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1954년 미국 텍사스 달라스 인근에서 태어나 서른의

나이로 데뷔한 스티비 이 본(Stevie Ray Vaughan

1954〜1990)은 불의에 헬기추락 사고로유명을 달리하기

까지 약 10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활동기간을 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명연주를 들려주었던 싱어

송라이터(Singer-songwriter)이자 불세출의 일 트릭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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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재 일 트릭 기타 심의 주류 음악 장에서 스티비 이 본의 상은 짧은 활동기간에도 불구하고 매우 큰

치를 차지하는 싱어송 라이터이자 일 트릭 블루스 기타리스트이다. 그의 향력은 그만의 독특한 사운드와 폭발 인 무

퍼포먼스에 이르기까지 재까지도 많은 기타리스트들의 오마주로 남겨져 있다. 이 게 끊임없이 재생산 되는 그의 다양

한 흔 들 연주의 기술 인 부분인 리듬과 솔로 연주를 통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의 표작

하나인 ‘Pride And Joy’ 를 심으로 스티비 이 본이 들려주었던 피킹과 리듬, 스 일 등을 분석하여 그가 향 받았으

며 끊임없이 시도한 변방의 유산인 아 리칸 아메리칸의 블루스를 통해 지 의 주류 음악의 장의 심에 이르기까지

그의 많은 흔 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용해되었고 이를 통해 재까지도 얼마나 다양한 향력과 가치를 갖게 될 많은 연구

에 앞서 음미해 볼 수 있는 작은 단서가 될 것이라 본다.

주제어 : 스티비 이본, 일 트릭 블루스, 텍사스 블루스, 일 트릭 기타, 라이드 앤 조이

Abstract In the current mainstream pop music scene, Stevie ray vaughan's status is a singer-songwriter and electric 

blues guitarist, who occupies a very large position despite his short period of activity. His influence has remained 

to the present day as the voice of many guitarists ranging from his unique sound to his explosive stage performances. 

Let's take a look at the technical parts of his performance, rhythm and solo performances, among the various traces 

of his constant reproduction. Based on one of his most famous works, 'Pride and Joy' I analyzed the solo and rhythm, 

scale that Stevie Ray Vaughan played. Through the African American blues, a peripheral heritage he has been trying 

to influence and influence, how his traces congregate in the center of today's mainstream pop music scene. This will 

give us little clues to appreciate before the research that will have a variety of influences and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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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스(Electric Blues)기타리스트이다.

그의 여러 특징들을 찾아본다면 먼 일 트릭 기타

연주의 기술 인 탁월함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한 이

와 함께했던 그만의 사운드 메이킹, 패션 더 나아가 폭발

인 무 퍼포먼스에 이르기까지 그가 남겨놓은 다양

한 흔 과 특징들은 재까지도 일 트릭 기타리스트들

의 선망과 오마주로 강력한 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더

불어 ‘First Wife’ 혹은 ‘No.1’ 으로 불리던 그의 1959년식

펜더 스트라토캐스터(Fender Stratocaster)와 독특한 셋

업 방식, 튜 스크리머(Tube Screamer)로 표할수 있

는 그의 음향 장비에 한 특징들마 도 수많은 기타리

스트들 사이에서 설처럼 회자되며 재업계 표 으로

자리 잡았다. 여기에 변방의 음악 장르 던 단순하고

통 인 블루스 형식을 토 로 라틴 재즈(Latin Jazz), 펑

크(Funk), 컨트리/블루그래스(Country/Bluegrass), 사이키

델릭(Psychedelic), 서던 락(Southern Rock)등 다양한 스

타일의 음악 자양분과 함께 재 주류 음악의 한

장에 성공 으로 안착시켰다. 길지 않았던 활동기간이었

지만 재까지 남겨진 그의 여러 흔 들은 정식 앨범뿐

만 아니라 사후 꾸 히 발표되고 있는 미발표 버 의 음

원과 공연 실황음원 만으로도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유

추할 수 있다. 한 재 활동하는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

가나 많은 일 트릭 기타리스트들의 음악 뿌리의 심

으로 남아 있는 것을 본다면 스티비 이 본의 향력은

단순히 일 트릭 블루스 는 텍사스 블루스(Texas

Blues)라는 카테고리로 한정지어 보기엔 매우 다양하고

깊은 족 을 남겼다고 볼 수 있다. 즉 그의 작품과 흔

들은 통 인 블루스 기타리스트로서의 상을넘어

재 주류 음악에 한 장에서 매우 요한 부분을 자리

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게 과거의 블루스 음악을 지

나 스티비 이 본을 거쳐 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향력들을 바라본다면 새삼 스티비 이 본

의 흔 과 그 특징들이 어떠한 모습을 통해 지 의 주류

음악의 심에서도 여 히 존재하는지에 한 의문

에 충분한 이유이자 연구의 가치가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스티비 이 본의 공식 인 출

발 이자 골드 코드를 기록했던 데뷔 앨범 [Texas

Flood] 에서 작품 ‘Pride and Joy’ 를 심으로 그의 피킹

과 리듬, 솔로 연주의 특징과 스 일을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한 ‘Pride and Joy’ 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연주에 특징이 되는 몇 가지 모습들을 다른 작품을 시

로 덧붙여살펴보고 어떠한형태로나타나는지 살펴본다.

과연 어떠한 그의 흔 들이 지 의 음악연주를 비

롯한 일 트릭 기타 연주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그의

향력을 행사하는지 유추해보고자 한다[1].

2. 본론

2.1 렉트릭 블루스

일 트릭 악기가 존재하지 않았던 1930년 이 의

블루스는 통기타 혹은 하모니카와 같이 어쿠스틱 악기

편성으로 이루어진 포크(Folk), 컨트리 블루스(Country

Blues) 는 델타 블루스(Delta Blues)로도 불리 운다. 말

그 로 미국 남부 미시시피 지역으로 표되는 농장 지

의 아 리카 아메리칸에 의해 탄생한 음악을 블루스

음악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일 트릭 블루스는 1930년

이후제 1차세계 과 경제 공황을거치며 산업화를

발시켰던 시기 미국 남부에서 북부 도시로 이주하게

된 블루스 뮤지션들과 일 트릭 악기의 발명과 어우러져

탄생한 블루스 음악을 말한다. 티 본 워커(T-Bone

Worker)와 머디 워터스(Muddy Waters)로 표되는 일

트릭 블루스 스타일은 시카고 블루스(Chicago Blues)

혹은 어반 블루스(Urban Blues)라고도명칭하며 지미 헨

드릭스(Jimi Hendrix)의 출 이래 여타 블루스 스타일

뿐만 아니라 부기 우기(Boogie Woogie)나 락앤롤

(Rock'n Roll)과 함께 그 이후에 등장하는 재즈 퓨

(Jazz Fusion)에 이르기까지 여러 일 트릭 성향의 음악

장르가 등장하게 되는 단 가 된다[5].

2.2 사스 블루스

텍사스 블루스라 함은 명칭과 같이 어느 일정 지역의

블루스라는 의미보다는 1970년 이후 주로 의해 연주

던 미국 남부지역의 일 트릭 블루스 스타일을 말한다.

백인의 향력이 커진 음악 스타일답게 컨트리를 배경으

로 하는 리듬의 향이 다분하며 기존의 블루스에 비해

더욱 직선 이고 연주의 기술 인 면이 강조되어 텍사스

블루스의등장이 후 맥을 같이하는 서던 락스타일과함

께 하드락/헤비메탈(Hard Rock/Heavy Metal)과 같은스

타일의 등장에도 직, 간 인 향을 미쳤다.

스티비 이 본은 바로 이러한 텍사스 블루스 스타일

의 자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친 형이기도 한 블루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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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리스트 지미 본(Jimmy Vaughan)이나 과거 1970년

를 풍미했던 슬라이드 기타의 가 자니 터(Johnny

Winter)를 비롯하여 듀언 올맨(Duane Allman), 밴드 지

지 탑(Z.Z - Top)의 빌리 기번스(Billy Gibbons)등 많은

명연주자들이 있었지만 스티비 이 본은 그의 형의

향으로 인하여 그 에 존재했던 델타블루스에서 시카고

블루스에 걸친 다양한 음악 자양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었고 더나아가그 의 블루스에서는 할수 없었

던 더욱 진화된 연주력과 음악성 그리고 스타성까지 동

시에 갖춘 기타리스트 다.

스티비 이 본이 데뷔하자마자 기록했던 골드 코

드 기록이나 십년이 넘지 않는 활동기간 동안 수상한 네

번에 걸친 그래미 어워드(Grammy Award - Best Rock

Instrument, Best Blues Recording)수상 경력과 그의 사

후 2015년에 이 진 로큰롤 명 의 당(Rock'n Roll

Hall of Fame) 헌액은 바로 이러한 부분을 증명하는 사

례로 볼 수 있다[7-10].

2.2 품 

2..2.1 진행과 

Fig. 1. Analysis Harmony of Pride and joy[7]

이 작품은 스티비 이 본의 다른 여러 작품과 같이

통 인 블루스 형식의 작품으로 그의 밴드 더블 트러

블 (Double Trouble) 과 함께한트리오 구성의 밴드사운

드이다. 일체의 오버더빙 없이 라이 방식의 녹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Fig. 1 에서 확인할수 있듯이 형 인

12마디 블루스 진행이다.

본작품과 함께 스티비 이 본의 연주 부분은 반음

낮게 튜닝 (Half Down Tune) 하여 연주하 다. 즉

'Pride and Joy' 의 실제 조성은 Eb 메이져 이지만 기타

의 구조상 개방 의 사용과 여타 코드 보이싱은 스탠다

드 튜닝 (Standard Tune) 의 E 메이져와 같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작품의 조성은 Eb 메이져가 아닌 E 메이져

로 보도록 한다.

작품의 진행은 각 12마디의 구성의 “A - A' - B” 형

태의 형 인 블루스 형식의 구성이다. “Intro -

Verse(A) - Verse(A') - Chorus(B)” 기 으로 3개 의

로 나 어져 있으며 8/12박자, BPM 124, 총 러닝타임은

3분 40 이다.

2.2.2 피킹 과 리듬

스티비 이 본의 피킹과 리듬의 특징은 연주하기 까

다로운 매우 두터운 과 힘찬 피킹 그리고 정확한 왼손

핑거링을 기 로 한다. 여기에 다운과 업을 규칙 으로

반복하는 얼터네이트 피킹 (Alternate Picking)에 기 하

지만 때에 따라 불규칙한 피킹을 사용하거나 강한 다운

혹은 업 피킹 만으로 연주하기도 했다. 본 작품의인트로

에서는 업 피킹 만을 이용한 더블 스탑(Double Stop)과

쿼터 벤딩(Quarter Bending)을 함께하는 연주로 시작한

다. 작품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Fig. 2의 4마디의 더블 스

탑은 강한 업 피킹 만으로 이루어진다.

다섯 번째 마디부터 연결된 12마디 블루스 진행으로

인트로는 총 16마디의 구성이다. 기타의 리듬 연주는

형 인 블루스 셔 리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4, 5, 6번

음 의 개방 을 이용하여 루트, 단3도와 장3도, 완

5도, 장6도로 구분하여 연주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1, 2,

3번 고음 에서도 개방 을 동반한 장2도의 사용은 스

Fig. 2. Intro 16 ba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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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 이 본 리듬 스트로크의 특징으로 강한 스트로크

에 비되는 정교한 스타카토를 함께 구사했다. 한 마

지막 두 마디에 연결되는 턴 어라운드(Turn around) 패

턴은 도미 트 7th인 단7도와 블루노트인 감5도와 쿼터

벤딩이 된 단3도를 사용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같이기타의 6 체를이용하되음역 를구분

하여 음과 고음을 분류하여 연주하는 리듬 스트로크

스타일은 이른바 스티비 이 본 스타일의 형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선 시와 다르게 불규칙한 피킹을 시를 찾아

본다면 피크와 손가락을 함께 사용하는하이 리드 피킹

(Hybrid Picking)이나 피크를 사용한 연주 오른손 가

운데 손가락으로 을 뜯듯이 연주하는 럭 (Pluck)도

즐겨 사용하 다. 이러한 불규칙한 피킹의 로 ‘Pride

and Joy’ 와 같은 앨범의 수록곡인 ‘Mary Had a Little

Lamb’[1]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6,7].

Fig. 3. Mary had a little lamb first solo 4 bar[4].

Fig 3의 연주는 바로불규칙한 피킹의 시로 세 번째

마디 박스 부분의 연주가 바로 리듬 스트로크나 더블 스

탑이 아닌하이 리드 피킹으로 E 마이 펜타토닉 스

일(Pentatonic Sacle)을 이용하여 1번 은 오른손 가운

데 손가락으로 3번 은 피크를 동시에 사용하여 연주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2.2.3 로  스케  

스티비 이 본은 루트, 단3도, 완 4도, 완 5도, 단7

도의 다섯 음으로 이루어진 마이 펜타토닉 스 일을

주로 사용했다. 여기에 감5도인 블루노트(Blue Note)와

함께 해머링 온(Hammering On), 풀링 오 (Pulling Off),

슬라이드(Slide), 벤딩(Bendig), 비 라토(Vibrato), 더블

스탑 등 왼손 테크닉을 사용하여 리듬과 솔로 연주를 구

성했다. 한 GHS Nickel Rocker (013〜058)와 같은 매

우 두꺼운 의 사용과 높은 액션으로 셋업된 기타를 사

용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매끄러운 아티큘 이션

(Articulation)을 들려 다. 텍스트 상으로 입체 으로 표

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실제 일반 인상황에서 시도

하기 어려운 연주가 매우 까다로운 것임에도 그가 들려

주었던 경쾌하고 두터운 느낌의 사운드는 그의 등장 이

후 그를 상징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 본 작품의 솔로 연

주에서 사용된스 일은 E 마이 펜타토닉 스 일의 첫

번째 패턴을 기반으로 연주했다.

Fig. 4. Pride and Joy First Solo 5 bar [3]. 

Fig. 4는 작품의 반부 첫 번째 솔로 부분이다. 주

와 마찬가지로E 마이 펜타토닉 스 일을 기반으로 작

품을 통하고 있는 1번 개방 을 이용한 더블 스탑

연주를 확인 할 수 있다.

Fig. 5. Pride and Joy Second Solo 5 bar [3].

Fig. 5 역시 첫번째 Fig. 4 솔로에이어지는솔로연주

부분이다. 더블 스탑 이외에도 벤딩과 풀링 오 를

하게 이용한 부분으로 단순하지만 힘차게 들리는 연주는

부분의 작품을 비롯하여 본 작품의 솔로 연주 역시 마

이 펜타토닉을 기반으로 연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티비 이 본은 이 게 체를 이용하는 독특한

코드 스트로크로 리듬을 연주하며 여기에 메이 혹은

마이 펜타토닉 스 일을 기반으로 솔로를 구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믹솔리디안 스 일

(Mixolydian Scale)과 도리안 스 일(Dorian Scale) 등의

모드(Mode)를 이용한 믹솔리디안, 도리안 인터벌의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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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탑을 솔로 연주에 사용하기도 했다. 마이 혹은 메이

져 펜타토닉 스 일을 바탕으로 메이 스 일의 구성음

인 장3도와 함께 단2도 장2도 장6도등의 음들도 빈번하

게 사용한 것이다[8-12].

Fig. 6. Pride and Joy Third Solo  5 bar[3].

단순하게 보면 철 한 마이 펜타토닉 스 일을 기

반으로 하는 솔로 연주지만 보통 마이 펜타토닉 스

일에서 사용하지 않는 다른 지 의 음들이 더해져 자연

스럽게 믹솔리디안 스 일의 인터벌(Mixolydian Interval)

이나 도리안 스 일 인터벌(Dorian Interval)과 같은 모

드로 확장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구성의 솔로 연주는

이후 많은 기타리스트들에게 향을 안겨 어 로치이

기도 하다. 본 작품에서는 믹솔리디안 스 일을 기타의 2

번 과 3번 로 짝지어 3도 간격으로 구성하여 더블 스

탑 으로 연주하고 있다.

Fig. 6의 시는곡의후반부솔로연주 믹솔리디안

스 일의 3도 인터벌 연주이다. 두 번째 마디부터 다섯

번째마디에이르는더블 스탑 연주는 주로업 피킹 만으

로 연주 되었다. 두 번째 마디에서 네 번째 마디까지 시,

도#, , 미로 시작하는 음과 솔#, 라, 시, 도# 으로 더블

스탑으로 진행하는 솔로 연주는바로 2번 과 3번 을

동시에 연주하는 더블 스탑 이자 모드인 믹솔리디안 스

일의 3도 인터벌이다. 그 다면 도리안 스 일을 이용

하여 진행하는 연주의 시는 그의 다른 작품인

'Couldn't Stand the Weather'[2] 에서 찾아볼 수 있다.

Fig. 7 은 스티비 이 본의 두 번째 앨범이자 그에게

첫 번째 그래미 어워드 수상을 안겨주었던 앨범

[Couldn't Stand the Weather] 의 동명 타이틀곡의 인트

로 부분이다. 펑크스타일에서 향 받은 듯한 경쾌한 16

비트 스트로크 리듬 아래 두 번 째 마디와 네 번째 마디

에 걸쳐 보이는 더블 스탑 연주는 바로 도리안 스 일의

3도 인터벌이다.

Fig. 7. Dorian 3rd Interval Solo[4].

2번 과 3번 의 교 로 이용한 더블 스탑 연주이며

여기에서는솔, , 로이어지는 음과 시, 라 로같이연결

되는 더블 스탑 연주는 앞선 믹솔리디안 스 일을 이용

한 더블스탑 연주와 마찬가지로 기타의 2번 과 3번

을 더블 스탑 연주로 D 도리안 스 일의 3도 인터벌을

이용한 것이다[13].

D 마이 펜타토닉의 스 일 심의 옥타 연주와

더불어 도리안 스 일의 3도 인터벌 D7 코드의 트라이톤

(tritone) 그리고 형 인 D 마이 펜타토닉 스 일의

연주 패턴을 보여 다.

Fig. 8. Outro [3]

Fig. 8은 다시 ‘Pride and Joy'의 아웃트로이다. 앞선

Fig. 4와 Fig. 5에서와 마찬가지로 솔로 연주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E 마이 펜타토닉 스 일을 이용한 연주를

보여 다. 벤딩과 해머링온, 풀링 오 , 슬라이드와같은

왼손 테크닉과 오른손 피킹과 이루어지는 경쾌한 연주는

스티비 이 본의 형 인 솔로 연주라 할 수있을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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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4].

세번째와 네 번째 다섯번째 마디에서 인트로와 솔로

부분에서 볼수 있었던 더블스탑으로 구성된 연주를 찾

아볼 수 있으며 여섯 번째 마디에서 6번 개방 을 이

용한 엔딩의 턴 어라운드 패턴은 연주의 기술 인 부분

과 계없이 기존의 어쿠스틱 블루스에서 향 받은 연

주를 보여주며 E7#9 코드로 작품의 미를 장식한다[15].

3. 결론

지 까지 살펴본 작품 ‘Pride and Joy’ 는 통 문법

에 벗어나지 않은 형 인 일 트릭 블루스 작품이다.

리듬 연주에서는 기타의 6 체를 이용하되 각각의

을 분할하여 연주하는 그만의 독특한 연주 형태를 시도

하 다. 이를 통해 피킹은 얼터네이트 피킹을 기반으로

강한 다운 혹은 업 피킹 만을 주로 개되는 불규칙한

피킹과 더불어 구사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솔로 연

주에 있어서는 마이 펜타토닉 스 일을 기반으로 믹

솔리디안 스 일과 도리언 스 일 등의 모드를 이용한

더블 스탑을 사용했다. 본 논문에서 직 다루지는 못했

지만 이와 같은 형태의 솔로연주 형태는 재의 많은 일

트릭 기타리스트들의 솔로 연주에서도 찾아볼수 있는

어 로치이다. 이것은 메이 스 일의 구성음인 장3도

와 함께 단2도 장2도 장6도등의 사용은 마이 펜타토닉

스 일을 기반으로 연주하면서 이들 음들이더해져 자연

스 도리안 는 믹솔리디안 스 일의인터벌로 확장하

게 되는데 이러한 형태의 연주 시와 함께 향력에

한 구체 인 논의는 차후 이어지는 연구에서 좀 더 수정,

보완하여 이 져야 할 것이다. 한 작품의 연주와 기술

인측면을지나 장르의 카테고리를 넘어좀 더넓은 음

악 인 시각의 작품들의 가치를 보자면 연주의 기술

탁월함이나 인지도만으로 무조건 받아들어져야

만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스티비 이 본의 음악

과 연주에 한 의미는 짧은 활동기간의 흔 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것에 진정한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이다. 본문에서 인용하지 못했지만

1960, 70년 의 지미 헨드릭스(Jimi Hendrix), 버디 가이

(Buddy Guy)를 비롯한 그의 다양한 리메이크 작품과 음

악 모티 들은 1980년 의 그를 거치며 니 웨인 쉐

퍼드(Kenny Wayne Shepherd)나 존 메이어(John

mayer)와 같은 재의 스타 뮤지션들에 의해 재조명되며

다시 태어난 것처럼 스티비 이 본의 작품과 흔 에

한 진정한 가치는 이와 같이 꾸 하게 이어지는 음악

재생산의 동기부여이자 가교를 잇는 부분에 비로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단지 연주의 기술 인

부분이나 개인의 천부 재능의 소산이 아닌 오랜 시간

꾸 히 연마해온 노력과 감 그리고 풍부한 음악 자

양분과 함께 어우러진 결과라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

다. 지 도 어디에선가 끊임없이 연주되고 있을 스티비

이 본의 많은작품과흔 들은 어쩌면 그 자체로 재

진행형이며 더 나아가 미래진행형인 음악으로서 연구되

어야 할담론의주역으로 그 가치는 이미 충분하다 할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의 많은 작품 들 몇 가지 작품만을

시로 논하기에는 텍스트상의 달되는 표 의 한계와

음악이라는 무형의 작품에 한 음향과 음색에 한 구

체 인 표 의 아쉬움이 있었다. 좀 더 입체 인 논의와

시가부족한부분 역시 향후스티비 이 본뿐만이아

닌 일 트릭 기타의 연주와 음악에 한 다양한 시각으

로 디지털 융,복합 분야에 응용하여 연구되고 보완하여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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