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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실기Ⅴ 강의계획서

 

교과목명 전공실기Ⅴ 강의시간 5시간 담당교수

학습목표

음악전공을 위한 다양한 교과목 중 가장 우선하고 중요한 과목이다. 1:1 개인지도를 통해 

전공악기 연주에 필요한 다양한 테크닉을 배운다. 뛰어난 실기능력의 개발을 위해 기초적

인 음악해석 방법과 능력을 기르고 악기를 다룰 수 있는 테크닉을 연마한다. 다양한 악곡

을 통하여 악곡의 해석 및 표현을 연구하여 연주자로서의 기술과 예술가로서 필요한 학문

적 지식을 쌓는다. 각자의 수준에 맞는 여러 시기에 속하는 작품들을 선곡해 연습한다. 시

대별로 다른 음악언어와 연주관습의 차이를 이해하고 다양한 형식의 작품들을 경험한다. 

이에 따라 모든 음악 과목에 우선하는 전공실기 수업을 통해 훌륭한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교재
 교재명: 실용보컬 가이드북     출판사: SRMUSIC

 저  자: 오한승               출판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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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실기 수업의 방향과 활용법

2 Metric, rhythmic, summative stress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연습한다.

3 vocal에서 중요한 요소인 accent중 bending에 대해 알아보고 실습해본다.

4 vocal에서 중요한 발음과 phrasing에 관하여 알아보고 실습하도록 한다.

5 vocal 실습 시 groove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습을 통하여 숙지하도록 한다.

6 Vocal에서의 Moving에 대해 알아보고 이해하여 vocal 하는데 적용하여 연습해본다. 과제 부여

7 중     간     고     사

8
4/8/16 beat의 곡들을 선곡하여 들어보고 각 beat마다의 느낌을 토론해보고 실습해

본다.

9
12/ 24 beat의 곡을 선곡하여 연습하여보고 그 곡들에 익숙해지도록 유도한다.

10
Bounce 의 의미를 알아보고 Bounce의 종류중 점 8분 음표와 16분음표의 rhythm을 

연습 하도록 한다.

11
Bounce의 4분 음표와 8분 음표를 1박으로 하여  3잇단 음표로 이뤄진 Rhythm의 

곡을 알아보고 Bounce의 느낌을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유도한다.

12
자유롭게 Technique을 구사하려면 제일 먼저 발음과 Vibration을 적절히 구사하여야

한다. 이 주차에서는 그러한 발음과 Vibration에 대하여 알아보자. 



추계예술대학교 글로벌문화예술교육원

 

13

 Technique의 두 번째 시간으로 Adlib에 대해 알아보고 scale을 이해하도록 하여 코

드와 곡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한다. 곡을 선곡하여 곡에 어울리도록 

자유롭게 가창할 수 있도록 한다.

14
 Technique의 세 번째 시간으로 자신만의 곡으로 완성시키는 variation의 의미와 곡

을 새롭게 해석하여 기존의 곡을 자신만의 곡으로 바꿀 수 있는 training을 한다.

15 기     말     고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