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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창2 강의계획서 

교과목명 합창II 강의시간 5 담당교수

학습목표

화성감, 리듬감, 음악적인 표현, 합창 발성과 대위법적 음악 구조의 이해를 바탕으로 소

리의 앙상블과 음악의 전체적인 연주 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 계발을 수업의 목표

로 한다. 

다양한 장르의 앙상블을 학습하여 실습함으로써 음악적인 조화와 균형을 표현할 수 있

는 성숙한 음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하게 한다. 학습자가 기존의 곡을 카피하고, 

새로운 곡을 다양한 스타일로 편곡하여 보다 확대되고 발전된 음악적 표현으로 연주와 

창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무대 매너와 자세를 배우도록 한다. 드라마나 인기가요

가 합창으로 편곡된 곡을 강의에 반영하여 학습자가 수업에 대한 흥미를 갖게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한다.

교재
 교재명 : 합창속으로        출판사 : 비앤비출판사

 저자 : 김희철              출판년도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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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창의 파트 구분

- 합창에서 베이스, 테너, 알토, 메조, 소프라노의 파트를 구분

하고 각 파트가 해야하는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

2

발음과 발성

- 모음과 자음을 구현하는 발음기관, 발성기관, 호흡기관의 유

기적인 관계를 이해하고 이들을 훈련할 연습방법을 소개한다.  

3

파트별의 앙상블

- 각 성부별 음정과 리듬의 집중 연습, 소프라노, 앨토, 테너, 

베이스의 파트를 연습한다.

4

Blues 합창

- 실용음악의 근간이 되는 장르 Blues를 이해하고 아카펠라로 

편곡한다.

5

빅밴드 스윙 합창

- 193,40년대의 빅밴드 스윙 스타일을 이해하고 합창으로 연

주한다

6

영화음악 OST 합창

- 친숙한 영화들의 주제가를 합창으로 다양하게 표현한 작품

들을 다루어 본다

7 중     간     고     사



추계예술대학교 글로벌문화예술교육원

 

8

합창화성 

- Close Voicing & Open Voicing을 소리로 구분하여 직접 불

러 화성을 확인하고 4성부의 합창하모니를 만들 수 있도록 

화성을 쌓는 방법들을 제시

9

보사노바 스타일의 합창곡 1

- 현대 대중음악에서 빼놓을 수 없는 특징적인 주류 브라질리

언리듬의 보사노바 곡의 합창들을 다루어 본다.

10

보사노바 스타일의 합창곡2

- 브라질리언리듬의 보사노바곡의 합창을 주어진 과제곡을 바

탕으로 연주하고 기존의 가요나 팝들을 브라질리언 리듬으로 

바꾸어 불러본다.

과제 부여

11

펑키 그루브의 합창곡 1

- 팝 음악의 주류를 이루는 펑키 그루브를 이해하고 합창으로 

표현해보도록 한다.

12

펑키 그루브의 합창곡 2

- 팝 음악의 주류를 이루는 펑키 그루브로 이루어진  다양한 

곡들을 합창으로 표현해보도록 한다.

13
합창무대매너

- 합창 공연을 위한 무대매너 점검

14
워크숍

- 실제 공연처럼 연주한다.

15 기     말     고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