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학Ⅰ 강의계획서
학습과정명

교재명

화성학 I

김홍인-2010-화성-현대음악출판사

학습목표
조성 음악의 기본이 되는 화성은 화음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는 것으로, 화성의 연결과 조성의 흐름
을 파악하여 악곡을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4성부의 화성 실습과 악곡들의 분
석을 통해 화성 어법의 이해를 도모하고 연주 전공 학생들에게 실제 연주하는 작품을 해석하는 기반을
다진다.
화성학의 기본 지식을 익히고 실습을 통하여 화성어법의 이해를 높인다. 악곡의 화성을 분석할 수 있
으며 연주 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주

차

별

시

주차별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참고사항

강의주제: 화성학 1 소개

1

강의목표: 오리엔테이션
강의세부내용: 화성학을 공부하는 이유와 정의
및 개념과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수업 내용을

교재 p. 20 – 22

제시하고 강의 및 평가 방법, 과제에 대해 설명

2

한다.

사전지식 을 알아보기 위해
간단한 퀴즈를 실시하고,
주차별 수업에 개별실습을
실시하여 이해도를 높인다.

강의방법: 이론 및 실습, 질의응답
강의주제: 화성학 1 기본 개념 정리

1
3

강의목표: 음자리표의 종류와 개념을 이해한다.
강의세부내용: 높은음자리표, 낮은음자리표, 가온
음자리표(소프라노, 알토, 테너)의 특징을 이해하

교재 p. 20 – 22

고 각 음자리표에 쓰여 있는 음들을 읽고 쓰는

4

한 학기동안 이루어지는
수업방법 및 평가에 대한
안내를 한다.

(1) 학습자료
교재, 오선노트
강의계획서배부

연습한다.
강의방법: 이론 및 실습, 질의응답
강의주제: 음악 기초 이론

1

강의목표: 음정에 대한 이해
강의세부내용: 음정에 대한 기본 개념(2개의 음
사이의 거리)과 음정의 성질 (완전, 장, 단, 증,

교재 p. 20 – 22

감)을 이해하고 각 음정의 계산법 및 음정의 전

2

위에 대한 이론을 습득한다.
강의방법: 이론 및 실습, 질의응답
강의주제: 음악 기초 이론

2

(1) 학습자료
교재, 오선노트

강의목표: 음정에 대한 이해

3

강의세부내용: 완전, 장, 단, 감, 증 음정을 계산
하는 법을 실습하고 각 음정의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들어본다. 주어진 음정을 오선지에 직접
그려보거나 주어진 음의 음정 특징을 찾는 실습

4

을 한다. 그리고 전위가 되었을 때 원음정이 어
떻게 변화하는지도 실습한다.
강의방법: 이론 및 실습,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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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p. 20 – 22

강의주제: 음계에 대한 이해와 활용
강의목표: 조성과 5도권, 근친조

1

강의세부내용: 장조와 단조에 관련된 조표에 대
한 이해(장조와 단조 사이의 단3도 관계)와 자연
단음계, 화성단음계(자연단음계에서 7음에 반음

2

교재 p. 20 – 22

올리기), 가락단음계(자연단음계에서 상행시 6, 7
음 반음을 올리고 하행시 자연단음계) 의 차이

(1) 학습자료
교재, 오선노트

및 5도권, 근친조에 대해 이해한다.
강의방법: 이론 및 실습, 질의응답
강의주제: 음계에 대한 이해와 활용

3
3

강의목표: 조성과 5도권, 근친조
강의세부내용: 장조, 자연단음계, 화성단음계, 가
락단음계를 다양한 조표에 그려본다. 또, 각 음
계를 조표가 아닌 임시표로 그려보는 실습도 진
행한다. 이러한 실습을 통해 각 음계가 어떻게

교재 p. 20 – 22

과제 1:
주어진 제시에 알맞는
음정을 그리세요. 그린 음정
밑에 자리바꿈 음정은
어떻게 써주세요. (음정당
각 1점, 자리바꿈 음정 각
1점 - 총 10점)

다른지 이해해본다. 실제 악보 (베토벤, 모차르트

4

1

피아노 소나타)를 보고 각 음악이 어떤 음계를
사용하였는지 찾아본다.
강의방법: 이론 및 실습, 질의응답
강의주제: 3화음의 구성과 종류
강의목표: 3화음의 형태와 성질 이해
강의세부내용: 3화음의 기본 형태는 3도씩 쌓아
구성하는 3도 구성의 화음으로서 다양한 성질
(장, 단, 감, 증)을 이해하고 악보에 그리는 방법

2

교재 p. 20 – 25
(1) 학습자료
교재, 오선노트

및 전위에 대해 이론 강의한다.
강의방법: 이론 및 실습, 질의응답
강의주제: 3화음의 구성과 종류

4
3

(2)기자재: 피아노,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오선화이트보드, 전동스크린,
스피커(1Set)

강의목표: 3화음의 형태와 성질 이해
강의세부내용: 장, 단, 증, 감 3화음을 직접 악보
에 그려보고 각 화음들의 소리의 다른 점과 특
징을 이해해본다. 제시된 다양한 3화음들의 성질
을 찾아보고 성질을 보고 알맞게 3화음을 쌓는

교재 p. 20 – 25

과제 1 제출

실습을 진행한다. 그리고 3화음이 전위가 되었을

4

때 베이스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각 음정 간격의
변화를 실습한다.
강의방법: 이론 및 실습, 질의응답
강의주제: 화성 실습을 위한 용어와 규칙
강의목표: 4성부 화성 실습 전 기본 용어와 규칙

1

의 이해
강의세부내용: 화성 진행에서 조성의 파악과 변
화를 이해하고 수직적 4성부 구조의 다양한 형

교재 p. 23 – 36

태(개리 배치, 밀집 배치)를 공부하고 규칙(음의

2

(1) 학습자료
교재, 오선노트

중복, 생략, 금지되는 규칙인 병행 5도, 8도, 은
복 5도, 8도, 성부 교차 등)의 이론을 배운다.
강의방법: 이론 및 실습, 질의응답
강의주제: 화성 실습을 위한 용어와 규칙

5

(2)기자재: 피아노,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오선화이트보드, 전동스크린,
스피커(1Set)

강의목표: 4성부 화성 실습 전 기본 용어와 규칙

3

의 이해
강의세부내용: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 실습 문제
를 보고 개리배치와 밀집배치를 다양한 방법으

4

로 실습한다. 교재에 있는 4성부 진행 오류 예시
를 오선지에 알맞은 규칙을 적용하여 다시 직접
기입해본다.
강의방법: 이론 및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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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p. 23 – 36

강의주제: 주요3화음 (I, IV, V) 1

1

강의목표: 3화음의 기본위치 1
강의세부내용: 주요 3화음 기본위치는 4성부로
배치할 때 근음 중복을 필수적으로 하며 연결시
공통음 배치는 성부 선율의 부드러움을 준다. 이

2

교재 p. 37 – 42

러한 주요 3화음의 기본 특징을 공부하고 특히
IV – I, V – I의 연결을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1) 학습자료
교재, 오선노트

강의방법: 이론 및 실습, 질의응답
강의주제: 주요3화음 (I, IV, V) 1

6
3

강의목표: 3화음의 기본위치 1
강의세부내용: I, IV, V 기본 위치를 다양한 음계
와 소프라노를 이용하여 4성부 배치를 오선지에
실습한다. 또한 I – IV, I – V 연결을 공통음을

4

교재 p. 37 – 42

배치하고 나머지 성부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법을 오선지에 실습해본다.
강의방법: 이론 및 실습, 질의응답
강의주제: 주요3화음 (I, IV, V) 2

1

강의목표: 3화음의 기본위치 2
강의세부내용: 주요 3화음의 기본위치 구성원리
를 복습하고 IV – V 연결은 병행 8도나 병행 5

2

7

3

교재 p. 43 – 47

도의 위험으로 베이스와 다른 성부가 진행 방향
(1) 학습자료
교재, 오선노트

이 반대인 반진행으로 연결해준다.
강의방법: 이론 및 실습
강의주제: 주요3화음 (I, IV, V) 2

(2)기자재: 피아노,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오선화이트보드, 전동스크린,
스피커(1Set)

강의목표: 3화음의 기본위치 2
강의세부내용: IV – V 연결을 반진행을 사용하여
병행 5도, 8도를 피하도록 직접 오선지에 4성부
진행을 그려본다. 교재에 있는 실습 문제를 통해

4

교재 p. 43 – 47

I, IV, V 화성 연결 실습을 다양하게 진행한다.
(알토 테너 채워넣기, 상3성부 채워넣기, 하3성부
채워넣기)
강의방법: 이론 및 실습

8

1
2
3
4

중간고사
강의주제: 부3화음 (ii, iii, VI, vii) 1

1

강의목표: 3화음의 기본위치 3
강의세부내용: ii화음은 서브도미넌트계로서, iii화
음은 선율에서의 리딩톤의 순차 하행을 나타내

2

교재 p. 48 – 51

주고, VI화음은 토닉화음의 대체로, vii화음은 I화
(1) 학습자료
교재, 오선노트

음을 꾸며주는 화음으로서 사용된다.
강의방법: 이론 및 실습, 질의응답
강의주제: 부3화음 (ii, iii, VI, vii) 1

9
3

(2)기자재: 피아노,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오선화이트보드, 전동스크린,
스피커(1Set)

강의목표: 3화음의 기본위치 3
강의세부내용: ii, iii, VI, vii 화음의 각각의 사용
법을 오선지에 정리해보고 각 화음의 특징을 이
용해 주요 3화음과 연결하는 실습을 진행한다.

4

또한 교재의 실습 문제를 통해 다양한 화성 연
결법을 공부한다.
강의방법: 이론 및 실습,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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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p. 48 – 51

1

강의주제: 기본 위치 3화음의 연결 실습 및 종지
강의목표: 3화음의 기본위치 4 및 종지
강의세부내용: 기본 위치 3화음의 다양한 실습.
4가지 유형의 종지(정격종지, 반종지, 위장종지,

교재 p. 52 – 56

변격종지)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강의한다.

2
10

강의방법: 이론 및 실습, 질의응답

강의주제: 기본 위치 3화음의 연결 실습 및 종지
강의목표: 3화음의 기본위치 4 및 종지

3

강의세부내용: 정격 종지, 반종지, 위장 종지, 변
격 종지를 다양한 조성에서 직접 그려보고 각
종지의 다른 점을 이해하는 실습을 진행한다. 또

교재 p. 52 – 56

(1) 학습자료
교재, 오선노트
과제 2: 주어진 화성
진행에서 빈 화성을 채워
넣고 알맞은 로마숫자를
채워넣으세요. (I, V, IV
기본위치만 사용) (빈칸 9개
- 각 1점) 주어진 화성
진행의 종지는 무슨
종지인가요? (1점)

한 실제 고전 시대 악곡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

4

벤)을 통해 작곡가들이 어떻게 종지를 사용하고
어떠한 이유로 사용하였는지 고찰하도록 한다.
강의방법: 이론 및 실습, 질의응답
강의주제: 주요3화음의 제1전위 (I6, IV6, V6)

1

강의목표: 화음의 제1전위
강의세부내용: 주요3화음의 제1전위는 베이스에
각 화음의 3음이 위치하게 되고 숫자저음 6으로
그것을 표시해준다. 또한 리딩톤(V화음의 제3음)

2
11

교재 p. 57 – 62

을 제외하고 모든 음이 중복 가능한 구성 원리
(1) 학습자료
교재, 오선노트

를 가지고 있다.
강의방법: 이론 및 실습, 질의응답
강의주제: 주요3화음의 제1전위 (I6, IV6, V6)

3

과제 2 제출

강의목표: 화음의 제1전위
강의세부내용: 주요3화음의 제1전위 구성 원리를
토대로 효과적인 화성 진행 원칙을 다양한 조성

교재 p. 57 – 62

에서 직접 그려본다. 또한 실제 악곡에서 어떻게

4

적용되었는지 악보를 통해 찾아본다.
강의방법: 이론 및 실습, 질의응답
강의주제: 부3화음의 효과적인 화성 진행의 원칙

1

강의목표: 부3화음의 제1전위 (ii6, iii6, vi6, viio6)
실습
강의세부내용: 주요3화음과 부3화음이 혼합된 화
성 진행에서의 기본 원칙의 이론을 학습한다. 부

2

교재 p. 63 – 68

3화음 제1전위들의 특징과 각 화음의 진행 방법
과 규칙을 습득한다.
강의방법:이론 및 실습, 질의응답
(1) 학습자료
교재, 오선노트

강의주제: 부3화음의 효과적인 화성 진행의 원칙

12
3

강의목표: 부3화음의 제1전위 (ii6, iii6, vi6, viio6)
실습
강의세부내용: 각 부3화음 제1전위를 4성부 진
행에서의 원칙을 직접 오선지에 그려본다. 또한
각 부3화음이 어떻게 다르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4

이해하고 교재 실습 문제를 통해 직접 사용되는
방법에 대해 실습한다.
강의방법: 이론 및 실습,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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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p. 63 – 68

강의주제: 3화음의 제2전위

1

강의목표: 제2전위의 종류
강의세부내용: 제2전위는 3화음의 5음이 베이스
에 위치한 화음을 의미한다. 제2전위의 구성 원

교재 p. 69 – 74

리를 이해하고 종지적, 경과적, 보조적 2전위 화

2

음의 특징을 공부한다.
(1) 학습자료
교재, 오선노트

강의방법: 이론 및 실습, 질의응답

13

강의주제: 3화음의 제2전위

3

수시시험

강의목표: 제2전위의 종류
강의세부내용:

종지적, 경과적, 보조적 2전위 화

음을 다양한 조표에서 4성부 진행으로 직접 오
선지에 그려보고 각각의 2전위 화음의 다른 점

4

교재 p. 69 – 74

을 이해한다. 또한 실제 악곡을 통해 2전위 화음
을 작곡가들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해한다.
강의방법: 이론 및 실습, 질의응답
강의주제: 3화음의 화성진행 총정리

1

강의목표: 3화음의 화성진행
강의세부내용: 3화음의 구성 원리와 기본위치,
제1전위, 제2전위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2

교재 p. 20 – 79

규칙을 정리해본다.
강의방법: 이론 및 실습, 질의응답
강의주제: 3화음의 화성진행 총정리

14
3

(1) 학습자료
교재, 오선노트

강의목표: 3화음의 화성진행
강의세부내용: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화성의 특
징을 직접 오선지에 기입해보고 화성들의 진행
에 대해 이해한다. 또한 다양한 실습 문제를 통

4

해 올바른 4성 진행을 그리고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이해시킨다.
강의방법: 이론 및 실습, 질의응답

15

1
2
3
4

기말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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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p. 20 – 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