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강 조표(Key Signature) 및 임시표(Accidental mark) 

오늘은 조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조표는 음자리표와 박자표 사이에 붙는 올림표 내지 내림표를 말하며 음표앞에 표기하는 임시표와 달리 
지속적으로 반음이 높거나(♯) 낮은(♭)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됩니다. (표1)




                                  (표1)


               


조표는 악곡의 조성을 나타내는 표이며 해당하는 조의 음계가 필요로하는 올림표나 내림표를 표시한 것
입니다.

조표를 통해 조성을 알 수 있으며 장조(major)와 단조(minor)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암기하실 부분이 많기에 조표 및 임시표, 장음계와 단음계로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올림표(Sharp ♯)가 붙는 순서는                  


파  도  솔  레  라  미  시   이며 (표3 ~ 표9)


내림표(Flat ♭)가 붙는 순서는 올림표와 반대로


시   미   라   레   솔   도   파  입니다. (표10 ~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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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표 수가 늘어남에 따른 장조의 변화            


G  D  A  E  B  F♯  C♯                     (표3 ~ 표9)


내림표 수가 늘어남에 따른 장조의 변화


 F  B  E♭  A♭  D♭  G♭  C♭               (표10 ~ 표16)





다장조 (C major) 혹은 라단조 (a minor)


(표2)




올림표(Sharp) 

사장조 (G major) 혹은 마단조 (e minor)


(표3)




라장조 (D major) 혹은 나단조 (b minor)


(표4)




가장조 (A major) 혹은 올림바단조 (f♯ minor)


(표5)




마장조 (E major) 혹은 올림다단조 (c♯ minor)


(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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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장조 (B major) 혹은 올림사단조 (g♯ minor)


(표7)




올림바장조 (F♯ major) 혹은 올림라단조 (d♯ minor)


(표8)





올림다장조 (C♯ major) 혹은 올림가단조 (a♯ minor)


(표9)


올림바장조, 올림다장조인 경우 근음에 올림표(♯)가 있음으로 해서 올림자를 붙이게 됩니다. 

밑의 내림표도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내림표(Flat) 

바장조 (F major) 혹은 라단조 (d minor)


(표10)




내림나장조 (B♭ major) 혹은 사단조 (g minor)


(표11)




내림마장조 (E♭ major) 혹은 다단조 (c minor)


(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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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림가장조 (A♭ major) 혹은 바단조 (f minor)


(표13)




내림라장조 (D♭ major) 혹은 내림나단조 (b♭ minor)


(표14)





내림사장조 (G♭ major) 혹은 내림마단조 (e♭ minor)


(표15)




내림다장조 (C♭ major) 혹은 내림가단조 (a♭ minor)


(표16)


다음 수업을 위해 올림표 및 내림표 옆에 장, 단조를 표기하였습니다.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래를 하다 보면 곡에서 전조가 될 때가 있습니다. 

조나 박자가 변할시에는 임시표와 겹세로줄을 사용하여 표시를 하게 됩니다. (표17)





(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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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표 (accidentals) 

임시표는 음의 높이를 올리거나 내릴 때 사용합니다.

임시표는 앞서 언급했던 조표와는 다르게 사용한 마디에서만 효력이 있으며 마디가 바뀌거나 같은 마디
안에서도 옥타브 위 아래를 벗어나게 되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표18, 표19)

예외적으로 붙임줄(음높이가 같은 둘 이상의 음을 연결한 곡선)로 이어져있을 시에는 마디가 넘어가도 
효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표20) 




(표18)





(표19)


(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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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에 표기하는 다양한 임시표들이 있으나 기본적인 임시표만 다루어 보도록하겠습니다.


♯    올림표 (sharp)  반음을 올릴 때 사용하는 기호입니다.


♭     내림표 (flat)  반음을 내릴 때 사용하는 기호입니다.      

♮ 제자리표 (natural) 올리거나 내린 음을 원상태로 되돌려 줄 때 사용하는 기호입니다.


𝄪  혹은 ♯♯  겹올림표 (double sharp)  온음(반음+반음)을 올릴 때 사용하는 기호입니다.


𝄫   겹내림표 (double flat)  온음(반음+반음)을 내릴 때 사용하는 기호입니다.  




(표21)


위의 조표와 임시표를 기본으로 다음 강의에 장음계와 단음계에 대하여 공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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