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악과
DEPARTMENT OF VOCAL MUSIC

성악과는 음악적 실력과 훌륭한 인성을 소유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뛰어난 음악인재를 양성하여 배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성악의 기본언어인 이

태리어, 독일어, 영어, 불어, 스페인어 딕션수업을 이수하고 작품의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그 언어들을 바탕으로 각 작품들의 감성과 음악적 표현들을 

풍부하게 목소리로 표현하고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합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무대와 연주 기회를 제공해서 졸업 후에는 이론과 

실기 모두를 겸비한 프로 연주자로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악과 교육의 목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 

인간의 목소리로 아름다움을 그리다
SINCE 1948

+ 나르샤

나르샤는 숙명여자대학교 음악대학 리더십 그룹

으로, 그 뜻은 ‘날아오르다’라는 순우리말입니다. 

나르샤는 학생들의 주도적인 활동을 바탕으로 매

년 이어지는 음악대학의 대표적인 리더십 그룹으

로, 약 100명의 성악과, 피아노과, 관현악과, 작곡

과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인병원, 어린이

병원, 복지관 등에서 연주봉사를 주로 하고 있으며 

교내 음악대학 연주, 교내 타 학과 찬조 연주, 교외 

축제 찬조 출연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활동하고 있

습니다. 나르샤의 활동은 음악봉사 이외에도 장애

인 복지단의 행사 도우미로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룹의 주된 목적이자 목표인 ‘봉사’를 전 

단원들의 참여를 통해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의 마음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매개체인 음악은 성악과, 피아노과, 관현악과, 

작곡과의 공통분모로서, 학생들은 나르샤 활동을 

통해 음악이란 아름다운 소재에 진심을 담아 선율

을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습니다.

+ 전공취업특강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

에 진출해 있는 현직 선배들을 초청하여, 전공취

업특강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은 특강을 통해 진출희망분야의 생생한 정보습득 

뿐만 아니라 질의 응답시간을 통해 취업과 관련된 

궁금증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오페라 및 연주활동

매해 봄·가을, 1년에 두 번의 가곡의 밤, 아리아

의 밤, 한국가곡의 밤, 합창제와 봄에는 협주곡의 

밤, 가을에는 정기연주회로 오케스트라와 연주할 

기회를 가지며 오페라 오디션 기회를 제공함으로

써 학생들이 성악의 기량을 넓힐 수 있도록 많은 

무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과활동

 02-710-9533�

 gc9533@sookmyung.ac.kr

 http://music.sookmyung.ac.kr/31

 진로설계 로드맵

학과에 적합한 학생  

▪ 풍부한 성량과 무대를 즐기는 기질을 갖춘 학생

▪ 악기(피아노)를 다룰 줄 아는 학생

▪음악적 재능과 취미를 가진 학생

▪ 음악형식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춘 학생

준비사항

▪개인연습을 통한 실력 증진

▪실기시험에 대한 철저한 준비

재학중

▪�대학원 진학 : 강사, 교수, 음악치료사, 음악·음반·공연 

평론, 지휘자

▪�합창단 단원 : 합창단 단원, 오페라 코치, 오페라단, 

뮤지컬단원, 연출 음악 프로듀서(PD, AD)

▪�음악관련 회사 : 아나운서, 리포터, 공연기획자, 사운드 

디자이너, 문화예술경영

졸업 후 진로

교과과정

전공필수

▪�이론 : 이태리어딕션, 독어딕션, 불어딕션, 영어딕션, 성악문헌, 

음악이론, 시창·청음

▪��실기 : 전공실기, 학내연주, 합창, 오페라워크숍, 졸업연주

▪�전공실기 : 바로크, 고전, 낭만, 현대 시대의 곡들 중에서 매 

학기마다 지정된 범위 안에서 작품을 선택하여 한 학기 동안 배우고 

기말 시험으로 평가

▪학내연주 : 무대에서의 무대 매너, 연주 방법 습득

전공선택

▪이론 : 한국가곡의이해, 가창법

▪�실기 : 성악반주법, 성악앙상블, 부실기, 합창지휘, 무지칼멘테 

전공실기

▪�언어학습 : 이태리어딕션, 독어딕션, 불어딕션, 영어딕션, 

스페인어딕션, 러시아딕션

▪이론학습 : 합창, 오페라워크숍, 성악문헌, 합창지휘

교직이수

▪중등학교 정교사(2급) 음악

입학전

음악대학

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