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알 뮤지션, 정성하
Real musician, Jung Sungha

저자
(Authors)

金土日
Kim Toil

출처
(Source)

대중음악 , (5), 2010.5, 125-145 (21 pages)

Koren Journal of Popular Music , (5), 2010.5, 125-145 (21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대중음악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opular Music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2010438

APA Style 金土日 (2010). 레알 뮤지션, 정성하. 대중음악, (5), 125-145.

이용정보
(Accessed)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
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
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
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연세대학교
1.233.206.***
2018/04/13 09:49 (KST)

http://www.dbpia.co.kr/Publication/PLCT00002168
http://www.dbpia.co.kr/Issue/VOIS00100087
http://www.dbpia.co.kr/Publication/PLCT00002168
http://www.dbpia.co.kr/Issue/VOIS00100087
http://www.dbpia.co.kr/Publisher/IPRD00013533


알 뮤지션, 정성하_金土日  125

대중음악
평론

레알 뮤지션, 정성하

金土日(가수, 449PROJECT)

1. 기타소년, 정성하(1996~ )

2. 기타소년의 스펙

3. 기타소년의 연주, 핑거스타일

4. 기타소년의 창작, 가요와 뉴에이지 사이

5. 음반을 준비하는 기타소년

6. 뛰는 놈, 나는 놈, 노는 놈

조  과장해서 이야기하자면 지 은 온라인시 다. 많은 사람들은 온라인

을 통해 문화를 유통시키고 향유하고 있다. 특히 문화, 술, 오락, 콘텐츠 

등의 산만한 이름으로 표 되고 있는 다양한 즐길 거리들은 온라인에서 그 

어떤 미디어의 시 보다도 풍성한 상차림으로 들에게 나서고 있다. 지난 

시 , 라디오스타, 티 이스타가 있었다면 이제는 UCC스타 혹은 유튜 스타

가 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유튜 를 통해 스타가 되고 있으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스타가 되기 해 유튜 로 몰려들고 있다. 유튜 는 온라

인이 주도하는 새로운 문화  흐름의 표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음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유튜 를 통해 스타로 성장하는 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이다. 새롭게 스타로 성장한 음악인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한국의 소년 기타 연주자인 정성하가 될 것이다. 

온라인에서의 그의 유명세는 한국뿐만 아니라 로벌 무 에서도 최고 수

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유튜 에서의 인기를 바탕으로 2010년 재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연주자로 성장하 다. 한편, 음악 비평의 문화 역시 온라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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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유튜브, 유튜브스타, 핑거스타일, 관행적 비평 

통해서 매우 활발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 한국에서 가장 인기가 높고 

실력도 상당한 이 소년 연주자에 한 음악 비평은 거의 무하다시피하다. 

아마도 비평 업자들이 음반을 심으로 비평을 수행해 왔던 온라인 이 시

의 습에 길들여져 있고  그 보수 인 구조 안에 안주해 왔기 때문일 것이

다. 이 은 유튜 를 통해 스타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뛰어난 소년 기타 연주

자에 한 음악사회  소통을 해 작은 이정표를 하나 세우는 보  비평인 

동시에 라디오스타 시 의 비평 습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않고 있는 보수

인 비평 업자들의 행에 일정한 환기 작용을 수행하고자 하는 목 으로 작성

되었다.

1. 기타소년, 정성하(1996~ )

2010년 재,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기타 연주자를 꼽는다면 그 자

리는 단연코 ‘핑거스타일’ 연주자 정성하일 것이다. 그가 통기타 한 

로 비틀즈의 <All you need is love>를 연주하고 유튜 (http://you-

tube.com)에 동 상을 올린 것은 2008년 2월의 일이었는데 같은 해 9

월, 해당 연주 상을 한 오노 요코( 野洋子)가 게시물에 직  댓

을 달면서 그의 음악인으로서의 유명세는 증하기 시작했다.1) 하지

만 정성하의 유명세는 오노 요코의 댓 에 의해 생겨난 1회  해 닝

이 아니라 기본 으로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그의 뛰어난 연주 능력

과 이력 때문이었다. 그의 연주에 한 들의 심은 지속 으로 

1) 물론 이보다 조  이른 2008년 5월, 정성하는 SBS 인기 로그램인 스타킹에 

출연하면서 인 심을 끌기도 했는데 이는 오노 요코에 의해 발된 음악

 심과는 결이 조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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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을 거듭했고 그 결과 2010년 2월, 정성하는 한국인으로서는 처음

으로 유튜  조회 수 1억을 넘긴 인물로 기록되었다. 당연히 이 사건

을 둘러싸고 국내 수많은 매체의 보도가 뒤따랐고 정성하의  

인기는 크게 상승하게 되었다. 

정성하의 음악에 한 평 은 국내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해외에서 더욱 높은 평 을 얻고 있는 듯하다. 수많은 해외 유명 기타 

연주자들이 정성하와 교류를 지속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그 고 한국

을 방한하는 세계 인 음악인들이 자신들의 무 에 함께 오를 한국의 

음악 동료로 정성하를 1순 로 지목하고 있는 모습을 보아도 그 다. 

여기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해외 언론의 심까지 더하면 정성하는 

음악  평 에 한 한 지 까지의 국내 음악인 가운데 가장 커다란 

성취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순수하게 연주 

자체의 탁월함에 의해서만 성취된 것은 아니다. 그와 같은 찬사 일색

의 평 이 등장하게끔 한 요한 요인에는 바로 그의 나이가 숨어 있

기도 하다. 

이 유명 기타 연주자는 놀랍게도 재 학교 2학년 학생이며 겉보

기에는 그보다도 더 어려보이는 수 음 많아 보이는 소년이다. 오노 

요코가 댓 을 달았던 그의 연주곡 동 상은 등학교 5학년 시 에 

녹화된 것이기도 했다. 게다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의 연주 동 상 

가운데 일부는 등학교 3학년 시 에 연주된 것이다. SBS의 능 

로그램인 스타킹에 그가 등장한 것은 신동(神童)이라 불리기에 부족함

이 없었던 소년의 이러한 화제성 때문이었고 매우 작고 어린 기타 연

주자라는 그의 정체성은 그의 유명세에 커다란 디딤돌이 되어 주었다. 

그럼에도 우리들이 여 히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 나이에 그만한 음

악인이 한국에서 등장한 것은 아마도 처음일 것이라는 느낌,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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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세계  명성의 기타 연주자가 등장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기

를 이 소년이 안겨주고 있다는 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처럼 놀라운 성취를 거두고 있는 뛰어난 연주

자 정성하의 음악  행보에 한 문가들의 비평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언론을 통해 그를 둘러싼 많은 기사와 인터뷰들이 세간에 등

장한 바는 있지만 일반 인 취재나 인터뷰가 아니라 이른바 비평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의 역에서 본격 으로 그를 다룬 일이 그동안 

없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처럼 빠른 속도로 음악  성취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한 기타 연주자에 한 음악  심이 이처럼 무심한 데

에는 나름 로의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하다. 최근까지 그의 이름을 

건 음반이 출시된 이 없었던 것, 아마도 바로 그것이 이유일 것이다. 

원칙 혹은 규칙에 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음악 분야에서는 일반

으로 음반을 비평의 주요 상으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아주 특별한 

국가 표  음악인이나 세계  음악인의 경우에는 외 으로 공연

이나 특정 이벤트가 비평의 상이 되기도 하지만 말이다. 아마도 

상을 선택할 때 상 방이 작가  속성을 가지고 있을 경우라야 비평

의 여지가 커지기 때문일 것이다. 연주자들에 한 비평의 통을 갖

고 있는 동서양 통음악의 경우에서도 지휘자의 특정 이벤트가 좀 

더 우선 으로 비평의 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지휘자를 

작가 으로 해석하는 습성 때문에 그런 듯하다. 이런 경향은 오랜 세

월 동안 습으로 굳어지고  시장의 논리에 부합하면서 음반을 출

시한 존재에 해서는 작가  속성과 거리가 상당히 떨어진 경우에도 

비평의 상으로 삼는 행들이 만들어져왔다. 비주류 음악인들의 나

름 진심어린 음악 활동보다는 공장 생산 라인에서 무차별 으로 복제

되어 나오는 기밥솥이나 다리미, 세탁기 비슷한 상품인 아이돌 가수 

연세대학교 | IP: 1.233.206.*** | Accessed 2018/04/13 09:49(KST)



알 뮤지션, 정성하_金土日  129

혹은 서들에 한 음악사회의 비평이 상 으로 더 많은 것도 이

러한 행을 반 하는 것이다.2) 이는 재 비평의 행이 이미 작가  

속성이 아닌 음반이라는 어떤 구체 인 실물을 상으로 하는 하나의 

사업이나 습 으로 이동해버렸음을 보여 다. 국내에서 재 가장 유

명한 기타 연주자인 정성하가 한 번도 비평업자들의 트 가 되지 

못했던 것은 이러한 경향 속에서 생겨난 일이다. 정성하의 존재는 음

악  차원뿐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시 에 ‘비평은 구를 상으

로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비평업자들에게 강제하고 있는 매우 의

미 있는 사례이기도 하다.3) 

2. 기타소년의 스펙

정성하의 활동이 품고 있는 음악사회  의미에 해 뭔가 의미심장

한 듯 진지하게 이야기했지만 이에 해 본격 인 이야기를 하기에 

이 지면은 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남은 지면에서는 음악인으로서의 

정성하에 한 이야기를 본격 으로 풀어가고자 한다. 비평보다는 그

에 한 정리된 소개와 미래에 한 희망사항이 내용의 주를 이룰 것

이다. 기타 연주자 정성하에 한 비평  심이 무한  상황에서 

2) 어떻게 보면 비평업자들은 아이돌이나 서들에 한 비평을 통해 자신들이 

쿨하고 솔직하고 포용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혹은 미소년, 미소녀 군단에 한 욕망이나 그들 권력

에 한 추 를 은 히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 같은 느낌도 있다. 

3) 2010년 5월 재 온라인에서 비교  일정하게 음악비평을 수행하고 있는 

국내의 여러 비평 사이트들, 컨  웨이 (www.weiv.co.kr), 음악취향Y(cafe.naver. 

com/musicy), IZM(www.izm.co.kr), 보다(bo-da.net), 가슴네트워크(www.gaseum.co. 

kr) 등의 경우, 그 어느 곳도 정성하의 음악  궤 에 해 언 한 곳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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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한 음악사회의 생산  소통이 늘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이고, 그러한 논의의 작은 근거 혹은 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좋

겠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는 정성하는 물론 그를 닮은  다른 수많은 

언더그라운드의 소년들을 한 작은 이야기이기도 하다. 

보통 음악인들을 소개할 목 으로 스펙을 이야기할 때는 음반 발매 

 매 실 , 수상 경력, 차트 경력 등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성하의 스펙 설명은 이와 조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 그는 음반 

발매의 경험도 없고 따라서 매 실 도 없으며 당연히 차트에도 오

른 이 없는 이상한 유명 음악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매우 

다양하고 국제  차원의 활동 이력을 쌓아왔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규모 음악 련 행사에서 상을 받기도 했고 국내 텔 비

 고모델로까지 등장할 만큼 음악인 혹은 유명인으로서의 가치를 

두루 인정받고 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미국, 핀란드 등에서의 해외 

순회공연도 재 진행형으로 경험하는 이다. 2008년 이후 매우 놀

라운 가시  성장을 보여주는 기타 연주자 정성하의 주요 연 기를 

정리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정성하의 주요 이력(2010년 5월 기준)

1996년 9월 출생(충청북도 청원군에서 자람)

2005년 12월 <황혼(twilight)> 연주 동 상 업로드(핑거스타일,  3년)

2008년 5월 SBS 스타킹 출연

2008년 9월 정성하 유튜  연주곡에 오노 요코 댓  기록

2008년 11월 트 이스 번디 내한공연 게스트

2009년 1월 김 석 기타 음반 발매 기념 공연 게스트 

2009년 6월 오시오 코타로 내한공연 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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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 Korea 100 Sparkles Celebrities 선정

2009년 10월 미스터빅 내한공연 게스트

2009년 12월 유튜  선정 한민국 동 상 10걸 등재

2010년 2월 유튜  채  조회 수 1억 건 돌

2010년 1월 트 이스 번디와 합동 미국 5개 도시 순회공연

2010년 2월 핀란드 5개 도시 순회공연

2010년 3월 아티스트어워드 Outstanding International Instrumentalist 

부문 수상

2010년 4월 Haiti Childhelp Concert in Washington D.C.(비욘세 등과 

함께 출연)

2010년 5월 한국외환은행 TV 고모델 발탁

한편, 양 인 스펙을 통해서 그의 음악  가치를 인증할 수 있는 

다른 방식도 있으니, 그것은 바로 새로운 방식의 음악 창작과 유통을 

이끌어내고 있는 유튜 의 각종 통계이다. 유튜 의 통계는 최근 증

하는 국내  심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세계  심

과 음악인으로서의 정성하에 한 지지를 확인할 수 있다. 유튜 로 

살펴본 그의 스펙은 실로 놀라운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튜브에 나타난 정성하의 주요 스펙(2010년 5월 기준)

조회 수: 1억 3,128만 9,660건

구독자: 19만 3,147명

 세계 음악인 구독자 순 : 25

 세계 음악인 조회 수 순 : 25

국내  부문 조회 수 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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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음악인 구독자 순 : 1

아직도 국내 많은 이들은 정성하를 스타킹에 출연한 신동쯤으로 기

억하는 경우가 있지만 의 이력과 스펙에서 보듯 음악인으로서 그의 

모습은 여태까지 등장했던 다른 한국의 음악인 가운데 비교 상이 

없을 정도로 한 차원 높은 수 을 보여주고 있다. 

3. 기타소년의 연주, 핑거스타일

정성하는 등학교 3학년 시 부터 네이버 핑거스타일 온라인 동

호회에 자신의 동 상을 올리면서 다른 핑거스타일 연주자들과 교류

를 시작했다. 창기에는 역시 같은 동호회 회원이었던 그의 아버지에 

의해 연주 동 상이 게시되곤 했는데, 주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

는 일들이 많았지만 핑거스타일 동호회 속 강호의 고수들이 피력하는 

애정 어린 충고도 그의 연주에 실시간으로 따라붙었으며 그러한 일들

은 그의 성장에 잖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정성하가 온라

인 동호회에 처음 연주 동 상을 게시한 것은 2005년 12월이었는데 

그와 그의 아버지는 2006년 9월 유튜 를 통해 정성하의 연주를 더 

리 소개하기 한 독립 채 을 만들고 지속 으로 연주 동 상을 

업데이트했다. 이는 정성하가 끊임없이 새로운 연주곡들을 연마해나

갔다는 말의 다른 표 일 것이다. 

정성하가 연주하는 음악은 습 인 장르로서 표 하기는 다소 모

호한데, 앞에서 몇 차례 언 했듯이 국내에서는 주로 핑거스타일이라

고 부르고 있다. 텍스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연주 스타일에 의해 장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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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명칭이 주어진 것이다. 문 키피디아(en.wikipedia.org)에서는 핑

거스타일의 의미가 다소 포 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핑거

스타일이라고 부르는 스타일은 퍼커시  핑거스타일(percussive finger-

style)이라는 별도의 하 범주로 정의하는 것에 좀더 가깝다. 그런데 

핑거스타일의 그 무엇이든 그다지 장르 인 용어로 특정하지는 않고 

사용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딱히 장르  규정을 하기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정성하가 많이 배우고 재 했던 정상 의 해외 연주자들로

는 일본의 오시오 코타로(押尾光太郎), 호주의 토미 임마 엘(Tommy 

Emmanuel), 오스트리아의 토머스 리 (Thomas Leeb) 등이 있는데, 이들

은 올뮤직닷컴(Allmusic.com)을 기 으로 할 경우 분류된 장르들이 서

로 제각각이어서 오시오 코타로는 뉴에이지, 토미 임마 엘은 재즈, 

토머스 리 는 팝록 등의 장르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

서 정성하가 연주하는 핑거스타일 음악은 기존의 장르  틀에 의한 

설명보다도 약간 번거롭지만 구체 인 설명이 더 나을 텐데, 아주 간

단히 요약하자면 주로 한 명의 연주자가 통기타를 치면서 기타 을 

퉁기는 손가락을 폭넓게 활용해 음악의 베이스 요소와 선율 요소, 나

아가서는 타악기 인 요소까지 동시에 연주해나가는 스타일을 말한

다. 최근 두되고 있는 핑거스타일 연주는 국내에서는 2007년 11월

에 개 되었던 화 <어거스트 러쉬>를 통해 더욱 으로 알려

지게 되었다.4) 

나이를 감안할 때 정성하는 어도 국내에서는 비교할 상 가 없는 

연주자로서의 능력과 이력을 동시에 쌓아가고 있다.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무 잘했기 때문에 그에 한 주 의 평가는 소년을 하는 것 

4) 정성하는 이 화로 인해 ‘한국  어거스트 러쉬’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연세대학교 | IP: 1.233.206.*** | Accessed 2018/04/13 09:49(KST)



134  음악 통권 5호(2010년 상반기)

이상이었고 가끔은 등학생에 지나지 않았던 그를 이미 로로 제

하고 그에 해 말을 건네는 사람들이 등장하기도 했다. 기에 소년

의 연주를 본 일부 기타 애호가들은 리듬의 불안정성에 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소년의 많은 연주들은 메트로놈을 기 으로 볼 때 상

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오물조물하고 쁜 왼손에 감탄사

를 연발하다가도 오른손의 미숙함에 알 수 없는 조함을 느끼는 이

들이 가끔씩 나타났던 것 같다. 이러한 우려에서 나온 조심스러운 비

들이 애정 어린 충고 다는 것, 그리고 소년의 미래에 한 진심 

어린 기 에서 등장한 조함이었을 것이라는 데 해서는 의심의 여

지가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기타에 한 재미와 호기심이 가득했던 소

년의 높이와는 다소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었다. 소년은 그  기타

를 친구 삼아 즐기고 있었지만 소년을 살펴보는 선배 연주자들은 자

신들의 높이와 역할에 충실하게 기타 훈련을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두 자릿수 나이를 갓 넘긴 소년에게 그것은 조 만 시간이 흐르면 충

분히 도달할 수 있는 역이었고 최근의 연주들은 부분 으로 그러한 

성취를 확인해주고 있다. 2010년  미국의 기타 연주자 트 이스 번

디(Trace Bundy)와 함께한 미국 5개 도시 순회공연에서 촬 되고 온라

인에 게시된 유투(U2)의 <With or Without You>, 마이클 잭슨(Michael 

Jackson)의 <Billie Jean> 등의 합주 동 상은 기타 에서 매우 자유

로운 연주를 경험해온 그가 리듬을 엄격히 지키는 것이 필요한 순간

이 올 때 그에 능숙하게 응할 수 있는 능력도 조 씩, 필요한 만큼은 

꾸 히 갖추어가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약간은 결이 다른 이야

기일 수도 있겠지만, 장구나 꽹과리를 칠 때도, 한 블루스를 연주할 

때도 기분과 흥에 따라 메트로놈은 히 흔들리고 달고 좇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메트로놈을 반드시 지키는 것은 특정한 스타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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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에 국한된 이야기이다. 물론 그럼에도 특정한 스타일이 세상의 

지배 인 음악이 되었기 때문에 메트로놈의 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지만 메트로놈을 잘 지키는 것이 좋은 연주의  기

은 아니라는 것은 아마 구보다도 연주자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것

이다. 

한편, 핑거스타일의 음악은 그 특성상 작가  성장보다는 장인  

성장 과정에 더 가깝다. 기술 으로 상당한 난이도와 정확성을 요구하

는 장인  태도가 많이 요구되기 때문이며 창작과 더불어 기존의 유

명한 음악을 핑거스타일로 리메이크하는 방식이 연주자들 사이에서 

매우 흔하게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반에 수록된 음악보다 

공연 장에서 벌어지는 연행의 화제성이 더욱 큰 스타일이기도 하다. 

문제는 한국 음악의 역사에서 으로 성공한 장인 연주자의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이 재는 크게 문제가 되

지 않겠지만 소년의 티를 벗는 순간 이것은 지극히 실 인 갈등으

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당장 어느 인터뷰에서 소년이 자신의 역할 

모델로 손꼽았던 몇 안 되는 기타 연주자  한 명인 한국의 이병우는 

국내에서는 비교 상이 없을 만큼 뛰어난 기타 연주의 장인이지만 

세상이 그의 공연 소식, 멋진 연주 시간을 몸  몸으로 할 기회는 

흔치 않다. 우리가 주로 그의 이름을 하게 되는 것은 개는 화의 

O.S.T. 창작자로 활약하는 순간이며, 그때 그의 연주는 미디어의 필터

를 거쳐 익명처럼 다가오는 것이 부분이다. 장인의 길과 작가의 길, 

이것이 서로 동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어 든 이병우는 장인의 길 

신 작가의 길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걷고 있다. 고생스러운 유학길을 

다녀온 연주자 이병우보다는 ‘어떤 날’로 활동하던 창작자 이병우의 

모습에 조  더 가깝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다. 우리 음악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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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장인 연주자로서의 행보가 성공하기 힘든 것은 상당히 구조 인 

문제인데, 이병우의 존재를 통해 보듯이 지 까지 국내에 제 로 된 

장인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공연 심의 문화랄지 연주자들의 가치를 

발굴하고 화시키는 등의 일상 인 음악 소비와 소통의 구조가 마

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의 본질에 가깝다. 정성하가 이러한 음악

사회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반가운 기 주임은 틀림없지만, 

그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며 아마도 정성하가 이러한 구조를 

견고한 옹벽으로 느끼고 갈등을 경험하는 일이 그보다 선행될 것이다. 

4. 기타소년의 창작, 가요와 뉴에이지 사이

정성하 개인에게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음악 사회의 소통, 소비구

조와 계없이 그가 이미 작가  행보를 병행하고 있다는 이다. 유

튜 에서는 정성하의 자작곡 행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여러 창작곡이 연주되고 동 상으로 올려졌다. 기타의 장인들이 편곡

한 유명한 기성곡을 핑거스타일에 합하게 편곡한 것을 따라 연주하

던 기존의 동 상들에 비해 들의 심은 상 으로 많이 은 

편이지만 그래도 곡을 하나 올릴 때마다 조회 수 10만 건은 거뜬하게 

넘어서고 있다. 그가 유튜 에 게시한 창작곡들의 제목은 모두 단어

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의 이름은 <Perfect Blue>, <Missing You>, 

<Coco>, <Voyages with Ulli>, <Mosel River>, <Waterfall>, <Hazy 

Sunshine>, <Farewell>, <Starseeker>, <Night Flight> 등이며 모

두 10곡에 달한다. 

10곡의 창작물들은 그 스타일이 비교  다양한데, 당연한 이야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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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오랫동안 수련된 손의 기억을 더듬어 만든 음악들이 창작곡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 비 은 작지만 콧노래의 흥얼거림을 따라 

만든 것 같은 음악도 있다. 자가 체 으로 뉴에이지 연주곡의 자

장 속에 놓여 있다면 후자는 가요의 정서와 맞닿은 부분이 많다. 물론 

이것이 창작물에 한 가치의 우열을 나  수 있는 기 이 되거나 하

지는 않을 것이다. 연주 기법상으로는 태핑, 해머링, 하모닉스 외에도 

캄 넬라 효과가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왼손의 운지법들을 다채롭게 

활용하고 있다. 기성 핑거스타일 연주자들 역시 이런 효과들을 즐겨 

사용하는데, 이는 변칙 혹은 오  튜닝된 기타의 조율과 맞물려 화성

의 모호함과 공명의 강렬함을 동시에 높이는 데에 매우 효과 인 역

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음향  표 은 한 화성  텐션을 유지하면서 

연주를 지속하기에 합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선율과 상호 종속되기 

쉬운 화성의 단순성을 제어할 수 있으며 몰입에 의한 감흥보다 명상

에 의한 조를 표 하는 경향이 강한 뉴에이지 음악의 자장에 좀 더 

가깝게 근할 수 있다. 정성하의 경우 지 은 머리보다 손이 뉴에이

지의 세계로 인도하는 더 좋은 창작의 벗이 되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손이 지나치게 많은 좌표와 이정표들을 갖고 있는 것이 때로는 

창작에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 싶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머리보다 앞

선 손이 기타와의 업으로 울려내는 다양한 울림들을 체험하고 당분

간 손가락이 인도하는 울림 속에 자신을 자연스  내맡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창작자로서의 이러한 여정은 단순한 화성과 선율  진

행으로부터의 종속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마련해주는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재 유튜 에 올라와 있는 정성하의 창작곡들 가운데 가장 에 

띄는 곡으로는 무엇보다 <Hazy Sunshine>을 꼽을 수 있다. 창작곡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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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으로 장조  화성이 음악 체의 정조를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이 음악의 경우는 단조  화성이 기 에 깔려 있는 특별한 경우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 변칙 조율된 개방   운지에 기 해 생성

되는 지속 인 텐션에 의해 단조  화성은 다소 숨을 죽이고 신 선

율  동기의 존재감이 잘 묻어나오는 곡으로 만들어져 있다. , 왼손

과 오른손, 다양한 기법들이 어느 하나 과도한 표  없이 잘 조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해주며 선율 ·화성 으로 완성도 높은 음악이라는 

느낌을 해주고 있다. 무 앞선 이야기지만 음반 등으로 발매가 될 

경우 많은 상물 등에서 배경음악으로 만날 일이 많을 것 같은 감

이 들 만큼 좋은 음악이다. 그 밖에 기타 연주자 토머스 리 를 해 

만든 <Missing You>의 경우는 가요처럼 화성 이고 선율의 느

낌이 강한 음악인데, 재까지 게시된 정성하의 창작곡 가운데 가장 

큰 들의 호응을 보여주고 있다. 음악의 주요 동기를 하모닉스로 

애틋하게 제시하면서 시작하는 이 음악은 이미 유튜 의 여러 기타 

애호가들이 따라서 치고 있는 인기 있는 음악이 되어 있으며 한국유

튜 가 선정한 2009년 올해의 동 상에 뽑히기도 했다. 자신이 키우

는 강아지를 해 만든 <Coco>는 완성도와 무 하게 가장 가요 인 

지향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음악에 비해 구성이 단순하고 다이내믹이 

부족하며 화성 으로도 다소 상투 이지만 이러한 경향의 음악을 만

드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폭넓은 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행복한 경험은 뜻밖에 이런 단순한 구조의 창작에서 나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스타일의 창작을 해서는 흥얼거

림 이상으로 좀 더 뚜렷한 감정과 깊은 에 지를 담은 선율을 표 하

려는 의식 인 노력이 뒤따를 필요가 있어야 할 것 같다. 

덧붙여서, 심과 시간과 계기가 있다면 <Coco>와 같은 가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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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를 지닌 창작곡 비 을 조 만 더 높여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가요 인 정서라는 것이 다소 모호하고 정확하지 않은 표 일 수도 

있는데, 좀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선율 인 동기가 가창에 가까운 호흡

을 갖는 음악, 음향  울림보다는 선율의 서정성을 강조하는 그런 편

곡이 요구되는 음악이라고 말해야 할 듯하다. 혹은 어를 써서 팝

인 정서라고 하면 차라리 이해가 한결 쉬울지도 모르겠다. 가요 인 

음악 구성은 뉴에이지 스타일에 비해 음악  다채로움이 덜할 수도 

있지만 신 명백하고 솔직한 감성을 표 하기에 하기도 하고, 

한 다른 동료 음악인들과의 연이나 교류를 한 가교가 될 가능

성도 높다. 가요 인 음악은 기타를 연주하는 두 손에게도 한 호

흡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손이 박자의 흐름에 따라 분주하게 움직

이는 신 정서  호흡과 함께하려 한다면 가수가 호흡을 하듯 깊고 

뚜렷한 호흡을 양 손에도 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방식

의 창작은 더욱 서정 인 음악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 

그런 호흡에서 만들어지는 음악에는 어쩌면 가장 강렬한 리듬의 긴장

이라 할 만한 매력 인 여백도 기꺼이 자리할 테다. 

5. 음반을 준비하는 기타소년

정성하는 올 여름 음반 발매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정성하와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독일의 유명 기타 연주자 울리 뵈게

르샤우센(Ulli Bögershausen)의 주선으로 독일에서 녹음 계획이 있다고

도 한다. 정성하를 스타덤으로 띄워 올린 유명한 노래들의 커버버

들이 음반에 수록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성하의 몇몇 창작곡들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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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히 포함될 것이다. 창작자 개인에게 창작은 힘든 만큼 더욱 큰 보람

을 가져다  수 있다. 그런데 음반을 만드는 것이 지 까지와  다른 

음악  경험이 될 것임 아마 그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미 수많은 

형 무 와 방송을 훌륭하게 소화해냈지만 카메라도 없고 구경꾼도 

없는 스튜디오는 때로는 그보다 훨씬 긴장되는 곳이라는 것도 잘 알

고 있을 것이다. 이미 세계  수 의 동료 음악인에게서 깊이 있고 

수  높은 조언들을 들어왔겠지만 스튜디오 작업을 하면서는 꼭 귀담

아 들어야 할 새로운 결이 담긴 조언들도 많이 듣게 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음반 제작 과정을 통해 가장 크게 음악을 배우듯이 정성하도 

아마 음반 녹음을 통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이상의 내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가 되어 그가 음반을 녹음한다는 소식이 무척 반

갑다. 앞서도 메트로놈에 해 이야기했지만 스튜디오에서는 많은 시

간을 메트로놈과 함께할 것이고 스튜디오에 들어가기 에는 더 많은 

시간을 메트로놈과 함께해야 할 텐데 이를 잘 극복해 메트로놈이라는 

것이 한 소년 연주자의 손을 더욱 신나게 춤추게 만들어주는 좋은 도

구가 될 수 있기를 기 한다. 

한편, 음반을 출시하게 되면 그를 계기로 댓  수 을 훨씬 뛰어넘

는 냉정한 리뷰들이 상당수 공론장으로 등장할 것이며 그때 정성하가 

느끼는 세상은 지 까지 느껴왔던 세상과 매우 다른 세상일 수도 있

다는 을 미리 알고 마음의 비를 해둘 필요가 있을 테다. 유튜 를 

비롯해 온라인의 상으로 등장하던 그동안의 음악은 호감을 갖기에 

무나도 충분했던 수 고 앳된 소년의 얼굴과 함께했다. 소년의 얼굴

에서 풍겨 나오는 어떤 분 기가 그의 음악을 세계 으로 알리는 데

에 매우 요한 역할을 담당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의 음악

이 음반으로 등장하는 순간 ‘나이’라는 리미엄은 온데간데없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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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질 것이다. 물론 ‘나이’ 리미엄이 사라지는 것은 정성하 자신도 

원하는 바일 것이다. 진정한 음악으로 승부하고 싶고 호들갑스러운 

언론의 과 포장을 사양하고 싶은 것은 성실한 음악인 다수의 희망

사항일 테니까 말이다. 그러나 리미엄이 사라진 자리에서 이제 소년

을 향한 말들은 지 까지보다 훨씬 냉정하고 거칠게 진행될 수 있다. 

정성하는 음반을 내고 나아가 외견상 성인의 몸집을 갖는 순간 더블

딥처럼 닥쳐올 이러한 실을 자기 힘으로 이겨내야 한다. 다행히도 

정성하는 냉정한 세상 앞에서 쉽게 흔들리지 않을 만큼 나이와 계

없이 이미 훌륭한 연주자와 창작자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를 들었던 몇몇 창작곡은 이미 상당한 완성도를 보여주었고 

핑거스타일 주법의 연주는 매우 안정 인 표 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어도 국내의 유명한 기성 연주자들과 비교해도 부족함이나 미숙함

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수 에 다다르는 임을 말해 다. 그리고 정

성하가 기타 연주자 울리 뵈게르샤우센과 나  다음의 편지는 재 

정성하의 음악  성취를 가늠해볼 수 있는 시로 할 듯한데, 이

러한 편지 내용은 우리로 하여  머지않아 출시될 그의 음반에 한 

기 를 높여주기에도 충분해 보인다.

울리 뵈게르샤우센이 정성하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5)

[……] 아주아주 좋구나, 친구. 정말 네 새 곡을 좋아하고, 지 까지 

최고의 곡이라 생각한단다. 계속 진보되고 향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단

다. 알 스(Alex)의 혼(느낌)을 느끼는 것은 상 하지 않는단다. 네가 

5) 번역된 은 다음카페 정성하 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http://cafe.daum.

net/blueseaJSH)에서 가져와 문장을 조  다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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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자신의 곡을 만들었고, 여러 다른 아티스트들에게서 배운 모든 테크

닉을 더욱더 잘 섞어서 네 나름 로의 스타일을 만들었다고 확신한단

다. 가장 요한 은 멜로디, 그루  그리고 음색 만들기에 한 정말 

좋은 감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 자체를 믿어라. 네게 그것들이 있

다고 확신하거라. 이번처럼 계속하거라. [……] 

6. 뛰는 놈, 나는 놈, 노는 놈

얼마 에 정성하가 아버지 정우창과 함께 MBC 라디오 ‘배철수의 

음악캠 ’에 출연한 바 있다. 그때 그들은 정성하에게 기타를 지도해

 선생님을 찾았고 그로부터 정기 으로 교육을 받고 있다고 했다. 

 온라인을 통해 정성하가 피아노를 함께 배우기 시작했다고 알리고 

있으니 이제는 본격 인 연주자, 음악인으로 성공하기 한 수련의 

길에 어드는 것 아닌가 싶다. 우선은 반가운 소식이다. 지 을 짚어

가는 재미, 고수들의 운지를 좇아가는 재미에 매일매일 새로운 곡을 

연습하는 동안 충분히 성취하지 못했던 오른손 손가락들의 깊이 있는 

다이내믹을 선생님의 지도를 통해 조 하지 않게 배워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는 기 가 생겨난다. 새롭게 피아노를 배우는 

것도 기 되는 일이다. 기타와는 다른 특성을 지닌 악기이니 그를 통

해 지 까지 경험했던 것과는  다른 터치와 다른 울림, 다른 선율, 

다른 액센트를 경험하고 더욱 풍성해지는 감성을 갖게 될 수 있을 것

이다. 하지만 아직은 선생님의 체계 인 계획에 무 따르는 것보다는 

그  즐겁고 신나게 연주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더 소 할 것 같다. 

오히려 선생님이 그런 시간의 흐름을 존 하고 따르는 것이 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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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아 보인다.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知之  不如好之  好之  不如樂之 )는 공자(孔子)님 말

을 되새기는 것이 필요한 시  같다. 이런 문구가 무슨 불변의 진리인 

것은 아니겠지만 생각해보면 정성하의 성장 과정은 정말이지 이와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었나 싶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의 취지와 매우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이지만, 정성

하의 이름에 한 문 표기를 조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을 덧붙이

고 싶다. 홈페이지 주소나 유튜  계정 등에서 재 ‘Sungha Jung’이

라는 표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재 우리말로 읽으면 ‘성하정’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마이클 잭슨이 잭슨 마이클이 아

니고 토미 임마 엘이 임마 엘 토미가 아니듯, 그리고 어권에서 

우리나라의 김구, 김  등의 역사  인물들이 구김, 김이 아니

듯 그냥 우리 이름 그 로 정성하라고 사용하면 좋겠다. 그게 더 편안

하고 자연스럽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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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al musician, Jung Sungha

Kim Toil(Singer-songwriter, 449PROJECT)

Speaking a little bit exaggerating, the present-day is the online era. 

Many people are sharing and enjoying various cultural contents through 

online. Various cultural contents are represented by the name of such 

distracting culture, arts, entertainment, contents etc. in Korea. These 

has been profusely provided to the public through  the online than any 

other media era. If there were radio stars and TV stars in old days, 

now there are YouTube stars or UCC stars. Many people have now 

become a star on YouTube and a lot more people are flocking YouTube 

to become a star. YouTube is becoming the leading online representa-

tive of a new cultural context. These changes also apply to the music 

society. Some people grow into a star on YouTube. If we have to pick 

up a most outstanding musician who has grown up to be a new star, 

that is just the Korean boy guitarist, named Jung Sungha. His online 

fame has maintained the highest level at the global stage as well as in 

South Korea. He has grown into the most beloved performer now here 

in South Korea, based with the popularity on YouTube. Meanwhile, the 

music reviewers also became very active through online. Nevertheless, 

the great popularity and the high level of playing, there are no reviewers 

who have interest about this boy guitarist. Perhaps the reviewers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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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 been trained in the old custom that they used to write reviews 

focusing on tape and disc. And they have stayed long within the con-

servative frame. This is the basic review for outstanding boy guitarist 

who has grown into a star on YouTube and tries to help the reviewers 

breaking away from the old custom.

Keywords: YouTube, YouTube star, Fingerstyle, Old custom of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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