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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음악Ⅱ 강의계획서

교과목명 컴퓨터음악Ⅱ 강의시간 3시간 담당교수

학습목표

표준교육과정 교수요목에 따른 <컴퓨터음악II>의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이 수업을 통해 음악의 주요 개념들을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어 악보에 대한 이해도

와 응용력을 높일 수 있다. 

2. 창의적인 악상과 연주법 등을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다양한 음악적 요구 즉, 장

르·스타일·구성·음역 등에 따른 재창조 작업 과정을 매우 쉽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3. 사보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다양한 작품을 보다 수준 높은 악보로 제

작할 수 있어 1인 출판도 가능할 수 있게 한다. 

4. 음악적 언어(악상기호, 셈여림 등)와 표현 등을 구체적으로 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신의 예술성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

5. 전문 사보 능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자작곡의 상용화 등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어 새

로운 시장을 구축할 수 있고, 전문적인 자질로 음악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

교재

저자명 출판연도 교재명 출판사

박영권 2019 피날레26 글로벌

김정민 2019 Finale 쉽게 따라하기 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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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강의제목: 오리엔테이션 및 노테이션 프로그램의 이해

2) 강의주제: 오리엔테이션과 노테이션프로그램(Notation program)의 역사, 시스템

구축과 연결 방법 소개, 노테이션 프로그램의 활용방안에 대해 배운다. 

2
1) 강의제목: Finale 오디오 설정과 MIDI 활용

2) 강의주제: MIDI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및 오디오 설정을 위한 장비를 소개한다. 

3
1) 강의제목: Simple Entry Tool, Speedy Entry Tool

2) 강의주제: Simple Entry Tool, Speedy Entry Tool의 기능을 익힌다.

4

1) 강의제목: Repeat Tool, Chord Tool

2) 강의주제:  Repeat Tool, Chord Tool의 기본 기능을 익힌다. 

① Repeat Tool을 사용하여 Create Simple Repeat만들기, Create First and Second 

Ending 만들기를 악보로 실습한다. 

② Chord Tool을 사용하여 Chord입력 방식과 넣기, Chord Definition 창의 내용을 

학습 후 주 악보로 실습한다. 특히 알파벳과 숫자로만 표기하기 어려운 기호들을 

조사하여 적용방법을 토의한다. 

5
1) 강의제목: Simple Entry  Palette

2) 강의주제: Simple Entry Palette로 악보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을 배운다. 

6
1) 강의제목: Staff 메뉴 

2) 강의주제: Staff 메뉴 



추계예술대학교 글로벌문화예술교육원

7
1) 강의제목: Speedy Entry 메뉴 

2) 강의주제: Speedy Entry 메뉴 메뉴의 음표 입력의 고급 기능 사용하기
과제 부여,

중간고사 공지

8 중     간     고     사

9
1) 강의제목: HyperScribe 메뉴

2) 강의주제: HyperScribe  리얼 입력 기능 메뉴로 사용하기

10
1) 강의제목: Chord 메뉴 

2) 강의주제: Chord 메뉴의 기능을 배우고 실습하기

11
1) 강의제목: Page Layout 메뉴

2) 강의주제: Page Layout 메뉴로 페이지 추가와 삭제, 악보 페이지 설계하기 
수시평가 공지

12
1) 강의제목: Utilities 메뉴 

2) 강의주제: Utilities 활용으로 새로운 기보를 시도할 수 있다. 
수시평가 실시

13
1) 강의제목: Document 메뉴

2) 강의주제: Document 메뉴와 옵션의 다양한 기능을 배움.

14
1) 강의제목: Window

2) 강의주제: Window 메뉴 사용하는 방법을 배운다. 
기말고사 공지

15 기     말     고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