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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잡가 <패성가>에 관한 소고

이 성 초

(서울대학교)

【국문초록】

서도잡가는 평안도․황해도 지역에서 불리던 <공명가>, <사설공명가>, <배따라기>, <영변가>

와 같은 긴잡가를 말한다. 1930년대 김종조, 김주호 등 서도창부들이 <기성팔경>, <발림엮음> 

등 다양한 악곡들을 창작하면서 서도잡가는 전성기를 구가하였다. 당시 창작된 악곡 중 <패성가>

도 서도잡가에 속한 악곡으로, 그 당시 창작된 대부분의 서도잡가가 서도 창부에 의해 취입된 

점과는 다르게 여류명창 박월정에 의해 처음 취입된 점이 주목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박월정이 

취입한 <패성가>의 음악적 특징을 파악하고, 아울러 1930년대 서도잡가의 창작 방법의 일면에 

대해 살펴보았다.

<패성가>는 평양 지역의 대표적인 명소를 기행문 형식으로 소개한 후 인생무상에 관련된 사설

을 덧붙인 악곡으로, 사설을 촘촘히 엮어 주는 엮음 부분과 수심가의 선율에 사설을 얹어 부르는 

수심가 부분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며, 각 부분은 음악적 특징에 있어 많은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패성가>의 엮음 부분은 백은탄, 부벽루 등 평양 지역의 명소를 소개하는 부분으로, 박자 구조

는 3소박 2＋2박자, 2＋3박자, 3＋3박자, 3소박 (3＋3)＋(3＋3)박자가 주로 사용되고, 수심가토리

로 되어 있으며, 총 7장으로 구성된다. 수심가 부분은 인생무상을 노래한 부분으로, 박자 구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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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박 3박자가 5개 내지 7개 모여 한 장(章)을 이루고, 수심가토리로 되어 있으며, 총 3장으로 

구성된다.

<패성가>는 심상건이 취입한 가야금병창 <패성가>의 사설을 그대로 차용하였고, 서도민요 

<엮음수심가>의 종지선율과 <수심가> 중 숙여내는 유형의 선율을 그대로 차용하여 만들어진 악

곡이다. 이로써 박월정의 <패성가> 역시, 1930년대 창작된 여타 서도잡가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

어진 악곡임이 밝혀졌다.

【주제어】<패성가>, <수심가>, <엮음수심가>, 수심가토리

1. 머리말

서도잡가는 평안도․황해도 지역에서 불리던 긴잡가로, 1930년대 이후 서도 

창부들에 의해 <기성팔경>, <전쟁가>, <발림엮음> 등의 다양한 악곡들이 창작

되었다. 새로 창작된 악곡들은 당시 대표적인 서도 창부였던 김종조, 김주호, 최

순경 등에 의해 여러 차례 음원으로 취입되었으며,1) 이 악곡들은 모두 민요 <수

심가>와 <엮음수심가>의 선율을 차용하여 만들어졌다.2)

한편 1936년 박월정이 빅타에서 <패성가>라는 서도잡가를 음원으로 취입한 

기록이 있다. 박월정은 ‘두루미 칠성’으로 알려진 김칠성의 제자로, 서도명창으

로 알려져 있고, 아버지의 영향 아래 남도소리에도 두각을 나타냈으며, 1930년

대에는 김초향, 박녹주 등과 단가 및 판소리를 공연하기도 하였고, 유성기음반에 

<대장부 허량하여>, <비조가> 등의 가야금 병창을 취입3)한 기록도 보인다.

서도잡가 <패성가>는 1910~20년대 잡가집에서 그 사설을 찾을 수 없고 1930

년대 이후에 처음 음반으로 취입된 점으로 보아, 1930년대 창작된 서도잡가일 

확률이 높다. 그런데 위 악곡의 최초 녹음자가 김종조, 김주호와 같은 서도 창부

가 아닌 박월정으로 기록된 점이 주목된다. 한편 <패성가>는 박월정이 취입하기 

 1) <기성팔경>은 김종조와 김주호가 각각 2번씩, 최순경이 1번, <전쟁가>는 김종조, 김주호, 최순경이 각각 

2번, <발림엮음>은 김종조 2번, 김주호와 최순경이 각각 1번씩 취입하였다. 한국음반아카이브연구단, 
한국유성기음반전집(한걸음더, 2011) 발췌.

 2) 이성초, ｢서도잡가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3) 송방송, 한겨레음악사전(서울: 민속원, 2002).



단락 서도잡가 <패성가> 가야금병창 <패성가>

양춘화류 호시절에 패성 풍경을 구경 가세 대
동강에 배를 띄워 백은탄에 미역 감구

양춘화류 호시절에 패성 풍경을 구경 가세 대
동강에 배를 띄워 백은탄에 미역 감구

<표 1> 서도잡가 <패성가>와 가야금병창 <패성가>의 사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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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인 1935년 심상건이 가야금병창으로 취입한 기록도 보인다.4) 때문에 서

도잡가 <패성가>가 1930년대 서도 창부들에 의해 창작된 여타 서도잡가와 같이 

민요 <수심가>와 <엮음수심가>의 선율을 차용하여 만들어진 악곡인지, 아니면 

심상건이 취입한 가야금병창 <패성가>와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박월정이 취입한 서도잡가 <패성가>의 음원을 바탕으로 노

랫말과 음악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패성가>의 노랫말

서도잡가 <패성가>는 평양의 옛 이름인 패성(浿城)을 따서 그대로 이름을 붙

인 것으로, 평양팔경(平壤八景)의 절경을 노래한 악곡5)이다. 이는 잡가집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고, 1936년 박월정에 의해 녹음된 음원자료만이 전승된다.

서도잡가 <패성가>의 사설은 두 단락으로 구성된다. 1단락은 백은탄(白銀灘), 

부벽루(浮碧樓), 모란봉(牧丹峯), 장광산(長廣山), 을밀대(乙密臺), 영명사(永明

寺), 연광정(練光亭) 등 평양 지역의 대표적인 명소를 기행문 형식으로 소개하였

고, 2단락은 인생무상을 노래한 내용으로, 각 단락은 내용면에서는 상호 연관성

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박월정이 취입한 서도잡가 <패성가>와 심상건이 취입한 가야금병창 

<패성가>의 사설을 비교한 바, 두 악곡의 사설이 완벽히 동일함을 알 수 있다.

4) 유성기 음원은 동국대학교 ‘아카이브 한국유성기음반’ 사이트에서 검색함.
5) 박기종, 서도소리 가사집(대전: 서도소리연구회, 1999), 368쪽.



1
단락

청류벽상에 닻을 주어라 취토록 마신 후에 전

금문 돌아들어 부벽루에 올라세니
좌우에 벌인 경개 천하제일 강산이라 모란봉이 

주봉이요
장광산이 안산 되어 자웅을 이뤘난데
을밀대 푸른 솔은 운속에 우거져 있고
능라도 실버들은 벽파에 잠겼세라 이능에 이는 

바람 장림을 불어 오니
영명사 쇠북 소리 은은히 흘러들어 무심한 나

그네의 길 회포를 자아낸다
연광정 바라보니 그림 같은 예정자는 단애 위

에 솟아 있고
장성일면 용용수는 굽이굽이 맑아 있고 대야동

두 점점산은 봉이봉이 푸르렀다
누란성이하여 옛일이 아득하구나 유유한 갈마

기는 짝을 지어 훨훨 날아
말없는 강물결만 한가로히 희롱한다

청류벽상에 닻을 주어라 취토록 마신 후에 전

금문 돌아들어 부벽루에 올라세니
좌우에 벌인 경개 천하제일 강산이라 모란봉이 

주봉이요
장광산이 안산 되어 자웅을 이뤘난데
을밀대 푸른 솔은 운속에 우거져 있고
능라도 실버들은 벽파에 잠겼세라 이능에 이는 

바람 장림을 불어 오니
영명사 쇠북 소리 은은히 흘러들어 무심한 나

그네의 길 회포를 자아낸다
연광정 바라보니 그림 같은 예정자는 단애 위

에 솟아 있고
장성일면 용용수는 굽이굽이 맑아 있고 대야동

두 점점산은 봉이봉이 푸르렀다
누란성이하여 옛일이 아득하구나 유유한 갈마

기는 짝을 지어 훨훨 날아
말없는 강물결만 한가로히 희롱한다

2
단락

인사 만사가 덧없으니 권하올 제 사양을 마소
이 강산 이 풍월에 아니 놀구 무엇 하더란 말이냐

인사 만사가 덧없으니 권하올 제 사양을 마소
이 강산 이 풍월에 아니 놀구 무엇 하더란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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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두 악곡 중 어떤 악곡이 먼저 불리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가야금

병창 <패성가>가 서도잡가 <패성가>보다 먼저 취입된 점으로 보아 서도잡가 

<패성가>는 가야금병창으로 불리던 <패성가>의 사설을 차용하였을 가능성이 있

다. 그러나 이 역시 심상건이 취입한 가야금병창 <패성가>의 사설이 심상건이 

직접 작사한 것인지, 다른 악곡을 차용한 것인지 현재로서는 미상이므로 이 부

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3. <패성가>의 음악적 특징

본 절에서는 <패성가>의 박자 구조, 선율 구조, 악곡 구조를 중심으로 음악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패성가>는 일정한 장단이 없는 악곡이므로 사설 단위 

및 종지선율을 기준으로 마디를 나누어 채보하였다.



1-1 양 춘 화 류 호 시 절 에

<악보 1> <패성가> 엮음 부분 1장 첫 장단의 박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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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자 구조

<패성가>의 박자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부분은 사설을 

촘촘히 엮어 주는 부분(이하, “엮음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수심가>의 선

율에 사설을 얹어 부르는 부분(이하, “수심가 부분”)으로, 엮음 부분에 비해 사

설이 성글게 배치된다. 그러나 두 부분 모두 일정한 장단이 없기 때문에 박의 

층위를 나누어 박자 구조를 파악하도록 하겠다(소박은 점선, 보통박은 실선, 대

박은 굵은실선으로 표시함).6)

(1) 엮음 부분

<패성가>의 엮음 부분은 불규칙 장단으로, 시작 부분의 박자 구조는 다음과 

같다.

<악보 1>은 박월정 <패성가> 1장의 시작 부분을 가로정간보로 표기한 것이

다. 박월정 <패성가>의 첫 장단은 “양춘화류/호시절에”로, 4․4음절 2음보로 되

어 있다. 이 중 제1음보(“양춘화류”)는 3소박 2＋2박자로, 총 2대박에 사설이 

 6) 박자 구조는 각 층위 박자가 계층적으로 집합되는 구조로 박의 층위에 따라 소박, 여느박(보통박), 대박

으로 나뉘며 소박보다 아래 층위는 소소박, 대박보다 위 층위는 대대박까지 나타나기도 한다. 성악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몇 자의 사설이 결합하여 리듬소를 이루고 리듬소 둘이 대비를 이루며 집합하고 

대박(대강박)에 1~2음보 사설과 결합하여 소리듬형을 이루고, 소리듬형 두 개가 대비를 이루고 집합하

고 2~4음보 사설과 결합하여 여느리듬형을 이룬다. 즉 박, 대박, 대대박이 층위를 이루고, 리듬소, 소리

듬형, 여느리듬형이 층위를 이루는데, 여느리듬형이 장단 주기를 이루면 여느장단, 여느리듬형이 2개 

이상 모여 장단 주기를 이루는 경우는 대박장단으로 박의 층위가 상층(上層)한다. 이상 박자 구조에 

대하여는 이보형, ｢리듬형의 구조와 그 구성에 의한 장단분류 연구｣, 한국음악연구 제23집(한국국악

학회, 1995); 이보형, ｢장단의 여느리듬형에 나타난 한국음악의 박자구조연구｣, 국악원논문집 제8집

(국립국악원, 1996); 이보형, ｢장단 리듬 심층구조에 의한 표면구조 제어기능｣, 한국음악연구 제31집

(2002) 참조.



1-2 패 성 풍 경 을 구 경 가 세

1-3 대 동 강 에 배 를 띄 워

<악보 2> <패성가> 엮음 부분 1장 2-3장단의 박자 구조

1-4 백 은 탄 에

미 역 감 구

<악보 3> <패성가> 엮음 부분 1장 마지막 장단의 박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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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는다. 다음 제2음보(“호시절에”)는 제1음보와 동일한 음절수로 구성되지만 3

소박 3박자(1대박)에 사설이 붙는다. 이때 2음보가 한 장단의 주기가 되기 때문

에 <패성가> 1장의 첫 장단은 4․4음절의 2음보 사설을 3소박 2＋2＋3박자의 

총 3대박으로 노래한다.

다음 2장의 2-3번째 장단은 이와는 다른 박자 구조를 보인다.

<악보 2>에서 볼 수 있듯이 1장의 2장단과 3장단은 각각 “패성 풍경을/구경 

가세”의 5․4음절 2음보와 “대동강에/배를 띄워”의 4․4음절의 2음보로 되어 

있다. 1장 2장단은 제1음보(“패성 풍경을”)가 3소박 3박자 1대박, 제2음보(“구

경 가세”)가 3소박 3박자 1대박으로, 3소박 3＋3박자로 구성되고, 3장단 역시 

각 1음보씩이 3소박 3박자에 사설이 붙어 3소박 3＋3박자를 구성한다. 즉 2장

단과 3장단은 음절수는 다르지만 모두 1음보씩이 3소박 3박자 1대박에 사설이 

붙어 박자를 구성하는 점이 동일하다.

한편 1장의 마지막 장단인 4장단은 앞서 살펴본 1~3장단에 비해 장단의 길이

가 길어진다.

<악보 3>에서 볼 수 있듯이 1장 4장단은 악구의 마지막 장단으로, “백은탄에/

미역 감구”의 4․4음절 2음보 사설로 구성된다. 우선 제1음보 중 “백은”의 2음

절이 3소박 3박자, “탄에”의 2음절이 3소박 3박자에 사설이 붙어, 3소박 3＋3박

자를 이룬다. 그리고 제2음보 중 “미역”의 2음절이 3소박 3박자, 제2음보 중 “감



2-1 청 류 벽 상 에 닻 을 주 어 라

2-2 취 도 록 마 신 후 에

2-3 전 금 문 돌 아 들 어

2-4 부 벽 루 에

올 라 서 니

<악보 4> <패성가> 엮음 부분 2장의 박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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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2음절이 3소박 3박자에 붙어, 3소박 3＋3박자의 소리듬형을 이룬다. 이때 

소리듬형 두 개가 모여 여느리듬형을 이루고 여느리듬형이 한 장단을 이룬다. 

즉 여느리듬형이 장단 주기로, 앞서 살펴본 1~3장단과 같이 2음보로 구성되지

만, 1장 4장단은 3소박 (3＋3)＋(3＋3)박자의 대박장단을 이룬다. 다음으로, 2장

은 총 4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단은 2음보 사설을 3소박 3＋3박자, 2~3

장단은 2음보 사설을 3소박 2＋3박자로 구성하다 악구의 마지막 장단에서는 2

음보 사설을 2음보 사설을 3소박 (3＋3)＋(3＋3)박자의 대박장단으로 구성한다

(<악보 4> 참조).

이렇듯 2장도 1장과 같이 2음보 사설을 3소박 여느장단으로 구성하다 악구의 

마지막 장단에서는 3소박 대박장단으로 박의 층위가 상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수심가 부분

수심가 부분은 <수심가>의 선율에 사설을 얹어 노래한 부분으로, 대부분의 서

도잡가는 <수심가>의 선율로 종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수심가>는 서도지

역의 대표적인 민요 중 하나로, 3장 형식으로 구성된 악곡이다.7)

 7) 박기종, 앞의 책, 176쪽.



1장 인사 가 만사 가 덧없 으 니

2장 권하 올제 사 양 을 마 소

3장 이강 산 이풍 월 에 아니 놀 고 무엇 하드

란 말이 냐

<악보 5> <패성가> 수심가 부분의 박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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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는 <패성가> 중 수심가 부분 1~3장의 박자 구조를 제시한 것이다. 

1장은 “인사가/만사가/덧없으니”의 3음보를 3소박 3＋3＋3＋3＋3＋3＋3박자

로 부르는데, 이는 3소박 3박자 일곱 개가 모여 한 장을 이루는 구조로, 총 7대

박으로 이루어진다. 2장은 “권하올 제/사양을 마소”의 2음보 사설을 3소박 3＋3

＋3＋3＋3박자의 5대박으로 부르고 마지막 3장은 “이 강산/이 풍월에/아니 놀

고/무엇 하드란/말이냐”의 5음보 사설을 3소박 3＋3＋3＋3＋3＋3＋3＋3＋3박

자의 9대박으로 부른다. 이렇듯 서도잡가 <패성가>의 수심가 부분은 3소박 3박

자가 5개 내지 9개 모여 한 장을 구성한다.

한편, 민요 <수심가>는 가창자들이 내재리듬(inner rhythm)을 3소박 3박자로 

인식하지만 실제로 표출되는 실제리듬(practical rhythm)은 3소박 2~4박자의 리

듬형이 가창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8) 그런데 서도잡가 <패성가> 수심가 

부분의 경우는 3소박 3박자의 리듬형만 나타나는 박자 구조로, 가창자들이 인식

하는 내재리듬과 실제로 불리는 실제리듬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또한 민요 <수

심가>의 박자 구조가 1~2장은 주로 4~6대박으로 구성되고, 3장에서 7대박 이

상으로 박의 길이가 길어지는 데 반해,9) 서도잡가 <패성가>는 1장이 7대박인 

데 반해 2장이 5대박으로, 상대적으로 2장이 짧게 구성된다.

요컨대 <패성가>의 박자 구조는 엮음 부분과 수심가 부분의 두 부분으로 구

성되고, 엮음 부분은 3소박 2＋2박자, 2＋3박자, 3＋3박자, 3소박 (3＋3)＋(3＋

3)박자로 구성되고, 수심가 부분은 3소박 3박자가 5개 내지 7개 모여 한 장을 

 8) 이용식, ｢수심가와 서도민요 공연문화｣, 한국민요학 제13집(한국민요학회, 2003), 139-42쪽.
 9) 이성초, ｢서도잡가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62쪽.



부분
유형

엮음 부분 수심가 부분

박자유형 2＋2박자 2＋3박자 3＋3박자 기타 (3＋3)＋(3＋3)박자 3소박 3박자

장단수 3장단 15장단 8장단 3장단 7장단 7대박 5대박 9대박

비고 각 장의 마지막 장단

<표 2> <패성가>의 박자 구조

<악보 6> <패성가> 엮음 부분의 시작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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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한다. 이상 <패성가>의 박자 구조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선율 구조

<패성가>의 선율 구조 역시 엮음 부분과 수심가 부분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1) 엮음 부분

위 <악보 6>은 <패성가> 엮음 부분의 1장과 2장의 시작선율을 제시한 것이

다. 1장은 (la)-do'로 시작하여 do'음을 동음반복하는 선율형을 여러 번 반복 후 

la-mi-re로 하행진행하고, 2장은 re'-do'-la로 시작하여 la음을 동음반복한 후 

마지막은 la-mi-re로 하행진행한다. 즉 엮음 부분의 시작선율은 한 음을 동음반

복 후 마지막을 la-mi-re로 하행진행하는 선율형으로 구성된다.

한편 각 장의 종지선율은 모두 동일하게 진행된다.



<악보 7> <패성가> 엮음 부분의 종지선율

<악보 8> <패성가> 수심가 부분의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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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7>은 <패성가> 엮음 부분의 1~3장의 종지선율을 제시한 것이다. 

1장은 la음으로 시작 후 re'-do'를 거쳐 la음으로 진행 후 마지막은 la-mi-re로 

하행하여 re음으로 종지한다. 2장과 3장은 la음 앞에 re-mi가 첨가되었을 뿐 전

체적인 선율 진행은 1장의 종지선율과 동일하다.

(2) 수심가 부분

위 <악보 8>은 <패성가> 수심가 부분 1~3장의 선율을 제시한 것이다. <패성

가> 수심가 부분은 민요 <수심가>와 같이 총 3장으로 구성된다. 선율 진행은 

1장에서는 La-re로 숙여서 시작한 후 la음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2장에서는 do'

음으로 질러서 시작 후 마지막에 la-mi-re로 하행진행하며, 마지막 3장에서는 

la음에서 시작 후 la음을 중심으로 선율을 진행 후 la-mi-re로 하행진행한 후 



부분 장(章) 악구 수 사설

엮음 부분

1 2 양춘화류 호시절에 ~ 백은탄에 미역 감구

2 2 청류벽상에 닻을 두어라 ~ 부벽루에 올라서니

3 2 좌우에 벌인 경개 ~ 장광산이 안산 되니

4 2 좌웅을 일었난데 ~ 벽파에 잠겼세라

5 2 이능에 부는 바람 ~ 회포를 자아낸다 

6 2 연광정 바라보니 ~ 봉이봉이 푸르렀다

7 1 누란성이하여 ~ 한가로히 희롱한다

수심가 부분

1 1 인사가 만사가 덧없으니

2 1 권하올 제 사양을 마소

3 2 이 강산 이 풍월에 ~ 하드란 말이냐

<표 3> <패성가>의 악곡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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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음을 거쳐 re로 종지한다.

3) 악곡 구조

서도잡가 <패성가>는 크게 사설을 촘촘히 엮어 주는 엮음 부분과 사설을 성

글게 노래하는 수심가 부분의 두 부분으로 나뉜다. 그중 엮음 부분은 반복되는 

종지선율형(<악보 7> 참조)에 의해 7장으로 구분되고, 수심가 부분은 3장으로 

구분된다.

또한 각 장은 여러 개의 악구로 구성되는데, 엮음 부분은 대개 2~3개의 악구

로 구성되고, 수심가 부분은 1~2개의 악구로 구성되는 구조로, 이는 <공명가>, 

<초한가> 등 대표적으로 불리는 서도잡가에 비해서는 단순한 구조이다.10) 이상 

<패성가>의 악곡 구조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0) 서도잡가 <공명가>의 경우, 엮음 부분과 수심가 부분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 점은 같으나, 엮음 부분을 

구성하는 각 장은 길게는 9악구까지 구성되고 있어, <패성가>에 비해 복잡한 구조로 나타난다. 위의 

글, 145쪽 <표 3-24> 참조.



<악보 9> 박월정 <패성가>와 장학선 <엮음수심가>의 종지선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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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패성가>의 창작 방법

앞서 살펴보았듯이 <패성가>는 1934년 11월 심상건에 의해 처음 취입되었으

나, 이는 가야금병창으로, 박월정이 취입한 <패성가>와는 다른 악곡이다. 그러

나 두 악곡의 사설 구조를 살펴본 결과 서도잡가 <패성가>와 가야금병창 <패성

가>는 완벽히 동일한 사설로 구성되었다. <패성가>가 창작될 당시에는 잡가나 

판소리, 단가 등에서 서로 간의 사설을 차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으나, <패

성가>와 같이 다른 악곡인데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동일한 사설을 사용하는 경우

는 드문 일이다.

한편 심상건이 취입한 <패성가>의 사설을 심상건이 직접 작사한 것인지, 다른 

악곡의 사설을 차용한 것인지 현재로서는 미상이다. 이에 박월정이 취입한 서도

잡가 <패성가>가 1936년 3월에 녹음되었고 심상건이 취입한 가야금병창 <패성

가>가 1935년 11월에 녹음된 점, 박월정이 서도소리 이외에도 <비조가> 등의 

가야금병창 악곡을 취입한 점 등으로 미루어, 서도잡가 <패성가>는 가야금병창

으로 불리던 <패성가>의 사설을 차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서도잡가 <패성가>는 음악적 특징에 있어서는 서도민요 <수심가> 및 

<엮음수심가>의 영향을 받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패성가>의 엮음 부분에서 

각 장의 종지선율은 반복되었는데, 반복된 종지선율은 <엮음수심가>에서 장을 

종지하는 선율과 유사하다.

위 <악보 9>는 서도잡가 <패성가>의 종지선율과 장학선 <엮음수심가>의 종



<악보 10> 박월정 <패성가>와 오복녀 <수심가>의 1장 선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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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율을 비교한 것으로, 서도잡가 <패성가>가 <엮음수심가>의 종지선율을 차

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패성가>의 수심가 부분과 민요 <수심가>의 선율을 살펴보겠다.

위 <악보 10>은 박월정 <패성가> 수심가 부분 1장의 선율과 오복녀 <수심가

－약사몽혼> 1장의 선율을 비교한 것이다. 두 곡 모두 사설 및 장식음의 차이만 

있을 뿐 전체적인 선율 진행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민요 <수심가>는 백여 종류

에 이를 만큼 굉장히 다양한 사설이 존재하지만, 이는 사설만 다를 뿐 총 3가지 

유형의 선율 진행으로 고정된다. 하나는 숙여내는 형으로, 1장을 La-re로 시작

하여 la음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선율형, 두 번째는 평으로 내는 형으로, 1장 시

작을 la음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선율형이고, 세 번째는 질러내는 형으로 1장 시

작을 do'음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선율형이다11). 이 중 서도잡가 <패성가>는 민

요 <수심가> 중 숙여내는 선율형을 차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패성가>는 1936년 박월정이 심상건의 가야금병창 <패성가>의 사설

을 그대로 차용하고, 민요 <엮음수심가>의 종지선율 및 <수심가> 중 숙여내는 

유형의 선율형을 차용하여 만들어진 악곡임이 밝혀졌다.

11) 우해인, ｢수심가연구｣(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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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패성가>는 1930년대 창작된 서도잡가로, 당시 창작되었던 여타 서도잡가가 

김종조, 김주호 등의 서도 창부들에 의해 창작된 점과는 다르게 여류명창 박월

정이 취입한 음원만 보이며, 현재까지도 이 외 음원을 찾을 수 없다. 이에 박월

정이 취입한 <패성가>의 음원을 통해 사설 및 음악적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아

울러 1930년대 서도잡가의 창작 방법의 일면을 살펴보았다. 이상 결과를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도잡가 <패성가>의 사설구조는 총 2단락으로, 1단락은 백은탄, 부벽

루, 모란봉, 장광산, 을밀대, 영명사, 연광정 등 평양 지역의 대표적인 명소를 기

행 형식으로 소개하였고, 2단락은 인생무상을 노래하였으며 이는 가야금병창 

<패성가>의 사설과 동일하다.

둘째, <패성가>는 사설을 촘촘히 엮어 주는 ‘엮음 부분’과 수심가의 선율에 

사설을 얹어 노래하는 ‘수심가 부분’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며, 두 부분은 음악적

인 특징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인다. 엮음 부분의 박자 구조는 3소박 2＋2박자, 

2＋3박자, 3＋3박자, 3소박 (3＋3)＋(3＋3)박자가 주로 사용되고, 수심가토리로 

되어 있으며, 총 7장으로 구성된다. 수심가 부분의 박자 구조는 3소박 3박자가 

5개 내지 7개 모여 한 장을 이루는 구조로, 수심가토리로 되어 있고, 총 3장으로 

구성된다.

셋째, <패성가>는 1930년 창작된 악곡으로, 심상건이 취입한 가야금병창 <패

성가>의 사설을 그대로 차용하였고, 서도민요 <엮음수심가>의 종지선율과 <수

심가> 중 숙여내는 유형의 선율을 그대로 차용하여 만들어진 악곡이다. 즉 <패

성가>는 서도 창부가 아닌 여류명창 박월정이 처음 취입하였지만, 1930년대 서

도 창부들에 의해 창작된 여타 서도잡가와 마찬가지로 민요 <수심가>와 <엮음

수심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악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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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Seodo japga, Paeseongga

Lee, Sung-cho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do japga, “Western region popular song” were sung in Pyeongan- and 

Hwanghae-do. As Seodo japga by sitting and singing, such as Gongmyeongga, 

Baettaragi, Yeongbyeon-ga, etc. In the 1930’s Seodo japga were created in varied 

styles and Paeseongga recorded by Bak Woljeong. The Paeseongga sung by Bak 

were analyzed in this research.

Paeseongga is a music piece that describes the beauty of Pyeongyang and then 

is added with the lyrics related to frailty of human life. It is composed of two 

parts: a yeokkeum part in which lyrics are closely bound to each other and Susimga 

part in which lyrics are sung with the melodies of Susimga. The two parts are 

considerably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musical characteristics.

At the yeokkeum part, the beat structure of Paeseongga is characterized with 

3 sobak 2＋2 bakja, 2＋3 bakja, 3＋3 bakja, (3＋3)＋(3＋3) bakja. Paeseongga 

has the 5-tone construction (or pentatonic scale) of re-mi-sol-la-do' and consists 

of Susimga tori. The musical structure of Paeseongga is composed of 7 sections 

of yeokkeum part.

At the Susimga part, the beat structure of Paeseongga, one large beat consists 

of 3 small beats in binary to quadruple time and 5 to 7 large beats comprise one 

section. The melodic structure of Paeseongga consists of Susimga tori and the 

musical structure of Paeseongga is composed of 7 sections of Susimga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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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described above, Paeseongga, which is Seodo japga, is a music piece created 

by the adoption of gayageum byeongchang Paeseongga, yeokkeum Susimga and 

Susimga.

【Keywords】Paeseongga, Susimga, yeokkeum susimga, Susimga tori



참고악보 1

54   동양음악 제37집

【부록】참고악보



참고악보 2

이성초_ 서도잡가 <패성가>에 관한 소고   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