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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음악Ⅰ 강의계획서

교과목명 컴퓨터음악Ⅰ 강의시간 3시간 담당교수

학습목표

본 컴퓨터음악 1 수업에서는 개인 컴퓨터를 통해 어떤 방법으로 간편하고 쉽게 음악을 

만들고, 노래와 악기를 녹음하고, 녹음된 사운드를 어떻게 믹싱하고, 에디팅, 이펙팅, 마스

터링 하여, 최종 결과물을 만드는지에 대해 공부하여, 기본적으로는 음악의 이론적 배경지

식이 있는 학습자들이 컴퓨터를 사용하여 자신의 음악적 창의성을 귀로 들을 수 있는 실

제 음악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것을 주목표로 한다.

- 현재 음악인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Cubase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 개인 컴퓨터와 Cubase 프로그램만 있어도 누구나 쉽게 음악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수업

에 사용되는 모든 가상악기(VSTi) 음원과 VST Plug-in 이펙터는 Cubase프로그램에 기본적

으로 제공되는 것으로만 사용한다. 

교재

저자명 출판연도 교재명 출판사

최영준 2012 최영준 교수의 컴퓨터음악 편곡법 예솔

최이진 최이진의 컴퓨터음악 만들기 노하우

성적 평가방법

(상대평가)

A: 20%, B:40% 

C이하:40%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물
수시평

가
수업참여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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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주제 : 오리엔테이션 및 컴퓨터음악에 대한 이해

강의목표 :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한학기 동안 수업할 커리큘럼을 설명하고, 평가방식에 대해서

도 설명한다.

2

강의주제 : 미디 & 레코딩에 대한 이해

강의목표 : 

미디 & 레코딩의 기본 개념 및 사용환경에 대해 알아보고, 또 미디와 레코딩을 위

한 필수 장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3

강의주제 : Cubase 프로그램의 개요

강의목표 :

큐베이스에 대한 안내와 함께 기본설정과 여러 메뉴에 대해 살펴본다.

4

강의주제 : MIDI 시퀀싱실습 1

강의목표 :

시퀀싱 1단계로 피아노롤 창에서 연주신호를 입력하는 방법과,  MIDI 에디팅 방법

을 실습한다.

5

강의주제 : MIDI 시퀀싱실습 2

강의목표 :

멜로디와 하모니를 MIDI 작업으로 표현해 본다.

6

강의주제 : MIDI 시퀀싱실습 3

강의목표 :

MIDI 시퀀싱 3단계로, 리듬(드럼 & 베이스)을 MIDI 작업으로 표현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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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강의주제 : MIDI 시퀀싱실습 4

강의목표 :

MIDI 시퀀싱 4단계로, 마스터키보드를 사용한 Real Time Record를 하는 또다른 방

법을 알아보고, 마우스메뉴, 구간반복 등 부가적인 기능에 대해 알아본다.

중간고사 공지

8 중     간     고     사

9

강의주제 : MIDI편곡 1

강의목표 :

MIDI 편곡 1단계로, 밴드스코어를 MIDI작업 실습해 본다.

10

강의주제 : MIDI편곡 2

강의목표 :

MIDI 편곡 2단계로, Lead Sheet 악보를 통한 악기별 트랙을 구성하고, 시퀀싱 실

습한다.

과제 부여

11

강의주제 : 오디오 시퀀싱의 기본 개념

강의목표 :

오디오 시퀀싱을 위한 WAV와 MP3 등 오디오파일에 대해 개념적으로 이해한다.

12

강의주제 : 레코딩의 이해

강의목표 :

레코딩의 기초, 레코딩에 관련한 기본 개념을 공부한다.

수시평가 실시

13

강의주제 : 오디오 에디팅과 이펙팅 1

강의목표 :

오디오 에디팅과 이펙팅의 이해와 개념학습 1단계

14

강의주제 : 오디오 에디팅과 이펙팅 2

강의목표 :

오디오 에디팅과 이펙팅의 이해와 개념학습 2단계

기말고사 공지

15 기     말     고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