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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헌을 통해 조선왕실의 부용향을 『순조순원왕후가례도감의궤』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한국

에서 향은 삼국시대부터 불교문화와 함께 전래되었다. 부용향은 조선시대 왕실을 상징하던 향이며 왕실의 각종 의례에 

사용되었다. 민가에서도 혼인할 때 신부의 가마 앞에서 부용향을 태우기도 했다. 부용향은 의례, 방향, 방충, 의료의 목

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부용향은 침속향과 백단향을 주 향재로 하여 모향, 백급, 영릉향, 감송향, 팔각향, 삼내자, 정향, 소뇌, 비초 등 10가

지 향재를 혼합해 만든 합향이다. 『탁지준절』과 『세종실록지리지』,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통해 향재의 수급 방법을 추

적했다. 각 향재의 특성을 파악하고 『제중신편』, 『동의보감』 등의 의서를 통해 제조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조선왕조실

록』과 『승정원일기』의 기록을 통해 부용향을 제작한 향장의 협업과 처우를 살펴보았다. 

가례에서 부용향이 사용된 사례를 통해 조선시대에 향이 갖던 의의를 알아보았다. 가례는 이전의 가례도감의궤에 

비하여 그 체제가 잘 정비된 것으로 평가받는 『순조순원왕후가례도감의궤』를 참고했다. 궁에서는 의례를 진행하는 동안 

항상 향을 사용했다. 반면 신부의 집에서 진행된 경우 오로지 비수책의에서만 향로 차비 등의 향과 관련된 차비가 동원

되어 이 시기에만 향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책봉 후에야 비로소 향을 사용하게 됨을 통해 부용향은 왕실 사

람만이 사용했으며 왕실을 상징하는 향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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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향장(香匠)은 향을 만들던 장인이다. 『경국대전』에

는 내의원 소속으로 향장이 4명 배속되어 있었다. 후에 

『대전속록』에 상의원 소속의 향장 2명이 추가된 기록을 

통해 향장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향의 용도가 다양해졌

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동안의 선행연구에서는 향꽂이

와 향로 등의 각종 향구(香具)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어왔다.1 반면 현재 전통 향에 관한 연구는 복식 연구

에서 의향(衣香)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2 보존과학 연구에서는 방충 효과를 가진 전통 향에 관

한 연구가 이루어졌다.3 그러나 아직 조선 왕실에서 향을 

만들던 향장과, 왕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부용향을 중

심으로 다룬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용향은 가례와 제례, 임금의 행차 등의 의례에 쓰

였을 뿐만 아니라 임금의 온욕(溫浴) 시 향탕(香湯)으로

도 활용되었으며 의료적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살

충 효과도 있어 어진을 봉안(奉安)할 때 궤에 보관하기

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가례 때 사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조선의 가례도감의궤와 『동의보감』, 『의림촬요』, 『제중신

편』, 『의본』 등의 문헌을 통해 조선 왕실의 향인 부용향을 

제조하던 향장, 그리고 부용향의 제조법과 향재(香材)의 

수급 방법을 알아본다. 그리고 『순조순원왕후가례도감의

궤』를 통해 19세기 가례에서 사용된 향 문화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 『순조순원왕후가례도감의궤』는 이전의 가

례도감의궤에 비하여 그 체제가 잘 정비된 것으로 평가받

는다.4 또한 반차도의 향 차비의 표기가 봉향(奉香)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첫 사례로 19세기 가례도감의궤의 특

징을 대표한다. 본고를 통하여 『순조순원왕후가례도감의

궤』를 통해 왕실 혼례에 대한 이해와 조선의 향에 대한 이

해를 넓히고자 한다. 

Ⅱ. 향의 역사와 용도

향은 인도와 중국을 비롯해 동양에서는 일찍이 신성

한 것으로 취급되었다. 한국에서 향의 역사는 불교의 전

래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불교가 전

래된 후 부처님께 향을 피우며 소원을 비는 공향의식(供

香儀式)이 행해지면서 삼국시대부터 향의 보급과 사용이 

시작되었다.5 

신라에 향이 보급된 사례도 불교와 관련이 있다. 『삼

국유사』에는 신라 제19대 눌지왕 때 양(梁)나라 사신이 

가져온 향의 용도를 아무도 몰랐으나 고구려 출신의 승려 

묵호자가 향의 용도를 알려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

고 묵호자가 향을 피우고 기도를 올리자 왕녀의 병이 나

았다고 한다.6 이를 통해 고구려는 신라보다 앞선 시기에 

향이 전래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삼국시대에 향이 사용된 기록은 일상에 사용된 사례

와 기도 시 사용된 사례가 있다. 『삼국사기』에는 평강공

주의 향취에 관한 기록과 김유신이 열박산에서 향을 피

우고 기도한 사례가 있다.7 또한 거기조(車騎條)에 성골

만이 수레와 안장틀의 재료로 자단(紫檀)과 침향(沈香)을 

1 이용진, 2012,「고려시대 불교향로의 전통성과 독창성」 『동악미술사학』, 동악미술사학회; 사공영애, 2014, 「조선 왕실 고동기형 향로 연구」 『미술사연구』, 미술사

연구회.

2 이경희, 2011, 「조선시대 향 문화와 의생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경희·이은주, 2013, 「『가례도감의궤』를 통해 본 의향의 용도와 재료」 『한복문

화』 16, 한복문화학회.

3 조은혜, 2009, 「서화 유물 보존에 사용된 전통 천연 약재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이성미, 2008, 『왕실혼례의 기록 가례도감의궤와 미술사』, 소와당, p.183.

5 송인갑, 2004, 『향수: The story of perfume』, 한길사, p.80.

6 『三國遺事』 卷3, 「興法弟三」 阿道基羅.

7 『三國史記』 卷45, 溫達; 『三國史記』 卷41, 金庾信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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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국에서 자생하지 않던 

침향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8

고려시대에도 향의 사용은 계속되었다. 『고려도경』

에는 자모수로(子母獸爐)에 독누, 용뇌, 전단, 침수 등 송

나라에서 하사한 향을 피운 기록이 있다.9 향의 교역은 진

(晉), 송(宋), 원(元)나라와 이루어졌다. 『고려사』에 따르

면 고려 초기인 문종 33년(1079)에 경주 침향, 광주 목향, 

광주 정향, 서융 안식향, 광주 곽향, 용뇌향, 사향 등을 보

내온 기록이 있다.10 이 외에도 『고려사』에서 향의 교역 사

실을 찾을 수 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애향 관습과 유교의식으로 인해 

더욱 많은 향이 소비되었다. 임금의 교지를 받을 때 반드

시 향로에 향을 사르고, 사약을 받을 때에도 사르며, 궁중

에서는 큰 향로에 항시 침향을 사르고, 임금이 설날 아침

에 벽온단(辟瘟丹) 한 심지를 살라 한 해의 평안을 기원

했다. 옷을 보관할 때 방충 및 방향의 역할을 하던 의향도 

사용되었다.조선의 선비들은 독서를 하거나 시를 지을 

때 향을 피웠으며 훈목(薰沐)하는 관습이 생활화되어 있

었다. 심신수양의 방법으로 거처하는 방 안에 향을 피우

기도 해 ‘향을 피우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는 뜻의 분향묵

좌(焚香黙坐)라는 말이 생겨났다. 혼례의 경우 유교식과 

불교식 혼례 모두 향이 필수품이었다.

향의 종류는 사용된 향재의 수에 따라 단향(單香)과 

합향(合香)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단향은 침향과 자단향

처럼 향재 하나로 구성된 향을 말하며, 합향은 여러 가지 

향재를 섞어 만든 향이다. 조선 왕실에서는 단향과 합향

을 모두 사용하였지만 부용향(芙蓉香)이라는 합향을 주

로 사용했다. 정조 10년(1786) 5월에 “제전(祭奠)도 왕이 

친히 제사를 지내지 않을 경우에는 침향(沈香)을 사용하

지 말고 자단향(紫檀香)으로 대신하라’ 하였다.11 이 외의 

문헌에서는 조선 왕실에서 사용된 향으로 청향(靑香), 매

화향(梅花香), 금낭(錦囊), 강매향(江梅香) 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언제부터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되었

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12 

왕실에서는 부용향이라는 합향을 주로 사용하였다. 

부용향은 침속향과 백단향을 주 향재(香材)로 하여 총 10

가지 재료를 넣어 만든 향이다. 부용향은 조선 왕실을 상

징하는 향이었다.13 부용향의 용도는 크게 4가지로 분류

해볼 수 있다. 부용향은 의례, 방향, 방충, 의료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의례용으로 사용된 부용향은 가례와 제례, 

그리고 행차 등의 의례 때 사용되었다. 행차 때 부용향을 

피운 것은 멀리 있는 백성들에게도 임금의 존재를 알리는 

수단이었을 것이다. 가례 때의 부용향은 주위를 정화시

키고 잡귀를 쫓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부용향은 뛰어난 살충 효과를 가지고 있다. 부용향

은 어진을 봉안할 때 방충 목적으로 함께 봉안되었다.14 

이 때는, 선향 형태의 부용향을 넣었다. 『숙종영정모사도

감의궤』의 실입질에서 부용향 6봉 8병이 사용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15 어진 외에 공신도상과 같은 초상화 함에

서도 부용향을 찾을 수 있다.16 

8 『三國史記』 卷33, 雜志2 車騎.

9 『宣和奉使高麗圖經』 제30권. 子母獸爐, 以銀爲之, 刻鏤制度精巧. 大獸蹲踞, 小獸作搏攫之形, 返視張口, 用以出香. 惟會慶乾徳公會, 則置于兩楹之閒. 迎詔焚麝香, 

公會, 則爇篤耨龍腦旃檀沈水之屬, 皆御府所賜香也. 每隻, 用銀三十斤, 獸形連坐, 高四尺, 闊二尺二寸.

10 『高麗史』 제9권 문종 33년(1079) 7월. 兼賜藥一百品, 具如別錄, 至可領也.…瓊州沈香·廣州木香·廣州丁香…西戎·安息香·廣州·藿香…龍腦八十兩·朱砂三百兩·麝

香五十臍….

11 『正祖實錄』 정조 10년(1786) 5월 15일. …祭奠, 非親祭, 勿用沈香, 代以紫檀.

12 이경희·이은주, 앞의 논문, p.122.

13 김지영, 2005, 「朝鮮後期 국왕 行次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333.

14 조은혜, 앞의 논문, p.17, 67.

15 『肅宗影幀模寫都監儀軌』 實入秩. 芙蓉香 六封八柄.

16 조은혜, 앞의 논문,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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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으로 사용된 사례는 『온행일기』에서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사도세자의 다리에 습창이 생겼을 때 의원

들은 온천행을 추천했다. 이때 내의원에서는 부용향 1재, 

소목(蘇木) 1근, 울금(鬱金) 8량 등을 준비했다. 이 약재

들은 목욕에 소용되는 것이었다.17 조선 왕실에서는 온욕

을 할 때 부용향 등의 약재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분향되는 향은 향구(香具)와 함께 사용되었다. 가례

도감의궤에 나타난 향구는 향로(香爐), 향합(香盒), 향꽂

이(香串之), 향안(香案) 등이 있다. 가례 시에 사용된 향

구들은 각각의 담당 차비의녀(差備醫女)가 있었다.18 순

조순원왕후가례 당시에는  향구를 새로 제작하지 않고 기

존에 있던 것을 사용하기도 하였다.19

Ⅲ. 조선 왕실 향장의 소임과 처우

조선 왕실의 경공장으로 향을 만든 장인은 향장이

다. 고려시대에는 향을 만드는 장인이 따로 분화되어 있

지 않았으나 중국에 향을 수출했다는 기록과 애향 관습에 

대한 기록 등으로 보아 향의 제조 기술이 우수하였을 것

으로 짐작한다. 조선시대에 향의 소비가 증가됨에 따라 

전문적으로 향을 제조하는 장인인 향장이 등장했다. 민

가에서는 부인들이 향의 제작을 담당하였다.20 

1485년에 편찬된 『경국대전』에 따르면 향장은 본래 

내의원 소속으로 4명이 지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1491년

까지의 현행법을 기록한 『대전속록』에 따르면 상의원에 2

명의 향장이 추가된 기록이 있다.21 경공장 장색의 분포는 

해당 분야의 수요를 반영하고 있다.22 따라서 향 사용의 

다양화와 이에 따라 증가된 향의 수요가 장인의 증가로 

이어졌을 것이다. 소속기관이 내의원이 아닌 상의원으로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의향 사용 빈도의 증가를 추측해볼 

수 있다. 상의원의 향장이 제작한 의향은 방향과 방충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어느 시기부터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23 『승정원일기』 영조 41년(1765)에 상의원

에서 의향을 만들어 올렸다는 기록으로 상의원에서 의향

을 제조하였으며 그 외의 향은 내의원에서 제작했음을 추

정할 수 있다.24

『내의원식례』에 연례 진상 품목으로 부용향과 의향

이 기록되어 있다.25 『내의원식례』는 내의원의 내력과 사

무 규정, 취급 약재, 재정 내역 등 내의원에 관한 제반 규

정이 실린 책으로 순조 연간에 내의원에서 편찬했다. 내

의원에서도 의향을 제조한 기록으로 보아 방충 목적의 의

향은 내의원이 담당하고 방향 목적의 의향을 상의원에서 

제조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장은 연례 진상 품목인 부용향을 봄과 가을마다 

제조해 비축해두었다.26 부용향을 만들 시기에 향재가 부

족할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서 향재를 구입해 제조했다. 

부용향은 비축해두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한 향이다. 의궤

17 신병주, 2007, 『규장각에서 찾은 조선의 명품들』, 책과함께, p.41.

18 『純祖純元王后嘉禮都監儀軌』 稟目秩. …香爐差備二, 香盒差備一, 香串之差備二, 香案差備二….

19 『純祖純元王后嘉禮都監儀軌』 稟目秩. …一各㨾習儀時舊件…香爐香盒香佐兒…䓁依例進排事捧甘何如 手决内依禀.

20 전완길, 1987, 『韓國化粧文化史』, 열화당, p.98.

21 『大典續錄』 尙衣院. 紗帽匠·網巾匠·襦笠匠·豆錫匠·風物匠·斜皮匠·玉匠各一, 裁金匠·鍊匠·都多益匠·漆匠·金箔匠·銀匠·咊匠·靴匠·香匠·靴皮入染匠各二, 弓帒匠五, 人

絲匠〔入絲匠〕·小木匠各三, 刀子匠六, 針線匠十, 雕刻匠十一, 擣砧匠八, 加定, 蓑衣匠二, 竝良人·公賤中擇定.

22 최공호, 2018, 「조선 전기 경공장의 기술 통제와 분업」 『미술사논단』 47, 한국미술연구소, pp.117~118.

23 이경희·이은주, 앞의 논문, p.122.

24 『承政院日記』 영조 41년(1765) 2월 2일. 尙衣院大殿衣香二封, 世孫宮衣香二封, 三年一次製送事, 傳敎, 故甲申五月, 已爲製送矣.

25 『內醫院式例』 「年例進上」. 芙蓉香 衣香 各宮房亦爲封送.

26 『承政院日記』 인조 17년(1639) 3월 16일. 鄭太和, 以內醫院官員, 以都提調意啓曰, 本院年例芙蓉香, 春秋兩次劑造遺儲. 香材窮乏, 亦有闕種, 不得已移文戶曹, 使

之給價貿易, 而亦不多得, 節序漸晩, 極爲悶慮. 大槪上年秋劑之香, 可支今夏之用, 令本院聞見香材有處鳩聚, 然後待秋新劑, 以爲繼用之意, 敢啓.傳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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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록에 따르면 각사(各司)의 관원이 부용향을 직접 올

렸다.27 따라서 향장의 기록은 의궤에서 찾기 어렵다. 부

용향의 제작 방법도 의궤가 아닌 의서에서 찾을 수 있다.

향장을 조선시대의 조향사로 여기는 견해가 있다.28 

새로운 향을 조향한 사례는 신흠의 『상촌집』에서 찾을 수 

있다.29 신흠은 가지고 있던 향이 떨어지자 직접 산에서 

주운 소나무와 잣나무의 뿌리와 가지, 잎, 열매와 단풍나

무 진을 혼합해 향을 만들었다. 그 향을 한 알씩 사를 때

마다 청고(淸苦)한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했다. 새로운 향

의 창작이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의원의 향장은 향을 창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재료

로 정해진 향을 만드는 장인이었다. 향장은 내의원의 탕

약사령(湯藥使令)이 절구 등으로 빻아 갈아놓은 각종 향

재를 정확한 비율로 조향하는 장인이었다.30 

이처럼 내의원과 상의원에 소속된 향장은 각각 다른 

소임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처우도 달랐을 것으

로 추정된다. 상의원 향장의 처우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내

의원 향장의 처우에 관한 기록은 『승정원일기』에서 찾을 수 

있다. 인조 7년(1629)에 내의원 관원이 도제조의 뜻으로 아

뢰기를 “내약방의 탕약사령은 평상시에는 28명으로서 서

원(書員), 고지기(庫直), 주방(酒房), 향장(香匠)의 직임으

로 분정(分定)하고, 그 나머지는 약방에 입직(入直)하면서 

주야로 대기하며, 또 환자를 돌보거나 약을 채취하거나 출

사(出使)하는 등의 일이 있으면 겨를 없이 부지런히 행하는

데도 요미(料米) 6말(斗)과 보병목(步兵木) 1필만을 지급하

므로 일은 고되고 급료는 박하다고 항상 원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31 탕약사령이 향장으로 분정되었기에 내의원 

향장의 급료도 탕약사령과 유사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비슷한 시기인 인조 13년(1635)에 궁전(弓箭)과 조

총(鳥銃)을 만들던 장인이 겨우 요미 12말을 받았다는 기

록이 있다.32 이 장인들이 받은 요미도 겨우 12말로 표현

되는 것으로 보아 향장이 받은 6말의 요미는 상당히 적은 

양임을 알 수 있다. 향장의 처우가 좋지 못했음을 알 수 

있는 기록이다. 

Ⅳ. 부용향의 향재 수급과 제작

1. 향재의 수급

부용향의 제작 방법은 『동의보감』, 『의림촬요』, 『제

중신편』, 『의종손익』, 『의본』 등의 의학서와 『임원경제지』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부용향의 제작 방법은 사용처를 기

준으로 속방, 잡방, 내국으로 나뉜다. 속방과 잡방은 민간

에서 통용된 방법, 내국은 내의원에서 행한 방법을 기록

한 것이다. 보감은 『동의보감』의 기록을 뜻한다. 속방에 

사용된 재료의 대부분은 고가의 당약재(唐藥材)를 사용

했다.33 그러므로 속방도 왕실에서 사용된 것을 기록하였

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34 

각 서적에 나타난 부용향의 제조에 필요한 향재와 수

량은 <표1>과 같다. 내국과 속방의 제조법 모두 비슷한 향

재를 조합해 제조했으며, 비슷한 배합비율로 제작되었다. 

하나의 향재로 이루어진 단향과 달리 합향인 부용향

은 여러 향재를 일정한 비율로 조합해 만든 향이다. 여러 

27 『純祖純元王后嘉禮都監儀軌』 稟目秩. …各㨾習儀時…沉束芙蓉香香炭䓁各司官貟躬親進排….

28 송인갑, 앞의 책, p.82.

29 『象村集』 제47권 외집7 野言1. 深山高居.爐香不可缺.退休旣久.佳品乏絶.取老松柏根枝葉實擣之.斫楓肪和之.每焚一丸.亦足助淸苦.

30 경인교육대학교 산업협력단, 2010, 『조선 왕실의 의료』, 국립고궁박물관, p.295.

31 『承政院日記』 인조 7년(1629) 6월 10일. 內醫院官員以都提調意啓曰, 內藥房湯藥使令, 在平時, 以二十八名, 分定書員·庫直·酒房·香匠之任, 其餘則藥房入直, 晝夜

不離。又有看病·採藥·出使等役, 奔走無暇, 而只給料米六斗·步兵木一疋, 役苦料薄, 常常稱冤矣.

32 『承政院日記』 인조 13년(1635) 4월 22일. 本局弓箭·鳥銃兩色匠人九十餘名, 所受役價, 只是每朔料米十二斗, 而布物則都監拮据矣….

33 『度支準折』. 十六 唐藥材.

34 이경희·이은주, 앞의 논문, 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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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재가 합해져 새로운 향을 만들어내기에 각 향재 본연의 

향을 느끼기는 어렵다. 하지만 각 향재의 성질을 이해한

다면 합향의 향을 더욱 풍부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향재의 수급 방법은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

기』, 『세종실록지리지』 등의 왕실 기록과 조선 후기 재정

의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정을 정리한 『탁지준절』을 통해 

알 수 있다. 『탁지준절』은 향재를 수급할 수 있는 곳을 기

준으로 향약재(鄕藥材)와 당약재(唐藥材)로 나눈다. 조

선에서 구할 수 있는 약재는 향약재, 중국에서 수입한 약

재를 당약재로 구분했다. 『탁지준절』에 나타난 부용향의 

당약재는 침속향, 백단향, 영릉향, 감송향, 팔각향, 삼내

자, 정향, 소뇌, 비초이다. 이 중에서 영릉향, 정향, 비초는 

『세종실록지리지』에서도 기록을 찾을 수 있다. 모향과 백

급은 향약재로 분류되어 있지 않지만 『세종실록지리지』

에 재배된 기록이 나타나 있어 향약재로 분류했다. 부용

향의 향재는 대부분 당약재로 수입에 의존했었다.

모향은 벼과에 속하는 다년생의 초본식물이다. 『세

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모향은 국내에서 생산되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충청도와 경상도 조(條)에서 그 기

록을 찾을 수 있다. 모향은 충청도의 괴산군과 단양군의 

토공(土貢)이었으며, 경상도 함양군과 현풍현도 토공으

로 봉진했다.

또한 중종 20년(1525)의 기록에 모향을 경상도, 충

청도, 전라도에서 봉진한다고 되어 있어 『세종실록지리

지』의 기록 외에 모향이 자란 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35 부

족한 모향에 대해서는 경상도와 충청도는 매년 10근을 더 

봉진하고 전라도는 20근을 더 봉진하도록 하였다. 전라

도는 이전에 경상도와 충청도보다 봉진하는 수량이 더 적

었거나,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모향을 재배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백급은 난초과의 덩이줄기이다. 자란의 뿌리를 말린 

한약재이다.36 『세종실록지리지』에서 백급이 서식한 곳을 

확인할 수 있다. 백급은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황해도, 

강원도, 평안도, 함길도 등 전국 각지에 분포해 있었다. 

백단향은 인도에서 동남아시아에 걸쳐 자생하는 단

향과 Santalum album의 심재(心材)로 향료와 약재로 사

용된다. 여러 가지 향재를 섞는 합향을 만들 때 많이 사

용된다. 조각재나 건축재로 쓰이기도 한다. 또한 기름을 

짜서 향유로 사용하기도 한다.37 백단향은 강원도, 경상

도, 충청도의 공물이었다. 일본이 조선에 백단향을 바치

기도 했으며, 이에 대한 답으로 토산물 정포 혹은 면포를 

35  『中宗實錄』 卷54, 중종 20년(1525) 7월 24일. …茅香則無遺在, 請令慶尙、忠淸道每年加進十斤, 全羅道進二十斤….

36 김창민 외, 2015, 『한약재감별도감』, 아카데미서적, p.78.

37 백비헌, 2011, 『향기로 장엄한 세계』, 티웰, p.13.

표 1 문헌에 기록된 부용향의 재료와 혼용 비율

  

  

의림촬요
(17C 전후)

동의보감
(1610)

임원경제지
(1835)

의본
제중신편
(1799)

의종손익
(1868)

俗方 俗方 寶鑑 雜方 寶鑑 內局 俗方 內局

향
약
재

모향 1냥 1냥 1냥 - 1냥 - 1냥 -

백급 4~5냥 4~5냥 4~5냥 8전 4~5
냥 8전 4~5

냥 8전

당
약
재

침속
향 2냥 2냥 2냥 1냥

6전 2냥 1냥
6전 2냥 1냥

6전

백단
향 2냥 2냥 2냥 1냥

6전 2냥 1냥
6전 2냥 1냥

6전

영릉
향 1냥 1냥 1냥 1냥

2푼 1냥 1냥
2푼 1냥 1냥

2푼

감송
향 1냥 1냥 1냥 1냥

2푼 1냥 1냥
2푼 1냥 1냥

2푼

팔각
향 7돈 7돈 7돈

4돈
2푼
5리

7돈
4돈
2푼
5리

7돈
4돈
2푼
5리

삼내
자 7돈 7돈 7돈

4돈
2푼
5리

7돈
4돈
2푼
5리

7돈
4돈
2푼
5리

정향 7돈 7돈 7돈 5돈 7돈 5돈 7돈 5돈

소뇌 5돈 5돈 5돈
2돈
3푼
5리

5돈
2돈
3푼
5리

5돈
2돈
3푼
5리

비초 - - -
2돈
3푼
5리

-
2돈
3푼
5리

-
2돈
3푼
5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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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다.38 성종 25년(1494)의 기록에 따르면 구례에는 백

단 7냥에 정포 1필을 주었고, 당시에는 8근에 1필을 주었

다 한다.39 일본뿐만 아니라 유구(琉球)에서도 백단향을 

보낸 기록이 있다.40 백단향은 연산군과 중종 시기에 대

궐로 들인 기록이 많이 있어 왕실에서 선호한 향으로 생

각된다. 연산군은 12년 재위 기간 동안 백단향을 궐내로 

들이라고 8번 전교를 내렸다. 

영릉향은 콩과의 두해살이 풀로 저습지에 서식하며 

향료와 약재로 사용된다. 고대 중국 남부 영릉(零陵) 지

역에서 산출된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혜초(蕙草)라고

도 한다.41 영릉향은 『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경상도

와 전라도 제주목에서 자생했으며 제주목의 정의현과 대

정현에서 진상했다. 『동의보감』에서는 “오로지 제주에서

만 나기에 구하기 어렵다” 하였다.42 태종 6년(1406) 명나

라에 동불(銅佛)을 바친 대가로 서적과 약재 등의 물품을 

받았는데, 그 중에 영릉향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43 세

종 20년(1438) 전의 제조 황자후가 제주의 영릉향 건조법

이 아직 미진한데 훌륭한 의원이 건조법을 만들면 중국에 

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상언하고 그대로 따랐다.44 영릉향

은 국내에서 건조법이 발달하지 못해 중국의 향재를 수입

하는 것으로 대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영릉향은 『세종실록지리지』에서 국내에서 생산된 

기록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탁지준절』에 이 향재는 당

약재로 분류되어 있다. 영릉향은 국내에서 생산되었으

나 구하기가 어려웠고 건조법이 발달하지 못했다. 따라

서 영릉향은 중국을 통해 수요를 충당했다. 왕실은 국내

에 있는 향재라 하여도 건조법 등의 가공법 발달하지 못

한 경우 중국으로부터 수급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침속향, 감송향, 팔각향, 삼내자, 정향, 소뇌, 비초 역

시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재료였다. 『제번지』의 분류에 

따르면 침속향은 침향의 종류로 수지 밀도가 50%인 향재

이다.45 동남아시아에 자생하는 팥꽃나무과의 Aquilaria 

agallocha가 자연재해나 병해충에 의해 상처를 입게 되면 

상처 부위와 주위에 수지(樹脂)를 분비·축적하게 되는데 

38 『世宗實錄』 卷19, 세종 5년(1423) 1월 12일. 日本國 日向、大隅、薩摩三州太守源朝臣久豐使人來獻土物: …白檀香十觔, 沈香十觔, 白銳十觔, 甘草十觔, 蘇木一千

觔, 扇子二十本, 命饋之. 禮曹判書金汝知答久豐書曰: 善繼令兄通好, 欣慰殊深. 所獻禮物, 謹已啓納. 不腆土宜緜布五百四十匹, 就付回人. 久豐, 元久之弟也.  

『世宗實錄』 卷22, 세종 5년(1423) 10월 15일. 日本 九州 多多良德雄, 筑前州管事平滿景等使人來獻土物.多多良德雄致書于禮曹曰 : …白檀香五十斤, 疎香二十三

斤, 蠟燭一百丁.…馬鞍製造非易, 未卽從請. 唯土宜正布六百九十匹, 付回使.        

『世宗實錄』 卷22, 세종 5년(1423) 10월 18일. 日本國 九州 源義俊, 平常嘉, 源昌淸等使人獻土宜 義俊進硫黃五千斤, 蘇木三千斤, 銅五百斤, 蘇香油五斤, 犀角三

本, 藿香三十斤, 丁香皮五十斤, 百檀香十四斤, 回賜正布七百七十匹.         

『世宗實錄』 卷22, 세종 5년(1423) 10월 27일. 奉獻土宜.…白檀香五十斤, 柔鹿皮十箇, 鬼魚皮十箇, 水牛角三箇, 寶砂半斤, 紙彩四員, 酒尊五箇.…土宜正布

一千五百十六匹, 就付回价.            

『世宗實錄』 卷35, 세종 9년(1427) 1월 13일. 左衛門大郞使其子朝見, 仍獻硫黃一千斤, 丹木五百斤, 犀角八介, 烏梅木五百斤, 甘草十斤, 木香二斤, 白檀香二斤, 陳

皮三十斤, 朱紅十斤, 沈香二斤, 沙鉢百介. 回賜正布三百匹.          

『世宗實錄』 卷123, 세종 31년(1449) 2월 25일. 日本 薩摩州 藤原熙久遣人獻丹木一千斤, 鑞鐵一百斤, 胡椒九斤, 束香一百斤, 白檀香五十斤, 白蛤十箇, 藤五百箇, 

烏梅木一千斤, 硫黃二百五十斤, 象牙十一斤, 回賜正布一千一百二十四匹.

39 『成宗實錄』 卷292, 성종 25년(1494) 7월 3일. …白檀七兩正布一匹, 今則八斤一匹….

40 『成宗實錄』 卷105, 성종 10년(1479) 6월 22일. 琉球國王尙德, 遣使來聘. 答書契曰: “…白檀五十斤、香五十斤, 伏望獻芹之誠, 勿誚微陋, 收納是幸.”  

『成宗實錄』 성종 19년(1488) 6월 15일. 今計夏三朔倭人所獻答賜布帛, 無慮十餘萬匹, 而司贍遺儲, 只八十餘萬匹耳. 三朔之費如此其多也, 則以國家有限之貨, 恐

難繼之. 彼人來獻之物, 唯烏梅木、蘇木等物, 則公私所用也; 如束香、丁香、白檀香、胡椒等物, 皆不緊於用, 而價則太重.

41 백비헌, 앞의 책, p.15.

42 『東醫寶鑑』. 零陵香 我國惟濟州有之, 然難得. 《俗方》.

43 『太宗實錄』 卷12, 태종 6년(1406) 12월 22일. …零陵香ㆍ甘松香等藥材十八味. 帝喜我進銅佛, 故有是賜.

44 『世宗實錄』 卷81, 세종 20년(1438) 5월 21일. 甲辰/典醫提調黃子厚上言: “濟州所産零陵香乾正之法, 恐有未盡, 乞當七月遣良醫, 依法乾正, 則不求中朝, 而用之

無窮.” 從之.

45 이경희·최덕경, 2016, 「宋代 沈香 계통의 분류체계와 용도」 『중국사연구』 100, p.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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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채취한 것이 침향이다. 수지가 축적된 부분은 수

지가 없는 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아지게 되는

데, 이것을 물에 넣으면 가라앉는다 하여 침향이라 한다. 

침향은 생산지와 산출 부위 및 모양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가장 고급의 것을 ‘가라’라고 한다. 가라는 검다

는 의미의 범어 Kalaguru에서 유래되었다.46 

세종 14년(1432) 침향은 중국에서라도 쉽사리 얻지 

못할 것이며, 그간 왜인들이 가져오는 침향이 흔히 있었

으나 우리나라에서 값을 너무 깎아 다시는 가지고 오지 

않고, 왜에서도 침향이 나지 않고 중개무역을 하는 것이

기에 갑절의 값을 주더라도 가하니 예조는 그것을 의논하

라 하였다.47 이를 통해 당시 침향의 희소성과 가치가 높

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정향은 인도네시아 원산의 열대 상록수 Syzgium 

aromaticum Merrill et Perry의 꽃봉오리를 말린 것으로 생

긴 모습이 못(丁)을 닮아 정향(丁香)이라 한다. 분말로 만

들거나 기름을 짜서 향신료나 약재 등으로 사용한다. 계설

향, 정자향, 만산향, 공정향이라 부르기도 한다.48 성종 25년

(1494)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정향은 5근에 정포 1필이었

다 하여 8근에 정포 1필이었던 백단향보다 귀하게 여긴 향

재였음을 알 수 있다.49 이는 일본과의 무역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일본으로부터 정향을 수급했음도 알 수 있다. 과거

에는 정향 8냥에 정포 1필, 백단향 7냥에 정포 1필이었다. 

감송향은 Nardostachys chinensis의 뿌리줄기 및 뿌

리로 단맛이 나며 사천성 서부 송주(松州)에서 생산되어 

달 감(甘)에 송주의 송(松)자를 따서 이름을 붙였으며 약

재와 향료로 사용된다.50 삼내자는 감송향의 열매이다. 태

종 6년(1406)에 동불을 바친 대가로 명나라에서 보낸 약

재 중에 감송향도 포함되어 있었다.51 

팔각향은 중국 남부와 동남아시아에 자생하는 상록

수 Lllicium verum의 열매로 향신료나 약재로 쓰인다. 단

단한 껍질로 싸인 8개의 꼬투리가 별 모양으로 붙어 있

다. 대회향(大茴香), 팔각회향(八角茴香)으로도 불린다.52

소뇌는 장뇌(樟腦)라고도 불린다. 녹나무의 목부, 가

지, 잎을 절단하여 수증기로 증류하여 얻은 장뇌유(樟腦

油)를 냉각시켜 석출한 결정체이다. 중국에서는 녹나무

의 가지와 잎을 사용하므로 천연빙편(天然氷片)이라고도 

불렀다.53 장뇌에 몇 가지 공정을 거치면 용뇌가 된다.54 

용뇌는 인도에서 동남아시아에 걸쳐 자생하는 용뇌

수(Dryobalanops aromatica Gaertner)의 수간(樹間)에서 

흘러나오거나 수간과 가지를 증류하여 얻어지는 백색의 

투명한 결정체로 향료와 약재로 사용된다. 범어로 Karpura

라 하는데 용뇌의 주산지인 수마트라 남부 해안 지역의 명

칭에서 유래되었으며, 중국에서 음역하여 갈라파향, 갈포

라라고 한다. 그 외에 파율고, 편뇌, 빙편뇌, 뇌자, 용뇌향, 

매편, 빙편, 매화뇌, 고포파율이라고도 불린다.55

『탁지준절』에는 소뇌(小腦)와 용뇌(龍腦)가 함께 기

록되어 있어 두 향재는 서로 다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46 백비헌, 앞의 책, p.12.

47 『世宗實錄』 卷58, 세종 14년(1432) 10월 20일. …沈香則雖中國, 未易得之. 往者倭人齎沈香來者比比有之, 我國折價甚輕, 故不更齎來. 沈香不産倭邦, 乃旁求他

國而來, 雖倍其價可也, 禮曹其議以啓.

48 백비헌, 앞의 책, p.14.

49 『成宗實錄』 卷292, 성종 25년(1494) 7월 3일. …舊例丁香八兩正布一匹, 今則五斤一匹, 白檀七兩正布一匹, 今則八斤一匹….

50 백비헌, 앞의 책, p.14.

51 『太宗實錄』 卷12, 태종 6년(1406) 12월 22일. …甘松香等藥材十八味. 帝喜我進銅佛, 故有是賜.

52 백비헌, 앞의 책, p.14.

53 김창민 외, 앞의 책, p.492.

54 한국한의학연구원, 2019, 『임상가를 위한 한약재 감별과 응용』, p.32.

55 백비헌, 앞의 책,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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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용뇌가 소뇌를 대체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용뇌는 부용향의 제조법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부용향 제

조에 사용된 문헌 기록이 있다. 인조 10년(1632) 『승정원

일기』에 내의원의 제조 목서흠이 부용향의 재료인 백단

향, 용뇌, 침속향 등의 물품이 떨어져가기에 제때 새로 제

조해야 한다 하였다.56 이를 통해 용뇌가 부용향의 향재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늘날 인도네시아에서조차도 천연 용뇌가 생산되

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 유통되고 있는 용뇌의 대부분

은 장뇌를 원료로 하여 가공·합성한 것이거나 장뇌, 즉 소

뇌일 가능성이 높다.57

『탁지준절』에 따르면 용뇌 1근의 값은 은 100냥이며 

소뇌 1근의 값은 1냥이었다. 두 향재의 가치는 100배의 

차이가 있었다. 소뇌보다 값이 100배나 더 비싼 용뇌를 

사용해 부용향을 제조한 것은 소뇌가 갖고 있는 독성 때

문일 것이다. 소뇌는 2g 이상 내복 시 대뇌피질에 직접적

인 흥분 작용을 일으킨다. 독성이 강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반면에 용뇌는 비교적 독성이 약하다.58

비초(萆草)는 비해(萆薢)를 말한다. 마과인 

Dioscoreaceae의 뿌리줄기이다. 냄새가 거의 없고 맛은 

약간 쓰고 달다.59 『세종실록지리지』의 황해도 기사에서 

비해의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속방과 내국 모두 부용향 제작에 사용한 향재는 침속

향, 백단향, 영릉향, 감송향, 팔각향, 정향, 삼내자, 백급이

었다. 모향은 속방에서만 사용되었으며 비초는 내국에서

만 사용된 향재였다. 모향과 비초 모두 국내에서 수급할 수 

있던 향재였다. 모향과 비초는 서로 대체할 수 있는 향재였

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향은 벼과의 식물이며 비초는 

마과의 뿌리줄기로 서로 다른 향재였다. 그럼에도 대체재

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은 향이 유사하기 때문일 것이다. 

2. 부용향의 제작

부용향은 행차 시 거둥길을 정화하여 신성한 공간으

로 만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 국왕의 행렬이 지나

게 되는 도성의 도로를 평평하게 메우고 황토를 뿌려 단

장할 수 있었지만 거리의 냄새는 쉽게 가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향은 거리의 냄새를 가리는 역할도 일정 정도 수

행했다. 동시에 백성들에게 국왕이 지나감을 강렬하게 

알리는 기능을 했다. 국왕의 행차는 왕실 고유의 향을 태

우며 이루어졌고, 가마와 각종 의물에는 의향을 넣어 향

기가 퍼지도록 하여 권위를 상징했다.60

행차로 왕실의 향을 접한 후 민간에서는 부용향을 

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났다. 민간에서 부용향을 구

하기 위해 내의원이나 향장에게 직접 접근하여 부용향을 

얻으려 하기에 이르렀다.61 『일성록』 정조 13년(1789) 액

례(掖隷)가 부용향을 감추어두었다가 발각된 사건이 있

었다. 이 사건으로 정조는 액례가 약원을 드나들지 못하

도록 하였던 처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해당 액례

를 엄히 처벌하였다. 또한 차후 거둥 시에 향장이 대령할 

때에도 탐문하여 폐단이 없도록 했다.62 

56 『承政院日記』 인조 10년(1632) 3월 13일. …白檀香·龍腦·沈束香等物, 則乃是芙蓉香材也. 樻中之香, 幾已向盡, 不可不及時合製….

57 김창민 외, 앞의 책, p.486.

58 한국한의학연구원, 앞의 책, p.32.

59 김창민 외, 앞의 책, p.99.

60 김지영, 앞의 논문, p.332.

61 김지영, 앞의 논문, p.338.

62 『日省錄』 정조 13년(1789) 2월 22일. 飭掖隸毋得出入藥院. 因司謁手本 敎曰 近來別監無非化外之類 不以人類責之任 渠所爲而至於此事 決不可等閑看過 掖屬之貽弊

藥院一款 弊至弩末 莫可收拾 御極之初 先自此事立法定制 掖屬稱名人之投足藥院者 無論罪之輕重 隨現痛懲 十數年來庶有令行禁止之效云…此後藥房進上物種掌務官

直來待賢門 請傳命 司謁入啓 使差備別監輩無得與藥房官吏輩接面 擧動時 香匠待令在所不已 而亦當多般廉問 萬一有操縱之弊 隨現 當該別監限死決棍定配亦令以此

意承旨招致嚴飭分付如是 而投足藥院者 許接之院屬 自首醫以下亦當重治亦令以此分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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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서도 부용향을 제작할 수 있었으나 값이 비싼 

당약재를 구할 수가 없어서 아무나 사용할 수 있던 향은 

아니었다. 과거에 사대부들이 혼례 때에 사용했던 향도 구

하기 어려워 아주 귀한 이들만이 겨우 쓸 수 있었다고 한

다.63 민간과 왕실에서의 제작 방법의 차이를 살펴보면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민간에서 사용

한 부용향의 제작 방법은 『동의보감』에서 찾을 수 있다. 

침속향ㆍ백단향 각 2냥, 영릉향ㆍ감송향ㆍ모향 각 1냥, 정

향ㆍ삼내자ㆍ팔각향 각 7돈, 소뇌 5돈, 백급 4냥 혹은 5냥. 이 

약들을 가루 내고 물에 섞어 비벼서 젓가락만 하게 향을 만들어 

그늘에 말려서 태운다. 이것이 부용소주법(芙蓉小炷法)이다.64

『제중신편』에 따른 내국의 부용향 제작 방법은 다음과 같다.

부용향 1봉지에 백단향ㆍ침속향 각 1냥6전, 정향 5전, 팔

각향ㆍ삼내자 각 4전2푼5리, 소뇌ㆍ비초 각 2전3푼5리, 영릉

향ㆍ감송향 각 1냥2전, 백급 8전을 넣고 향 심지를 만들어 쓴

다. 《내국》65

민간에서의 제조법과 내국의 부용향 제조법 모두 비

슷한 비율의 향재를 배합하여 제조했다. 두 제조법의 차

이는 모향과 비초의 사용 여부일 뿐 다른 큰 차이는 나타

나지 않는다. 부용향은 향재를 갈아서 섞은 후 젓가락 모

양으로 만들어 굳힌 향이다. 『규합총서』에 “무릇 향을 화

합함에 그 질거나 되기를 알맞게 하기가 무척 힘들다”고 

전제되어 있어 향장에게는 적절한 향의 굳기를 맞추는 기

술이 요구되었을 것이다. 너무 질게 만들면 모양이 잡히

지 않을 수 있고 너무 되게 만들 경우 향이 갈라지게 된

다. 이때 향의 점성을 맞추기 위해 백급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백급은 장황용 풀의 원료로 사용된 약재이다.66 

향 제조에 사용된 도구를 살펴보겠다. 향장은 내의

원 소속이었기에 내의원에서 사용한 약기(藥器)들을 도

구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약저울과 같은 형

기(衡器)를 들 수 있다. 향재를 일정한 비율로 조합하기 

위해서는 각 향재를 정확히 계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

이다. 계량한 향재를 가루로 만들기 위해 가루를 빻는 도

구가 사용되었을 것이다. 내의원에서 가루를 빻을 때 사

용한 도구인 약연기의 종류는 약연, 약맷돌, 약절구, 유발

(乳鉢) 등이 있다. 이러한 도구들은 소량의 약재를 가공

할 때 사용하기 적합한 도구였다. 약맷돌은 때때로 3~4명

의 인원이 돌려야 하거나, 연자매처럼 가축의 힘을 빌려

서 갈아야 할 정도로 대규모의 것도 있었다. 향장은 약연

기로 빻은 향재에서 입자가 고운 것들을 고르기 위해 체

를 사용해야 했을 것이다.

향을 제조할 때 인향(印香)과 자향(字香)의 경우 향

의 형태로 향 틀을 사용했다. 하지만 부용향은 손가락 굵

기의 5~6치 길이의 선향이었다. 제조법에서도 손으로 비

벼(撚) 제조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부용향 제조과정에서

는 향 틀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구(毬) 모양의 

향은 내의원의 환약제조기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부용향의 제작과 관련된 장색은 향장과 분장((粉匠)

으로 추측된다. 분장은 향장과 함께 내의원에 소속되어 

63  『承政院日記』 영조 24년(1748) 10월 28일. 文秀曰, 大炷芙蓉香減下, 出於崇儉, 臣誠欽仰盛德。而臣伏聞老母在世之言, 古則士大夫雖婚禮之時, 難於得香, 故貴者僅用, 

而下者不敢用之矣.

64 『東醫寶鑑』. 沈束香ㆍ白檀 各二兩, 零陵香ㆍ甘松香ㆍ茅香 各一兩, 丁香ㆍ三乃子ㆍ八角 各七錢, 小腦 五錢, 白芨 四兩或五兩. 右硏爲末, 水和, 撚作條如筯子大, 陰乾燒

之, 此芙蓉小炷法也. 《俗方》.

65 『濟衆新編』. 芙蓉香每一封入 白檀香ㆍ沈束 各一兩六錢, 丁香 五錢, 八角香ㆍ三內子 各四錢二分五里, 小腦·萆草 各二錢三分五里 零陵香ㆍ甘松香 各一兩二分 白芨 八

錢 作炷用. 「內局」.

66 『裝物志』. 法糊 用瓦盆盛水 以面一斤渗水上 任其浮沈 夏五日 冬十日 以臭爲度 後用清水蘸 白芨半两 白矾三分 去滓 和元浸麫打成 就锅内打成團 另换水煮熟 去水 倾置

一器候冷 日换水浸 臨用以湯調开 忌用濃糊及敝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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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67 분장은 2명으로 향장의 인원인 4명에 비해 수가 

더 적었다. 향재를 가루로 만드는 인력이 더 요구되어 연

말군(硏末軍)을 동원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인조 27년(1649) 4월에 종친부가 부용향 제작을 위

해 병조에 연말군 4명의 분정(分定)을 요청했으나 가루를 

내는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재료가 준비되지 않아 연

말군이 7일 동안 한가로이 놀았다는 기록이 있다.68 또한 

같은 날 종친부에서 납약(臘藥) 등을 만들 때 필요한 연말

군은 다른 관청의 규례대로 해조(該曹)에서 정하여 보내

는 것이 규례라고 하였다.69

이상의 기록을 통해 연말군은 향뿐만 아니라 납약의 

가루를 낼 때도 동원되는 인력이었음을 알 수 있다. 내의

원에 분장과 향장의 인력은 부족하였기에 연말군이라는, 

가루를 내는 인력을 동원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부용향은 매년 봄·가을에 제작한 향이었다. 앞서 살

펴본 인조 27년(1649)의 종친부가 연말군의 분정을 요청

한 기록의 시기가 4월이므로 당시 연례적으로 제작하는 

부용향을 만들려고 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때 부용향을 

제조하려 한 관청은 종친부였다. 종친부는 종친을 관리·

감독하며 역대 왕의 계보와 초상화를 보관하고 왕과 왕

비의 의복을 관리하던 관서였다. 부용향은 초상화의 방

충제로도 쓰였던 향이다. 따라서 종친부에서는 초상화에 

쓰이는 방충용 부용향을 직접 제조해 사용했을 것이다. 

부용향은 재료만 있으면 쉽게 제작할 수 있었기에 각 관

청에서 직접 제작한 사례도 있었을 것이다.

연말군을 부른 것과, 가루를 만드는 장인인 분장이 

존재한 것으로 보아 향재를 빻는 일은 연말군과 분장이 

담당했을 것이다. 연례행사로 봄, 가을 두 차례 부용향을 

만들었으니 6개월 동안 사용할 것을 제조한 셈이었다. 따

라서 다량의 향을 만들었을 것이다. 이때 연말군과 분장

이 사용한 약맷돌은 대량의 향재를 갈기 위해 3~4인이 사

용하는 큰 것 또는 연자매를 사용했을 것이다. 

내의원의 분장 외에도 제용감에 분장 2명이 분정되

어 있었다.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서 분장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는 없다. 하지만 『경국대전』과 같은 

법전에는 분장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분장이 존재했음은 

의심할 수 없다. 

향장이 4명인 것에 비해 분장의 인원은 2명으로 상

대적으로 적은 인원이었다. 그리고 분장의 기록이 없는 

사실로 미루어 향장도 분장과 함께 향재를 가루로 만드는 

작업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내의원 소속의 경공

장은 두 장색뿐이기에 두 장색은 협업을 했을 것이다. 

Ⅴ. 가례 시의 부용향 사용

가례에서 사용한 향은 침속향과 부용향이다. 이때 

침속향, 부용향, 향탄 등은 각사의 관원이 직접 올렸다.70 

왕실의 혼례 절차는 납채(納采), 납징(納徵), 고기(告期), 

책비(冊妃), 친영(親迎), 동뢰연(同牢宴), 경우에 따라 조

현례(朝見禮)를 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납채는 왕가인 신

랑 집에서 신부 집에 청혼하는 예(禮)이다. 왕실에서 왕

비 집에 사자(使者)를 보내 청혼하는 납채의와, 왕비 집에

서 청혼을 받아들이는 수납채의로 진행된다. 납징은 신

랑집에서 신부 집에 예물을 송납하고 혼약의 성립을 증거

하는 예식이다. 사자가 예물을 가져가는 납징의와, 왕비 

집에서 예물을 받는 수납징의로 진행된다. 고기는 결혼 

67 『經國大典』 公典. 京工匠 內醫院 粉匠 二名.

68 『承政院日記』 인조 27년(1649) 4월 29일. 兵曹啓曰, 本月十八日宗親府甘結內, 芙蓉香劑造時, 硏末軍四名, 限畢役, 依例定送事據, 本曹甘結于衛將所矣. 今見衛將所所

報, 則上項硏末軍四名, 自今月二十二日, 連日定送, 今至七日, 硏末之役, 迄未垂畢, 開月仍爲定送當否, 自曹參商處置云, 欲知硏末遲速, 招問本府當該色吏, 則所入材料, 

未備之故, 時未始役云. 硏末軍定送, 雖是前例, 材料裒集後甘結, 尙且未晩, 而軍士定送, 已至七日, 尙未始役云, 軍士四名, 閑遊七日, 必無是理, 本府當該色吏用奸之狀, 

極爲痛駭, 令攸司, 囚禁重究, 以爲警後之地, 何如? 傳曰, 允.

69 『承政院日記』 인조 27년(1649) 4월 29일. 宗親府郞廳, 以有司堂上意啓曰, 本府臘藥等物劑造時, 硏末軍士, 依他司例, 自該曹定送, 乃是規例也.

70 『純祖純元王后嘉禮都監儀軌』 稟目秩. …各㨾習儀時…沉束芙蓉香香炭䓁各司官貟躬親進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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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를 알리는 의식이다. 대궐에서 길일을 택하여 왕비 

집에 알려주는 고기의와, 왕비 집에서 이를 받는 수고기

의로 진행된다. 책비는 대궐에서 왕비를 책봉하는 책비

의와, 왕비 집에서 왕비가 책봉을 받는 수책비의로 진행

된다. 왕비 책봉 후 비로소 왕실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친영은 신랑이 신부의 집인 별궁으로 가서 신부를 

친히 맞이하여 궁궐로 함께 들어오는 의식이다. 이때의 

행렬이 가례반차도로 기록되었다. 동뢰연은 왕과 왕비가 

서로 절한 뒤에 술과 술잔을 나누는 의식이다. 사실상 이 

의식이 부부의 연을 맺는 의식이다. 왕과 왕비의 자리가 

가운데 배치되어 있고 그 양쪽으로 각종 기물들이 배치된 

동뢰연도가 있다. 동뢰연이 끝난 다음에 왕실의 웃어른

들인 왕대비와 대왕대비께 공식으로 인사드리는 의식인 

왕대비전 조현례와 대왕대비전 조현례가 경우에 따라 진

행된다. 이를 끝으로 왕실의 혼례가 종료된다.71

납채의, 납징의, 고기의, 책비의는 궁에서 이루어지

며, 신부의 집에서는 수납채의, 수납징의, 수고기의, 수

책비의가 이루어진다. 이후 친영의와 동뢰연은 궁에서

만 진행된다. 궁에서 이루어진 의례인 납채의, 납징의, 고

기의, 책비의를 진행할 때 향을 사용한 기록이 나타난다. 

궁에서 진행된 모든 의식에서 향을 분향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혼례 기간 내내 향은 계속 사용되었을 것이라 추

측된다. 각 의식을 진행할 때 임금이 여(輿)에서 내려 홀

(笏)을 잡고 자리에 오르면 향로에 향을 피웠다.72 이때 향

로는 하루 전에 액정서가 인정전 밖 좌우에 설치한 향안

(香案) 위에 둔다.73 그러나 신부의 집에서 이루어진 의례

에서는 향을 사용한 기록이 없다. 이처럼 부용향은 왕실

의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어 사용자의 구분이 뚜렷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부의 집에서는 왕비가 책봉을 받는 의식인 수책비

의를 거행할 때에만 향과 관련된 기록이 나타난다. 향을 

피우거나 향안을 설치한 기록은 없지만 향로 차비 2명, 

향합 차비 2명, 향꽂이 차비 2명, 향안 차비 4명으로 10명

의 차비가 동원된 기록이 나타난다.74 향구를 관리하는 차

비가 동행한 기록을 통해 향을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렇듯 왕비 책봉 후 향을 사용한 기록을 통하여 

수책비의가 왕실 일원이 되는 의식임을 알 수 있다. 진정

한 왕실 사람으로 인정받은 후에 향을 사용한 것으로 추

정되는 기록을 통하여 왕실 사람을 위해서만 향을 사용했

71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국역 국혼정례』, 국학자료원, p.16. 

72 『純祖純元王后嘉禮都監儀軌』 儀註秩 納采儀. 通禮跪 啓請 降輿. 殿下降輿. 左通禮跪 啓請執圭, 近侍跪進圭, 殿下執圭陞 座. 爐烟升….  

『純祖純元王后嘉禮都監儀軌』 儀註秩 納徵儀. 通禮跪 啓請降輿. 殿下降輿. 左通禮跪 啓請執圭, 近侍跪進圭, 殿下執圭陞座. 爐烟升….  

『純祖純元王后嘉禮都監儀軌』 儀註秩 告期儀. 通禮跪 啓請 降輿. 殿下降輿。左通禮跪 啓請執圭, 近侍跪進圭, 殿下執圭陞 座. 爐烟升….  

『純祖純元王后嘉禮都監儀軌』 儀註秩 冊妃儀. 通禮跪 啓請 降輿. 殿下降輿。左通禮跪 啓請執圭, 近侍跪進圭, 殿下執圭陞 座. 爐烟升….

73 『純祖純元王后嘉禮都監儀軌』 儀註秩 納采儀. 前一日, 掖庭署設 御座於 仁政殿北壁, 南向, 設 寶案於 座前近東, 香案二於 殿外左右….  

『純祖純元王后嘉禮都監儀軌』 儀註秩 納徵儀. 前一日, 掖庭署設 御座於 仁政殿北壁, 南向, 設 寶案於 座前近東, 香案二於 殿外左右….  

『純祖純元王后嘉禮都監儀軌』 儀註秩 告期儀. 前一日, 掖庭署設 御座於 仁政殿北壁, 南向, 設 寶案於 座前近東, 香案二於 殿外左右….  

『純祖純元王后嘉禮都監儀軌』 儀註秩 冊妃儀. 前一日, 掖庭署設 御座於 仁政殿北壁, 南向, 設 寶案於 座前近東, 香案二於 殿外左右….

74 『純祖純元王后嘉禮都監儀軌』 各差備醫女秩. 王妃受冊時,…香爐差備二,…香盒差備二,…香串之差備二,…香案差備四,….

그림 1   반차도의 향차비 모습(출처: https://www.museum.go.kr/uigwe/), A: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의 향차비, B: 『순조순원왕후가례도감의

궤』의 향차비.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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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추정할 수 있다. 나아가 부용향이 갖는 왕실의 상징

성과 희소성을 확인할 수 있다.

왕이 신부를 맞이하여 궁으로 들어오는 친영의의 모

습은 가례반차도에 나타나 있다. 반차도에 나타난 향차비

는 향꽂이를 들고 신부의 연(輦) 앞을 걸어가고 있다. 각 

의식에 필요한 차비의 종류와 인원은 각 차비 의녀질에 

기록되어 있다. 친영 시에 필요한 차비로 향차비가 기록

되어 있지는 않다. 하지만 친영을 기록한 반차도에 향차

비의 모습이 나타나며 향차비의 명칭이 명시되어 있기에 

향차비가 친영의에 동원되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19세기 이전의 반차도에는 향을 들고 가는 나인의 명칭이 

향차비라고 표기되어 있다. 『순조순원왕후가례도감의궤』

를 시작으로 이후의 반차도에는 향을 들고 가는 나인이 

봉향(奉香)으로 표기되기 시작한다. 향차비가 향을 담당

했던 것은 변함이 없었다. 향을 들고 가는 사람의 명칭을 

표기하는 것에서 행위를 표기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19세기 가례반차도에는 향용정·봉향·대향의 구성이 

꾸준히 표현되기 시작한다. 어가 행렬에 향용정이 선두로 

나타나고 다음으로 봉향과 대향이 추가됨으로써 행렬에

서 향의 사용이 점차 많아져 더욱 풍부한 향기가 풍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전에 비해 영조·정조대(1724~1800)

에 국왕의 행차가 잦아지며 왕의 위엄을 드러내도록 어가 

행렬이 재정비되었고 일반 백성들이 어가 행렬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짐으로써75 왕의 위상과 신성을 드높이

기 위해 사용되는 향이 증가한 것으로 짐작된다.76 

왕과 왕비가 서로 절한 뒤에 술과 술잔을 나누는 동

뢰연의 배치는 동뢰연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혼정례』

에 나타나는 동뢰연 기명 중 향구의 종류로는 주향로(鑄

香爐) 2좌, 유향합(鍮香盒) 2좌, 두석 향꽂이(豆錫香串之) 

1쌍, 왜주홍칠 향안상(香案床) 2좌, 왜주홍칠 향좌아(香

佐兒) 1쌍이 있다. 이 향구들의 모습도 동뢰연도에서 확

인된다. 동뢰연도를 통해 향좌아 위의 향꽂이, 향안 위의 

향로와 향합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동뢰연 시 향동자

(香童子) 차비 2명과 향꽂이 차비 2명이 동원되었다.77 향

동자는 향꽂이와 마찬가지로 향을 꽂을 수 있는 향구이

다. 이때 사용된 향동자는 향좌아 위의 옥동자이다. 동뢰

연 시 사용하는 부용향을 넉넉히 준비하라 한 기록을 통

하여 동뢰연에서는 부용향을 피웠음을 알 수 있다.78

Ⅵ. 맺음말
 

한국에서 향의 역사는 불교의 전래와 함께 시작되었

다. 삼국시대에도 불교와 관련된 향의 기록을 찾을 수 있

다. 고려시대부터 애향문화가 시작되었으나 당시에는 향

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장인인 향장이 존재하지는 않았

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조선 왕실을 대표하던 향은 부용

향이었다. 부용향은 행차와 제례, 가례 등의 각종 의례 시 

사용된 향이다. 이 외에도 방충효과가 뛰어나 서화를 보

관할 때에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의료의 목적으로 사용된 

사례도 있다. 

이러한 부용향을 만드는 장인인 향장의 기록을 『경

75 김지영, 2006, 「조선시대의 어가행렬」 『조선왕실의 가마』, 국립고궁박물관, pp.76~79.

76 이경희, 앞의 논문, p.10.

77 『純祖純元王后嘉禮都監儀軌』 各差備醫女秩. 同牢時,…香童子差備二,…香串之差備二….

78 『純祖純元王后嘉禮都監儀軌』 甘結秩. …同牢宴時所用芙蓉香, 優數待令.

그림 2   『순조순원왕후가례도감의궤』의 동뢰연 시 사용된 향구(출처: https://

www.museum.go.kr/uigwe/), A: 향좌아 위의 옥동자와 향꽂이, B: 향

안 위의 유향합과 주향로.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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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대전』에서 찾을 수 있다. 향장은 내의원에 4명으로 분

정되어 있었으나 『대전속록』에 따르면 상의원 소속의 향

장 2명을 추가로 분정했다. 조선시대의 향장은 의향을 만

드는 향장과, 각종 의례와 방충용 향을 만드는 향장의 역

할이 분리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소임이 달

랐기에 처우도 달랐을 것이다.  

부용향의 제작 방법은 사용처에 따라 민간에서 제조

한 속방과, 왕실에서 제조한 내국으로 나뉜다. 하지만 두 

제조법 모두 비싼 당약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속방의 

기록도 왕실의 제조 방법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속방과 

내국의 제조법은 모향과 비초 사용 여부의 차이만 있으며 

전체적인 향재의 비율은 비슷하다. 모향은 벼과의 식물

이며 비초는 마과의 뿌리줄기로 서로 다른 향재였다. 그

럼에도 대체재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은 향이 유사하기 

때문일 것이다. 

부용향의 향재는 『탁지준절』의 구분 기준으로 향약

재인 모향, 백급과 당약재인 침속향, 백단향, 영릉향, 감

송향, 팔각향, 삼내자, 정향, 소뇌, 비초였다. 『세종실록지

리지』에서 확인된, 국내에서 생산되고 수급할 수 있던 향

재는 모향, 백급, 영릉향, 비초였다.

왕실에서 부용향 제조 시 소뇌 대신 용뇌를 사용한 

사례가 나타난다. 소뇌를 가공하면 용뇌가 되며 용뇌는 

소뇌보다 100배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왕실

에서 소뇌 대신 용뇌를 사용한 까닭은 소뇌가 갖는 치명

적인 독성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부용향 제조 시에 사용한 도구는 내의원에서 사용한 

약기들이었을 것이다. 부용향은 여러 향재를 조합하여 

만든 합향이기 때문에 정확히 계량하기 위해 도량형기인 

약저울을 사용했을 것이다. 향재를 가루로 만들기 위해

서는 약연기인 약절구, 약맷돌, 약연, 유발이 사용되었을 

것이다. 다량의 향을 제조할 경우에는 대형 약맷돌인 연

자매의 사용을 추정해볼 수 있다. 

연말군과 분장이 향 제조에 동원된 인력이었을 것이

다. 연말군은 부용향 제조 시 동원되었던 기록이 있다. 분

장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하지만 내의원에 분정

된 장인은 향장 4명과 분장 2명뿐이었기에 두 장색은 협

업을 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의례 시에 향은 향좌아와 향상안 위에 향꽂이, 향로, 

향합 등의 향구와 함께 사용되었다. 왕실의 가례 기록을 

통해 조선시대 향이 갖던 의의를 알 수 있었다. 왕실에서 

진행된 의식은 모두 향을 사용했지만 신부의 집에서는 향

을 사용하지 않았다. 수책비의가 진행되기 전에는 민가

에서 향을 사용하지 않았다. 향차비가 동행한 기록을 통

해 책봉을 받는 수책비의에서는 신부의 집에서도 향을 사

용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왕실 사람이 되고 나서야 

향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향 사용의 신분 구별이 있

었음과 부용향의 상징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여길 수 있

다. 또한 19세기부터 행렬에서 향의 사용이 점차 많아져 

향기를 더 강하게 풍겼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조선 왕실을 대표한 부용향을 중심으로 왕

실의 향 문화와 향을 만든 장인에 대해 알아보았다. 향장

에 관한 기록이 부족하기에 연구가 미흡한 점이 있다. 이

후에 향과 함께 사용한 향구인 향로, 향대, 향영자 등에 

관한 연구와 다양한 종류의 향에 대한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도 무형

문화재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학제간 연구가 폭 넓게 이

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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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studied Joseon royal incense, Buyonghyang, focusing on the case of  Sunjo Sunwonwanghoo 

Garyedogam Uigwe. Incense was introduced to Korea in the period of  the Three States with Buddhist cultures. 

Buyonghyang is an incense that represented the royal family and was used in various rituals. Civilians also burned this 

incense in front of  a bride’s palanquin at a wedding ceremony. Buyonghyang had various uses—ceremonial uses, as a 

fragrance, to mothproof, and medical uses.

Buyonghyang is a combined incense with ten different ingredients. This study tracked the supply and demand 

of  the incense ingredients through Takjijunjeol, Sejong Shilok Jiriji, and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This 

paper identified properties of  the ingredients and studied recipes using ancient medical books—Jejungshinpyeon, 

Donguibogam, etc. Then the cooperation and treatment of  incense by craftsman were examined using the records 

of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and Seungjeongwon Ilgi.

The significance of  Buyonghyang during the Joseon dynasty was studied by examining its use at a royal wedding 

ceremony. This study considered Sunjo’s wedding ceremony based on Sunjo Sunwonwanghoo Garyedogam Uigwe 

which is highly regarded as a well-organized system compared to other Uigwe. Buronghyang was burned during all 

of  the ceremonies which took place in the palace. Conversely, it is considered that Buyonghyang was burned only 

during the Bisuchekui ceremony (investiture), which took place in the bride’s place, according to the record of  the 

mobilization of  court ladies for various incense burners for the Bisuchekui ceremony. Since the incense was able to 

be used only after Bisuchekui, it is considered that only the royal family could use the incense, and it was a symbolic 

incense of  the Joseon Royal Family.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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