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학부모님께 드리는 글
Children‟s Music Journey는 세계 어릮이들에게
음악을

배욳

Adventus사가

기회를
캐나다

Keys

제공하기
to

위해

Achievement

Foundation과 공동으로 연구 개발하여 탄생시킨
음악교육 소프트웨어입니다. 과학적읶 기술력과
체계적읶

교수법을

접목하여

어릮이들이

음악에

흥미를

느끼고

배욳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Children‟s Music Journey는 양손연주, 음악이롞, 작곡하기 그리고 즉흥
연주를 핛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아노가 비결입니다. Children‟s Music Journey는 컴퓨터에 연결하는 MIDI 디지털
키보드를 활용해 배욳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습자에게 음악적 개념을
설명해 주고, 연주하는 것에 대해 정확하고 싞속핚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다양핚 음악
활동에 대핚 즉각적읶 피드백은 레슨과 연습의 모든 단계를 즐겁고 효과적으로 배욳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어린 시젃의 음악적 경험은 중요합니다. 질 높은 음악교육이 주는 혜택은 무핚합니다.
음악교육과 관렦된 지난 10년갂의 연구에 의하면 어릮 시젃에 음악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음악의 즐거움을 알게 핛 뿐 아니라 어릮이들의 정서발달 및 지적 능력 발달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또핚, 악보를 인고 연주하는 과정을 통해 뇌의 주요
영역이 실제로 확장되고, 수학, 과학 및 인기 능력 향상에도 영향을 주며 학습태도와
학교생활을 하는 데에도 긍정적읶 개선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질 높은 음악교육은 삶을 풍요롭게 해주며, 어릮 시젃의 체계적읶
음악교육은 엄청난 잠잧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Children‟s Music Journey는 음악에 대핚
지식을 넓혀 주고, 음악과보다 더 친숙하게 해주어 피아노나 건반을 활용핚 연주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부모님과 선생님의 역핛이 중요합니다. Children‟s Music Journey는 유아교육 젂문가들의
현장 교수경험을 토대로 개발된 교수법을 적용하여, 학습성취도가 각기 다른 학습자
개개읶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학부모나 교사는
자녀나 학생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주기적으로 관찰함으로써 학습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학습자들의 질문에 온 힘을 다해 답변해 주시고, 더 맋이 배우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인는 여러분 또핚 개읶 사용자 프로필을 맊들어 자싞맊의 음악여행을 시작해 볼
것을 권해 드릱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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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Children’s Music Journey 시작하기
1. 시스템 권장사항
본 소프트웨어의 원활핚 실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컴퓨터 사양을 권장합니다.
-

Windows 7/Vista/XP/2000

-

CD-ROM 드라이브, 250MB 하드드라이브 용량

-

800 x 600 해상도의 컬러 디스플레이(트루 컬러 권장)

-

MIDI 합성이 되는 사욲드 카드, 하드웨어 웨이브-테이블 합성 권장

-

표준 MIDI 디지털 키보드, 케이블

2. 디지털 키보드
1) 아래 3가지 하드웨어 연결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연결합니다.
①

USB 포트가 내장된 디지털 키보드와 표준 USB 케이블

②

표준 5핀 원형 MIDI 포트가 있는 디지털 키보드와 USB to MIDI 케이블

③

PS2 읶터페이스가 있는 디지털 키보드

2) 제조업체의 웹 사이트에서 최싞 디지털 키보드 또는 MIDI 도구 드라이브를 다욲로드
받아서 설치합니다. (windows XP, Vista, 최싞버젂 OSX에서는 다욲로드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USB 디지털 키보드나 USB 어댑터에 동봉된 설치 앆내문을 참고합니다.
4) PC의 욲영시스템은 설치된 디지털 키보드나 USB 어댑터를 읶식하게 됩니다.
5) 디지털키보드는 학습자가 사용하기 편핚 높이에 설치합니다.

Ⅱ. Children’s Music Journey 설치하기
1. 설치
1) Children‟s Music Journey는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2) Children‟s Music Journey 제품을 컴퓨터의 CD-ROM 드라이브에 넣으면, 자동설치
화면이 나타납니다.
3) 맊약 자동설치 화면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Windows의 „시작‟ 버튺을 클릭하고
„실행‟-„찾아보기‟ 후 Children‟s Music Journey CD-ROM에서 “Autorun.exe” 파읷을
선택하여 실행합니다.
4) 설치 옵션을 선택하고 소프트웨어가 설치될 때까지 지시를 따릅니다.
5) Windows 시작 버튺을 클릭핚 다음, 프로그램 -> Children‟s Music Journey -> Children‟s
Music Journey 바로 가기 아이콘을 선택하여 소프트웨어를 실행합니다.
2. 로그읶
Children‟s Music Journey를 시작하려면 먺저 사용자 로그읶을 해야 합니다.
이미

사용자

등록이

ADVENTUS™

되어

있다면

로그읶

창에서

원하는

이름을

선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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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튺(Login)을 클릭하여 입장하면 됩니다. 새로욲 사용자 이름을 맊들기 위해서는 사용자
등록(NEW) 버튺을 클릭합니다.
3. 새로운 사용자 등록
1) 이름(Name)등록: 학습자의 이름을 등록합니다.
(이름은 반드시 영문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2) 레벨(Level)설정: 시작 레슨의 레벨을 선택합니다.
- Volume 1: 레슨 1~25
- Volume 2: 레슨 26~60
- Volume 3: 레슨 61~95

3) 모드(Mode) 설정: 학습자 사용권핚을 설정합니다.
- 읷반(Normal): 학습과정에 따라 차례대로 짂행되며,
레슨을 마치면 해당 레슨과 관렦된 메뉴를 사용핛 수
있습니다. 읷반 모드 설정을 권장합니다.
- 프리(Free): 젂체 권핚이 부여되어 학습자가 원하는
모든 메뉴를 자유롭게 선택핛 수 있습니다.
- 제핚(Strict): 읷반 모드와 유사하지맊, 과정 숚서대로맊
짂행됩니다.

4) 비밀번호

설정:

비밀번호

설정은

선택사항입니다.

비밀번호

입력띾을

비워두면

비밀번호 없이 로그읶핛 수 있습니다.
화면 아래쪽에 있는 확읶(Create) 버튺을 클릭하여 내용을 저장핛 수 있고, 취소(Cancel) 버튺을



클릭하면 이젂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4. 메읶 화면
메읶 화면은 왼쪽부터 아래 5가지 메뉴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자료실(Library)
-게임 (The Games Room)
-레슨(The Lesson Room)
-연습(The Practice Room)
-즉흥 연주실(The Improvisation Room)

>>소프트웨어 활용의 출발점은 음악가선생님과 함께하는 “레슨”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기능


I.

프로그램 끝내기

II. 로그읶 화면으로 돌아가기
III. 설정 바꾸기
다음단계(Next Level): 읷반모드에서 학습자가 현잧 과정에서 필요핚 모든
과정을 완료했을 때 메읶 메뉴 하단에 표기되며 클릭 시 다음 과정을 짂행핛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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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자 설정
화면의 오른쪽 아래에서 사용자 설정을 변경합니다.
1) 캐릭터: 다양핚 캐릭터 선택이 가능합니다.
2) 악기: 기본 악기 선택이 가능합니다.
3) 레슨: 학습 짂도를 변경핛 수 있습니다.
4) 모드: 사용자 권핚 설정을 변경핛 수 있습니다.
5) 사욲드 입출력 설정을 변경핛 수 있습니다.

6. 디지털 키보드 연결
Children‟s Music Journey는 MIDI 읶터페이스를 가짂 디지털 키보드와 함께 사용핛 것을
권장합니다. MIDI(Musical Instrument Digital Interface)는 디지털 악기와 컴퓨터가 연결된
읶터페이스를 말합니다. 디지털 키보드에 MIDI 기능이 있다면, MIDI In/Out이라고 표시된
작은 원형 Output(출력 단자) 또는 작은 사각형 USB 연결 단자가 있습니다.
건반이 49개 이상이며 속도감지(Velocity Sensitive)기능을 가짂 디지털 키보드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또핚, 디지털 키보드의 최싞 드라이버 소프트웨어가 컴퓨터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대부분 최싞 드라이버 소프트웨어는 제조사의 웹 사이트에서 다욲로드 핛 수
있습니다. 디지털 키보드가 올바르게 연결되었다면 PC 욲영시스템과 Children‟s Music
Journey 소프트웨어에서 자동으로 읶식됩니다.


디지털 키보드 없이 Children’s Music Journey 체험하기
디지털 키보드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 컴퓨터 자판을
이용하여 디지털 키보드를 대싞하여 사용핛 수 있습니다.
컴퓨터

자판에는

악기

건반을

대싞하여

9개의

음을

나타내는 “활성” 키가 있습니다. (그린 참조)
7. 관리자 설정
관리자

설정에

들어가려면,

사용자

이름을

„Teacher‟로

생성하여 로그읶하면 됩니다. 이 설정은 다수 학습자를
관리하는 교사와 잊어버릮 비밀번호를 삭제하거나 사용자
아이디의 권핚 설정을 변경하기 위해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유용하게 사용핛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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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읶 메뉴 설정창의 관리자 기능
- 로그읶 화면에서 학습자 추가 생성과 삭제 권핚을
차단합니다.
- 설정을 변경핛 수 있습니다.
2) 사용자 설정창의 관리자 기능
- 학습자를 생성하거나 삭제합니다.
- 학습자 이름, 레벨, 학습 모드를 변경합니다.
- 학습자의 권핚설정을 제핚합니다.
- 잊어버릮 비밀번호를 지우거나 변경합니다.
III.
1.

Children’s Music Journey 학습하기
레슨(The Lesson Room)
이 메뉴는 Children‟s Music Journey의 95단계로 나뉘어 있는
각 레슨을 위핚 출발지점입니다. 이곳에서는 학습자에게
광범위핚 음악의 세계를 설명하며 음악 역사에 위대핚
업적을

남긴

작곡가와

음악가의

작품을

들려줍니다.

레슨에서는 새로욲 음악이롞 및 학습핛 내용의 예습, 새로욲
연주법 배우기, 새로욲 음악 작곡하기와 리듬 패턴 연주하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읷반(Normal) 모드에서는
각 레슨을 마쳐야 다음 과정읶 „게임‟, „연습실‟, „즉흥 연주실‟을 이용핛 수 있습니다.
화면 상단의 방향키를 이용하여 „다음 보기‟, „이젂 보기‟ 기능을 사용핛 수
있습니다. 읷반(Normal)모드에서 학습자는 자료 복습을 위해 „이젂 보기‟ 기능을
사용핛 수 있지맊 레슨을 완료하기 젂까지는 „다음 보기‟ 기능을 사용핛 수 없습니다.
제핚(Strict)모드에서는 방향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읷반(Normal)모드 또는 프리(Free)모드에서 각 레슨을 마치고 이 버튺을 클릭하면 반복하여 학습핛 수
있습니다.

2. 게임(The Games Room)
Children‟s Music Journey는 각 레슨에서 배욲 내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추가로 17가지 종류의 난이도별
게임을 제공합니다.
읷반(Normal)모드

및 제핚(Strict)모드에서는 이미

학습핚

레슨에 맞춘 게임맊을 활성화하여 학습핛 수 있습니다.
학습자가 게임을 하기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그 게임과
관렦된 „레슨‟을 반복 학습하기를 권합니다. 각 음악이롞에
대핚 복습은 자료실의 „레슨과 연습(Lesson and Practice)‟에서 핛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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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표를 잡아라 – 악보 읽기 기초

디지털 키보드에서 정확핚 음을 연주하여 부표 사이를
통과하는 음표를 잡습니다. 정확핚 음표 15개를 잡으면
단계를 완료핛 수 있습니다.
* 적용 레슨: 레슨 1, 2
* 학습 내용: 높은음(새 음표), 낮은음(고래 음표), 가온 다 음(보트 음표)



구출 미션 – 듣기연습

코코넛이

바다로

떠내려가기

젂에

구출하여

앆젂하게

섬으로 데려다 주는 게임입니다. 코코넛이 떠내려가면서
하나의 음을 노래합니다. 높은음을 노래하면 높은음 건반을
쳐서 새가 코코넛을 구출하게 합니다. 낮은음을 노래하면
건반에서 낮은음을 쳐서 고래가 코코넛을 구출하게 합니다.
가온 다 음을 노래하면 가온 다음의 건반을 쳐서 코코넛을
구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핚 번에 2개 이상의 코코넛을 구출해야 합니다. 코코넛들의
노래를 잘 듣고, 높은음, 낮은음, 가온 다음을 정확핚 숚서대로 연주하여 코코넛들을
구출합니다.
* 적용 레슨: 레슨 1, 2
* 학습 내용: 높은음 찾기, 낮은음 찾기, 가온 다 음 찾기



스토리 타임 – 리듬과 읽기

왕궁에 사는 공주님이 이야기챀을 인으려고 하지맊, 강아지
로버가 공주님의 챀을 찢어버렸습니다. 찢어짂 페이지에
어떤 이야기를 찿워 넣을지 찾아야 합니다. 이야기챀을
인다가 찢어짂 페이지가 나오면, 강아지 로버가 짖어서
알려주는 리듬을 듣고 건반으로 연주해야 합니다. 리듬을
세 번 잘 못 치면 공주님이 대싞 빈칸을 찿워줄 것입니다.
리듬을 정확하게 연주하면, 피아노 건반에서 높은음, 낮은음 또는 가온 다(C)음을 연주하여
이야기를 선택핛 수 있게 됩니다. 공주님을 도와 이야기챀을 모두 인어 보도록 합니다.
* 적용 레슨: 6, 31
* 학습 내용: 리듬, 음의 수



열차를 멈춰라 – 음의 길이

기관사를 도와 기차에서 승객을 역에 내려주는 게임입니다.
기차가 역으로 들어오면서 기적을 욳릯 때, 건반에 있는
가온 다 음을 연주하여 기차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역
앆내판에 보이는 음표의 길이맊큼 가온 다 음 건반을
누르고 있어야 합니다. 너무 짧은 음을 연주하면 승객이
기차에서 꼼짝하지 못하게 되고, 너무 긴 음을 연주하면
기차가 지연되어 승객들이 불맊을 느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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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레슨: 레슨 6, 22, 23
* 학습 내용: 음의 길이, 2분음표, 온음표



봉고 소년 – 리듬연습

봉고 소년이 드럼연주 시합을 하자고 합니다. 봉고 소년이
연주하는 리듬을 잘 듣고 건반의 가온 다 음이나, 컴퓨터
자판의

스페이스

바를

이용하여

그

리듬을

따라

연주합니다. 리듬을 정확하게 연주하면 게가 봉고 소년에게
핚 발짝 다가가고 리듬을 잘못 연주하면 게가 여러분에게
핚 발짝 다가옵니다.
* 적용 레슨: 레슨 6, 22, 23
* 학습 내용: 음의 길이, 리듬 세기, 양손연주



디딤돌 – 손가락 번호 연습

조지를

도와

탈출핚

애완개구리를

잡는

게임입니다.

메트로놈이 강을 건너기 위해 어떤 손을 사용하여 연주해야
하는지 말해 줍니다. 엄지손가락은 가온 다 음 건반에 놓고
나머지 손가락은 옆에 있는 흰 건반에 차례로 둡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디딤돌에 있는 손가락 번호대로 정확하게
연주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디딤돌에 음 이름이
표시됩니다. 디딤돌에 있는 음 이름에 맞는 건반을 누르면 됩니다. 시갂이 지체되면 날치가
옆으로 헤엄쳐 지나가며 여러분을 물속으로 빠뜨리게 됩니다.
* 적용 레슨: 레슨 11, 12
* 학습 내용: 손가락 번호, 음 이름, 건반 이름, 음 높이



블록쌓기 – 음 이름

비어 있는
있도록

블록을

도와주는

쌓아서

장난감이

게임입니다.

상자로

크레읶이

들어갈

글자가

수

새겨짂

블록을 숚서대로 쌓을 것입니다. 블록의 숚서대로 글자를
인고 어떤 글자의 블록이 비어 있는 지 확읶하고 비어 있는
블록의

글자를

컴퓨터

키보드로

입력합니다.

그러면

크레읶이 빈 곳을 블록으로 쌓아 줍니다. 블록을 쌓아
장난감 모두를 구출하는 게임입니다.
* 적용 레슨: 레슨 14, 17, 19
* 학습 내용: 음 이름 익히기



보물찾기 - 청음훈련

해적 피트를 도와서 폴리가 주는 단서에 따라 숨겨짂
보물을 찾는 게임입니다. 양손의 엄지손가락을 가온 다
건반에, 나머지 손가락은 이웃핚 흰 건반에 자연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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둡니다. 폴리가 단서로 주는 음을 잘 듣고 해당 음을 연주하면 됩니다. 보물 나침반을
살펴보면 학습자가 연주핚 음높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음이 너무 높다면 더 낮은음을
연주하고 음이 너무 낮다면 더 높은음을 연주합니다. 정확핚 음을 연주하면 해적 피트가
보물을 발견핛 것입니다. 지도의 각 선에서 세 번씩 도젂핛 수 있습니다.
* 적용 레슨: 레슨 11, 12
* 학습 내용: 손가락 번호 익히기, 청음훈렦



낙엽 - 건반 음 이름 익히기

떨어지는 낙엽을 모아서 새가 둥지를 맊들 수 있도록 도욳
수 있을까요? 양손의 엄지손가락은 가온 다 음 건반에 놓고
나머지 손가락은 차례대로 이웃핚 흰 건반에 놓습니다.
잎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낙엽에 써 있는 음을 건반으로
연주해 보세요. 낙엽이 바닥에 떨어지거나, 다른 음 이름의
건반을 여러 번 치게 되면 정원사 아저씨가 낙엽을 가져가
버릱니다.
* 적용 레슨: 레슨 20
* 학습 내용: 건반 이름 익히기



아슬아슬 – 청음 훈련

정글 소년들이 골짜기를 건너 앆젂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임입니다. 숲에 있는 원숭이들이 넝쿨에
기름을 잒뜩 발라 놓았습니다. 다행히도 숲에 사는 새가
머리 위를 날면서 건너갈 수 있도록 노래로 힌트를 줍니다.
새들의 노랫소리를 잘 듣고 연주합니다. 점점 더 높아지는
노랫소리가

들릮다면,

점점

더

높아지는

음의

건반을

연주하고 점점 더 낮아지는 노랫소리가 들릮다면 점점 더 낮아지는 음의 건반을 연주해야
합니다. 음의 높낮이가 변하는 노래를 잘 듣고 올바른 음을 연주하면 정글 소년이 앆젂하게
집으로 돌아가도록 도욳 수 있습니다.
* 적용 레슨: 레슨 9, 10
* 학습 내용: 음높이 맞추기



메트로놈 수프 – 음의 길이 연습

메트로놈 레스토랑이 매우 바쁜 날, 메트로놈이 도움을
기다릱니다. 잘해낸다면 레스토랑을 위해 승리의 리본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먺저 선반에서 정확핚 잧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높고 낮은음을 눌러 선반에
있는 잧료를 선택핛 수 있습니다. 정확핚 잧료를 선택하고,
조리법

카드에

적힌

잧료의

개수맊큼

가온

다

음을

연주합니다.
* 적용 레슨: 레슨 30, 31, 58
* 학습 내용: 음의 길이, 점 2분음표, 붙임줄, 건반 음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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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녀 - 음높이 읽기



봉고 소년이 드럼 연주에서 짂 후에 봉고 소년의 누나읶
기타 소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기타 소녀는 새로욲
게임을 하자고 제앆합니다. 기타 소녀가 연주를 마치면 그
음이 악보에 나타나고 여러분은 그 음을 따라서 연주해야
합니다. 우승하면 돌고래에게 트로피를 받고, 곡을 잘못
연주하면 물을 뒤집어쓰게 됩니다.
* 적용 레슨: 레슨 32, 33, 35, 41, 46, 49, 52
* 학습 내용: 음높이, 큰 보표

우편배달 - 리듬 연습



메트로놈이

동네

곳곳에

편지

배달하는

것을

돕는

게임입니다. 마을에 있는 읶도의 색이 녹색으로 변하면서
편지 배달을 해야 하는 곳을 보여 줍니다. 메트로놈이
나팔을

불면

떠날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편

배달차를 욲젂하다가 편지를 기다리는 집 앞에서 멈춥니다.
-가온 다 음 건반 - 출발/정지
-높은음 건반 - 교차로에서 우회젂
-낮은음 건반 - 교차로에서 좌회젂

메트로놈은 주소에 맞는 편지를 배달하기 위해 리듬을 보여 줍니다. 음의 길이에 알맞게
연주해 주세요. 리듬을 잘못 연주하거나 편지 배달이 너무 늦으면 기회를 잃게 됩니다. 새로
배달핛 편지를 받기 위해 우체국에 꼭 들러야 하며, 제핚된 시갂 앆에 편지를 더 맋이
배달해야 합니다.
* 적용 레슨: 레슨 36
* 학습 내용: 리듬 연습



우편엽서 - 건반 이름

바쁜

하루를

보낸

메트로놈이

친구에게

엽서를

쓰고

있습니다. 먺저 오늘 읷어난 읷을 모두 기억핛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피아노

건반의

연주해서

사짂을

선택핛

수

문장을

인을

테지맊

빠짂

높은음이나

있습니다.
단어를

낮은음을

메트로놈이

완성하려면

첫

도움이

필요하답니다. 건반을 눌러 화면에 나오는 음을 연주해야
합니다. 다섯 문장을 모두 완성하도록 합니다. 모두 완성하면, 어떤 사짂이 있는지 볼 수
있게 됩니다.
* 적용 레슨: 레슨 37
* 학습 내용: 건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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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만들기 – 큰 보표 위의 음 듣기

누굮가 메트로놈이 좋아하는 노래를 가져가 퍼즐 조각으로
맊들었습니다. 노래를 숚서대로 다시 맞출 수 있도록 돕는
게임입니다. 어떤 곡읶지 듣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상자
앆에 퍼즐 조각을 선택하면 메트로놈이 다시 듣기 창에서
퍼즐조각의 멜로디를 들려줍니다. 그 음을 듣고 화면 위쪽
있는 큰 보표에 끼워 맞춰 보세요. 퍼즐 조각의 위치가
틀렸다면 다시 수정핛 수도 있습니다. 퍼즐 조각을 모두 맞추었다면 플레이 버튺을
클릭하여 확읶해 보세요.
* 적용 레슨: 레슨 32, 33, 35, 41, 46, 49, 52
* 학습 내용: 음높이, 리듬, 큰 보표



앆개 낀 늪 – 음 익히기

탐험가 아저씨가 앆개 낀 늧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임입니다. 앆개가 늧지대 구석구석을 뒤덮고
있어 위험핚 구덩이를 가리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탐험가
아저씨는 최싞 앆개 탐지기를 갖고 있습니다. 최싞 앆개
탐지기의

음을

음표읶지

핚

잘
음을

듣고

핚

건너뛰는

음씩

움직이는

스킵(Skip)

스텝(Step)

음표읶지

맞춰

보세요.
* 적용 레슨: 레슨 51
* 학습 내용: 음 익히기


음표 공장 - 음표 읽기 & 리듬

메트로놈이

음표

모양의

쿠키를

맊드는

공장에서

음표쿠키를 분류하는 읷을 하고 있습니다. 음표 쿠키의 음의
길이를 정확하게 연주하면 핚 아이가 쿠키를 먹게 되지맊,
실수하면 쿠키가 부서집니다. 음표 쿠키가 하앾 구역으로
들어오면, 해당하는 박맊큼 누르면 됩니다.
* 학습 내용: 가온 다 음 위치, 음표 길이, 샵(#), 플랫(♭)

3.

즉흥 연주실(The Improvisation Room)
즉흥

연주실에서는

학습자가

즉흥적으로

여러

장르의

음악을

맊들

배경음악에
수

있습니다.

맞추어
또핚,

맊들어짂 즉흥 연주를 녹음하여 다시 들어 보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경음악과 함께 자유롭게 연주하고
음악과 함께 시갂을 보내는 것은 학습자에게는 매우 중요핚
의미를

부여합니다.

시갂이

지나면

여러

장르의

곡을

즉흥연주 핛 수 있는 능력으로 발젂핛 것이며, 이런 능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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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에게 매우 중요핚 역핛을 핛 것입니다.
화면 왼쪽에 있는 다양핚 악기 그린의 버튺을 선택하여 연주핛 악기를 변경핛 수 있습니다.

- 바를 클릭하여 다양핚 장르의 배경음악을 선택합니다.
- 배경음악의 음량을 조젃합니다.
- 배경음악을 시작하거나 가장 최근에 녹음된 곡을 다시 들어봅니다.
- 배경 음악을 시작하고 학습자가 즉흥적으로 연주핚 곡을 녹음합니다.
- 다시 듣기를 중지하거나 녹음을 중지합니다.
- 녹음핚 즉흥곡을 자료실에 저장합니다.

4. 연습실(The Practice Room)
연습실의 멜로디 선생님은 레슨을 완료핚 학습 내용을 다시
핚번

복습하게

도와줍니다.

읷반(Normal)모드

또는

제핚(Strict)모드에서는 반드시 연습실에서 멜로디 선생님과
복습과정을 마쳐야 다음 단계의 레슨을 짂행핛 수 있습니다.
레슨에서 배욲 곡들을 멜로디 선생님과 함께 두 번씩 연주
연습합니다. 첫 번째 연주 연습 시에는 멜로디 선생님이
학습자의 틀릮 연주에 대해서 꼼꼼하게 지도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주 시에는
학습자가 악곡의 끝까지 연주하도록 하면서 실수가 잦은 부분에 대해서맊 반복 연습하도록
지도합니다.

5. 자료실(The Library)
자료실에서는 피아노 학습의 예습과 복습을 위핚 유용핚 자료들을 제공해줍니다.
자료실의 주요 목적은 학습자가 음악이라는 얶어에 친숙해질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 음악 컴퓨터
이 메뉴에서 학습자는 특정 곡을 선택하여 배우고 반복
연습하여 피아노 연주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습자보다

먺저

젂

과정의

학습을

완료핚

학습자는

레슨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욲 곡을 연주핛 수 있습니다.
이러핚

기능은

학습자로

하여금

음악에

대핚

흥미와

자싞감을 갖게 합니다. 레슨은 레벨에 따라 나누어져 있어,
특정핚 레슨의 내용을 반복하거나 보충핛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줍니다. 음악자료실에는
추가로 감상핛 수 있는 곡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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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me1에서는 학습자가 연습(Practice)모드 또는 연주(Perform)모드를 선택하여 짂행핛 수
있습니다. 연습(Practice)모드는 보다 엄격핚 모드로 멜로디 선생님이 교정을 해 주고,
연주가 미숙핚 경우 반복해서 연습핛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연습(Practice)모드에서 충분핚
연습을

마쳐야

합니다.

Volume2와

3에서는

레슨에서

학습핚

것과

같은

방식으로

연습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위 레벨(레슨 50이상)에서 학습자가 성공적으로 연주핚
다음에는 Mr.딱따구리의 박에 맞춰 연주핛 기회도 주어집니다.
2) 저장핚 즉흥곡 듣기
학습자가

저장핚

즉흥곡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또핚,

즉흥곡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듣고자 하는
곡을 목록에서 선택합니다. 목록을 핚 번 더 선택하면
연주가 멈추게 됩니다.
3) 음악의 세계
음악역사에 위대핚 업적을 남긴 음악가들의 곡들이 담겨
있습니다. 각각의 레슨과 연습실에서 소개된 곡들을 감상핛
수 있고 다양핚 장르의 곡들을 접핛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작곡가의 이름 또는 멜로디 선생님의 이름을 선택하여
음악을 감상핛 수 있습니다.
4) 레슨과 연습
이 메뉴에서는 레슨에서 소개되었던 음악 이롞을 학습자가 부분적으로 선택하여 복습핛 수
있습니다. 이 메뉴는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음악 이롞의 읷부분맊을 찾아 선택적으로
복습핛 수 있어 활용도가 높고, 특히 학습자가 새로욲 게임을 시도핛 때 활용핚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음악 이롞을 다시 복습하는 것은 악보를 인고 이해하는 데 있어 자싞감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IV. 연주회
레슨이

짂행됨에

따라

학습자는

“연주회”

시갂을

갖게

됩니다. 학습핚 내용을 토대로 실력을 발휘해 보세요.
Volume 1
레슨 25에서는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도움 없이 연주회를
하는 시갂을 보내게 됩니다. 연주회의 목표는 가능핚 핚
막힘 없이 숚조롭게 연주를 마치는 것에 있습니다. 본
과정에서는 학습자가 연주 중에 실수하면 바르게 연주핛 수 있도록 알려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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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me 2.3
레슨 45, 60, 77, 95에서 학습자는 연주회에 참여하라고 다시
초대를 받게 됩니다. 각 연주회를 준비는 이미 배욲 레슨과
연습실에서

시작되는데

학습자는

4곡을

먺저

들어보고

컴퓨터 마우스로 선택핛 수 있습니다. 선택하는 악곡들이
Volume

1의

악곡보다

어려워서

선생님이나

부모님은

학습자가 필요로 핚다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Children’s Music Journey를 마친 후에
Children‟s Music Journey의 모든 과정을 마쳤다면, 다음
과정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목 받고 있는
Piano

Suite

Premier

소프트웨어는

피아노

연주

심화

과정으로 음악 이롞과 배경, 피아노 연주법, 음악의 역사,
작곡 등에 관렦핚 다양핚 학습 과정이 담겨 있으며 지속적읶 상호작용을 통핚 실질적읶
피아노 연주 실력 향상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객 지원
Adventus사와 Adventus사의 수입판매원읶 ㈜더존이엔에이치는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을
온라읶 등록핚 최종사용자에게 본 소프트웨어를 위핚 고객지원을 제공합니다. Adventus사와
수입판매원읶 ㈜더존이엔에이치는 고객지원을 귀하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얶제든지 변경핛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본 매뉴얼에 있는 고객지원센터의 웹 사이트를 방문하여
온라읶 등록과정 설명을 참고하여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권 온라읶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수핚 상호작용 학습 제품을 맊들기 위해 젂력을 기욳이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본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고객지원은 Adventus사의 수입판매원읶 ㈜더존이엔에이치의
웹 사이트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는 사용권 등록을 마친
최종사용자에게맊 제공됩니다.
*고객지원센터
수입판매원: ㈜더존이엔에이치
주소: 서욳특별시 구로구 구로3동 우린 이비지센터 2차 빌딩 8층
연락처: 1688-4600, Fax 02)890-5939
E-mail: musiqkorea@duzon.com 웹사이트 http://www.musiq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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