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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 
되는 교육, 
최고를 
키우는 교육
미국연극음악아카데미(AMERICAN MUSICAL AND 
DRAMATIC ACADEMY, AMDA)는 무대, 영화, 
텔레비전 연기, 노래, 춤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 고등 
교육 기관입니다. 본교는 미국 공연예술 기관의 유일한 
인가 기관인 미국 공연예술학교협회로부터 정식 인가를 
취득하였습니다.

AMDA의 캠퍼스는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의 두 
중심지인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에 각각 위치하고 
있습니다. AMDA 공연예술대학(AMDA College 
of the Performing Arts)은 할리우드의 중심에 
위치하며 예술학사 학위(BFA)와 전문학사 학위(AOS)
를 수여합니다. 미국연극음악아카데미는 유명한 맨해튼 
어퍼 웨스트 사이드에 위치하며 전문 집중 과정 수료증과 
로스앤젤레스 캠퍼스에서 학업을 지속하여 BFA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AMDA는 10개의 특별한 연기, 뮤직 시어터, 댄스 시어터 
학위 및 수료 과정을 2곳의 캠퍼스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유수한 역사
1964년 설립 때부터 AMDA는 시어터, 영화, 텔레비전, 
뉴미디어에서 성공적으로 커리어를 시작하며 공연예술 교육의 
탁월성을 개척해왔습니다. 오늘날 AMDA는 진화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응하여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공연예술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캠퍼스에 발을 디디는 바로 그 순간부터 AMDA의 학생들은 성공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활동 중인 다수의 배우, 안무가, 
연출자, 영화제작자로 구성된 300인 이상의 교수진을 통해 학생들은 
현직 전문가로부터 산업 전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합니다.



엘리트 그룹과 
함께할 기회
매년 1,500명 이상의 전 세계 학생들이 
AMDA의 엄격한 교과과정에 참여합니다. 
주당 30-35시간의 정규 교육 시간과 
리허설 및 준비 시간을 더해 학생들은 서로 
경쟁하며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경험합니다.

AMDA에서는 학생들이 교육 기간 동안 
탄탄한 공연 경력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무대 위와 카메라 앞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합니다. 또한 학생들은 
공연예술 산업 패널의 밤에 참여하여 
브로드웨이, 텔레비전, 영화의 캐스팅 
디렉터는 물론 탤런트 에이전트, 감독, 
프로듀서, 레코드 프로듀서 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꿈을 현실로
AMDA는 다양한 세계의 예술가들에게 탁월한 공연예술 교육을 
제공하며 학생들이 엔터테이너, 기업가, 공상가, 평생 학습자, 
그리고 세계의 의식 있는 시민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과 자신감, 상상력, 힘을 기르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무엇보다 
AMDA는 학생들에게 만족스럽고 성공적인 커리어의 필수 
요건인 몰입과 열정에 대해 교육하고자 합니다.



AMDA 공연예술종합학교
로스앤젤레스

미국연극음악아카데미
뉴욕 시티

대학과 단기 집중 과정을 하나로
AMDA는 예술학사 학위와 전문학사 학위, 전문 집중 과정 수료증을 

수여하는 유일한 공연예술 교육 기관입니다. AMDA가 제공하는 각 

과정은 탁월한 전문성을 강조하며 각 학생이 공연예술의 탄탄한 기초를 

통해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AMDA의 교과과정은 연기, 뮤직 시어터, 댄스 시어터의 주요 공연예술 

학문을 다룹니다. 매년 3개 학기로 구성되며 선택에 따라 16개월 동안 4

개의 연속 학기 수강을 통해 수료증 또는 AOS 학위를 취득하거나 3년 

내에 예술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 학생들에게는 장학금 

수혜의 기회가 있습니다.

AMDA의 교육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졸업생들의 많은 성공을 

이끌어왔습니다. 졸업생들은 브로드웨이에, 국내외 시어터 투어에, 

텔레비전 드라마와 영화는 물론 디지털 플랫폼에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탠드업 코미디, 즉흥 연기, 원맨쇼, 뮤직 비디오, 팝/록 

음악 투어 및 상업 콘서트에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많은 졸업생들이 

연출, 안무, 작곡 및 무대, 영화, 텔레비전의 각본, 무대 운영, 무대 

연출 분야에서는 물론 탤런트 에이전트 및 캐스팅 디렉터로서 뛰어난 

커리어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학생들에게는 무한한 기회가 

펼쳐집니다.

예술학사 학위 과정(LA)
예술학사 학위 과정은 탁월한 예술적 역량을 기르며 여러 가지 전공 

분야를 배우고 사회참여 공연과 협동정신을 기릅니다. 학생들은 현직 

아티스트로서의 생활과 커리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광범위한 일반 

교육 과정을 수강하며 공연예술 업계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기업가적 

기초를 탄탄하게 다집니다.

전문학사 학위 과정(LA)
전문학사 학위 과정은 포괄적이면서도 압축된 4개 학기 동안 개인의 

예술적 성장과 발견을 장려합니다. 세심하게 구성된 지정 교과과정은 

기초적인 능력과 기술을 집중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전문 집중 과정(NY)
전문 집중 과정은 연기, 뮤지컬, 댄스에 특화된 집중 교육을 제공합니다. 

고정적으로 진행되는 교과과정은 학생들에게 창의성과 기술성을 두루 

갖춘 공연예술 능력을 배양합니다.

고등학생 대상 여름 집중 과정
AMDA의 각 캠퍼스에서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엄격하고 차별화된 

2주 간의 여름 집중 과정을 제공합니다. 고등학생 대상 여름 집중 과정은 

세계 수준의 공연예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입학 정보
지금 amda.edu를 방문해 온라인 지원서를 작성하고 오디션 

일정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AMDA는 미국 전역 및 전 세계에서 

직접 대면 오디션을 제공합니다. 또는 온라인으로 오디션 영상을 

촬영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본교의 입학 및 오디션 요건은 

amda.edu/admission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