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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지원
사용하실때 어려움이 있다면, Crescendo 악보 사보 프로그램 지원에 요청하기 전에 
해당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이 사용 설명서에 여러분의 궁금한 점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Crescendo 악보 사보 프로그램 온라인 기술 지원 

www.nch.com.au/notation/ko/support.html
에서 최신 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당 
페이지에 있는 기술 지원 센터를 이용하여 문의 하실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제안
개선점을 제안하고 싶다구요! Crescendo 악보 사보 프로그램 또는 여러분이 
사용하고자하는 다른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안을 저희 제안 페이지에 게시 해 
주세요! www.nch.com.au.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여러분과 같은 사용자의 
제안 후에 실행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제안이 소프트웨어에 받아 드려지면 무료 
업그레이드를 하실수 있습니다.

www.nch.com.au/notation/ko/support.html
www.nch.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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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프로그램 검색
검색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Crescendo 내에서 다양한 기능과 도구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효과 또는 도구 찾기
찾으려는 키워드를 입력합니다.
검색 버튼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을 시작합니다.
검색 결과
검색 키워드와 관련된 모든 항목이 여기에 표시됩니다. 열 머리글을 클릭하여 열을 
정렬합니다. 항목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사용하고 액세스할 수 있는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 기능 - 효과, 필터 또는 도구의 이름입니다.
● 범주 - 기능의 범주 및 위치입니다.
도움말 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검색
링크를 클릭하면 브라우저로 리디렉션되고 도움말 페이지에서 온라인 검색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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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H 소프트웨어 스위트
이것은 NCH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검색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오디오, 비디오등 유형별로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품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하여 시험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제품이 설치 되어있는 
경우, "지금 실행"을 클릭하면 프로그램이 실행될 것입니다.
카테고리에는 제품에 대한 기능 목록도 있습니다. "비디오 파일 편집"과 같은 기능을 
클릭하여 해당 기능이 있는 제품을 설치하세요.
검색 
입력한 키워드와 일치하는 제품을 저희 웹사이트에서 검색하세요. 
소프트웨어 더 보기 
더 많은 소프트웨어를 저희 웹 사이트에서 찾아보세요. 
뉴스레터 구독하기  
새 출시 및 할인에 대한 공지를 뉴스레터로 구독할 수 있습니다. 구독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구매를 위한 최신 할인 보기 
저희의 제품 구입에 대한 최신 할인 정보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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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사용 조건
저희는 모든 사용자 분들께서 저희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과의 만족스런 
경험을 경험하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귀하의 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사용권 
계약(EULA)에 대한 동의를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이 EULA(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는 우리의 책임을 제한하며 중재 계약 및 관할 
협정에의해 통제됩니다. 당신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이 계약 조건들을 잘 숙지해 
읽으시기 바랍니다.
1. 이 소프트웨어 저작권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함께 배포된 모든 시각적 또는 오디오 
작업은 NCH 소프트웨어에 속하고 다른것들은 소개(A)에 나열되었습니다. 모든 권리는 
저작권자의 소유입니다. 이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번들로 함께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또는 바로가기와 시작메뉴 폴더를 포함한 이 소프트웨어의 설치 주문형은 이러한 
조건에 따라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저작권은 사용자 본인이 만든 순수 
창장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 사용 또는 배포함으로써 당신, 당신 자신, 그리고 당신의 
고용주 또는 본 근거지를 대신하여 이 약관에 동의합니다. 당신이 이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 복사, 전송, 배포 및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전액을 
환불 받으려면14일 이내에 구입처에 반환하십시오.
3. 이 소프트웨어, 그리고 수반하는 모든 파일, 데이터 및 자료는 법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묵시적 또는 명시 여부의 어떤 종류의 보증 없이 "있는 그대로" 
배포됩니다. 만약 당신이 중요한 목적으로 이 소프트웨어에 의존하려는 경우, 이것을 
사용하시기 전에 완벽히 실험해 보시고, 중복 시스템을 설치하셔서 어떤 위험 부담도 
감수해야 합니다.
4. 우리는 이 프로그램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특별한, 부수적, 파생적 손실을 
포함한 그 어떤 손실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우리에 대한 귀하의 모든 청구의 전체 
해결 방법은 당신이 지불한 소프트웨어 금액에 대한 전액 환불을 받는것으로 
제한됩니다.
5. 당신은 이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신체적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컴퓨터를 정기적으로 백업하지 
않거나, 안티바이러스 및 방화벽 소프트웨어가 당신의 컴퓨터에 설치되어있지 않거나 
또는 당신의 컴퓨터에 중요한 데이터를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한다면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사용과 관련된 모든 청구로 부터 당신은 우리에게 배상할 
것임을 동의합니다.
6. 당신은 완벽하게 변동이 없는 형태로 이 소프트웨어의 설치 파일을 복사 또는 배포할 
수는 있으나, 서면 승인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소프트웨어 
등록 코드를 절대 배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소프트웨어 등록 코드를 배포한 경우, 
당신은 무단 사용이 발생한 각 위치에 대한 전체 구입 가격을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7. 소프트웨어에 의해 수집된 통계 자료 사용은 제한된 환경에서 사용량 통계 자동 익명 
수집을 허용하는 NCH 소프트웨어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의 적용을 받습니다.
8. 법의 선택 당신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을 시에는 미국 회사인 NCH Software Inc과 
관계가 있고, 이 계약은 콜로라도 주의 법률 및 법원의 적용을 받습니다. 당신이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에 거주하고 있다면, 당신은 오스트레일리아 회사인 NCH Software 
Pty와 관계가 있고 ,이 계약은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특별 지역의 법률 및 법원의 적용을 
받습니다. 당신과 저희 회사간의 모든 분쟁들에 대해, 이 법원들은 이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적인 사법권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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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미국 고객에만 해당되는 사항: 중재 계약 및 집단 소송 면제: NCH Software와 당신은 
상호간의 모든 분쟁과 청구를 이 영문 링크 (https://www.nch.com.au/general/lega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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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 XP와 비스타의 구글 승인 프로세스
윈도우 XP 또는 윈도우 비스타에서 실행할 때 구글드라이브 및/또는 유튜브에 
업로드하려면 Crescendo에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 추가 단계가 필요합니다. 
1. 클릭권한을 부여... {인증}에서 권한 부여  대화창을 보세요. 
2. 열리는 웹페이지에서, 필요한 경우 구글 계정에 로그인을 하십시오.
3. 요청된 기능에 액세스하려면 Crescendo에 권한을 부여할 것을 확인합니다. 
4. 구글에서 제공되는인증 코드를복사 및 붙여넣기하여권한 부여 확인 

Crescendo에서의 대화상자. 
5. 클릭준비를 클릭하여 승인 완료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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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 소개
Crescendo를 설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rescendo는 심플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음악 사보 편집기 입니다. 음악 작곡 및 편곡 악보 만들기, 저장 및 인쇄하는데 
사용하세요. Crescendo의 강력하고 감각적인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페이지 
레이아웃, 음자리표, 박자표, 조표, 마디, 임시표, 붙임줄, 이음줄 및 다양한 음악 
기호들을 신속하게 설정하세요.
기능
● 온음표에서 64분음표까지 간단하고 빠르게 음표와 쉼표들을 입력
● 그래픽 음표 메뉴로 빠르게 음표들을 수정
● 무제한 실행 취소/다시 실행
● 스마트하고 빠른 자동-형식 기능으로 전체 스코어에 있는 음표들을 즉시 포맷해 줌
● 쉬운 자동 페이지 및 단 레이아웃
● 기호 또는 사용 가능한 임의의 숫자들로 된 박자표들, 스코어 전체에서 허용된 어떤 

숫자의 박자표 변경이라도 지원함
● 스코어 안의 어떤 마디나 할당할 수 있는 모든 조표 세트
● 높은음자리, 낮음음자리, 알토음자리 및 테너 음자리표들
● 자동 음표꼬리 연결
● 복합 코드들을 쉽게 만듬
● 임의 박의 비율로 잇단음표들을 쉽게 만듬: 잇단음표, 셋잇단음표, 넷잇단음표, 

5잇단음표, 6잇단음표, 7잇단음표, 8잇단음표, 9잇단음표 등.
● 셈여림표, 헤어핀 (크레셴도 및 데크레셴도), 옥타브 선, 페달 선 및 코드 기호들을 

쉽게 만들고 이동하기 및 배열하기
● 이중 도돌이표, 도돌이표 또는 종료 마디 줄 만들기
● 세뇨 및 코다와 같은 도돌이표 기호들 만들기
● 올림표, 내림표 및 제자리표 기호들을 음표에 지정
● 이음줄, 붙임줄 및 악절 기호들로 음표들을 연결하기
● 점음표, 겹점음표, 점 세개 음표등을 지정
● 여러 악기들 및 해당 악기 당 여러 오선들이 있는 스코어 만들기
● 사용자 작업 악보에서 조표들 간의 조 옮김 또는 반음 수로 조 옮김하기
● 정확한 미디 재생 (마이크로소프트 미디 하위 시스템 버그 때문에 윈도우 스토어 

버전은 사용 불가)
● 음악 사보를 용지에 보기좋고 깔끔하게 인쇄
● 스코어를 MIDI 파일로 내보내기 및 다른 오디오 파일들을 MP3 및 웨이브 파일로 

내보내기
● 스코어를 이미지로 내보내기
● 빠른 저장 및 로딩을 위해 컴팩트 파일 형식 사용
● 여러 스코어들을 동시에 열기 및 편집하기
● 선택한 마디 안에서 복사/붙여넣기
● 음악 트랜스크립션을 사용해서 음악 파일을 채보
시스템 요구 사항
윈도우 XP/Vista/윈도우 7/윈도우 8 또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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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 작곡하기
실제로 '종이에 펜 놓기'하려면 도구상자에서 도구를 선택해야합니다. 도구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선택, 이동 및 확대/축소를 위한 탐색 도구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표기법 도구가 있습니다 : 텍스트 도구, 막대 선 도구, 동적 표시 도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음표 및 쉼표 도구가 있습니다. 표기법 도구를 클릭하거나 바로 가기 키를 
사용하여 선택한 후에는 마우스를 용지 위로 이동하여 표기법의 위치를 정하고 
클릭하여 배치합니다. 개별 표기법 도구는 아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표 그룹에서 작동하는 도구: 투플렛 및 이음줄 도구가 있습니다. 

팁: 편집 탭에서 실행 취소 버튼을 클릭하거나 Ctrl+Z를 눌러 도구의 변경 사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툴박스
툴박스는 도구 버튼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스코어의 양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툴박스는 '음표 툴박스' 이고, 오른쪽의 그룹으로된 툴박스에는 텍스트, 음자리표, 
조표, 박자표, 셈여림표 및 프렛보드 코드와 같이 보다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원하는 
도구를 클릭하여 선택하면, 이전에 선택되었던 도구들은 선택 해제가 됩니다.
그룹으로된 툴박스 안에서, 여러분은 툴박스를 확장/축소할 수 있고, 또한 여러분이 
사용하기 편리한 순서로 재-배열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툴박스로 바로가기 위해 
드롭다운 메뉴를 사용해서 도구 카테고리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음표 및 쉼표 추가하기
음표 툴박스 안의 음표나 쉼표를 클릭한 뒤, 마우스를 종이 위로 이동하고 클릭하여 
이것을 배치하세요. 음표 메뉴(아래 참조)가 나타날 것이며, 여러분은 오른쪽 
클릭하기로 도구를 선택 해제하거나 다른 도구를 선택할 때 까지, 원하는 음표를 
변경하거나, 음표 및 쉼표들을 계속 더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팁: 음표 도구는 숫자 키 1 - 7을 눌러서 신속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쉼표 도구는 
Shift + 숫자 키 1 - 7을 눌러서 신속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8분음표 및 16분음표를 
계속 연달아 추가하실 때, 이 음표 꼬리들은 자동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표기법(Notation ) 탭의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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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뉴를 통해 또는 Shift + 0을 눌러 악기에 대한 긴 무음 지속 시간을 나타내는 다중 
측정(다중 마디) 쉼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메뉴를 사용하여 
다중 마디 쉼표 나머지 위의 숫자를 변경하여 나머지가 지속되는 마디 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음표 메뉴
음표 메뉴는 음표(또는 쉼표) 클릭시 이들의 왼쪽에 표시되거나, 또는 처음 이들을 
배치할 때 표시됩니다. 이것은 마우스를 이동하시면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음표 
메뉴에서, 길이, 임시표, 악센트, 다음 음표로 붙임줄 만들기, 음표 및 쉼표 관련 변경 
작업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음표 메뉴에서 음표의 길이를 변경하실 때에, 음표나 쉼표 
도구가 활성화 되어 있으면, 도구는 이 중 하나의 유형 및 길이로 변경될 것입니다.

팁: 메모 메뉴는 키보드를 사용하여 빠르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려는 항목 
옆에 있는 숫자를 누르거나 Esc  키를 눌러 메뉴를 뒤로 물러나거나 닫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현재 작업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음표 이름
Crescendo는 일반 음표 머리 안에 음표/피치 이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음악 
교사와 학생들에게 유용합니다. 현재 음표 머리 또는 현재 선택 영역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기해서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코드
코드를 만들려면, 오선에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음표들을 동일한 길이로, 동일한 위치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음표가 기존의 음표와 충분히 가까와지면, 이들은 병합되어 
코드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오른쪽의 
프렛보드 툴박스는 코드 기호를 보여주고, 또한 스코어에 추가될 수 있는, 파퓰러한 
코드 기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활성화하려면 코드 기호를 클릭하고 난 후, 스코어를 클릭해서 악보 사보에 
추가합니다. 이 도구를 비활성화하려면, 오른쪽 클릭하거나, 스탠다드 커서 도구를 
선택하세요.
코드들은 셈여림표 기호와 비슷하게, 정렬 도우미 줄 및 움직임 잠금 기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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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scendo는 몇 가지 인기 코드를 제공합니다. 사용자의 필요 요구 사항에 맞지 
않으면, 자신의 코드를 정의하고 난 뒤,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드 표시에는 이름만 표시, 다이어그램만 표시 및 이름 및 다이어그램 표시와 같은 
여러 가지 표시 스타일이 있습니다. 코드 표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거나 Vi
ew/Chord Display  메뉴를 통해 케이스에 따라 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오른쪽 클릭 메뉴의 위 메뉴 항목은 현재 코드 표시를 변경하는 데 사용됩니다.
● 뷰/기타 코드 메뉴의 위 메뉴 항목은 기본 표시 스타일로 설정하고 악보의 모든 코드 

표시에 적용하는 데 사용됩니다.
● 보기/기타 코드/기본값 메뉴의 위 메뉴 항목은 기본 표시 스타일만 변경하는 데 

사용됩니다.
● 오른쪽 클릭 메뉴의 스타일을 기본값으로 설정  메뉴는 현재 코드 표시의 스타일을 

기본 스타일로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보이스
여러 목소리로 악보를 작성하려면 음성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꾸밈음
꾸밈음을 만들려면 원하는 피치의 악보에 음표를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꾸밈음을 선택합니다. 
꾸밈음의 피치를 수정하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꾸밈음을 선택 
취소합니다. 음을 원하는 피치로 드래그하고 다시 꾸밈음으로 변환합니다. 
잇단음표
음표 툴박스에 있는 잇단음표 도구를 선택하여 잇단음표들을 만들 수 있는데, 
잇단음표로 이을 첫 번째 음표를 클릭한 뒤, 마지막 음표를 클릭하면 됩니다.
Crescendo는 기본값으로 셋잇단음표를 만듭니다. 길이 비율을 사용자가 지정하여 
원하는 종류의 잇단음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잇단음표을 사용자 정의하려면 잇단음표의 번호, 대괄호 또는 메모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팝업 메뉴가 나타나고 잇단음표의 값과 모양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잇단음표 대화상자를 참조하십시오. 

팁: 잇단음표는 박의 설정에 상관없이 음표 꼬리들을 모두 연결할 것입니다. 

팁: 일반 음표 그룹(잇단음표가 아닌)들은 음표들의 꼬리를 모두 연결하도록 
잇단음표의 시간 비율을 n:n 으로 설정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팁: 쉼표가 안에 있는 잇단음표 그룹들의 꼬리는 위로 연결됩니다.

팁: 잇단음표는 다른 잇단음표 위/안에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붙임줄
음표를 다음에 오는 음표와 붙여 붙임줄을 만들려면, 첫 번째 음표를 선택해서 음표 
메뉴를 불러온 뒤, 붙임줄을 선택하여 토글해서 붙임줄을 만들거나 해제합니다.
붙임줄은 음표 머리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붙임줄 을 선택하여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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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줄

한 음표를 원하는 위치의 다른 음표로 연결하는 이음줄을 만들려면, 음표 툴박스의 
이음줄 도구를 선택하고, 시작할 첫 음표를 클릭한 뒤, 이음줄 그룹의 마지막 음표를 
클릭하면 됩니다.

팁: 이음줄 및 붙임줄은 외관상 보기에는 같아보일 수 있지만, 연주시에 이 두 가지는 
다르게 처리됩니다.
악절 기호
악절을 만들려면 사보 탭의 음표 관련을 클릭하면 열리는 드롭다운 메뉴에서 악절 기호 
도구를 선택하고, 첫 번째 음표를 클릭한 뒤, 악절의 마지막 음표를 클릭하면 됩니다.
임시표
음표에 임시표를 설정하려면, 해당 음표를 선택하여 음표 메뉴를 불러온 뒤, 원하는 
임시표를 선택하면 됩니다.
임시표는 음표 머리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임시표를 선택하여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임시표는 기호는 클릭하고 끌어서 가로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기호는 마디 
안에서 음표와 다른 임시표 기호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점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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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표에 점을 붙이려면, 해당 음표를 선택하여 음표 메뉴를 불러온 뒤, 원하는 점음표를 
만들기 위한 점의 수인 1, 2 또는 3을 선택하면 됩니다.
악센트
음표의 강약인 (악센트(마르카토), 강한 악센트 (마르텔라토), 스타카토, 스타카티시모 
또는 테누토)를 설정하려면, 음표를 클릭하여 음표 메뉴를 불러온 뒤, 악센트 섹션에서 
원하시는 악센트 기호를 선택하세요.
오나먼트 꾸밈음
음표에 오나먼트 꾸밈음 기호(트릴, 모르덴트, 돈꾸밈음)를 추가하려면, 음표를 
클릭하여 음표 메뉴를 불러온 뒤, 오나먼트 섹션에서 원하시는 오나먼트 꾸밈음을 
선택하세요.
음자리표
음자리표를 변경하려면 기존 음자리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음자리표 
위로 마우스를 가져간 다음 하위 메뉴에서 원하는 음자리표를 선택합니다. 
박자표
박자표를 오른쪽 클릭합니다. 박자표가 없는 마디에 박자표를 설정하려면, 그 마디의 
오선보를 오른쪽 클릭하고, 박자표로 이동해서 하위 메뉴에서 박자표를 선택합니다. 
조표
조표를 오른쪽 클릭합니다. 조표가 없는 마디에 조표를 설정하려면, 그 마디의 
오선보를 오른쪽 클릭하고, 조표로 이동해서 하위 메뉴에서 조표를 클릭합니다. 
셈여림표
셈여림표 툴박스에는 셈여림표 기호 도구들이 표시되어 있고, 스코어에 추가할 수 있는 
사용 가능한 셈여림표 기호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활성화하려면 셈여림표 버튼을 클릭하고 난 후, 스코어를 클릭해서 악보 사보에 
추가합니다. 이 도구를 비활성화하려면, 오른쪽 클릭하거나, 스탠다드 커서 도구를 
선택하세요.
셈여림표 도구가 활성화 되어있을 시에, 위치 배치를 돕기 위해 가로 점선 및 반-세로 
점선이 나타날 것입니다. 가로 점선은 같은 줄에 있는 다른 기호와의 정렬을 돕는 
선입니다. 세로 선은 기호가 붙여진 위치를 나타납니다. 세로 선이 음표 머리의 중앙을 
가르킬 때, 셈여림표 기호가 음표에 붙여지며, 이곳은 음표와 함께 이동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대상의 움직임은, 자석처럼 고정된 위치에 세로로 잠기게 됩니다. 
움직이는 것은 Shift 키를 길게 눌러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크레셴도 및 
데크레셴도 (헤어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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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셴도 기호(헤어핀 기호라고도 알려진)를 만들려면, 셈여림표 툴박스에서 
크레셴도나 데크레셴도 도구를 선택하세요.
셈여림표 기호 및 텍스트 위치를 배치하는 것과 비슷하게, 원하시는 위치를 클릭해서 
시작 지점의 위치를 배치한 뒤에, 종료 지점의 위치를 클릭하세요.
Crescendo 표시들은 두 개의 분리된 바인딩 포인트가 있는 반면, 셈여림표 및 
텍스트에는 하나만 있습니다. 이것은 Crescendo 표시들의 두 끝점이 다른 마디/음표에 
붙어 그에 따라 이동함을 의미합니다.
옥타브 선
옥타브 기호/선 (8va, 8vb, 15ma (15 mb)은 한 음 또는 일련의 음들을 오선에 그려진 것 
보다 한 옥타브 높게/낮게 연주하도록 하는 음악 명령어 입니다. 이것은 오선의 수를 
감소함으로서 사보하기 및 악보의 음을 읽는 것을 보다 쉽게 해줍니다.
옥타브 선을 만들려면 옥타브 선 도구상자에서 도구를 선택합니다.
셈여림표 기호 및 텍스트 위치를 배치하는 것과 비슷하게, 원하시는 위치를 클릭해서 
시작 지점의 위치를 배치한 뒤에, 종료 지점의 위치를 클릭하세요.
셈여림 표시 및 문자들은 오직 하나의 포인트만이 있는 반면에, 옥타브 기호 표시에는 
두 개의 분리된 결속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옥타브 선의 이 두 개의 종료 
포인트들이 다른 마디/음표들에 붙어서, 이들과 같이 이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페달 선
페달 기호는 피아노, 비브라폰 및 차임과 같이 서스테인 페달이 있는 악기들을 위해 
음악에 표시됨
페달 선을 만드려면, 페달 선 도구상자에서 도구를 선택합니다.
셈여림표 기호 및 텍스트 위치를 배치하는 것과 비슷하게, 원하시는 위치를 클릭해서 
시작 지점의 위치를 배치한 뒤에, 종료 지점의 위치를 클릭하세요.
셈여림 표시 및 문자들은 오직 하나의 포인트만이 있는 반면에, 페달 기호 표시에는 
두 개의 분리된 결속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페달 선의 이 두 개의 종료 
포인트들이 다른 마디/음표들에 붙어서, 이들과 같이 이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표준 페달 선 외에, 페달 선 도구상자에는 다양한 다른 선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이들을 결합해서 "노치" 다시-페달 밟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글리산도 및 포르타멘토
글리산도(약어 gliss.)는 한 피치에서 다른 피치로 빠르게 미끄러지듯 빠르게 지나가는 
연법주입니다. 일부 맥락에서, 이는 연속 포르타멘토 (약어 port.)와 구별됩니다.
글리산도를 만들려면 글리산도 도구상자에서 도구를 선택합니다.
원하는 소스 피치를 선택한 다음, 대상으로 다음 음표에서 다른 피치를 클릭합니다.
글리산도를 추가하려면, 마우스 커서를 피치에 이동할 때 오른쪽 클릭 메뉴를 
사용해서, 글리산도 유형 변경 또는, 기존의 글리산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텍스트는 템포, 감정 표현, 가사 및 손가락 번호 등을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악보의 아무 곳에나 텍스트를 추가하려면 텍스트 도구 상자에서 텍스트 도구를 선택한 
다음, 텍스트를 추가할 스코어를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텍스트 편집 창이 열립니다. 
텍스트 필드에 텍스트를 입력하고 크기와 글꼴을 설정하고 원하는 경우 텍스트 서식을 
선택합니다. 설정 단추를 클릭하여 스코어에 텍스트를 추가합니다. 텍스트를 
편집하려면 선택 커서로 텍스트를 두 번 클릭하고 원하는 대로 변경한 다음 설정을 
클릭하여 변경 사항을 적용합니다. 선택 커서를 사용하여 악보 주위의 텍스트를 
클릭하고 끌거나 텍스트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여 텍스트를 잘라내거나 
복사하거나 붙여넣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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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들은 셈여림표 기호와 비슷하게, 정렬 도우미 줄 및 움직임 잠금 기능이 
있습니다.

텍스트 도구는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되지만 가사에는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가사 
도구를 사용하여 가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사를 참조하십시오. 
리타르단도와 아첼레란도
Rit. 및 Accel. 툴박스는 리타르단도와 아첼레란도와 같은 다이내믹 템포를 추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리타르단도는 템포를 점점 느리게이며, 아첼레란도는 그 반대입니다. 
다이내믹 템포를 만들려면 Rit. 및 Accel. 툴박스에서 도구를 선택하고 음표나 마디를 
클릭해서 기호를 배치합니다.
다이나믹 템포는 첫번 째 오선의 마디에만 배치 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위치가 
다이내믹 템포를 배치하는 데 유효하면 기호가 활성화 됩니다. 가로 및 세로 선이 
나타나서 배치를 도울 것입니다.
되풀이표 브래킷
되풀이표 브래킷들은 악곡의 다른 종료 또는 음악 반복의 변화를 알리기 위해 
사용됩니다. 
마디에 볼타 괄호를 추가하려면 마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볼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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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택합니다. 
또는 표기법 탭에서 볼타 도구를 선택하거나 V 키를 누른 다음 대괄호 시작 부분의 
마디와 대괄호 끝의 마디를 클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디의 변형은 대괄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상황에 맞는 메뉴에서 볼타 
편집을 선택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스코어 편집하기
음표 포맷하기

자동 포맷은 Crescendo의 가장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스코어 전체 
음표들 또는 선택한 마디들 안의 음표들의 간격을 균등하게 재배치 정렬해줍니다. 각 
음표들은 수동으로 이동할 수도 있으나, 자동 포맷은 음표들을 정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해 줍니다. 

팁: 수동으로 직접 음표들을 끌기해서 이동할 시에, 여러분은 또한 Shift 키를 길게 
눌러 음표의 음정을 실수로 변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상 삭제하기
표기법 요소는 요소를 선택하고 삭제 키를 클릭하거나 편집 도구 모음 탭에서 삭제 
단추를 사용하여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삭제된 항목은 실행 취소  버튼을 사용하거나 Ctrl
+Z를 눌러 복원할 수 있습니다. 
Delete 키는 마디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 이동하기
음표 및 쉼표들은 끌기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오선의 위나 아래로 이동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오선 줄이 작성됩니다.
마디는 마디 줄을 끌어 재배치될 수 있습니다.
첨부할 수 있는 대상(셈여림표 기호 및 텍스트)들 이동하기
셈여림표 기호 및 텍스트는 마디(마디 내의 보표) 또는 음표에 첨부됩니다. 목표물이 
선택되면 첨부 포인트는 작은 빨간색 박스로 표시될 것입니다.
대상을 끌어 그 위치를 이동하거나, 빨간 상자를 끌어 첨부 지점을 이동하여 대상을 
다른 음표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첨부 지점은 마디들 사이로 이동될 수 없습니다. Ctrl 키를 길게 누르면, 
첨부 지점은 원하는 어떤 마디로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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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 검색

패닝하기 

스코어를 클릭해서 끌기하려면, 음표 툴박스에 있는 팬 도구를 선택하세요.

팬 도구가 
선택되어 있지 않더라도, 원하는 언제고 마우스 중앙 버튼을 눌러 스코어를 클릭 및 
끌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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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적으로, 현재 도구가 선택 도구 및 음표 도구 중에 있을 때에, 왼쪽 클릭으로 
실행되는 작업들이 없다면, 여러분은 스코어를 팬으로 끌기할 수 있습니다. 

줌하기 

음표 
툴박스에서 줌 도구를 선택한 뒤, 마우스 휠을 사용하거나, /Ctrl+를 클릭해서 축소 및 
확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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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에 확대/축소 막대가 있습니다. 확대/축소 메뉴 항목을 선택하거나 막대를 
드래그하여 확대/축소 배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기에 맞추기는 점수 페이지 
너비가 보기 너비에 맞도록 확대/축소 배율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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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 방사형 메뉴
방사형 메뉴는 스코어 악보에 기호와 요소를 배치하기위한 접근의 용이성을 돕는 
독특한 기능 또는 Crescendo 음악 표기법 소프트웨어입니다. Crescendo의 독점적인 
기능으로, 음표 유형, 쉼표 및 기타 바로가기 사이를 편리하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스코어 악보에서 변경하려는 음표나 기호를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 클릭한 음표나 기호에 해당하는 방사형 메뉴는 변경하려는음표나 기호를 둘러싼 

다채로운 원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 기호의 바로 가기 키에 해당하는 원 위에도 작은 숫자가 있습니다. ALT+(기호 

번호)를 눌러 다른 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방사형 메뉴의 각 원 중간에 + 기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호를 클릭하여 원 안에 있는 기호 그룹의 다른 하위 메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방사형 메뉴는 도구 모음에서 해당 기호를 끌어다 놓을 필요없이 음표 
지속시간, 쉼표, 꾸밈음, 조음, 장식음 등을 추가 할 수있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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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 스코어 설정

새로운 스코어 만들기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사용하여 빈 스코어를 새로 엽니다. 
● 스코어 도구모음 탭에서 새로 만들기  단추를 클릭합니다. 
● 파일 메뉴에서 새로 만들기를 선택하거나 
● 키보드 단축키 Ctrl+N을 입력합니다. 
스코어 제목 설정하기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사용하여 스코어의 제목을 변경합니다. 
● 현재 제목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편집을 선택하거나 
● 스코어 메뉴에서 제목 설정을 선택합니다. 
텍스트 편집 대화 상자가 열리고 제목 텍스트, 글꼴 스타일 및 색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코어 설정 

스코어 설정 대화 상자를 열려면 점수 도구 모음 탭에서 설정 단추를 클릭하거나 점수 
메뉴에서 스코어 설정을  선택합니다. 
● 페이지 크기 - 드롭다운 메뉴에서 페이지 크기를 선택하고 방향(가로 또는 세로)도 

선택합니다.
● 페이지 정렬 - 페이지를 서로 위에 놓는 세로로 또는 페이지를 나란히 놓는 가로로 

중에서 선택합니다.
● 악보 설정: 

●

악보 높이: 악보 높이는 오선보의 전체 축척을 결정합니다.

●

전역 시스템 간격: 모든 시스템 간의 거리입니다.

●

글로벌 악보 간격: 모든 시스템에서 지팡이 사이의 거리.노트: 단일 악보 
스코어의 경우 전역 시스템 간격을 사용하여 악보 사이의 거리를 변경합니다.

● 도돌이표 - 단 당 음자리표, 조표, 박자표, 파트보 레이블 및 전체 레이블이 반복되는 
빈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마디 번호 - 마디 숫자가 스코러에 표시되는 빈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템포 - 음이 얼마나 길거나 짧은지를 나타내는 비트 지속 시간과 현재 선택한 악보의 

재생 속도를 설정합니다. 템포 표시를 표시하거나 숨깁니다.
● 참고 이름 : Crescendo는 표준 악보의 일반 음표 머리 자체 내부에 음표/음정 

이름을 표시 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추가하는 새 음표의 음표 머리에 
음표 이름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몇 개의 음표에 음표 이름을 추가하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메뉴와 같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음표 이름 표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내보내기에 워터마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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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및 PDF 내보내기에 워터마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및 텍스트 
워터마크를 구성하려면 스코어 설정  메뉴를 열고 워터마크 탭을 선택합니다. 
텍스트 워터마크 옵션:  
● Enable Checkbox - 텍스트 워터마크 추가를 활성화/비활성화합니다.
● 텍스트 입력 - 표시할 텍스트를 구성합니다.
● Font - 드롭다운 메뉴를 사용하여 글꼴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 굵게, 기울임꼴, 밑줄이 그어진 단추 - 텍스트 강조를 구성합니다.
● 크기 - 텍스트의 크기를 구성합니다.
● 정렬 단추 - 스코어에서 텍스트의 가로 및 세로 정렬을 구성합니다.
● 불투명도 - 텍스트의 투명도를 구성합니다.
이미지 워터마크 옵션:  
● Enable Checkbox - 이미지 워터마크 추가를 활성화/비활성화합니다.
● 찾아보기 단추 - 사용할 이미지를 찾아볼 수 있는 대화상자를 엽니다. 선택한 

이미지의 디렉터리가 인접한 읽기 전용 텍스트 상자에 표시됩니다.
● 크기 조정 - 스코어를 기준으로 이미지 워터마크의 크기를 구성합니다.
● 정렬 단추 - 스코어에서 이미지의 가로 및 세로 정렬을 구성합니다.
● 불투명도 - 이미지의 투명도를 구성합니다.

파트보 및 오선보 설정하기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사용하여 파트보 대화상자를 열어 파트보 및 악보를 추가하고 
이름을 바꾸거나 순서를 바꾸거나 제거합니다. 
● 스코어 도구모음 탭에서 파트보 단추를 클릭합니다. 
● 스코어 메뉴에서 스코어와 지팡이를 선택하거나 
● 키보드 단축키 Alt+P를 사용 

22



기본 - 파트보 및 오선보
파트보 및 오선보들은 파트보 대화창을 사용해 다음과 같이 변경 가능:

파트/오선을 선택하려면, 간단하게 라벨이나, 대화창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파트보/악보의 이름을 바꾸려면 왼쪽의 트리 보기에서 선택한 다음 오른쪽의 입력 
상자에서 이름을 편집하거나 라벨을 클릭하거나 바로가기 F2 키를 사용하여 트리 
보기에서 편집합니다.
버튼들

파트/오선을 하나씩 위로 이동합니다. 

파트/오선을 하나씩 아래로 이동합니다. 

현재 선택된 파트/오선을 삭제합니다. 

현재 선택한 부품의 끝이나 현재 선택한 직원 앞에 새 표준 악보를 작성합니다.
●

새 타브 악보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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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타악기 스태프를 만듭니다.

파트보 끝에 표준 악보가 있는 새 파트보를 작성합니다.
●

타브 악보를 사용하여 새 파트보를 작성합니다.
●

타악 악보로 새 파트보를 작성합니다.
단축 라벨
전체 라벨 뒤에 백슬래시(\)로 구분하여 단축된 이름을 파트보 라벨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전체 및 짧은 라벨의 반복 모드는 다음을 통해 변경 가능:
● 스코어 메뉴의 파트보 라벨 반복 설정 하위 메뉴
● 스코어 탭 -> 설정 아래의 레이아웃 탭에 있는 반복 섹션의 "파트보 라벨" 설정.
타브악보 및 타악기
"Tablature" 또는 "Percussion" 라디오 버튼을 사용하여 스태프 유형을 표준, 타악기 및 
타브악보 간에 전환할 수 있습니다. 타브악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타브악보를 
참조하십시오.
반면에 타악기 악보를 선택하면 타악기, 음표 머리, 보표 위치 등을 포함한 속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드럼 키트  주제를 참조하십시오.
표준 악보
파트보에 추가하는 모든 표준 악보에 대해 초기 음자리표와 초기 조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타브 악보
스트링 튜닝은 추가된 모든 타브 악보에 대해 개별적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선호하는 스트링 튜닝은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튜닝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선택하거나 고유한 타브 튜닝을 편집/만들 수도 있습니다.
타악기 악보
타브 악보와 마찬가지로 타악기 악보를 위한 드럼 키트 맵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타악기 편집기 대화상자를 여는 아이콘을 통해 

선택한 악보의 드럼 키트 맵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연결된 악보
연결된 악보는 연결된 악보를 에뮬레이트하는 악보이므로, 연결된 악보라고 
지칭합니다.
왼쪽 하단 모서리에 연결된 악보 옵션이 회색으로 표시됩니다. 이를 전환하려면 
추가하려는 연결할 악보에를 찾아서 클릭하십시오. 그런 다음 연결된 악보 옵션에서 
"표준" 또는 "타브악보"를 선택합니다. 선택하면 파트보 및 악보 개요와 스코어 악보 
자체에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악기 또는 VSTi
모든 악보는 자신의 악기를 할당 할 수 있습니다. 악보에 악기를 할당하려면: 먼저 
악보를 선택한 다음 악기 드롭다운에서 이 악보를 연주할 악기를 선택합니다. 다른 
악기로 연주하려는 각 악보에 대해 이 두 단계를 반복합니다.
또는 먼저 VSTi에서 연주할 악보를 선택한 다음 악기 드롭다운 대신 vsti 버튼을 
클릭하고 VSTi 창에서 스태프에 대한 VSTi를 선택하여, VSTi를 악보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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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 박자표
박자표 대화상자에서 박자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대화 상자를 열려면 기존 박자표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거나 빈 오선을 클릭하고 박자표-> 숫자를 선택합니다.  
박자표의 위쪽과 아래쪽 숫자를 입력합니다. 
위의 숫자:
한 마디 안에 있는 박의 수 입니다.
아래 숫자:
한 박을 이루는 음표의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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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 잇단음표
잇단음표 대화상자에서 잇단음표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대화상자를 열려면 기존 
잇단음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값을 선택하거나 잇단음표 내의 음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잇단음표->값를 선택합니다. 
잇단음표 생성에 대해서는 작곡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분류 값:
각 분배된 잇단음표들의 리듬 값입니다.
분류 수:
잇단음표 분배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두잇단음표에는 2개의 분배, 셋잇단음표에는 
3개의 분배, 넷잇단음표에는 4개의 분배가 있습니다.
간격:
잇단음표 분배 숫자는 비례되어야 합니다.

26

writingmusic.html


기본 - 보이스
여러 복수의 보이스들을 쓰려면, 어떤 보이스로 새 음악이 쓰일지를 먼저 선택하세요. 
보이스를 선택하려면 표기법 탭으로 이동하여 보이스를 클릭하고 음표에서 새 음표를 
만들 보이스를 선택합니다. 또는 바로가기 Ctrl + 숫자 키 1 - 4를 누릅니다. 쉬고 있는 
각 목소리의 공백 영역에 쉼표를 넣는 것을 기억하세요. 
If you want to hide a voice for clarity, you can hide/show a voice from the menu Voices

보이스 메뉴의 표시 옵션을 사용하면 스코어 페이지에서 보이스를 표시하거나 숨길 수 
있습니다.
음소거 옵션은 보이스 메뉴에 있고, 이는 음성 재생 중에 듣고 싶지 않은 보이스를 
무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스코어의 초기 활성화 보이스는 보이스 1이며, 이는 음표 삽입을 하면 보이스 1에 
배치됨을 의미합니다. 보이스 1에서 일부 음을 마친 후 보이스 2에 음표를 
삽입하려면 표기법 탭 아래의 보이스 버튼에서 "보이스 2 선택"을 클릭하여 보이스 2를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활성화된 보이스를 변경하지 않고 컨텍스트 메뉴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기존 피치의 보이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 현재 활성화된 보이스는 숨기거나 음소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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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 가사
텍스트 도구는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되지만, 가사 쓰기에는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가사 
도구를 사용하여 가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음표에 가사를 추가하려면, 텍스트 도구 상자에서 가사 도구를 선택한 다음, 가사 
텍스트를 추가하려는 음표에 마우스를 가까이 이동합니다. 가이드라인이 예상 음표를 
가리키면, 클릭해서 가사 텍스트를 추가/편집합니다. 내부 편집 텍스트 상자가 
표시되어 가사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를 텍스트 필드에 입력합니다. 현재 
음표에 가사 입력을 완료하면 다음 키를 사용할 수 있음:
선택 도구를 사용하여 일반 텍스트처럼 가사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사 텍스트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메뉴를 팝업하여, 대화상자를 표시해서 가사 텍스트를 
변경하고 크기, 글꼴 을 설정하고, 원하는 경우 텍스트의 서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를 편집하려면 선택 커서로 텍스트를 두 번 클릭하여 원하는 사항을 변경합니다.
참고: 가사 텍스트의 형식을 변경하면, 노래 구절 저장이 있는 모든 가사에 적용이 될 
것입니다. 가사는 일반 텍스트와 다르며 음표에 첨부해야 합니다. 가이드라인이 
표시되지 않으면, 마우스 포인터 주위에 가사의 대상 음표가 없는 것입니다.
텍스트에는 일반 텍스트와 유사한, 정렬 도우미 선과 이동 잠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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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 MIDI 재생 및 MIDI 파일
Crescendo를 사용하면 하단의 재생 컨트롤 또는 바로가기 키 중 하나를 통해 스코어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음표가 있는 경우, 재생 버튼은 스코어에서 선택한 
음표에서 부터 끝까지 재생합니다. 
유의사항: 재생은 마이크로 소프트 MIDI 하위 시스템의 버그 때문에 윈도우 스토어 
버전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재생 시작
F3
또는 재생 버튼을 도구모음에서 클릭하세요. 
재생 정지
F4
또는 정지 버튼을 도구모음에서 클릭하세요. 
재생 반복
재생시에 도돌이표를 활성하거나, 마디를 반복하려면, 하단에 있는 재생 패널에 있는 
아이콘을 

켭니다. 

선택 재생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마디들이 선택되어 있어도 오직 선택한 마디(들)만 재생됩니다.
재생 메트로놈
메트로놈을 재생을 사용하려면 

하단의 재생 패널의 아이콘을 전환합니다. 아이콘을 

사용하여 메트로놈 볼륨을 조정합니다. 
MIDI 파일 가져오기
메인 메뉴에서, 파일을 선택하고, MIDI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A 
MIDI 가져오기 대화상자가 표시될 것입니다. MIDI 가져오기 옵션을 확인하면, MIDI 
파일을 위한 음악 사보가 새로운 Crescendo 스코어에 표시되고, 사용자는 편집할 수 
있습니다. 
MIDI 파일 내보내기
주 메뉴에서, 파일을 선택하고, MIDI 내보내기를 누르세요. 내보내기 한 MIDI 파일들은 
다른 응용프로그램에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파일 내보내기
주 메뉴에서, 파일을 선택하고, 오디오 내보내기...를 선택. MIDI, Wave 또는 MP3 와 
같은 다양한 형식으로 내보내기 한 오디오 파일들은, 다른 응용 프로그램들에서 재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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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 MIDI 파일 가져오기
이 페이지에서는 MIDI 가져오기 대화상자에 있는 MIDI 가져오기 옵션을 소개합니다. 
MIDI 시퀀스가 악보와 많은 공통점이 있긴하지만, 두 형식의 차이를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MIDI 가져오기 대화상자는 MIDI를 스코어로 만드는 과정에 대한 유용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적절한 옵션은 가져온 스코어의 가독성을 크게 최적화하고, 
재작업의 필요성을 줄입니다. 
보표 옵션
● 보표로 된 트랙 : MIDI 트랙들은 보표로 가져오기 됩니다. 트랙 구성 목차를 

사용하여 가져온 각 트랙의 옵션을 미세 조정합니다.
● 보표로 된 채널: 모든 트랙들은 병합되고 음표들은 채널별로 재정렬됩니다. 트랙 

구성 목차가 선택된 경우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퀀타이즈
퀀타이즈는 선택한 비트 유형에 따라 가장 근접한 비트에 음표들을 정렬합니다. 더 
깨끗한 스코어 악보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미디 파일이 음표들이 살짝 박자를 
엇나가는 실제 음악인의 연주 레코딩일 경우 특히 유용합니다. 
● 없음: 퀀타이즈 없음
● 4분음표: 4분음표 비트로 정렬
● 8분 음표: 8분 음표 비트로 정렬
● 16분 음표: 16분 음표 비트로 정렬
● 32분 음표: 32분 음표로 비트로 정렬
● 64분 음표: 64분 음표 비트로 정렬
포함할 MIDI 이벤트
● 조표: 조표 MIDI 메타 이벤트 포함
● 박자표: 박자표 MIDI 메타 이벤트 포함
● 템포 : 템포 변화 MIDI 이벤트를 포함하고 메트로놈 마크를 생성
일치할 잇단음표
현재는 셋인단음표만 지원됩니다.
가져올 사보
● 페달: 페달 기호를 위해 #64 MIDI 컨트롤러를 가져옴
트랙 구성 목차
가져온 각 트랙을 어떻게 보표로 변환하는지에 대한 옵션을 구성합니다. 구성 가능한 
열:
● 가져오기: 트랙을 가져올지의 여부입니다. 기본값이 "아니오"인 경우, 트랙에 

음표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 음자리표: "자동"인 경우, 음자리표는 자동으로 프로그램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택한 음자리표는 보표 전체에 걸쳐 사용됩니다. 타브 악보와 
타악기는 자동- 할당될 수 없습니다. 

● 분할: 큰보표를 고정 분할 포인트로 분할하거나, 또는 "자동"이 선택된 경우 
동적으로 분할합니다. "없음"을 선택하면 프로세스 하지 않습니다.

● 재정렬: 항목을 위아래로 끌어 놓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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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 인쇄 및 내보내기
인쇄하기
모든 페이지들을 인쇄하려면, 파일->인쇄를 선택하거나, 인쇄 도구모음 아이템을 선택, 
또는 단축키 조합 Ctrl+P를 사용하세요. 
모든 사보들이 인쇄될 것이며, 화면상의 위젯들 및 색상은 인쇄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지 내보내기
여러분의 작업 프로젝트의 이미지를 내보내기 하려면, 파일->이미지 내보내기를 
선택하세요. 내보내기한 이미지들의 해상도를 설정한 뒤, 저장하고 싶은 위치를 
검색하고, 저장할 파일 유형을 선택하세요. 선택할 수 있는 유형들엔 .bmp, .jpg, .png, 
.psd, .tga, .gif (윈도우 버전만 가능), .jp2, .pcx, .pnm, .pgf (윈도우 버전만 가능), .ras, 
.tif 및 .wbmp가 있습니다. 
PDF 내보내기
PDF 형식으로 내보내기 하려면, 파일->PDF 내보내기를 선택하세요. 저장하고 싶은 
위치를 검색하고 저장할 파일이름을 입력하세요. 
MIDI 내보내기
다음을 통해 MIDI 형식으로 내보내기: 
● 메뉴 > 파일 > MIDI 내보내기를 선택합니다. 저장하려는 위치를 찾아 저장할 파일 

이름을 입력하거나
● 스코어 도구 모음에서 "내보내기"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고 "MIDI 내보내기"를 

선택합니다. 저장할 위치를 찾아 저장할 파일 이름을 입력합니다.
오디오 내보내기
오디오 형식으로 내보내기: 
● 메뉴 > 파일 > 오디오 내보내기를 선택합니다. 저장하려는 위치를 찾아 저장할 파일 

이름을 입력하거나
● 점수 도구 모음에서 "내보내기"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고 "오디오 내보내기"를 

선택합니다. 저장할 위치를 찾아 저장할 파일 이름을 입력합니다.
선택한 기본 오디오 형식은 WAV이지만 "오디오 내보내기"창의 "파일 형식"에서 MP3 
형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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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 클라우드 지원
Crescendo는 스코어를 직접 드롭박스나 구글 드라이브 계정으로 업로드 및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드롭박스
스코어를 업로드 하려면:
1. 스코어 도구 모음에서 클라우드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합니다.
2. "드롭박스에 스코어 저장"을 선택합니다.
3. 스코어가 저장되지 않으면, 로컬 폴더에 스코어를 저장하는 대화상자가 뜰 

것입니다.
4. 클라우드 파일 목록 대화 \상자에서, 업로드할 위치를 선택합니다.
5. 업로드를 클릭합니다.
스코어를 다운로드 하려면:
1. 스코어 도구 모음에서 클라우드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합니다.
2. 드롭박스에서 스코어 다운로드를 선택합니다.
3. 파일 목록 대화 상자에서 스코어를 선택하고 파일 로드를 클릭합니다.
4. 스코어를 로컬 폴더에 저장합니다. 그러면 스코어가 Crescendo에서 자동으로 열릴 

것입니다.
구글 드라이브
스코어를 업로드하려면:
1. 스코어 도구 모음에서 클라우드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합니다.
2. "구글 드라이브에 스코어 저장"을 선택합니다.
3. 스코어가 저장되지 않으면 로컬 폴더에 스코어를 저장하는 대화상자가 뜰 것입니다.
4. 클라우드 파일 목록 대화 상자에서 업로드할 위치를 선택합니다.
5. 업로드를 클릭합니다.
스코어를 다운로드 하려면:
1. 스코어 도구 모음에서 클라우드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합니다.
2. 구글 드라이브에서 스코어 다운로드를 선택합니다.
3. 파일 목록 대화 상자에서 스코어를 선택하고 파일 로드를 클릭합니다.
4. 스코어를 로컬 폴더에 저장합니다. 그러면 스코어가 Crescendo에서 자동으로 열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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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 자동-저장 및 충돌 복구
자동-저장
여러분이 변경이나 수정을 할 때 마다, Crescendo는 자동으로 여러분의 파일을 
자동-저장 폴더에 저장할 것입니다. Crescendo를 종료하실 때, 스코어들이 정상적으로 
닫혀젔다면, 자동-저장 폴더 안의 파일들은 자동으로 제거될 것입니다. 
충돌 복구
Crescendo가 충돌하거나 스코어들이 정상적으로 닫히지 않았을 때, 파일들은 
자동-저장 폴더 안에 남게 되고, 다음에 Crescendo를 실행할 때 자동으로 열릴 
것입니다.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저장 파일들은 일단 닫혀지면, 제거될 것입니다. 
복구된 파일들을 유지하려면, 파일 메뉴를 클릭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하여 
다른 폴더 안에 새로운 파일 이름으로 저장하세요. 
자동-저장 폴더는 다음의 경로(사용자 문서 폴더)->"Crescendo"->"AutoSave"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동-저장된 파일들은 정상적인 파일 이름 뒤에 ".autosave" 가 
삽입됩니다. 자동-저장된 파일을 복구하려면, 이것을 외부의 다른 폴더로 이동하여, 
Crescendo 확장명(.cdo)로 이름 바꾸기 하세요. 자동-저장 폴더 안의 파일들은 
Crescendo가 정상적으로 종료될 시에 삭제되므로, 이 안의 파일들을 여는 것을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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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 키보드 단축키
기호 또는 실행 단축키 

새로 만들기  Ctrl+N
 새로운 빈 높은음자리 스코어 Ctrl+Shift+B
 새로운 빈 대보표 스코어 Ctrl+G
 새로운 빈 타브 악보 Ctrl+T
 새로운 빈 드럼 키트 스코어 Ctrl+D
 열기 Ctrl+O
 닫기 Ctrl+W 또는 Ctrl+F4
 다음 탭  Ctrl+Tab
 이전 탭  Ctrl+Shift+탭
 저장 Ctrl+S
 다른 이름으로 저장 Ctrl+Shift+S
 인쇄 Ctrl+P
 인쇄 미리보기  Ctrl+Shift+P
 종료 Alt+F4
 자르기 Ctrl+X
 복사 Ctrl+C
 붙여넣기 Ctrl+V
 확대 Ctrl+ Num+ 또는 Ctrl++
 축소 Ctrl+ Num- 또는 Ctrl+-
 보기에 맞추기  Ctrl+0
 현재 작업 취소 Esc
 삭제 삭제 
선택한 음표/들의 줄기 방향 변경  X
 현재 선택한 음표 작업을 위해 음표 메뉴 열기Enter

 전체 메뉴 표시 Alt
 음표 이동  시프트 + 화살표 키
 

마디 줄 도구 B
 

가사 도구  L
 텍스트 도구  T
 

온음/온음표  1
 2분/2분음표  2
 4분/4분음표  3
 8분/8분음표  4
 16분/16분음표  5
 32분/32분음표  6
 64분 음표/64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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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마디 쉼표 Shift + 0
 온쉼/온쉼표  Shift + 1
 2분/2분쉼표  Shift + 2
 4분/4분쉼표  Shift + 3
 8분/8분쉼표  Shift + 4
 16분/16분쉼표  Shift + 5
 32분/32분쉼표  Shift + 6
 64분 쉼표/64분  Shift + 7
 

되풀이표 도구  V
 이음줄 도구  S
 악절 기호 도구 Shift + P
 

파트보 Alt + P
 자동 포맷  Ctrl + L
 마디 첨부  Ctrl + B
 

보이스 1 선택 Ctrl + 1
 보이스 2 선택 Ctrl + 2
 보이스 3 선택 Ctrl + 3
 보이스 4 선택 Ctrl + 4
 보이스 1 표시 Ctrl + 5
 보이스 2 표시 Ctrl + 6
 보이스 3 표시 Ctrl + 7
 보이스 4 표시 Ctrl + 8
 

실행 취소  Ctrl + Z
 다시 실행  Ctrl + Y
 팬 마우스 왼쪽 버튼 길게 누르기
 재생 시작  F3 
재생 정지  F4 
VSTi 설정  F5 
악기 설정  F6 
재생 시작 또는 정지 스페이스바
 도움말 목차 보기 F1
 

파트보 대화창  단축키 

선택 영역 이름 바꾸기 F2
 

텍스트 대화상자  단축키 

음악 기호 내림표 삽입(♭) Ctrl+Shif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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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trl+Shift+N
    (♯) Ctrl+Shift+S
 

음악 트랜스크립션  단축키 

로드 Ctrl+O
 CD 트랙 로드 Ctrl + L
 시작/정지  스페이스바
 스크럽 Ctrl+스페이스바
 빨리감기 오른쪽 키
 되감기 왼쪽 키
 토글 루프  L
 시작을 위해 검색 Home키
 도움말 F1
 종료 Esc
 

화면 키보드  단축키 

C 음표 입력 A
C#/Db 음표 입력 W
노트 D 음표 입력 S
D#/Eb 음표 입력 E
E 음표 입력 D
F 음표 입력 F
F#/Gb 음표 입력 T
G 음표 입력 G
G#/Ab 음표 입력 Y
A 음표 입력 H
A#/Bb 음표 입력 U
B 음표 입력 J
옥타브 아래로 이동 Z
옥타브 위로 이동 X
 

가사 작업  단축키 

다음 가사로 이동 공백 또는 탭 또는 Ctrl + 오른쪽 키
 이전 가사로 이동 Ctrl + 왼쪽 키
 다음 구절로 이동 Enter
 멜리스마 추가  시프트 + 밑줄
 하이픈 추가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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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열 - 타브악보
타브 악보(TAB)는 기타 및 기타 및 다른 프렛 악기들을 위한 악보로서 음정보다는 악기 
운지를 나타내는 음악 표기법의 한 형태입니다. 
빈 타브 스코어를 열려면: 
● 스코어 도구모음에서,"새 악보"를 클릭하고 "새 타브 스코어"를 선택,
● > 파일 > 새 빈 타브 스코어 메뉴를 선택, 또는
● 바로가기 사용 Ctrl+T 
새 스코어 마법사를 사용해서 타브 스코어를 열 수도 있음: 
● 스코어 툴바에서, “새 악보”를 클릭, “빈 ” 템플릿 선택, “빈 타브악보” 선택한 뒤, 

“다음”을 선택하고 마법사를 평소처럼 따라하기,
● 스코어 툴바에서, “새 악보” 클릭, “일반” 템플릿 선택, “타브 악보” 선택한 후, 

“다음”을 선택하고 마법사를 평소처럼 따라하기,
● > 파일 > 새것… 메뉴를 선택해서 새로운 스코어 마법사를 열고 위와 같이 진행, or
● 바로가기를 사용해서 Ctrl+N  새로운 스코어 마법사를 열고 이전 처럼 진행 
타브를 기존 스코어에 추가하려면 다음을 통해 파트보 및 악보 대화상자를 엽니다. 
● 스코어 도구 모음에서 파트보 설정 또는 파트보 및 & 악보 버튼(두 이름 중 하나일 

수 있음)을 클릭합니다.
● 메뉴> 스코어> 파트보 및 악보 ...를 선택하거나
● 단축키 Ctrl+P 사용 
파트보 및 악보 대화상자에서 타브악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파트보를 선택하여 파트로 이동하려면 파트보 및 악보 목록 아래의 새 오선 버튼 

드롭다운을 클릭하고 타브 악보를 선택하거나 
● 파트보 및 악보 목록 아래의 새 파트보 버튼 드롭다운을 클릭하고 타브 악보가 있는 

새 파트보를 선택 
타브악보에 핑거링을 추가하려면: 
1. Select a note tool다른 악보에서 음표를 배치시킬 때 도구를 클릭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음표 도구를 선택합니다.
2. 타브에서 가로선을 선택해서 어떤 스트링이 연주될 것인지를 표시하게 합니다.
3. 타브 음표를 선택하고, Shift를 길게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스크롤해서 프렛 

넘버를 설정하거나, 간단하게 키보드를 사용해서 프렛 넘버를 입력합니다. “0” 은 
오픈 주법으로 스트링이 연주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기타에서, 프렛 1 은 튜닝 
키에서 가장 가까운 브리지의 옆에 있는 프렛입니다.

프렛 넘버가 악기 범위 밖에 있을 시에는, 프렛 넘버 밑에 반투명 빨간 선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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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열 - 스트링 튜닝 데이터
현악기 조율 또는 "튜닝"은 악기의 오픈 스트링에 피치를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음악 음표에 의해 만들어진 특정 음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음표는 가장 낮은 음정의 
스트링부터 가장 높은 스트링까지 체계화 됩니다.
Crescendo에서 튜닝 또는 스트링 튜닝 데이터 기능은 필요에 따라 음악 타브악보를 
사용자 지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 도구입니다.
다음에서 튜닝 데이터 설정에 액세스 할 수 있음:
● 타브 스코어에서 조표를 마우스 오른쪽-클릭 스트링 튜닝 편집...  
● 파트보 및 악보를 클릭하여 열기 파트보 설정  홈 탭의 버튼을 선택한 다음 아무 

악보나 선택합니다. "스트링 튜닝", 아이콘을 클릭 

각 스트링의 음정 이름과 반음을 수정하려면:
● 음정 이름: 변경하려는 스트링의 실제 음정 이름을 클릭하고 드롭다운에서 

교체하고 싶은 이름을 선택합니다. 
● 반음: 스트링 번호 및 음정 이름에 평행한 반음 번호를 클릭합니다. 원하는 반음을 

수동으로 입력하거나 위쪽 및 아래쪽 화살표를 사용할 수 있는 텍스트 상자로 
전환할 것입니다. 

문자열 및 프렛 수를 추가/빼기 하려면 다음을 수행:
● 스트링 튜닝 데이터를 열 때 팝업 창에서 강조 표시된 탭의 현재 스트링 및 프렛 

수가 오른쪽에 표시됩니다.
● 텍스트 상자 옆의 위 또는 아래 화살표를 사용하여 스트링 수를 올리거나 낮춥니다. 

동일한 원리가 프렛 수에 적용됩니다.
● 사용자 지정을 마치고, 확인을 클릭하면 새 튜닝 데이터 설정이 탭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두 개의 라디오 버튼으로 표시되는 변경 설정이 있어 타브악보에 있는 노트의 
올림표와 내림표를 표시하거나 숨길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현재 사용자 지정 중인 문자열 튜닝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팝업 창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다른 이름으로 사전설정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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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열 - 기타 지판 코드 편집기
이 대화상자는 기타 프렛보드 코드를 편집하는데 사용됩니다. 어떤 스트링이 연주되고 
어떤 프렛이 눌러졌는지를 결정하여 이름을 포함 한 코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코드 이름:은 여러분이 원하는 이름을 입력할 수 있게 합니다. 음악을 연습하는데는 
코드 이름에 사용되는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에 따라 이름을 정하면 코드를 
사용하고 기억하기 쉽습니다. 
프렛보드 다이어그램 사용:  이 옵션을 선택하여 코드를 정의하기 위해 연주되는 
스트링과 누르는 프렛을 정의해야 합니다. 물론 코드 이름이 충분하고 프렛보드 
다이어그램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코드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프렛보드 다이어그램: 
● 스트링 위에 엑스(X): 스트링을 재생하지 않습니다. 
● 스트링 위에 원(O): 오픈 스트링으로 연주 (누를 필요 없음). 
● 스트링에 점: 프렛을 누르고 스트링을 연주합니다. 
스트링 위의 영역이나 스트링에 있는 프렛을 클릭해서 엑스, 원 및 점 사이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프렛에서 연주할 여러 스트링이 있는 경우, 왼쪽의 확인 체크 박스를 
사용해서 프렛을 바리에할 수 있습니다. 때로, 5도 밑의 프렛을 사용하고 싶을 때는, 
오른쪽에 있는 수직 스크롤 바나, 마우스 휠을 사용해서 기타 프렛보드 다이어그램의 
첫번 째 프렛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9



드럼 - 드럼 키트 & 다른 피치 없는 타악기들
> 타악기 악보는 타악기로 연주되는 음표들을 표시하는 악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종류의 타악기가 있음: 음정이 있는 것과 음정이 없는 것. 음정이 있는 타악기의 
경우, 스탠다드 스코어 악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드럼 키트처럼 음정이 없는 
타악기의 경우, 타악기 스코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음정이 없는 타악기 악보 표기는 다양한 점을 참고하세요.
빈 타악기 악보를 열려면, 
● 스코어 도구 모음에서 새 공백을 클릭하고 새 빈 드럼 키트 스코어를 선택합니다.
● 메뉴 > 파일 > 새 빈 드럼 키트 악보를 선택하거나
● 단축키 Ctrl+D  사용 
새 스코어 마법사를 사용하여 타악기 스코어를 열 수도 있습니다. 
● 스코어 도구 모음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고 빈 템플릿을 선택한 다음 빈 드럼 

키트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하고 평소와 같이 마법사를 따릅니다.
● 스코어 도구 모음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고 솔로 템플릿을 선택하고 드럼 

키트를 선택한 다음 다음을 클릭하고 평소와 같이 마법사를 따릅니다.
● 메뉴 > 파일 > 새로 만들기... 를 클릭하여 새 스코어 마법사를 열고 위와 같이 

진행하거나
● 바로가기 Ctrl+N을 사용하여 새 스코어 마법사를 연 다음 이전과 같이 진행합니다. 
기존 악보에 타악기를 추가하려면 다음과 같이 파트보 및 악보 대화상자를 엽니다. 
● 스코어 도구 모음에서 파트보 설정 또는 파트보 & 악보 버튼(두 이름 중 하나일 수 

있음)을 클릭합니다.
● 메뉴> 스코어> 파트보 및 악보...를 선택하거나
● 단축키 Alt+P 사용 
파트보 및 악보 대화상자에서 타악기 악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파트보를 선택하여 파트로 이동하려면 파트보 및 악보 목록 아래의 새 악보 버튼 

드롭다운을 클릭하고 드럼셋 악보를 선택하거나 
● 파트보 및 악보 목록 아래의 새 부품 버튼 드롭다운을 클릭하고 드럼셋 악보가 있는 

새 파트보를 선택 
타악기 악보는 타악기 맵을 사용해서 스코어에서 악기를 보여주고 재생을 합니다. 
연주될 악기는 악보에서 세로 방향 및 음표 머리 형태로 나타납니다. 음표 머리 모양은 
일반적인 형태(보통 음표 모양)일 수 있고, 십자 모양, 다이아몬드, 일반 삼각형, 뒤집힌 
삼각형 형태와 같이 최대 다섯 가지 악기들이 악보에서 가로 방향으로 매핑될 수 
있습니다. 가로 악보 형태에 매핑된 악기가 없으면, 음표는 그 방향으로 배치될 수 
없습니다. Crescendo에는 기본 악기 매핑이 있습니다. 기본 매핑을 변경해야 한다면, 
다음 드럼킷 맵 대화상자에서 타악기를 타악기 악보에 매핑하는 법에 대해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타악기를 타악기 악보에 추가하려면: 
1. 다른 악보에 음표를 배치할 때 처럼 음표 도구를 선택합니다.
2. 타악기 악보에서 세로 방향을 클릭해서 어떤 최대 세 가지의 악기가 재생될 지를 

표시합니다.
3. 음표 방향에 하나 이상의 악기가 매핑되어 있을 시에, 다른 악기로 변경하려면, 

음표를 선택하고, 방사형 메뉴를 사용하거나, 또는 음표를 선택하고, Shift 버튼을 
길게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스크롤해서 다른 음표 머리 모양으로 변경합니다.

재생될 악기를 변경하려면, 3개의 포인트 위로 떨어져서, 음표를 삭제하고 타악기 
악보에 다른 세로 방향으로 된 음표를 배치시킵니다. 

40

drumkitdlg.html


드럼 - 드럼 키트 맵
이 대화상자는 드럼 키트 맵을 편집하는데 사용됩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드럼 키트 
퍼커션 악보에서 어떤 퍼커션 악기를 사용할 것인지를 결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름, 
음표 머리 및 오선 위치와 같은 속성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악기 기름: 원하는 이름을 입력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음색은 "MIDI 사양n"에 있는 음표 
넘버에 의해 정의됩니다. 제너럴 미디 (GM) 프로토콜 사양은 미디 음표 넘버와 악기 
순서를 지정하여 악기 음색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 제너럴 미디 레벨 1 (GM1)은 35 (어쿠스틱 베이스 드럼)에서 부터 81 (오픈 

트라이앵글) 까지를 포함합니다.
● 제너럴 미디 레벨 2 (GM2)는 GM1을 기반으로 27 (하이 큐) 부터 87 (오픈 

수르두)까지 더 많은 악기들을 정의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미디 음표 넘버들은 제너럴 미디 (GM) 프로토콜에의해 정의되지 
않으므로, 이들의 이름은 비어있습니다. 사용자는 때로 자신의 악기들을 확장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한 맵에서 많은 악기들을 정의할 필요가 없는데, 그 
이유는 드럼 키트에 있는 악기/부분들의 넘버와 악보 공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악보에 음표가 삽입/배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악기 이름을 
지울 수 있습니다. 
제거: 악기 이름을 빠르게 지울 수 있습니다.
재설정: 악기가 일반 MIDI로 정의된 경우 악기 이름을 기본 이름으로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음표 머리: 악기의 음표 머리를 변경해서 다른 악기들과 다르게 만들어 악보에서 쉽게 
악기를 볼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드럼은 보통 일반적인 타원형의 음표 머리로 
표시되고, 심벌즈는 머리 음표가 'x'로 표시되며, 보조 타악기들은 다른 대체 음표 
머리로 표시됩니다. 
오선 위치: 사용자는 악기의 오선 위치를 설정해서 다른 악기들과 차이를 줌으로써, 이 
악기가 어떤 줄 또는 선 안에 있는지를 통해서 보다 빠르게 악기를 찾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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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실행 취소 및 다시 실행
Crescendo로 여러분의 작업을 무제한 취소 및 다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실행 취소
Ctrl + Z
또는 취소 버튼을 편집 도구모음 탭에서 클릭하세요. 
다시 실행
Ctrl + Y
또는 다시 실행  버튼을 편집 도구모음 탭에서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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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오선 붙여넣기 옵션
이 대화상자는 붙여넣을 마디보다 작은 마디 선택 항목에 여러 마디를 붙여넣을 때 
표시됩니다.
선택 영역만 붙여넣기
선택한 마디들에 맞을 만큼 만 붙여넣기 하세요.
모든 마디를 붙여넣기를 위해 덮어쓰기
모두 붙여넣기 해서 선택한 마디들의 내용 및 그 이후의 마디들을 대체합니다.
선택 영역에 모든 마디 삽입
선택한 마디들을 대체하고, 나머지 마디들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취소
붙여넣기를 실행하지 않으면, 새로운 영역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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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마디와 단

마디 만들기 
스코어 끝에 새 마디를 추가(부가)하려면 다음 옵션 중 하나 사용: 
● 마디 선 도구를 선택하고 새 마디를 시작할 위치로 이동한 다음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여 새 마디 선을 배치합니다.
● 편집 도구 모음 탭에서 마디 추가  단추를 클릭합니다. 
● 스코어 메뉴에서 마디 추가를 선택합니다. 
● 키보드 단축키 Ctrl+B  사용 
마디줄 삽입하기
스코어에 마디 줄을 삽입하시려면: 
● 마디 줄 도구를 선택하고, 원하는 지점으로 이것을 이동한 뒤, 왼쪽 클릭하기하여, 

새로운 마디 줄을 배치하세요.

팁: 마디 줄을 배치하려면, 배치 가능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음표들을 옆으로 옮겨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체 마디 삽입
현재 선택한 마디 앞에 빈 마디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존 마디의 빈 부분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그후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편집 도구 모음 탭에서 마디 삽입  버튼을 클릭합니다. 
● 스코어 메뉴에서 마디 삽입을 선택합니다. 

팁: 마디 또는 마디 선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빠른 마디 삽입 명령에 
액세스합니다.

마디 선택 
● 마디를 선택하려면 지, 마디 안의 보표 영역(보표 사이가 아닌)을 클릭합니다.
● 마디 선택을 취소하려면, 마디 영역 밖을 클릭합니다.
●

팁: 여러 마디들을 선택하려면 shift 키를 길게 누릅니다. 

자르기, 복사하기 및 붙여넣기 
선택한 마디나 마디들을 자르기, 복사 및 붙여넣기할 수 있습니다.
복사되어 잘라낸 마디들은 다른 마디들의 영역으로만 붙여넣기할 수 있습니다. 복사한 
마디들을 기존의 것들과 교체하지 않고 삽입하려면, 붙여넣기 전에 빈 마디들을 
만드세요.

마디 줄 이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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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줄들을 클릭하여 끌기해서 이동하세요. 마디 줄들을 이동하는 동안, 마디의 최소 
폭은 마디 안의 음표들에 의해 제한됩니다. 마디 줄들을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이전의 
마디 폭을 늘리게 되고, 이후의 마디들을 오선 아래로 밀어내어, 다음 아래 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마디 줄을 이전 마디의 마지막 음표와 만날 때 까지, 왼쪽으로 이동시키실 
수 있습니다. 
단에 있는 마지막 마디의 너비는 단의 마지막에 맞도록 확장될 것입니다. 
반복할 마디줄 설정
먼저 반복하고 싶은 마디 줄을 클릭하고 올바른 마디줄을 선택합니다.
마디 또는 마디줄을 마우스 오른쪽-클릭하고, 반복 하위 메뉴를 선택하고 원하는 
기호를 골라서, 더 많은 고급 도돌이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 여백

왼
쪽 빨간색 선은 왼쪽  단의 여백을 나타내고 오른쪽 빨간색 선은 단의 오른쪽 여백을 
나타냅니다. 

단의 왼쪽 여백과 오른쪽 여백을 수정하려면 단에서 마디 또는 스코어의 빈 부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단 여백 을 선택합니다. 
보표 간격

Red lin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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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icates the spacing of the treble staff and Red line B  indicates the spacing of the 
lowest bass staff. 
단에서 개별 오선의 악보 간격은 오선의 빈 부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악보 간격 을 선택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디 레이아웃 제어 
마디에 마디 레이아웃 제어를 할당하여 새 단 또는 새 페이지에서 마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어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음: 
●

새로운 단 : 항상 새로운 단에 마디를 배열합니다. 
●

새로운 페이지 : 항상 새로운 페이지에 마디를 배열합니다.. 

마디 레이아웃 제어 편집
● 추가: 마디를 오른쪽 클릭합니다. 콘텍스트 메뉴 - "마디 레이아웃"에서, 그 마디를 

위한 마디 레이아웃 제어를 토글하거나, 또는 상단 메뉴 - "스코어" - "마디 
레이아웃"에서 마디를 선택하여, 그 마디를 위한 마디 레이아웃 제어를 토글합니다. 

● 삭제: 마디의 왼쪽 상단에 있는 마디 레이아웃 제어 구성 요소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제거"를 클릭하거나, 구성요소를 선택하고 "Delete"키를 누릅니다. 이는, 
이것을 추가하는 메뉴에서 제어 확인 체크를 취소하여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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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음표 이름
일반적으로, 음악가는 표준 악보의 음표/음정 이름에 매우 익숙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음악 교사와 학생에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Crescendo는 표준 악보의 일반 음표 
머리 안에 음표/음정 이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 
● 음표 머리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합니다.
● 메뉴에서 음표 이름 표시을 클릭하고 메뉴바의 보기를 선택합니다. 
● 스코어 설정 대화상자에서 음표 이름을 기본값으로 표시 옵션을 선택합니다.
참고: 음표 이름은 그 음표 머리 밖의 영역을 차지할 수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이름은 
크지 않습니다. 음표 이름을 보다 명확하게 하려면 스코어 설정 대화상자에서 보표 
높이를 늘리는 것을 제안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표의 높이가 12mm 이상인 경우, 
보표의 음표 이름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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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보표 간격
악보 간격 대화상자에서는 동일한 단 내에서 선택한 보표와 그 위에 있는 보표 사이의 
간격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대화상자를 열려면 악보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간격 -> 보표 간격을  선택합니다. 
"모든 단에 적용"을 선택하면 값이 모든 단의 보표에 적용되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 
단의 보표에 적용됩니다.
참고: 단일 보표 스코어의 경우 단 간격  대화상자를 사용하여 보표 사이의 간격을 
변경합니다.
보표 간격:
이 값은 보표와 그 위의 요소들 간의 거리를 제어합니다.
모든 단에 적용
이 박스에 확인 체크하면, 선택한 보표의 모든 단에 값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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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단 여백
단 여백 대화상자에서는 선택한 단의 왼쪽 및 오른쪽 여백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대화상자를 열려면 빈 악보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단 여백을 선택합니다. 
단의 왼쪽 여백:
이 값은 단이 페이지의 왼쪽으로 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컨트롤합니다.
단의 오른쪽 여백:
이 값은 단이 페이지의 오른쪽으로 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컨트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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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단 간격
단 간격 대화상자에서는 단 간의 간격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대화상자를 열려면 
악보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간격 -> 단 간격을 선택합니다. 
참고: 동일한 단 내에서 보표 사이의 간격을 변경하려면 보표 간격  대화상자를 
참조하십시오.
단 간격:
이 값은 단 간의 간격을 제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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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자동 레이아웃
이 대화상자에서는 전체 스코어를 자동으로 레이아웃하기 전에 라인/단 당 최대 
측정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대화상자를 열려면 편집 도구 모음 탭에서 스코어->레
이아웃... 또는 레이아웃  단추를 클릭합니다.
참고: 스코어 자동 포맷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자동 포맷  도움말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라인당 최대 마디:
이 값은 모든 단의 최대 마디를 제어합니다. 단 공간이 최대 마디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더 적은 마디를 배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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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자동 포맷
자동 포맷
Crescendo는 음표의 자동 수평 위치를 지원합니다. 자동 형식 기능에는 다음의 세 가지 
옵션이 제공됩니다. 스코어 자동 포맷, 마디 자동 포맷 및 새 음표 자동 포맷.
스코어 자동 포맷
스코어 자동 포맷 옵션은 스코어의 모든 음표들을 확인하고 지속시간과 마디의 너비에 
따라 음표를 자동 배치합니다. 지속시간이 긴 음표들은 지속시간이 짧은 음표에 비해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전체 스코어를 다음으로 자동 포맷:
● 다음 누르기 Ctrl+L 
● 클릭하기 자동 포맷 버튼 편집 탭에 있음 
● 선택하기 스코어 자동 포맷 밑의 자동 포맷  드롭 다운 메뉴 버튼에 있음 
● 선택하기 메뉴 >스코어->스코어 자동 포맷 
마디 자동 포맷
마디 자동 포맷 옵션은 스코어 자동 포맷과는 달리 선택한 마디만 배치합니다. 
클릭하여 특정 마디를 선택하고 마디를 자동 포맷:
● 선택하기 마디 자동 포맷 아래의 항목 자동 포맷  드롭 다운 메뉴 버튼에 있음 
● 선택하기 메뉴 >스코어->마디 자동 포맷 
참고: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마디 너비가 충분한지 확인하십시오. 비트를 정렬된 
상태로 유지하면서 마디 너비가 충분하지 않으면 겹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 음표 자동 포맷
새 음표 자동 포맷 옵션을 사용하면 특정 마디에 새 음표의 자동 간격이 설정됩니다. 
배치는 음표의 지속시간, 마디 너비 및 마디에 배치된 음표의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새 음표 자동 포맷을 활성/비활성:
● 선택하기 새 음표 자동 포맷 아래의 항목 자동 포맷  드롭 다운 메뉴 버튼에 있음 
● 선택하기 메뉴 >스코어->새 음표 자동 포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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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템포 기호 편집
템포 기호 대화상자는 템포 기호에서 음표와 박의 분 당 값을 설정하는데 사용됩니다.
이 대화상자에 액세스하는 방법. 마디를 오른쪽 클릭하고, 컨텍스트 메뉴에서 "템포 
추가/편집..."을 선택합니다. 템포 설정을 지정하고 측정값에 템포 마크를 추가하려면 
단순히 "템표 표시 보기"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템포 기호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려는 
경우, 설명 디스플레이를 선택하고, 입력하거나 인기있는 것 중에서 선택합니다. 템포 
표시를 숨기려면 옵션 확은 체크를 해제합니다. 기호는 내보내지지 않지만, 사용자에게 
알리고 나중에 보이지 않게 된후 작동할 수 있도록, 스코어 편집기에 밝은 색으로 
표시됩니다. 
템포 기호를 보이지 않게 하려면: 템포 기호 대화상자에서 "템포 기호 표시" 확인란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템포 설정을 제거하려면: 템포 기호를 오른쪽 클릭하고, 콘텍스트 
메뉴에서 "삭제"를 선택합니다. 
템포
분당 연주되는 박자의 수 입니다.
음표 길이:
한 박에 해당하는 음표를 선택하세요.
설명 표시
이 박스에 확인 체크하면 템포 기호 설명이 표시될 것입니다.
템포 기호 설명을 입력하거나, 또는 잘 쓰이는 것들을 선택합니다.
템포 기호 표시
이 확인란을 선택하면 이 마디에 템포 기호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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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되풀이 브래킷 편집
되풀이표 브래킷 편집 대화창은 연주할 마디들의 변동을 설정합니다.
이 대화상자에 액세스하는 방법. 되풀이표 브래킷이 있는 마디를 오른쪽 클릭하고 
콘텍스트 메뉴에서 마디를 클릭한 다음, 하위 메뉴에서 "되풀이표 편집"을 선택하거나, 
또는 되풀이표 브래킷을 오른쪽 클릭한 다음 "되풀이표 편집" 또는 되풀이표 브래킷을 
직접 더블 클릭합니다. 
변동 숫자는 1 또는 1,3-5,9와 같은 숫자들이어야 합니다. 변동 숫자란이 비어있거나 0 
일 시에, 되풀이표는 삭제될 것입니다.
변동 숫자
사용자 정의:
연주할 이 마디들의 변동

열린 종료
되풀이표 범위를 스코어/반복의 끝, 또는 다음 되풀이표까지 연장시키려면 이것을 
선택하세요.
닫힌 종료
되풀이표에 의해 커버되는 정확한 되풀이표 범위를 정의하려면 이것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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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여러 마디 쉼표 편집
여러 마디 쉼표 대화창은 마디 안의 쉼표 길이를 설정하는데 사용됩니다.
이 대화상자에 액세스합니다. 마디를 복수 마디 쉼표로 설정한 다음, 마디 위의 숫자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콘텍스트 메뉴에서 "쉼표 지속시간 설정"을 
선택합니다. 
복수 마디 쉼표를 제거하려면: 지속시간을 0으로 설정하거나, 지속시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쉼표 제거"를 선택합니다. 
마디 수:
마디들 안의 쉬는 길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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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텍스트 편집
텍스트 편집 대화상자에서 텍스트의 모양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화상자를 열려면 
그룹화된 도구 상자의 텍스트 도구를 사용하거나 기존 텍스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편집을 선택하여 새 텍스트 항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텍스트 란에서, 스코어에 표시되어야 할 텍스트를 입력 또는 편집합니다.
크기 값은 여러분의 텍스트 크기를 변경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글꼴 드롭 메뉴에서 글꼴을 선택하세요.
포맷 버튼들을 사용해서 굵은체, 이탤릭체 또는 밑줄체를 텍스트에 적용하세요.
색상 선택기를 클릭하여 텍스트의 색상을 선택합니다.
때로, 내림표, 제자리표 및 올림표와 같은 음악 기호들은 텍스트 스트링에 삽입되어야 
하지만, 이것을 입력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텍스트에 이런 음악 기호들을 삽입하는 
것을 돕기 위해 바로가기 키가 있는 세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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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가사 스타일
가사 스타일 대화상자를 사용하여 가사의 글꼴 스타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코러스와 
각 구절의 글꼴 이름, 스타일, 크기 및 텍스트 색상을 설정합니다. 이 대화 상자는 
표기법 탭의 가사 버튼 드롭다운 메뉴를 사용하여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
이 탭은 구절이나 코러스 스타일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모든 가사의 스타일을 적용하는 
데 사용됩니다.
노래부분
이 탭은 각 구절의 스타일을 적용하는 데 사용됩니다.
구절 드롭다운 메뉴를 사용하여 각 구절의 스타일을 설정합니다. 1-5절은 이 
드롭다운을 사용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스타일 사용  확인란을 설정하여 구절의 기본 스타일을 사용합니다. 
코러스
이 탭은 코러스 가사의 스타일을 적용하는 데 사용됩니다.
기본 스타일 사용 확인란을 설정하여 코러스의 기본 스타일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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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 조옮김
조옮김 기능은 여러분의 곡에 있는 모든 음표들을 반음의 수로 변경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작업을 하려면, 스코어 메뉴 또는 스코어 도구모음 탭에서 조옮김 대화상자를 
엽니다. 조옮김 대화상자에서 스코어를 조옮김하는 두 가지 방법: 키 별로 조옮김 
하기와 음정(반음) 별로 조옮김 하기. 첫 번째 방법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을 
위해 음표들과 조표를 변경해줍니다. 다른 방법은, 여러분이 직접 반음의 수를 
선택해서 위로 또는 아래로 조옮김을 할 수 있게합니다. 12개의 반음을 올려 조옮김 
하면, 여러분의 곡은 한 옥타브 올라가게 되고, 곡의 조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4 만큼 
반음을 내리면 여러분의 곡은 장 3도 만큼 내려가게 되고, 이런 방법으로 계속 다르게 
조옮김할 수 있습니다.
조옮김 대화창에서 허용되는 반음 범위는 여러분의 악곡에 있는 음표 값들의 범위에 
따라 결정됨을 유의하세요. 이것은 실수로, 오선의 너무 위 또는 아래로 떨어지게 
조옮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이것이 적당히 멀게 조옮김하는 것을 
방해할 시에는, 먼저 음자리표 변경을 시도해보세요. 예를 들어, 높은음자리표를 
사용시에 여러분의 곡을 적당히 낮게 조옮김할 수 없다면, 낮은음자리표로 변경해서 
다시 시도해보세요.
한 조에서 다른 조로 조바꿈을 하려면, 조 바꿈 시에 옵션을 제공하는 조 변경 음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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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 음악 트랜스크립션
음악 트랜스크립션은 레코딩된 음악의 트랜스크립션 작업을 돕기 위해 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화성 (여러 음표.악기들) 음악 레코딩에서의 정확한 음표 감지 및 
간단하고 직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악 트랜스크립션을 최대한 활용하고, 음악 
트랜스크립션을 보다 빨리 시작하려면, 사용 매뉴얼 전체를 읽으십시오.
시작하기
먼저 해야할 일은, 채보하려는 트랙을 로드하는 것입니다.
● 음악 트랜스크립션 아이콘을 클릭하여 대화상자를 엽니다.
● 음악 트랜스크립션 화면의 도구모음 패널에서 열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 이제 분석할 파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음악 트랜스크립션은 다양한 오디오 형식 

파일들을 로드 및 표시할 수 있습니다. 
● 표시할 레코딩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참고: 최상의 성능을 위해 오디오를 48000Hz, 16비트 WAVE 파일로 변환하십시오.
파일이 로드되면 상단 패널에 레코딩의 파형이 표시됩니다. 메인(중앙) 패널은 피치 
분석이 표시되는 곳입니다. 채보하는 파일의 크기에 따라 음악 트랜스크립션이 파일을 
로드하는 데 1~2분 정도 걸릴 수 있지만, 사용자는 레코딩의 시작부분에 대한 분석을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직 로드되자 않은 파일 부분은 회색으로 표시됩니다. 상태 
표시 바의 왼쪽 하단을 보면 파일의 몇 퍼센트가 로드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레코딩이 로드되면서 파형이 메인 패널에 그려질 것입니다. 이 파령들은 화면 하단에 
있는 키보드에 표시된 음표들과 직접 일치합니다. 재생을 클릭하여 레코딩 재생을 
시작합니다. 음표들이 스크롤되며 지나가는 것을 보며 레코딩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설명서의 다음 섹션으로 이동하여 이 그래프를 더 자세히 읽고 음악 
트랜스크립션의 다른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 읽기
음악 트랜스크립션 화면의 메인 패널은 분석중인 레코딩의 주파수가 그래프로 
표시되는 곳입니다. 그래프의 가로 축은 피치를 나타내고, 세로 축은 시간을 
나타냅니다. 화면에 그려진 각 마크는 레코딩에서 그 특정 시점에 있는 주파수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긴 세로 줄은 보통 레코딩에 있는 긴 음정을 나타냅니다. 마크의 
색상과 강도는 볼륨을 나타냅니다. 시끄러운 음은 더 밝고 조용한 음은 더 희미합니다. 
어떤 음표가 재생되고 있는지 결정하는 것은, 화면 하단의 피아노 키보드의 건반으로 
마크를 정렬하는 것 만큼 간단합니다. 표시를 오른쪽-클릭하고 "음표 줄 표시"를 
선택하거나, 옵션 대화상자에서 기능 사용 을 활성화 하면 부가적으로 그리드라인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재생을 누르면 레코딩이 재생되는 소리가 들리고 또한 화면 아래로 그래프가 스크롤 
다운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마크가 키보드의 앞쪽 가장자리를 통과하면 레코딩에서 
이것이 재생되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키보드의 앞 가장자리는 그래프의 커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표들이 지나갈 때 키보드를 눌러 그래프의 작동 방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에서 음표들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시간 축 위로 
마우스를 이동하여 커서와 타임스탬프가 표시되게 합니다. 
레코딩 트랜스크립션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게 되었으니, 음악 트랜스크립션을 사용하여 첫 
번째 레코딩을 채보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노래를 효과적으로 채보하기 위한 
몇 가지 유용한 팁이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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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레코딩을 음악 트랜스크립션으로 로드할 때 생성되는 그래프가 다소 복잡하고 
압도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정을 조정하고 조금 연습하면 금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트랙을 로드한 후 가장 먼저 할 일은 게인 컨트롤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단 
패널에 있는 슬라이더입니다. 강한 음표들을 강조하고 부드러운 음표들을 작게하는 
것을 돕습니다.
다음으로, 노래를 재생하고 그래프를 보세요. 키보드를 사용하여 그래프의 마크와 
일치시켜 채보하려는 음표들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노래의 빠른 부분에 있는 음표들을 채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속도 슬라이더를 
사용해서 트랙의 속도를 느리게 조정해보세요. 이것은 재생되는 음표들의 피치를 
변경하지 않고 트랙의 속도를 느리게 해줍니다.
때로 실제로 들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음이 재생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보실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보시는 것은 화음입니다. 기타와 같은 악기에서 음이 
연주되면, 악기는 기초음을 생성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듣는 주요 음입니다. 이는 
또한 화음이라고 불리는 보다 높은 몇몇 음들을 생성합니다. 이런 화음으로 된 
오버톤들은 악기에 그들 고유의 특성을 부요합니다. 음악 트랜스크립션은 이런 
화음들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지만, 이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키보드를 사용하는 것은, 보고있는 음표들이 기초음인 것을 식별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제어
레코딩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컨트롤이 있습니다.
재생 컨트롤  
재생:  음악 사보에 로드한 녹음 재생을 시작합니다.
멈추다:  현재 음악 사보에 로드한 녹음 재생을 중지합니다.
시작하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녹음 시작으로 돌아갑니다. 녹음에 루프를 설정 한 경우 
루프의 시작 부분으로 돌아갑니다.
되감기:  녹음을 되감습니다. 되감기 및 빨리 감기 속도는 음악 사보 옵션 대화상자의 
슬라이더를 조정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빨리감기:  녹음을 빨리 감습니다. 되감기 및 빨리 감기 속도는 음악 사보 옵션 
대화상자의 슬라이더를 조정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스크럽:  녹음을 스크럽 모드로 전환하면 녹음이 재생되지 않더라도 녹음의 정확한 
부분을 들을 수 있습니다. 스크럽은 녹음의 특정 섹션에서 일시 중지하고 싶지만 
여전히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을 듣고 싶을 때 유용할 수 있습니다.
루프:  이 메뉴 옵션을 선택하여 루핑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그래프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루프 컨트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반복할 영역을 지정하려면 그래프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시작점과 
끝점을 선택합니다. 루프 영역을 나타내는 두 개의 막대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메뉴 
파일 ==> 열기 : 컴퓨터의 탐색 가능한 위치에서 녹음을 엽니다.
파일 ==> CD 트랙로드: CD에서 녹음을 음악 트랜스크립션으로 직접 로드할 수 
있습니다. 음악 사보기가 트랙 정보를 자동으로 다운로드하도록 하려면 음악 사보 
옵션에서 CD 트랙 조회에 CD 데이터베이스 사용 옵션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컨트롤 ==> 루프, 재생, 중지 : 이러한 메뉴 항목은 화면 아래쪽의 단추와 동일합니다. 
작동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의 섹션을 읽으십시오.
키보드 
키보드를 클릭하여 해당 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치 분석 화면의 어떤 마크가 
채보하는 악기 또는 보이스와 일치하는지를 식별하는 데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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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패널 아래에는 튜닝 슬라이더가 있습니다. 키보드를 위 아래로 조정하여 표준보다 
약간 낮거나 높은 피치로 레코딩된 노래에 맞출 수 있습니다. 음악 전사의 
튜닝기본값은 A440(A = 440Hz)입니다.
이득:  게인 슬라이더를 사용하여 색상 디스플레이의 강도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음량은 전경색으로 나타나고 조용한 음표는 배경색으로 
희미해집니다. 이러한 색상은 기본 창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거나 옵션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게인 슬라이더를 이동하면 그래프에 즉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속도:  연주되는 음표의 피치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재생 속도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빠른 음표가 많은 음악 섹션에 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더를 녹음을 
듣고 싶은 속도로 조정합니다.
음량:  재생 컨트롤 옆에는 볼륨 슬라이더, DB 디스플레이 미터 및 현재 재생 위치를 
나타내는 시계가 있습니다.
옵션
일반 
CD 트랙 조회에 CD 데이터베이스 사용 
이 옵션을 선택하면 음악 트랜스크립션이 CD에서 트랙을 로드할 때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서 트랙 정보를 자동으로 다운로드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빨리감기 속도  
음악 트랜스크립션이 레코딩 빨리감기하는 속도를 변경
되감기 속도  
음악 트랜스크립션이 레코딩을 되감는 속도를 변경
사운드 출력 장치 
어떤 장치로 사운드를 재생할지를 변경
형식 경고 표시 
음악 트랜스크립션이 사용에 최적화 되지 않은 형식들을 (예: 16khz .wav) 사용할 때 
알림을 받을지 여부를 변경
표시 
방향 
방향 옵션 중 하나를 선택: 가로 또는 세로. 가로 방향은 창 아래쪽에 있는 수평 
키보드를 사용하고 세로 방향은 창 왼쪽에 있는 수직 키보드를 사용합니다.
키보드에 음표 표시 
음악 트랜스크립션이 키보드에서 각 음표의 이름을 표시하려면 이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키보드를 오른쪽 클릭하여 설정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웨이브 창 표시 
창 상단에 파일의 파형을 표시하려면 확인 체크합니다. 파형은 오른쪽 클릭하여 숨길 
수 있습니다.
시간 축 표시 
창 왼쪽에 시간 축을 표시하려면 선택합니다. 시간 축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여 숨길 수 있습니다.
음표 라인 표시 
메인 패널에는 피아노 건반들이 격자로 표시됩니다. 이를 통해 분석중인 레코딩의 
주파수가 어디에 있는지 쉽게 확인하고 재생중인 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음표 강조  
피아노 건반 위로 마우스를 이동할 수 있게 하는데, 메인 패널 디스플레이는 사용자가 
이동하며 지나는 음표를 나타낼 것입니다.
전경색과 배경색 설정 
이 버튼들을 클릭하여 주 패널의 전경 및 배경 색을 변경합니다. 이 색상들은 패널을 
오른쪽 클릭하여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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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 MIDI 입력 & 온스크린 키보드
Crescendo는 MIDI 가능 장치를 사용하여 음악 사보를 지원합니다.
MIDI 장치 연결
Crescendo는 연결된 MIDI 장치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사보 표기할 수 있습니다. MIDI 
장치가 성공적으로 연결되면 상태 표시줄에 장치 이름과 상태가 나타남(예, 내 장치: 
연결됨). 연결된 장치의 키를 누르면 음표들이가 스코어에 매핑됩니다. 깜박이는 
기호는 음표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화면 키보드
화면 키보드도 물리적 MIDI 장치의 대안으로 제공됩니다. 마우스를 사용하여 피아노 
건반을 클릭하거나 해당 컴퓨터 키보드 건반을 눌러 악보에 음을 입력합니다. 

● 점수 탭에서 키보드 단추를 클릭합니다. 
● 옵션 -> MIDI 입력 -> 장치 드롭다운 목록에서 컴퓨터 키보드를 선택합니다. 
상태 표시줄이 컴퓨터 키보드: 화면 키보드가 열릴 때 연결됨으로 업데이트됩니다.참조
:  컴퓨터 키보드를 사용하여 메모를 입력할 때 키를 누르기 전에 화면 키보드 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창을 클릭하여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메트로놈 사운드
입력 프로세스를 돕기 위해 메트로놈을 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을 통해 메트로놈 
활성/비활성 가능:
● 스코어 편집기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메트로놈 버튼을 클릭합니다.
● 스코어 툴바에서, MIDI 버튼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고 "메트로놈 사용"을 

선택합니다.
메트로놈 볼륨은 다음으로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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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코어 편집기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메트로놈 볼륨 버튼을 클릭합니다.
● 스코어 툴바에서, MIDI 버튼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고 "메트로놈 볼륨 조정"을 

선택합니다.
● 파일 -> 옵션 메뉴를 열고, 메트로놈 탭을 선택하고 볼륨 조정 컨트롤을 사용합니다.
참고: 음표의 지속시간은 메트로놈을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예를들어, 2 박자를 위한 
MIDI 키를 누르면 2분음표가 됩니다.
시작 표시줄 선택
사용자는 시작 표시줄을 지정하여 표시줄을 클릭하여 MIDI 장치에서 음표를 배치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디가 선택되면, MIDI 장치의 키를 눌러 음표를 추가합니다. 
입력이 진행되는 동안, Crescendo는 선택한 시작 마디 뒤에 새로운 마디들을 삽입할 
것입니다. 선택된 시작 마디가 없으면, 음표는 스코어의 마지막 마디에 추가될 것이며, 
입력이 계속 되는 동안 새로운 마디들의 추가를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쉼표 추가
메트로놈이 활성화되면 쉼표는 템포에 따라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메트로놈이 
비활성화 되면 Crescendo는 입력 템포를 추정하고 계산된 템포에 따라 쉼표를 
추가합니다. Crescendo는 입력이 진행되는 동안 입력 템포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조정합니다.
MIDI 입력 구성
이 대화상자를 사용하여 다른 MIDI 장치 및 음표 퀀타이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MIDI 입력 구성 열기:
● 파일 -> 옵션 메뉴를 열고 MIDI 입력 탭을 선택합니다.
● 스코어 툴바 MIDI 버튼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고, "MIDI 입력 설정"을 선택합니다.
참조: 각 컨트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IDI 입력 대화상자  도움말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메트로놈 구성
이 대화상자는 메트로놈 템포, 서브디비전, 마디 당 비트 및 사운드 볼륨을 설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통해 메트로놈 구성 열기:
● 파일 -> 옵션 메뉴를 열고 메트로놈 탭을 선택합니다.
● 스코어 툴바 MIDI 버튼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고 "메트로놈 설정"을 선택합니다.
참조: 각 컨트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메트로놈 대화상자  도움말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63

midiinputoptions.html
metronomeoptions.html


도구 - VSTi
VSTi 플러그인 지원
이 기능을 사용하면 가상 스튜디오 기술 DLL 악기 플러그인을 사용하여 만든 악보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부품 대화상자에는 모든 보표에 고유한 VSTi를 선택하고 조정할 
수 있는 VST 버튼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VSTi 플러그인(*.dll 파일이어야 
함)을 다운로드하여 동일한 폴더에 저장합니다. 오디오 옵션 대화상자를 열고 VSTi 
플러그인이 있는 폴더를 지정합니다. VSTi 플러그인이 재생할 각 보표를 선택하십시오.
또한 다음을 http://www.kvraudio.com방문하셔서, VST 및 DirectX 플러그인을 포함, 
모든 유형의 플러그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살펴보세요. 
VSTi 사전 설정 이름
VSTi 사전 설정 이름을 입력하여 현재 사전설정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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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 일반
편집기 배경
이 기능을 사용하면 스코어 편집기의 배경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Color 컨트롤을 
클릭하면 배경색을 사용자 지정하기 위한 색상 선택기 대화상자가 열립니다. 기본값으
로 재설정 버튼은 편집기의 기본 배경색을 복원합니다. 
범위 밖의 음표
이 기능을 사용하면 악보에 지정된 악기의 범위를 벗어난 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범위 외  확인란을 설정하여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Color 컨트롤을 사용하여 
범위를 벗어난 색상을 사용자 지정하기 위한 색상 선택기 대화상자를 엽니다. 기본값으
로 재설정 버튼은 기본 범위를 벗어난 색상을 복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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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 오디오
VSTi 사운드 재생 장치
여기에서 Crescendo로 오디오 파일들을 재생할 때 사용하시려는 VSTi 사운드 장치를 
선택하세요. 설치되어 있는 사운드 카드가 하나 이상일 경우, 사운드 재생 장치 풀다운 
목록에서 사용을 원하는 사운드 카드를 선택하세요. 
고급 사용자의 경우, 사용을 원하는 사운드 드라이버 모델을 직접 선택하기를 원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운드 카드가 DirectSound 또는 ASIO를 지원하는 경우, 
간단하게 원하는 사운드 장치를 [DirectSound] 또는 [ASIO]로 되어있는 목록에서 
선택하세요.
VSTi 플러그인
VSTi 플러그인 디렉토리 
VST 플러그인들을 저장하고 액세스할 폴더(들)을 여기서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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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 MIDI 입력
MIDI 장치
장치: 이 드롭다운 목록에서 MIDI 장치를 선택합니다.
설정
퀀타이즈: 이 드롭다운 목록에서 퀀타이즈 음표를 선택합니다. 퀀타이즈 선택한 비트 
유형에 따라 음표를 가장 가까운 비트에 정렬합니다.
참조: MIDI 입력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MIDI 입력  도움말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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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 메트로놈
비트 설정
● 템포: 메트로놈의 템포를 구성합니다. 
● 마디: 이 드롭다운 목록에서 하나의 항목을 선택하여 마디 당 메트로놈 비트를 

구성합니다. 
● 서브디비전: 비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서브디비전을 만들지 구성합니다. 각 

서브디비전의 끝에서, 서브 비트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볼륨 설정
메트로놈 볼륨 슬라이더를 사용하여 메트로놈 사운드가 활성되었을 때, 얼마나 큰 
소리로 재생되는지 제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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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기본 설정 - 조 변경 음표 조정
구절의 키를 변경하면 해당 구절의 음표에 무엇을해야 하는지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사보 변경하지 않기
   -사보가 전혀 변경되지 않습니다. 곡을 먼저 썼고 쓴곡에 일치하도록 조표를 
변경하는 경우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조표를 변경하기 때문에 이제 음표가 조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재생할 때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음표를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임시표 조정
   -음표의 임시표가 재생될 때 정확히 동일하게 들리도록 변경됩니다. 쓴 곡이 다른 
조표일 때 더 나을 것이라고 결정했지만 그래도 정확히 동일한 사운드를 원할 때 
이것을 선택하십시오.
   -키 변경에 맞게 'n' 반음 조옮김
   -이렇게 하면 설정한 반음 만큼 구절의 각 음이 선명해집니다. 더 높은 레지스터에 
맞게 구절의 조표를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조변경에 맞게 'n' 반음 조옮김
   -이렇게 하면 설정한 만큼 반음으로 구절의 각 음이 낮아질 것집니다. 낮은 
레지스터에 맞게 구절의 조표를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한 보표만
   -보표가 두개 이상이고 조표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보다 원활한 조옮김에 대한 설명은, 조옮김 대화창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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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기본 설정 - 인쇄 미리보기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하면 스코어를 인쇄/내보내기 전에 결과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인쇄/내보내기에 대한 몇 가지 옵션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용지: 원하는 인쇄 용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용지 설정은 기본적으로 악보의 페이지 
설정과 동일합니다.
● 크기: 원하는 인쇄 용지 크기를 지정합니다.
● 방향: 원하는 인쇄 용지 방향을 지정합니다: 세로 또는 가로.
● 점수 페이지에 적용:  현재 용지 크기와 방향을 스코어 페이지 설정에 적용해야 하는 

경우 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또한 이 대화 상자를 열기 전에 점수 설정에서 점수  
페이지 크기와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라인당 측정값: 현재 스코어 레이아웃이 깔끔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이 버튼을 
클릭하고 라인/단 당 최대 마디를 지정하여 전체 스코어를 다시 레이아웃합니다. 
또한 이 대화상자를 열기 전에 레이아웃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스코어 편집 보기에서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이 대화상자를 열기 
전에 스코어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크기조정: 다양한 요구 사항에 대한 몇 가지 크기조정 옵션이 있습니다.
● 실제 크기: 인쇄를 위한 배율 조정이 없습니다. 
● 용지에 맞추기: 현재 인쇄 용지에 맞게 스코어 페이지 크기를 조정합니다. 
● 사용자 지정 배율:  인쇄할 배율 백분율을 지정합니다. 
참고:용지 설정이 페이지 설정과 일치하지 않거나 배율 설정이 좋지 않은 경우 일부 
점수 콘텐츠가 잘릴 수 있습니다.가사 모드: 스코어에 코드와 가사 텍스트만 포함된 
경우 이 확인란을 선택하여 악보 줄과 마디줄을 숨겨 컴팩트한 레이아웃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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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기본 설정 - 이미지 내보내기
이미지 내보내기 대화창은, 여러분의 스코어 이미지를 저장하시려는 위치를 선택하기 
전에 표시됩니다. 이 대화창에서 저장될 이미지의 품질을 지정합니다. 기본적으로, 
해상도는 대부분의 컴퓨터 화면에서 읽기용으로 적합한 72 DPI로 설정되어있습니다. 
여러분의 스코어를 인쇄하실 경우, 최상의 결과를 위해 이 값을 240 에서 300 사이로 
입력하세요. 더 높은 해상도는, 보다 큰 이미지 파일을 만들 것입니다.
해상도(DPI):
출력 이미지 해상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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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기본 설정 - 이메일 또는 FTP 서버로 스코어 
전송(웹 사이트)
파일 보내기
스코어를 이메일에 첨부 파일로 보내거나 FTP 서버에 직접 보내려면 홈 탭으로 
이동하여 "전송"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이 대화상자에서는 스코어가 첨부 파일로 포함된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 이메일 설정을 설정해야 합니다. 아직 설정하지 않은 경우 계속하기 전에 
이메일 설정을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송신 방식
● 이메일(이메일 첨부 파일로 파일 보내기) 

● 보내기: 받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각 이메일 주소 사이에 쉼표를 
붙입니다.

● 제목: 이 필드에 입력된 모든 텍스트는 이메일의 제목으로 표시됩니다.
● 메시지: 이 상자에 입력한 모든 텍스트는 이메일의 전문으로 표시됩니다.

참고: 설정... 버튼을 클릭하면 Crescendo로 이메일을 보내기 위한 올바른 설정을 
선택할 수 있는 이메일 설정 대화상자가 열립니다.
● 직접 인터넷 연결(FTP 서버에 업로드) 

● 서버: FTP 서버 주소(예: ftp.myftphost.com 또는 123.120.11.2)를 입력
● 사용자 이름: FTP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익명 로그인의 경우 "익명"을 시도
● 암호: FTP 사용자 암호를 입력합니다. 익명 로그인의 경우 이메일 주소를 입력
● 디렉토리: 파일이 업로드 될 FTP 폴더 (예: / var / www / html)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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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참조 - 새로운 스코어 마법사 ~ 템플릿 
선택
왼쪽 목록에서 원하는 카탈로그를 선택한 뒤, 마법사 페이지에서 원하는 템플릿 
아이콘을 선택하여 새로운 스코어를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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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참조 - 새로운 스코어 마법사 ~ 박자표
이 마법사 페이지에서 박자표 및 조표를 선택합니다. 선택된 스코어 템플릿 안에서 
사용되는 박자표 및 조표를 보여줍니다.
새로운 스코어 안의 모든 박자표나 조표들은 여기에서 여러분의 선택 영역에 따라 
설정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나중에 박자표 및 조표들을 더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선택된 스코어 템플릿 안에 각각의 설정이 없을 시에는, 기본값의 된 박자표나 
조표 선택이 없습니다.
박자
상위 숫자: 한 마디 안에 있는 박의 수입니다.
하위 숫자: 한 박을 이루는 음표의 값입니다.
재설정
선택한 스코어안의 박자표와 조표를 원래 설정대로 재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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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참조 - 새로운 스코어 마법사 ~ 스코어 
정보
원하는 경우 제목, 작사가, 작곡가 및 저작권을 명시하세요. 물론, 이것은 나중에 스코어 
편집기에서 명시하거나 변경합니다.
사용자가 어떤 부분을 비워둘 경우, 힌트 텍스트가 있는 플레이스홀더가 사용자에게 
무엇을 입력할 지를 알려줍니다.
참고: 빈 항목들은 사용자가 그들의 힌트 텍스트를 볼 수 있더라도 내보내기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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