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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주실기4 강의계획서

 

교과목명 합주실기4 강의시간 4 담당교수

학습목표

합주실기 3 에서 학습한 비밥 스타일에 이어, 모달 하모니에 기반한 현대적인 재즈 곡들과 퓨전 

스타일의 재즈 곡들을 학습하여 학습자의 즉흥 연주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다양한 스타일

의 재즈를 연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각 시대 및 스타일을 대표하는 곡들을 암보로 

연주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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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달 재즈 및 퓨전 재즈 

스타일의 소개 및 각 악기별 연주 방식을 이해한다

2
칙 코리아의 작곡 기법 소개하고 Windows를 통해 칙 코리아의 작곡 기법 및 

즉흥 연주 컨셉을 이해한다.
과제 부여

3
인터플레이를  이해하고 칙코리아 밴드의 연주를 참고로 보다 창의적인 

인터플레이 기술을 익힌다.

4
허비 행콕의 작곡 기법을 소개하고 조성과 모달 화성이 섞여있는 허비 

행콕의 작곡 기법을 이해하고, 그에 대응하는 즉흥 연주 기법을 익힌다.

5
웨인 쇼터의 작곡 기법 및 즉흥 연주를 소개하고 마이너 블루스 곡인 

Footprints를 모달 곡과 같이 접근하여 연주한다.

6
고급 인터플레이를 이해하고 마일스 데이비스 퀸텟이 연주한 방식을 참고로 

즉흥연주를 극대화하며 인터플레이하는 방식을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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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발라드 연주기법을 소개하고 발라드 연주의 기본을 익히며, 더블타임 필과 

더블타임 연주의 차이를 이해하고 숙달시킨다.

9

발라드 리하모니제이션을 소개하고 존 콜트레인이 스탠다드 곡 Body And 

Soul을 리하모니제이션 한 것을 분석하고 따라 연주해 봄으로써 편곡의 

아이디어를 얻는다.

10
Weather Report를 소개하고 스패니쉬 라틴 음악과의 퓨전 밴드인 리턴 투 

포에버의 특징을  연구한다. 

11
Return To Forever를 소개하고 Windows를 통해 칙 코리아의 작곡 기법 및 

즉흥 연주 컨셉을 이해한다.

12
Billy Cobham을 소개하고 빌리 콥햅의 과제곡을 통해 재즈 록 퓨전스타일의 

연주를 익힌다. 

13
Fourplay를 소개하고 팝의 영향을 많이 받은 스무드 재즈의 대표 밴드 

포플레이의 과제곡을 통해 현대적인 퓨전 재즈 앙상블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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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곡 및 연주를 점검하는 합주를 진행한다.

15 기     말     고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