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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작법 강 의 계 획 서

교과목명 가요작법 강의시간 4 담당교수

학습목표

지금까지 가요작법의 수업 방식은 Pop음악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이론과 재즈 화성학을 중심

으로 멜로디와 스케일, 코드와 화성, 리듬 등을 기본에 두고 학습시켜왔다. 하지만 창작성과 

음악성은 물론 대중성과 실용성이 포함되어있는 본 과목의 특성상 기존 지도법과 수업 방식

만으로는 좀 더 실력과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학생들의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특히 현대

의 음악은 과거에 비해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해졌으며 음악과 작곡, 사운드 제작에 관한 학습

이 과거 이론과 기법만으로 대처하기 어려워졌으며 창작력과 감성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쉽게 

대중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다. 따라서 본 수업은 학습자들이 음악의 폭을 넓히고 깊이와 풍

부함을 얻기 위해 음악 다방면의 지식과 기법, 경험을 몸에 익히는데 중점을 두고 창의적인 

정신으로 다양한 연주와 노래를 표현하고 창작하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목적으로 학습시켜 어

떠한 환경과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작가 겸 가수(싱어송라이터)의 기량을 갖출 수 있다.

교재

Melody in Songwriting - Jack Perricone, 송라이터스 웍샵(melody) & 송라이터스 웍샵

(harmony) - Jimmy Kachulis, 작곡 테크닉99 - 세가와 에이시, 실전 실용음악 코드이론 - 시

노다 모토카즈
성적 평가방법

(상대평가)

A: 30%, B:40% 

C이하:50%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물 수시평가 수업참여도 출석 총점

25 25 10 10 10 20 100

참고사항

주차 강의 내용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1

* 오리엔테이션 실시

학습목표와 평가방식에 대해서 설명/학사관리 및 출결 관리 공지

* 강의주제: 가요 작곡의 접근 방법

* 강의목표: 가요작법 수업의 학습 방법과 기본 이론을 이해할 수 있

다

2

* 강의주제: Melody, Pitch, Rhythm

* 강의목표: Melody 구성 요소를 학습하여 작곡을 시작할 때 음의 구

성과 선율의 진행 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3

* 강의주제: Phrase 와 Motive

* 강의목표:  Melody 작곡의 전개 방법을 익혀 멜로디 만드는데 있어

서 좀 더 효과적이고 자연스러운 전개를 해나갈 수 있다.

4

* 강의주제: Melody Outline 과 Song Form

* 강의목표: 선율의 배치와 음악의 구조와 형식을 이해할수 있다.

* 과제 부여 - 주어진 곡의 장르와 스타일, 멜로디, 코드, Song Form, 

가사, 편곡 등을 분석하여 리포트 형태로 제출(Midi Data와 같이 제출

해도 무방함)

* 과제 부여

5

* 강의주제: 응용 및 실습

* 강의목표:  Melody 작곡 실습을 통하여 그 방법들을 느껴보고 응용

을 할 수 있게 하여 멜로디의 작곡을 스스로 진행을 해 나갈 수 있다.

6

* 강의주제: Chord 진행과 Harmony의 선택

* 강의목표:  멜로디와 하모니의 관계에 있어서 화성 및 코드의 선택 

방법에 대하여 익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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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강의주제: Melody 와 Scale, 창법

* 강의목표:  멜로디와 하모니의 관계에 있어서 코드 진행에 따른 코

드 스케일의 자연스러운 사용법을 알게 하고, 장르와 스타일별 창법을 

익힐수 있다.

8 중간고사

9

* 강의주제: 작곡의 실전 및 코드

* 강의목표:  멜로디, 화성, 가사, Groove의 응용법에 대해 익혀 현대 

음악에 꼭 필요한 컴퓨터 음악 작곡까지 자신의 작곡에 응용할 수 있

다.

10

* 강의주제: Rhythm 과 Feeling

* 강의목표:  멜로디, 화성, 가사, Groove 의 응용법에 대해 익혀 멜로

디 작곡에서의 그루브 생성과 구성 요소를 이해할 수 있다

11

* 강의주제: Rhythm과 Groove의 실전

* 강의목표: 멜로디, 화성, 가사, Groove 의 응용법중 다양한 여러 패턴 

위에 멜로디를 입혀 봄으로 좀 더 효과 적이고 조직화된 작곡 방법을 

익힐수 있다.

12

* 강의주제: 작곡의 실전 및 가사

* 강의목표: 가사의 접근 방법과 작사의 방법을 통하여 가사의 운율과 

선율의 리듬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여  자신의 곡에 응용할 수 있다. 

13

* 강의주제: 장르별 작곡 기법

* 강의목표: 장르별 음악에 대한 이해와 작곡 기법을 분석하여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별로 작곡의 핵심 요소와 핵심적인 Groove의 요소를 곡

에 반영 할 수 있다. 또한 최신 음악 장르와 트렌드 까지 어우를 수 

있다.

* 수시평가 실시 - 주어진 곡(멜로디)에 작사를 해본다 

* 수시평가 실시

14

* 강의주제: 장르별 반주 기법과 창법의 이해, Chorus 와 Melody 앙상

블

* 강의목표: 장르별 음악의 다양한 반주 기법과 음악적 특징을 중심으

로 전개되는 반주 패턴을 연주할수 있으며, 멜로디와 곡에 대한 코러

스와 화음 생성을 알아 곡에 코러스 라인을 메이킹 할 수 있다

15 기말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