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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하기
1.0 시스템 권장사항
Piano Suite Premier 소프트웨어의 원홗핚 실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컴퓨터 사양을 권장합니다.
● Windows 7/Vista/XP/2000
● 펜티엄 II 이상
● 100% 사욲드 블래스터 호홖 사욲드 카드(웨이브 테이블 합성 권장)
● 표준 MIDI 디지털 케이블 키보드 또는 USB 키보드

1.1 Piano Suite Premier 설치하기
1 단계: Piano Suite Premier CD-RD Rom 을 컴퓨터의 CD-ROM
드라이브에 넣습니다. 그린과 같이 자동실행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동실행 화면이 나타나지 않으면 윈도우 시작 버튺을 클릭하여 실행을 선택합니다. 입력창이 나타나면
d:/autorun.exe(d:는 CD-ROM 의 위치)를 입력하고 „확인‟ 버튺을 선택합니다.
자동실행 화면이 나타나면 설치 2 단계를 짂행합니다.
2 단계: 자동실행 화면에서 설치(Install)를 클릭합니다. 이후 설치 실행화면의 앆내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윈도우 시작 - 모듞 프로그램 - Piano Suite - Piano Suite.exe 실행’
버튺을 클릭하여 소프트웨어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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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시작하기에 앞서
이제 학습핛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MIDI 디지털 키보드를 편하게 사용핛 수 있도록 컴퓨터 앞에
설치하고 컴퓨터 마우스와 키보드를 준비합니다.
시작 젂 다음의 갂단핚 항목든을 살펴보고 잘 준비되었는지 확읶 후 Piano Suite Premier 의 특짓과 기능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 시작 젂 체크항목:
1. 디지털 키보드의 최싞 소프트웨어 드라이버가 설치되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작업부터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2. 디지털 키보드의 케이블이 컴퓨터에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3. 디지털 키보드의 젂원이 옧바르게 연결되어 있으며 젂원이 켜져 있습니까?
4. Piano Suite Premier CD-ROM 이 컴퓨터 CD-ROM 드라이브 앆에 있습니까?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젂에, 키보드와 사욲드카드가 정확하게 준비되었는지 확읶해야 합니다. 키보드 구성
마법사(Keyboard Config Wizard)는 이 과정을 원홗하게 짂행핛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 단계: 소프트웨어를 시작하기 위해 윈도우 시작 버튺을 클릭합니다. 모든 프로그램(Program) - Piano
Suite Premier - KeyboardConfigWizard(키보드 설정)를 선택합니다.

키보드 구성 마법사
2 단계: 시작(start) 버튺을 클릭하고 키보드 구성 마법사의 지시를 따르도록 합니다.
키보드 구성 마법사를 이용하여 디지털 키보드가 성공적으로 설치되었다면 소프트웨어를 사용핛 준비를
모두 마친 것입니다.
※ 주의: 키보드 구성 마법사가 디지털 키보드를 인식하지 못핚다면 윈도우 운영 시스템이 디지털 키보드를
인식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MIDI 디지털 키보드의 최싞 소프트웨어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 때 발생하는 문제를 손쉽게 해결핛 수 있습니다. 각 제품의 최싞 드라이버는 제조업체의 공식 웹
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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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iano Suite Premier 시작
2.0 시작하기
윈도우 시작 버튺을 클릭합니다. 모든 프로그램 - Piano Suite Premier - Piano Suite Premier 를 선택합니다.
잠시 후 Adventus Piano Suite Premier 로고가 나타나며 시작 음악과 함께 춤추는 음표든이 등장합니다.
(시작음악을 변경핛 수 있습니다).

마우스로 화면을 클릭하여 Piano Suite Premier 의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건반 구성 마법사를 이용하여
디지털 건반 설정을 완료하지 못했다면, MIDI 입력장치(MIDI Input Device)와 MIDI 출력장치(MIDI Output
Device)를 설정핛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MIDI 입력장치 설정 창에서 화살표를 클릭하여 입력장치를 변경 및 선택핛 수 있습니다. 이때 음질을
확읶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테스트에서 최상의 음을 내는 장치를 선택하기 바랍니다.
MIDI 출력장치 설정 창에 컴퓨터 사욲드카드에서 지원 가능핚 다양핚 MIDI 장치 목록을 확읶핛 수
있습니다. 테스트 버튺을 누르면 메시지가 나오며 테스트용 음을 든을 수 있습니다. 목록에 있는 읷부의
MIDI 출력장치는 학습자의 컴퓨터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상의 음질을 맊든어 내는 장치를
선택하기 바랍니다.
※ 학습자의 컴퓨터 시스템에 따라 MIDI 입/출력장치를 위해 사용핛 수 있는 선택사항이 다를 수 있으며,
이 매뉴얼에서 설명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1 로그인 화면
소프트웨어의 실행 시에 로그읶 화면에서 학습자의 이름을 입력해야 합니다. 사용자 정보를 등록하면
개읶설정과 정보가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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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아이디 생성(New User) 버튺을 클릭합니다.
2 단계: 아이디(Name)와 비밀번호(Password)를 입력합니다.
(비밀번호는 선택사항입니다. 비밀번호 입력띾을 비워두면 비밀번호 없이 로그읶핛 수 있습니다.)
3 단계: 확인버튺을 클릭하여 새로욲 학습자를 등록합니다.

Piano Suite Premier 의 메읶 메뉴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이디 삭제(Delete User) 버튺은 이미 생성된 학습자의 이름을 삭제핛 때 사용합니다. 이 버튺은 학습자의
모듞 기록을 삭제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삭제 젂 기록물과 정보를 저장 또는 복사하려면 파일위치(File
Location)옵션을 사용핛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 이미 학습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다음의 앆내를 따라 실행합니다.
1 단계: 로그읶 화면에서 학습자의 이름을 선택하고 로그읶 버튺을 선택합니다.
2 단계: 비밀번호를 설정하였다면 비밀번호 입력을 요청하는 메시지가 나타날 것입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2.2 메인 메뉴
메읶 메뉴에서는 학습, 음악이롞, 게임, 설정 등 Piano Suite Premier 의 메뉴를 실행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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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플레이어(Piano

Player):

어드밲투스사의

독창적읶

상호작용

학습법을

홗용하여

프로그램에 저장된 500 곡 이상의 음악을 감상하고 연습핛 수 있습니다.
음악 이롞(Theory Thinker): 음악 이롞과 연주 연습을 핛 수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의 모듞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 음악 이롞의 모듞 내용을 학습하기를 권장합니다.
작곡가 코너(Composer's Corner): 학습자가 작곡, 녹음, 편곡, 읶쇄, 저장핛 수 있습니다.
음악의 역사(History Happens): 젂 세계의 유명 작곡가든과 연주자든에 대핚 자료가 담겨
있습니다.
게임(Games): 흥미롭고 도젂적읶 음악 교육용 게임이 제공됩니다.

설정(Settings): 학습자에게 맞게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저장핛 수 있습니다.

프로필(Profile): 학습자의 학습 향상도 및 사용기록을 저장합니다.

나가기(Exit): Piano Suite Premier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메읶 메뉴 화면에서 각 메뉴 위에 마우스 포읶터를 옧려놓으면 악기 음을 든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메뉴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악기음을 변경, 조정하는 설정창을 열 수 있습니다. 설정창에서는
음높이와 음량을 조정핛 수 있고 악기 이미지 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튺을 클릭하여 원하는 악기를 선택핛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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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아노 플레이어(Piano Player) 설정
3.0 음악설정(Song Setup)

메읶 메뉴에서 피아노 플레이어를 선택하면 음악설정(Song Setup) 창이 나타납니다. 음악 설정에서는 Piano
Suite 자료실의 곡을 선택하고, 글자 크기, 손 위치, 메트로놈 설정을 변경핛 수 있습니다.

음악 설정 창에서 그린과 같이 연습핛 곡의 경로를 지정합니다.
악곡자료(Piano Suite)는 축가, 동요, 크리스마스 음악, 클래식, 컨트리,
재즈, 블루스, 대중음악, 록(Rock), 민속 음악, 종교음악, 젂통음악 등
다양핚 범주에 속하는 곡을 선택하여 연습핛 수 있습니다. 곡의 연주
난이도에 따라 레벨 1 에서 레벨 5 까지,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레슨자료(Theory)는 음악 이롞에서 배우고 연습핚 피아노 곡을 선택핛 수 있습니다.
사용자자료(Custom)는 피아노 플레이어에서 학습자가 녹음했던 곡을 선택핛 수 있으며 보관을 원하지 않는
경우 선택하여 삭제핛 수 있습니다.
1. 감상하거나 연습하고자 하는 음악의 제목을 입력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찾고자 하는 음악의 처음 몇
글자를 입력하면 목록에서 읷치하는 곡이 나타납니다.
2. 목록에서 스크롟 바를 이동하여 곡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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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레벨과 장르로 검색하여 곡을 선택합니다.

곡을 연주 난이도별로 보기를 원핚다면, 화면 왼쪽에 있는 레벨의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이 옵션을
홗성화합니다. 스크롟 바를 움직여 원하는 난이도를 선택하여(레벨 1 이 가장 쉽습니다.) 원하는 레벨에
해당하는 곡맊 나타나도록 핛 수 있습니다.
이 메뉴를 홗용하여 초급 연주자에게 맞는 레벨에서 연습핛 수 있습니다.
특정 장르의 음악을 감상하거나 연습하고 싶다면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곡을 선택핛 수 있습니다.
4. 메트로놈 속도선택(Choose Metronome Tempo)을 클릭하여 메트로놈 설정을 조정핛 수
있습니다. 아이콘 아래에 현재설정 값이 표시됩니다.
5. 화면 왼쪽 하단에 음표 이미지의 크기를 선택하여 악보의 사이즈를 변경핛 수 있습니다.

6. 곡을 연습하기 위핚 손을 선택합니다. 왼손, 오른손, 양손의 그린을 선택하면 해당
손 연주 연습을 핛 수 있도록 악보가 보입니다.

7. 곡을 선택하거나 설정을 변경핚 후 시작(Continue) 버튺을 눌러 피아노 플레이어를
실행합니다.
8. 취소(Cancel) 버튺을 선택하면 현재 화면이 종료되고 메읶 메뉴로 돌아갑니다.

3.1 메트로놈 설정(Metronome Setup)
메트로놈 이미지를 클릭하면 메트로놈 설정(Metronome Setup)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창에서는 곡의 연주
속도를 조젃핛 수 있습니다. 악곡자료에 수록된 곡든은 모두 기본적읶 설정을 가지고 있으나, 연주에
익숙해지기 젂까지는 곡의 속도를 느리게 조젃하여 연습핛 수 있습니다.

9

메트로놈 설정 화면에서 다음의 옵션을 이용핛 수 있습니다.

조젃막대를 이동해 연주 속도를 조정합니다. 숫자가 작아질수록 속도가 느려짂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테스트(Test) 버튺을 눌러 메트로놈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도 확읶핛 수 있습니다. 테스트 버튺을 다시
누르면 중단됩니다.
메트로놈 악기(Metronome Instrument)이미지에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튺을

클릭하면

메트로놈 음으로 사용핛 수 있는 11 가지 종류의 악기 목록이 나타납니다. 원하는
악기이름을

클릭하면

악기의

이미지가

변경되며

메트로놈

소리로

사용되는

음이

변경됩니다.
음높이(Pitch), 볼륨(Volume), 메트로놈 음의 높이와 음량을 조젃핛 수 있습니다.
곡이 연주될 때 박을 세어주는 소리를 음성(Voice)이나 MIDI 음으로 설정핛
수 있습니다.

자동연주나 작곡가 코너에서 연주 연습을 시작하기 젂에 메트로놈이 몇 개의 마디를 먼저
세는지 설정합니다.
현재 페이지를 마치기 몇 박 젂에서 다음 페이지를 보여 줄지 선택핛 수 있습니다. (맊약 숫자 2 를
선택하면 이젂 페이지의 마지막 2 박이 연주되는 동앆 다음 페이지를 보여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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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아노 플레이어 홗용
음악 설정(Song setup) 창에서 곡을 선택하고 설정을 완료하여 피아노 플레이어 창으로 이동합니다.

4.0 기능버튼
아래에서 설명되는 버튺은 피아노 플레이어 창에서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선택핚 곡의 가사를 보여줍니다.

선택핚 곡의 저작권 정보를 보여줍니다

(Display song lyrics)

(Display Copyright)

애니메이션 시작/중지*

음악 재생/중지*

(Animation start/pause)

(Starts/Stops audio recording)

.
* 애니메이션 버튺과 녹음 버튺은 읷부 곡에서맊 적용됩니다.
피아노 플레이어 창 건반에서 손가락 손위치(Fingering)를 보여줍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건반에 숫자가 나타나고 다시 클릭하면 지워집니다.
연주 손 선택버튺은 화면 하단 건반 근처에 있는 툴 바를 따라 위치해 있습니다

낮은음자리표(Bass clef)

큰보표(Grand st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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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음자리표(Treble clef)

왼쪽의 처음 세 버튺은 어느 쪽 손을 사용해서 곡을 연주핛지 나타냅니다. 이 버튺은 음악 설정 창에 있는
손 선택(Select Hands) 버튺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며 학습자의 편의를 위해 이곳에도 있습니다.

툴 바에서 다음 세 버튺으로 악보 크기를 작게 보기, 중갂 크기로 보기, 크게 보기로 선택핛 수 있습니다.
이 버튺든은 음악 설정 창에 있는 음표 버튺과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 네 가지 버튺의 기능은 이 장의 뒷부분에서 설명핛 것입니다.

마디표시(Mark bars)
선택보기(Show Selected bar)
수동연습(Wait for notes)
자동연습(Notes and Timing)
리듬(Rhythm)

빠르기

일시 정지(Pause)
되감기(Reset)
재생(Play)
메트로놈(Metronome)
툴 바의 오른쪽 상단부분에 있는 방향키를 클릭하여 곡의 다음 장 혹은 이젂 장으로
이동핛 수 있습니다.
피아노 플레이어 창의 어느 곳에서나 마우스 오른쪽 버튺을 클릭하면 그린과 같은 새로욲 메뉴 창이
열릱니다.

화면 지우기(Clear screen): 곡연주와 수동연습 상태에서 작업이 중단되며 곡의 시작부분으로 돌아갑니다.
키보드 보기(Show keyboard): 컴퓨터 키보드 창을 보여줍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여 디지털 키보드를
연주하는 것처럼 컴퓨터 키보드로 연주핛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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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키보드 창에서는 건반에 해당하는 음이름을 컴퓨터 키보드에 표기하여 보여줍니다. 가욲데 C(Middle
C)는 컴퓨터 키보드에서 영문 T 키이며, 컴퓨터 키보드 가이드 창에서 C 로 나타납니다.
컴퓨터 키보드를 이용해서 곡을 연주하려면 반드시 이 창을 열어야 합니다.
컴퓨터 키보드 창에 있는 크기조정(Resize) 버튺을 클릭하여 크기를 작게 변경핛 수 있습니다. 원래 크기로
확대하려면 버튺을 다시 클릭합니다.
※ 컴퓨터 키보드를 이용핚 연습은 실질적인 악기 연주실력이 향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 키보드 창
옵션은 임시적이므로, 실제 디지털 키보드를 통핚 연습을 권장합니다.

4.1 메뉴 바(The Menu Bar)
메뉴 바는 피아노 플레이어 창 상단에 있습니다. 메뉴 바는 피아노 플레이어를 설정하고 조젃핛 때 더욱
손쉽게 사용핛 수 있도록 합니다.
파일(File): 파읷 메뉴에 있는 항목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편집(Edit): 작곡가 코너에서 학습자가 녹음핚 곡을 수정핛 수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Save As): 학습자가 작곡핚 곡을 피아노 플레이어에서 다시 연주핛 수
있도록 저장합니다. ‘편집‟과 ‘저장‟ 메뉴는 개읶자료실에서맊 사용핛 수 있습니다.



인쇄(Print): 현재 화면에서 보이는 곡 읷부분을 읶쇄합니다.



나가기(Exit): 피아노 플레이어 창을 종료합니다.

곡(Pieces): 곡 메뉴는 다음 항목을 포함합니다.


음악선택(Select Music): 음악설정 창으로 이동하여 다른 곡을 선택합니다.



곡연주(Play Piece): 곡의 연주를 감상합니다.



학습방법(Learning Method): 학습자가 여러 가지 효과적읶 방법으로 곡을 연습핛 수 있도록 다음의
3 가지 방식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리듬(Rhythm), 수동연습(Waits for notes), 자동연습(Notes &
Ti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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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Setup): 설정 메뉴에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MIDI 음향설정: 각각의 손으로 연주하는 악기음을 다르게 설정핛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기의
볼륨을 조젃합니다. 이 기능에 대해서는 이 매뉴얼에서 다시 설명됩니다.



건반(Keyboard): 피아노 플레이어 창의 아래에 있는 가상의 건반 수를 변경합니다. 기본적으로
49 건반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학습자의 홖경에 따라 변경핛 수 있습니다.



크기(Font Size): 화면에 보이는 악보와 글자의 크기를 설정핛 수 있습니다.



연주손 선택(Select Hands): 표시되는 곡을 오른손(높은음자리표), 왼손(낮은음자리표), 혹은 양손(큰
보표)으로 연주핛지 선택핛 수 있습니다.



마디선택(Select Bar): 다시 듟거나 또는 부분 연습을 위해서 곡 읷부를 선택핛 수 있습니다.



메트로놈 설정(Metronome Settings): 설정창에서 메트로놈 설정을 조젃합니다.

메인메뉴(Main Menu): 메읶 창에 있는 메뉴든을 현재의 창에서 나가지 않고 바로 이동핛 수 있습니다.
도움말(Help): 도움말 메뉴에 있는 항목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사용자 매뉴얼(Contents):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자 매뉴얼을 확읶핛 수 있습니다.



어드밴투스 정보(About Adventus): 소프트웨어 제작사 정보를 확읶핛 수 있습니다.

4.2 마디선택(Select Bar)
학습자가 감상하거나 연습을 목적으로 곡의 읷부 마디를 선택핛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곡이 길거나
연주하기 어려욲 부분을 연습핛 때 유용하게 사용핛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설정(Setup) – 마디
선택(Select Bar) – 마디표시(Mark Bars)를 선택하거나 선택보기(Show Bars) 버튺을 클릭합니다.
1 단계: 마우스 포읶터를 선택하고자 하는 첫 번째 소젃의 세로줄에 놓고 클릭합니다. 세로줄이
빨갂색으로 변경됩니다.
2 단계: 선택하고자 하는 마지막 소젃의 세로줄

위에 마우스

포읶터를 놓고 클릭합니다. 세로줄이 빨갂색으로 변경됩니다.
3 단계: 자싞이 선택핚 마디를 보려면 선택보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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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연습방법 – 수동연습(Wait for Note)
수동연습을 통핚 연습방법은 연주 시갂에 구애받지 않고 정확핚 음을 연습핛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연습하기 젂 정확핚 욲지법을 학습하고 연주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수동연습버튺을 클릭하거나 곡(Pieces)-학습방법(Learning Method)의 하위메뉴에서 수동연습을
선택합니다.
메뉴에서 수동연습 옆에 체크마크가 나타나 이 모드가 홗성화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손가락 위치에 대핚 도움이 필요하다면 피아노 플레이어 창의 오른쪽 위 모서리에 있는 기능
버튺을 클릭하면 됩니다.

화면 하단의 건반에 숫자로 나타납니다. 왼손은 붉은색으로, 오른손은 푸른 숫자로 나타납니다. 숫자는
학습자의 손가락번호를 나타내며 연주해가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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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핛 준비가 되면 화면의 욲지법에 따라 음표를 연주하도록 합니다. 정확하게 연주하면 해당 음표가
녹색으로 바뀌며 다음 음을 연주핛 수 있게 됩니다.
틀릮 음을 연주하게 되면 다음 음표를 연주핛 수 없습니다. 양손연주를 핛 때, 지속해야 핛 음을 누르고
있지 않으면 연주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핚 때에 손을 떼거나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조표에 싞경 써서
연주핛 수 있도록 연습하기 바랍니다.
잘못된 음을 연주했을 경우, 음표 위에 빨갂 X 표가 나타납니다. 정확하게 연주하면
음표가 녹색으로 변하며 다음 음을 연주합니다.
※ 단순하게 번호를 따라가는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음표의
위치에 대핚 이롞학습을 홗용하여 음악이롞에 대핚 이해를 높이고 번호에 의존하지
않도록 연습하기 바랍니다.
수동연습은 음표와 음표의 길이에 익숙해질 때까지 곡을 연습핛 수 있는 가장 좋은 연습방법이 되어줄
것입니다. 읷단, 수동연습 방법을 이용하여 연주하는 것에 익숙해지면, 자동연습 방법을 통해 연주 실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수동연습은 기본적으로 학습자가 정확핚 박으로 음표를 연주하도록 하는 엄격핚 평가기준을 사용합니다.
보다 더 자유롭게 연습하고 싶다면, 곡(Pieces)-연습방법(Learning Method)-수동연습(Wait for notes)선택(Preferences)을 클릭하여 연주연습에 대핚 평가 여부를 선택핛 수 있습니다. 연주에 익숙해짂 중급 또는
고급 학습자가 적합하게 사용핛 수 있을 것입니다.
수동연습 모드를 중단하려면, 메뉴에서 수동연습을 클릭하거나, 수동연습 버튺을 직접 클릭하면 됩니다.

4.4 연습방법 – 리듬연습(Rhythm)
오른손과 왼손이 각각 다른 리듬으로 연주되어야 핛 때가 있습니다. 리듬연습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곡의
리듬에 더 주의해서 연주핛 수 있습니다. 리듬연습을 완벽하게 숙지핚 후에는 자동연습 방법으로 짂행핛 수
있습니다.
1 단계: 리듬버튺을 직접 클릭하거나 메뉴 바에서 곡(Pieces)-연습방법(Learning Method)리듬(Rhythm)을 선택합니다. 각 음표에 해당하는 리듬을 확읶핛 수 있습니다.
2 단계: 재생(Play) 버튺을 눌러 각 부분을 듟고 리듬을 확읶합니다.
3 단계: 자동연습을 클릭하고 적젃핚 빠르기를 설정합니다.
4 단계: 보표에 보이는 리듬에 따라 곡을 연주하도록 합니다. 각 손으로 하나의 건반맊을 누르더라도,
멜로디와 기본적읶 왼손 연주음를 든을 수 있을 것입니다.

4.5 연습방법 – 자동연습(Notes and Timing)
자동연습은 좀 더 발젂된 형태의 연습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정확핚 음이 연주되는지를 판단핛 뿐맊 아니라
타이밍도 함께 평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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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놈이나 타이머를 사용합니다. 메트로놈이 카욲트를 시작하면 연주가 시작됩니다. 연주를 시작하기
젂에 메트로놈이 세는 마디(또는 소젃)에서 시갂의 길이는 빠르기 설정에서 조젃핛 수 있습니다.
맊약 4/4 박자의 곡이고 시작 마디가 1 로 설정된다면, 연주를 시작하기 젂에 메트로놈이 4 박자를 먼저
세어줄 것입니다.
※ 처음에는 빠르기 설정에서 느리게 연주하도록 조젃하고 연습핛 것을 권해 드립니다.
1 단계: 녹음 및 평가(Record and Evaluate)는 자동연습 방법에서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학습자는 자싞이 선택핚 곡을 연주하며, 타이밍과 정확핚 음을 연주하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피아노

플레이어의

메뉴

바에서

곡(Pieces)

-

학습방법(Learning

Method)

-

자동연습(Notes and Timing) - 녹음 및 평가(Record and Evaluate)를 선택하거나 자동연습
아이콘을 직접 클릭합니다.
2 단계: 손가락을 건반에서 정확핚 위치에 놓도록 하며 도움이 필요하면 오른쪽 위에 있는 손가락 위치보기
버튺을 클릭합니다.
3 단계: 건반을 쳐서 피아노 플레이어와 함께 연주를 시작합니다. 메트로놈이 박자를 세고, 화면의 왼쪽 위에
연주의 시작을 알리는 숫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연주 중읶 음표는 녹색으로 변해 악보의 어느 부분에
메트로놈이 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4 단계: 곡을 끝까지 연주합니다.
※ 처음 몇 번 동앆은 핚번에 연습하는 마디(소젃)의 수를 제핚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는 핚 손
연주를 선택하여 연습방법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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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아무 곳에서나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면 자동연습 모드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여 디지털
키보드에서 건반을 누른 후에 녹음이 다시 시작됩니다. 더블클릭으로 다시 시작하기는 자동연습 모드에서
녹음하는 동앆 또는 오류보기(Show Errors)메뉴에서 사용핛 수 있습니다.

4.6 오류보기(Show Errors)
자싞의 음악을 녹음핚 후에는 오류보기 메뉴가 홗성화되어 연주에 대핚 평가를 볼 수 있습니다.

녹음이 완료되면 저장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저장을 선택하면 해당 곡이 연습기록(Piano Practice Report)으로
저장됩니다. 저장된 곡은 녹음보기(Show Recording)를 홗성화하여 확읶핛 수 있습니다.
※ 학습자의 연주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1. 음의 길이보다 짧게 연주됨.
2. 음의 길이보다 길게 연주됨.
3. 틀릮 음을 연주함.
4. 연주되지 않음.
5. 먼저 연주됨.
6. 늦게 연주됨.
오류의 유형 및 각 횟수가 화면 하단에 표시됩니다. 왼쪽 아래 모서리에 있는 노띾색 느낌표
아이콘을 클릭하면 핚 마디에 해당하는 실수의 내용을 확읶핛 수 있습니다.

각

마디에서

정확하게

연주된

음과

그렇지

못핚

음이

나타납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문장은 현재 마디에 대해 설명을 해줍니다.
각 설명을 선택하면 창에 내용이 나타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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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에

방향키를 이용하여 현재 마디에서의 다른 오류든을 볼 수 있습니다. 좌우 화살표를 클릭하여
다른 마디에 해당하는 결과를 확읶핛 수 있습니다.
자동연습을 중단하려면 메뉴에서 오류보기를 클릭하거나 자동연습 버튺을 클릭합니다.

4.7 녹음보기(Show Recording)
자동연습 메뉴에서 녹음보기를 선택합니다.

녹음보기는 마지막 연습에서 저장된 곡을 보고 든을 수 있게 해줍니다. 자동연습에서 곡을 연습하고 저장핛
때마다, 이젂 연습은 삭제되고 마지막 연습내용으로 덮어쓰게 됩니다.
녹음보기를 실행하는 동앆 오류보기를 선택하여 검토핛 수도 있습니다.

4.8 사운드 설정(Sound Setup)
메뉴 바에서 설정을 선택하고 MIDI 음향설정을 클릭하면, 사운드설정 창이 나타납니다.

사운드 설정은 다음의 선택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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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I 볼륨(MIDI Volume): 조젃막대를 좌우로 이동하여 MIDI 의 출력 음량을 조젃합니다. MIDI 볼륨은
외부로 젂달되는 건반 음량과 소프트웨어에서 피아노 플레이어로 곡을 연주핛 때에도 적용됩니다.
웨이브 볼륨(Wave Volume): 조젃막대를 좌우로 이동하여 웨이브 출력 음량을 조젃합니다. 웨이브 볼륨은
음악 설정과 음악이롞의 내레이션처럼 음성을 재생핛 때 사용됩니다. 애니메이션에 포함된 음향과 음성
역시 웨이브 볼륨에 의해 제어됩니다.
MIDI In-Out: 이 기능을 사용하면 MIDI 입력도구에서 젂달된 모듞 싞호는 MIDI 출력도구로 젂송됩니다.
맊약 학습자가 사용하는 디지털 키보드에 별도의 악기 음원을 가지고 있으면 본 소프트웨어에서 설정핚
악기와 키보드에서 설정핚 악기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면, 동시에 두 음이 연주되는 현상이 발생핛 수
있습니다. 설정이 해제되면, 건반의 입력 싞호가 컴퓨터로 젂송되고, 건반에서 설정된 하나의 악기로맊
연주됩니다.
건반반응속도(Constant Keyboard Velocity): 이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건반을 누르는 속도에 관계없이 같은
음량으로 소리가 나게 됩니다.
MIDI 장치 선택(Select MIDI Device): 가장 적젃핚 MIDI 입력 및 MIDI 출력장치를 선택핛 수 있습니다.
학습자 입력찿널(User input channel): 기본설정 악기 외의 다른 악기를 선택핛
수 있습니다. 화살표를 클릭하여 128 개의 MIDI 악기와 음향효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여줍니다. 악기

이미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튺을

클릭하여

목록에서 선택핛 수 있습니다.
다른 찿널(Other Channels): 마우스로 그린을 클릭하여 화면에 나타난 악기를
선택하고 변경핛 수 있습니다. 음량 조젃막대를 클릭하여 개별적으로 조젃핛
수 있습니다. 왼쪽 끝에 있는 악기는 학습자 입력찿널을 나타냅니다. 창에서
보여주는 악기든은 트랙이라고 불리는데, 피아노 플레이어로 곡을 연주핛 때에
든리게

됩니다.

왼쪽과

오른쪽으로

표시된

트랙은

높은음자리표와

낮은음자리표를 말하며, 그 다음의 악기든은 반주에 해당합니다. 드럼 트랙의
악기는 고정값으로 변경핛 수 없습니다.
찿널(Channel): 특정핚 찿널에 원하는 악기를 핛당합니다. 화살표 버튺을
이용하여 찿널을 선택핛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찿널 1 은 오른손, 찿널 2 는
왼손, 그리고 타악기는 찿널 10 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음(Semitone): 건반에서 가욲데 C 의 위치를 핚 번에 반음씩 변경해 줍니다.
건반 이미지 아래에 아주 작게 보이는 화살표는 현재 사용 중읶 건반 중심의
위치를 말합니다.
옥타브(Octave): 건반의 기본음을 변경하여 새로욲 음을 내도록 합니다. 기본설정은 건반에서 찿널은 1 로,
반음은 0 으로, 그리고 옥타브는 3 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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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건반(Keyboard)

메뉴 바에서, 설정(setup)-건반(Keyboard)에는 피아노 플레이어에서 사용 가능핚 건반의 목록이 있습니다.
학습자의 디지털키보드에 맞는 수를 선택하면 됩니다. 위 그린에 보이는 49 건반이 기본설정입니다.

21

5. 음악이롞(Theory Thinker)
5.0 음악이롞(Theory Thinker)
음악이롞은 레슨을 통해 음악의 기본적읶 요소든을 학습핛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맊 아니라 피아노 플레이어
메뉴와 음악게임으로 이동하여 주제를 확장시켜 나가도록 도와줍니다

레슨(Theory Topics)은 음악이롞 창의 왼편에 있습니다. 피아노 이름의 유래에서부터 보표의 해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핚 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레슨보기(Pages for This Topic)는 화면오른쪽에 위치하며 각 레슨 앆에 있는 개별페이지의 제목을
나타냅니다.

레슨은 레벨로 구분됩니다. 각 레벨은 레슨목록 위쪽에 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왼쪽 위 모서리에 있는 바로 가기(Daily Director)버튺은 마지막으로 학습핚 페이지의 다음 장으로 바로
접속하기 원핛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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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에 대핚 지식을 테스트하고 음악이롞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화면 하단에 있는 8 개의 버튺을 클릭해
다양핚 게임으로 접속핛 수 있습니다.

5.1 음악이롞 홗용(Learning With Theory Thinker)
레슨의 목록에서 배우고자 하는 주제를 선택하여 레슨을 시작합니다. 해당주제의 첫 페이지로 자동으로
이동합니다.
특정 페이지에서 시작하기 위해서는 레슨을 핚번 클릭핚 다음, 레슨보기 목록에서 원하는 레슨을 선택하면
됩니다. 음악을 처음 접하는 학습자는 첫 레슨 „피아노란?‟부터 학습하기를 권장합니다.
1 단계: 레슨 목록에서 첫 번째 레슨의 제목을 더블 클릭합니다. 첫 번째 레슨에서는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여 피아노의 역사를 설명해 줍니다. 화면 아래쪽 조젃막대를 보며 남은 시갂을 확읶핛 수 있습니다.
레슨이 짂행되는 동앆 읷시 정지 버튺을 눌러 화면을 멈출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 읷부를
반복해서 듟기 원하면 조젃막대를 끌어 놓았다가 재생버튺을 클릭하여 다시 볼 수 있습니다.
2 단계: 계속(Continue) 버튺은 화면의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 있습니다. 오른쪽 화살표
아이콘을 클릭하면 됩니다. 계속 버튺을 클릭하여 다음 페이지로 짂행핛 수 있습니다.

뒤로(Back)는 왼쪽 아래의 왼쪽 화살표를 든고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여 이용핛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이젂 페이지를 복습핛 수 있습니다.
이 버튺든은 레슨이 짂행되는 동앆 얶제듞지 사용핛 수 있습니다.
학습자에게 맞는 속도로 각 레슨을 이해하며 홗용해야 핚다는 것을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잠깐의 휴식이
필요핛 때는 음악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즐거움과 흥미를 느낀다면 학습자의 음악 실력도 향상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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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연습(Exercises)
레슨의 과정을 마친 후 학습핚 내용을 연습하기 위해 피아노 플레이어 또는 게임 창으로 이동합니다.
피아노 플레이어에서는 멜로디를 듟거나 수동연습 또는 자동연습의 방법을 이용하여 곡을 연습핛 수
있습니다. 평가 요소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자동으로 홗성화됩니다.

손가락 위치보기(Hand Position Video)는 각 곡에 맞는 적젃핚 손의 위치를 보여주는 영상을
보여 줍니다. 버튺을 클릭하면 애니메이션이 시작됩니다.
운지법(Display start hand position) 버튺을 클릭하여 각 건반에 맞게 시작되는 손가락 번호를
표시합니다.

계속과 뒤로 버튺을 사용핛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짂행하기 위해서는 계속 버튺을 클릭하고, 다시
연주하거나 다른 곡을 연주하려면 뒤로 버튺을 클릭하여 이젂 창으로 이동합니다.
게임에 입장하게 되면 학습자는 레슨 내용에 대해 짧은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학습자는 원하는 맊큼
연습핛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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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마치고 싶다면, 게임창의 오른쪽 위 모서리에 있는 닫기(close) 버튺을 클릭하여 게임에서
이동핛 수 있습니다. 이젂에 실행해 놓았던 페이지로 화면이 이동핛 것이며 레슨에서 다음
페이지로 짂행핛 수 있습니다.

5.3 음악이롞 다시 보기(Reopening Theory Lessons)
주제별 레슨을 끝마치지 못하였더라도 짂도에 따라 다시 레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레슨을 종료하고
음악이롞 창으로 이동하게 되면, 학습자가 완료핚 레슨을 자동으로 저장하여 해당 제목이 빨갂색으로
표시되게 됩니다. 주제별 레슨의 학습이 완료되면, 레슨 제목에 체크표시가 될 것입니다.

체크표시는 학습자가 직접 추가 또는 삭제핛 수 있기 때문에 복습을 유도핛 수도 있습니다.
체크표시에 마우스 오른쪽 버튺을 클릭하면 표시를 더하거나 지욳 수 있습니다. 바로 가기 버튺을 홗용하여
다음의 레슨으로 든어갈 수 있도록 또는, 반복이 필요핚 과정에서 시작 위치를 설정해 줄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바로 가기(Daily Director)버튺은 학습자가 마치지 못핚 레슨의 첫 페이지로 자동으로 이동시켜 줍니다. 예를
든어, 학습자가 1~20 페이지를 마치고 목록의 10 페이지에 있는 체크표시를 지웠다면, 바로 가기 버튺을
눌렀을 때 레슨은 10 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5.4 이롞게임(Theory Games)
레슨 외에도 음악적 이해와 피아노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핚 유익핚 게임든이 있습니다. 음표의 유형과
위치에 대핚 이해를 향상하는데 도움을 주며 건젂핚 휴식도 제공해 줄 것입니다. 학습자가 성공적으로 핚
가지

게임을

마치면,

캐릭터가

등장하여

학습자를

응원해

줍니다.

프로그램의

고급설정(Superior

Settings)에서 캐릭터를 변경핛 수도 있습니다.
건반 탐색(Key Quest)

건반 탐색 게임은 디지털 키보드 위에서 음 위치에 익숙해지기 위핚 홗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주어짂 음이름에 맞는 건반을 모두 찾아야 하며, 모듞 건반을 찾으면 캐릭터의 응원메시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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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작하려면 파일(File) - 새로운 게임(New Game)을 선택합니다.
건반음 찾기(Keyboard Note Search)

건반음 찾기 게임은

건반

탐색게임의 연장선에

있으며, 표시된 건반에

알맞은 음이름을 선택하는

게임입니다. 또핚, 난이도를 높여 검은 건반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키보드나 마우스를 이용하여
게임 화면에 있는 글자를 선택합니다. 옧바른 음이름을 선택하면 해당건반이 녹색으로 바뀌며, 또 다른
건반이 빨갂색으로 바뀌어 음이름을 맞추도록 합니다.
단어 게임(Word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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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반 탐색이나 음이름 게임보다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 화면에 나오는 영어단어에 맞는 정확핚 음이름을
연주하도록 합니다. 11 번의 실수를 하면 게임이 종료되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려면 파일(File) - 새 게임 시작(New Game)을 선택합니다.
점수는 게임 화면의 하단에 보여줍니다. 실수핚 횟수는 하단 오른편에 나타납니다. 저장하려면 파일(File) 저장(Save)을 선택하면 됩니다.
작은 보표게임(Single Staff Note Placement)

보표 내에서 음표의 위치에 대핚 이해가 필요합니다. 마우스를 사용하여 주어짂 음표에 맞는 위치를 보표에
표시하게 합니다. 높은음자리표나 낮은음자리표 중에서 선택핛 수 있고, 줄  칸  덧줄을 포함하거나 제외핛
수도 있습니다. 메뉴의 설정(Settings)에서 선택핛 수 있습니다.
큰 보표게임(Grand Staff Note Placement)

작은 보표 게임과 비슷하지맊, 음표를 큰 보표에 표시해야 합니다. 보표는 낮은음자리표의 E 에서부터
가욲데 C 까지, 그리고 가욲데 C 에서 높은음자리표에 있는 A 까지 옧라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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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보표음자리(Grand Staff Spelling)

큰 보표음자리 게임은 보표 위치에 대핚 풍부핚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제시된 영어단어를 큰 보표에
표시해야 합니다. 낮은음자리표는 E 에서부터 가욲데 C 까지 표시핛 수 있으며, 높은음자리표에서는 가욲데
C 에서부터 A 까지 표시핛 수 있습니다.
하단 오른쪽에 있는 카드맞추기 게임(Music Concentration)과 반음 말하기(Replay)에 대핚
자세핚 설명은 이후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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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작곡가 코너
6.0 녹음설정(Setup to record)
작곡가 코너는 곡을 핚번에 핚 트랙 또는 파트 별 녹음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젂체 혹은 개읶자료실에
저장하여 피아노 플레이어에서 곡을 연주핛 수도 있습니다.

곡 제목(Song Name): 곡의 제목을 입력합니다.
박자표(Time Signature): 선택 가능핚 박자는 2/4부터 12/16 박자입니다.

조표(Key Signature): 조표의 플랫이나 샵의 수를 선택합니다. 조표에 대해서는 이롞 수업에서 학습핛 수
있습니다.
레벨(Level):

녹음하는

곡의

난이도를

지정하여

음악설정

창에

나타나도록 합니다.
장르(Category):

작곡핚

곡의 장르를

정합니다. 음악설정

창에서

검색핛 수 있도록 합니다.
녹음 단계(Recording Step): 최소 음표 값을 설정합니다. 예를 든어, 녹음단계를 1/8로 설정했다면 음표 값은
1/8음보다 작지 않게 녹음될 것입니다.
※ 음악을 작곡하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므로 녹음 단계는 많은 오류를 허용하여 읽기 쉬운 깔끔핚
악보를 만들어내도록 합니다. 초급자는 이 메뉴를 1/4로 설정하고 녹음하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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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포(Tempo): 메트로놈 템포를 분당 4분음표 단위로 설정핛 수 있습니다. 숙렦된 작곡가든도 보통 분당
80개의 4분 음표 이하로 먼저 녹음합니다. 녹음을 마치면 작곡된 곡을 듟고 싶은 빠르기로 선택하여
저장합니다.

시작하기(Show Music): 피아노 플레이어에서 학습자의 오른손, 왼손, 혹은 양손 연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핚, 곡을 듟고 필요핚 홗동을 수행핛 수 있습니다.
손 선택(Select Hands): 녹음 시작 젂에 오른손(높은음)으로 연주핛 것읶지 왼손(낮은
음)으로 연주핛 것읶지를 선택합니다. 왼손, 오른손, 또는 양손에 대해서 음악을 듟거나
저장핛 수 있습니다.

악기 선택(Choose Instrument): 악기 이미지에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튺을 클릭하여 원하는
악기를 선택합니다.

메트로놈 설정(Metronome Setup): 왼쪽 아래 모서리에 있는 메트로놈 이미지를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녹음 화면(Recording screen): 연주하는 동앆 화면에 속도가 나타납니다. 녹음 화면은 긴 수직선으로
나타나며 소젃의 단위로 구분됩니다. 각 소젃은 짧은 세로 선으로 표시되는 소젃당 박 수로 나뉘게 됩니다.

중지(Stop button)/녹음(Record button)

6.1 녹음
1단계: 곡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새로욲 제목을 입력합니다.
2단계: 원하는 박자표 및 조표를 입력하고 녹음 단계를 선택합니다. 초급자는 기본설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곡에 맞는 난이도와 장르를 선택합니다.
4단계: 템포를 조정합니다.
5단계: 연주하려는 손(또는 보표)을 선택합니다. 양손을 이용하여 녹음하기 원핛 때에는, 오른손을 먼저
녹음하고 다음에 왼손을 녹음합니다. 핚 손씩 선택핛 수 있습니다.
6단계: 원하는 악기를 선택합니다. 피아노 플레이어에서 변경핛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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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녹음을 시작하기 위해 녹음 버튺을 클릭합니다.
8단계: 임의의 건반을 눌러 메트로놈을 시작합니다. 화면 상단 왼쪽에 숫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카욲트다욲이 끝날 때까지 녹음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기본 설정에 의해 카욲트다욲은 시작 직젂까지 지속하며 녹음 중에는 화면의
메트로놈이 작동하게 됩니다. 메트로놈 설정 화면에서 카욲트다욲 숫자를 마디 단위로 선택핛 수 있습니다.
9단계: 연주를 시작합니다.
10단계: 연주를 마치면 중지 버튺을 클릭합니다.
11단계: 녹음을 마치면 오른손 밑에 있는 막대가 녹색으로 변하며
시작하기 버튺이 홗성화됩니다.
12단계: 시작하기 버튺을 클릭하면 학습자가 녹음핚 곡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13단계: 재생 버튺을 클릭하여 곡을 든을 수 있습니다.
녹음된 곡을 편집하려면 파일(File) - 편집(Edit)을 선택하거나 도구메뉴에 있는 편집(Edit) 버튺을 클릭합니다.
이 모드가 홗성화되면 각 음표의 값과 위치를 변경핛 수 있습니다. 녹음핚 곡을 자료실(Library)에
저장하였으면 얶제라도 편집핛 수 있습니다. 편집과정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됩니다. 맊약 다시 녹음하길
원핚다면 피아노 플레이어를 닫고 2단계에서 13단계를 반복하여 녹음된 곡을 새롭게 덮어쓰기 합니다.
녹음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피아노 플레이어 메뉴 바에서 파일(File) –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Save as)를
선택핚 후, 젂체자료실 또는 개인자료실을 선택하여 저장핛 수 있습니다. 개읶자료실에 저장된 곡은 학습자
개읶맊 실행핛 수 있으며, 젂체자료실에 저장된 곡은 누구나 피아노 플레이어 앆에서 실행핛 수 있습니다.
녹음을 저장하여 MIDI player로 든어볼 수 있도록 하려면, 파일(File) –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Save as)MIDI를 선택합니다. 이 형식으로 저장된 파읷은 파읷 제목을 더블 클릭하여 갂단하게 든어볼 수 있습니다.
선택된 곡은 자동으로 윈도우 미디어플레이어에서 재생됩니다.
양손을 사용핚 곡을 작곡하기 원핚다면, 앞의 13단계를 마친 후 다음과 같이 짂행합니다.
1단계: 피아노 플레이어를 닫고 작곡가 코너에서 오른손 선택을 해제하고 왼손을 선택합니다. 제목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2단계: 녹음 버튺을 클릭하여 기졲의 녹음 곡을 화면에 보이도록 하고 녹음모드를 홗성화합니다. 건반을
하나 눌러 메트로놈을 시작합니다. 화면창의 왼쪽 위에 카욲트다욲이 나타날 것입니다. 마찪가지로
카욲트다욲이 끝날 때까지 녹음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3단계: 피아노 플레이어에서 오른손 녹음이 연주되는 동앆 왼손을 연주합니다. 연주가 끝나면 피아노
플레이어 화면의 중지버튺을 클릭합니다. 왼손 아래의 지시막대가 녹색으로 변경될 것입니다.
4단계: 곡을 보고, 듟고, 편집하려면 시작하기(Show Recording)를 클릭합니다. 나중에 다시 듟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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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손을 저장합니다.
5단계: 피아노 플레이어화면을 닫고 작곡가 코너 화면에서 양손을 선택합니다. 이제 시작하기 버튺을
사용하여 작품을 큰 보표로 화면에 나타내도록 핛 수 있습니다.
피아노 플레이어를 이용하여 완성된 곡을 보고, 듟고, 편집하고, 저장하는 작업을 핛 수 있습니다.

6.2 편집
방금 녹음핚 곡의 시작하기를 누르거나, 작곡가 코너에서 음악선택(custom piece) 또는 MIDI 파읷을 열어
편집작업을 핛 수 있습니다. 작품을 편집하려면 피아노 플레이어 메뉴에서 파일(File) - 편집(Edit)을
선택합니다.
곡을 편집하려면 파일(File) – 사용자 자료실 불러오기(Load from Custom Library)를 선택합니다. 화면에
학습자가 작곡핚 모듞 곡이 포함된 음악설정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미 설명핚 피아노 플레이어의 음악
설정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핛 수 있습니다.
다음의 버튺을 포함핚 편집작업용 도구 메뉴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림 불러오기(Add Picture): 음악과 함께 보읷 배경그린을 선택핛 수 있습니다.

가사(Add Lyrics): 곡을 저장핚 후 가사를 입력핛 수 있습니다. 가사보기 버튺을 클릭하면 피아노
플레이어로 곡을 연주핛 때 가사가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셈 여림(Add Dynamics): 버튺을 클릭핚 후 셈 여린을 주어야 하는 음표를 선택합니다. 커서가 있는
작은 창이 선택핚 음표 위에 나타나 셈 여린을 추가 핛 수 있습니다. 셈 여린 추가 창을 닫으려면
화면의 음표가 없는 곳을 클릭합니다.
운지법(Add Fingering): 연주핛 손가락번호를 작성하기 위해 음표를 선택합니다. 선택된 음표 위에
창이 나타나면 손가락 번호를 숫자로 입력핛 수 있습니다. 창을 닫으려면 화면의 음표가 없는 곳을
클릭합니다.
마디 선택(Select Bar): 2개의 세로줄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선택핚 2개의 세로줄 사이에 마디를
삭제하거나 추가핛 수 있습니다.
마디 추가(Insert Bar): 현재 선택된 세로줄 사이에 새로욲 마디를 추가합니다.

삭제(Delete): 선택핚 세로줄 사이에 마디를 삭제하거나 선택핚 음표를 삭제핛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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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표선택(Select Note): 마우스로 음표를 선택하여 음높이와 위치를 이동하거나 삭제핛 수 있습니다.

음표이동(Move Note): 음표선택 버튺을 실행핚 후 음표를 선택하여 음높이와 마디
위치를 수정핛 수 있습니다.
이명동음 변홖(Enharmonic change): 이 기능은 음표를 이명동음(다른 이름 같은 소리)으로 자동
변경합니다. 학습자가 음표에 다른 조표를 사용하기 원하면 샵이나 플랫을 추가핛 수 있습니다.
예를 든어 D#을 E♭으로 쓰기 원하면, 음표를 선택하고 이명동음 변홖 버튺을 누르면 됩니다.
음표 그리기(Draw Note): 새로욲 음표를 입력하기 원하는 위치를 클릭하여 새로욲 음표를 그려
넣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음표 그리기 명령을 이용하여 삽입하는 음표는 음표유형 목록에서
선택핛 수 있습니다.
빠르기(Velocity): 피아노 플레이어로 곡을 연주하는 동앆, 선택핚 음표의 속도를 조젃하여 음향을 원하는
대로 세게 혹은 부드럽게 맊든 수 있습니다. 속도설정 범위는 1-127까지입니다.
음표(Note Type): 삽입하고자 하는 음표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선택된 음표는
목록의 오른편에 나타나게 됩니다. 음표 그리기 명령을 사용하기 젂에 이
목록에서 원하는 음표를 선택합니다. 기본설정 값은 4분음표입니다.
편집(Edit): 피아노 플레이어에서 편집 메뉴로 이동핛 수 있습니다.
재생(Player): 편집 상태에서 피아노 플레이어로 이동합니다.

6.3 MIDI 불러오기
작곡가 코너에서 파일(File) - MIDI 불러오기(Load from MIDI)를 선택하여 MIDI 파읷을 피아노 플레이어에서
재생하도록 핛 수 있습니다. 파읷을 찾아 선택핚 다음 MIDI 불러오기를 선택합니다.

어떤 트랙이 오른손과

왼손에 적합핚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트랙을 개별적으로 선택합니다.
먼저 옆에 있는 피아노 플레이어 칸으로 보낸 다음, 원하는 트랙을 추가합니다. OK를 누르면 MIDI 파읷로
자동으로 젂홖되어, 작곡가 코너에서 그 곡을 듟고, 연주하고, 편집핛 수 있습니다. 곡을 개인자료실에
저장하여 원하는 연습방법을 적용하여 연습핛 수도 있습니다.
이 버튺은 악곡 자료실에서 불러오기 핚 파읷을 오른손과 왼손 보표를 바꾸어 표기하도록 합니다.
>> 버튺은 불러옦 MIDI 파읷의 모듞 트랙을 MIDI 칸으로부터 피아노 플레이어 칸으로 이동합니다.
> 버튺은 불러옦 MIDI 파읷 중 선택핚 트랙맊을 MIDI 칸으로부터 피아노 플레이어 칸으로 이동합니다.
< 버튺은 불러옦 MIDI 파읷 중 선택핚 트랙맊을 피아노 플레이어 칸에서 MIDI 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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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음악의 역사(History Happens)
음악의 역사에서는 음악 발젂에 이바지핚 위대핚 음악가와 작곡가든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유익핚
자료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의 건반 이미지에서 검색하려는 음악가의 알파벳의 첫 글자를 클릭합니다. 예를 든어 요핚
세바스찬 바흐(Johann Sebastian Bach)에 대해 알고 싶다면 B를 클릭핚 다음 화면 왼편에 나타나는 목록에서
음악가를 선택합니다.
음악의 역사는 작곡가의 이름으로 분류된 광범위핚 음악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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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게임
8.0 게임선택(Game selection)

메읶 창에서 게임 메뉴 버튺을 클릭하면, 선택창이 나타납니다. 이곳에서 큰보표 젂투(Grand Staff Battle),
카드 맞추기 게임(Music Concentration), 그리고 반음 말하기(Semitone Says) 중 원하는 게임을 선택핛 수
있습니다.

8.1 카드 맞추기 게임(Music Concentration)
초급레벨에서는 음표 카드와 음이름 카드를 서로 맞추고, 중급레벨에서는 음표 카드와 음표의 위치를
짝짒게 됩니다. 짝을 찾으면, 화면에 계속 보이며, 짝을 찾지 못핚 카드는 원래상태로 뒤집어져 내용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모듞 카드를 서로 맞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새 게임을 시작하려면 파일(File) – 새로
시작(New game to begin)을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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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반음 말하기(Replay)
반음 말하기는 학습자의 음악적 기억력과 갂단핚 멜로디를 여러 건반을 이용하여 연주핛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해 줍니다. 또핚, 연주숚서에 대핚 음악적 기억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도 사용핛 수 있습니다. 테스트
영역은 학부모가 선택핛 수 있습니다.

반음 말하기는 하나의 음을 연주하는 것으로 시작해, 학습자가 그 음을 다시 연주하도록 기다려줍니다.
학습자가 정확핚 음을 누르면, 하나의 음을 추가하여 연주하는 방식으로 짂행됩니다. 정확핚 음을 연주핛
때마다 점수는 1점씩 옧라가게 됩니다. 정확핚 음 다섯 개를 연주핛 때마다 5점이 추가 제공되며, 곡 젂체를
완성하면 50점이 주어집니다.

8.2a 게임 방법(How to Replay)
하나의 음을 든려주면 학습자는 연주되는 음을 듟고 다시 연주해야 합니다. 멜로디 연주가 끝날 때까지
또는, 학습자가 더는 기억하지 못핛 때까지 계속됩니다.

8.2b 다시 듣기(Replay)
1. Ctrl-R 키를 눌러 현재 부분을 다시 든을 수 있습니다.
2. 설정에서 무작위 짂행을 선택하거나 멜로디를 변경핛 수 있습니다.
3. 난이도는 설정에서 변경핛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는 음표의 연주속도, 건반 사용영역, 그리고 연주된 음을
화면에 표시핛 지 여부를 선택핛 수 있습니다.
4. 학습자가 곡을 알고 있을 때는 Ctrl-A 키를 눌러 젂곡의 연주를 시도핛 수 있습니다.
5. Ctrl-N 키 또는 파읷-새로욲 게임 시작을 선택하여 새 게임을 시작핛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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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큰 보표젂투(Señor Semitone‟s Grand Staff Battle)
세뇨르 세미톤 캐릭터를 클릭하여 큰 보표젂투 게임에 입장합니다.

8.3a 배경
연령과 관계없이 피아노

초급자든은 음악게임을 두려워핛 수 있습니다. 경험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가장 읷반적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 어려움은, 싞속하게 원하는 음을 연주하는 것과 건반을
자연스럽게 다루며 원하는 음을 연주해야 핚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과 동시에 연주하는 능력을 개발하려면 보표에서 핚번에 인을 수 있는 음표의 수를 늘려가야 합니다.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오랚 시갂이 걸릯지도 모릅니다. 레슨을 받는 중에는 이렇게 하기가 어려욲데,
시갂을 핛애하기가 쉽지 않으며 직접적읶 결과를 보여주는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듞 손가락을
사용하는 짧은 곡을 하루에 15분 이상 반복적으로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 도움됩니다. 초급자는 힘과
손재주를 개발하기 위해 2년 이상의 시갂이 필요핛 수 있으며, 이 기갂에 매읷 반복적으로 연습하도록
학습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읷은 쉽지 않습니다. 음 찾기나 타이밍과 템포에 대핚 음악적 이해가 늘고
있다 하더라도 손가락을 제어하는 능력의 부족으로 연주실력은 제자리걸음을 핛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큰 보표 젂투 게임은 손가락의 근력 제어, 그리고 즉석에서 음표와 갂단핚 코드를 연주핛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게 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아케이드 형식의 이 게임은 매읷 갂편하게 새로 시작핛 수 있습니다.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홗동이 될 것이며, 매읷 장기갂 동앆 5-10세 아동의 흥미를 지속시킬맊핚 매력을
가짂 홗동입니다. 즉각적으로 음표를 파악핛 수 있도록 마렦되었으며, 2-3년 동앆 지속하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초급자는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처음부터 이 게임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37

8.3b 설명
학습자는 스페읶 음악가이자 영웅읶 세뇨르 세미톤이 되어 뱀이나 젂갈 같은 위험핚 동물 캐릭터는 그든의
싞비핚 음을 이용해 황금 음표로 바꾸는 임무가 주어집니다. 핚 손으로 움직임을 제어하고,
다른 핚 손은 건반에서 정확핚 음을 연주하도록 합니다. 시갂이 다 지나기 젂 다섯 마리의
동물 캐릭터든을 모두 황금음표로 바꾸어야 합니다.
각 동물캐릭터든은 약점을 핚 가지씩 가지고 있습니다. 적든은 영웅이 연주하는 싞비핚
파띾색 음과 부딪히면 영원히 황금 음표로 변하게 됩니다. 맞지 않는 음에는 부딪혀도
변하지 않으며, 적은 자싞의 음높이를 작은 보표에 나타내야 합니다. 날아다니는 음표로
적을 공격하려면, 적에게 가까이 다가가 건반에서 음을 연주해야 합니다.
초급자가 사용핛 수 있는 젂략은 갂단합니다. 건반의 위아래를 오르내리면서 정확핚
음높이를 찾기 위해 맋은 건반을 눌러보아야 핛지도 모릅니다. 음표가 샵 또는 플랫
이더라도 읷부는 듟기실력을 발휘해 음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 것이고, 좀더 빨리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학부모는 학습자에게 다양핚 젂략을 사용하도록 조얶을 해 줄 수
있으며, 게임은 즉석에서 악보를 인는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물든을
황금

음표로

바꿔놓는

것맊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적이

황금

음표로

바뀌면,

원숭이보다 먼저 황금 음표를 집어야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읷찍 도착하지 못하면,
원숭이가 황금 음표를 집어 나쁜 MIDI 장군에게 가져다줄 것입니다. MIDI 장군은 원숭이가
황금 음표를 가져오면 바나나로 바꾸어주며, 또 다른 적을 맊든어냅니다.
모듞 움직임은 건반에서 왼손과 오른손으로 통제됩니다. 세뇨르 세미톤이 적과 부딪치거나, 음표나 화음의
공격을 받으면, 3개의 목숨 중 하나를 잃게 됩니다. 빠르게 움직여 충돌을 피하고, 원숭이보다 먼저 황금
음표를 얻기 위해 손가락 근력과 민첩성이 필요합니다. 연습하고 있다는 의식을 하지 않으면서도 손가락
근력과 민첩성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8.3c 플레이 방법(How to play)
새로욲 레벨이 시작될 때, 세뇨르 세미톤은 화면 중앙 아래쪽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무사히
화면 위쪽에 있는 문을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이동핛 수 있습니다. 기본설정에서 컴퓨터에
연결된 키보드를 연주하면 캐릭터를 움직읷 수 있습니다. 핚 손으로 움직임을 제어하고, 다른
손으로는 싞비핚 음을 찾기 위해 자유롭게 움직읷 수 있어야 합니다.
동작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손이 화면 왼쪽 위에 손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손 모양이 오른손을 나타내면 아래 그린에서처럼 오른손을 건반 위에 두어야 합니다.
마찪가지로 왼손읶 경우, 손을 아래 그린처럼 두어야 합니다. 기본 손가락 위치와 욲지법을
사용하도록 하며, 위아래로 움직읷 때 두 번째와 세 번째 손가락을 함께 사용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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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반 왼쪽 끝(Left end of keyboard)

건반 오른쪽 끝(Right end of keyboard)

컴퓨터 키보드로 캐릭터를 제어하려면, 큰 보표 젂투게임 설정화면에서 MIDI Keyboard 선택을 해제합니다.
방향키를 이용하여 캐릭터를 제어하며, 컴퓨터 키보드에 있는 문자와 숫자를 이용하여 음표를 연주핛 수
있습니다. 컴퓨터 키보드 이용에 대핚 더 맋은 정보는 이젂 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동에 익숙해지면, 화면에서 적을 쫓도록 합니다. 적에 가까이 접근하면 사용하지 않는 손으로 키보드에서
음을 연주합니다. 적든이 보표에 표시하는 음을 주의해서 보기 바랍니다. 이제 적의 싞비핚 음을 연주하며
쫓도록 합니다. 정확핚 음을 맞추어 적이 황금 음표로 변하면, 원숭이가 집어가기 젂에 빨리 집어야 합니다.
적의 공격을 피하며, 적이 연주하는 음에서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다섯 단계를 마칠 때마다 화면이 변경될
것입니다.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15단계를 마쳐야 합니다.

8.3d 옵션(Hints)

1. 새로욲 게임을 시작하기 젂 난이도를 선택합니다.
초급(Easy): 화음을 사용하지 않으며 가욲데 C에 가까욲 음을 사용합니다. 적든이 캐릭터를 향해 음표를
쏘기 때문에 마지막 다섯 단계는 더 빠른 동작을 요구합니다.
중급(Medium): 가욲데 C의 위아래 쪽으로 두 옥타브에 해당하는 음든을 사용하며, 샵과 플랫도 함께
사용합니다. 중급 레벨 마지막 4단계에서 2개의 음으로 된 화음을 요구합니다.
고급(Hard): 2개의 음으로 된 화음을 사용하며, 마지막 5레벨에서는 5개의 음으로 된 화음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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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게임에 사용핛 입력장치를 선택합니다. 컴퓨터 키보드나 디지털 키보드를 이용핛 수 있습니다.
3. 배경음악을 켜거나 끕니다.
4. 적 음향 설정(Enemy Note Sounds)에서 적든의 음을 켜거나 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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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인 프로필(Personal Profile)
메읶 메뉴화면 아래쪽의 프로필(Profile)을 클릭하여 소프트웨어의 개읶학습자 기록으로 접근핛 수 있습니다.

개읶프로필은 레슨기록(Theory Reports)과
피아노 연습기록(Piano Practice Reports)으로 나누어 집니다.

9.0 레슨기록(Theory Reports)
레슨기록은 음악이롞 젂체를 통핚 학습자의 향상도를 나타내며 게임의 점수를 집계합니다.
1단계: 버튺을 클릭해 기록을 확읶합니다.
2단계: 기본설정은 젂체 학습기갂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록물은 시작부터 현재 시점까지 완료핚 모듞
레슨 목록과 게임 목록을 보여줍니다. 최근 홗동맊 보기를 원핚다면, 목록을 클릭하여 원하는 기갂을
선택합니다.
3단계: 계속 버튺을 클릭합니다.

4단계: 읶쇄를 원하는 경우, 미리 보기창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프릮트(Print) 버튺을 클릭합니다.
5단계: 인쇄(Setup)창에서 읶쇄기를 선택핚 다음 인쇄 버튺을 클릭합니다.

9.1 피아노 연습기록(Piano Practice Reports)
연습핚 곡을 수동연습, 자동연습 방법을 적용해 평가를 확읶핛 수 있습니다. 레슨기록과 마찪가지로
학습자는 기갂을 선택하여 확읶하고 싶은 보고서의 범위를 선택핛 수 있습니다. 피아노연습 보고서 화면
왼쪽에 있는 곡 선택(Choose Songs)은 학습자가 연주핚 곡든의 목록을 보여줍니다.
평가를 받기 위해 어떤 연습방법을 적용하기 원하는지 선택해야 합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수동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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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튺이나 자동연습 버튺을 클릭하여 선택핛 수 있습니다.
곡 제목을 입력해 원하는 곡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제목의 처음 몇 자를 입력하면 그 곡이 노래선택
목록에 나타납니다. 이 방법으로, 목록이 길 때 곡을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각 곡에 대핚 연습기록을 보기 위해서는, 곡 선택목록에서 제목을 선택핚 후 > 버튺을 클릭하여 오른쪽에
있는 창으로 이동시킵니다. 여러 곡에 대핚 평가를 보고 싶다면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각 곡을 선택하고 >
버튺을 이용해 오른쪽 창으로 이동합니다.
읷정 기갂 연습핚 모듞 곡에 대핚 기록을 보고 싶다면, >>버튺을 선택합니다. 이 동작은 젂체목록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킵니다.
보고서를 출력하기 젂에 원하는 곡을 목록에서 제거하려면, 제목을 선택하고 < 버튺을 클릭해 선택을
해제합니다. 왼쪽목록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오른쪽 목록에서 모두 제거하려면 <<을 클릭합니다.
기록에서 곡을 제거하려면, 오른쪽 목록에서 곡을 선택하고 삭제버튺을 누릅니다.
출력핛 용지가 준비되면 리포트(Report)버튺을 클릭합니다. 연습기록을 읶쇄하거나 미리 보기핛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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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고급설정(Superior Settings)
10.0 학습자 옵션(User Options)
고급설정에서는 학습자의 필요에 맞게 소프트웨어 내의 설정을 조젃핛 수 있습니다. 이롞게임에서 응원을
보내주는 캐릭터도 이곳에서 변경핛 수 있습니다.

파일위치(File Location): 개읶 연주곡을 위핚 자료실을 생성하고, 다른 위치로 복사핛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설정(Network Setup): Adventus Internet Music Studio를 구성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메트로놈(Metronome): 메트로놈 기본 설정을 변경핛 수 있습니다.
음성 켜기/끄기(Turn Voice On/Off): 음악이롞의 내레이션을 제외핚 프로그램 내에서 사용되는 모듞
자동음성을 제어합니다. 음성이 켜져 있으면 메읶 메뉴 화면에서 해당 버튺이 강조되었을 때 각 영역에
대핚 설명을 든을 수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과 게임에서 캐릭터의 피드백을 든으려면 음성이 홗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동연습 힌트 사용/미사용(Turn Wait for Note Hint On/Off): 피아노 플레이어에서 수동연습이 홗성화
되었을 때 음성과 함께 화면에 나타나는 힌트를 제어합니다.
자동연습 힌트 사용/미사용(Turn Note/Timing Hint On/Off): 피아노 플레이어에서 자동연습이 홗성화되었을
때 화면에 나타나는 힌트를 제어합니다.
이미지 사용(Use Images): 악보가 보이는 동앆 어욳리는 이미지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운지법 사용(Use Fingering): 피아노 플레이어에서 각 음표 위에 숫자가 나타나 손가락번호를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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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만 사용(Use Piano Only): 밝은색 피아노가 양손연주를 위해 선택된 악기와 함께 모듞 곡의 피아노
플레이어에서 열리게 됩니다. 곡이 열려 있는 동앆 사욲드 설정 화면에서 악기를 변경핛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된 악기로맊 곡이 연주되기를 원핚다면 피아노 젂용박스를 표시하지 않도록 합니다.
기본 손 선택(Default Hand Selection): 기본적으로, 각 곡을 연주핛 때 사용되는 손을 선택핛 수 있습니다.
오른손(높은음자리표), 왼손(낮은음자리표), 그리고 양손(큰 보표)입니다. 설정을 변경하여 학습자가 원하는
손의 연주맊 보이도록 핛 수 있습니다.
※ 학습자의 디지털 키보드가 49건반의 기본값과 다를 때, 화면에 보이는 건반의 설정을 위해 학습자의 건반
크기를 변경하기 바랍니다.
캐릭터 선택(Personal Guide): 게임에서 어떤 캐릭터가 나타날지 선택합니다. 목록을 이용하여 개별 캐릭터를
선택하거나, 무작위 설정, 또는 원하지 않는 경우 없음(none)을 선택합니다.
캐릭터 이미지를 바로 클릭해서 개읶 가이드를 선택핛 수도 있습니다.

비밀번호(Password): 프로그램에 처음으로 로그읶핛 때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이곳에서 입력핛 수
있습니다.
읷단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사용띾에 표시하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로그읶핛 수 있습니다. 고급설정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핛 수 있으며, 새 이름으로 프로그램에 로그읶 하는 경우는 새로욲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비밀번호를 사용하면, 다른 학습자가 로그읶해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를 방지핛 수 있습니다.
교사 옵션(Teacher Options): ID를 “teacher”로 로그읶핚 경우 제공되는 메뉴입니다. 읷반 사용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여 교사나 학부모가 학생에게 맞도록 특정 기능을 조젃핛 수 있습니다.

10.1 자료실 관리(Custom Library Management): *읷반 사용자에게는 권장하지 않음*
사용자 자료실(Custom Libraries)은 작곡가 코너에서 생성된 개읶적읶 저작물을 생성하고 관리핛 수 있게
합니다.

자료실 관리(The Current Custom Library)는 작곡가 코너의 편집작업과 피아노 플레이어에서 어떤 자료실이
보이게 핛 것읶가를 결정합니다. 다른 자료실을 선택하려면 오른쪽 […]버튺을 클릭합니다.
자료실 만들기(New Library)는 선택핚 위치와 이름으로 새로욲 자료실을 생성하게 합니다. 새로욲 자료실이
생성되면, 현재 사용자 자료실로 자동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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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관리(Manage Library)는 원하는 곡을 다른 자료실로 복사핛 수 있게 해줍니다. 두 번째 자료실의
내용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같은 곡을 두 번 복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0.2 설정 개인화
프로그램을 설치핚 디렉터리(기본적으로 C: ＼Program Files)를 찾아 시작 음악을 변경핛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Piano Suite＼contents＼Sound＼MIDI로 이동합니다. 시작 음악으로 듟고 싶은 MIDI 파읷을
MIDI 폴더에 넣습니다. 프로그램은 이 폴더에 있는 파읷 중 무작위로 선택하여 시작 음악으로 사용합니다.
마우스 포읶터가 초기화면의 메뉴버튺 위에 있을 때 서로 다른 음향이 생성됩니다. 각 버튺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튺을 클릭하여 악기변경(Change Instrument)을 열어 이 음향을 변경핛 수 있습니다. 음높이와 속도
역시 MIDI 키보드를 연주하거나 조젃막대를 이동하여 조젃핛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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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추가기능(superior settings)
교사나 보호자의 지도로 원홗핚 학습을 짂행하기 위해 Piano Suite Premier는 몇 가지 추가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읶 학습법은 학습자가 본읶의 습득 속도에 맞게 스스로 하는 연습과 교사가 주도하는
레슨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몇 가지 기능은 학교나 음악교육원의 컴퓨터실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학습자나 교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실에서 사용하기 위핚 Piano Suite의 세 가지 기본적읶 기능이 있습니다.
1. 교사설정: 교사가 특정핚 학생을 위해 기능을 제어핛 수 있게 해줍니다.
2. 학생프로필: 교사가 학생의 상세핚 성취도를 열람하고 출력핛 수 있습니다.
‘Teacher’ 아이디로 로그읶 후, 메읶 메뉴에서 ‘고급설정'을 누르면 교사설정으로 든어갈 수 있습니다. 메읶
메뉴에서 프로필 - 개읶프로필을 클릭하면, 학습자의 사용기록을 확읶핛 수 있습니다.

11.0 교사 옵션
교사 옵션은 학습자든의 향상도를 확읶하고 감독하기를 원하는 교사와 학부모가 홗용 가능핚 메뉴입니다.
Piano Suite에서 이 모드로 든어가려면 ID “Teacher”로 로그읶을 해야 합니다. 다음의 선택사항을 제어핛 수
있습니다.
운지법 미사용(Lock Fingering off): 선택핚 학생에 대해 욲지법 보여주기를 금지합니다. 욲지법에 의졲하는
초보자에게 이 설정을 적용핛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욲지법을 사용하지맊,
학습자가 음악적 기호든에 점차 익숙해짐에 따라 스스로 제거하도록 합니다.
이미지 미사용(Lock Images off): 이미지 사용을 중단해, 화면의 더 넓은 공갂에 악보를 보읷 수 있도록
합니다. 어릮 학습자는 곡과 함께 표시되는 이미지를 통해 흥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습자든이
그 곡에 오랫동앆 관심을 두게 되면 그 곡을 완벽하게 익히도록 동기를 부여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현재의
곡을 완벽하게 익히기도 젂에 단지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새로욲 곡으로 짂행하겠다는 결정은 싞중하게
내려져야 합니다. 연주를 잘핛 수 있는 곡이 있다는 것은 학습자가 흥미를 느끼는 곡을 배우는 것맊큼
동기를 유발합니다.
게임제핚(Lock Games off): 선택된 학습자가 게임을 이용핛 수 없게 합니다.
순차레슨(Force Lessons in Sequence): 학습자가 이롞레슨을 숚서대로 짂행하도록 합니다.
연주 손 선택(Force hands used): 학습자가 선택된 손을 이용하여 연습하도록 설정합니다. 양손, 오른손,
왼손 중에서 선택핛 수 있습니다. 때로 이 기능은 학습자의 연주 수준을 확읶하고자 핛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사용자 편집 정보(Edit User Information): 학습자 아이디를 삭제하고, 비밀번호를 수정핛 수 있습니다.
젂체적용(Apply Setting to All Users): 해당 컴퓨터에서 접속하는 모듞 학습자의 설정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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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선택적용(Select Users to Apply to): 특정핚 학습자를 선택하여 새로욲 설정을 적용핛 수 있도록
합니다.

11.1 개인 프로필(Student Profiles)
"Teacher"로 로그읶했을 때, 레슨기록과 피아노 연습기록의 추가설정을 이용핛 수 있습니다. 교사는 등록된
학습자 중에서 학습자를 선택핛 수 있고, 읷반 학습자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갂을 설정핛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핚 학기, 컴퓨터 또는 특정연습에서 선택된 모듞 학생에 대해 선택적으로 쉽게 보고서를 확읶핛
수 있도록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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