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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주실기3 강의계획서  

교과목명 합주실기3 강의시간 4 담당교수

학습목표

미디엄 템포의 스탠다드 재즈가 낭만적인 감정과 온화한 감각을 특징으로 한다면 

업 템포의 Bebop은 주자의 연주력과 독창성이 더욱 요구되는 순수한 의미의 기악

(연주)음악이다. 이러한 Bebop 스타일의 음악들을 합주함으로써 선율, 화성, 리듬 면

에서 한 차원 높은 기법과 기량 및 음악성을 요구하는 앙상블 능력을 갖추게 한다.

교재 The Real Book, Creative Beginnings , Charlie Parker Omni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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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업에 대한 강의계획서를 배부하고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

다. 한 학기 동안 있을 강의의 내용을 요약 설명하고 주차별 강의 내용과 

곡들을 소개를 한다.

2

블루스와 비밥에 대해 강의하고 블루스와 비밥의 이론들이 실제로 적용

되어 있는 곡들을 분석함으로 실제적으로 블루스와 비밥을 연주할 수 있

도록 강의한다.

3
블루스와 비밥의 이론들이 실제로 적용되어 있는 곡들을 분석함으로 실

제적으로 블루스와 비밥을 이해하고 연주할 수 있도록 강의한다.

4

연속된 II-V 진행을 활용한 찰리파커의 블루스 진행의 이론들이 실제로 

적용되어 있는 곡들을 분석함으로 실제적으로 연속된 II-V 진행을 활용한 

찰리파커의 블루스 진행을 활용하여 연주할 수 있도록 강의한다.

5

비밥 특유의 빠른 코드 진행을 익히고, 블루스와의 연관성에 대해 강의하

고 비밥 특유의 빠른 코드 진행을 익히고, 블루스와의 연관성의 이론들이 

실제로 적용되어 있는 곡들을 분석한다.

6

블루스와의 연관성에 대해 강의하고 비밥 특유의 빠른 코드 진행을 익히

고, 블루스와의 연관성의 이론들이 실제로 적용되어 있는 곡들을 분석함

으로 실제적으로 비밥 특유의 빠른 코드 진행을 익히고, 블루스와의 연관

성을 활용하여 연주할 수 있도록 강의한다.

7

비밥 스케일이라고 이름붙여진 반음계가 포함된 음계에 대해 강의하고 

익히고, 후대에 비밥 스케일이라고 이름붙여진 반음계가 포함된 음계의 

이론들이 실제로 적용되어 있는 곡들을 분석함으로 실제적으로 후대에 

비밥 스케일이라고 이름붙여진 반음계가 포함된 음계를 활용하여 연주할 

수 있도록 강의한다.

8 중간고사

9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해 한번 더 복습하는 시간을 갖고 곡 분석, 

연주 컨셉, 컴핑 방법 등 다시 한번 복습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시 한번 더 합주하게 될 Donna Lee에 대해 부연 설명하고 한번 더 그 

곡을 감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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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반음계씩 상승하는 코드 진행에 대해 강의하고 익히고, 반음계씩 상승하

는 코드 진행의 이론들이 실제로 적용되어 있는 곡들을 분석함으로 실제

적으로 반음계씩 상승하는 코드 진행을 활용하여 연주할 수 있도록 강의

한다.

11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해 한번 더 복습하는 시간을 갖고 곡 분석, 

연주 컨셉, 컴핑 방법 등 다시 한번 복습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번 더 합주하게 될 Joy Spring에 대해 한번 더 부연 소개하고 그 곡을 

감상한다.

12

화성적으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곡 중 하나인 과제곡을 조성의 이동에 

대해 강의하고 익히고, 화성적으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곡 중 하나인 과

제곡을 조성의 이동의 이론들이 실제로 적용되어 있는 곡들을 분석함으

로 실제적으로 연주할 수 있도록 강의한다.

13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해 한번 더 복습하는 시간을 갖고 곡 분석, 

연주 컨셉, 컴핑 방법 등 다시 한번 복습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시 한번 더 합주하게 될 Giant Steps에 대해 부연 설명하고 그 곡을 감

상한다. 

14
한 학기 동안 배운 전체적인 강의 내용에 대해 정리하고 한 학기동안 배

운 곡들을 다시한번 분석함으로 실제적으로 정리 할 수 있도록 강의한다.

15 기말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