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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악기에서음의길이를짧게연주하는방법은스타카토를

이용한 연주법이 사용된다. 하지만 단순히 음의 길이나 악센

트의 표현에 관여 될 뿐 음색의 변화는 생기지 않는다. 하지

만오른손바닥의손날을이용하여연주하고자하는현에밀

착 시키면음의길이를조절할수도있고음색의변화도가져

올수있다. 이러한연주형태를팜뮤트(Palm Mute)라고 한

다[1]. 과거에는음의뮤트에사용하는경우가많이있었으나

현재는음의길이를변화시키는용도이외에도타악기연주

의 느낌이나 역할을 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베이스 기타를 사용하여 연주되는 팜 뮤트

연주법을알아보고오른손바닥의위치에따른음 길이의변

화와 연주 방법에 따라 음색과 음의 길이가 동시에 변화 할

수 있는 연주 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2. 본론

베이스 기타의 팜 뮤트 연주에서는 [그림 1]에서와 오른 손

바닥의손날을이용한다[2]. 그리고오른손의나머지손가락

을이용하는연주를하는데특히엄지손가락(Thumb)을 가장

빈번하게 사용한다.

[그림 1] 오른 손의 손날

이러한 연주법의 발전은 콘트라베이스와 기타의 특징을 조

합한형태의베이스기타의등장에서찾을수있다. 갑작스런

일렉트릭 베이스의 등장으로 사운드에 변화가 크게 생겼을

때, 연주자들이 조금이나마 콘트라베이스의 피치카토 연주

느낌을 내기 위한 방법이었다.

[그림 2] 베이스 기타의 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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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림 2]의베이스기타의브리지(Bridge) 부분에현이

걸쳐져있는시작지점 부근에손날을닿게하여연주함으로

서 음색의 변화와 음의 길이의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2]. 본문에서는손날의위치에따른음의길이변화를연구하

고 음색의변화와 함께 음의 길이를 보다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1 베이스 기타의 팜 뮤트 연주 법

베이스브리지는현을고정하고배음을결정하는전체길이

시작이나끝부분이다. [그림 3]과 같이손날을브리지에대고

연주한다. 이때 주의 할 점은 현에 손발이 닿아 있어야 한다

는 것이다. 그리고 음색의 변화와 음의 길이를 줄이기 위해

브리지에서 픽업 쪽으로 이동하여 연주하기도 한다.

[그림 3] 브리지 팜 뮤트

손날의 위치가 정해졌다면 [그림 4]와 같이 엄지손가락으로

줄을 튕겨서 연주를 하면 된다. 이러한 주법은 음의 길이가

짧아지는 피치카토 연주와는 달리 음이 뮤트 되면서 손날이

현에 닿는 면적에 따라서 음색이 다양하게 변화한다.

이 연주는 특히 재즈 음악의 워킹(Walking) 베이스 연주에

서부터 알엔비(R&B), 록, 발라드음악에이르기까지다양하

게 사용되고 있다.

[그림 4] 엄지손가락 연주

2.2 베이스 기타의 팜 뮤트 연주 분석

팜 뮤트와 관련한 음의 길이를 알아보기 위해 큐베이스 프

로그램 상에서 베이스 기타 연주를 녹음하여 각각의 웨이브

파형을 분석한다. 연구를 위해서 같은 악기를 사용하며 가능

한비슷한터치로연주한다. 연주하는현은개방현 E음을연

주하며, 음정표기로는 E0 이다. 녹음 시의템포는 60으로설

정하고 음이 소멸될 때까지 녹음을 진행한다.

2.2.1 손날의 위치에 따른 음의 길이

우선팜뮤트를사용하지않고엄지손가락만을이용한핑거

링연주의형태는 [그림 5]와같은파형이생기며음의길이가

4마디까지 지속되는 형태를 볼 수 있다.

[그림 5] 엄지손가락만으로 연주

일반적으로 브리지와 현이 닿는 지점에서 뮤트 하여 연주

할 시에는 [그림 6]과 같이나타나며, 이는 [그림 5]와비교해

보면팜뮤트연주에는확실히음의길이가줄어든다는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 일반적인 브리지 팜 뮤트 연주

그래프상의세로줄이 4분음표하나의길이를나타내고있

는데, 2마디정도에서음의길이가끊어짐을알수있다. 이는

팜뮤트에서는짧은음의길이가주는다양한느낌과변화를

사용하여 음악에 변화를 주는 요소로 쓸 수 있다.

또한 손날의 위치를 변화하여 음색을 변화 시킬 수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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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음의 길이는 브리지 뮤트 보다 손날이 픽업 앞쪽으로 이

동 시에 훨씬 짧고 딱딱한 소리에 가까운 음색을 가져온다.

[그림 7]은손날을픽업쪽으로더이동시켜뮤트한연주이

다. 그래프상에서는보다짧게 음의길이기끝이남을알수

있다.

[그림 7] 픽업 쪽으로 이동한 팜 뮤트 연주

파형에서보여지는것과같이음의길이가거의 2박자에도

못 미치는 아주 짧은 음이다. 물론 손날을 얼마나 현에 밀착

하느냐에딸라조금은차이가날수있지만브리지뮤트와는

조금 큰 차이를나타낸다. 이는브리지에서뮤트 시에는상대

적으로 브리지가 줄을 걸쳐서 지탱하고 있기에 손날이 현에

닿는 면적을 조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브리지 뮤트에서 연주 할 시에는 손날을

픽업쪽으로많이이동할필요없이연주자가브리지쪽에서

충분히 손날의 면적을 조절 하면서 연주할 수 있다. 이는 이

동없이음색과음의길이를바로변화시키는연주에용이하

다.

2.2.2 손날의 응용과 음의 길이

음악의표현에서악기의연주기법은중요한부분이다. 현재

는많은음악작업에가상악기를사용하고있지만, 악기를통

한섬세한음악적인표현은연주자의손길만큼따라갈수없

다. 팜 뮤트 연주에서 주는 뭉툭하고 끊기는 뜻한 특이한 느

낌이좋아서연주시에사용하고싶으나짧은음의길이가아

쉬워 사용을 망설일 때가 있다. 이러한 짧은 음의 길이를 해

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브리지팜뮤트연주시에, 엄지손가락이현을튕기는그시

점 직후에바로오른손바닥의손날을현에서떼어버리는방

법을사용해보면음의길이가계속지속되는효과를볼수있

다.

[그림 8]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연주한 그래프이다. 갑

작스러운 연주의 변화가 현에게 영향을 미쳤음에도 파형은

크게 변화하지는 않았다.

[그림 5]와 음의 길이를 비교해보면 음의길이가 서로 크게

차이가나지않음을알수있다. 이는뮤트 시에연주가한번

되고 손날이 현에서 떨어질 때 한번 더 연주되는 형태로음

의 길이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그냥 손날을 떼어낸

것이 연주의 형태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8] 팜 뮤트 연주 직후에 손날을 분리한 연주

이 연주법은 음색의 특이함과 서스테인(Sustain)의 확장이

라는 부분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연주에 사용되기에 충분히

효과적인 연주이다.

3. 결론

베이스연주에서이제는일반적으로사용되는팜뮤트연주

는 음악 장르의 변화에 맞춰 연주법이 다양하게 변화 해 왔

다. 본 연구에서는오른손바닥의손날의위치에따른음의길

이를 변화 시키는 방법을 분석하였다. 특히 팜 뮤트 연주의

피치카토적인 느낌에서 벗어나 팜 뮤트 만의 음색을 사용하

고 동시에 음의 길이가 확장되는 연주법을 연구하고 제시하

였다. 연구에서 연주자의 터치감에 대한 의존이나 손날이 현

에닿는면적의정확한객관성에대해서는추후연구가더많

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서 팜 뮤트 연주에서 여러 다양

한 연주 기법이 응용되고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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