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강 박자표 (Time signature) 

이번시간에는 박자 및 박자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beat)은 리듬의 최소단위입니다.

박자(meter)는 멜로디가 진행되는 동안 한마디 안에 일정한 강약의 힘(박)을 주어 생기는 규칙적인 리듬
을 말합니다.

박자표는 한마디 안에서 어떠한 음표의 박의 수를 기호로 나타낸 것이며 음의 숫자와 동일 합니다. (표1)

 음자리표, 조표와 같이 악보에 필수적으로 붙는 기호로서 박자의 변화가 없는한 시작부분에만 표시됩니
다. (표2)





(표1)





(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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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자의 종류에는 단순박자와 복합박자가 있습니다.


단순박자 
셈여림의 패턴이 단순한 즉, 강약이 단순한 박자로서 

한 마디안의 박자 수가 4박 이하인 경우를 단순박자로 분류합니다. (표3)


2박자 계열:  강, 약

3박자 계열:  강, 약, 약

4박자 계열:  강, 약, 중강, 약




(표3)


2분의 2박자 는 Alla breve, Cut Common time이라고 부릅니다. 한 마디에 2분음표가 2개가 있는 박
자로, 2분음표를 반으로 나누면 4분음표 4개가 있는 건  4분의 4박자와 같지만 기준음표가 4분음표가 
아닌 2분음표라는 점과 셈여림이 강-약-강-약의 반복이라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다른 표기로는 4분의 4박자의 다른표기인 semibreve에 세로 줄을 그어표기합니다. 주로 템포가 빠른 
곡에 사용되며 행진곡 등에 자주 쓰입니다. (표6)


4분의 2박자는 한 마디에 4분음표가 2개인 박자로 강-약-강-약의 패턴이 반복되는 점은 2분의 2박자와 
같습니다. 역시 행진곡이나 폴카 등에 자주 쓰입니다.


4분의 3박자는 한 마디에 4분음표가 3개 있다는 의미로 4분의 3박자는 주로 왈츠, 미뉴에트 등 춤곡에 
많이 사용됩니다.


4분의 4박자는 한 마디에 4분음표가 4개(박자)가 있다는 뜻으로 Common time 혹은 semibreve라고
도 부릅니다. (표8)의 기호로 표기하며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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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박자 
같은 종류의 단순박자가 여러개 합쳐진 박자를 말합니다. (표4)

8분의 6박자의 6박자는 단순박자의 2박자로 연주될 수 있고, 다르게는 1박을 3박으로 나누어 6박으로 
연주될 수 있습니다. 


복합박자는 동서양의 전통음악에 주로 많이 쓰이는 박자로, 국악의 경우 8분의 9박자의 세마치장단이 
있으며 대표적인 8분의 12박자는  자진모리장단, 중모리장단, 중중모리장단, 굿거리장단 등이 있습니다.

또한 8분의 12박자는 유럽 민속음악에 자주 접할 수 있으며, 16세기 아일랜드 춤곡인 지그(Gigue)가 대
표적입니다. 8분의 6박자나 8분의 12박자를 이용하여 중세풍 분위기를 나타낸 곡들이 많습니다.


6박자 계열: 강, 약 / 강-약-약, 중강-약-약

9박자 계열: 강, 약, 약 / 강-약-약, 중강-약-약, 중강-약-약

12박자 계열: 강, 약, 중강, 약 /  강-약-약, 중강-약-약, 강-약-약, 중강-약-약




(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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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박자 
서로다른 단순박자들을 섞어 한마디를 이루는 박자입니다. (표5)


5박자 계열: 강, 약 / 강-약-약, 중강, 약 (3박+2박) 혹은 강-약, 중강-약-약 (2박+3박) 

7박자 계열: 강, 약, 중강 / 강-약, 중강-약, 중강-약-약 (2박+2박+3박)




(표5)


Alla breve (알라 브레베)


2분의 2박자를 나타내는 기호를 부르는 말입니다.

alla breve는 Tactus alla breve를 줄인 말로서 breve 박으로 연주하라는 의미입니다. (표6)

르네상스음악에 널리 사용되었으며 처음에는 2분의 4박자에 대해 쓰였으나 현대에 와서는 2분의 2박자
로 4분음표를 반박자로 계산 하여 매우 빠른 음악에 사용합니다. 

Breve는 겹온음표를 나타내는 말로서 온음표의 2배로 연주하라는 단어입니다. (표7)


(표6)




(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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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mibreve (세미브레베)


4분의 4박자를 나타내는 기호를 부르는 말입니다.

브레베의 반으로 연주하라는 의미로 4박자로 연주하라는 의미와 온음표를 나타내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Common time이라고 부르며 이 단어의 C에 유래해 기호가 정해졌다고 합니다.





(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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