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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s the Cheoyongmu's costume of the paintings 

of Banquets during the Choseon dynasty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the 

Cheoyongmu's costume in Akhakgwebeom. The method of the study is the literature 

analysis closely the occurrence, feature, and function of the Cheoyongmu by analyzing the 

costume process of transition of the eras was analyzed into the function and feature. The 

research was done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difference of the costume in 

Akhakgwebeom.

  In term of difference, of the Cheoyongmu's costume of the paintings of Banquets and 

Akhakgwebeom had the shape and colour. In headgear, Samo(: 紗帽) or Bokdu(:幞頭) was 

worn and the flower decoration on the Samo and Ui(:衣)was different pattern. The 

Gilgyong(:吉慶) was not worn. Hye(: 鞋) and Hwa(:靴) was worn and the colour of Hwa 

was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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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처용무’는 중요무형문화재 제39호로써 오방처용

무(五方處容舞)라고도 한다. 노래와 춤이 신라시대부

터 현재까지 전승되어진 오랜 역사성으로 인해 역사

학, 국문학, 민속학, 무용학, 음악학 등 여러 분야에

서 다방면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처용무’는 신라 때 설화인 <처용설화>에서 비롯

된 듯하며 처음에는 벽사(辟邪)적 성격이 강한 춤이

었으나 고려 때 들어와 불교적 색채가 짙은 궁중무

로 이후 조선에는 국가와 군왕의 안녕이나 왕실의 

번영을 위한 수단으로, 또는 큰 행사시에 연회의 일

환으로 공연되었던 것으로 그 역할이 변경되었던 것

이며, 그에 따라 복식의 양식도 조금씩 변형되었다

고 생각된다.

  지금까지의 ‘처용무’복식에 대한 연구는 주로 처

용무, 즉 무용이라는 관점과 처용무복의 오방색에 

대한 의미부여라는 두가지면에서 주로 접근했던 것

으로 보인다. 또한 대다수의 처용무복식에 대한 연

구도 조선시대 초기에 형성된 『악학궤범』도설(圖

說)을 중심으로 연구1) 되거나 전반적인 연구에 있어

서도 그림 연구 자료로 의궤를 중심으로 한 연구2) 

등 조선시대 전반적인 연회도를 통한 시대적 고찰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도 공연되고 

있는 ‘처용무’는 공연 시 착용하는 복식도 주로 

『악학궤범』도설에 있는 것을 복원하여 사용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림 자료가 있는 조선시대 연회도(宴會

圖)에 나타난 ‘처용무’ 복식을 보면 기본 형태는 비

슷하나 그 세부 양식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연구 목적은 지금까지의 그 연구 성과가 미미했던 

조선시대 연회도에 나타난 ‘처용무’ 복식을 연구함

으로써, 『악학궤범』에 보이는 조선 초기 처용무복

식의 시대에 따른 변천사도 아울러 고찰해볼 수 있

으며, 현재 『악학궤범』도설에 따라 고증된 ‘처용

무’복식이 조선시대 실제로 어떤 식으로 입혀졌었는

지를 살피고 그에 따라 실제 조선시대 이래 착용되

어진 ‘처용무’복식을 고증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

다. 또한, 요즘 많은 인력이 필요한 고증복식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며, 무대

의상 고증수업의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연구방법은 먼저 고기록에 남아 있는 ‘처용무’ 관

련 기록들을 살펴본 뒤 그림 자료가 남아 있는 조선

시대 연회도에 보이는 ‘처용무’ 복식 형태를 고찰하

여 『악학궤범』에 나오는 도설등과 비교하여 그 차

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의 제한점은 ‘처용무’가 가지고 있는 복식형

태와 색을 상호 비교하고자 ‘처용무’가 표현된 선묘

(線描)로만 된 자료인 진작의궤, 진찬의궤, 진연의궤 

등에 표현된 ‘처용무’ 복식은 참고자료로만 활용된 

점이다. 

II. '처용무‘ 의 시대적 배경 

  ‘처용무’의 ‘처용’의 최초의 기록은 『삼국유사』 

처용랑 망해사(望海寺)조에 

  “ 그 중 한 아들은 임금을 따라 입경하여 정사를 

보좌하였다. 이름을 처용이라 하였고…노래를 부르

며 춤을 추며 나갔다.”3) 고 기록되어 ‘처용’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며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다는 것에

서 ‘처용무’의 형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신라시대의 처용에 대해서는 또한 다음과 같은 기

록이 전하고 있다.

  『동경잡기(東京雜記)』(1669)에는,

  “…처용은 스스로 노래를 지어 부르고 춤을 추었

다. 후대 사람들은 월명항을 위해 처용가와 춤을 만

들고 가면을 만들었다.”4) 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서 처용무는 ‘가면’을 가지고 하는 놀이임을 알 수 

있다.

 『고려사』지(志) 11 제25 처용무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신라 헌강왕이 학성 개운포로 놀러갔을 때 기형

궤복(奇形詭服)을 한 사람이 왕 앞에 와서 노래와 

춤을 추며 찬덕 하였다. 왕을 따라 서울에 와서 스

스로 처용이라 하고…” 5)

  여기서 기형궤복(奇形詭服)이라함은 기이한 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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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스스로를 가리는 가면을 한 것을 나타내는 뜻이

라 생각된다.

『용재총화』권1에도 처용무에 관한 기록이 있다. 

  “신라 헌강왕 때에 바다 가운데에서 신인이 나왔

다. …처음에는 한 사람이 흑포(黑布)를 입고 사모를 

쓰고 춤을 추었다. 그 후에 오방처용으로 되었다.”6)

  또한 세종, 연산군 때의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

群玉)』권8에도

  “신라시대의 처용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한 사람이 

흑포와 사모를 쓰고 추었다. 그 후에 오방처용으로 

되었고,…” 7)

  즉, 처용무가 본래 흑포(黑袍)를 입고 사모(紗帽)

을 쓰고 춘 1인무였는데, 그 후 5명이 추는 오방처

용무로 확대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도은집(陶隱集)』의 이숭인(李崇仁)의 시에는, "

신라의 처용가는 아주 장엄하고 비장하여 지금 감동

하는 사람이 있다." 라고 했으며, 『동국세시기』

(1894)에는, “처용무는 신라 헌강왕 때에 동해 용왕

의 아들 이름이며 지금의 장악원 향악부에서 처용무

를 관장하였다.” 라고 나와 있어 이 기록으로 보면 

『도은집』과 『동국세시기』에서도 처용무는 신라 

헌강왕대에 시원을 두고 있음이 분명해진다.

  고려시대의 처용무는 『고려사』69에, “태조 원년 

11월 설에 팔관회는 다섯 척의 배 위에 봉양소에 차

려 놓고 행하여졌는데 그 명성이 높았다. 그 장소에

서 백 가지의 춤과 노래로 임금을 즐겁게 하였다.” 

즉, 백희가무를 했다고 하는데 백희(百戱)중에는 처

용무가 들어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시용향악보』(1469∼1490)에는 '나례가 잡처용'

이라 했으니, 고려 예종 11년(1116)에 대나례에서 

창우잡기와 충혜왕(1343)대에 신궁(新宮)을 지은 후

에 잡희가 베풀어졌고,『고려사』 권 36 충혜왕(忠

惠王) 2년, 또 공민왕(恭愍王)(1356)과『고려사』권 

43 공민왕 21년(1375~1388)에 ‘장군악나희(將軍樂

儺戱)’라 했고, 설채붕신희(『태조실록』권1)란 것으

로 백희잡희, 나희잡기는 같은 맥(脈)을 지니고 있음

을 짐작하게 하고 있는바 가무백희 중에는 처용무가 

들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8)

  한편,『목은집(牧隱集)』32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

되어 있다. 

  “처용의 아름다운 소매자락이 바람에 펄럭이는데 

…”9)

  이 구절로 보아 이미 고려시대의 처용무복의 소매

자락도 긴 한삼자락이 달려있었던 것을 표현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전래한 처용무는 조선조에 와서는 태조 

7년(1398)에 중국 사신 영접연에 결붕잡기를 했으며 

태종실록(1401-1418)에 보면 나희와 백희를 여러 

번 거행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나희와 백희를 했다

함은 사용향악보에 '나례가 잡처용'이라 한 것을 상

기시켜 주고 있다.10)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처용무’ 관련 기록은 47

건인데 그중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태종 28권,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

년) 12월 30일 기해 3번째기사

  제야(除夜)의 구나(驅儺)를 시작하였다. 임금이 말

하였다. “제야(除夜) 전일에 구나(驅儺)11)하는 것은 

이것은 본조(本朝)의 옛 풍속이나 옛 글에 어그러짐

이 있다. 금후로는 제야일(除夜日) 초혼(初昏)에 시

행하여 야반(夜半)에 이르러 그치게 하는 것으로 길

이 항식(恒式)을 삼고, 이어서 중외(中外)로 하여금 

두루 알게 하라.”12)

  여기서 ‘구나’를 행하는데 여기에서 ‘처용무’가 행

해진 것으로 보인다.

  세종 30권, 7년( 1425 을사 / 명 홍희(洪熙) 1년) 

12월 29일 갑오 2번째 기사

  편전에서 내연을 열고 밤이 깊어서 파하다 “전악

서(典樂署)에서는 처용무(處容舞)를 올렸다.”13)

  세종 99권, 25년( 1443 계해 / 명 정통(正統) 8

년) 1월 25일 신사 2번째 기사

  관습 도감(慣習都監)에게 전지하기를, “이 뒤로 처

용무(處容舞)에 기생을 그만두고 남자 재인을 쓰라.” 

하다.14)

  연산 28권, 3년(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12월 28일(을미) 1번째 기사

  “왕이 인양전에서 굿놀이와 처용무를 구경하

다.”15)

  燕山 32卷, 5年(1499 己未 / 명 홍치(弘治) 12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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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月 8日(丁卯) 1번째 기사

  “대궐 잔치에서 춤과 노래할 때 처용무를 재차 추

게 하는 일의 여부를 정승들에게 묻다”16)

  연산 33권, 5년(1499 기미 / 명 홍치(弘治) 12년) 

4월 18일(정미) 2번째 기사

  “처용관과 띠와 연장 등이 퇴색되었다고 다시 만

들라고 명하다”17)

  연산 56권, 10년(1504 갑자 / 명 홍치(弘治) 17

년) 12월 13일(기사) 3번째 기사

  “처용무를 기녀들에게 가르쳐 향연에 쓰게 하

다”18)

  연산 56권, 10년(1504 갑자 / 명 홍치(弘治) 17

년) 12월 15일(신미) 2번째 기사

  “처용무(處容舞)를 진풍정(進豊呈)에 사용하려면 

사모(紗帽)를 화려하게 하지 않을 수 없으니, 공조로 

하여금 이금(泥金)과 진채(眞彩)를 사용하여 만들도

록 하는 것이 어떠하리까? ”19)

  연산 56권, 10년(1504 갑자 / 명 홍치(弘治) 17

년) 12월 30일(병술) 1번째 기사

  “명정전에 나아가 나례를 관람하고, 또 처용무를 

관람하다”20)

  중종 23권, 10년(1515 을해 / 명 정덕(正德) 10

년) 12월 22일(갑술) 1번째 기사

  “정월 초하루에 처용무를 추지 말라고 전교하

다”21)

  중종 52권, 19년(1524 갑신 / 명 가정(嘉靖) 3년) 

12월 10일(경자) 1번째 기사

  “진풍정22)과 관처용(觀處容)등의 일을 멈추고 곡

연23)과 양재 처용(禳災處容) 만을 베풀도록 하라.”24)

  여기서 관처용(觀處容)은 처용무(處容舞)를 구경한

다는 뜻으로 정재(呈才) 때에는 학(鶴)·연화대(蓮花

臺)·처용무를 합설(合設)하므로, 관처용 등이라 하는 

것은 이것들을 구경하는 것을 말한다. 양재 처용(禳

災處容)은 귀신에게 빌어 재앙을 쫓는 것으로 양재

곡(禳災曲)에 맞추어 추는 처용무를 말한다.

  광해 98권, 7년(1615 을묘 / 명 만력(萬曆) 43년) 

12월 9일(신해) 3번째 기사

  “평소에 내정에서 처용무(處容舞)를 관람할 

때…”25)

  숙종 44권, 32년(1706 병술 / 청 강희(康熙) 45

년) 8월 27일(임자) 1번째 기사

  “여민락을 연주하고 처용무(處容舞)를 바치었

다”26)

  숙종 55권, 40년(1714 갑오 / 청 강희(康熙) 53

년) 9월 19일(정사) 1번째기사

  “이어 여민락을 연주하였으며, 처용무(處容舞)를 

추고 나서 악을 거두었다.”27)

  숙종 64권, 45년(1719 기해 / 청 강희(康熙) 58

년) 9월 28일(정유) 1번째 기사

  “처용무(處容舞)가 들어와 춤을 추었다”28)

  영조 106권, 41년(1765 을유 / 청 건륭(乾隆) 30

년) 10월 11일(계축) 1번째 기사

  “처용무(處容舞)가 나아가니, 음악이 연주되었

다”29)

  영조 107권, 42년(1766 병술 / 청 건륭(乾隆) 31

년) 7월 13일(신사) 1번째 기사

  “처용무(處容舞)를 올리고 악이 그친다”30)

  영조 120권, 49년(1773 계사 / 청 건륭(乾隆) 38

년) 윤3월 1일(경신) 1번째 기사

  “아악(雅樂)과 속악(俗樂)이 연주되고 처용무(處容

舞)가 추어졌는데”31)

  영조 121권, 49년(1773 계사 / 청 건륭(乾隆) 38

년) 7월 27일(갑신) 1번째 기사

  “헌가(軒架) 고취와 무동(舞童)의 처용(處容)을 격

식을 갖추어 들이게 하였다”32)

  정조 42권, 19년(1795 을묘 / 청 건륭(乾隆) 60

년) 윤2월 13일(을미) 1번째 기사

  “처용무(處容舞)를 추자 악대가 정읍악(井邑樂)과 

여민락을 향악(鄕樂)과 당악(唐樂)으로 번갈아 연주

하였다”33)

  이상으로 조선왕조실록에는 ‘처용무’라는 명칭이 

정조대이후에 보이지 않으나 의궤나 도병(圖屛)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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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려진 것을 보면 그 이후에도 거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868년(고종 5)부터 1902(광무 6)까지의 

의궤에는 ‘처용무’에 관한 기록이 전혀 보이지 않아, 

아마도 처용무는 1848년의 무신년진찬 도병<그림 

15>나 의궤<그림 16>을 끝으로 고종대의 예연에서

는 더 이상 시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34) 

  따라서 해방후에 ‘처용무’의 고증은 매우 어려웠

던 것으로 보이며, 그때까지의 실물자료가 난아 있

지 않은 관계로 주로 악학궤범 도설을 참고로 제작

하여 지금까지 사용해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III. 악학궤범과 연회도에 보이는 
‘처용무’ 복식

  1. 악학궤범 도설에 보이는 처용무‘복식

  악학궤범 도설에 보이는 ‘처용무복식에 대한 연구

<그림 1-1> 사모 <그림 1-2> 의 <그림1-3> 천의

<그림1-4> 길경 <그림 1-5> 상 <그림 1-6> 군 

는 선행연구35)들에 이미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를 종

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악학궤범』도설<그림 1>36)에 보이는 ‘처용무’의 

기본 복식은 머리에는 목단화(牧丹花), 복숭아나무 

가지와 열매를 장식한 사모(紗帽)<그림 1-1>를 쓰

고 얼굴에는 붉은 색의 가면을 쓰는데, 가면의 양쪽 

귀에는 귀걸이가 달려 있다. 의복은 의(衣), 천의(天

衣), 길경(吉慶), 상(裳), 군(裙), 한삼(汗衫), 대(帶), 

혜(鞋)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그림 1-2>는 오

방색인 ‘청 ˑ 황ˑ 홍 ˑ 백 ˑ 흑의 비단으로 만드는데 

단령이며, 앞, 뒷길과 양소매에 만화(蔓花)를 그려 

넣고 있다. 천의<그림 1-3>는 하피의 일종으로 보

고 있는데 끝을 삼각형으로 접고 각의 끝에 구슬장

식을 매달고 있다. 길경<그림 1-4>은 천의와 비슷

하나 천의 보다 길이는 길고 폭은 좁으나 끝에 구슬 

장식은 동일하다. 상<그림 1-5>은 세부분으로 나뉘

어져 부분별로 명칭을 달리한다. 군<그림 1-6>은 

말군으로 여성용으로 착용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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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한삼 <그림 1-8> 대 <그림 1-9> 혜

<그림 1-1~1-9> 『악학궤범』 ‘처용무’ 도설 -국역 악학궤범 

  한삼<그림 1-7>은 중단인 속옷으로 의 안에 입고 

소매가 매우 길어서 입었을 때 의의 소매 밖으로 늘

어진다. 대<그림 1-8>는 홍색가죽을 쓰며, 대의 중

간과 가장자리에는 길상문인 여지(荔枝)를 새기고 

금박을 입힌 나무장식판을 9개 박아주고 있다. 혜

<그림 1-9>는 끈 달린 흰색 가죽으로 만든다. 

  2. 연회도에 보이는 ‘처용무’ 복식

  조선시대 ‘처용무’가 보이는 연회도는 시대별로 

살펴보면 사궤장연겸기로회도(賜几杖宴兼耆老會圖) 

<그림 2> 사궤장연겸기로회도 (1623)

-조선시대 연회도, p.25

<그림 3> 사궤장연회도첩 내외선온도 (1668)

-조선시대 연회도, p.32 

(1623), 사궤장연회도첩 내외선온도(賜几杖宴會圖帖 

內外宣醞圖)(1668), 사궤장연회도(賜几杖宴會圖)(1668), 

기사계첩 경현당석연도(耆社契帖 景賢堂錫宴圖) 

(1720) 기사계첩 기사사연도(耆社契帖 耆社私宴圖) 

(1720), 기사계첩 봉배귀사도(耆社契帖 奉盃歸社圖) 

(1720), 담락연도(湛樂宴圖)(1724), 갑진기사연회도

(甲辰耆社宴會圖)(1724), 이원기로회도(梨園耆老會圖) 

(1730), 기사경회첩 사악선귀사도(耆社慶會帖 賜樂

膳歸社圖)(1744), 기사경회첩 본소사연도(耆社慶會帖 

本所賜宴圖)(1744), 평양감사환영도 부벽루연회도

(1745), 영조41년 기로연도(耆老宴圖)(1765),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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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사궤장연회도(1668)

 -조선시대 연회도, p.39

<그림 5> 기사계첩 경현당석연도(1720)

-조선시대 연회도, p.93

무신진찬도병(戊申進饌圖屛)(1848), 무신진찬의궤(戊

申進饌儀軌)(1848) 등이 있다. 

  사궤장연겸기로회도(1623)<그림 2>37)에는 처용무

복이 사모가 간단히 표현되고 있고, 사모위에 달리

는 꽃장식이 표현되어 있지 않다. 한삼 소매자락이 

밖으로 나와 있고, 발에는 혜(鞋)가 아닌 화(靴)를 

신은 것으로 보인다. 의(衣) 위에는 천의가 늘어져 

있고 대(帶)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궤장연회도첩 내외선온도<그림 3>에는 사모에 

양옆 위로 붉은 꽃장식이 달려 있으며, 모두 흰색 

한삼자락이 달려 있고, 백, 황, 홍색의를 입은 처용

은 푸른색의 화를 신고 있고 그 외는 황색화를 신고 

있다.

  사궤장연회도(1668)<그림 4>에는 사모에 양옆 위

로 붉은 꽃장식이 달려 있고, 모든 처용이 푸른색의 

화를 신고 있는 모습이다. 

  기사계첩 경연당석연도(1720)<그림 5>에는 전자

와 같이 사모에 붉은 꽃장식을 하고 푸른색 천의를 

드리우고, 허리에는 붉은색 대를 늘어드리고 발에는 

검은색 화를 신었다. 특이한 점은 의(衣)의 앞뒤에 

황색 원형 장식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6> 기사계첩 기사사연도(1720)

-조선시대궁중기록화연구, p. 209

  기사계첩기사사연도(1720)<그림 6>38)에는 의(衣)

의 앞뒤에 원형장식을 하고 있는데 <그림 5>와 달

리 백색의와 청색의는 황색 원형, 흑색의와 황색의

는 분홍색으로 색이 다르다. 백색의와 황색의를 입

은 처용은 청색 천의를 두르고 나머지는 녹색 천의

를 두르고 있다. 또한 황색의와 청색의를 입은 처용

만 흑색화를 신고 나머지는 청색화를 신고 있다. 

  기사계첩봉배귀사도(1720)<그림 7>에는 독특한 

형태의 천의가 목뒤에 두르는 부분과 늘어뜨리는 부



김 문 자 / 조선시대 연회도에 나타난 ‘처용무’ 복식

119

<그림 8> 담락연도(1724)

-조선시대음악풍속도 I, p.121

<그림 9> 갑진기사연회도(1724) 

-조선시대궁중기록화연구, p. 222

<그림 11> 

기사경회첩 

사악선귀사도 

(1744)

-조선시대 

연회도, p.125

<그림 7> 

기사계첩 

봉배귀사도 

(1720)

-조선시대궁중
기록화연구, p. 

207

<그림 10> 이원기로회도(1730)

-조선시대 연회도, p.66

<그림 12> 기사경회첩 본소사연도(1744)

-조선시대 연회도, p.127

분의 색과 면적을 다르게 한 점이 특이하다. 앞이 

보이는 청색의에 보면 원형장식을 앞에만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발에는 흑색화를 신고 있다.

  담락연도(1724)<그림 8>39)에는 사모 대신 복두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이하게 의 허리부위에 복

대같은 것을 두르고 있다. 발에는 흑색화를 신고 있다.

  갑진기사연회도(1724)<그림 9>에는 머리에 복두

양식에 양 끝에 꽃장식을 매달고 있으며 허리에는 

푸른색 복대를 하고 있으며 발에는 청색화를 신고 

있다.

  이원기로회도(1730)<그림 10>는 장식 없는 복두

를 쓰고 허리에는 복대를 하고 발에는 흑색화를 신

고 있다. 

  기사경회첩 사악선귀사도(1744)<그림 11>에는 뒷

모습만 보여 확실치 않지만 머리에는 전형적인 사모

대신 복두를 쓰고 발에는 혜를 신고 있으며 다른 부

속물들은 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기사경회첩 본소사연도(1744)<그림 12>에는 사모

위에 한가지위에 두갈래로 갈린 꽃가지를 꽂고 있으

며, 의의 앞뒤에 각기 색이 다른 원형장식을 하고 

있으며 흑색의와 적색의를 입은 처용은 발에 청색화

를 나머지는 황색혜를 신고 있다.

  평양감사환영도 부벽루연회도(1745)<그림 13>40)

에는 여기들의 처용무를 보여주는 관계로 처용가면

과 꽃달린 복두, 복색외에는 대부부의 복장이 일반

여기들의 복식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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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평양감사환영도 부벽루연회도(1745)

-조선시대음악풍속도 II, p. 33

<그림 14> 영조41년기로연도(1765)

-조선시대 음악풍속도 II, p.43

<그림 15> 무신진찬도병(1848) 

국립진주박물관 -진연진찬진하병풍, p.53

<그림 16> 무신진찬의궤(1848) 卷首 圖式 呈才圖

<처용무> -조선시대궁중기록화연구, p.499

  영조41년기로연도(1765)<그림 14>에는 꽃가지 달

린 사모를 쓰고 있으며 의에는 악학궤범에 보이는 

옷감의 무늬가 표현되어 있으며, 앞뒤에 원형장식이 

되어 있다 발에는 흑색화를 신고 있다.

  무신진찬도병<그림 15>41)의 처용무복은 사모위에 

꽃가지가 한 개씩 꽃혀 있고, 의에 무늬가 있는 것

이 표현되어 있고, 손끝에는 한삼자락 끝에 따로 긴 

자락이 드리워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다른 

그림들과 달리 상을 착용한 것이 표현되어 있다. 발

에는 흑색화를 신고 있다. 

  무신진찬의궤<그림 16>는 이와 달리 색의 표현이 

없어 선묘로만 그려져 있어 대략의 형태만이 알아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다만 무신진찬도병의 복장과 

색이 비슷했을 것으로 보이나 사모위의 꽃가지가 2

개인 점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순조기축

진찬의궤의 처용무복42)에서도 동일한 형태가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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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악학궤범 도설과 연회도 처용무 복식 비교

  이상으로 악학궤범 도설과 조선시대 연회도에 표

현된 처용무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참조 

<표 1> 연회도와 악학궤범 도설과의 처용무복 비교 

   악학궤범    

연회도  
사모 의 천의 길경 상 군 한삼 대 혜 비고

사궤장연겸기로회도

(1623)
꽃無  o  o  o 한삼 A o 흑색화

사궤장연회도첩 

(16680

꽃가지

2개
o o o 한삼 A o

청색화 3

황색화 2

사궤장연회도 

(1668)
꽃가지2개 o o o 한삼 A o 청색화

기사계첩경연단연석

도

(1720)

꽃가지

2개

앞뒤에

원흉배
o o 한삼 A o 흑색화

기사계첩봉배귀사도

(1720)

꽃가지

2개

앞뒤에

원흉배
o o 한삼 A o 흑색화

기사계첩기사사연도

(1720)

꽃가지

2개

앞뒤에

원흉배
o o 한삼 B o

흑색화 2

청색화 3

담락연도(1724) 복두형
복대형

두름
o o 한삼 B o 흑색화

갑진기사연회도

(1724)

복두형꽃

가지

2개

복대형

두름
o o 한삼 B o 청색화

이원기로회도

(1730)
복두형

복대형

두름
o o 한삼 B o 흑색화

기사경회첩사악선귀

도(1744)
복두 o o 한삼 B o 흑색혜

기사경회첩본소사연

도(1744)
꽃가지1개

앞뒤에

원흉배
o

한삼이 

안 보임 
o

황색혜 3

청색화 2

평안감사환영도 

부벽루연회도(1745)

복두형

꽃가지

2개

한삼 B o

기녀복에 

한삼, 

처용관만 

착용

영조41년기로연도

(1765)

꽃가지 

1개

앞뒤에

원흉배
o o 한삼 B o 흑색화

무신진찬도병

(1848)

꽃가지 

1개
o o o o 한삼 B o 흑색화

무신진찬의궤

(1848)

꽃가지 

2개

*한삼은 긴소매자락 포함

 한삼의 경우 속옷으로 입었을 경우 소매가 의의 밖으로 보이는 경우 한삼 A 

 지금의 무용복과 같이 따로 한삼자락을 소매 끝에 끼는 경우 한삼 B 로 표시

 1) 사모: 사모뿐만 아니라 복두형태도 쓰고 있는 

점이 다르다

 2) 사모에 다는 복숭아 꽃 : 악학궤범과 달리 전체

를 두르는 것이 아니라 주로 한 개나 두 개의 꽃가

지를 위로 세워 다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였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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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각된다. 그런데 <그림15>와 <그림 16>를 비교

해 보면 같은 년도의 ‘처용무’를 그린 것인데도 도

병에 있는 것은 꽃가지가 1개, 의궤의 그림은 꽃가

지가 2개인 것을 보면 1개나 2개를 그때그때 장식

한 것으로 보인다. 

 3) 의(衣)에서 원형 흉배를 다는 경우나 복대형태

를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눈에 띈다.

 4) 의(衣) 밖으로 나오는 한삼자락이 후기로 갈수

록 긴자락을 따로 손에 끼우는 형태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금도 한삼은 속옷도 되고 소매끝

을 연장시키는 흰색천을 길게 연장시키는 것을 말하

기도 하며 무용복에서 소매 끝에 끼우는 긴자락을 

이르기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5) 그림들에서는 목에 드리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천의라 보면 길경은 거의 착용하지 않

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그 형태나 용도가 비슷해

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한다.

 6) 발에 신는 것이 혜가 아니라 주로 신목이 있는 

목화형태인 것이 다르다.

 7) 처용무를 기녀들이 행하는 경우에는 오방색의 

의와 얼굴에 쓰는 가면만 다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 

IV. 결 론 

  삼국시대부터 등장하는 ‘처용무’는 주로 기이한 

복장에 스스로를 가리는 가면을 한 것으로 표현되었

으며, 처용무가 본래 흑포(黑袍)를 입고 사모(紗帽)

을 쓰고 춘 1인무였는데, 그 후 5명이 추는 오방처

용무로 확대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의 처용무복의 소매자락도 긴 한삼자락이 

달려있었던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는 왕조실록에 기록된 ‘처용무’ 관련 기

록은 47건인데, ‘처용무’라는 명칭이 정조대이후에 

보이지 않으나 의궤나 도병(圖屛)에 그려진 것을 보

면 그 이후에도 거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고종대의 

예연에서는 더 이상 시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방후에 ‘처용무’의 고증은 매우 어려웠

던 것으로 보이며, 그때까지의 실물자료가 난아 있

지 않은 관계로 주로 악학궤범 도설을 참고로 제작

하여 지금까지 사용해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시대 우리 전통복식을 어떤 시대로 한정지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공연되고 있는 ‘처용무’

의 복식에서도 조선시대 초기의 형태인 『악학궤

범』의 복식만을 고증하여 사용할 것이 아니라 그동

안 변형되어진 ‘처용무’ 복식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

어 보다 정확한 ‘처용무’ 복식의 재구성이 이루어져

야 하리라 생각된다. 

  이 연구로 인해 많은 후속연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즉, 수많은 무용복들이 무용을 연

구하는 쪽은 복식을 모르고 연구 하게 되고 풍속화

를 연구하는 쪽도 복식을 모르고 기술하는 일이 많

아 복식에 대한 정확한 연구로 인해 타 학문분야에

도 파급의 효과가 크며 타 분야 교육에도 연구 성과

가 응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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