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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주실기2 강의계획서

교과목명 합주실기2 강의시간 4 담당교수

학습목표

각 악기별로 스탠다드 재즈의 전통적인 연주 방식을 습득한다. 스윙 리듬의 표현 방식을 익히고 

즉흥연주를 스탠다드 재즈 곡들을 통해 실습해본다. 12마디 F 블루스와 Autumn Leave를 비롯한 

기본적인 재즈 레파토리를 암보로 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재즈 스타일에 맞는 악기간의 밸런스 

및 음색을 찾도록 한다. 

교재
 교재명 : The New Realbook                   출판사 : Sher Music Co. 

 저자 :   Chuck Sher                         출판년도 :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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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주실기 II의 합주반 구성 및 교과목을 소개하고 스탠다드 재즈 스타일의 

소개 및 각 악기별 연주방식을 이해한다

2
F Blues를 소개하고 재즈 스윙 스타일에 맞게 블루스를 연주하는 방법을 

익힌다.
과제 부여

3
Bb Blues를 소개하고 재즈 스윙 스타일에 맞게 블루스를 연주하는 방법을 

익힌다. 코드 진행에 부합하는 즉흥연주 방식을 익힌다.

4
미디엄 스윙을 소개하고 메이저 II-V-I과 마이너 II-V-I의 차이를 명확하게 

들려주며 즉흥연주할 수 있도록 한다. 

5
컴핑 스타일을 소개하고 솔로 주자를 제외한 나머지 악기들의 컴핑이라고 

하는 반주 방식을 익힌다. 

6
기본적 인터플레이를 이해하고 솔로이스트와 컴핑 주자 사이의 상호 관계를 

통해 흥미로운 음악을 만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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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싱코페이션을 이해하고 싱코페이션과 재즈 리듬에 관해 학습한다. 

9
싱코페이션을 이해하고 싱코페이션이 멜로디, 솔로, 컴핑 프레이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학습한다..

10
보사노바를 소개하고 보사노바의 리듬적인 특징을 이해하고 표현하도록 

한다. 

11
보사노바와 재즈의 결합을 이해하고 보사노바와 재즈가 섞인 연주를 

경험하고, 정통 보사노바와의 차이를 이해한다. 

12
All The Things You Are의 화성을 분석하고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과제곡을 

화성적으로 정확히 연주할 수 있도록 분석하고 훈련한다.

13
중급 인터플레이를 이해하고 과제곡을 중심으로 솔로 연주자와 밴드 

멤버간의 인터플레이를 확장하도록 훈련한다.

14
한 학기 동안의 과제곡 합주를 실시하고 한 셋 분량의 공연이 가능하도록 

편곡 및 연주를 점검하는 합주를 진행한다. 

15 기     말     고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