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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살아 드럼 연주의 노래 리듬 트랙 다운로드 및이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재생됩니다.
트랙은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눌
러 새 트랙을 정의 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거나
트랙의 표현에 터치하여 트랙을 변경합니다.
트랙을 삭제 왼쪽으로 쓸어 넘기거나 사용하여 트랙의
순서를 변경하려면 '편집' 버튼을 새로운 위치로 테이블
항목을 드래그.
상단

SetLists
표는 'SetLists'로 분류된다. 연주곡은 트랙의 정렬 된 목
록입니다. 당신은 아마 다른 그룹과 연습이나 공연, 트랙
을 재생 다른 상황 SetLists 를 사용합니다. 세트리스트
는 이름과 몇 가지 버튼을 표시하는 영역으로 향하고있
다. 트랙이 될 수 있습니다개편 다시 사용하여 세트리스
트 내의 '편집' 버튼을 드래그. 를 눌러 '놀이'당신 할당
간 트랙 격차와 함께 전체 세트리스트를 재생합니다. '눌

러이 간격의 길이와 연주곡 이름을 구성구성'. 당신은 '눌러 빈 SetLists 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델'를 눌러 새로 만들기'새로운'.
상단

트랙 관리
트랙은 '중복...'. 중복은 아마도 다른 연주곡으로, 다른 위치로 드래그 할 수 있습니다.
트랙의 정의 (이름 및 구성)이 함께 공유 할 수 있습니다 노래 리듬 트랙 '를 눌러 커뮤니티몫'버
튼을 클릭합니다. 이 복사는 이름과 우리의 서버 구성의 SongForm 또는 전체 구성 세부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같은 이름을 검색 다른 사람에 의해 사용되는입니다.
상단

트랙을 재생
이름 위의 상태가 '때 트랙은 게임을 할 준비가준비된'와 녹
색 플레이 삼각형 기호가 표시됩니다. 트랙을 재생하는 녹색
놀이 삼각형을 누르십시오. 그런 다음이 비슷한 페이지가 표시
됩니다 :
페이지는 연습 수행 할 때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 음소거 배
경을 사용합니다. 보통의 플레이어 컨트롤도 두 가지 특별한
측면이 있습니다 :
속도 제어 : 오디오가 약간 둔화, 또는 가속화 할 수있다. 이에
대한 컨트롤에있다자그리고 일본어 및 조정 속도가 도시되어
있다. 속도가 너무가 원래 기록 속도의 92 %로 제한되어 있으
므로 감속되는 경우 오디오 품질이 고통; 오디오 품질은 원래
의 속도를 두 배까지 아무것도 가속화되고있는에 많은 고통을
하지 않습니다.
진행률 표시 줄을 추적 : 이 연주하고 소개의 섹션으로 분할
될 때 오디오 파일의 진행 '은 함께 식별 표시됩니다< ''코러
스를 반복하고 식별 엔딩,>'. 합창 '로 식별됩니다 1'처음
에'엠'중동과에 대한'유' 마지막으로.
상단

다운로드 수
살아 드럼 연주는 맞춤형 공급 노래 리듬 트랙다운로드를 통해. 트랙의 수즉 '눌러 인 앱 구매를
통해 나중에 구입할 수 얹어 앱 구비 할당에 한정되어 다운로드 될 수있다 '가득 채우다'. 다운로
드의 수는 각각의 세트리스트의 바닥 글에 표에 표시됩니다 나머지 각 성공적으로 다운로드 감소
된다. 이 값에 도달하면 제로 (0) 추가 다운로드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및 상태 대신 '로 표시됩니다

이연'.
상단

트랙 만들기
당신이 중 하나를 만들 때 새로운, 또는 바꾸다 모두 선
택하기 위해 기존, 당신은 위의 페이지가 표시되는 추적
1. 에이 율 , 트랙에 사용되는 및
2. 에이 노래 양식 사용될.
상단

리듬 선택
의 선택을 돕기 위해 율먼저, 예를 들어, 미터의 선택
4/4, 다음 예를 들어, 느낌의, Even8th. 이는 미터와 그
느낌을 가진 만에 표시되는 리듬의 목록을 제한합니다.
의 다음 범주 율 선택 될 수있다, 예를 들면, 재즈. 서브
리듬 이제 예컨대, 선택해야, 재즈 브러쉬, 다음 마지막
으로 속도 과 수단. 우리가 가정 해 봅시다, (120) 과 브
러쉬 형, 이는 브러쉬 만 사용되는 수단; "브러쉬; 안녕
모자" 브러쉬를 의미하는 것은 단지 'B'부분에 하이 모자
로 우세. 짧은 오디오 샘플이 제공 될 것입니다재즈 브
러쉬 리듬 선택을 돕기 위해.
상단

SongForm 선택
노래의 전반적인 음악 형태의 네 가지 측면, 선택
1. 먼저는 기본 송 양식말 32.A1A2 이는 어느 쪽 다리 인 두 개의 동일한 길이의 섹션을
포함하는 32 개의 바 형태를 의미한다; 또한,24.AAB 처음 두 개의 상이한 세 번째와 세
개의 동일한 길이의 섹션을 포함하는 24 바 형태 (a '다리'또는 'B'부분)을 뜻,
2. 둘째, 소개를위한 바의 수, 예를 들어, 8-bar 도입의 8 바 나타내는; 또한,없음, 더 도입이 재
생되지 할 나타냅니다
3. 제삼,의 반복을 의미 코러스의 반복의 수, 기본 송 양식 (이리 32.A1A2), 예를 들면, '삼',
4. 네번째, 결말에 대한 바의 수, 예를 들어, 8-bar, 종료 8 개 막대를 나타내는; 또한,없음 어
떤 결말을 표시하지 않을 것이다하는 것은 재생할 수 있습니다.

상단

사용자 정의 송 양식
목록에서 선택하는 대신 기본 송 양식, 하나 하나를 자
신의 만들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된 양식 원곡'작
성'버튼 (그것에 연필 상자의 화상)을 눌러. 이것은이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사용자 정의 SongForm 의 연속 4 개 부분은
반복의 자신의 수 (각 라인의 좌 상자)로 각각 입력
할 수 있습니다. 네 개의 부품 각각은 섹션 바의 수를
나타내는 숫자 각각의리스트에 의해 정의된다. 이 번호
로 구분됩니다 중 하나 '|' 또는 '/'기호. '/'다리 부분을
앞에옵니다. 이 방식은 자신의 SongForm 을 정의 할
수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합니다. 아니 네 부분 모두 사
용할 필요; 단순히 사람이 필요하지 비워 둡니다.
상단

곡을 검색
당신이 당신의 트랙의 이름을 입력하면, 당신은 당신의
노래의 기존 정의를 검색 할 수는 검색 (돋보기) 아이
콘을 눌러 그 이름으로 살아 드럼 연주에 의해 공유되
고. SongForm 정의 또는 전체 트랙의 정의 중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발견하고 페이지가 업데이트됩니다.
상단

자원
1. 에서 살아 드럼 연주 웹 사이트 http://alive-drumming.org
2. 살아 드럼 자주 묻는 질문 (FAQ)에서 http://alive-drumming.org/faq
3. 드럼 연주의 살아, 노래 리듬 트랙 에서 비디오를 포함하여 제품 페이지, http://alivedrumming.org/home/songform-rhythm-tracks/
4.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포럼 에 http : //forums.alive-drumming.org
상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