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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악Ⅱ 강의계획서

교과목명 실내악Ⅱ 강의시간 5시간 담당교수

학습목표

1. 실내악 II에서는 실내악 I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내악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앙상블에 대해 이해를 하고 실질적인 곡을 배우며 여러 가지 리듬 스타일과 다양한 코드 

체인지에서 연주 할 수 있는 연주기법을 익혀 학습자가 연주 할 수 있다.

2. 실내악 I에서 배운 여러 편성 중 특히 4중주에 집중하여 실제 연주 될 수 있는 편곡과 

연주법 등을 배울 수 있다.

3. 시대 별 여러 실내악 문헌 연주 중 특히 4중주에 맞는 곡을 선택하여 다양한 음악적 

해석을 경험하고 테크닉을 익혀 요즘 사운드에 맞는 연주를 할 수 있다.

4. 다양한 악기 조합을 통해 악기 별 특성을 이해하고 편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각 악

기의 역할에 대해 공부해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

5. 현대 대중음악의 중심이 되는 재즈어법을 실내악 편성과 연관시켜 재해석하여 곡을 연

주할 수 있다.

교재

저자명 출판연도 교재명 출판사

차호성 2003 주교재- 실내악 2 심설당

다라편집부 2005(재판) 부교재 1- 재즈리얼북 1 다라

장문영 2013 부교재 2- 재즈 보컬 앙상블 예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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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주제: 오리엔테이션 & 실내악 II의 학습 목표 

강의목표: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한 학기 동안 배울 내용을 점검하고 실내악 I에

서 학습한 내용이 실내악 II에서 어떻게 연결 되는지 설명한다. 또한 실내악 II 학

습과정의 목표를 각인시킨다. 

2

강의주제: 4중주의 개념과 편성 그리고 18세기의 4중주

강의목표: 4중주의 개념을 살펴보고 특히 18세기 4중주 음악의 음악스타일과 연주

법 등을 배워 보도록 하자.

3

강의주제: 19세기와 20세기의 현악4중주

강의목표: 19세기와 20세기의 현악4중주의 경향과 음악적 특징과 대표작품들을 

배우고 당시 연주 테크닉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자. 

4

강의주제: 4중주 편성의 재즈앙상블 (1)

강의목표: 전통적인 4중주 편성의 앙상블이 아닌 보컬이 중심이 된 편성의 4중주 

재즈앙상블을 통해 현대적인 편곡법과 연주 테크닉 등을 배워 보도록 하자. 

5

강의주제: 4중주 편성의 재즈앙상블 (2)

강의목표: 전통적인 4중주 편성의 앙상블이 아닌 보컬이 중심이 된 편성의 4중주 

재즈앙상블을 통해 현대적인 편곡법과 연주 테크닉 등을 배워 보도록 하자. 

6

강의주제: 4중주 편성의 재즈앙상블 (3)

강의목표: 전통적인 4중주 편성의 앙상블이 아닌 보컬이 중심이 된 편성의 4중주 

재즈앙상블을 통해 현대적인 편곡법과 연주 테크닉 등을 배워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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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강의주제: 4중주 편성의 재즈앙상블 (4)

강의목표: 클래식의 4중주가 아닌 오늘날 사운드와 편곡으로 콰르텟 앙상블을 만

들어 보자.

중간고사 공지

8 중     간     고     사

9

강의주제: 피아노가 포함된 4중주

강의목표: 피아노4중주의 일반적인 편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사운드의 특징과 편곡

에 대한 아이디어 및 연주법에 대하여 공부하도록 하자.

10

강의주제: 피아노가 포함된 현대 4중주 편성의 앙상블 (1) 

강의목표: 전통적인 클래식의 피아노4중주가 아닌 피아노가 포함된 오늘날 사운드

와 편곡으로 콰르텟 앙상블을 만들어 보자.

과제 부여 및 제출

11

강의주제: 피아노가 포함된 현대 4중주 편성의 앙상블 (2) 

강의목표: 전통적인 클래식의 피아노4중주가 아닌 피아노가 포함된 오늘날 사운드

와 편곡으로 콰르텟 앙상블을 만들어 보자.

수시평가 공지

12

강의주제: 관악기가 포함된 4중주

강의목표: 관악기가 포함된 독특한 음색의 4중주 사운드에 공부해 보고 대표적인 

작곡가와 그 들의 작품에 대해 알아보고 그 연주법과 편곡에 대하여 공부해 보도

록 하자. 

수시평가 실시

13

강의주제: 관악기가 포함된 현대 4중주 편성의 앙상블 (1)

강의목표: 전통적인 관악기가 포함된 클래식의 4중주가 아닌 색소폰이나 트럼펫 

또는 트롬본 등이 포함된 오늘날 사운드와 편곡으로 퀸텟 앙상블을 만들어 보자. 

(단 관악기가 없는 경우 신디사이저를 이용하여 연주해 보도록 하자.)

14

강의주제: 관악기가 포함된 현대 4중주 편성의 앙상블 (2)

강의목표: 전통적인 관악기가 포함된 클래식의 4중주가 아닌 색소폰이나 트럼펫 

또는 트롬본 등이 포함된 오늘날 사운드와 편곡으로 퀸텟 앙상블을 만들어 보자. 

(단 관악기가 없는 경우 신디사이저를 이용하여 연주해 보도록 하자.)

기말고사 공지

15 기     말     고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