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비 앨런 중학교

중학교 진학을 앞둔 가족 분들에게

학생들이 창의성을
기르고 학문과 춤의
세계, 그리고 무대
예술을 융합하여 배울
수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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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데비 앨런 중학교(DAMS)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창의성, 배움, 가능성의 오아시스에 오신 것을 환영할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갖춘 우수한 DADA 커뮤니티, 교수, 교직원, 세심하게 마련된 프로그램, 그리고 저희의 새 보금자리인 라임스 퍼포밍 아트
센터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카데미는 국제적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가장 존경받고 적절하며 다재다능한 교육기관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열정적인 인스트럭터들은 각자의 분야에 있어 창조적이고 활기차며 수준높은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뛰어난 공연과 학업 성취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호기심에 가득찬 젊은이들을 잘 훈련시키고 정보를 제공하여 이들이 평생을
공부하고 전세계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저희 학교에 대해 알아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저희 입학팀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빛을
데비 앨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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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저희 학교는 20년 이상의 훈련, 멘토링을 통해 수많은

위치
•

젊은 예술가들을 예일, 콜럼비아, 포댐, 스탠포드,
하워드, 노스캐롤라이나 예술대학, 애리조나 주립대,
USC, UCLA, 버클리 보스턴 컨서배토리,, NYU 티쉬,
캘리포니아 인스티튜트 오브 디 아츠, 스펠만 대학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데비 앨런 중학교는
철저하고 역동적인 교과과정, 우수한 무용 및 무대 공연
교육을 통해 졸업생들이 대학교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2022-2023 년도 수업은 DADA의 새로운 교육시설인

운영되는 독립적인 사립 학교입니다.

라임즈 퍼포밍 아츠 센터에서 시행됩니다.

•

2022-2023 년도 등록금은 $25,000입니다.

•

DADA 는 2021년 8월부터 6학년 학생들을 위한 중학교 교과과정을

1850 South Manhattan Place
Los Angeles, CA 90019

시작하였습니다.

진학시켰습니다. 그 결과 퍼포밍 아트 위주의 교육은
학생들의 삶을 향상시켜 평생 공부하는 사람을 만들수

데비 앨런 중학교는 6-8학년 젊은 무용가들을 위해 등록금 위주로

•

2022년 8월부터 7학년, 2023년부터 8학년 교과과정이 추가됩니다.

•

2023 년까지 각 학년은 최대 학생 15명, 총 재학생은 45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거둘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는 다음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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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과정
학습 커리큘럼은 캘리포니아 주 교육기준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6학년: 영어, 고대 세계사, 과학, 수학, 발레,
현대 아프리카, 무용.
7학년: 영어, 세계사(6학년 세계사의 연장: 로마의 멸망, 유럽의 발전,
계몽시대), 과학, 수학. 발레, 현대, 아프리카, 탭, 재즈, 무용.
8학년: 영어, 미국사(미국 식민지 시대의 삶, 미국 헌법, 권리장전,

입학
입학은 지원서 제출 및 성공적인 오디션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재 2022
년 가을학기 6, 7학년 입학원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입학 정원은 한정돼 있습니다. 자리를 확보하려면 지금 응모하세요.

하루 일정: 수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00부터 오후 4:00에

Ms. Delorse Bond, Academy Dean
T 310-280-9145
E DAMSadmissions@debbieallendanceacademy.com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입학원서 제출시 100달러 수수료를 첨부해야 함에 유의하십시오. 입학원서를

남북전쟁, 재건기), 수학, 과학, 보건 안전. 발레, 현대, 아프리카, 탭,
재즈, 플라멩고, 현대 레퍼토리, 공연 기술, 무용.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로 연락주십시오.

성공적으로 접수하면 두통의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DADA에서 온 이메일은

입학 정원은 한정돼 있습니다. 자리를 확보하려면 지금 응모하세요.

입학원서 접수 확인증입니다. Paypal에서 온 이메일은 입학 수수료 접수
확인증입니다.

열립니다. 점심시간 30분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매일 학습과정 4시간,
무용 및 무대공연 연습을 3시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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