) / Total Cost: (60 Units x $690 = $41,400)  

 

 

Fees: 

 
Application Fee (non-refundable) $100 

Enrollment Fee (non-refundable) $100 

Registration Fee (non-refundable) $100 

Student Activity Fee (non-refundable) $30 

Readmission Fee (non-refundable) $100 

Tuition Installation Fee $35 

Add/Drop Fee (non-refundable) $10 per change 

Return Check/Denied Credit Card Fee (non-refundable) $35 

International Student Service Fee   $300 

I-20 Re-Issue Fee    $50 

I-20 Extension Fee (2nd)    $100 

Shipping Fee – Domestic (non-refundable) $15 per course 

Shipping Fee – International (non-refundable) $30 per course 

Express Shipping Fee – Domestic (non-refundable) $40 per course 

Express Shipping Fee – International (non-refundable) $50 per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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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 Instruction Fee – Music Students (non-refundable) $50 per hour 

Graduation Fee (non-refundable) $450 

Student ID Card (non-refundable) $10 

Student ID Card Replacement Fee (non-refundable) $25 

Transcript/Certificate (non-refundable) $10 per copy 

Transcript Express Mailing Fee (non-refundable) $20 

Transcript Mailing Fee (non-refundable) $5 

English Translation Services for lectures and lessons $50 per hour 

Individual Instruction Fee (non-refundable) $700 per semester 

 

 

 

Estimate of Total Charges for the Entire Educational Program 

 NAME OF EDUCATIONAL PROGRAM:  
 

MACMP 
 Estimate based on:  2-year 

 Units:  48 

 Enrollment fee  
 

$100.00 

 Semester/Term Registration fee  $400.00  

 Tuition  
 

$18,720 .00 
$390 per unit ($4,680/semester) 

 
  
 
 
 

 Student Association fee  $120.00  

 Graduation fee  $450.00  
 TOTAL  $19,790.00  

NOTE: Students need to consider cost of text materials, supplies, room, and board. 
These additional costs are vary depending on the courses they take in each semester 
and/or term. These are not usually paid to the school directly. Please plan 
accordingly. Approximate Annual Cost of Room, Board, Tuition, etc. per Student is 
$2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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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OF EDUCATIONAL PROGRAM:  
 

DMA 
 Estimate based on:  3.5-year 

 Units:  60 

 Enrollment fee  
 

$100.00 

 Semester/Term Registration fee  $400.00  

 Tuition  
 

$41,400 .00 
$690 per unit ($6,210/semester) 

 
  
 
 
 

 Student Association fee  $120.00  

 Graduation fee  $450.00  

 TOTAL  $42,470.00  
NOTE: Students need to consider cost of text materials, supplies, room, and board. 
These additional costs are vary depending on the courses they take in each semester 
and/or term. These are not usually paid to the school directly. Please plan 
accordingly. Approximate Annual Cost of Room, Board, Tuition, etc. per Student is 
$24,760. 
  

 

학생 수업료 보상 기금 Student Tuition Recovery Fund (STRF)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학생 수업료 보상 기금(STRF)을 창설한 것은 캘리포니아 거주자들, 

또는 거주자 프로그램애 등록된자들이 주 교육국 Bureau for Private Postsecondary 

Education 의 통제하에 있는 특정 학교에서 학습할때의 재정적 손실을 막거나 경감시키기 

위함이다. 학생이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으며 캘리포니아주 거주자 또는 거주자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고 학비의 일부나 전부를 현금 , 보증된 학생융자 , 혹은 개인 

융자로 선납하였으며 , 학생의 전체 수업료 청구액을 고용주, 정부 프로그램 또는 기타 

납부자와 같은 제 3 자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이며, 그 제 3 자에게 납부된 수업료를 갚겠다는 

별도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생 수업료 보상 기금(STRF)을 위한 주정부 부과 평가액을 

납부하여야만 한다.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아니거나 거주자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지않는 학생 ,그리고 고용주, 정부 프로그램 또는 기타 납부자와 같은 제 3 의 납부자가 

전체 수업료를 납부 하였고 그 제 3 자와 납부된 수업료를 갚겠다는 별도의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 학생은 STRF 의 보호를 못 받으며 STRF 를 납부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등록동의서, 수업료 납부 영수증 등을 보관해야 한다. 관련 문의는 주정부 교육국에 하면 

된다. Bureau for Private Postsecondary Education, 1747 North Market, Suite 225 

Sacramento, CA 95834, (916) 574-8900 or (888) 370-7589. 캘리포니아 거주자 또는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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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에 등록된자, 학비 선불과 STRF 기금을 지불했거나 다음 사항에 해당이 되어서 

재정적 손실이 있는자는 학생 수업료 보상기금 STRF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학교가 학과목 과정이 완료되기 전에 페교될 경우이다. 

2. 학교가 학생이 납입한 자격증 수수료 또는 다른 용도의 수수료, 또는 폐교되기 전 120 일 내에 

기구나 자료를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를 학생에게 환불하지 못한 경우이다. 

3. 학교가 폐교 120 일 전에 받은 과도한 학비와 기타비용들과 법률에 규정한 대로 연방정부가 

보장하는 학생 융자금을 받은것을 환불하거나 배상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4. 학교가 폐교전 30 일 이내에 교육의 질이 법률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30 일보다 더 빨리 

발생할 경우인데 그 기간은 주 교육국이 결정한다.   

5. 학교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을 성실한 노력으로 개선하여 입증할 수 없는 경우이다.  

6. 약속이나 명령을 받았지만, 학교로부터 실제적으로 환불이나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이다. 

7. 학생 대출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고, 법적인 자문을 구한 증거가 있는 경우이다. 

 

문제가 발생한 후에 4 년 이내에 STRF 환불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보장 번호 social security number 와 납세자 인식번호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가 

없으면 청구하여 기금을 받을 수 없다.” 

 

장학금 Scholarships 

캘리포니아 예술대학교는 규정에 의해 자격이 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며 

신입생과 재학생들에게 장학금 신청을 장려한다. 

 

학비 지불안내 Payment Information 

다음 학기등록을 하기 전에 학생의 이전 학기의 학비는 완불되어야한다. 학비가 

완납되지 않으면 성적표를 주지 않는다. 매 학기 등록후 45 일 내로 50%의 학비를 

지불해야 한다. 겨울과 여름 특강은 등록시에 완불 해야한다. 학생은 등록한 학과목이 

취소가 되지 않도록 학비 지불 최종 마감일전에 학비 지불 방법에 대한 책임이 있다.  

취소 권리 Right to Cancel 

 학생은 첫 강의 주간 혹은 등록후 7 일 중에 늦은 날짜에 준해서 환불을 받을수 있다. 

캘리포니아 예술대학은 학생의 불충분한 학습결과, 학비 미지급과 대학교의 학생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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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위반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학생을 퇴학 시킬수 있다. 학생은 학교에 날짜와 

학생의 서명이된 서류를 제출해서 등록취소, 철회로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융자와 책임 Loans and Responsibility 

 학생이 학비 융자시에는 융자금과 이자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학생이 주정부와 

연방정부 보증 융자후에 지불하지 못할경우에 다음의 사항이 발생한다. 

 

(1)   주정부와 연방정부 또는 융자회사는 학생에게 학생이 융자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환급금을 포함한 융자금 회수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2)   학생은 미지불한 융자금을 완불 하기전에는 다른 학교에서 다른 어떤  

연방정부의 학생융자를 받을 수 없다 .  

환불 Refunds 

  

취소는 서면으로 취소 통지를 보낸 날짜로 부터 유효하며 30 일 이내로 환불이 된다.  

수수료(등록비)는 환불이 되지 않는다. 학생이 60% 이상 수강시 에는 환불이 되지 않고 60% 

이하 일 경우애 아래와 같이 환불이 된다. 

 

Percent of Attendance 10 20 30 40 50 60 Over 60 

Tuition Refund 90 80 70 60 50 40 0 
 

 

예: 학생이 45 시간 수업중 18 시간을 수강한 후에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 18 hours out of 

45 hours (3 credits x 15 weeks) and its tuition is $750, the refund will be: $750 - $750 x 18/45 

credit hours = $450.  

학생은 교무처 사무실에 환불을 위해서 서명이 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알림: 학생은 

학과목 철회절차를 따르지 못하면 벌금이 부과되며 학점을 받을 수 없다. 학생이 60% 

이상 수강시에는 환불이 되지 않는다.  

 

질문과 문제해결 Questions and Complaints 

 
 

학생은 등록에 관련된 질문에 만족한 대답을 캘리포니아 예술 대학으로 부터 받지 

못하면 주 교육국에 보고 할수 있다. 

 Bureau for Private Postsecondary Educatio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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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 North Market, Suite 225 Sacramento, CA 95834, www.bppe.ca.gov, toll-free telephone 

number (888) 370-7589 or by fax (916) 574-8900. 
 

 

학생이나 일반인들은 학교에 대한 고발을 전화와 서면으로 할수 있다. 

 Bureau for Private Postsecondary Education : (888) 370-7589    www.bppe.ca.gov. 

 

 

 

 

학사 규정과 절차 ACADEMIC POLICIES AND PROCEDURES 

 

전입 학점 규정 Transfer of Credit Policy 

 
 

캘리포니아 예술대학교는 미국,캐나다와 한국에서  정식 인가된 학교에서 이수한 

학과목이 본교 교육과목들의 내용과 수준에 맞으면 일반적으로 편입할 수 있다. 본교는 

캘리포니아주 교육국(BPPE)이 허가한 공인된 학교(Accredited Schools)와 한국 교육부에서 

허가된 학교로 부터 받은 학점을 인정한다. 본교는 타학교로에서 발송한 봉인된 공식 

성적증명서의 학점이  본교의 교과 과정의 수준에 맞는 경우에 인정할 수 있다. 예외로 

비인준 학교의 학점도 전입할 수도 있고 아래의 평가 절차에 준한다.  

캘리포니아 예술대학교는 대학원 수준의 학점으로 10 년 이내에 취득한 최소 “B” 이고 

본교 학위 취득을 위한 학과목들의 수준에 맞아야 한다. 공인된 학교에서 받은 대학원 

과목 학점이 “B” 이상일 때에  프로그램 총학점의 20%를 인정한다.  

 

학생은 학점의 전입을 위해서 평가를 받기 위해 입학 전에 반드시 이전 학교에서 이수한 

과목과 학점이 기재되어 있는 봉인된 성적증명서를  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예술학 석사학위 과정 학생은 최대 9 학점을 받는다. 인정된 학점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학과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학과장은 2 명의 교수와 함께 다시 검토하고 결정한다.  

 

평가 절차 : 학생은 학점의 전입을 위해서 성적증명서 외의 다른 자료들을 학교에 제출할 

수 있다. 평가자는 국외의 비인준 학교의 학점 평가를 위해서 해당 학교로 부터 직접 

정보를 얻을수 있고 외부 기관을 통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비용은 학생이 

http://www.bppe.ca.gov/
http://www.bppe.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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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해야 한다.  

 

학생이 본교에서 학업을 시작할 때에 전입 가능한 학점을 전입해서 학업이 중복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비인준 학교의 학점의 전입은 보통 어려우며 본교가 인준을 받기전에는 본교학점이 다른 

학교로 전입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다른 학교의 교무처에 알아보아야 한다. 학생은 다른 

상위학교로 편입을 원할 때에 학과장(교무처장)과 상담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예술대학은 타대학간에 체결된 학점 인정 협약 또는 전입 학점 인정 협약은 

없다. 본교에서 수여한 학위와 자격증의 인정 여부도 전입하고자 하는 타교육기관의 

전적인 재량이다.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과 학위의 인정에 관한 

주의사항.NOTICE CONCERNING TRANSFERABILITY OF 

CREDITS AND CREDENTIALS EARNED AT OUR 

INSTITUTION 
 

캘리포니아 예술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여부는 전입하고자 하는  

타 교육기관의 전적인 재량이다. 본교에서 수여한 현대실용음악 석사학위의 

인정여부도 전입하고자 하는 타교육기관의 전적인 재량이다.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과 

학위가 전입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이수한 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의 

재수강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본교에서의 수강 여부가 학생 

본인의 교육목표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 해야만 한다. 학생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연락하여 모든 학점인정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학점 시간규정 Credit Hour Policy 

 
 

본교는 학기제도로 운영되며 한 학기는 15 주이며 한학점은 매주 한 시간의 수업시간과 

두 시간의 수업외의 공부를 의미 한다. 예로서 3 학점은 최소 45 시간의 수업과 

90 시간의 준비로 총 135 시간이다. 한 시간 수업은 50 분간 진행된다. 
 

 

등록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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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생은 이 카타로그에 공고된 학사일정표의 등록 마감일까지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는 학생은 학사 처리로서 제적된다.  
 

 

본교는 가을,봄,여름과 겨울의 네번의 등록기간이 있다. 학생은 추가 등록기간인 

학기수업의 첫째 주에 과목 등록을 변경할 수 있지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추가/취소. Add/Drop 

 
 

학생은 교무처에 배치된 학과 과목의 추가 및 취소 신청서를 학기 첫 2 주간 동안에 

제출하여 변경할 수 있다. 둘째 주간에 신청시에는 학과장과 과목 담당교수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셋째주 부터는 변경할 수 없다. 

 

• Week 1, 승인없이 변경할 수 있다. 

• Week 2, 변경 신청서에 학과장과 과목 담당교수의 서명이 필요하다. 

• Week 3, 변경할 수 없다. 
 
 

학과 과목의 추가 및 취소 신청서를 낸 후의 학생 성적표의 점수는 아래와 같이 기록 

된다.  

• Week 1-2, 성적표에 점수가 없다. 

• Week 3-5, 성적표에 “W” 로 기록된다. 

• After Week 6, 학과 과목 취소가 허락되지 않는다.  

 

 

 

출석 Class Attendance 

 
 

학과 과목의 학점 취득을 위해서 수업에 출석 해야하며 과제를 모두 다 하는것에 

있지 않다.출석의 의미는 부분적이 아닌 모든 수업에 출석하는 것이다. 학생은 

어떤 사유로 결석을 해도 교과 과목 내용을 듣지 못한 책임이 있다. 학생이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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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수업의 20% 이상 결석을 하면 참작 해야 할 결석사유가 있어도 낮은 과목 

점수를 받게 된다.  
 

 
 
 
 
 
 
 
 
 
 
 

학점 Grades 

 
 

과목 담당 교수는 학기가 끝날때에 학점을 준다. 학생은 허용된 기간에 학과목을 취소한 

경우를 제외하고 마지막 수업까지 수강하는 과목에서 요구하는 모든 학업 과제를 완수 

해야한다. 학점은 학과목의 목표에 대한 학생의 성취도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GRADE MARK GPA POINTS INTERPRETATION 
A 96-100 4.0 Outstanding 
A- 92-95 3.7 Superior 
B+ 88-91 3.3 Very good 
B 84-87 3.0 Satisfactory 
B- 80-83 2.7 Average 
C+ 77-79 2.3 Acceptable 
C 74-76 2.0 Borderline pass 
C- 71-73 1.7 Not acceptable 
F 0-70 0.0 Failing 
P/F 71-100/0-70 0.0 Pass/Fail (selected courses) 
I  0.0 Incomplete 
W  0.0 Withdrawal 
AUD  0.0 Audit 

 
 

학점 필수요건 Grade Requirements 

 
 

대학원생은 평점(GPA) 3.0 을 유지해야 하며 각 과목에서 C+ 또는 더 낮은 점수는 B- 

또는 더 높은 점수를 받을 때까지 다시 수강해야 한다. 졸업 학점에 N (no pass) 는 P 

(pass)를 받을 때까지 다시 수강 해야 한다. 평점(GPA) 3.0 이하 이거나 N 또는 F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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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점이상 누적되면 평점에 상관 없이 학과장는 학생을 학사 유예나 제적(학생의 학위 

프로그램을 종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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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Graduation 

 
 

졸업 예정자는 졸업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 해야한다. 학사 유예인 학생은 졸업할 수 

없다. 캘리포니아 예술대학은 다음의 졸업 요건이 충족되면 성적표에 학위와 졸업을 

명시한다. 
 

• 카타로그에 제시된 학위요건이 완료되어야 한다. 

• 총평점(GPA)이 최소한 3.0 이어야 한다. 

• 졸업비용과 본교에 대한 재정적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학사 유예와 퇴학 Academic Probation and Dismissal 

 
 

본교는 평점(GPA) 3.0 을 유지하지 못하는 학생을 학사 유예 시킨다. 학사 유예는 

학업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돕기 위함이다. 학과장은 학생이 학업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돕는다. 한 학년도에 최소 평점(GPA)3.0 을 유지 하지 못한 학생은 

학사유예 혹은 퇴학시킨다. 학업성취도 부족의 사유로 학업이 중단된 학생은 복학을 

위해서 학과장에게 서면으로 이유설명과 복학되면 성공적인 학업성취를 할 수 있는 

적절한 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 
 

 

휴학과 자퇴 Leave of Absence and Withdrawal 

 
 

학생은 최고 1 년간의 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학생은 학과장의 승인으로 교무처에 

신청할 수 있다. 휴학은 건강, 직장 또는 가족문제와 같은 경우에만 허락된다. 
 

 

본교로 부터 등록 취소(자퇴)를 하려면 서면으로 학과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공식적인  

날짜는 등록 취소(자퇴)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로 한다. 학생이 등록 마감일까지 등록을 

안하거나 휴학계에 기재된 대로 복학하지 않으면 비공식적인 자퇴가 된다. 자퇴 날짜는 

학기의 마지막 출석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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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권리와 책임. STUDENT RIGHTS AND RESPONSIBILITIES 

 

학문의 자유 Academic Freedom 

 

캘리포니아 예술 대학교는 학교의 사명을 성취하기위해서 교육, 학습과 학문적인 

활동에 있어서 완전한 학문의 자유를 보장 한다. 모든 교수들과 학생들은 각자의 

전문적인 생활규범에 부합되는 학문의 자유를 누린다. 교수들은 학과목과 각 학생의 

수준에 맞는교육자료와 교수법을 학습목표와 학사규정에 준하여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다. 학생은 학과과정에서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고 교수들은 자유로운 

학문적인 연구활동을 할 수 있으며 출판과 연구발표의 자유가 있다. 학생들은 

교수의 지도와 감독 아래에 자유로운 학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학문활동의 정직성. Academic Integrity 

 

본 대학은모든 학문 활동에 있어서 학문적 정직성을 실천한다. 학문의 정직성에 

위반되는 행위는 학생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아니라 정직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이다. 학생은 학문적 부정직성과 표절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알아야할 책임이 있다. 
 

• 부정직성은 거짓말이나 속임수로 다른 학생의 시험 답안지를복사 하거나 

인터넷으로 얻은 정보 또는 다른 사람의 작품을 자신의 것인양 나타내는 

것이다. 
 

• 표절은 다른 사람의 생각, 작품,책과 같은 지적 재산을 적절한 인용 표시없이 

의도적으로 변형해서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다.  
 

학문활동의 정직성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된다. 학문활동의 

정직성은 학과장의 감독하에 실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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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 장비에 대한 규정. Facilities and Equipment Policies 

 
캘리포니아 예술대학교는 모든 학생들에게 학과과목, 프로그램과 학교활동에 
대하여 동등한 기회를 제공 한다. 본교는학과목, 프로그램 또는 학생활동의 본질에 
근본적인 범주내에서 학생이 근본적인 학업의 수행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학생의 
필요를 충족시킨다. 적절한 시설들은 특정한 학과정 요건에 보조기구의 사용과 
직원의 지원 그리고 점검절차를 포함한 개선을 통해서 맞추어 가는것을 포함한다.  
 
시설 규정. Facilities Policies  
Scheduling Facilities, Obtaining Equipment and Supplies  
시설과 기구 사용의 스케줄이 중복되지 않도록 학생과 직원에게 알리거나 사용 
신청서를 제출한다. 모든 예약은 학생과 사무실이 제공하는 신청서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 규정. Disability and Access  
In accordance with 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and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ADA), 캘리포니아 예술대학교는 위의 법에 규정한 대로 
장애학생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한다. 장애가 있는 직원과 학생은 시설 
사용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학생처 직원에게 요청하고, 학교는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학교 시설과 장비, 자료 등이 필요할 시에는 담당 부서에 사용에 관한 요청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설 관리와 점검. Maintenance and Inspection  
본교의 시설 관리는 전문관리자와 관리회사를 통해서 Business Manager 가 한다.  
 
 

도서관 안내. Library Services 

 

본교는 도서관에 학업에 관련된 책들과 자료들이 있다. 본교의 전문 도서관 사서가 

본교 도서관과 외부 도서관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도서관 사서는 학생 

개인이나 단체로 학생의 정보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학생의 권리. Student Rights under FERPA 

 

캘리포니아 예술 대학교는 가족교육 권리와 사생활 보호법(FERPA)에 따라서 

학생들은 본인의 학사 기록과 관련하여 특정한 권리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대학교에 열람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내에 학사기록을 열람하고 

검토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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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확하거나 오도된 학사기록의 정정을 요구할 권리. 

• 가족교육 권리와 사생활 보호법(FERPA)에서 동의 없이 공개가 허용되는 

범위를 제외한 학사기록에 있는 개인신원정보를 대학이 공개하기 전에 

서면 동의를 할 권리.  

• 대학교가 가족교육 권리와 사생활 보호법(FERPA)을 준수 하지 않을 경우에  

미국 교육부와 FERPA 에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주소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 

 Family Policy Compliance Office, U.S. Department of Education 

 400 Maryland Avenue SW, Washington, DC 20202-5920  

 Phone: 1-800-USA-LEARN (1-800-872-5327) 
 

학생은 학과장에게 학사기록의 검토와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대학교가 요청에 

따라 수정을 거부하면 학생은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본교의 교무, 행정직원은 FERPA 에서 허용한 예외의 경우로 학생의 서면동의 없이 

타학교 관리자에게 정당한 교육적 목적으로 학사기록을 공개할 수 있다. 직원들은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의 그들 직무 수행을 위해서 정당한 교육목적으로 

학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학생 행동규범 Student Conduct 

 

모든 학생들에게는 전문적인 학업 활동을 위해서 적절한 자세가 요구 된다. 이 

행동 규범은 캘리포니아 예술 대학교 내에서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학습 환경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다음 사항과 같은 학교 규칙에 위반되는 학생 또는 단체에게 

학과장이 그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다.  
 

 

• 의도적으로 학교에 허위정보를 주거나 학교서류와 기록을 변경할 경우(예: 

지원서류, 이력서) 

• 학교 수업, 학습,행정과 기타 학교활동을 방해하거나 혼란을 주는경우. 

• 교수,학우,학교직원들에게 학생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경우.  

• 다른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할 경우. 

• 학교의 승인없이 학교시설과 기구를 사용할 경우. 

• 주정부와 연방정부에서 금지된 마약과 규제 약물을  불법 혹은 무허가로 

소유,사용,판매 또는 배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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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기 또는 위험한 기구를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경우.  

비차별, 희롱금지 규정 Policy Prohibiting Discrimination and Harassment 

 

캘리포니아 예술대학교는 모든사람에 대해 인종, 종교, 사회-경제적 지위, 장애,나이 

혹은 성별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  본교는 다음의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연방정부 법령에 따른다. Title IV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as 

amended); Title IX of the Education Amendments of 1972; 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and Age Discrimination Act of 1975 . 

 

이 규정은 교수,직원과 학생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본교는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규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희롱은 인종,피부색,종교,국적,장애,나이,성별과 혼인여부에 근거한 행동과 

개인직장과 교육경험에 방해가 되거나  위협적, 적대적이고 모욕적인 

직장과 교육생활 환경을 조장하는 것이다.  

성희롱은원하지 않는 성적접근, 성적 만족을 위한 요구나 성적 본능을 

나타내는 언어적, 신체적 행동과 성적인 폭행을 포함한다. 성적인 폭행과 

성희롱은 동성과 이성에게 해당 된다.  

 

캘리포니아주와 연방 법에 따라서 (1)캘리포니아 예술대학 프로그램과 활동 또는 

고용 규정에 (2) 분명하거나 추정이 되는 성희롱의 행동이 있으면 본교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가 또는 고용 결정에 영향을 주는 근거가 된다. 

 

불만 해결 절차 Complaint Procedures 

 

캘리포니아 예술대학의 학생들은 학과장에게 희롱과 차별행동에 대한것과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학교는 차별과 희롱에 대한 위법 혐의가 있으면 비공식적인 

해결방안을 찾을수 있다. 비공식적으로 해결이 안 될때에 공식적인 절차를 따라서 

불만이나 고통사항을 학과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처음에는 사항에 대해서 구두로 

할 수 있지만 서면으로 제출 해야만 공식적인 심리를 하게 된다. 불만사항을 

서면으로 제출시에는 학교 규정에 위반되는 모든 적절한 실제 세부 사항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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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1.   학과장은 불만사항을 읽고 더 조사가 필요 하다면 불만서의 복사본을 

불만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그 주장이 규정에 위반이 되지 않으면 

학과장은 서면으로 혐의에 대한 조사가 불필요 한것을 알린다. 

 2.   문제 대상자는 불만 서면을 받은지 14 일 내로 정당한 조사를 시행할 

학과장에게 답변서를 보내야 한다. 조사에는 관계자들의 만남과 증인의 

증언과 보조 증거자료들의 검토를 포함시킨다. 고소인은 언제든지 

공식적인 불만을 철회할 수 있으나 모든 불만 사항들에 대해서 학교는 

학교와 사회의 유익과 보호를 위해서 조사할 권리가 있다. 

3.   적절한 기간내에 학과장은 공식적인 고소와 답변 그리고 어떤 적합한 

정보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 결정은 실제로 발견한것, 결론 

과 적절한 해결책을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모든 관계자들은 

판결문 복사본을 받게 된다. 

4.   쌍방은 판결문을 받고 14 일 내로 대학교 총장에게 판결에 대한 항소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청원서에 항소이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의 신청하지 않은자에게는 항소이유에대한 답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한다. 총장은 적정한 기간내에 
불만,답변,결정,이의신청,이의에 대한 답변과 총장이 소집한 항소에 
관한 회의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총장의 판결은 최종적인 
것이고 모든 관계자는 총장의 판결문 복사본을 받을것이다 

5.  불만 해결절차를 통하여 작성된 모든 판결문과 자료들은 최종 판결날로 부터 

최소 2 년간 학과장이 보관한다 

 

학교에 대해 불평을 토로하기 원하는 학생은 The Bureau for Private Postsecondary 

Education에 무료전화 (888) 370-7589를 하거나 혹은 www.bppe.ca.gov에 들어가 

불만사항 접수양식을 찾아 기입할 수 있다.  

Bureau for Private Postsecondary Education  

1747 North Market, Suite 225 

Sacramento, CA 95834  

(916) 574-8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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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일정표 ACADEMIC CALENDAR 

 

학사일정표는 각 16 주간의 가을과 봄학기가 있고 각 2 주간의 겨울과 여름 

집중수업으로 되어있다.  

 

2019 – 2020 Academic Year 
 

 Fall 2019 Winter 2020 Spring 2020 Summer 2020 

Length 16 weeks 2 weeks 16 weeks 2 weeks 

Registration Aug 5-16 Dec 16-20 Jan 13 - Feb 7 Jun 8-Jun 19 

Classes begin Aug 19 Jan 6 Feb 10 Jun 22 

Drop deadline Aug 30 Jan 7 Feb 21 Jun 23 

Add deadline Aug 30 Jan 7 Feb 21 Jun 23 

Withdrawal Sep 20 Jan 8 Mar 13 Jun 24 

Finals Dec 2 Jan 17 May 25 Jul 3 

Classes end Dec 6 Jan 17 May 29 Jul 3 

Grades due Dec 13 Jan 24 Jun 5 Jul 10 

 

공휴일: New Year’s Day, Presidents’ Day, Memorial Day, Independence Day, Labor Day, 

Thanksgiving Day, and Christmas D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