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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음악편곡법Ⅱ 강의계획서

교과목명 실용음악편곡법Ⅱ 강의시간 4시간 담당교수

학습목표

이론수업을 통해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각자 컴퓨터 시퀀서를 이용하여직접실습해보고다

양한장르와 빠르게 변화해가는 가요 동향에 맞춘 음악적 편곡 능력을 키운다.

실습내용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프리젠테이션하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부족한 부분이 어

느 곳이며 장점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고 토론을 통해 더 좋은 의견이 있는지 발표한다.

교재
 교재명 : 경음악편곡법                출판사 : 세광아트 

 저자 : 송전창(마스다마사), 길옥윤     출판년도 :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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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1
keyboard arrange-어쿠스틱 피아노와 일렉피아노 어프로치, 음색, 연주법 

,주어진 리듬에 따라 시퀀싱 실습

2
Guitar Arrange-악기의종류, 연주법에대해 배우고, 시뮬레이터 플러그인을 

통한 시퀀싱 실습

과제 제시

*기말고사 전까지 제출

3
Organ , Pad계열의 Arrange-오르간사운드와 Voicing ,글리산도 Pad 의 종

류별 특징과 주어진 곡에 시퀀싱실습 

4
Synth 계열의악기-신스악기들에 대해 배워보고 필터링, 아르페지에이터, 

오토메이션을 이용한 시퀀싱실습

5
String Arrange-스트링편곡에 관한 악기이론및 주법, 관련 VSTI들 소개및 

실습

6

String Arrange 2-4성부 스트링편곡, 익스프레션 과 오토메이션을 이용한 

MIDI 시퀀싱 실습을 통해 바이올린 앙상블,비올라,첼로 ,베이스의 음역 및 

디테일을 살리기 위한 방법들을 소개

7
Brass Arrange-브라스편곡에 관한 이론설명 및

연주방법과 MIDI 시퀀싱 실습 

8 중     간     고     사

9
Brass Arrange 2 – 좀 더 디테일한 브라스주법들을 배워보고 MIDI 로 

주어진 곡에 Brass 편곡실습

10

Related two minor7과 에 Substitute를 포함한 작곡 - 가요에서 많이 사

용되는 관계투, 파이브의 예제 및 대리코드에 대해 공부하며 시퀀싱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실습하고 토론한다.  



추계예술대학교 글로벌문화예술교육원

 

11

Vocal 디렉팅 방법과 Studio Session 디렉팅 - 보컬디렉팅에 필요한 내용

들과 스튜디오세션들과의 디렉팅 방법 

세션악보표기 믹스, 마스터링 등 녹음실에서 알아야할 내용들에 대해 토

론한다. 

12
Mix - 주어진 음악멀티파일들을 다루는 법에 대해 배우고 웨이브소스의 

편집 , 오토튠 등을 실습한다.

13
Reharmonization – 편곡에 필요한 리하모니제이션에 대해 공부하고 준비

해온 곡들을 리하모니제이션 실습한 후 토론한다. 

14
Mastering-이큐와 리미터 사용법을 배우고 최종 음원에 적용해보는 마스

터링 실습

15 기     말     고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