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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음악이론Ⅰ 강의계획서

교과목명 기초음악이론Ⅰ 강의시간 3 담당교수

학습목표

음악은 음을 재료로 하여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이다. 이러한 시간적

인 예술을 이해하기 위하여 음악을  구분할 수 있는 음의 종류를 이해하여야 하며 

작곡과 연주와 감상 형태에 대한 이해가 따라야 한다. 

1. 서양음악의 기초 악전을 이해한다.

2. 서양음악 악보를 독보한다.

3. 화성을 분석, 대위를 적용할 수 있다.

4. 각 악기들에 대한 지식을 높이고 연주형태를 파악, 구분할 수 있다.

5. 작곡된 시대적 상황을 분석, 연주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

6. 서양, 국악의 역사를 파악한다. 

7. 국악의 악보를 독보할 수 있다. 

8.  국악의 갈래를 파악하고 악기의 종류, 곡조를 분류할 수 있다.

9. 국악의 기초 악전과, 갈래, 곡조의 분류, 악기, 국악사 등을 파악 한다.

10. 음악의 분석, 해석을 구분 할 수 있다.

11. 악보를 이론적으로 분석하여 연주를 해석할 수 있다.

12. 작곡가와 시대적 구분에 대한 특성을 파악해 악보를 정확히 분석하고 연주할 수 

있다

교재

교재명 저자명 출판사 출판연도

음악통론과 그 실습 이성천 음악예술사 2015

17가지 키워드로 쉽게 

배우는 실용음악이론
카토리요시히꼬 SRMUSIC 2007

대학음악이론 백병동 현대음악출판사 2007

성적 평가방법

(상대평가)

A: 20%, B:40% 

C이하:40%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물 수시평가 수업참여도 출석 총점

25 25 10 10 10 20 100%

참고사항  ※ 학점인정 최소요건은 출석률 80% 이상, 성적 60점 이상

주차 강의 내용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1

1) 강의주제: 악전 1

2) 강의목표: 음악에 대해 이해하며 보표와 음자리표, 음이름, 음

표와 쉼표에 대해 학습한다.

2

1) 강의주제: 악전 2

2) 강의목표: 마디와 박자, 빠르기말, 빠르기표, 셈여림표, 나타냄

말, 여러 가지 표, 줄임표, 꾸밈음 등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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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강의주제: 음정 1

2) 강의목표: 음정에 대해 이해하며 종류와 성질에 대해 학습하여 

음정을 알아내는 법을 학습한다.

4
1) 강의제목: 음정 2

2) 강의주제: 반음계적 음정을 학습한다.

5

1) 강의주제: 음계

2) 강의목표: 음계의 뜻과 종류, 계이름, 조와 조표, 나란한조, 같은 

으뜸음조, 딴이름한소리조, 걸림조, 5도권에 대해 학습한다.

실시과제부여

6

1) 강의주제: 음계 실습과 조옮김

2) 강의목표: 5주차에 수업한 음계를 실습한 후 조 옮김을 학습한

다.

7
1) 강의주제: 화성법

2) 강의목표: 서양음악 화성학의 개요에 대해 학습한다.
중간고사공지

8 중     간     고     사

9
1) 강의주제: 화성법 과 대위법

2) 강의목표: 화성법 실습과 대위법 개요에 대해 학습한다.

10
1) 강의주제: 악식론과 연주형태

2) 강의목표: 악식론과 기악과 성악에 대해 학습한다.

11
1) 강의주제: 서양음악사

2) 강의목표: 서양음악의 역사에 대해 학습한다.

12
1) 강의주제: 한국음악 1

2) 강의목표: 기초이론과 국악의 갈래에 대해 학습한다.

13

1) 강의주제: 국악 곡조의 분류와 악기

2) 강의목표: 한국음악 곡조의 분류와 국악기의 분류에 대해 학습

한다.

14
1) 강의주제: 국악사

2) 강의목표: 우리나라 음악의 발달에 대해 학습한다.
기말고사공지

15 기     말     고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