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아노 워밍업 클래스(기초 피아노)

주요 학습 개념 피아노 배우기 포지션

교구와 함께하는 

이론학습

1. 건반의 이해

2. 손가락 번호의 이해

3. 음계의 이해

네모피아노 연주곡

1. 블랙 키 아리랑

2. 캐논(멜로디)

3. 헝가리 춤곡(코드)

4. 젓가락 행진곡풍 아리아(음정)

5. 검은 고양이 왈츠(블랙키)

테크닉 / 계이름

- 테크닉 카드 No.7,8,11,12,13

- 계이름 STEP.1

- 높은음자리표 보표

클래식이야기

클래식산책 – 바로크시대

<비발디>

<헨델>

<바하>

코드와 반주 클래스(왼손 3화음 반주법)

주요 학습 개념 주요 3화음 반주패턴

교구와 함께하는 

이론학습

1. 계이름과 코드의 이해

2. 왼손 주요 3화음의 이해

3. 다양한 반주법의 이해

네모피아노 연주곡

1. 클레멘타인(코드)

2. 사랑의 기쁨

3. 에델바이스

4. 미뉴에트

테크닉 / 계이름

- 테크닉 카드 No.14,15,24,25,26

- 계이름 STEP.2

- 낮은음자리표 보표

클래식이야기

클래식 산책 – 고전 시대

<베토벤>

<하이든>

<모차르트>

  원더풀 청춘, 브라보 인생 - 연간 계획안



리듬과 무드 클래스(다양한 리듬 연주법)

주요 학습 개념 리듬패턴, 메이저 / 마이너

교구와 함께하는 

이론학습

1. 메이저와 마이너

2. 다양한 리듬의 이해1

3. 다양한 리듬의 이해2

네모피아노 연주곡

1. 백만 송이 장미

2. 침 침 체리

3. 사랑 밖에 난 몰라

테크닉 / 계이름

- 테크닉 카드 No.30, 31, 32

- 계이름 STEP.3

- 2옥타브 스케일

클래식 이야기

클래식 산책 – 낭만 시대

<쇼팽>

<슈만>

<슈베르트>

버킷 리스트 클래스(도전! 시니어 피아니스트)

주요 학습 개념 예쁜 소리, 좋은 연주, 멋진 피아니스트

교구와 함께하는 

이론학습

1. 스케일의 이해

2. 음악 형식의 이해

3. 페달 사용법의 이해

네모피아노 연주곡

1. 엘리제를 위하여

2.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3. 마이 웨이

4. 유 레이즈 미 업

5. 스팅

6.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

테크닉 / 계이름

- 테크닉 카드 No.16, 17, 18, 19, 22, 23

- 계이름 STEP.4

- Major Scale

클래식이야기

클래식 산책 – 낭만시대

<브람스>

<라흐마니노프>

<차이콥스키>

  원더풀 청춘, 브라보 인생 - 연간계획안

네모마에스트로



피아노 듀오 클래스

주요 학습 개념 피아노 앙상블

교구와 함께하는 

이론학습

1. 소리의 이해

2. 음악과 스토리

3. 피아노와 예술

네모피아노 연주곡

4 Variations on theme 'Happy Birthday'

Var.1 바하를 그리워하며

Var.2 모차르트를 그리워하며

Var.3 생일 축하합니다

Var.4 생일을 기다리며

테크닉 / 계이름
- 테크닉카드 

- 계이름 STEP.5

클래식 이야기

클래식 산책

피아노와 소리

소리와 감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