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강 음이름(Pitch names) 

오늘은 음이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는 분은 처음 피아노를 배울 때 피아노 열쇠구멍에 가까운 도를 기준으로 
손 위치를 찾았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표1)


그 곳이 악보에 표기된(표1) 위치이고 ‘도’를 기준으로 순서대로 ‘도레미파솔라시도’ 여덟음이 올라가면 
한 옥타브가 완성이 됩니다.

‘도’음 부터 8번째 음인 도까지를 1옥타브라고 하며 라틴어의 8인 ‘octo’에서 왔습니다.




(표2)


이탈리아어    도(Do)   레(Re)   미(Mi)   파(Fa)   솔(Sol)   라(La)   시(Si)    도(Do)


영문              C          D          E           F          G          A         B          C


한글              다         라         마          바         사          가         나         다    


음이름은 각 음에 대해 이름을 붙인 것인데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음이름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도레미파솔라시’ 입니다.

모든 나라가 ‘도레미파솔라시’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 ABCD…로 부르는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한글인 가나다라….로 부르기도 합니다.그래서 각기 사용하는 말과 음을 연결시켜 보았
습니다.

위의 (표2) 보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글의 가나다는 영문의 ABC순서에 맞췄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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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해서, 우리가 항상 시작을 도레미파솔라시도 순으로 하는데, 왜 도(Do)음이 A(가)가 아니고 C(다)로 
부르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의 어원과 음의 순서가 정해진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라틴어에서 유래한 ‘도레미파솔라시’는 '그레고리오 성가'에서 기원합니다.

약 1000년전의 악보에는 4선으로 된 악보(표4) 위에 ‘네우마’(가사 위에 음의 길이 및 높낮이를 표기하
는 초기 기보법(표3))에서 발전한 여러 종류의 음표만을 찍었을 뿐, '도레미파솔라시'와 같은 음계명은 없
었다고 합니다.

�

(표3)


                            9세기경 네우마


�

��

(표4)


                        13세기경 사각기보법


1025년경 베네딕도회의 수사이자 음악이론가였던 귀도 다레초(Guido d'Arezzo)가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에 바치는 성무일도(Officium Divinum)중 저녁기도(Vespere) 찬미가를 
바탕으로 음에 이름을 붙인 것이 현재 음이름의 기원입니다.


찬미가의 여섯 악절의 첫 음들이 한 음씩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각 소절의 첫 가사에 해당되는 음절인 우트(Ut), 레(Re), 미(Mi), 파(Fa), 솔(Sol), 라(La)를 해당음의 계
이름으로 정했습니다.(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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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7세기에 들어서 시(Si)음이 서양음악에 추가가 되고 발음하기 어려운 우트(Ut)를 대신하여 하느님
이란 뜻(Dominus)에서 따온 도(Do)를 사용하게 됨으로서 현재의 음이름이 생겨나게 됩니다.

현재까지도 프랑스에서는 ‘도’라고 부르는 대신 ‘위트’로 부르고 있습니다.


(표5)


Ut queant laxis 
resonare fibris 
Mira gestorum 
famuli tuorum, 
Solve polluti 
labii reatum, 
Sancte Ioannes. 
 
세례자 요한이여 들어주소서 
위대한 당신업적 기묘하오니 
목소리 가다듬어 찬양하도록 
때묻은 우리입술 씻어주소서 

음의 순서가 왜 도부터 시작하며 ‘도’음이 알파벳 A가 아닌 C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런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음과 음이름 그리고 이론이 생겨난 순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있
어서 생겨난 질문인데요, 여러 설이 있으나 가장 유력한 설로 설명드리려 합니다.

 

도레미…로 시작되는 음이름은 기원후 1000년 경에 생겨났고,

장조와 단조의 체계는 기원후 1600년 경에 생겨났습니다.

고대 그리스 음악이론을 토대로 후대의 사람들이 가장 저음부터 알파벳 순서대로 붙이기 시작했는데 그 
중 가장 저음이 라(A)음이었기 때문에 ‘라’에서 부터 알파벳 순서대로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세례자요한 찬미가에서 처음시작하는 음이 C음이었기 때문에 C음을 Ut(도)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공교롭게도 현재 사용하는 음계에서 도부터 시작하는 C Major (다장조)의 음계가 임시표가 붙지 않는(피
아노의 흰 건반만 연주하는) 조이기에 기본 음계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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