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강 음자리표(Clefs) 

오늘은 음자리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빠른 이해를 위해 성가대 안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호부터 시작하여 후반부에 다양한 음자리표 및 음자리
표의 기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높은음자리표(표1), 가온음자리표(표2), 낮은음자리표(표3)가 있으며 영어로는 G 
clef(Treble clef), C clef, F clef (혹은Bass clef)라고 부릅니다.                                             







                         (표1)                                                        (표2)                                                     (표3)


   높은음자리표                              가온음자리표                                 낮은음자리표 
G clef (Treble Clef)                           C clef                                  F clef (Bass clef)


일반적으로 성가 등을 부를 때에는 높은음자리표에 있는 음을 보면서 노래를 부르다 보니 익숙하지만, 
성가대에서 테너, 베이스파트를 부르시는 분들은 익숙하지 않은 낮은음자리표에 있는 음을 읽으셔야되
서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낮은음자리표에서 기준이 될만한 음을 찾는 것이 우선일 것 같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악보(표
4)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높은음 자리표와 낮은음자리표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높은음자리표의 도(가온다)를 기준으로 두
고 한음씩 내려가 보면 자연스럽게 음의 위치가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도    

(표4)

/ 페이지1 9



다음은 우리말로는 높은음자리표, 가온음자리표, 낮은음자리표 이렇게 불러서 이해가 쉬운데 영어로 자
리표를 부를 때 G clef, C clef, F clef 로 부르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려합니다.


높은음자리표(G clef) 
 

(표5)를 보면 높은음자리표는 2번째 줄을 시작으로 그려집니다.

2번째 줄에 그린 음 이름은  “G(솔)” 그래서 높은음자리표를 G Clef 또는 Treble Clef라고 부릅니다. 

2번째 줄을 "G(솔)"로 부르기로한 악보가 높은음자리표입니다.


(표5)


낮은음자리표(F clef) 

낮은음자리표는 위에서 두번째 줄을 시작으로 그려지는데 이를 기준음인 F(파)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표6)

그래서 파 - 미 - 레 - 도 순으로 내려오면 낮은음자리표에서 도의 위치가 밑에서 둘째칸에 위치하게 되
는 것입니다. (표4)


(표6)


흔하지 않지만 낮은음자리표의 위치가 바뀔 경우에는 기준이 되는 파의 위치도 바뀌게 되어 도의 위치도 
바뀌게 됩니다.(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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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음자리표(C clef) 

자리표의 위치가 자주 바뀌는 것이 가온음자리표입니다.

두개의 동그란 그림 사이에 걸쳐있는 선이 도가 되는 것이 가온음자리표이며 C 모양과 닮고 또 그 위치
가 C음을 기준으로한다 하여 C clef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표7)에서는 높은음자리표의 시의 위치에 있는 음이 가온음자리표에서 도가 되며, 

(표8)에서는 높은음자리표의 솔의 위치에 있는 음이 도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편하시도록 실음을 높은음자리표 악보로 보여드리겠습니다.(표9)





(표7)




                        


  (표8)





(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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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타브 음자리표(Octave clef) 

8은 옥타브 표시인데요, 

아래 악보(표10)와 같이 8이 높은음자리표나 낮은음자리표, 가온음자리표의 아래에 있다면 1옥타브를 
낮추어 보면 됩니다.


(표10)


 

(표11)


위의 악보를 보고 이야기드리면

(표10)의 높은음자리표에서 씌여있는 ‘도’는 실제로 1옥타브 아래의 음(표11)으로 노래나 연주를 하게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옥타브표시가 위에 있다면 쓰여있는 음보다 한옥타브 위로 올려서 부르면 되는것이죠

(표12) 



(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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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쓰게 되면 한옥타브 위로 노래를 부를 경우 8va (ottava alta), 한 옥타브 아래로 노래를 부를 경
우 8vb (ottava bassa)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범위는 점선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까지 입니다. 보통 악보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자주사용
합니다.(표13,14,15,16)




악보표기 8va (표13)


실음 (표14)


악보표기 8vb (표15)


실음 (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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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표의 기원 

가온음자리표(C clef)의 발달 

음자리표는 지난 시간에 언급하였던 베네딕토회의 수사이자 음악이론가였던 귀도 다레초(Guido 
d’arezzo)에 의해 고안되었습니다.

현재사용하는 5선악보 사용 이전에 악보상에 기준음을 정하기 위해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표16)은 문자가 걸쳐있는 선상의 음이 도일 때 표기하는 방식이고

(표17)은 문자가 걸쳐있는 선상의 음이 파일 때 표기하는 방식입니다. 




(표16)                           
  
               C Key                       




(표17)


             F Key 

이것이 발전되어 가온음자리표(C clef)가 되었고 음역에 따라 위치와 부르는 이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표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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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8)


(a) 옛 C 음자리표

(b) 소프라노음자리표 혹은 고음(discant)음자리표

(c) 메조소프라노음자리표

(d) 알토음자리표

(e) 테너음자리표

(f) 바리톤음자리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표19)

붉은색 선이 악보상의 ‘도’음을 나타내며, 오선에 음표를 표기시 라틴어로 실음을 표기한 것입니다.





            솔’                         미’                         도’                          라                          파                (표19) 


            

1. 소프라노 음자리표

2. 메조소프라노 음자리표

3. 알토 음자리표

4. 테너 음자리표

5. 바리톤 음자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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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음자리표(F clef)의 발달 

낮은음자리표는 C clef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f문자의 가로줄이 걸리는 줄이 파음인 음자리표입니다. (표20)

초기 F clef(a)에서 발전된 낮은음자리표(Bass clef)는 위치가 5선의 중간 줄에 위치해 바리톤음자리표
로(표19의 5. 참고) 역할(b)을 하다가 이후 현재의 낮은음자리표 위치(c)로 자리잡게되었습니다.




(표20)


높은음자리표(G clef)의 발달 

음악의 발전과 더불어 사람의 가창음역 밖에 있는 일부 기악의 표기법으로 인하여 높은음을 표기할 음자
리표를 필요로하였고 13세기경 높은음자리표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성악의 고음을 표기하는 소프라노음자리표(표18,19)가 있었기에 바이올린파트에서 주로 사용한 G 
clef가 발전되어 높은음자리표로 되었습니다.(표21)


 


(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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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음자리표 

Chiavette 키아베테 (Frech clef)


프랑스 바로크음악에서 바이올린과 플류트 음악에 주로 사용하던 음자리표로 평소와 다른 줄에 걸쳐있
는 음자리표를 Chiavette라고 하며 가온음자리표의 위치이동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20)의 (b)의 바리톤음자리표의 키아베테가 현재의 낮은음자리표(c)입니다.

J. S. Bach도 종종 조옮김을 위해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표22)


(표22)


         A조 악기(oboe d’amore)의 실음      <—————      A조 악기(oboe d’amare)의 Chiacette 기보


Neutral clef 

음의 높이가 없는 타악기는 일반적인 음자리표가 아닌 아래와 같은 기호를 사용합니다. (표23, 24)


(표23)




(표24)


/ 페이지9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