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강 빠르기말(Tempo) 

빠르기말이란 곡 전체 또는 한 부분을 얼마나 빠르게 연주해야 하는지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숫자나 
문자를 말합니다. 

숫자로 표기하면 빠르기표 또는 메트로놈(Metronome) 기호라 하고, 문자로 표기하면 빠르기말이라 
구별하여 말합니다.

빠르기말을 사용한 가장 오래된 예로 1600년경 반케리의 작품에서 알레그로(Allegro), 아다지오
(Adagio), 프레스토(presto)라는 말을 볼 수 있습니다. 

알레그로는 원래 '유쾌하게'라는 뜻인데, 이로부터 '빨리'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빠
르기말은 나타냄말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전체적인 빠르기와 표정 및 성격을 나타냅니다. 셈여림표와 
같이 이탈리아어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19세기 이후 모국어로 된 빠르기말도 즐겨 사용됩니다.


(표1)


-issimo는 강조의 의미로 더욱 ~하게라는 뜻이 됩니다.

~etto와 ~ino는 더욱 약하게라는 의미로 보다 약한 ~로의 뜻입니다.


빠르기표 M. M ♩ = 정의

grave 42 이하 느리고 장중하게

largo, lento 46~52 폭이 넓고 느리게, 느리게

larghetto 56 largo 보다 약간 빠르게

adagio 60 적당히 느리게

andante 66 걷는 빠르기 / 알맞은 빠르기로

andantino 69 andante 보다 조금 빠르게

moderato 88 보통 빠르기로

allegretto 108~120 allegro보다 조금 느리게

allegro 132 빠르게

vivace 160 활기있게 

presto 184 아주 빠르게

prestissimo 208이상 아주 아주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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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기말에 붙여쓰는 말 

molto (몰토) 더욱, 매우 very, much

assai (아싸이) 대단히, 매우 very

di molto (디 몰토) 대단히 very

un poco (운 포코) 조금 somewhat

poco (포코) 조금 somewhat

poco a poco (포코 아 포코) 조금씩 조금씩 gradually

non troppo (논 트로포) 지나치지 않게 not too

non tanto (논 탄토) 지나치지 않게 not too

con (콘) ~을 가지고 with

meno (메노) 보다 적게 less

piu (피우) 더욱 more

sempre (셈프레) 항상 always

ma (마) 그러나 but

quasi (콰지) ~처럼 almost

subito (수비토) 갑자기

예) Allegro molto 매우 allegro로

Allegro assai 더욱 allegro로

Sempre allegro 항상 allegro로

Poco a poco allegro 점차 allegro로

Allegro ma non troppo 빠르게 그러나 지나치지 않게

Lento non tanto 느리나 지나치지 않게

Con brio 생기있게

Meno Allegro 조금 덜 allegro로

Allegro quasi andante andante와 같이 느리게 그러나 경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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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기를 변화시키는 말 

1. 빠르기를 더하는 말

 1) 점점 빨라짐

accelerando(accel.) (아첼레란도) 점점 빠르게 accelerate

stringendo(string.) (스트린겐도) 점점 빠르게 becoming faster

poco a poco animato (포코 아 포코 아니마토) 조금씩 점점 빠르게 animated gradually

 2) 갑자기 빨라짐

piu mosso (피우 모소) 더욱 빠르게 faster

piu vivo (피우 비보) 더욱 빠르게 faster

2.  빠르기를 늦추는 말

 1)점점 느려짐

ritardando(rit.) (리타르단도) 점점 느리게 becomong slower

rallentando(rall.) (랄렌탄도) 점점 느리게 becoming slower

slentando (슬렌탄도) 점점 느리게 becoming slower

ritenuto (리테누토) 빠르기를 억제해서 held back

 2) 갑자기 느려짐

meno mosso (메노 모소) 빠르기를 늦추어서 less fast

piu adagio (피우 아다지오) 더욱 adagio로 more adagio

 3) 느리면서 세지는 것 (속도+강약)

allargando(allarg.) (알라르간도) 느려지면서 점점 세게 broaden

largando(larg.) (라르간도) 느려지면서 점점 세게 broa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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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느려지면서 여려지는 것 (속도+강약)

morendo (모렌도) 사라지듯이 dying down

smorendo (스모르렌도) 사라지듯이 dying down

smorzando (스모르찬도) 사라지듯이 dying away

perdendosi (페르덴도시) 사라지듯이 dying away

calando (칼란도) 점점 평온하게 decrease in tempo and loudness

3. 연주자 임의대로 정하라는 빠르기말

a piacere (아 피아체레) 연주자의 마음대로 at will

ad Libitum(ad lib.) (아드 리비툼) 연주자의 마음대로 at will

Tempo rubato (루바토) 연주자의 마음대로 freely

4. 본디 빠르기로 돌아가게 하는 말

a tempo (아 템포) 본디 빠르기로 return to previous tempo

tempo I (tempo primo) (템포 프리모) 처음 부분의 빠르기로 return to original tempo

5. 특정 곡명으로 빠르기를 나타내는 말

tempo di gavotte (템포 디 가보트) 가보트풍의 빠르기로 in gavotte tempo

tempo di marcia (템포 디 마르치아) 행진곡풍의 빠르기로 in march tempo

tempo di menuetto (템포 디 미뉴엣) 미뉴엣풍의 빠르기로 in menuet tempo

tempo di valse (템포 디 발스) 왈츠풍의 빠르기로 in waltz tempo

6. 그 밖의 빠르기말

senza tempo (센자 템포) 자유로운 빠르기로 without tempo

L'istesso tempo (리스테소 템포) 같은 빠르기로 same tempo

medesimo tempo (메데시모 템포) 같은 빠르기로 same tempo

tempo giusto (템포 지우스토) 정확한 빠르기로 in exact tem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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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놈(Metronome) 

‘메트로놈’이라는 단어는 1815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으며,


메트론(metron) = 측정, 노모스(nomos) = 규칙적이게 하다라는 합성어로 그리스어에서 유래
하였습니다. 

메트로놈은 1812년 네덜란드의 디트리히 니콜라우스 빈
켈(Dietrich Nikolaus Winkel, 1777~1826)에 의해 템
포 측정기라는 이름으로 발명되었으며, 4년 후에 독일의 
요한 네포무크 멜첼(Johan Nepomuk Mälzel, 
1772~1838)이 이것을 개량하여 특허를 낸 후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는 베토벤과 친구였고 청력이 약해
진 베토벤은 멜첼이 만든 보청기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베토벤은 이 기계를 매우 사랑하여, "메트로놈은 희
대의 발명품이다", "메트로놈은 위대하다"는 말을 남기
기도 했다는데요, 베토벤의 제자인 카를 체르니도 이 기
계를 애용하였다고 합니다.

멜첼은 자신의 이름의 약자와 메트로 노모스의 약자를 합
쳐 M.M 이라고 이름을 붙임으로서 메트로놈을 나타내
는 대명사가 되었고 메트로놈은 베토벤 중기 이후부터 교
육학적으로 사용되며 후에 악식론으로 통합되어 정착되
습니다.


우리가 악보에서 쉽게 볼 수있는 메트로놈 빠르기는 이전에는 없었다가 베토벤시대 부터 쓰이
기 시작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빠르기를 이야기할 때 클래식에서는 메트로놈(M.M) 템포라고 부르지만 실용음악에서는 
BPM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이는 Beats Per Minute의 약자로 부르는 말의 차이일 뿐 
60BPM은 메트로놈 템포 60과 같고 이것은 시계초침과 같은 템포입니다.

사진으로 보이는 메트로놈을 한번즘은 보셨거나 소장하고 계셨을텐데요 요즘엔 작은 디지털 메
트로놈을 주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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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포는 시대, 문화, 지역, (혹은 메트로놈 제조회사)에 따라 다르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표2)


(표2)


하단에 참고하실만한 글을 편집하여 올려드립니다. 


21세기 일본 M. M 20세기 독일 M. M 19세기 프랑스 M. M

Grave 40-44

Largo 44-48 Largo 40-60 Largo 42-70

Lento 48-54

Adagio 54-58

Larghetto 58-63 Larghetto 60-66

Adagietto 63-69 Adagio 66-76

Andante 69-76 Larghetto 70-98

Andantino 76-84 Andante 76-108

Maestoso 84-92

Moderato 92-104 Adagio 98-124

Allegretto 104-116 Moderato 108-120

Animato 116-126

Allegro 126-138 Allegro 120-168 Andante 124-152

Assai 138-152

Vivace 152-176 Presto 168-200 Allegro 152-180

Presto 176-200 presto 180-208

Prestissimo ≥ 208 Prestissimo 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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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잘못알고 있을수도 있는 음악용어들의 올바른이해. 

LARGO

‘매우 느리게’ 라고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이 단어는 ‘폭넓게’ 라는 표현이 더 바람직한 표
현이다. 너그럽고, 여유 있고, 또는 자유로움이 느껴지는 분위기 등 음악의 표현을 여유롭게 하라
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ANDANT

‘느리게’ 라고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표현이다.

‘ANDANTE’는 동사 ‘ANDARE’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으며 ’ANDARE’는 ‘가다’ ‘진행 
하다’ 는 뜻을 가진 동사이다. 즉, 노래가 ‘지속적으로 진행하듯이’ 라고 보아야 옳은 표현이다. 
주춤거리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듯이, 이것이 ‘ANDANTE’가 가진 표현인 것이다. 


ANDANTINO

'조금 느리게‘ 라고 알려져 있다. 이탈리아어에서 ‘INO’ ‘INA’ ‘ETTO’ ‘ETTA’가 붙는 형용사의 
경우, 작고 귀여운 뜻이 된다. 이 지시어는, ‘조금 나가가듯이’라기 보다는 ‘가볍게 진행하듯이’ 
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다. 


MODERATO

'보통빠르기로‘ 라고 잘못 인식되어온 표현이다. 이탈리아어의 동사 ‘MODERARE’는 절제하
다, 억제하다, 중제하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이다. 즉, 어떤 기분에 얽매이지 말고, 흥분하지 말
고, 음악을 절제하여 연주하라는 지극히 침착성을 강조한 표현인 것이다. 


ALLEGRO

'빠르게‘ 라고 알려져 온 표현이다. 이탈리아에서 명랑하고 유쾌한 사람을 표현할 때 “저 사람은 
참 알레그로 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가 많이 있다. 이때, 그 사람이 빠른 사람이란 뜻이 아니
라, 유쾌하고 명랑한 사람이란 뜻이다. 즉, 음악을 그만큼 가볍고 명랑하게 연주하란 뜻이지 단순
히 곡의 템포를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ALLEGRETTO

'조금 빠르게‘ 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 말은 19세기 이후 영어권에서 음악용어로 만들어 사용한 
말이다. 꼭 뜻을 붙인다면 ‘조금씩 명랑하게’ 라고 이해하면 좋겠다.


 VIVACE

'매우 빠르게‘ 라고 알려진 표현이다. 그러나 이것은, 기운차고 활기 넘치다, 수다스럽다, 부산스
럽다, 라는 뜻을 가진다. ALLEGRO VIVACE’라고 있다면, ‘가볍고 부산스럽게’ 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은 음악 해석 방법이겠다.


 ADAGIO

'매우 느리게‘ 라는 표현으로 알고 있는 말이다. 이 말뜻에 천천히라는 뜻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
나 빠르기를 표현한 말이 아닌 성격을 나타내는 말이다. 신중하고, 주의 깊고, 차분하게 곡을 연
주하라는 뜻이지 느릿느릿 음악을 잠 오게 연주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점.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넌다. 이 말처럼 매사 신중한 사람을 가리켜 “저 사람은 ‘ADAGIO’한 사람이야!” 라고 이
야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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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STENUTO

‘음 길이를 충분히 끌어서’ 라고 알고 있는 표현이다. 왜 이런 음악의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를 자
꾸 빠르기로 받아들이게 되었을까 많은 의문을 가지면서 이 뜻을 찾아보았다. 동사 
‘SOSTENERE’에 유지하다, 지속시키다, 라는 표현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하지만, 이 동사
의 주된 의미는 지지하다, 지탱하다, 지원하다, 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시간적인 표현이 아니라 
상황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즉, 음악을 지금까지 연주해 오던데로 계속 유지해 가라는 것이다.

ANDANTE SOSTENUTO 라고 되어 있으면, 음정을 끌고 느리게 연주하는 것이 아닌 음악을 
앞으로 나아가듯 연주하는 것을 유지해 가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말에는 ‘생명력을 유지하다’란 
뜻도 숨겨져 있다.


 ESPRESSIVO

이 표현은 ‘표정 있게, 표정을 담아서’ 라고 음악사전에도 나와 있다. 음악이 보여줄 모든 것을 다 
표현해 내라는 것이다. 슬픔, 기쁨, 환희 등등 그 곡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충분히 표현해 내라는 
것이다.  


MOSSO

‘빠르게’ 라고 나와 있는데, ‘MOSSO’는 움직임이다. 즉, 음악의 움직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가
져가란 뜻이다. ‘POCO’가 조금, ‘PIU’는 더욱, 그러니까 ‘POCO PIU MOSSO’라고 되어 있
으면, 좀 더 움직임을 주란 뜻인 것이다. 


LENTO

‘느리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이 말에도 게으르고 굼뜬 동작이나 상황을 나타내는 뜻이 들어있다.
천천히, 굼뜨게 하라는 뜻으로 ‘LENTAMENTE’라고 쓰기도 한다.


 VELOCE

LENTO의 반대되는 말로써 ‘빠르다’ ‘바지런 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다.빠르게, 서두르게, 라
는 뜻으로 ‘VELOCEMENTE’라고 쓴다.


 CANTABILE

‘노래하듯이’라고 되어있는 사전을 많이 본다. 보통 이탈리아에서는 따라 부를만한, 흥얼거리기 
쉬운 노래나 멜로디를 ‘CANTABILE’라고 표현한다. 즉, 흥얼거리듯이 쉽고 편하게 노래하란 뜻
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듯하다.


 AGITATO

‘격하게’ ‘급속히’ 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 틀린 표현은 아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가 시골에서 곡물을 ‘키’에 넣어 키질을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 즉, 흥분하는 것이 아니
라, 리듬이 제자리에서 가만히 정체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자극을 불어 넣는 것이 정확한 음악
적 표현이 아닐까 생각한다. 


ASSAI

‘매우’ ‘무척’이란 뜻을 가진 단어이다. 이탈리아어에서 많다는 뜻을 가진 단어들 중 최상급 단어
다. 이것 외에도 ‘MOLTO’, ‘TANTO’ 등등 같은 뜻을 가진 단어들이 많이 있지만, 이 단어가 가
장 최상급 단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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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ZIOSO

‘우아하게’라고 알려진 말이다. 구태여 틀린 말은 아니나 정말 우아하다고 표현할 때는 
'ELEGANTE‘를 많이 사용한다. ‘GRAZIOSO’는 작고 귀엽고 앙증맞다, 라고 표현할 때 더 많
이 사용한다는 것. 음악에서는 표현을 예쁘고 곱게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 


DOLCE

‘부드럽게’ ‘아름답게’라고 쓰여 진다. 하지만 부드럽다는 뜻은 ‘MORBIDO’라는 말을 많이 사
용한다. DOLCE는 달콤하고 상냥하게, 온화하게 라는 뜻이 강하다. 


NON TROPPO

‘과하지 않게’라는 뜻이다. 표현이 너무 지나쳐버리면 음악이 고급스럽지 못하게 된다. 
ALLEGRO NON TROPPO 명랑하게 하되 너무 과하지 않게


색인 

A 
• A Piacere(아 피아체레) - 어느 정도 자유로운 속도로

• A Tempo(아 템포) - 변화하기 직전의 빠르기로(본디 빠르기로)

• Accelerando(Accel. 아첼레란도) - 차츰 빠르게

• Accelerando(아첼레란도) - 점점 빠르고 세게

• Ad Libitum(아드 리비툼) - 자유롭게

• Adagietto(아다지에토) - 아다지오보다 조금 빠르게

• Adagio Sostenuto(아다지오 소스테누토)

• Adagio(아다지오) - 침착하게 느리게

• Adagissimo(아다지시모) - 매우 느리게

• Agitato(아지타토) - 급하게

• Allargando(알라르간도) - 폭넓게, 점점 느리게

• Allegretto(알레그레토) - 조금 빠르게

• Allegrissimo(알레그리시모) - 매우 빠르게

• Allegro Moderato(알레그로 모데라토)

• Allegro Vivace(알레그로 비바체)

• Allegro(알레그로) - 빠르게

• Andante Maestoso(안단테 마에스토소)

• Andante(안단테) - 천천히 걷는 빠르기로

• Andantino(안단티노) - 안단테보다 조금 빠르게

• Assai(아사이) - 매우 

C 
• Calando(칼란도) - 점점 느리고 약하게

• Con Fuoco(콘 푸오코) - 정열적으로

• Cantabile(칸타빌레) - 노래하듯이

• Con Moto(콘 모토) - 생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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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Di Molto(디 몰토) - 매우 

G 
• Grave(그라베) - 장중하게 느리게 

I 
• In Tempo(인 템포) - 속도를 변화시키지 않고 

L 
• L'Istesso Tempo(리스테소 템포) - 같은 빠르기로

• Largando(라르간도) - 세게

• Larghetto(라르게토)- 라르고보다 조금 빠르게

• Larghissimo(라르기시모) - 매우 천천히

• Largo(라르고) - 천천히

• Lentissimo(렌티시모) - 매우 느리게

• Lento(렌토) - 느리게

• Lent et douloureux - 느리고 고통스럽게


M 
• Maestoso(마에스토소) - 장엄하게, 장대하게

• Ma Non Troppo(마 논 트로포) - 그러나 너무 지나치지 않게

• Meno Mosso(메노 모소) - 앞부분의 속도보다는 느리게, 더욱 느리게

• Meno(메노) - 보다 적게

• Moderato(모데라토) - 보통 빠르기로

• Molto(몰토) - 매우, 대단히, 더욱

• Morendo(모렌도) - 점점 느리고 약하게


N 
• Non Tanto(논 탄토) - 많지 않게

• Non Troppo(논 트로포) - 심하지 않게 

P 
• Perdendosi(페르덴도시) - 점점 느리고 약하게

• Piu Mosso(피우 모소) - 보다 빠르게

• Piu(피우) - 한층, 보다 많이

• Poco(포코) - 조금

• Poco A Poco(포코 아 포코) - 조금씩

• Prestissimo(프레스티시모) - 매우 빠르게

• Presto(프레스토) - 빠르게

• presto agitato(프레스토 아지타토) - 빠르고 급하게 

R 
• Rallentando(Rall., Rallent. 랄렌탄도) - 차츰 느리게

• Ritardando(Rit., Ritard. 리타르단도) - 차츰 느리게

• Ritenuto(리테누토) - 즉시 천천히

• Rubato(루바토) - 자유로운 템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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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Smorzando(스모르찬도) - 점점 느리고 약하게

• Sostenuto(소스테누토) - 억제하는듯한 빠르기로, 음을 유지하고, 천천히

• Spiritoso(스피리토소) - 활기차게 또는 힘차게

• Stringendo(스트린젠도) - 점점 급하게

• Subito piano(수비토 피아노) - 갑자기 여리게

• Subito forte(수비토 포르테) - 갑자기 세게


T 
• Tempo Di Marcia(템포 디 마르치아) - 마치의 빠르기로

• Tempo Di Menuetto(템포 디 미뉴에토) - 미뉴에트의 빠르기로

• Tempo Giusto(템포 지우스토) - 정확한 빠르기로

• Tempo Primo(템포 프리모) - 처음 빠르기로

• Tempo Rubato(템포 루바토) - 흔들리는 자유로운 속도로 

V 
• Vivace(비바체) - 발랄하게 빨리

• Vivacissimo(비바치시모) - 매우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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