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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베이스 기타의 오른손 연주법은 콘트라베이스의 피치카토

(Pizzicato)에서 그유래를찾을수있으며, 또다른방식은클

래식 기타의 연주법에서 발전해왔다. 일렉트릭 베이스 기타

가 만들어지고 개량되어지면서 더욱 더 다양한 주법으로 연

주되고 있다. 일반적인 오른손 핑거링의 연주법은 검지와 중

지를사용하여번갈아가며튕기는형태의연주법으로악기의

탄생때부터이어져왔다[1]. 하지만이후에는엄지로현을때

려서내는썸(Thumb) 주법과 검지로현을걸어서당기는플

럭(Pluck) 주법을 사용한 슬랩(Slap)주법이 널리연주되었다.

물론 기타의 영향으로 인한 피크를 사용한 주법과 스트로크

(Stroke) 주법 등도 많이 사용되어지고있다. 역시 기타연주

에서 착안된 태핑(Tapping) 연주 및 팜 뮤트 (Palm Mute)또

한 중요한 연주법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연주법 중에서 전통적인 오른손 핑거

링 연주법인 엄지와 검지를 사용한 투 핑거 피킹 (Two

Finger Picking)에서 벗어나엄지, 검지, 중지, 약지를 다양하

게 교차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한다. 그리고 효

과적이며 실용적인 연습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본론

오른손핑거방법중에서크게세가지의방법에대한고찰

을한다. 오른손연주에서가장흔한연주는핑거피킹, 슬랩,

스트로크 연주이며, 가장 핵심이 되는 손가락은 엄지, 검지,

중지이지만 나아가서 약지까지 사용한 방법에 대해 연구한

다. 특히 약지를 사용한 포 핑거 피킹(Four Finger Picking)

은 현대대중음악의다양한사운드를내는데용이하다. 본연

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이 엄지를 T(Thumb), 검지를

i(index), 중지를 m(middle), 약지를 r(ring)로 약자로 표기한

다[2].

2.1 검지, 중지를 이용한 투 핑거 피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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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논문이다. 일렉 베이스 기타의 초기 핑거 피킹은 콘트라베이스의 피치카토 연주법과기타의 핑거 피킹에의한
모방으로시작되었으며주로오른손검지와중지를사용하여연주하는피킹이전통적이었다. 하지만다양한음악장르
의발전에맞는연주법과새로운연주자들에의해새롭게고안된여러손가락을이용한연주법으로쓰리핑거와나아가
포 핑거 피킹으로 발전해왔다. 이에 여러 개의 손가락으로 연주되는 연주 방법들의 예시를 통해 기초적인 연습 방법을
제시해주어핑거피킹의응용력을키우고, 추후실질적인연주를위한기본적인연주법을연구하였다. 전통적인투핑거
피킹에 비해 변칙적이고 다양한 연주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각기 다른 손가락의 터치나 음색을 일괄적인 소리를
낼수있는것이중요하며이를위해서는많은연습과정이필요하다. 본연구에서는 8비트나 16비트를중심으로연주되
는 부분을 중심으로 연구 되었지만 앞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선율의 연주를 할 때 연주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계기로 베이스 기타의 핑거 피킹에 대한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그림 1] 기타의 오른손가락 표기



2022년 한국산학기술학회 춘계 학술발표논문집

- 89 -

일반적인 핑거 피킹은 [악보 1]과 같이 연주한다. 물

론 i와 m을 바꿔서 연주하여도 된다. 이렇게 두 개의

핑거 피킹 연주는 기타의 피크 피킹의 다운과 업 피킹

과 같은 의미가 있다. 이러한 두 개의 피킹에 약지를

응용한 피킹은 [악보 2]와 같이 연주할 수 있다.

2.2 검지, 중지, 약지를 이용한 쓰리 핑거 피킹

약지를 이용하여 연주하는 쓰리 핑거 피킹(Three 
Finger Picking)에는 [악보 2]처럼 r, m, i를 순서대로 연

주할 수 있으며, i, m, r 순서로도 연주할 수 있다. 복잡

하고 다양한 선율에서는 교차하는 손가락이 교차하는

연주법이 필요하며, 그러한 연주를 위해서는 우선 예

시처럼 일정한 비트에서 연습이 필요하다. [악보 3]은

일정하게 비트를 만들 수 있는 핑거 피킹이다. 2배수

로 이루어지는 비트에서 용이하다.

세 개의 손가락을 사용할 시에는 2배수로 이루어지

는 비트보다는 [악보 4]와 같이 한 박에 세 개의 음으

로 구성된 리듬에서 더욱 편리하게 연주할 수 있다.

물론 [악보 4]의 첫마디의 i, r, m연주를 i, m, r로 연

주를 할 수도 있지만 i에서 m으로 연주보다는 i에서 r

로 연주하는 것이 두 손가락이 서로 길이가 비슷하여

빠르게 이동해야하는 연주 시에는 훨씬 편리할 것이

다. 두 번째 마디의 3연음에서는 i, r, m 방법과 i, m,

r의 방법도 있겠지만 r, m, i 의 방법을 이용한다면 의

식적으로 약한 약지에 힘을 더하게 되어서 보다 안정

적인 연주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베이스 연주에

있어서 어느 손가락을 사용하든지 고른 터치를 사용

할 수 있어야 하며, 악센트를 주고자 하는 손가락에는

언제든 힘들 가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연습해야하

는 것으로 중요한 연습과정이다.

2.3 엄지를 포함한 쓰리 핑거 피킹

핑거 피킹에 있어서 엄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다양한 변칙

적인 주법을 만들 수 있다. 클래식 기타의 엄지 연주법을 모

방하여피킹할수있으며, 특히팜뮤트연주시의엄지연주

는 이제는 일반적인 연주처럼 익숙해져 있다.

[악보 5]는 엄지로피킹하기위한 첫 번째거쳐야할연습

과정이다. 우선 첫 마디처럼 엄지만을 사용하여 연습한 뒤에

두번째 마디처럼검지와함께연습한다. 이 연주에서중요한

부분은 i와 T가함께연주할때는두손가락의터치가비슷하

도록해야한다. 만일 T와다른손가락의음색이상이할시에

는 굳이 엄지를 이용한 연주가 필요 없을 것이며, 다른 손가

락으로 연주해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엄지와함께검지, 중지를이용하여세개의손가락으로연

주도 할 수 있다. 이 연주는 아브라함 라보리엘(Abraham

Laboriel)이즐겨쓰는연주이며, 약지를포함한포핑거(Four

Finger)연주는 매튜 게리슨(Matthew Garrison)이 창시한 기

법으로이제는하나의핑거주법으로자리매김하고있다[3].

[악보 6]은 T, i, m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비트를 연주하는

방법이다. 이연주도역시모든손가락의터치가고른밸런스

가나오도록연습해야한다. [악보 7]은 T, i, m, i로순서를정

하여 연주하면 규칙적인 반복 패턴에서 T가 첫 번째 손가락

으로 배정되도록 하여 일괄적인 연주에 용이하다. 그리고 두

번째 마디의 코드 아르페지오 연주도 쉽게 연주할 수 있다.

세 개의손가락을사용하면 [악보 4]와 같이 한박자에세개

의음으로구성된연속적인패턴에서유리한연주이다. [악보

[악보 1] i와 m을 사용한 핑거 피킹 예시

[악보 2] ,r, m, i를 사용한 핑거 피킹 예시

[악보 3] i, m, r, m 순서로 이루어진 핑거 피킹 예시

[악보 4] 1박에 3개의 음으로 구성된 리듬의 핑거 피킹

[악보 5] T와 i를 이용한 핑거 피킹

[악보 6] T, i, m 순서로 이루어진 핑거 피킹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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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과 같이첫번째 마디의옥타브연주및두번째 마디의연

속적인 아르페지오에서 편리한 연주를 할 수가 있다.

2.4 엄지를 포함한 포 핑거 피킹

현재는 클래식 기타처럼 여러 개의 손가락으로 연주하는

포핑거피킹연주가개발되어피킹에사용되고있다. 약지를

뺀나머지손가락을모두활용하여연주하는것으로네개의

손가락사용으로인해정형화된 8비트, 16비트연주에서편리

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의 손가락의 길이 및 힘의

배분이서로다르기에고르게연주할수있도록많은연습이

필요하며, 특히빠른연주를위해서는많은노력이필요하다.

[악보 9]와 같이 각 현에서 포 핑거를 사용하여 연주하면

비트연주나현의이동에서편리하게연주할수있다. 꼭 T,

i, m, r순서를지켜연주해야하는것은아니지만 T를박자의

앞에 두는 것은 네 개의 손가락이 순서가 엉켜서 연주 되는

것보다훨씬손가락의배분이쉬워지기때문이다. 그러나복

잡하고 다양한 선율연주에서는 굳이 이러한 순서를 지켜서

연주할필요는없지만연습단계에서는이순서로우선연습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악보 10]은 T와 i, m과 r을 각현에서연주하는것이며, 두

번째 마디처럼현을건너뛰거나코드연주에사용할수있다.

[악보 11]은 각 현에서 하나의 손가락을 배분하여 연주하며,

두 번째 마디역시코드연주시에사용할수있는피킹이다.

앞서 제시한 악보들은 저음의 첫 음을 T로 시작한 연주법이

며, [악보 12]는 고음 현에서 먼저 T, 저음 현에서 나머지로

이동되는피킹이다. [악보 13]은 한박자에 4개의음으로구성

되어진 리듬에서 사용하면 편리한 피킹이 될 수 있다.

3. 결론

베이스 기타 오른손 핑거 피킹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느 손

가락을 자유롭게 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손가락으

로피킹을하여도연주자자신이원하는터치와음색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인 투 핑거 피킹으로 연주를 표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 시대에는 끊임없이 연주의 방법

변화하고 있기에 어쩌면 새로운 피킹의 발전은 당연할 것이

다. 세 개, 네 개의 손가락을 사용하여 음악을 연주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에 따른 새로운 연습과정도 반드시 따

라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간단히 비트 위주의 연습 과

정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지만, 추후 복잡하고 다양한 선율의

연주에서도 다양한 피킹이 연구된다면 베이스 기타의 핑거

피킹 연주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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