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후크씨오리를 활용한 음악 작곡하기 - Windows, iOS, Android
후크씨오리(Hooktheory)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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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크씨오리(hooktheory)는 음악 코드 기반의 작곡 프로그램으로서 작곡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학생부터 작곡을 잘아는 사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코드를 잘 모르는 학생
이라도 작곡에 필요한 코드를 추천해 주어서 쉽게 작곡을 시작할 수 있다. 장르별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데모송(Demo Song)이 있어 장르별로 특징을 들어볼 수 있으며
데모송을 수정하여 나만의 노래로 변형시켜 볼 수도 있는 흥미있는 프로그램이다.

가. 다양한 사용방법
- 컴퓨터 사용 시 프로그램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크롬 브라우저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 iOS, Andriod의 마켓에서 유료로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작곡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사용 가능
- 작곡에 대한 기초지식이 부족한 초보자도 코드 추천을 통하여 작곡을 할 수
있으며,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숙련자 사용에도 무리가 없다.
- 다양한 장르의 템플릿 제공으로 클릭 한번으로 자신이 만든 곡의 장르를 변화
시킬 수 있다.
라. 다양한 형식으로 공유 가능
- 유료 프로그램을 구입할 경우 MIDI, MP3 등의 소리 파일로 내보내기가 가능
하며, 악보나 코드 등으로 자동 변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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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크씨오리를 활용한 작곡 방법

가. 후크씨오리 PC로 접속하기
https://www.hooktheory.com/hoo
kpad/app 또는 구글에서
‘hooktheory’으로 검색하여 홈페
이지에 접속한다.
비회원 또는 무료, 유료 회원 가입
으로 각각 사용가능하다.

나. 후크씨오리 앱으로 접속하기
구글플레이 혹은 애플 앱스토어에서
hooktheory로 검색하면 앱을 설치
할 수 있다. 단 앱의 경우 유료 구입
을 해야한다.

다. 초기 설정하기
C, dm, em, F, G, am, b 등의 기본 코
드를 제공하며 마우스 드래그를 통해
음 높이(또는 길이)를 조절 가능하다.
해당 멜로디(또는 반주)를 클릭하면 바로
청취해 볼 수 있다.
상단의 Key 버튼을 누르면 조성을 선
택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Meter 버튼
을 누르면 마디 수를 설정 할 수 있다.
Tempo 버튼을 누를 경우 음악의 속도
를 조절할 수 있으며 Band 버튼을 통해
밴드 관련 악기 조절이나 곡의 분위기
를 자동으로 변환해 줄 수 있다.
Lyrics 버튼을 누를 경우 가사 입력창
이 떠 가사 입력이 가능하다.

라. 멜로디 입력하기

멜로디 입력창을 클릭하고 상단의 색깔로
구분된 음이름 버튼을 클릭하여 각각의
가락을 입력할 수 있다.

멜로디 입력은 Duration을 통해 음 길
이를 설정하며, 색깔 별로 구분된 내용
을 통해 가락을 입력할 수 있다.
Raise/Lower Half를 통해 반음을 올
리거나 내릴 수 있고, Raise/Lower는
한음을 올리거나 내리기가 가능하다.
Rasise/Lower Octave를 통하여 한옥
타브를 올리거나 내리기도 가능하다.
피아노 건반이 익숙한 사람은 상단의
Piano 버튼을 누르면 아래에 피아노 건
반 모양이 나오므로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다.

마. 코드(화음) 입력하기
멜로디 입력창 아래의 코드 입력창을
선택할 경우 음이름 버튼이 코드(화음)
입력 버튼으로 바뀌며 코드 입력 버튼
을 통해 코드를 입력한다.

바. 기타 기능 활용하기
유료 회원인 경우에 녹음 기능을 활용
할 수 있다.
Loop 버튼을 사용하면 구간 반복하여
들을 수 있으며 Click을 사용하면 메트
로놈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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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크씨오리 수업 적용 사례(6학년)

가. 수업 살펴보기
학년

6학년

사용 환경

교과

음악

차시

단원

Windows PC
4/18

활용 도구

후크씨오리

3-(2) 주요 3화음

학습주제

l 가락에 어울리는 주요 3화음을 넣어서 반주하기

학습목표

l 가락에 어울리는 주요 3화음을 넣어서 반주할 수 있다.

SMART
Activies

l 후크씨오리를 사용하여 주요 3화음 입력하기
l 교과서에 제시된 반주 형태를 후크시오리에 입력하기
l 입력한 반주를 들어보기

단 계
( 시간)

학습요소

도 입

학

습

(5′)

교수•학습 활동
▣ 학습 문제 확인하기
가락에 어울리는 주요3화음을 넣어서 반주해

자료(□)유의점(☞)
☞ 학습문제 및 학습
순서를 정확히 이해
시킨다.

봅시다.
학습활동
안

내

▣ 학습 활동 안내하기
【활동 1】 노래 부르며 주요 3화음 익히기
【활동 2】 화음기호 알아보기

전 개

활 동 1

(30′)

【활동 3】 후크씨오리로 반주하기
▣ 학습 활동 하기
【활동 1】 노래 부르며 주요 3화음 익히기
◦노래를 부르면서 곡의 전체적인 흐름 파악하기

활 동 2

◦노래를 들으며 악보의 화음기호 살펴보기
【활동 2】 화음기호 알아보기
◦주요 3화음을 들어보고 자세히 알아보기
◦멜로디언으로 주요 3화음 연습하기

활 동3

【활동 3】 후크씨오리로 반주하기
◦ ‘스와니강’의 마디별 화음 확인하기

 PC
(후크씨오리)
☞ 코드를 어려워 하
는 학생에게 기본
적으로 많이 사용
하는 코드를 알려
준 후 따라해 보
도록 지도한다.

◦ 짝과 함께 노래와 화음 반주 만들기

악보를 보고 위쪽에는 멜로디를 입력하고 아래쪽에
는 화음을 누르면 쉽게 화음 반주를 만들 수 있으며
악기 연주를 어려워 하는 학생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다.

◦ 동영상 촬영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신의 작품 저장하기
◦ 학급 SNS에 올려 발표하고 감상하기

정 리
(5′)

학습내용

▣ 학습 내용 정리하기

정

◦ 주요 3화음을 넣어 반주를 만든 소감 말하기

리

 PC
(후크씨오리, 동
영상 촬영 프로
그램,
학급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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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크씨오리 수업 적용 사례(6학년)

가. 수업 살펴보기
학년

6학년

사용 환경

교과

음악

차시

단원

Windows PC
16/16

활용 도구

후크씨오리

4-(8) 음악으로 행복하게

학습주제

l 작곡 활동을 통하여 음악이 주는 만족감 경험하기

학습목표

l 작곡가가 되어 음악을 만들어 발표할 수 있다.

SMART
Activies

l 후크씨오리를 사용하여 기본 코드 입력하기
l 코드에 맞추어 멜로디 입력하기
l 원하는 분위기에 맞추어 장르 변형하기

단 계
( 시간)

학습요소

도 입

학

습

(5′)

교수•학습 활동
▣ 학습 문제 확인하기
작곡가가 되어 음악을 만들어 발표해 봅시다.

학습활동
안

내

자료(□)유의점(☞)
☞ 학습문제 및 학습
순서를 정확히 이해
시킨다.

▣ 학습 활동 안내하기
【활동 1】 디지털 작곡 알아보기
【활동 2】 나만의 음악 만들기
【활동 3】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기

전 개

활 동 1

(30′)

▣ 학습 활동 하기
【활동 1】 디지털 작곡 알아보기
◦최근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 작곡 사례 알아보기
◦음악의 영향력 이야기해보기

활 동2

【활동 2】 나만의 음악 만들기
◦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코드 알아보기

 PC
(후크씨오리)
☞ 코드를 어려워 하
는 학생에게 기본
적으로 많이 사용
하는 코드를 알려
준 후 따라해 보
도록 지도한다.

◦ 내가 만들고 싶은 노래의 주제 결정
하기

◦ 코드를 입력하고, 그에 맞는 멜로디
입력하기

◦ 곡의 분위기 변환하기

Band기능을 활
용하면 몇 번의
클릭을 통해 자신
의 주제에 맞게
곡의 분위기를 변
환할 수 있다.

활동 3

【활동 3】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기
◦ 동영상 촬영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신의 작품 저장하기
◦ 학급 SNS에 올려 발표하고 감상하기

정 리
(5′)

학습내용

▣ 학습 내용 정리하기

정

◦ 작곡을 해본 소감 이야기하기

리

◦ 친구가 만든 곡의 느낌 이야기하기

 PC
(후크씨오리, 동
영상 녹화 프로
그램,
학급
S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