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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istorical background which uses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tra-
ditional incense and how to use it in clothes. Incense was at first introduced to Korea in the period of King Nulji of Shilla 
dynasty. First introduction to this nation, incense was already regarded as divine. It was then developed with five main 
uses, tribute, fragrance, purification, anti bacteria, and cure. Incense used by fragrance and anti-bacteria in clothes. It make 
emit a fragrance from the clothes or decorate clothes with ornaments. Incense was also to prevent clothes or books from 
being damaged by insects and maintain them over a long period. It used one of the factor for beauty of cost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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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향(香)은 인간의 문화가 시작된 이래 지역과 민족을 초월해       

서 생활 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며, 인간의 삶을 풍요롭       

게 하고 신에 다가서는 하나의 수단으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의        

하나였다. 우리나라 또한 오랜 역사 속에서 수준 높은 향 문화         

를 영위해 왔으며 향은 단순히 좋은 냄새이기 이전에 정신문화        

의 한 형태로서 많은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선조들의 삶에 여         

러가지 용도로 사용되어 왔다. 오랜 세월동안 지속되어 오던 향        

문화는 근세이후 역사의 격변기 속에서 많이 쇠퇴되어 오늘날       

에는 그 일부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그로 인해 현대인들의 인        

식 속에서 향은 피우는 형태로 제사 혹은 불교를 연상시킬 만         

큼 한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특정한 사람들이나 특정한 때에 사        

용하는 것으로 각인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우        

리 선조들이 남겨 준 다양한 형태의 향 문화는 풍요롭고 소중         

한 전통문화로서 그 우수성과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계        

승 발전시켜 나가야 필요성이 있다. 

지금까지 향에 관한 연구는 본초학과 같이 주로 향재로 사        

용되는 각각의 약재에 관한 성분과 약리작용에 관한 분석(陸昌       

洙 외, 1973), 간호 보조수단의 하나로 서양의 허브를 이용한        

아로마 요법(하혜정, 1999; 이성희, 2000)과 한의학적 관점에서      

의 향기요법(송태원, 2002; 정용석 외, 1999), 그리고 천연 향        

재(香材)의 살충효과에 대한 연구(韓美京, 1998; 정용재 외,     

2001)등이며, 복식과 관련된 향에 대해 언급되어 있는 것은 이     

선재·이미석(1997)의 연구이다. 그러나 이 연구 또한 향집과     

관련지어 향의 기원과 유래에 대해 개괄적으로 다루었을 뿐 우     

리나라 전통 향에 대한 옛 기록이나 문화사적 측면에서의 고찰     

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통 향의 기원과 유래, 그리고 향     

이 전래된 이후 향의 사회적 용도와 그 성격적 특성을 살펴보     

고, 복식과 연관되어 향이 어떻게 활용되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향에 대한 국내·외 단행본과 사서를 통한 문헌     

고찰과 함께 현존하는 향 관련 유물을 다룬 보고서 등을 중심     

으로 고찰하였다.

2. 우리나라 전통 향의 기원과 유래

우리나라의 고문헌상에서 향이 처음 나타나는 것은 신라 눌     

지왕(재위 417~458) 때 중국 양나라 사신이 의복류와 함께 향     

물(香物)을 가져왔으나 그 이름과 용도를 몰라 수소문하던 끝     

에 고구려의 승려 묵호자가 향을 신성(神聖)에게 정성을 도달     

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주었다는 내용과(삼국사기 권 제4 신라     

본기 제4- 법흥왕 15년) 진평왕 34년(612)에 전란이 일어났을     

때 김유신이 ‘소향고천기축(燒香告天祈祝)’하였다는 기록이 『삼    

국사기』에 있어(삼국사기 권 제41 열전 제1 김유신 상) 우리     

나라 역시 신명(神明)을 받드는 데 향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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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평강공주가 온달을 처음으로 찾아갔을 때 온달의 노        

모가 평강공주에게 ‘한자지취분복이상(閒子之臭芬馥異常)’ 하다   

는 것으로 보아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 권 제 45열전 제 5 온달). 그러나 삼국사기의 기록만         

으로 신라시대에 향이 처음으로 도입되어 사용되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며, 단군신화에 이미 쑥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쑥도 향초(香草)의 하나이므로, 특별히 ‘향’이라 명명되       

거나 제조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용도와 그 기능적인 측면에        

서의 향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역사시대 이전에 향의 용도로 사용된 물질은 존        

재하였으며 신라시대에 향이 도입된 후, 삼국에 불교가 전래되       

고 점차 국교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제조되고 그 용례는 점차 증        

가하였을 것으로 본다. 

선조들이 향을 사용하는 모습은 현존하는 유물을 통해 알아       

볼 수 있다. 고구려 안악 3호분의 벽화 ‘부인도’에서 부인 앞         

에 향로를 받들고 있는 시녀의 모습(Fig. 1)을 통해 4C 당시         

귀부인의 일상생활에서 피우는 형태의 향이 사용되었음을 알수      

있다. 쌍영총 동쪽 벽화에는 9人이 걸어가는 ‘공양도’에서      

크게 강조되어 그려진 승려 앞에 걸어가는 여자의 머리위에 있        

는 향로에서 세 줄기의 향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Fig. 2)이 있        

다. 불교가 국교이던 당시 승려의 지위가 상당히 높았음을 염        

두에 둔다면 승려보다 향로를 든 여자가 앞서 가고 향로를 가         

져가는 방식도 머리위에 인것은 향을 매우 귀하게 여겼음을 나        

타내고 있다. 신라 8세기 성덕대왕신종의 비천상이 무릎을 꿇       

은 자세로 향로를 받들고 있는 모습(Fig. 3), 고려 10세기 월정         

사 팔각구층석탑 안 사리공(舍利孔)에서 수정사리병과 함께 발      

견된 자수향갑낭(Fig. 4) 등과 같이 신앙과 관련된 대상물에 향        

을 뜻하는 것이 함께 표현된 것을 볼 때 향이 매우 중시되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보물 제65호 고려시대 청자기린뉴개향로(靑磁麒麟     

蓋香爐)(Fig. 5)와 보물 제1027호 청자구룡형삼족향로(靑磁龜    

龍形三足香爐)(Fig. 6)는 향로의 뚜껑 위에 상상속의 동물인 거       

북모양의 몸에 용의 머리를 지닌 구룡과 기린을 형상화하고 있     

으며, 향연이 신령스런 동물의 입으로 피어오르게 되어 있다.     

보물 제60호 청자사자뉴개향로(靑磁獅子 蓋香爐)(Fig. 7)는 향    

로의 뚜껑 위에 사자를 형상화하였으며, 이 향로는 3개의 짐승     

머리 모양을 한 다리가 몸체를 떠받치고 있는데, 정교하고 아     

름답게 제작하여 그 자체만으로 장식성을 가지며, 향연이 피어     

오르는 모습까지도 고려하여 단순히 향기뿐만 아니라 향의 멋     

과 풍류, 신비로움을 더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형태의 향로는     

『고려도경』에서 ‘자모수로(子母獸爐)’가 있다. 

또한 향은『고려사』, 『조선왕조실록』에 왕에게 진헌(進獻)   

하는 품목이나 외국간의 사신행차 예물에 들어있을 만큼 귀한     

것으로 취급되었다(고려사 현종 기미 10년(1019); 고려사 의종     

계미 17년(1163); 조선왕조실록, 세종 5년 5월; 조선왕조실록,     

세종 7년 12월).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향은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으며,     

삼국시대이후 향의 사용빈도가 증가하여 점차 보편화되고 생활     

 

 

  

Fig. 1. 고구려 안악 3호분 부인도 (조선화보사, 

 고구려고분벽화, 1985.5).

Fig. 2. 고구려 쌍영총 공양도 (www.kokuryo.org).

  

  

Fig. 3. 성덕대왕신종
 (www.ocp.go.kr).

Fig. 4. 자수향갑낭

 (월정사성보박물관, 월정사팔각

 구층석탑 사리구 기념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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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한편, 향은 여전히 신비롭고 귀        

하게 여겨지는 대상이었으며 신성에 가까워지는 하나의 수단이      

었음을 알 수 있다. 

3. 향의 용도별 성격 

향은 훈향(薰香), 연고, 화장수, 패용등의 형태로 몸에 향이       

스며들게 하거나 주변 공기를 향기로 채우는 방식으로 주로 이        

용되었다. 그러나 향료를 뜻하는 ‘perfume’이 ‘to make      

smoke’의 뜻을 지니므로 고대인들은 신성에 다가가는 방식으      

로 훈향을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김진옥, 2002). 향은 신체        

나 주변 환경의 악취를 가리는 실용적인 목적에서 시작되어 나        

쁜 기운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고, 의복에서 생기는 나쁜 냄새       

와 좀을 제거하며, 사당이나 제사지의 신성한 분위기를 조성하       

는 등의 의례적이고 심미적인 것으로 점차 발전되었다. 

고문헌과 유물을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전통향의 용도는 크       

게 다섯가지로 구분되고, 그 중요도에 따라 열거하면 공양, 방        

향, 정화, 방충, 치료의 순이며 각각의 용도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공양의 용도 

공양이란 공경하는 마음으로 신·윗어른·죽은 자의 영혼     

등에게 향·꽃·등불·음식·재물 등을 바치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에서 공양의 용도로 주로 사용되어진 경우는 삼국시대      

에 국교가 된 이후 오랜 세월 명맥을 유지해온 불교와 고대사         

회로부터 현재까지 중시되고 있는 제례를 들 수 있다. 

불교 : 불교에서의 공양은 부처가 생존할 당시부터 행해져       

오던 일이 후세로 전승되면서 하나의 의식으로 정착되어 재물       

공양과 법공양을 뜻하는 이종(二種)공양, 의복·음식·침구·    

탕약을 뜻하는 사사(四事)공양, 그 외에 육법(六法)공양(향, 등,      

꽃, 차, 과일, 곡식), 십종(十種)공양(꽃·향·영락·말향·도    

향·분향·회개·당번·의복·기락) 등의 형식으로 계승 발    

전되었다(www.britannica.co.kr). 이 중 세세한 물품을 명시한     

육법공양과 십종공양 중에서도 향이 불전공양의 으뜸이 되면서      

주요 공양구인 삼구족(三具足: 향로, 촛대, 꽃병) 중 그 가운데     

놓인다. 또한 아침, 저녁으로 올리는 예불은 오분향례(五分香     

禮)를 외우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이는 오분법신(五分法身)을 향     

에 비유한 공양이자 발원이다(김현준, 1999). 

불전에 향을 공양하는 방법 중에는 직접적인 분향 외에 침     

향으로 불상을 제작하기도 하고(고려사 의종 신미 5년), 탑이나     

불상을 조성할 때 향목(香木)이나 향을 넣기도 하였다. 불교에     

서 건탑(建塔)의 기본 조건은 사리(舍利)이고 사리의 상징성으     

로 인해 탑은 강한 신앙성이 부여되므로,(강우방, 1993) 탑 조     

성시 향을 공양한 것으로 볼 수 있다.『조상경(造像經)』에 의     

하면 불상의 복장품(腹臧品)을 조성할 때에는 다른 여러 물품     

들과 함께 다섯 가지 향을 넣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유향, 청     

목향, 곽향, 정향, 침향을 이르며 보통 향나무를 다섯 조각 넣     

는 것으로 되어있다(홍윤식, 1997). 해인사 금동비로자나불 복     

장유물에서나 흑석사 아미타여래 목불의 복장유물에서는 오향     

과 함께 여러 직물류가 발견되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여 색감이나 직물의 상태     

가 원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향이 단순히 공양의     

차원을 넘어서 불복장 내에 충해(蟲害)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     

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탑을 조성할 때 향을 공양한 여러 사례가 Table 1에 있으며,     

공양한 향의 형태는 향분, 향목, 향편 또는 향목을 이용하여 만     

든 사리병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중에서도 1970년 월     

정사 팔각구층 석탑 해체 시에 탑의 사리공(舍利孔)에서 발견     

된 자수향갑낭은 세로 5.5 cm 가로 5.4 cm로 그 크기가 매우     

작다. 당시 유물의 추정 연대는 10세기 경으로 발표되었으며,     

향낭 내에는 향목 조각이 들어있었다(홍사준, 1971). 

불교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또 하나의 공양 형태는 매향(埋香)     

이다. 앞서 언급한 공양이 부처에 직접 향을 바치는 형태라면     

매향은 좋은 향을 공양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백성들이     

향목을 묻어서 미륵세계와 연결되기 위한 하나의 매개체로서     

먼 미래를 위한 예비 공양이다. 향목을 해변에 묻어두는 매향     

의식은 정세가 혼란한 고려 말~조선 초에 주로 행해졌으며 구     

세적(救世的) 성격이 강한 미륵하생(彌勒下生) 신앙의 한 형태     

   

Fig. 5. 청자기린뉴개향로(www.ocp.go.kr). Fig. 6. 청자구룡삼족향로(www.ocp.go.kr). Fig. 7. 청자사자뉴개향로(www.oc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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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민중 주도적 성격이 강하다(이해준, 1983). 

제례 : 조선시대에 나라에서 지내는 제례는 종묘사직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천재지변이나 괴이한 일이 있을 때 백성들을 위        

해 행하는 기청제(祈晴祭), 기우제(祈雨祭), 해괴제(解怪祭), 산     

신제(山神祭), 풍운뇌우제(風雲雷雨祭) 등으로 그 종류와 횟수     

가 매우 많았다. 『조선왕조실록』에 나라에서 지내는 제례에     

사용되는 향은 신성에게 예를 표하기 위해 왕이 하사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왕이 하사한 향과 축문을 받들고 제사지로 가져       

가는 행향사(行香使)의 임시벼슬이 있었다. 왕이나 왕세자가 행      

향사에게 친히 향을 전하기도 하고, 왕세자가 행향사의 소임을       

받아 향과 축문을 제사지로 가져가서 직접 분향(焚香)·진향      

(進香)하기도 하였다(세종 31년 6월; 예종 1년 5월). 행향사가       

비록 임시적인 지위라 할지라도 향을 전하는 예를 매우 중시하        

여 행실과 작위가 높은 자로 정하고(태종 13년 7월; 성종 15년         

1월) 행향사의 소임을 받은 자 또한 제사를 지내기 하루 전에         

목욕재계하는 등 향이 전달되기까지의 과정에 정성을 다하였다.      

성종 21년 11월에는 ‘제릉(諸陵)의 행향사는 선왕(先王)과 선후      

(先后)를 위한 것이니, 그 높음은 상대가 없다’ 하여 ‘봉명(奉        

命)한 대소신료들은 길에서 향축사(香祝使)를 만나면 모두 말      

에서 내리고 향축을 받든 사신은 말에서 내리지 않는 것을 일         

정한 제도로 삼도록 하라’는 기록이 있을 만큼 행향사에 대한        

예우는 절대적이었다. 또한 행향사의 복식에 대해서도 언급하      

고 있는데 행향사로 임명된 사람은 관직에 맞는 관복이나 행향        

사의 정해진 복식을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왕·선후의 기일       

에 백포(白布)·사모·각대(태종 12년 6월) 영릉(英陵)에는 제     

복(세종 30년 3월)을 착용하는 등 제례의 성격에 따라 복식의        

착용을 달리하고 있다. 행향사에게는 향 전달의 업무와 책임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천재지변과 관련한 제사의 기원이 이루어     

지면 그 노력에 대한 포상도 주어졌다(예종 1년 5월; 성종 25     

년 5월). 

3.2. 방향의 용도

방향이란 좋은 향기를 뜻한다. 각 개인의 몸에서 나는 향기     

는 스스로 만족하는 면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보다 사회적 지     

위와 인품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향이 사용되었다. 체취에서 자     

연스런 향을 발산하기 위해서는 향재를 이용하여 얼굴과 몸을     

씻는 방법, 향재를 복용하거나 양치질을 통해 입 냄새를 제거하     

는 방법(오현주·송태원, 1997), 외출 전 의복을 훈의하거나, 향     

을 패용하는 방법을 주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향을 패용하는 것     

이 단순히 방향의 목적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런 질병     

에 향을 가루내어 응급약으로 사용함으로써 심미성과 실용성을     

갖춘 매우 긴요한 장식품이었다. 패용에 사용되는 향은 사향과     

같이 단독으로 쓴것도 있지만 대부분 여러가지 향재를 복합하여     

사용하였는데, 이들은 다 한약재로서 제각각 약성을 지니고 있     

어 위와 뇌에 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陸昌洙 외, 1973). 

고려속요『만전춘별사』 제5연에 ‘남산에 자리보아 옥산을    

벼어누어 금수산 니블안해 사향각시를 아나누어’라는 표현이     

있을 만큼 고려시대에 사향이 방향의 용도로 보편적으로 사용     

되었음을 알수 있다. 

『고려도경』에는 회경전과 건덕전에서는 공적인 모임에 향     

을 피우는 데 독누, 용뇌, 전단, 침수를 태우고, 조서(詔書)를     

맞을 때는 사향을 피운다고 되어 있어 친교에 있어서도 향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모임의 성격에 따라 향을 달리 사용하     

였음을 알 수 있다. 

Table 1. 탑 조성시 향공양 사례(국립중앙박물관, 1991)

No 원소재지 조성연대 향의 형태 비고

1 분황사모전석탑 신라 선덕왕 3년(634) 동제향유병 국립중앙박물관

2 불국사석가탑 통일신라 751년경 향목제사리병, 향목편 국립중앙박물관

3 송림사오층전탑 통일신라 8세기 초 향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연구논총 97-12

4 보림사삼층석탑 870, 1478, 1535, 1684년 향목 국립중앙박물관

5 익산왕궁리오층석탑 통일신라 8~9세기 향 고고미술123·124호

6 동화사금당암서탑 통일신라 9세기 향목편 국립중앙박물관

7 성주사지동삼층석탑 통일신라 향목편 국립중앙박물관

8 성주사지서삼층석탑 통일신라 향목분말 고고미술113·114호, 

9 의성관덕동삼층석탑 통일신라 향목 국립중앙박물관

10 광주서오층석탑 고려전기 향목 미술자료 5호

11 함양승안사지삼층석탑 10세기 향분 국립중앙박물관

12 장명사명오층석탑 고려 997년 향목 국립중앙박물관

13 월정사팔각구층석탑 고려 전기 향목,향분,향초 국립중앙박물관

14 전 문경봉루리탑 고려 12세기 향목 국립중앙박물관

15 부여장하리삼층석탑 고려 12세기 향목, 향분 국립중앙박물관

16 만복사지오층석탑 고려 향편 국립중앙박물관

17 자정국사사리구 13세기 향목 국립중앙박물관

18 원주령전사지보제존자정도탑 고려 1388 향목 국립중앙박물관

19 흑석사아미타여래불복장 1458년 향목 국립중앙박물관

20 수종사팔각오층석탑 1493, 1628년 향목편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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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정화의 용도 

정화란 더럽거나 불순한 것을 없애고 깨끗하게 하는 것을 뜻        

하는데 향이 정화의 용도로 사용된 사례를 보면 시각적으로 보        

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그 대상 범위가        

넓다. 향을 사용에 있어서의 정화는 벽사를 통하여 주변 환경        

을 정화하고 신성함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향은 정화를 위        

한 수단으로 매우 중요시하여서『제의초』 ‘출입의’중 ‘참례     

의’에 사당을 출입할 때, 제사지낼 때에는 분향으로 예를 올리        

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의식을 간소화할 경우에도 향은 필        

수적인 것이었다.『상례비요』『사례편람』의 상례 과정을 살    

펴보면 망자(亡者)를 목욕시킬 때 향탕(香湯)을 사용함으로써     

‘목욕’이라는 행위를 통해 단순히 실질적인 면뿐만 아니라 시       

신에서 날 수 있는 악취와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정화의 의미         

를 더 강화하였다.『증보사례편람』 번(潘) ‘사상례(士喪禮)’에    

서 ‘(안)군상욕용향탕즉본 국지제위신자자불감참범이지어목병  

용향탕극가소(按)君喪浴用香湯卽本 國之制爲臣子者 不敢僭犯 

而至於沐 用香湯極可笑’ 임금의 상(喪)에 향탕을 사용하지만    

신하된 자들까지도 사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되어 있어 상        

례과정에서의 향탕 사용이 초기에는 왕만 사용하다가 점차 보       

편화되었음을 나타낸다. 

중요무형문화재 제72호로 지정되어 있는 진도의 씻김굿에서     

는 굿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씻김’ 혹은 ‘이슬          

털이’의 과정에서 저승으로 떠나지 못하고 있는 망자 영혼의       

부정(不淨)을 깨끗이 씻어줄 때도 향탕과 쑥물이 사용되고 있       

다(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1998). 단순히 향탕이라고만 되어    

있어 그 향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없지만『조선왕조실       

록』 세종 2년 9월에 공정대왕의 연제(練祭)에 하루 앞서 향탕        

으로 신주(神主)를 목욕시키는 기록이 있는데 이 또한 같은 맥        

락으로 볼 수 있다. 

정화의 용도는 상례와 제례의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경사스       

런 일이 있을 때 나쁜 기운을 막는 데도 사용되었는데, 그 대          

표적인 예가 부용향(芙蓉香)으로 혼례 때 여자 하인이 새색시       

의 앞에 서서 피움으로써 주위를 정화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김영숙, 1998). 

3.4. 방충의 용도 

방충이란 해충을 예방하거나 없애는 것을 뜻한다. 의복이나      

책을 충해없이 장기간 보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일본 정창원의 읍의향( 衣香)은 여러 종류의 향으로 조합되어      

있고 보물과 서책의 방충·보존을 위해 준비되었던 것이 남아       

있는데, 이 처방은 640년경 성립된 당(唐)대의 약방서(藥方書)      

『천금요방(千金要方)』에 의한 것이다(나라국립박물관, 1997).   

우리나라의 경우도『규합총서』와 『제중신편』에  나타난 의   

향이 방충의 용도로 사용되어진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약리       

작용은 최근 여러 실험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고 현재 활용할        

수 있는 방충재로도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다(韓美京, 1998; 정       

용재 외, 2001). 

3.5. 치료의 용도 

향을 이용한 치료법이란 식물에서 추출한 방향성 정유를 이     

용하여 질병을 예방·치료하여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치료     

법이다. 일반적으로 향기요법이라 하면 서양의 허브식물을 떠     

올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방식이 보편화되어 있으나 실제로 한     

의학에서 향을 이용한 치료법은 그 역사가 깊어서 아주 오래전     

부터 이용되어왔다. 전문서가 아닌 것 중 가장 오래전에 향기     

요법이 소개된 것은 마왕퇴(기원전 194년)에서 출토된 오십이     

병방(五十二病方)이다(정용석 외, 1999). 한의학에서 향을 이용     

하여 치료하는 방법에는 향연기를 쐬는 훈법(薰法), 향재를 달     

여 약의 증기를 쐬거나 세척하는 훈세법(薰洗法), 코를 통한 흡     

입법, 바르는 형태인 향지법(香脂法) 등이 있다(안점우 외,     

2000).

『기측체의』 신기통(神氣通)의 <비통(鼻通)>에서 ‘비위통기   

지환호(鼻爲通氣之 戶)’라 하여 코를 기가 통하는 통로로 인     

식하고 있어 향은 단순히 좋은 냄새이기 전에 향의 약성을 코     

로 흡입하여 정신과 육체를 위한 치료수단으로 여겼다. 향의 약     

성을 직·간접적으로 맡게 하는 방법으로는 향대법(香袋法), 향     

침법(香枕法), 향의법(香衣法), 향병법(香甁法), 소향법(燒香法)   

등이 있다. 향대법은 패용하는 방식 중의 하나로 보이며, 향침     

법은『고려도경』에 흰 모시로 자루를 만들어 그 속에 향초     

(香草)를 채우고 수침(繡枕)을 만들어 사용하였음을 기록하고     

있고, “조선 현종 때 조수삼(趙秀三)은『추재시초(秋齋時抄)』    

에서 국침(菊枕)을 사용하고 몸과 머리가 편안하고 안정되는 효     

능에 대해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이상희, 1998). 향의법은 의     

복을 보관할 때 향을 같이 둠으로써 향이 배게 하는 방법이며,     

향병법은 향을 코에 직접적으로 흡입하는 방법이다(오현주·송     

태원, 1997). 

그러나 향을 흡입하는 것이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만 하는 것     

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심신의 안정을 가져다주어 선비들의     

고아한 삶에서 하나의 필수품이었다. 『상촌집』 제47권 야언     

(野言)에 ‘심산고거로향불가결퇴(深山高居爐香不可缺退)’라 하  

여 깊은 산에서도 향을 벗 삼았으며『오주연문장전산고』중     

<십이시정취(十二時情趣)>에서는 ‘오시와 유시에는 식사 전에    

향을 피워서 기(氣)와 신(身)을 안정시킨다’ 하여 선비들이 향     

을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여준다. 

바르는 형태의 향지법은『제중신편』에 추운 겨울에 얼어     

터진 것을 치료하는 ‘육향고(六香膏)’라는 제법이 보이고, 조선     

시대『규합총서』의 ‘호신향방(護身香方)’은 몸에 패용하면 온    

갖 병이 없고 요사스러운 기운이 침범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다.     

실제로『본초학』을 살펴보면 향기요법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약재들은 두통이나 위의 작용을 돕는 효능이 있어 코로 흡입하     

거나 복용했을 때 약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 복식에 사용된 향 

복식과 관련하여 사용된 향의 용도를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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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가지의 용도 중에서 방향, 방충이 주를 이룬다. 먼저 방         

향의 용도를 위해서 패용하는 방식과 옷에 향을 쏘이는 훈의        

(薰衣)방식이 사용되었다. 향을 패용하는 것에 관한 기록으로는      

『고려도경』에 ‘패금향낭이다위귀부가(佩錦香囊以多爲貴富家)’ 

라 하여 그 당시 향낭이 귀부인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식이었으        

며, 필수 장신구였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 된 유물은 월정사 팔각구층석탑에서 나온 수라(繡羅) 향       

낭으로 10세기경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이지만, 패용을 위       

한 것이 아니어서 참고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향낭은 주로 직물       

로 제작되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열화(劣化)되고 약화되어 보       

존되는 예가 드물다. 이로 인해 현존하는 유물은 18세기 이후        

의 것이 대부분으로 노리개 형식을 띤 것이 많다. 

현존하는 유물을 중심으로 향을 패용하는 방법(Fig. 8)을 살       

펴보면, 주머니에 향을 담거나 둥글게 빚은 향을 줄에 꿰어 발         

향·줄향의 형태로 겉옷 아래에 패용하기도 하고, 금·은·      

옥·산호·비취 등으로 만든 노리개에 향을 더하여 겉옷 위에       

장신구로 패용하는 방법이 있었다. 향을 패용하는 방식에 있어       

겉옷 아래에 하는 경우는 단순히 방향의 용도만을 띠는 것이지        

만, 향을 담는 기구에 장식을 더하여 노리개 형태로 겉으로 드         

러나게 하는 경우는 방향의 목적에 복식의 심미성을 높이는 이        

중적인 역할을 하였다. 노리개도 각향(角香), 향갑(香匣), 향낭(香      

囊), 선추(扇錘) 등으로 그 형태가 다양한데, 선추는 부채에 다        

는 장식물로써 향을 패용하는 데 있어 남녀의 구분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선추는 부채질할 때마다 향내음을 주       

변으로 확산시키도록 되어 있어서 향을 패용하는 여러 방법 중        

에서도 가장 적극성을 띠는 형태라 할 수 있다. 

훈의하는 방식에 관한 기록으로는『고려도경』에 박산로    

(博山爐)를 설명하면서 ‘훈의지용(薰衣之用)’이라 하여 향기와    

수증기를 접합시켜 훈의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훈의하는 목적      

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방향과 방충을 위     

한 용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의향(衣香)이라 하여 옷장 속에 넣는 향의 제법이『규합총서』     

와『제중신편』에 나타나 있는데 그 목적에 관해서는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옷과 향을 같이 둠으로써 옷에 향     

이 자연스레 스며들게 되고, 보관을 중심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     

을 볼 때 방향의 효과와 함께 방충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의향에 사용되는 향은 백단향, 영릉향, 감송향,     

정향, 용뇌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은 항균, 항바이러스의 약리     

작용이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5. 결 론 

향은 역사시대 이전부터 사용되어 왔으며 악취를 가리는 실     

용적인 목적에서 시작되어 나쁜 기운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고,     

신과 교감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점차 의례적이고 심미적인 것     

으로 발전되었다. 우리나라에 향이 전래된 이후 생활 속에서 다     

양한 형태로 사용되었으며 그 용도를 구분하면 공양, 방향, 정     

화, 방충, 치료의 5가지이다. 

1. 공양의 용도는 부처·신성·윗어른에게 공경하는 마음으     

로 물건을 바치는 것으로 불교와 제례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불교에서는 건탑, 불상의 조성, 불전에 분향, 미륵하생신     

앙과 관련한 매향의 형태로 나타났다. 나라에서 지내는 제례는     

종묘사직을 비롯하여 천재지변, 해괴한 일에 대한 제례에 사용     

되는 향을 왕이 하사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향과 축문을 제사지     

로 보내는 임시벼슬인 행향사를 두어 전달되는데 정성을 다하     

였다. 또한 임금님께 진헌한 물품에 향이 보이고 있다.

2. 방향의 용도는 좋은 냄새를 발하는 것으로 사회적 지위와     

인품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향이 사용되었으며, 체취에서 자연     

Fig. 8. 패용방법에 따른 향의 형태(이경자·홍나영·김석환(2003), 석주선(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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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런 향이 나게 하거나 겉옷의 아래나 위에 패용하여 은은한        

향이 나게 하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향을 패용하는 데 남녀의        

구분이 없었으며 응급약으로도 이용되는 등 생활 속에서 실용       

성과 심미성의 역할을 충족시켜 주었다. 또한 공적인 모임에서       

도 사용하여 친교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3. 정화의 용도는 벽사를 통하여 환경을 정화하고 신성함을       

추구하는 것으로 분향과 향탕을 이용한 세정의 형태로 사당의       

례와 상례 등 의례과정에서 필수적인 부분이었다.

4. 방충의 용도는 의복이나 책 보관에 향을 넣어 해충의 피         

해를 막고자 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는 약재들이 방충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치료의 용도는 한의학에서 향을 이용한 치료법으로 그 역        

사가 깊어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용되어 왔다. 한의학에서 향을       

이용하여 치료하는 방법에는 향연기를 쐬는 훈법, 향재를 달여       

약의 증기를 쐬거나 세척하는 훈세법, 코를 통한 흡입법, 바르        

는 형태인 향지법 등이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심신의 안정을 가        

져다주어 선비들의 고아한 삶에서 하나의 필수품이었다.

6. 복식과 관련되어 사용된 향은 방향과 방충의 용도가 주를        

이루며, 복식의 심미성을 더하는 하나의 요소였다. 

감사의 글 : 본 연구는 한국과학재단 특정기초연구(R01-      

2003-000-10276-0)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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