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THE WHITE Diary 6 ] 
 

 

                      Pop・Rock  Unit  – THE WHITE –  
 

U jisung  :  Vocals / Words & Music / Arrangement 

 

 

 

증보판 
● Episode  : 더 화이트의 2년만의 새 앨범 제작과정 ! 
 

더 화이트가 체제 변경과 함께 3월 11일 일본 투어 후 위로곡 ‘Hope’를 계기로 2년만에  

휴먼 앨범 ‘Pray for the life’ 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앨범은 CD로도 발매되며 한국을  

시작으로 일본, 전 세계에 절망에 빠진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만든 앨

범입니다. 희망과 자연을 노래한 따뜻한 4곡을 한국어, 일본어, 영어 3개국어로 가창으로 채운 

이 앨범은 말 그대로 내일을 노래한 따뜻한 휴먼 앨범으로서 국경을 넘어 절망에 빠진 분들에

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전하기 위한 강한 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 

 

- 더 화이트 -  휴먼앨범 ‘Pray for the life’  2011년 9월 20일 전격 발매 ! 

 

 

 

 

1>  곡 제작 및 트랙킹작업 

 

5월에 첫 공개된 ‘Hope’ 는 일본 각 포털 사이트에 기사화되며 발매 전부터 많은 분들이 들

어 주신 곡입니다. Hope를 중심으로 써놓은 곡들 중 이번 휴먼 앨범에 적합한 곡을 골라 5월

말부터 앨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레코딩은 더 화이트 스튜디오에서 이루어졌으며 Window XP를 시스템으로 각 트랙을 레

코딩했습니다. 제작에는 많은 컴퓨터 가상 악기(VST)와 여러 시퀜서가 사용되었습니다. 
 

 

 



2>  각 악기 및 보컬 레코딩 

 
이번 앨범에서는 기타를 제외한 전 악기를 유 지성이 직접 연주 및 프로그래밍하여 레코딩했

으며, 각 악기의 레코딩이 끝난 후에 보컬 레코딩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앨범의 기타연주는 전 곡 미코밴드에서 맡아 주었으며 16트랙이 넘는 많은 보컬 코러스 

레코딩으로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전 곡의 믹스작업 또한 유 지성이 완성했으며, 각 작업을 모두 직접 완성하여 곡 제작 이외에

도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그만큼 보람이 있는 앨범이 되었습니다. 

 

 

 

3>  각 곡의 마스터링 

 
각 곡의 믹스작업이 끝나고 임시로 마스터링작업 후, 마스터링 엔지니어에게 작업을 의뢰했습

니다. 조금 더 좋은 소리를 위해 많은 수정작업을 했고 엔지니어의 의견을 반영하여 믹스를 

몇 차례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고가의 장비로 했다면…..하고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소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했습니다 ! 

 

 
 

 



4>  ‘Hope’뮤직비디오 촬영 

 
타이틀곡 ‘Hope’ 의 뮤직비디오는 희망의 메시지를 표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3주간의 회의를 

거쳐 완성되었습니다. 더 화이트를 나타내는 순백을 배경으로 9시간 동안 집중해서 당일에 촬

영을 끝냈습니다.  

 

비디오의 여 주인공으로는 고등학생인 박 소은양이 뽑혀 10대라고 믿을 수 없는 집중력과 연

기력을 보여 주었습니다. 

 

 

 

5>  자켓사진 촬영 

 
이번 앨범은 희망의 느낌을 최대한 표현하기 위해 자켓사진을 모노톤으로 촬영했습니다. 

어쿠스틱 기타를 소품으로 실제 연주와 함께 다양한 샷을 찍었으며 CD에는 많은 사진이 들어

가 있습니다.  

CD에는 미공개 컬러사진도 들어있어 구입하신 분들께는 새로운 즐거움이 될 것 같네요(?ㅋㅋ) 

최초 CD와 디지털앨범의 자켓과 다르게 디자인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모두 모노톤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자켓사진 촬영을 마지막으로 약 3개월 반의 앨범작업을 완성 ! 

 

 

 

 



6>  새로운 내일을 위해 

 
3개월 반의 제작 기간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장비 고장 및 건강 악화, 음반유통사의 문제 등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 앨범 완성이 

약 2개월 가까이 늦어지게 되었고, 한일 양국 동시발매 예정이었으나 일본에는 발매가 늦어지

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그만큼 이번 앨범의 완성을 위한 노력이 듣는 분들께는 강한 희망으로 

와 닿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보여주는 앨범이 아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앨범으로 CD

로도 발매되었기에 좀 더 많은 분들께 따뜻한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

니다. 

 

4개월간 앨범 제작으로 이번 여름을 쉬는 날 없이 지나게 되어, 9월초 바다에서 하루 동안 충

전의 시간을 가지고 2011년을 위한 새로운 내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2011일 9월 20일, 온오프라인에 더 화이트의 휴먼 앨범 ‘ Pray for the life’가 발매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려요 ! 

 
 

다음 회는 또 새로운 에피소드로 !  

 

- Pray for the life 티저 - 

http://www.youtube.com/watch?v=vND6rNejPmc  

 

- THE WHITE Official Japan Home page - 

http://www.thewhite-kr.com  

 

- THE WHITE Official facebook – 

http://www.facebook.com/unitthewhite  

 

- THE WHITE Official myspace - 

 http://www.myspace.com/unitthewhite  

http://www.youtube.com/watch?v=vND6rNejPmc
http://www.thewhite-kr.com/
http://www.facebook.com/unitthewhite
http://www.myspace.com/unitthewhi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