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귀를 쫓는 춤, 처용무

처용무는 신라시대에는 원래 무속의 굿에서 탈을 쓰고 춤추는 축귀적인 의식무였다. 

수신(水神)과 용(龍) 신앙을 바탕으로 하면서 부정을 없애려는 원초적인 정화의식의 

탈춤 형태를 지니고 있다. 고려시대에 와서 점차 궁중의식무로 자리를 잡아 연말의 

나례나 상층의 의례 때에 추어지면서 상층의 의식무로 자리 잡게 되는데, 춤은 독립

적이기보다는 주술종교적인 종합 가무극의 형태였다. 이것이 고려 말기에 점차 상층

의 연회에서 여흥으로 춤을 추게 되고, 나례 때에는 산악백희가 결합되면서 점차 오

락적인 가면무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지정번호 39.

처용무 | 섣달그믐의 나례(儺禮) 또는 궁중이나 관아의 의례에서 처용(處容) 가면을 쓰고 

잡귀를 쫓는 벽사적인 춤.

전통공연·예술

처용무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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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용, 역귀를 쫓다

처용무는 『삼국유사』 권2 「처용랑(處容郎) 망해사(望海寺)」 조를 통

해 그 유래를 살펴볼 수 있다.

통일신라 말기 헌강왕(憲康王)이 행차하여 울산시 인근 개운포에 이

르렀다. 왕이 환궁 차비를 하였을 때 짙은 안개가 낀 하늘을 보고 괴이

하게 여겨 좌우에 그 이유를 물으니, 일관(日官)이 “이는 동해의 용이 

부리는 조화이니, 마땅히 좋은 일을 행하여 이를 풀어야 합니다.”라고 

아뢰었다. 이에 왕이 근처에 용을 위한 절을 짓게 하자, 먹구름이 걷히

고 동해에 용이 일곱 아들을 거느리고 솟아올라 춤을 추었다. 

그 중 ‘처용(處容)’이라는 이름의 한 아들이 헌강왕을 따라 수도인 

경주로 와서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관직을 얻어 머물렀

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처용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역신이 그의 아내

를 범하려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처용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

자 역신이 모습을 나타내어 무릎을 꿇고 앉아 사과하였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처용의 형상을 대문에 붙여 악귀를 몰아내고 상서로운 기운

을 맞아들이게 되었다.

이 설화는 처용을 신격화하면서, 처용의 모습이 역귀를 퇴치할 수 

있는 주술력을 갖게 되는 과정을 잘 보여 준다. 이렇게 시작된 처용무

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나례와 연회 등에서 계속 전승되었다.

한편 이 같은 처용을 아랍인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 흥미를 끈다. 미

술사학계에서는 경주에서 출토된 서역 관련 유물을 논하면서, 신라와 

서역의 교류가 활발했음을 밝히고 있다. 한반도에서 발굴된 서역 유

물, 아랍 문헌 속의 신라 내왕 및 신라의 대아랍·이슬람 제국 수출품

에 대한 기사, 그리고 신라가 아랍·이슬람 제국의 문물을 일본에 중

개 수출했다는 일본 정창원(正倉院) 문서의 내용, 고려 초기인 1024

년·1025년·1037년에 대식(大食) 즉 아라비아 상인들이 무역을 위해 

집단적으로 벽란도(碧瀾渡)에 왔었다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신라와 

서역 간의 직접적 교류 가능성은 매우 높다. 

당시 해상무역을 통해 헌강왕대나 그 이전부터 신라 사회에 정착해 

있던 이슬람 상인의 깊은 눈과 높은 코의 얼굴 모습은 사람들에게 매

우 위협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처용설화가 벽사의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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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 전설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다.

『삼국사기』에서 처용을 두고 “그 생김이 괴이하고 또 의관도 다르

다”라는 내용이나, 『경상도지리지』와 『세종실록지리지』 중 처용을 묘

사하며 “그 생김이 기괴했다[狀貌奇怪]”는 내용은 처용이 신라인이 아

니고 아랍인이라는 점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조선시대의 『악학궤범』권5에는 처용의 모습이 더 구체적으로 언급

된다. 「학·연화대·처용무합설」조의 처용가에서는 처용의 생김을 

“넓은 이마, 무성한 눈썹, 우그러진 귀, 붉은 모양(얼굴), 우묵한(우뚝 

솟은) 코, 밀어나온 턱, 숙어진 어깨” 등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악학궤범』 권9 「관복도설」 중 처용관복도설에 그려져 있는 처용의 모

습 역시 서역인의 형상에 가깝다.

연산군이 추다 

고려시대에는 처용무가 나례·중국 사신을 위한 연회·궁중연회·

개인적 연회 등 다양한 행사에서 연행되면서, 고려 사회의 보편적인 

연희로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고려의 많은 문인들의 시에

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숭인의 〈11월 17일 밤에 공익(功益)의 신라 처용가를 들으니 성조

가 비장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바가 있다〉, 이곡의 〈개운

포〉, 이첨의 한시, 이색의 〈구나행(驅儺行)〉 등에서 보듯, 고려의 문

인들은 처용무를 보고 그 내용을 한시로 표현했다. 이곡의 한시 〈개운

포〉를 통해 고려시대의 처용무에 2인무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색

의 한시 〈구나행〉은 처용무가 나례에서 역귀를 쫓는 구나의식을 행한 

후에 연행되는 연희들 가운데 하나였음을 보여준다.

한편 『고려사』에서는 처용무에 대한 기사가 6회 나오는데, 모두 처

용희(處容戱)라고 부르고 있다. 이 기록들을 통해 고려시대의 처용무

는 나례뿐만 아니라, 궁중연회로부터 개인적인 연회에 이르기까지 널

리 행해졌으며, 왕과 신하가 직접 처용희를 연행하고 즐길 정도로 보

편적인 연희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처용무는 조선 초기 세종·세조 때 정악(正樂)으로 개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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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의례적인 행사에 사용되었다. 그 후 연산군 때에 이르러 처용무는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연산군실록』에는 처용무 관련 기사가 무려 28

건이나 발견된다. 그 중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나례와 관계없이 각종 연향(宴享)에서 처용무를 자주 추게 했

으며, 연산군 10년 5월 22일에는 “왕이 직접 처용의 가면을 쓰고, 바로 

대비 앞으로 가서 춤추고 뛰놀며 흥청에게 노래 불러 응답하게”하는 

일이 있었다. 그리고 연산군은 “처용무에 기생을 쓰지 말고 남자 재인

을 쓰라”(세종 25년 1월 25일)는 세종의 명과는 반대로, “기녀들에게 

처용무를 가르치고 연습시켜 한결같이 향연 때에 사용하도록 하라”라

고 명했다(연산군 10년 12월 13일). 또 장악원 제조 이계동·임숭재의 

말에 따라 “사모를 화려하게 바꾸고 금박가루를 아교풀에 갠 이금(泥

金)과 진한 불투명 채색인 진채(眞彩)를 사용”하도록 하거나(연산군 

10년 12월 15일), “처용의 가면을 여자의 얼굴과 같이 가볍고 편하게 

만들도록”하여(연산군 10년 12월 21일), 처용무의 가면과 복색에 전반

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연산군은 술에 취하면 기꺼이 처용의를 입고서 처용무를 추며 스스

로 노래하기도 했고(연산군 11년 4월 7일), 칼을 휘두르며 처용무를 

추기도(연산군 11년 10월 9일) 했다. 또한 연산군 11년 1월 9일 기사에 

따르면 연산군은 기녀들에게 처용무를 가르칠 것을 명하면서, 그 동

작까지도 자신의 취향에 맞게 고치도록 요구했다. 연산군대에 이르러 

처용무가 남성적인 춤에서 벗어나 기녀들의 궁중무에 어울리는 춤으

로 바뀐 것이다. 그래서 원래 처용무가 갖고 있던 주술적인 측면이 약

화되고, 연악무(宴樂舞)로서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 같은 성격의 처용무는 점차 궁중을 떠나 각 지방으로 퍼지게 된

다. 김홍도의 〈평안감사향연도(平安監司饗宴圖)〉 중 〈부벽루연회도〉

에는 평양 감영의 관기들이 벌이는 오방처용무가 그려져 있다.

김홍도,  

<부벽루연회도(浮碧樓宴會圖)>

조선 19세기, 지본채색,  

71.2×196.6㎝,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사진 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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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 하면, 『교방가요(敎坊歌謠)』는 고종 4년(1867)에 진주 목사로 

부임한 정현석(鄭顯奭)이 진주 교방에서 연행했던 노래와 정재를 모

아 고종 7년(1870)에 편찬한 책인데, 이 책에서 처용무가 소개하고 있

는 점으로 볼 때, 진주에서 처용무가 연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623년에 이원익에게 하사된 궤장하사연(几杖下賜宴)의 장면

을 그린 〈사궤장연겸기로회도(賜几杖兼耆老會圖)〉에도 〈오방처용무〉

가 그려져 있는데, 주목되는 점은 원래 궁중이라는 특정 공간에서 왕

실과 그 종친들이 관람하던 궁중정재가 개인의 가택에서 개인을 위하

여 연행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궁중정재로서의 처용무가 각 지방 관

아에서 연행된 것과 마찬가지로, 처용무가 민간연희화되어 가는 모습

을 살펴볼 수 있는 예이다.

처용무가 이어지다

처용무는 1926년 이왕직아악부에서 젊은 악사와 아악생들에게 가르

치면서 1945년 광복 때까지 명맥을 잇게 된다. 광복이 된 뒤에는 1951

년에 개창된 국립국악원에 의해 이어졌고, 1955년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양성소가 설치되어 양성소 학생들에게 처용무를 가르쳤다. 이

렇게 국립국악원을 중심으로 아악부 출신들에 의해 연희·계승되던 

처용무는 1971년 1월에 국가무형문화재 제39호로 지정되었고, 현재는 

김용, 김중섭이 예능 보유자로 인정되어 있다. 

처용무는 원래 검은 탈을 쓰고 1인이 추던 것이었으나, 조선시대 세

종 때에 와서 오방처용(五方處容)으로 바뀌었다. 신라시대 불교에서 

나타나는 오방신(五方神)과 고려시대에 중국 송나라의 오방춤의 유입

에 의해 처용무도 오방처용무로 정착하게 된 것이다. 

처용 탈은 원래 검정색이며, 모시나 옻 껍질 또는 유자나무로 만든

다. 탈은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정도로 크며, 긴 콧수염

과 약간의 턱수염이 있다. 『악학궤범』에 나오는 처용탈은 턱이 각지

고, 코가 큰 다소 이색적인 모습이다. 그리고 탈 위에 대나무로 망을 

짜서 만든 사모(紗帽)를 쓴다. 사모를 쓴 머리 좌우에 목단화(牧丹花)

를 꽂고, 가운데에는 복숭아 세 개와 복숭아나무 가지로 장식한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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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 모란은 부귀를 상징하며, 복숭아나무 가지는 잡귀를 쫓는 벽사

적인 성격, 복숭아는 벽사와 신성성을 상징한다. 귀에는 주석 귀걸이

와 납 구슬을 단다. 옷은 청, 백, 홍, 흑, 황 비단의 오방색(五方色)으

로 만든다. 

춤은 5인이 청, 백, 홍, 흑, 황의 순서로 등장하며, 입장해서 좌로 돌

아 북향한 다음 춤이 시작된다. 이어 처용가(處容歌)를 부르고 다양한 

동작의 춤이 이어진다. 춤 동작은 무릎을 구부렸다 펴는 동작, 발과 

다리를 이용해 좌우로 방향을 트는 동작, 빙빙 도는 동작, 앞으로 세 

처용무

•사진출처:직접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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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나아갔다가 뒤로 물러서는 동작, 허리를 구부렸다 펴는 동작, 가

슴을 웅크렸다가 하늘을 향해 활개를 펴는 동작, 양 손을 앞에서 위로 

또는 좌우로 올렸다가 뿌리는 동작, 한 손을 들어 어깨 위에서 뿌리

는 동작, 손을 반대 방향의 어깨에 대는 동작이 있다. 그리고 앞의 동

작을 상호 결합하며 다리와 발, 허리, 손동작에 따라 다양한 춤동작을 

만들어내며, 방향의 전환과 대무 방식에 따라 여러 동작이 나타난다. 

현재 처용을 중심으로 한 ‘처용문화제’가 울산 지역에서 해마다 10월 

초에 열리고 있다. 울산 개운포 앞바다의 처용암(處容岩)과 처용비(處

容碑)에서 처용제사를 지내며, 처용설화를 바탕으로 처용의 개운포 

처용무

•사진출처:직접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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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과 헌강왕과 화랑과의 만남, 역신을 쫓아내는 처용무를 보여준

다. 그리고 헌강왕과 왕비 선발대회, 처용 퍼레이드와 가면페스티벌, 

국제민속춤페스티벌, 전국탈춤경연대회 등 각종 공연과 전시 행사를 

하고 있다.

처용무

•사진출처:직접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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