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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Sail University,

플로리다 주, 올란도

연혁
Full Sail은 실제 제작 환경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제작해야 하는지 알려주기 위해 30여 년 전에
설립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음악 및 사운드 과정만 있었지만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아트 및 기술 업계의
수요에 부응하여 계속 성장해 왔습니다.

Full Sail은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업계의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음악, 아트 및 디자인, 웹 및 모바일 기술, 영화 제작

오늘날 이곳에는 열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 들어 자신이 좋아하는 예술을
창작하고, 뜻이 맞는 동료 및 강사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는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에 열정이 있다면 이 모두를
아우르는 Full Sail University에서 그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진로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의
학교/대학(2011)
캠퍼스
학위

온라인
학위

– F APSC(Florida Association of Postsecondary
Schools & Colleges)

EGREE

캠퍼스 학위 프로그램

인증
Full Sail University는 교육부로부터 준
학사, 학사 및 석사 학위 수여권을 부여받고,
ACCSC(Accrediting Commission of Career
Schools and Colleges)(www.accsc.org)에 의해
인증된 교육 기관입니다.

아트 & 디자인

비즈니스

영화 & 텔레비전

게임

미디어 & 커뮤니케이션

음악 & 레코딩

웹 & 기술

Art & Design

Business

Film & Television

Games

Media &
Communications

Music &
Recording

Web &
Technology

이 학위 프로그램에서는 아트의
기초와 디지털 기술을 함께
다룹니다.

비즈니스 계획을 작성하고
전문적인 업계 지식을 습득하면서
실무 경험을 쌓게 됩니다.

영화 제작 기법을 배우면서
제작 기술에도 친숙해집니다.

프로그래밍, 아트와 애니메이션
및 레벨 디자인을 포괄하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게임 제작
방법을 맨 처음부터 끝까지
배우게 됩니다.

이 학위에서는 현대의 청중에게
다가가는 데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스킬 및 전략에 초점을 맞춥니다.

전문적 수준의 스튜디오 및 랩에서
작업하여 사운드트랙, 앨범
등을 제작합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웹사이트
디자인을 포괄하는 이 학위를
통해 급부상 중인 기술 업계의
요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애니메이션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영화

게임 아트

Bachelor of Science

Bachelor of Science
Master of Science

Bachelor of Science

Bachelor of Science

Computer Animation

Entertainment Business

디지털 아트 및 디자인

Digital Arts & Design
Bachelor of Science

음악 비즈니스

Music Business

Game Art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창의적인 글쓰기

영화 제작

게임 디자인

Bachelor of Fine Arts

음악 제작

Master of Fine Arts

Master of Science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Bachelor of Science

Bachelor of Science

레코딩 아트

스포츠 마케팅 및 미디어

Associate of Science
Bachelor of Science

Simulation & Visualization

공연 기획

소프트웨어 개발

Film

Film Production

Game Design

Bachelor of Science

그래픽 디자인

게임 개발

Associate of Science

Bachelor of Science

Graphic Design

Game Development

Creative Writing
for Entertainment

Media Communications

Sports Marketing & Media
Bachelor of Science

이벤트 제작

Event Production
Assiciate of Science

Emerging Technology &
System Engineering
Bachelor of Science

Music Production

모바일 개발

Mobile Development
Bachelor of Science

Recording Arts

시뮬레이션 및 시각화
Bachelor of Science

Show Production
Bachelor of Science

최신 기술 및 시스템 엔지니어링

Software Development
Bachelor of Science

웹 디자인 및 개발

Web Design & Development
Bachelor of Science

온라인 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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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의
하버드”(2007)
– Tips & Tricks Magazine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의
언어로 말하기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업계에 관심이 많고 비슷한
취향을 가진 학생들과 영어를 공부하고 싶다면 Full
Sail University의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수료과정을 통해 학생으로서 그리고 전문가로서
발전해 나가는 데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익힐 수
있습니다.

창의력을 펼치며
발전시키는 영어 실력
신속하게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 영어의 기본을 다지고
대학 공인 언어 능력 시험에서 테스트하는 언어
스킬을 집중적으로 익힐 수 있습니다. 작사, 영상 및
팟캐스트를 비롯하여 박물관과 지역 관광지, 레스토랑
관광 등에 이르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실력을 쌓게
됩니다. Full Sail 캠퍼스와 창의력 넘치는 시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에 등록하는 학생의 학습 및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iPad 구입 시 기관 할인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력 수준에 따른 학습
레벨 테스트 후, 본인의 영어 실력에 맞는 과정으로
입학이 결정됩니다.

ESL: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레벨 0

9개월

나만의 iPad
창의적 프로젝트와 학습 활동
지원을 위해 Apple iPad 구입 시 기관 할인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레벨 1

초급 과정

6개월

4개월

레벨 3

2개월

중급 과정 I

중급 과정 II

고급 과정

환영합니다.

뉴스 보도

경청하기

작문 마스터

가사 및 즉흥 창작

Full Sail University 와 미국에 대해 알아보기
 학
 생들에게 학교를 소개하고 미국 생활에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안전과 교통, 돈 관리, 응급
대처 요령 등에 대해 알아보고 시간 관리 및 학생 상담
등과 같은 학술적 주제도 소개합니다.

청취 및 회화 공부의 기초
 일상적인 대화 능력을 발전시키며 청취와 회화 능력을
키우는 데 유용한 수단을 알아봅니다.
역할극 게임, 팟캐스트, 뉴스캐스트 등을 통해 영어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청취 및 회화 I
 TV 프로그램, 라디오 방송, 음악, 영화 및 기타 형태의
미디어를 청취하고 해석함으로써 청취 이해력을 높이고
실력을 갈고 닦는 데 필요한 요령을 학습합니다.

영어 작문 I
 기
 본적인 영어 작문에 중점을 둔 과정으로 단순하고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을 만들고 구성하는 법을 배웁니다.
또한 대본 작문, 영화 제작, 작사와 힙합 등의 시적 표현을
통해 연습하고 배웁니다.

독해 및 어휘 II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학습 기법을 통해 독해의 중요성
과정에서 다진 독해 및 어휘 실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과정입니다. 연상 기호, 스케치, 즉흥 창작 등의 연상 및
암기 기법으로 영어 실력을 높이게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필기 연습

미국 문화 소개
 음악과 미술, 영화, 스포츠, TV 쇼, 미국 국경일에
대해 알아보고 미국의 문화 예절과 라이프스타일,
중요시하는 가치와 일상적인 주제에 대해 탐색하는
과정입니다.

영어 작문의 기초
 문법적으로 정확한 기본 문장을 식별하고 이를 본떠
문장 구성 방법을 익히는 과정입니다. 일기 쓰기와
작사, 기본적인 시적 표현을 통해 연습 및 학습합니다.

다양한 단어
독해 및 어휘 공부의 기초
 기
 본적인 독해와 문법에 대해 배우고 영어를 이해하는
능력과 어휘 실력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잡지와 광고, 신문, 만화 등의 자료를 학습하고
받아쓰기, 일기와 그룹 과제를 통해 배운 내용을
연습하게 됩니다.

문법의 마법사
영어 문법의 기초
 학교 생활과 일상 생활의 여러 상황에서 간단하게
대화하는 데 필요한 기본 수준의 문법을 배웁니다. Full
Sail University 랩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멀티미디어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맞춤식 대화형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강세 교정
강세 교정 및 발음
 강
 세 교정 훈련을 통해 발음의 명확성과 정확도를 높입니다.
연극과 라디오 쇼 등의 활동을 통해 회화 실력을 응용해볼
수 있습니다.

독해의 중요성
독해 및 어휘 I
 기본적인 독해 및 문법 실력을 키우고 영어에 대한 이해도와
단어 실력을 높이는 과정입니다. 여러 가지 보통 상황에서
볼 수 있는 문어체 영어를 읽고 해석하며 현대적인 용법을
이해하게 됩니다.

토크쇼
대화 기술
 표
 준 미국 영어 발음의 소리와 리듬, 억양을 학습함으로써
대화의 기술을 익힙니다. 화상 채팅과 카메라 인터뷰,
캠퍼스에서의 대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응용해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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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2

문법의 록스타
중급 영어 문법
 학
 교 생활과 일상 생활의 여러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화하는 데 필요한 중급 수준의 문법을 학습합니다. Full
Sail University 랩의 모바일 프로그램과 멀티미디어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맞춤식 대화형 학습을 진행합니다.

명확하게 말하기
청취 및 회화 II
 일상적인 대화 능력을 발전시키며 경청하기 과정에서 다진
청취 및 회화 능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과정입니다. 발표,
역할극, 팟캐스트, Full Sail University 스튜디오의 무대
이벤트 등 여러 활동을 통해 실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 팩토리
미국 문화의 통합적 이해
 미국 대중 문화의 주요 요소를 익힘으로써 미국 문화에
심층적으로 빠져들어볼 수 있는 과정입니다. 팝아트와 미국
역사, TV 쇼, 국경일 행사 등에 대해 배워봅니다.

아티스트의 스튜디오
청취 및 회화 III
 미술과 커뮤니케이션, 사회 매체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명확히 말하기 과정에서 다진 청취 및 회화 실력을 더욱
발전시킵니다. 창의적인 표현의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원작 스토리, 미술, 디자인, 음악을 통해 청취 및
회화를 연습합니다.

연예계
독해 및 어휘 III
 작사 및 즉흥 창작 과정에서 쌓은 독해 및 어휘 실력을
바탕으로 연예계 및 미디어 산업과 관련된 개념에 더욱
친숙해질 수 있는 과정입니다. Full Sail 학위 과정의 연사를
초대하는 세션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며 제작 과정 뒤에
숨겨진 사건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나만의 이야기
영어 작문 II
 비판적인 사고와 스토리텔링 능력을 발휘해 어휘 실력을
발전시키고 자신만의 글을 써보는 과정입니다. 블로그 작성,
팟캐스트, 일기 및 기타 형태의 미디어 창작을 통해 작문
실력을 발전시킵니다.

업계 현황

 SPN이 후원한 Full Sail University
E
Sports Lab에서 학생 및 교직원이
ESPN 팀과 함께 Bill Parcells’ Draft
Confidential을 촬영했습니다.

REAL-WORLD
EXPERIENCE

다음은 본교 자문 위원회 위원들과 제휴 관계에
있는 기업, 아티스트 및 브랜드의 일부입니다.

Apple

Blizzard Entertainment
Electronic Arts

학위를 취득하며 열정을 품고 있는 업계에서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
기업의 상징적인 브랜드 이면에 대해 강의
중인 ESPN의 Creative Technology Director,
David Saphirstein.

Full Sail 교육의 핵심입니다. 교내 공연장, 스튜디오
및 랩에서의 학습 외에 주요 브랜드, 아티스트 및 기관과의

Universal Studios

Disney
Ozzy Osbourne

전문적인 제휴를 통해 실제 프로젝트에서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제공됩니다.

Saturday Night Live
George Clinton

본교 교수진은 해당 업계에서 축적한 폭넓은 경험을 교육에 충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Full Sail 프로그램에는
GRAMMY® 수상 경력의 레코딩 엔지니어이자
명예의 전당에 오른 Full Sail 졸업생 Phil Tan이
스튜디오에서 학생들과 함께 했습니다.

현역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가 있으며,

ESPN

Conan O’Brien

id Software

CNN

이 자문 위원회를 통해 업계의 최신 동향이 교수진에게 전달됩니다.

Sony
Pixar
Stevie Wonder

BioWare
National Geographic
Mid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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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ael
Jackson

NBC ABC

Modest Mouse

FULL SAIL의
장점

Project
LaunchBox™
Project LaunchBox는 프로젝트 제작에 도움이
되는 강력한 기술을 학생에게 제공하는 Full Sail
프로그램입니다. 학생에게는 MacBook Pro*
및 학위 프로그램에 맞는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제공됩니다. 모든 파일, 멀티미디어 제작, 학습
과제를 매일 24시간 내내 언제든지즉시 사용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Full Sail은 교육에 대한 접근을 달리하여 빠른 기간 안에 학위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하고
수업료에 모든 교재비 및 실습비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 가격 및 패키지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정
게임 및 기술 프로그램에서는 학위별로 지정된
업계 표준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강력한 HP®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이 학생에게 제공됩니다.

학업 계획을 위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줄어든 기간

생활비

수업료 동결

• 강
 의가 1개월 단위로 진행되므로,
일반적으로 4년 소요되는 학위를
평균 24개월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재
 학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동안 필요한 주거 및
생계 비용의 지출 기간을 짧게 잡고
자금을 준비하면 됩니다.

• 대
 부분의 미국 대학과 달리,
프로그램 기간 기준으로 수업료가
결정되며 학기가 달라져도 수업료는
인상되지 않습니다.

수업료에 포함되는 항목

원하는 시기에 시작

원하는 시기에 복학

• 일
 반적으로 교육 비용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교재 및 소모품입니다.
Full Sail의 수업료에는 이러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F ull Sail의 학위 프로그램은 매달
시작되기 때문에 가을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원하는 학위 과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공석이 있으면 언제든지 Full Sail

에 복학하여 학위 프로그램 내의 현
과정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 안내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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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ullsail.edu/admissions/scholarships
Full Sail 캠퍼스 도서관

캠퍼스

공용 구역

Full Sail은 만족스러운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환경에서의 학습을 보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본교 학생들의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업계 진출을 돕기 위해 해당 업계의 실상과
분위기를 반영하도록 캠퍼스를 설계했습니다.

제작 및 수업을 마치고 강의실을 나오면 Full Sail의
학생용 구역 여러 곳 중 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며
휴식을 취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야외 테라스, 공원, 무선 인터넷이
제공되는 학생 라운지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십시오.

최고 기관 상(2011)

21세기 최고의 원격 학습
모범 사례 상(2011)

– The New Media Consortium

–U
 SDLA(United States Distance Learning
Association)

교육 혁신 기관(2010)
– Apple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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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센터

학생 라운지 구역

아트 스튜디오

영화 야외 촬영장
Full Sail 스튜디오 야외 촬영장을 이용하면
캠퍼스를 벗어나지 않아도 야외 촬영이
가능합니다. 캠퍼스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이
시설에서 학생들은 암스테르담, 베니스 등의
유럽 도시 및 뉴올리언스의 프렌치 쿼터 같은
다양한 야외 로케일을 무대로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아트 제작에 필요한 스킬을 개발하려면
탄탄한 기초가 필요합니다. Full Sail의 캠퍼스에는
여러 개의 아트 및 디자인 스튜디오가 모여
있고, 학생들은 여기에서 인물화, 조각, 사진, 2D
애니메이션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118명의 졸업생이
22개의 Oscar 후보
지명작 프로젝트에 참여

23개 카테고리에서 Emmy
상을 받은 10개 프로젝트에
20명의 Full Sail 졸업생이
참여

– 85회 Academy 시상식

– 65회 Primetime Emmy 시상식 및
함께 열린 Creative Arts Emmy 시상식

12

2D 아트 스튜디오

영화 야외 촬영장

레코딩
스튜디오

라이브 공연장
Full Sail의 라이브 공연장에서는 라이브 음악
공연, 매월 열리는 졸업식, 오픈 하우스 행사, 초청
강연 등의 다양한 캠퍼스 이벤트가 개최됩니다.
이 공연장에서 학생들은 무대 준비, 아티스트와의
협력, 조명과 사운드 조절, 종료 후 무대 총정리 등
라이브 제작의 여러 측면을 배우게 됩니다.

Full Sail의 캠퍼스에는 음악 및 오디오를
레코딩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학생들은 전문적 수준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스튜디오와 Pro Tools 포스트프로덕션
워크스테이션을 통해 업계 전문가가 사용하는
장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 경력을 갖춘
강사로부터 배우면서 30개 이상의 전용 오디오
포스트프로덕션 환경에서 실전 경험을 쌓게
됩니다.

지난 5년간 160명의
Full Sail 졸업생이
84개의 GRAMMY
후보작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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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5대
음악 프로그램으로
선정(2005)
– Rolling Stone Magazine

레코딩 스튜디오

Full Sail 라이브 공연장

총 49개 국가

42,000명의
졸업생

JASMINE EFFNER | 독일

HYUNWOO RHEE | 한국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석사

레코딩 아트



JORDAN “DJ SWIVEL” YOUNG | 캐나다

졸
 업 후에 Jasmine은 아티스트 매니지먼트를
설립했습니다. 전직 아티스트로서의 통찰력과
본교에서 받은 고급 비즈니스 교육이 완벽히
결합된 사례입니다.



Hyunwoo는 프로듀서 및 엔지니어로서 수많은
K-pop 아티스트와 함께 일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는 HESSED & Company Inc.
및 Studio Tomorrow의 오너이기도 합니다.

레코딩 아트


Jordan은 다수의 플래티넘 앨범 및 싱글에 프로듀서, 믹서
및 엔지니어로 참여하여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 왔습니다.
그는 Britney Spears, Whitney Houston, Jay-Z 및 Michael
Jackson 등의 여러 아티스트와 함께 일했습니다.

MIKE EXETER | 영국
레코딩 아트


음악 프로듀서로 활동 중인 Mike는 Black Sabbath,
UB40, Jeff Beck 및 The Specials 등의 전설적인
아티스트와 함께 일했습니다.

DEVIKA ARORA | 인도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LESLIE BRATHWAITE | 세인트 토마스
레코딩 아트


L eslie는 Jay-Z, Mary J. Blige, Ludacris 및 Ciara 등의
아티스트와 함께 일했습니다. 차트에서 높은 순위에
올라 성공을 거두었을 뿐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Grammy 상을 받았습니다.

D
 evika Arora는 인도 캘커타 중심부에서 두 달에 한
번씩 풀로 덮인 옥상에서 열리는 바자회, 420 Rooftop
Flea Market의 창립자입니다. 그녀는 2011년 본교
프로그램의 마지막 달에 이 비즈니스를 구상했습니다.

LEORA CHAI | 이스라엘
영화


L eora는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로서 경력을 쌓아
왔으며, 지난 3년 동안은 자신의 최신 프로젝트인
Freedom Fighters of Nili를 진행했습니다.

ARTHUR LUNA | 브라질
레코딩 아트


Arthur Luna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소재의
Cia dos Técnicos에서 레코딩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멀티플래티넘 판매 기록을 보유한
Shakira 등의 아티스트와 함께 일했습니다.

DIDIER GANZA | 르완다
디지털 시네마토그래피

SEBASTIAN KRYS | 아르헨티나
레코딩 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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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bastian Krys는 Shakira, Gloria Estefan 및
Carlos Vives 등의 대스타와 함께 일하며 라틴
음악 산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GRAMMY
상을 4번, Latin GRAMMY 상을 7번 받았습니다.



D
 idier는 미국 및 르완다에서 감독 겸 촬영기사로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는 아티스트, 디자이너, 사업가
및 영화 제작자의 집합체인 SO Afrika Entertainment
를 설립했습니다.

SIMON MATHEWS | 말레이시아
공연 기획


S
 imon은 유명한 라이브 제작 회사인 Clair Bros에서
사운드 기술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Black Eyed
Peas, Elton John, Billy Joel 및 Guns n’ Roses 같은
아티스트의 공연에서 생생한 사운드를 만끽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입학 체크리스트

졸업생 활동

체크리스트는 Full Sail 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
그리고 제출한 서류 확인을 위한 안내 자료입니다.

다음은 본교 졸업생과 함께 일한 유명 아티스트,
본교 졸업생을 채용한 기업 및 본교 졸업생이 참여한
프로젝트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입학 담당자 인터뷰
지원서

Taylor Swift

전형료
	

($40.00)

입학 예치금
	

(캠퍼스 출석을 요하는 학위에 한해 $200.00 필요)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준학사 및 학사 학위 프로그램 등록 시 필요)

대학교 성적 증명서
	

(석사 학위 프로그램 등록 시 필요)

언어 능력 입증 자료
	
서명된 입학 원서
재정보증서
신분증 사본
	

(여권 또는 정부 발급 신분증)

*영어 외 언어로 작성된 서류는
공증된 번역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Full Sail의 온라인 네트워크
Full Sail 재학생, 졸업생 및 교직원은 Instagram, Twitter,
및 Facebook 등의 소셜 미디어뿐 아니라 미국 외부의 기타
커뮤니티를 통해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Madonna

U2

Drake

Halo

Michael
Jackson

Christina Aguilera

Disney

Ricky Martin

Katy Perry

The Avengers

Britney Spears

Mariah Carey

Call of Duty

Grand Theft Auto

Dreamworks

Pink

Saw II

Miley Cyrus

Skyfall
Electronic Arts

Nelly Furtado

Harry Potter and the
Deathly Hallows Part 2

ESPN

will.i.am

Shakira

Lady Gaga

The Dark
Knight Rises

Usher

Rihanna
David Guetta

Pixar

Beyoncé
플로리다 주, 올란도 인근 • Tel: +1.407.679.6333 • fullsail.edu
3300 University Boulevard, Winter Park, FL

경력 개발 지원 대상자 및 ACCSC 승인 대학 졸업생은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각 전공별 주요 세부 사항은 fullsail.edu/gedt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4 Full Sail, LLC. All rights reserved. "Full Sail", "Full Sail University" 및 Full Sail University 로고는 Full Sail, LLC의 서비스 마크
또는 등록된 서비스 마크입니다.

Snoop Dogg
The Amazing
Spider-Man

Lil Wayne

Coldplay
Cirque du Sole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