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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음악개론 강의계획서 

교과목명 실용음악개론 강의시간 3시간 담당교수

학습목표

실용음악에 대한 기본적인 음악이론에서부터 악전의 내용, 실용화성학, 실용음악과 가

요의 형식, 악기 편성, 장르, 실용음악의 역사와 변천, 세계의 음악까지 전반적인 분야

를 다루어 음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시대적인 현상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

도록 한다.

교재
 교재명 : 대중음악의 이해                  출판사 : 한나래

 저자 : 사이먼프리스, 윌스트로, 존스트리트     출판년도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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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음악의 흐름과 음악형식의 역사를 알아보고 연주자들의 음악을 감상

해봄으로서 대중음악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조건들에 대해 토론해본다.

2

대중음악이 미치는 유행과 수입, 시대를 대표했던 뮤지션들의 사회적 영

향력과 그에 따른 경제구조의 변화를 시청각 자료를 통해 이해하고 토론

해본다. 

과제 제시,

* 기말고사 전까지 제출

3

종교음악, 춤음악, 오페라, 관현악곡, 뮤지컬과 재즈 등 중세 종교음악에서 

현대 뮤지컬과 재즈음악 등 대중음악까지 시대별 대표적인 연주가들의 작

품을 감상,이해한다

4

음계의 개념 및 장음계, 단음계, 또는 장, 단음계를 제외한 여러 음계들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따른 예제음악을 듣고 분석하며 다양

한 활용방법을 생각해본다

5
텐션과 비화성음, 코드진행과 보이싱의 음악적 사용과 적용을 학습한다.

다양한 문제풀이를 통해 학습내용을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6

음악과 패션 스타일의 관계를 알아본다. 또한 녹음기자재와 음악의 소통, 

사회학, 사회과학과 음악의 변화, 시대별 음악의 사운드를 통한 변화를 듣

고 이해한다.

7
한국 대중음악을 형성한 인물들을 알아보고 그들의 음악을 감상, 분석해

봄으로서 한국음악의 특징을 이해한다.

8 중     간     고     사

9

시대별 실황 공연자료를 보고 음악적 깊이와 사회적 영향을 분석해본다.

오리지널러티를 가지고 있는 뮤지션들이 또 다른 뮤지션들에게 주었던 영

향을 자료를 통해 보여주고 뮤지션들의 계보를 파악해본다.

10

여러 장르별 음악가들의 음악과 문화를 인식하고 한국사회에 영향을 준 

음악가에 대해 알아보고 그들의 음악을 듣고 분석해봄으로서 특징을 이해

한다.

11
60-70년대 문화적 충격에 대해 토론하고 시대를 반영한 음악인들의 영상

을 보며 간접적인 체험과 더불어 60,70년대 음악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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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80년대 음악의 부흥기에 속했던 뮤지션들을 알아본다. 자선공연 등 음악

적인 풍요와 대중적분위기를 이끌었던 뮤지션들의 자료를 보고 시대적 음

악을 이해하고 음악인으로서 나아갈 방향에 대해 토론해본다.

13

1990년대 뮤지션들의 주류와 비주류의 변화에 대해 알아본다. 흑인음악과 

백인음악의 정체성 및 특징을 이해하고 그들 음악이 산업에 끼친 영향에 

대해 토론해본다.

14
2000년대 음악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 알아보고 음악의 발전과 산업 및 

테크놀로지의 발전, 연주자들도 함께 알아본다.

15 기     말     고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