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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실용음악 합주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은 즉흥연주 능력, 정확한 리듬과 그루브의 구사, 각 멤버 간
의 인터플레이 등이다.
이러한 능력을 연마하기에 좋은 음악적 재료는 스탠다드 재즈 및 비밥, 모달, 펑크, 라틴 등의 장르
들이다.
스탠다드 재즈곡들 중에서 대표적인 곡들의 멜로디와 화성진행을 익힌 뒤, 여러 스타일로 변형하여
연주해보고, 주어진 코드 진행을 바탕으로 즉흥연주를 해봄으로써 위에 기술한 능력들을 배양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또한 재즈음악이 시대적으로 발전하면서 보다 현대적인 형태의 재즈음악들이 나타났는데, 이 중에서
꼭 알아야 할 스타일을 학습하고, 그러한 스타일을 대표하는 곡들을 분석하고 연주해봄으로써 음악
적 역량을 더욱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학습자는 더욱 창의적인 음악성을 배양할 수 있다.
주

차

별

시
1

주차별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강의주제: 오리엔테이션

<학습자료>

강의목표: 수업진행방향 및 방법제시

프린트 자료

강의세부내용: 합주그룹 편성, 합주실기 곡 소
2

주교재 목차

개, 합주실기를 위한 동영상 및 음원 소개

오디오자료
유튜브 동영상 자료

3

설명하고, 평가방법을

강의주제: 오리엔테이션

<학습자료>

강의목표: Post bop이전 Jazz의 주요 스타

- 1주차 유튜브동영상

일 소개
강의세부내용: 전통 블루스 이후에 나타나는
다양한 연주 스타일에 대한 개요와 소규모 합
4

한학기 동안 수업내용을
알려준다. 강의계획서배부

강의방법 : 강의 및 토론, 질의응답
1

과제 및 기타참고사항

<학습자료>
동영상

Oscar Peterson - C Jam
Blues
https://youtu.be/NTJhHn-T
uDY

주를 위한 그룹별 구성원들을 소개를 한다.
수업방법: 동영상 시청, 질의응답
강의주제: Standard Tune 1

1

강의목표: All the things you are의 스타
일 분석

2

<학습자료>

강의세부내용: Jazz Standard 곡들의 일반적

동영상 및

인 형식을 소개하고, 연주에서의 각 악기들의 역

주교재 33쪽

할을 숙지한다.
2

All the things

Jazz Standard 곡들의 기본적인 코드 진행을
학습하고 음원을 들어본다.
수업방법: 강의 및 토론,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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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are

<학습자료>
- 2주차 유튜브동영상
Ella Fitzgerald - All The
Things You Are
https://youtu.be/OPapxr8
GvGA

강의주제: Standard Tune 1
3

4

1

2

강의목표: All the things you are의 분석, 연주
강의세부내용: All The Things You Are

<학습자료>

의 화성과 형식을 분석하고 그 진행에 맞추어서

주교재 33쪽

Jazz Standard 적인 연주를 직접 해본다. 각 파

All the things

트의 주자들은 반주할 때와 솔로할 때의 중요 기

you are

법들을 숙지한다.
수업방법: 분석 및 실습
강의주제: Standard Tune 2
강의목표: All the things you are의 화성분

<학습자료>

석을 통한 즉흥연주

주교재 33쪽

강의세부내용: All the things you are의 화
성분석 및 사용가능한 스케일 학습

All the things
you are

강의방법 : 강의 및 토론, 질의응답
강의주제: Standard Tune 2

3
3

4

<학습자료>
- 3주차 유튜브동영상
All The Things You Are Eddie Higgins Trio

강의목표: All the things you are의 화성분
석을 통한 즉흥연주

<학습자료>

https://youtu.be/6Hy9OfYj

강의세부내용: All the things you are 연

주교재 33쪽

RbY

주에 필요한 7개의 모드 스케일에 대해서

All the things

숙지하고 실제 연주 시에 이러한 스케일을

you are

이용하여 선율을 만들어 가는 훈련을 한다.
강의방법: 강의 및 실습
강의주제: Standard Tune 3
1

강의목표: 테마 임벨리시먼트
강의세부내용: ‘테마 임벨리시먼트’ 기법을
소개하고, 스탠다드곡인 'All of me'에 적용

2
4

해본다.

<학습자료>
주교재 31쪽
All of me

4

1

강의목표: All of me 곡에서 임프로바이즈 하기.

<학습자료>

강의세부내용: 다른 악기의 솔로를 듣고 이

주교재 31쪽

를 활용하여 피드백하기
강의방법: 강의 및 실습
강의주제: Chord Tone Solo 1
강의목표: Stellar by starlight에서 Chord
강의세부내용: 상행,하행 및 토닉,3,5음에서
시작하는 다양한 변주방법을 소개하고, 스탠
다드곡에 적용해본다.

5
3

<학습자료>
주교재 433쪽
Stellar by
starlight

Tone을 응용하여 솔로 만들기
강의세부내용: Stellar by starlight 헤드에

Stellar by

서 사용되는 Chord Tone 찾고 연주해본다.

star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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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주차 유튜브동영상

https://youtu.be/xDQ-Erg3

<학습자료>
주교재 433쪽

강의방법: 강의 및 실습

<학습자료>
Ella Fitzgerald - Stella by
Starlight

강의방법: 강의 및 토론, 질의응답
강의주제: Chord Tone Solo 1 응용 연주
강의목표: Stellar by starlight에서 Chord

4

https://youtu.be/1JaJtNLhl
fk

All of me

Tone 의 연구
2

- 4주차 유튜브동영상
All of me - Ella
Fitzgerald

강의방법 : 강의 및 토론, 질의응답
강의주제 : Standard Tune 3
3

<학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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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주제: Chord Tone Solo 2
강의목표: Chord Tone Solo 적용
강의세부내용: 스탠다드곡인 ‘Blue bossa'에
5주차에 습득한 Chord Tone에 의한 연주
기법을 적용해본다.
강의방법: 강의 및 토론, 질의응답
강의주제: Chord Tone Solo 2 즉흥연주
강의목표: Blue bossa곡 즉흥연주하기
강의세부내용: 합주를 통해 minor II - V의
Solo를 즉흥연주 해본다.
강의방법: 강의 및 실습
강의주제: Chord Tone Solo 3
강의목표: Afternoon in Paris 코드 진행 분석
강의세부내용: 로컬 키센터(key center)를
찾는 방법을 소개하고, 키 센터별로 코드를
묶어 Afternoon in Paris에 적용해본다.
강의방법: 강의 및 토론, 질의응답
강의주제: Chord Tone Solo 3
강의목표: 각 코드 진행에 맞는 스케일 찾고
연주하기
강의세부내용: Afternoon in Paris를 코드
스케일에 맞게 Solo 연주를 한다.
강의방법: 강의 및 실습

<학습자료>
주교재 65쪽
Blue bossa

<학습자료>
- 6주차 유튜브동영상
Blue Bossa
-Dexter Gordon

<학습자료>
동영상
주교재 65쪽 -

https://youtu.be/6sr7BXinJ
Mw

수시시험

Blue bossa
<학습자료>
주교재: 25쪽
Afternoon in
Paris
<학습자료>
동영상
주교재: 25쪽
Afternoon in
Paris

<학습자료>
- 7주차 유튜브동영상
Afternoon In Paris
https://youtu.be/f3kjGMK5
GXc
과제1) 1930~40년대 미국
뉴욕에서 활동했던 빅밴드
중 한 팀을 골라 편곡
스타일, 악기 편성, 멤버
구성 등 밴드의 특징에
대하여 A4용지 5매
이내로 서술하여 8주차에
제출하시오.

중간고사
강의주제: Scale Solo 1
강의목표: 더블타임 솔로 방법 연구
강의세부내용: 16분음표롤 이용한 더블타임
스케일
솔로를
연구하고
스탠다드곡인
‘Alone together'에 적용해본다.
강의방법: 강의 및 토론, 질의응답
강의주제: Alone together 합주하기
강의목표: Alone together곡에서 16비트 리
듬을 이용하여 솔로하기
강의세부내용: 16비트 테크닉을 이용하여
Alone together를 연주해본다.
강의방법: 강의 및 실습
강의주제: Scale Solo 2
강의목표: 합성스케일의 사용
강의세부내용: 키센터가 아닌 코드별 접근방
법을 소개한다. 스탠다드곡인 ‘Beautiful
love'에 적용해본다.
강의방법: 강의 및 토론, 질의응답
강의주제: Beautiful love 합주하기
강의목표: Beautiful love 곡을 코드에서 가
능한 어프로치를 찾아 이를 적용 한다.
강의세부내용: 어프로치를 이용하여 Beauti
-ful love에서 솔로 연주해본다.
강의방법: 강의 및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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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재: 34쪽
- Alone together

<학습자료>
- 9주차 유튜브동영상
Alone Together - Scott
Hamilton &Eddie Higgins

<학습자료>
동영상

https://youtu.be/Bx_-0pET
EVc

주교재: 34쪽
- Alone together

<학습자료>
주교재: 53쪽
Beautiful love

<학습자료>
- 10주차 유튜브동영상

<학습자료>
동영상
주교재: 53쪽
Beautiful love

Hank Jones - Beautiful
Love
https://youtu.be/qor0j5T1J
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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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주제: Scale Solo 3
강의목표: Modal Tune의 연주기법
강의세부내용: 여러 가지 새로운 스케일을
소개하고, 대표적인 모달곡인 스탠다드곡
‘So what'에 적용하고 연주 해본다.
강의방법: 강의 및 실습
강의주제: Scale Solo 4
강의목표: II-7 V7 Imaj7의 모드
강의세부내용: II-7 V7 Imaj7의 모드 연습
법을 소개하고 스탠다드곡인 ‘Tune up'에
적용해본다.
강의방법: 강의 및 토론, 질의응답
강의주제: Scale Solo 4
강의목표: Tune up 합주를 통한 즉흥연주 강의
세부내용: Head와 Solo 트레이드를 연주하
고 변주를 해본다.
강의방법: 강의 및 실습
강의주제: Thema 변주 1
강의목표: 리드믹 임벨리시먼트
강의세부내용: 리드믹 임벨리시먼트기법을
소개하고, 스탠다드곡인 ‘Take the A train'
에 적용해본다.
강의방법: 강의 및 토론, 질의응답
강의주제: Take the A train
강의목표: Take the A train 합주를 통해
여러가지 솔로기법 이해하기
강의세부내용(실습): Take the A train 합주
하고 Solo를 연주해본다.
강의방법: 강의 및 실습
강의주제: Thema 변주 2
강의목표: 리드믹 임벨리시먼트
강의세부내용: 리드믹 임벨리시먼트기법을
소개하고, 스탠다드곡인 ‘There is no
greater love'에 적용해본다.
강의방법: 강의 및 토론, 질의응답

3

4

15

강의주제: Scale Solo 3
강의목표: Modal기법이 사용된 곡을 찾아
분석한다.
강의세부내용: Modal Interchange 기법이
사용된 A.C. jobim의 곡을 들어본다.
강의방법: 강의 및 토론, 질의응답

1
2
3
4

강의주제: ‘There is no greater love'
강의목표: 헤드 멜로디를 응용한 솔로 연주
강의세부내용: 헤드를 변주하여 솔로를 완성
해본다.
강의방법: 강의 및 실습, 총정리

기말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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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동영상

<학습자료>
- 11주차 유튜브동영상
1."The Girl from

주교재: 185쪽

Ipanema" Astrud Gilberto,

Girl from

João Gilberto and Stan

Ipanema

Getz

<학습자료>
주교재:
407쪽
So what

https://youtu.be/c5QfXjso
Ne4
2.Miles Davis - So What
https://youtu.be/ylXk1LBvI
qU

<학습자료>
주교재 462쪽
Tune up

<학습자료>
- 12주차 유튜브동영상
Miles Davis - Tune Up

<학습자료>

https://youtu.be/1XhzEmb
BD5s

주교재 462쪽
Tune up

<학습자료>
주교재 446쪽
Take the A
train

<학습자료>
- 13주차 유튜브동영상
Duke Ellington, "Take the
A Train"

<학습자료>
동영상

https://youtu.be/cb2w2m1
JmCY

주교재 446쪽
Take the A train
<학습자료>
주교재 450쪽
There is no
greater love

<학습자료>
- 14주차 유튜브동영상
There is no greater love
- Gene Ammons &Sonny
Stitt
https://youtu.be/7tnEV2ID
x6g

<학습자료>
동영상
주교재 450쪽
There is no
greater love

과제2) jobim의 곡 중 모
달 인터체인지가 사용된
노래를 찾아 코드 분석하
고 그 코드 진행에 새로운
멜로디를 만들고 악보화
하여 15주차에 제출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