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강 음표 및 쉼표 

이번시간에는 음표 및 쉼표에 대하여 알아보고 다음시간에 박자에 대해 알아보면서 음표와 박자의 관계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음표, 쉼표 

음표는 소리를 내는 음의 길이를 나타내는 기호이며,

쉼표는 소리를 내지 않는 길이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음표와 쉼표의 이름과 기호입니다.( 표1)




(표1)


음표나 쉼표에 꼬리가 붙을 때마다 음의 길이가 절반으로 줄어 들게 됩니다. 

예를들어 (표1)에는 없지만 32분음표/쉼표에 꼬리가 하나가 더 붙으면 64분음표/쉼표, 64분음표/쉼표
에 꼬리가 하나 더 붙게 되면 128분음표/쉼표가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 이상도 가능하지만 가독성 등
의 이유로 그 이상의 음표는 일반적으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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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음표, 점쉼표 

부점(附點, 흔히 붙점, 붓점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는 틀린 표현입니다.)이라고도 하며 음표나 쉼표 뒤에 
점이 붙는 경우에 이 점은 앞의 음표의 절반의 길이에 해당합니다. (표2)


(표2)


겹점음표 

점음표와 같은 형식으로 점뒤에 붙는 점은 앞의 점의 절반의 길이에 해당합니다. (표3)




(표3)


음표대신 점을 붙이는 이유는 악보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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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음표, 온쉼표 

음표의 이름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4분의 4박자로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온음표는 ‘온’이라는 이름의 의미와 같이 마디 전체를 채워서 연주하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온쉼표는 마디 전체를 쉬라는 뜻입니다. (표5)


 (표5)


2분음표, 2분쉼표 

2분이란 2개로 나누었다는 뜻이므로 온음을 둘로 나눈 음표 또는 쉼표라는 뜻입니다. (표6)


(표6)


4분음표, 4분쉼표 

온음표의 4개로 나눈 길이의 음표와 쉼표입니다. (표7)

 


(표7)


8분음표, 8분쉼표 

온음표(쉼표)를 8개로 나눈 음표(쉼표)이며 4분음표(쉼표)를 반으로 나눈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표8)




(표8)

/ 페이지3 5



16분음표, 16분쉼표 (표9) 
4분음표(쉼표)를 4개로 나눈 음표(쉼표)




(표9)


(표8, 9)의 8분음표와 16분음표를 두음씩, 네음씩 묶는 이유는 4분의 4박자에서 4분음표를 기준으로 묶
으면 가독성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표10)





  =               =





  =              =       

 


(표10)


위와 같은 이유로 이분음표일 때 8분음표를 4개씩 묶을 수도 있습니다. (표11)







    =         =


(표11)


위의 표와 같이 음표를 묶으면 일일이 음표를 세지 않아도 묶여있는 음표을 보고 몇 박자 길이를 나눈 것
인지 빨리 읽히기 때문에 악보의 가독성이 좋아지고 기보하는데 있어서도 수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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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길이 




          온음표 

          2분음표


          4분음표


          8분음표


          16분음표


(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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