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강 셈여림표(dynamics, dynamic mark) 

셈여림은 음표나 프레이즈 사이의 음량변화이며 셈여림표 등의 음악표기법으로 표기됩니다. 


셈여림을 지시하는 말은 16세기말(르네상스시대)부터 사용되었으며 17세기 초부터 약어나 머릿글자로 
나타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로 이탈리아어를 사용하였으나 19세기 부터는 작곡가가 사용하는 언어로도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
다. 

19세기 많은 프랑스, 독일 작곡가들이 프랑스어와 독일어로 셈여림과 함께 지시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
으며 20세기에 들어와 영화음악 등이 발전함에 따라 영어도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러시아작곡가 작품 중 러시아에서 출판된 악보에서 종종 러시아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이탈리아어 용어 중 자주 사용하는 용어를 알아볼텐데요, 음악용어가 처음 
사용되었던 16세기, 유럽음악의 중심이 이탈리아이었기 때문에 이탈리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그 것이 현
재까지 이어져 음악용어에서 이탈리아어를 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셈여림에는


1. 균일한 소리 크기 (표1)

2. 소리의 크기 변화 (표2)

3. 갑작스러운 소리의 크기 변화(엑센트와 비슷)로 나눌 수 있습니다. (표3)


참고로 mezzo piano 혹은 mezzo forte의 mezzo는 영어의 Medium 혹은 Half의 의미를 가지고 있
습니다. 


1800년대 초까지는 ff와 pp가 가장 큰 악상과 여린 악상이었지만 

이후 낭만주의 음악에서 fff (가능한 가장 세게 fortessimo possible, forte fortessimo, fortessimo 
forte, fortessissimo 등으로 불림), ppp(가능한 가장 여리게 pianissimo possible, piano 
pianissimo, pianissimo piano, pianississimo 등으로 불림)가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후 차이코프스키 등 몇몇 작곡가들이 극단적으로 fffff, pppppp 등을사용하였는데 이런 뉘앙스는 실
제 연주로 표현하기는 불가능에 가깝고 일반적으로 가능한 가장 세게 혹은 가장 여리게 연주하라는 의미
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p와 f는 단순히 작게 크게라는 의미도 있지만 부드럽게 단단하게, 여리게 강하게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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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균일한 소리 크기


(표1)


2. 소리의 크기 변화


(표2)


3. 갑작스러운 크기변화


(표3)

표기 원어 읽기 뜻

ppp Pianississimo 피아니시시모 아주�여리게

pp pianissimo 피아니시모 매우�여리게

p piano 피아노 여리게

mp mezzo�piano� 메조피아노 조금�여리게

mf mezzo�forte 메조포르테 조금�세게

f forte 포르테 세게

ff fortissimo 포르티시모 매우�세게

fff Fortississimo 포르티시시모 아주�세게

표기 원어 읽기 뜻

<�,�cresc. crescendo 크레센도 점점�세게

>�,�decresc. Decrescendo 데크레센도 점점�여리게

dim. dimiuendo 디미누엔도 점점�여리게

표기 원어 읽기 뜻

sf��
sfz�
sfz

sforzando,��
sforzato,�
forzando,�
forzato

스포르찬도�
스포르차토�
포르찬도�
포르차토

그�음만�세게,�
한�음을�갑자기�세게

fp forte�piano 포르테피아노 세게�곧�여리게

pf piano�forte 피아노포르테 여리게�곧�세게

sp,�sub.�p subito�piano 수비토�피아노 갑자기�여리게

smorz. Smorzando 스모르찬도 차차�꺼져가는�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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