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음악 1

2. 교과목 학습목표
1983년 MIDI 규격 1.0이 정해진 이래 현재까지 PC를 중심으로 하는 음악 제작 시스템 하에 MIDI의 발
전은 계속 되고 있다. 또한 MIDI데이터와 오디오 데이터를 자유롭게 녹음 및 편집할 수 있는 DAW 소프
트웨어의 진보로 개인의 홈스튜디오에서 작곡, 작사, 편곡, 연주, 녹음, 믹싱, 마스터링까지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음악 관련 일을 하고자 한다면 컴퓨터 음악 프로그램을 필수로 다룰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수업에서는 맥을 기반으로 한 대표적인 DAW 소프트웨어 중 하나인 Logic Pro X를 기반으로 미디와 오
디오의 녹음 및 편집 테크닉을 익히고 사운드에 다양한 효과를 주는 플러그인 이펙터 등을 학습하며 실
전에 응용함으로써 시대상에 걸맞는 프로페셔널 뮤지션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키우는데 목표가 있다.

3. 교재 및 참고문헌
● 주교재: Logic Pro X 10.1, Apple Certified, 2015
● 부교재: 최이진의 Logic Pro X, 노하우, 2013
4. 주차별 강의(실습‧실기‧실험) 내용
주별

차시

강의(실습‧실기‧실험) 내용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3)강의세부내용:
하나의 곡이 음반으로 출시되어 대중에
게 소비되기까지 필요한 전반적인 음악
제작의 체계-음원 작곡 및 작사, 편곡 및
1

녹음, 홈 스튜디오, 미디 작업, 하드레코
딩, 믹싱과 마스터링-를 알아보고 그 과
정에서 컴퓨터 음악의 위치와 기능을 살
펴본다.
4)강의방법: 이론 및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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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작곡 및 작사, 편곡 및 녹음, 홈 스
2

튜디오, 미디 작업, 하드 레코딩, 믹싱과 마
스터링에 이르는 음악 제작의 과정을 살펴
본다.
마스터 건반, 오디오 인터페이스, 마이크,

3

마이크 프리, 믹서, 스피커 등 홈 스튜디오
구축에 필요한 시스템과 세팅에 대해 학습
한다.
3)강의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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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디의 역사와 규격에 대해 살펴보고 [과제1] 큐베이스, 로직, 디지털
홈스튜디오 구축에 필요한 미디를 지원하 퍼포머와 같은 시퀀싱 프로그램

는 전자악기와 외장 장비, 그것과 연동하
여 미디 및 오디오 데이터를 생성하고 편
집할 수 있는 여러가지 DAW 소프트웨어
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알아본다.
4)강의방법: 이론 및 실습
미디의 탄생과 역사를 살펴보고 미디 채
2

널의 개념을 익히며 미디를 지원하는 하드
웨어의 종류 및 미디 장비의 연결법을 학
습한다.
홈 스튜디오 구축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3

탐구한다.

유저층이

넓은

DAW Software의 종류와 함께 각 특징을
살피고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확장하는 다
양한 플러그인 이펙터에 대해 알아본다.
3)강의세부내용:
. 미디/오디오 인터페이스 설정

1

. 메인윈도우 인터페이스 탐색
. 작업화면 탐색 및 확대/축소
. 자르기, 붙이기와 같은 도구모음툴
4)강의방법: 이론 및 실습
Logic Pro X를 오픈하고 새로운 템플릿
을 생성한 뒤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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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이브러리 탭, 인스펙터, 룰러, 도구모음
툴 등 메인 윈도우의 작업 화면을 하나하
나 탐색한다.
트랙 패널에 새로운 트랙을 생성하고 원
하는 가상 악기를 로딩 해본다. 애플 루프

3

에서 미디 이벤트를 드래그한 후 자르기,
붙이기, 복사와 같은 도구 모음 툴의 편집
기능을 반복해서 실습해본다.
3)강의세부내용：
. 작업의 효율을 높이는 단축키 설정

1

및 사용
. 트랙 생성 & 악기 로딩
. 미디 노트 입력법
4)강의방법: 이론 및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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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c Pro X 의 주요 단축키와 그 설정
에 대해 반복 학습함으로써 작업 속도의
2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음악의 재생 및 멈
춤, 템포 및 박자를 제어하는 트랜스포트
패널의 기능에 대해 살펴본다.

3

미디를 시퀀싱하는 세 가지 방법-Manual

및 사운드 모듈, 신디사이저,
마스터 키보드, 미디/오디오
인터페이스, 믹서, 스피커,
마이크, 외장 이펙터 등
홈레코딩에 필요한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음악 작업을 하는
뮤지션을 찾고 그의 특정 곡에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장비들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조사하여
제출하시오.

Recording,

Real

Time

Recording,

Step

Input Recording-에 대해 학습한다. 악보를
보고 위 세 가지 방법을 차례대로 실습한
다.
3)강의세부내용：
사실적인 시퀀싱을 하기 위해 염두에
두어야할 3가지 요소 (Velocity, Duration,
1

Start time)를 이해하고 락, 발라드, 펑크,
재즈 등 패턴별 드럼 시퀀싱 실습을 통해
테크닉을 익힌다.
4)강의방법: 이론 및 실습
사실적인 시퀀싱 구현에 필요한 요소들
을 학습한다. Velocity의 세기에 다양한 변
화를 주고 미디 노트의 길이 조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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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타카토 및 레가토와 같은 아티큘레이션
을 구현해본다. 앙상블 합주의 자연스러운
Groove를 모방하기 위해 발음 타이밍을 조
정하는 실습을 한다.
8비트 락,16비트 펑크, 3연음 셔플, 스윙
재즈의 장르별 드럼 패턴을 미디 시퀀싱으
로 구현해본다. 하이햇에 다양한 Velocity

3

세기의 변화를 주고 스네어를 정박에서 살
짝 어긋나게 배치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앙
상블의 사운드를 연출하는 반복 실습을 한
다.
3)강의세부내용：
베이스 사운드의 특징을 이해하고 드럼

1

과 베이스의 패턴별 시퀀싱을 통해 밴드
합주의 합치된 리듬감을 시퀀싱으로 구현
한다.
4)강의방법: 이론 및 실습
8비트 락, 16비트 펑크, 3연음 셔플, 스윙
재즈의 장르별 베이스 패턴을 살펴본다.
Downbeat에 Velocity의 세기를 강하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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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 음가가 짧은 음에 약하게 줌으로써 다
이내믹의 대비를 준다. 가벼운 혹은 무거운
Groove를 위해 미디 노트의 길이를 조정함
으로써 장르별 사실적인 베이스 미디 시퀀
싱을 반복 실습한다.
드럼과 베이스는 앙상블의 가장 근간이

3

되는 Groove를 형성한다. 밴드 스코어 상
의 드럼과 베이스 악보를 보고 미디로 구

현하여 그 합치된 리듬감을 귀로 느껴본다

3)강의세부내용：
피아노 보이싱을 연구하고 사실적인 피
1

아노 사운드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미
디 데이터의 종류와 입력법 및 편집을 익
힌다.
4)강의방법: 이론 및 실습
피아노의 보이싱, Grace Note와 같은 피
아노 사운드의 특징에 대해 살펴본다. 주어
진 피아노 악보를 보고 노트를 입력한 뒤

2

Grace Note의 Velocity는 약하게, Top Note
의 Velocity는 강하게 하여 실제 세션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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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연주하는 듯한 사운드를 연출하는 실
습을 한다.

서스테인 페달의 Real Time Recording과
함께 그 값을 CC#64번으로 제어해본다. 김
3

범수의 ‘보고싶다’인트로를 발표된 음원
과 비슷한 사운드를 낼 수 있도록 미디 노
트를 입력하고 편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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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중간고사
3)강의세부내용：
. Audio Track Editor

1

. Fades & Crossfades
. Track folder & Quick Swipe Comping
4)강의방법: 이론 및 실습
주어진 기타 트랙의 오디오 리전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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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꾸고 어레인지 윈도우에서 Marquee
2

툴을 사용하여 비파괴 편집을 한다.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크로스페이드에 대해 학
습하고 기타 오디오 리전의 시작부에 있는
잡음을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등 반복 실습

한다.

Quick Swipe Comping을 통해 여러 개의
3

녹음된 Take 중 마음에 드는 영역을 모니
터하고 필요한 부분을 취한 뒤 단일 Take
로 합치하는 실습을 한다.

3)강의세부내용
. Audio File Editor
1

. Flex Tool
. Vocal Track Tuning
4)강의방법: 이론 및 실습
기타 코드가 녹음된 오디오 리전의 마지
막 코드를 잘라낸 뒤 Audio File Editor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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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unctions에 있는 기능 중 하나를 수행하여
파일에 직접 변형을 가하여 Reverse와 같
은 흥미로운 사운드를 연출하는 기능을 실
습한다.
박자가 밀리고 음정이 맞지 않는 보컬
트랙을 Flex Tool을 통해 교정한다.타임 스

3

트레칭을 통해 오디오 리전의 타이밍을 조
정하고 Audio Track Editor에서 음정을 조
정하여 원하는 사운드를 만들어가는 실습
을 반복한다.
3)강의세부내용：
미디 시퀀싱 및 로직의 Appple loop을

1

활용하여 영화와 드라마 의 특정 씬과
CF에 어울리는 음악을 제작해본다.
4)강의방법: 이론 및 실습
로직에서 영상에 음악을 입히는 작업을
하기 위한 기본 세팅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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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rame, Frame Rate, SMPTE와 같은 용어에
대해 공부하고 영상의 디스플레이와 로직
의 환경을 동기화시킨 뒤 영상을 임포트한
다.
짧은 자동차 CF영상에 음악을 입혀본다.

3

Scene Cut을 생성한 뒤 첫 번째 큐와 두
번째 큐에 서로 다른 무드의 음악을 제작
한다. 애플 루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본다.

3)강의세부내용：
미디 시퀀싱 및 로직의 Appple loop을
1

활용하여 영화와 드라마 의 특정 씬과
CF에 어울리는 음악을 제작해본다.
4)강의방법: 이론 및 실습
주어진 영상을 보고 무드에 맞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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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템포, 코드 프로그레션, 멜로디, 악기 편성
법 등에 대해 생각해본다. 멜로디와 코드를
단일 악기를 사용하여 스케치한다.
감정의 증폭에 도움을 주는 악기인 스트
링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법에 대해 탐구

3

한다. 작업이 끝난 뒤 로케이터로 원하는
익스포팅 구간을 지정하고 음악과 영상을
합체한다.
3)강의세부내용：
여러개의 트랙을 하나의 조화로운 투트

1

랙으로 만들기위해 필요한 로직의 플러그
인 이펙터의 종류 및 역할, 그 사용법에
대해 알아본다.
4)강의방법: 이론 및 실습
로직 믹서의 구성과 각 채널 스트립의
파라미터에 대해 살펴본다. 곡의 밸런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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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하여 모든 트랙이 0dB을 넘지 않게 조
2

정하고 그룹 채널을 생성하여 각 악기별
레벨 조정을 용이하게 한다. 또한 좌우의
정위를 설정하여 사운드에 스테레오 공간
감을 부여한다.
다이내믹 계열 이펙트인 Compressor, 공

3

간 계열 이펙트인 Reverb와 같은 중요 플
러그인 이펙트의 사용법을 알아보고 주어
진 오디오 트랙에 적용해본다.
3)강의세부내용：
각 채널 스트립의 발란스 조정 및 오토

1

메이션, 마스터링 이펙터를 이해하고 멀
티 트랙으로 실습한 뒤 하나의 오디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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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로 바운싱해본다.
4)강의방법: 이론 및 실습
주어진 트랙들을 모니터하고 발란스를
2

조정한다. 볼륨과 팬 등 모든 파라미터의
조정 값들을 리얼타임으로 기록하고 읽을
수 있는 Automation에 대해 학습하고 적용

[과제2] 제시된 영상에 음악
작업을 하고 영상의 무드에
맞는 가장 잘 된 큐를
제출하시오.

해본다.
믹서의 마스터 단자에 Limiter을 적용하
여 음압을 올려주고 EQ를 사용하여 저음역
3

대의 볼륨은 낮추고 고음역대의 볼륨을 부
스트시켜 사운드의 둔탁한 느낌을 없애고
밝게 조정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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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기말고사

5. 성적평가 방법
중간고사
기말고사
３０%
3０%
6. 수업 진행 방법

과 제 물
２０ %

출 결
１０ %

수시평가
10 %

합 계
100 %

비

고

Logic Pro X의 여러 가지 툴 및 파라미터의 역할과 기능을 설명하고 예제를 시연한 뒤 개개인의
실습을 유도하여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어 수업을 진행한다.
7. 수업에 특별히 참고하여야 할 사항
악보 리딩과 편곡법을 중요시하며 DAW Software를 능동적으로 다루는 뮤지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8. 문제해결 방법(실험‧실습 등의 학습과정의 경우에 작성)
툴 활용에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 해결 과정에 동참하여 빠른 시간안에 원하는 사운드를 얻을
수 있도록 조언한다.
9. 강의유형
이론중심( ), 토론, 세미나 중심( ), 실기 중심(
및 실험,실습 병행( ), 이론 및 실기 병행( ● )

), 이론 및 토론,세미나 병행(

),

이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