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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음악작곡법Ⅱ 강의계획서

교과목명 실용음악작곡법Ⅱ 강의시간 4시간 담당교수

학습목표

작곡법I을 토대로 더욱 다양하고 완성도 높은 실용음악 창작과 관련된 주요 장르의 

가요(song)와 연주곡의 기본 및 확장 음악구조와 형식, 이에 관련된 리듬 및 선율작

법과 화성(코드)이론을 심화 학습한다. 이에 따라 주요 장르의 가요와 연주스타일의 

곡을 완성도 있게 창작할 수 있다.

교재
 교재명 : 뻔뻔한 작곡법              출판사 : 삼호뮤직

 저자 : 요노 사토루                  출판 년도 : 2006년

성적 평가방법

(상대평가)

A: 20%, B:40% 

C이하: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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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주제 : 오리엔테이션 및 화성 이론

선율 작곡의 기본이 되는 화성의 기초 및 심화 학습을 통해 폭넓고 다양한 사운

드를 구사할 수 있다.

2

강의주제 : 자주 사용되는 하모나이즈 기법과 다양한 코드 패턴 

리하모니의 다양한 형태를 통해 멜로디와 하모니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실제 

멜로디에 적용하여 코드 진행의 폭을 넓힐 수 있다.

3
강의주제 : 멜로디의 전개와 확장

여러 가지 스타일의 멜로디를 다양한 기법을 통해 전개시키고 확장할 수 있다.

4
강의주제 : 발라드 작곡 I과 비화성음

가요의 주요 장르인 발라드 곡을 작곡할 수 있다.

5

강의주제 : 발라드 작곡 II와 R&B 작곡 I

비화성음을 사용하여 발라드 선율 작곡의 폭을 넓힐 수 있고, R&B 곡의 스타일을 

분석할 수 있다.

6
강의주제 : R&B 작곡 II와 Modulation

R&B 곡을 작곡할 수 있고, 다양한 Modulation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수시평가

7

강의주제 : Rhythm Style I 과 힙합 작곡

4,8,16,12,24 Beat와 폴리 리듬에 대해 학습하고 이를 활용해 가요의 주요 장르인 

힙합 곡을 작곡할 수 있다.

8 중     간     고     사

9

강의주제 : Rhythm Style II와 보사노바 스타일 작곡

보사노바, 삼바를 포함한 라틴 리듬에 대해 이해하고, 보사노바 스타일의 곡을 작

곡할 수 있다

과제 부여

10
강의주제 : 스윙 스타일 곡의 작곡

주요 연주 스타일 곡인 Swing곡을 작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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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강의주제 : Funk의 스타일 분석과 작곡

Funk의 정의와 범위 및 세부 장르를 이해하고 그 특징을 적용하여 작곡할 수 있

다.

12
강의주제 : K-Pop에 대한 분석과 EDM 작곡

EDM에 대한 학습을 바탕으로 K.Pop 아이돌 스타일의 곡을 작곡할 수 있다.

13

강의제목 : Mode와 악기 연주곡 작곡 

Mode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적용하여 연주곡의 작곡을 할 수 있

다.

14

강의제목 : Modal Harmony와 재즈 선율 작곡

Modal Harmony의 사용 기법을 다양하게 습득할 수 있고, 이를 적용하여 연주곡

의 작곡을 할 수 있다.

15 기     말     고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