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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ND CHECK

베이스 기타

BASS GUITAR
킥드럼과 함께 동화해야 하므로 베이스는 킥소리를 가장 잘 들을수 있도록 드럼전반 의 리듬( 킥, 스네어)의 소리를 부곽시켜 넣
어주고, 멜로디 계열의 피아노소리를 넣어 주어야 한다, 그외에 악기는 베이스주자가 원하는 만큼의 양을 조절해서 넣어주면 된
다. 무대셋팅을 할때, 드럼주자와 베이스 주자가 시선을 맞추기에 좋은포인트를 생각해야 하며, 모니터가 부족할경우, 드럼과 가
까이 붙여놓는게 좋다.

40~300HZ 대역에 풍부한 중 저역의 에너지와 깊이가 몰려있고,
음정의 명확성은 600hz~1khz로 조절할수 있다. 1-3KHZ에 EDGE와 ATTACK이 몰려있다.
대부분의 사운드는 에너지의 기준음뿐만 아닌 오버톤과 하모닉을 포함한다.
베이스가 많이 부밍하게 들릴때에는 40~60HZ대역을 살짝 컷 해주므로 선명성을 살릴수 있다.
베이스기타와 드럼은 가까운 친구이자 조력자이다.
특히 베이스기타와 킥 드럼은 서로의 성격이 잘 맞아, 서로 보완을 하기도 때로는 자리싸움을 하기도 한다.

과도한 저음으로 프리앰프에서의 왜곡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청감상 풍부한 저음감을 내고 싶을때
베이스의 중압감, 파워를 내고플 때
베이스 라인의 명료도를 내고싶을때는
탁하거나, 멍하거나 둔하게 느껴질 때 
비트감을 살려 강한 어택을 주고싶을 때

60hz 밑으로 ↓
100hz ↑
250~500hz ↑
200~400 ↓or 
1.5khz ↑ 300hz ↓
800~2kh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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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진 음 을 !잡 는 !법  LOW를 10db 정도 올리고 30~150 까지 
주파수를 이동하여 가장 두드러진 공진 주파수를 찾고 그 음
이 사라질 때 까지 반대로 cut한다

킥드럼
KICK
 40~250hz 대역에 depth가 몰려있고 300hz대역이 많으면 다
소 텁텁하고 얇은 어택감을 바뀔수도 있다. 1~2khz대역에 중고역 
어택감이 6khz~8khz 대역의 비터의 어택감을 연출할수 있다.

스네어
SNARE
약 100hz대역에 10khz대역까지 넓은 레인지를 가지고 있는 악기
100hz~250hz대역에 depth가 있으므로 무게감을 주고싶을때 
살짝 올려본다. 반대로 너무 두껍고 fat하게 들리면
150hz~300hz대역을 내려본다.
소리가 답답하고, 무디하게 들린다면 300hz~700hz를 찾아 cut
하면 소리가 중후해진다.
1khz 어택과 펀치감이 있고, 7.5k~10khz이 많으면 채찍같은 날
카로운 crack이 느껴진다.
스네어에서 Rigging 사운드가 날때에는 400~700hz 대역을 부
스트해보고 가장 변화가 큰 대역을 찾아 반대로 cut해본다.

하이엣
HI-HAT
쉘빙타입으로 300~600hz 밑을 내려주면 주변의 간섭음과 더불어 
하이헷의 중저역의 텁텁함이 많이 사라질수 있다. 반면 1~3khz대
역을 조절해 하이헷 스틱의 어택감을 살릴수 있는 반면 이 대역이 너
무 많으면 깡통소리가 날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8kz~10khz대역
을 통해 밝은음색과 에어감을 연출할수 있다.

탐탐
TOM TOM
100~200hz 대역에 에너지가 많이 분포되어 무게감을 주고 싶을 
때 이 대역을 올려주고, 반대로 너무 fullnees하게 들리거나 벙벙할
때는 내려준다.
두꺼운 펀치감을 주고싶을 때는 250~400대역을 올리고, 
Rigging 사운드가 돌때는 300~500hz대역을 부스트해서 심한 
변화가 있는 대역을 찾은 뒤 반대로 내려준다.
탐탐의 어택감 및 포인트를 주고 싶을때는 2.5khz~5khz를 대역
을 올려주면 존재감이 살아난다

오버헤드
SYMBOLS-OVERHEAD
"멍한 혹은 공공~꽁꽁"한 사운드가 걸리적 거릴때 200hz대역을 
cut해준다.
반면 라이드심벌의 가운데를 치는 듯한 "탕탕~ 팅팅"소리가 많을경
우 800~1khz를 내려준다.
8khz~10khz 대역에 에어감이 몰려있어, 샤방과 밝은 음색을 연
출할수 있다.

드럼
DRUM
드럼은 베이스와 마찬가지로 리듬계열이므로 베이스기타가 일단 충분히 모니터링이 
되야하며 상대적으로 감각레벨이 낮은 킥드럼의 소리를 확실히 부곽시켜주는것도 중
요하다, 이때의 킥드럼은 중저음 의 댐핑감이 있는 소리로 EQ잡아주는 것이 연주하기
편하다. 아울러 멜로디라인의 건반소리와 어쿠스틱 기타,일렉의 순으로 드럼주자가 원
하는 밸런스대로 넣어주면 된다, 드럼의 오버헤드는 살짝 드럼전체의 공간감을 느끼기 
위해 가 미해주는 정도가 좋다, 가끔 메인소리와 같은 사운드를 원하는 주자도 있는데 
이경우, AUX를 POST로 셋팅하고, 각 채널의 개별AUX를 플렛(12시)으로 놓은다음 보
컬의 음량만을 살짝 빼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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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공진음 제거 50hz , 130hz ↓
Kick 저음강화, 60~100hz ↑
킥의 음상을 명확히 내고싶을 때 800hz~2khz ↑
킥과 스네어의 강한어택 : 리듬감과 비트감을 강조 
2~3khz ↑ 현장감을 내고싶을 때 : 1.5khz~ 8khz ↑

불필요한 공진음 제거 200hz↓ 300~800hz ↓
리듬악기와 보컬의 중음에 부딪칠 때 스네어의 
400~700hz ↓ (500~800hz 를 boost 하면 두터운 스네
어를 만들수있지만 킥드럼과Tom과 마스킹되어 지
저분해질수도 있다.)
bottom 스네어에는 이퀄라이징을 피함, 공진음은 
제거. 만일 보컬이 남자일 경우
스네어의 음색을 조금 무겁게 300~600hz ↓
 2~3khz Crispness(타악기의 똑똑 떨어지는 소리효
과) 1khz~2khz ↑
스네어의 주요에너지는 1~2khz에 몰려있다

저역 필터로 불필요한 간섭음을 제거
장르에 따라 탐을 밝게 할 때 4~5khz ↑
탐의 무게감을 주고싶을 때 500~900hz ↑ 
음을 명확히 내주고 싶을때는 800hz~2khz ↑

각 악기들의 음색이 명확할 때
전체적인 스테레오 이미지를 부곽, 
드럼의 전체적인 공간성과 느낌을 부여 
저역 차단 필터 혹은 300hz 밑으로 전부↓
심벌의 어택 및 터치감을 내고싶을때는 2~5khz
소리를 밝고 명료하게 하고플 때 6khz~10kh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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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쿠스틱 기타
ACOUSTIC GUITAR
라이브에서 어쿠스틱은 대부분 DI 박스를 사용해 라인레벨로 뽑는데, 마이킹을 댈 경우 기타 몸체의 어
느 부분에서 픽업 하느냐와 마이크의 종류 및 다이어프램 크기에 따라서도 제 각각의 톤을 가지게 된다. 
100hz~200hz에 사운드 풍부함, 풍만함 저역이 몰려있어 꽉 찬 어쿠스틱을 연출하고 싶을때 이 대
역을 조절해라. 단, 어쿠스틱이 부밍하게 들리거나 저역이 "벙~하게" 돌경우, 쉘빙타입으로 250hz대
역을 살짝 컷해주면, 소리가 제법 시원해짐을 느낄수 있다. 6khz-10khz를 적당히 보강해주면 상쾌
함과 에어감 연출하지만. 너무 많은 경우 "바삭바삭한~" 부스러기같은 고역이 연출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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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렉기타
ELECTRIC GUITAR
일렉은 전체사운드의 라인을 그리는 역할과 스크래치 역
할을 한다
보컬과 같은 느낌의 밸런스와 신디사이저와의 중고음이 
잘어울러지는 것이 관건이다. 건반과 브라스, 스트링계열
이 잘 들리고, 드럼의 스네어와 하이엇을 모니터 잘 주어 
리듬과 멜로디라인을 동시에 잘 모니터 해야한다.

마이킹을 할시 먼저 앰프출력의 기타사운드를 귀로 듣고, 가장 
원하는 톤의 포인트를 찾아라. 마이크의 종류와 거리계수에 따라 
사운드는 천차만별, 원하는 수음 포인트를 찾아내라.
200hz~800hz 대역의 일렉기타의 대부분의 에너지가 몰려있
다. 풍성한 중음을 표현하고 싶을때 이 대역을 올려라. 
앰프의 다이렉트 사운드가 마이크로 픽업돼 1khz~3khz의 중
고역이 몰리면 소리가 뻣뻣하고 카랑카랑 해지므로 이 대역을 
cut 하면 리치한 중 저역과 고역이 선명해진다.
3khz~6khz가 많은 경우 "할퀴는" 소리가 연출되어, 심벌과 스
네어의 고역과 부딪쳐 전체음색이 날카롭고 피곤해질수 있다.
7khz~10khz대역을 살짝 올려주면, 스파클 적인 입체감과 에
어감을 연출할수도 있다.

보통 80hz 이하의 음은 필요 없으므로 CUT 
 (베이스 기타와의 마스킹 현상을 피할수 있다)

비트감을 살리기 싶을 때 1~3khz ↑

음색을 두껍고 무겁게 , 펀치감을 주고 싶을때 200~300hz ↑

비음과 같은 멍한 소리가 심할때 500~800hz ↓

전화기 소리 같을때 1~2khz ↓

기타의 비트감을 내고 싶을때 1~3khz ↑

소리가 메마르고 거칠때 2~4khz ↓

명료하고 날카롭게 하고 싶을때 7khz이상 ↑

메인건반
MAIN KEYBOARD 
GRAND PIANO

80~120hz에 무게감과 풍부한 저역이 몰려있다. 다소 베이
스 기타와 간섭이 많은 대역이므로 이큐보단 적절한 밸런스로 
베이스에 뭍히지 않게 하는것이 좋다.
300hz~900hz대역에 에너지 몰려 다소 텁텁하고 무디하
게 들릴경우 이 대역을 조절해준다. 4리듬의 빠른 곡일 경우 
500hz 혹은 800hz대역을 컷 해주므로 선명도가 살아날 
수도 있다. 6khz~10khz 대역을 올리므로 풍성한 에어감을 
연출할 수도 있다.

보조건반
SECOND KEYBOARD 
STRING BRASS PAD etc

세컨키보드는 연주계열을 자주 변하게 되므로, 과도한 이큐링
은 다소 피하는게 좋다.
200hz 대역 밑으로 내려주므로 베이스 혹은 어쿠스틱의 저
음과 겹치는 간섭대역을 해결해 줄수도 있다. 1khz~3khz
를 살짝 올려주므로 중 고역 라인이 돋보이게 할수 도 있지
만, 너무 많이 올릴 경우 "무는, 할퀴는~" 느낌이 날수 도 있
다. 7khz~10khz대역을 올려서 밝은 음색과 물결같은 부드
러움을 연출할 수도 있지만 너무 많으면 소리가 얇아지거나, 
스크래치 같은 금속성의 소리가 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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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컬의 음색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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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컬의 에너지는 중저음, 중고음에 
몰려있다. 
(더이상 불필요한 고음(hi)과 저음
(Low)의 조정을 무리하게 요구하지 
말자.)

2.고음(하이) 10khz~20khz는 보컬들
이 잘 듣지 못하는 대역이지만, 전
체음색의 맑은 음색, 밝고 어두움, 
공기반 소리반의 에어감을 보강
한다.

3.저음(로우) 20hz~100hz는 보컬들
이 잘 듣지 못하는 대역이지만, 풍
부한 베이스가 받쳐주어 모음의 
발성을 편하게 해주는 반면, 저음
을 무리하게 내리면, 보컬의 벙벙
함을 없애기 보단 허기진 소리가 
난다.

4.보컬의 비음 , 뻑뻑함 혹은 전화기
소리 600~800hz를 내려라

5.메가폰 소리, 날카롭고 카랑카랑
한 목소리 1khz를 내려라

6.목소리의 답답함, 먹먹함, 
250~300hz를 내려라

7.목소리가 벙벙할때, 무디하고, 동
굴 울림과 같은 하울링이 잡힐때 
400~500hz를 내려라

8. "싸, 쒸, 쓰, 쳌 " 발음에 채찍과 같
은 치찰음이 날때, 4~6kz를 내려라

보컬
VOCAL

보컬은 일단은 자신의 목소리가 무엇보다 부곽되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멜로디
라인 건반과, 리듬계열의 킥드럼, 스네어, 베이스기타가 확실히 들리면 안정감을 느낀다, 그외
에는 살짝 가미해주는 역할을 해주면 좋다, 보컬은 2khz~8khz에서 EQ를 조정하며, 선명
한 전달력을 위해서는 3khz~5khz를 부곽시켜주면 된다. 가수가 자신의 보이스를 잘듣지 
못하면 더 큰소리를 내어야 할것이고 그러다보면 음의 콘트롤은 계속 어려워지고, 좋은 음을 
최종적으로 만들기가 더 어려워진다.

음색이 부드러운 보컬이 다이나믹한 빠른 노래를 할때음색이 부드러운 보컬이 다이나믹한 빠른 노래를 할때 1~3khz ↑1~3khz ↑

음색이 맑은 보컬이 부드러운 노래를 할때음색이 맑은 보컬이 부드러운 노래를 할때 200hz200hz

Fullness(풍부한 음색)을 강조하고 싶을때Fullness(풍부한 음색)을 강조하고 싶을때 500~800hz ↑500~800hz ↑

호흡에 따른 선명한 여음을 강조하고 싶을때호흡에 따른 선명한 여음을 강조하고 싶을때 8~10khz ↑ 1khz ↓8~10khz ↑ 1khz ↓

명료한 음색을 얻고자할 때 남성보컬 80hz 밑으로 ↓                      
300hz ↓, 800hz ↓                          
남성보컬 80hz 밑으로 ↓                      
300hz ↓, 800hz ↓                          

여성보컬 150hz 밑으로↓ 
         2khz~5khz ↑

2~5khz를 많이 cut하면 발음이 또렷이 들리지않고 생기감이 사라진다2~5khz를 많이 cut하면 발음이 또렷이 들리지않고 생기감이 사라진다2~5khz를 많이 cut하면 발음이 또렷이 들리지않고 생기감이 사라진다2~5khz를 많이 cut하면 발음이 또렷이 들리지않고 생기감이 사라진다

4~10khz를 많이 boost하면 치찰음이 강조되어 피곤한 음이된다.4~10khz를 많이 boost하면 치찰음이 강조되어 피곤한 음이된다.4~10khz를 많이 boost하면 치찰음이 강조되어 피곤한 음이된다.4~10khz를 많이 boost하면 치찰음이 강조되어 피곤한 음이된다.

보컬 EQ 보정효과보컬 EQ 보정효과

100hz~300hz 보컬의 기본음

300hz~500hz 음성의 품질에 중요한 대역

500hz~1khz 자연성에 중요한 대역, 너무 boost하면 전화기 음성이 된다

1~4khz 보컬을 선명하게 하는 대역

4~8khz 치찰음 대역

예배팀 보컬이 숙지해야 할 마이크의 올바른 사용법 

1. 마이크는 크게 다이나믹 마이크(서민)과 콘덴서 마이크(귀족)으로 나뉜다.
2. 마이크 종류에 내구성이 다르므로 반드시 주의관리가 필요하다.
3. 콘덴서 마이크의 경우 48V 버튼을 눌러주어야 소리가 나며, 
     반드시 채널을 Mute 하거나 페이더를 내리고 눌러야 한다.
4. 보컬이 마이크 헤드를 움켜잡고 입에 가까이 대면 "근접효과"가 일어나 
    저음이 많아지므로 사운드 체크의 의미가 없다.
5. 보컬이 마이크 헤드를 잡으며 마이크의 지향패턴에 변화가 일어나 
    하울링의 염려가 커진다.
6. 보컬은 사운드 체크 시 실전과 같은 음량을 내야지만, 충분한 모니터 
    음압을 벌수 있으며, 엔지니어 또한 원활히 믹스에 집중할 수 있다.
7. 보컬은 절대 마이크 헤드를 손으로 치지 마라. 
     (다이어그램이 상하며, 스피커 유닛에도 손상이 온다.)
8. 어쿠스틱 , 일렉트릭 기타 및 건반 등 라인 악기가 픽업되지 않을때 
    채널을 뮤트하고 라인을 뽑은 뒤 가장 위의 TIP 부분을 톡톡 건드려서 
    신호가 들어오며 악기 픽업에 문제, 
    신호가 들어오지 않으면 악기 아웃풋 뒷단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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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의 음색변화 < 저음, 중음, 고음 음색변화 > 

저음을 줄 때 (500 hz 이하) 

1> 파워감을 준다 (200hz 이하) 

2> 무게감을 준다 (200hz 이하) 

3> 따뜻함을 준다 

4> 음색이 두꺼워진다 

너무 심하게 줄 때 

1> 탁해진다 (160hz) 

2> 통을 두드리는것과 같이 둔하다 

3> 어둡고, 흐리고 , 침침한 느낌 (50hz) 

4> 웅~,쿵 거리며 너무 콱찬 느낌 (50~100hz) 

5> 억압하는 느낌, 소리를 누르는 느낌 (160hz) 

6> 소리가 너무 크고 웅장하다 (200hz) 

저음을 뺄 때 
1> 소리가 깨끗하다 

2> 너무 심하면 소리가 얇다 가늘다 

3> 알맹이가 없는 소리, 허한 느낌 (63~80hz) 

중음을 줄 때 (500hz~ 7khz)   

[악기는 5khz, 저음악기는 1.5~2.5khz] 

1> 선명해진다 

2> 펀치력이있다 

3> 깨끗하다 

4> 소리가 앞으로 나온다 ( 2~3khz) 

너무 심할게 줄 때 

1> 텅 빈 소리가 난다 (500hz) 

2> 전화기 소리같다 (1khz) 

3> (코의) 비음소리와 같다 

4> 거칠다 (2~4khz) 

5> 치찰음이 생긴다 (4~7khz) 

6> 배음성분이 거칠다 (3~7khz) 

7> 메가폰적인 느낌 ( 500~800hz) 

8> 자동차 경적소리, 까마기 울음같이 뻑뻑하고 불쾌함 (630~1.2khz) 

중음을 뺄 때  

음이 달콤하다 

너무 심하게 뺄 때  

1> 음이 저음과 고음으로 분리 중음이 비워버린다 ( 500~1khz ) 

2> 답답하다 (5khz) 

3> 어둡다 (5khz) 

4> Empty (공허한 느낌) ( 250~630hz) 

고음을 줄 때  
1> 밝다 

2> 날카롭다 

3> 명료하다 

4> 고음의 떨림이 좋다 

너무 심하게 줄 때 

1> 짜증스럽다 

2> 현 악기에 잡음이 생긴다 

3> 치찰음이 생긴다 

4> 귀에 무리를 준다 

5>  나팔소리, 울리는소리, 포효하는 외침느낌 (1khz~2khz) 

6>  겹겹한 고음, 소나기 같은 소리 (2khz~4khz) 

7> 할키는 느낌, 무는느낌 (2khz~4khz) 

 너무 심하게 뺄떄 

1> 둔하다 

2> 답답하다 

3> 베일에 가린듯하다 

4> 소리가 멀리들린다 

5> 어둡다 

6> 지글지글하다 (8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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