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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드 6 이전 그레이드들을 포함 

화성 어휘는 다음을 포함한다: 

 장음계 또는 화성 및 선율단음계의 모든 음계도에서

의 
5
3 

6
3 그리고 

6
4 화음 사용 

 모든 장, 단조에서 딸림7화음의 기본위치, 제1전위, 

제2전위와 제3전위 인지 

 모든 장, 단조에서 웃으뜸7화음의 기본위치와 제1전

위 인지 

 이 모든 것에 대한 숫자 저음 표기 

 전조에 대한 원칙의 이해, 그리고 종지, 경과음, 보조

음, 전타음, 변이음과 선행음 등을 포함한 장식음과 

선율 장식에 대한 지식 또한 요구된다. 

질문들은 다음을 다룬다: 

약 4마디에 주어진 베이스 성부 위에, 4성부 또는 건반 (수험자 

선택)에서 성부를 위한 명시된 화음 작성. 

일반적으로 인정받는 기보 방식을 사용하여 모든 조에서의 약 8

마디 온음 음계 선율 반주를 위한 적절한 화음 표시, 또는 수험

자의 선택에 따라, 의도된 화성을 나타내는 숫자저음에 더하여 

주어진 선율에 맞게 베이스 표시.  

주어진 시작부분을 사용하여, 명시된 악기를 위한 선율 작곡 

(선택권이 주어짐). 딸림조, 버금딸림조, 관계 장조 또는 단조로

의 전조가 요구될 수 있다. 

장식음의 구현, 화성구조, 악구구조, 스타일, 연주 등을 포함한

곡의 요소와 기보법에 대한 수험자의 지식을 테스트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피아노 또는 성악 및 기악과 성악 합주 등을 위

해 작곡된 곡의 짧은 발췌부분에 대한 질문 및 작품이 작곡되었

던 성부와 악기에 대한 질문. 

 

그레이드 7 이전 그레이드들을 포함하여 다음 추가: 

 모든 온음음계의 부7화음과 그 전위에 대한 인지,  

 나폴리 6화음과 감7화음. 

 약 1620-1790년 시기 동안의 작곡가들이 일반적으로 베이스 

성부 위에 화성을 표기하기 위해 사용한 모든 숫자저음. 

질문들은 다음을 다룬다: 

선율과 베이스가 주어진 패시지에서, 베이스에 숫자저음을 달아

서 내성부의 화음과 음직임을 표기. 

 

 

주어진 패시지에 적절한 걸림음과 선율적으로 장식하는 음들을 

포함하여 다시 작성. 

주어져 있는 반주에 맞추어 솔로 악기 파트의 비어 있는 부분을 

이어서 완성하거나, 수험자의 선택에 따라 명시된 악기의 선율

을 주어진 화성 진행 또는 멜로디 음형에 따라 작곡. 

장식음에 대한 인식 및 근간이 되는 화성 구조, 악구 구조, 스타

일, 연주에 대한 인식과 표현을 포함하는 곡의 요소와 기보법에 

대한 수험자의 지식을 테스트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피아노 

또는 성악 및 기악과 성악 합주 등을 위해 작곡된 곡의 짧은 발

췌부분에 대한 질문 및 작품이 작곡되었던 성부와 악기에 대한 

질문. 

 

그레이드 8 이전 그레이드들을 포함하여 다음 추가: 

화성 어휘는 모든 표준 온음음계와 반음계 화음들을 포함. 

질문들은 다음을 다룬다: 

두 대의 높은음자리표 악기와 바소 컨티누오를 위한 바로크 트리오 

소나타 일부 패시지 중 주어진 시작부분에서 잇기. 바소 콘티누오 

성부는 전체적으로 주어지고, 완전히 숫자저음 표기가 되어 있을 것

이다(그러나 건반 부분 인지는 요구되지 않음). 

건반을 위한 짧은 패시지의 윤곽을 완성하기. 하이든 이후 시대 작

곡가들이 관용적으로 사용하던 스타일에 대한 지식을 추측. 

명시된 악기를 위한 선율 내 주어진 시작부분에서 잇기(선택권이 주

어짐).  

장식음에 대한 인식 및 근간이 되는 화성 구조, 악구 구조, 스타

일, 연주에 대한 인식과 표현을 포함한 곡의 요소와 기보법에 

대한 수험자의 지식을 테스트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피아노 

또는 성악 및 기악과 성악 합주 등을 위해 작곡된 곡의 짧은 발

췌부분에 대한 질문 및 작품이 작곡되었던 성부와 악기에 대한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