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강 음계 (Scale) 

음계란 한 옥타브 내에서 임의의 음을 중심으로 낮은 음에서 높은 음의 순으로 늘어 놓은 것으로, 일정 
규칙에 따른 음의 나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계는 크게 장음계(장조 major scale)와 단음계(단조 minor scale)로 나뉠 수 있고, 단음계에는 자연
단음계(natual), 화성단음계(harmonic), 가락단음계(melodic)가 있습니다.


장음계 (major scale) 

옥타브 안에 차례대로 나열한 8개의 음 중, 제3음과 제4음, 제7음과 제8음 사이가 반음이고 다른 음 사
이는 온음으로 되어 있는 음계로 밝고 명랑한 느낌을 줍니다. (표1)





(표1)


이해가 쉽도록 피아노 건반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표2)




(표2) 다조 장음계 (다장조 C major scale)


(표2)의 피아노 건반을 보시면 미와 파 사이, 시와 도 사이에는 검은 건반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와 파, 시
와 도 사이는 반음이 되며 자연스럽게 흰 건반만으로 다장조음계를 연주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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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 장음계(사장조G major scale)는 솔이 도가 되는 조로서 솔을 기준으로 시작하여 제7음과 8음 사
이에 반음을 만들어주기 위해 ♯(Sharp)을 붙인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사장조는 ♯(Sharp)이 하나
가 붙은 장조가 되는 것입니다.(표3) 


실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표3) 사조 장음계 (사장조 G major scale)


이와같은 방식으로 응용하여 각 음마다 음계를 만들 수 있으며, 그에 맞춰 음계의 이름과 조표가 붙게 됩
니다. 

(제3강 조표 및 임시표, 제4강 4페이지 조(Key) 참조) 


단음계 (minor scale) 

옥타브 안에 차례대로 나열한 8개의 음 중, 제2음과 제3음, 제5음과 제6음 사이가 반음이며 다른 음 사
이는 온음으로 되어 있는 음계로 장음계와는 반대로 어둡거나 동양음악의 느낌을 줍니다. (표4)




(표4)


1) 자연단음계 (natural minor scale)


앞서 말씀드린대로 단음계에는 3가지 단음계(자연, 화성, 가락)가 있으며 단음계의 구성에 따라 제6음과, 
제7음이 바뀝니다.


자연단음계는 아무 임시표가 붙지 않은 단음계입니다. (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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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2) 화성단음계 (harmonic minor scale)


장음계의 제7음을 이끔음(Leading-tone)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제7음이 제1음으로 가
려는 성격이  짙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도레미파솔라시 까지만 노래를 부르신다면 무엇인가 어색하고 
도를 불러야지만 음계가 끝나는 것 같은 기분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단음계에서 제7음이 그 다음
음과 온음차이로 인하여(표5) 이끔음의 성격이 옅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7음에서 제1음으로의 화성적
해결을 하기 위해 제7음에 ♯을 붙임으로 제7음과 제8음사이를 반음으로 만들어 제7음이 이끔음의 성격
을 갖게 한 것이 화성단음계입니다. (표6)


(표6)


3) 가락(선율)단음계 (melodic minor scale)


선율단음계라고도 하며 상행가락단음계와 하행가락단음계가 있습니다. 음의 진행이 상행일 때와 하행
일 때 다르게 임시표가 붙습니다. (표7)


 (표6)을 보시면 1½ 표시를 한 부분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증2도를 수로 나타낸 것인데 이 증2도는 음악에서는 기피하는 음의 간격(음정 interval)입니다. 그래서 
화성단음계에서 제6음에 ♯을 붙여 제6음과 제7음사이를 온음(장2도)으로 만들어주어 선율적으로 자연
스럽게 연결되도록 한 것이 상행가락단음계입니다. (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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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행가락단음계는 상행가락단음계에 붙은 임시표로 그대로 연주할 경우 가장 높은음인 제1음(제8음)에
서 제2음(제7음)사이가 단2도로 상행일때와 다른 음정이 되기에 자연스러운 선율진행을 위해 상행에서 
붙였던 임시표(♯)를 원래대로(♮)함으로서 자연단음계와 같이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표7)


(표7)


         제1음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상행가락단음계                                        하행가락단음계


조 (Key) 

악곡을 이루고 있는 음악의 종류와 으뜸음의 이름을 함께 나타낸 것을 조(Key)라고 합니다. 어떤 하나의 
음을 으뜸음으로 정하여 어떤 음계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으뜸음과 음계의 관계를 조라 하며, 그 음계의 성질을 조성(調性)이라고 합니다. 장음계의 조는 장조, 단
음계의 조는 단조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다’음을 으뜸음으로 정한 장음계의 조성은 다장조, ‘가’음을 으뜸음으로 정한 단음계의 조성은 
가단조입니다.


관계조(related key) 

서로 다른 조에서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음이나 화음이 많을 때에 다른 조와 비슷한 성격을 갖게 되
어 조바꿈하기에 적당한 조를 관계조라고 합니다. 그중 나란한조(relative key)와 같은으뜸음조(parallel 
key)를 알아보겠습니다.


1) 나란한조(relative key)


제3강 조표에서 (표3)을 예시로 #이 하나일 때 사장조(G major) 혹은 마단조(e minor)라고 표기한 것을 
보셨을 텐데요, 같은 올림표나 내림표인 장조와 단조의 관계를  나란한조라고 하며 장조를 기준으로 단
조는 단3도 낮은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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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2) 같은으뜸음조 (parallel key)


나란한조와는 달리 조표는 다르나 같은 음으로 시작(같은 으뜸음)하는 장,단조는 같은으뜸음조라고 합니
다. (표9)







                                     다장조                                       ⬌                             다단조 (자연단음계)


                                   


                                    사장조                                        ⬌                            사단조 (자연단음계)


(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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