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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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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개인부터 기업, 연예인, 심지어 방송사까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 폭

발적으로 증가한 유튜브 사용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사람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유튜브라는 플랫폼은 다양한 직업을 파생시켰고, 새로운 가

치 창조를 위한 투자로써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유튜브 생태계 경쟁은 치열해졌습니다. 단순히 콘텐츠를 촬

영하고 업로드하는 데 그치던 것이 전문적인 편집이 가미되어 점차 수준 높

은 영상들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크리에이터로 도전하려면 더 많은 준비와 노력

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영상 음악 제작, 3D 모션 그래픽 등

의 분야는 크게 대중화되지 않은 분야이므로 이 영역을 잘 활용한다면 나름

의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중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영상 음악은 전문적인 분야이지만, 누구나 쉽

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맥 컴퓨터와 아이폰, 아이패드와 같은 애플 기기에서 제공

하는 무료 애플리케이션, 개러지밴드(GarageBand)를 이용하여 간단한 배경음악부터 

나만의 테마송까지 음악을 쉽고 빠르게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

과 열정을 투자하여 영상 편집의 필수 요소인 배경음악을 직접 만드는 보람

을 느낄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오렌지노(이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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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구성

저작권 Free, 유튜브 크리에이터 경쟁력 Up! 직접 만들어 직접 사용하는 유

튜브 배경음악 만들기에 지금 바로 도전해 보세요. 10년 이상 개러지밴드로 

강의와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오렌지노가 친절하게 알려 줍니다.

체계적이고 탄탄한 구성 

음악의 ‘음’도 모르는 초보자도 할 수 있는 애플 루프 믹싱을 이용한 배경음악 만들기부터 음

악의 기초를 쌓고, 생일 축하곡을 활용한 악기 연주 및 편곡 작업을 진행해 보면서 나만의 테

마송 만들기 실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개러지밴드의 기본 화면 구

성부터 맥용 개러지밴드를 

이용한 애플 루프 믹싱으

로 간단한 배경음악을 만

들어 봅니다.

Step 2
애플 루프 믹싱으로 

만드는 배경음악

음악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

부터 아이폰/아이패드를 이

용하여 Happy Birthday

To You 곡을 직접 연주하

면서 나만의 테마송 만들기 

연습을 진행합니다.

Step 3
악기 연주를 가미한 

테마송 만들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배

경음악이 있는데, 왜 굳이 

직접 만들어서 사용해야 

하는지 속 시원한 해답을 

알려드립니다.

Step 1
왜 직접 

만들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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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구성 요소로 제대로, 그리고 즐겁게 배울 수 있다! 

Step by Step

음악을 몰라도 읽고 따라 하면서 작

곡도, 개러지밴드도 함께 배울 수 있

습니다.

깨알Tip

실습 중에 혹은 내용 설명 중에 놓칠 

수 있는 사소한 팁도 놓치지 않고 알

려 줍니다. 

오렌지노 특강

좀 더 알아 두면 유용한 음악 이론이

나 유튜브/개러지밴드 관련 정보를 

오렌지노 특강에서 만나 보세요.

한 걸음 더

개러지밴드 이외의 작곡 프로그램 소개부터, 게

임처럼 즐기는 Live Loops, 커버송 신드롬까

지 개러지밴드를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

고, 틈틈이 읽으면 유익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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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러지밴드 미리보기

맥용 개러지밴드 미리보기 

▲ 프로젝트 선택 창

▲ 신규 프로젝트 화면 

악기 연주 
레슨 시작하기

빈 프로젝트 시작하기

템플릿 선택하여 프로젝트 시작하기

도구 막대 영역

Smart Control / 편집기 영역

트랙 헤더 트랙 작업 공간 애플 루프 브라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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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아이패드용 개러지밴드 미리보기 

▲ 악기 선택 화면

▲ 악기 연주 화면

저장한 프로젝트 확인하기

악기 선택 및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하기

악기 선택하기 트랙 제어기

저장된 프로젝트 확인

악기 연주 영역

제어 막대 영역 옵션 설정하기
(버전에 따라  모양으로 표시됨)

Autoplay 기능

코드(CHORDS)
음표(NOTES) 전환

013개러지밴드 미리보기



동영상 QR 코드

지면의 한계로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은 유튜브 동영상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소개한 영상 이외에도 오렌지노 유튜브 채널에 방문하

시면 다양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렌지노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jinosori

즐겁고 활기찬 

배경음악

긴장감 넘치는

배경음악

슬프고 무거운

배경음악

터치로 

디제잉하기

리듬 

알고가기

음계와 음정 

알고가기

화음 

알고가기

연주를 가미하여 

편곡하기

014 동영상 QR 코드

책으로 부족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PART 1

유튜브 영상 편집과 

배경음악 그리고 저작권

간혹 ‘유튜브 영상에서 누가 음악을 듣나요?’, ‘그냥 덜 유명

하고 좋은 곡을 가져다 쓰면 되는 것 아닌가요?’, ‘무료 음원

을 쓰면 되지 않나요?’와 같은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번 PART에서 이런 질문에 명확히 대답해 드리려고 합니

다. 영상에서 음악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저작권 지식이 부

족할 때 생길 수 있는 큰 문제들에 대해 다룹니다.



PART 1

유튜브 영상 편집과 

배경음악 그리고 저작권

Chapter 01 영상 편집의 대중화와 배경음악 저작권 이슈 

Chapter 02 가장 좋은 음원은 내가 만든 음원이다



Chapter 01

영상 편집의 대중화와
배경음악 저작권 이슈 

자본주의 사회에서 창작을 동반하는 작업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바로 

그 작업을 잘할 수 있는 전문가의 희소성과 이를 필요로 하는 수요에 따라 판

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영상에 대한 니즈는 크게 늘어나고 있어 영상 편집 기

술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Chapter에서는 영상 편집 기술이 어떻

게 대중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영상 편집에 활용되는 음악 저작권에 대해 제대

로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018 Chapter 01   영상 편집의 대중화와 배경음악 저작권 이슈 

2018년 12월 기준 메이블에서 발표한 유튜브 최신 트렌드에 따르면 2006년 

구글이 인수한 유튜브는 꾸준한 성장을 거쳐 국내에서도 95%라는 독보적인 

점유율로 가장 영향력 있는 동영상 플랫폼이 되었다고 합니다. 2019년 현재 

국내 월간 방문자 수도 3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며, 평균 이용 시간도 큰 폭

으로 늘면서 그 영향력이 얼마나 더 커질지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유튜브가 성장한 이유는 양질의 무료 콘텐츠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1인 크리에이터가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의 색깔로 활동하는 것이 큰 성장 동

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Lesson 01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전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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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시청자 수와 시청 시간이 늘고 있고, 여전히 새로운 크

리에이터와 콘텐츠에 목마른 소비자가 많다는 것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블루오션임을 보여 줍니다.

또한 특정 기준 이상이 되면 구글 광고 프로그램 연결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에 취미로 시작했다가 투잡으로, 투잡에서 전업으로 전향하는 크리에

이터도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진입하는 크리에이터는 이미 자리잡은 

선배 크리에이터와 경쟁하여 영향력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활동하기에 점점 더 좋은 환경이 갖춰지고 

있지만 한편으론 많은 재능이 필요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자신의 채널을 통한 

수익이 많거나 소속사에 속해 있다면 전문가의 손을 빌려 영상 편집을 대신할 

수 있겠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다수의 크리에이터는 직접 영상 편집도 잘

해야 합니다. 또한 구독자 확보를 위해 콘텐츠 기획력도 필요하고 초기에 반

응이 없더라도 꾸준히 영상을 올릴 수 있는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를 제공하지만 아무나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셈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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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신하고 독특한 콘셉트로 도전하는 신규 크리에이터들

이렇게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고군분투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여러

분께 경쟁력이 될 수 있는 무기를 하나 드리려 합니다. 바로 배경음악입니다. 

배경음악을 직접 제작하면 남과 다른 경쟁력을 얻고, 전반적인 영상 편집의 

완성도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혹시 자신은 음악 콘텐츠를 다루지 않아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

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게임, 뷰티/화장품, 먹방, Vlog/일상, 여행, 키

즈 등 모든 장르에서 배경음악이 주는 몰입감은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갖

습니다. 지금 바로 유튜브에서 ‘브금의 중요성’을 검색해 보세요. ‘브금’은 

BGMBackGround Music을 우리말로 읽은 신조어입니다. 



Chapter 02

가장 좋은 음원은
내가 만든 음원이다

Chapter 01에서 알아봤듯이 음악 저작권은 엄격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타

인의 음원을 쓸 엄두가 쉽게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경음악을 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절한 음원을 직접 만들고 라이선스를 통해 보호받는 방법

이 아닐까요? 음악을 아무나 만들 수 있겠냐고요? 그럼요. 그래서 이 책이 있

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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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는 오디오 라이브러리를 통해 무료 음원을 제공하고 있기에 수많은 크

리에이터가 무료 음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오디오 라이브러리에는 

무료 음원의 인기도를 볼 수 있었고 많이 쓰는 순서로 정렬이 가능해서 많이 

쓰인 음원들을 저장하여 지속적으로 활용한 크리에이터가 많았습니다. 그 때

문에 언젠가부터 인기가 많은 상위권 음원만 주로 활용되어, 여러 채널의 콘

텐츠 배경음악으로 흔하게 듣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 인기도순으로 정렬된 이전 버전 오디오 라이브러리(출처: 유튜브 공식 블로그) 

Lesson 01

매번 같은 음원에 피로를 느끼는
구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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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 DAW 프로그램 Logic Pro X

하지만 컴퓨터 음악이 발달하면서 진입장벽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음

악 지식이 많지 않아도 쉽게 연주할 수 있는 가상 악기들이 늘어났고, 스마트

폰의 등장하면서 연주나 작곡을 쉽게 도와주는 애플리케이션이 속속 나타나

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초창기에 아이팟터치, 아이폰을 통해 음악 연주가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반면 윈도우 모바일이나 안드로

이드 등 다른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레이턴시(latency, 자극과 반

응 사이의 시간)가 길어 터치했을 때 소리가 바로 나오지 않기에 실시간 연주

가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악기 애플리케이션은 아이폰과 같은 iOS의 점유율

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 정점은 2011년, iOS용 개러지밴드GarageBand 애플리케이션의 등장입니다. 

이미 맥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개러지밴드(2004년 출시)를 아이폰과 아이패

드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훨씬 간편하게 실제와 가까운 연주가 가능해졌습

니다. 또한 컴퓨터 음악 소프트웨어(DAW, Digital Audio Workstation)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곡을 만들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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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러지밴드는 현존하는 최고의 무료 컴퓨터 음악 소프트웨어이지만 분명 한

계가 있습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음악을 만들고 싶다면 개러지밴드보다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는 유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는 

음악가들이 널리 사용하는 유료 컴퓨터 음악 소프트웨어를 간단하게 살펴보

겠습니다.

Logic Pro X

개러지밴드와 마찬가지로 애플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입니다. 같은 개발사

인만큼 두 소프트웨어의 인터페이스가 유사하므로 함께 사용하기에도 좋습니

다. 보다 정교한 음향 편집이나 믹싱, 마스터링을 원한다면 Logic Pro X 사용

을 추천합니다.

 가격: ￦249,000  

 개발사: 애플

 웹사이트: https://www.apple.com/kr/logic-pro/

개러지밴드 이외의 

다양한 작곡 프로그램 살펴보기

한 걸음 더



PART 2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배경음악 만들기

앞서 영상 편집에서 배경음악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무료 음악 애플리케이션인 개러지밴

드를 활용하여 나만의 배경음악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소개

했습니다. 이제부터 직접 따라 하면서 음악을 만들어 볼 차

례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부터 점점 어렵고 복잡한 방법까지 

순차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ART 2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배경음악 만들기

Chapter 03 개러지밴드 기본 화면부터 주요 기능까지

Chapter 04 샘플링 섞어보기

Chapter 05 장르별 실전 배경음악 만들어 보기



Chapter 03

개러지밴드 기본 화면부터
주요 기능까지

단언컨대 개러지밴드는 아이폰/아이패드와 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무

료 컴퓨터 음악 소프트웨어(DAW, Digital Audio Workstatio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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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배경음악을 보다 손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DAW인 개러

지밴드의 기본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개러지밴드 설치 및 프로젝트 선택 창 살펴보기  

개러지밴드를 사용하려면 먼저 여러분의 맥 또는 아이폰/아이패드에 개러지

밴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맥을 사용 중이라면 [응용 프로그램] 폴더에서 

[GarageBand] 아이콘이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개러지밴드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설치부터 진행해야겠죠? App Store에서 ‘garageband’로 검색합니

다. 유사한 애플리케이션이나 강좌용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검색되므로 이름

이 정확히 ‘GarageBand’인 것을 찾아 설치합니다.

Lesson 01

개러지밴드의 화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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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랙 유형 선택하기  

프로젝트 선택 창에서 [빈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아래의 [선택]을 클릭하면 다음

으로 트랙 유형을 선택하여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❶ ❷ ❸

❶ 소프트웨어 악기: USB로 연결할 수 있는 MIDI 마스터 키보드를 활용할 때 주로 사용

합니다.

❷  오디오: 마이크 혹은 다른 라인 입력으로 기타나 베이스 등을 맥에 연결하여 녹음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❸  드러머: 개러지밴드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드럼 연주를 기본으로 하여 음악을 만들 

때 주로 사용합니다. 이후 실습에서 주로 사용할 메뉴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화면 살펴보기  

다른 악기를 맥에 연결하여 활용하지 않는 한 최선의 방법은 트랙 유형으로 

[드러머]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트랙 유형 선택 창에서 [드러머]를 선택한 후 [생

성]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하나의 드러머 트랙이 포함된 프로젝트가 생성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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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러머 트랙이 기본으로 포함된 신규 프로젝트

지금까지는 다소 간단한 화면이라서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부터는 복잡해서 뭐가 뭔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화면 구성과 

기능에 대해서는 상단 메뉴 막대에서 [도움말 - GarageBand 빠른 도움말]을 선

택하면 버튼이나 특정 영역에 마우스 포인터를 옮길 때 설명이 표시됩니다. 

그러므로 개러지밴드에 익숙해지기 전까진 빠른 도움말 기능을 활성화해 놓

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빠른 도움말이 표시된 화면 



Chapter 04

샘플링
섞어보기

개러지밴드에 제공되는 수천 개의 애플 루프를 적절하게 조합하는 것만으로 

좋은 배경음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Chapter에서는 맥용 개러지밴드를 

기준으로 서로 다른 루프들을 조화롭게 섞어 분위기에 맞는 배경음악을 만들

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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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콘텐츠 배경으로 쓸 만한 그럴싸한 음악을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루프 샘플링Loop Sampling입니다. 전자음악에서는 특정 샘플을 반복해서 사용하

는 것이 매우 일반적인데 이 단위를 보통 루프Loop라고 합니다. 개러지밴드가 

제공하는 애플 루프Apple Loops를 활용하여 음악적 감각 없이도 쉽게 음원을 만

들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애플 루프와 루프 브라우저  

도구 막대 오른쪽에 아래와 같이 루프 브라우저를 열 수 있는  버튼이 있습

니다.

▲ 루프 브라우저 버튼

  키보드 입력 상태가 영문 입력 상태일 때는 단축키 O 만 눌러서 루프 브라우저를 열 수 있습

니다. 하지만 한글 입력 상태일 때는 + O 를 눌러야 루프 브라우저가 열립니다.

Lesson 01

루프 브라우저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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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막대에서 [루프 브라우저 버튼]을 클릭해서 활성화하면 아래와 같이 루

프 브라우저가 열립니다. 루프 브라우저 상단 왼쪽에는 해당 루프를 정의할 

수 있는 키워드를 카테고리별로 찾을 수 있는 버튼 보기 모드와 애플 Finder

와 같이 탐색 영역을 이용하여 찾을 수 있는 열 보기 모드 중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각 버튼을 클릭하여 편한 방식으로 원하

는 루프를 찾을 수 있습니다.

클릭

▲ 루프 브라우저 

보기 모드를 선택한 후에는 루프 브라우저 상단 중앙에서 루프 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값인 [모든 장르]로 설정된 상태에서 사용해도 무방하며,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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릭한 후 원하는 장르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루프 팩 옵션에서 상

위 개념의 장르를 선택한 후 아래에 배치되어 있는 카테고리 선택 버튼을 이

용해 세부 장르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버튼 보기 모드의 루프 브라우저  

버튼 보기 모드에서 상세 검색 영역을 보면 [악기], [장르], [설명] 세 가지 카테

고리 버튼을 클릭해서 선택할 수 있으며, 각 카테고리에서 키워드를 선택해서 

원하는 루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선택한 키워드는 각 버튼 아래에 표시되므로 

여러 루프를 믹싱하여 조합할 때 버튼 보기 모드가 좀 더 용이합니다.

❶ ❷
❸

▲ 버튼 보기의 키워드 조합

❶ 악기: 드럼, 피아노, 기타, 스트링 등 악기별로 나누어 찾을 수 있습니다. 

❷ 장르: 록/블루스, 일렉트로닉 등 장르별로 나누어 찾을 수 있습니다. 

❸ 설명: ‘독주 : 앙상블’, ‘드라이 : 프로세스드’ 등 대비되는 루프 스타일로 나누어 찾을 

수 있습니다. 

키워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므로 서로 어울리는 루프를 찾기 용이합니다. 위 

화면의 경우 악기는 [모든 드럼], 장르는 [힙합/R&B], 설명은 [프로세스드], [그루



Chapter 05

장르별 실전 배경음악
만들어 보기

루프 브라우저에서 선택하여 트랙에 배치한 루프를 반복하거나 잘라서 붙이는 

등의 편집 과정으로 음악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하

지만 이는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연습이었을 뿐 진정한 음악을 만들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장르별 음악을 직접 따라 하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개

러지밴드를 처음 이용한다면 이 과정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시간

이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차근차근 따라해 보기를 당부합니다. 이 과

정만 잘 넘기면 앞으로 다양한 배경음악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Lesson 01은 전 과정을 세세하게 설명하지만, Lesson 02부터는 중복된 설명은 생략하고 

넘어가므로 반드시 Lesson 01을 실습해 보고 다음 실습을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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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영상에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즐겁고 활기찬 느낌의 배경음악을 만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잘 따라 왔다면 [빈 프로젝트 → 드러머]를 선

택하여 신규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Mission 01

활용: 밝은 분위기의 영상 배경음악으로 두루 활용 

길이: 약 2분

기본 정보: 템포 120, 4/4 박자, C장조

결과 미리듣기: https://youtu.be/lD_nY_CxIZs

Lesson 01

즐겁고 활기찬 느낌의
배경음악 만들기

영상으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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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아이패드용 개러지밴드에는 게임과 같이 즐길 수 있는 디제잉 기능이 

있습니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개러지밴드를 실행한 후 시작 화면인 악

기 선택 화면에서 상단에 있는 [LIVE LOOPS] 탭을 터치해 봅니다. 아래와 같이 

화면이 바뀝니다. 

▲ 아이폰/아이패드용 개러지밴드의 [LIVE LOOPS] 탭

터치만으로 디제잉하기,

Live Loops

한 걸음 더

영상으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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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별로 다양한 디제잉을 할 수 있는 패키지가 30여 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디제잉하려는 장르를 찾아 터치하면 세로 축의 트랙들과 가로 축의 루프 패턴

이 표시됩니다. 

▲ 기본 디제잉 화면

파란색과 노란색 루프들을 하나씩 터치하면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확인해 봅

니다. 각 루프는 서로 어울릴 수 있는 비트에 자동으로 맞추어 재생됩니다. 따

라서 박자를 무시하고 눌러도 어울리는 비트로 재생됩니다. 왼쪽의 트랙 목록

을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하여 트랙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트랙 정보 확인



PART 3

연주를 가미하여

본격적으로 작곡하기

간단한 배경음악은 음악적 지식과 감각이 조금 부족해도 루프만 조합하면 쉽게 따라 할 수 있

었습니다. 하지만 음악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를 갖춘다면 어떠한 구성이 왜 더 좋게 들리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은 곡을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의도한 음악에 

가까운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조금 지루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결과적으

로는 작곡을 더욱 즐겁게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줄 것입니다. 기본적인 음악 이론을 배우고 

직접 연주 과정을 거쳐 곡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PART 3에서는 연주를 이용한 편곡을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아이폰/아이패드용 개러지밴드를 기본으로 활용

합니다. 



PART 3

연주를 가미하여

본격적으로 작곡하기

Chapter 06 작곡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음악 이론

Chapter 07 ‘Happy birthday to you’에 코드 입히기

Chapter 08 편곡 심화와 믹싱



Chapter 06

작곡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음악 이론

흔히 음악의 3요소는 리듬(Rhythm), 멜로디(Melody), 하모니(Harmony)라

고 이야기합니다. 음악 이론을 시작하려면 최소한 이 세 요소가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론 부분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이폰/

아이패드용 개러지밴드에서 이후 설명하는 내용에 맞춰 악기를 연주해 보면 더

욱 빠르고 재미있게 음악 이론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재미있고, 완성도 

높은 작곡을 위한 과정이므로 포기하지 말고 차근히 학습을 진행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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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비트와 BPMBeats Per Minute의 개념을 이해하고 박자의 빠르기에 대한 차이

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 마디가 몇 개의 비트로 쪼개지는지에 따라 4/4

박자, 3/4 박자, 2/4 박자, 6/8 박자 등으로 나뉘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제 그 

비트를 직접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비트나 박자의 개념을 파악하고 있으면 여기서 소개할 리듬Rhythm을 파악하기

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리듬은 일정한 규칙이나 박자에 의한 흐름을 이야

기하며, ‘박자감’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리듬을 담당하는 타악기는 일반적으

로 음정Pitch을 고려하지 않고 빠르기와 연관된 분위기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

니다. 

드럼은 대체로 음정을 고려하지 않는 타악기지만 드럼으로 같은 곡을 라이브

로 연주할 때는 그에 맞게 조율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떠한 소리든 그에 

맞는 주파수가 있으므로 녹음된 드럼을 사용할 때 DAW 기능을 이용하여 조

율하기도 합니다.

드럼의 조율

Lesson 01

리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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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도 사물놀이와 같은 타악기가 있듯, 각 지역의 전통 타악기가 있지

만 가장 널리 쓰이는 타악기는 드럼Drum입니다. 드럼의 기본 주법과 함께 리듬 

이론을 익혀 보겠습니다. 

 드럼 세트  

드럼 세트를 이해하려면 아이폰/아이패드용 개러지밴드를 실행하고 악기 선

택 화면에서 [드럼 → 어쿠스틱 드럼]을 선택합니다. 다음과 같이 드럼 세트 화면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패드에서 개러지밴드를 사용 중이라면 오른

쪽 위에 있는 물음표 모양의 [빠른 도움말] 을 터치하여 드럼 세트 정보를 확

인해 보세요.

❶
❷

❸ ❸

❸

❹

❺

❺

▲ 아이패드용 개러지밴드의 드럼 세트와 빠른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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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용 개러지밴드에서는 도움말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앞의 이미지를 참

고하여 어쿠스틱 드럼을 연주하면서 익히면 됩니다. 우선 드럼 세트의 각 위

치를 터치하여 소리를 확인해 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직접 느끼는 것이 좋

습니다. 그런 다음 각 위치의 명칭과 특징, 역할을 확인해 봅니다.

❶   베이스 드럼(Bass drum/kick drum): 연주자 아래 위치하고 오른발로 페달을 밟아 

소리를 내는 드럼입니다. 가장 낮은 음을 가지고 있으며 베이스 연주와 함께 연주하면 

잘 어울립니다.

❷   스네어 드럼(Snare drum): 박자를 구성하는 핵심 드럼입니다. 주로 뒷박을 심플하

게 연주하여 중심을 잡아 줍니다. 조용한 분위기를 연출할 때 스틱으로 스네어 드럼의 

림(Rim, 가장자리)을 치는 사이드 스틱을 활용하고, 림과 면을 한 번에 내려치면 더욱 

강한 림 쇼트가 됩니다. 이때 스네어 드럼과 탁한 사이드 스틱이 동시에 나는 소리와 

흡사합니다.

❸   탐(Toms): 음의 높낮이가 다른 탐들(하이탐, 미드탐, 로우탐)은 주로 다음 패턴으로 

넘어가기 전 꾸밈을 채우는 역할을 합니다.

❹   하이-햇(Hi-hat): 박자의 기본 비트를 담당하여 일반적으로 모든 비트에 하이-햇을 

연주합니다. 퍼지는 소리(열린 하이-햇)가 나지만 페달을 밟으면 닫힌 소리(닫힌 하

이-햇)가 나서 적절히 섞어서 사용합니다. 페달을 밟는 것만으로 두 하이-햇이 만나

며 작은 소리가 나는데, 이것이 페달 하이-햇입니다. 

❺   심벌즈(Cymbals): 크래시 심벌즈는 주로 새 패턴을 알리는 시작 소리로 사용되며, 

큰 소리로 퍼지기 때문에 클라이맥스에서도 자주 사용합니다. 반면 소리가 작은 라이

드 심벌즈는 하이-햇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드럼 세트에 대해 나름대로 자세히 설명했지만 직접 연주해 보면서 몸으로 느

껴 보기 전까지는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오른손 검지로 베이스 드럼과 

스네어 드럼을 번갈아 가며 일정한 간격으로 눌러 봅니다. ‘쿵짝 쿵짝’ 소리가 

납니다. 이어서 다음 그림을 참고하여 동시에 왼손 검지로 하이-햇을 같은 타



Chapter 07

‘Happy birthday to you’에
코드 입히기

힘겨웠을 음악의 기초 지식을 넘고, 수많은 연습으로 어느 정도 음악에 대한 

감을 익혔나요? 최대한 흥미롭게 구성하고자 했지만 전문 지식이라 다소 지

루하고 어려웠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다시 실습으로 돌아와 재미있게 음악

을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리듬, 코드, 멜로디를 직접 만들어 보기 전에 알려진 

곡의 편곡 과정을 경험하며 그 감각을 쌓아 보겠습니다. 연습을 위해 작업할 

곡은 생일 축하곡 ‘Happy birthday to you’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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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루프가 아닌 직접 연주하여 곡을 만드는 과정에서 맥용 개러지밴드는 

MIDI 입력이 가능한 별도의 마스터 키보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이폰/아

이패드용 개러지밴드에서는 터치 기반 도구의 장점을 살려 실제와 가깝고, 더 

쉽게 연주할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되어 있기에 이번 Lesson에서는 아이폰/아

이패드용 개러지밴드를 주로 활용할 것입니다.

 아이폰/아이패드용 개러지밴드 메뉴 구성  

기본적으로 아이패드와 아이폰은 비슷한 UI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화

면 크기가 달라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아이폰 화면

에서 한두 단계를 더 거쳐야 아이패드와 같은 설정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

습니다. 하지만 한두 단계를 더 거칠 뿐 결과 화면은 동일하므로 아이패드용 

개러지밴드를 기준으로 설명하되, 아이폰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부연 설명하

는 방식으로 소개하겠습니다.

Lesson 01

기본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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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아이패드용 개러지밴드에서도 애플 루프를 믹싱하여 곡을 만들 수 있

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빈 트랙 작업 공간을 열 수 없습니다. 선택한 악기로 

최소한 한 음이라도 녹음한 후라야 트랙 편집 화면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러므

로 제어 막대에 있는 [녹음] 버튼을 터치하여 녹음을 시작하고 연주를 시작합

니다. 연주가 끝나면 [정지] 버튼을 터치하면 됩니다.

▲ 녹음 시작 전 카운트다운

트랙 편집은 맥용 개러지밴드와 유사하므로 지난 PART 2를 실습했다면 어렵

지 않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트랙 편집 화면에서 보다시피 상

단 메뉴들은 맥용 개러지밴드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트랙 편집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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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막대

아이폰/아이패드용 개러지밴드를 자유롭게 사용하려면 제어 막대에서 각 버

튼의 기본 기능을 파악해야 합니다. 일부 기능은 버튼을 누른 채로 기다리면 

해당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❶ ❷ ❸ ❹ ❺ ❻ ❼ ❽

❶  악기 선택: [악기 선택]  버튼을 터치하면 악기 선택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작업한 악기는 트랙에 남고 새로운 트랙에서 사용할 악기를 선택합니다. 아이

폰과 달리 아이패드에서는 해당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악기 목록이 표시되어 좀 

더 수월하게 원하는 악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아이패드 악기 선택 목록

❷  트랙/악기 화면 전환: 트랙 편집 상태에서는 직전에 사용한 악기로 돌아갈 수 있는 버

튼 이 표시되고, 악기 연주 상태에서는 트랙 버튼 이 표시되어 상태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용 개러지밴드에서 트랙에 배치된 악기가 두 개 이상일 때, 악기 

연주 상태에서 트랙 버튼을 길게 누르면 다음과 같이 트랙 선택 창이 나타납니다. 여



Chapter 08

편곡 심화와
믹싱

지금까지 곡을 구성하고 연주하여 녹음한 트랙들을 편집하는 일련의 과정을 

일반적으로 편곡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도 곡을 추출하여 배경음악으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각 트랙이 잘 어우러지도

록 악기의 소리를 보정하고 음량, 공간감 등을 수정하는 믹싱 작업을 거쳐 더

욱 완성도 높은 음악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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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용 개러지밴드에 비하여 연주에 특화된 아이폰/아이패드용 개러지밴드를 

이용하면 좀 더 시각적으로 음색을 편집하고 재미있는 연주를 할 수 있습니

다. 이번 Lesson에서는 음색 편집 심화 과정과 ‘Happy birthday to you’ 연

주에서 활용하지 않은 추가 기능 몇 가지를 배워 보겠습니다.

 신디사이저 음색 편집  

건반으로 연주하는 신디사이저는 음색을 세부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기능

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택하는 악기에 따라 편집할 수 있는 요소와 조작 방

법이 다르니 한 악기를 예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작업한 ‘Happy

birthday to you’는 [나의 노래]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목을 변경한 후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나의 노래] 화면에 있는 프로젝트 목록에서 프로젝트 이름 부분을 터치하면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Lesson 01

아이폰/아이패드용 개러지밴드
심화 활용



263한 걸음 더   J.Fla의 커버송 신드롬

 유튜브의 인기 장르, 커버송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 유튜버인 J.Fla를 아시나요? 적어도 ‘Shape of you’ 

혹은 ‘Despacito’ 커버송Cover Song 영상을 본 사람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두 영상은 모두 1억 뷰를 넘은 영상으로, 많은 해외 팬에게도 사랑받는 커버

송입니다.

▲ JFlaMusic 유튜브 채널

J.Fla의

커버송 신드롬

한 걸음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