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레퍼런스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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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2020 PreSonus Audio Electronics PreSonus 는 PreSonus Audio Electronics 의 등록상표입니다. Notion 은
PreSonus Audio Electronics 의 등록상표입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 유저들과 연결하여 Notion 에 대해서 더 학습하기

Notion 은 PreSonus 가 계발한 소프트웨어입니다 PreSonus 의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한눈에 보시려면PreSonus 홈페이지 www.presonus.com 을 방문하십시오
다양한 사운드 라이브러리 - 좀 더 다양한 사운드 라이브러리의 확장을 원하시면 http://
shop.presonus.com/products/software 로 접속하십시오.
Notion 뮤직 포럼 - Notion 뮤직 포럼에서는 Notion 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지며 사용 팁은 물론이고 뮤직 소프트웨어/하드웨어에 대한 최신뉴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Notion SNS 홈페이지 - Notion Facebook 과 Twitter 방문하기
http://blog.presonus.com
http://forums.presonus.com
http://www.facebook.com/Notionmusic
http://www.twitter.com/Notionmusic

지원센터

pdf 사용설명서와 YouTube 채널을 참조하고 포럼과 Knowledge Base 의 지원센터티켓
링크나 My.PreSonus 계정을 통해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Notion 홈페이지 이외에도 Groove3.com
을 통한 Notion 튜토리얼 시리즈나 관련서적 "Create Music with Notion" (저자: George Hess) 를
통해서도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Knowledge Base – http://support.presonus.com포럼 - http://forums.presonus.com
지원 센터 티켓 생성하기http://my.presonus.com계정 혹은 http://support.presonus.com 을 통해 가능합니다.

다운로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으시려면 my.presonus.com 에서 제품 키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Register New Software' 키를 클릭하고 제품 키를 등록하시면 자동으로 소프트웨어와 사운드가
Notion 계정으로 다운로드 됩니다. 또한 Notion 소프트웨어 전체 설명서 와 빠른 레퍼런스
가이드가 계정에 추가됩니다.

설치

다운로드 된 Notion 소프트웨어를 더블클릭하고 화면을 보면서 지시에 따르십시오.

활성화하기

설치가 끝나면 Notion 을 바로 시작하시거나 트라이얼 모드를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
하기 전까지는 저장과 추출 그리고 프린트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활성화를 원하시면 이
메일 주소와 제품 키를 입력하십시오. 현재 과정이 끝나면 Notion 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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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Notion 소프트웨어는
iOS환경에서의 환상적인 매치를
자랑합니다.

데스크탑 컴퓨터 그리고 iPad 혹은 iPhone 어떤
디바이스를 사용하시던 간에 iCloud 와 Dropbox 와의
원활한 파일공유를 약속합니다. Notion 은 당신이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간에 당신의 음악작업을
가능하게 도와줍니다. Notion 은 당신의 작업을 편집하고
재생하고 다른 유저들과도 공유하며 같이 작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http://www.presonus.com 로 방문하시거나 앱 스토어에서
Notion
을 검색해보십시오.

Notion 과
Studio One 의 환상적인 궁합...

어워드 수상 경력이 있는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
(DAW), Studio One 은 Notion6 와 원활한 데이터 공유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입니다. 이제 당신은 Studio One 과
Notion 을 같은 디바이스에서 사용하건 서로 다른
디바이스에서 사용하건 상관없이 양 방향으로

공유하고 파일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My.presonus.com 계정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Studio One 트라이얼 버전을 체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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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on 메인 창

메인 창에는 당신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사용하기 편한 컨트롤,
팔레트 그리고 인디케이터등이 있습니다.
NTempo 이 아이콘을 선택하면 Ntempo
로 악보를 재생합니다.
트랜스포트 재생 버튼과
녹음 버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악기 이름 사용하는 악기이름 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악보 영역넓은 작업 공간. 당신의
곡을 위해 무제한의 악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

팔레트 항목보기 클릭 한번으로 거의
모든 악보마킹을 할 수 있는 곳.

툴바

자주 사용하는 아이콘들이 모여있는 이 툴바는 작업을 쉽고 편하게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A- 핸드라이팅 항목 악보영역(Score Area) 에서 바로 음표를 표기하거나 핸드라이팅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B - 가상건반. 가상건반은 음과 코드 그리고 멜로디연주까지 모든 걸 가능하게 합니다.
C - 가상 드럼패드 스텝타임 모드에서 사용할 드럼과 피치를 설정합니다.
D - 가상 프렛보드 가상 프렛악기는 음과 코드 그리고 멜로디연주까지 모든 걸 가능하게
합니다.
E- 코드 라이브러리 코드를 선택, 생성, 삽입하거나 코드표를 악보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F - 악보설정 클릭 한번으로 악보 안에서의 오선을 삽입하거나 바꾸거나 편집 그리고
삭제까지 가능하게 합니다.
G - 믹서아이콘을 클릭하면 오디오 믹서 콘솔창이 열리며 각각 악기를 이펙트를 사용하며
믹싱할 수 있으며 다른 장비로 아웃풋은 물론 많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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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베이스, 그 외 프렛 악기

태블래쳐로 작업하는 게 편하십니까? Notion 에서는
가능합니다. 당신의 영감을 바로 가상 프렛악기와
인터렉티브 코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태블래처 악보에서 작업해 보세요.

벤딩, 슬라이드, 해머링 온 , 풀온, 태핑, 슬랩, 비브라토,
하모닉 주법 처럼 자주 사용하는 기타테크닉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태블레처에서 편집한 부분이 악보에서도 표기되며
악보에서 편집을 해도 태블래처에 표기 됩니다.

팔레트 항목보기

팔렛트 팝업 메뉴로 음표마킹을 빠르고 쉽게 삽입 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으로 설정하시면
자동적으로 악보 아랫쪽 부분에 팔렛창이 보이고 "창으로 가기>팔렛 보이기" 로 가서
설정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커서위치에서 오른쪽 클릭)

악보 표기하기

많은 옵션을 포함한 아래쪽 플라이아웃 창으로 아주 쉽게 악보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로 탐색을 하여 툴팁에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특정 표기를 원하시면 클릭하십시오.
이제 마우스 커서에 심볼이 나타났습니다. (뮤직 커서)
원하시는 부분에 삽입하실 수 있습니다.(왼쪽 참조) 바로
한번의 클릭 혹은 Enter 키로 악보에 바로 넣으실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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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설정

악보설정 메뉴를 보시려면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악보설정 메뉴에서는 손 쉽게
악보삽입, 변경, 삭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악보 보기/감추기, 순서 정하기, 표시형식
바꾸기, 여러 오선에 걸려있는 악기 바꾸기.
악보 설정 - 악보설정 옵션메뉴 접속

악기삭제 악보에서 악기삭제하기
악기 감추기/보기 - 악보에서 악기를
감추거나 보이게 하기

악기 교체, 이름변경, 약자수정

악기세팅 변경, 보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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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표 혹은 악기 삽입하기

악보를 새로 생성하는 과정은 아래에서 위로 작업하며 악기삽입도 포함하는 과정입니다.
(악기관련 그림 참조)
Notion에서 기본악기를 선택하여 사운드 소스를 클릭합니다.

악기그룹을 살펴봅니다.
»악기 서브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악기 클릭
새로운 보표가 생성되었으며 악기를 선택하였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빠르게 보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악보설정메뉴에서 나가려면 상위에
있는 Exit Score Setup 을 클릭하거나 ESC 를 누르시면 됩니다.
악기– 원하는 악기를 선택하세요.

악기그룹 - 악기그룹에 있는
악기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선택
라이브러리 옵션- 최근 설치한
프로그램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 사운드, 악기 그리고 테크닉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
사운드를 원하시면http://shop.presonus.
com/products/software 을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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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영역

무제한 악기, 페이지 그리고 당신의 커스텀 악보 전체 악보에서 작업하거나 선택한
악기로만 작업가능 - 악보>다이나믹 파트에서 빠르고 쉽게
악기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이어서 보기 - Notion 에서는 세
페이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페이지가 이어보기 페이지 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스크롤 업/다운 옵션이 없으며
페이지 끊김 없이 이어집니다
페이지 보기 옵션을 보시려면 메뉴 바에서
보기를 선택하십시오.
페이지 보기 옵션은 총 셋으로이어보기, 옆으로
보기, 아래로 페이지 나열.이 있습니다.
마진- 이어보기 페이지에서는 현재
사용하는 키와 박자로 업데이트 되며 빨간
텍스트의 악기를 인식합니다.
재생 표기 - 모든 페이지에서 보기에서의
녹색 마커는 현재 재생위치를 알려줍니다.
재생이 되면 마커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자동으로 악보도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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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서

실제 믹서 콘솔에서 작업하시는 것처럼
Notion 믹서에서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그 복잡한 선들은 이제 잊어버리세요!
악기채널 스트립, 8개의 버스, 그리고
마스터 채널 스트립이 있습니다. 툴바에
있는 믹서버튼을 누르면 개별 창이
나옵니다.
이 악기그룹 아이콘은 당신이 원하는
채널 스트립을 빨리 찾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전송-채널 사운드 퍼센트를 하나의
혹은 그 이상의 버스에 전송합니다.
파워 팬 - 왼쪽/오른쪽 팬 조절을
기본으로 와이드기능까지 있습니다.
아웃풋아웃풋사운드를 마스터 채널로
혹은 익스터널 디지털 채널로 전송할
지 선택합니다.
삽입- 리버브나 디스토션같은
이펙트를 개별 악기에 혹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버스에 적용합니다.
솔로/뮤트작곡을 하거나 재생 시
문제부분을 편하고 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솔로 혹은 뮤트를
몇 번의 클릭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 - 마스터 볼륨, 팬,
그리고 이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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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업 디스플레이 - NTempo 모드일 때
사용할 수 있는 HUD 이 옵션은 현재 재생
환경을 계속 업데이트 해 줍니다.
예를 들어:
• A – 현재 리허설 마크
• 1/4- 4분 음표를 한 박자로 재생합니다.
• 15- 현재 재생마커는 15번째 마디에
있습니다.
• 130 130 - 첫 번째 작은 숫자는 표기된 템포를
나타내며 두 번째 큰 숫자는 현재템포를
나타냅니다.
• • 타임코드는 순서로 시간:분:초:프레임(30
프레임/1초)로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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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악기

가상 악기는 음표 및 길이를 선택하면 삽입 및 미리듣기를 가능하게 합니다.

멜로디로 삽입할지 혹은
코드로 삽입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펜슬 아이콘을 누르시면 가상악기에 바로 음표를 삽입하실 수 있습니다.

스티커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가상악기를 미리 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옥타브를 삽입/미리듣기(가상 키보드에서만 가능)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가상 드럼패드 역시 드럼 라이브러리사용으로 다른 가상악기처럼 똑같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타일 (펑크,재즈,락,월드뮤직) 과 패턴을 선택하여 원하는 부분에 클릭하세요.
NTempo 와 편집모드- Notion 은 일반적인 편집모드와 편집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재생 시
특정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Ntempo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드를 바꾸시려면,
NTempo 아이콘을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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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포트

일반적인 작업에서 사용할수 있는 옵션들

되감기 - 마지막 위치로 돌아가기: 1회 클릭 처음으로 돌아가기: 2회 클릭
멈춤 - 재생을 멈추고 멈춘 위치에 머물기

재생 - 곡의 적당한 템포 정하기를 위해서 메트로놈 템포로 재생
실시간 녹음 - MIDI 디바이스를 연주하면서 실시간 녹음

스텝 타임 녹음 - MIDI 디바이스에 있는 음들을 한 스텝씩 삽입
프렛보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템포 오버더빙 - NTempo 모드를 사용하여 각각의 박자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악보상에 표기되는 메트로놈 표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메트로놈 - 재생 시 메트로놈 소리를 같이 들을지 선택합니다.
툴바- 창 위쪽에 위치한 툴바의 여러 가지
컨트롤 기능
편집 마커- 악보상에서 당신이 어디에서 작업하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툴팁- 혹시 알 수 없는 심볼이 있나요? 이 작은
창들은 단축키와 심볼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커스텀 악보 창 - 악보 창 편집하기 - 페이지 보기
변경, 폰트 크기 설정 그리고 재즈리드 시트 폰트로
바꾸거나 확대/축소 마디 수 설정 그리고 바로 가기등
여러 가지 메뉴로 당신의 원하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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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라이팅

이제 Notion 에서 핸드라이팅 툴을 사용하거나 팝업 핸드라이팅을 사용하여 악보 표기가
가능합니다. 수만 가지의 핸드라이팅의 연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Notion 의 핸드라이팅은
MyScript™ 의해 만들어졌으며 특별히 따로 숙지할 기술 없이 당신의 글씨스타일로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퍼커션 , 태블레처이외의 표준 보표에서만 핸드라이팅 인식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악보표기가 가능합니다.

핸드라이팅 툴 클릭 하나로! 어떠한 디바이스 없이 손가락만으로도 표기가
가능합니다. 음표표기를 마치면 몇 초 후 Notion이 디지털 음표로 변환해줍니다.
악보 창에서 위치변경 :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Microsoft Surface) 나 Mac
트랙패드(Mac Trackpad) 상에서 스크롤 바를 이용하거나 , 두 손가락을 이용해 터치
확대/축소 : 단축키 Ctrl/Cmd + "+" "-" 사용하시거나 두 손가락을 이용하며 스크린터치
(Microsoft Surface , Mac Trackpad 에서만 가능)

핸드라이팅 영역에서 악보표기

핸드라이팅 툴 클릭 하나로! 돋보기 아이콘이 보입니다. 창 아래
핸드라이팅 영역을 보거나 감출 수 있습니다. 이 라이팅 옵션은 이런 상황에
유용합니다:MIDI 녹음 이나 스텝타임과 같은 악보표기방법과 같이 스케일이
큰 작업 시 굳이 매번 확대 및 축소를 할 필요 없이 작업 가능.
메인 악보 영역에서 마디를 클릭하면 바로 핸드라이팅 영역이 클릭영역에 뜹니다.
음표표기를 마치면 몇 초 후 Notion이 디지털 음표로 변환해줍니다.

드로잉

Notion은 음표,쉼표,코드,아티큘레이션,마디선,임시기호, 박자이음줄, 보조선, 이음줄,
오선 모두 변환해줍니다.

보이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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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다른 보이스에 작업을 원하면 팔레트에서 필요한
보이스를 선택하거나 단축키 Cmd/Ctrl+x (x=1-4) 를
사용하세요.
삭제를 원하면 그림에서와 같이 줄을 긋고 삭제할 수 있으며, 구불구불하게
그려도 삭제가 됩니다. 항목을 선택하고 delete 키를 눌러 삭제할 수
있습니다.

(located in the menu with the virtual instruments)

3. Use a stylus, Apple Pencil or your finger to write in
(With Apple Pencil, you can press harder for a thicker line, which

압력인식기능
4. Scroll left/right/up/down with two fingers to
gives a much more natural feel)

Microsoft
Surface
에서는
navigate the
handwriting
area힘 조절로 의한 굵기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굵기조절은 손
글씨의 좀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며 좀더 정확성을 선사합니다.

터치스크린이
없는데 어쩌죠?
If you find that you’ve written something that you’d like to delete simply
Delete Elements:

http://shop.presonus.com/products/software
cross out or “squiggle” over the note/score element and it will be deleted.
Supported Handwriting Score Elements:
Clefs:

Bar lines/Repeats:

Note durations:

Chords / Accidentals:

Rest durations:

Ties/Slurs:

Tuplets:

Articulations:

Time signatures:

Ledger lines:

Tip! Keep the sharp sign small when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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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o One 연결하기

두 소프트웨어의 환상적인 궁합...

악보 표기 소프트웨어 DAW 나 Notion 을 개인작업용으로 사용하건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하던
PreSonus 는 최고의 파일공유 시스템을 선사합니다. 아직도 Studio One 을 모르신다고요?
my.presonus.com 계정에서 트라이얼 버젼을 체험하세요.

Studio One 오디오 전송

믹싱을 위해 Studio One 으로 오케스트라 사운드를 보낼 준비가 되셨나요? ReWire 접속을 끊고
작업을 종료하시겠습니까? 이제 같은 디바이스에 설치된 Studio One (3.3 혹은 이후 버전만
가능) 으로 바로 오디오파일을 전송할 수 있고, 혹은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Studio One 으로
손쉽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1. 같은 디바이스 있는 Studio One 소프트웨어를 열수 있고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Studio One 역시
가능합니다.
2. Notion 에서 '파일>오디오전송' 혹은 단축키 Cmd/Ctrl + Shift + U
3. 이제 Notion 에서는 새로운 작업 시작하기와 동시에 자동으로 Studio One 으로 오디오 전송 및
바운스가 가능합니다.
4. Studio One 에서는 악보순서, 파일이름, 악기이름, 템포,박자 표,리허설 마크,악기볼륨 그리고 팬
조절 까지 모든 게 완성된 작업파일이 준비되어있습니다

전체 악보보다는 부분적으로 보내고 싶다면, Studio One 대화상자를 열기 전에 원하는 부분을
선택하십시오.

Studio One 으로 음표데이터 보내기

음표 표기를 생각하고 있지만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DAW 를 지향하고 계신다고요? 물론 Notion
은 Notion 에서 작업한 음표데이터를 (MIDI 와 그 외 관련파일(디바이스에 설치된 Studio One (3.3
혹은 이후 버전만 가능) 으로 바로 전송할 수 있고 혹은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Studio One
으로 손쉽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1. 같은 디바이스 있는 Studio One 소프트웨어를 열수 있고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Studio One 역시
가능합니다.
2. Notion 에서 '파일>오디오전송' 혹은 단축키 Cmd/Ctrl + Shift + U
3. 이제 Notion 에서는 새로운 작업 시작하기와 동시에 자동으로 Studio One 으로 오디오 전송 및
바운스가 가능합니다.
4. Studio One 에서는 악보순서가 정리된 파일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Notion 은 파일이름,
악기이름, 템포, 박자 그리고 리허설 마크까지 전부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전체 악보보다는 부분적으로 보내고 싶다면, Studio One 대화상자를 열기 전에 원하는 부분을
선택하십시오.
Vienna Symphonic Library 같은 타사의 VST 악기도Studio One 에서 당신의 세팅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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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on 에서 Studio One 으로 보내기

환상적인 조합! Studio One (3.3 혹은 이후 버전만 가능)에서 Notion 으로 바로 오디오 ,
음표데이터, 전체 혹은 부분악보를 손쉽게 보낼 수 있습니다.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