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개론Ⅰ 강의계획서
학습과정명

교재명

국악개론 1

주교재: 김해숙,백대웅,최태현『전통음악개론』(도서출판 어울림, 2019)

학습목표
본 강좌는 한국음악을 음악적, 문화적, 심미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역사적 다방면의 관점과
맥락(음악인류학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기초적인 이론 지식 및 음악사, 음악적 특징과 의미 등의 학
습을 통하여 ‘국악’과의 거리 좁히기를 목표로 한다. 무엇보다도 국악을 주관적 (한국, 한국인, 한국
문화), 객관적 (문화의 의미, 인간의 음악활동과 소리의 관계, 세계 문화의 한 부분)으로 접근하기를
시도하여 국악을 한국 사회 문화와 역사의 맥락 안에서 뿐 아니라 살아있는 문화로서의 음악(공시
적, 통시적 접근)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무엇보다도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음
악에 한국음악적인 기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

차

별

시

주차별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1

1)강의주제: 오리엔테이션 및 국악의 정의 및
전통음악의 역사적 이해
2)강의목표: 한국음악의 역사의 흐름을 개관하
고 장르 별로 분류해 본다.
3)강의세부내용:
한국음악은 한국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음
악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한다면, 국악은 한
국음악 중에서도 ‘전통음악’, 즉 예로부터 전승
되어 오는 음악을 가리키는 한정된 의미로 쓰
이고 있다.
4)강의방법 : 이론, 질의응답, 영상 및 음악듣기

2

한 나라의 음악문화는 주변지역의 음악문화와
단절되어 형성될 수 없다. 한국음악의 경우도
고대(상고시대→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로부터
중세(고려→조선전기), 근세(조선후기), 개화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주변국(중국․몽골․일본
등)과 직간접적인 음악적 교류를 형성해오는 과
정을 거쳐 다양한 음악문화가 생성․변화․발전되
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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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다양한 장르의 음악문화가 정착되어 전
하고 있는데, 이는 크게 궁중음악(향악․당악․군
대음악),풍류음악(연산회상․가곡․가사․시조), 민속
음악(민요․농악),예술음악(판소리․산조․시나위․잡
가․입창),종교음악(무속음악․불교음악․유교음악),
그리고 지금의 창작음악으로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다.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참고사항

한 학기동안 이루어지는
수업방법 및 평가에 대한
안내를 한다.

주교재
12~30쪽

1) 학습자료
교재
수업관련 PPT 강의자료

강의계획서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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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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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의주제: 국악의 음조직 이론-12율명과 5음
음계
2)강의목표: 국악의 음계인 12율명의 탄생 배경
과 산출 방법을 알아보고, 이를 바
탕으로 형성된 한국의 5음 음계를
익힌다.
3)강의세부내용:
인도는 한 옥타브를 22개로 나누어 사용하지
만, 한국은 서양을 비롯한 중국 및 동북아시아
음악문화권과 마찬가지로 한 옥타브를 12개로
나누고 이를 12율(律)이라 하였다. 12율에는 두
글자의 한자(漢字)로 이루어진 율명(律名)을 붙
여 불렀는데, 이는 황종(黃種)․대려(大呂)․태주
(太族)․협종(夾種)․고선(姑洗)․중려(仲呂)․유빈(蕤
賓)․임종(林種)․이칙(夷則)․남려(南呂)․무역(無射)․
응종(應種)이다.
4)강의방법 : 이론 및 질의응답
이러한 12율명은 ‘삼분손익법(三分損益法)’이라는
음계산출방법을 사용한다. 즉 황종음을 내는 율
관(律管)을 기준 삼아 그 율관의 길이를 3등분하
고 그 중에서 1/3만큼을 제거하는 방법(삼분손
일)과 다시 1/3을 더하는 방법(삼분익일)을 12차
례 반복하여 12개의 율명을 얻어낸다. 이 12율
명 가운데 우리나라의 전통음악은 현재 대부분
5음 음계인 평조와 계면조로 구성되어 있다.
본 강의에서 배운 율명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
의 전통 5음 음계를 반복해서 익혀본 후, 전통
악보 시창을 시도한다.
1)강의주제: 민요의 토리
2)강의목표: 서민들의 음악문화인 지방별 민요
에 나타나는 음악적 특징 즉 ‘토
리’에 대해 알아본다.
3)강의세부내용:
지방에 따라 풍습이나 방언이 서로 다르듯이
각 지방별로 불리는 민요에서도 음악적 특징이
뚜렷이 구분된다. ‘토리’는 단순히 음계만이 아
니라 음계를 구성하는 각 음의 기능이나 성질
을 고려한 선법의 개념에 더하여 각음의 요성
(搖聲)이나 퇴성(退聲), 나아가 특징적인 장식음
이나 선율형 등을 포함하는 매우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4)강의방법 : 이론, 질의응답, 영상 및 음악듣기
우리나라의 민요는 크게 서울․경기지방의‘경토
리’,서도지방(평안도․황해도)의‘수심가토리’, 남도
지방(충청이남․전라도)의‘육자배기토리’, 동부지
방(함경도․강원도․경상도)의‘메나리토리’, 제주도
지방의 토리로 구분된다.
본 강좌에서 학습한 내용을 근거로, 민요의 감
상을 통해 음악적 현상 및 특징적인 음구조 및
시김새를직접 채보해 보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
는다.

주교재:32~41
보충 프린트물

주교재:160~16
6쪽
보충 프린트물

1) 학습자료
교재
수업관련 PPT 강의자료

1) 학습자료
교재
수업관련 PPT 강의자료

1

4

2

3

1

5

2

3

6

1

1)강의주제: 한국전통음악의 기보법
2)강의목표: 국악에 쓰이는 다양한 종류의 기보
법을 살펴보고, 그 중 대표적인 정
간보(井間譜) 읽는 법을 익힌다.
3)강의세부내용:
옛 기보법으로는 고려시대부터 사용되었다는
육보(肉譜)를 비롯하여 율자보(律字譜)․합자보
(合字譜)․오음약보 등이 있으며, 연음표도 일종
의 기보법으로 볼 수 있다.
4)강의방법 : 이론, 질의응답
그러나 오늘날 가장 널리 쓰이는 기보법은 정
간보와 오선보이다. 정간보는 종이에 네모난 칸
(井間)을 세로로 이어 그리고, 그 속에 율명의
첫 글자를 한자(漢字)로 적어 기보하는 것으로
조선 세종 때 창안되었다. 정간 한 칸이 박(拍)
의 단위가 되어 한 박에 해당한다,
본 강의에서 학습한 내용을 근거로 세종․세조시
대에 만들어진 정간보를 직접 시창해 봄으로써,
옛 선조들의 음악세계에 좀 더 친근하게 접근
할 수 있다.
1)강의주제: 한국의 전통악기
2)강의목표: 고악보(古樂譜)에 제시된 다양한 악
기 분류방법에 대해 먼저 개관하고,
현악기와 관악기, 타악기로 분류하
여 특징을 상세히 알아본다.
3)강의세부내용:
먼저 한국의 전통악기는 중 현악기에 속하는
악기는 가야금, 거문고, 양금, 해금, 아쟁, 금
(琴), 슬(瑟)이 있다.
4)강의방법 : 이론, 질의응답, 영상 및 음악듣기
관악기로는 대금, 소금, 피리, 태평소, 단소, 생
황, 나발, 나각, 소(簫), 적(篴), 지(篪), 약(籥), 퉁
소가 있고, 타악기로는 박(拍), 방향(方響), 편종
(編種), 편경(編磬), 장구(長鼓), 소고(小鼓), 징(大
金), 꽹과리(小金), 북, 좌고(座鼓), 용고(龍鼓), 자
바라, 운라(雲鏍), 특종(特種), 특경(特磬), 노고
(路鼓), 노도(路鼗), 뇌고(雷鼓), 뇌도(雷鼗), 축
(筑), 어(敔) 등이 있다.
DVD를 통해 본 강의에서 학습한 악기의 세부
적인 특징과 연결시키며 각 연주를 감상해본다.
1)강의주제: 궁중의 제례음악-아악
2)강의목표: 궁중의 제례음악인 종묘제례악과
문묘제례악의 유래 및 의식 절차,
음악적 특징을 통해 고대 동양의
절제된 유교적 미의식 및 음악문화
를 이해할 수 있다.
3)강의세부내용:
고려 예종 11년(1116)에 아악이 중국 송나라
로부터 전해져 이어져 오는 과정에서 우리 고
유의 향악적 요소가 합쳐졌으며, 세종대에 이르
러 본격적으로 재창작작업이 이루어진다. 그 대
표적인 음악인 종묘제례악은 조선조의 왕과 왕

1) 학습자료
주교재:63~71
쪽
보충 프린트물

교재
수업관련 PPT 강의자료

https://www.youtube.co
m/watch?v=9c77PkdH2Z
M

1) 학습자료
교재
수업관련 PPT 강의자료

1) 학습자료
주교재
74~86쪽
보충 프린트물

교재
수업관련 PPT 강의자료

https://www.youtube.co
m/watch?v=j3a0gtBAN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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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 신위를 모셔 놓은 종묘에서 지내는 제례
음악으로, 세종때 계면조의 정대업(定大業) 15
곡과 평조인 보태평(保太平) 11곡이 채택되었
고, 세조대에 이르러 각각 11곡으로 재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4)강의방법 : 이론, 토론, 영상 및 음악듣기
한편 문묘제례악은 유가(儒家)의 시조인 공자와
그의 제자들의 제사에 사용되는 음악과 무용을
말한다. 중국 고대 음악에 속하는 아악곡(雅樂
曲)의 일종으로 우리나라에는 해마다 두 번 음
력2월과 8월 첫 정일인 상정일(上丁日)에 제사
를 지낸다. 문묘제례악은 딴 이름으로 문묘악,
석전악(釋奠樂) 또는 응안지악(凝安之樂)이라고
도 한다.
본 강의를 통해 학습한 종묘제례악과 문묘제례
악의 공연 실황을 DVD를 통해 감상한 후 궁금
한 점 등을 질문하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갖
는다.
1)강의주제: 궁중의 의식음악-향악, 당악
2)강의목표: 궁중의 각종 의식인 조회와 회례,
진연, 진찬 등에 쓰이던 향악과 당
악에 대한 이론 및 감상을 통해 궁
중의 각종 연례음악문화에 대한 이
해를 돕고자 한다.
3)강의세부내용:
궁중음악 중 제례악을 제외한 대부분의 음악
은 궁중의 각종 의식에서 연주하던 음악이다.
이들 의식 중에는 조회나 회례처럼 의식의 성
격이 강한 것도 있지만, 진연이나 진찬과 같이
연향의 성격이 약한 것도 있으며, 향악과 당악
으로 분류할 수 있다.
4)강의방법 : 이론, 토론, 영상 및 음악듣기
먼저 대표적인 향악으로는 수제천(壽齊天), 동
동(動動), 자진한잎(數大葉), 대취타 등이 있고,
당악으로는 고려 대 송나라에서 전해진 낙양춘
(洛陽春)과 보허자(步虛子)가 대표적이다.
본 강의에서 학습한 내용을 참고하며 향악과
당악에 관련된 영상자료를 감상한 후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1) 학습자료
교재
수업관련 PPT 강의자료

주교재
108~137쪽
보충 프린트물

과제(1):
국악방송(TV, 라디오,유
튜브 ) 프로그램을 1회
시청 또는 청취한 후 모
니터링 제출(5장 이내)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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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고사 (시험배점 30%)

3

9

1

1)강의주제: 풍류음악 1-기악곡
2)강의목표: 조선 후기 지식인 음악애호가들이
연주하던 음악인 풍류음악 중에서
도 기악곡인 ‘영산회상’을 중심으로
탄생배경과 미의식, 음악적 특징을
살펴본다.
3)강의세부내용:
조선시대 지배계층에 속하였던 양반․사대부와
중인계층의 지식인들을 가리켜 율객(律客) 또는

주교재
178~190쪽
보충 프린트물

1) 학습자료
교재
수업관련 PPT 강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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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류객(風流客), 특별히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
은 가객(歌客)이라 하였다. 이들이 즐기던 음악
을 ‘풍류음악(風流音樂)’이라 한다. 민간의 풍류
방에서 연주되던 대표적인 악기편성이 줄풍류
이며, 이 편성으로 연주되는 대표적인 악곡이
‘영산회상’이다
4)강의방법 : 이론, 토론, 영상 및 음악듣기
영산회상은 풍류방 등에서 거문고 ․ 가야금 ․
양금 등의 현악기와 단소 ․ 세피리 ․ 대금 등
음량이 작은 관악기 편성으로 연주되던 대표적
인 음악이며, 아주 느린 템포의 상령산으로 시
작해서 중령산-세령산-가락더리-삼현도드리-하
현도드리-염불도드리-타령-군악, 이상 9곡을 순
서대로 연주하는 음악적 특징을 지닌다.
본 강의에서 학습한 풍류음악 기악곡인 영산회
상 9곡을 악기편성과 장단변화에 주목하며 감
상한 후 궁금한 점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
는다.
1)강의주제: 풍류음악 2-성악곡
2)강의목표: 풍류방의 성악곡인 가곡(歌曲)․가사
(歌詞)․시조(時調)의 음악적 특징을
살펴보고, 이 중 평시조 한곡을 선
택해 익힌다.
3)강의세부내용:
풍류방의 성악곡인 가곡․가사․시조를 가리켜
‘정가(正歌)’라고도 불렀는데, 이는 풍류방의 기
악곡을 흔히 ‘정악(正樂)’이라고 불렀던 것과 관
련이 있다. 먼저 가곡의 역사는 고려 말까지 거
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음악적으로는 1572년
의 악보인 『금합자보』에 초기 가곡의 모습으로
보이는 <만대엽>이 수록되어 있다. 가곡은 남
창가곡과 여창가곡으로 엄격히 구분되어 불리
며, 시조시를 노랫말로 사용하며 5장형식(대여
음-1장-2장-3장-중여음-4장-5장)으로 되어 있고,
악기편성은 가야금․거문고․대금․해금․피리․장고
를 엄격히 수반하며, 장단은 16박 또는 10박으
로 되어 있다.
4)강의방법 : 이론, 토론, 영상 및 음악듣기
가사(歌詞)는 가곡이나 시조에 비해 비교적 긴
사설을 얹어 부르며 현재 12곡(백구사․죽지사․
황계사․권주가․상사별곡․어부사․춘면곡․길군악․매
화가․수양산가․처사가․양양가)이 전하므로, 흔히
십이가사(十二歌詞)라 부른다. 장단은 대개 6박
으로 되어 있다. 시조는 시조시와 같은 3장구조
(초장-중장-종장)로 되어 있다. 종류는 평시조․
남창지름시조․여창지름시조․사설시조․우조시조․
우조지름시조 등이 있으며, 장단은 5박 또는 8
박으로 되어있다.
본 강의에서 학습한 풍류음악 성악곡을 가곡,
가사, 시조 순으로 감상하며, 특히 노랫말의 모
음변화 및 장단, 악기편성 등에 주목한다. 또한
평시조 한수를 배워본다.

1) 학습자료
교재
주교재
166~180쪽
보충 프린트물

수업관련 PPT 강의자료

https://www.youtube.co
m/watch?v=ivG3l8dg4oU
수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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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의주제: 한국음악의 장단 익히기
2)강의목표: 한국음악에 쓰이는 다양한 리듬패
턴을 파악한 후 장단을 직접 쳐보
며 익힌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호
흡과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어우러
지며, 전통음악에 대한 흥취를 한층
깊게 음미할 수 있다.
3)강의세부내용:
한 악곡이 지닌 고유한 리듬꼴(rhythmic
pattern)을 ‘장단’이라 한다. 따라서 장단은 어느
한 악곡의 기본적인 리듬이 되며, 그 악곡의 선
율은 대부분 장단의 틀 속에서 만들어진다.
4)강의방법 : 이론, 영상 및 음악듣기, 질의응답
‘장단’은 일정한 리듬꼴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고유한 빠르기를 내포하는 등 매우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전통음악에서 장단을 치는
대표적인 악기는 장구이며, 장구로 장단을 칠
때 장구채나 손으로 장구의 가죽 면을 친는 것
을 ‘점(點)’이라 하는데, 이는 덩(떵), 덕(떡), 궁
(쿵), 더러러러이다. 정악 장단은 악곡에 따라
다양한 장단들이 존재하며, 민속악 은 산조장단
(진양-중모리-중중모라-자진모리-휘모리
또는
단모리)이 대표적이다.
현재 대중음악에 사용된 장단을 배워보고 익숙
하도록 익히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교회음악
(CCM)실용음악을 전공하는 본인들의 자작곡에
적극적으로 한국의 장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1)강의주제: 판소리의 전승과 명창들의 활약
2)강의목표: 판소리의 유래 및 전승과정, 공연
종목 및 발성법, 장단 등의 음악적
특징을 살펴본다.
3)세부내용:
판소리는 한 사람의 소리꾼이 고수(鼓手)의 북
장단에 맞추어 긴 이야기를 소리(唱)와 아니리
(白)로 엮고, 발림(몸짓)을 곁들여 구연(口演)하
는 극적인 음악이다. 판소리의 ‘판’은 소리가 연
행되는 공간을 의미한다.
4)강의방법 : 이론, 토론, 영상 및 음악듣기
판소리의 공연 종목은 송만재가 1843년에 지은
「관우희」에 의하면 장끼타령․변강쇠타령․무숙
(武淑)이타령․배비장타령․심청가․박타령․토끼타
령․춘향가․적벽가(화용도)․강릉매화가․가짜신선타
령․옹고집타령이 당시에 불리던 것으로 보이는
데, 이를 판소리 열두마당이라 한다. 이는 조선
후기를 거치며 춘향가․심청가․흥보가․수궁가․적
벽가의 다섯마당만 남아 전하고 있다. 판소리는
지역에 따라 동편제․서편제․중고제로 구분되고,
발성은 단전에 힘을 주어 내는 ‘통성’을 주로
사용한다. 이러한 1인극인 판소리는 19세기 말
원각사 등 본격적인 극장이 설립되면서 여러
명이 각각의 배역을 맡아 소리와 연기를 하는
‘창극’이라는 장르를 탄생시켰다.

주교재
42~53쪽
보충 프린트물

1) 학습자료
교재
수업관련 PPT 강의자료

1) 학습자료
교재
주교재
180~189쪽
보충 프린트물

수업관련 PPT 강의자료

과제(2): 국악공연 관람
후 비평적 관점의 감상
비평문 제출(5장 이내)

3

본 강의에서 학습된 판소리의 전승과 명창들의
활약상을 영화 ‘서편제’를 통해 살펴본 후 당시
의 판소리 음악문화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판소리전공자를 모셔서 특강 시
간을 가져보고 학생들의 질문을 통하여 보컬
전공자들에게 한국적인 성악발성을 익힐 수 있
도록 돕는다.(특강1)

1

1)강의주제: 민속예술음악의 탄생(산조, 시나위)
2)강의목표: 산조와 시나위의 유래 및 음악적
특징을 살펴본 후 음악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전에 배운 장단
으로 직접 반주함으로써 연주자와
호흡과 함께 할 수 있다.
3)세부내용:
산조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허튼가락’
이란 의미로 19세기 말엽에 만들어진 기악 독
주곡이다. 19세기 말 김창조의 가야금산조를
효시로 거문고산조, 대금산조, 해금산조, 피리산
조, 아쟁산조 등으로 발전하였다.
4)강의방법 : 이론, 영상 및 음악듣기, 질의응답

2

이 시기는 이미 신분제 등 봉건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사회를 열망하는 욕구가 곳곳
에서 분출하던 사회적 전환기로, 이 당시 서민
사회에는 이미 판소리가 등장하여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서민사회의 독창적인 예술양식으
로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무(巫)의
식의 반주음악인 시나위와 판소리의 장단과 가
락에서 영향을 받아 발전되어 산조가 탄생하였
을 것으로 본다. 산조가 형성되었던 초기의 형
태는 판소리의 특징적인 선율형태를 부분적으
로 또는 즉흥적으로 묘사하는 형식이었을 것으
로 보이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판소리의 표
현 형식을 선택적으로 또는 기악적으로 재구성
하는 방식의 과정을 거친 후 비로소 오늘과 같
은 하나의 독창적인 음악양식으로 발전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3

본 강의를 통해 학습한 산조와 시나위의 공연
영상을 감상해보고, 특히 국악기연주자를 모셔
서 특강 시간을 가져보고 한국악기의 특수성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진다. (특강2)

13

1)강의주제: 종교음악 1-불교음악(범패)
2)강의목표: 범패의 유래 및 용어, 음악적 특징
을 살펴본 후 감상을 통해 불교의
음악문화를 체험한다.
14

1

3)세부내용:
범패의 유래는 하동 쌍계사(雙磎寺)의 진감선
사대공탑비문에 근거해 신라의 진감선사(眞鑑禪
師, 774~850)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4)강의방법 : 이론, 영상 및 음악듣기, 질의응답

1) 학습자료
교재
주교재
137~151쪽
보충 프린트물

주교재
102~108쪽
보충 프린트물

수업관련 PPT 강의자료

https://www.youtube.co
m/watch?v=KAULE9qLH
Q8

1) 학습자료
교재
수업관련 PPT 강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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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패는 절에서 재를 올릴 때 부르는 소리이며,
범음(梵音)․어산(魚山) 또는 인도(印度)소리라 불
리기도 한다. 범패는 일정한 장단이 없는 단성
선율의 음악이며, 종교의 의식음악이라는 점과
수도승에 의하여 주로 불린다는 점에서 서양음
악의 그레고리아성(Gregorian chant)와 비슷하
다. 아울러 범패는 의식무용인 작법(作法)과 더
불어 연행되는데, 범패는 이들 작법무의 반주역
할을 하기도 한다. 범패를 부르는 재는 상주권
공재(常住勸公齋)․시왕각배재(十王各拜齋)․생전예
수재(生前豫修齋)․수륙재(水陸齋)․영산재(靈山齋)
등 다섯 가지이다.

3

본 강의에서 학습한 범패 공연영상을 차례대로
감상함과 동시에, 악보를 보며 범패 구음을 함
께 익혀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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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고사 (시험배점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