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의꿈 나의미디 ~

C a k ew a lk 
by Bandlab

저자 박운영



Chpt2. 미디편집과 익스포트

- 2 -

Chpt2. 미디편집과 익스포트

1 뷰 단순화 시키기

대부분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들이 그렇듯이 케이크워크 역시 자신의 기능을 뽐내기 위해 첫 화

면부터 다양한 편의 기능과 멋진 모양새를 과시합니다. 하지만 초보자에게는 복잡하게 보여지

니 우선 화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의 동그라미에 표시된 버튼들을 눌러 화면에서 사

라지게 합니다(감춰진 창들의 기능은 편의 기능들로서 기본 메뉴에 이미 존재하거나 나중에 중

급자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케이크워크의 첫 화면, 도우미 창 닫기]

 

브라우저뷰[7 B]는 가상악기를 넣거나 Wav/Mp3/비디오/샘플루프 파일과 오디오 이펙터를 집

어넣을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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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 바

트 랙 뷰

트랙창 클립창

브라우저 뷰

트랙뷰 옵션들

[트랙뷰와 브라우저창만 남긴 단순화된 화면]

2 가상악기와 트랙 준비

➊ 악기 불러오기

[가상악기 불러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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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우저뷰에서 Synth 탭을 클릭 후 위 그림과 같이 SI-String Section(케이크워크를 설치할 

때 기본적으로 함께 설치되는 가상악기)을 불러들입니다. 해당 대화상자에서 ‘First Synth 

Audio Output’만 체크합니다. 이어서 트랙뷰 위를 우측 클릭하여 미디 트랙을 하나 만듭니다. 

➋ 트랙 설정

결국 다음 그림과 같이 2개의 트랙(악기출력트랙과 미디트랙)이 생기는데 제1번은 가상악기가 

담겨 있는 악기출력트랙이고 그것을 연주할 노트들은 제2번 미디트랙에 입력합니다. 트랙창의 

머리 위에 있는 ‘트랙 조절기 옵션’을 All로 바꾼 후 미디트랙 아랫 경계선을 끌어 내리면 다양

한 파라미터(조절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악기출력트랙은
건드리지 않는다

트랙 조절기 옵션

[악기출력트랙과 미디트랙]

‘Track 2’이라 써 있는 곳이 트랙이름을 기입하는 곳이고, ‘M과 S’는 Mute와 Solo이고, 그 아

래의 ‘O’는 Output(가상악기 선택), ‘C’는 Channel(가상악기 내부의 특정 채널 선택)입니다. 

일단 Output은 SI-Strings1을 선택하고 Channel에는 1을 선택합니다. 더 나아가서 2대의 악

기로 듀엣 연주를 하고 싶다면 트랙을 하나 더 만든 후 Channel을 2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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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트랙 추가하기]

Auto Track Zoom: 한 트랙의 경계선을 
조절하면 모든 트랙들이 함께 넓어진다

트랙 파라미터에서 미디 아이콘이나 아웃풋을 클릭해도 

되고 브라우저뷰에서 가상악기의 아이콘을 클릭해도 됩

니다. 일단 악기를 연 후 'Prog'를 클릭하면 몇 개의 샘

플 이름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아무 이름이나 더블클릭하

여 로딩합니다(대부분의 가상악기들은 이렇게 악기 샘플

을 로딩하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트랙 라인(Strip)의 아래 폭를 조절하는 법은 트랙의 경

계선을 드래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view탭

의 'Auto Track Zoom'을 체크하면 다음과 같

이 여러 트랙의 폭이 동시에 넓어집니다.

3 가상악기의 화면 열기

가상악기 내부로 들어가는 방법은 다음 그림과 같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트랙 파라미터에서 

미디아이콘이나 아웃풋을 클릭해도 되고 브라우저뷰에서 가상악기의 아이콘을 클릭해도 됩니

다. 일단 악기를 연 후 'Prog'를 클릭하면 몇 개의 샘플 이름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아무 이름

이 더블클릭하여 로딩합니다. 대부분의 가상악기들은 이렇게 악기 샘플을 로딩하지 않으면 소

리가 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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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악기의 창 열기]

4 피아노롤뷰 준비

[피아노롤뷰]

케이크워크 Views 메뉴의 Piano Roll View(7 Alt-3)를 선택하면 위의 그림과 같은 피아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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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가 화면을 꽉 채울 겁니다. 대부분의 미디음악 작업은 전통적인 악보가 아닌 이와 같은 피아

노 격자 위에 막대처럼 생긴 노트를 입력합니다.

[뷰의 크기 줄이기]

만일 여러분이 2대의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다면 왼쪽 그림과 같

이 피아노롤뷰의 맨 오른쪽 끝의 ‘이전 크기로 복원’을 클릭 후 

제2모니터로 드래그하여 작업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1대의 모니터에서 창을

이동(Ctrl-Tap)할 수 있는 모드]

그러나 1대의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다면 왼쪽 그림과 같이 

화면 맨 왼쪽 위의 뷰 아이콘을 클릭한 후 ‘Disable 

Floating'을 선택하면 일반적인 윈도우즈 프로그램들처럼 작

업뷰을 옮길 때 Ctrl-Tab키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1대 

모니터 상에서 쉽게 뷰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 옵션

을 선택하고 나면 케이크워크는 이후부터 계속이 방식으로 

뷰를 엽니다.

          [여러개의 피아노롤뷰 열어두기]

만일 여러개의 피아노롤뷰를 열어두고 

싶다면 왼쪽 그림과 같이 Lock 버튼

을 눌러두면 됩니다. 

또, 한개 피아노롤뷰에서 여러트랙을 작업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두가지 방법으로 열 수 있

습니다. 트랙뷰의 트랙번호를 드래그 선택한 후 Alt-3를 누르거나 피아노롤뷰의 Track 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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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Tracks'를 이용합니다. 이것은 악보뷰(7 Alt-6)를 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트랙의 피아노롤뷰 열기]

5 노트 입력하기

Snap 단위Snap On/Off 마디번호

스마트툴

가온다

컨트롤창 추가 컨트롤 번호 변경

노트 창

컨트롤러 창

트랙리스트 창

              [피아노롤뷰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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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은 피아노롤뷰의 주요 명칭들이며 이어서 노트(Note,음표) 입력하는 법을 설명하겠습

니다. 우선 가온다가 C3로 표기되는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nnn 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랍

니다. 

우선 스냅(위치교정기능) 단위는 16분이나 32분 정도로 선택한 후, 다음 그림의 순서대로 노트

와 컨트롤 데이터를 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③ 스냅기능을 켠다

②
스마트툴을
선택한다

① 격자를
4분음표로
맞춘다

④ 스냅값을 정한다

⑤ 드래그하여 그린다
(더블클릭은 직전길이 입력)

입력할 트랙
선택

컨트롤은 스냅을 
끄고, 그리는 
것이 좋다

트랙리스트창
컨트롤창

               [노트 입력하기]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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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pt3. 컨트롤바

케이크워크의 최상단에 있는 것이 바로 컨트롤바 입니다. 이곳에서는 입력도구의 선택, 연주/녹

음 조정, 현재 위치/상태의 확인, 반복구간 설정, 화면상태 선택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컨트롤바에 보여지는 기본 도구들이 너무 많아서 초급자들에게 다소 부담스럽기도 한데, 

초급 6개 모듈(각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외의 것들은 잘 쓰지 않거나 숙련자들을 위

한 도구입니다. 

 1 툴모듈:클립/노트에 
대한 작업 도구들

 2 스냅모듈:클립/노트의 
입력위치 자동 교정기능

 3 트랜스포트모듈:연주 
/녹음의 진행 조종

 4 루프모듈:연주/녹음의 
반복구간 설정

 4 펀치모듈:재녹음 
구간과 방식의 설정

 5 퍼포먼스모듈:컴퓨터 
성능/수행 상태 표시

[컨트롤바의 초급 모듈들]

 6 믹스리콜모듈: 믹싱 
(트랙/버스/오토매이션/
이펙터) 상태를 
저장하거나 재호출

선택모듈:현재위치를 

선택구간의 처음 이나 

끝 으로 지정한다

 7 스크린셋모듈: 
화면 배치 상태를 
저장,호출(저장방법
:다른 번호를클릭)

마커모듈:앞뒤 마커로 이동 

하거나 , 새로운 

마커를 삽입한다 . 목록을 
선택할 수도 있다

ACT모듈:외부 
미디컨트롤러
설정(nnn페이지)

이벤트인스펙터모듈:
클립/미디데이터의 
정보를 보여준다. 
조정도 가능.

 8 믹스모듈:트랙 
/버스의 주상태와 
작동모드를 설정

 9 싱크모듈:연주/ 
녹음진행의 기준 
시간을 설정

사용자모듈:버튼을 
우클릭하여 원하는 
메뉴/명령을 할당

[컨트롤바의 고급 모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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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Lens:화면배치,메뉴항목, 
뷰의 상태를 저장/호출

케이크워크의 메뉴바를
작게 줄인다

 10 컨트롤바
/모듈의 설정을
위한 팝업메뉴

                     [컨트롤/모듈 팝업메뉴와 Lens 기능]

이 밖에도 모듈 위를 우클릭하면 

컨트롤바/모듈의 설정을 위한 팝업 

메뉴가 나타나며 케이크워크의 맨 

우측 상단에는 전체 화면과 메뉴 

상태를 선별, 정리해주는 Lens 모

듈이 있습니다. 

1 툴모듈

트랙뷰를 비롯한 여러가지 뷰와 창(뷰 안의 작은 공간들)에서의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마

우스 도구를 선택하는 곳입니다. 참고로 각 툴의 단축키는 마우스를 갖다대면 표시되고, 클립창

/피아노롤뷰 위에 마우스가 있을 때 ‘7 T’를 누르면 툴모듈이 펼쳐집니다.

➊ 스마트툴 

이 툴은 혼자서 거의 모든 작업이 가능하게 고안되었기에 다른 툴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됩

니다.  

클릭/드래그로 클립과 노트를 선택하거나 옮길 수 있고, ‘우클릭-드래그’로 올가미를 씌워 선택

할 수 있습니다. 클립을 우클릭하면 메뉴가 나오고, 노트를 우클릭하면 삭제됩니다. 

또, Ctrl이나 Shift키를 누른 채 클립과 노트를 클릭하면 추가선택이나 선택제외가 되고, ‘Alt-

클릭’을 하면 2개로 분리가 되며, 클립 속의 일정 구간을 ‘Alt-드래그’하면 새로운 클립으로 독

립 분리됩니다.

또, 오디오클립의 머리나 꼬리를 ‘Ctr-Shift-드래그’하면 비율적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Alt-Shift-드래그’하면 잘라 옮기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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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 상단을 드래그하여 옮길 수 
있고, Ctrl-드래그로 복사하거나 

Alt-클릭으로 자를 수 있다

클립 꼬리를 Ctrl-Shift 
-드래그하여 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빈 공간을 드래그나 
Alt-클릭하여 노트를 
입력할 수 있다

노트 위를 Alt-클릭하여
 자를 수 있다

‘우클릭-드래그’하여 노트들을 올가미로 
선택할 수 있고, Ctrl-드래그(or클릭)하여  
추가 선택할 수 있다

클릭 중앙을 드래그하여 일부분을 
선택할 수 있다. Alt-드래그 하면 
독립 분리된다.

[스마트툴의 여러 기능들]

➋ 선택툴 , 이동툴 

선택툴은 클릭,드래그, Ctrl(Shift)-클릭, Ctrl(Shift)-우클릭드래그 등으로 대상을 선택할 수 있

으나, 이동이나 복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동툴은 대상을 클릭 또는 Ctrl(Shift)-클릭하여 선택한 후, 다른 위치로 드래그하여 옮길 수 

있습니다. 

이 두 도구는 사실 해당 작업을 오랫동안 많이 해야할 때 쓰일 뿐, 대부분 스마트툴이 더 편합

니다. 

➌ 편집툴, 시간툴, 캄핑툴, 가위툴 

이 4개 툴은 클릭하거나 단축키 F8을 누를 때마다 전환됩니다. 편집툴 은 클립의 앞뒤를 줄

이거나 늘릴 때 사용하고, 시간툴 은 클립길이를 비율적으로 늘리거나 줄이며, 가위툴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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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을 자르거나 클립의 내부 구간을 드래그하여 독립클립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캄핑툴 은 오디오트랙 밑에 딸린 테이크 래인(여러벌의 녹음을 받는 서브 트랙)에서 

사용하는 툴로서 다음 그림과 같이 크로스페이드되는 독립클립을 만들거나 경계선을 함께 이동

시킬 때 사용합니다. 

두 테이크 클립의 
경계점을 함께 
이동시킬 수 있다

클립 위를 드래그하여 독립 클립을 만들되, 
경계점이 크로스 페이드 처리된다

테이크 래인 열기

       [캄핑툴의 기능]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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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pt5. 클립과 오토매이션

미디편집은 대부분 피아노롤 뷰에서 이루어지며 클립 창에서는 곡 전체의 재구성을 위한 클립

의 복사/붙이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오디오 편집은 대부분의 모든 작업이 클립창에서 완성

됩니다. 

1 클립창 화면 관리

곡템포/마디선에 
오디오클립을 
맞추거나 이펙터 
삽입(nnn페이지)

오토매이션
서브트랙 보기

오토매이션
곡선 선택

선택된 클립의 
속성보기
(nnn페이지)

‘Display-Vertical 
Grid Lines’으로
시간 격자 표시

‘Clip Automation’으로
클립 위에 레벨선 표시 트랙 전체 이펙터

미디 데이터 편집
윈도우 선택

수직/수평확대
:Ctrl-방향키

[클립창 화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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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아래 드래그: 클립확대
더블클릭: 초기화

또, 다음 그림과 같이 레벨 게이지를 위아래로 드래그하

여 클립의 내용을 확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유의

할 점은 겉보기만 확대될 뿐 실제 소리가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클립 레벨 확대하기]

2 클립의 기본 편집법
가장 많이 쓰이는 클립 편집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외에도 클립 속성을 변화시키려면 속성 

인스펙터(nnn 페이지)를 사용하고, 트랙창의 Clips탭(nnn 페이지)으로 바운싱/템포수정/스테레

오-모노전환/그룹짓기 등이 가능한데 뒷 절에서 공부할 클립 팝업메뉴와 중복된 것들의 많습니

다. 

‘우클릭-드래그’로 여러 
클립을 선택할 수 있다

‘Auto Crossfade’로 
곁친 두 클립을 자동 
크로스 페이드 시킨다

페이드곡선을
우클릭하여 곡선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클립창에서 편집할 
대상을 선택한다.
삽입된 이펙터의 

조절기도 나타난다

길이 줄이기 이후
감추어진 데이터가 

있음을 표시

●드래그: 꼬리 줄이기
Ctrl-Shift-드래그: 비율적 늘리기
(Stretching), Alt-Shift-드래그: 
사용할 부분의 위치이동(Slide)

상단 모서리를 
드래그하여 

페이드아웃 시킨다

‘Alt-클릭’으로 
자를 수 있다

[클립 편집의 기본 (스마트툴 일때)]

‘우클릭-드래그’로 올가미 씌워 선택한 클립들 중 하나를 드래그하여 옮길 수 있고, ‘Ctrl-드래

그’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동작들은 ‘Edit메뉴àCopy/Paste명령’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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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된 클립들의 상단부를 ‘드래그’ 또는 ‘Ctr-드래그’로 옮기거나 복사할 수 있다]

클립의 내부 볼륨인 게인(Gain)을 조절하려면 원래는 편집필터에서 ‘Clip Automation’을 선택

해야 하지만 다음 그림과 같이 ‘Ctrl-드래그’로 즉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클립 내부를 ‘Ctrl-드래그’하면 
클립 게인 곡선이 나타나서 바로 
조절할 수 있다.

[클립 게인(내부볼륨) 조절하기]

▶ 늘리기 (꼬리,스트레칭,슬라이드)

드래그                              Ctrl-Shift-드래그                    Alt-Shift-드래그

[꼬리 늘리기: 가려진 부분을        [스트레칭: 비율적으로 늘린다]      [슬라이드: 보여진 부분을 

드러낸다]                                                             옆으로 이동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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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클립 팝업메뉴
클립 위를 우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팝업 메뉴가 열립니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것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이미 앞서서 공부한 것들은 참조 페이지로 설명을 대신하였습니다. 

연결상태 해제(연결클립이 없으면 
사용불가).선택된 클립들끼리 새로운 
그룹(New)만들것인지 모두 독립시킬 
것인지(Independent) 선택가능

복사,붙이기,자르기

클립을 편집할 윈도우 열기

클립의 위치/길이 
고정(nnn페이지)

클립 뮤트/해제
❶테이크 트랙에 여러벌 녹음된 
것 중 해당 클립을 채택

구간 이펙터 넣기
(nnn페이지)

템포가 동기되는 그루브 
클립으로 만든다(nnn페이지)

클립 이펙터 넣기
(nnn페이지)

클립을 이펙터로 처리하기
(nnn페이지)

클립 이펙터창 열기
클립 이름 변경

 커서위치를 기준으로 
클립 나누기 오디오스냅 공유기준선(Pool)에 

따라 여러개로 자르기(nnn페이지)

오디오스냅 공유기준선에 
따라 퀀타이즈(nnn페이지) 숨겨진 클립 내용을 완전 삭제

(nnn페이지)
바운싱 처리(nnn페이지)

클립을 모노로 변환

스탭시퀀서와의 연결을 끊고
일반 미디클립으로 만든다

(nnn페이지)

미디클립을 스탭시퀀서 
클립으로 만든다(nnn페이지)

선택된 클립(들)을 그룹으로 
묶거나 그룹 해제(복사/이동이 
함께 이루어짐)

현재 선택된 1개 클립과 
연결된 모든 클립을 

선택대상으로 만든다 
(연결클립이 없으면 사용불가)

현재위치를 스냅 옵셋(어긋난 
위치선)으로 정한다(nnn페이지 
참조)

루프샘플의 원래 템포로 
되돌린다(nnn 페이지)

오디오파일이나 미디파일을 
불러들여 현재 트랙에 삽입한다

클립의 디스크 저장 정보

                               [클립 팝업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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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토매이션
오토매이션(Automation)이란 ‘연주의 흐름과 함께 어떤 음악요소를 변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데 시퀀서에는 그 변화를 곡선 그래프로 기록합니다. 때로는 그 곡선 자체를 오토매이션(또는 

엔벨로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조절할 수 있는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미디트랙의 

경우에는 오토매이션보다는 피아노롤의 컨트롤창의 활용이 더 많습니다.

트랙 조절기

미디트랙 볼륨, 팬, 뮤트, 미디컨트롤 데이터, 아르페지에이터

오디오/악기/버스트랙 볼륨, 팬, 뮤트, ProChannel(인스펙터의 기본) 이펙터, 플러그인 이펙터/가
상악기의 조절기들, FX Send 레벨/팬

[오토매이션의 조절 대상들]

❶ 오토매이션 만들기

케이크워크에서는 다음의 3가지 방법으로 오토매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외부 컨트롤

러에 의한 오토매이션 기록법은 nnn페이지, 클립의 게인 곡선은 nnn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 [이하 400여페이지 생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