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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즈음악사 강의계획서 

교과목명 재즈음악사 강의시간 3시간 담당교수

학습목표

  시대적 진화과정의 연구를 통한 재즈의 통시적, 공시적 본질의 이해는 실용음악의 올바른 

연주와 표현을 위해 꼭 필요하다. 본 교과목은 재즈 기원으로서의 아프리카의 음악 및 아메리카 

흑인 노예 음악, 오리지널 블루스을 비롯한 지역과 시대에 따라 여러 갈래로 분류되는 리듬 앤 

블루스를 포함한 주요 블루스들의 변천, 기악 재즈의 본격적 기원으로서의 뉴올리언즈 재즈를 

비롯한 스윙, 비밥 및 퓨전재즈와 Funk, 선법재즈를 포함한 근대 및 현대재즈 양식들과 관련된 

음악의 뮤지션, 음악(연주)기법 및 스타일과 특성 등을 역사(통시)적, 지리(공시)적 관점에서 연구 

학습한다. 이에 따라 재즈의 정체성과 본질을 통시적, 공시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교재  김현준, 김현준의 재즈파일, 한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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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엔테이션, 재즈의 정의를 이해할 수 있다.

2 재즈의 기원과 재즈 발생의 기본 요소들을 알아보고 숙지할 수 있다.

3
1920년대 재즈의 특징과 악기, 다양한 연주자들의 음악을 듣고 1920년대 

재즈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4
Swing 시대의 탄생배경을 이해하고 빅밴드 편성 및 편곡에 대해 완벽히 

숙지할 수 있다.

5
Swing 시대의 역사적 배경, 음악적 특징을 이해하고 대표하는 뮤지션과 

그들의 음악을 감상하고 이해 할 수 있다.

6 Bop시대의 특징과 탄생배경, 음악적 스타일, 뮤지션에 관하여 기술할 수 있다.

7 중     간     고     사

8

ool jazz의 탄생배경, 특징, 뮤지션과 작품 등을 알아보고 Bop시대와 Cool Jazz 

시대의 연관성을 포함하여 모던재즈시대 전반적인 재즈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

9

Hard bop의 시작과 발전, 특징 및 연주자들에 대해 완벽히 이해하고 특히 

Bop이 Hard Bop으로 넘어오는 배경을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여 숙지할 수 

있다. 

10
Free jazz의 탄생배경과 음악적 특징, 연주자들, 작품 활동에 대해 기술 할 수 

있다.

11
Jazz Rock-Fusion jazz 탄생배경과 뮤지션 및 작품을 알아보고 이해한다. 또한 

음악감상을 통하여 퓨전재즈 스타일의 사운드를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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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모던재즈 전반적으로 가장 영향력을 끼친 인물인 마일즈 데이비스의 생애, 

시대의 흐름에 따른 연주 및 작품 활동, 주변 인물들에 대해 알아보는 

학습으로 모던재즈사 전반에 걸친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다.

<수시평가 실시>

13
주요 Jazz artists의 연주를 음악 감상을 통하여 이해하고 다양한 작품 활동을 

장르별로 정리할 수 있다.

<과제 부여> 

(다음주 제출)

14 전체 재즈 음악사를 총정리 할 수 있다.

15 기     말     고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