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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 음악 점자 규정 해설

발간사

시각 장애인에게 점자는 세상과 소통하는 눈이자 세상의 정보를 습득하는 도구입
니다. 점자는 시각 장애인이 다양한 학문, 기술, 예술 분야의 새로운 개념과 기호를
습득하고 익히는 통로라는 점에서 통일된 점자 표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송암 박두성 선생이 한글 점자를 체계화하여 1926년 ‘훈맹정음’을 발표한 이후에
수학, 과학, 컴퓨터,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점자 표기의 표준안 마련을 위한 연구
가 이어졌고, 시각 장애인과 점자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1997년 한국 점자 규정이 최
초로 고시되었습니다. 이후 2006년에 1차 개정이 이루어지고 2017년 10여 년 만에
또 한번의 새로운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새로 개정된 한국 점자 규정은 2016년 초 한글, 수학‧과학‧컴퓨터, 음악 등 각 분
야 전문분과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고 2016년 5월 점자규범정비위원회
의 심의와 2016년 11월 국어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2017년 3월 28일 고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기존의 음악 점자를 ‘한국 음악 점자’와 ‘서양 음악 점자’로 나누어
기존의 5개 점자 규정 분야를 6개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중복된 글자나 기호의 점
형을 구분하여 점자 표기의 중복 문제를 해소하였으며, 점자 표기와 묵자 표기 간의
일치성을 높이고 예시를 보완하는 등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개정된 점자 규정에 대해 사용자의 이해를 돕고자 해설서 발간을
계획하여 2018년 한글과 수학 분야의 규정 해설서를 발간하였고, 올해 과학과 서양
음악 분야의 점자 규정 해설서를 이어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점자를 배우고 싶어도
교육 자료가 부족하여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과 점자 규정이 개정되었음에
도 현장의 교육 자료에 바로바로 적용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 해설서가 점자
교육 현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 해설서가 토대가 되어
앞으로 다양한 점자 관련 학습 자료가 지속적으로 발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과학 점자 규정 해설, 음악 점자 규정 해설이 점자의 보급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해설서를 펴내기까지 관심과 정성을 쏟아 주신 위원들과 관계자들
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19년 3월
국립국어원장 소강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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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서양 음악 점자는 프랑스 왕립시각장애학교(Institution Royale des Jeunes Aveugles)
의 교사인 루이 브라유(Louis Braille)가 발명한 이후 거의 2세기가 흐르는 동안, 여
러 차례의 국제회의(1888년 쾰른, 1929년 파리, 1954년 파리, 1992년 스위스 등)를
통해 수정, 보완되면서 발전해 왔다. 정해진 공간 내에서 수직적, 수평적 요소를 모두
활용하여 표기하는 오선보와는 달리 한정된 점형을 조합한 기호 즉, 대체로 수평적
요소를 사용하는 음악 점자는 오선보상의 음악적 지시들을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고안하였다. 길표, 음정 기호, 성부 나눔 표, 반복 기호, 집합 음표
표기법, 생략 표기법 등이 이 같은 연구와 노력의 결과이며, 현재 사용하는 음악 점
자는 작곡가 개인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특수한 현대 악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오선
보를 점자화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국내에서는 1997년 문화체육부가 한국표준점자 제정 자문위원회를 조직하여 점자
를 정비하고 그해 12월 17일 정부 고시를 통해 『한국 점자 규정』을 발표함으로써 서
양 음악 점자를 국가가 정하는 규정에 준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2006년 문화관광부는
1997년 규정의 미비한 부분들을 개정하여 『개정 한국 점자 규정』을 고시하였는데, 이
규정을 약 10년간 사용하는 동안 국제적인 변화나 이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심도 있는
검토와 재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립국어원의 연구 과제인 「한국 점자 규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실증 연구」가 수행되었고, 2015년 8월 국립국어원 소속으로 점자규범정비위원회
가 신설되면서 서양 음악 점자 재개정을 위한 심층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개정 한국
점자 규정(안)’이 마련되었다. 2016년 2월 3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
렴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점자규범정비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2017년 3월 28일 『개정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15호)을 발표하게 되었다.
2017년 『개정 한국 점자 규정』에 반영된 서양 음악 점자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전체적으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내용과 예시를 추가하고 조항을 세분하였
다. 공통 박자표에 따른 집합 음표 일람표를 제시하여 집합 음표에 대한 규정을 상세
화하였으며, 잇단음표 항에는 특수한 경우의 예를 추가하였다.
둘째, 교과서에서 자주 사용하는 리듬 기호 표기법을 박자에 따른 강 약 중강 약
기호와 신체 리듬 기호를 추가하여 상세하게 서술하고, 성악곡 가사에서 사용하는 기
호의 점형 중복을 피하기 위해 한국어 가사에 적용하는 기호를 별도로 제정, 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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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기존에 변화표 항에서 부가적으로 설명한 조표의 상세한 서술을 위해 별도의
항을 신설하였으며, 되풀이표를 반복 기호로 바꾸고, 셈여림 용어에서 사용하는 영어
소괄호 점형을 변경하였다. 이형 음표의 내용과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고, 코드의 음가
에 관련한 기호는 기둥 표를 사용하여 나타내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넷째, 최근 널리 사용하고 있는 하모니카 약보 항을 신설하고, 리코더 연주에 쓰이
는 기호를 취주 악기에 쓰이는 기호로 수정하여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해설서는 음악 점자 사용자들(점역·교정사, 교사, 시각 장애인 이용자 등)이 서양
음악 점자를 쉽게 이해하고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집필하는 것을 목표로 하
였다. 불필요한 내용이나 공간을 줄이기 위한 복잡한 기호들에 관한 설명은 삭제하고,
국제적 변화에 따른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하였다. 성악곡 표기법의 상세한 설명을 위
해 독창곡, 합창곡 등의 예시를 대폭 보강하였으며, 오케스트라 악보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총보와 파트보의 예시를 추가하였다. 부록에는 피아노, 관악기, 현악기, 성
악곡(독창곡과 합창곡), 오케스트라 악보(총보와 파트보) 등 풍부한 예시를 제시하여
실제 활용의 이해도를 높였다. 아무쪼록 독자들이 이 해설서를 통해 서양 음악 점자
를 손쉽게 사용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19년 3월
점자규범정비위원회 음악 분과
이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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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1. 이 해설서는 서양 음악 점자 규정의 원리와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오선보
와 체계가 다른 음악 점자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규정에는 없으나 실제 점역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완하고, 규정
의 내용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시를 담았다.
2. 이 해설서는 서양 음악 점자 규정 본문과 그에 대한 해설 , 관련 예시로 구성
하였다.
3. 이 해설서는 규정의 원리를 설명한 후 그에 대한 예외적 상황에 대한 해설을
담았다.
4. 이 해설서에서는 규정의 본문이나 해설에 나오는 전문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
하였고, 적절한 예시를 통하여 서양 음악 점역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였다.
5. 성악, 기악,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설명과 예시를 넣었고, 이들
분야에 대한 적절한 점역을 위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점역 사례를 부록에 추
가하여 서양 음악 점자를 사용하는 독자들과 점역·교정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6. 우리나라에서 점역되어 보급되고 있는 분야 외에 아코디언, 오르간, 기타, 하
모니카 등의 분야에 대한 점역 방법과 예시를 제시하였고, 바로크 시대의 통
주저음에 관한 점역 방법과 대중음악 또는 CCM 등에서 나타나는 코드 점역
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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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양 음악 기본 기호

제1항
음표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음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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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만 있고 길이가 없는 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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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악보 즉, 오선보는 음표가 보표의 어느 높이에 위치하는가에 따라 음의

높이를 표시하고, 그 음표가 어떤 모양인가에 따라 음의 길이를 나타낸다. 그러나 점
자 악보에서는 이를 도(do)에서 시(si)까지 7개의 음이름을 나타내는 음표로 음의 높
이와 길이를 표기한다.
점자 악보에서 음표의 기본 단위는 8분음표로서 상단과 중단의 4개의 점형 변화를
통해 표기한다. 음표는 형태상 대칭을 이루는데, 도(d)와 미(f), 솔(h)과 시(j)가 각
각 3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점형으로 서로 대칭된다. 레(e)와 라(i)는 2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점형이 대칭을 이루며, 7개의 음표 중 정가운데 위치한 파(fa)는 4개의 점
(g)으로 되어 있다.
음표의 길이는 기본 음표인 8분음표 하단에 '과 ,을 추가하여 표기한다. 8분음표
하단에 -을 추가하면 온음표가 되고, 좌측 하단에 '을 추가하면 2분음표, 우측 하단
에 ,을 추가하면 4분음표가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온음표부터 8분음표까지 표기할
수 있는데 이외에도 음표는 16분음표부터 128분음표까지 다양하다. 이에 점자 악보에
서는 온음표와 16분음표, 2분음표와 32분음표, 4분음표와 64분음표, 8분음표와 128
분음표를 같은 점형으로 표기한다. 악보에서는 마디 속 박자를 계산하여 분별하는데,
카덴차나 복잡한 리듬 등으로 음표의 길이를 분별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분별 기호를
음표 앞에 적어 표시한다.(제15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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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쉼표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온쉼표와 16분쉼표

m

2분쉼표와 32분쉼표

u

4분쉼표와 64분쉼표

v

8분쉼표와 128분쉼표

x

[붙임] 마디 전체를 쉬는 온쉼표가 연속하여 나타날 경우 이를 빈칸 없이 적고 4개
이상일 경우 해당 숫자 뒤에 온쉼표를 붙여 적는다.

해설

쉼표는 음표와 마찬가지로 4종의 점형으로 8종의 쉼을 표기한다. 즉, 온쉼표와

16분쉼표, 2분쉼표와 32분쉼표, 4분쉼표와 64분쉼표, 8분쉼표와 128분쉼표의 점형이
각각 동일하다. 그러므로 마디 속 박자를 계산하여 쉼표의 길이를 분별하고, 복잡한
리듬이나 카덴차 등 쉼표의 분별이 어려울 때에는 음표의 표기와 같이 쉼표 앞에 분
별 기호를 적는다.
4/2박자를 제외한 모든 박자의 한 마디 쉼은 온쉼표로 표기한다. 온쉼표가 연속하
여 나타나는 경우, 3개까지는 칸을 띄지 않고 붙여 표기하고 4개 이상이면 그 앞에
수표와 함께 숫자를 적어 표기한다.

mmm

#dm

또한 연속하는 온쉼표의 중간에 겹세로줄이 나타나거나 조표 혹은 빠르기말의 변화
등으로 연속이 중단될 경우는 오선보에 준하여 표기하고 임의대로 적지 않는다.

#dm<k'`#gm

제3항
점음표와 점쉼표는 해당 음표나 쉼표 다음 칸에 '을 적어 나타낸다.
점4분음표( )

?'

- 2 -

점4분쉼표(

v'

)

[붙임] 겹점 음표와 겹점 쉼표는 해당 음표나 쉼표 다음에 ''을 적어 나타낸다.
?''

겹점 4분음표( )
겹점 4분쉼표(

V''

)

점음표는 음표 바로 뒤에 '을 적고, 겹점 음표는 '을 2개 연속하여 적어 나

해설

타낸다. 음표와 점 사이에는 그 어떤 기호도 적지 않는다.

````#d4`````````````````````````
a`"h''%qc\^<1p`\%qh''^<1p```````
c`.?'''tc?:`u''d````````````````

제4항
세로줄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마디를 나타내는 세로줄은 한 칸 비워 두는 것으로 나타낸다.

"$$[w ?ws ]]$: p'v
2. 겹세로줄과 마침세로줄, 점선세로줄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겹세로줄(

해설

<k'

)

마침세로줄(

)

<k

점선세로줄(

)

k

오선보에서는 마디와 마디 사이를 구분하기 위해 세로줄을 사용하지만, 점자

- 3 -

악보에서는 세로줄 대신 한 칸을 비워 두는 것으로 마디를 표기한다.
점선세로줄을 사용할 때에는 점선세로줄 기호(k)의 앞과 뒤를 한 칸씩 띄어 적고,
겹세로줄과 마침세로줄은 그 앞의 음표나 기호에 붙여 적는다.

````#d4`````````````````````````
a`.$?"r`=`#dm`"pr`k`sn<k````````

제5항
길표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첫째 길표

@

둘째 길표

^

셋째 길표

_

넷째 길표

"

다섯째 길표

.

여섯째 길표

;

일곱째 길표

,

첫째 길보다 더 낮은 길표

@@

일곱째 길보다 더 높은 길표 ,,
1. 길표는 악곡이나 악절, 또는 구분된 각 부분의 첫 음표 그리고 모든 줄의 첫
음표 앞에 적는다.

"d"ihgfe d<"jihgf .f"ifg.e"h
_h.h"j?x<k'
2. 뒤의 음표와의 간격이 2～3도일 때에는 길표를 적지 않는다.

"?:$ :]: w:w nv<k'
3. 뒤의 음표와의 간격이 6도 이상일 때에는 뒤의 음표 앞에 길표를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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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hi"d"i "d<"j"d"i"d"i r'<k'
4. 뒤의 음표와의 간격이 4~5도일 때에는 길이 달라진 경우에만 길표를 적는다.

"nr qn t"p o_r s"p nu<k'
5. ‘8va’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일반 보표와 같이 ‘8va alta(한 옥타브 위로) ... loco(원 위치로)’와 ‘8va
bassa(한 옥타브 아래로) ... loco’를 그대로 적는다.

"?$\.? >#hva alta> .?$\;? .\$?"\ .$?"
>loco> .\$
2) 길표를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8va’가 시작되는 음표 바로 앞에 길표를 2개 적는다. 이때 앞의 길표는
보표 상의 음표에 필요한 기호이고, 뒤의 길표는 실제로 연주하는 음에
필요한 기호이다.
② ‘8va’가 끝난 다음의 음표 앞에도 길표를 2개 적는다. 이 경우 길표는 2
개 모두 보표 상의 음표에 필요한 기호이다.
③ ①과 ②의 사이에 적는 길표는 모두 실제로 연주하는 데 필요한 길표이
다.

"dfh[d egi".jeg fhjdig
;ej..hgej \g:f n'<k'
[붙임] 앞의 두 가지 방법 외에 실제로 연주되는 음역으로 적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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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오선보에서는 음자리표와 기본 오선, 덧줄 등을 사용하여 음의 높이를 나타내

지만 점자 악보에서는 도(do)부터 시(si)까지 7개의 음표 앞에 길표(octave sign)를
적어 나타낸다. 도에서 시까지 7개의 온음과 5개의 반음을 포함하는 12음의 범위가
한 길 혹은 한 옥타브이며, 피아노에서 가장 낮은 도부터 시까지의 음역이 첫째 길에
해당한다. 길표는 항상 음표 앞에 붙여 적으므로, 점칸의 오른쪽 점(_)을 조합하여
구성한다. 악곡에 따라 첫째 길보다 낮은 길 혹은 일곱째 길보다 높은 길의 음표를
표기할 때는 해당 음표 앞에 각각의 길표를 2개 연속하여 적는다.
길표는 음의 높이를 나타낼 때 음표와 함께 반드시 필요한 기호이므로 모든 악곡의
첫 음 혹은 각 행의 첫 음에 표기한다. 또한 선율의 진행에 따라 길표를 표기하기도
하고 생략하기도 하는데, 그 규칙은 앞 음과 뒤 음 사이의 간격 즉, 음정에 따라 결
정한다. 음정이 3도 이내일 때는 길표를 적지 않고, 6도 이상일 때에는 길표를 적는
다. 음정이 4~5도일 때는 같은 길 안에서의 도약인지 다른 길로의 도약인지에 따라
길표 표기가 달라진다. 같은 길 안에서는 5도 이내일 때 다음 음에 길표를 적지 않
고, 길이 달라질 때에는 4도 이상일 때 뒤 음에 길표를 적는다.
○ 길표를 표기하지 않는 경우
- 3도 이내

"np

- 같은 길에서의 5도 이내
_nr

○ 길표를 표기하는 경우
- 6도 이상
"n"s

- 다른 길에서의 4도 이상
"q.n

오선보에서 8va가 나타날 경우, 보표 위에 위치할 때는 표기된 음보다 1옥타브 높
게, 보표 아래에 위치할 때는 표기된 음보다 1옥타브 낮게 연주하라는 의미이다.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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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악보에서 8va는 규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오선보와 동일하게 지시 사항을 그대로
적는 방법과 길표를 두 번 적어 표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길표 표기법은 자주 사용하
지 않는다. 실제 연주하는 음을 그대로 표기하는 것이 오독의 우려가 적고 길표를 2
개씩 촉독하는 불편함이 없으므로 더 효율적이지만, 간혹 오선보의 기재 내용을 정확
하게 전달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제6항
음자리표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높은음자리표(사음자리표)

>7l

>/l

낮은음자리표(바음자리표)

>6l

>#l

가온음자리표(다음자리표)

>3l

>+l

왼손에 나타나는 높은음자리표

>7k

>/k

오른손에 나타나는 낮은음자리표

>6k

>#k

1. 음자리표는 악곡의 시작 부분에 필요에 따라 적고, 그 밖의 자리에서는 생략
할 수 있다.

>7l"?\gf>6l"dj su
2. 이 기호 뒤에 연이어 나오는 기호가 _에 나타날 때에는 그대로 적고 L에 나타
날 때에는 이 기호 뒤에 '을 적는다.
해설

점자 악보에서 음자리표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오선보의 음자리표는 보표의

음역을 나타내는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점자 악보는 길표와 음표를 사용하여 음의
높이와 길이를 나타내므로 음자리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오선
보의 기재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경우 즉, 시각 장애인 교사가 비장애인을 가
르치거나 시각 장애인이 비장애인 교사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경우 음자리표를 알아야
할 때가 있다. 특히 피아노의 오른손 부분에 나타나는 낮은음자리표나 왼손 부분에
나타나는 높은음자리표 등은 음악적 소통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표기에 주
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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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
변화표는 음표 앞에 다음과 같이 적는다.
올림표(♯)

%

겹올림표(♯♯,

내림표(♭)

<

겹내림표(♭♭)

제자리표(♮)

*

)

%%
<<

[붙임] 음표 앞에 길표가 있을 때에는 길표 앞에 적는다.

.i%.d%h%gf"f*.dj su<k

해설

변화표는 임시표라고도 하며 음표 바로 앞에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올림표나 내림표 혹은 제자리표가 붙으면 본래의 음과는 높이가 달라지므로 변화표를
음표의 일부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동일한 음에 표기된 한 마디 내의 변화표는 다시
적지 않으나 오선보에 재표기된 변화표는 임의로 생략하지 않고 점자 악보에서도 그대
로 적는다.

````#c4`````````````````````````
a`"?.?'e`]%]%%\`r'<k'```````````

제8항
박자표는 먼저 박자수를 수표에 이어 적고, 단위 음표는 그 뒤에 내려 적어 나타
낸다.

8분의 6박자 (

6
)
8

#f8

4분의 3박자 (

3
)
4

#c4

4분의 4박자 (

4
, C )
4

#d4 또는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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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의 2박자 (

2
/ )
, C
2

점4분의 24박자

#bd4'

4분의 332박자

#ccb4
#c#b4

4분의 3·2박자*
해설

#b2 또는 _c

악곡의 시작 부분에 박자표가 있으면 조표 바로 다음에 붙여 적고, 악곡 중간

에 있으면 그 해당 위치에 표기한다. 박자표는 숫자와 문자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자
주 사용되는 4분의 4박자나 2분의 2박자 외에는 숫자로 표기한다.

제9항
메트로놈 기호(metronomic indication)는 음표와 숫자 사이에 7을 적어 나타내
며, M.M.은 생략한다.
M.M. ♩= 80

?7#hj

M.M. = 60

n7#fj

M.M. ♩= 100

?7#ajj
ab ?7#hj
circa ?7#fj

해설

메트로놈 기호는 단위 음표를 도(do)로 적고, 이어 영어의 ‘equal’에 해당하는

7을 적은 다음, 분당 박자수를 수표를 포함한 아라비아 숫자로 나타낸다. 이 기호는
전체를 붙여 적는다. ‘대략’을 나타내는 circa나 그 약자인 ca가 있을 경우 이들이 오
선보 위의 어떤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메트로놈 기호 앞에 적는다.

제10항
조표는 올림표, 내림표, 제자리표를 그 개수만큼 적어 나타내며, 4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해당 기호 앞에 숫자를 적는다.

* 묵자의 가운뎃점 오류를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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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해설

#e<#f8

조표는 악곡의 첫머리에 박자표와 붙여 적으며, 악곡의 중간에 조표가 바뀌면

앞뒤를 한 칸 띄고 해당 위치에 적는다. 보컬 스코어의 각 파트와 건반 악기의 양손
에는 변화된 조표를 각각 표기하며, 조표 다음의 첫 음표에는 항상 해당하는 길표를
적는다.

````#f8`````````````````````````
a`"hijdjd<k'`<<#b4`.edjd`o<k'```

````#f%.c```````````````````````
a`"rs`t'v`#f*<<<`"st`n'v<k'`````

제11항
손가락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제1지

a

제2지

b

제4지

1

제5지

k

손가락을 바꾸는 기호

제3지

c

1. 손가락 기호는 음표 또는 음정 기호 뒤에 이어 적는다.

%%#b4
"eagbil.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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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 음표 하나에 손가락 기호가 둘일 때에는 손가락 기호 사이에 c을 적는다.

#d4
"?.?kca;?.?ack "y<k'
3. 각 화음에서 하나의 손가락으로 나란히 있는 음표 둘을 동시에 연주할 때에는
각각에 같은 손가락 기호를 적는다.

#d4
>7l.rk#l0b-a/a?l0v

해설

손가락 기호는 길표(_)의 반대쪽 열인 1, 2, 3점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손가락

기호는 음표나 음정 기호 다음에 이어 적고 점음표인 경우에는 부점 뒤에 이어 적는
다. 따라서 붙임줄이나 이음줄은 손가락 기호 다음에 위치한다. 하나의 성부에 2종류
의 손가락 기호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 오선보에서 생략된 첫 번째 손가락 기호 위
치에 ,을, 두 번째 손가락 기호 위치에 '을 적어 이를 표시한다.

````.c``````````````````````````
a`.$1@c$:l"[a`.q1c$lc:b`````````

- 첫 번째 손가락 기호가 생략된 경우
````<<<#c4``````````````````````
a`_>'x_fklh1aj,1"fabh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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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손가락 기호가 생략된 경우
````<<<#c4``````````````````````
a`_>'x_flkha1j1'"fbahab`````````

제12항
이음줄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두 음표를 연결하는 짧은 이음줄은 c으로 적는다.

#c4
x"hcfxx.dc <jcix.gcec*jc ?<k'
2. 긴 이음줄은 첫 음표 뒤에 C을 2개 적고, 끝 음표 앞에 C을 1개 적는다. 이
는 5개 이상의 음표 또는 화음에 걸릴 때에 사용한다.

<#d4
m"dccgiy"gidzjhj&.edjc i<k'
3. 한 성부에서 다른 성부에 걸치는 긴 이음줄은 첫 음표 뒤에 _CC을 적고, 끝
음표 앞에 _C을 적어 나타낸다.

#b4
x"f_ccdj xz_cc&=fed<>_c_s
m;b"efg(ihg<>_c_t "p^2+<k'
4. 한 보표 사이에 걸치는 이음줄은 "C으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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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
.>"[c]c:"c v.:c0?c0 o'0<k
_>'m "c_s^[c _o'<k
5. 한 보표 사이에 걸치는 직선 이음줄은 @l으로 적는다.

%%#C4
.>"[]:@L V.:0?0 O'0<K'
_>'M _S^[ _O'<K'

[붙임] 성부 간, 보표 간의 이음줄을 받는 이음줄 앞에는 .을 전치한다.
6. 반분의 악구(樂句)에 걸치는 이음줄은 ,CC 또는 @2으로 적는다.

#d<#b4
(1 ) "?ccw "$',cce dfijc $'<k'
(2 ) ;b"?w "$'@2e dfij $'^2<k'
7. 괄호 형태의 긴 이음줄은 ;B ^2으로 적는다.
1) 첫 음표나 화음 앞에 ;b을 적고, 끝 음표나 화음 뒤에 ^2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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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m;b"dgiy"gidzjhj&.edj i^2<k'
2) 괄호 형태의 긴 이음줄로 연결된 악구에서 짧은 이음줄과 긴 이음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d%#c4
;b"w'chcjc.f \'cgcfce %jccdfeg&cy
"w'^2<k'
3) 한 음표에서 이음줄이 끝나면서 새 이음줄이 시작할 때에 사용한다. 이때
겹치는 부분에서는 다음 이음줄을 먼저 열고 이전 이음줄을 닫는다.

%#i8
;b.e hgfe'yjdig #f8
;b^2"h=()(e^2xx ;bi%(!y!e^2xx<k'
8. 꾸밈음에서 쓰이는 짧은 이음줄은 ;c으로 적는다.

#d<.c
@c.?;b]$: n5*!;c5);c"5d;c6t"
5588*"!;cc)*)y&;c58z <"s<k'
9. 카덴차나 악상 표기, 페달법 등에 사용하는 점선 이음줄은 "lc으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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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
_yb"lc&a"lc!"lcyf'"lcy"
*_)1cic%hci<k'
해설

긴 이음줄은 첫 음 뒤에 c을 두 번 적고, 끝 음 앞에 c을 한 번 적는 방법과

괄호 형태의 이음줄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때 이음줄과 그 이전의 음표는 분리
할 수 없다. 긴 이음줄 안에 다시 다른 종류의 이음줄이 나타날 때 가장 긴 이음줄은
반드시 괄호 형태로 표기한다. 한 성부 간, 한 보표 간 이음줄은 긴 이음줄 표기법과
동일하며 용도에 맞게 정확하게 표기한다. 마디 중간에 줄이 바뀌어 이음줄을 끝에
표기할 때는 점자 악보 연결 기호(")를 적는다.
점선 이음줄을 나타내는 "lc과 같이 오선보에서 점선으로 표기된 부분은 그 해
당 기호 앞에 "l을 붙여 점선 표기임을 나타낸다.

````#d4`````````````````````````
a`.>.p'.k"gh"1."c":`````````````
``_>^\_fcicw"c]`````````````````

````%#c4````````````````````````
a`"l>c"hijd"l>d.zdji`>p"rv<k'```

제13항
붙임줄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하나의 성부 안에서 연결하는 붙임줄은 앞 음표 뒤에 @c으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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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
.:@c :\$ :??@c ?.[.?@c ?w<k'
1) 마디가 두 음표 사이에서 바뀔 때에는 앞 음표 뒤에 붙임줄을 적는다.

#c4
.?@c ?w<w@c w[<[@c [\<ig p<k'
2) 이음줄, 손가락 기호, 트레몰로(tremolo)를 붙임줄과 함께 쓸 때에는 붙임줄을 나
중에 적는다.

#c4
;B"n'a@c ?$b\l .n'1@c ?w: "r^2v<k'
3) 화음에서 특정 성부의 음표에 붙임줄을 쓸 때에는 해당 음정 기호 뒤에 각
각 적는다.

#d4
>/l.n@c#0-@cn#@c0@c- y#0-<k'
2. 화음을 연결하는 붙임줄은 .c으로 적는다.

- 16 -

#d4
>7l.p+0-.cp+0- q+93.cq+93<k'
1) 이 붙임줄은 모든 성부가 붙임줄로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준이 되는 음
표에 붙임줄이 있을 때에 사용할 수 있다.

#d4
>7l.n#0.cn+0.c n+9.cn</@c9 y/#0
2) 화음을 연결하는 붙임줄은 생략 표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d4
>/l.n#0.ccn#9 n+9o#0 o#9.co+9@c
.p+0<k'
3. 층거리꾸밈 표(arpeggio)의 각 음표를 연결하는 붙임줄은 첫 음표 뒤에 ^c
을 적는다.

.c
>7l"d^cfh.d.c?#0-?+9

해설

올림표, 내림표, 제자리표 등 임시표가 있는 음표가 붙임줄로 연결되어 다음

마디에 계속될 경우 오선보와 마찬가지로 다음 마디의 해당 음표에는 임시표를 적지
않는다. 이는 붙임줄이 끝날 때까지 여러 마디에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음에
사용하는 붙임줄은 기준이 되는 음표에 붙임줄이 있거나, 화음을 구성하는 성부가 2
개 이상이 연결되어 있을 때 사용한다. 그러나 동일한 화음이라도 앞뒤 두 화음에서
연결되지 않은 성부가 있을 때는 각 성부에 별도로 붙임줄을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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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페지오를 연결하는 층거리꾸밈 표는 첫 음 다음에 적고, 아르페지오의 끝 음과
화음 사이에는 화음 간 붙임줄(.c)을 적는다.
붙임줄은 필요에 따라 다시 적기도 한다. 조표나 박자표가 바뀌거나 점자 악보에서
다음 페이지로 붙임줄이 연결될 경우 변화된 부분의 첫머리에 붙임줄을 다시 적는다.

````%%%#c4``````````````````````
j`"[`[.:?`w[[@c<k'`#b4`@c"[\````
d`"]$<k'````````````````````````

제14항
집합 음표는 16분 이하의 음표가 같은 길이로 연이어 나타날 때에 사용한다.
1. 집합 음표의 모든 음표들은 동일한 길이의 음표이어야 한다.

#b4
"(.edj? "('q&z$
2. 집합 음표는 악곡의 박자에 따라 집합 음표를 이루는 음표의 개수를 결정한
다.

#c4
"f====]f h&&fe?
3. 1박절씩 모여서 나타날 때, 첫 음표는 제 길이대로 적고, 나머지는 8분음표
점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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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yefg(ijdzdji(gfe<k'
4. 마디 중간에서 줄이 바뀔 경우에는 집합 음표 표기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i8
"y.d<"e<.e*"E*.E<"&<.&<"!<.!"
<")<.).y;d"j.j"i.i<k'
5. 같은 줄의 같은 마디 또는 줄 안에서 집합 음표 뒤에 8분음표가 올 때에는
원래의 음표로 적는다.

.c
m"def=z&yh.djd z"hijyijh"
.ehgh<k'
6. 집합 음표의 첫 음이 쉼표일 때에만 집합음 표기로 하고, 집합음 중간에 쉼표가
있을 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c4
"ymz&=(m!)yzm<k'
[표 1] 공통 박자표에 따른 집합 음표 일람표
① 홑박자(Simpl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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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구성 음표

음표 모음 개수

16분음표

4

yddd

&

32분음표

4

nddd

   

 
 
 


64분음표

4

?ddd

 

 





 


16분음표

마디 전체

32분음표

4

32분음표

점

형


yddddd



yddddddd



nddd

마디 전체


nddddddd



nddddddddd



② 겹박자(Compound time)
구 분
   

 
 
 



 

 
 

   

 
 
 


해설

구성 음표
16분음표

음표 모음 개수
6

점 형

32분음표

4

nddd

64분음표

4

?ddd

16분음표

3

ydd

32분음표

6

nddddd

64분음표

4

?ddd

모든 짧은
길이의
음표

4

yddddd

집합 음표 표기법은 오선보에서 하나의 묶음으로 되어 있는 음의 그룹을 점자

악보로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가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14항 5.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집합 음표 뒤에 같은 마디, 같은 줄에서 8분음표가 연이어 나타날 때, 집
합 음표의 표기를 제한하는 것도 집합 음표 표기로 제시된 8분음표 점형(사실상 16분
음표 이하의 길이에 해당하는 음표)과 그다음의 실제 8분음표 간의 오독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집합 음표 뒤에 8분음표가 나타나더라도 줄이 바뀌거나 마디가
바뀔 경우에는 집합 음표 표기가 가능하다. 집합 음표로 표기된 한 묶음의 점형은 반
드시 같은 줄에 위치해야 한다. 집합 음표 표기 중 줄이 바뀌면 집합 음표 표기법을
사용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집합 음표로 표기된 음표 그룹의 중간에 점자 연
결 기호나 각종 세로줄 등이 있을 때도 집합 음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음정
기호나 이음줄, 주법에 관한 기호나 악상 기호 등은 집합 음표 그룹 중간에 표기할
수 있다. 집합 음표는 악곡의 박자에 따라 그 개수가 결정되므로 박자와 집합 음표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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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
a`"\hi)ded)ihi\%]\``````````````

````#i8`````````````````````````
a`"(.dfdfd!.z"`%%`.=z=z&y!yf````

제15항
분별 기호는 음표와 쉼표의 길이를 분별하기 어려울 때 해당 음표나 쉼표 앞에 적는
다.
온음표(또는 온쉼표)에서 8분음표(또는 8분쉼표)까지
16분음표(또는 16분쉼표)에서 128분음표(또는 128분쉼표)까지

해설

^<1
,<1

분별 기호는 점자 악보의 음표가 하나의 점형으로 두 종류의 음표 즉, 온음표

와 16분음표, 2분음표와 32분음표, 4분음표와 64분음표 그리고 8분음표와 128분음표
를 동시에 표시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이다. 일
반적으로 한 마디 내에 포함될 수 있는 박자를 계산하면 음표의 구별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구별이 어려운 경우 분별 기호를 해당 음표 앞에 표기하여 해당 음표를 구별
한다. 특히 못갖춘마디의 음표, 집합 음표 표기로 오인할 수 있는 8분음표의 당김음
(싱커페이션), 마디 내의 박자를 계산할 수 없는 카덴차에서 자주 사용된다.

````#d4`````````````````````````
a`"r,<1rst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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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
a`.(^<1gfe&`:?<k'```````````````

제16항
잇단음표는 _과 '사이에 잇단음표의 해당 숫자를 수표 없이 한 단 내려 적는다.
1. 셋잇단음표의 표기는 2으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셋잇단음표가 다른 종
류의 잇단음표와 혼합되어 있을 때에는 잇단음표를 해당 숫자로 표기하는 방
법을 사용한다.

#f8
_6'"(ijdef_3'"=i.e"
_6'"&ghijd_3'"zgj<k'
[붙임] 길이가 긴 음표로 이루어진 셋잇단음표 안에 짧은 음표로 이루어진 셋잇단
음표가 나타날 때, 긴 음 셋잇단음표는 2으로, 짧은 음 셋잇단음표는 숫자로 표기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c4
.:2_3'yzyjigi q:
_5'"f_5'opqpodji": o'
2. 잇단음표가 연속해서 4개 이상 나타날 때에는 생략 표기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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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_6_6'"=hihgi(ijihj"
"!jdjid_6')djgih
해설

잇단음표는 _과 ' 사이에 잇단음의 개수를 나타내는 숫자를 수표 없이 한 단

내려 적어 표기한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셋잇단음표는 2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며 특별한 경우 즉, 셋잇단음표가 한 마디 내에서 다른 종류의 잇단음표와 혼합
되어 나타나거나 상대적으로 긴 음가의 셋잇단음표 가운데 한 박의 단위가 다시 셋잇
단음표로 나뉠 때에는 숫자를 한 단 내려 적는 기본 방법으로 셋잇단음표를 표기한
다. 그리고 해당 음표 첫 머리에 2개의 잇단음표 기호를 연이어 적을 때 첫 번째 잇
단음표 기호 뒤의 '은 표기하지 않는다.

제17항
셈여림표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점점 세게(crescendo)의 시작

>c

점점 세게의 끝

>3

점점 여리게(decrescendo)의 시작

>d

점점 여리게의 끝

>4

한 음표 위에 표시하는 점점 세게 점점 여리게

*'

1. 악상을 나타내는 기호 > 뒤에 연이어 나오는 점형이 l에 나타날 경우에는
'을 적는다.

#d4
>f'%.\cix>p;b.]?
.:w?^2>rit'<"jci
2. 악상 기호가 줄 끝에 올 때에는 점자 악보 연결 기호 "을 줄 끝에 적는다.
3. 악상 기호가 용어로 나올 때에는 이를 >과 > 사이에 적고, 그 앞뒤를 한 칸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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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
>molto dolce> >d.dedjih q'<k

#c4
"\v" >rit' e dim'> ;b.\ \$?
.]:w n'^2
4. 악상 기호가 둘 이상 연이어 나타날 때에는 앞에 나오는 악상 기호에는 '을
적지 않고, 끝에 나오는 악상 기호는 규정 1.을 적용하여 ' 유무를 판단한다.

%%#b4
"[gf >d":ecf o>4,/
"gfeg >mf>c"$'g [je "s,/

해설

악상 기호는 음표 앞에 적고 길표나 임시표, 주법에 관한 기호 등이 음표 앞에

있을 때는 다시 그 앞에 적는다. 괄호 형태의 긴 이음줄이 있을 때에도 악상 기호는
그 앞에 적는다. 오선보의 악상 기호가 대문자로 되어 있거나 이탤릭체, 굵은 글씨체
등으로 되어 있더라도 점자 악보에서는 이를 표시하지 않는다. 연이어 나타나는 2개
이상의 악상 기호 중 첫 번째 악상 기호 다음의 '을 생략하는 것은 rit나 rall과 같
은 축약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즉 이들 축약 악상 용어 뒤에는 다음에 나타나는 기
호가 악상 기호인 경우에도 '을 적는다. 마디 중간에 나타나는 긴 악상 기호를 표기
할 때는 먼저 "을 적고 한 칸을 띈 다음 악상 기호를 적는다. 이때 악상 기호 다음
의 음표에는 길표를 적는다.
오선보에서 점선으로 표기하여 악상의 효력이 여러 마디에 해당할 때 악상 기호 뒤
에 '을 두 번 적고 그 효력이 끝나는 부분에는 >'을 적어 나타낸다.

- 24 -

````#d4`````````````````````````
a`>mf"]'g"`>molto`espr'>`.?'j```
b`>p.y``````````````````````````

````#c4`````````````````````````
a`>f^[.8_s`>dim'_ifgd:``````````
c`>p^sm>mf>cr'^jde``````````````
d`>f>c_fg>rit'_fd]`>p_p'````````

````#d4`````````````````````````
a`>accel''"yede>cr--"&=&=>'"hijd
b`>f.o'v<k'`````````````````````

제18항
주법에 관한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스타카토(staccato)

8

스타카티시모(staccatissimo)

,8

메조 스타카토(mezzo staccato)

"8

마르카토(marcato)

;8

악센트(accent)

.8

테누토(tenuto)

_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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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임표(fermata)
음표 위에 표시할 경우

<l

음표 사이에 표시할 경우

"<l

세로줄 위에 표시할 경우

_<l

숨표
반숨표

>1

온숨표

,/

글리산도(glissando)와 포르타멘토(portamento)

@a

글리산도는 ‘>gliss'’으로 표기하기도 하는데, 이는 오선보에 준한다.
1. 늘임표와 숨표는 음표 뒤에, 글리산도와 포르타멘토는 음표와 음표 사이에, 나
머지는 음표 앞에 각각 적는다.
2. 길표가 있을 때에는 길표 앞에 적는다.
3. 위 기호가 네 번 이상 반복해서 나타날 때에는 생략 표기법을 사용한다. 다만,
늘임표, 숨표, 글리산도, 포르타멘토의 경우에는 생략 표기법을 사용하지 않는
다.
해설

위 기호들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음표 앞에 길표를 따로 적지 않는다. 악상

을 표현하는 셈여림 기호나 속도의 변화를 지시하는 템포 기호와는 달리 주법에 관한
기호는 괄호 형태의 긴 이음줄 다음에 표기한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기호들
은 생략 표기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음과 음 사이에 적는 글리산도와 포르타멘토,
음표 뒤에 적는 늘임표와 숨표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들 주법에 관한 기호들
이 한 음표에 여러 개 나타날 때는 스타카토 종류의 기호를 가장 먼저 적고 다음에
악센트, 테누토 등의 순서로 적는다.

````.c``````````````````````````
a`88"yefg.8.8(gf8.8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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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a`.?:"<l$:`rn<k'````````````````

````<<#c4```````````````````````
a`"w<l?<l:<l`p<l:`p:`nw<k'``````

````#c8`````````````````````````
a`"['cc@a`_['@a`"$'@a`_['c@a````
e`"[g`$'<k'`````````````````````

제19항
음정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1도 l

2도 /

3도 +

4도 #

5도 9

6도 0

7도 3

8도 -

1. 건반 악기에서 오른손에 해당하는 높은음자리표를 적을 때에는 높은음을 기준으
로 하고, 왼손에 해당하는 낮은음자리표를 적을 때에는 낮은음을 기준으로 한다.

#d4
.>.?0 w+[+\#\9 [0w#?0<k'
_>_?9 $+]9\+$0 ]+:+?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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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음표의 화음을 적을 때에는 기준 음만 점음표로 적는다.

#d4
>/l.?'0e9f'+=+f'+z9 ?''0"(+\+v<k'
3. 음정이 9도 이상일 때에는 음정 기호 앞에 길표를 적는다.

#c4
>7l.\_0\_3]_9 p'"+
4. 음정이 8도 이내일 때에는 음정 기호 앞에 길표를 적지 않는다.

#c4
>7l.\-0\-3]39 p'0+<k'
5. 음정 기호가 나란히 열거되어 앞뒤 각 간격이 8도 이상이 될 때에는 길표를 그
음정 기호 앞에 적는다.

#c4
>/l.\#_0\9_3]+_9 p'+"+<k'
6. 성부가 서로 교차할 때, 해당 부분 앞에 길표를 적으며, 표기 순서를 바꾸지
않는다. 합창 등에서와 같이 한 음에 음표 꼬리가 두 성부로 나뉘어 위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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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할 때에도 이에 준한다.

#c4
>7l.\-#0\"9+3]"+39 p'0+"+<k'
7. 변화표는 음정 기호 앞에 적는다.

#d4
>/l.n#0n#<0 n#0u<k'
8. 같은 음정이 4개 이상 연속적으로 나타날 때, 변화표나 다른 기호들에 의해
변화되지 않는 경우 음정 기호 생략 표기법을 사용한다.

#d<#d4
>7l"g++hijdef"i+ d0e#j'+!#['#x
9. 변화된 음정 앞과 뒤에 최소한 3개의 같은 음정이 지속하는 경우, 생략 표기
법을 유지할 수 있다.
10. 앞과 뒤에 최소 3개의 동일한 음정을 가진 변화된 음정의 생략 표기법은 변
화된 음정의 임시표를 적고 음정 기호를 반복 표기하여 생략 표기법을 지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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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
.>'v.?00: "[w: :?w%00 :?w s'0
_>_:00$: ?w%00%\ s' %r'0 s'9
해설

음정 기호는 동시에 울리는 2개 이상의 음을 표시하는 점자 악보 표기 방법이

다. 높은음자리 혹은 건반 악기 오른손은 최고음을 기준으로 하고, 낮은음자리 혹은
건반 악기 왼손은 최저음을 기준으로 한다. 오선보에서 거리로 표현하는 음정을 점자
악보에서는 음정 기호로 나타낸다. 그러므로 모든 음정 기호는 기준 음과의 거리를
계산하여 표기한다. 즉 화음을 이루는 음정들 간의 거리가 아니라 기준 음으로부터의
거리만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기준 음으로부터 3도, 두 번째 음으로부터 5도가 떨어
져 있는 화음을 표기할 때 음정 기호는 기준 음 다음에 3도 기호와 7도 기호를 적는
다. 기준 음과 다음 음 즉, 음정 기호로 표기하는 음과의 거리가 9도 이상이면 해당
음정 기호 앞에 길표를 적는다. 또한 음정 기호들 간의 간격이 8도 혹은 그 이상 떨
어질 때에도 해당 음정 기호 앞에 길표를 적는다. 즉 화음을 이루는 최고음과 최저음
혹은 최저음과 최고음 전체의 간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음을 이루는 각 음정들
간의 간격이 8도 이내인지 8도 혹은 8도 이상인지에 따라 길표 표기가 달라진다.

````%%#b4```````````````````````
a`>#l^:_+$-`]99++$`:$9+`q-``````

````%%#b4```````````````````````
a`>#l_:--*?`w%[`!*gf%g:-<k'`````
1도 음정 기호(l)가 3번 손가락 기호(l)와 점형이 동일하여 오독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길표와 8도 음정 기호(-)로 적어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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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
a`.>"\+]+`p"-`.?#w+`s"-`````````
``_>_?9:9`p0`\0\9`s9````````````

제20항
성부 나눔 표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성부 나눔 표가 마디 전부에 적용될 때에는 <>으로 적는다.

#d4
>7l.di\fg\<>"$$?$
1) 높은음자리표는 높은음의 성부부터, 낮은음자리표는 낮은음의 성부부터 먼
저 적되, 한 마디씩 성부를 나누어 적고, 그 사이에 이 기호를 적는다.

%#d4
ad .>'v"wc.$c:_c<>"(
_>_(+9
ae .>'x.fcichcq<>_c.nxic.ecd
_>"n+_o3
af .>.(0<k
_>_(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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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기호 앞뒤에 빈칸을 두지 않으며, 기호 뒤와 다음 마디 첫 음표에는 길
표를 적는다.

#b4
>7l"hfi'(<>v"di "g&=(gfe<>
"e'yj!) "p+<k'
3) 줄 끝에 성부 나눔 표가 올 때에는 악보의 연결 기호 "을 적지 않는다.

#i8
>7l.&z&=h@c(fihgf"1.?j[%d.k
.g["1.zdefe*d .zyz&g@c=ehgfe"1
"wi\j.k.f\"1.yjdedj<k'
4) 오선보에 없는 점자 악보의 변화표를 적을 때에는 "을 그 앞에 적는다.

.c
(묵자) >7l'%"hj.fe?'j<>"$\"
"i<ji*h<k'
(점자) >7l'%"hj.fe?'"<j<>"$"%\"
"i<ji*h<k'
5) 성부 나눔 표는 양쪽이 동일한 박절일 때에만 사용한다.
2. 한 성부의 기재를 마디 안에서 중단하고 다시 앞으로 가서 다른 성부를 나타
내어 성부 나눔 표가 마디 일부에 적용될 때에는 "1으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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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l^\"1_fzy.k^(_y&(ge?+
[붙임] 못갖춘마디일 경우, 마디 일부분에 적용하는 성부 나눔 표를 사용한다.

%%#c4
>/l.fed"1x"[/ .:#0?+0:#0
3. 다른 성부의 기재를 마치고 다시 처음의 성부로 돌아갈 때에는 마디 속 나눔
표 .K으로 적는다.

#d4
>7l.?xd"1"&ede&efg.k
")ihi)def"1"\xh .=hgf=ehg"1
"i'(ij.k.&gfe?"1.d"(=$<k'

해설

성부 나눔 표는 화음을 이루는 각 성부의 박자가 일치하지 않을 때 사용한다.

그러나 성부 나눔 표로 표기하는 각 성부의 전체 길이는 동일하다. 마디 일부에 적용
하는 성부 나눔 표는 항상 마디 속 나눔 표와 함께 사용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마디
속 나눔 표는 음정 기호로 표시하는 부분 혹은 화음 표기가 필요 없는 단선율 부분과
마디 일부에 적용하는 성부 나눔 표로 표기하는 부분을 분리하는 기호이다. 이처럼
마디 속 나눔 표와 마디 일부에 적용하는 성부 나눔 표를 함께 사용하는 표기 방법에
서도 마디 전체에 적용하는 성부 나눔 표로 기재할 때와 마찬가지로 기호 다음 음표
와 그다음 마디의 첫 음표에 길표를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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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항
기둥 표(stem sign)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온 기둥 표

_'

2분 기둥 표

_k

4분 기둥 표

_a

8분 기둥 표

_b

16분 기둥 표

_l

32분 기둥 표

_1

점온 기둥 표

_''

점2분 기둥 표

_k'

1. 기둥 표는 화음을 연주하는 악기에 사용하고 그 밖에는 성부 나눔 표로 적는
다.
2. 짧은 음은 원 음표대로 적고, 그 뒤에 기둥 표를 적는다.

#b4
>7l.d_afe_ag<k'
3. 오선보에서 같은 음이지만 두 개의 다른 박자의 기둥을 가진 음표들이 나타나
성부 나눔 표 사용이 어려울 경우, 기둥 표를 사용한다.

#b4
>7l"fh_a.dj "eg_a.dj
4. 기둥 표는 그 기둥의 음표 다음에 적으며, 점 또는 겹점은 기둥 표 뒤에 적는
다.

- 34 -

,moderato #f4
a .>"t'x>p;b.8"da_ke_a'%g_ajki1
_>'u'8^:vv
b .>"r'l^2.o'kc<>v88":+c:+v\#c8\#
_>'v88^\c\v_wc8w
5. 기둥 표는 집합 음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b4
>7l"y_bhgh&_bhe_bh y_bfhf_)_behe
6. 기둥 표에 해당하는 음이 화음을 이룰 때에는 원음과 화음에 기둥 표를 적는
다.
a.

b.

<<<.c
>6l_d"d_k+_k_hhih\
7. 선율의 리듬이 불규칙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기둥 표를 사용하지 않고
성부 나눔 표로 적는다.

#f8
>#l_g'&e\'<>_ghihje
"?_y&"1"d_hf.k_:+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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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어떤 음이 선율을 구성하면서 동시에 일정 길이를 지속하여 화음을 이룰 때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 기둥 표를 사용한다. 선율을 이루는 짧은 음은 원래대로 적고,
그 음이 지속하는 길이는 기둥 표로 표기한다. 기둥 표는 해당 음표와 관련된 다른
기호들 즉 붙임줄이나 이음줄 등의 기호가 있을 때에는 오선보에 표기된 순서대로 적
는다.

````#b4`````````````````````````
a`"h_a@cjh_a.e`"g_acih_a.d``````

제22항
마디 내의 일부나 마디 전부의 반복 기호는 7으로 적는다.

,tr@es mod@er@e #d%#i8
>p;b.?'@cd@cy)2%!*ih"
*"h'!)%)^2 7 dcceh$"fw'@c<k'
1. 반복 기호는 음표 또는 화음, 박자 또는 박자의 일부분, 마디 또는 마디의 일
부분에 사용하며, 새로운 마디 단락이나 점자 페이지의 첫 마디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1) 마디 전체 반복이 3회 이상 연속하는 경우, 반복 기호 뒤에 반복 횟수를 숫
자로 적는다. 그리고 다음에 오는 첫 음표에는 길표를 적는다.

#c4
"fefg\ 7#e "ihi<j?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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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디가 연속적으로 반복되고 각 마디의 옥타브가 다른 경우, 반복되는 마디
의 첫 음표에 해당하는 길표를 적은 다음, 이 기호를 적는다. 이다음의 첫
음표에는 길표를 적는다.

%%#c4
":gi.: .7 ;:dj[ .7 "7
3) 마디가 반복되고 악상 기호가 다른 경우, 반복 기호를 사용한다.

#d4
>p"fede$\ >f'7

#f8
"dfhgfe >decr'7 "n'
4) 반복 기호는 마디의 마지막 음표에 붙은 이음줄과 붙임줄을 제외한 원래 마
디 내의 모든 이음줄과 붙임줄을 포함한다. 마지막 음표에 붙은 이음줄과
붙임줄은 반복 기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반복 기호 다음에 표기한다.

#d<#d4
.?:$?@c 7@c 7 ?"\[wc 7c 7 nu
5) 성부 나눔 표를 사용한 마디에서 하나의 성부만이 앞마디의 상응하는 부분
과 일치할 때, 그 해당 부분에 반복 기호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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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7l.pn<>"\.?"gi\ 7<>"hijhfg$
6) 반복 기호에 의해 서로 다른 길이의 박절을 계속해서 적을 경우에는 반복
기호 사이에 길이가 다른 박절의 반복 분별 기호 '을 적는다. 단, 반복 분
별 기호는 악보 해독에 혼란을 주지 않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해설

반복 기호는 점자 악보에서만 사용되는 것으로 단순한 공간 절약의 목적뿐 아

니라 독보의 효과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한 마디가 두 차례 반복되면 반복
기호를 두 번 적고 그 사이를 한 칸 띈다. 길의 변화 혹은 악상의 변화는 반복 기호
앞에 표기하여 나타낼 수 있다. 손가락 기호나 주법에 관한 기호가 반복되는 부분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때는 반복 기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반복 횟수가 3회 이상이
면 마디 끝에 위치하는 붙임줄이나 이음줄은 반복 기호와 해당 숫자를 적은 후 그다
음 마디의 첫 음표 앞에 적는다. 실제 오선보를 점자 악보로 정확하게 표기할 수 없
을 때는 반복 기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c4`````````````````````````
a`"\$\`7#c`@c"r'`]$:`n'@c`nv<k'`

제23항
도돌이표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도돌이표 시작

<7

도돌이표 끝

<2

1번 괄호

#1

2번 괄호

#2

다 카포(da capo, D.C.)

>d'c'>

세뇨(segno)

+

달 세뇨(dal seg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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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뇨나 다 카포에 따라 반복되는 부분의 끝을 나타내는 기호 *
피네(Fine)

>fine>

코다(Coda)

+l

1. 도돌이표 시작을 나타내는 기호, 1번 괄호와 2번 괄호 뒤에 연이어 나오는 기
호가 l에 나타날 경우, 그 앞에 '을 적는다.

#b4
be <7'#afm<2 <7"\[ w? #fm<2
<7'#hm<k' .n

#c4
''' #1'8"\vw<2 #2.8"$vv
2. 이들 기호 다음 첫 번째 음표에는 길표를 적는다.

해설

도돌이표의 시작을 나타내는 기호는 마디 내의 모든 기호 앞에 적고, 도돌이표

의 끝을 나타내는 기호는 마디 내의 모든 기호 뒤에 적는다. 마디 중간에 도돌이표가
있을 때는 점자 악보 연결 기호(")를 적은 다음 한 칸 띄고 도돌이표를 적는다. 도돌
이표의 시작을 나타내는 기호 바로 다음에 긴 악상 용어가 있을 때는 이 기호를 먼저
적고 점자 악보 연결 기호(")를 적은 다음 한 칸 띄고 악상 용어를 적는다. 도돌이표
의 시작 기호는 마디 내의 모든 기호보다 앞에 적어야 하므로 악상 기호를 도돌이표
시작 기호 앞에 임의대로 적을 수 없다.
도돌이표의 시작은 음악적으로 새로운 부분의 시작을 의미하므로 새로운 줄 혹은
새로운 단락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못갖춘마디로 시작하는 악곡의 두 번째 마디에 나
타나는 도돌이표는 새로운 단락의 시작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도돌이표 끝에 1번, 2번 괄호 외에 3번, 4번 괄호 등 추가로 괄호가 나타날 때 오
선보에 나타나는 문장 부호 쉼표는 점자 악보에서 생략하고 붙임표는 숫자 표기법에
따라 그대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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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a`_?:$]`#1-3#5_r'v<2`#4#6_n'v<2`

제24항
꾸밈 표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앞꾸밈 표는 다음과 같다.
긴 앞꾸밈 표( )

"5

짧은 앞꾸밈 표( )

2. 층거리꾸밈 표(arpeggio)는 다음과 같다.
1) 한 손에 적용할 경우

>k

>7l'>k8.8.?#0-<k'
2) 양손에 적용할 경우

">k

#b4
.>'>f'>k.8.n#0- ">k"r+9
_>_n+9 ">kn+
3) 역행 층거리꾸밈 표는 >kk으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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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7l'>kk.$+03. 돈꾸밈 표는 다음과 같다.
음표 사이에 표시하는 상행 돈꾸밈 표(

)

음표 위에 표시하는 상행 돈꾸밈 표(

)

4
,4

음표 사이에 표시하는 임시표가 따르는 상행 돈꾸밈 표
올림표가 돈꾸밈 표 위에 있을 때(

)

%4

내림표가 돈꾸밈 표 위에 있을 때(

)

<4

올림표가 돈꾸밈 표 아래에 있을 때(

)

,%4

내림표가 돈꾸밈 표 아래에 있을 때(

)

,<4

임시표가 돈꾸밈 표 위나 아래에 있을 때

<,%4

#d4
<,%4"r.?v<k' "\'<sh%gh.?v<k'
1) 임시표가 상행 돈꾸밈 표 위에 있을 때에는 임시표 뒤에 이 기호를 적는다.
2) 하행 돈꾸밈 표는 모든 상행 돈꾸밈 표 뒤에 l을 적어 나타낸다.

4l

,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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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
4l.n$<k' .?'tded$<k'

#b4
,4l.?$<k' ")ded$<k'
4. 잔결꾸밈 표(mordent)는 다음과 같다.

잔결꾸밈 표

"6

겹잔결꾸밈 표

;6

1) 임시표가 있는 잔결꾸밈 표는 임시표 뒤에 적는다.

<"6
%"6

2) 하행 잔결꾸밈 표는 모든 상행 잔결꾸밈 표 뒤에 l을 적어 나타낸다

"6l

5. 떤꾸밈 표(trill)는 다음과 같다.

떤꾸밈 표(

)

떤꾸밈 표가 문자로 쓰인 경우

6
>tr'

1) 임시표가 있는 떤꾸밈 표는 임시표 뒤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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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2) 떤꾸밈 표와 돈꾸밈 표가 이어질 때에는 이들을 순서대로 적는다
64

;64

3) 모든 꾸밈 표는 해당 음표 앞에 적는다

#d4
<6_( \'6%g\'^j

#d4
"r4.?fe ?'fi,4ghf
해설

꾸밈 표는 테누토나 악센트와 같은 주법에 관한 기호 앞에 적고, 악상 기호나

괄호 형태의 긴 이음줄 다음에 적는다. 꾸밈 표는 16분 이하의 음표들이 동일한 음가
로 4개 이상 연이어 나타나더라도 해당 음표들을 집합 음표 표기법으로 적지 않는다.
붙임줄로 연결된 4개 이상의 음표에 떤꾸밈 표가 있을 때는 생략 표기법을 사용한다.
이외에 첫 떤꾸밈 표 뒤에 '을 두 번 적고 끝 꾸밈 표 뒤에 '을 한 번 적어 생략하
는 방법도 사용한다.
오선보에서는 음표 사이, 음표의 위 또는 아래에 돈꾸밈 표를 적지만 점자 악보에
서는 항상 음표 앞에 적는다. 부가 기호가 있을 때는 이 기호 앞 혹은 뒤에 돈꾸밈
표를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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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
a`.>'>k>k.?#00:#`$+>k:#`n#0-<k'`
``_>_n-.c`n-`^n-<k'`````````````

````#d4`````````````````````````
a`"r4.?fe`?'i%g,<,4fed`p:v``````
d`.\4$blbabihgf`4l"r.$'e````````
f`.n'<,%,4l:`o?v<k'`````````````

````#c4`````````````````````````
a`"6l"\.n`"6[.o<k'`<<<`*"6l*"w?:
d`<"6"r'<k'`````````````````````

````<<#d4```````````````````````
a`66"]\[w`6?'eo`6]6$<6:6?`t'v<k'

````<#d4````````````````````````
a`66"]$:?`:%66$:?`6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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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
a`6''"s'@c`[\>'"[```````````````
c`6''"s'@c`s'@c<k'``````````````
e`@c"s'@c`s@ci>'"(!`\]$`o'<k'```

제25항
줄임표는 다음과 같다.
4분 줄임표

^a

8분 줄임표

^b

16분 줄임표

^l

32분 줄임표

^1

64분 줄임표

^k

128분 줄임표

^'

1. 길이와 높이가 같은 음이나 화음이 계속될 때에는 음 전체의 길이에 해당하는 음표를 적
고, 그 다음에 줄임표를 적는다.

#d4
>6l'x_d+n'+^b n'+^b:%+^b<k'
2. 규정 1.에 해당하는 음표 뒤에 손가락 기호 또는 점음표의 점이 있을 경우에
는 그 기호 뒤에 줄임표를 적는다.

#d4
.nl^lsa^l
3. 줄임표는 생략 표기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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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8
"$'^bb\' ['\'^b ['vx
해설

줄임표는 하나의 음 혹은 화음을 동일한 길이로 분할하는 것을 나타내는 기호

이다. 줄임표를 적을 때는 해당 음의 전체 길이를 먼저 적고, 분할되는 음가는 ^ 뒤
에 그 길이를 나타내는 점형을 적는다. 줄임표는 같은 길이의 줄임표가 연속적으로
나타날 때 생략하며 줄임표를 표시하는 ^은 다시 적지 않고 그 길이를 나타내는 점
형만 한 번 더 적는다. 줄임표는 음표나 음정 기호 바로 다음에 표기하고, 손가락 기
호가 있을 때에는 그 뒤에 적는다.

````%.c`````````````````````````
a`>7l"n^b%n^b`o^behij`n0^ln<0^l`
d`.?3^bbw0<w0[9^b`(^1<k'````````

제26항
트레몰로는 길이가 같은 음으로 번갈아 나오는 앞 음과 뒤 음 사이에 다음과 같이
적는다.
8분 트레몰로

.b

16분 트레몰로

.l

32분 트레몰로

.1

64분 트레몰로

.a

128분 트레몰로

.'

[붙임] 이 기호가 계속 나타나더라도 생략 표기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해설

트레몰로는 두 음 혹은 두 화음(또는 단음과 화음)을 표기된 길이로 번갈아 연

주하는 기호이므로 기보되는 길이는 실제 길이의 2배가 된다. 트레몰로 기호는 생략
표기법을 사용하지 않으며 그 외의 사항은 줄임표와 같다(제25항 참조).

- 46 -

````%%%#c4``````````````````````
a`>#l^s.lpw.l$`_p.1^p_:.1^$`````
c`^s+.1_s.8^[+-<k'``````````````

````#c4`````````````````````````
a`>7l"n.lr$.l.?`p'+.1"r'````````

제27항
손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오른손 기호

.>

왼손 기호

_>

1. 이 기호 뒤에 연이어 나오는 기호가 l에 나타날 때는 이 기호 뒤에 '을 적는
다.

2. 손 기호는 악구의 처음에 적는 모든 기호(길표 등) 앞에 적는다.

#e<#b4
.>'22.edjgje d*ig2.def o
_>_ww *[] t

3. 손 기호 다음에 오는 음표 앞에는 길표를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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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을 바꾸어 악곡을 연주할 때에는 해당 음표 앞에 손 기호를 적는다.

#c4
_>'<"&.>'<"h<j<.f<(ef"j"
"(_>"f<_j<h <p'<k'
5. 각 손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른 손으로 일부 연주할 경우, 그 화음 기재 방식
은 최초 손의 화음 기재 방식에 따른다. 즉, 왼손 파트 부분에서 오른손이 일
부 연주하는 경우, 그 오른손이 연주하는 부분은 아래에서 위로 음정을 기재
한다.

%#C4
.>'XM"(##00_>"=.>"H_>"G.>"H"
_>"=.>"H_>"G.>"H#0<K
_>_H^H"u<K
6. 각각의 손 기호가 내포하고 있는 화음 기재 방향 즉, 오른손은 위에서 아래로,
왼손은 아래에서 위로 쌓는 방식을 필요에 의해 반대로 기재할 때에는 손 기
호 뒤에 >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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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_>^)##00.>>_j_>_d.>>"d#0"
_>_&++99.>>"f_>_e.>>"e+9"
_>^)##00.>>_j_>^j.>>_j#0"
_>^)++99.>>_j_>^j.>>_j+9*
해설

손 기호 다음에 오는 음표 앞에는 반드시 길표를 적는다. 그리고 손 기호 뒤에

l을 포함하는 기호가 올 때에는 손 기호 뒤에 '을 적는다.
손을 바꾸어 연주할 때 그 형태가 동일하게 지속될 경우 ">sim'(simile)을 적
어 나타낸다.
오른손에 낮은음자리표 혹은 왼손에 높은음자리표가 나타나는 경우 점자 악보에서
는 오른손의 낮은음자리표는 >6k을, 왼손의 높은음자리표는 >7k을 적는다.
손 기호에 의한 음정 표기의 방향을 바꿀 때에는 >을 적는다. 즉, .>>은 아래
음에서 위로, _>>은 위 음에서 아래로 화음을 표기하는 것을 나타낸다.

````%%#c4```````````````````````
a`_>'%@(0%--.>>"j+j+_>'>c'%^h0"`
``^!9>3.>>"f3g0-_>_i9"``````````
``_!9.>>'*"h#*-h#-_>@i-`````````
b`_>^z-.>>"h/99-h/-_>_e"````````
``>c_z9.>>"g+-g+-_>_e0>3"```````
``_z*3.>>"g*9-g9-_>^e-``````````

* 점형 오류를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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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
a`.>.e"i"u``````````````````````
``_>'xm_(+9.>"(#0_>_!+9"````````
````.>"!+9_>_(#0"```````````````
````.>"!#0_>_h+9.>"j#0_>_i+9````

제28항
페달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페달 밟는 기호

<c

페달 떼는 기호

*c

하나의 음표 아래에 적는 페달과 별표
반분의 페달

*<c

"<c

1. ‘ped. simile’, ‘con ped.’ 등의 표시는 나타내는 자리에 악상 용어의 표기와
같은 형태로 적는다.
[붙임] 페달 기호는 특별히 오른손 부분의 표기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왼손
자리에 표기한다.
2. 페달 기호는 간단한 악상 기호, 괄호 형태의 긴 이음줄의 시작 기호 등의 앞
에 적는다. 그러나, 긴 악상 용어가 나타날 때에는 긴 악상 용어를 먼저 적는
다.
3. 페달 떼는 기호는 음표와 관련된 모든 기호들 다음에 적는다.
4. 페달 떼는 기호 다음에 겹세로줄 또는 마침세로줄이 올 때에는 이 기호를 생
략한다.
[붙임] 반복 기호는 페달 기호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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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
_>'<c_dhih 7*c :: n

해설

페달 기호의 표기 위치는 오선보에 준한다. 페달 기호는 대체로 왼손 부분에

표기하나, 필요에 따라서는 오른손 부분에 적는다. 페달 밟는 기호는 손 기호를 제외
한 모든 기호 앞에 적고 페달 떼는 기호는 음표와 관련된 모든 기호 뒤에 적는다. 페
달을 뗀 다음 연이어 그다음 페달을 밟을 때에는 페달 떼는 기호를 생략한다.
오선보에서 Ped와 별표가 하나의 음표 또는 쉼표 밑에 적혀 있을 때 점자 악보에
서는 *<c으로 표시한다.
페달 기호는 점자 악보의 반복 기호와 함께 사용할 수 있지만 반복 기호의 사용으
로 페달 표기의 혼동이 있을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c4````````````````````````
a`.>'>mf"][w`y)!(<ci.ey"hgi*c```
``_>'<c_ghijde*c`n'`````````````

````.c``````````````````````````
a`.>"nhgfe`?\r``````````````````
``_>'<c_defgr`"<cnr*c```````````

제29항
기보에 사용하는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오선보의 면수(面數)를 나타내는 전치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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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선보의 선 위에 쓰는 네모 괄호

;1"2

오선보의 선 아래에 쓰는 네모 괄호

;',2

악보를 나타내는 전치부

,'

문자를 나타내는 전치부

;2

점자 악보의 연결표

"
<1

점자 악보의 콤마

고저 양음자리표(또는 양손)의 음의 일치를 나타내는 기호 ;2
오선 악보에 없는 쉼표를 점자 악보에 표시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전치부 "
해설

오선보의 쪽수를 나타낼 때에는 "3을 사용한다.

문자 중간에 음악 점자 기호가 나올 때에는 한 칸을 띄고 악보 전치 기호(,')를
적고 해당 음악 점자 기호를 표기한다.
점자 악보 연결 기호(")는 마디 중간에 줄이 바뀔 때 사용한다. 마디 중간에 조표
가 바뀔 때에는 점자 악보 연결 기호 뒤에 조표를 적고 길표와 함께 음표를 적는데
이 경우 조표의 앞과 뒤는 한 칸씩 띈다.
점자 악보의 콤마는 불규칙한 박자나 리듬이 나타날 때 이를 명확히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다.
고저 양음자리표(또는 양손)의 음의 일치를 나타내는 기호는 각 음자리표의 해당
음 앞에 각각 적는다.
오선 악보에 없는 쉼표를 점자 악보에 표시할 때 사용하는 전치 기호는 쉼표뿐만
아니라 임시표 앞에도 사용한다.

````%#b4````````````````````````
a`>/l"wx;1yz<>;'"\]`````````````
b`.y)!(ij"2<>"$:,2``````````````

````%%%#c4``````````````````````
a`x<1"ihgh<1i`hgf<1gfe`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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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8```````````````````````
a`.>_8'"td<ed;2e*efg"```````````
````_8'%.qh<ih*ijd%d````````````
``_>^)_j^j;2_j^i_iv'````````````
b`.>;:'.:'<k'```````````````````
``_>^t'"/<k'````````````````````

제30항
이형(異型) 음표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대형 음표

;5

소형 음표

,5

별표

>59

물음표

>5

괄호

,','

1. 대형 음표

%%%.c
;55"d'zd'=g'&i';5(<>
"n.d"hjsge.e"
"n.d"hjshg.g"q.g"idthf.f"
"s.i"jenjh.h 7
2. 소형 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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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4
>/l"]0h,5500ijdef,50 q'0v

%%
>7l,55"ez&%&=(= k =&d.gg k
"&zj.gg k
"y%z%&=%(%!),5& #b4 .j0#-v'
3. 별표

#d4
.>.n0-w+0$+# >59">k"5<"$c=#<l<k
_>^s9-w0?9

">k^=9+<l<k

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
>59 0play
.>'<"$cq'#<l<k
_>^=^c_d_i.>"d.c_>^q'9+<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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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이형 음표 기호는 해당 음표나 음정 기호 앞에 적고 생략 표기법을 사용한다.

소형 음표는 cadenza나 오케스트라 파트보 등에 자주 나타나는데 이때 해당 음표
들은 오선보에 표기된 음가 그대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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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성악에 관한 기호

제31항
성악 일반에 관한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가사 반복 기호
외국어 가사

9 9

한국어 가사

8 0

선율에서 한 음표에 붙는 두 음절 기호

b

선율에서 한 음표에 붙는 세 음절 기호

l

가사에서 몇 개의 음절을 한 음표로 묶는 기호
외국어 가사

8 0

한국어 가사

82 ;0

반주 악보에서 나오는 가사 선율 기호

">'

소프라노

>s'

소프라노 1

>s1'

소프라노 2

>s2'

알토

>a'

테너

>t'

베이스

>b'

[붙임] 가사에서 절수(節數)를 나타낼 때에는 그 숫자를 7과 7사이에 적고, 선율
에서 절수를 나타낼 때에는 수표 뒤에 한 단 내려 적는다.
1. 성악 파트 기재 순서는 오선보에 준해서 줄 단위로 적는다.
2. 악보 시작 부분에는 ,'을 적고, 가사 시작 부분에는 ;2을 적는다.
3. 2개 이상의 선율음이 한 음절의 가사에 붙을 때는 선율은 이음줄로 연결하여
표기하고, 가사 음절 뒤에는 -을 그 가사의 본래 음절을 제외한 개수만큼 적
어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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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음줄 및 붙임줄이 있는 음정은 가사에 -을 적어 나타낸다.
5. 1개의 가사 음절에 4개 이상의 긴 멜리스마(melisma)가 있을 때는 선율음은
이음줄로 연결하여 표기하고, 가사는 - 1개를 표기한 다음 이어 본 음절을
제외한 개수를 숫자로 표기하여 나타낸다.

해설

오선보에 가사가 먼저 나오면 가사를 먼저 적고, 선율이 먼저 나오면 선율을

먼저 적는다.
외국어 가사가 두 번 반복되는 경우(총 3번 나올 때) 앞 또는 뒤에 9을 두 번 적
고 세 번 이상 반복되는 경우는 반복 횟수를 나타내는 숫자와 함께 9을 적는다.
2개 이상의 언어로 된 가사는 한 단락에 적고 그 순서는 동일하게 유지한다.

````<#b4````````````````````````
a`,'"[\`.?w`]\`[]```````````````
``;299woo9`hu`#c9woo9```````````

````.c``````````````````````````
a`,'"ddeeffgg`\\.ddv<k'`````````
``;2#e8<en30````````````````````

````<#c4````````````````````````
j`,'"?b`>mf"gcfgchicj```````````
``;28,gia`il0`so-le-`dal-```````
b`,'.?"].?b`:.8?'j``````````````
``;2,gange1`8gia`il0`sole`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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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
j`,'"?`>mf"gcfgchicj````````````
``;2oeo-`jr-$-``````````````````
b`,'.?"]b.?`:.8?'j``````````````
``;2$382.o,[;0$7`mrn`,is````````

제32항
독창곡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가사와 가사의 선율은 한 줄씩 두 줄을 짝 지워 적되, 그 순서는 오선보에 준
한다. 단, 선율에 코드 표기가 있을 때는 코드 기호를 단 맨 아래 줄에 적는
다.

#d4
,'"t?: y u"r<k'
;2,all through the night4 ,when
3>,g#g ,c ,b#g,em*
2. 이음줄과 붙임줄이 붙은 선율이 도중에 줄이 바뀔 때에는, 줄 끝과 다음 줄
첫머리에 이음줄이나 붙임줄을 다시 적는다.

%%#c4
a ,'x_iji%(cicgch
;2,tu solus ,s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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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_i&&i*h>1]@c
;2-tus1 tu solus ,do
c ,'@c_g)!(igh&hgf
;2-#aa

해설

독창곡에 코드 표기가 있는 경우는 이를 맨 아랫줄에 적고 필요에 따라 기둥

표를 사용하여 표기한다. 가사와 선율은 1행씩 병행하여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 두 부분 모두를 1행씩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가사나 선율 중 하나를 1행이 넘지
않도록 한다.

제33항
합창곡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를 한 줄씩 단을 구성하여 마디의 위아래 부분이
일치하도록 적고(bar over bar 기보법), 단과 단 사이는 한 줄을 띄되, 둘째
단부터는 성부 표시를 하지 않는다.

* 점형 오류를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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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s'mk

mk '''''''' u"sctn

>a'mk

mu"oc ''''' pqrc]c$c

>t'mu_sc tnoc?cwc

?["zn

>b'u_ocpq rc]c$c]:r@c rq&
.oc?cwc?[.o@c on)
"]:(q ''''''' &z

su<k
m<k

_)! ''''''''' mu"o@c on<k
_zm ''''''''' u!%r

[cc*hgfgecf<k

2. 가사는 단의 아래 줄에 가사 전치 기호 ;2 다음에 연이어 적되, 모든 성부
에 가사가 일치할 경우, 한번만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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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p>c"sccw? oc_kcp# >d.&+<k
>a'>p>c"o'cc$ ]sc\

>d"!<k

>t'>p>c_q'c[c "oc_p<>"z
>d_&0<k
>b'>p>c_o'c?c ) '''''' >d^!<k
;2,amen4**
3. 성부의 가사가 다를 때에는 7과 7 사이에 다른 부분을 적는다. 가사가 두
줄에 걸칠 때에는 다음 줄에 두 칸 들여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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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1'x>ff"[cdjc*d *dcjdcewv<k
>s2'x>ff"]chhci ichicj\v<k
>a' x>ff"[ch\
>t' vv>ff"ee

\]\v<k
$::v<k

>b' >ff"e_e*?jj [_:^\v<k
;2et in terra 7b' in terra7
pax4
4. 각 성부의 가사가 다를 때에는 그 위 줄에 맞춰 가사를 적되, 가사 전치 기호
;2과 성부 전치 기호 >을 생략한 성부 표시를 하고 가사를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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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1'>f.:'e$v

]'gg"jc.fch

>s2'>f"w'jj%icdcf *"ic*?j\v
>a' >f"]'g$v

xig%ewv

>t' >f_w'i\v

gci%"ecg\v

>b' >f^w'j?v

%:'e$v

s1' 9,kyrie9 e-s2' ,kyrie e--le-ison1
a' ,kyrie eleison1
t' ,kyrie1 ,ky-ri-e1
b' 9,kyrie19
.hc]fef]c@c
gc&cz$q<k<l
x"gc%ic%deyc)dg "w'd%s<k<l
.?'"ggch[
echc@c(c=hn<k<l
"fc?%i]x"d
ecdw"q<k<l
%_['iwx*i ''''' rq<k<l
s1' le-ison1 ele---ison4
s2' e--lei-son1 eleison4
a' ,kyrie- ele---ison4
t' ,ky-rie ele-ison4
b' ,kyrie eleiso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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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합창곡은 독창곡과 달리 선율의 각 파트를 마디 단위로 구분하며 마디의 첫

음을 행별로 맞춰 적는다. 전체 파트와 가사를 포함하는 하나의 단이 독창곡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므로, 독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단을 페이지의 구성에 맞도록 적절하
게 배치한다. 생략 표기법, 반복 기호, 줄임표 등의 사용으로 마디 단위 기재법(bar
over bar scoring)을 유지할 수 없을 때는 이들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오선보대로
적는다.

* 묵자 오류로 33항의 1.~3. 예시 악보에서 테너 음자리표를 수정함.
** 점형 오류를 수정함.

- 64 -

제3장 각 악기별 기호

제34항
현악기의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현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제1현 %a

제2현 %b

제3현 %l 제4현 %1

제5현 %k

제6현 %2

제7현 %'

1) 현 기호는 음표 전치 기호(이음줄, 꾸밈음 등) 앞에 적되, 길표의 규정에 따라 적
는다.

.c
%1"?:$] \%ll[w? :?w[ \]$$%l: y<k'
2) 현 기호를 로마 숫자나 아라비아 숫자로 적지 않고 현(絃, string), 코다
(corda) 등의 용어를 현 이름과 함께 적을 때에는 이를 >과 > 사이에 적
는다.

#d4
>sul ,g> "&@c &@c $igedjd ti\'
2. 위치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제1위치

>>

제2위치

>/

제3위치

>+

제4위치

>#

제5위치

>9

제6위치

>0

제7위치

,>3

제8위치

>-

제9위치

>-/

제11위치

>-#

제2분의 1위치

>>/

제10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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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위치 기호는 음표나 셈여림표 앞에 적는다. 뒤에 나오는 음표 앞에는 길표를 적는
다.

%%#d4
>9'';zfgf z.igfz"i>>"gf"
"zi>+.ef=i>9;ef<k'
3. 활 기호(bowing sign)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활 올림표(upbowing, ∧, V)기호

<'

활 내림표(downbowing, , U)기호

<b

#d4
>f'<'.h;b<bh!hgf^2<bo
[붙임] 활 기호는 생략 표기법을 사용한다.

%_c
u>p'<'<'88.exex <fx<'8*fx<b?'c<)cy
4. 현악기의 손가락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제1지(세로선과 교차하는 손가락 기호)

*k

제1현의 1지

*ka

제2현의 1지

*kb

제3현의 1지

*kl

제4현의 1지

*k1

제1지

a

제2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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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l

제3지

1

제4지

.c
;ycjcich=lfeld)bcdcecfb=lhij
5. 프렛(fret)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1∼11의 프렛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제1 프렛

>>

제2 프렛

>/

제3 프렛

>+

제4 프렛

>#

제5 프렛

>9

제6 프렛

>0

제7 프렛

>3

제8 프렛

>-

제9 프렛

>-/

제10 프렛 >-+

제11 프렛 >-#

2) 그 밖의 프렛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제12 프렛

>-9

제13 프렛

>-0

6. 바레와 플렉트럼(plectrum)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큰 바레(C) _

2분의 1바레(CM)

^

위로 끌어올리는 플렉트럼(V)

<'

아래로 끌어내리는 플렉트럼(U)

<b

두 줄에 걸쳐 끄는 플렉트럼

@a

작은 바레(X) @

7. 그 밖의 기호
오른손 피치카토(pizzicato)

>pizz'

왼손 피치카토

_>

아르코(arco)

>arco

개방현과 자연적인 하모닉스(natural harmonics)

k

인공적인 하모닉스(artificial harmonics)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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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
>7l'x*l"j#*l%d%#*le#

해설

현악기에서 높은음자리표를 사용하는 바이올린과 가온음자리표를 사용하는 비

올라는 위에서 아래로, 낮은음자리표를 사용하는 첼로와 더블베이스는 아래에서 위로
화음을 적는다.
활 기호는 음표 앞에 적되 꾸밈 표, 스타카토, 악센트, 임시표, 길표 등이 있을 경
우에는 그 기호들 앞에 적는다.
위치 기호는 프렛 기호라고도 하며 오선보에서 로마 숫자나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
한다. 위치 기호는 일반적으로 현 기호 뒤에, 활 기호 앞에 적으며 괄호 형태의 긴
이음줄이 있을 때에는 그다음에 적는다. 위치 기호 다음에 오는 음표 앞에는 길표를
적는다. 위치 기호가 연속적으로 이어질 때 오선보에서는 선으로 표시한다. 점자 악보
에서는 위치 기호의 연속선이 시작되는 음표에 위치 기호와 '을 두 개 적고 선이 끝
나는 마지막 음표 다음에 >'을 적은 후 그다음 음표에는 길표를 적는다.
현 기호는 음표나 악상 기호, 괄호 형태의 긴 이음줄, 위치 기호나 활 기호 앞에
적고, 악상 기호 뒤에 적는다. 현 기호가 4개 이상의 음에 적용될 때 생략 표기법을
사용한다.
현악기의 왼손 손가락 기호는 건반 악기의 손가락 기호에 준한다. 악보에서 손가락
기호 뒤에 연속선이 나오는 경우 시작 부분은 손가락 기호 다음에 '을 적고 끝나는
부분은 음표 다음에 ,을 적은 다음 손가락 기호를 다시 적는다. 건반 악기의 5번 손
가락에 해당하는 k은 현악기에서 개방현으로 사용한다.
아르코(arco)와 피치카토(pizzicato)는 > 뒤에 적되, 피치카토는 약어이므로 pizz
뒤에 '을 적는다. 왼손 피치카토는 4음 이상 지속될 경우 생략 표기법을 사용하는데
이때 연속하는 피치카토 앞에 _>_>을 적는다.
자연적 하모닉스(natural harmonics) 기호는 오선보에서 작은 동그라미 모양으로
표시하고, 점자 악보에서는 음표 뒤에 k으로 적으며 생략 표기법을 사용한다. 자연적
하모닉스의 손가락 기호는 하모닉스 기호 뒤에 적는다.
인공적 하모닉스(artificial harmonics)는 오선보에서 마름모형 음표로 표시하고,
점자 악보에서는 음표 또는 음정 기호 앞에 *l으로 적으며 생략 표기법을 사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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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
a`>9;zfgfz.igf`:>>"]````````````

````<.c`````````````````````````
a`_>.=_>.f_>.e8d_>_>")ih_>"g"```
``.8"\.8[```````````````````````
기타, 만돌린, 우쿨렐레 등의 발현 악기의 화음은 위에서 아래로 기재한다. 스트로
크 기호는 활 기호와 동일하게 사용한다.
왼손 손가락 기호는 엄지를 제외한 검지(index finger), 소지(little finger)를 1~4번
손가락 기호로 적으며, 지판을 누르지 않는 개방현은 k으로 표기한다. 오른손 손가락
기호는 엄지손가락(thumb)부터 약지(ring finger)까지 문자 p, i, m, a로 표기한다.
발현 악기의 포지션은 프렛, 혹은 프렛 위치라고 불리며 기호는 로마 숫자 혹은 아
라비아 숫자로 나타낸다. 클래식 기타에서는 포지션 기호를 > 뒤에 음정 기호와 동
일한 점형으로 나타내는데, 이때 7포지션의 기호는 크레셴도 종료 기호와 점형이 동
일하므로 > 앞에 ,을 적는다.

````%#d4````````````````````````
a`>/l,>3'%.\l>9.glfa>+.[1"``````
``>/.f1*hb<>"$:%?[``````````````
바레는 여러 줄을 동시에 누르는 것으로, 기타 줄 전부를 누르는 전체 바레와 줄의
일부를 누르는 부분 바레가 있다. C 또는 B를 적어 전체 바레를 나타내는 방법과 문
자와 함께 분수 또는 문자에 빗금을 적어 부분적인 바레를 나타내는 방법을 사용한
다. 바레 표시는 위치 기호와 함께 표시한다. 바레가 문자 또는 분수로 표시된 경우
큰 바레는 _ 또는 2분의 1 바레는 ~을 위치 기호 앞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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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
a`>7l^>/''%.]+0"d.g+07>'````````

제35항
파이프 오르간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파이프 오르간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호들은 다음과 같다.
왼발 끝

a

왼발 발꿈치

b

오른발 끝

l

오른발 발꿈치

1

발을 바꾸는 기호 또는 발끝에서 발꿈치로

c

발끝 혹은 발꿈치 등의 지시 없는 변경

,-'

[붙임] 이 기호들은 해당 음표 뒤에 적는다.

.c
^>^?_?,-'"?_?,-' ^y<k'
2. 발을 앞에서 교차할 때(음표 아래)에는 "3으로 적고, 발을 뒤에서 교차할 때
(음표 위)에는 31으로 적는다.
[붙임] 이 기호들은 해당 음표 앞에 적는다.

.c
^>_?a:l"3<$a%]l \1:a31wl\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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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르간의 페달 표(베이스 음)는 ^>으로 적되, 악보의 앞에 적는다

해설

오르간의 페달 기호에서 좌우의 발을 번갈아 밟을 때는 바꾸어 밟는 그 음표

뒤에 ,-'을 적는다. 한쪽 발을 다른 쪽 발 앞에서 교차할 때는 교차해서 연주하는
음표의 앞에 "3을 적고 한쪽 발을 다른 쪽 발 뒤에서 교차할 때는 31을 적는다.
오선보에서 손의 주법 지시가 스톱(stop: 음색과 음높이를 조정하는 장치)의 지시와
연결되어 나올 때 그 기호는 >과 > 사이에 적는다. 단, 생략어(Gt., G.O. 등) 또는
숫자(I., 1. 등)로 주법 지시가 있을 때는 문자 기호로 적는다. 스톱의 개폐는 악곡의
시작 부분에 정확하게 적는다. 오선보에서 마이너스 기호 혹은 이와 비슷한 기호에
따라 하나의 스톱을 누를 것을 지시할 경우, 스톱 기호 앞에 계속해서 9을 적는다.

````<#d4````````````````````````
a`.>"[\q````````````````````````
``_>_]9$9q+`````````````````````
``^>^=``````````````````````````
b`.>'>gt'"i.e%de\]``````````````
``_>'u>pos'_ei%hi```````````````
``^>'m``````````````````````````
c`.>.fghjighg```````````````````
``_>"?ws````````````````````````
``^>'>b^[_:%?:``````````````````

제36항
그 밖의 기호
1. 취주 악기에 쓰이는 기호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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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을 막는 기호

=

구멍을 반 여는 기호

&

구멍을 여는 기호

x

[붙임] 이 기호들은 손가락 기호 앞에 적는다.

,'>7l'%"=<k'
8'ixo1,oa,0 ,'_>'=abl1 .>'=l1kxb
8'^"uf[,oa,0 ,'_>'=abl1 .>'=l1xbk
,'>7l'<")<k'
,'_>'=ab1xl .>'=bxl1k

2. 하모니카 약보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약보에서 음표는 수표와 수로 나타낸다. 쉼표는 숫자 0으로 적고 쉼표의
길이는 음표 길이 기호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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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보

음표

점형

1

4분음표

#a

1-

2분음표

#a-

1--

점2분음표

1---

온음표

#a-#a---

1·

점4분음표

#a1

1

8분음표

#a3

1

16분음표

#a7

32분음표

#a=

점8분음표

#a31

2) 길표를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붙임] 기본 길표는 적지 않고 한 옥타브 내려갈 때는 수표 앞에 _, 두 옥타브
내려갈 때는 수표 앞에 ^, 한 옥타브 올라갈 때는 ., 두 옥타브 올라갈 때는 ;
을 적는다.

3) 호흡 기호는 다음과 같다.

부는 기호

=

마시는 기호

x

[붙임] 호흡법은 약보 바로 아래 줄에 적어 나타낸다.

4) 하모니카 연주에 쓰이는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 만돌린(Mandolin) 주법

>m

Ⓥ 바이브레이션(Vibration) 주법 >v
Ⓣ 트레몰로(Tremolo) 주법

>t

H.C 핸드커버(Hand Cover) 주법 >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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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스(Bass) 주법

>b

⑧ 8도(옥타브) 주법

>#h

Ⓢ 싱글(Single) 주법

>s

③ 3도 주법

>#c

#f8
#e3 #e#c3#d3#c3#b3 #a1_#e#j3
x xx=x= xx
m"ow ,up3z h=o1
,u1 ,uu1eodeo"n iuuu,uu1
해설

취주 악기의 운지 기호는 왼손부터 각각의 구멍 개폐 기호 뒤에 연이어 해당

손가락 기호를 적는다. 왼손 운지와 오른손 운지 사이에는 한 칸을 띈다.
하모니카 약보는 오선보와는 달리 숫자와 점, 주법 기호로 구성된다. 숫자보에서
숫자 1~7은 음정 도~시를 나타내고 쉼표는 0으로 표기한다.
각 음표의 길이는 숫자 음정 뒤에 길이 기호를 적어 나타낸다. 숫자는 기본적으로
4분음표이며 한 박자씩 늘어날 때마다 -이 추가된다. 2분음표는 -이 한 개, 점2분
음표는 두 개, 온음표는 세 개로 나타내고 점음표는 숫자 뒤에 1으로 적는다. 8분음
표는 3, 16분음표는 7, 32분음표는 =을 4분음표 뒤에 적고 쉼표도 음표와 동일한
방법으로 표기한다.
임시표는 숫자 앞에 적고, 반복 기호는 16분음표 길이 기호와 점형이 동일하므로
마디를 전체 반복하는 경우 사용한다.
하모니카의 음역대는 크게 저음부, 중음부, 고음부로 나뉘며 오선보에서는 숫자 위
나 아래에 붙은 점의 위치와 개수로 길표를 나타낸다. 점자 악보에서 중음부 음역대
는 기본 숫자로 나타내고, 저음부 음역대는 숫자 앞에 _, 고음부 음역대는 .을 적는
다. 그리고 가장 낮은음인 둘째 길에 해당하는 ‘솔’ 음은 ~을, 가장 높은음인 여섯째
길에 해당하는 ‘도’ 음은 ;을 앞에 적는다.
하모니카 연주에 사용하는 다양한 주법들은 오선보에서 주법의 영문 이름에 해당하
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데 점자 악보에서는 > 뒤에 이를 소문자로 적는다. 주법
이 적용되는 구간은 주법 기호 뒤에 ''과 >'으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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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
a`>m''#d#c#b`#f#e->'`#e#e1.#a3``

````#c4`````````````````````````
a`>#h''#e1#f3#e3#f3`````````````
b`.#c3.#d3.#c3.#b3.#a3.#g3>'````

제37항
리듬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리듬을 나타내는 음표는 각 음표의 도(Do)로 적는다.

#C4
?'DDD<k'
2. 박자에 따른 강, 약, 중강, 약 기호는 다음과 같다.
강

>=k

중강

>7k

약

>-k

3. 신체 리듬 기호는 다음과 같다.
손가락 튕기기

>ck

손뼉 치기

>3k

무릎 치기

>4k

발 구르기

>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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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강 약 중강 약 기호는 점의 개수로 나타내며 ‘강’은 =, ‘중강’은 7, ‘약’은 -

으로 적는다. 신체 리듬 기호는 사용하는 신체의 위치에 따라 c, 3, 4, 7으로 구분
하여 적는다. 강 약 중강 약 기호와 신체 리듬 기호는 > k 사이에 적는다.

````#c4`````````````````````````
a`,'"de$$`gfo```````````````````
``;2l@v`$8z`cr`t@&``````````````
``,'>=--`7--k```````````````````

````%%#d4```````````````````````
a`,'.:jh.:jh`:::v```````````````
``;2fz`^ma!`&":"<`im7im7im7`````
``,'>3k"1`?v?v`?v?v`````````````
````>4k"1`v?v?`v??v`````````````
````>7k"1`?vvv`???v`````````````

제38항
단축 악보(short-form scoring)를 적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코드에 사용하는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증화음 기호(plus sign) + +
단화음 기호, 하이픈(minus sign or hyphe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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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화음 기호(small circle) ° 4
반감화음 기호(small circle bisected by line) Ø ⏀ ∅ 4'
장화음 기호(small triangle)

0

반장화음 기호(small triangle bisected by line)

0'

장7화음 기호(italicized 7 for a specialized 7th chord) 7 .#g
분수 화음 기호(oblique stroke) / /
괄호 기호(parentheses) ( ) 7 7

Dm

,dm

Dmaj7

,dmaj#g

F#dim7

,f%dim#g

F#°7

,f%4#g

C7sus

,c#gsus

Dm(#7)

,dm7%#g7

B7-9

,b#g-#i

Gmaj7+9

,gmaj#g+#i

C⧍7

,c0#g

C 7

,c0'#g

G6/D

,g#f/,d

2. 단축 악보 형식의 전치부는 3>으로 적는다.

%_c
.>_j'y%d'zf'*yg'0z r0u<k
_>^h'!%i')?: ^\e@h@c\v<k
3>,g_k,c,d#g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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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한 마디 안에 다양한 박자의 코드가 함께 사용될 때 기둥 표를 사용하여 정확

한 박자를 표기한다. 한 개의 기둥 표로 정확한 박자를 표기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박자를 두 개의 기둥 표로 표시하되, 이들 사이에는 붙임줄을 적는다.

````.c``````````````````````````
a`,'"??\\`[[r```````````````````
``;2^3,.a`^3,.a`.az`^\``````````
``.>'v"\+9v.?#0`[+0[%+9\+9v`````
``_>_?v?v`]:?"?`````````````````
``3>,c`,f_a,d_a,c```````````````

````.c``````````````````````````
a`,'"no`g&z@czd&@cp`````````````
``3>,c#g,d#f`,g%m#g_a@c_b',c%m#g

````%%#c4```````````````````````
a`>/l.q\*/`r+%]+````````````````
``3>,bm/,d`,g#g/,d`l`,a#g/,d`,d`

제39항
통주저음(通奏低音, figured bass) 기호를 적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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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정 숫자
오선보

0

2

점자 악보

#0

#2

3
#3
#'

음정 숫자가 없을 때 그 빈칸에 적는 기호
#.

독립된 변화표의 전치부

음정 숫자 두 줄의 계속을 나타내는 수평선

#aa

음정 숫자 세 줄의 계속을 나타내는 수평선

#aaa

음정 숫자에 대신하는 사선

#/

숫자에 겹쳐 긋거나 그 위에 긋는 사선

#;

통주저음 기호

;>

음정 숫자가 아님을 나타내는 기호

-

1. 통주저음이 나타나는 악구 앞에는 ;>을 적고, 일반 보표에서 음표 아래(또는
위)에 있는 음정 숫자는 베이스의 음표에 이어 음정 숫자로, 일반 보표의 아라
비아 숫자를 아래에서 위로 적는다. 이때 화음을 나타내는 세로로 적은 숫자
중 둘째 이하의 숫자는 수표 없이 적는다.

.c
;>^?#0_?#0i#0h#0] ]#2$#34"
^:#56$#7 ]#5910:#6<[#6\ y<k'
2. 오선보에 음정 숫자가 가로로 하나, 또는 여러 개가 나란히 있을 때에는 각
숫자에 수표를 적는다.

.c
;>_p#8#7q#5#6 (#46#35<k'
3. 화음 중 어떤 음이 빠져 있을 때에는 그 음정 숫자 대신 수표 다음에 '을 적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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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_(#79#'8 %r'#357#''6#'56v<k'
4. 계속음의 위 또는 아래에 적혀 있는 음정 숫자의 박자수를 나타낼 때에는 음
정 숫자의 끝에 기둥 표를 적는다.

%%.c
;>_z#59_a#4'_a#38_k<k'
5. 변화표는 숫자 앞에 적는다.
6. 독립 변화표는 모든 기본 화음의 3음에 적용한다.

%%.c
;>_:?#%6w#%k[#*3*46<k'
7. 음정 숫자에 따른 화음 몇 개가 다음 박자로 계속될 때에는 음정 숫자로 바꾸어 음정
숫자의 계속을 나타내는 수평선 기호 #a을 적는다.

.c
;>_r#457#3aan#aaa#3<k'
8. 보표 위에 베이스 성부와 음정 숫자 외에 다른 음표가 나타날 경우 이를 성부
나눔 표로 표기한다. 소형 음표가 오선보에 사용되었을 경우, 점자 악보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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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음표 기호를 사용하여 표기한다.

#b4
;>'%_h#6f:#%46<>_j#%(!w<k'
해설

통주저음은 주어진 숫자가 딸린 저음 위에 즉흥적으로 화음을 보충하면서 반

주 성부를 완성하는 기법으로 숫자, 변화표와 그 외의 특정 선율 아래 수직적으로 배
열된 음정 숫자로 구성된다. 음정 숫자가 표기된 음표 다음에 스타카토와 같은 다른
음악 기호가 나타나면 그 앞에 -을 적는다.

````#d<#c4``````````````````````
a`;>_s#8#7*[#5%6````````````````
b`_t#246#3aaf#aaaj#aaa``````````
c`*_[#/w#34*w#;7````````````````
d`"n#*26#3a_f#aa"d#aa```````````

제40항
아코디언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제1열 버튼(음표 아래 빗금)

@

제2열 버튼(기호 없음)

^

제3열 버튼(1 혹은 M)

_

제4열 버튼(2 혹은 m)

"

제5열 버튼(3, 7 혹은 S)

.

제6열 버튼(4 혹은 d)

;

당김(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열린 V 혹은 out)

<b'

밂(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열린 V 혹은 in)

<'

베이스 솔로(B.S.)

>bs'

음역(register)

>r

음역 없음(without register)

>sr

아코디언 기호의 전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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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왼손은 베이스 버튼을 눌러 반주를 하고 오른손은 건반을 눌러 선율을 연주하

는 아코디언은 왼손 부분에 아코디언 전치 기호인 ,>을 적는다. 오선보에서 베이스
음(첫째, 둘째 열 버튼)은 위로 향하는 기둥과 함께 보표의 하단에 적고 코드를 나타
내는 음(나머지 열)은 아래로 향하는 기둥과 함께 보표의 상단에 적는다. 길표가 불필
요하기 때문에 길표 기호를 버튼의 열을 나타내는 기호로 사용한다. 버튼 열 기호는
새로운 열 기호가 표기되기 전까지 지속된다. 버튼 열 기호는 음표 앞에 적어 나타낸
다. 버튼 열 기호와 음표 사이에는 변화표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기호도 적지 않는
다. 축약어는 띄어쓰기 없이 붙여서 적고 뒤에 반드시 3점을 표기한다. 바람통을 밀
고 당기는 기호인 ‘당김’, ‘밂’ 기호는 오른손 부분에 적는다.

````.c``````````````````````````
a`.>.fe?[\``````````````````````
``,>^?_?@$_?````````````````````

제41항
오케스트라에서 사용하는 악기 생략 기호는 다음과 같다.
1. 영국에서 쓰는 기호들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Piccolo

>pc'

Flute

>fl'

Oboe

>o'

English Horn

>eh'

Clarinet

>cl'

Bass Clarinet

>bcl'

Bassoon

>b'

Double Bassoon

>bb'

Horn

>hn'

Trumpet

>tp'

Trombone

>tb'

Tuba

>tu'

Bass Tuba

>btu'

Cymbals

>cym'

Triangle

>tri'

Snare Drum

>sdr'

Bass Drum

>bdr'

Kettle Drum

>dr'

Harp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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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랑스에서 쓰는 기호들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Petite Flûte

>pfl'

Grande Flûte

>fl'

Hautbois

>hb'

Cor Anglais

>ca'

Clarinette

>cl'

Clarinette Basse

>bcl'

Basson

>b'

Contrebasson

>bb'

Cor

>cor'

Trompette

>tp'

Trombone

>tb'

Tuba

>tu'

Tuba Bass

>btu'

Cymbale

>cym'

Triangle

>tri'

Caisse Claire

>ccl'

Grosse-caisse

>gc'

Timbales

>tim'

Harpe

>h'

Violon 1

>v1'

Violon 2

>v2'

Alto

>al'

Violoncelle

>vc'

Contrebasse

>cb'

3. 이탈리아에서 쓰는 기호들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Flauto Piccolo

>pc'

Flauto

>fl'

Oboe

>o'

Corno Inglese

>ci'

Clarinetto

>cl'

Clarinetto Basso

>bcl'

Fagotto

>fg'

Contra Fagotto

>cfg'

Corno

>cn'

Tromba

>tr'

Trombone

>tb'

Tuba

>tu'

Tuba Basso

>btu'

Piatti

>pi'

Triangolo

>tri'

Tamburo Militaire

>tbm'

Gran Cassa

>gc'

Timpani

>tim'

Arpa

>a'

Violino 1

>v1'

Violino 2

>v2'

Viola

>vl'

Violoncello

>vc'

Contrabasso

>cb'

4. 독일에서 쓰는 기호들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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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Kleine Flöte

>kfl'

Grosse Flöte

>fl'

Hoboe

>hb'

Englisches Horn

>eh'

Klarinette

>kl'

Bassklarinette

>bkl'

Fagott

>fg'

Doppelfagott

>dfg'

Horn

>hn'

Trompete

>tp'

Posaune

>pos'

Tuba

>tu'

Basstuba

>btu'

Becken

>bk'

Kleine Trommel

>kt'

Grosse Trommel

>gt'

Triangel

>tri'

Pauken

>pk'

Harfe

>h'

Violine 1

>v1'

Violine 2

>v2'

Brattche

>br'

Violoncell

>vc'

Kontrabass

>kb'

오케스트라 악보는 파트보와 총보로 구분한다. 총보는 모든 파트가 같은 방향

으로 화음, 성부 나눔 등을 표기하고 음자리표나 악기의 고저에 관계없이 아래 음을
기준으로 위로 적는다. 파트보는 악곡의 시작 마디에 해당 악기 음자리표를 적는다.
총보는 각 마디에 맞추어 수직으로 배열하는 bar over bar 형식과 section by
section 형식으로 표기한다.
총보에서 악기명은 점자 악보에서의 악기 생략 기호와 함께 악곡 시작 전 상단에
적는다. 관악기와 같은 단선율 위주의 악기에서는 음정 기호로 선율을 묶어 점역하지
않고 성부 나눔 표를 사용한다.
파트보에서 화음과 성부 나눔 등의 방향은 해당 악기의 음역이나 음자리표에 따라
정해지며, 악곡 진행 중간에 변경되는 음자리표는 화음이나 성부 나눔 방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피콜로,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트럼펫, 바이올린, 비올라, 건반 악기의 오른손
부분 등은 높은음부터 낮은음으로 화음과 성부 나눔을 표시하고 파곳, 트롬본, 튜바,
첼로, 더블 베이스, 팀파니, 드럼, 건반 악기의 왼손 부분 등은 낮은음부터 높은음으
로 화음과 성부 나눔을 표기한다.
파트보나 총보를 적을 때는 악기 명을 전부 기재하지 않고 축약하여 기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나라마다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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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te`""""""""""""""""""`>fl'
``,violin`""""""""""""""""""`>v'
````````````````````````````````
````<#c4````````````````````````
````#a-b````````````````````````
>fl'`x>p"ghi)de<f`gfg;dcjci`````
>v'``>p.:+?+<?<+``w[\+9`````````

``,violin`""""""""""""""""""`>v'
``,viola`""""""""""""""""""`>vl'
``,violoncello`""""""""""""`>vc'
````````````````````````````````
````#b4`````````````````````````
````#a-b````````````````````````
>v'``"$+e%+d9`;b"!jd%dz*dji^2<k'
>vl'`"?ef`````?#@c:+<k'`````````
>vc'`_djih````q-<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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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rinet`in`,b#<`"""""""`>cl'
``,violin`""""""""""""""""""`>v'
``,viola`""""""""""""""""""`>vl'
``,violoncello`""""""""""""`>vc'
````````````````````````````````
````#b4`````````````````````````
````#a-b````````````````````````
>cl'%%%`>p>c_idfi`>d.djih```````
>v'%````>pp"r+````:+:#``````````
>vl'%```>pp"o`````s`````````````
>vc'%```>p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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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2017년 서양 음악 점자 규정 점역 예제

1. 피아노: Schumann Waldszenen op.82 4. Verrufene Stelle-G. Henle
Ver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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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emlich`langsam4``````````
````?7#fj`<.c```````````````````
a`.>'ux''>pp,<1"t-ch''0s-c``````
``_>'x''>pp;b^o^j''r$'''s^2`````
b`.>'8"g+xvx''>c'<.pk0ac"```````
````.d''1#>d.ok%0b>4````````````
``_>^em'>c^oc_e''c>d^tc['''o````
c`.>"j''l+atb+a.k```````````````
````x''*.q"lcf''"lcoe''qc"1`````
````>pp"w++.cj''tw+.c```````````
``_>^hxx''*"qc"6f''bcoe''qc`````
d`.>.f''#00co#e#xx''8t+0"```````
````x''8"s1+a```````````````````
``_>"6"f''coe''oac_h''lc[bcwa"``
````%_d''k_s````````````````````
e`.>"sk[''',<1sbca<>````````````
````"6"f''boe>cr'"g"6f''oe''s@c`
``_>_obc*n``````````````````````
f`.>.e''lc$c]*"j''l.pk"`````````
````.f''c"%ncix<>```````````````
````"[@ci''%rb%.d+x"v```````````
``_>'*^wc_$c^['>markiert'8_z18&`
g`.>'8"i+9x8i/%0x8i+9m'tch'!0```
``_>'v^ikx_em'^rkcj'1!<>````````
````88_=cichcg=c&czc8&gxx8zb8&``
h`.>'8"i9x8f/x8f%+m'p.k`````````
````x8*"(l8!"1.8"i'1%=``````````
``_>'8_e1x8%^hkx8ixx''o<>```````
````88_=cichcg&czc%yc8zf"x"x''o`
i`.>")l+aedjb.(ke<flda)1ihg"````
````>c"g<c='c.q+>3``````````````
``_>;8^h-m'"o;8h''_n;8]v````````
aj`.>.]'''++q;8g''<ph''r+```````
```_>'x''*c>cr'^oc;8^j''crc"````
`````<^fm'"n"lc;8.d''"lc"r"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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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8.\'''<+r+>sf.\'+8z18&````
```_>'<"fm'<^pc;8_d''csc"```````
`````<c>sf^g1"z1&&hgf```````````
ab`.>'>pp'<.fk8z1*c8&f8%y1*c8z"1
`````")l<+ac!bx)+c!x.k``````````
`````.e#-8y*c8ze#-8z1*c8&```````
```_>'<c^gx7<c*(c%=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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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아노: 제33회 점역·교정사 기출 문제
Chopin, Prelude in C Major, Op. 28,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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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itato4`#b8```````````````
a`.>'2m>mf_(_b'"y2hk!<>`````````
````"x2"&ldi_l``````````````````
``_>'<c2^y(_&x``````````````````
b`.>'2m_(c_b'"zc2hc!<>``````````
````"x2"=1e_i_l`````````````````
``_>'<c2@)^(_=x`````````````````
c`.>'2m_(c_b'"yc2hc!<>"x2"&di_l`
``_>'<c2^y(_&x``````````````````
d`.>'2m_)c_b'"&c2jcy<>"x2"(fd_l`
``_>'<c2^&_y(x``````````````````
e`.>'2m"&c_b'!c2.fcz<>"x2.yie_l`
``_>'<c2^=_y_!x`````````````````
f`.>'2m"&c_b'!c2.fcz<>"x2.yie_l`
``_>'<c2%^=_z"yx````````````````
g`.>'2m"&c_b'(c2.fcz<>"x2")he_l`
``_>'<c2^(*_=)x`````````````````
h`.>'2m_)c_b'zc2"jc!<>"x2"=e_i_l
``_>'<c2@(^(_=bx````````````````
i`.>'2m_(c_b'"yc2hc!<>"x2"&di_l`
``_>'<c2^y(_&x``````````````````
aj`.>'2m_(c_b'"zc2hc!<>`````````
`````"x2"=e_i_l`````````````````
```_>'<c2@)^(_=x````````````````
aa`.>'2m_(c_b'"yc2hc!<>"x2"&di_l
```_>'<c2^y(_&x`````````````````
ab`.>'2m_)c_b'"&c2jcy<>"x2"(fd_l
```_>'<c2^&_y(x`````````````````
ac`.>'2m%"yc_b'=c>cr''2%.dcz<>``
`````"x2"!ge_l``````````````````
```_>'<c2^=*_y_!*cx`````````````
ad`.>'2m%"zc_b'(c2%.ec&<>```````
`````"x2.y"hf_l`````````````````
```_>'<c2^(c_y<_)*cx````````````
ae`.>'2m"(c_b'!c2.hc=<>"x2.yig_l
```_>'<c2^!_="y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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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2m%"zc_b'(c2%.ec&<>```````
`````"x2.y"hf_l`````````````````
```_>'<c2^(_y"yx````````````````
ag`.>'2m>stretto''"fc_b'ic"`````
`````2.fc=<>"x2.yig_l```````````
```_>'<c2^!_="yx````````````````
ah`.>_5'%"=_b')%.g(<>"x2.zjh_l``
```_>'<c2^)_("zx````````````````
ai`.>_5'%"(_b'.y%h!<>"x2.&di_l``
```_>'<c2_y*("&x````````````````
bj`.>_5'%"!_b'.z%i)<>"x2.(ej_l``
```_>'<c2_z("=x*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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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악기: Béla Bartók Concerto for Viola and Orche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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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co`meno`mosso4```````````
````?7#ib`#d4```````````````````
fa`>/5"f;c"`>mp'`7pi@u`dolce7>``
```<b.$:%?*?`#c4````````````````
fb`")lci<jlc%h[b.$l@c`#d4```````
fc`@c.f:%?*?b*j`#e4`````````````
fd`<")lc%(!bc*(a%gac%.d1"```````
```*.dl!1*=>c"$>>.$b`#c4````````
fe`>mf_8%.\_8%]"````````````````
```%.&lc%eb*flc*ea`#e4``````````
ff`_8%.?_8%:&bc%gl*gbc*hl"``````
```%.\:`#f4`````````````````````
fg`>mp'<b%_(ac%i<'8*iac8j"``````
```>c'*"ylc*e%dlc8%e"```````````
```"&ac%g8*gac8*h%(lc%i8*ikc8*j"
```2*.dc*e%db2%fac%%gb%i1`#e4```
fh`>f'5"j;c<b.w1*[%(lc%g*hlc*g"`
```%.].8jx``````````````````````
fi`>>.$18*:%ycj*dc%i"```````````
```>poco`rit'>`"w$`#d4``````````
````a`tempo4`?7#if`#d4``````````
gj`>sub'`p'>`22*_hkc"hahich_h"``
```_hc"jj2%dcj_h````````````````
ga`22"ec*.g"e.gc"e%d"```````````
```"ec.gik2gc"e*dl``````````````
gb`"zkc.gb<ig!cg"ekdl"``````````
```"zc.gb*ig!cg"ej``````````````
gc`"zcfh>cr'"f;b!g%hjyije^2"````
```%.yacfcgcd```````````````````
gd`.zafhf!lg%hjylije%yafge``````
ge`>poco`allarg'>`22;gleage%ge"`
```>c;geg2%da_8h_8*d````````````
gf`>f'%;rl>ten'*.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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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악기: 제30회 점역·교정사 기출 문제
Charles-Marie WIDOR, SUITE for Flute and Piano,
Op.34, No.1 중 3악장 ‘Ro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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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di`;b_3'"6"i%hi_3'<f.e'y"```````
```"_9'%"!jd%de%e*fg%g"`````````
```"_9'*.(%h*i%ij*d%d*e%e```````
ej`*;&^2m>accelerando;b"h"``````
```.?'>cr'"jed^2````````````````
ea`x;b"h;?'jed^2````````````````
eb`x>f;b.d;\'%gih```````````````
ec`>animato'%;zc*gcf8.j"````````
```*;zccd%.gi(%e*gcf")c*ecd8"h^2
ed`;b"&%ef%g(jd%e&%ghjy%ef%g````
ee`;(^2m"`>a`piacere>`.8%;e"````
```.8;f.8*g6p@c`````````````````
ef`6;&@c`6p'%ec&m```````````````
eh`>p'6''.&@c`&>'5%.z;c5&`x"````
````,pi@u`lento`````````````````
fj'`>c.gc>d;dc.f"```````````````
````x>c.jc>d;dc<.e>4````````````
fa`22x"`>a`piacere>`;b;dcj"`````
```8<.j8<i8hfg;g28<f8e8<e```````
fb`"_3',55*.jcd,/<;i"```````````
```"_7';(g<f<ed<j<i"````````````
```"_11'.(g;gfedjihg<f"`````````
```>c_13'<.zy>veloce;y<)*!<!(<("
```.=<=&*z<z````````````````````
fc`>d"_25'.y*)y<zy<y<)*!<!"`````
```"(<(=*&=*(=>4"&=!(<(=<=<&*z"`
```>pp'<"e^2,5x"`>a`tempo>``````
```>c'*"?c@c<l>d"dc*.d<k'`#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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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악곡(독창곡)

[KOMCA 승인필]

당신의 밤(Feat. 오혁)
김윤성 작사
김윤성, 박인규 작곡

``````i7,qw`^5`8'0,f1t4`u^:a,0``
````````````````````````````````
`````````````````````@o5%3,]`.al
``````````````@o5%3,]" ^aq@% .a@x
````````````````````````````````
````#e<.c```````````````````````
a`,'"w'jw[`qu```````````````````
``;2#d8jm0``````````````````````
``.>.]+9=hij]$``````````````````
````.$+93.c&+93"g.de$ef`````````
``_>_&+93`^)3```````````````````
``3>,e<m#i`,b<m#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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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jjjwi')`s'v```````````````
``;2#g8jm0``````````````````````
``.>.]+9=hij]\``````````````````
````.$+93.c&+93"=.g00.cg:*#e0```
``_>_&+93`^t3.cj3*h3.c(3_g'`````
``3>,e<m#i`,b<m#aa``````````````
e`,'.=fgf=&f&efe&ze`````````````
``;2^\`jc<n`;m?@v`^\`jc<n`l"<7@v
``.>.]+9=hij]$``````````````````
``_>_&+93```````````````````````
``3>,e<m#i``````````````````````
f`,'.ddyydy)jv``````````````````
``;2^\`jc<n`,,!,,!j5@v``````````
``.>.$+93.c&+93"g.de$ef`````````
``_>^)3`````````````````````````
``3>,b<m#aa`````````````````````
g`,'.====iizzzzfg```````````````
``;2^\`jc<n`i=@]`^\`jc<n`,ov````
``.>.]+9=hij]\``````````````````
``_>_&+93```````````````````````
``3>,e<m#i``````````````````````
h`,'.ddyyy)jv'``````````````````
``;2^\`jc<n`sesco```````````````
``.>.$+93.c&+93"=.g0.cg0:'*#0```
``_>^t3.cj3*\'3`````````````````
``3>,b<m#aa_k@c_b,g#i7%#a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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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악곡(합창곡)

[KOMCA 승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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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jr/s"`uc!iu```````````
````````````````````````````````
`````````````````````@o5%3.m`.al
````````````````````@o5%3.m`.a@x
````````````````````````````````
````%%#f8```````````````````````
a`>s'`"eeefgh`]'v'`eeefgh`]'v'``
``>a'`m`'''''`m````m``````m`````
``>t'`m`'''''`m````m``````m`````
``>b'`m`'''''`m````m``````m`````
``0s4`,nl7`l"<5i!`euim`.]ib!````
``````<1@q`j1,$`````````````````
````````````````````````````````
e`"]'$i`:'v_i`jegfed`:'v'`m`````
``m`````m`````m``````m````m`````
``m`````m`````m``````m````m`````
``m`````m`````m``````m````m`````
``0s4`jo5iz`o1z`vr`j3^)n`o1sc1,$
````````````````````````````````
aj`"ggghi<j`!!@c[v'`````````````
```"eeefgh``==@c]v'`````````````
```m`''''''`m```````````````````
```m`''''''`m```````````````````
```0s4a4`c<n@n`,o1e7j3`j"m-`````
````````````````````````````````
ab`"ggghi<j`!!@c[v'`````````````
```"eeefgh``==@c]v'`````````````
```m`''''''`m```````````````````
```m`''''''`m```````````````````
```0s4a4`cge&o`^uo@o`,o10s-`````
````````````````````````````````
ad`"]'$i`:'ve``hij[h`]'v'<k'````
```":':e`:'v_i`jeg$e`:'v'<k'````
```m`````m`````m`````m<k'```````
```m`````m`````m`````m<k'```````
```0s4a4`weosb'o`^5`jc!e3`^"<^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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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m`''''''`m```````````````````
```m`''''''`m```````````````````
```_wjjdj```[iiji```````````````
```%_\g%fff`]f%eee``````````````
```0t4b4`.a@n`\s`ig`egh[5`lo"u``
````````````````````````````````
bj`m`''''''`v'"ghi``````````````
```m`''''''`v'"eee``````````````
```x_hhhih``]'iii```````````````
```x_f*eded`:'efg```````````````
```0s4a4`y"um5``````````````````
```0t4b4`,!d[5^ui`is`fz`y"um5```
````````````````````````````````
bb`"w'.$d`['.:'`````````````````
```"]'*]g`$']'``````````````````
```_w'wj``?':'``````````````````
```%_\'?d`]'^w'`````````````````
```;2o`i$v`is```````````````````
````````````````````````````````
bd`.o'c@c`:'c?'<k'``````````````
```;b*"q'`$'@cf%gh^2<k'`````````
```"o'c```_\'c['<k'`````````````
```;b<^t'`['_hgf^2<k'```````````
```0s4t4`c1--```````````````````
```0a4b`c3-#d```````````````````
````````````````````````````````
bf`.:'c@c:cd`fdewci`````````````
```"]cic:ch``efg\cg`````````````
```_efghij```['c*?'`````````````
```_efghij```s'`````````````````
```0s4`<--`,m@ujr/s-````````````
```0a4`<---`,m@ujr/s-```````````
```0t4`,m@ujr/s`uc!iu-``````````
```0b4`,m@ujr/s`uc!i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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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hhhg8im=```hgffef```````````
```"eeee8emz```eeejjd```````````
```_jjji8"em_!`jihhgh```````````
```_hhhg8gm=```fff^iii``````````
```;2<emiu`csw`,!d[5n`@v3,o5````
`````sb'ir``````````````````````
````````````````````````````````
cj`"]x\x``gij?'`````````````````
```":x:x``egg]'`````````````````
```_[x\x``i"ed:'````````````````
```_:x<wx`ii_i%\'```````````````
```;2iu`c3`c!`[7p3jr````````````
````````````````````````````````
cb`"jihhi'(`]'v'````````````````
```"hgfede``:'v'````````````````
```"edjji')`['v'````````````````
```_fff^iii`_:'v'```````````````
```;2,m@ujr/s`uc!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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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오케스트라(총보): 중앙성가 Vol. 36, 중앙아트 J&A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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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w`d7d"[``````````````
````````````````````````````````
``````````0,,,george`;f4`h&el,'4
````````````````````````````````
``,flute`""""""""""""""""""`>fl'
``,clarinet`in`,b#<`"""""""`>cl'
``,trumpet`in`,b#<`""""""""`>tp'
``,violin`#a`""""""""""""""`>v1'
``,violin`#b`""""""""""""""`>v2'
``,viola`""""""""""""""""""`>vl'
``,violoncello`""""""""""""`>vc'
````````````````````````````````
````#c4`````````````````````````
````#a-c````````````````````````
>fl'<<`>f"]w?``:]?```:vv````````
>cl'```>f"?$\``.?"\w`?vv````````
>tp'```>f"\.?:`$\:```f'"(.d'&e'=
>v1'<<`>f"]w?``:]?```e'"=j'zd'&`
>v2'<<`>f":][``ww[```q[`````````
>vl'<<`>f_ww"]`]]]```o]`````````
>vc'<<`>f^w:]``w_:]``7``````````
````#d-e````````````````````````
>fl'<<`m`''''''''`"]w?``````````
>cl'```m`''''''''`"?$\``````````
>tp'```.f'zd'!j'(`\vv```````````
>v1'<<`.e'yj'(i'=`:+]#]9````````
>v2'<<`"q$`''''''`_w+:+]+```````
>vl'<<`"o?`''''''`ww"]``````````
>vc'<<`_w$]`'''''`^w:]``````````
````#f-g````````````````````````
>fl'<<`.:]?`````:w?`````````````
>cl'```.?"\w````7```````````````
>tp'```m`''''''`m```````````````
>v1'<<`"w+:+"[+`.e'"=j'zd'&`````
>v2'<<`"]#]#]+``q#]+````````````
>vl'<<`"]]]`````q]``````````````
>vc'<<`_w_:]````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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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fl'<<`.:]]`````````````````````
>cl'```.??:`````````````````````
>tp'```m````````````````````````
>v1'<<`.e')j'zd'&```````````````
>v2'<<`"]]]+````````````````````
>vl'<<`"]]]`````````````````````
>vc'<<`_w_:]````````````````````
````#i``````````````````````````
>fl'<<`>d.q>mf.]````````````````
>cl'```>d.n>mf.:````````````````
>tp'```m````````````````````````
>v1'<<`>d.e'"=j'z>mf.d'&````````
>v2'<<`>d"t>mf"]+```````````````
>vl'<<`>d"q>mf"]````````````````
>vc'<<`>d_w_:>mf_]``````````````
````#aj-aa``````````````````````
>fl'<<`.]vv`''''''`u[```````````
>cl'```.?vv`''''''`u:```````````
>tp'```m`'''''''''`vv>mf"w``````
>v1'<<`.e'"=j'zd'&`7````````````
>v2'<<`"t]+`''''''`7````````````
>vl'<<`"q]`'''''''`7````````````
>vc'<<`_w_:]`'''''`7````````````
````#ab`````````````````````````
>fl'<<`.tv``````````````````````
>cl'```.pv``````````````````````
>tp'```.nv``````````````````````
>v1'<<`.e'"=>c"j'zd'&```````````
>v2'<<`"t>c"$```````````````````
>vl'<<`"q>c"?```````````````````
>vc'<<`_w>c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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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오케스트라(파트보): 중앙성가 Vol. 36, 중앙아트 J&A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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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w`d7d"[``````````````
````````````````````````````````
``````````0,,,george`;f4`h&el,'4
````````````````````````````````
``,flute````````````````````````
````````````````````````````````
````<<#c4```````````````````````
a`>f"]w?`:]?`:vv`m`"]w?`:]?`:w?`
h`.:]]`>d.q>mf.]`]vv`u[`tv``````
````````````````````````````````
``,clarinet`in`,b#<`````````````
````````````````````````````````
````#c4`````````````````````````
a`>f"?$\`.?"\w`?vv`m`"?$\```````
f`.?"\w`7`??:`>d.n>mf.:`````````
aj`.?vv`u:`pv```````````````````
````````````````````````````````
``,trumpet`in`,b#<``````````````
````````````````````````````````
````#c4`````````````````````````
a`>f"\.?:`$\:`f'"(.d'&e'=```````
d`.f'zd'!j'(`\vv`#em`vv>mf"w`nv`
````````````````````````````````
``,violin`,i````````````````````
````````````````````````````````
````<<#c4```````````````````````
a`>f"]w?`:]?`e'"=j'zd'&`````````
d`.e'yj'(i'=`]+w#?9`:+]+?+``````
g`.e'"=j'zd'&`e')j'zd'&`````````
i`>d.e'"=j'z>mf.d'&`e'"=j'zd'&`7
ab`.e'"=>c"j'zd'&```````````````
````````````````````````````````
``,violin`,,ii``````````````````
````````````````````````````````
````<<#c4```````````````````````
a`>f":][`ww[`q[`q$`:+]+[+```````
f`"w#w#[+`t#[+`]][+`>d"t>mf"[+``

- 114 -

aj`"t[+`7`t>c"$`````````````````
````````````````````````````````
``,viola````````````````````````
````````````````````````````````
````<<#c4```````````````````````
a`>f_ww"]`]]]`o]`o?`ww"]`]]]`q]`
h`"]]]`>d"q>mf"]`q]`7`q>c"?`````
````````````````````````````````
``,violoncello``````````````````
````````````````````````````````
````<<#c4```````````````````````
a`>f^w:]`w_:]`7`w$]`^w:]````````
f`_w_:]`7`7`>c_w_:>mf_]`w_:]`7``
ab`_w>c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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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하모니카: 위미경(2002), 하모니카 마스터 클래스 2, 현대음악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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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8^u50`````````````````
``````0,!`,spr+4````````````````
````````````````````````````````
``````````````````0,a4`,vivaldi4
````````````````````````````````
``8u,)^u0```````````````````````
````````````````````````````````
````,allegro4`.c````````````````
j`>f"d`fffzy\'(=`7`f=(gfejh>p"d`
d`"fffzy\'(=`7`f=(gf:x>f"d``````
g`"h=&ghi\d`7`"i\gfzy6:`````````
aj`"?x>p"dh=&gh`i\dh=&gh````````
ab`"i\d"i\g`fzy6:>f"6"\"6\``````
ad`"6"\c7c7c"6\`;b88hhh8h7^2````
af`;b88"hhhhhh8h!)^2````````````
ag`;b.yjih=&zy^2e'y?<k``````````
````````````````````````````````
``8,m'.^u0``````````````````````
````````````````````````````````
````,allegro4`.c````````````````
j`>f#a3`````````````````````````
a`#c3#c3#c3#b7#a7#e1#e7#d7`7````
c`#c3#d7#e7#d3#c3"``````````````
``#b3_#g3_#e3>p'#a3`````````````
d`#c3#c3#c3#b7#a7#e1#e7#d7`7````
f`#c3#d7#e7#d3#c3#b#j3>f'#a3````
g`#e3#d7#c7#d3#e3#f3#e#a3`7`````
i`#f3#e#d3#c3#b7#a76#b``````````
aj`#a#j3>p'#a3#e3#d7#c7#d3#e3```
aa`#f3#e#a3#e3#d7#c7#d3#e3``````
ab`#f3#e#a3#f3#e#d3`````````````
ac`#c3#b7#a76#b>f"6#e"6#e```````
ad`"6#ec"6#ec"6#ec"6#e``````````
ae`;b88#e3#e3#e3#e3"````````````
```#e3#e3#e38#e3^2``````````````
af`;b88#e3#e3#e3#e3#e3#e3"``````
```8#e3#f7#g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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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b.#a7#g7#f7#e7"`````````````
```#d7#c7#b7#a7^2#b31#a7#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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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2017년 서양 음악 점자 규정 신구 대조표

현행

개정 후

제2장 서양 음악
제3절 서양 음악

서양 음악 점자
제1장 서양 음악 기본 기호

제7항 음표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제1항 음표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음

음

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온음표와 16분 음표

Y Z & = ( ! )

온음표와 16분음표

Y Z & = ( ! )

2분 음표와 32분 음표

N O P Q R S T

2분음표와 32분음표

N O P Q R S T

4분 음표와 64분 음표

? : $ ] \ [ W

4분음표와 64분음표

? : $ ] \ [ W

8분 음표와 128분 음표

D E F G H I J

8분음표와 128분음표

D E F G H I J

높이만 있고 길이가 없는 음표 4 5 6 7 8 9 0

높이만 있고 길이가 없는 음표 4 5 6 7 8 9 0

제8항 쉼표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제2항 쉼표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M
U
V
X

온쉼표와 16분 쉼표
2분 쉼표와 32분 쉼표
4분 쉼표와 64분 쉼표
8분 쉼표와 128분 쉼표

M
U
V
X

온쉼표와 16분쉼표
2분쉼표와 32분쉼표
4분쉼표와 64분쉼표
8분쉼표와 128분쉼표

(신설)

[붙임] 마디 전체를 쉬는 온쉼표가 연속
하여 나타날 경우 이를 빈칸 없이 적고
4개 이상일 경우 해당 숫자 뒤에 온쉼표

를 붙여 적는다.
제9항 점음표와 점쉼표는 해당 음표나 쉼 제3항 점음표와 점쉼표는 해당 음표나 쉼
표 다음 칸에 '(3점)을 적어 나타낸다.
점4분 음표()

?'

점4분 쉼표

V'

겹점4분 음표(♩..) ?''
겹점4분 쉼표

?'

점4분음표( )
점4분쉼표(

[붙임] 겹점 음표와 겹점쉼표는 해당 음표나 쉼표
다음에 ''(3점, 3점)을 적어 나타낸다.

표 다음 칸에 '을 적어 나타낸다.

)

V'

[붙임] 겹점 음표와 겹점 쉼표는 해당 음표나 쉼
표 다음에 ''을 적어 나타낸다.
겹점 4분음표( )

V''

?''

겹점 4분쉼표( )
V''
제10항 분별기호는 음표와 쉼표의 길이를 제15항 분별 기호는 음표와 쉼표의 길이
분별하기 어려울 때 해당 음표나 쉼표 앞에 를 분별하기 어려울 때 해당 음표나 쉼표
적는다.

앞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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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음표(또는 온쉼표)에서 8분 음표(또는 8분 쉼
표)까지 ^<1

온음표(또는 온쉼표)에서 8분음표(또는 8
분쉼표)까지 ^<1

16분 음표(또는 16분 쉼표)에서 128분 음표

16분음표(또는 16분쉼표)에서 128분음표

(또는 128분 쉼표)까지 ,<1
(또는 128분쉼표)까지 ,<1
제11항 집합 음표는 16분 이하의 음표 또 제14항 집합 음표는 16분 이하의 음표
는 쉼표가 같은 길이로 연이어 나타날 때 가 같은 길이로 연이어 나타날 때에 사
에 사용한다.

용한다.
1. 집합 음표의 모든 음표들은 동일한

(신설)

길이의 음표이어야 한다.

#B4
"(.EDJ? "('Q&Z$
2. 집합 음표는 악곡의 박자에 따라 집
(신설)

합 음표를 이루는 음표의 개수를 결정한
다.

#C4
"F====]F H&&FE?

1. 1박절씩 모여서 나타날 때, 첫 음표는 3. 1박절씩 모여서 나타날 때, 첫 음표
제 길이대로 적고, 나머지는 8분 음표로 는 제 길이대로 적고, 나머지는 8분음표
적는다.

점형을 사용한다.

>7L .C "YEFG(IJDZDJI(GFE<K'

.C
"YEFG(IJDZDJI(GFE<K'

[다만] 쉼표끼리 무리 지어 나타날 때에는 (삭제)
위와 같이 적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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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L #I8 "YEFGHI(=FE&YXX<K'
2. 마디 중간에서 줄이 바뀔 경우에는 집

4. 마디 중간에서 줄이 바뀔 경우에는 집
합 음표 표기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합음표 표기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I8
>7L #I8 "Y.D<"E<.E*"E*.E<"&<.&<"!<.!"
<")<.).Y;D"J.J"I.I<K'

"Y.D<"E<.E*"E*.E<"&<.&<"!<.!"
<")<.).Y;D"J.J"I.I<K'

3. 같은 행의 같은 마디 또는 행 안에서 5. 같은 줄의 같은 마디 또는 줄 안에
집합 음표 뒤에 8분 음표가 올 때는 원래
서 집합 음표 뒤에 8분음표가 올 때에
의 음으로 적는다.
는 원래의 음표로 적는다.

>7L .C M"DEF=Z&YH.DJD Z"HIJYIJH"

.C

.EHGH<K'

M"DEF=Z&YH.DJD Z"HIJYIJH"
.EHGH<K'

4. 집합음의 첫 음이 쉼표일 때에만 집합
음 표기로 하고, 집합음 중간에 쉼표가 있
을 때에는 원음대로 적는다.

6. 집합 음표의 첫 음이 쉼표일 때에만 집합
음 표기로 하고, 집합음 중간에 쉼표가 있을
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C4

>7L #C4 "YMZ&=(M!)YZM<K'

"YMZ&=(M!)YZM<K'

(신설)

[표 1] 공통 박자표에 따른 집합 음표
일람표
① 홑박자(Simpl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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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표

음표
모음
개수

  

 
 


16분음표

4

YDDD

&

32분음표

4

NDDD

   

 
 
 


64분음표

4

?DDD

구 분

 

 


구성


YDDDDD



YDDDDDDD


NDDD

NDDDDDDD



NDDDDDDDDD



마디

16분음표

전체

32분음표
 

 


점 형

4
마디

32분음표

전체

② 겹박자(Compound Time)
구 분

구성 음표

  

 
 


16분음표
32분음표

음표
모음
개수
6
4





64분음표

4

?DDD

16분음표
32분음표
64분음표
모든 짧은
길이의
음표

3
6
4

YDD
NDDDDD
?DDD

  

 
 

   

 
 
 


제12항 길표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점 형

YDDDDD
NDDD

4

제5항 길표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첫째길표

@

둘째길표

^

첫째 길표

@

둘째 길표 ^

셋째길표

_

넷째길표

"

셋째 길표

_

넷째 길표 "

다섯째길표

.

여섯째길표

;

다섯째 길표 .

일곱째길표

,

첫째길보다 더 낮은 길표

일곱째 길표

여섯째 길표 ;

,

첫째 길보다 더 낮은 길표

@@

@@

일곱째 길보다 더 높은 길표 ,,

일곱째길보다 더 높은 길표 ,,

1. 길표는 악곡이나 악절, 또는 구분된 각 1. 길표는 악곡이나 악절, 또는 구분된
부분의 첫 음표 그리고 모든 행의 첫 음 각 부분의 첫 음표 그리고 모든 줄의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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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앞에 적는다.

음표 앞에 적는다.

(중략)

(중략)

2. 뒤의 음표와의 간격이 2~3도일 때에는 2. 뒤의 음표와의 간격이 2~3도일 때에
는 길표를 적지 않는다.
길표를 적지 않는다.
(중략)

(중략)

3. (중략)

3. (중략)

4. (중략)

(신설)

4. (중략)
5. ‘8va'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일반 보표와 같이 ‘8va alta(한 옥타
브 위로) ... loco(원 위치로)’와 ‘8va
bassa(한 옥타브 아래로) ... loco’를 그
대로 적는다.

"?$\.? >#HVA ALTA> .?$\;? .\$?"\ .$?"
>LOCO> .\$

2) 길표를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
다.
① ‘8va’가 시작되는 음표 바로 앞에 길
표를 2개 적는다. 이때 앞의 길표는 보
표 상의 음표에 필요한 기호이고, 뒤의
길표는 실제로 연주하는 음에 필요한 기
호이다.
② ‘8va’가 끝난 다음의 음표 앞에도 길
표를 2개 적는다. 이 경우 길표는 2개
모두 보표 상의 음표에 필요한 기호이다.
③ ①과 ②의 사이에 적는 길표는 모두
실제로 연주하는 데 필요한 길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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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H[D EGI".JEG FHJDIG
;EJ..HGEJ \G:F N'<K'
[붙임] 앞의 두 가지 방법 외에 실제로
연주되는 음역으로 적을 수 있다.
제13항 변화표는 음표 앞에 다음과 같이
적는다.

제7항 변화표는 음표 앞에 다음과 같이 적
는다.

올림표(♯) %

겹올림표(♯♯,

내림표(♭) <

겹내림표(♭♭) <<

제자리표(♮)

)

%%

*

올림표(♯)

%

겹올림표(♯♯,

내림표(♭)

<

겹내림표(♭♭) <<

)

%%

제자리표(♮) *

[다만] 음표 앞에 길표가 있을 때에는 길
[붙임] 음표 앞에 길표가 있을 때에는 길표

표 앞에 적는다.

앞에 적는다.

>7L #D%#D4 *"O:'E *:*\W\ *O:'E
.I%.D%H%GF"F*.DJ SU<K

*":*.:W*\<K'
제15항 세로줄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제4항 세로줄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중략)

(중략)

2. 겹세로줄과 마침 세로줄은 다음과 같이 2. 겹세로줄과 마침세로줄, 점선세로줄
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적는다.

겹세로줄(

<K'

)

마침 세로줄(

)

<K

제16항 이음줄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두

음표를

연결하는

C(1-4점)으로 적는다.

겹세로줄(
마침세로줄(

<K'

)
)

<K

점선세로줄(
) K
제12항 이음줄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짧은이음줄은 1. 두 음표를 연결하는 짧은 이음줄은 C
으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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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

>7L #C4 X"HCFXX.DC <JCIX.GCEC*JC ?<K'

X"HCFXX.DC <JCIX.GCEC*JC ?<K'
2. 긴이음줄은 첫 음표 뒤에 C(1-4점)을
두 개 적고

끝 음표 앞에 C(1-4점)을 한

개 적는다. 이는 넷 이상의 음표, 또는 화
음에 걸릴 때에 쓴다.

2. 긴 이음줄은 첫 음표 뒤에 C을 2개
적고, 끝 음표 앞에 C을 1개 적는다. 이
는 5개 이상의 음표 또는 화음에 걸릴 때
에 사용한다.

<#D4

>7L <#D4 M"DCCGIY"GIDZJHJ&.EDJC I<K'

M"DCCGIY"GIDZJHJ&.EDJC I<K'
3. 한 성부에서 다른 성부에 걸치는 긴이
음줄은 첫 음표 뒤에 _CC(4-5-6점, 1-4 3. 한 성부에서 다른 성부에 걸치는 긴
점, 1-4점)을 적고, 끝 음표 앞에 이음줄은 첫 음표 뒤에 _CC을 적고, 끝
_C(4-5-6점, 1-4점)을 적어 나타낸다.

음표 앞에 _C을 적어 나타낸다.

#B4
>7L #B4 X"F_CCDJ X"Z_CC&=FED<>_C_S

X"F_CCDJ XZ_CC&=FED<>_C_S

M;B"EFG(IHG<>_C_T "P^2+<K'

M;B"EFG(IHG<>_C_T "P^2+<K'

4. 한 보표 사이에 걸치는 이음줄은 "C(5 4. 한 보표 사이에 걸치는 이음줄은 "C
으로 적는다.

점, 1-4점)으로 적는다.

%%#C4

%%#C4
.> "[C]C:"C V.:C0?C0 O'0<K

.>"[C]C:"C V.:C0?C0 O'0<K

_> M "C_S^[C _O'<K

_>'M "C_S^[C _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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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 보표 사이에 걸치는 직선 이음줄은 5. 한 보표 사이에 걸치는 직선 이음줄
은 @L으로 적는다.

@L(4점, 1-2-3점)으로 적는다.

%%#C4

%%#C4

.> "[]:@L V.:0?0 .O'0<K

.>"[]:@L V.:0?0 O'0<K'

_> M _S^[ _O'<K

_>'M _S^[ _O'<K'

(신설)

[붙임] 성부 간, 보표 간의 이음줄을 받
는 이음줄 앞에는 .을 전치한다.

6. 반분의 악구(樂句)에 걸치는 이음줄은
,CC(6점, 1-4점, 1-4점) 또는 @2(4점,

6. 반분의 악구(樂句)에 걸치는 이음줄은
,CC 또는 @2으로 적는다.

2-3점)으로 적는다.

#D<#B4
#D<#B4

(1) "?CCW "$',CCE DFIJC $'<K'

(1) "?CCW "$',CCE DFIJC $'<K'

(2) ;B"?W "$'@2E DFIJ $'^2<K'

(2) ;B"?W "$'@2E DFIJ $'^2<K'
7. 일련의 이음줄은 ;B ^2(5-6점, 1-2
점, 4-5점, 2-3점)으로 적는다.

7. 괄호 형태의 긴 이음줄은 ;B ^2으
로 적는다.

1) 첫 음표나 화음 앞에 ;B(5-6점, 1-2
점)을 적고, 끝 음표나 화음 뒤에 ^2(4-5

1) 첫 음표나 화음 앞에 ;B을 적고, 끝
음표나 화음 뒤에 ^2을 적는다.

점, 2-3점)을 적는다.

<#D4
>7L <#D4 M;B"DGIY"GIDZJHJ&.EDJ I^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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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짧은이음줄 위에 긴이음줄이 있을 때나

2) 괄호 형태의 긴 이음줄로 연결된 악
구에서 짧은 이음줄과 긴 이음줄을 함께

악구(phrase)에 사용한다.

사용할 수 있다.

>7L #D%#C4 ;B"W'CHCJC.F \'CGCFCE
%"JCCDFEG&CYC W'^2<K'

#D%#C4
;B"W'CHCJC.F \'CGCFCE %JCCDFEG&CY
"W'^2<K'

3) 한 음표에서 이음줄이 끝나면서 새 이 3) 한 음표에서 이음줄이 끝나면서 새
음줄이 시작할 때에 사용한다. 이때 겹치 이음줄이 시작할 때에 사용한다. 이때
는 부분에서는 다음 이음줄을 먼저 열고 겹치는 부분에서는 다음 이음줄을 먼저
이전 이음줄을 닫는다.

열고 이전 이음줄을 닫는다.

>7L %#I8 ;B.E HGFE'YJDIG

%#I8

#F8 ;B^2"H=()(E^2XX ;BI%(!Y!E^2XX<K'

;B.E HGFE'YJDIG #F8
;B^2"H=()(E^2XX ;BI%(!Y!E^2XX<K'

8.

꾸밈음에서

쓰이는

짧은이음줄은 8. 꾸밈음에서 쓰이는 짧은 이음줄은

;C(5-6점, 1-4점)으로 적는다.

;C으로 적는다.

#D<.C
>7L #D<.C @C.?;B]$: N5*!;C5);C5D;C6T"
5588*"!;CC)*)Y&;C58Z <"S<K'

9. 카덴차나 악상표기, 페달법 등에 사용
하는 점선 이음줄은 "LC(5점, 1-2-3점,

@C.?;B]$: N5*!;C5);C"5D;C6T"
5588*"!;CC)*)Y&;C58Z <"S<K'

9. 카덴차나 악상 표기, 페달법 등에 사
용하는 점선 이음줄은 "LC으로 적는다.

1-4점)으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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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
>6L <#C4 _YB"LC&A"LC!"LCYF'"LCY*_)1CIC%HCI<

_YB"LC&A"LC!"LCYF'"LCY"
*_)1CIC%HCI<K'

제17항 붙임줄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제13항 붙임줄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하나의 성부 안에서 연결하는 붙임줄은
앞 음표 뒤에 @C(4점, 1-4점)으로 적는다.

1. 하나의 성부 안에서 연결하는 붙임줄
은 앞 음표 뒤에 @C으로 적는다.

%#C4

>7L %#C4 .:@C :\$ :??@C ?.[.?@C ?W<K'

.:@C :\$ :??@C ?.[.?@C ?W<K'
[붙임 1] 마디가 두 음표 사이에서 바뀔 때
에는 앞 음표 뒤에 붙임줄을 적은 다음 빈 1) 마디가 두 음표 사이에서 바뀔 때에는
앞 음표 뒤에 붙임줄을 적는다.

칸을 둔다.

#C4
>7L

#C4

.?@C

?W<W@C

W[<[@C

.?@C ?W<W@C W[<[@C [\<IG P<K'

[\<IG P<K'

[붙임 2] 점음표일 때에는 점 뒤에 적는

(삭제)

다.

>7L

#C4

"N'@C

?$\

.N'@C ?W: "RV<K'

[붙임 3] 이음줄, 손가락 기호, 트레몰로

2)

이음줄,

손가락

기호,

트레몰로

(tremolo)를 붙임줄에 이어 쓸 때에는 붙임줄 (tremolo)를 붙임줄과 함께 쓸 때에는 붙임
줄을 나중에 적는다.
을 나중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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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
;B"N'A@C ?$B\L .N'1@C ?W: "R^2V<K'

>7L #C4 ;B"N'@C ?$B\L
.N'1@C ?W: "R^2V<K'

3) 화음에서 특정 성부의 음표에 붙임줄
[붙임 4] 화음에서 특정 성부의 음표에 붙 을 쓸 때에는 해당 음정 기호 뒤에 각각
임줄을 쓸 때에는 해당 음정 기호 뒤에 적는다.
각각 적는다.

#D4
>/L.N@C#0-@CN#@C0@C- Y#0-<K'
>7L #D4 .N@C#0-@CN#@C0@C .Y#0-<K'
2. 화음을 연결하는 붙임줄은 .C으로 적
2. 화음을 연결하는 붙임줄은 .C(4-6점, 는다.
1-4점)으로 적는다.

#D4
>7L.P+0-.CP+0- Q+93.CQ+93<K'

>7L #D4 .P+0-.CP+0- Q+93.CQ+93<K'

[붙임] 이 붙임줄은 모든 성부가 붙임줄로 1) 이 붙임줄은 모든 성부가 붙임줄로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준이 되는 음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준이 되는 음
표에 붙임줄이 있을 때에 사용할 수 있다.

표에 붙임줄이 있을 때에 사용할 수 있
다.

#D4
>7L.N#0.CN+0.C N+9.CN</@C9 Y/#0
(신설)

2) 화음을 연결하는 붙임줄은 생략 표기
법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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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L.N#0.CCN#9 N+9O#0 O#9.CO+9@C
.P+0<K'
3. 층거리꾸밈표(arpeggio)의 각 음표를

3. 층거리꾸밈 표(arpeggio)의 각 음표

연결하는 붙임줄은 첫 음표 뒤에 ^C(4-5 를 연결하는 붙임줄은 첫 음표 뒤에 ^C
점, 1-4점)을 적는다.
을 적는다.
(신설)
.C
>7L"D^CFH.D.C?#0-?+9
제18항 잇단음표는 _(4-5-6점)과 '(3점) 제16항 잇단음표는 _과 ' 사이에 잇단
사이에 잇단음표의 해당 숫자를 한 단 내 음표의 해당 숫자를 수표 없이 한 단 내
려 적는다.
려 적는다.
[붙임] 셋잇단음표의 표기는 2(2-3점)으로
1. 셋잇단음표의 표기는 2으로 적는 것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
을 원칙으로 하고, 셋잇단음표가 다른
위의 표기법을 사용한다.
종류의 잇단음표와 혼합되어 있을 때에
는 잇단음표를 해당 숫자로 표기하는 방
법을 사용한다.

>7L #F8 _6'"(IJDEF_3'"=I.E_6'"&GHIJD"
_3'"ZGJ<K'

(신설)

#F8
_6'"(IJDEF_3'"=I.E"
_6'"&GHIJD_3'"ZGJ<K'
[붙임] 길이가 긴 음표로 이루어진 셋잇
단음표 안에 짧은 음표로 이루어진 셋잇
단음표가 나타날 때, 긴 음 셋잇단음표
는 2으로, 짧은 음 셋잇단음표는 숫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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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C4
.:2_3'YZYJIGI Q:
_5'"F_5'Z&=&ZDJI": O'
(신설)

2. 잇단음표가 연속해서 4개 이상 나타
날 때에는 생략 표기법을 사용한다.

<#D4
_6_6'"=HIHGI(IJIHJ"
"!JDJID_6')DJGIH
(신설)

제10항 조표는 올림표, 내림표, 제자리
표를 그 개수만큼 적어 나타내며, 4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해당 기호 앞에 숫
자를 적는다.

%%#D4

#E<#F8
제20항 리듬을 나타내는 음표는 각 음표 제37항 리듬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
의 도(Do)로 적는다.

다.
1. 리듬을 나타내는 음표는 각 음표의
도(Do)로 적는다.

#C4 ?'DDD<K'
#C4
?'D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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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자에 따른 강, 약, 중강, 약 기호는

(신설)

다음과 같다.

(신설)

강

>=K

중강

>7K

약

>-K

3. 신체 리듬 기호는 다음과 같다.
손가락 튕기기

>CK

손뼉 치기

>3K

무릎 치기

>4K

발 구르기

>7K

제21항 음자리표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제6항 음자리표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중략)

[붙임 1] 음자리표는 악곡의 시작 부분에 (중략)
반드시 적고, 그 밖의 자리에서는 생략할 1. 음자리표는 악곡의 시작 부분에 필요
수 있다.
에 따라 적고, 그 밖의 자리에서는 생략
할 수 있다.

>7L #F8 _6'"(IJDEF_3'"=I.E_6'"&GHIJD"
_3'"ZGJ<K'

>7L"?\GF>6L"DJ SU

[붙임 2] 이 기호 뒤에 연이어 나오는 기 2. 이 기호 뒤에 연이어 나오는 기호가
호가 _(4-5-6점) 쪽에 나타날 때는 그대 _에 나타날 때에는 그대로 적고 L에 나
로 적고 L(1-2-3점) 쪽에 나타날 때는 이 타날 때에는 이 기호 뒤에 '을 적는다.
기호 뒤에 '(3점)을 적는다.
[붙임 3] 점자 악보에서 8va를 나타내는 (삭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22항 음정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중략)
[붙임 1] 건반 악기에서, 오른손에 해당하
는 높은음자리표를 적을 때에는 높은 음
을 기준으로 하고, 왼손에 해당하는 낮은
음자리표를 적을 때에는 낮은 음을 기준

제19항 음정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중략)
1. 건반 악기에서 오른손에 해당하는 높은
음자리표를 적을 때에는 높은음을 기준으
로 하고, 왼손에 해당하는 낮은음자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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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다.
(중략)

적을 때에는 낮은음을 기준으로 한다.

[붙임 2] 점음표의 화음을 적을 때에는 기
준음만 점음표로 적는다.
(중략)
[붙임 3] 음정이 9도 이상일 때에는 음정
기호 앞에 길표를 적는다.

2. 점음표의 화음을 적을 때에는 기준

(중략)

(중략)
[붙임 4] 음정이 8도 이내일 때에는 음정
기호 앞에 길표를 적지 않는다.
(중략)
[붙임 5] 음정 기호가 나란히 열거되어 앞
뒤 각 간격이 8도 이상이 될 때에는 길표
를 그 음정 기호 앞에 적는다.
(중략)
[붙임 6] 성부가 서로 교차할 때, 해당 부
분 앞에 길표를 적으며 표기 순서를 바꾸
지 않는다. 합창 등에서와 같이 한 음에
음표 꼬리가 두 성부로 나뉘어 위 아래로
교차할 때에도 이에 준한다.
[붙임 7] 변화표는 음정 기호 앞에 적는다.
(중략)
(신설)

음만 점음표로 적는다.
(중략)
3. 음정이 9도 이상일 때에는 음정 기호
앞에 길표를 적는다.
(중략)
4. 음정이 8도 이내일 때에는 음정 기호
앞에 길표를 적지 않는다.
(중략)
5. 음정 기호가 나란히 열거되어 앞뒤
각 간격이 8도 이상이 될 때에는 길표를
그 음정 기호 앞에 적는다.
(중략)
6. 성부가 서로 교차할 때, 해당 부분
앞에 길표를 적으며 표기 순서를 바꾸지
않는다. 합창 등에서와 같이 한 음에 음
표 꼬리가 두 성부로 나뉘어 위 아래로
교차할 때에도 이에 준한다.
7. 변화표는 음정 기호 앞에 적는다.
(중략)
8. 같은 음정이 4개 이상 연속적으로 나
타날 때, 변화표나 다른 기호들에 의해
변화되지 않는 경우 음정 기호 생략 표
기법을 사용한다.

#D<#D4
>7L"G++HIJDEF"I+ D0E#J'+!#['#X
(신설)

9. 변화된 음정 앞과 뒤에 최소한 3개의
같은 음정이 지속하는 경우, 생략 표기
법을 유지할 수 있다.

(신설)

10. 앞과 뒤에 최소 3개의 동일한 음정
을 가진 변화된 음정의 생략 표기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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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된 음정의 임시표를 적고 음정 기호
를 반복 표기하여 생략 표기법을 지속할
수 있다.

#C4
.>'V.?00: "[W: :?W%00 :?W S'0
_>_:00$: ?W%00%\ S' %R'0 S'9
제23항 성부나눔표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제20항 성부 나눔 표는 다음과 같이 적
1. 성부나눔표가 마디 전부에 적용될 때에 는다.
는 <>(1-2-6점, 3-4-5점)으로 적는다.

1. 성부 나눔 표가 마디 전부에 적용될

(중략)

때에는 <>으로 적는다.

[붙임 3] 행 끝에 성부나눔표가 올 때에 (중략)
는, 악보의 연결 기호 "(5점)을 적지 않 3) 줄 끝에 성부 나눔 표가 올 때에는
는다.
악보의 연결 기호 "을 적지 않는다.
[붙임 4] 오선보에 없는 점자 악보의 변화 4) 오선보에 없는 점자 악보의 변화표를 적
표를 적을 때에는, "(5점)을 그 앞에 적 을 때에는 "을 그 앞에 적는다.
는다.

.C
(묵자) >7L'%"HJ.FE?'J<>"$\"
"I<JI*H<K'
(점자) >7L'%"HJ.FE?'"<J<>"$"%\"
"I<JI*H<K'

(묵자) >7L .C %"HJ.FE?'J<>"$\"
"I<JI*H<K'
(점자) >7L .C %"HJ.FE?'"<J<>"$"%\"
"I<JI*H<K'
(신설)

5) 성부 나눔 표는 양쪽이 동일한 박절
일 때에만 사용한다.

2. 한 성부의 기재를 마디 안에서 중단하 2. 한 성부의 기재를 마디 안에서 중단
고 다시 앞으로 가서 다른 성부를 나타내 하고 다시 앞으로 가서 다른 성부를 나
어 성부나눔표가 마디 일부에 적용될 때 타내어 성부 나눔 표가 마디 일부에 적용
에는 "1(5점, 2점)으로 적는다.
될 때에는 "1으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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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D4
>#L^\"1_FZY.K^(_Y&(GE?+
(신설)

[붙임] 못갖춘마디일 경우, 마디 일부분
에 적용하는 성부 나눔 표를 사용한다.

%%#C4
>/L.FED"1X"[/ .:#0?+0:#0
제24항 기둥표(stem sign)는 다음과 같이
제21항 기둥 표(stem sign)는 다음과

적는다.

같이 적는다.
(중략)
[붙임 1] 기둥표는 건반 악기에만 사용하 (중략)
1. 기둥 표는 화음을 연주하는 악기에 사
고, 그 밖에는 성부 나누기로 적는다.
용하고 그 밖에는 성부 나눔 표로 적는다.
[붙임 2] 짧은 음은 원음표대로 적고, 그
뒤에 기둥표를 적는다.

2. 짧은 음은 원 음표대로 적고, 그 뒤
에 기둥 표를 적는다.

(신설)
3. 오선보에서 같은 음이지만 두 개의
다른 박자의 기둥을 가진 음표들이 나타
나 성부 나눔 표 사용이 어려울 경우,
기둥 표를 사용한다.

#B4
>7L"FH_A.DJ "EG_A.DJ
(신설)

4. 기둥 표는 그 기둥의 음표 다음에 적
으며, 점 또는 겹점은 기둥 표 뒤에 적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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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ATO #F4
A .>"T'X>P;B.8"DA_KE_A'%G_AJKI1
_>'U'8^:VV
B .>"R'L^2.O'KC<>V88":+C:+V\#C8\#
_>'V88^\C\V_WC8W
(신설)
5. 기둥 표는 집합 음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B4
>7L"Y_BHGH&_BHE_BH Y_BFHF_)_BEHE
(신설)

6. 기둥 표에 해당하는 음이 화음을 이
룰 때에는 원음과 화음에 기둥 표를 적
는다.

<<<.C
>6L_D"D_K+_K_HHIH\
(신설)

7. 선율의 리듬이 불규칙하거나 명확하
지 않을 때에는 기둥 표를 사용하지 않
고 성부 나눔 표로 적는다.

#F8
>#L_G'&E\'<>_GHIHJE
"?_Y&"1"D_HF.K_:+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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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항 주법에 관한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제18항 주법에 관한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적는다.
(중략)

(중략)

세로줄 위에 표시할 경우

세로줄 위에 표시할 경우

_<L

_<L
(중략)

(중략)
글리산도(glissando)와
(portamento) @A

포르타멘토 글리산도(glissando)와
(portamento) @A

글리산도는 ‘>GLISS'’으로 적기도 한다.

포르타멘토

글리산도는 ‘>GLISS'’로 표기하기도

강

>=K

하는데, 이는 오선보에 준한다.

중강

>7K

(삭제)

약

>-K

(삭제)
(삭제)

[붙임 1]
1.

(중략)

(중략)
[붙임 2]
(중략)

2.
(중략)

[붙임 3] 위에 해당하는 기호가 네 번 이 3. 위 기호가 네 번 이상 반복해서 나타
상 반복해서 나타날 때에는 생략법을 사 날 때에는 생략 표기법을 사용한다. 다
용한다. 다만, 늘임표, 숨표, 글리산도, 포 만, 늘임표, 숨표, 글리산도, 포르타멘토
르타멘토의 경우에는 생략법을 사용하지 의 경우에는 생략 표기법을 사용하지 않
않는다.
는다.
[붙임 4] 외국에서 제정한 기호는 >(3-4-5
점)과 '(3점) 사이에 적는다.

(삭제)

>7L %% >F'.D'"=].:<L 2DCEDW[,/ _I'"(]2FCGCF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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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국내에서 제정한 기호는 >(3-4-5
점)과 K(1-3점) 사이에 적는다.

(삭제)

@O^( "OI[5,@U1
-"OI[5- ,'#D4 ????<K'
-^A- ,'#D4 >=K??>-K??<K'
[붙임 6] 국악에서 제정한 기호는 >(3-4-5점)

(삭제)

과 L(1-2-3점) 사이에 적는다.
제26항 꾸밈표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제24항 꾸밈 표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앞꾸밈표는 다음과 같다.

1. 앞꾸밈 표는 다음과 같다.
긴앞꾸밈표(

) "5

긴 앞꾸밈 표( ) "5
짧은 앞꾸밈 표( ) 5

짧은앞꾸밈표(

5

2. 층거리꾸밈표(arpeggio)는 다음과 같 2. 층거리꾸밈 표(arpeggio)는 다음과
같다.
다.

>7L >K8.8.?#0-<K

>7L'>K8.8.?#0-<K'

(중략)

(중략)
3) 역행 층거리꾸밈 표는 >KK으로 적

(신설)

는다.

>7L'>KK.$+03. 돈꾸밈 표는 다음과 같다.

3. 돈꾸밈표는 다음과 같다.
음표

사이에

표시하는

상행

돈꾸밈표 음표 사이에 표시하는 상행 돈꾸밈 표

) 4

(

음표 위에 표시하는 상행 돈꾸밈표(
,4

(
)

) 4

음표 위에 표시하는 상행 돈꾸밈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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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표 사이에 표시하는 임시표가 따르는 상행 음표 사이에 표시하는 임시표가 따르는 상행
돈꾸밈표

돈꾸밈 표

올림표가 돈꾸밈표 위에 있을 때

올림표가 돈꾸밈 표 위에 있을 때(

%4

%4

내림표가 돈꾸밈표 위에 있을 때(

)
내림표가 돈꾸밈 표 위에 있을 때(

<4
올림표가 돈꾸밈표 아래에 있을 때(

)

)

<4
올림표가 돈꾸밈 표 아래에 있을 때

%4
내림표가

)

돈꾸밈표

아래에

있을

때 (

,<4

) ,%4

내림표가 돈꾸밈 표 아래에 있을 때

임시표가 돈꾸밈표 위나 아래에 있을 때
<,%4

(

) ,<4

임시표가 돈꾸밈 표 위나 아래에 있을
때 <,%4

>7L #D4 <,%4"R.?V<K'

#D4

"\'<SR%QR.?V<K

<,%4"R.?V<K' "\'<SH%GH.?V<K'

[붙임 1] 음표 위에 임시표가 있을 때에는
상행 돈꾸밈표는 임시표 뒤에 적는다.
[붙임 2] 하행 돈꾸밈표는 모든 상행 돈꾸
밈표 뒤에 L(1-2-3점)을 적어 나타낸다.

1) 임시표가 상행 돈꾸밈 표 위에 있을
때에는 임시표 뒤에 이 기호를 적는다.
2) 하행 돈꾸밈 표는 모든 상행 돈꾸밈
표 뒤에 L을 적어 나타낸다.

4L ,4L
4L

#C4
>7L #C4 4L.N$<K' .N'TNO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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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

>7L #B4 ,4L.?$<K' ")DED$<K

,4L.?$<K' ")DED$<K'
4. 잔결꾸밈표(mordent)는 다음과 같다.
잔결꾸밈표

"6

겹잔결꾸밈표

;6

4. 잔결꾸밈 표(mordent)는 다음과 같다.
잔결꾸밈 표

"6

겹잔결꾸밈 표

;6

[붙임 1] 임시표가 있는 잔결꾸밈표는 임시 1) 임시표가 있는 잔결꾸밈 표는 임시표
표 뒤에 적는다.

뒤에 적는다.

<"6 %"6
<"6
%"6
[붙임 2] 하행 잔결꾸밈표는 모든 상행 잔 2) 하행 잔결꾸밈 표는 모든 상행 잔결
결꾸밈표 뒤에 L(1-2-3점)을 적어 나타낸 꾸밈 표 뒤에 L(1-2-3점)을 적어 나타
낸다

다
"6L

"6L

5. 떤꾸밈 표(trill)는 다음과 같다.

5. 떤꾸밈표(trill)는 다음과 같다.
떤꾸밈표(

)

떤꾸밈표가 문자로 쓰인 경우

떤꾸밈 표(

6
>TR'

[붙임 1] 임시표가 있는 떤꾸밈표는 임시표 뒤
에 적는다.

)

6

떤꾸밈 표가 문자로 쓰인 경우 >TR'
1) 임시표가 있는 떤꾸밈 표는 임시표
뒤에 적는다.

<6 %6

<6
%6

[붙임 2] 하행 떤꾸밈표는 떤꾸밈표 뒤에 (삭제)
L(1-2-3점)을 적는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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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떤꾸밈표와 돈꾸밈표가 이어질 2) 떤꾸밈 표와 돈꾸밈 표가 이어질 때
에는 이들을 순서대로 적는다
때에는 이들을 순서대로 적는다
64 ;64

64 ;64
[붙임 4] 모든 꾸밈표는 해당 음표 앞에

3) 모든 꾸밈 표는 해당 음표 앞에 적는다

적는다
>7L ,%4"R.PV
>7L ,4L;6.?

#D4
<6_( \'6%G\'^J

#D4
"R4.?FE ?'FI,4GHF
제27항 줄임표는 다음과 같다.

제25항 줄임표는 다음과 같다.

(중략)

(중략)

[붙임 1] 길이와 높이가 같은 음이나 화음이

1. 길이와 높이가 같은 음이나 화음이 계속될

계속될 때에는 음 전체의 길이에 해당하는 음 때에는 음 전체의 길이에 해당하는 음표를 적
표를 적고, 그 다음에 줄임표를 적는다.

고, 그 다음에 줄임표를 적는다.

(중략)

#D4
>6L'X_D+N'+^B N'+^B:%+^B<K'
[붙임 2] [붙임 1]에 해당하는 음표 뒤에 2. 규정 1.에 해당하는 음표 뒤에 손가
손가락 기호가 있으면 다시 그 뒤에 적는 락 기호 또는 점음표의 점이 있을 경우
다. 다만, 손가락 기호가 계속 나타날 때
에는 그 기호 뒤에 줄임표를 적는다.
에는 처음에 두 번, 끝에 한 번 적는다.

#D4
.NL^L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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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줄임표는 생략 표기법을 사용한다.

(신설)

#F8
"$'^BB\' ['\'^B ['VX
제26항

제28항

트레몰로는 길이가 같은 음으로 번갈아 트레몰로는 길이가 같은 음으로 번갈아
나오는 앞 음과 뒤 음 사이에 다음과 같 나오는 앞 음과 뒤 음 사이에 다음과 같
이 적는다.

이 적는다.

(중략)

(중략)

[붙임] 이 기호가 계속 나타나더라도 생략 [붙임] 이 기호가 계속 나타나더라도 생략
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표기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29항
마디 내의 일부나 마디 전부의 되풀이표는
7(2-3-5-6점)으로 적는다.

제22항
마디 내의 일부나 마디 전부의 반복 기호
는 7으로 적는다.

>7L #D%#I8
>P;B.?'@CD@CY)2%!*!("
*"H'!)%)^2 7 DCCEH$"FW'@C<K’

,TR@ES MOD@ER@E #D%#I8
>P;B.?'@CD@CY)2%!*IH"
*"H'!)%)^2 7 DCCEH$"FW'@C<K'

[붙임 1] 마디 전부의 되풀이표 다음에 마 1. 반복 기호는 음표 또는 화음, 박자
디가 시작되는 음에 길표를 적는다.

또는 박자의 일부분, 마디 또는 마디의
일부분에 사용하며, 새로운 마디 단락이
나 점자 페이지의 첫 마디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붙임 2] 마디 전부가 3회 이상 반복될 때
에는, 마디 전부의 되풀이표 뒤에 반복 횟
수를 적는다.

1) 마디 전체 반복이 3회 이상 연속하는
경우, 반복 기호 뒤에 반복 횟수를 숫자
로 적는다. 그리고 다음에 오는 첫 음표
에는 길표를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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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
"FEFG\ 7#E "IHI<J? 7
(신설)

2) 마디가 연속적으로 반복되고 각 마디
의 옥타브가 다른 경우, 반복되는 마디
의 첫 음표에 해당하는 길표를 적은 다
음, 이 기호를 적는다. 이다음의 첫 음표
에는 길표를 적는다.

%%#C4
":GI.: .7 ;:DJ[ .7 "7
(신설)

3) 마디가 반복되고 악상 기호가 다른
경우, 반복 기호를 사용한다.

#D4
>P"FEDE$\ >F'7

#F8
"DFHGFE >DECR'7 "N'
(신설)

4) 반복 기호는 마디의 마지막 음표에
붙은 이음줄과 붙임줄을 제외한 원래 마
디 내의 모든 이음줄과 붙임줄을 포함한
다. 마지막 음표에 붙은 이음줄과 붙임
줄은 반복 기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반
복 기호 다음에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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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4
.?:$?@C 7@C 7 ?"\[WC 7C 7 NU
(신설)

5) 성부 나눔 표를 사용한 마디에서 하
나의 성부만이 앞마디의 상응하는 부분
과 일치할 때, 그 해당 부분에 반복 기
호를 사용한다.

#D4
>7L.PN<>"\.?"GI\ 7<>"HIJHFG$
6) 반복 기호에 의해 서로 다른 길이의

(신설)

박절을 계속해서 적을 경우에는 반복 기
호 사이에 길이가 다른 박절의 반복 분
별 기호 '을 적는다. 단, 반복 분별 기
호는 악보 해독에 혼란을 주지 않을 경
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제23항
도돌이표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도돌이표 시작
<7

제30항
도돌이표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도돌이표 시작
<7
도돌이표 끝

<2

도돌이표 끝

<2

1번 괄호

#1

1번 괄호

#1

2번 괄호

#2

2번 괄호

#2

다 카포(da capo, D.C )

다카포(da capo, D.C ) >DC'
세뇨(segno).

+A

달세뇨(dal segno)

"+A

+

달 세뇨(dal segno)

"+

의 끝을 나타내는 기호 *

끝을 나타내는 기호 *

코다(coda)

세뇨(segno)

세뇨나 다 카포에 따라 반복되는 부분

세뇨나 다카포에 따라 반복되는 부분의

피네(fine)

>D'C'>

>FINE'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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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돌이표 시작을 나타내는 기호, 1번
[붙임] 도돌이의 시작을 나타내는 기호, 1
괄호와 2번 괄호 뒤에 연이어 나오는 기
번 괄호와 2번 괄호 뒤에 연이어 나오는
호가 L에 나타날 경우, 그 앞에 '을 적
기호가 _(4-5-6점) 쪽에 나타날 때는 그
대로 적고 l(1-2-3점) 쪽에 나타날 때는 는다.
이 기호들 뒤에 '(3점)을 적는다.
(신설)
#B4
BE <7'#AFM<2 <7"\[ W? #FM<2
<7'#HM<K' .N

#C4
''' #1'8"\VW<2 #2.8"$VV

(신설)

2. 이들 기호 다음 첫 번째 음표에는
길표를 적는다.

제31항

제17항

셈여림표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셈여림표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점점 세게(crescendo)의 시작

>C'

점점 세게(crescendo)의 시작

점점 세게의 끝

>3'

점점 세게의 끝

점점 여리게(decrescendo)의 시작 >D'
점점 여리게의 끝

>3

점점 여리게(decrescendo)의 시작 >D

>4'

점점 여리게의 끝

한 음표 위에 표시하는 점점 세게 점점 여리
게

*'

>C

>4

한 음표 위에 표시하는 점점 세게 점
점 여리게

*'

[붙임 1] 그 밖의 셈여림표는 >(3-4-5점) 1. 악상을 나타내는 기호 > 뒤에 연이어
과 '(3점) 사이에 해당 기호를 적는다.
나오는 점형이 L에 나타날 경우에는 '
을 적는다.

>7L %% _II[ "O,/ J'!JE _[[ "O
X>F'"E: 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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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F'%.\CIX>P;B.]?

[붙임 2] 셈여림표는 칸을 띄지 않고 적는
다.

.:W?^2>RIT'<"JCI
(삭제)

>7L %%#B4 "[ICJ [V >C'"[[
[>3'"GCI WW S,/ ]FG
"[JE S,/
[붙임 3] 셈여림표가 둘 이상 연이어 나타 (삭제)
날 때에는, 앞에 나오는 셈여림표에는
'(3점)을 적지 않고 끝에 나오는 셈여림
표에만 '(3점)을 적는다.

>7L %% "[GF >D'":ECF O>4',/ "GFEG
>MF>C'"$'G
[붙임 4] 셈여림표가 줄 끝에 올 때에는 2. 악상 기호가 줄 끝에 올 때에는 점자
점자 악보 연결 기호 "(5점)을 줄 끝에 악보 연결 기호 "을 줄 끝에 적는다.
적는다.
[붙임 5] 셈여림이 용어로 나올 때에는 이
를 7(2-3-5-6점)과 7(2-3-5-6점) 사이
에 적고, 그 앞뒤를 한 칸씩 띈다.
#D4

.?"

7RIT'

E

DIM''7

(삭제)

"JI]$
(신설)

3. 악상 기호가 용어로 나올 때에는 이
를 >과 > 사이에 적고, 그 앞뒤를 한
칸 띈다.

- 147 -

현행

개정 후

<#C4
>MOLTO DOLCE> >D.DEDJIH Q'<K

#C4
"\V" >RIT' E DIM'> ;B.\ \$?
.]:W N'^2
(신설)

4. 악상 기호가 둘 이상 연이어 나타날
때에는 앞에 나오는 악상 기호에는 '을
적지 않고, 끝에 나오는 악상 기호는 규
정 1.을 적용하여 ' 유무를 판단한다.

%%#B4
"[GF >D":ECF O>4,/
"GFEG >MF>C"$'G [JE "S,/
제32항 손가락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 제11항 손가락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
다.
다.
(중략)
손가락을 돌리는 기호

(중략)
C

손가락을 바꾸는 기호

C

[붙임 1] 손가락 기호는 음표 또는 음정 1. 손가락 기호는 음표 또는 음정 기호
기호 뒤에 이어 적는다.
뒤에 이어 적는다.

#D4 >7L.RK#L0B-A/A?L0V<K'

%%#B4
"EAGBIL.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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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표 하나에 손가락 기호가 둘일 때

[붙임 2] 음표 하나에 손가락 기호가 둘일

에는 손가락 기호 사이에 C을 적는다.

때에는, 손가락 기호 사이에 C(1-4점)을
적는다.

#D4
"?.?KCA;?.?ACK "Y<K'
>7L #D4 "?.?KCA;?.?ACK "Y<K'
[붙임 3] 각 화음에서 하나의 손가락으로
나란히 잇는 음표 둘을 동시에 연주할 때
에는, 각각에 같은 손가락 기호를 적는다.

3. 각 화음에서 하나의 손가락으로 나란
히 있는 음표 둘을 동시에 연주할 때에
는 각각에 같은 손가락 기호를 적는다.

#D4

>7L #D4 .RK#L0B-A/A?L0V<K'

>7L.RK#L0B-A/A?L0V
제33항 손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제27항 손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중략)

(중략)

[붙임 1] 이 기호 뒤에 연이어 나오는 기호 1. 이 기호 뒤에 연이어 나오는 기호가 L
가 _(4-5-6점)에 나타날 때는 그대로 적고, 에 나타날 때는 이 기호 뒤에 '을 적는
L(1-2-3점)에 나타날 때는 이 기호 뒤에 다.
'(3점)을 적는다.
[붙임 2] 손 기호는 악구의 처음에 적는 모 2. 손 기호는 악구의 처음에 적는 모든
기호(길표 등) 앞에 적는다.

든 기호(길표 등) 앞에 적는다.

%%#F8
_> >6L X >MF'_EGI<1_DFI EGI7
_EHJ<1_DFI ^IDF<1HFX

#E<#B4
.>'22.EDJGJE D*IG2.DEF O
_>_WW *[]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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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길표를 적는다.

개정 후
3. 손 기호 다음에 오는 음표 앞에는 길
표를 적는다.
(삭제)

#C4 _>'<"&.>'<"H<J<.F<(EF"J("
_>"F<_J<H <P'<K'
[붙임 4] 손을 바꾸어 악곡을 연주할 때에

4. 손을 바꾸어 악곡을 연주할 때에는,
해당 음표 앞에 손 기호를 적는다.

는, 해당 음표 앞에 손 기호를 적는다.

#C4
_>'<"&.>'<"H<J<.F<(EF"J"("

#C4

_>"F<_J<H <P'<K'

_>'<"&.>'<"H<J<.F<(EF"J"("
_>"F<_J<H <P'<K'

5. 각 손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른 손으로
[붙임 5] 손을 바꾸어 가며 연주하는 악곡 일부 연주할 경우, 그 화음 기재 방식은
을 음정으로 표시할 때에는, 높은 음을 기 최초 손의 화음 기재 방식에 따른다. 즉
왼손 파트 부분에서 오른손이 일부 연주

준으로 한다.

하는 경우, 그 오른손이 연주하는 부분은
아래에서 위로 음정을 기재한다.

%%.C
.> >7L .:#0;O#0V<K'
_> >6L _ZI"E>7K"G!.EGE"!G>6L"E_I:<K’

%#C4
.>'XM"(##00_>"=.>"H_>"G.>"H"
_>"=.>"H_>"G.>"H#0<K
_>_H^H"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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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6. 각각의 손 기호가 내포하고 있는 화
음 기재 방향 즉, 오른손은 위에서 아래
로, 왼손은 아래에서 위로 쌓는 방식을
필요에 의해 반대로 기재할 때에는 손
기호 뒤에 >을 적는다.

<<<.c
_>^)##00.>>_j_>_d.>>"d#0"
_>_&++99.>>"f_>_e.>>"e+9"
_>^)##00.>>_j_>^j.>>_j#0"
_>^)++99.>>_j_>^j.>>_j+9
제28항 페달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

제34항 페달표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페달 밟는 기호

<C

페달 떼는 기호

*C

다.

하나의 음표 아래에 적는 페달과 별표
*<C
반분의 페달
(신설)

페달 밟는 기호

<C

페달 떼는 기호

*C

하나의 음표 아래에 적는 페달과 별표
*<C

"<C

반분의 페달

"<C

1. ‘ped. simile’, ‘con ped.’ 등의 표시
는 나타내는 자리에 악상 용어의 표기와
같은 형태로 적는다.
[붙임] 페달 기호는 특별히 오른손 부분
의 표기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왼손
자리에 표기한다.
2. 페달 기호는 간단한 악상 기호, 괄호
형태의 긴 이음줄의 시작 기호 등의 앞
에 적는다. 그러나 긴 악상 용어가 나타
날 때에는 긴 악상 용어를 먼저 적는다.
3. 페달 떼는 기호는 음표와 관련된 모
든 기호들 다음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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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페달 떼는 기호 다음에 겹세로줄 또
는 마침세로줄이 올 때에는 이 기호를
생략한다.
[붙임] 반복 기호는 페달 기호와 함께 사
용할 수 있다.

#B4
_>'<C_DHIH 7*C :: N
(신설)

제2장 성악에 관한 기호

제35항 성악일반에 관한 기호는 다음과 제31항 성악 일반에 관한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가사 반복 기호

같이 적는다.
8 0

가사 반복 기호

(신설)

외국어 가사

9 9

(신설)

한국어 가사

8 0

선율에서 한 음표에 붙는 두 음절 기

선율에서 한 음표에 붙는 두 음절 기호

B

호

B

선율에서 한 음표에 붙는 세 음절 기

선율에서 한 음표에 붙는 세 음절 기호

L

호

L

선율에서 다른 음절에 붙는 두 음절 기호 (삭제)
_C
가사에서 몇 개의 음절을 한 음표로 묶는
기호

8 0

가사에서 몇 개의 음절을 한 음표로
묶는 기호

(신설)

외국어 가사

8 0

(신설)

한국어 가사

82 ;0

무성 음절 기호
(신설)

'

(삭제)
반주 악보에서 나오는 가사 선율 기호
">'
소프라노

>S'

소프라노 1

>S1'

소프라노 2

>S2'

알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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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가사에서 절수(節數)를 나타낼 때에는

테너

>T'

베이스

>B'

[붙임] 가사에서 절수(節數)를 나타낼 때

그 숫자를 7(2-3-5-6점)과 7(2-3-5-6점) 사 에는 그 숫자를 7과 7 사이에 적고, 선
이에 적고, 선율에서 절수를 나타낼 때에는 율에서 절수를 나타낼 때에는 수표 뒤에
한 단 내려 적는다.

수표 뒤에 한 단 내려 적는다.

반주 중의 가사 선율 기호

1. 성악 파트 기재 순서는 오선보에 준

">'

해서 줄 단위로 적는다.

소프라노

>S'

소프라노 1

>S1'

소프라노 2

>S2'

알토

>A'

에 붙을 때는 선율은 이음줄로 연결하여

테너

>T'

표기하고, 가사 음절 뒤에는 -을 그 가

베이스

>B'

사의 본래 음절을 제외한 개수만큼 적어

성부 분할 기호

/

나타낸다.

2. 악보 시작 부분에는 ,'을 적고, 가
사 시작 부분에는 ;2을 적는다.
3. 2개 이상의 선율음이 한 음절의 가사

4. 이음줄 및 붙임줄이 있는 음정은 가
사에 -을 적어 나타낸다.
5. 1개의 가사 음절에 4개 이상의 긴 멜
리스마(melisma)가 있을 때는 선율음은
이음줄로 연결하여 표기하고, 가사는 1개를 표기한 다음 이어 본 음절을 제외
한 개수를 숫자로 표기하여 나타낸다.
제36항 독창곡 기재법에 관한 기호를 적
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와 가사의 선율은 한 행씩 두 행을
짝 지어 첫 줄에는 가사, 다음 줄에는 선
율을 적는다(line by line 기보법). 이때
가사는 첫 칸부터 적고 선율은 두 칸 들
여서 적으며, 줄마다 첫 음표 앞에 길표를

제32항 독창곡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가사와 가사의 선율은 한 줄씩 두 줄
을 짝 지워 적되, 그 순서는 오선보에
준한다. 단, 선율에 코드 표기가 있을 때
는 코드 기호를 단 맨 아래 줄에 적는
다.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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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

#D4

TU SOLUS SANCTUS1 TU SOLUS DO-

,'"T?: Y U"R<K'

X_IJI%(CCIGHC I&&I*H>1]CC@C

;2,ALL THROUGH THE NIGHT4 ,WHEN

---------------

3>,G#G ,C ,B#G,EM

CC@C_G)!(IGH&HGF !JIH=HFGZGFE
- MINUS1
C_R'C@C H=C&G<K'
2. 리타르단도(ritardando), 아첼레란도

(삭제)

(accelerando), 아템포(a tempo) 등의 용
어는 악보의 반주와 악보의 선율에 함께
적는다.

"\R,/ >RIT"GH>D"GFEF<K' ***
7A TEMPO7 "N@CDX >MF'.DJHIJH [S,/

3. 가사(단어 도중 ‘---’으로 표기된 부
분)와 선율(이음줄과 붙임줄)이 도중에 줄

2. 이음줄과 붙임줄이 붙은 선율이 도중
에 줄이 바뀔 때에는, 줄 끝과 다음 줄

첫머리에 이음줄이나 붙임줄을 다시 적
이 바뀔 때에는, 줄 끝과 다음 줄 첫머리 는다.
에 가사 붙임표 -(3-6점)을 적는다. 선율
에서는 다음 줄 첫머리에도 이음줄이나 붙
임줄을 다시 적는다.
%%#C4
A ,'X_IJI%(CICGCH
;2,TU SOLUS ,SANC--B ,'_I&&I*H>1]@C
------<- <----- <--------<------ <-------- <-- <<-

;2-TUS1 TU SOLUS ,DO
C ,'@C_G)!(IGH&HGF

;2-#AA
4. 가사가 2절 이상 되는 악보 기재는 생 (삭제)
략한다. 다만, 악보 기재가 필요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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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줄에 두 칸 들여 적는다.
5. 2절 이상 되는 가사를 적을 때에는, 선 (삭제)
율이 끝난 다음 줄부터 줄 첫머리에 절수
를 적고, 한 칸 띄고 적는다.
제37항 합창곡 기재법에 관한 기호를 적 제33항 합창곡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각 성부의 첫 음표 앞에 길표를 적는
다.
(중략)
2. 테너의 성부는 둘째 길에서 셋째 길 사
이로 낮추어 낮은음자리표의 음처럼 적는

(삭제)

(삭제)

다(제37항 1. 참조).
3.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를 한 줄 1.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를 한
씩 단을 구성하여 마디의 위아래 부분이 줄씩 단을 구성하여 마디의 위아래 부분
일치하도록 적고(bar over bar 기보법), 단 이 일치하도록 적고(bar over bar 기보
과 단 사이는 한 줄을 띄되, 둘째 단부터는 법), 단과 단 사이는 한 줄을 띄되, 둘째
성부 표시를 하지 않는다(제37항 1. 참조).

단부터는 성부 표시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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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D2
>S'MK

MK ,,,,,,,, U"SCTN

>A'MK

MU"OC ,,,,, PQRC]C$C

>T'MU_SC TNOC?CWC

?["ZN

>B'U_OCPQ RC]C$C]:R@C RQ&
.OC?CWC?[.O@C ON)
"]:(Q ,,,,,,, &Z

SU<K
M<K

_)! ,,,,,,,,, MU"O@C ON<K
_ZM ,,,,,,,,, U!%R _[CC*HGFGECF<K

4. 가사는 단 아래 줄에 두 칸 들여 적되, 2. 가사는 단의 아래 줄에 가사 전치 기
각 성부의 가사가 일치할 때에는 한 번만 호 ;2 다음에 연이어 적되, 모든 성부
적는다.

에 가사가 일치할 경우, 한번만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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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P>C"SCCW?
>A'>P>C"O'CC$
>T'>P>C_Q'C[C
>B'>P>C_O'C?C
AMEN4

개정 후

%%%.C

OC_KCP# >D.&+<K
]SC\
>D"!<K
"OC_P<>"Z >D_&0<K
) ,,,,,,, >D^!<K

>S'>P>C"SCCW? OC_KCP# >D.&+<K
>A'>P>C"O'CC$ ]SC\

>D"!<K

>T'>P>C_Q'C[C "OC_P<>"Z
>D_&0<K
>B'>P>C_O'C?C ) ,,,,, >D^!<K
;2,AMEN4

(중략)
5.

(중략)
성부의

가사가

다를

때에는, 3. 성부의 가사가 다를 때에는 7과 7
7(2-3-5-6점)과 7(2-3-5-6점) 사이에 다 사이에 다른 부분을 적는다. 가사가 두
른 부분을 적는다. 가사가 두 줄에 걸칠 줄에 걸칠 때에는 다음 줄에 두 칸 들여
때에는 다음 줄에 두 칸 들여 적는다.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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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1'X>FF"[CDJC*D *DCJDCEWV<K
>S2'X>FF"]CHHCI ICHICJ\V<K
>A' X>FF"[CH\
\]\V<K
>T' VV>FF"EE
$::V<K
>B' >FF"E_E*?JJ [_:^\V<K

%%.C
>S1'X>FF"[CDJC*D *DCJDCEWV<K
>S2'X>FF"]CHHCI ICHICJ\V<K
>A' X>FF"[CH\
\]\V<K
>T' VV>FF"EE
$::V<K
>B' >FF"E_E*?JJ [_:^\V<K
;2ET IN TERRA 7B' IN TERRA7
PAX4

ET IN TERRA 7B' IN TERRA7
PAX4

(중략)

(중략)

6. 각 성부의 가사가 다를 때에는, 단마다 4. 각 성부의 가사가 다를 때에는 그 위
두 칸 들여 >(3-4-5점)을 생략한 성부 표 줄에 맞춰 가사를 적되, 가사 전치 기호
시를 하고 가사를 적는다.

;2과 성부 전치 기호 >을 생략한 성부
표시를 하고 가사를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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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1'>F.:'E$V
]'GG"JC.FCH
>S2'>F"W'JJ%ICDCF *"IC*?J\V
>A' >F"]'G$V
XIG%EWV
>T' >F"W'I\V
GCI%.ECG\V
>B' >F^W'J?V
%:'E$V
S1' 9,KYRIE9 E-S2' ,KYRIE E--LE-ISON1
A' ,KYRIE ELEISON1
T' ,KYRIE1 ,KY-RI-E1

%%.c
>s1'>f.:'e$v
]'gg"jc.fch
>s2'>f"w'jj%icdcf *"ic*?j\v
>a' >f"]'g$v
xig%ewv
>t' >f_w'i\v
gci%"ecg\v
>b' >f^w'j?v
%:'e$v

B' 9,KYRIE19
.HC]FEF]C@C
GC&CZ$Q<K<L
X"GC%IC%DEYC)DG "W'D%S<K<L
.?'"GGCH[ '''' ECHC@C(C=HN<K<L
"FC?%I]X"D
ECDW"Q<K<L
%_['IWX*I ''''' RQ<K<L
S1' LE-ISON1 ELE---ISON4
S2' E--LEI-SON1 ELEISON4
A' ,KYRIE- ELE---ISON4
T' ,KY-RIE ELE-ISON4
B' ,KYRIE ELEISO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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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9,kyrie19
.hc]fef]c@c
gc&cz$q<k<l
x"gc%ic%deyc)dg "w'd%s<k<l
.?'"ggch[
echc@c(c=hn<k<l
"fc?%i]x"d
ecdw"q<k<l
%_['iwx*i ''''' rq<k<l
s1' le-ison1 ele---ison4
s2' e--lei-son1 eleison4
a' ,kyrie- ele---ison4
t' ,ky-rie ele-ison4
b' ,kyrie eleison4

현행

개정 후

(중략)

(중략)

7. 합창곡에서 성부 나눔표를 쓸 때에는 마 (삭제)
디 시작 부분에 성부 분할 기호를 적고, 그
뒤의 나오는 음표 앞에 길표를 적는다.
(신설)
제3장 각 악기별 기호
제38항 현악기의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 제34항 현악기의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
는다.

는다.

(중략)

(중략)

[붙임 1] 현 기호는 음표 전치 기호(이음줄, 1) 현 기호는 음표 전치 기호(이음줄, 꾸밈
꾸밈음 등) 앞에 적되, 길표의 규정에 따라 음 등) 앞에 적되, 길표의 규정에 따라 적는
적는다.

다.

>7L .C %1"?:$] \%LL[W?
:?W[ \]$$%L: Y<K'
[붙임 2] 현 기호를 로마 숫자나 아라비아
숫자 대신 현(絃, string), 코다(corda) 등
의 용어를 현 이름과 함께 적을 때에는,
이를 7(2-3-5-6점)과 7(2-3-5-6점) 사이
에 적는다.

.C
%1"?:$] \%LL[W? :?W[ \]$$%L: Y<K'
2) 현 기호를 로마 숫자나 아라비아 숫
자로 적지 않고 현(絃, string), 코다
(corda) 등의 용어를 현 이름과 함께 적
을 때에는 이를 >과 > 사이에 적는다.

#D4
7,/R47 >7L
>SUL ,G> "&@C &@C $IGEDJD TI\'
>FF'"P_T O@C2:?W 6ND'_( .8%_SU<K'
2. 위치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2. 위치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중략)
제7위치

(중략)
>3

제7위치

(중략)
3. 활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활 올림표(∧, V)
활 내림표(, U)

<'
<B

,>3

(중략)
3. 활 기호(bowing sign)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활 올림표(up bow, ∧, V)

<'

활 내림표(down bow, , U)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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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D4
>F'<'.H;B<BH!HGF^2<BO
[붙임] 활 기호는 생략 표기법을 사용한
다.

%_C
U>P'<'<'88.EXEX <FX<'8*FX<B?'C<)CY
4. 현악기의 손가락 기호는 다음과 같이 4. 현악기의 손가락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적는다.

(중략)

(중략)

(신설)
.C
;YCJCICH=LFELD)BCDCECFB=LHIJ
5. 프렛(fret)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5. 프렛(fret)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

1) 1～11의 프렛 기호는 1～11의 위치 기 다.
1) 1～11의 프렛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
호를 사용한다.
는다.
ENO.S FUI[
0,C %AK %B>> %LK %1>/ %K>+ %2X
제1 프렛
0,D %A>/ %B>+ %L>/ %1K %KK %2X
제2 프렛
0,E %AK %BK %L>> %1>/ %K>/ %2K
제3 프렛
0,F %A>> %B>> %L>>'>/ %1>>'>+ %K>>'>+
제4 프렛
%2>>
제5 프렛
0,G %A>+ %BK %LK %1K %K>/ %2>+
제6 프렛
0,A %AK %B>/ %L>/ %1>/ %KK %2K
제7 프렛
0,B %A>/ %B>/'># %L>/'># %1>/'># %K>/
제8 프렛
%2>/
0,B< %A>> %B>>'>+ %L>>'>+ %1>>'>+
제9 프렛
%K>> %2>>
제10 프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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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 프렛

(중략)

>-#

(중략)
7. 그 밖의 기호

7. 그 밖의 것

오른손 피치카토(pizzicato)

>PIZZ'

오른손 피치카토(pizzicato)
왼손 피치카토

_>

왼손 피치카토

아르코(arco)

>ARCO'

아르코(arco)

A

_>
>ARCO

개방현과 자연적인 하모닉스(natural

개방현과 자연적인 하모닉스(harmonics) K
인공적인 하모닉스

>PIZZ'

K

harmonics)

인공적인 하모닉스(artificial harmonics)
*L

(신설)
#B4
>7L'X*L"J#*L%D%#*LE#
제29항
기보에 사용하는 기호는 다음과
제39항 기보에 사용하는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같이 적는다.

(중략)

(중략)

오선보의

선

위에

쓰는

네모

괄호 오선보의

^A @B

;1 "2

(중략)

(중략)

선

위에

쓰는

네모

괄호

고저 양음자리표(또는 양손의 음의 일치를 고저 양음자리표(또는 양손)의 음의 일치
나타내는 기호) ;2

를 나타내는 기호 ;2

(하략)

(하략)
제40항 이형(異型) 음표는 다음과 같이 적 제30항 이형(異型) 음표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는다.
대형 음표
;5
큰 음표를 나타내는 기호
;5
작은 음표를 나타내는 기호

,5

소형 음표

,5

별표

959

별표

>59

물음표

>5

물음표

>5

괄호

,','

괄호

,','

(신설)

1. 대형 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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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55"D'ZD'=G'&I';5(<>
"N.D"HJSGE.E"
(신설)

"N.D"HJSHG.G"Q.G"IDTHF.F"
"S.I"JENJH.H 7
2. 소형 음표

#E<#D4
>/L"]0H,5500IJDEF,50 Q'0V

%%
>7L,55"EZ&%&=(= K =&D.GG K
"&ZJ.GG K
"Y%Z%&=%(%!),5& #B4 .J0#-V'
(신설)

3.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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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N0-W+0$+# >59">K"5<"$C=#<L<K
_>^S9-W0?9

">K^=9+<L<K

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
>59 0PLAY
.>'<"$CQ'#<L<K
_>^=^C_D_I.>"D.C_>^Q'9+<L<K
제41항 파이프 오르간 연주에 쓰이는 기 제35항 파이프 오르간 기호는 다음과 같
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이 적는다.

1. 오르간의 페달표(베이스 음)는 ^>(4-5
점, 3-4-5점)으로 적되, 악보의 앞에 적는

(삭제)

다
(중략)
1. 파이프 오르간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
호들은 다음과 같다.
2. 파이프 오르간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호 (중략)
들은 다음과 같다.
[붙임] 이 기호들은 해당 음표 뒤에 적는
다.

>6L .C ^>^?_?,-'"?_?,-' ^Y<K'
.C
^>^?_?,-'"?_?,-' ^Y<K'
3. 발을 앞에서 교차할 때(음표 아래)에 2. 발을 앞에서 교차할 때(음표 아래)에
는 "3(5점, 2-5점)으로 적고, 발을 뒤에 는 "3으로 적고, 발을 뒤에서 교차할
서 교차할 때(음표 위)에는 31(2-5점, 2 때(음표 위)에는 31으로 적는다.
점)으로 적는다.

[붙임] 이 기호들은 해당 음표 앞에 적는
다.

>6L .C ^>_?A:L"3<$A%]L \1:A31WL\A<K'
[붙임] 이 기호들은 해당 음표 앞에 적는

.C
^>_?A:L"3<$A%]L \1:A31WL\A<K'

다.
(신설)

3. 오르간의 페달 표(베이스 음)는 ^>으
로 적되, 악보의 앞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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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항 그 밖의 것

제36항 그 밖의 기호

1. 리코더 연주에 쓰이는 기호를 적는 방 1. 취주 악기에 쓰이는 기호는 다음과
법은 다음과 같다.

같다.

리코더의 음 구멍을 막는 기호 =
구멍을 반쯤 여는 기호

구멍을 막는 기호

&

=

구멍을 반 여는 기호 &

구멍을 여는 기호
X
2. 가사에 마디를 표시할 때에는 L(1-2-3

구멍을 여는 기호

X

점)으로 적고, 외국어 가사에서 한 단어를
나타낼 때에는 3(2-5점)으로 적는다

(삭제)

3. 한 음표에 두 글자 이상의 가사가 붙을
때에는 첫 글자를 제외한 나머지 글자를
;- -2(5-6점, 3-6점, 3-6점, 2-3점) 안
에 적어 나타낸다.
4. 가사에 있는 쉼표는 #(3-4-5-6점)으로
적는다.
5. 주선율 기호는 3O(2-5점,
1-3-5점)으로 적는다.
6. 손뼉치기와 무릎치기는 4(2-5-6점)으
로 적는다.
(신설)

2. 하모니카 약보는 다음과 같이 적는
다.
1) 약보에서 음표는 수표와 수로
나타낸다. 쉼표는 숫자 0으로 적고
쉼표의 길이는 음표 길이 기호에
준한다.
약보
1
11-1--1·
1
1

음표
4분음표
2분음표
점2분음표
온음표
점4분음표
8분음표
16분음표
32분음표
점8분음표

점형
#A
#A#A-#A--#A1
#A3
#A7
#A=
#A31

2) 길표를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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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기본 길표는 적지 않고 한 옥타
브 내려갈 때는 수표 앞에 _, 두 옥타
브 내려갈 때는 수표 앞에 ^, 한 옥타
브 올라갈 때는 ., 두 옥타브 올라갈
때는 ;을 적는다.
3) 호흡 기호는 다음과 같다.
부는 기호

=

마시는 기호 X
[붙임] 호흡법은 약보 바로 아래 줄에
적어 나타낸다.

4) 하모니카 연주에 쓰이는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 만돌린(Mandolin) 주법

>M

Ⓥ 바이브레이션(Vibration) 주법 >V
Ⓣ 트레몰로(Tremolo) 주법

>T

H.C 핸드커버(Hand Cover) 주법 >H'C
∧ 베이스(Bass) 주법

>B

⑧ 8도(옥타브) 주법

>#H

Ⓢ 싱글(Single) 주법

>S

③ 3도 주법

>#C

#F8
#E3 #E#C3#D3#C3#B3 #A1_#E#J3
X XX=X= XX
M"OW ,UP3Z H=O1
,U1 ,UU1EODEO"N IUUU,UU1
제43항 단축 악보(short-form scoring) 제38항 단축 악보(short-form scoring)
를 적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를 적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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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드 심벌 기호는 아래 표와 같이 적는 1. 코드에 사용하는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다.
오 선 보
CM 또는 C
DM 또는 D
EM 또는 E
FM 또는 F
GM 또는 G
AM 또는 A
BM 또는 B

점

자
Y
Z
&
=
(
!
)

화 음
Y+9
Z%+9
&%+9
=+9
(+9
!%+9
)%+%9

< 참고 > ‘M’은 ‘Major’의 약자로, 장화음을 나타
낸다.

오 선 보
Cm
Dm
Em
Fm
Gm
Am
Bm

점 자
YK
ZK
&K
=K
(K
!K
)K

화 음
Y<+9
Z+9
&+9
=<+9
(<+9
!+9
)+%9

증화음 기호(plus sign) + +
단화음 기호, 하이픈(minus sign or
hyphen) - 감화음 기호(small circle) ° 4
반감화음 기호(small circle bisected
by line) Ø ⏀ ∅ 4'
장화음 기호(small triangle)
0
반장화음 기호(small triangle
bisected by line) 0'
장7화음 기호(italicized 7 for a
specialized 7th chord) 7 .#G
분수 화음 기호(oblique stroke) / /
괄호 기호(parentheses) ( ) 7 7

< 참고 > ‘m’은 ‘minor’의 약자로, 단화음을 나
타낸다.

오 선 보
Cdim 또는 Cdim7
C+ 또는 Caug
Cmaj7
C6
C7
C9
C11
C13
Cm6
Cm7
C+7+5
Caug9
C♭5
Cminus5
C♭9
C7♭9
Cm7♭5

점 자
Y#7
Y#5E
Y#%G
Y#F
Y#G
Y#I
Y#AA
Y#AC
YK#F
YK#G
Y#5EG
Y#5EI
Y#<E
Y#;E
Y#<I
Y#G<I
YK#G<E

화 음
Y<+%#0
Y+%9
Y+93
Y+90
Y+93
Y+93/
Y+93/#
Y+93/#0
Y<+90
Y<+93
Y+%93
Y+%93/
Y+<9
Y<+<9
Y+9</
Y+93</
Y<+<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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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
Dmaj7
,DMAJ#G
F#dim7
,F%DIM#G
F#°7
,F%4#G
C7sus
,C#GSUS
Dm(#7)
,DM7%#G7
B7-9
,B#G-#I
Gmaj7+9
,GMAJ#G+#I
C 7
,C0#G
C 7 ,C0'#G
G6/D
,G#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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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 ‘dim’은 ‘diminished’의 약자로, 감음
정을 나타낸다.
‘aug’는 ‘augmented’의 약자로, 증음정을 나타
낸다

2. 단축 악보 형식의 전치부는 ,-(6점, 2. 단축 악보 형식의 전치부는 3>으로
적는다.

3-6점)으로 적는다.

%_C

>7L >MP'_$.$#0$#0,-P'K _W.$#0$#0
":.]+0]+0,-O'
_$.$#0$#0,-P'K
_$.$#0$#0
>MF'_W.\0-\0-,-R'

.>_J'Y%D'ZF'*YG'0Z R0U<K
_>^H'!%I')?: ^\E@H@C\V<K

3>,G_K,C,D#G ,G<K
1) 특별한 끝마침표 제1은 #A(3-4-5-6 (삭제)
점, 1점)으로 적는다.

.C
#A#B.Z,-(#G<2
.ON,-R#GN<K'
2) 특별한 끝마침표 제2는 #B(3-4-5-6
점, 1-2점)으로 적는다(제43항 2. 1)의 예

(삭제)

참조).
3. D～B는 C 자리에 해당 문자를 넣되, (삭제)
악보에서 한 마디를 적은 다음 단축 악보
형식의 전치부에 이어 코드의 길이에 맞
추어 적는다.
제44항

제39항

(중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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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 ;>^?#0_?#0I#0H#0] ]#2$#34"
:#56$#7 ]#5910:#6<[#6\ Y<K'

;>^?#0_?#0I#0H#0] ]#2$#34"

^:#56$#7 ]#5910:#6<[#6\ Y<K'
2. 일반 보표에 음정 숫자가 가로로 하나, 2. 오선보에 음정 숫자가 가로로 하나,
또는 몇이 나란히 있을 때에는 각 숫자에 또는 여러 개가 나란히 있을 때에는 각
수표를 적는다.

숫자에 수표를 적는다.

(중략)
(중략)
4. 계속음의 위 또는 아래에 적혀 있는 음 4. 계속음의 위 또는 아래에 적혀 있는
정 숫자의 박자 수를 나타낼 때에는 음정 음정 숫자의 박자수를 나타낼 때에는 음
숫자의 끝에 기둥표를 적을 수 있다.

정 숫자의 끝에 기둥 표를 적는다.

(중략)
5. 변화표는 숫자 앞에 적는다.

(중략)
5. 변화표는 숫자 앞에 적는다.
(삭제)

%%.C ;>_:?#%6W#.%[#*3*46<K’
6. 독립 변화표는 모든 기본 화음의 3음에 6. 독립 변화표는 모든 기본 화음의 3음
에 적용한다.
적용한다.

%%.C
%%.C ;>_:?#%6W#.%[#*3*46<K'

;>_:?#%6W#%K[#*3*46<K'

7. 음정 숫자에 따른 화음 몇 개가 다음 박자 7. 음정 숫자에 따른 화음 몇 개가 다음 박
로 계속될 때에는, 음정 숫자로 바꾸어 음정 자로 계속될 때에는 음정 숫자로 바꾸어 음
숫자의 계속을 나타내는 수평선(#A, 3-4-5-6 정 숫자의 계속을 나타내는 수평선 기호 #A
점, 1점)의 기호를 적는다.

를 적는다.

(중략)
8. 타스토 솔로(tasto solo)는 괄호 7 7

(

,

(중략)

2-3-4-5점, 2-3-5-6점) 안에 적고, 끝에 8. 보표 위에 베이스 성부와 음정 숫자
외에 다른 음표가 나타날 경우 이를 성
는 >'(3-4-5점, 3점)을 적는다.
부 나눔 표로 표기한다. 소형 음표가 오
선보에 사용되었을 경우, 점자 악보에도
소형 음표 기호를 사용하여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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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 후

<.C
7TASTO SOLO7 ;>X_G D!)D!)DGDG
D!)D!)DGD" 7ACCOMP'7 _I#6<K'

#B4
;>'%_H#6F:#%46<>_J#%(!W<K'

9. 이형 음표를 통주 저음으로 적을 때에
는 성부 나누기로 나타내고, 음정 숫자 뒤

(삭제)

에 셋잇단음표, 꾸밈음, 스타카토 등의 기
호가 올 때에는 그 앞에 붙임표를 적어
혼동을 피한다.
제45항 아코디언 연주와 관련된 기호를 제40항 아코디언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
는다.

적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1 열 버튼(음표 아래 빗금)
제2 열 버튼(기호 없음)
제3 열 버튼(1 혹은 M)
제4 열 버튼(2 혹은 m)

^
_
"

제5 열 버튼(3, 7 혹은 S) .

@

제1열 버튼(음표 아래 빗금) @
제2열 버튼(기호 없음) ^
제3열 버튼(1 혹은 M)
제4열 버튼(2 혹은 m)
제5열 버튼(3, 7 혹은 S)

_
"
.

제6 열 버튼(4 혹은 d)
;
제6열 버튼(4 혹은 d)
;
제46항 오케스트라에서 사용하는 악기의
제41항 오케스트라에서 사용하는 악기
생략기호를 적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생략 기호는 다음과 같다.
1. 각국에서 공통으로 쓰는 기호들은 다음
(삭제)
과 같이 적는다.
2. 영국에서 쓰는 기호들은 다음과 같이 1. 영국에서 쓰는 기호들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적는다.
(중략)
(중략)
3. 프랑스에서 쓰는 기호들은 다음과 같이 2. 프랑스에서 쓰는 기호들은 다음과 같
이 적는다.
적는다.
(중략)

(중략)

4. 이탈리아에서 쓰는 기호들은 다음과 같 3. 이탈리아에서 쓰는 기호들은 다음과
이 적는다.

같이 적는다.

(중략)

(중략)

5. 독일에서 쓰는 기호들은 다음과 같이 4. 독일에서 쓰는 기호들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적는다.
(중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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