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악,뮤지컬 수업 기획안

서울예술영재학교 성악 및 뮤지컬
을 위한 보컬 발성반



강사 소개
• 정대
- 현) 닉스엔터테인먼트 소속
- 현) 규수당 웨딩홀 뮤지컬 배우 소속
- 전) 블랙스톤 엔터테인먼트 보컬트레이너 및 뮤지컬 배우
- 전) 위너오페라합창단
- 전) 뮤지컬 극단 바람길 보컬트레이너
- 전) MK실용음악학원 보컬트레이너

- 뮤지컬 ‘너를 처음 만났을 때’ 주연 (홍콩, 대만)
- 뮤지컬 ‘스타 이즈 본’ 주연 (홍콩,대만,베트남)
- 뮤지컬 ‘지져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주연
- 오페라 투란도트, 라 트라비아타, 일 트로바토레 외 10개 작품 공연(예술의 전당)
- 라이징 스타 뮤지컬 갈라 콘서트, 고등학교 찾아가는 음악회 외 12회 독창회 및 공연

- 경남음악콩쿨, 고신대학교콩쿨, 부산신문사콩쿨, 코리아헤럴드콩쿨 외 4회 1위 및 입상
- 제자 곽성찬, 이대한, 유영웅, 김현경, 배지영 외 12명의 제자 입시 합격 및 콩쿨 입상



커리큘럼
- 학생성향 파악을 위한 O.T
첫 시간에 학생이 준비해온 테스트 곡을 듣고 학생의 성향과 앞으로 노래를 할 때의 목적의식 과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학생은 자신의 파트 및 보컬 음색에 어울리는 장르를 알게 되는 것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그리고 왜 노래가 하고 싶은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노래를 하고 싶은 것인지 상담을 가질 것 입니다.

- 기초발성 & 기초호흡
첫 시간을 통한 학생 수준과 성향을 파악한 뒤 학생을 위해 정해놓은 발성 티칭법 방향성에 맞게끔 수업이 들어갈
것 입니다.
학생이 가진 소리의 장점과 현재의 문제점을 상세히 알려준 뒤 개인적으로 연습도 할 수 있게끔 연습법을 다양하게 제시해줄 것 입니다.
학생은 이 수업을 통해 노래를 위한 기본기가 어떠한 것 들이 있는지, 혼자서 어떻게 연습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발성 및 호흡 노래에 적용해보기
앞서 배운 발성과 호흡을 이용하여 노래를 불러보는 것에 적용을 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학생은 평소 자기가 좋아했던 곡 혹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곡을 불러보며 발성에 가사를 입히면 어떠한 느낌인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 곡 표현과 녹음 시간 가져보기
학생은 마치 발성기계처럼 감정 없이 가창을 하는 것이 아닌 곡의 해석을 통해 작곡가가 원하는 곡의 해석 방향성, 그리고 가사의 의미에 맞게 음색을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시간이 될 것 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의 의견도 아닌 학생 본인만의 감성과 표현력을 이끌어내 모사가 아닌 자신만의 레파토리로 만드는 방법을 터득하게 될 것 입니다.(레코딩을
통해 본인의 목소리를 직접 모니터링 하면서 어떠한 점이 어색한지 직접 느껴보며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 입니다.)

- 실전 경험 해보기
학생들이 그 동안 연습을 하고, 레슨을 받은 후 갈고 닦은 실력을 작은 향상 음악회 및 콩쿨 무대에 선 뒤 실전 무대경험을 해보는 시간을 필히 가질 것 입니다.
학생은 이 값진 경험을 통해 레슨실과 연습실 에서 내던 소리와는 다른 실전에서는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알게 될 것 이며, 연습실 대가가 아닌 실전용 연주자
및 배우로 거듭나게 될 것 입니다.



레슨 받는 학생들의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