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inale에서의 사용법

Finale에서 악보에 악상기호를 기입하여 Finale가 악보를 연주 할 때 MIDI message를 

생성하도록 하는 데에는 Articulation Tool을 이용하는 방법과 Expression Tool을 이용하는 방법, 

Human Playback 기능을 이용하는 세 가지 방법이 제공된다.

1. Articulation Tool 에서의 제어

Articulation Tool을 선택하려면 Main Tool Palette에서 그림1과 같은 모양의 Articulation Tool 

단추를 누른다.

그림 1. Finale 의 Articulation Tool 단추

악보에서 원하는 음표에 마우스 포인터를 놓고 마우스 왼쪽 단추를 누르면 그림2와 같은 

Articulation Selection 창이 나타난다. 이 창에서 원하는 악상 기호를 선택한 후 자판에서 return 

혹은 enter를 누르거나, 선택한 항목에 마우스 포인터를 대고 마우스 왼쪽 단추를 연속하여 두 번 

누르거나, 창 밑 부분의 Select 단추를 누르면, 창이 닫히면서 선택한 악상기호가 음표의 위나 

아래에 생긴다. 그림35와 같이 스타카토staccato를 선택하면 Finale는 악보를 연주할 때 

스타카토staccato가 붙은 모든 음들을 기보된 음 길이보다 짧게 연주한다. 그림2를 자세히 보면, 

모든 악상 기호의 왼쪽 위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있고, 어떤 악상기호의 오른쪽 위에는 옅은 

색깔로 표시된 로마자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는 각 악상 기호에 붙여진 

색인 번호의 일종으로 창 밑 부분의 Move Down 단추나 Move Up 단추를 누르면 검은 색으로 

선택된 악상기호의 위치와 함께 번호도 변한다. 일부 악상 기호의 오른쪽 위에 붙어 있는 

로마자(혹은 숫자)는 단축글쇠로 Articulation Selection 창을 열지 않고 곧바로 악보의 원하는 

음표에 필요한 악상 기호를 기입할 때 쓰인다. 예를 들어, 악보를 편집하다가 어떤 음표에 

스타카토staccato를 붙이고자 할 때, S 글쇠를 누른 상태에서 원하는 음표를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르면 스타카토staccato가 음표의 위나 아래에 곧바로 추가된다.



그림2. Finale의 Articulation Selection 창

이와 같이 특정 악상기호가 특정한 연주효과를 가지는 까닭은 그 기호가 특정 MIDI message를 

유발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림2에서와 같이 스타카토staccato를 선택하고 창의 밑 부

분에 있는 Edit 단추를 누르면 그림3과 같이 Articulation Designer 창이 나타나며, 이 창에서 스타

카토staccato에 설정된 여러 가지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3. Finale의 Articulation Designer 창

창의 가운데 부분 오른쪽을 보면, Playback Effect 항목이 있고, 그 세부 사항을 보면 Change 

Duration의 Top Note Value와 Bottom Note Value가 모두 40%로 설정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설정이 의미하는 바는, 맨 밑의 음부터 맨 위의 음까지 모두 악보에 지정된 음 길이의 40%만

큼 짧게 연주하라는 뜻이다. 이는 Finale에 기본적으로 설정된 값으로 스타카토staccato를 구현하기 

위해 가능한 하나의 설정이라 할 수 있겠다. Change Duration 오른쪽에는 아래쪽을 향하고 있는 

쐐기 모양이 있다. 이는 Change Duration이외에 다른 요소도 설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어떤 요

소들이 설정가능한지 보려면 Change Duration을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른다. 이 때 창은 그림4와 



같이 바뀌는데, 새로 나타난 항목을 보면 Change Attack과 Change Velocity 역시 설정이 가능함

을 알 수 있다. Change Attack은 아르페지오arpeggio의 방향과 속도를 지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

으며, Change Velocity는 음의 세기에 변화를 주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그림4 Finale의 Articulation Designer 창에서 Playback Effect 사항 선택 모습

GUgAK-Regular.ttf와 GugakTxt.ttf에 들어 있는 기호 가운데 음 길이나 음 세기 혹은 아르페지

오arpeggio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Articulation Tool을 이용하면 된다. 글꼴을 바꾸려면 

Articulation Designer 창 오른쪽 위 부분에 있는 Set Font 단추를 누르고, 새로 나타나는 창에서 

원하는 글꼴을 선택한다. 선택한 글꼴에서 원하는 기호를 지정하려면 Main단추나 Flipped단추를 

누르고 새로 나타나는 창에서 원하는 기호를 고르면 된다.

2. Expression Tool 에서의 제어

Expression Tool을 선택하려면 Main Tool Palette에서 그림5와 같은 모양의 Expression Tool 

단추를 누른다.

그림5. Finale의 Expression Tool 단추

Expression Tool에서 나타냄 말이나 빠르기 말, 연주기법 지시어 등을 선택하는 방법은 

Articulation Tool에서 악상기호를 기입하는 것과 거의 같다. 다른 점 가운데 하나는 그림6에서 

보듯이 비슷한 성격의 항목은 범주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점이다. 그림6의 창 왼쪽 

목록 가장 아래에 있는 Gugak 범주는 Gugak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편하도록 임의로 만든 

하나의 예이다. 



그림6. Finale의 Expression Selection 창

이와 같이 새로운 범주를 추가하려면 Expression Selection 창의 왼쪽 밑 부분에 있는 Edit 

Categories… 단추를 누른 후, 그림40에서와 같이 새로 나타난 Category Designer 창에서 이미 

존재하는 범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 Duplicate... 단추를 눌러 이를 복제한 다음, 새로 생긴 

범주를 선택하고 Rename 단추를 눌러 이름을 바꾸어야 한다. 

다른 범주를 복제하는 단계에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다. 각 범주는 그 특성에 따라 글꼴이나 

오선에서의 위치 등 세부사항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특히 주의할 것은 Score List 항목에 대한 

세부사항을 가지고 있는 Tempo Marks 및 Tempo Alterations, Rehearsal Marks 범주와 Score 

List에 대한 선택 사항이 없는 Dynamics 및 Expressive Text, Technique Text, Miscellaneous 범주 

가운데 복제할 항목의 선택이다. 그림7은 Rehearsal Marks를 선택한 상태로 Score List 선택사항이 

Category Designer 창의 왼쪽 아래에 보이며, 그림8은 Technique Text를 선택한 상태로 Category 

Designer 창에 이에 대한 선택항목이 보이지 않는다.

그림7. Finale의 Category Designer 창에서 

Rehearsal Marks를 선택한 상태

그림8. Finale의 Category Designer 창에서 

Technique Text를 선택한 상태

GUgAK-Regular.ttf와 GugakTxt.ttf의 기호 대부분은 각 악기의 연주 정보에 해당하므로, 기호를 



입력할 때 사용자가 원하는 기호를 입력하려고 하는 악기 이외의 다른 악기에도 그 기호가 입력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Technique Text를 복제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그림9는 다른 범주를 복제하여 범주 이름을 Gugak으로 바꾼 후, Text Font의 글꼴을 

GUgAK-Regular.ttf로 설정한 상태를 보여준다. Music Font tab을 선택하면 Text Font와는 별개로 

다른 글꼴과 글씨 크기를 설정할 수 있다. 또한, 기호를 악보에 기입할 때 악보에서의 수평 위치

와 수직 위치에 대한 초기 값 역시 설정할 수 있다.

그림9. Finale의 Category Designer 창에서 GUgAK 범주를 만든 상태

이러한 설정은 각 범주 내에서 새로운 항목을 등록할 때 기본적으로 적용되나, 사용자는 언제

든지 각 항목에 대한 개개의 세부사항을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그림9에서와 같이 필요한 범주를 만들면 다시 Expression Selection 창(그림39 참조)으로 돌아가 

원하는 기호를 생성하고, 그 기호에 필요한 MIDI data를 정의할 수 있다. 새로운 항목을 만들기 

위해서는 Create Gugak… 단추를 누르면 새로 생기는 Expression Designer 창에서 작업하거나, 이

미 만들어 놓은 다른 항목을 선택하여 Duplicate 단추를 눌러 복제한 후 Edit 단추를 눌러 세부설

정을 바꾸면 된다. 그림10은 다루치기 연주 기법 기호를 기입한 화면이다.



그림10. Finale의 Expression Designer 창에서 다루치기 항목의 글꼴을 설정하는 모습

그림10에서 볼 수 있듯이 Expression Designer 창에는 사용자가 각 기호마다 간략한 설명을 넣

을 수 있는 Description 항목이 있다. Description란에 각 기호의 이름을 기입하면 그림39에서 볼 

수 있듯이 Expression Selection 창에서도 각 기호를 선택할 때 마다 선택된 기호의 이름을 함께 

볼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작업을 할 수 있다. 또한, Use GUgAK Category Fonts 설정을 해제하면 

GUgAK 범주에서 설정된 글꼴과 크기에 상관없이 현재 열린 Expression Designer 창에서 편집하

는 항목에만 원하는 글꼴과 크기 등의 세부 선택사항을 조절할 수 있다. 그림43은 국악 범주에서 

설정한 글꼴의 크기 12를 18로 바꾼 예를 보여준다.

Expression Designer 창에서 Playback tab을 선택하면, 그림11에서와 같이 다양한 MIDI data를 

설정할 수 있다. Playback tab에 있는 세부사항은 Main tab의 글꼴 설정이나 Positioning tab의 수

평 위치, 수직 위치 설정과는 달리 어떠한 설정 내용도 그 자신이 속한 범주로부터 상속받지 않

는다(Category Designer 창 역시 MIDI message를 생성하는 아무런 선택사항이 없다.).



그림11. Finale의 Expression Designer 창에서 사용 가능한 MIDI message를 선택하는 모습 

그림12는 재생 시 control number 24의 값을 43으로 설정하도록 정의한 예이다.

그림12. Finale의 Expression Designer 창에서 MIDI message를 정의한 예



그림13은 Expression Tool에서 만든 항목의 오선상의 위치를 설정하는 예를 보여주는데, 이 경

우에는 GUgAK 범주에서 지정한 설정사항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림13. Finale의 Expression Designer 창에서 선택한 항목의 오선상의 위치를 정의한 예

이와 같이 Expression Tool을 사용하여 새로운 항목을 만들고 Main tab에서 임의의 기호나 문

자를 설정한 후 Playback tab에서 필요한 MIDI data의 유형과 값을 설정하여 악보에 해당 항목을 

기입하면, Finale가 악보 연주 시 해당 기호가 기입된 지점을 연주할 때에 기호에 정의된 MIDI 

data 역시 해당 악기가 연결된 채널로 동시에 보내진다.

3. Human Playback 에서의 제어

Human Playback의 세부 사항을 설정하려면 그림47에서와 같이 Playback Controls에서 

동그랗게 표시된 부분을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눌러 세부설정 창을 띄운다.

그림14. Finale의 Playback Controls(위: Microsoft Windows 용, 아래: MAC OS X)



그림15. Finale의 Playback Controls의 설정 창(왼쪽: Microsoft Windows 용, 오른쪽: MAC OS X)

그림15와 같은 모양의 Playback Controls의 세부설정에서, 그 오른쪽 위에 있는 HP Preferences… 

단추를 누르면, 그림49에서와 같은 Preferences – Human Playback 창이 나타난다.

그림16. Finale의 Human Playback 설정 창

Preferences – Human Playback 창의 오른쪽 가운데에 있는 New Folder 단추를 눌러 새로 생긴 

folder의 이름을 Gugak이라고 바꾸면, 그림16에는 비활성화 되어 있는 New Technique 단추

(Preferences – Human Playback 창의 오른쪽 가운데)가 활성화 된다. 이 단추를 누르면 역시 그림

49에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Instrument 세부사항 및 Technique 세부 사항이 그림17에서와 같

이 활성화되며,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MIDI data를 원하는 연주기법 혹은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

한 문자열과 연동시킬 수 있다.



그림17. Finale의 Human Playback 설정 창에 새로운 악기 연주법을 추가한 초기 상태

그림18은 다루치기의 로마자인 DaRuTchiGi라는 문자열에 control number 24의 값을 43으로  

MIDI data를 정의하여 연동시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18. Finale의 Human Playback 설정 창에서 GUgAK folder를 만들고 다루치기를 등록한 예

Expression Tool이 Articulation Tool에 비해 다양한 MIDI data를 제어할 수 있긴 하지만, Human 

Playback은 보다 많은 유형의 MIDI data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더욱이 서로 다른 

유형의 MIDI data를 세 개까지 묶어서 하나의 기법이나 문자열에 할당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