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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음악4 강의계획서

교과목명 컴퓨터음악4 강의시간 4시간 담당교수

학습목표

1.컴퓨터음악 1~3까지 학습한 내용들을 퀵 가이드 형식으로 복습하여 빠르게 재점검할 

수 있다.

2.편곡한 데이터에 보컬 기타 등의 오디오 소스를 녹음하여 추가할 수 있다.

3.레코딩 관련 장비에 대한 학습으로 실제 녹음에 사용되는 여러 기기들을 올바르게 사용

할 수 있다.

4.대상 소스에 음량,음색계 프로세서를 적용하여 목적에 맞게 음량을 컨트롤하고, 다양한 

음색을 표현할 수 있다.

5.대상 소스에 시간,공간계 프로세서를 적용하여 원하는 효과를 연출하고, 사운드의 성질

에 적절한 공간감을 연출할 수 있다.

6.내 곡에 사용될 여러 소리들을 믹싱할 수 있고, 나의 곡 또는 앨범에 사용될 곡들을 마

스터링 할 수 있다.

7.보다 프로페셔널한 사운드 기술의 습득으로 좋은 음질의 음악을 제작할 수 있다.

교재

저자명 출판연도 교재명 출판사

홍성선 2018년 큐베이스 널 사용하고 싶다 힐북

안자이 나오무네 2014년 이펙터 교과서 SR Music

최인영 2014년 Logic Pro X The Original 디지털 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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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리엔테이션과 컴퓨터음악 4 과목 소개

강의목표 :

학점관리지침에 대해 이해하고 성적 배점 비율과 평가항목의 비율에 대

해 이해할 수 있다.

2

강의주제 : 큐베이스, 로직의 퀵 가이드 1

강의목표 :

각 DAW의 운용에 있어서 MIDI 작업에서 알아야할 필수 기능들을 재점

검할 수 있다.

3

강의주제 : 큐베이스, 로직의 퀵 가이드 2 및 기본 실습

강의목표 :

각 DAW의 운용에 있어서 Audio 작업에서 알아야할 필수 기능들을 재

점검할 수 있다.

또한 각자의 DAW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여 주어진 멜로디의 입력과 그

에 따른 편곡을 할 수 있다.

4

강의주제 : 멀티 트랙 소스의 관리와 준비

강의목표 :

미디 시퀀싱 작업이 끝난 트랙들의 오디오 변환과 외부 음원의 라인 녹

음에 대해 학습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오디오 소스를 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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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의주제 : 홈레코딩 장비와 보컬 녹음 실습

강의목표 :

보컬, 기타 등 홈레코딩으로 자주 녹음되는 소스들에 대해 살펴보고, 레

코딩 작업에 필요한 장비들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6

강의주제 : 이펙터의 종류와 라우팅

강의목표 :

믹싱할 때 사용되는 이펙터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분류는 어떻게 이

루어지는지 파악할 수 있다. 또 각 이펙터의 계열별로 사용하는 라우팅 

방식에 대해 살펴보고 DAW에서 적용해 볼 수 있다.

7

강의주제 : 다이나믹 이펙터에 대한 이해와 실습

강의목표 :

음량계열 이펙터의 상세한 종류를 알고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또

한 악기별로 다른 세팅값의 특징들을 파악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소스에 

선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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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강의주제 : EQ에 대한 이해와 실습

강의목표 :

음색계열 이펙터의 상세한 종류를 알고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악기별로 다른 세팅값의 특징들을 파악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소스에 선별 적용할 수 있다.

10

강의주제 : 코러스, 플랜저, 딜레이에 대한 이해와 실습

강의목표 :

시간계열 이펙터의 상세한 종류를 알고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악기별로 다른 세팅값의 특징들을 파악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소스에 선별 적용할 수 있다.

11

강의주제 : 리버브에 대한 이해와 실습

강의목표 :

리버브 이펙터의 다양한 파라미터를 잘 이해하고 오디오 소스별로 

세팅할 수 있다. 

12

강의주제 : 다양한 플러그인 이펙터에 대한 학습

강의목표 :

주로 사용하는 특수한 기능의 플러그인 이펙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고, 그 기능을 본인의 음악에 접목시킬 수 있다.

13

강의주제 :

믹싱에 대한 이해와 실습

강의목표 :

믹싱 작업에 대해 이해하고, 세부적인 작업 기술을 익혀 내 음악을 직접 

믹싱할 수 있다.

14

강의주제 :

마스터링에 대한 이해와 실습

강의목표 :

마스터링 작업의 범위와 필요성에 대해 파악하여 자기 작품을 홈 마스

터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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