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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음악3 강의계획서

교과목명 컴퓨터음악3 강의시간 4시간 담당교수

학습목표

다양한 컴퓨터 음악 프로그램과 장비들을 비교분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특별히 일반 P

C에서 범용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인 큐베이스 9.5,와 큐베이스 10의 능숙한 활용을 목표

로 한다. 또한 Mac에서 사용될 수 있는 Logic pro X 와 같은 프로그램도 간단히 살펴보

며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시퀀싱 프로그램에서 사용될 수 있는 악기와 이펙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각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을 가질 수 있다.

시퀀싱에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의 기능을 작업에 적용할 수 있고, 음악의 여러 다양한 

테크닉을 시퀀싱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오디오 및 미디 신호를 제어하며 믹싱 

및 마스터링을 경험해 본다.

교재

저자명 출판연도 교재명 출판사

최이진 2016 최이진의 믹싱과 마스터링 노하우

박운영 2017 시퀀싱 백과 I 예진미디어

박운영 2017 시퀀싱 백과 II 예진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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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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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

1) 오리엔테이션 : 교과목 소개

2) 주제 : Sequencer 란 무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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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 이퀄라이저, Hip Hop 1

2) 내용 : 제 1 주차에 고지한 발표 수업을 진행한다.  음악, 장비 및 시스템 구성

에 대하여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고 이퀄라이저에 대하여 학습한다. 

Hip – Hop 음악 작곡을 조별 실습하고 각 음악의 악기에 맞는 이퀄라이징을 실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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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 다이나믹 컴프레서, Hip Hop 2

2) 내용 : 제 2 주차에 고지한 발표 수업을 진행한다.  피아노 가상악기에 대하여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고 다이나믹 컴프레서에 대하여 학습한다. Hip – Hop 음악 

작곡을 조별 실습하고 2주차에 이어서 디테일과 짜임새를 만든다. 각 음악의 악기

에 맞는 컴프레싱을 실습한다. 

수시평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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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 타임 베이스, Hip Hop 3

2) 내용 : 제 3 주차에 고지한 발표 수업을 진행한다.  피아노 가상악기에 대하여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고 타임 베이스 이펙터에 대하여 학습한다. Hip – Hop 음악 

작곡을 조별 실습하고 3주차에 이어서 디테일과 짜임새를 만든다. 각 음악의 악기

에 맞는 이펙터의 활용을 실습한다. 

수시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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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 EDM 1, EDM 이퀄라이징

2) 내용 : 제 4 주차에 고지한 발표 수업을 진행한다. 신스 가상악기인 Nexus 대하

여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고 EDM 이퀄라이징에 대하여 학습한다. EDM 음악 작곡

을 조별 실습하고 EDM 음악에 맞는 이퀄라이징을 실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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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주제 : EDM 2, EDM 다이나믹 프로세싱

2) 내용 : 제 5 주차에 고지한 발표 수업을 진행한다.  신스 가상악기인 Serum 대

하여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고 EDM 다이나믹 컴프레싱에 대하여 학습한다. EDM 

음악 작곡을 조별 실습하고 5 주차에 이어서 디테일과 짜임새를 만든다. EDM 음

악에 맞는 다이나믹 컴프레싱을 실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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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 EDM 3, EDM 타임 프로세싱

2) 내용 : 제 5 주차에 고지한 발표 수업을 진행한다.  신스 가상악기인 Serum 대

하여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고 EDM 타임 프로레싱에 대하여 학습한다. EDM 음악 

작곡을 조별 실습하고 6 주차에 이어서 디테일과 짜임새를 만든다. EDM 음악에 

맞는 타임 프로레싱을 실습한다. 

중간고사 공지

8 중     간     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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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 R&B 1, R&B 이퀄라이징

2) 내용 : 제 7 주차에 고지한 발표 수업을 진행한다.  어쿠스틱 기타 가상악기에 

대하여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고 R&B 이퀄라이징에 대하여 학습한다. R&B 음악 

작곡을 조별 실습하고 R&B 음악에 맞는 이퀄라이징을 실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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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 R&B 2, R&B 다이나믹 프로세싱

2) 내용 : 제 9 주차에 고지한 발표 수업을 진행한다.  일렉과 베이스 가상악기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고 R&B 다이나믹 컴프레싱에 대하여 학습한다. R&B 

음악 작곡을 조별 실습하고 5 주차에 이어서 디테일과 짜임새를 만든다. R&B 음

악에 맞는 다이나믹 컴프레싱을 실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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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 R&B 3, R&B 타임 프로세싱

2) 내용 : 제 10 주차에 고지한 발표 수업을 진행한다.  드럼 가상악기에 대한 발

표 및 토론을 진행하고 R&B 타임 프로레싱에 대하여 학습한다. R&B 음악 작곡을 

조별 실습하고 10 주차에 이어서 디테일과 짜임새를 만든다. R&B 음악에 맞는 타

임 프로레싱을 실습한다. 

12

1) 주제 : 마스터링, Hip Hop 마스터링.

2) 내용 : 제 11 주차에 고지한 발표 수업을 진행한다. 라틴 퍼커션 가상악기에 대

하여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고 마스터링에 대하여 학습한다. 제 2주차 부터 4주차 

까지 완성된 Hip Hop 믹스 이용하여 마스터링을 실습한다. 마스터링이 완료된 파

일을 함께 들어보며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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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 EDM 마스터링.

2) 내용 : 제 12 주차에 고지한 발표 수업을 진행한다. 색소폰과 틴휘슬 가상악기

에 대하여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고 EDM 마스터링에 대하여 학습한다. 제 5주차

부터 7주차 까지 완성된 EDM 믹스 이용하여 마스터링을 실습한다. 마스터링이 완

료된 파일을 함께 들어보며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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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 R&B 마스터링.

2) 내용 : 제 13 주차에 고지한 발표 수업을 진행한다. 하모니카 가상악기에 대하

여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고 R&B 마스터링에 대하여 학습한다. 제 9주차부터 11

주차 까지 완성된 R&B 믹스 이용하여 마스터링을 실습한다. 마스터링이 완료된 파

일을 함께 들어보며 토론한다.  

보컬 에디팅 프로그램인 Auto-Tune 과 Melodyne 에 대하여 학습한다.

기말고사 공지

15 기     말     고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