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악2 강의계획서
학습과정명

교재명
W.A.Mozart String Quartet no.19 in C-Major
K.465(dissonance-불협화음)
출판사(Dover publications,inc New York)-스코어

실내악2

L.Van Beethoven String Quartet op.18 /no.1
L.Van BeethovenString Quartet op.18/no.4
출판사(Dover publications,inc New York)-스코어
참고 부교재-“ 들으며 배우는 관현악 문헌(실내악 2)”
저자 차호성 오희숙 출판사 심설당

학습목표

실내악 Ⅰ에 이어지는 과목으로 악기를 전공으로 선택한 연주자들을 위한 앙상블수업인 실내악과목은 현악 및
목관, 금관, 등의 악기 군의 조합 편성, 4중주,5중주등의 연주 작품들의 공부를 통하여 음악기법과 연관된 실내악
능력을 발전시킨다.
또한 문헌적 이해와 실내악 작품의 음악사적 중요성을 알게 하며 팀을 구성하여 연주를 중심으로 한 앙상블의
하모니를 배우며 음악적 경험의 폭을 넓힌다.
다성음악(polypony)적 화성을 듣는 능력을 기르며 전공악기의 솔로 기법에도 도움이 되도록 유도한다. 17세기부
터 20세기 여러 작곡가들의 실내악 작품들을 에포크(시기)별로 연주하게 하여 음악사적, 실내악 문헌 지식 및 작
품 해석 등, 연주에 필요한 사고의 폭을 넓힌다.
시대별 실내악 작품 공부를 통해 광범위한 악곡해석을 배우며 소규모편성의 다른 악기와 함께 연주하는 합주능
력을 기르고 음악적 경험을 쌓게 하여 전문 연주자로의 초석을 다진다.

주

차

별

시

주차별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참고사항

한 학기동안 이루어지는
수업방법 및 평가에 대

1

한 안내를 하고, 사전

1

2

강의주제 : 실내악공부의의 중요성및 개념(Definition)
정리와 음악전공자의 필수과목인 실내악수업에서
공부할 계획 등을 정리, 공부 할 연주곡 알아보기.
강의목표: 전공악기 실기 수업과 연계된 실내악의
개념(Definition)을 알게 한다.
강의세부내용: 실내악의 기본인 musica da
camera(뮤지카 다 카메라), 등 ensemble의 원천
및 발전사 등 강의 ,악기 편성에 맞게 팀을 수준별
로 구성한다.
강의방법: 이론 및 실습수업

W.A.Mozart
StringQuartet
no.19

지식을 알아보기 위 해
간단한 질의응답 및
스코어를 읽게 하 는
시간을 갖는다.

inCMajor

총보186p.~19
2p.

(1) 학습자료
파트보, 스코어준비
팀을 정하기위한 초견
악보등을 프린트하여
제시한다.

3
조편성

1

강의주제:Mozart 현악4중주작품별 특성, 동일편성의
제1비엔나악파 작곡가의 작품을 분석하고 연주곡의 특
성과 앙상블 시 유의사항 등을 알아본다.

2

2

3

1

강의목표: 현악4중주편성작품 연구 및 이해
강의세부내용: 부여된 과제곡을 팀별로 느리게 함께
연주 시킨다 .2학기 실내악 수업에서 보다 발전
된 앙상블 능력을 갖추기 위한 세밀한 설명과 악곡
해석의 기본을 배우게 한다.
강의방법: 악기군의 특성에 따른 앙상블 연주
이론 및 실습, 질의응답

W.A.Mozart
StringQuartet
no.19
inCMajor
불협화음
Adagio도입부

강의주제: 선택한 모차르트 불협화음 퀄텟의 악곡

강의목표: 현악4중주곡의 섬세한 화성의 하모니를

3

2

잘 이해시킨다.
강의세부내용: 좋은 악곡해석을 위한 연주방법 제시,부
수적 실내악의 주법을 설명하고 코다까지 학습하고 연
주해 본다.

W.A.Mozart
StringQuartet
총보186p.alleg
ro~
192p.까지

강의방법: 설명과 함께 실기수업

3

이론 및 실습, 질의응답

1

강의주제: 공부할 모차르트 불협화음 퀄텟의 악곡구성
악식론적 분석 ,도입부와 allegro의 형식에 관한 설명
강의목표: 현악4중주곡의 빠른 부분의 악곡흐름을

4

2

이해시킨다.
강의세부내용: 연주를 위한 실내악의 주법을 설명하고
발전부까지 학습하고 연주해 본다
강의방법: 설명과 함께 실기수업

3

이론 및 실습, 질의응답

1

강의주제: 학생들에게 악곡전체의 해석을 위한 표본적
인 악곡해석을 제시 .전체의 악곡흐름 설명.
강의목표: 보다 전문적인 악상(Dynamic) 공부와 실내악
영역의 Espression과 시대별 특징적 장식음의 활용을

5

2

알려준다.
강의세부내용: 전개부의 특징 및 꼭 숙지해서 연주해야
할 자주 프레징마다 발생되는 subito forte,와 piano를
준비할 수 있는 연주기법을 익힌다

3

강의방법: 이론, 실습수업

충분한 개인연습 후
효율적인 리허설을 통해서
연주 수업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1)학습자료
파트보, 스코어준비

모차르트의 “절대음악”에
대해 알아본다.

구성 리듬 분석, 아다지오 다음 allegro의 진행 형
에 관한 설명 및 기법설명.

현악4중주 편성
작품알아보기

리듬은 길이의 세부적
확인으로 정리
과제1: 연주곡관련 포함된
같은 시대 작곡가의 실내악
작품 연구하고 작성해보기
(1)학습자료
파트보, 스코어준비

W.A.Mozart
StringQuartet
총보186pAllegr
o ~교재
스코어
189P전개부끝

과제: 수많은 현악4중주
작품을 남긴 하이든의
작품과 모차르트
현악4중주와의관련
관련성을 알아오기.
조성설명
5주차 과제 발표

까지
(1)학습자료
파트보, 스코어준비

W.A.Mozart
StringQuartetn
o.19 inCMajor

4주차 과제내용을 팀별로
발표한다.
중간고사과제 주제 공지
고전주의 현악4중주

총보189p이후
재현부부터
코다까지

오나멘트(장식음의 기법)
조사하기
(1)학습자료
파트보, 스코어준비

강의주제: 같은 작품의혹은 다른작품의 느린악장

1

혹은

빠른악장의

악식부분의

분석능력을

주입하고

motive, phrase, period, 테마(주제) 및 여러 가지 기악
곡 형식 등을 분석.

6

2

3

7

2

른 악기의 악상 공부의 필요성 파악.

inCMajor
재현부에서

강의세부내용: 악곡형식에 따른 해석및 motive, phrase,

나타나는 여러

period, 테마(주제) 및 대선율 ,주선율 등을 이해하며 연

장식음패시지

주 하도록 한다.

모차르트음악의 장식음의
역할을 알아보기
1악장은 전형적인 소나타
형식이며 발췌문 인용
(1)학습자료
파트보, 스코어준비

공부
악식

론적 지식함양, 앙상블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실내

모차르트 퀄텟

악기법및 구절법(Articulation) 악절(Phraising)등설명.

총보186p.~192

강의목표: 학생들의 주도적인 악곡해석능력 함양.
강의세부내용: 1악장 전체, 주선율, 대선율, 및 평행조

3

StringQuartet
no.19

강의목표:연주곡의 구성적 요소 인지하고,연주하게함.다

강의방법: 이론, 실기연주수업
강의주제: 한학기동안의 여러 악곡해석에 다가간

1

W.A.Mozart

페시지의 악곡 해석을 정리하게 도와준다.

p. 1악장

완전체
연주 준비

스코어 필독하기
1악장 전체를 연주하게 함
(1)학습자료
파트보, 스코어준비

강의방법: 이론을 겸비한 실습

1
8

2

실기 평가

중간고사

3
강의주제: 모짜르트 k.465 불협화음 현악4중주작품의 2

1

악장에서 배워야하는 기법설명, 리듬구성, 독특하게 진
행되는 canon형식의 전개부 설명.
강의목표: 모차르트의 하이든 셋트(하이든에게 헌정된
작품임) 작품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이 작품에서 학생

9

2

들이 습득해야하는 조건인 섬세한 프레이징,미세한 음
정조절능력과 소리의 강약 및 espression
설명. 2악장의 지배적 악곡구성인 canon형식을 설명.

3

강의세부내용: 모든 악절과 어티쿨레이션의 흐름을 이

W.A.Mozart
StringQuartetn
o.19
2악장

193p Andante
cantabile
처음부터
38마디까지

불협화음 조성 알아보기
다른 악장을 연주하기 위한
작품배경 등을 발표 위해
준비 하게 함
(1)학습자료
파트보, 스코어준비

해시킨다.
강의방법: 이론, 코치 및 실습, 질의응답
강의주제: 불협화음 퀄텟의 2악장 andante cantabile

1

악곡해석 및 음악적 의미, 주제부의 전개를 통해 결코
밝지만은 않은 모차르트 2악장의 미스테리한음악적 특
성 요소를 감상하게 함.

10

2

강의목표: 학생들이 아직은 해석하고 연주하기 어려워
하는 특성 passage의 해결을 할 수 있게 한다.
강의세부내용: 특성적 전개, 악곡 및 패시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모짜르트는 오페라 악곡

3

W.A.Mozart
StringQuartetn
o.19 inCMajor

38마디부터

작품에 삽입된 악상기호
알아보기
과제 발표
(중간고사 과제 주제 공지)

전개부 전체

(1)학습자료
파트보, 스코어준비

W.A.Mozart

제1비엔나악파의 작품적
특성 알아보기

흐름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강의방법: 이론 설명과 함께 실기수업
강의주제: 현악4중주 ,3악장 menuett (메뉴엣) 악장은

1

고전주의 작품에서는 주로 3악장에 투입 되는 점 ,베토
벤의 scherzo 스케르쪼 악장과 비교하며 설명.

11

2

강의목표: 모짜르트와 베토벤현악4중주와의 비교를 통

불협화음

한 제1비엔나악파작곡가들의 현악4중작품의 연관성등

196p-Menuett

을 설명하고 숙지시킴.
강의세부내용: 모든 음들과 악상, 비엔나풍의 메뉴엣 전

3

StringQuartet

개passage들의 흐름을 이해시키며 훈련.
강의방법: 강의 및 연주실습

특히 장식음들(Onament)
유의할 것.

o (allegro)
3악장의Trio
부분까지

(1)학습자료
파트보, 스코어준비

강의주제: 독립된 메뉴엣보다는 빠르게 연주되는편인

1

모짜르트의 menuett 악장의 Tempo와 Trio에서Coda까
지의 구성과 제시된 메뉴엣과 스케르쪼 악장의 리듬을
비교.

12

2

강의목표: 3악장에 쓰여진 리듬형식 및 구성을 설명하
며 춤곡과 기악곡으로 쓰여 지는 형식을 비교함.
강의세부내용: 알맞은 앙상블 연주역량을 키울 수 있는

3

모차르트
불협화음퀄텟
3악장 197p.
Trio부터 da
capo
allegro부분

필수 실내악주법설명 (피아노패시지).

Espression( 표현 방법)
살펴보기
현악4중주에서의 3악장의
여러 템포에 대한 설명과
학생들의 발표준비
(1)학습자료
파트보, 스코어준비

강의방법: 연주실습 및 이론 포함된 코치수업
강의주제: 모짜르트 불협화음 부제의 현악4중주의 대미

1

를 장식하는 4악장은 긴 푸가토가 돋보이는
론도형식인데 현악4중주 4악장에 주로 사용되는주제가
자주 나타나는 악곡형식, 이 악곡형식과 연관된 소나타
형식의 기본적 쓰임새에 대한 공부.

13

2

StringQuartet
no.19
inCMajor

강의목표: 학생들이 작품의 특성을 배제한 해석없는 연

총보Allegro

주를 하기 보다는 전문가적 악곡해석에 근접할 수 있는

198p.부터200

여러 다양한 작품예시를

제시하여 학생들의 악곡이해

를 돕는다.

3

W.A.Mozart

강의세부내용: 프레이징과Onament의 활용, 시대적 특
성적 articulation(구절법) 등을 가르친다.

p.

스코어 읽는 법 알아보기
악곡해석의 중요성 설명
(1)학습자료
파트보, 스코어준비

전개부까지
이후 재현부
전체

강의방법: 이론, 실기연주, 질의응답
강의주제: 한학기동안의 여러 해석의 접근을 통한 악식

1

론적인 관련 지식함양을 통해 학생들이 앙상블
수업에서 꼭 습득해야하는 필수조건인 함께 연주할 수
있는 훈련되어진 실내악 감각, 통괄적으로 발전된 연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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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의목표: 학생들이 실내악 곡들을 연주할 때 주도적인
스스로의 해석으로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하며 앞
으로 수많은 실내악 작품들을 해석하고 표현할 수 있도
록 도와준다.

3

강의세부내용: 악장전체의 악곡을 정리하게 도와주며
마무리한다.

W.A.Mozart
StringQuartet
no.19
inCMajor

4악장
198부터
끝까지

lliemann Lexicone
(음악 용어 사전)
찾아보는 법 알아보기
1. 2. 3 4악장까지의
전체부분의 통합적
연주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주기
(1)학습자료
파트보, 스코어준비

강의방법: 이론, 실기연주, 질의응답,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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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기말고사

실기시험
(연주회형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