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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쿠스틱 기타를 선택하는 것은 어려운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야마하는 이 선택 과정이 더 

쉽고 덜 부담스러워지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악기의 실제 용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찬양팀 연주자나 리더이십니까? 단순히 기타를 배우는 것이 

목적이십니까? 기타의 용도를 정하면 선택의 폭을 좁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야마하가 

제공하는 다양한 어쿠스틱 및 어쿠스틱/일렉트릭 기타 라인업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를 사용하여 필요에 가장 적합한 기타를 선택하십시오. 

시작하기 

어쿠스틱 기타를 구매하기 전에 고려하거나 알아야 할 네 가지 주요 영역이 있습니다. 

• 목적 및 예산 

• 연주 수준 — 초급에서 고급까지 

• 구조 및 디자인  

• 스타일 및 사운드 

목적 및 예산 

어떤 기타를 원하는지 생각하기 전에, 용도와 지출하고자 하는 금액을 고려하십시오. 

어쿠스틱 기타의 가치는 구조, 목재, 생산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타가 

중국이나 인도네시아가 아닌 미국이나 일본에서 수제작된 경우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날은 수입 기타의 품질이 좋아 초보자가 구매하는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기타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야마하는 현재 남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야마하 

커스텀 샵을 포함하여 전 세계 4개 공장에서 어쿠스틱 기타를 제조하고 있으며, 모든 기타는 

야마하 직원이 제조합니다. 

목재 선택은 기타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부 제조업체는 배송품을 수령할 때 

톤우드용 목재를 따로 “엄선”해 두었다가 이를 사용하여 한정판 악기를 제작합니다. 야마하 

장인들은 만드는 모든 기타에 사용할 목재를 직접 선택합니다. 목재의 희귀성, 피겨링이나 

디테일의 양, 심지어 마감 스타일까지도 악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저가 기타의 상판은 단판이 아닌 목재 여러 겹을 붙인 합판으로 제작됩니다. 합판 

목재는 솔리드 상판과 같은 음색 특성이나 진동을 보유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나 많은 

연주자들은 기후와 온도가 변화하는 환경에서의 안정성 때문에 합판을 선호하며, 회중 

규모와 필요에 따라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고운 톤을 내기에 괜찮다고 여깁니다. 

야마하는 단판으로 낼 수 있는 우수한 톤 품질을 구현하도록 모든 입문자 수준 FG 및 FS 

시리즈 기타는 물론 모든 A 시리즈 어쿠스틱/일렉트릭에 솔리드 시트카 스프루스(Sitka 

Spruce) 상판을 사용해 어쿠스틱 기타를 제작합니다. 

꼭 거금을 들이지 않아도 멋진 톤과 뛰어난 연주감을 갖춘 어쿠스틱 기타를 찾을 수 

https://usa.yamaha.com/products/musical_instruments/guitars_basses/ac_guitars/fg_redlabel/index.html
https://usa.yamaha.com/products/musical_instruments/guitars_basses/ac_guitars/fg_redlabel/index.html
https://usa.yamaha.com/products/musical_instruments/guitars_basses/ac_guitars/a_series/index.html#product-t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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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실제로 야마하의 어쿠스틱 및 어쿠스틱/일렉트릭 기타 중 다수의 가격대가 

200~400달러입니다. 빠듯한 예산을 가진 초보자를 위해 야마하는 기타, 스트랩, 여분의 

스트링, 튜너 등 연주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된 어쿠스틱 기타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연주 수준 – 초급 또는 고급 

초보자라면 고급 어쿠스틱 기타에 많은 돈을 지불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신 제조 

기술과 “수직적 통합” 덕분에, 3,000달러의 최고급 야마하 기타를 제작하는 데 사용되는 

많은 기술이 더 저렴한 악기에도 적용됩니다. 야마하는 모든 연주 수준에 맞는 양질의 

악기를 생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만듦새와 사운드가 탁월한 어쿠스틱 기타 제품을 

방대하게 제공합니다. 

더 좋은 고급 기타로 업그레이드할 준비가 된 숙련된 연주자이시라면, 다양한 톤우드의 

차이점과 이러한 차이가 악기의 울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합니다. 

구조 및 디자인 

어쿠스틱 기타의 디자인 및 제작 방식에 대한 기본을 이해하면, 시각적, 청각적으로 미묘한 

차이를 느낄 수 있게 되어 자신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기타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넥 

어쿠스틱 기타의 넥은 기타 바디에 결합되며 끝부분에는 헤드스톡이 있습니다. 프렛보드는 

넥 상판에 장착되어 있으며, 프렛보드 뒷면은 연주자가 지판을 짚는 손모양에 맞게 다듬어져 

있습니다. 

야마하는 볼트로 고정하는 대신 기타의 바디에 넥을 접착하는 “세트넥” 구조를 사용하며, 

이는 일렉트릭 기타에 더 흔히 사용되는 구조입니다. 힐은 기타의 넥이 바디와 만나는 부위 

뒤쪽에서 지지력을 더해줍니다. 

넥 부분에는 금속 트러스 로드가 있어 스트링 장력과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휘거나 틀어지지 

않습니다. 트러스 로드는 헤드스톡 또는 넥 아래 부분에서 기타 바디 안쪽을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트러스 로드를 조정하면 인토네이션 문제를 교정하여 악기 튜닝이 틀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야마하 L 시리즈 어쿠스틱 기타는 튜닝 안정성과 톤을 위해 5겹 마호가니 

및 로즈우드 넥을 사용합니다. 

프렛보드 또는 핑거보드는 넥의 상판에 있으며 보통 넥에 접착되어 있는 별도의 

나무판입니다. 어쿠스틱 기타용 프렛보드는 일반적으로 로즈우드 또는 에보니로 

제작됩니다. 

프렛이라고 하는 얇은 금속 조각이 12톤 스케일 위에 반음씩 올라가도록 간격을 두고 박혀 

https://www.musiciansfriend.com/acoustic-guitars
https://usa.yamaha.com/products/musical_instruments/guitars_basses/ac_guitars/l_serie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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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서로 다른 음이 나는 위치를 표시합니다. 대부분의 기타 프렛보드에는 3번 프렛부터 

홀수 프렛에 점이나 기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단, 11번와 13번에는 표시가 없고 대신 12번 

프렛 또는 옥타브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헤드스톡은 넥에서 바디의 반대쪽 끝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튜너, 튜닝 페그 또는 

헤드머신이라고도 하는 줄감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줄감개로 각 스트링의 장력을 

조정하여 피치를 변경합니다. 너트는 헤드스톡이 넥과 만나는 곳에 위치한 플라스틱 또는 

뼈로 된 작은 막대로, 여기 파여 있는 홈에 스트링을 끼워 프렛보드 위에 겁니다. 

바디 

어쿠스틱 기타의 바디는 탑우드 또는 사운드보드라는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사운드보드 

밑에는 이를 지지하는 내부 브레이싱이 있으며 측판과 후판에도 이를 넣어 기타를 빈 챔버로 

만들어 기타가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합니다. 바디의 위쪽 곡선을 어퍼 바우트, 아래쪽 곡선은 

로어 바우트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쪽이 더 큽니다. 그 사이를 웨이스트라고 합니다. 

바디의 크기와 모양은 악기의 소리와 연주감에 영향을 미칩니다. 적절한 어쿠스틱 기타를 

선택하려면 신체 및 음악적 요구에 맞는 바디 형태를 찾아야 합니다. 야마하는 다양한 바디 

형태를 제작하지만 여기서는 FG(웨스턴 바디)와 FS 레드 라벨 스타일을 살펴보겠습니다. 

FG 시리즈는 로어 바우트가 더 크고 웨이스트도 두꺼워 풍부하고 깊은 톤을 제공합니다. 

FS 바디 스타일은 그보다 작아 어린 연주자나 초보자가 다루기 쉬우며, 많은 전문 

연주자들이 작은 바디로 구현하는 또렷하고 섬세한 톤을 선호합니다. 

소리가 뻗어 나오도록, 즉 프로젝션을 시키는 부분인 사운드홀은 웨이스트와 일직선이 되는 

프렛보드의 시작 부분에 있으며 종종 플라스틱 또는 다른 재질로 만들어진 보호용 픽가드가 

붙어 있습니다. 

기타의 스트링은 사운드홀 아래에 있는 브리지에 삽입됩니다. 그런 다음 브리지 핀을 

사용하여 각 스트링을 고정합니다. 브리지에서 스트링을 띄우는 뼈 또는 플라스틱 소재로 

된 얇은 막대를 새들이라고 합니다. 브리지는 기타의 상판으로 스트링의 진동을 전달하여 

악기의 소리가 뻗어 나오는 것, 즉 프로젝션을 돕는 부분입니다. 

https://usa.yamaha.com/products/musical_instruments/guitars_basses/ac_guitars/fg_fgx/index.html
https://usa.yamaha.com/products/musical_instruments/guitars_basses/ac_guitars/fg_redlabel/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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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쿠스틱 기타 부위별 명칭 

 

야마하 FG830 

스타일 및 사운드 

모든 어쿠스틱 기타는 동일한 기본 구조와 디자인 요소를 공유하지만 사운드와 연주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나일론 대 스틸 스트링 

• 바디 스타일 

• 상판 – 사운드보드 

• 넥 너비 

• 톤우드 

이러한 범주에 따라 어떤 선택사항이 있는지 이해하면 어쿠스틱 기타를 구매할 때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일론 대 스틸 스트링 

흔한 오해로, 기타를 처음 배울 때는 손가락이 안 아프거나 연주가 더 쉬운 나일론 

스트링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한 기타에서 나일론 스트링과 스틸 스트링을 

번갈아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한 종류의 스트링으로 경험을 쌓고 다른 스트링을 사용하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연주하고 싶은 음악 장르와 원하는 톤을 염두에 두고 결정해야 

합니다. 

나일론 스트링은 더 부드럽고 은은한 톤을 만들어냅니다. 클래식 및 플라멩코 스타일 기타 

연주와 일부 포크 장르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스틸 스트링은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보통 록, 컨트리, CCM, 팝 뮤지션들이 

사용합니다. 스틸 스트링 어쿠스틱 기타는 더 크고 밝은 톤을 만들어 내는데, 흔히 이 소리를 

브리지 핀 

브리지 새들 

브리지 웨이스트 
어퍼 바우트 

탑 

로어 바우트 

픽가드 
사운드홀 

프렛보드 

넥 
프렛 

너트 헤드머신 

헤드스톡 

줄감개 

https://usa.yamaha.com/products/musical_instruments/guitars_basses/ac_guitars/fg_fg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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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어쿠스틱 기타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디 스타일 

 

어쿠스틱 기타는 작은 여행용 사이즈와 친숙한 “드레드너트” 바디 형태부터 점보 

사이즈까지 다양한 크기와 모양으로 제공됩니다. 바디 스타일에 따라 사운드 프로젝션과 

톤에서 강조되는 부분이 결정됩니다. 일부 어쿠스틱 기타 바디에 적용되는 단판 컷어웨이 

디자인은 연주자가 상단 프렛으로 더 쉽게 팔을 뻗을 수 있도록 로어 바우트를 파낸 

디자인을 말합니다. 

어쿠스틱 기타 바디의 스타일에는 많은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톤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앉은 자세나 선 자세에 관계없이 편안하게 연주할 수 있는 악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니 및 여행용 기타 

이 1/2 및 3/4 크기의 기타는 어린이용으로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풀 사이즈 기타보다 작고, 

볼륨과 울림이 덜 풍성하며 저렴합니다. 기타를 배우는 어린이에게 적합하며 여행용 

기타로도 좋습니다. 종종 연주하기 쉬운 미니 기타로 돌아가는 성인들도 많습니다. 

풀사이즈 악기 수준의 볼륨과 울림이 필요하지 않고 휴대하기 쉬운 악기를 원하는 경우 

여행용 기타가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야마하 JR 시리즈 및 APXT2 모델은 소형 고급 

기타로 풍성한 소리를 냅니다. 야마하는 또한 1/2 및 3/4 사이즈 클래식 기타를 제조합니다. 

클래식 기타 

스패니시 기타로도 알려져 있으며 클래식과 스패니시 음악을 연주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기타는 스틸 스트링이 아닌 나일론 스트링을 사용합니다. 바디는 더 작지만 넥은 더 넓어 

스트링 간격이 넓으므로 클래식 기타 주법인 핑거 피킹을 올바르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넥이 넓을수록 손이 작은 사람이 연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음색이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클래식 기타는 종류와 크기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콘서트 기타보다 작고 미니 기타보다 

큽니다. 

클래식 드레드너트 점보 

https://usa.yamaha.com/products/musical_instruments/guitars_basses/ac_guitars/jr/index.html
https://usa.yamaha.com/products/musical_instruments/guitars_basses/ac_guitars/apx-t/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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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하의 클래식 기타인 CG/CGX 시리즈는 다양한 기능과 가격대로 제공됩니다. CG102 

모델은 초보자에게 완벽한 선택이며, 콘서트 수준 기타의 톤과 품질을 겸비했으면서도 

가격대가 합리적입니다. 

팔러 

팔러 기타는 여행용 및 미니 기타를 제외하면 가장 작은 스틸 스트링 기타입니다. 옛스러운 

사이즈와 모양으로 전통적인 사운드나 독특한 사운드를 찾고 있는 기타리스트들에게 

인기를 얻어 다시 유행했습니다. 

팔러 기타는 일반적으로 기타의 넥이 12번 프렛에서 바디와 연결되는 12프렛 모델입니다. 

야마하 CSF 시리즈 팔러 기타는 14번째 프렛에서 바디에 연결되며 솔리드 스프루스 상판, 

더 풍부한 사운드를 위한 내부의 스캘럽드 브레이싱, 사운드 증폭 시에 사용되는 패시브 

픽업을 특징으로 합니다. 기타와 함께 부드러운 긱백이 포함됩니다. 

콘서트 기타 

콘서트 바디 기타는 더 작고 약간 더 얇은 바디에 스틸 스트링을 끼운 6현 어쿠스틱 기타 

제품군의 일부입니다. 바디가 더 작은 기타는 큰 드레드너트 바디에 비해 더 또렷하고 

부드러운 톤을 만듭니다. 또한 앉아서 잡는 것이 더 쉬우며, 넥에 팔이 더 쉽게 닿기 때문에 

여성과 어린이에게 이상적입니다. 야마하는 A 시리즈와 FG/FS 레드 라벨 및 LS 시리즈 

등의 베스트셀러 모델을 포함하여 가격대와 기능 세트가 다양한 콘서트 바디 기타를 

제조합니다. 

드레드너트 또는 웨스턴 바디 

드레드너트 또는 웨스턴 바디 모양은 가장 일반적이고 친숙한 유형의 어쿠스틱 기타로 큰 

바디로 인해 깊고 강한 저음을 냅니다. 콘서트 바디보다 큰 드레드너트는 잡기 어려울 수 

있으며 체격이 작은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볼륨과 프로젝션의 특징으로 

인해 드레드너트는 스트러밍과 플랫 피크를 선호하는 연주자에게 이상적이며, 핑거스타일 

주법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드레드너트는 블루그래스와 컨트리 가스펠 연주에 

적합합니다. 볼륨 최대치가 커서 세게 연주할 수 있으며, 즉 큰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하게 연주하는 경우, 드레드너트에서는 좋은 소리를 내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야마하 FG/FS 레드 라벨 시리즈는 드레드너트 형태를 취하되 바디의 두께를 줄이고 내부 

브레이싱을 스캘럽 처리하여 더욱 풍부한 톤을 만들어 냅니다. A 시리즈, FG/FS 레드 라벨 

및 LL 시리즈는 숙련된 연주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에서 원하는 모든 기능과 

섬세함을 제공합니다. 

https://usa.yamaha.com/products/musical_instruments/guitars_basses/cl_guitars/cg_cgx/index.html
https://usa.yamaha.com/products/musical_instruments/guitars_basses/cl_guitars/cg_cgx/index.html
https://usa.yamaha.com/products/musical_instruments/guitars_basses/cl_guitars/cg_cgx/index.html
https://usa.yamaha.com/products/musical_instruments/guitars_basses/ac_guitars/csf/index.html
https://usa.yamaha.com/products/musical_instruments/guitars_basses/ac_guitars/a_series/index.html
https://usa.yamaha.com/products/musical_instruments/guitars_basses/ac_guitars/fg_redlabel/index.html
https://usa.yamaha.com/products/musical_instruments/guitars_basses/ac_guitars/l_series/ls_series.html
https://usa.yamaha.com/products/musical_instruments/guitars_basses/ac_guitars/fg_redlabel/index.html
https://usa.yamaha.com/products/musical_instruments/guitars_basses/ac_guitars/a_series/index.html
https://usa.yamaha.com/products/musical_instruments/guitars_basses/ac_guitars/fg_redlabel/index.html
https://usa.yamaha.com/products/musical_instruments/guitars_basses/ac_guitars/l_series/ll_series.html#product-t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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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점보 기타는 가장 큰 기타 사이즈로, 매우 크고 강력한 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강한 스트러밍 주법을 쓰는 연주자에게 이상적입니다. 바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점보 기타는 기타리스트에 따라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야마하는 베스트셀러인 CPX 

시리즈와 같은 다양한 대형 바디의 어쿠스틱/일렉트릭 기타를 생산합니다. 

탑 - 사운드보드 

사운드보드는 기타 바디의 상단 부분으로 브리지 바로 뒤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운드보드가 클수록 사운드가 더 깊고 커집니다. 기타 탑의 목재는 톤의 성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타 스트링에서 만들어진 소리는 브리지에 의해 상판으로 전달되어 

증폭됩니다. 

단판과 합판 

어쿠스틱 기타 상판은 단판이나 합판으로 제작됩니다. 솔리드 상판은 보통 단판 2장으로 

만들어지며 기타 상판 나뭇결이 좌우 대칭이 되도록 하는데, 이를 북 매칭이라고 부릅니다. 

야마하는 FG 및 A 시리즈 기타의 상판에는 솔리드 시트카 스프루스를 사용하고 L 

시리즈에는 유러피언 엥겔만 스프루스를 사용합니다. 

합판 상판은 여러 겹의 목재로 만들어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상단에 고급 목재를 

쓰고 그 아래에 여러 겹의 일반 목재를 대 함께 압축해 접착합니다. 

합판은 단판 기타만큼 진동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볼륨이 크더라도 소리가 풍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판은 첫 번째 어쿠스틱 기타에 큰 비용을 들이지 않으려는 초보자에게 좋은 

옵션입니다. 야마하의 APX600 및 CPX600 기타는 상판이 합판이지만 가능한 가장 풍부한 

톤을 제공하기 위해 내부를 개조했습니다. 

넥 너비 

기타 넥의 두께와 폭은 기타 바디의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이는 기타 사운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편안하게 연주할 수 있는지 여부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스틸 스트링 

어쿠스틱 기타는 일반적으로 클래식 또는 나일론 스트링 기타에 비해 넥이 더 좁습니다. 

손이 작다면 이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클래식 기타는 넥이 더 넓어 클래식 음악에 

필요한 핑거링을 구사하기 더 쉽습니다. 

톤우드 

어쿠스틱 기타를 선택할 때, 목재의 종류에 따라 내는 톤이 다르므로 어떤 목재가 

사용되는지 조사해 보십시오. 야마하를 포함한 대부분의 기타 제조업체는 기타에서 상판이 

https://usa.yamaha.com/products/musical_instruments/guitars_basses/ac_guitars/cpx/index.html
https://usa.yamaha.com/products/musical_instruments/guitars_basses/ac_guitars/cpx/index.html
https://usa.yamaha.com/products/musical_instruments/guitars_basses/ac_guitars/fg_fgx/index.html
https://usa.yamaha.com/products/musical_instruments/guitars_basses/ac_guitars/a_series/index.html
https://usa.yamaha.com/products/musical_instruments/guitars_basses/ac_guitars/l_series/index.html
https://usa.yamaha.com/products/musical_instruments/guitars_basses/ac_guitars/l_series/index.html
https://usa.yamaha.com/products/musical_instruments/guitars_basses/ac_guitars/apx/index.html
https://usa.yamaha.com/products/musical_instruments/guitars_basses/ac_guitars/cpx/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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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 성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프루스는 상판에 사용되는 표준 

목재로, 시트카 스프루스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마호가니와 로즈우드는 기타의 후판과 

측판에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목재입니다. 어쿠스틱 기타의 비용은 톤우드의 희귀성에 

기반하여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특정 톤우드의 공급이 감소함에 따라 기타 제조업체는 

훌륭한 소리를 내는 악기를 만들기 위한 대체 소재를 찾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적합한 톤우드는 원하는 소리와 기타 연주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핑거스타일 연주자는 섬세한 연주 스타일을 잘 반영해 주는 로즈우드를 선택합니다. 

마호가니는 피킹이나 핑거링에 대한 반응이 약간 더 부드럽습니다. 

전반적인 음색에 있어 그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는 후판, 측판, 넥입니다. 브레이싱, 바인딩, 

브리지 및 프렛보드에 사용되는 목재는 어쿠스틱 기타의 음색 효과를 향상시키거나 

제한하지만, 대개 악기의 전반적인 사운드를 규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목재 종은 기타의 톤 중 특정 측면에만 영향을 준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기의 디자인, 장인의 기술과 사용된 각 개별 목재 부분의 품질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소를 결합하면 특정 목적을 위해 설계된 매우 특별한 기타 또는 악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야마하는 목재 수집 및 선별, 재배 및 글로벌 책임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일반적인 목재, 그 사용 방법 및 알려진 음색의 특성에 대한 개요입니다. 

시더: 시더는 부드러운 목재로 밝은 톤을 만들어냅니다. 반응이 빨라 경쾌한 주법을 

사용하기에 좋으므로, 클래식 기타나 플라멩코 기타 상판에 흔히 사용됩니다. 측판과 

후판에도 사용됩니다. 웨스턴 레드 시더는 균형 잡힌 따뜻한 사운드로 인기 있는 상판 

목재입니다. 가벼운 연주 스타일에 어울리는 빠르고 풍부한 반응이 특징이기 때문에 특히 

핑거스타일 연주자들이 선호합니다. 

코코볼로: 코코볼로는 측판과 후판에 사용되는 열대 멕시코산 원목입니다. 반응이 좋고 

빠르며 밝은 소리를 냅니다. 

에보니: 에보니는 튼튼하고 매끈한 느낌으로 프렛보드 소재로 이상적입니다. 

그라나딜로: 그라나딜로는 희귀한 목재로 로즈우드의 한 종류로 여겨지지만 밀도가 더 

높습니다. 전통적으로 마림바 바에 사용되며, 어쿠스틱 기타의 측판과 후판에 사용하면 

그와 비슷한 맑고 높게 울리는 톤을 냅니다. 

코아: 코아는 톤에서 중음역대를 강조하는 독특한 골드 컬러의 하와이산 목재입니다. 이는 

어쿠스틱 기타 바디의 모든 부분에 사용되지만 희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더 고가의 

기타에 사용됩니다. 

마호가니: 마호가니는 밀도가 높은 목재로 반응이 느립니다. 마호가니는 상판 목재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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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톤에서 고음이 강조된 강한 소리를 냅니다. 이는 종종 컨트리 또는 블루스 연주에 

어울립니다. 일부 스타일에서는 스냅을 추가하고, 중음 톤을 높이고, 저음을 줄이기 위해 

측판과 후판에 더 자주 사용됩니다. 또한 넥과 브리지에도 자주 사용됩니다. 

메이플: 메이플은 반응 속도가 느리고 내부의 댐핑이 상판의 자연스러운 톤에 변화를 주지 

않으므로 종종 측판과 후판에 사용됩니다. 메이플은 톤에서 고음이 강조된 “드라이” 

사운드를 만듭니다. 메이플은 울림이 적어 피드백이 적으면서도 다른 악기 소리에 묻히지 

않기 때문에 특히 밴드로 구성된 라이브 환경에 적합합니다. 빅 리프, 슈가, 베어 클로와 

같은 다양한 단풍나무 종들은 반응 속도가 느리고 내부 댐핑 정도가 높기 때문에 소리가 더 

잘 투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톤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아 상판이 지닌 특징적인 

톤을 들려줄 수 있습니다. 

오방콜: 오방콜은 로즈우드와 비슷한 톤의 지속 가능한 아프리카 목재입니다. 중음역대를 

강조하고 균형 잡힌 톤을 내기 때문에 보통 후판과 측판에 사용됩니다. 오방콜의 톤은 

마호가니나 코아의 발랄한 중음역대와 함께 로즈우드의 따뜻함을 선사합니다. 

로즈우드: 브라질산 로즈우드 공급이 감소하면서 대부분의 시장에서 인도산 로즈우드로 

대체되었습니다. 두 목재는 다르게 보이지만, 톤 성격은 거의 동일합니다. 어쿠스틱 기타에 

사용되는 가장 인기 있고 전통적인 목재 중 하나인 로즈우드는 저음이 많은 리프에서도 

뚜렷하게 유지되는 풍부하고 복잡한 오버톤으로 유명합니다. 날카로운 어택과 높게 울리는 

톤으로 매우 또렷한 소리와 풍부한 발성을 제공합니다. 로즈우드는 빠른 반응 속도와 

광범위한 음역대의 오버톤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단단함과 밑둥의 복잡한 무늬, 나머지 

부분 전체적으로는 어두운 색상이 특징입니다. 강력한 중음역대 및 고주파는 고음역에서도 

풍부한 톤을 제공합니다. 로즈우드는 핑거보드와 브리지에도 널리 사용됩니다. 

사펠레: 사펠레는 또 다른 지속가능성이 높은 아프리카 목재로, 중음역대를 강화하고 

울림을 더 깊게 만들기 위해 측판과 후판에 사용됩니다. 톤은 마호가니와 비슷하지만 

사펠레는 조금 더 고음부가 강조됩니다. 

스프루스: 스프루스는 표준적인 상판의 소재이며, 시트카(Sitka)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종입니다. 높은 강성과 대부분 연목의 가벼운 특성이 결합된 스프루스는 빠른 속도의 

사운드에 적합합니다. 시트카 스프루스는 또한 힘차게 연주할 때 선명도를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하고 정확한 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트카 외에도 엥겔만(Engelmann), 

애디론댁(Adirondack), 유러피언 스프루스(European Spruce)와 같이 기타 상판에 사용되는 

많은 종의 스프루스가 있습니다. 각기 미묘하게 구별되는 음색의 특징과 나무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넛: 월넛은 바디에 마호가니의 대안으로 사용됩니다. 월넛은 톤에서 중음역대를 

강조하며 상판 목재의 톤이 더 잘 프로젝션되도록 합니다. 코아와 밀도와 강성이 비슷하고 

밝은 고음 톤도 비슷합니다. 저음 톤은 더 깊게 시작되지만, 소리가 울린 후 풍성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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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쿠스틱 기타에 대해 알아봐야 할 다른 사항 

인토네이션: 인토네이션은 넥 위로 지판을 짚을 때 맞는 음이 연주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프렛 사이의 음 간격(보통 12번 프렛 위)이 맞지 않으면 기타는 맞는 음으로 

연주할 수 없으므로 레코딩이나 공연용 악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튜닝 머신: 기타의 튜닝 머신으로 악기를 섬세하게 튜닝하고 피치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튜닝 머신의 유형이 특히 중요합니다. 밀폐형 헤드머신은 녹과 공기 중 부식에 강하므로 

개방형 헤드머신처럼 유지보수나 교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브리지 및 핑거보드: 브리지와 핑거보드에 사용되는 소재는 소리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브리지와 핑거보드 소재의 영향이 기타의 톤을 만들거나 해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에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목재는 로즈우드와 월넛입니다. 

마감: 다양한 유형의 마감이 목재가 진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연주자가 이를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기타 제조업체가 결정하는 사항으로, 업체가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믿어야 합니다. 

어쿠스틱과 어쿠스틱 일렉트릭 중 어느 것을 구매해야 하는가? 

많은 어쿠스틱 기타에는 어쿠스틱 사운드로 공간을 채워야 할 때 PA 또는 앰프에 연결할 수 

있는 픽업 및 프리앰프가 함께 제공됩니다. 악기에 따라 측면에 구멍을 내어 프리앰프를 

장착한 경우도 있고, 사운드홀 내부에 장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스템으로 프리앰프, 

마이크, 피에조 픽업, EQ 및 튜너를 결합하기도 합니다. 야마하는 온보드, 내장형 리버브와 

코러스 사운드 이펙트를 갖추었으며 수상 경력에 빛나는 트랜스어쿠스틱 기타를 포함하여 

오늘날 기타 업계에서 최고의 사운드를 제공하는 전자장치를 만듭니다. 

어쿠스틱과 어쿠스틱-일렉트릭 기타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중요한 결정이며, 실제로 

이를 좌우하는 것은 악기 사용 계획입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은 어쿠스틱-일렉트릭 기타에 

일부 유형의 전자 “픽업”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어 앰프나 PA 시스템에 연결하여 어쿠스틱 

사운드를 재현해 출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쿠스틱-일렉트릭 기타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이 기타에는 사운드보드의 진동을 

전자 신호로 변환하는 픽업 시스템이 바디 내부에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는 약할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어쿠스틱-일렉트릭 기타는 프리앰프를 사용하여 신호를 강화합니다. 

야마하 애트모스필 시스템(Atmosfeel System)은 세 가지 다른 변환기를 사용하여 어쿠스틱 

기타의 톤을 재현합니다. 

프리앰프는 일반적으로 연주 시에 위쪽이 되는 기타 측면에 위치하며, 주로 볼륨 및 톤 

컨트롤이 있고 내장 크로매틱 튜너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장된 픽업 및 프리앰프를 사용하면 연주 중 움직임을 제한하지 않고, 풍부한 어쿠스틱 

https://usa.yamaha.com/products/musical_instruments/guitars_basses/ac_guitars/ta_series/index.html
https://hub.yamaha.com/guitars/g-acoustic/atmosfeel-the-next-generation-of-yamaha-acoustic-guitar-pickups/?_ga=2.207308051.1207318048.1633021160-1076935559.1598559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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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드를 왜곡하지 않으면서 기타를 앰프 또는 사운드 시스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를 꽂지 않으면 어쿠스틱-일렉트릭 기타는 다른 어쿠스틱 기타 같이 연주하고 그와 

같은 소리가 납니다. 

라이브 음악을 연주할 계획이 없더라도 어쿠스틱-일렉트릭 기타 선택 시 따라오는 다른 

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뮤지션들은 레코딩에서 기타를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애용합니다. 마이크를 설치하지 않고도 곡 아이디어를 빠르고 

쉽게 녹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녹음은 녹음 시 주변 실내 소음이 들어가는 것도 

방지합니다. 

이미 전자 장치가 장착된 기타를 구매하는 것이 어쿠스틱 기타를 구입한 후 픽업/프리앰프 

시스템을 추가하는 것보다 더 저렴한 솔루션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연주를 할 때마다 

기타에 잭을 꽂지는 않을지 몰라도, 어쿠스틱 기타 소리를 앰프로 출력하기 위해 잭을 

연결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12현 기타 

12현 기타는 표준 기타를 변형한 방식으로, 포크와 블루스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연주자가 

흔히 사용합니다. 이 기타는 각각 2줄씩 6쌍의 스트링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를 벨소리나 

코러스가 붙는 효과가 나도록 튜닝합니다. 일반적으로, 저음부 쌍은 옥타브 차이를 두고 

튜닝하고 고음부 쌍은 동일한 음으로 튜닝합니다. 기타리스트에 따라 3번 쌍(G스트링)의 두 

줄 모두 같은 음으로 튜닝하는 경우도 있고, 벨소리처럼 들리도록 한 줄은 한 옥타브 높게 

튜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12현 모델을 컬렉션에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야마하 

FG820-12를 추천합니다. 

개인의 취향 

어쿠스틱 기타를 구입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요소가 수없이 많은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앉은 자세나 선 자세에 

관계없이 편안하게 연주할 수 있는 악기를 선택하십시오. 원하는 연주 방식에 잘 호응해 

오는 기타를 선택해야 하며, 기타의 느낌과 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좋은” 

기타라고 하더라도 그 기타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준비를 잘 해 두고 기대치를 정한 후 살펴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기타를 어떻게 사용할지 

충분히 예상해 두고, 어쿠스틱 기타의 작동 방식과 다양한 목재 및 구성 요소가 사운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해하십시오. 하지만 기능이나 가격표에 관계없이 자신과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기타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즐겨 연주할 수 있는 기타일 것입니다. 

야마하 어쿠스틱 및 어쿠스틱-일렉트릭 기타의 라인업을 보려면 당사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s://usa.yamaha.com/products/musical_instruments/guitars_basses/ac_guitars/fg_fgx/index.html
https://usa.yamaha.com/products/musical_instruments/guitars_b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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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하 제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당사 문의처 페이지 

www.yamahaworship.com을 방문하십시오. 어떤 문의든 환영합니다. 

 

https://usa.yamaha.com/house-of-w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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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집 

아발론: 아발론은 프렛보드 및 헤드스톡 인레이와 같이 어쿠스틱 기타 무늬나 장식을 넣는 

데 사용되는 거대한 바다 달팽이 껍질로 된 단단한 상감입니다. 

액션: 어쿠스틱 기타에서 프렛과 스트링 사이의 거리. 

어택: 스트링을 튕겼을 때 나는 첫 소리로 묵음과 최대 볼륨 사이. 

바인딩: 어쿠스틱 기타의 바디, 넥 및/또는 헤드스톡의 디자인과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두르는 목재, 플라스틱 또는 기타 소재의 얇은 띠. 

볼트온 넥: 볼트로 바디에 부착된 기타 넥. 

북매칭: 어쿠스틱 기타의 후판이나 상판에 들어가는 나무판 두 개의 무늬를 맞추는 공정. 

일반적으로 판재 한가운데를 자른 뒤, 악기 중심부에서 두 판을 이어 붙입니다. 

바우트: 어쿠스틱 기타의 좁은 웨이스트 위아래의 둥근 부분을 바우트라고 합니다. 

웨이스트 위는 어퍼 바우트, 아래는 로어 바우트라고 합니다. 

브레이싱: 어쿠스틱 기타 내부의 목재 지지 구조로, 악기에 일체감을 제공합니다. 잘 

설계된 탑 브레이싱은 상판의 진동 능력을 극대화합니다. 

브리지: 대부분의 어쿠스틱 기타에서 스트링을 고정하고 진동을 사운드보드로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목재 부품으로 사운드홀 아래쪽에 있습니다. 

브리지 핀: 브리지 핀은 브리지 홀에 끼우고 여기에 스트링을 넣어 고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들지만 에보니로 만들기도 합니다. 

카포: 어쿠스틱 기타의 전체 피치를 높이는 데 사용되는 장치. 카포는 선택한 프렛에서 넥에 

장착되어 모든 스트링을 눌러줍니다. 이를 활용하면 코드를 그대로 잡으면서도 키를 

다양하게 바꿔 연주할 수 있습니다. 

컷어웨이: 연주자가 기타의 상단 프렛으로 더 쉽게 팔을 뻗을 수 있도록 어퍼 바우트 한쪽을 

파낸 기타 바디 스타일. 

디케이: 음이 최대 볼륨에서 무음이 될 때까지의 시간 동안 볼륨이 감소하는 정도. 

도브테일: 기타 제조 방식 중 하나로 연결 부위끼리 맞물리는 방식이며, 넥을 바디에 

부착하는 데 가장 자주 사용됩니다. 

드레드너트: 대형 바디의 어쿠스틱 기타로, 20세기 초 Martin 기타 회사에서 최초로 



 
 

15 

디자인한 방식입니다. 당시의 대형 드레드너트 전함에서 이름을 따온 것입니다. 

피겨링: 목재가 지닌 자연적인 나뭇결 패턴. 

핑거보드(프렛보드라고도 함): 기타 넥에서 연주에 쓰이는 표면을 핑거보드 또는 

프렛보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넥에 접착된 얇은 나무판으로, 그 위에는 프렛이라는 

얇은 금속 조각이 반음씩 올라가도록 간격을 두고 배치되어 있습니다. 

마감: 어쿠스틱 기타 목재에 도포하는 최종 코팅. 

플레임: 빛이 다른 각도에서 비출 때 반짝이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목재의 외관 특성 - 

피겨링을 참조하십시오. 

프렛: 반음씩 올라가도록 간격을 두고 프렛보드 위에 배치된 얇은 금속 조각. 

프렛 마커: 어쿠스틱 기타의 프렛보드 인레이로, 이를 시각적 기준으로 삼아 올바른 자리를 

누를 수 있습니다. 

긱백: 가볍고 부드럽고 패드가 덧대어진 케이스로 하드셸 케이스보다 편리하고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어쿠스틱 기타 운반 장비입니다. 

헤드스톡: 기타 넥의 최상단 부분으로, 줄감개가 있습니다. 

힐: 넥의 가장 아래 부분으로, 바디에 부착하기 위해 넓게 만듭니다. 

인레이: 순수한 미적 목적을 위한 프렛보드, 헤드스톡 또는 어쿠스틱 기타 바디의 디자인. 

일반적으로 인레이 디자인은 목재 위에 부조 후 자개, 금속, 아발론 또는 플라스틱 등 여러 

소재 중 하나로 채웁니다. 

인토네이션: 프렛보드의 서로 다른 부분에서 톤 간의 관계. 각 스트링 12번 프렛의 음은 

동일한 스트링의 12번 프렛의 한 옥타브 높은 음과 맞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타의 

인토네이션을 조정해야 합니다. 

합판: 어쿠스틱 기타 제조에서 사용되는 소재인 합판은 단판과 반대로 여러 겹의 얇은 

판재를 붙여 만듭니다. 

루시어: 현악기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장인. 

마블링: 종종 에보니의 자연스러운 패턴과 색상 변화를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개: 특정 연체동물 껍데기에서 얻은 소재로 내부를 채우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레이나 

기타 장식적인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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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태시 브리지: 팔자 콧수염을 연상시키는 모양의 브리지. 

넥 조인트: 어쿠스틱 기타의 넥이 바디에 연결되는 지점. 

너트: 프렛보드 위쪽에 위치한 너트는 스트링이 튜너 쪽으로 고른 간격으로 걸리도록 하고 

기타의 넥에 진동을 전달합니다. 

펄로이드: 자개의 합성 소재 대체품. 

피크(플렉트럼이라고도 함): 어쿠스틱 기타의 스트링을 치는 데 사용되는 (일반적으로) 

얇은 플라스틱 조각. 

픽가드: 사운드홀 아래에 위치한 얇은 판으로, 기타의 스트링을 튕기거나 쓸며 발생할 수 

있는 스크래치로부터 기타의 상판을 보호합니다. 

픽업: 스트링의 진동을 감지하고 이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여 증폭하는 전자 장치. 

피에조 픽업: 스트링이 진동하여 변화를 감지하고 압축하여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결정 

구조(주로 어쿠스틱 기타의 새들 아래에 배치됨). 어쿠스틱-일렉트릭 기타에서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픽업입니다. 

퀼티드: 물결 모양이나 접힌 모양을 연출하는 특정 톤우드의 시각적 특성, 피겨링을 

참조하십시오. 

로제트: 어쿠스틱 기타의 사운드홀 주변의 장식용 상감. 

새들(브리지 너트라고도 함): 너트와 마찬가지로 새들은 브리지에서 스트링을 띄우고 

브리지와 함께 스트링의 진동을 상판으로 전달합니다. 

스케일 길이: 스트링의 진동 부분의 총 길이. 

세트 넥: 바디에 접착시키는 방식의 어쿠스틱 기타 넥. 

사운드보드(상판이라고도 함): 어쿠스틱 기타의 톤과 프로젝션을 담당하는 어쿠스틱 

기타의 전면에 있는 나무판. 

사운드홀: 악기 소리가 뻗어 나오도록 돕는 어쿠스틱 기타 상판의 구멍. 

트러스 로드: 내부에 넣는 얇은 막대로 일반적으로 금속이며 넥 전체를 관통합니다. 

사용하는 스트링의 장력에 맞게 넥의 휨을 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웨이스트: 어쿠스틱 기타 바디의 가장 좁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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