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창 1 수업시간표
. 독창과는 다른 합창발성방법을 깨달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
2. 바로크부터 초기 고전시기까지 대표적인 합창작품들을 통해 폭넓은 합창문헌을 이해하
고 기본적인 음악어법들을 학습하며, 향후 이어지는 합창 II ~VI 과목을 통해 고전시기와
전기낭만 후기낭만 사실주의 현대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합창문헌을 다루고 접할 수
있는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한다.
학습목

3. 합창에서 요구되는 올바른 발성과 발음, 완벽한 앙상블을 위한 정확한 음정과 리듬훈

표

련, 이를 통해 얻어지는 앙상블의 균형과 원리를 깨닫고 더 나아가 음악을 통한 협동심
을 기른다.
4. 천지창조와 메시아를 통해 성악적인 독일어, 영어 딕션의 기초를 마련한다.
5. 오라토리오가 무엇인지 음악사적 접근법을 통해 그 형성과정을 이해하고, 오라토리오
특유의 정확하고 기계적인 음악어법을 무리없이 익숙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반복 연습
한다.

교재

주별

Haydn(나영수역)-1994-Die Schöpfung(천지창조)-호산나음악사

차

수업(강의•실험•실습 등)내용

시

1 * 복모음과 복자음을 포함한 독일어 딕션 기초 강의 및 음원을 듣고 불러본다
2 아래 사항을 학습하며 음원을 듣고 노래를 불러본다.
3 브리티시 레퍼런스, 아메리칸 스탠다드, 미드-아틀랜틱 등 주요 3개 영어딕션법 기초 강
4
의와 각 딕션법 특징과 차이점 숙지하며 불러분다
* 합창에 필요한 발성의 테크닉을 르네상스 시대부터 현대까지 시대적인 특징을 비교,
실습하며 습득하고 합창에 필요한 전문적인 발성법, 음악이론과 기초 지휘법 패턴을
제 1

습득한 후 불러본다

주

* 메시아 편저자인 졸단과 아르놀트 셰링의 발간 서문을 읽고 향후 학습 방향을 토의한
5

후 노래를 불러본다
* 각 악곡의 솔리스트 (우리엘 가브리엘 라파엘 아담 하와) 5명을 효율적이고 공개적인
오디션을 통해 선발하고, 각 파트별로 한 명씩 구성된 SATB 소규모 앙상블 팀을 구성
하여 학습 방향을 제시한다.
* 합창의 TUTTI에서 블랜딩의 기술적인 관련성과 좋은 소리를 위한 과정 그리고 음역

제 2
주

1

에 따른 발성 변화 및 방법에 대하여 각자가 지닌 장,단점을 학습한다.
* 천지창조 1번곡의 올바른 독일어 딕션 연습과 가사 해석능력을 기른다.

아래 사항을 학습한다.
2 아래 사항을 학습하며 음원을 듣고 노래를 불러본다.
3 * 정확하고 정교한 음정과 박자 연습, 리듬감과 선율을 살려 부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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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솔로부분과 합창부분이 단절되는 것을 지양하고 부드럽고 유기적으로 함께 흐를 수
있도록 합창단원 전체의 톤과 발성이 각자 개성을 지니면서도 통일성을 갖도록 조절
하여 지도한다.
5

* 템포 “라르고“ 의 음악적인 표현을 토대로 아주 느리고 장중하게를 표현하고 적응하
는 실습을 한다.
* 2분의 2박 개념을 잘 이해하고 ALLA BREVE MODERATO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해를
한 후 실습한다.

1 * 천지창조 2번곡의 올바른 독일어 딕션 연습과 가사 해석능력을 기른다.

제 3

2 아래 사항을 학습하며 음원을 듣고 노래를 불러본다.
3 * 정확하고 정교한 음정과 박자 연습, 리듬감과 선율을 살려 부르기
4
* 스타카토와 레가토의 올바른 발성과 실제 악곡에 적용한 연습
* 솔로부분과 합창부분이 단절되는 것을 지양하고 부드럽고 유기적으로 함께 흐를 수

주

있도록 합창단원 전체의 톤과 발성이 각자 개성을 지니면서도 통일성을 갖도록 조절
5

하여 지도한다.
* 사운드와 디미누엔도를 설명하고 이런 다이나믹을 얼마나 잘 이해하며 표현 할 수 있
을지에 대하여 생각하고 실습해본다.

1 * 천지창조 4번곡의 올바른 독일어 딕션 연습과 가사 해석능력을 기른다

제 4

2 아래 사항을 학습하며 음원을 듣고 노래를 불러본다.
3 * 정확하고 정교한 음정과 박자 연습, 리듬감과 선율을 살려 부르기
4
* 솔로부분과 합창부분이 단절되는 것을 지양하고 부드럽고 유기적으로 함께 흐를 수
있도록 합창단원 전체의 톤과 발성이 각자 개성을 지니면서도 통일성을 갖도록 조절

주

하여 지도한다.
5

* 세미 코러스의 구성방법과 그 효과와 벨런스의 정도를 정하고 가장 이상적인 소리를
선택하도록 실습한다.
* 절제된 소리 안에서 하모니를 이루어 앙상블할 수 있도록 실습하고 배워본다.

1 * 천지창조 10번곡의 올바른 독일어 딕션 연습과 가사의 해석능력을 기른다.
2 아래 사항을 학습하며 음원을 듣고 노래를 불러본다.
3 * 정확하고 정교한 음정과 박자 연습, 리듬감과 선율을 살려 부르기.
4
* 솔로부분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본 오라토리오의 첫 번째 순수 합창곡이다. 정확한
제 5
주

딕션과 기사 이해를 바탕으로 힘차면서도 정교한 합창이 될 수 있도록 각 파트별로
반복 연습한다.
5 * 합창부분이 유기적으로 함께 흐를 수 있도록 합창단원 전체의 톤과 발성이 각자 개성
을 지니면서도 통일성을 갖도록 조절하여 지도한다.
* 풀 보이스 코러스의 효과와 특징을 설명하고 정확한 사운드 음정과 어택을 표현해 본
다. 각자가 느끼는 정도를 정확하게 느끼고 강약을 설명 할 수 있도록 한다.

제 6
주

1 * 천지창조 13번곡의 올바른 독일어 딕션 연습과 가사 해석능력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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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래 사항을 학습하며 음원을 듣고 노래를 불러본다.
3 * 정확하고 정교한 음정과 박자 연습, 리듬감과 선율을 살려 부르기
4
* 솔로부분과 합창부분이 단절되는 것을 지양하고 부드럽고 유기적으로 함께 흐를 수
있도록 합창단원 전체의 톤과 발성이 각자 개성을 지니면서도 통일성을 갖도록 조절
하여 지도한다.
5 * 온음표 페르마의 효과적인 사용방법을 설명하고 에너지를 유지하는 요령과 기술을 실
습한다.
* 무엇보다 중요한 호흡을 늘 놓치지 않도록 하며 숨 마시고 내뱉는 순간까지도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한다.
1 * 천지창조 19번곡의 올바른 독일어 딕션 연습과 가사 해석능력을 기른다
2 아래 사항을 학습하며 음원을 듣고 노래를 불러본다.
3 * 정확하고 정교한 음정과 박자 연습, 리듬감과 선율을 살려 부르기
4
* 솔로부분과 합창부분이 단절되는 것을 지양하고 부드럽고 유기적으로 함께 흐를 수
제 7

있도록 합창단원 전체의 톤과 발성이 각자 개성을 지니면서도 통일성을 갖도록 조절

주

하여 지도한다.
5 * 반복적인 짧은 음을 단단히 유지하는 기술을 습득한다. 가장 적절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고 놓치지 않고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주의한다.
* 중간고사를 대비하여 하이든 천지창조 각 조별로 암보연주 리허설을 실시한다. (필요
하다면 레치타티보를 포함한 아리아로 솔리스트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도 있다.)
1

제 8
주

2
3 중간고사
4
5
1 * 천지창조 26번곡의 올바른 독일어 딕션 연습과 가사 해석능력을 기른다
2 아래 사항을 학습하며 음원을 듣고 노래를 불러본다.
3 * 정확하고 정교한 음정과 박자 연습, 리듬감과 선율을 살려 부르기
4
* 솔로부분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본 오라토리오의 두 번째 순수 합창곡이다. 정확한
딕션과 기사 이해를 바탕으로 힘차면서도 정교한 합창이 될 수 있도록 각 파트별로

제 9

반복 연습한다.

주

* 합창부분이 유기적으로 함께 흐를 수 있도록 합창단원 전체의 톤과 발성이 각자 개성
5

을 지니면서도 통일성을 갖도록 조절하여 지도한다.
* 멜리즈마 음정의 하향식 스케일과 상승하는 스케일을 반복적인 연습을 통하여 안정적
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생각하고 꾸준한 연습을 한다. 또한 안정되게 고른 사운드를
유지하는 방법을 습득한다.

제
10주

1 * 천지창조 28번곡의 올바른 독일어 딕션 연습과 가사 해석능력을 기른다
2 아래 사항을 학습하며 음원을 듣고 노래를 불러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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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정확하고 정교한 음정과 박자 연습, 리듬감과 선율을 살려 부르기
4 * 솔로부분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본 오라토리오의 세 번째 순수 합창곡이자 아마도 가
장 유명한 곡일 것이다. 정확한 딕션과 기사 이해를 바탕으로 힘차면서도 정교한 합창
이 될 수 있도록 각 파트별로 반복 연습한다. 26번곡과 큰 주제를 공유하면서도 악곡
의 구조가 다름을 이해하여 실제 연주에서 응용이 가능하도록 연습한다.
5 * 합창부분이 유기적으로 함께 흐를 수 있도록 합창단원 전체의 톤과 발성이 각자 개성
을 지니면서도 통일성을 갖도록 조절하여 지도한다.
* 합창과 반주부 또는 오케스트라와의 예비박과 어택의 시작점을 잘 확인하고 합창이
들어가기에 좋고 편안한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이에 잘 적응하는 실습을 한다.
1 * 천지창조 30번곡의 올바른 독일어 딕션 연습과 가사 해석능력을 기른다
2 아래 사항을 학습하며 음원을 듣고 노래를 불러본다.
3 * 정확하고 정교한 음정과 박자 연습, 리듬감과 선율을 살려 부르기
4
*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서로 대주제와 소주제를 공유하고 있는 악곡 특징을 파
악하여 아담과 하와 두 솔리스트와 어우러지는 합창을 목표로 한다.

제

* 솔로부분과 합창부분이 단절되는 것을 지양하고 부드럽고 유기적으로 함께 흐를 수

11주

있도록 합창단원 전체의 톤과 발성이 각자 개성을 지니면서도 통일성을 갖도록 조절
5

하여 지도한다.
* 리듬의 변화와 차이점을 비교하고 느낀점을 토론한다. 직접 불러보고 다른 사람들이
부른것도 들어보고 비교 분석하고 얼마나 작곡자가 원하는 바를 잘 표현할 수 있을지
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본다.

1 * 천지창조 34번곡의 올바른 독일어 딕션 연습과 가사 해석능력을 기른다
2 아래 사항을 학습하며 음원을 듣고 노래를 불러본다.
3 * 정확하고 정교한 음정과 박자 연습, 리듬감과 선율을 살려 부르기
4
* 천지창조의 대미를 장식하는, 4중창과 합창이 함께 나오는 곡이다. 정밀한 파트 연습
과 가사 해석을 바탕으로 환호하며 용약하는 가사의 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
제

도록 각 프레이즈의 디테일과 힘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둔다.

12주

* 솔로부분과 합창부분이 단절되는 것을 지양하고 부드럽고 유기적으로 함께 흐를 수
5

있도록 합창단원 전체의 톤과 발성이 각자 개성을 지니면서도 통일성을 갖도록 조절
하여 지도한다.
* 발음의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효과적인 딕션을 어떻게 생성할지 생각하고
다양한 방법을 선택한다. 발음을 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몸과 입술
에 힘을 빼는 것과 호흡을 조절하는 것을 연습한다..
* And with His stripes we are healed,

제
13주

* All we like sheep have gone astray,
1 * He trusted in God that He would deliver Him,
* Lift up your heads, O ye gates,
* Halleluia 5곡의 각 파트별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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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Anfange: Und Gott sah des Licht 연습
* 영어 딕션 확인과 정밀한 박자, 리듬 연습 한다.
2 아래 사항을 학습하며 음원을 듣고 노래를 불러본다.
3 * 가사 흐름을 이해하여 이를 바탕으로 아티큘레이션 살리기
4
* 바로크 음악어법의 중요한 요소인 멜리스마와 잇단음표를 정교하게 체득하여 구현하
기
* 스타카토와 마르카토의 차이점, 표현을 설명하고 이해를 잘 하였는지 연주로 확인한
5

다.
*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곡들과 지금까지의 느낀 점들을 각자 생각하고 발표하며
토론해본다.
* Num schwanden vor dem heiligen Strahle
* Since by man came death,

1

* But thanks be to God
* Worthy is the lamb that was slain,
* Amen 4곡의 각 파트별 연습

제

* 영어 딕션 확인과 정밀한 박자, 리듬 연습 해 본다.
2 아래 사항을 학습하며 음원을 듣고 노래를 불러본다.
3 * 가사 흐름을 이해하여 이를 바탕으로 아티큘레이션 살리기
4
* 바로크 음악어법의 중요한 요소인 멜리스마와 잇단음표를 정교하게 체득하여 구현하
기

14주

* 오라토리오, 오페라 등의 최고조<클라이막스>에 도달하는 요령과 방법을 이해하기 쉽
도록 설명하고 절제하는 감정을 직접 실습해 본다.
* 기말고사를 대비하여 하이든 천지창조 각 조별로 암보연주 리허설을 실시하고 각 조
5

별 부족한 부분과 수정할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학생들이 적절히 반영할 수 있게
유도한다. (필요하다면 레치타티보를 포함한 아리아로 솔리스트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도 있다.)
* 선별과제로 제시했던 헨델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주요 합창곡 암보연주 리허설을 실시
한다.

1
제
15주

2
3 기말고사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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