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rades 1-5 평가기준표 
 

1. 좋은 훈련(Good practice) 

다음과 같은 경우 등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에 맞게 잘 정돈하여 문제의 답안을 작성하도록 한다.  

o i) 음표 기둥을 머리의 올바른 쪽에 그리기 

o ii) 임시표(또는 용어)는 음이름 다음에 적기 

o iii) 보표에서는 음표 앞에 임시표 기보하기 

o iv) 보표 위에 음표와 쉼표를 명확한 위치에 기보하기 

o v) 음높이에 따라 기둥을 위 또는 아래로 정확하게 그리기 

o vi) 꼬리가 아닌 음표 머리에 붙임줄을 기보하되 기둥의 방향과 반대로 그리기  

Grade 1 과 2(8c)의 악보 그대로 베껴쓰기 문제를 제외한 문제에서는 의미가 명확히 전달된다면 철자오

류는 감점하지 않는다. 

 

2. 과잉답안 작성(Superfluous answers) 

o 불필요하게 답을 과잉으로 적은 경우(너무 많은 세로줄 등)는 오답으로 처리된다. 

 

3. 맞물린 문제들(Interlocked questions) 

o 때로 문제의 이전 부분 답에 의존하여 푸는 문제가 나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패시지의 조 

이름을 적고 그 뒤에 같은 패시지에 있는 특정 음의 음도를 적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첫 번째 

답이 틀렸더라도 두 번째 답이 주어진 첫 번째 답과 비교하여 정확하면 인정된다.  

 

4. 조표(Key signatures) 

만점을 받으려면 샵과 플랫은 정확한 순서로 옥타브 안에 기보해야 한다.  

o 정확하지만 순서가 틀린 샵 또는 플랫은 1 점씩 감점되고, 옥타브를 틀리게 기보한 경우에도 1 점

씩 감점된다.   

o 샵 또는 플랫이 명확하지 않은 줄 또는 칸에 있다면 점수는 없다.  

 

가온음자리표 조표는 다음과 같이 나열해야 한다. 

 
 

5. 조 이름 적기(Naming keys) 

만점을 받으려면 대문자 또는 소문자와 관계없이 정확한 조이름이 주어져야 한다. 

o 장조를 표기할 때 ‘Major’라고 굳이 다 적을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G major 는 ‘G’ 또는 ‘GM’으로 

적으며, 단조를 의미하는 소문자는 사용하지 않는다)   

o E minor 는 ‘e’또는 ‘E-’ 또는 ‘Em’과 같은 기호를 사용할 수 있다.  

 

6. 박자표(Time signatures) 

만점을 받으려면 옳은 박자표가 보표 위에 정확하게 위치해야 한다. 

o ‘박자표 넣기’ 문제는 때때로 하나 이상의 답을 갖고 있기도 하다. (예, 2/4 또는 4/8) 하지만 리듬 

그룹이 잘못된 답(예: 6/8 대신 3/4) 또는 수학적으로는 맞지만 타당하지 않은 박자표(예: 4/2 대신 

8/4 또는 16/8)에는 점수가 주어지지 않는다.  
 

 



7. 쉼표(Rests) 

만점을 받으려면 올바른 기호들을 옳은 순서로 정확한 위치에 기보해야 한다. (하지만 4 분쉼표, 8 분쉼표, 

16 분쉼표의 위치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o 하나 이상의 기호가 포함되거나 쉼표에 점이 있을 때 , 만점을 받으려면 모두 정

확하게 그룹지어야 한다. 정확하게만 사용한다면, 점쉼표는 동등하게 인정되고 , 4 분쉼표는 

 둘 다 인정된다. 

o 잘못된 줄에 놓인 온쉼표 또는 2 분쉼표는 1 점 감점된다. 

o 틀린 순서로 놓인 쉼표는 점수가 없다. 

o 마디 전체를 쉴 때에는 반드시 온쉼표를 써야 하고 예외적으로 4/2 박자일 때에는 겹온쉼표를 사

용하는데, 이를 제외한 답은 모두 점수를 받지 못한다. 

 
 

8. 용어와 기호 설명하기(Explaining term and sign) 

만점을 받으려면 알차고 명확한 정의를 적어야 하며, 해당 용어의 실제적인 뜻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만점을 받기 위해서 ‘p’는 ‘여리게’(또는 ‘부드럽게’)로 설명해야 하며, (비록 2

점 중 1 점을 받을 수 있지만) ‘피아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o 만약 답안을 이상하게 표현하였더라도 그 실제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감점

은 되지 않는다. 

o Grade 4 까지의 시험에서는 현악기 또는 목관악기에서 이음줄의 특별한 중요성을 알지 않아도 된

다. 만약 ‘이어서’ 대신에 ‘텅잉이 아닌’ 또는 ‘한 번의 활로’ 라고 적어도 만점을 받는다.  

o ‘피아노 – 크게’ 또는 ‘랄렌탄도 – 점점 빠르게’와 같은 것은 점수가 없다.  

 
 

9. 스케일(Scales) 

만점을 받으려면 스케일은 주어진 조, 음자리표, 지시 그리고 음가에 따라 정확하게 명시하듯이 기보해야 

하며, 으뜸음에서 시작하고 끝나야 한다. 

o 보통 두 개의 스케일 당 각 5 점씩 요구된다.  

o 스케일을 다음과 같이 기보하였을 때 1 점씩 감점된다. 

▪ i) 하행 대신 상행, 또는 반대 

▪ ii) 그리지 않아야 할 조표가 있거나 반대의 경우 

▪ iii) 틀린 조표, 그러나 임시표는 정확한 경우 

▪ iv) 명시된 것과 다른 음가 

▪ v) 선율단음계가 아닌 화성단음계 또는 자연단음계를 그리거나 그 반대의 경우- 하지만 

틀린 음을 기보하여 2 점 감점되는 것보다는 적게 감점된다 

o 음이 없거나 틀렸을 경우 2 점 감점된다. 

o 1 옥타브 대신 2 옥타브를 모두 올바르게 기보하는 것을 제외하고, 1 옥타브 끝에 음을 추가로 적

으면 최대 2 점 감점된다.  

o 반음계는 화성 또는 선율적으로 기보해도 인정되고, 샵과 플랫을 정확하게 사용하면 혼용해도 인

정된다. 그러나 끝음이 시작음의 이명동음일 경우 1 점 감점되고, 같은 음이름을 가진 음을 3 번 

사용하면 1 점 감점된다. (C 플랫-C 내추럴-C 샵 등) 이런 유형의 스케일에서 틀린 음에 대한 감점 

기준은 2 점이 아닌 1 점이다. 

o 명시된 유형의 스케일은 정확하지만, 다른 조에서 기보했을 경우 점수는 없다. 

o 스케일은 정확하게 기보하였지만, 음자리표가 잘못된 경우 점수는 없다. 



o 조표가 부정확하다면 조표 자체는 감점이 없지만, 사용된 조표로 인해 틀린 각 음은 2 점 감점된

다. (사 장조 - G major - 에서 F#대신 E#이 기보되면, E#에 대해 2 점 감점되며 F#은 생략한다) 

스케일의 시작음과 끝음이 부정확한 조표로 인해 틀리게 되면, 2 점이 아닌 4 점이 감점된다. 

o 만약 조표가 주어지거나 사용된 스케일에 불필요한 임시표가 추가되면 스케일마다 1 점씩 감점된

다.   

 
 

10. 이조(Transposition) 

만점을 받으려면 음들을 아주 정확하게 이조해야 하는데, 리듬도 올바르게 적고, (필요하면) 새로운 조표

를 삽입한다. 이명동음이나 불필요한 임시표들은 보통 감점이 되지 않지만, 조표가 요구된다면 다시 기보

해야 한다. 

채점기준은 아래와 같이 적용된다: 

o i) 해당조표에 맞게 모든 음높이와 지시를 올바르게 이조하였다면 10 점을 받는다. 보통 각 오답 

한 개에 1 점씩 감점되지만, 오답이 연거푸 반복되는 것마다 감점이 되지는 않는다. 

o ii) 부정확한 조표를 사용(또는 요하지 않은 조표 사용)하였지만 이조가 정확하다면, 총 10 점 중에

서 조표 오류가 1 점, 조표로 인해 생긴 오류들 각각 감점된다. 

o iii) 이조에서 음정이 부정확하면 6 점이 주어지고, 사용한 음높이에 따라 각 오답 당 1 점씩 감점

된다. (위의 i)에서 처럼, 오답이 연거푸 반복되는 것마다 감점이 되지는 않는다. 

만약 혼합된 오류가 나온다면 (위 ii) 와 iii)이 혼합 등), 위의 각 기준을 적용하되 전체적으로 평가하므로 

각각의 감점을 합한 것보다는 덜 감점된다.  

붙임줄을 빠뜨리거나, 음 다음에 점을 생략하고, 박자표를 생략하는 등의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최대 

2 점이 감점된다. 

 

 

 

 

 

 

 

 

 

 

 

 



Grades 6-8 평가기준표 

이전 Grade 와 비교하여, 많은 질문들이 복합적이므로, 주제별에 기초하여 다루어야 하며, 상위 3 개 Grade 는 각

각 첫 번째 3 문제가 보통 하나의 주 내용으로 맞추어져 있다. 이런 이유로, 채점 안내와 평가기준표는 문제에 기

초하여 아래에서 깊게 다룬다. 

다른 부분이 우수함에도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면, 답이 합격(15 점 중 10 점, 20 점 중 13 점, 25 점 중 17 점)에 

미치지 못하는 일반적인 원칙으로 관찰되어야 한다. 비록 후자가 합격에 가까운 점수(25 점 중 16 점)를 얻는다 

하더라도 말이다. 15 점짜리 문제를 완전히 시도한 경우에는 최소 5 점을 얻고, 마찬가지로 20 점짜리는 7 점을 얻

는다.  

 

 

Grade 6 문제 1A 

점수 설명 

 

12-15 점 

•조/조성, 종지가 정확하게 처리됨 

•화음진행이 화성적으로 용인됨 

•화음 선택이 자주적임 (적절한 부분에 전위, I, IV, V 와 다른 화음 사용 등)  

•화음 선택에서 스타일을 파악한 것이 나타남 

•법칙이 대부분 정확함 

 

10-11 점 

•조/조성, 종지가 정확하게 처리됨 

•대체적으로 화음진행이 화성적으로 용인됨 

•화음 선택이 더 제한적임 대부분 I, V, 기본위치 등 

•약간 부정확한 법칙이 있음 

 

8-9 점 

•조/조성, 종지에 대한 이해도가 불완전함 

•상당수의 화성진행이 화성적으로 용인되지 않음 

•몇몇 화음들이 주어진 멜로디와 정확하게 관계가 없음 

•몇 별표에 할당되지 않은 화음이 있음 

•상당수의 법칙이 부정확함 

 

5-7 점 

•조/조성, 종지에 대한 이해도가 부정확함 

•대부분의 화성 진행이 화성적으로 용인되지 않음 

•상당수의 화음들이 주어진 멜로디와 정확하게 관계가 없음 

•많은 별표에 할당되지 않은 화음이 있음 

•거의 모든 법칙이 부정확함 

 

 

 

 



Grade 6 문제 1B 

점수 설명 

 

12-15 점 

•조/조성, 종지가 정확하게 처리됨 

•베이스 음과 형태가 은연중에 화성진행을 만족시킴 

•화음 선택이 자주적임 (적절한 부분에 전위, I, IV, V 와 다른 화음 사용 등) 

•화음 선택에서 스타일을 파악한 것이 나타남 

•법칙이 대부분 정확함 

 

10-11 점 

•조/조성, 종지가 정확하게 처리됨 

•대체적으로 화음진행이 화성적으로 용인됨 

•화음 선택이 더 제한적임 대부분 I, V, 기본위치 등 

•약간 부정확한 법칙이 있음 

 

8-9 점 

•조/조성, 종지에 대한 이해도가 불완전함 

•베이스 음과 숫자의 상당수에서 화성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진행이 나타남 

•몇몇 베이스 음/형태는 주어진 멜로디와 정확하게 관계가 없음 

•법칙이 자주 부정확함 

 

5-7 점 

•조/조성, 종지에 대한 이해도가 부정확함 

•베이스 음과 형태 대부분에서 화성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진행이 나타남 

•상당수의 베이스 음/형태는 주어진 멜로디와 정확하게 관계가 없음 

•거의 모든 법칙이 부정확함 

Grade 6 문제 2 

점수 설명 

 

12-15 점 

•형태가 정확하게 해석됨 

•멜로디 라인이 음악적으로 흥미로움 

•대체로 성부 기보가 좋고, 64-53 진행을 정확하게 조절함 

•법칙 오류가 적음 

 

10-11 점 

•숫자가 정확하게 해석됨 

•멜로디 라인의 음악적 흥미로움이 제한적임 

•항상 음악적으로 납득되지 않아도, 성부 기보는 용인됨 

•몇몇 법칙 오류가 있음 

 

8-9 점 

•형태 해석에 몇몇 오류가 있음 

•베이스 음들이 어울리지 않음 

•멜로디 라인의 음악적인 흥미가 적음 

•성부 기보가 좋지 않음 

•상당한 법칙 오류가 있음  

 

5-7 점 

•형태 해석이 매우 부정확함 

•상당수의 베이스 음들이 어울리지 않음 

•멜로디 라인에 음악적인 흥미가 없음 

•성부 기보에 약간 또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 

•거의 다 법칙 상 오류가 있음 

 



Grade 6 문제 3 

점수 설명 

 

 

16-20 점 

•음형과 지시에 좋은 감각을 보여줌 

•주어진 시작부분의 스타일/성격이 잘 유지됨 

•멜로디에서 타당한 화성 기초가 엿보임 

•법칙 오류가 적음 

•주어진 시작부분의 멜로디/리듬측면을 잘 발전시키고 이어나감 

•옵션 a 에서, 전조가 정확하고 음악적으로 목표에 다다름 

•옵션 a 에서, 프레이즈 구조의 균형이 적절함 

•만약 있다면, 주어진 부분에서 못갖춘마디를 인지 

•멜로디가 적합하고 규정된 악기 범위 내에 있음 

•다이나믹/연주지시가 음악적으로 적용됨 

 

 

13-15 점 

•몇 음형과 지시가 감각적임 

•몇몇 시도가 시작부분의 스타일/성격을 유지시켜줌 

•다소 상상력이 부족하지만(약간의 반복, 과도한 동형진행 등), 주어진 시작부분의 멜로디/리듬측

면이 계속 이어짐 

•옵션 a 에서 프레이즈 구조에 대해 어느 정도 감각이 있음 

•멜로디가 합리적으로 만들어지고, 대체적으로 규정된 악기 범위 내에 있음 

•다이나믹/연주지시가 나타남 
 

 

10-12 점 

•전체적으로 멜로디에 음형과 지시가 부족함 

•시작부분의 스타일/성격을 잘 유지하지 못함 

•주어진 시작부분의 멜로디/리듬 측면을 매우 반복하고 상상력 없게 사용함 

•가끔 리듬 기보에 실수가 있음 

•프레이즈 구조에 대해 감각이 좋지 않음 

•멜로디가 매우 적절치 않고, 규정된 악기 범위 내에서 잘 유지하지 못함 

•다이나믹/연주지시가 부족하고/하거나 부적절함  

 

7-9 점 

•멜로디에 형태가 없고 두서가 없음 

•주어진 시작부분의 스타일/성격이 유지되지 않음 

•주어진 시작부분의 멜로디/리듬 측면을 활용하려는 적절한 시도가 없음 

•리듬 기보에서 실수가 잦음 

•프레이즈 구조에 대한 감각이 없음 

•멜로디의 현실성과 규정된 악기 범위를 위한 실제 생각이 나타나지 않음 

•다이나믹/연주지시가 부재하거나 매우 부적절함 

 

 

 

 

 



Grade 7 문제 1 

점수 설명 

 

12-15 점 

•조/조성/전조가 정확하게 감지됨 

•숫자가 음악적으로 만족스러운 화성 구조와 스타일에 대한 감각을 제공함 

•화성 어휘에서 몇몇의 진취성이 나타나고, 동형진행과 같은 특징들이 정확하게 관찰됨 

 

10-11 점 

•조/조성/전조가 정확하게 감지됨  

•숫자가 대체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화성 기반을 갖고 있음 

•화성 어휘가 대단하진 않지만 대체로 타당함 

 

8-9 점 

•조/조성/전조에 대해 완전히 파악하지 못함 

•형태에서 화성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진행이 상당수 엿보임 

•필요한 몇 숫자가 부재함 

•형태와 주어진 베이스 또는 멜로디가 항상 정확하게 관계가 있지 않음 

 

5-7 점 

•조/조성/전조에 대해 부정확하게 파악함 

•숫자에서 대부분 용인할 수 없는 화성진행이 엿보임 

•많은 수의 필요한 숫자가 부재함 

•상당수의 숫자와 주어진 베이스 또는 멜로디가 정확하게 관계가 없음 

 

 

Grade 7 문제 2 

점수 설명 

 

12-15 점 

•화성적인 외성을 지나치지 않게 장식함 

•패시지 전체적으로 텍스처와 스타일이 일관적임 

•동형진행과 같이 함축된 특징들이 관찰됨 

•법칙 측면이 대부분 정확함 

 

10-11 점 

•화성적인 외성에 적절한 장식이 있음 

•텍스처와 스타일을 유지하려는 시도가 있음 

•한정적으로 부정확한 법칙 있음 

 

8-9 점 

•화성적인 외성에 부족한 장식이 있음 

•몇몇의 화음이 부딪힘 

•텍스처와 스타일을 잘 유지하지 못함 

•A 보표 위의 화성들 중 몇몇이 B 보표에서 바뀜 

•상당수의 부정확한 법칙이 있음 

 

5-7 점 

•많은 수의 화성적인 외성에 장식이 없음 

•텍스처 또는 스타일에 대한 실제적인 인지가 없음 

•A 보표 위의 화성들 중 많은 수가 B 에서 바뀜 

•광범위하게 부정확한 법칙 

 

 



Grade 7 문제 3A 

점수 설명 

 

16-20 점 

•멜로디 형태가 좋고, 지시와 스타일에 대한 감각이 좋음 

•멜로디가 패시지의 화성 구조에 잘 부합됨 

•멜로디가 악기의 범위와 역량 내에 잘 놓여있음 

•대체적으로 법칙이 정확함  

 

13-15 점 

•멜로디에 몇 개의 음형이 있음 

•패시지의 멜로디와 화성 구조 사이가 대체적으로 부합함 

•대체적으로 멜로디가 악기 범위와 역량 내에 있음 

•한정적으로 법칙 오류가 있음 

 

10-12 점 

•멜로디 라인의 모양이 좋지 않음  

•몇 음이 화성적으로 부딪힘 

•멜로디 라인이 기보된 악기의 범위를 자주 넘어서고/거나, 역량과 맞지 않음  

•상당수의 법칙 오류가 있음 

 

7-9 점 

•멜로디 라인에 적절한 형태가 없음 

•패시지의 멜로디와 화성 구조 사이가 매우 어긋남 

•멜로디를 위해 기보된 악기의 범위 또는 역량에 대해 거의 인지하지 못함 

•광범위한 법칙 오류 

Grade 7 문제 3B 

점수 설명 

 

 

16-20 점 

•음형과 지시에 대한 감각이 좋음 

•스타일/성격에 대한 감각이 잘 통합됨 

•주어진 시작부분의 리듬/멜로디 측면이 잘 활용됨. (그러나 이는 화음 진행 문제에서 선택사항) 

•화음 진행이 적절한 전조를 포함하여 정확하게 활용됨 

•멜로디가 적합하고 규정된 또는 선택된 악기 범위 내에 있음 

•다이나믹/연주지시가 음악적으로 적용됨 

 

 

13-15 점 

•멜로디에서 음형과 지시에 대한 감각이 있음 

•전체적으로 스타일/성격에 대한 감각이 있음 

•몇 가지 활용으로 인해 주어진 시작부분의 리듬/멜로디 측면이 만들어짐. (그러나 이는 화음 진

행 문제에서 선택사항) 

•화음진행이 대체적으로 정확하게 활용됨  

•멜로디가 합리적으로 만들어지고, 대체적으로 규정된 악기 범위 내에 있음 

•다이나믹/연주지시가 제시됨 

 

 

10-12 점 

•전체적으로 멜로디에 음형과 지시가 부족함 

•멜로디에 어색한 음정이 유지됨 

•스타일/성격에 대한 감각이 좋지 않음 

•주어진 시작 부분을 상상력 없이/반복적으로 사용. (화음 진행 문제에서 선택) 

•생략된 전조를 포함하여, 화음 진행에서 상당히 부정확한 활용이 나타남 

•멜로디가 잘 맞지 않고, 규정된 악기 범위 내에서 잘 유지되지 않음 

•다이나믹/연주지시가 부족하고/하거나 부적절함  



 

7-9 점 

•멜로디에 형태가 없고 두서가 없음 

•멜로디에 많은 양의 어색한 음정이 유지됨 

•화음진행이 대부분 부정확하게 활용됨 

•멜로디에서 규정된 악기 범위에 대한 인지를 고민하지 않음 

•다이나믹/연주지시가 부재하거나 매우 부적절함 

 

Grade 8 문제 1 

점수 설명 

 

12-15 점 

•숫자저음이 정확하게 해석됨 

•모방적인 숫자가 잘 발견되고 활용됨 

•추가된 부분들이 남은 부분의 스타일과 텍스처를 유지하고, 선율이 균형 잡힘 

•대체적으로 법칙이 정확함 

•관련된 악기들의 범위와 현실성을 고수함 

 

10-11 점 

•숫자저음이 정확하게 해석됨 

•모방적인 숫자가 어느 정도 인지되고 활용됨 

•전체적으로 텍스처와 스타일 감각이 용인됨 

•한정적으로 문법 오류가 있음 

•관련된 악기 범위와 현실성을 대부분 고수함 

 

 

8-9 점 

•숫자저음 해석에 오류가 있음 

•모방적인 숫자가 제한적으로 인지되고 활용됨 

•추가된 부분의 스타일과 텍스처에 대한 인지가 좋지 않음 

•형태와 주어진 베이스 또는 멜로디가 항상 정확하게 관계가 있지 않음 

•문법 실수가 매우 많음 

•추가된 부분에 불완전한 박이 있음 

•관련된 악기 범위와 현실성을 고수하지 않음 

 

5-7 점 

•숫자저음 해석에 매우 많은 오류가 있음 

•리드미컬한 흥미 또는 대위법에 대한 인지가 적음 

•스타일 또는 텍스처에 대한 적절한 감각이 없음 

•광범위하게 부정확한 문법 

•추가된 부분에 불완전한 박이 너무 많음 

•관련된 악기 범위 또는 현실성에 대한 고려가 적음 

 

 

 

 

 



Grade 8 문제 2 

점수 설명 

 

12-15 점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나타난 전조와 함께, 화성 구조가 만족스러움 

•주어진 재료의 스타일과 텍스처가 추가된 부분에 잘 나타남 

•특별한 음악적 특징(모방적 숫자, 동형진행 등)이 관찰되고 잘 활용됨 

•음자리표 변화가 관찰됨 

•몇 법칙 오류가 있음 

 

10-11 점 

•전체적인 화성 계획이 대체적으로 만족스럽고, 전조(제시되었다면)는 합리적으로 다뤄짐 

•추가된 부분에 스타일과 텍스처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려는 시도가 있음 

•음자리표 변화(제시된다면)가 대체적으로 관찰됨 

•한정적으로 법칙 오류가 있음 

 

 

8-9 점 

•좋지 않은 화성 구조 그리고 전조(제시된다면)를 잘 다루지 못함 

•전체적으로 스타일과 텍스처의 활용이 좋지 않음 

•다른 특별한 음악적 특징들을 활용하지 않음 

•음자리표 변화(제시된다면)가 관찰되지 않음 

•법칙 오류가 매우 많음 

•1 또는 2 마디가 완성되지 않음 

 

 

5-7 점 

•화성 구조에 대한 인지가 적음 

•주어진 재료에 대한 스타일 또는 텍스처를 유지하려는 적절한 시도가 없음 

•주어진 재료에 들어있는 어떤 특정 음악적 특징들을 사용하려는 시도가 없음 

•음자리표 변화(제시된다면)가 관찰되지 않음 

•광범위하게 부정확한 법칙 

•많은 마디가 완성되지 않음 

 

 

 

 

 

 

 

 

 

 

 



Grade 8 문제 3 

점수 설명 

 

 

16-20 점 

•음형과 지시에 대한 감각이 좋음 

•스타일/성격에 대한 감각이 잘 통합됨 

•주어진 시작부분의 리듬/멜로디 측면이 잘 활용됨. (그러나 이는 화음 진행 문제에서 선택사항) 

•화음 진행이 적절한 전조를 포함하여 정확하게 활용됨 

•멜로디가 적합하고 규정된 또는 선택된 악기 범위 내에 있음 

•다이나믹/연주지시가 음악적으로 적용됨 

 

 

13-15 점 

•멜로디에서 음형과 지시에 대한 감각이 있음 

•전체적으로 스타일/성격에 대한 감각이 있음 

•몇 가지 활용으로 인해 주어진 시작부분의 리듬/멜로디 측면이 만들어짐. (그러나 이는 화음 진

행 문제에서 선택사항) 

•화음진행이 대체적으로 정확하게 활용됨  

•멜로디가 합리적으로 만들어지고, 대체적으로 규정된 악기 범위 내에 있음 

•다이나믹/연주지시가 제시됨 
 

 

10-12 점 

•전체적으로 멜로디에 음형과 지시가 부족함 

•멜로디에 어색한 음정이 유지됨 

•스타일/성격에 대한 감각이 좋지 않음 

•주어진 시작 부분을 상상력 없이/반복적으로 사용. (화음 진행 문제에서 선택) 

•생략된 전조를 포함하여, 화음 진행에서 상당히 부정확한 활용이 나타남 

•멜로디가 잘 맞지 않고, 규정된 악기 범위 내에서 잘 유지되지 않음 

•다이나믹/연주지시가 부족하고/하거나 부적절함  

 

7-9 점 

•멜로디에 형태가 없고 두서가 없음 

•멜로디에 많은 양의 어색한 음정이 유지됨 

•화음진행이 대부분 부정확하게 활용됨 

•멜로디에서 규정된 악기 범위에 대한 인지를 고민하지 않음 

•다이나믹/연주지시가 부재하거나 매우 부적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