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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개론Ⅰ 강의계획서  

교과목명 음악개론Ⅰ 강의시간 3시간 담당교수

학습목표

음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현대 음악과 관련된 사상 및 기초 이론을 배양한다. 

이에 따라 본 교과목은 음악의 특성과 종류, 음악과 타 예술과의 관계, 인간 이해의 기능으

로서의 음악, 음악과 사상, 음악과 민족성의 표현, 현대 음악에의 길, 음악 기초이론 개관 등

을 학습한다. 

교재
 주교재1: 음악의 기초 / 김홍인 / 현대음악출판사(현대교육미디어) / 2012년

 주교재2: 대학음악이론 / 백병동 / 현대음악출판사(현대교육미디어) /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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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부한 강의계획서를 통해 한 학기 동안의 커리큘럼을 이해한다. 보표와 음자리

표에 대해 파악한다.

2 음표와 쉼표, 잇단음표의 개념과 종류를 파악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3 음정의 표현방식 및 종류, 변화표의 개념과 올바른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4 박자의 개념과 그 종류를 알아보고 다양하게 배치된 리듬의 악센트를 이해한다.

5 음정의 정의와 종류, 각각의 성질을 파악하고 공식을 이해한다. 

6
음정 계산법과 자리바꿈의 규칙을 파악하고 다양한 문제풀이를 통해 음정을 이

해한다.

7
음계의 개념 및 여러 음계들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예제 음악을 분석

하며 다양한 활용 방법을 생각해본다.

8 중간고사

9
조성 및 조표, 5도권의 개념과 기능, 전조와 이조에 대해 이해하고 문제풀이를 

통해 학습 내용을 다양하게 응용한다.

10
화음에 대해 알아보고 3, 7화음 구성을 실습한다. 음의 중복과 배치, 기본위치와 

전위의 구조적 이론에 대해 이해한다. 

11
대중음악에 사용되는 화음 구성과 코드 표기법에 대해 알아본다. 텐션의 개념과 

표기법, 활용 방법을 이해한다.  

12
다양한 연주 지시어나 기호 등을 알아본다. 이태리어 악상 기호가 사용된 예를 

분석해 학습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13
목소리의 분류와 음역, 연주 형태의 특징을 파악하고 성악곡의 형식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14
악기의 분류, 각 악기의 음역과 특징을 분석한다. 구성요소에 따른 기악 연주 형

태를 설명한 후 음악 감상을 통해 폭넓은 이해를 돕는다.  

15 기말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