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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pt1. 미디 장비

설레이는 컵퓨터 음악으로의 여행. 과연 어떤 장비를 준비해야 할까 궁금하시지요? 그것은 여러

분이 원하는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대략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즉, ‘기본 컴

퓨터에서 마우스로 음표를 입력한다’와 ‘음질좋은 오디오인터페이스와 건반(Keyboard)을 사용하

여 입력한다’와 ‘보컬 녹음을 위해 마이크와 모니터 스피커까지 갖춘다’로 나눠집니다.

1 기본 컴퓨터 + 마우스
아무 것도 새로 장만할 필요없이 집에 있는 컴퓨터와 소형 스피커(또는 이어폰)로 시작할 수 있

습니다. 음표는 마우스로 찍어서 입력하면 됩니다. 물론 미디 작곡 프로그램도 있어야 겠지요. 

그리고 시퀀서에 내장되어 있는 가상악기만 사용한다면 충분히 미디 음악에 입문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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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와 마우스에 의한 미디 시스템]

미디 작곡 프로그램은 보통 시퀀서(Sequencer)라고 불리는데 여러분들이 음표를 입력한 다음에 

‘연주’ 버튼을 클릭하면 그것들을 시간에 맞추어 연속적(Sequence)으로 가상악기(또는 신디사이

저)를 향해 내보내 주기 때문입니다. 

시퀀서는 전세계적으로 큐베이스(Cubase), 로직 프로(Logic Pro), 프로툴(Pro Tools), 스튜디오

원(Studio One), FL Studio, 소나(Sonar)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큐베이스가 가

장 널리 쓰이고 있지만 사실 각 시퀀서들의 기본 미디+오디오 기능에는 커다란 차이가 없기에 

프로 뮤지션들은 자신의 손에 익숙한 것을 선택합니다.

작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면 그 다음에는 악기가 필요하겠지요? 과거에는 컴퓨터에 외장 신디사

이저를 연결하는 것이 미디음악의 기본이었지만 지금은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져 컴퓨터 안에 설

치하는 가상악기(VSTi/AU)가 주류가 되었습니다.

VST라는 것은 컴퓨터 상에서 음악프로그램이 작동되도록 하는 ‘기술’을 말하는데 스테인버그

(Steinberg)라는 독일회사에서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에 의해 작동하도록 개발된 소프트

웨어 신디사이저를 VSTi라고 합니다(이와 달리 맥에서는 AU 방식). 따라서 어떤 한 악기의 이

름이 아니고 ‘종류’를 말하는 것이며 세계 여러 회사에서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 팔고 있습니

다. 

그러나 초보자에게는 다행히도 Cubase나 로직프로X 같은 시퀀서를 설치하면 몇가지 가상악기

들이 함께 설치되므로 이것으로 공부를 시작하면 됩니다. 보다 전문화된 고급 악기들에 관해서

는 이 책의 중반 이후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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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디오인터페이스 + 마스터건반
보통 PC/Mac의 내장 오디오 칩은 음질이 좀 뒤떨어지며 마우스에 의한 음표 입력은 속도가 느

리고 연주 감성을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좀더 좋은 음질과 건반에 의한 연주 입력을 원

한다면 다음 그림처럼 외장 오디오인터페이스와 미디 마스터 건반을 구입해야 합니다.

          

                                     [오디오인터페이스 + 마스터건반]

오르간이나 신디사이저처럼 건반을 누르면 스스로 소리를 내는 악기들과는 달리 마스터건반

(Master Keyboard)은 오직 건반만 있는 것을 말합니다. 스스로 소리를 내는 장치가 없고 오직 

미디프로그램 안에다 음표만 찍히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마스터건반의 가격과 품질은 건반의 개수가 몇개인가, 건반의 무게감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건반의 개수는 49개, 61개, 76개, 88개(진짜 피아노와 동일) 등의 종류가 있는데 건

반을 누를 때 무게가 무거운 것(Weighted Touch)이 가벼운 것(Soft Touch)보다 더 비쌉니다. 

시퀀서에서 녹음버튼을 누르고 나서 건반을 연주하면 악보가 저절로 그려집니다. 연주가 훌륭했

다면 그대로 사용해도 되지만 약간의 실수나 모자란 부분이 있을 때에는 마우스로 조금 수정하

면 됩니다.

이와 비교하여 건반은 눌렀을 때 악기 소리가 나는 것을 신디사이저(Synthesizer)라고 하는데 

이 역시 마스터건반의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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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udio사의 88건반]

오디오 인터페이스(Audio Interface)는 과거에는 사운드 카드(Sound Card)나 오디오 카드 라

고 불리기도 했으며 컴퓨터 안에 장착하는 내장형이 많았었지만 지금은 USB로 연결하는 외장형

이 대부분입니다. 재생 음질의 수준이나 마이크 녹음 품질의 수준, In/Out의 개수, 처리 속도 

등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지만 거의 대부분이 컴퓨터의 기본 오디오칩보다는 좋은 음질을 들

려줍니다. 컴퓨터 안에 비디오 처리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PC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전문 

비디오카드를 따로 구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좋은 음질을 원하는 경우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초보자라면 대략 10~30만원 사이의 제품이 무난할 것 같습니다.

           

                        [PreSonus사의 AudioBox iOne와 Steinberg사의 UR22 Mk2]

● 오디오인터페이스에 관한 흥미로운 두가지 사실:

① 컴퓨터 내장 오디오칩과 저렴한 외장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만든 음악의 품질은 비싼 제품들

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완성된 음악을 Wav나 Mp3로 내보낼 때는 오디오 케이블로 녹음

하는 것이 아닌 시퀀서 안에서 Export(영상의 랜더링 아웃과 비슷) 명령으로 인코딩 아웃

(Encoding Out)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가형과 고가형의 차이는 주로 스피커로 듣는 음

질과 마이크로 녹음할 때의 음질, 많은 가상악기를 연주시킬 때의 속도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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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품을 고를 때는 반드시 ASIO(PC용)나 Core Audio(Mac용) 드라이버를 지원하는 것으로 

선택합니다. ASIO/Core Audio는 전문 음악 작업을 위한 오디오신호 처리기술로서 속도가 

빠릅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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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pt4. 악보의 연주적 해석

보통 미디 시퀀서에 내장된 악보 윈도우에는 다음과 같은 섬세한 악상 기호를 지원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악보 윈도우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타카토와 악센트, 트릴과 트레몰로, 글리산도와 아르페지오, 도돌이표와 달세뇨,

크레센도와 데크레센도, 피아노와 포르테(p,f), 페르마타, 붙임줄과 이음줄,...

      

그 이유는 시퀀싱 작업은 악보를 그대로 옮기는 작업이 아니라 연주자가 하는 것처럼 음악적으

로 해석하고 그 안에 감성적인 느낌을 담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즉, 단순하게 악보기호가 의

미하는 바를 하나씩 입력해 표현하되 연주자들처럼 다양하고 섬세한 연주를 표현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한 개의 스타카토 기호도 연주자에 따라서는 굉장히 많은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미

디 시퀀서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악보기호를 지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

다.

피날레나 시벨리우스 같은 사보 프로그램들은 이와 반대로 다양한 악상기호를 지원하지만 시퀀

서와 같은 섬세한 연주 표현의 기능은 떨어집니다. 

이제부터 다음의 예제악보를 통해서 각 기호들에 대한 시퀀서에서의 표현 방법들을 공부해 보겠

습니다. 실습할 악기음색은 피아노나 클라리넷 정도로 하면 적당하겠고 피아노롤뷰/키에디터만

을 사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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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1 슬러
관악기나 현악기처럼 롱톤 악기에서 효과적인데 시퀀서의 스냅버튼을 끈 후 연주자들이 하듯이 

각 음들을 서로 조금씩 연결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이 책의 중반 이후에 공부하게 될 여러 가상

악기들(특히, 스트링)에서는 레가토(Legato) 기능을 통해서 자동으로 연결 연주됩니다.

[슬러는 음길이를 곁치게 입력하거나 가상악기의 레가토 기능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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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타카토
기본적으로는 음길이를 50~70% 정도로 줄이면 됩니다만 우리가 듣는 실제의 스타카토 연주들

은 대개 좀더 날카롭고 타악기 같은 울림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잠시 스타카토 악기음색으로 전

환/연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카토는 음길이를 짧게 줄여 입력하거나 해당 악기샘플을 연주한다]

3 아르페지오, 피아니시모
아르페지오는 음들을 아래에서 위로 순차적으로 밀리게 하면 됩니다. 피아니시모는 컨트롤창을 

열고서 벌라서티를 낮게 그립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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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pt5. 뉴에이지 with 피아노

[영화 ;‘Piano’]

피아노는 17세기 이탈리아의 하프시코드 제작자였

던 ‘바르톨로메오 크리스토포리(Bartolomeo Crist 

-ofori)’가 개발했다고 전해집니다. 줄을 뜯어 연주

하던 하프시코드는 강약의 조절을 못했지만 해머로 

줄을 때리는 피아노는 이것이 가능했기에 처음의 

이름 조차도 ‘피아노 에 포르테(Piano e Forte)’ 

즉, ‘여린 그리고 강한’이었습니다. 개발 초기에는 

바하와 같은 대가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그 

섬세한 표현력과 지속된 발전으로 현재는 클래식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음악장르에 있어서 여왕같

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피아노는 미디 가상악기에 있어서도 음질의 실제감

이 가장 일찍 완성된 것 중 하나인데 스테인웨이, 

야마하 C7 등 여러 모델들을 샘플링한 제품들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피아노 연주를 완성시키기 위한 요소는 강세(벨로서티) 변화와 템포 변화(루바토), 페달링입니다. 

이 세 가지의 변화가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음악 3요소인 선율, 리듬, 화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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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페달링
피아노에는 건반을 누른 후 떼어도 계속 소리가 나게 해

주는 서스테인 페달이 있습니다. 음이 톡톡 끊긴다는 피

아노의 단점을 극복해 준 장치이며 또한, 풍부한 울림을 

만들어 줍니다. 미디 음악에서는 컨트롤 64번이 이 효과

를 표현해주는데, 0값은 페달을 뗀 효과이고, 127값은 페

달을 밟은 효과가 됩니다. 60이나 100 같은 중간값은 아

무런 효과도 나타내지 않지만 일부 고급 신디사이저는 중

간값에 대해서도 그 양만큼 울린다고 합니다. 

시퀀서에서 페달 컨트롤을 입력하려면 다음과 같이 해줍

니다.

0=Pedal Off 0=Pedal On

[컨트롤 64번은 마우스로 그리거나 

혹은 미디건반의 페달 스위치를 사용해 

녹음해 넣을 수도 있습니다]

① 화음 기준

화음이 바뀔 때마다 페달을 떼었다 다시 밟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갱신 위치가 다음 화음의 

첫음이 연주된 직후라는 것입니다. 그 전(앞마디의 끝)에 떼고 밟으면 울림이 끊기는, 듣기 싫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Chpt5. 뉴에이지 with 피아노

- 15 -

화음이 바뀐 직후에 떼고 밟는다

한 마디 안에서도 화음이

바뀌면 페달을 갱신한다

[화음기준의 페달링]

② 리듬 기준

리듬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페달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냥 건반의 누름과 떼는 것으로 리듬

을 만드는 것과 달리 페달로 리듬을 만들면 ‘울림과 적막함의 대비’에 의해서 리듬이 보다 강해

집니다. ♣ Sq1-001.wav

울림            끊김

[리듬기준의 페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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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선율 기준

페달링으로 음의 연결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음들을 이어서 연주하는 방법과 비교할 때 풍부

한 울림이 생긴다는 점이 다릅니다.

음이 연결되는 부분

[선율기준의 페달링]

2 벨로서티

① 선율 기준

선율의 특징에 따라서 벨로서티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자면 음정이 올라갈 때 벨로서티를 

함께 상승시키거나 혹은 그 반대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선율이 명랑할 때 벨로서티

를 높게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와 반대로 똑같이 명랑한 분위기인데도 작은 벌의 움직임

을 표현할 때는 여리고 가볍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율이 담고 있는 정서적 특징에 걸

맞게 연주자들은 저마다 다양하게 해석, 표현해 냅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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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상악기 - Alicia's Keys

이 가상악기는 미국 R&B 싱어송라이터인 앨리샤 키스가 즐겨 사용한다는 ‘Yamaha C3 Neo’ 

피아노를 모델링한 것으로서 벨로서티 레이어가 서스테인 페달을 밟았을 때와 떼었을 때를 구분

하여 10여 단계로 녹음되었다고 합니다. 그외 페달이나 건반의 잡음과 미세하게 발생하는 하모

닉스 등도 시뮬레이션하고, EQ와 공간 Effect 등도 지원합니다. 음색 특징은 대체로 맑고 깨끗 

명료하여 팝과 뉴에이지에 적합해 보입니다.

발성법이 복잡한 바이올린이나 관악기 등과 달리 어쿠스틱 피아노는 비교적 주법이 간단한 악기 

중 하나입니다. 건반 On/Off 터치와 페달링 기법 정도가 주요 기술인 만큼 피아노 가상악기를 

다룰 때에도 여러분이 직접 복잡한 옵션들을 조절하여 음색/음향을 만들기보다는 다음과 같이 

개발진들이 마련해준 사운드 프리셋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사용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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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cia's Keys의 사운드 프리셋]

위의 사운드 프리셋 중 하나를 선택 한 후 다음의 옵션들을 살짝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

다. 

[Settings메뉴의 ROOM탭]

▼

� ROOM탭의 옵션들: 공간 속에서의 울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결과를 쉽게 느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두 가지 방식의 리버브(Reverb, 소리의 울림)를 제공하는데 Digital Ambience

는 기계적인 연산방식의 공간 연출이고, Convolution Reverb는 실제 공간에서 직접 녹음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울림을 재현하는 것으로서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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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AMOUNT(울림의 양), SIZE(공간의 크기)라는 세부옵션을 갖고 있습니다. 

[KEY탭]

▼

� Veloicity Curve: 연주자의 터치 습관이나 장르에 맞도록 벨로서티에 대한 음량과 음빛깔의 

변화 비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보통 조용한 음악을 위해서라면 U자 모양을 선택하는데 이때 

왠만큼 세게 친 경우가 아니라면 늘 조용한 음량이 나오게 됩니다. 이와달리 경쾌한 음악을 

위해서라면 그 반대로 위를 볼록(⁀)하게 선택하면 됩니다. 

� Finger Attack(=Latency): 이 값을 늘리면(오른쪽으로 돌리기) 녹음된 피아노 샘플(wav)의 

전부를 재생하게 되므로 손가락의 부딫힘 소리와 같은 노이즈도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줄

이면 샘플의 앞부분이 생략/재생되므로 마치 건반 치는 속도가 빠른 것처럼 날렵한 연주가 

됩니다. 

� Key Release: 건반을 뗀 후에 들리는 미세한 잔향시간입니다. 

� Self Masking/Repetition: 동일한 음정을 반복 연주할 때, 첫음을 살짝 볼륨다운(Fade Out)

시키는 옵션입니다. 두번째 음을 첫 음보다 세게 칠 때 나타나는 효과로서 두 음의 볼륨이 

합산/상승하는 현상을 방지해줍니다. 

� Fadeout Time: 첫음이 소멸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 바로 아래 옵션(드롭다운메뉴)은 

‘어떤 경우에 소멸시킬 것인가’하는 방식에 관한 옵션으로서 Aggressive는 두번째 음보다 낮

은 벨로서티라면 모두 소멸시키는 방식이고, Repetition friendly는 첫음의 벨로서티가 두번

째 음보다 10 아래이고 동시에 연주 후 500 ms가 경과했을 경우 소멸시키는 방식이며, Kill 

only old notes는 첫음의 벨로서티가 두번째 음보다 40 아래이고 동시에 연주 후 800 ms

가 경과했을 경우 소멸시키는 방식입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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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습 for Alicia’s Keys
피아노 뉴에이지는 평안, 휴식, 사색을 전하는 것이 보통인데 때로는 경쾌함과 즐거움을 전하는 

기능적인 음악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용되는 피아노 음색과 음악 형식은 아시아와 유럽, 미국 

등이 서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대체로 아시안 뉴에이지는 맑고 영롱한 피아노로 선율 라인

을 강조하고, 북유럽과 캐나다 등에서는 부드럽고 따스한 피아노로 선율과 더불어 화성 색감을 

중시하며, 미국은 밝고 명료한 피아노로 선율과 더불어 매혹적인 리듬과 재즈적인 화음을 혼합

하곤 합니다.

다음곡은 아시안+캐나디언 스타일의 예제로서 Alicia's Keys로 연주한 결과 상당히 청아한 느낌

을 줍니다. ♣ Sq1-009(NI-Alicia’s-Keys).w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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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왼손의 시퀀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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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오른손의 시퀀싱 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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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pt6. 팝 with 어쿠스틱기타

어쿠스틱 기타(Acoustic Guitar)는 과거에는 통기타라고도 불리웠는데 6개의 쇠줄을 퉁겨 경쾌

하고 밝은 소리를 냅니다. 이와 비교하여 클래식 기타(Classical Guitar)는 나일론 줄에 의해 소

리가 나며 차분하고 부드러운 소리는 내고 줄 간격도 더 넓어서 단음 연주에 유리합니다. 보통 

대중음악에서는 어쿠스틱 기타가 널리 쓰이지만 보사노바나 소프트 팝과 발라드 등에서는 나일

론 기타도 많이 쓰입니다. 

        [어쿠스틱 기타, 나일론 기타]

기타의 악보표기에는 일반 오선보와 함께 태브(TAB) 악보를 첨부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음표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손가락을 짚는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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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 악보의 예]

이 장에서는 기타 시퀀싱을 공부하기 위한 가상악기로서 MusicLab사의 RealGuitar(어쿠스틱)와 

AmpleSound사의 어쿠스틱 시리즈를 사용할 것인데 전자는 사용법이 쉽고, 후자는 사용법이 어

려운 대신 고급스러운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이하 RealGuitar를 설명한 절의 제목은 ‘RG-’로 

시작하고 AmpleGuitar를 설명한 절은 ‘AR-’로 시작합니다. 

8 RealGuitar-아르페지오
기타의 아르페지오에 대한 시퀀싱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바

로 페달 컨트롤(CC=64)을 입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악보는 기타의 6번 줄에서부터 고음의 1번 줄까지 자례대로 연주하도록 지시하고 있는데 

비록 8분음표로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의 기타에서는 줄의 울림이 지속됩니다. 따라서 시퀀서에

서는 8분음표로 입력하되 다음의 그림과 같이 각 마디(코드가 바뀌는 위치)의 첫음 뒤에 컨트롤 

64번(페달링 효과)을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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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al 
On

Pedal 
Off

[기타 아르페지오에 대한 페달 처리

그리고 각 마디의 첫박에 위치한 베이스 음들은 다른 음들보다 벨로서티 값을 살짝 올려주는 것

이 일반적입니다.

2 RG-스트러밍 (Strumming)
스트러밍은 기타의 줄들이 동시에 울리도록 위아래로 빠르게 긁어서 소리내는 주법으로서 우리

나라에서는 스트로크(Strock)라고도 불립니다. 보통 1번줄에서 6번줄을 향하여 위로 올리는 것

을 업 스트러밍(∨표시)라하고, 아래로 내리는 것을 다운 스트러밍(  표시)이라하는데 이 두 주

법을 조합하거나 악센트에 변화를 주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리듬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래의 

가상악기들은 이 주법을 위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의 예를 시퀀싱해 보겠습니다. 

[스트러밍 연주의 예]

시퀀싱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악보 그대로 입력한 후 강세변화를 주는 직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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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과 가상악기에 내장된 스트러밍 툴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① 직관적인 리듬 캄핑

여러분이 코드 네임이 아닌 음표 화성에 강하다면 이 방법이 편할 것입니다. MusicLab사의 

Real Guitar라는 가상악기에서 Chords 모드를 선택한 후, 블럭 화음으로 리듬을 연주하면 됩

니다. 이때 다운 스트러밍과 업 스트러밍에 대한 구분은 별 의미가 없고 그보다는 강세의 변화

가 중요합니다. 한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면 시퀀서에서 입력할 때는 음길이를 모두 채워야 하

고, 마스터 건반으로 연주할 때는 서스테인 페달을 사용해야 합니다. 

[RealGuitar에서 Chords 탭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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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음 구성음들을 입력(연주)하고 벨로서티로 강세변화를 표현한다 

♣ Sq1-012(기타스트러밍).wav]

그리고 음길이를 끊거나 페달 Off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뮤트 스트러밍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

다. 

[뮤트 스트러밍의 표현: 음길이를 끊거나 서스테인 페달을 뗀다 

♣ Sq1-013(기타스트러밍-뮤트).wav]

참고로 만일 RealGuitar의 Velocity FX 옵션을 ‘Slow Strum on higher velo’로 선택한 후 

그 값을 120으로 정해두면 다음 그림과 같이 벨로서티가 120을 넘는 노트들은 느리게 진입하는 

스트러밍으로 연주됩니다.



- 28 -

[느린 스트러밍의 표현: Slow Strum on higher velo 옵션을 사용한다

♣ Sq1-014(기타스트러밍-슬로우).wav]

② 키 스위치의 활용

RelaGuitar의 자동 스트러밍 기능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의 그림과 같이 건반 중앙

의 Melody Zone에서 원하는 화음 구성음 전체(또는 Root음 하나 또는 Root+5Th음)를 누른 상

태에서 건반 검은색 부분의 Repeat Zone(=Key Switch Zone)에서 아무 건반이나 두 개 음정을 

번갈아 가면서 연주하면 다운 스트러밍과 업 스트러밍이 연주됩니다.

Melody Zone: 왼손으로 근음이나 화음을 
누른 채 가만히 있는다

Repeat Zone: 오른손으로 흰건반에 강세 

변화를 주어 여러번 눌러본다. 

리듬패턴이 연주된다. 주변의 다른 

건반을 누르면 다운과 업이 교차된다. 

검은 건반은 뮤트 스트러밍이다.

Repeat Zone

Repeat Zone은 왼쪽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오른손과 왼손의 역할을 서로 뒤바꿀 수도 있습니

다. 스트러밍을 시퀀서에서 표현해보면 다음과 같은데 Repeat Zone을 연주하는 음들의 벨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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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 값으로 강세 변화가 표현됩니다. 추가로 뮤트 스트러밍도 포함시켰는데 키 스위치가 아닌 음

길이를 끊는 방법으로 표현했습니다.

다운 스트러밍 스위치

업 스트러밍 스위치

Key Switch Zone

뮤트 스트러밍

[키 스위치에 의한 스트러밍의 시퀀싱 ♣ Sq1-015(기타스트러밍-키 스위치).wav]

3 RG-프레이즈 연주
다음 악보는 선율과 아르페지오, 스트러밍이 혼합된 짧은 프레이즈인데 더불어 슬라이드와 하모

닉스 주법을 넣어보았습니다. ♣ Sq1-016(기타스트러밍-프레이즈).wav

  [기타 프레이즈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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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악기의 모드와 주법 선택

우선 다음과 같이 Solo 모드를 선택한 후 ‘KEY SWITCH’를 클릭해 주법 박스를 열고서 

‘Harmonics/Legato/SlideUp/ModeToggle(하위옵션은 Chords)’을 선택합니다. 사용하고자 하

는 주법들을 사용가능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프레이즈 연주를 위한 준비]

② 시퀀서에서의 입력

제 1~5마디는 앞에서 배운 아르페지오와 동일하고, 제 6~7마디는 앞에서 배운 스트러밍과 동일

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제 1~5에서는 선율적인 매력을 위해서 레가토(Legat) 옵션을 켰고 해

머링&풀링 주법(제 1마디)과 슬라이드-업 주법(제 3마디)과 비브라토 주법(제 3마디)과 하모닉스 

주법(제 5마디)이 등장하고, 제 6~7마디에서는 스트러밍 연주을 위해 Chords 모드가 키 스위치

로 전환됩니다.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