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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음악실기 강의계획서 

교과목명 영상음악실기 강의시간 4시간 담당교수

학습목표

  영상(영화)음악 작곡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실제적 바탕을 마련하는 과목으로, 영상 

및 그것이 가지는 음악 외적(문학적, 미술적)인 요인들과 음악과의 관련 속에서 음악연출

의 올바른 감각과 기법을 키우기 위해 영화(영상)예술에서 만나는(정적, 동적, 감정적, 낭

만적 및 긴장감 넘치는 또는 색채감 넘치는, 등의)전형적 장면이나 시스들을 분류하여 

적절한 음악으로 연출하는 실습과 함께, 영상의 움직임 및 의미의 전환 시점과 음악의 

시점을 일치화하는 싱크로나이징 내지 underscoring 기법 등을 실습한다. 이어서 그렇게 

창작되거나 만들어진 음악을 음향 및 전자음악 차원에서 제작할 수 있는 기술 또한 실

습으로 익힘으로써, 영상(영화)을 위한 음악의 제작 연출 능력을 키운다.

교재
교재명 : 영화음악의 이해    출판사 : 한나래

저  자 : 한상준             출판년도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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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제목: 오리엔테이션

2)강의주제: 영상음악이란 무엇인가

2
1)강의제목: 영상과 음악

2)강의주제: 영상음악 제작과정과 영상음악의 기능적 역할  

3
1)강의제목: 영상음악의 접근 I

2)강의주제: 시나리오를 통해 영상음악에 대해 접근해본다.

4
1)강의제목: 영상음악의 접근 II

2)강의주제: 음악 스파팅(spotting)

5
1)강의제목: 영상음악의 접근 III

2)강의주제: 소스(source)음악과 삽입곡(score)의 설계 

6
1)강의제목: 제작곡 발표 및 논의 

2)강의주제: 제작곡에 관한 발표 및 논의를 해본다. 

7
1) 강의제목: 장르별 영상음악 분석 및 제작 실습 I (로맨스)

2) 강의주제: 사랑을 테마로 한 영상음악 분석 및 제작 실습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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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 강의제목: 장르별 영상음악 분석 및 제작 실습 II(코메디) 

2) 강의주제: 코메디를 테마로 한 영상음악 분석 및 제작실습을 해본다. 

10

1) 강의제목: 장르별 영상음악 분석 및 제작실습 III(공포, 스릴러)

2) 강의주제: 공포와 스릴러를 테마로 한 영상음악 분석 및 제작실습을 

해본다.

11

1) 강의제목: 장르별 영상음악 분석 및 제작실습 IV(판타지)

2) 강의주제: 판타지를 테마로 한 영상음악 분석 및 제작실습을 해본다.

<과제 부여>

과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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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 강의제목: 뮤지컬 음악

2) 강의주제: 뮤지컬음악에 대해 알아보고 제작실습 해본다.

13

1) 강의제목: 애니메이션 음악

2) 강의주제: 애니메이션 음악에 대해 알아보고 animation character 

song 제작실습 해본다.

14
1) 강의제목: 광고음악

2) 강의주제: 광고음악을 알아보고 CF song 제작실습 해본다.

15 기     말     고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