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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반화성Ⅰ 강의계획서

교과목명 건반화성1 강의시간 4 담당교수

학습목표

서양음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화성학을 피아노에서 실행함으로써 화성학의 실
질적인 활용도를 높인다. 고전화성은 기능화성으로 각 화음이 지닌 고유한 기능들
을 올바로 이해하면 화음진행의 길을 찾을 수 있고 이를 통해 고전 음악(조성음
악) 이해의 근간을 이룰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교과목은 피아노 건반을 통해 가
장 자연스러운 화성진행을 모색한다. 기능화성과 5도권, 평균율과 순정율의 이해, 
음계의 이해, 장조와 단조, 모든 음에서 장 단조의 옥타브 연주, 주요 3화음의 이
해, 밀집위치와 개리위치, 각조에서의 주요화음 진행, 화음진행 방법(화음진행의 
길, 화음선택 방법), 선율을 보고 사용할 화성 결정 등을 훈련한다. 피아노를 이용
한 대위와 화성진행 실습을 통해 음악이론을 실례에 즉각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Ⅰ과 Ⅱ는 수준차이로 구분한다.

교재
Stylistic Etudes(교재) / John Novello(저자) / Hal lenoard Co.(출판사) / 1995 / 재즈 피

아노 레슨(교재) / 이노경(저자) / 다라(출판사) / 2004

성적 평가방법

(상대평가)

A: 30%, B:40% C이하: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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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소개와 예시 음악 제시

2 Triad.  Ballad 곡을 3화음으로 연주한다.

3 Triad & Arpeggio. 화음을 왼손 아르페지오로 연주할 수 있다.

4
3-Part Voicing & R&B Ballad part I.R&B Ballad를 7th Chord를 써서 

연주한다

5
 3-Part Voicing & R&B Ballad part II. R&B Ballad를 7th Chord를 써

서 연주한다

6
 Triad & Pop Rock. Pop rock 장르를 triad와 7th 코드을 사용하여 

연주한다

7
Shell-Voicing & triplet rhythm. Jazz장르를 이해하고 Shell voicing을 

이용해 연주한다.

8 중     간     고     사

9
-handed 3 voicing .양손으로 1,3,7 기본음으로 구성된 보이싱을 연주

한다.

10
Guide tone & jazz comping. 가이드톤으로 이루어진 2성 보이싱으로 

왼손 컴핑을 한다.

11 9th & 13th Tension .텐션을 포함한 양손 4-보이싱을 연주한다.

12 2-handed 5 voicing 텐션을 포함한 양손 5-보이싱을 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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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Alterd tension. 변형된 9.11.13 텐션을 적용하여 연주한다.

<과제부여>
이번 학기 학습한 이론 

숙지 여부를 이론 시험으로 
과제 평가

총 10점- 각 1점 10문제
(난이도 상30% 중40% 

하30%)

14 Close 4 voicing. 밀집배치 보이싱으로 재즈컴핑한다.

15 기     말     고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