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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창 강의계획서

교과목명 가창 강의시간 5 담당교수

학습목표

가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노래를 통한 정확한 가사전달과 신체를 악기로하여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다. 이를 위해  올바른 몸의 자세와 발성, 호흡법 등을 익

히고 딕션을 공부한다. 본 수업은 단순한 발성 뿐 아니라 우리의 몸을 통하여 목소

리가 생성되는 원리를 알고 가창에 필요한 각 기관들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할수있

다.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악기를 잘 다루기 위한 테크닉이 필요하듯이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한 올바른 자세와 호흡, 공명, 발성 등의 방법을 이론과 실습을 통하

여 익히고 소리낼수있다. 이를 위해 들숨과 날숨, 소리의 생성 및 소리의 통로 등 

발성 기관을 이해하고 각 부분을 이용하여 소리를 내보고 호흡 연습 및 공명 연습

을 한다. 가창 수업을 통하여 개인의 음악적 재능을 최대한 개발시키고,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발성을 습득하며 이를 바탕으로 풍부한 예술적 표현이 가능 하도록 성장

할 수 있다.

교재

저자명 출판연도 교재명 출판사

시어도르 다이먼 2014 신체와 목소리 예솔

LarraBrowing 

Henderson
2010 발성훈련의 길잡이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Barbara Conable 2019 호흡의 구조와 움직임 중앙아트

성적 평가방법

(상대평가)

A: 30%, B:40% C이하:50%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물 수시평가 수업참여도 출석 총점

25 25 10 10 10 20 100

참고사항

매 주차 수업시간에 꾸준히 중간고사와 수시평가 결과와 수업참여도 결과를 체
크하여 기말고사에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도록 학습자 스스로가 부족한 부
분에 관하여 느끼고 또한 교사와 상담 및 모니터링 수업방법에 효과적으로 활
용 할 수 있도록 한다.

주차 강의 내용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1

1)강의주제: OT/목소리의 조직 원리 

2)강의목표: 목소리의 원리와 소리의 생성, 몸의 구조에 대하여 이해한다. 

3)강의세부내용: 수업 진행 방법, 과제물 등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

하고, 목소리 조직의 원리와 몸의 구조에 대하여 알아본다. 

교재: 신체와 목소리 

목소리 조직의 원리

p. 23-34

과제 제출 안내

2

1)강의주제: 호흡

2)강의목표: 호흡기관의 구조와 호흡법, 호흡의 종류, 호흡의 연습방법을 

이해하고 실습해본다. 

3)강의세부내용: 호흡을 하는 이유, 호흡의 해부학적 기능과 올바른 호흡 

연습을 학습한다. 

교재: 신체와 목소리 

호흡

p. 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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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의주제: 후두

2)강의목표: 소리가 생성되는 원리와 후두의 기능, 후두의 올바른 사용법

을 이해하고 실습한다. 

3)강의세부내용:

1. 후두 - 후두는 기관 입구에 있는 기관으로, 발성기관이며,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이 기도로 들어가지 않도록 차단하는 역할도 한다.

교재: 신체와 목소리

후두 p. 51-60

교재: 발성훈련의 길잡이

제3장 

올바른 기법의 기초가 되는 해

부학과 생리학 p.51-55

4

1)강의주제: 후두의 현수근

2)강의목표: 후두를 지지하는 근육들에 대해 살펴보고 올바른 발성에서 후

두의 위치를 습득한다. 

3)강의세부내용:

1. 현수근 – 후두에는 갑상연골, 윤상연골, 피열연골 등의 근욱들이 작용

을 하고 소리는 낼 때 각자의 역할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여러 가지 소리

를 낼 수 있다.

교재: 신체와 목소리 

4. 후두의 현수근

p. 61-69

5

1)강의주제: 지탱의 문제점

2)강의목표: 근육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시스템인 후두와 호흡기관을 알아

보고 그 문제점과 올바른 사용을 학습한다. 

3)강의세부내용: 

1. 지탱이란? - 가창을 위한 호흡은 호기호흡과는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

교재: 신체와 목소리 

4. 후두의 현수근

p. 61-69

6

1)강의주제: 성역

2)강의목표: 흉성의 정의와 성역대별 가성, 두성, 흉성을 학습자들에게 소

리 내서 연습하고, 실습을 통해 발성과 자세를 교정시키고 학습자들의 비

료를 통해 이해를 돕는다.

3)강의세부내용: 

흉성으로 소리내기. 두성으로 소리내기. 성구전환. 고음 발성과 자세. 

교재: 신체와 목소리

6. 가창 성역

p. 85-103 

7

1)강의주제: 가수의 목구멍

2)강의목표: 목구멍 또는 성악 통로와 발성의 역할에 대해 살펴본다. 

3)강의세부내용: 가창에서 중요한 목구멍, 입과 턱, 혀의 중요성을 인식하

고 그 구조를 알아본다. 

교재: 신체와 목소리

7. 가수의 목구멍

p.105-122

8 중간고사

9

1)강의주제: 소리의 위치

2)강의목표: 소리의 위치와 공명, 공명강에 대해 이해하고 공명을 통한 음

색의 변화를 조절하여 가창 할 수 있도록 한다. 

3)강의세부내용: 소리의 위치에 따라 각기 다른 소리가 나며 가수는 자신

이 원하는 대로 소리의 위치를 바꿀 수 있어야한다.

교재: 신체와 목소리

8. 소리 위치

p.123-129

10

1)강의주제: 가창 오용의 예방

2)강의목표: 말하기와 관련 된 소리 오용의 패턴들을 알아보고 자연스런 

목소리를 사용 할 수 있다. 

3)강의세부내용:

발성은 목 근육을 조이고, 가슴을 올리며, 늑골을 고정시켜 목구멍을 조이

고 접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목소리 회복을 위해 신체를 지탱할 수 있

는 자세로 놓아두어 이런 근육들이 스스로 탄력성을 회복하여 발성 구조

를 지탱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교재: 신체와 목소리

9. 가창오용의 기본패턴 

예방하기

p.131-140 

11

1)강의주제: 쉬운 발성의 다섯 가지 요소들

2)강의목표: 조화로운 발성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들을 이해하고 자신의 가

창에 적용한다. 

3)강의세부내용: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리를 내기 위해 좋지 못한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호흡하는 것을 포함해서 소리를 지탱하기 위해 긴장이나 압

박을 만들어 낸다.

교재: 신체와 목소리

10. 쉬운 발성의 다섯 가지 

요소들

p.14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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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의주제: 지탱과 소리 생성의 요소들

2)강의목표: 자연스러운 소리 형성을 위한 기초로서 조절 된 호흡을 다루

는 실제적 과정을 이해한다. 

3)강의세부내용: 

목소리를 좋은 위치에서 잘 내는 것은 소리를 밝게 하고, 목구멍이 열리

는 것을 유지할 수 있다. 

교재: 신체와 목소리

11. 지탱과 소리 생성의 요소들

p.149-157 

13

1)강의주제: 순수가창음성

2)강의목표: 속삭이는 ‘아’ 소리를 가창과 연결시켜 자연적 디자인에 맞추

어 소리를 만드는 방법을 이해하고 실습한다. 

3)강의세부내용:

우리가 노래하기 위해 성대를 움직일 때 근육의 길이와 자유로움이 방해

되지 않는다면 말하기와 노래하기에 효과적일 것이다. 

교재: 신체와 목소리

12. 순수한 가창 음색 만들기

p.159-169

교재: 발성훈련의 길잡이

제5장 

14

1)강의주제: 목소리와 총체적 디자인

2)강의목표: 목소리의 고유한 조직적 효능성, 아름다움, 능력을 활성화하고 

자유롭게 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잘 사용하도록 디자인한다.  

3)강의세부내용: 가창테크닉은 사람의 목소리의 작동과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위해서 많은 가치적 통찰을 제공한다. 

교재: 신체와 목소리

13. 목소리와 총체적 디자인

p.171-174

레포트 제출

15 기말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