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래 율 트랙
 -   리듬은 곡 트랙

"   노래 리듬 트랙"     모바일 뮤지션의 앱 애플 iOS   앱 스토어에서 사
    용할 수 고품질의 리듬 반주

     살아 북을 치는기구는 가장 편리한 형태의에,       세계에 생산 품질 리듬 지원을 가져왔다 -  모바일 앱

  을 간단한 인터페이스,     다운로드 및 재생을 선택   노래 리듬 트랙.

  노래 리듬 트랙       전체의 구성 백킹 트랙의 새로운 유형은 율동적인 

(    더 멜로디 또는 조화)       은 백업되지 곡의 음악의 형태로 배치 일명 

 그것의 "SongFormi".

        이 트랙은 우리가 전문 드러머에서 기대하는 것과 유사한 완벽한 

공연이다.    그들은 카운트에서 소개 섹션,     다수의 코러스 및 특성 엔

딩,        모든 음악 섹션의 시작과 끝을 묘사하는 채우기와 액자가있다. 

      모바일 제품 디자인은 전형적인 편곡자의 인터페이스함으로써 간

       단한 인터페이스를 유지하지 않고 장치의 레벨을 제공 강조한다. 

     당신이 그것의 묘리를 터득하면 한 30   초에서 트랙의 선택, 15 초

   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앱이 어떤 정확한 템포 변화하고 공연이나 잼 세션의 트랙을 순서

       에 기본 세트리스트 기능을 가진 플레이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능력의 뮤지션에 의해 사용됩니다.      새로운 뮤지션들이 처음부터 시간을 유지하고 참여 

              영감 리듬의 혜택을 배울 수 있도록 노래에 공감의 리듬과 노래에 반주를 제공하기 위해 응용 프

 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음악가에 자신의지지를 카탈로그 DJ는 setlists    및 사용 성능을 안내합니다. 

    연주곡 시설과 음악가의 플레이어와 함께,   품질 리듬지지를 갖는,   모두 하나의 앱에서  그래서 편리 

       하나는 자신이 점점 더 리듬 반주를 사용하여 발견.



A "  뮤지션의 선수":  그 무엇입니까?    자동으로 화면이 어두워 하나는,  백그라운드에서 재생됩니다, 좋

    은 크기의 버튼을 가지고 있으며,        이 장치의 물리적 버튼으로 볼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 모든

하지만,         이 플레이어는 또한 다음과 같은 트랙의 음악 양식을 표시 

"STD 32   개 바의 4 코러스. AABA  형식 (8|8/8|8)  더 소

 개 ', 4-  바로 끝나는"      그리고이 재생이에 대한 시각적 추적 기

 능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트랙을 재생하려고하기 전에 단

      지 정보 음악가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재생하는 동안 그들

     의 장소 조금 잃고 시작하는 경우,    디스플레이에 잠깐 한눈 가능

 성 "    을 다시 얻을 것이다트랙"다시.

  노래에 대한 (수천에서)      선택할 리듬의 큰 숫자와 끝없는 음악의 

형태가있다. 요청하면,     다운로드는 재생을위한 장치에의 이전에 도

       착하는 데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살아 드럼 연주는 아이

         튠즈 파일 공유를 사용하여 컴퓨터로 전송 한 후 자신의 조성물 

         및 앨범 릴리스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트랙을 리믹스 사용자 권

 한을 부여합니다.

         이름으로 노래의 형태를 선택하는 선택 또는 대안 스틱 표기법을 사용하여ii,   시퀀싱 인터페이스를

           제공 통해 이전에 보이지 않았다 혁신이 응용 프로그램에게 그 문자를 제공 하나입니다.  그것은

            음악가들이 그것을 실현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그들이 수행해야 노래의 음악 양식을 알 필요가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SongForm         이름을 사용할 때 음악가가 사용되는 명명 체계하지만 앱에 익숙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스틱 표기   그래서 하나를 선택하면, "32 

 바 AABA"   그것의가 표시 얻을"STD 32  개 바. AABA  형식 (8|8/8|8)". SongForm  에 살아 

     드럼 연주의 웹 사이트에 많은 자원이있다. 사실로, SongForm    이름은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하나

  는 또한 "    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8|8/8|8"그리고,    바로 그 설명을 표시하기"STD 32  개 바. 

AABA  형식 (8|8/8|8)".    응용 프로그램은 또한 "       을 사용하여 노래의 형태의 음악가 자신의 정

    의에 대한 유연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스틱 표기iii"예"8|8/8|8"      매우 복잡한 사용자 정의 형식을 허

용. 또한,  앱도 포함   노래 공유 시설           그래서 당신의 노래는 당신의 이름을 입력 한 후 돋보기 검색

       버튼을 눌러을 찾아 볼 수있을 것입니다 전에 SongForm   공유 한 경우.



           이 응용 프로그램은 이전의 북을 치는 앱에서 두드러지게 다른 두 측면은 (ⅰ) 타협,   최고 품질의 오

 디오 백업,  및 (ii)     정말 음악가에게 친숙한 연주곡과 플레이

 어 인터페이스입니다.  음악가 준비,   연습과 자신의 연주곡을 

    수행하기 위해 이것은 죽은 쉽습니다. 

   노래 리듬 트랙      진정한 고품질의 리듬 반주의 클래스 행

위입니다.       이러한 백업 트랙 피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시퀀스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플레이어와 연주곡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응용 프로그램

     의 사용을 장려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노래의 형태

       를 평가하는거야 당신은 당신의 자신의 싱글 앨범 출시에

     이 트랙을 포함 할 수 있습니다.    수행 모바일 드럼 애플 

       리케이션과 이전의 경험에 의해 연기 할 수 없습니다. 이

  것은 다른 무언가이다.

        티오 살아 드럼 연주의를 살펴 오디오 샘플을 확인 견본 
  에서 페이지 http://alive-drumming.org/sample-audio-files/

       노래 리듬 트랙의 흥미로운 다시 이야기를 들어에 포스트, 
"      대중 음악과 실천에서 리듬의 제일 위"    를 체크 아웃
http://alive-drumming.org/the-primacy-of-rhythm-in-
popular-music/

     앱 다운로드 애플 앱 스토어에서에 https://itunes.apple.com/us/app/songform-rhythm-
tracks/id1254346877?ls=1&mt=8

           당신이 추가 정보를 원하는 또는 인터뷰를 예약 할 경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 복음 하그리브스
마케팅

   살아 드럼 연주
 전화 : + 61 411 090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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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SongForm"             노래의 조성 구조의 드러머의 관점에서 찍은 노래의 형태의 살아 드럼 연주의 식별을 의미합니다. 등 
12   바 블루스와 32  바 AABA           같은 일반적인 형태의 이름을 채택 추가적인에서 살아 드럼 연주는 대안을 소개합니
 다  스틱 표기   노래의 양식을 설명합니다.   스틱 표기법 ',          단순히 수직 이동 막대에 의해 분리 된 바의 부분의 길이

 의 목록|',    또는 기울어 진 바'/'    때 다음 섹션은 다리입니다. 
ii "  스틱 표기법  스틱 ""            에 의해 분리 된 바의 음악 부분의 길이를 제공함으로써 형태를 설명 ".  스틱은 '  수직 막대입

니다|',    또는 기울어 진 바'/'    때 다음 섹션은 다리입니다. 
ii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