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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실기Ⅵ 강의계획서

교과목명 전공실기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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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과목에 우선하는 전공실기 수업을 통해 훌륭한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전공실기Ⅴ에 이어지는 과목이다.

교재
교재명: Scat, Vocal Improvisation Techniques   출판사: Gerard and Sarzin Publishing  

저  자: Bob Stoloff,                        출판년도: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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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컬 전공실기VI의 수업방향과 목표

2 뉴올리언스 재즈와 블루스의 이해와 Scat가창 실습

3 Blues 의 개념과 Blues Scale을 활용한 시창 실습과 Scat가창 실습.

4 Swing시대의 음악스타일 분석과 Scat가창 실습

5 Swing시대를 대표하는 여성보컬의 명곡 분석과 Scat가창 실습.

6 Bebop의 음악스타일 분석과 Scat 가창 실습 과제 부여

7
Cool Jazz와 Hard Bop의 음악스타일 분석과 남자 재즈 보컬 명곡 감상 

및 가창실습, Scat 가창 실습

8 중     간     고     사

9
Avant-Garde & Free Jazz의 음악스타일 분석과 여성 재즈 보컬 명곡 감

상 및 가창실습

10
재즈 삼바인 보사노바의 음악스타일 분석과 명곡 분석 후 즉흥 스켓 연주 

실시

11 퓨전 재즈의 음악스타일 분석과 Standard Jazz vocal 곡 가창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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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Scat 주교재의 Chapter 5의 가창 실습과 "Lullaby of Birdland"의 곡 분석

과 즉흥 스켓 연주를 포함한 가창 실습

13
Scat 주교재의 Chapter 6 의 가창 실습과 "All of Me"의 곡 분석과 즉흥 

스켓 연주를 포함한 가창 실습

14
Scat 주교재의 Chapter 7의 가창 실습과 "Memories of You"의 곡 분석과 

즉흥 스켓 연주를 포함한 가창 실습

15 기     말     고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