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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최근의 DAW 동향

특정 음악에서 얼마나 많은 악기를 녹음하느냐에

따라 믹싱 트랙의 수는 달라지겠으나, 일반적으로

동일 음악 장르라고 가정할 때, 현대 음악의 악기

트랙 수는 과거에 증가되었다. 그 이유는 음악 창작

자가 전통적인 방식의 실제 악기 사용과 다양하게

개발된 가상악기의 혼용으로 음악적 창의력을 극대

화하기 때문이다.

오디오 트랙의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믹싱

과정에서의 시간적 부담이 증가하고 고려해야 할 사

항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DAW 개발사들은 믹싱 엔지니어가 주어진 시간에

보다 효율적으로 믹싱을 완성할 수 있도록 꾸준히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

2. 본론

2.1. 멀티트랙 서브그룹핑

멀티트랙 서브그룹핑(Multi-track Sun-grouping)

은 동일 계열 악기에 한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예를 들어, 음악에 드럼이 사용될 경우, 킥 드

럼(2트랙), 스네어 드럼(2트랙), 탐탐(3트랙), 하이햇

(1트랙), 오버헤드(2트랙), 룸마이크(2트랙) 등 최소

한 12개 ~ 16개의 트랙이 존재한다. ‘드럼’이라는 하

나의 이름으로 통용되나 실제로는 12개가 넘는 멀티

트랙이 사용된다.

믹싱 엔지니어의 입장에서는 이처럼 많은 드럼 트

랙을 밸런스와 음색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통일된

악기로 사운드를 디자인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때 믹싱 과정을 효율적으로 조절 할 수 있는 테

크닉이 바로 서브그룹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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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통적인 방식의 실제 악기 녹음과 컴퓨터 기반의 가상악기 개발은 다양한 음악 장르 탄생을 촉진시

켰고, 그 장르에 속하는 수많은 음원 발매로 대중의 귀를 즐겁게 만들었다. 전문가들은 음악을 듣는

LP, CD, MD 그리고 LD 등 재생 플레이어 산업의 몰락은 글로벌 음악 유통 및 서비스 산업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단정하였으나, MP3와 Flac으로 대표되는 온라인 중심 음원 판매 및 스마트

폰 재생 프로그램은 그들의 우려와는 다르게 오히려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음악 산업의 변화와는 다르게 음원제작 방식은 전통적인 방식의 그것과 그 궤

를 같이 한다. 도구는 달라졌으나 음악은 꾸준히 창작되어 믹싱과 마스터링의 과정을 거쳐 최종 음원

으로 완성된다. 본 논문은 특정 DAW를 이용한 음악 후반기 과정 즉, 멀티트랙 믹싱에서의 서브그루

핑에 대한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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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큐베이스10에서의 드럼 서브그룹핑 과정

1. 주어진 믹싱 세션에서 드럼 서브그룹 트랙을

생성

[그림 1] 그룹 트랙 메뉴

2. 생성된 드럼 서브그룹으로 각 드럼 트랙을 선

택하여 입력

[그림 2] 그룹 트랙에 들어간 세부 트랙

3. 서브그룹 안에서 드럼 트랙의 밸런스, 패닝, 음

색, 음량 조절

[그림 3] 그룹 트랙에서의 플러그인 사용

2.3. 큐베이스에서의 서로 다른 트랙 묶음 방식

큐베이스의 경우,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여러 트

랙을 하나의 폴더로 그룹핑하는 2개의 방식(폴더 트

랙과 그룹 트랙)이 있다.

폴더 트랙은 단순히 전체 음량의 증감 조절과 폴

더 안에 있는 오디오 이벤트(미디 이벤트 포함)를

한 번에 묶어 동시에 조절할 수 있는 정도로 그 기

능이 제한된다.

하지만 그룹 트랙의 경우, 그 역할은 더욱 확장된

다. [그림 3]에서와 같이 그룹핑된 트랙에 이퀄라이저나

컴프레서 등 다양한 플러그인을 사용하여 전체 드럼 트

랙에 대한 음색 보정 및 음량 조절이 가능하다.

또한, 서브그룹 폴더 안의 각 트랙의 오디오 신호를

버스의 센드를 통해 공간 계열 효과 적용도 자유롭다.

결국, 팬 조절, 이펙트 인서트의 사용, 센드 리턴, 솔로

와 뮤트 등 개별 트랙에서 사용가능한 모든 기능을 그

룹 트랙으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편리한 도구이

다.

3. 결론

현대의 음악 포스트 프로덕션 과정인 믹싱은 최종

음향적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빠른 시간에

최고의 사운드를 제작하느냐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각 DAW

개발사들은 음향 엔지니어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추

가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믹싱 소프트웨어의 서브그루

핑 기능은 단순히 수많은 오디오(미디) 트랙을 악기

별로 묶어 보다 직관적으로 작업을 진행하여 믹싱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을 넘어, 트랙 인서트를 이용

한 음색 및 음량 조절, 센드 리턴을 활용한 공간계

열 이펙트 적용 등 보다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음

원을 제작하고 완성할 수 있게 진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