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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Incense for Carrying and Decoration Use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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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incense culture found in costume and life in forms of carrying and
decoration. Here, incense for carrying and decoration is classified into two cases, using it as a costume accessory and life
space. Hyangjumony, Hyangnorigae, Hyangjul, Hyangdae and Hyangseonchu were costume accessories. Hyangjumony
was not only used for the royal palanguin, but also for bedroom. When Poetic Literature, and other ancient publications
were reviewed in regard to incense for carrying and decoration, it was estimated that incense began to be carried for the
first time before the late period of Shilla(9C).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incense was not just a personal taste, but one
of important gifts exchanged between states, envoys of different nations and between sovereign and subject and that
incense was a necessary costume accessory for men. Types of incense for carrying and decoration used in this nation are
classified into Hyangjumony, Hyangnorigae, Hyangjul and Hyangseonchu. Hyangjumony is a fabric pouch that contains
incense. Hyangnorigae is Norigae whose main material is incense. Hyangjul is a string to which incense is hanged. Hyang-
seonchu is Seonchu whose main material is incense. Incense for carrying and decoration was based on five colors that
symbolize cosmic order and harmony, of which red and purple were mostly used. Red strongly suggests expelling Yin with
Yang, or exorcism. The color gives a strong impression, so it was often used to make a carried incense more decorating.
Main materials of incense for carrying and decoration were gold, silver, precious stone and horsehair. They are different
in characteristics, but were used appropriately for incense fragrance and decoration. Patterns mainly used for the incense
had shapes of animal, plant, sipjangsaeng and letter. These were all auspicious patterns that symbolize human wishes and
desires, especially individual and family happiness. 

Key words : incense for carrying and decoration, Hyangjumony, Hyangnorigae, Hyangjul, Hyangseonchu

1. 서 론

우리 선조의 삶에 있어서 향은 신에 다가서는 매개체, 상대

방을 향한 예의적 입장과 자신의 심신을 정갈하고 아름답게 가

꾸기 위한 염원, 그리고 의복과 서책을 비롯한 귀한 것들을 잘

보관하기 위한 방충의 용도 등으로 다양한 문화를 전승해 왔다.

이러한 향 문화는 동 ·서양을 막론하고 자연으로부터 채취한 아

름다운 향기들을 삶의 여러 분야에 적용하고 애용하면서 멋과

아름다움을 자아내는 역할을 하였다. 

우리 옷은 서양의복과는 달리 주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소소

한 물품을 주머니에 담아 패용하였는데, 일상용품 외에도 상대

방에게 은은한 향을 전달하게 하였던 패식 향은 남녀를 불문하

고 지니고 다녔던 필수적인 의장물이었다. 그래서 패식 향은 개

인의 기호품에 머물지 않고 국가 간, 외국 사신 간, 군신 간에

서로 주고받는 중요한 선물 품목 중의 하나였다.

패식(佩飾) 향은 의복에 향을 더하는 경우와 복식소품에 향

을 더하는 경우로 나뉜다. 의복에 향을 지니는 것으로 향낭(香囊),

향노리개, 향줄이 있으며 복식소품에 향을 더하는 것으로 향대

(香帶)와 향선추(香扇錘)가 있다. 생활용품에 사용되는 향에는 임

금의 가마와 궁중의 침실에서 사용된 향낭이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인 이경희 외(2005)와 이주영 외(2005)에

이은 후속 연구이다. 우리나라 패식 향에 관한 문헌적 근거를

고찰한 뒤 현존하는 실증 유물을 중심으로 패식 향의 유형을

분류하여 특성과 조형성을 알아보고, 이를 실생활에 활용하여

현대화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고자 한다. 

2. 문헌에 나타난 패식 향

향을 패용하는 방식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향을 담은 주

머니인 향낭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향낭을 사

용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 단군신화에 신단수(神檀樹)

가 등장하고 있음을 보아(삼국유사 권 제2 기이 고조선 왕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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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우리 선조들의 향에 관한 관심을 잘 알 수 있다. 문헌상으

로는 삼국시대의 기록에 신라 눌지왕(417-458)때 양나라로부터

의복과 함께 향물을 가져왔다는 기록과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향을 사용하였던 기록(삼국사기 권 제4 신라본기 제4 법흥왕

15년)이 있어 당시에 향이 생활 속에서 보편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삼국시대 혜공왕(758-780) 대의 기록으로 주머니 사

용에 관한 기록(삼국유사 권 제2 기이 제2 경덕왕 ·충담사 ·표훈

대덕)이 있어 남자들의 주머니 착용 풍습을 알 수 있지만 당시

의 향낭에 관한 기록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고문헌에 향낭이란 명칭이 이미 한(漢

B.C.206-A.D.220)·위(魏 220-265) 시기에 나타나는 것을 볼 때,

(周 ·高春明, 1992) 당시 우리나라가 중국과 활발한 교역이 이

루어졌음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향낭 또한 삼국시대에 이미 사

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향낭 사용과 관련한 기록은「고려도경」에 부인

(婦人) 귀부(貴婦) 조에 ‘…비단으로 만든 향낭을 차는데, 이것

이 많은 것을 귀하게 여긴다…’는 기록이 있어 당시 귀부인들

의 금으로 제작한 향낭을 착용하였음을 잘 알 수 있다. 이밖에

향낭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패식 향에 관한 기록들

을 옛 문헌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 시문학

시문학(詩文學)은 언어예술의 한 분야이면서 시를 짓고 즐겼

던 선비들의 생활과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록이다. 신

라 때부터 조선 숙종 때까지의 시문을 모은「동문선」과 윤휴의

「백호전서」의시를 통해 선비들의 향 패식을 보면 Table 1과

같다. 

Table 1에 의하면 신라 말의 최광유의 시부터 조선시대의 윤

휴의 시에 모두 의복에서 향을 풍긴다고 되어 있다. 향을 어떻

게 패식하여 의복에 향을 풍기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없

지만, 6편의 시를 보면, 훈에는 ‘훈(薰)’과 ‘훈(熏)’의 두 글자가

보이는데 ‘薰’은 ‘향초(香草)’를 뜻하고 ‘熏’은 ‘연기를 쏘이다,

냄새를 스며들게 하다’는 뜻이 있으므로(高大民族文化硏究所,

1995), 의복에 향을 띠는 방식으로는 패용의 방식과 향연을 쏘

이는 방식 두 가지로 짐작할 수 있다. 훈의(薰衣)하는 방식에

대한 기록으로는「고려도경」에 박산로(博山爐)를 ‘…훈의지용

(薰衣之用)…’으로 연기가 흩어지지 않도록 향연과 수증기를 같

이 쏘이는 방식을 보여준다. 훈의의 방식이 이러한 방식으로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지만, 진화의 시에 ‘향이 소매 속에 배

어 있고’라는 표현으로 미루어 볼 때 의복에 향이 충분히 배어

들도록 옷을 펼쳐서 향을 쏘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계수꽃 짙

은 향기’, ‘사향’ 등은 태워서 연기를 쏘이는 방식에 부적절한

재료이고, ‘노향을 실에 꿰어 찬다’는 표현이 있으므로 이들은

패용의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으로 Table 1에 의하면 시문학에는 패식 향에 대한 표현

은 나타나지 않고 방향과 관련된 표현들만 보인다. 향낭에 대

한 옛 기록이「고려도경」에서나타나지만 신라 말의 최광유

의 시를 통해 패식 방식을 분명하지 않지만 향 패용을 시작한

시기는 신라 말(9C) 이전으로 그 연대를 추정해 볼 수 있다. 

2.2.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패식 향인 향낭에 관

한 기록을 살펴보면, 향낭을 상방(尙方)에서 제조하여 각 전(殿)

에서 신하에게 하사하였다는 사례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을 뿐

향낭에 관한 자세한 기록은 없다. 임금이나 각 전에서 신하에

게 주머니를 하사한 기록들을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Table 2

에 나타나는 주머니와 관련된 명칭에는 패낭(佩囊), 자단약낭

(紫段藥囊), 자단낭자(紫段囊子), 채낭(彩囊), 자단낭(紫段囊), 소

낭(素囊), 자적낭자(紫的囊子), 낭자(囊子)라는 표현들이 사용되

고 있다. 이러한 명칭을 통해 주머니의 색상에 있어서는 자색

이 많이 사용되며, 재질에 있어서는 비단이 많이 사용됨을 알

수 있다.

Table 2에 의하면 주머니를 하사하는 경우는 각 전에 신하들

이 문안 갔을 때의 답례품이거나 임금이 신하들을 격려할 때이

다. 이를 통해 주머니는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이며, 임금이나 왕

족의 하사 물품에 들어있을 만큼 매우 귀한 물건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주머니는 그 자체만을 하사하는 경우도 있으나 기

록에 보이는 바와 같이 그 속에 약이나 향신료를 담아 하사하

 

Table 1. 시문학에 나타난 패식 향

시대 작가 간행 내용 원전

신라 말(9C 경) 최광유(崔匡裕) (생몰년 미상) 1478 계수꽃 짙은 향기를 흰 옷에 풍기면서… 

(仙桂濃香惹雪麻) 

동문선 12

送鄕人及第還國  

고려(13C 초)

 

진화(陳 ) (생몰년 미상) 1478 …어안의 향이 소매 속에 배어 있고…

(御案獸香熏袖裏)

동문선 18 

上琴承制

조선 윤회(尹淮) (1380-1436) 1478 …선비의 옷에 어향을 띠어 향기롭도다… 

(儒衣帶御香)

동문선 10

慶會樓侍宴

박치안(朴致安) (17C 초) 1478 …훈향은 아직도 비단 옷에 배어있네…

(薰香猶濕越羅衣)

동문선 17

興海鄕校月夜

聞老妓彈琴 

윤휴(尹 ) (1617-1680) 17C …노향을 캐 실에 꿰어 차고…

(採盧香以 兮)

백호전서 1

賦  東征賦 

미상 무명씨(無名氏) 1478 …따스한 옷에 사향이 물씬 배들고…

(衣暖香薰麝)

동문선 11

銀燭朝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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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도 있다(조선왕조실록 성종 16년, 성종 20년, 인종 1년). 

이러한 기록들로 미루어 볼 때 조선왕조실록에 향낭에 관한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향낭 또한 주머니와 같이 하사물품에 들

어있었으나 내용물에 관한 언급을 생략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회화자료를 들 수 있다.

Fig. 1은 정조(1752-1800)대에 좌의정을 지낸 바 있는 체제공의

초상화이다. 이 초상화는 일반적인 초상화와는 달리 손을 내어

부채를 쥐고 있으며 소매 아래로 작은 주머니가 보인다. 정조

의 영으로 그려진 초상화의 왼편에 체제공이 직접 쓴 화제(畵

題)에는 ‘…부채, 이것도 임금의 은혜요 향 역시 임금의 은혜니

…’(…扇是君恩 香品君恩…)라 쓰여 있다. 단순히 ‘향품’이라 표

현하여 그림으로 봤을 때 향낭인지 혹은 향선추인지 구분하기

힘들지만, 긴 소맷자락 밑으로 주머니를 드러나게 그린 것으로

보아 향낭일 가능성이 크다. 

조선왕조실록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향낭 이외에

패식 향에 관한 기록을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Table 3에 의하면 ‘향대(香帶)’에 관한 기록이 있어 이채롭다.

향대는 대에 향을 넣을 수 있는 용기를 부착하거나 늘어뜨린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향대 관련 기록들은 모두 명나라의

사신이 왕에게 바치는 물품 가운데 나타나고, 성종 12년 기록

Table 2.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주머니 하사 기록

종류 내용 원전

패낭(佩囊) 승지(承旨)들에게 차는 주머니[佩囊]를 각각 하나씩 하사하였다. 성종 13년(1481)

11월 3일

자단약낭

(紫段藥囊)

내전(內殿)에서 자단(紫段)의 약주머니를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경연(經筵)의 당상(堂上)과 

승정원(承政院)·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에 나누어 주고… 

성종 16년(1484)

12월 13일 

자단낭자

(紫段囊子)

자단(紫段) 주머니를 승정원(承政院)에 내리고,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와 한성부(漢城府)·도

총부(都摠府)·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장례원(掌隷院)의 “당상(堂上)에게 나누어 주

게 하라.”하였다.

성종 16년(1484)

12월 28일

채낭(綵囊) 임금이 해주 목사(海州牧使) 정성근(鄭誠謹)에게 옷과 비단 주머니를 하사하고… 성종 20년(1488)

4월 4일 

채낭(彩囊) 임금이 채색(彩色) 주머니에 담은 후추[胡椒]를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도총부(都摠府)·한

성부(漢城府)·의빈부(儀賓府)의 당상(堂上)과 승정원(承政院)·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

館) 관원에게 내려주었다.

성종 20년(1488)

10월 1일

자단낭

(紫段囊)

평안도 절도사(平安道節度使) 여자신(呂自新)이 사조(辭朝)하니, 자적단자(紫的段子) 주머니 

하나…를 내려 주고… 

성종 24년(1492)

10월 16일

소낭자

(素囊子)

또 시종에게 호초를 넣은 흰 주머니를 내렸다. 인종 1년(1545)

6월 18일 

자적낭자

(紫的囊子)

상이 경복궁(景福宮)에 행행하여 공의왕대비(恭懿王大妃)에게 문안하고 날이 어두워 환궁하

였다. 왕대비가 환관(宦官) 박근(朴謹)을 시켜 술을 내리고, 또 각각 자주빛 주머니 1부(部)

씩 내렸다.

선조 2년(1568)

8월 29일

낭자(囊子) 의성전(懿聖殿)의 탄일(誕日)이므로 2품 이상이 문안하니, 의성전이 승전색(承傳色)을 시켜 

나와서 대접하게 하며 술을 내리고, 각각에게 주머니를 내렸다. 

선조 7년(1573)

5월 25일

낭자(囊子) 의정부와 육조의 2품 이상과 승정원과 옥당(玉堂) 전원이 중전의 탄일에 문안할 것을 입계

하니, 답하였다. “알았다. 주머니 1부씩을 내리라.”하였다.

선조 24년(1580)

4월 15일

Fig. 1. 체제공 초상화, 화제, 선추와 주머니부분 확대(오주석,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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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왕이 향대를 하지 않는다’는 기록으로 보아 향대는 중국의

복식소품일 뿐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3에 의하면 세종 오례(五禮)의 대연(大輦)에 관한 기록

에 임금이 타는 가마인 대연에는 ‘…주렴을 사면에 드리우고…

주렴 바깥과 휘장 안에는 모두 향대(香 )를 달아 맨다…’는 기

록이 있다. 중국의 고문헌을 보면 향낭을 지칭하는 용어에 향

대(香袋), 즉 향료를 담는 자루라는 의미가 있는데(이주영 외,

2005) 가마의 향대(香 )와 향낭(香袋)은 ‘대’의 글자가 서로 다

르다. 그러나 향대도 향낭을 뜻하고(中國飜譯文獻硏究所, 2002),

‘대( )’가 가방의 뜻을 가지므로 패용을 위한 향낭보다는 크

기가 큰 향주머니의 일종으로 보인다. 이처럼 가마의 안팎에 향

주머니를 매달아 좋은 향기를 발산하는 것은 가마를 탄 사람과

가마 밖의 주위 사람 모두를 배려한 것이다. 주렴 바깥에 향주

머니를 매달아서 임금이 향기롭고 고귀한 존재임을 강조하고,

가마 안에 탄 임금은 좋은 향기를 즐기는 동시에 위와 뇌를 진

정시키는 치료효과까지 더하여(이경희 외, 2005), 가마의 흔들

림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마에 매다는 향낭 이외에 중요민속자료 제41호로 지정되

어 있는 Fig. 2의 수봉황무늬 대향낭은 침실에 장식했던 궁중

용 향낭으로 전해지는데 나비, 박쥐, 불로초, 연꽃, 봉황 등이

수놓아져 있으며 매듭과 술은 동다회로 만들어져 있다. 대향낭

은 전체 길이가 87.5 cm이고 향낭의 크기가 너비 14 cm, 길이

21 cm로 그 크기가 매우 크다(국립중앙박물관, 2003). 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피와 크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

나, 생활공간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향의 발산정도와 지속력을

고려해서 이와 같이 크게 만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왕실에서는 향을 패식하는 데 있어 복식소품을

이용하여 의복에 향을 더하는 방식과 생활공간에 향낭을 이용

하여 향을 더하는 방식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3. 고문헌

시문학과「조선왕조실록」을제외한 우리나라의 옛 문헌에서

패식 향에 대한 기록들을 정리하면 Table 4와 같다. Table 4에

의하면 패식 향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용어는 향낭이 대부분이다.

Table 4의「조경일록」 인조 14년,「동사일기」 숙종 38년,

「무오연행록」제3권 정조 22년의 기록에 의하면 외국에서 우

리나라 사신에게 선물하는 품목에 향낭이 있다. 이는 우리나라

에서 향낭이 임금의 하사물품에 들어있을 만큼 귀하게 여겨진

것과 같이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지역의 외국 간 교류 관

계에 있어서도 그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 향

낭이 여자의 패용에 국한되지 않고 남자에게도 필수적인 복식

소품이었음을 알 수 있다.

1757년에 행해진 영조와 정순왕후 혼인 의식의 모든 과정을

 

 

 

Table 3.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패식 향

종류 용도 내용 원전

향낭(香囊) 방향(선물용) …각 전에서 으레 향낭을 반하하는 전례가 있어… 영조 10년(1733)

1월 2일

향대(香帶) 방향(선물용) 명 사신이 두목 한 사람을 시켜 …호박대 ·향대 ·환선 ·옥영을 바치니, 임금

이 친히 받았는데, 사명을 공경한 것이다. 

태종 11년(1410)

8월 16일

방향(선물용) 명나라 사신 이상이 임금에게 단자와 모자 각각 1필, 향대 하나…를 바치고… 세종 11년(1428)

5월 4일

방향(선물용) 이상이 …향대 1개, 암화종 4개를 바치고… 세종 11년(1428)

7월 18일

방향(선물용) 명 사신 고보에게 문안하고, …사모 ·향대를 주고…. 단종 3년(1454)

4월 28일

방향(선물용) 황제가 또 묻기를,「향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기던가?」하므로, 내가 대답

하기를,「향대는 국왕이 띨 때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왕이 나에게 이르기를, 이

러한 향대도 쉽게 얻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하니, 황제가 말하기를,「그

러면 짐이 마땅히 띠에다 용을 새겨서 주어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성종 12년(1480)

12월 22일

향대(香 ) 방향(공간) …주렴을 사면에 드리우고, 녹색 실로써 엮어서 귀문을 만들고, 가에는 녹

색 저사로써 선을 두른다. 주렴 바깥과 휘장 안에는 모두 향대(香 )를 달

아맨다…

세종 132 五禮/嘉禮序例 

/轝輦/大輦

 

 

Fig. 2. 수봉황무늬대향낭(국립중앙박물관, 2003).



262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8권 제3호, 2006년

기록한 가례도감의궤에는 향낭 8개에 들어가는 물품에 관한 기

록이 있다(박소동, 1997). 누구를 위한 향낭인지는 기록되어 있

지 않으나 임금의 혼인의식에 향낭이 사용되며, 향낭이 사(紗)

로 제작되고 향을 한지로 싸서 향낭에 넣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양가」에는 주머니와 약낭, 향낭을 섞어 찬다고 표현하고

있다. 주머니를 찬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점으로 보

아 향낭을 겉옷 위에 드러나 보이게 착용하며, 실용적인 용도

의 주머니와 향낭을 같이 패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향낭 외

에 별도의 향을 고름에 걸기도 하여 향과 향낭의 사용이 매우

일상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향낭의 패용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회화자료로 찾아보

면 Fig. 3의 18세기 신윤복의 대쾌도(大快圖)가 있다.

Fig. 3를 보면 택견 시합을 벌이는 총각의 걷어 올려진 창의

아래로 붉은 색의 주머니가 보이고, 포 아래의 주머니에서 무

엇인가를 꺼내는 양반을 볼 수 있는데, 주머니를 패용하는 방

식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생각된다. 따라서 향낭도 이처럼 포

아래에 착용하다가 점차 장식적으로 변화하여 겉으로 드러나게

착용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선추는 부채자루 끝에 달아 늘어뜨리는 장식품으로「오주

연문장전산고」인사편 복식류 선(扇)에 중국 송 고종 때 장순

왕(張循王)이 옥해아(玉孩兒)로 선추자(扇墜子)를 단 것으로 시

작되어 우리나라에까지 전해진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남자라 할지라도 일반 사인(士人)이나 평민은 할 수 없고, 벼슬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특수계층의 전유물이었다.「성호사

설」6권 만물문(萬物門)에는 ‘…더러는 부채 하나에 두세 개의

추자를 만들어 단 자까지 있다…’라고 되어 있어 남자들이 사

치를 부릴 수 있는 호화로운 복식소품의 하나인 것으로 생각된

다. 또한「청장관전서」언어에 ‘…언어는 소곤거려도 안 되고

…가택(家宅)·패도(佩刀)·선추 등의 값…에 대한 것을 입버릇처

럼 말하지 말라…’라 되어 있어 선추가 양반계급 사이에 주된

관심의 대상이었으며 매우 고가였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선추

중에서도 향선추는 주체에 향을 매달아 더운 여름 주변이나 체

취에서 나기 쉬운 나쁜 냄새를 가려주는 훌륭한 방향제 역할을

하였다.

Table 4. 고문헌에 나타난 패식 향

기록 용도 내용 원전

향낭

선추

방향

(선물용)

…도독이…향낭과 선추 2개씩을 보냈기에, 역관을 보내어 사례하고 돌아왔다 조경일록(1636)

8월 16일

향낭 방향

(선물용)

도주가 향낭 5부를 보내 왔고… 동사일기건(1711) 

8월 23일

선추 방향 향추(香墜)라는 것이 있는데…이는 반드시 관작(官爵)이 있는 자라야 갖게 되는 것인데, 더러는 

부채 하나에다 두세 개의 추자를 만들어 단 자까지 있다.

성호사설 6

만물문 접선추(1740)

향낭 예물 향낭 8개에 들어가는 물품 : 다홍운문사 1자6치, 안감 남운문사 2자4치, 홍진사 5푼, 남진사 5푼, 

끈감 남진사 1냥, 향싸개(香 ) 초주지 1장

가례도감의궤

(영조·정순왕후) (1757)

향낭 방향

(선물용)

태상황(太上皇)이…상사, 부사에게 상 준 것은 향낭 넷과… 무오연행록 3(1798)

12월 29일 

선추 방향

(선물용)

…가택(家宅)·패도(佩刀)·선추(扇墜) 등의 값…에 대한 것을 입버릇처럼 말하지 말라… 청장관전서 27

사소절 권1一사전 언어

향낭 방향 …별감의 거동보소. 난번별감 백여 명이 맵시도 있거니와 치장도 놀라울사…각색 줌치 묘히 접어     

나비매듭 별매듭에 파리매듭 도래매듭 색색으로 꿰어 차고, 오색 비단 괴불 줌치 약낭 향낭 섞어 

차고, 이궁전 대방전과 금사향 자개향을 고름마다 걸어차고…’

한양가(1844)

 

Fig. 3. 대쾌도 부분도(국립중앙박물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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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시문학, 조선왕조실록과 그 외 고문헌들을 통해 패

식 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 향 패용의 시작은 9C 이전으로 거

슬러 올라가며, 향 패식은 남자들에게 있어서도 매우 필수적인

문화였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예의와 정성이 중시되는 국가 간,

군신 간, 외국사신 간의 관계에서 주고받는 선물이 될 만큼 매

우 귀한 것으로 여겨졌다.

3. 유물에 나타난 패식 향의 유형

우리나라에 유물로 남아있는 패식 향은 조선시대의 것이 대

부분이다. 우리나라에 비해 한대(漢代)부터 청대(淸代)에 걸쳐

유물이 연속적으로 남아있는 중국 향낭의 변천을 보면 당대(唐

代) 여러 모양의 주머니에서 송(宋) ·요대(遼代)에 장식이 더해

지기 시작하고, 청대에 이르러 노리개형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인다(이주영 외, 2005). 우리나라의 경우도 중국의 변천 양상

과 크게 다르지 않아 향주머니형에서 향노리개형으로 점차 장

식화되고 변화되었으며 여기에 향선추형과 향줄형이 공존하였

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패식 향의 유형을 분류하면 그 형태에

따라 향주머니형, 향노리개형, 향줄형, 향선추형으로 나뉜다. 향

주머니형은 직물로 제작한 주머니에 향료를 담은 유형이고 향

노리개형은 노리개(김영숙, 1998)의 주체가 향낭으로 된 유형

이다. 향줄형은 향을 줄에 꿴 유형이며 향선추형은 선추의 주

체에 향 혹은 향낭을 사용한 유형이다. 향주머니형은 남녀 공

용, 노리개형은 여인 전용이라 할 수 있다. 향줄형은 궁중 내

인들이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는 것이 있으므로 여인들이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석주선, 1981). 선추는 유관자(有官者)만

할 수 있어 남자의 전유물이었다가 후대로 내려올수록 그 규제

가 약화되면서 여자도 사용했으리라 생각된다. 

도판을 통해 고찰 가능한 유물은 총 56점이다. 그 중 향주머

니형 16점, 향노리개형 29점, 향줄형 6점, 향선추형 5점으로 향

노리개형과 향주머니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유물

의 연대가 비교적 조선 후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이며, 향노리개형이 패식 향의 절대적인 유형이라

보기는 어렵다. 패식 향의 유형을 도식화하면 Table 5와 같고

이를 기초로 하여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향주머니형

향주머니형은 천으로 주머니를 만들어 그 속에 향을 넣은 것

으로 형태에 따라 일반 주머니형과 동 ·식물 형태의 것으로 나

뉜다. 주머니형은 형태에 따라 둥근 모양의 두루주머니형, 사각

주머니형, 이형(異形)주머니형의 세 종류로 나뉜다. Fig. 4과 같

이 두루주머니형은 주머니의 입구 부분을 모주름 잡아 주머니

의 양 옆을 조이는 방식과 양쪽 솔기를 중앙을 향해 접어 넣

어서 앞에서 조이는 방식이 있다. 사각주머니형은 일반적인 귀

주머니와 달리 전체 길이에 대해 주머니 입구 부분을 짧게 접

어서 주머니의 아랫부분이 편평한 사각형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1점의 이형 주머니는 일반적인 주머니형태에서 벗어나

돔형의 모양을 하고 있어 특이하다. 

고찰한 8점의 향주머니형의 주머니형 중 3점은 단(緞), 나머

지 5점은 사(紗)로 제작되었다. ‘명(明)’자를 금사로 수놓은 붉

Table 5. 패식 향의 유형

Fig. 4. 향주머니형 중 주머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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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색 사 두루주머니는 임금이 사용했던 향낭으로 전해지는 것

이다(국리중앙박물관, 2004; 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 1981). 단

으로 제작된 3점은 궁중 유물이고, 진주와 금사(金絲)로 자수

장식한 진주낭자는 향낭 중에 가장 호화로운 것이다. 이는 왕

의 탄일(誕日)이나 정조(正朝) 문안에 왕비나 세자빈이 웃치마

위에 착용하던 것으로(김용숙, 1987), 우각(牛角)으로 연결한 유

소(流蘇)가 달려있어서 패용 시 품위를 더해준다. 금 ·은사로 정

교하게 수놓아진 다른 향낭은 주머니의 한 면을 홍색, 다른 한

면을 황색으로 하여, 하나의 향낭으로 두 개를 패용하는 효과

를 낼 수 있도록 되어있다. 다른 5점의 주머니는 별다른 장식

이 없이 단순한 형태이고, 8점의 주머니 중 6점이 홍색이다. 

동 ·식물형은 동 ·식물의 모양, 즉 매미, 나비, 석류, 박쥐, 연

화 등을 본떠서 만든 형태로 자수와 술 장식되어 있어 장식성

이 강하고, 그 형태가 고정적이다. 동 ·식물형은 향낭의 몸체에

뚜껑이 있는 개방형(4점)과 뚜껑이 없는 폐쇄형(4점)으로 나뉜

다. Fig. 5에 의하면, 개방형은 몸체와 뚜껑의 분리 여부에 따

라 연결형과 분리형으로 나뉜다. 이러한 개방형은 폐쇄형에 비

해 속에 든 향료를 교체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향의 발산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전체적인 주조 색으로 붉은색이

사용되고 있으며 여러 색의 술 장식을 향낭보다 길게 늘어뜨려

유동미를 느끼게 한다. 향주머니형의 동 ·식물형은 노리개와 같

은 매듭과 형태적 정형성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향주머니형의

주머니형에서 향노리개형으로 발전하는 중간단계로 볼 수 있다.

3.2. 향노리개형

향노리개형은 주체의 제작방법에 따라 직물에 자수를 놓은

자수형(刺繡形), 금 ·은 ·백옥과 같은 귀금속을 엮거나 보석으로

투각한 향갑형(香匣形), 향덩어리를 칼로 조각하거나 틀에 넣어

찍어낸 각형(刻形), 말총으로 엮은 망형(罔形) 등 네 종류로 나

뉘는데 이를 정리하면 Fig. 6와 같다.

자수형은 그 형태에 따라 사각형과 매미, 나비, 서각(犀角),

석류 등의 동 ·식물형으로 나뉜다. 사각형은 다시 창을 만들어

향의 일부가 드러나는 노출형과 창이 없어 향이 드러나지 않는

폐쇄형으로 나뉜다. 사각형은 갖가지 길상문양을 수놓았으며,

Fig. 5. 향주머니형 중 동 ·식물형.

Fig. 6. 향노리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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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보이는 유형의 경우 향이 더 잘 발산되도록 하기 위한 목

적도 있지만 향에는 대부분 약용(藥用) 약재가 사용되므로 응급

시 치료에 쉽게 활용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된다. 동 ·식물형

은 향주머니형의 동 ·식물형에 비해 그 형태를 단순화해서 표현

하고 있으며 노리개의 구성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점이 다르다.

향갑형은 금 ·은 니사(泥絲)를 엮은 형과 금 ·은 ·보석을 투각

하여 만든 투각형으로 나뉜다. 재료의 성격에 의해 패식 향 중

에서 그 재질감이 가장 딱딱하고 차갑게 느껴지는 것이 특징적

이다. 도금 니사를 엮어서 만든 향갑은 전보문(錢寶紋)을 기본으

로 하여 그 위에 난초, 박쥐, 나비, 글자 등 별도의 문양을 다시

파란으로 장식하는 경우가 많다. 투각하는 경우에는 전보문을

생략하고 화문(花紋)과 용문(龍紋)과 같이 사실적인 문양을 넣

기도 하였다. 향갑형은 이와 같은 제작방식에 의해 속이 드러

나 보이는데, 향이 그대로 보이게 하지 않고 붉은 색 종이나 헝

겊에 싸서 넣기도 하였다(박소동, 1997; 국립중앙박물관, 2004).

이는 자수형과는 달리 향이 유실될 우려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각형은 칼로 새기거나 틀에 넣어 찍어서 문양을 양각(陽刻)

으로 도드라지게 표현한 것으로 매듭과 술 장식을 하여 노리개

로 사용하였다. 틀에 찍은 각형의 경우 과실과 서책을 본뜬 자

개 장식을 넣기도 하였다. 

망형은 말총으로 엮은 망 안에 향을 넣은 것인데, 망형의 재

료에 말총 이외의 사용은 보이지 않으며 주로 백색이나 황색을

사용하고 그것을 염색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석주선, 1981).

백색이나 황색을 사용하여 향집을 만들면 재질감이 모시와 잘

어우러져서 멋스러울 뿐만 아니라 향기의 발산에 매우 효과적

인 것으로 생각된다. 

고찰 가능한 유물 중 향노리개형을 그 수에 따라 열거하면

자수형 11점, 향갑형 14점, 각형 2점, 망형 2점으로 자수형과

향갑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조 색으로

붉은 색이 사용되고 있으며 술 장식의 경우는 다양한 색을 사

용하고 있다. 향주머니형과는 달리 노리개의 구성, 즉 끈목, 주

체, 매듭, 술 장식의 정형성을 잘 따르고 있으며 술의 길이가 주

체에 비해 확연히 길어지고 있어 비례에서 안정감을 주고 있다.

3.3. 향선추형

향선추형은 선추에 향을 장식한 것으로 마미(馬尾)를 엮어

향을 둥글게 빚은 구슬이나 덩어리로 넣은 망형, 둥글게 빚은

향을 싸서 실에 꿴 선형(線形), 향 자체를 조각하여 장식한 각

형 세 가지로 나뉘는데 유형에 따라 정리하면 Fig. 7과 같다.

향선추형은 색상과 장식이 화려하지 않고 술 장식 대신 다

회를 사용하여 향노리개형과는 달리 장식성보다는 향의 발산에

더 비중을 두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이는 선추가 더운 여름에

주로 사용되어 땀냄새나 주변의 악취를 가리기 위해 강한 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선비의 옷차림, 부채 자체의 색상, 질감과의

조화를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5점의 유물 중 3점이 말총을 엮은 망형 안에 향을 넣은 것

이고 1점은 선형, 1점은 각형이다. 망형 중 한 점은 드물게 백

색 말총을 사용하고 술 장식까지도 백색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순조(1790-1834)의 상중(喪中)에 어느 재상가(宰相家)에서 사용

하였던 것으로 전해지는 것이다(석주선, 1981). 

3.4. 향줄형

향줄형은 향을 둥글게 빚거나 원통형의 구슬로 만들어서 실

에 꿴 것이다. 향만을 빚어서 만들면 제작 후 습도의 영향에

따라 부서지거나 향의 분말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향을 홍,

황, 녹, 백색으로 도금 또는 천으로 싸거나 비취색 공작 깃을

붙여서 꿰었다. 향줄형은 향을 꿰는 방식에 있어 원형을 이루

는 염주형(念珠形)과, 여러 줄을 나란히 꿰어 상하 두 단으로

하여 위 ·아래 ·중심에 자수 장식을 하고 오색 술을 장식한 발

형 두 가지가 있다. 다양한 장식이 더해진 발형이 염주형에 비

해 화려하다. 향줄형의 유형을 정리하면 Fig. 8과 같다. 

4. 패식 향의 조형성

패식 향은 가장 단순한 형태의 주머니에서 시작되어 점차 장

식적으로 발전하면서 향노리개형, 향선추형, 향줄형 등 다양한 형

Fig. 7. 향선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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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발전 ·공존하게 되었는데 조형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1. 색채

향주머니형은 8점의 주머니형 유물에서 2점을 제외한 6점이

홍색이고, 8점의 동 ·식물형 유물에서 2점을 제외한 6점이 주체

부분이 홍색으로 되어 있다. 주체부분이 홍색이나 홍색이 아닌

경우에도 술 장식에 홍색이 사용되고 있다. 

향노리개형은 자수형 11점에서 주체나 술 장식에 홍색이 사

용되지 않은 것이 없고, 향갑형은 향갑의 내부에 홍색 천을 덧

대거나 향이 홍색으로 비쳐보이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유물 14

점 중 홍색이 사용되지 않은 것은 2점에 불과하다. 각형 2점

중 1점은 홍색이 아니다. 망형 2점도 말총의 색이 홍색은 아니

지만 술 장식과 비쳐보이는 향의 색이 홍색이다. 

향선추형은 다회의 색을 홍색 대신 녹색, 자색 등을 사용하

고 있으며 향의 색도 1점만 홍색이 비쳐 보인다. 향줄형 일부

향에 홍색을 덧입히거나 술 장식에 홍색 혹은 오색 술을 사용

하고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패식 향의 색상은 청 ·황 ·적 ·백 ·

흑의 오방색을 기초로 하여 술 장식이나 다회에 오색 술을 드

린 경우가 많다. 주조 색으로는 적색과 자색이 많이 사용되었

는데, 노리개의 주체에 사용하거나 향갑의 내부에 적색의 비단

을 덧대기도 하였다. 적색은 오방색 가운데 남쪽을 가리키고 화

(火)를 상징하였으며, 우리 조상들은 양(陽)이 음(陰)보다 우세

할 때 복(福)이 온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음이

강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소극적인 대응이 매우 중시되었

으며, 귀신으로 대표되는 음을 양으로써 물리치는 벽사의 의미

가 강하였다(하용득, 1989).「동국세시기」입춘에 관상감(觀象

監)에서는 짙은 홍색의 광물성 안료인 주사(朱砂)로 부적을 만

들어 단오에 대궐의 문설주에 붙여 불길한 재액(災厄)을 막고

사대부의 집에 붙인다고 기록되어 있어 벽사를 중시한 것을 알

수 있다(최대림, 1989). 

벽사를 통한 보호의 대상으로 신체가 가장 중요하므로 나쁜

기운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의미의 적색이 많이 사용된 것으

로 볼 수 있다. 또한 적색은 주목도가 강한 색상이므로 패용

시 장식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4.2. 재질

향주머니형의 주머니형에서는 사(紗)가 많이 나타나고 수 장

식이 많은 동 ·식물형과 향노리개형의 자수형에서는 단(緞)이 많

이 사용되었다. 이는 중국 향낭의 특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기에는 사와 같은 얇고 가벼운 투공직물로 향낭을 만들어 향

이 쉽게 발산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기 때문으로 생각

된다. 그러던 것이 후대에 올수록 향낭으로 몸을 장식하는 것

에 더 비중을 두어 자수 놓기에 효과적인 견, 단 등의 두께와

밀도감이 있는 직물로 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향노리개 형의 향갑형은 금 ·은 ·보석을 주로 사용하였다. 이

들 소재는 장식성이 강하고 부(富)를 상징하기 좋은 재료이긴

하지만 직물과는 성격이 달라 투공성이 없다. 이러한 점을 보

완하기 위해 금 ·은 니사로 엮거나 투각하는 기법을 사용하였는

데, 이는 향료의 발산이라는 향낭의 원래 목적을 충족시키는 동

시에 장식성을 부여하는 방법인 것이다. 

망형은 말총이 그 성질이 실에 가까우므로 엮어서 사용함으

로써 직물보다 더 투공성이 크고 색감과 재질감에서 주로 더운

여름에 어울리는 소재로 애용되었다. 

이와같이 패식 향의 재질은 직물, 금 ·은 ·보석과 말총으로 크게

구별된다. 이들 재료들은 제각각 그 성격이 다르지만 향의 발

산과 장식성을 위해 재료의 특성에 고려하여 적절하게 제작되

었다. 

4.3. 문양

패식 향에 사용된 문양을 살펴보면 크게 동물문, 식물문, 십

장생, 글자문 등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이들은 모두 인간이 바

라고 추구하는 바를 뜻하는 길상 문양이다.

동물문에는 매미, 나비, 박쥐, 봉황, 용 등이 사용되었다. 매

미는 공기와 이슬을 먹는다 하여 고결함의 상징이었으며, 나비

와 박쥐의 한자 ‘접(蝶)’와 ‘복( )’이 중국에서는 복(福)과 동

음동성(同音同聲)으로 복을 뜻하였다. 봉황과 용은 왕실을 상징

하여 왕실에서만 사용하였으며 봉황은 난세를 다스릴 수 있고

용은 변화에 능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식물문에는 연화, 난초, 석류 등이 사용되었다. 연화의 한자

‘하(荷)’는 화(和)와 동음동성이며, 난초는 사군자의 하나로 은

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 선비들에게 사랑받는 대표적인 화초였

다. 석류는 그 생김으로 인해 자손을 많이 두라는 기복의 의미

를 지닌다. 

십장생문은 자연숭배의 대상이고 10가지가 모두 장수물(長壽

物)로 십장생 전체를 사용하기보다 그 일부만을 사용하였는데,

주로 구름, 불로초, 거북 등이 사용되었다. 그 외 전보문(錢寶

紋)이 향갑형 노리개의 배경문양으로 주로 사용되었는데 돈은

보배와 복을 의미한다(변영섭·안영길, 1992). 

이와같이 장식을 함에 있어 인간이 보편적으로 바라고 추구

 

Fig. 8. 향줄형.



우리나라 패식 향에 관한 연구 267

하는 바를 문양으로 사용함으로써 개인과 가족의 행복을 염원

했다. 

5. 결 론

이상으로 우리나라 패식 향에 관하여 고문헌과 회화자료를

통해 그 성격을 살펴보고 현존하는 유물을 통해 패식 향의 유

형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대방에게 은은한 향을 전달하게 하였던 패식 향은 남녀

를 불문하고 지니고 다녔던 필수적인 의장물이었다. 패식 향은

의복에 향을 더하는 경우와 복식소품에 향을 더하는 경우로 나

뉜다. 의복에 향을 지니는 것으로 향낭, 향노리개, 향줄이 있으

며 복식소품에 향을 더하는 것으로 향대(香帶)와 향선추(香扇

錘)가 있다. 생활용품에 사용되는 향에는 임금의 가마와 궁중

의 침실에서 사용된 향낭이 있다. 

2. 시문학에서 패식 향에 관하여 살펴보면 신라 말의 최광유

의 시부터 조선시대의 윤휴의 시에 모두 의복에서 향을 풍긴다

고 되어 있다. 의복에 향을 띠는 방식으로는 패용의 방식과 향

연을 쏘이는 방식 두 가지로 짐작할 수 있다. 향낭에 대한 옛

기록이「고려도경」에서 나타나지만 신라 말의 최광유의 시를

통해 패식 방식을 정확히 모른다 할지라도 향 패용을 시작한

시기는 신라 말(9C) 이전으로 그 연대를 추정해 볼 수 있다. 

3.「조선왕조실록」을 통해 패식 향의 기록을 살펴보면 각

전에서 향낭 하사하는 전례가 있을 뿐 세세한 기록은 없다. 다

만 주머니의 하사기록이 많이 보이고 회화자료 중 체제공의 초

상화 화제에 임금께서 향품을 주셨다는 기록이 있어 향낭의 하

사한 사례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시문학과「조선왕조실록」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옛 문헌

에서 패식 향에 대한 기록들 외국 사신에게 선물하는 품목으로

향낭이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향낭이 임금의 하사물품에 들

어있을 만큼 귀하게 여겨진 것과 같이 외국 간의 교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고문헌 자료를 통해 패

식 향이 여자의 패용에 국한되지 않고 남자에게도 필수적인 복

식소품이었음을 알 수 있다.

5.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패식 향의 유형을 분류하면 그 형태

에 따라 향주머니형, 향노리개형, 향줄형, 향선추형으로 나뉜다.

향주머니형은 직물로 제작한 주머니에 향료를 담은 것이고 향

노리개형은 노리개의 주체가 향으로 된 것이다. 향줄형은 향을

줄에 꿴 것이며, 향선추형은 선추의 주체에 향을 사용한 것이

다. 향주머니형은 남녀 공용, 노리개형은 여인 전용이라 할 수

있다. 향줄형은 궁중 내인들이 사용한 것으로 전해져 오는 것

이 있어 여인들이 많이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선추는 벼슬

이 있는 자만 할 수 있어 남자의 전유물이었다가 후대로 내려

올수록 그 규제가 약화되면서 여자도 사용했으리라 생각된다.

6. 패식 향의 색상은 청·황·적·백·흑의 오방색을 기초로 하

여 술 장식이나 다회에 오색 술을 드린 경우가 많다. 주조 색

으로는 적색과 자색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향노리개의 주체에

사용하거나 향갑의 내부에 적색의 비단을 덧대기도 하였다. 적

색은 음을 양으로써 물리치는 벽사의 의미가 강하므로 나쁜 기

운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의미의 적색이 많이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적색은 주목도가 강한 색상이므로 패용 시

장식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7. 패식 향의 재질은 직물, 금·은·보석과 말총으로 크게 구

별된다. 이들 재료들은 제각각 그 성격이 다르지만 향의 발산

과 장식성을 위해 적절하게 제작되었다. 향주머니형의 주머니

형에서는 사(紗)가 많이 나타나고 수 장식이 많은 동·식물형과

향노리개형의 자수형에서는 단(緞)이 많이 사용되었다. 이는 초

기에 사와 같은 얇고 가벼운 투공직물로 향낭을 만들어 향의

발산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던 데에서 향낭으로 몸을 장식하는

것에 더 비중을 두어 자수 놓기에 효과적인 견, 단 등의 두께

와 밀도감이 있는 직물로 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향노리개

형의 향갑형은 금·은 니사로 엮거나 투각하는 기법을 사용하여,

향료의 발산과 장식성을 부여하였다. 망형은 말총이 그 성질이

실에 가까우므로 엮어서 사용하였다. 

8. 패식 향에 사용된 문양을 살펴보면 크게 동물문, 식물문,

십장생, 글자문 등으로 크게 나뉜다. 이들은 모두 인간이 바라

고 추구하는 바를 뜻하는 길상 문양을 장식에 사용함으로써 개

인과 가족의 행복을 염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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