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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드디자인 강의계획서  

교과목명 사운드디자인 강의시간 5시간 담당교수

학습목표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온라인 게임, 모바일 등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다채로운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해당 콘텐츠에 가장 부합되는 사운

드 메이킹을 담당하는 사운드 디자이너의 업무적 특성과 역할을 이해한다. 

 사운드 제작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설정 등

을 정확히 학습하고, 각각의 해당 콘텐츠에 적합한 사운드의 전체적인 제작과정을 이

해하며 그 적용 방법을 활용함에 있어서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DAW 시스템을 통해 

습득한다. 

 또한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하여 창의적인 사운드 제작의 기법과 적용방식을 익힘

으로써 완성도 높은 사운드 디자인 능력을 배양함을 목표로 한다.

교재

주교재1: Audio Post Production for Film and Video, Focal Press, Jay Rose, 2008

주교재2: The Sound Effects Bible, Michael Wiese Productions, Ric Viers, 2008

주교재3: Modern Recording Techniques, Focal Press, David Miles Huber, 2009

성적 평가방법

(상대평가)

A: 20%, B:40% 

C이하:40%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물 수시평가 수업참여도 출석 총점

25 25 10 10 10 20 100

참고사항 ※ 학점인정 최소요건은 출석률 80% 이상, 성적 60점 이상

주차 강의 주제 – 강의 내용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1

1) 사운드 디자인의 개념과 적용 분야를 알아본다.

2)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사운드 제작에 있어서 필수적인 항목들인 Dialogue, 

ADR, Foley, Ambience, SFX 등의 용어적 개념과 각각의 세부분야에서 진행되

는 사운드 제작 파트의 과정 및 업무적인 역할을 이해한다.

2

1) 영상 제작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을 알아본다.

2) 기초적인 영상 제작과정의 흐름을 학습하고 특히 NLE를 통해 제작된 영상 

마스터물의 특성을 이해한다. 특히 비디오프레임, 비디오 픽셀 레졸루션, 

비디오 코덱 등의 중요항목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DAW내의 

비디오 트랙을 통한 정확한 모니터링을 위한 구성을 설정 할 수 있다.

3

1) 영상을 중심으로 한 사운드 디자인의 사례를 알아본다.

2) 영화 또는 드라마의 영상을 중심으로 한 Dialogue, ADR, Foley, Ambience, 

SFX 등의 제작과정을 분석한다. 현장의 대사를 중심으로 Scean별로 진행되는 

현장대사를 스튜디오에서 ADR을 시작으로 인간의 행동 또는 사물의 소리를 

표현하는 Foley, 장소에 따른 환경음을 표현하는 Ambience 그리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특수한 효과음을 표현하는 SFX등을 제작과정을 숙지한다.

4

1) DAW 시스템의 구성과 활용 방법을 알아본다.

2) 현존하는 모든 사운드 제작에서 가장 중추적 제작 기반인 DAW의 개염과 

구성 및 설정 그리고 그를 통한 사운드 제작의 기본적인 활용법 등을 

학습한다. Protools, Logic Pro, Cubase 등 가장 대표적인 DAW의 특성 및 

장단점 등을 알아보고 이들의 공통적인 작동 방식을 숙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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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AW와 이용한 사운드 레코딩 기법을 알아본다.

2) DAW 시스템과 오디오를 기록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비인 마이크로폰을 

이용하여 기본적인 사운드 레코딩 기법을 습득한다. 마이크로폰의 기본적인 

작동방식을 시작으로 종류에 따른 음색의 특징 및 선택 방법 등을 숙지하며 

이를 통한 DAW의 ADC의 개념을 정립한다.

6

1) DAW를 이용한 사운드 에디팅 기법을 알아본다.

2) DAW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비파괴 편집(Non-Destructive Editing) 

시스템의 개념을 이해하며 디지털 파일에서의 효과적인 사운드 에디팅 방법을 

학습한다. Fade in&out을 중심으로 Cross fade와 기본적인 Signal Processor를 

통한 사운드의 효과와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7

1) Sound Synthesis 방식의 종류와 작동방식을 알아본다.

2) 전기신호의 발진을 통해 시작된 사운드 신디사이저의 기원과 전통적인 

아날로그 신디사이저를 대표하는 감산방식의 Subtractive Synthesizer를 

중심으로 Additive, Modulation, Grain table, Physical Modeling 방식 등의 

다양한 사운드 신디사이저의 작동원리를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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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 Sound Synthesis의 구성과 사운드 메이킹 방법을 알아본다.

2) Subtractive Synthesizer를 중심으로 한 VCO, VCF, VCA등의 작동 방식에 대한 

정확한 흐름을 숙지하며, 이를 통해 합성되는 사운드의 변화를 줄 수 있는 

LFO등의 작동방식을 정확히 이해하여 보다 창의적인 사운드 신세시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10

1) Sampling 기법의 이론과 활용방법을 알아본다.

2) Sampling을 통한 음악 및 사운드 제작에 대한 활용법을 이해하며, 사운드 

샘플제작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ADC의 Nyquist Theory를 통한 Sample Rate, 

Bit Depth 등의 이론을 숙지하고 이러한 기능을 통한 사운드 샘플링 방법을 

습득한다.

11

1) Sampler를 이용하여 MIDI Instrument의 Patch를 만들어 본다.

2) 현존하는 대표적인 DAW 기반의 가상악기 샘플러를 이용하여, 영상에 필요한 

다양한 오디오 소스의 샘플링 패치를 Mapping하는 기법을 습득한다. 각 

파트별 샘플에 대한 Velocity, One Shot, Loop, Reverse 등의 기능을 숙지한 

후 가장 효과적인 샘플링 맵을 적용시켜본다.

12

1) 프로젝트를 위한 영상의 확보와 분석을 진행한다.

2) 프로젝트를 위한 영상샘플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사운드 디자인을 위한 

분석과 기획을 진행한다. 여기에서는 영상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현장 대사 

및 환경음 분석을 중심으로 각 씬에 부합하는 수정될 필요성이 있는 대사 및 

추가되어야 할 현장음과 같은 프로덕션 사운드를 보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13

1) 분석에 따라 프로젝트를 위한 사운드 디자인을 진행한다.

2) 분석한 내용에 입각하여 각 영상에 어울리는 적절한 형태의 사운드 디자인을 

수행한다. 우선 현장 대사음의 명료도 부각을 중심으로 대사의 교체를 위한 

ADR Dubbing과 Ambience를 보강 또는 수정하기 위해서는 현장과 유사한 

장소의 환경음을 직접 레코딩하거나 사운드 라이브러리 등을 활용하도록 한다. 

특히 액션이 강조되는 영상의 경우는 가장 효과적인 Foley 제작을 진행하여 

사실감을 부각하는데 집중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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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사운드의 최종 믹싱 및 마스터링을 진행한다.

2) 타임코드를 기반으로 하는 비디오와 오디오의 Sync 확인 및 각각의 파트별 

사운드 스템의 최종 밸런스를 확인한 최종적인 파이널 믹싱을 진행한다. 

파이널 믹싱은 최종매체의 오디오 재생 포맷이 스테레오인지 서라운드인지를 

결정한 후 진행하도록 하며 이렇게 마무리된 최종본은 전달매체의 최종본 

마스터를 만들기 위한 마스터링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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