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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반화성Ⅱ 강의계획서

교과목명 건반화성II 강의시간 4 담당교수

학습목표

서양음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화성학을 피아노에서 실행함으로써 화성학의 실질

적인 활용도를 높인다. 각 화음이 지닌 고유한 기능들을 올바로 이해하면 화음진행

의 길을 찾을 수 있고 이를 통해 고전음악 이해의 근간을 이룰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교과목은 기능화성과 5도권, 평균율과 순정율의 이해, 음계의 이해, 장조와 단조, 

모든 음에서 장 단조의 옥타브 연주, 주요 3화음의 이해, 밀집위치와 개리위치, 각조

에서의 주요화음 진행, 화음진행 방법(화음진행의 길, 화음선택 방법), 선율을 보고 

사용할 화성 결정, 숫자저음에 의한 7화음의 근음위치 파악과 화음을 통한 화음끼리

의 연결, 단일계류, 종지진행, 동형진행의 4성부 훈련 등을 한다. 피아노를 이용한 

대위와 화성진행 실습을 통해 음악이론을 실례에 즉각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능력

을 기를 수 있다. 건반화성Ⅰ에 이어지는 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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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강의 내용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1
강의 소개와 예시 음악 제시

-  이 수업의 목표를 제시하고 학습자의 수준을 파악한다. 

2
Shell voicing & guide tone

- 기본코드톤으로만 이루어진 재즈보이싱 연습

3
 2-handed 5 voicings

-  강의목표 : 텐션이 붙은 5 보이싱 오픈형 연습

4

Diatonic 7th chord & II-V-I

- 다이아토닉과 2-5-1 진행에 대해 이해하고 12키로 연주할 수 

있다. 

5
Major 곡 분석

- 메이저 곡을 분석할 수 있고 연주상으로 이해한다.

6

Minor scale의 diatonic chords I

-  마이너 스케일과 그의 다이아토닉 7th코드의 상태를 연습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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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econdary dominant와 그의 tension/ reharmonization I

- 논다이아토닉 세컨더리 도미넌트는 텐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이것을 이용한 리하모니제이션을 연습

8 중간고사

9

Secondary dominant의 related II와 그의 tension/ 

reharmonization II

-  세컨더리 도미넌트의 2를 만들고 텐션을 포함한 보이싱을 

연주하며 이것을 이용한 리하모니제이션 연습

10

Substitute dominant와 그의 tension/ reharmonization III

- 강의목표 : 논다이아토닉 대리 도미넌트는 텐션을 어떻게 사

용하는지 안다.

<과제부여>

과제 : 재즈 스탠다드중 

1곡을 선택, 

리하모니제이션하여 악보를 

제출한다.

11
Sub-dominant minor와 그의 tension/ reharmonization IV

-  IVm 코드와 그의 대리코드을 알고 연주한다. 

12

Minor 곡 분석

- 마이너 곡을 분석해보고 연주상 텐션이 메이저와 어떻게 달라

지는지 안다.

13

Blues의 코드진행

2) 강의목표  :  12마디 블루스의 기본 코드진행과 재즈스타일 

블루스의 코드진행을 비교해본다.

14

Voicing에 Melody 결합 ( Solo Piano 곡 연주 )

- 다른 악기 없이 혼자 멜로디, 화성, 베이스 모두를 연주해야 

할 때를 연습한다. 

15 기말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