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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음악에서 빠질 수 없는 리듬은 드럼이 중심을 잡으
며 만들어져 가고 있다. 현대까지 많은 리듬이 만들어

져 다양한 리듬과 드럼만의 테크닉으로 여러 가지 플

레이가 만들어지고 있다. 드럼을 연주하기 위해 스틱

을 잡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다. 드럼 연주의 가장

기본적인 그립이라 불리는 매치드 그립은 현재까지도

드럼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가장 처음 가르치는 그립

이다. 하지만 매치드 그립 이전에 트레디셔널 그립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 매치드 그립과 트레디셔널 그립

의 집중 분석을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2. 본 론

2.1 매치드 그립 (Matched Grip)

[그림 1] 매치드 그립

매치드 그립은 양손을 동일하게 잡는 그립이다. 음악에는

락, 팝, 펑키 등강한스트로크가필요할때에많이사용된다.

스틱을부드럽게잡은상태로어깨와팔꿈치에힘을빼고연

주를 한다. 이 그립은 탐탐이나 심벌등 빠르게 연주할 때 안

정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다.

그립잡는방법은스틱의 1/3 부분을엄지와검지로잡고나

머지 손가락으로 스틱을 힘을 빼고 감싸듯이 잡아 준다.

매치드그립의중요한점은연주를할때새끼손가락이펴져

있어서는 안된다. 새끼손가락이 펴지게 되면 스르토크를 할

때세손가락이아닌두손가락으로연주하게되어매치드그

립의 장점인 강한 스트로크를 하는데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매치드 그립 중에서도 잡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

2.1.1 져먼 그립 (German G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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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음악에서빠질수없는리듬은보편적으로리듬악기로표현된다. 그중대중적으로많이알려져있는드럼은현재취미
로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 하였다. 드럼을 칠 때 가장 기초라 부를 수 있는 잡는법, 즉 그립을 제일 먼저 배운다.
대중적으로많이알려져있는매치드그립은손목과손가락사용의따라이름이달라지는데어떻게달라지는지와사용
법이다른점을분석하기위한목적이있고, 레귤러그립이라불리는트레디셔널그립의분석을함으로써두그립의다른
점을논의하여분석함의목적이있다. 본논문은드럼을연주하기전그립의대해이해하며적절히사용할수있게도움
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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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져먼 그립

져먼 그립은 손등이 하늘을 보고 잡는 것이 특징이다.

손가락보다손목을많이사용하며연주할때터치가큰힘을

받아큰볼륨을만들수있다. 드럼을처음배울때손목사용

의 적응과 힘을 키우기 위해 가장 먼저 배우는 그립이다.

2.1.2 아메리칸 그립 (American Grip)

[그림 3] 아메리칸 그립

아메리칸 그립은 손등을 45도 각도로 틀어서 잡는 것이 특

징이다. 져먼그립과프렌치그립의사이라불리기도한다. 손

목과 손가락의 밸런스를 적절히 사용하여 져먼그립 보다 편

안하고손목의힘과손가락제어의이점을모두사용하기좋

다. 보편적으로 하이햇과 탐탐 연주에 사용한다.

2.1.3 프렌치 그립 (French Grip)

[그림 4] 프렌치 그립

프렌치 그립은 엄지손톱이 하늘을 보는 그립으로써 주로 손

가락을주로쓴다. 엄지와검지는시소의중심역할을함과동

시에움직임의핵이되기도한다. 특히나엄지의중심과스틱

의 중심이 평행이 되면서 일치가 되어야만 더욱 리바운드가

잘된다. 엄지와검지의끝이가까워질수록리바운드가안된

다. 나머지 세 손가락들로 스틱을 튕겨주면 훨씬 더 스틱이

잘 튀어오를 것이다.

2.1.4 공통점

위그립들의공통점은손목만사용하는것이아닌손가락도

어느정도쓰인다. 즉 리바운드만으로사용하지않고, 손목만

으로도 쳐서는 안된다. 조금이라도 보조적인 동작이 필요하

다. 그립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스틱을 올리는 힘과 내리는

힘의밸런스다. 스틱을높게들지못하면파워가적어진다. 손

을 올릴 때 팔목의 위쪽 근육이 쓰인다. 높게든 스틱을 멈추

게하고다시내릴때팔목아래쪽근육이쓰인다. 스틱을올

리기만하고내리는힘이너무약하면올릴때만치중되는나

머지스틱이타면에닿기도전에다시위로올라가게될것이

고, 내리는힘이적다면스틱이올라가다멈추고내려가야하

는시점에서스틱은계속올라가기만하다손목이꺾이게된

다. 올리는 힘이 없고 내리기만 하면 손목이 아래로 꺾여 부

상 당하게 된다.

어떤그립을사용하던중요한건스틱을손바닥에완전히밀

착되도록꽉잡으면안된다. 리바운드를사용할수없기때문

에 손가락들과 떨어지지 않게 하면서 손바닥과 스틱과의 공

간이 어느 정도 유지되게 잡아야한다

2.2 트레디셔널 그립 (Traditional Grip)

[그림 5] 트레디셔널 그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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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디셔널 그립, 다른 말로 레귤러 그립이라 불리고 있는

이그립은우리가알고있는드럼세트가나오기이전 1900년

대나폴레옹군대의군악대들이마칭을할때쓰던그립이다.

유럽에서시작한이그립은양손의잡는방식이다른데그시

대에는 북을 대각선으로 메고 쳤기 때문에 편하게 연주하기

위해 왼손과 오른손의 그립이 달라야 했다.

오른손은매치드그립의저먼그립처럼잡고왼손은엄지와

검지사이에스틱을끼우고네번째손가락을구부려두번째

마디에스틱을얹혀놓는다. 그리고다섯번째손가락은네번

째손가락을받혀주고, 검지와중지를스틱에살며시올려놓

고엄지와검지를살며시쥔다. 이때왼손은동그스름한형태

가 되어야 한다.

3. 결 론

매치드그립은대중음악에서많이쓰이는그립이다. 스트로

크를할때손목과손가락을같이사용함으로써일반싱글스

트로크할때보다속도를낼수있다. 또한팔꿈치와어깨를

사용하여모션을크게할수있어파워가강하다. 루디먼트와

같은 테크닉을 표현함에 편하지만 롤을 표현함에 어려움이

있어연습이많이필요하다. 드럼세팅을할때자유도가높다

는 장점이 있다. 팔의 움직임과 파워를 생각해보면 록음악과

퍼포먼스 적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트레디셔널 그립은 왼손 스트로크의 포인트마다 파워의 차

이가 난다. 보편적으로 손목과 팔꿈치만 사용하기 때문에 양

손의 밸런스가 다르기 쉽고 매치드 그립보다 파워가 약하다.

테크닉적으로 불편한건 없지만 엇박을 연주할 때 약한 감이

있다. 드럼 세팅의 있어서 탐탐 연주할 때 팔의 움직임이 제

한이 있어서 세팅이 보편적으로 낮게 세팅한다. 재즈, 마칭,

클래식 등을 연주 할 때 사용하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드럼에서가장기초적인그립은어떤스타일에서그립을적

절히 사용하여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연주할 수 있게 도와준

다. 스트로크를 하면서 부상을 방지하여 올바른 연주도 도와

주기 때문에 기초적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본 논

문이 드럼 연주의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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