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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직지성보박물관(直指聖寶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는 <직지사철제은입

사향로(直指寺鐵製銀入絲香爐)>(이하 <직지사향로>) 3점은 사찰에

서 제작된 현존하는 정형향로(鼎形香爐) 중 유일하게 명문이 있어 

제작 시기와 후원자를 파악할 수 있는 예이다. 이는 1750년에 당시  

직지사 승통(僧統)이었던 태감(泰鑑, 1690-1769)에 의해 조성된 향

로로 그 크기, 형태, 문양(文樣), 명문(明文)이 모두 동일하다. <직지

사향로>에 대한 기존 연구는 단편적인 소개에 그쳤으며 향로의 제

작배경과 형태, 문양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연구는 이루어지

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직지사향로>와 관련 문헌, 명문을 종합

적으로 검토하여 18세기의 중요한 불교공예품으로서 <직지사향로>

가 지니는 사회․문화적 의미와 미술사적 의의를 해석하고자 했다.  

  <직지사향로>의 명문에는 향로의 제작 시기, 대공덕주(大功德主)

의 이름, 게송(揭頌)만이 새겨져 있어서 향로가 봉안(奉安)되었던 전

각(殿閣), 향로를 제작했던 장인(匠人), 향로가 제작되었던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향로의 제작은 임진왜란(壬辰倭亂, 

1592-1598)과 병자호란(丙子胡亂, 1636-1637) 이후 직지사의 여

러 전각들이 승려들의 주도로 중수(重修)됨에 따라 전각의 내부에 

안치되기 위한 불전 장엄구(佛殿莊嚴具)들이 새로 제작되었던 상황

과 관련 있다. 따라서 불전 공양구(佛殿供養具)인 <직지사향로>도 

중수된 전각 안에 놓이기 위해 제작되었던 예배용(禮拜用) 향로로 

생각할 수 있다. 

  <직지사향로>의 대공덕주이자 향로가 제작되었을 때 직지사의 승

통이었던 태감은 1735년 대웅전(大雄殿) 중수에 참여하였고, 1741

년에는「직지사사적비(直指寺事蹟碑)」를 완성했으며, 1744년에는 

도총섭(都摠攝)과 화주(化主)로 <직지사대웅전삼세후불탱(直指寺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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雄殿三世後佛幀)> 제작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그는 관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천불전(千佛殿) 중수에 참여하였으며「직지사불상개금시주

질(直指寺佛像改金施主秩)」에도 이름이 나온다. 이를 통해 그가  

직지사 불사(佛事)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이었고, 향로의 형

태를 정하는 데도 일정한 역할을 했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다. 

  <직지사향로>는 정조대(正祖代, 1776-1800) 왕실 의궤인 사직

서의궤(社稷署儀軌)(1783), 경모궁의궤(景慕宮儀軌)(1784), 춘관

통고(春官通考)(1788)의 향로 도설(圖說)들과 기형과 문양이 매우 

유사하여 그 관련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직

지사가 정종(定宗, 재위 1398-1400)의 태실(胎室) 수호사찰(守護寺

刹)이며 영조(英祖, 재위 1724-1776)의 후궁인 정빈 이씨(靖嬪李

氏, ?-1721)의 왕실 원당(願堂)임을 근거로 하여 <직지사향로>를 

왕실 향로의 영향 아래 제작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직지사에 대

한 조선 후기 왕실의 후원은 1763년에 정빈 이씨 원당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직지사향로>와 비슷한 도설

은 사직서의궤에 처음 등장하지만 이는 <직지사향로>가 제작된 

후에 편찬되었다. 따라서 <직지사향로>가 정조대 왕실의 영향을 받

아 제작되었다는 주장은 재고(再考)되어야 한다.

  정조대 의궤들이 공통적으로 대명집례(大明集禮)를 언급했으며 

당시(當時) 조정(朝廷)이 명(明, 1368-1644)을 추종하는 경향이 있

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직지사향로>의 제작에도 명의 영향이 있

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청(淸, 1636-1912)에 파견된 배

청의식(排淸意識)을 가진 사행원(使行員)들을 통해 명대의 기물(器

物), 서적(書籍), 화보(畵譜), 불경판본(佛經板本) 등이 조선에 유입

되었으므로 이 기물들이 왕실뿐만 아니라 일반 시장에서도 유통되

었을 가능성이 있다. 명대 향로의 조선으로의 유입과 그 영향은 조

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과 조선 후기의 여러 사찰 나한도(羅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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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등에서도 나타난다. 따라서 조선의 사회와 문화에 미친 명의 지

대한 영향은 왕실과 사찰로 하여금 각각 새로운 기형을 창출하게 

하는 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직지사향로>에 시문(施紋)된 다양한 문양들 중에는 육자진언(六

字眞言), 문왕팔괘(文王八卦), 수복자문(壽福字) 등 16개 문양이 원

권(圓圈) 안에 각각 교대로 입사(入絲)되어있어 주목된다. 위의 문양

들은 다른 사찰의 향완(香垸)과 향로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배열

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각 문양들은 각각의 방위(方位)에 맞추어 

시계방향으로 교차하며 새겨져, 면 한 계획 하에 시문된 것으로 보

인다. 육자진언은 불교 미술품에 종종 등장하는 문양으로 현세구복

(現世求福)을 바라는 기복적(祈福的)인 의미의 상징기호(象徵記號)이

다. 팔괘는 육자진언과는 달리 여러 종교에 등장하는 보편적인 성격

의 기호로 문인들의 문방구나 조선 후기에는 범종(梵鐘)과 목각탱

(木刻幀)과 같은 불교 미술품에 등장했다. 이들 문양의 종합은 조선 

후기 성리학(性理學)의 유행, 승려와 사대부들 간 교류의 증가와 같

은 시대적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원권 안의 수복자문는 명대 

청화백자(靑華白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18세기 후반 조선의 청화

백자에도 등장하는 길상무늬이다. 불화(佛畵) 중에도 원권 안에 수

복자가 새겨진 향로들이 확인되므로 기복적인 성격의 길상 도안(圖

案)이 다양하게 적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직지사향로>에 새

겨진 주 문양들은 대부분 기복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불전의례

(佛殿儀禮) 중 현세구복에 대한 기원을 위해 시문되었던 것으로 보

인다. 

  이처럼 <직지사향로>는 도총섭 태감이라는 고위 승려가 제작한 

불구 공양의 중요한 예이다. 당시 유통되었던 명대 향로와 같은 물

질문화의 영향이 <직지사향로>에 보인다는 점에서 이미 명이 멸망

했음에도 여전히 조선에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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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에 당대(當代)의 문인들이 애호했던 기복을 바라는 비불교적(非佛

敎的)인 문양들과 불교적인 범자를 함께 시문하여 18세기 불교의 

복합적인 성격을 알려준다. 결국 <직지사향로>는 불교라는 한계에 

얽매이지 않고 그 존재의 강구책(講究策)을 구했던 조선 후기 불교

계의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는 한 예로 해석될 수 있다. 

주요어: 직지사향로(直指寺香爐), 태감(泰鑑), 직지사(直指寺), 정조

(正祖), 대명집례(大明集禮), 사직서의궤(社稷署儀軌), 
경모궁의궤(景慕宮儀軌), 춘관통고(春官通考), 육자진언

(六字眞言), 팔괘(八卦), 수복자문(壽福字文)

학  번: 2009-2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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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직지성보박물관(直指聖寶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는 <직지사철제

은입사향로(直指寺鐵製銀入絲香爐)>(이하 <직지사향로>) 3점은 

1750년에 직지사 승통(僧統)인 태감(泰鑑, 1690-1769)의 발원으로 

제작된 불전 예배용(佛殿禮拜用) 향로이다(도 1). 이 3점의 향로는 

크기, 형태, 문양(文樣), 명문(明文)이 모두 동일하다. 전체 높이 

34.7cm, 지름 23cm이며, 형태는 고대 중국 청동기 정(鼎)과 유사하

지만 몸체가 훨씬 볼록한 고복형(鼓腹形)이다(도 2). 현존하는 사찰

의 정형향로(鼎形香爐)도 소수이지만 명문이 있어 더욱 중요한 예이

다(도 3). 두 개의 귀와 짐승 모양의 수면(獸面)이 달린 삼족(三足)

이 별도로 주조되어 몸체에 이음새 못으로 부착되어있다. 귀와 몸체

는 철로, 삼족은 놋쇠로 제작되었는데, 재료를 혼용하여 제작한 공

예품이 드물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향로의 전면에는 다

양한 문양들이 쪼음질 기법으로 은입사 되어있어 화려하다(도 4). 

  <직지사향로>와 같은 정형향로는 조선(朝鮮, 1392-1910) 왕실에

서 국초부터 왕실 제기(祭器)로 사용되었으나 사찰에서는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15세기의 불화에 한 예가 그려져 

있으며, 17세기 이후에 몇몇 실제 예가 존재할 뿐이다. 현존하는 사

찰 정형향로의 다른 예와 비교해 볼 때, <직지사향로>는 기년명이 

없는 <해인사청동은입사향로(海印寺靑銅銀入絲香爐)>와 <통도사옥

제향로(通度寺玉製香爐)>와는 달리 발원기록이 있다(도 5, 6). 이러

한 까닭으로 <직지사향로>는 현존하는 사찰제작 정형향로 중 제작

연대와 발원자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예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

편 수면삼족의 기형과 향로 전면에 시문된 화려하고 다양한 문양들

은 다른 사찰 정형향로들과 비교된다. 특히 그 기형은 정조 연간에 

제작된 사직서의궤(社稷署儀軌)(1783), 경모궁의궤(景慕宮儀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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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4), 춘관통고(春官通考)(1788)에 묘사된 왕실 제기 형태와 유

사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도 7, 8, 9).1)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직지사향로>는 해인사 및 통도사 정형향로

들과 함께 사찰에서 제작된 정형향로라는 점에서 그 기형적 특성만

이 단편적으로 소개되었다.2) 한편 왕실 제기에 대한 연구에서는 정

조대 왕실 의궤 도설과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직지사향로>의 기형

이 왕실 제기의 일방적인 영향 아래 제작된 형태라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3) 이에 따라 <직지사향로>는 조선 후기 사찰에서 제작된 정

형향로의 한 예로 제시되거나 왕실의궤와 유사하다는 점만 언급되

었으며, 향로의 형태와 문양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연구는 이

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18세기 중반의 사찰에서 <직지사향로>와 같

은 형태의 향로가 등장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나 제작 의도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들을 바탕

으로 하여 <직지사향로>의 제작 배경, 기형과 문양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검토하여 18세기 불교공예품으로서 <직지사향로>가 

지니는 사회․문화적 의미와 미술사적 의의를 해석하고자 한다. 

  먼저 II장에서는 <직지사향로>의 제작 배경을 살펴볼 것이다. <직

지사향로>의 명문에는 향로 봉안처나 향로를 제작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직지사향로>가 제작된 18세기

의 시대적 맥락을 살펴봄으로써 <직지사향로>의 제작 양상을 파악

해 보겠다. 이를 위해 우선 임진왜란(壬辰倭亂, 1592-1598)과 병자

호란(丙子胡亂, 1636-1637)의 양란(兩亂) 이후 18세기 전반까지 진

행된 직지사의 중수 과정을 살펴보겠다. <직지사향로>가 제작된 당

1) <직지사향로>와 정조대 의궤의 기형적 유사성에 대해서는 사공영애가 지적한 바 있다. 

사공영애, ｢朝鮮 王室 香爐 硏究:古銅器形 香爐를 중심으로｣(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pp. 46-47. 

2) 이용진, ｢朝鮮後期 鼎形香爐 硏究｣, 동악미술사학3(2002), pp. 325-343; 이용진, ｢韓
國 佛敎香爐 硏究｣(동국대 박사학위논문, 2011a), pp. 259, 263; 김리나 외, 한국불교

미술사(미진사, 2011), pp. 355-356.

3) 사공영애, 앞의 논문(2007), pp. 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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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직지사는 승려들의 주도로 양란 이후 소실된 사찰 전각(殿閣)들

을 중수하고 전각 안에 배치할 불교장엄구들을 제작했다. 따라서 불

전 공양구인 향로 역시 중수된 전각 안에 배치하기 위해 제작되었

을 것이다. 나아가 <직지사향로>를 제작한 태감의 직위와 그와 관

련된 직지사 불사를 살펴보며 <직지사향로>의 제작 배경을 구체적

으로 검토할 것이다. 

  III장에서는 <직지사향로>의 기형 문제를 다룬다. <직지사향로>가 

조선 후기 사찰에서 제작된 방고동기형(倣古銅器形) 향로임을 밝히

고 현존하는 사찰 정형향로들과의 비교를 바탕으로 <직지사향로>만

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직지사향로>

가 정조대 의궤의 향로도설(香爐圖說)과 유사하는 점을 근거로 들며 

<직지사향로>가 왕실의 일방적인 영향을 받아 제작되었을 것이라는 

기존의 연구를 재고해 보겠다. 또 <직지사향로>의 기형이 조선의  

명(明, 1368-1644)에 대한 추종과 사행(使行)을 통한 중국 명대 소

비문물 수용을 통해 왕실뿐만 아니라 일반 시장에서도 유통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겠다.

  IV장에서는 <직지사향로>의 다양한 문양과 그 성격을 살펴보며 

그 제작 의의를 고찰한다. <직지사향로>에는 다양한 문양들이 몸체

에 빼곡하게 시문되어 있다. 시문된 여러 문양들 가운데 가장 주목

되는 부분은 육자진언, 팔괘, 수복자문들이 교대로 배열되어 이루어

진 주 문양(主文樣)들로 일반적인 사찰 향완과 향로에서는 볼 수 없

는 독특한 형태이다. 주 문양으로 새겨진 16개의 문자와 기호들을 

분석하여 이런 상징들이 <직지사향로>에 부여하는 의미를 논의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직지사향

로>의 제작 배경과 제작자, 문양의 상징성과 의미를 살펴보고 미술

사적 의의를 부여함으로써 단편적으로 다뤄진 <직지사향로>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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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인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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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직지사철제은입사향로>의 제작 배경

 

<직지사향로> 몸체 하단부 다리 사이에는 3개의 능화문(菱花紋)이 

입사되었고 그 안에 각각 ‘乾隆十五年庚午五月日造成(건륭15년

[1750] 5월에 조성)’, ‘黃岳山直指寺留鎭大功德主時僧統嘉善釋泰鑑

(황악산 직지사에 머무는 대공덕주 승통 가선 석태감)’, ‘淨煙薰慈席

法火昭昏席(청정한 연기 자비의 자리 훈향하고 법화로 어두운 자리 

밝힌다)’ 라고 새겨져 있다(도 3).4) 따라서 <직지사향로>는 1750년 

5월에 직지사 승통인 태감이 대공덕주로서 발원하여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명문에는 향로의 봉안처나 그 제작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 어느 전각에 봉안하기 위해 향로를 제작하였는

지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세 개의 동일한 향로가 제작되었고 태감

이 대웅전 중수와 인연이 깊은 점을 근거로 하여 향로는 대웅전 삼

세불 앞에 놓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5) 이와 같이 명

문의 기록만으로는 향로의 제작 배경을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직지사향로>의 제작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향로가 제작된 18

세기의 시대적 맥락을 살펴보아야 한다. 

  <직지사향로>의 제작은 당시 전란으로 파괴된 사찰 중수사업과 

관련된 듯하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소실된 대다수 사찰들은 

인조(仁祖, 재위 1623-1649)대부터 순차적으로 복구되었다. 사회경

제적으로 안정된 숙종(肅宗, 재위 1674-1720), 영조(英祖, 재위 

1724-1776), 정조(正祖, 재위 1776-1800) 대에 이르면 중창 사업

이 지속되면서 복구된 사찰의 규모는 양란 이전의 상태가 되었다. 

4) 3개의 향로에 새겨진 명문은 필자가 확인한바 몇몇 오자(誤字)를 제외하고는 동일하다.  

5) <직지사향로>는 태감이 대웅전과 관련 깊은 인물이며 동일한 크기의 향로 세 점이 제작

된 점을 들어 정황상 대웅전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견은 없는 실정이다. 직지성보박물관 편, 앞의 책(2003), p. 340. 한편, 직지사의 유물

대장(遺物臺帳)격인 ｢金山直指寺重記｣(1776)에는 불기목록(佛器目錄)이 없어 <직지사향

로>에 대한 기록은 향로의 명문으로 한정되어 그 봉안처를 명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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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이 중건되면서 전각에 봉안되었던 예불과 의식에 필요한 불상, 

불화와 같은 불교장엄구 등도 새롭게 제작되었다.6) <직지사향로>가 

제작된 18세기 중반에 직지사의 대웅전과 천불전 중수 이후, 불화

와 불상들이 조성되었던 것도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조선 후기 사찰들의 중수와 불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17세기 후반

에 이르러 승려들의 후원이 과거에 비해 증가 했다는 점이다. 조선 

전기에 사찰의 주요 후원자였던 왕실인사들은 왕실과 관련된 일부 

특수한 사찰들을 제외하면 조선 후기 불사에서는 거의 확인되지 않

는다.7) 향로나 불화와 같은 장엄구의 제작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드

러난다. 직지사도 이와 비슷하게 조선 초기에는 원당(願堂)으로서 

왕실의 후원을 받았으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왕실의 후원을 찾

아보기 어렵다. 그 대신 승려들의 후원으로 전각이 중수되었고 장엄

구들이 조성되었는데 이런 경향은 <직지사향로> 역시 태감이라는 

승통의 시주로 제작되었던 것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직지사향로>가 제작되어 안치되었던 직지사의 18세기 현황과 향로

의 조성을 발원한 대공덕주인 태감에 대해 검토해보겠다.

6)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의 대규모 전쟁으로 인해 전국의 많은 사찰들과 불교미술품들이 

파괴되었다. 인조대에 전란으로 파괴된 사찰의 중심 전각을 우선적으로 중수를 하였고 

이런 중수 사업은 효종(孝宗, 재위 1649-1659)과 현종(顯宗, 재위 1659-1674)대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숙종대 부터 정조대에 이르면 앞 시대의 1차 중창에 이어 2차 

중창사업이 이루어졌고 사원의 규모가 확대되어 사적비 건립과 함께 불교미술의 흥성으

로 이어졌다. 문명대, 삼매와 평담미(예경, 2003), pp. 266-267; 장희정, 조선후기 불

화와 화사연구(일지사, 2003), p. 25; 정병삼, ｢18세기 승려 문집의 성격｣, 한국어문학

연구 학술발표자료(2007), pp. 90-91; 김리나 외, 앞의 책(2011), p. 226 참조. 

7) 조선 전기 불사의 모연문(募緣文)이나 발원문에 등장했던 왕실이나 사대부가의 인물들은 

17세기에서 18세기 발원문이나 상량문(上樑文)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들은 다만 

일부 왕실과 특수한 관련이 있는 불사에만 제한적으로 관여했다. 17세기에서 18세기 발

원문이나 상량문에는 주로 일반 백성들이나 승려들이 대거 등장하였다. 송은석, 조선후

기 불교조각사: 17세기 조선의 조각승과 유파(사회평론, 2012), pp. 58-59, 주 49 참

조. 



- 7 -

1. 양란(兩亂) 이후 18세기 전반까지의 직지사 중수와 

불교장엄구 제작

  

직지사의 내력은 1681년 조종저(趙宗著, 1631-1690)가 글을 지었

고 선조의 증손이자 금석학의 대가인 낭성군(朗善君) 이우(李俁, 

1637-1693)가 글씨를 썼으며, 이우의 아우인 낭원군(朗原君) 이간

(李偘, 1640-1699)이 전액(篆額)을 쓴 ｢금산황악산직지사사적비명

(金山黃岳山直指寺事蹟碑銘)｣에 새겨져 있다(도 10, 10-1).8) 이것은 

직지사사적비의 비명으로 지은 것으로 이에 의하면 직지사는 신라

시대(新羅時代, 기원전 57년-935년) 5세기경에 아도 화상(阿道和尙, 

생몰년 미상)에 의하여 도리사와 함께 창건되었다고 한다(도 11). 

고려시대(高麗時代, 918-1392)에는 능여 대사(能如大師, 생몰년 미

상)가 인동(仁同)의 전투에서 태조를 도와 왕실에서 그 보답으로 직

지사에 토지와 재물을 하사하고 왕실을 복을 비는 절로 삼았다고 

한다. 이후 혜종(惠宗, 재위 943-945), 정종(定宗, 재위 945-949), 

광종(光宗, 949-975)등이 태조(太祖, 재위 918-943)를 쫒아 직지

사를 후원했다고 하여 왕실과 접하게 관련된 사찰이었음이 확인

된다.9) 

  숭유억불 정책을 폈던 조선시대에도 직지사는 정종(定宗, 재위 

1398-1400)의 어태(御胎)를 수호하는 원당으로 지정되어 국초부터 

왕실의 후원을 받았음이 정종실록과 정조 원년(1776) 급고자(汲古

子)가 저술한 ｢경상도김산군황악산직지사고선종대가람사적(慶尙道金

山郡黃岳山直指寺古禪宗大伽藍事蹟)｣에도 드러난다.10) 기록에 의하

8) 이를 통해 숭유억불시기이지만 문인들과 왕실 종친들은 불교를 숭상했음을 알 수 있고 

직지사와 당시 문인들의 교류관계를 추측해 볼 수 있다. 

9) ｢金山黃岳山直指寺事蹟碑銘｣, 直指寺志. pp. 285. 

10) 왕실 원당은 크게 능묘를 수호하는 능침사(陵寢寺), 태실 옆에 위치하여 이를 수호하는 

태실 봉안처(胎室封安處), 왕실의 안녕을 비는 기복처(祈福處)로 나뉜다. 실록(實錄)에 이

들 원당이 왕실로부터 많은 후원을 받았음이 나타난다. 사찰이 능침사로 지정될 경우 조

정으로부터 토지와 노비, 곡식 등을 하사받았고, 왕이 능에 직접 참배할 때에도 능침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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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정종 즉위 원년(1399) 정종의 태(胎)가 직지사 북봉(北峰)에 안

치된 후 직지사가 위치한 김산현(金山縣)이 김산군(金山郡)으로 승격

되었다(도 12).11) 또한 직지사는 정종의 태실을 수호하는 수호 사찰

로 지정되었고 밭 15결(結), 노비 10명이 왕실로부터 하사되었다.12) 

직지사는 수호 사찰로 승격된 이후 왕실에서 내린 전교(傳敎)와 성

지(聖旨)를 받아 사찰 안에 어실(御室)을 조성했으며 전각을 넓혔

다.13) 직지사가 왕실의 비호를 받았다는 것은 태종7년(1407) 사찰 

곡식이 하사되었다. 또한 능침사에 유생의 침입을 금했으며 전각 수리 시 국가에서 도첩

(度牒)이나 공명첩(空名帖)을 하사했다. 한편, 어태가 봉안된 지역은 행정구역을 승격시켰

고 주변에 금표(禁標)를 세웠다. 왕실의 기복사찰 또한 왕실로부터 상당한 지원과 비호를 

받았다. 탁효정, ｢조선후기 王室願堂의 사회적 기능｣, 청계사학19(2004), pp. 

162-175.

11) 定宗實錄卷1, 정조 1년(1399) 1월 4일, “遣中樞院事趙珍, 安胎于金山縣, 陞金山爲

郡.”; “我朝以寺之北崗有吉兆安 恭靖大王御胎仍賜田于寺”,｢金山黃岳山直指寺事蹟碑銘｣, 
直指寺志, p. 286. 이와 비슷한 내용이 정조 원년(1776) 급고자(汲古子)가 저술한 ｢경
상도김산군황악산직지사고선종대가람사적(慶尙道金山郡黃岳山直指寺古禪宗大伽藍事蹟)｣
에도 나타난다. ｢慶尙道金山郡黃岳山直指寺古禪宗大伽藍事蹟｣, 直指寺志, p. 12. 

12) ｢慶尙道金山郡黃岳山直指寺古禪宗大伽藍事蹟｣, 直指寺志, p. 12, 42-43; 한국학중앙

연구원, 古文書集成 100: 金泉 直指寺 醴泉 龍門寺篇(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p. 30 

주 17; 성보문화재보존연구원, 直指寺: 本寺篇(대한불교 조계종 제8교구 직지사, 

1995). p. 199 참조. 탁효정은 경상도와 충청도 지역에 많은 원당이 설치된 이유를 태실

의 설치와 연관 있다고 보았다. 왕실 원당이 주로 경기지역에 집해 있지만 경상도와 

충청도 지역에도 상당수 존재하는데 이것은 태실 대다수가 하삼도(下三道)에 집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상도 지역에 설치된 10개의 원당 중 직지사를 포함한 6개의 사찰이 태

실을 수호했고 충청도에 설치된 6개의 원당 중 문수사(文殊寺)나 상환암(上歡庵) 등 4개

의 사찰은 태실을 수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태실의 봉안 장소가 정해지면 그 

주변에 금표를 세워 채석(採石), 벌목(伐木), 개간(開墾) 등을 금지했다고 한다. 탁효정은 

태실을 수호하는 사찰 또한 능침사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면서 원당으로 기능했을 것으

로 본다. 탁효정, 앞의 논문(2004), pp. 159, 171-174.  

13) ｢慶尙道金山郡黃岳山直指寺古禪宗大伽藍事蹟｣에 의하면 당시의 전각은 大雄大光明殿二

層 五間 凝香閣 三間 大毘盧金堂 五間 燃燈閣 三間 極樂殿 五間 圓通殿 五間 地藏十王殿 

五間 應眞殿 三間 說法殿 五間 禪燈閣 五間 海藏殿 二層五間 奉爐堂 三間 輪藏殿 三間 

東上室 三間 西上室 五間 僧堂 一名燕寂堂 三間 禪堂 一名振海堂 三間 大陽門萬歲樓 七

間 梵鐘閣 二層三間 天王門 三間 解脫門 三間 曹溪門 三間 香積殿 七間 方丈 三間 御室 

三間 望月堂 三間 中房 三間 能如影堂 三間 新房 三間 東雲集 五間 西雲集 五間 東板頭 

三間 西板頭 三間 東隅房 三間 西隅房 三間 養老堂 三間 海會堂 五間 南月療 五間 湢室 

三間 緣化房 三間 省行堂 三間 등으로 14전각(殿閣)에 18당우(堂宇), 5대문루(門樓, 19

속암(屬庵) 등이 있었다. 열거된 건물 중 대웅전은 보이지 않고 ‘大雄大光明殿二層 五間’ 

이라고 명시된 것으로 보아 조선 초기까지는 대웅전이 본래 이층으로 대적대광명전 으로 

불린 것으로 보인다. ｢慶尙道金山郡黃岳山直指寺古禪宗大伽藍事蹟｣, 直指寺志, pp. 

43-48; 성보문화재보존연구원, 앞의 책(1995). p. 199; 문화재청, 김천 직지사 대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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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9년에는 주지 태우(太佑)와 상원(尙元), 계림(戒林) 등이 대웅전

을 중수했다. 이들은 공역에 필요한 재물을 조달했고 공장(工匠)들

을 관리했다.18) 이후 대웅전은 86년 만인 1735년에 승통 종익(宗

益), 주지 수변(琇卞), 전 주지와 여러 승려들의 주도로 다시 중수되

었다. 1735년의 중수에 관한 자료들로는 ｢김산군서황악산직지사대

법당중창기(金山郡西黃岳山直指寺大法堂重創記)｣(이하 ｢대법당중창

기｣)(1735)와 ｢직지사대웅전중창상량문현판(直指寺大雄殿重刱上樑文

懸板)｣(이하 ｢대웅전중창상량문｣)(1735)이 있다. 먼저 ｢대법당중창

기｣는 추담 관징(秋潭琯澄, 1702-1778)이 당시의 대웅전 중수 배경

과 경과를 기록한 것이다. 이 기록에 따르면 1734년에 대웅전 중수 

계획이 세워졌으며 신자와 승려들의 시주로 공사가 시작되었다.19) 

다른 자료인 ｢대웅전중창상량문｣은 당시 대웅전 건축내용과 공역에 

관한 이들의 소임과 명단을 ｢대법당중창기｣보다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20) 

  천불전도 대웅전처럼 여러 차례 중수되었다(도 14). 18세기 천불

전 중수 관련 기록들로는 화순(和順) 진사(進士) 최주하(崔柱夏, 생

몰년 미상)가 지은 ｢직지사천불전중창상량문(直指寺千佛殿重刱上樑

文)｣(1702), 청봉(晴峯)이 쓴 ｢금릉서령직지사천불전중창기현판(金陵

西嶺直指寺千佛殿重記懸板)｣(1707), 일총(一聰)이 쓴 ｢금릉황악산직지

18) “...己丑春尙元戒林二比丘慨然興懷有志重新一務鳩材一管塗丹兩役庇徒百工藏事輪焉奐焉不

日而成..”, ｢直指寺大雄殿重創記懸板｣, 直指寺志p. 362-362; “...而至於順治六年己丑春

行住持太佑尙元等戮力而重營...” ｢金山郡西黃岳山直指寺大法堂重創記｣, 直指寺志, p. 

308; 문화재청, 앞의 책(2011), pp. 53-54 참조. 밑줄은 필자. 

19) ｢金山郡西黃岳山直指寺大法堂重創記｣, 直指寺志, p. 308-309. 

20) ｢直指寺大雄殿重刱上樑文懸板｣에는 공역에 관계한 사람들의 소임과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중창의 총 지위는 승통 종익(宗益)이 맡았고 수변(琇卞), 청찰(淸察)이 이를 도왔다. 

의천(義天), 처명(處明)이 산중대덕(山中大德)의 힘을 모았고 충묵(忠黙), 청원(淸源)이 대

화주(大化主)를 조원(祖遠)이 화주(化主)를 맡았다. 취운(就運)은 목수를, 설운(雪雲)은 석

공을 총괄했고 치백(緇白)은 대들보에 용수(龍首)를 잇대는 일을, 설인(雪仁)은 기둥의 봉

두(鳳頭)를 조각하는 일을 담당했다. 담현(曇現)은 재물을 담당했고 쌍윤(雙允)은 음식공

양을 담당했다. 직지성보박물관 편, 직지성보박물관의 유물(직지성보박물관, 2003), p. 

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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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불사내용 관련인물

효종원년(1649) 대웅전 중수 太佑(住持), 尙元, 戒林

현종2년(1661) 천불전 중수 印契禪人

현종9년(1668) 천불전 丹靑공사 機日(化士)

숙종28년(1702) 천불전 중수 正幸, 寬及, 性湖, 印輝

영조11년(1735) 대웅전 중수, 불상 3구 안치 宗益(僧統), 琇卞(住持)

영조44년(1768) 천불전 중수 信瓊(施主), 泰鑑(施主)

사천불전상량(金陵黃嶽山直指寺千佛殿樑)｣(1768)이 있다. 이 기록들

에 의하면 현종(顯宗, 재위 1659-1674)2년(1661)에는 인계선인(印

戒禪人)이 천불전을 중창했고, 7년 뒤에는 천불전의 단청 공사가 있

었다. 이후 숙종28년(1702)에는 승려 정행(正幸), 관급(寬及) 등이 

천불전을 중수했다.21) 영조44년(1768)에는 신경(信瓊)과 사언(師彦)

의 주도로 천불전이 중수되었다.22) 

표 1. 양란 이후 19세기 이전 직지사 대웅전과 천불전 중수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대웅전과 천불전의 중창 상량문에는 여러 

승려들이 중수 공사를 총괄하였음이 나타난다. 또한 화사(化士), 목

수, 석공 등 당시 공사와 관련된 사람들의 소임까지 기록되어있다. 

그러나 상량문에 왕실과 관련된 인물들은 보이지 않고 일반 시주자

들과 승려들만이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양란 이후 <직지사향로>가 

제작되던 18세기 전반까지 직지사는 왕실의 후원 없이 일반 시주자

21) 숙종33년(1707) 영산 청봉(瑩山晴峯)이 쓴 ｢금룽서령직지사천불전중창기(金陵西嶺直指

寺千佛殿重記懸板｣는 숙종28년(1702)부터 숙종33년(1707)까지의 천불전 중창 역사와 

중창하기 이전 천불전의 역사를 기록했다. 효종7년(1651)에 승려 경잠(景岑)이 천불상을 

조성한 후 이를 안치하기 위해 현종2년(1661)에 인계선인(印契禪人)이 천불전을 중창했

다고 기록하고 있다. 현종9년(1668)에 승려 기일(機日)이 천불전 단청공사를 하고 불상 

5구를 조성했다. 숙종28년(1702)에는 정행(正幸), 관급(寬及) 등이 천불전 중창을 발원하

여 성호(性湖), 인휘(印輝) 등이 재물을 모아 혜암사(惠菴師)를 청하여 장인을 총괄하게 

하였다. 숙종35년(1707)에는 성호(性湖)가 불상 5구를 개금하고 8구를 보수하였다. ｢金
陵西嶺直指寺千佛殿重記懸板｣, 直指寺志, pp. 353-354; 성보문화재보존연구원, 앞의 

책(1995), p. 210 참조. 

22)｢金陵黃嶽山直指寺千佛殿上梁｣, 直指寺志, p. 299; 직지성보박물관 편, 앞의 책(2003),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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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불사내용 관련인물

효종9년(1658) 大鐘 주조한 후 梵鐘樓에 안치 德念

현종9년(1668) 불상 5구 조성 후 천불전에 안치 機日

숙종7년(1681) ｢직지사사적비｣ 조성(미완성) 呂祥, 趙宗著

숙종35년(1707) 천불전 불상 5구 개금, 불상 8구 보수. 性湖(化主)

영조17년(1741) ｢직지사사적비｣ 완성, 萬歲橋 조성 泰鑑, 宗益

영조20년(1744) <직지사대웅전삼세후불탱> 조성 泰鑑(化主)

영조26년(1750) <직지사철제은입사향로> 조성 泰鑑(大功德主)

영조47년(1771) 불상 改金
泰鑑(施主), 尙淨, 

戒心

들과 승려들의 후원으로 중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승려들의 시주, 

공사(工事) 총괄, 승장(僧匠)으로서의 참여는 직지사의 중수를 이끈 

주체가 승려들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조선 초 직지사에 

대한 왕실의 후원과는 상반되는 현상이다.

  주요 전각이 중수된 이후에야 내부에 안치될 불교장엄구가 조성

되었는데 여기에서도 승려의 참여가 나타난다. 범종, 불상, 불화, 향

로 등 다양한 장엄구들이 일반 시주자들과 더불어 승려들의 발원으

로 제작되었는데 이를 시기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2).

표 2. 양란 이후 19세기 이전 직지사 불사  

  살펴보았듯이 18세기 직지사의 중수와 불사는 일반인들과 승려들

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불교장엄구들 또한 일반인들과 승려들의 

발원으로 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승려들의 불사 후원 증가는 

그들이 주요 시주자 계층으로 부상했음을 나타낸다. 이것은 승려들

이 사유 재산을 소유하게 되면서 가능해졌다. 사찰에서의 상품 생산

과 사유전답(私有田畓) 조성 등으로 승려들은 나라에서 발행한 공명

첩(空名帖)을 사들여 실직(實職)이 아닌 명목상의 벼슬을 받았다.23) 

23) 조선 조정에서는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양민과 승려들에게 곡식을 받고 공명

첩(空名帖)을 판매했다. 光海實錄 卷114 광해9년(1617) 4월12일; 顯宗實錄 卷20 현

종13년(1672) 9월29일; 英祖實錄 卷32 영조8년(1732) 7월5일; 김리나 외,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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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화기(畵記)나 명문에 시주자로 참여했던 승려들의 품계를 통

해서도 확인된다. 직지사의 여러 불사 시주질(施主秩)에는 사대부들

뿐만 아니라 많은 승려들의 이름 앞에 통정(通政), 가선(嘉善), 자헌

(資憲) 등의 관직명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직지사의 승려들이 사찰의 전각과 장엄구 조성 불사에 있어서 

중요한 시주자로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직지사향로> 또한 당시 

직지사 승통인 태감이 발원하여 제작한 향로이다. 그렇다면 <직지사

향로> 제작의 대공덕주인 태감은 누구이며 직지사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 인물일까? 

 2. 승통 태감(泰鑑)의 직지사 후원과 <직지사철제은입사향

로>의 발원

<직지사향로>의 대공덕주이자 향로 제작 당시 직지사 승통이었던 

태감은 18세기에 있었던 직지사의 여러 불사들과 접한 관련이 있

는 인물이다. 태감이 제작한 <직지사향로>의 의의를 밝히기 위해 

그의 생애와 직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연구에

서는 태감을 도총섭을 지냈으며 ｢직지사사적비｣를 완성하고 대웅전 

중수 불사에 관련 깊은 인물이라고 소개하였다.24) 그러나 태감의 

대웅전 중수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들이 애매한 견해를 

제시하였고 그가 도총섭을 지낸 시기 역시 논의된 바 없다. 기존의 

연구에서 태감과 대웅전 중수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이들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

(2011), pp. 304-305.

24) 성보문화재보존연구원, 앞의 책(1995). pp. 201, 209, 231-232; 장충식, ｢직지사대웅

전삼세불 탱화의 도상｣, 韓國의 佛畵8(성보문화재연구원, 1996), pp. 252-253; 직지성

보박물관 편, 앞의 책(2003), p. 340; 사공영애, 앞의 논문(2007), p. 46 각주 120; 이

용진, 앞의 논문(2011), p. 263; 문화재청, 앞의 책(2011), pp. 55, 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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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들이 무관하다고 보는 것이다. 전자, 즉 태감이 대웅전 중수와 

관련 있다고 보는 견해는 대다수이다.25) 그러나 이 경우는 몇 가지 

오류가 있다. 우선, 태감의 이름을 한글로만 명시하고 한문 이름의 

오류에 대한 지적이 없다. 또한 대웅전의 중수를 태감이 주도했다고 

보는 등 유사한 오류들이 자주 나타난다. 이는 잘못된 정보를 답습

한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후자는 태감의 공적을 언급할 때 

대웅전 불사와 관련된 인물이라고만 하는 등 대웅전 중수는 언급하

지 않는 경우이다.26) 이는 전자와는 달리 아마도 태감의 한자가 다

른 것을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태감이 도총섭이었다는 기록

은 그의 비인 ｢자헌대부경월장로태감공덕비(資憲大夫鏡月長老泰鑑功

德碑)｣(이하 ｢태감공덕비｣)에 간략하세 기록되어 있다(도 15). 그러

나 그가 도총섭이 된 구체적인 시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태감과 관련된 직지사의 기록들을 재검토해야한다. 

  우선 태감의 비문인 ｢태감공덕비｣(1769)를 통해 그의 생애를 구

체화할 수 있다.27) 이 비문에 따르면 태감은 79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1690년경에 태어나 1769년에 타계한 것으로 추정된다.28) 태

감은 성주(星州) 불영산(佛靈山) 출신으로 성은 박씨이며 어머니가 

꿈에서 달을 낳았다고 하여 호(號)가 경월(鏡月)이다. 비문에는 태감

이 부휴계(浮休系)의 화엄종장(華嚴宗匠)인 모운진언(慕雲震言, 

25) 성보문화재보존연구원, 앞의 책(1995). p. 209; 이용진, 앞의 논문(2011), p. 263; 문화

재청, 앞의 책(2011), pp. 55, 61 참조.   

26) 직지성보박물관 편, 앞의 책(2003), p. 340; 사공영애, 앞의 논문(2007), p. 46 각주 

120 참조. 

27) 태감의 비는 경북 김천시 청암사(靑巖寺)로 들어가는 길목 쌍계사(雙溪寺) 터에 남아있

다. 정동우(鄭東羽, 생몰년 미상)가 글을 짓고 이현복(李賢復, 생몰년 미상)이 전액(篆額)

과 비문(碑文)을 썼다. 태감의 비는 1776년 급고자 수우(汲古子守愚)가 기록한 ｢김산직

지사중기(金山直指寺重記)｣에 언급되어 있다. ｢김산직지사중기｣에는 직지사의 전각(殿閣),

불구(佛具)나 중요 부동산 문서 목록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태감의 비는 ｢南北兩漢八道都

摠攝□僧大將資憲大夫鏡月堂泰鑑永歲不忘碑｣로 기록되어 있다. ｢金山直指寺重記｣, 直指

寺志, pp. 83-84.

28) “...與鑑師之半世駔僧嬰情利祿而翻然覺悟棄七十九年之非竹倚蒲團靜念千佛者其得失何如

也..”, 智冠, 韓國高僧碑文總集: 朝鮮朝·近現代(伽山佛敎文化硏究院, 2000), p. 500; 직

지성보박물관 편, 앞의 책(2003), p. 23. 밑줄은 필자. 



- 15 -

1622-1703)의 법을 이은 지백(智伯)을 은사로 두었다고 명시하여 

모운진언-지백-태감으로 이어지는 법맥을 나타낸다.29) 태감은 출가 

후 중년에 경주진(慶州鎭) 도총(都摠)으로 임명된 후 남한산성과 북

한산성의 도총섭(都摠攝)을 지냈다고 하여 승장으로 활약했음을 알 

수 있다.30) 또한 비문을 통해, 그가 고관들과 교류했고 명성이 한양

까지 미쳤으며 재산을 공적(公的), 사적(私的)으로 모았음을 알 수 

있다.31) 

  특히 ｢태감공덕비｣에서 주목할 부분은 태감이 무자(戊子) 10월에 

이르러 관직에서 물러난 후 사재(私財)를 털어 각지의 사찰에 나누

어주고 불사를 일으켰다는 사실이다.32) 이 무자년은 숙종34년

(1708) 또는 영조44년(1768)이므로, 비문에서 태감이 1769년에 타

계했고 79년을 살았다는 것으로 보아 관직을 그만 둔 시기는 1768

년인 무자년으로 생각된다. 1768년에 태감이 시주로 참여한 ｢금릉

황악산직지사천불전상량(金陵黃岳山直指寺千佛殿上梁)｣(이하 ｢천불

전상량｣)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도 16). ｢천불전상량｣을 

보면, 그는 당시의 승통인 가선대부 신경(信瓊) 다음에 “전팔도도총

섭자헌태감(前八道都摠攝資憲泰鑑)”이라고 명시되어 승통과 도총섭 

29) 모운진언은 의열(義悅, 생몰년 미상)과 부휴선수(浮休善修, 1543-1615)의 제자이자 남

한산성의 팔도도총섭이었던 벽암 각성(碧巖覺性, 1575-1660)의 제자로 화엄경을 연구

했다. 조선 후기에는 법맥(法脈)을 통한 사승(師承) 관계의 정립이 확립되었고 그 계보를 

중심으로 문파가 형성되었다. 유근자, ｢조선후반기 불상조성기를 통한 불상의 조성배경 

연구｣, 강좌미술사38(2012), p. 59. 

30) 도총섭은 나라에서 내렸던 승려에 대한 직책 중 최고의 승직으로 원(元)의 영향을 받아 

고려 말부터 사용되었다. 나옹 혜근(懶翁惠勤, 1320-1376), 무학 자초(無學自初, 

1327-1405)가 ‘조계종 선교도총섭(曹溪宗 禪敎都摠攝)’로 칭해진 이후 조선시대에는 임

진왜란 때 승장(僧將) 서산대사 휴정(西山大師 休靜, 1520-1604)에게 八道禪敎十六宗都

摠攝의 승직을 제수하였다. 전란 중에는 도총섭 밑에 8道 마다 2인씩 16인의 총섭을 두

어 승려들을 관장케 했고 비변사(備邊司)에서 이들을 임명, 관리하였다. 전란 이후에는 

남한산성과 북한산성 축조 등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승려들을 동원하게 

했다. 김용태, 조선후기 불교사 연구: 임제법통과 교학전통(신구문화사, 2010), pp. 

68-70.

31) 비문에는 “交人公卿”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태감이 교류했던 고관들이 어떤 이들인지는 

언급되어있지 않다. 

32) "戊子十月　退居土房" 智冠,, 앞의 책(2000), p.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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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직에서 물러났음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편, 태감의 도총섭 관직 

기간은 북한지(北漢誌)의 기록과 비교해보면 대략적인 추정이 가

능하다. 이 북한지는 북한산성의 도총섭이었던 계파 성능(桂坡性

能, 생몰년 미상)이 기록한 것으로 그가 숙종37년(1711)에 도총섭

으로서 북한산성을 축조한 후 영조21년(1745년)에 서윤(瑞胤, 생몰

년 미상)에게 도총섭 직을 넘겼음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앞서 언

급한 ｢태감공덕비｣에 태감이 남한산성과 북한산성 도총섭을 지냈다

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태감은 1745년 이후 어느 시기에 북한산성 

도총섭을 지낸 후 1768년 무자년에 관직을 그만두었던 것으로 보인

다. 또한 비문에 따르면 그는 관직에서 물러난 이후 많은 재물을 부

처에게 공양했다고 한다. 비문에서 태감이 가난에서 이룩한 부로 불

사를 일으킨 것을 칭송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통해 그가 사재를 

털어 많은 불사를 일으켰음을 알 수 있다.33) 

  그의 비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태감은 직지사에서도 여러 불사를 

행했다. 그는 직지사 대웅전 중수, ｢직지사사적비｣ 완각, <직지사대

웅전삼세후불탱(直指寺大雄殿三世後佛幀)>(이하 <직지사삼세후불탱>

) 조성, <직지사향로> 제작, 천불전 중수 그리고 불상개금 등의 불

사에 참여했다. 이는 ｢대법당중창기｣(1735), ｢직지사사적비｣(1741), 

<직지사삼세후불탱>(1744) 중 영산회(靈山會)와 약사회(藥師會) 화

기(畵記), ｢천불전상량｣(1768), ｢직지사불상개금시주질(直指寺佛像改

33) 비문에는 태감이 젊었을 때 가난했으며 관직에 오른 후 공사로 재산을 쌓았다고 언급되

었기에 그가 도총섭이었을 당시 부를 쌓은 것으로 추측된다. 여은경에 의하면 남한산성

과 북한산성의 도총섭은 8도도총섭을 겸하여 평안도와 황해도를 제외한 전국의 사찰과 

승려들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산성과 권내 사찰을 통제하는 동시에 경제활동의 이득을 

얻었다. 산성 승군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예는 숙종실록에 나타난다. 肅宗實錄卷 62, 숙

종44년(1718) 윤8월 3일조 정언 유복명이 상소한 내용에 의하면 북한산성의 승군들은 

공물연조(貢物年條)를 헐값으로 미리 매입해 강제로 취하는 폐단이 있으며 여러 빚으로 

주는 물건을 높은 이자로 한양과 지방에 공급하여 세를 징수할 때 田土文券을 취했다고 

한다. 또한 이렇게 얻은 이득을 개인이 취해 옛날에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었고 집이 없

던 자가 큰집을 가졌다고 상소하고 있다. 비록 상소의 내용이 다소 악의적이라도 위의 

내용을 통해 산성의 승군들과 도총섭의 경제활동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 여은경, ｢朝
鮮後期 山城의 僧軍總攝｣, 대구사학32(1987), pp. 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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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직위 소임 법명 전거

영조11년(1735) 嘉善大夫 대시주, 시주
太監, 泰

鑑, 太鑑

｢直指寺大法堂重

創記｣
영조17년(1741) 和尙

｢직지사사적비｣ 
완성

泰鑑
｢金山黃岳山直指

寺事蹟碑銘｣

영조20년(1744)

僧統萬事都

摠...嘉善大

夫 

大施主, 化主

(靈山會), 婆蕩

大施主(藥師會)

釋泰鑑

< 직 지 사 대 웅 전 

삼세후불탱>의

靈山會 畵記

藥師會 畵記

영조26년(1750) 僧統嘉善 大功德主 釋泰鑑
<직지사철제은입

사향로>

영조44년(1768)
前八道都摠

攝 資憲 
施主 泰鑑

｢金陵黃嶽山直指

寺千佛殿上梁｣
영조47년(1771)

南北兩 總

攝資憲大夫
시주자 泰鑑

｢直指寺佛像改金

施主秩｣

金施主秩)｣(1771) 등을 통해 확인된다. 그가 18세기 전반부터 진행

한 직지사 중수 및 관련 불사에 참여한 내용과 직위는  3)에 정

리되어 있다. 

표 3. 태감의 직지사 불사활동과 그 직위

  태감의 이름은 영조11년(1735)에 있었던 대웅전 중수 기록에 처

음 등장한다. ｢대법당중창기｣에 의하면 대웅전이 쇠락했음에도 불구

하고 중수 공사는 18세기 전반까지 계속 연기되다가 1734년에 이

르러서야 승통 종익(宗益)이 본격적인 중수 계획을 세워 그 공사가 

진행되었다. 공사는 신도들과 사우(思佑), 세민(世旻), 태감(太監), 종

순(宗順), 학징(學澄), 종임(宗任) 등이 각각 출자하여 모은 돈과 곡

식이 약 백 여석에 이른 후 시작되었다.34) 앞의 ｢대법당중창기｣에

34) “...而但歲月旣久 風雨交攻 椽梠差胎 棟梁盡朽 思欲重營 莫有首唱 竟難設計...”｢金山郡西

黃岳山直指寺大法堂重創記｣, 直指寺志, p. 308; “...物因毁而有成 佛殿詎緩於重葺..”｢直
指寺大雄殿重刱上樑文懸板｣, 直指寺志, p. 366; “...逮於雍正十二年甲寅季夏 詩僧統宗益 

受帖末幾 深歎佛宇之將圮 慨欲重葺. 卽日集衆 而具告厥由 自出己財 而又勸諸有信者. 思佑 

世旻 太監 宗順 學澄 宗任等 各出錢祖 旣至取百餘石然后...” ｢金山郡西黃岳山直指寺大法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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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태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太監’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1735년 대웅전 중수와 관련된 것으로 여겨지는 문서에서 태감의 한

자가 혼용되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량문별치대시주

방명기(上樑文別置大施主芳名記)｣에는 태감이 “시주가선태감(施主嘉

善太鑑)”, ｢시주질(施主秩)｣에는 “가선태감(嘉善泰鑑)”, ｢본사노소사

미아동초명기록(本寺老少沙彌兒童抄名記錄)｣에는 “가선태감(嘉善太

鑑)”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름의 한자가 이렇게 잘못 기재

된 것은 함께 언급된 다른 시주자들의 사례에서도 나타난다. ｢직지

사사적비｣에는 시주에 참여한 인물들 중 세민, 종순, 종임 등이 기

재되었는데 본사질(本寺秩)로 세민(世敏), 종임이 언급되었고 종순이 

전 화상(前和尙)으로 기록되어 있다.35) ｢대법당중창기｣와 ｢직지사사

적비｣를 대조해보면 세민의 한자가 다름을 알 수 있는데 태감의 한

자도 이처럼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36) 

  한편 대웅전 중수에 대한 또 다른 자료인 ｢대웅전중창상량문｣
(1735)에는 태감과 함께 중수기에 시주자로 언급된 이들 중 몇몇이 

보이지 않는다. 당시 상량식을 기록한 글인 ｢대웅전중창상량문｣은 ｢
대법당중창기｣보다 상세하게 대웅전 공역에 관련한 이들의 소임과 

명단을 적고 있다. 그러나 이 명단에 언급된 이들은 공역(工役)과는 

무관하며 시주만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태감의 이름이 ｢대웅전중창

상량문｣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나 그가 대웅전 중수 관련 문서에 여

러 차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태감은 종이품(從二品) 가선대부(嘉

善大夫)로서 시주에 참여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堂重創記｣, 直指寺志, p. 308-309. ｢金山郡西黃岳山直指寺大法堂重創記｣에서 태감은 

太監으로 기록되어 있다. 승려들의 이름은 종종 잘못 기록되기도 하는데 태감의 비문에 

명시된 몇몇 인물들과 중수기의 시주자 한문에도 誤記가 있어 이것도 잘못 표기된 것으

로 보인다.  

35) “本寺秩...世敏...宗任...,”, “前和尙宗順”, ｢金山黃岳山直指寺事蹟碑銘｣, 直指寺志, pp. 

288-289. 밑줄은 필자. 

36) 세민은 ｢金山郡西黃岳山直指寺大法堂重創記｣에서는 世旻으로, ｢직지사사적비｣에서는 世

敏으로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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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감이 1741년에 완성한 ｢직지사사적비｣에서도 그의 직위를 알 

수 있다(도 10). ｢직지사사적비｣는 직지사의 내력과 당시의 세력을 

적은 비이다. 전란으로 훼손된 사찰을 중건한 이후 그 불사의 마무

리로 사찰의 역사와 정통성을 드러내는 사적비를 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적비는 당시에는 완성되지 못하고 1741년에 이르

러서야 완성되었는데, 수원 사람 백봉집(白鳳集, 생몰년 미상)이 이

러한 경위를 사적비 뒷면에 기록해 두었다. 이 기록에 따르면 1681

년 직지사 승려 여상(呂祥)이 ｢직지사사적비｣를 완성하지 못하여 

1741년에 직지사의 승통인 태감이 사적비의 귀부(龜趺)와 이수(螭

首)를 함께 조성해 사적비를 완성했다고 한다. 또한 태감이 전 화상 

종익(宗益)과 함께 자하문 밖에 만세교(萬歲橋)를 조성했다고 언급

되는 부분을 통해 그가 1735년 대웅전 중수를 주도했던 고승과 함

께 경내 불사에도 힘쓸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태감은 전각 중수뿐만 아니라 영조20년(1744)의 <직지사삼세후

불탱> 조성 불사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다(도 17). 이 <직지

사삼세후불탱>은 석가, 약사, 아미타불이 주재하는 세 가지 불국토

의 모습을 그린 탱화로 동시에 제작되었다. 영산회(靈山會)의 화기

(畵記)에는 <직지사삼세후불탱>이 제작되었을 시기에 직지사와 산

내 암자 및 타 사찰에 약 30여 점의 탱화와 불상이 동시에 제작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이를 통해 당시에 대대적인 불사가 이루어졌

음을 알 수 있다.37) 특히 태감은 이 영산회 화기에서 시주자 가운

데 가장 중요한 화주(化主)로 기록되어 있다. 화주는 사찰의 불사 

중 가장 중요한 소임 중 하나로 불사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며 이

37) 직지사는 명부증명도(冥府證明圖), 시왕각부탱(十王各部幀), 대법당의 제석회(帝釋會) 팔

부회(八部會), 비로전의 원불(願佛), 산내 암자 불사로는 내원암(內院庵)의 미타회(彌陀

會), 제석회, 상원암(上院庵)의 미타회, 금강회(金剛會), 그리고 3종의 니금도(泥金圖)를 

기록했고 운수암(雲水庵)은 아미타 불상 1구를 개금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외에 30여 종

의 탱화와 불상을 일시에 완성하여 각기 사찰로 돌려보냈다고 기록되어있다. 장충식, 앞

의 책(1996), pp. 252-25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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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역할에 따라 재정이 좌우되었다. 따라서 대부분 덕망이 높은 

고승이 소임을 맡았다.38) <직지사삼세후불탱> 중 영산회의 화기에 

따르면 태감은 대시주 겸 직지사 승통으로 화주를 맡아 불사를 총

감독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는 불전의 모든 장엄과 의식에 관련되

는 일체 도구를 다시 장만 했다고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39) 또한 

약사회(藥師會)의 화기에는 태감이 5명의 바탕대시주(婆蕩大施主) 

중 한 명으로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다.40) 살펴본 바와 같이 태감

은 화주로서 시주를 관리하고 불사의 장엄구 제작을 감독했으며 시

주자로 참여하는 등 대웅전 불사와 접한 관계에 있던 승려였다. 

  이후 태감에 대한 기록은 <직지사향로>의 명문에서 찾을 수 있

다. 명문에 의하면 그는 1750년 당시에도 직지사의 승통이자 가선

대부였다. 후원자나 장인에 대한 별다른 기록 없이 태감(泰鑑)만이 

대공덕주로 언급되어 있어 <직지사향로>는 온전히 그의 발원으로 

제작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41) 이 향로는 전면에 은입사 문양이 

시문되어 있어 주목된다. 특히 16개 상징 문자들이 태선으로 은입

사 되어 상대적으로 적은 문자 문양이 은입사 되었던 타 사찰 향로

들 보다 많은 은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당시 일본

으로 부터의 은 유입이 감소된 조선의 상황을 생각하면 상당히 많

은 제작비가 들어갔음을 알 수 있다.42)

38) 이종수⦁허상호, ｢17-18세기 불화의 畵記분석과 용어 考察｣, 불교미술21(2010), 

pp. 146-147 참조.  

39) “大施主兼時僧統 萬事都總 而寺內佛前 威儀錦帛 多買鳩聚 乃至上輦 黃靑帳黃傘 二次宗

室灌浴 迎廳諸開以錦一時改備 化主 嘉善大夫 釋泰鑑”. 성보문화재보존연구원, 앞의 책

(1995), p. 229.

40) “婆蕩大施主時僧統嘉善大夫泰鑑 婆蕩大施主前御通政大夫雪雲 婆蕩大施主前御通政大夫宗

益,...婆蕩大施主前御嘉善宗順 婆蕩大施主通政大夫順起...” 고경, 한국의 불화 화기집(성
보문화재연구원, 2011), p. 423. 

41) 일반적으로 향완이나 향로의 명문에는 제작 일시, 봉안처, 시주자, 장인 등 제작당시의 

정보가 새겨져 있다. 그 후원자들로 왕실 관련 인물들, 관료, 승려, 일반인 등 다양한 신

분 계층이 있으며 제작 의도도 개인의 안위나 정치적인 목적 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

다. 그러나 <직지사향로> 명문에는 봉안처가 명시되지 않았고 제작자로 다른 후원자나 

장인에 대한 언급 없이 태감만이 명시되어 있기에 태감 개인이 발원하여 이 향로를 제작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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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감은 타계하기 1년 전인 영조44년(1768)에 영전(影殿)과 천불

전의 중창 상황을 기록한 ｢천불전상량｣의 시주자 명단에도 기록되

어 그가 천불전 중창에도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도 16). 태감은 천

불전 중창을 주도한 당시 직지사 승통이던 신경(信瓊) 뒤에 ‘前八道

都摠攝資憲泰鑑’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 태감은 직

지사 승통과 도총섭을 그만둔 상태로 관직이 정이품(正二品)인 자헌

대부(資憲大夫)임을 알 수 있다. 

  태감은 1771년에 기록된 ｢직지사불상개금시주질(直指寺佛像改金

施主秩)｣에 첫 번째 시주자로 등장하여 당시 조각승 상정(尙淨)과 

계심(戒心)에 의해 직지사 불상이 개금되었을 때에도 관여되었음이 

확인된다(도 18).43) 이 시주질에 태감은 '南北兩 總攝資憲大夫'로 

언급되는데 시주질이 작성된 1771년은 ｢태감공덕비｣가 제작된 지 

2년 후다. 비문의 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면 태감이 사망 전에 개

금의 시주를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1750년에 <직지사향로>를 제작한 태감은 향로 제작 

전후에 있었던 직지사의 여러 전각 중수 및 불전 장엄구 조성에 관

여했던 인물이다. 그는 대시주, 화주, 대공덕주 등으로 언급되어 그

가 관여한 불사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태감

공덕비｣에서 애매하게 언급했던 그의 직위와 도총섭이 된 시기도 

검토해 보았다. 태감은 대웅전이 중수된 지 6년 만에 직지사 승통이 

되었고 1744년 <직지사삼세후불탱>의 화기에 “도총”이라고 언급된 

것으로 보아 당시에 이미 도총섭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천

불전상량｣의 시주자 명단을 통해 태감이 1768년에 도총섭을 포함한 

42) 조선과 중국 간의 무역에는 은이 소비되었는데 이를 위해 조선은 16-18세기에 일본으

로부터 은을 수입하였다. 그러나 17세기 후반 일본 막부에 의한 일본의 은 유출의 억제

는 조선의 은 수입 감소로 이어졌다. 이에 대청무역의 결제수단이 부족해졌고 중국 사행 

경비에 필요한 은이 부족하여 정부는 은의 유출을 제한했다. 또한 시장에 동전이 유통되

기 전에 은화가 유통되었지만 그 공급원은 협소했다. 이헌창, ｢조선시대 銀 유통과 소비

문화｣, 明淸史硏究36(2011), pp. 99-111 참조. 

43) “畵員 尙淨 戒心 羽學...”, ｢直指寺佛像改金施主秩｣. 直指寺志, p.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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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관직에서 물러났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직지사향로>를 

발원한 태감은 향로 제작 당시 직지사의 일반 승려가 아니라 직지

사의 주요 불사와 관련이 있던 승통이자 도총섭을 맡은 높은 지위

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향로의 명문에 태감만이 대공덕주로 

언급되므로 결과적으로 <직지사향로>는 당시 직지사 승통이자 도총

섭이었던 고위급 승려가 제작한 불사의 한 예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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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직지사철제은입사향로>의 기형 문제

 1. 18세기 사찰 제작 방고동기형(倣古銅器形) 향로

<직지사향로>는 고려대부터 사찰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향로

인 향완과는 달리 두 개의 귀와 삼족을 가진 고복형의 향로이다. 앞

서 언급한 바 있듯이 이러한 기형의 향로는 고대 중국 고동기 정을 

닮은 형태라 하여 정형향로로 불린다. 정형향로는 기형 상으로는 정

과 닮았지만 그 기능은 달랐다. 이를 위해 정형향로가 출현하게 되

는 상황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래 하(夏, 기원전 2070-기원전 

1600), 상(商, 기원전 1600-기원전 1046), 주(周, 기원전 1046-기

원전 770) 삼대(三代) 및 진한(秦漢, 기원전 221-기원후 220) 시기

의 의례 용기였던 정은 음식과 술을 담는 용기로 쓰였으며 왕권의 

상징과 신분의 표식이었다.44) 후대에 이르러서는 이 고동기들이 발

굴되면서 수집되거나 모방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그 기형과 기능

의 다양한 측면이 수용되었고 궁궐과 사찰에서 사용되던 향로와 여

러 장식물의 전형이 되었다. 특히 정형향로의 기형과 향로로서의 기

능은 송대(宋代, 960-1279)의 복고주의적인 경향 아래에서 본격적

으로 나타났다(도 19, 19-1). 송대에는 이민족의 침입이라는 역사적

인 상황에서 삼대의 고동기에서 그 전통성을 확보하려했던 복고주

의가 성행했기 때문이다.45) 이러한 송대의 기형은 고려에도 영향을 

44) 이용진, 앞의 논문(2002), p. 326; 국립중앙박물관 편, 마음을 담은 그릇, 신안 香爐
(사회평론, 2008b), pp. 10-12. 

45) 송 조정은 예제 확립 즉 종묘제의를 확립하려 노력했고 그 일환으로 송 태종은 섭숭의

(聶崇義, 생몰년 미상)로 하여금 고기물도(古器物圖)가 실린 최초의 예서인 삼례도(三禮

圖)를 제작하게 했다. 특히 송 휘종은 예제 개혁에 가장 적극적이던 인물로 송대부터 

청대까지의 고기물학(古器物學)의 초석이 되는 선화박고도(宣和博古圖)(1107)를 편찬

했다. 이런 고동기에 대한 애호는 당시 송대 문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고동기 관련 서

책들이 편찬되었고 장식용품으로 사용했다. 방병선, 중국도자사 연구(景仁文化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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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 고려시대에는 정형청자가 제작되기도 하였다(도 20).46) 또한 

조선시대에는 중국의 예서(禮書)들을 참고하여 국초부터 정형향로를 

왕실 제기로 사용하였다(도 21).47)

  <직지사향로>가 제작되었던 조선시대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고려시대의 사찰에서 사

용되었던 다양한 향로들이 사라진 반면 향완은 꾸준히 제작되었다

(도 22, 23).48) 조선시대의 향완은 불화, 특히 의식용 제단이 묘사

된 감로탱(甘露幀)에 주로 묘사되었는데 정형향로가 묘사된 감로탱

보다 남아있는 수도 많다.49) 조선 시대의 어느 시점에 이르면 새로

운 기형의 향로가 사찰에 등장하는데 현존하는 수는 적은 편이다. 

이 새로운 기형들은 주로 조선 후기의 감로탱, 나한탱(羅漢幀), 시왕

탱(十王幀) 등의 여러 불화에 묘사되어 당시의 형상을 추정해 볼 수

는 있다. 특히 감로탱의 경우, 조선 후기에 제단 묘사가 확대되면서 

2012), pp. 164-169 참조. 

46) 송대의 예제 개혁은 고려에도 영향을 미쳐 고려는 송으로부터 <태묘당도(太廟堂圖)>, 

<사직당도(社稷堂圖)>, <문선왕묘도(文宣王廟圖)>, <제기도(祭器圖)> 등을 들여왔다. 송

사(宋史)에도 고려에 송의 제기를 보냈다는 기록이 있어 고려대에는 송의 제기를 참고하

여 제기를 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송대의 정형향로는 정의 완벽한 복제가 아니라 그 

기형을 모방하여 변형시킨 형태다. 정보다 목이 길고 동체는 고복형이다. 고려에도 이런 

정형향로의 열풍이 전파되어 제작되었으나 그 양상은 송과는 달랐다. 현재 남아있는 고

려 정형향로의 형태는 송대의 정형향로와 다르게 고복형이 아닌 청동기 정의 원형을 본

뜬 형태이다. 이를 통해 비록 고동기에 대한 관심은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었지만 다르게 

전개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방병선, 앞의 책(2012), 170-171; 이용진, ｢고려시대 정

형청자 연구｣, 미술사학연구252(2006), pp. 153-190 참조. 

47) 조선 초기의 제기 형식은 북송 대에 제작된 예서(禮書)와 남송대에 제작된 소희주현

석전의도(紹熙州縣釋奠儀圖)와 같은 도설의 영향을 받았다. 송의 고제를 참고하여 조선

의 것으로 변화시킨 양식은 세종실록(世宗實錄)의 ｢오례의(五禮儀)｣, 제기급찬실도(祭

器及饌實圖),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가 있다. 한은미, ｢종묘제기와 조선시대 제기도설 

연구｣(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p. 93 참조.

48) 조선시대 향완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동은입사청곡사명향완(靑銅銀入絲靑谷寺銘

香垸)>(1397), 남원 실상사 소장 <청동제은입사백장사명향완(靑銅製銀入絲百丈寺銘香

垸)>(1584), 동국대학교 소장 <태백산부석사명철제은입사향완(太白山浮石寺銘鐵製銀入絲

香垸)>(1739) 등이 대표적 이다.   

49) 향완이 묘사된 감로탱으로 <세이쿄지감로탱(西敎寺甘露幀)>(1590), <코묘지감로탱(光名

寺甘露幀)>(16세기), <청룡사감로탱(靑龍寺甘露幀)>(1692), <남장사감로탱(南長寺甘露

幀)>(1701), <영취산흥국사감로탱(靈鷲山興國寺甘露幀)>(1723), <안국암감로탱(安國庵甘

露幀)>(1726)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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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양구들이 보다 자세히 묘사되어 있어 식별이 가능하다. <약사삼존

십이신장도(藥師三尊十二神將圖)>(1477), <화엄사영산회괘불(華嚴寺

靈山會掛佛)>(1653), <해인사감로탱(海印寺甘露幀)>(1723), <수국

사감로탱(守國寺甘露幀)>(1832), <흥국사감로탱(興國寺甘露

幀)>(1868) 등의 제단 위에는 정형향로가 묘사되었다(도 24, 25, 

26, 27, 28). <송광사영산회상도(松廣寺靈山會上圖)>(1725), <선암

사팔상전33조사도(仙巖寺八相殿三十三祖師圖)>(1753), <남장사현왕

탱(南長寺現王幀)>(1788), <흥국사제9도시대왕도(興國寺第九都市大

王圖)>(1792), <남장사16나한탱(南長寺十六羅漢幀)>(1790), <직지

사독성탱(直指寺獨聖幀)>(조선 후기), <용문사신중탱(龍門寺神衆幀)>

(1884)등에는 고동기형 삼족로(三足爐), 화로형(火爐形) 향로 등의 

기형들이 청동기, 청화백자, 유기(鍮器), 법랑기(琺瑯器) 등 다양한 

재질로 그려졌다(도 29, 30, 31, 32, 33, 34, 35).50) 

  이와 같이 조선 초기의 불화에는 향완이 묘사되었지만 조선 후기

의 의식단에는 정형향로가 새롭게 등장하였다. 사찰에서는 이 새로

운 기형의 향로를 불전 공양구로서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존하는 예는 극히 적다. 도기들은 재질의 특성상 남아있는 예가 

없고 금속기와 옥기만이 남아있다. 이들 중 사찰에서 제작된 대표적

인 정형향로들은 <해인사청동은입사정형향로> 3점, <직지사향로> 

3점, <통도사옥제정형향로> 1점이 있다(도 1, 5, 6)(표 4). 이 향로

들은 두 개의 귀, 고복형 몸체, 삼족의 형태로 기형 상으로는 정형

향로로 분류된다. 그러나 각 향로들의 크기, 재질, 문양, 삼족의 형

태는 모두 다르다. 

50) 이것은 후에 서술하겠지만 연행사(燕行使)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새로운 화보와 

서적의 영향이 문인들의 청화백자, 문방청완, 고동기 애호풍조와 맞물려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따라서 종교회화인 불화에 당시의 이러한 시대적 상황들이 반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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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연도 수량 재질 높이 x 지름 (cm) 봉안처

<해인사청동은

입사정형향로>
미상 3 청동

소: 23 x 22.8

중: 35.5 x 31.7

대: 42 x 35

대적광전

<직지사철제은

입사 향로>
1750년 3

몸체와 

귀(철),

삼족(놋쇠)

34.7 x 23 미상

<통도사옥제향

로>
미상 1 옥 33.1 x 41.4 대웅전

표 4. 현존하는 사찰제작 정형향로 

  <직지사향로>는 전체 높이 34.7cm, 지름 23cm로 세 점의 향로

의 형태와 크기가 모두 동일하다. 두 개의 귀와 짐승 모양의 수면

(獸面)이 달린 삼족(三足)이 별도로 주조되어 몸체에 이음새 못으로 

부착되어있다. 삼족은 제족(蹄足)으로 동물의 발과 발톱이 묘사되었

다. 귀와 몸체는 철로, 삼족은 놋쇠로 제작되었다. 향로의 전면에는 

다양한 문양들이 쪼음질 기법으로 은입사 되어 있다. 구연부 전(搌)

과 귀에는 연화당초문이 새겨졌고 귀와 구연부가 연결된 부분에는 

파도문(波濤文)이 있다. 구연부 아래에는 여의주를 쫒는 불법(佛法)

의 수호자인 용(龍)이, 그 아래에는 만자(卍字)형 운문(雲文)들이 줄

지어 쪼음 입사 되었다. 몸체에는 태선(太線)으로 입사한 원 안에 

불교의 주문인 육자대명왕진언(六字大明王眞言)이 범자로 새겨져 있

고, 주역(周易)의 팔괘(八卦), 길상문(吉祥文)인 수복자문(壽福字

文)이 한자씩 번갈아가면 은입사 되었다(도 4). 몸체 하단부 다리 

사이에는 3개의 능화문(菱花紋)이 입사되어 있고 그 안 각각에 명문

들이 새겨져 있다(도 3). 

  <해인사청동은입사정향향로>는 <직지사향로>와 다르게 청동재질

이며 향로 3점의 크기도 모두 다르다(도 5). 또한 삼족은 제족(蹄

足)으로 제작되었다.51) 두 개의 귀에는 연화당초문과 거치문(鋸齒

51) 이용진, 앞의 논문(2002), p.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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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이 있고 목에는 금강경(金剛經) 응화비진분(應化非眞分)의 '壹

切有爲法如夢幻泡影如露亦如電應作如是觀(일체의 있다고 하는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으며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 같으니 응당 이와 같이 관할지니라)’ 라는 구절이 

은입사 되어있다.52) 몸체 중앙에는 원권(圓圈) 안에 범자 ‘옴( )’자

가 시문되어 있으며 몸체 전체는 연화당초문이 은입사 되어있다. 명

문이 없어 제작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개인 문집 등의 기록을 통해 

17세기 전반에서 18세기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53) 

명문이 없어 봉안처를 알 수 없지만 유탁기(兪拓基, 1691-1767)의 

지수제집(知守齊集)에 근거해 보면 대적광전에 안치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54) 

  최근까지 대웅전에서 사용되던 <통도사옥제향로>는 해인사나 직

지사의 향로와는 달리 금속제가 아닌 옥제이며 형태도 금속제 향로

들과는 다른 둥근 형태이다(도 6). 삼족은 주족(柱足)으로 제작되었

다.55) 두 귀에는 초화문(草花紋)이, 구연부에는 세 가닥의 굵은 태

선이 나 있다. 몸체에는 두루마리 경권(經卷)이 묘사되어 있어 해인

사나 <직지사향로>와 같은 금속제 향로들의 문양과는 차이가 있다. 

이 <통도사옥제향로>에는 명문이 없어 조성 시기와 봉안처를 알 수 

52) 향로의 명문은 이용진, 앞의 논문(2002), p. 334에서 재인용. 

53) 이용진은 이세구(李世龜, 1646-1700)의 문집인 양와집(養窩集), ｢동유록(東遊錄)｣의 

기록을 토대로 <해인사청동은입사정형향로>를 1700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본다. 이용

진, 앞의 논문(2002), p. 334; 주경미는 중국 법해사(法海寺)에 소장된 <1524년명철제정

형향로>와 <해인사청동은입사정형향로>의 기형적 유사성을 들어 <해인사청동은입사정형

향로>의 제작시기를 17세기 전반으로 올려 보고 있다. 주경미, ｢中國 法海寺 所藏 金屬

製 佛具 硏究｣美術資料70⦁71(2004), pp. 186-187; 주경미, ｢조선 전반기 금속공예의 

대중교섭｣, 조선 전반기 미술의 대외교섭(예경, 2006), p. 272. 한편 해인사성보박물관

에서는 <해인사 청동은입사정형향로>의 제작시기를 가야산해인사중수전말기(伽倻山海印

寺重修顚末記)에 근거하여 1490년에 왕실후원으로 제조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나 정

황상 불확실하다. 해인사성보박물관 편, 海印寺聖寶博物館 遺物(해인사성보박물관, 

2005), p. 88. 

54) “壬辰...殿有三爐 制甚巧 謂是唐朝所捨”, 兪拓基, 知守齊集 卷15 遊伽倻記, 이용진, 앞

의 논문(2002), p. 334-335 재인용. 

55) 이용진, 앞의 논문(2002), p. 336. 



- 28 -

없다. 다만 <해인사감로탱>에 비슷한 형태의 향로가 묘사되어 18세

기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56) 

  지금까지 현존하는 사찰제작 정형향로들을 살펴본 결과 이 향로

들의 크기, 재질, 문양, 삼족의 형태들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당시에 향로 제작에 대한 획일화된 규정이 없었으며 

각각의 향로들은 서로 다른 예를 참고하여 제작되었음을 나타낸다. 

 

2. 정조 왕실 의궤 도설 관련성 재고

사찰에서 제작된 정형향로들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왕실 향로를 본

으로 하거나 왕실의 장인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종종 논의되고 있

다.57) 사찰 정형향로들과 왕실 제기가 기형적으로 유사하며 앞서 

왕실에서는 이미 국초부터 정형향로를 제기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정형향로들이 제작된 사찰 또한 왕실과 관련

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왕실의 영향으로 귀결되고 있다. 그러나 

당시에 유통되던 향로들의 형태를 파악하기 힘들고 현존하는 예 또

56) 장경희, ｢韓國 佛敎儀式法具의 美術史的 意味: 王室 工藝品과의 比較를 통하여｣, 불교

미술13(1996), p. 107; 이용진, 앞의 논문(2011a), p. 269.  

57) 조선 사찰의 장형향로들이 중국의 영향을 받은 왕실 향로나 왕실 장인과 관련되었다고

는 보는 연구로는 장경희, 주경미, 사공영애의 논문이 있다. 장경희는 <통도사옥제향로>

와 창덕궁 소장의 옥제향로의 기형적 유사성을 들어 불가와 왕실의 의식용 공예품 간의 

상관관계를 제시했다. 장경희, 앞의 논문(1996), p. 107. 주경미는 <해인사청동은입사정

형향로>와 중국 법해사 소장 <철제정형향로>(1524)의 기형적 유사성을 제기하면서 조선 

사찰 정형향로가 명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법해사 향로가 명 

황실 발원제작임을 근거로 <해인사청동은입사정형향로> 역시 조선 왕실 장인에 의해 제

작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주경미, 앞의 논문(2004), pp. 186-187; 주경미, 앞의 논문

(2006), pp. 270-272. 사공영애는 <해인사 청동은입사정형향로>를 제기도감의궤(祭器

都監儀軌)(1611) 향로 도설과 비교했고 <직지사향로>를 대명집례(大明集禮)의 영향을 

받았다고 추정되는 정조대 의궤도설들과 비교했으며 <통도사옥제향로>를 창덕궁 소장 

<옥제향로>와 비교했다. 사공영애는 각 사찰들이 왕실과 관련된 곳이기 때문에 모두 왕

실향로를 본으로 하여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공영애, 앞의 논문(2007), pp, 

39-40, 46-47, 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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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도기 파편들이 대다수이다. 때문에 해당 향로가 명기(明器)인지 

생활용인지 파악하기 어려워 체계적으로 연구되지는 못하였다.58)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기록이며 제기 도설을 확인할 수 있는 왕

실 의궤 도설이 조선시대 향로의 기형을 비교할 수 있는 주요 대상

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직지사향로>는 정조대에 편찬된 왕실 의

궤서들인 사직서의궤(社稷署儀軌)(1783), 경모궁의궤(景慕宮儀

軌)(1784), 춘관통고(春官通考)(1788)와 기형적으로나 문양적으

로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주목된다(도 7, 8, 9).59) 우선 이 의궤들

의 편찬 시기를 살펴보면 사직서의궤 이후 경모궁의궤와 춘관

통고가 편찬되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왕실 제기 도설(祭器圖說)은 

선례의 예를 따라 답습되거나 재정비된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60) 그러므로 경모궁의궤와 춘관통고는 사직서의궤의 도

설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정조대 의궤들과 <직지

58) 향로는 문인들의 문방청완(文房淸玩)이나 고동기 애호의 맥락에서 문집에 종종 언급되

었다. 그러나 문집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형태를 명확히 묘사하지 않아 조선시대에 사용

된 향로의 형태를 추정하기가 어렵다. 고동 서화를 수집하던 문인들은 향로들을 “고동향

로(古銅香爐)”라고만 언급하고 있다. 

59) 사직서의궤(社稷署儀軌)는 1783년에 정조의 명으로 토지의 신인 사(社)와 곡식의 신

인 직(稷)에게 국가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사직제(社稷祭)의 의식과 제도, 부속 건물, 

유래를 정리한 의궤이다. 의궤는 5권 3책이 있다. 오세옥⦁김기빈, 사직서의궤(한국고

전번역원, 2012), pp. 25-26. 경모궁의궤(景慕宮儀軌)는 사도세자(思悼世子, 

1735-1762))와 그의 비 헌경왕후(獻敬王后, 1735-1815)의 사당인 경모궁에서 제사지

낼 때의 의식을 기록한 책으로 4권3책이 있다. 춘관통고(春官通考)는 1788년 유의양

(柳義養, 1718~?)이 정조의 명으로 예조(禮曹)가 관장하는 모든 예제와 예무를 길(吉)·가

(嘉)·빈(賓)·군(軍)·흉(凶)의 오례(五禮)로 나누어 총 정리한 책으로 총 96권 62책이 있다. 

정재훈, 조선의 국왕과 의례(지식산업사, 2010), p. 170. 

60) 조선 왕실의 제기 도설(祭器圖說)은 왕실 행사나 제사에 사용되는 각종 제기를 그림으

로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을 덧붙인 도설이다. 제기 도설은 선례를 참고하여 개정된 의

례에 맞는 법도(法度)나 제도(制度)를 본(本)으로 그린 후 화원(畫員)이 이를 도설화(圖說

化)하는 과정에 참여했다. 왕실 제기의 도설을 이용해 장인은 견양(見樣)을 제작하였다. 

견양은 “표본적인 공예품”으로써 왕실 공예품의 초본이다. 장인들은 이 견양을 따라 왕

실 제기를 제작하였다. 장경희, ｢朝鮮王朝 王室嘉禮用 工藝品 硏究｣(홍익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8), pp. 141-142; 사공영애, 앞의 논문(2007), pp. 24-25, 주 71, 72 참조. 

왕실 의궤 도설이 선례를 따르는 것은 현재 남아 있는 의궤 도설들의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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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향로>는 두 개의 귀와 볼록한 고배형 몸체, 수면삼족을 가진 정형

향로라는 점, 몸체가 상, 하단으로 나뉘지 않고 하나의 통으로 이루

어진 점, 그리고 문양대가 향로의 목과 목 아래, 그리고 몸체의 3단

으로 나누어진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하다. 

  그러나 두 기형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뚜껑의 유무(有無)이다. 정조대의 의궤도설 향로에는 용두(龍

頭)가 부착된 뚜껑이 있고 구연부에 뚜껑에 맞추어 단이 올라갔지만 

<직지사향로>는 구연부 위의 단이 매우 낮아 뚜껑이 함께 제작되었

을 가능성이 낮다. 조선시대 불교의식구로서 향로의 뚜껑 유무는 확

실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감로탱에 묘사된 제단 위의 향로들 

대다수가 뚜껑 없이 묘사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직지사향로>의 

경우 왕실 향로와는 달리 뚜껑이 제작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 점

은 왕실 제기 향로는 뚜껑의 홈을 통해 향을 피우는 것과 대조된다

(도 36).61) 또 다른 기형적 차이로 귀의 표현을 들 수 있다. 정조대 

의궤에서 나타나는 향로 도설들의 귀들은 가운데가 뾰족하게 표현

된 반면 <직지사향로>는 귀가 완만하며 칠보문(七寶文)으로 투각된 

점이 다르다. 또한 <직지사향로>의 수면삼족은 길이가 짧지만 정조

대 왕실 의궤 도설의 수면삼족은 모두 길게 묘사되었다.  

  <직지사향로>와 정조대 의궤 도설의 향로는 문양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직지사향로>를 살펴보면 목에는 여의주를 쫒는 일자형

(一字形) 용문이 있고, 그 아래에는 만자형 운문이 있어 서로 연결

되어 있다. 또한 몸체에는 육자진언, 팔괘, 수복자문이 시문되어있

다. 이에 반면 정조대 의궤 도설에 있는 향로들은 목에는 뇌문(雷

文), 그 아래는 운문(雲文), 몸체에는 만자형 운문이 묘사되어 있다.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직지사향로>와 정조대 의궤 도설은 매

우 유사하므로 이들 사이에는 어떠한 영향관계가 있었음을 유추해 

61) 의궤 도설에는 뚜껑의 홈을 분간하기 어렵지만 현존하는 왕실 향로인 국립박물관 소장

의 <유제용문용향로(鍮製龍紋龍香爐)>의 뚜껑에는 여러 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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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특히 이 둘의 연관성은 숙종32년(1706)에 편찬된 종

묘의궤(宗廟儀軌)의 향로 도설과 비교해 보면 더욱 두드러진다(도 

37).62) 종묘의궤의 향로는 S자형 삼족을 한 정형향로로 몸체가 

상, 하로 나누어지며 상단에만 꽃문양이 묘사되어 있다. 따라서 종

묘의궤의 향로는 <직지사향로>나 사직서의궤의 도설과는 다른 

기형임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왕실 제기는 선례의 예를 

따라 답습되거나 재정비된 왕실 의궤 도설을 본으로 제작되기 때문

에 의궤의 제기 도설은 왕실 제기의 형태를 파악하는데 중요하다. 
종묘의궤와 사직서의궤의 향로 도설이 서로 다르므로 사직서의

궤의 기형은 선대(先代)의 기형을 토대로 성립된 새로운 기형이라

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직서의궤는 정조 대에 처음 편찬되는 의궤

서로 제기를 새롭게 정비할 목적으로 이전과는 다른 기형을 채택했

을지도 모른다.63)  

  그렇다면 <직지사향로>와 왕실의궤도설인 사직서의궤는 어떠한 

이유로 서로 유사할까? 이에 대해서는 직지사가 정종의 태실 수호

사찰이라는 것과 효장세자(孝章世子, 1719-1728)를 낳은 영조의 후

궁인 정빈 이씨(靖嬪李氏, ?-1721)의 왕실 원당임을 근거로 하여 

<직지사향로>가 왕실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64) 그러나 이 주장은 서로의 영향관계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 타당하지 않다. <직지사향로>는 1750년에 제작되었으며 이와 

62) 숙종대의 종묘의궤는 종묘에서 사용되던 제기들을 새로 제작하면서 만든 의궤이다. 

그 향로도설에는 “以鍮造經四寸許通族足高五寸許各室各一(｢오례의｣에는 등장 하지 않으

며 놋쇠로 만들고 구경(口經)은 4촌(寸), 다리부터 전체 높이는 5촌으로 각 실(室)마다 

하나씩 둔다)”라고 적혀있다. 宗廟儀軌, 宗廟祭器圖說 香爐蓋具 五禮儀不載

63) 사직제는 조선 초에도 거행하였으나 정조대까지 이에 관련된 의궤가 없었다. 이에 

1783년 최초로 정조의 명에 의해 사직서의궤가 편찬되었다. 오세옥⦁김기빈, 앞의 책

(2012), p. 26. 

64) 사공영애는 정조 대의 의궤들이 대명집례를 근거로 하여 동시기 청(淸)의 영향이 아

닌 명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직지사가 왕실과 관련 있는 사찰임을 근거로 <직지

사향로>가 이런 왕실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향로라고 주장했다. 사공영애, 앞의 논문

(2007), pp. 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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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도설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직서의궤는 1783년에 편찬되

어 기형적 측면에서는 <직지사향로>가 정조대 의궤를 시기적으로 

선행한다. 또한 영조 대에 편찬된 의궤들에는 흉례(凶禮)의 명기(明

器) 향로 도설만이 나타나므로 이들은 숙종대에 편찬된 종묘의궤 
향로 도설을 그대로 차용했던 것으로 보인다(도 38).65) <직지사향

로>가 정조대의 의궤 도설보다 시기적으로 선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직지사향로>가 왕실의 일방적인 영향을 받아 제작되었다고 단언하

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또한 <직지사향로>가 정조대 의궤의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의 근

거로 직지사가 정종의 어태를 봉안한 곳이며 정빈 이씨의 원당이라

는 것을 들었지만 여기에도 문제의 여지가 있다. 직지사는 조선 초

에 정종의 태실을 수호하는 수호 사찰로 지정되어 조선 전기에는 

왕실의 후원을 받아 전각을 중수하고 확장했지만 양란 이후 조선 

후기에는 왕실의 후원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1735년 대웅전의 중수

와 1744년 <직지사삼세후불탱> 조성과 관련한 큰 불사가 있었을 

때에도 발원자나 화기에 왕실 관련 후원은 나타나지 않는다.66) 또

한 정빈 이씨의 원당은 1763년에 건립되었고 왕실의 후원은 이 원

당 건립 이후에 있었기 때문에 시기상으로도 맞지 않는다(도 39).67) 

따라서 <직지사향로>가 정조대 왕실의 영향을 받아 제작되었다는 

65)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영조대의 향로 도설은 영조34년(1758)에 편찬된 국조의례상례

보편(國朝喪禮補編)의 명기 부분에서만 나타났다.

66) <직지사삼세후불탱>의 발원문에는 양란 이후 사찰에서 쓰이던 정형화된 문구인 “...願

以此功德 普及於一切 我等與衆生 皆共成佛道”라고 되어있어 왕실과의 관련성을 살펴볼 

수 없다. 

67) 직지사는 영조40년(1764)에 정빈 이씨의 원당으로 지정되어 재실(齋室)을 세우고 위판

(位版)을 모셔 매년 11월16일마다 제사를 지냈다. 직지사에는 영조44년(1768)에 왕실에

서 내려온 전교를 돋을새김해 놓은 ｢정빈방현판(靖嬪房懸板)｣이 있다(도 39). 전교의 내

용은 세손(世孫, 훗날 정조)의 할머니인 정빈 이씨의 원당만을 계속 유지할 것을 하교하

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된 기록은 ｢金山直指寺重記｣(1776)와 ｢慶尙道金山郡黃岳山直指寺

古禪宗大伽藍事蹟｣(1776)에서 확인된다. 한편 직지사에 정빈의 원당이 세워지고 난후 직

지사는 숙종과 영조의 어필(御筆)과 공명첩을 받았고 많은 부역이 감해졌다.  직지성보박

물관 편, 앞의 책(2003), pp. 18, 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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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은 재고되어야 한다.

3. 대명집례(大明集禮)와 명대 문물의 수용을 통한 변화

<직지사향로>와 정조대 의궤와의 관계는 어떠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까? 우선, 명(明, 1368-1644)을 추종했던 시대적 상황과 연관 지

어볼 수 있다. <직지사향로>와 기형적으로 유사한 사직서의궤, 
경모궁의궤, 춘광통고는 모두 동일하게 대명집례(大明集禮)에 

의거한 향로 도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도 40).68) 대명집례는 명

나라의 서일기(徐一夔, 1318-1400), 양인(梁寅, 1309-1390), 류우

(劉于, 생몰년 미상) 등이 명 태조(太祖, 재위 1368-1398)의 명을 

받아 홍무(洪武)3년(1370)에 편찬한 국가 전례서(典禮書)로 조선에 

전래된 3개의 명나라 국가 전례서 중 하나였다.69) 대명집례의 영

향은 숙종 대에 편찬된 종묘의궤 향로 도설에서도 확인된다. 대

명집례의 향로 도설에 묘사된 ‘용 뚜껑’이 숙종 대에 편찬된 종묘

의궤 향로 도설의 뚜껑에 처음 반영된 것이다. 이것을 통하여 대

명집례가 조선 의궤 도설의 변화에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명에 대한 추종과 관련된 듯하다.70)

  숭명의식(崇明意識)은 숙종 대와 영조 대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숙종과 영조는 17세기 말과 18세기 전반 붕당정치의 대립이 극에 

68) 정조 대의 3의궤들에는 모두 공통적으로 “大明集禮云香爐大口細徑巨腹三足”이라는 문

구가 적혀있다. 

69) 대명집례(大明集禮)는 홍무예제(洪武禮制)와 대명회전(大明會典)과 마찬가지로 조

선에 도입된 명나라 국가 전례서이다. 이것은 당시의 모든 예전(禮典)을 집대성한 책으로 

1370년에 50권으로 완성되었다. 그러나 1530년에 전주(傳注)를 더하여 53권으로 늘어

났다. 내용은 길(吉),흉(凶),군(軍), 빈(賓), 가(嘉)의 오례(五禮) 중심이며 관복(冠服), 차로

(車輅), 의장(儀仗), 노부(鹵簿), 자학(字學), 악(樂)으로 이루어져있다. 김문식, ｢조선시대 

國家典禮書 편찬 양상｣, 장서각21(2009), p. 83 참조.  

70) 종묘의궤의 ‘용 뚜껑’과 대명집례와의 관련성은 사공영애, 앞의 논문(2007), p. 

53-5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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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던 시점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명에 대한 추종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청(淸, 1636-1912)의 압박이 거의 사라진 상황에서 숙종

은 붕당정치의 갈등을 조정하면서 왕권 안정과 강화를 도모하기 위

해 명나라가 조선을 구해준 은혜를 잊지 말자는 의미인 ‘재조지은

(再造之恩)’을 강조했다.71) 대보단(大報壇) 설립은 바로 이 재조지은

을 구현한 대표적인 예로 숙종, 영조, 정조 모두 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도 41). 숙종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에 병력을 보냈던 

명 신종(神宗, 1573-1620)에 대한 제사를 위해 숙종30년(1704)에 

대보단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72) 숙종보다 정통성이 더욱 취

약한 영조는 한층 나아가 영조25년(1749)에 명의 마지막 황제인 의

종(毅宗, 재위 1628-1644)과 초대 황제인 태조의 합사(合祀)를 건

의하면서 대보단을 중건했다.73) 대보단의 제례는 정조 대에 더욱 

71) ‘재조지은(再造之恩)’은 명이 임진왜란 당시 망해가던 조선을 다시 세워주었다는 인식에

서 비롯된 용어이다. 이 인식은 각 시대마다 필요에 따라 환기되거나 재해석되었다. 특히 

숙종 대에 ‘재조지은’은 명에 대한 의리를 강조할 때 인용되었다. 한명기는 조선이 재조

지은을 강조하고 명에 대한 충성을 되새길 수 있었던 것은 청의 압박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았다. 그는 그 이유로 청이 숙종23년(1697)에 조선이 심각한 

기근에 시달렸을 때 미곡 무역을 허락해 준 것과 강희제(康熙帝, 재위 1661-1722)가 

‘명에 대한 조선의 충절’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던 것을 들고 있다. 한명기, ｢'再造之恩'과 

조선후기 정치사: 임진왜란-정조대 시기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2007), pp. 

191-192, 212, 215-126.

72) 대보단은 창덕궁 안에 설치되어 1년에 한번 국왕이 친제하는 대사(大祀)급의 제사로 사

직대제에 준하여 행해졌다. 이영춘, ｢朝鮮後期의 祀典의 再編과 國家祭祀｣, 한국사연구
118(2002), p. 211. 거의 많은 연구들이 대보단 건립을 왕권강화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신료들이 아닌 숙종과 영조 스스로가 신료들에게 명 황제의 사당의 건립과 중건

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한명기는 명 황제의 조선왕에 대한 승인과 책봉이 조선왕의 정치

적 정통성을 뒷받침해주는 절대적 기반이기 때문에 명 황제에 대한 조선왕의 제사 시도

는 그것을 통해 ‘정통성의 원천’을 희구하려했다고 보고 있다. 한명기, 앞의 논문(2007), 

p. 214. 계승범은 국왕들의 대보단 설립과 확대를 국왕이 신료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끌

어내기 위해 그들이 중시하는 가치인 ‘재조지은’이자 ‘존명의리’를 솔선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계승범, ｢조선후기 대보단 친행 현황과 그 정치적⦁문화적 함의｣, 역사와 현실75 

(2010), p. 171. 

73) 의종(毅宗)의 배향은 그가 병자호란 당시 조선에 병력을 보낸 사실이명사(明史)를 통

해 전해졌기 때문에 쉽게 결정되었다. 그러나 명 태조에 대한 왕들과 신료들의 평가는 

판이하게 달랐다. 대체적으로 국왕들은 태조를 높이 평가했고 그의 사례를 자신들의 입

지를 강화해주는 전거로 인용했다. 반면 신료들은 전제군주로서 유학자들을 핍박했고 승

려들을 조정에 등용해 불교를 지나치게 숭상한 태조의 통치행위를 비판했다. 영조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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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되었는데 이는 왕들의 대보단 친행을 통해 알 수 있다. 숙종은 

대보단이 완성된 1704년에서 재위 말년인 1720년까지 총 5번 친행

했으며 영조는 그의 재위 기간(1724-1776) 동안 24번 친행했다. 

특히 정조는 그의 재위 기간(1777-1800) 동안 단 한 해도 대보단 

친행을 거르지 않았으며 삼황(三皇)의 기일에 맞추어 매년 세 차례

나 친행했다.74) 

  이와 같이 ‘재조지은’을 내세운 국왕들의 명에 대한 추종은 명대

의 국가 전례서인 대명집례에의 의존도에서도 나타난다. 조선 전

기에는 주로  송대 및 고제(古制)를 참고하였으나 양란 이후인 조선 

후기에는 대명집례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했다.75) 물

론 조선 초기에 이미 대명집례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 세종(世宗, 

재위 1418-1450) 대에 대명집례를 구입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세

조 대에 명 사신을 접견하며 중궁과 세자의 복장(服裝)을 대명집례

에 의거하여 준비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이를 알 수 있다.76) 그

러나 성종(成宗, 재위 1469-1494) 대에 명 사신이 조선을 방문했을 

때 사신과 대명집례에 대해 논박(論駁)을 벌이며 의견차를 보였다

는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조선 전기에는 대명집례에 대한 

의존도가 그리 크지 않았던 듯하다.77) 

태조의 전거를 종종 인용해왔으며 신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태조를 대보단에 향사했

다. 계승범, ｢조선속의 명나라: 大報壇을 통해서 본 조선 지배층의 중화인식｣, 명청사학

회35(2011), pp. 157-165.

74) 계승범, 앞의 논문(2010), pp. 172-176 참조. 

75) 조선 왕실은 국초부터 명대의 의례서가 아닌 석전의, 삼례도, 예서등의 송대 전례

서에 의거해 제기들을 제작했다. 이것은 당시 조선이 송대 주자학(朱子學)을 추종했기 때

문이다. 사공영애, 앞의 논문(2007), pp. 26-27 참조. 

76)世宗實錄 卷88, 세종22년(1440) 1월 8일, 2월24일; 世祖實錄 卷3, 세조2년(1456) 

3월 21일.

77) 성종7년 2월에 조선을 방문한 명 사신은 대명집례에 따라 예를 행할 것을 요구했지

만 조선은 홍무예제를 따랐으며 성종 19년 3월에도 명 사신과 의견차를 보였다. 이중 

이극배(李克培, 1422-1495)는 ‘대명집례는 조정에서 당시에 반강(頒降)하지 않았으며, 

우리나라에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라고 언급을 하고 대명집례를 따르지 않았다. 위의 

기록을 통해 아직 조선에서는 대명집례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成宗實錄 卷64, 성종7년(1476) 2월 18일; 成宗實錄 卷214, 성종19년(1488) 3월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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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대로 갈수록 대명집례가 자주 이용되었는데 특히 숙종 대에 

이르면 대명집례에 대한 인식이 보다 높아졌다. 숙종은 시강원(侍

講院)의 대명집례가 낙장(落張)이 많아 청에서 구입하려 했으나 이

를 구하지 못하자 전권을 중간(重刊)했다.78) 또한 숙종 대에 대보단

의 의식 제기를 대명집례의 도식에 의거하여 제작하였다는 부분

을 통해 전대 보다 대명집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79) 

  대명집례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왕실 의궤에까지 영향을 미쳤

다. 숙종32년(1706)에 편찬된 종묘의궤는 종묘제도와 의식절차 

등을 역사적으로 정리한 첫 번째 의궤로 사직서의궤와 경모궁의

궤 등의 모델이 되었다. 종묘의궤의 ｢종묘제기도설(宗廟祭器圖

說)｣에서 향로 도설은 ‘오례의에는 실려 있지 않다’고 언급되었으며 

용 뚜껑을 가진 향로가 묘사되었다(도 37).80) 비록 대명집례에 의

거한다는 언급은 없지만 대명집례의 설명과 유사한 용 뚜껑과 동

체의 꽃무늬는 대명집례의 영향을 반영하는 것이다.81) 대명집례

는 영조와 정조 대에도 오례의와 함께 중요한 참고서였다. 특히 

대명집례는 정조 대의 사직서의궤, 경모궁의궤, 춘광통고에

서 동일하게 언급되었는데 이를 통해 정조 대에 이르러 대명집례
에 보다 적극적으로 의존했음을 알 수 있다.82) 

  그러나 공교롭게도 대명집례에 묘사된 향로는 정조 대의 의궤 

도설과는 그 형태가 다르다. 대명집례는 명대의 향로에 대해 “今

일, 3월13일. 

78) 承政院日記 숙종11년(1685) 6월23일; 承政院日記 숙종13년(1687) 3월 25일; 肅
宗實錄 卷24 숙종18년(1692) 1월21일. 

79) 肅宗實錄 卷40 숙종30년(1704) 12월21일.

80) “五禮儀不載” 宗廟儀軌 宗廟祭器圖說 香爐盖具.

81) 여러 왕실 제기 연구논물들 또한 종묘의궤에 대명집례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기형

적으로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공영애, 앞의 논문(2007), p. 30; 하은미, 

앞의 논문(2009), p. 91.  

82) 주 65 참조. 



- 37 -

制以黃金爲圓爐大口細徑巨腹三足飾以鈒花有蓋爲蹲龍形二飛鳳爲耳兩

蒡(지금(명대)의 황금으로 만든 둥근 향로는 큰 구연, 가는 목, 큰 

동체, 삼족으로 되어 있는데 꽃이 새겨져 있고 웅크린 용 형태의 뚜

껑과 봉황으로 된 두 귀가 있다)”라고 적고 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글에서 제시한 대로 용 형태의 뚜껑을 가진 큰 구연과 가는 목, 꽃

이 새겨진 큰 동체, 양귀에 봉황, 삼족의 유족향로(乳足香爐)가 그림

으로 제시되어 있다(도 40).83) 이는 정조 대의 의궤 도설과 형태적

으로나 문양적으로 차이를 보인 것이다. 따라서 비록 정조 대 의궤 

도설들이 대명집례를 따랐다고는 하지만 향로의 기본적인 요소만

을 차용하고 동일한 기형을 선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

면 정조 대 의궤 향로의 기형적 특징은 아마도 다른 외부적인 영향

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직지사향로>와 정조 대 의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인 수

면삼족은 동시대 다른 사찰향로들이나 이전 시기의 왕실 의궤 향로 

도설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요소이다. 그런데 수면삼족은 송, 

금(金, 1115-1234), 원(元, 1271-1368), 명, 청대의 고동기를 모방

한 향로에 등장하므로 새로운 요소라기보다는 고식(古式)의 답습을 

보여주는 형태로 볼 수 있다(도 42, 43, 44, 45, 46). 이미 중국의 

영향으로 고려시대에도 비슷한 형식이 제작된 바 있다(도 47). 또한 

백자향로의 수면삼족편이 16세기 전반에 운영된 광주 도마리(道馬

里) 가마터에서 출토된 바 있으므로 이미 16세기에 왕실이나 관청

에 납품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도 48, 48-1).84) 당시의 상황을 종

합하여 이러한 기형이 갑자기 비슷한 시기에 <직지사향로>나 정조 

대 의궤에 선택되어 나타났던 배경을 유추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는 아마도 어떤 공통된 영향이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83) 大明集禮 卷44 儀仗三 香爐. 

84) 국립중앙박물관, 廣州郡 道馬里 白磁窯址 發掘調査 報告書(國立中央博物館, 1995), p. 

76, 117-124; 사공영애, 앞의 논문(2007),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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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궤를 통해서 알 수 있었듯이 그 영향이 명과 관련되어 있음을 고

려해보아야 한다.

  명 문물의 영향은 사행(使行)을 통한 명대 기물의 유입과 같은 명

대 물질문화의 전래 등을 통해 짐작해볼 수 있다. 조선은 병자호란 

이후 1637년부터 청나라에 여러 차례 사신단(使臣團)을 파견하였다. 

청나라에 파견된 사행은 정기사행(定期使行)과 임시사행(臨時使行)이 

있었다.85) 이들 사행의 주목적은 정치, 외교적인 것이었으나 비공식

적인 임무인 무역도 포함되어 있었다. 사행단들은 물물교환이나 궁

중에서 소요되는 물품을 구입하는 조공(朝貢)과 상여(賞與)라는 공

무역(公貿易) 외에 사무역(私貿易)에도 종사했다. 특히 사무역인 팔

포무역(八包貿易)은 조선과 청 사이의 규제된 무역 가운데 가장 중

요했다.86) 사행원들은 팔포무역(八包貿易)에 종사 할 수 있었는데 

이들은 팔포 인삼이나 은자를 가지고 연경(燕京)의 시장에서 서적, 

고동서화(古董書畫) 등의 중국 물품들을 구입하기도 했다. 후에 팔포

를 가져갈 수 없었던 사행원의 포가 사상(私商)들에게 넘어가 사상

들의 축재(蓄財) 수단이 되어 중국의 사치품과 당물(唐物)을 대량 

수입했다.87) 한편, 공무역과 사무역 외에 책문후시(柵門後市)와 단

련사후시(團練使後市)등의 무역도 성행했다. 조선의 상인들이 연

행 때마다 역졸이나 종복으로 끼어 조선의 물품을 팔아 중국의 약

85) 정기사행은 동지(冬至)와 정조(正朝)를 경축하기 위한 동지행(冬至行)과 정조행(正朝行),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성절행(聖節行), 중국의 책력(冊曆)을 받아오는 황력재자행

(皇曆䝴咨行)이 있었다. 임시사행으로는 청의 정택이나 외교적 처사에 감사를 표하는 사

은행(謝恩行), 중국 황제의 등극이나 경사 있을 때 보내는 진하행(進賀行), 중국에 요청할 

일이 있을 때 파견한 진주행(陳奏行)과 주청행(奏請行)이 있다. 또한 청 황실에서 상고

(喪故)가 있을 때 보내는 진위행(陣慰行)과 진향행(進香行), 청의 오해가 있을 때 보내는 

변무행(辨誣行), 조선의 왕의 죽음을 알리는 고부행(告訃行) 등이 있었다. 유승주⦁이철

성, 조선후기 중국과의 무역사(景仁文化社, 2002), 26-28 참조.  

86) 조선은 연행사행시 개인적 여비를 위해 일정한 양의 인삼이나 은(銀)을 가져가는 것이 

허용되었는데, 후기에는 사행원 각자가 8포(包)의 인삼을 가져가는 것이 허용되었기에 

팔포무역(八包貿易)이라 불렸다. 김한규, 한중관계사II (아르케, 2002), pp. 757-758.  

87) 이원순, ｢赴燕使行의 經濟的 一考-私貿活動을 중심으로｣, 歷史敎育 7(1963), pp. 

274-277; 박은순, ｢조선 후반기 대중 회화교섭의 조건과 양상, 그리고 성과｣, 조선 후

반기 미술의 대외교섭(예경, 2007), pp.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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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보석, 문구 등을 구입했던 것이다.88) 이를 통해 조선으로 유입

된 물품들의 대부분은 당물(唐物)이나 명대의 것이었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사대부들 사이에서 만연했던 배청의식(排淸意識)에 근거한 

것으로 청으로 파견된 사행원에게도 이러한 의식이 적용된 듯하

다.89) 영조27년(1751) 7월21일자 영조실록의 기록은 당시 사행

단을 통한 무역현상을 보여준다. 

임금이 후원(後苑)에서 망배례(望拜禮)를 행하였으니, 신종황제(神宗

皇帝)의 기신(忌辰)이기 때문이었다. 하교하기를, “아! 우리나라를 재

조(再造)하신 덕(德)은 하늘과 동일하게 크니, 다만 망배(望拜)만을 

행해서야 어찌 감회를 펼칠 수가 있겠는가? 내일 예관(禮官)을 보내

서 선무사(宣武祠)에 치제(致祭)토록 하라.” 하였다. 승지 권일형(權

一衡)을 명하여 황단(皇壇)의 향로(香爐)를 봉심(奉審)하도록 하니, 

대개 금년에 동지사(冬至使)로 갔던 사행(使行)이 얻어 온 것이었다. 

권일형이 돌아와 아뢰기를, “향로의 전면에는 ‘대명(大明) 선덕년(宣

德年)에 제조(製造)했다.’고 쓰여 있고 향로의 뒷면에는 ‘내단 교사

(內壇郊社)’라는 네 글자가 쓰여 있는데, 이끼[苔]가 짙게 끼어 분명

하지 않습니다.” 하였다. 병조 판서 홍계희(洪啓禧)는 말하기를, “주

88) 김한규, 앞의 책(2002), pp. 759-760; 박은순, 앞의 책(2007), p. 17. 책문후시(柵門後

市)는 사행이 책문(柵門, 구령성(九連城)과 봉황성(鳳凰城)의 중간)을 출입할 때, 청측의 

운송상인 ‘란두(欄頭)’가 요동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묵인 하에 조선의 상인들과 

교역한 것이다. 단련사후시(團練使後市)는 성경(盛京)에 분납할 방물을 싣고 가던 인마

(人馬)가 귀환할 때 이를 통솔하는 단련사가 중심이 되어 책문에서 이루어지던 사무역이

었다. 

89) 18세기 중엽 이후 청과의 교섭은 더욱 활성화 되었지만 당시에도 배청의식을 고수한 

문인들이 적지 않았다. 이런 경향은 당시 청나라로 파견된 사행원들에게서도 나타났다. 

그 예로 1712에서 1713년 동지겸사은사의 자제군관(子弟軍官)으로 파견된 김창업(金昌

業, 1658-1721)과 1720년에 동지사의 정사(正使)로 파견된 이의현(李宜顯, 

1669-1745)을 들 수 있다. 박은순, 앞의 책(예경, 2007), pp. 33-34. 이런 경향은 이의

현이 숙종46(1720년) 동지사겸정조성절진하(冬至使兼正朝聖節進賀)의 정사(正使)로 부사

(副使) 이교악(李喬岳, 1653-1728), 서장관(書狀官) 조영세(趙榮世)와 함께 청나라에 다

녀와서 기록한 경자연행잡지(庚子燕行雜識)(1720)에서 확인된 다. 그는 청나라의 풍속

을 비판했으며 조선이 명의 풍속을 지키고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한편 그가 구입한 

물품들은 대다수가 당(唐), 송, 명대의 서책과 서화(書畵)로 <미원장서(米元章書)>, ｢안로

공서가묘비(顔魯公書家廟碑)｣, ｢조맹부서장진인비(趙孟頫書張眞人碑)｣, 동기창서(董其昌

書), <신종어화(神宗御畫)>가 이에 속한다. 庚子燕行雜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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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鑄錢所)에 향로를 판매하는 자가 있는데 또한 명(明)나라 선덕

(宣德) 연간에 제조한 것입니다.” 하고, 도제조 김약로(金若魯)는 말

하기를, “향로가 적으면 마땅히 향합(香盒)으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

다.” 하니, 임금이 가져올 것을 명하였다.90) 

  이 기록에 의하면 임진왜란 때 구원을 온 명나라 병부상서(兵部尙

書) 형개(邢玠, 생몰년 미상)와 도어사(都御史) 양호(楊鎬, 생몰년 미

상)를 제향(祭享)하는 사당인 선무사(宣武祠)에 사용할 향로로 황단

(즉 대보단)의 향로를 사용했다. 이 향로는 당시 청나라 동지사로 

파견된 사행원이 가져온 것으로 선덕연간(宣德年間, 1426-1435)에 

제조된 명대 향로였다. 선덕연간에 관요(官窯)에서 제작된 그릇에는 

｢대명선덕연제(大明宣德年製)｣나 ｢선덕연제(宣德年製)｣ 등의 관요법

이 표기되어있음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도 49, 49-1).91) 그렇다

면 동지사로 파견된 사행원이 가져온 향로는 관요에서 제작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뒤에 이끼(苔)가 끼었다는 언급이 있어 금속제 

향로일 가능성이 크다(도 50, 50-1).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사행원

들을 통해 조선의 왕실에 명대 금속제 향로가 유입되어 유통되었다

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전소에 명 선덕연간에 제조된 향로를 

판매한 자가 있다는 기록으로 보아 명대 금속제 향로가 왕실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유통되었을 가능성까지 생각해볼 수 있다. 이 때 

유통되었던 선덕연간의 향로가 어떤 기형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정조 대의 의궤에서 나타나는 대명집례에 대한 높아진 의존도를 

통해 명의 영향을 받았으리라 가정해볼 수 있을 뿐이다. 

  명 물질문화는 조선 후기 불교계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특히 

90) “上行望拜禮於後苑, 以神宗皇帝忌辰也。敎曰: “嗚呼! 再造之德與天同大, 只行望拜, 何以

寫懷? 來日遣禮官, 致祭宣武祠。” 命承旨權一衡, 奉審皇壇香爐, 蓋今年冬至使行得來者

也。 一衡還奏曰: “爐前則書大明宣德年製, 爐後則書內壇郊社四字, 而苔深不分明矣。” 兵

曹判書洪啓禧曰: “鑄錢所有賣香爐者, 亦大明宣德年所製也。” 都提調金若魯曰: “爐小則當

用爲香盒矣。” 上命取來。” 英祖實錄, 卷74 영조27년(1751) 7월21일. 밑줄은 필자.

91) 방병선, 앞의 책(2012), p. 391. 



- 41 -

조선 후기 불화에 나타나는 고동기형 향로 도상과 관련된다. 17세

기 사행단에 의해 수입된 명대 서적, 화보, 불교판본(佛敎版本) 등 

명대 불교 문물들이 조선 후기에서 다시 번각(飜刻)되면서 18세기

에서 19세기까지의 불교미술에 영향을 미쳤다.92) 석씨원류(釋氏源

流), 홍씨선불기종(洪氏仙佛奇蹤), 삼재도회(三才圖會), 열선전

전(列仙全傳) 등의 인물도상을 수록한 명대 서적과 화보류는 18세

기와 19세기 불화에 영향을 미쳤는데 나한도(羅漢圖)와 조사도(祖師

圖)의 도상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93) 1723년 화승(畫僧) 의겸(義

兼, 생몰년 미상)이 그린 <흥국사16나한도(興國寺十六羅漢圖)> 중 

제 14존자, 제 10존자 그리고 제 8존자 3명의 도상들은 홍씨선불

기종과 삼재도회의 <사야다존자(闍夜多尊者)>, <바수 존자(婆須

密尊者)>, <포대화상(布袋和尙)>과 매우 유사해 그 도상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도 51, 51-1, 51-2, 51-3).94) 주목할 점은 인물도

상 뿐만 아닌 기물들 또한 그대로 차용한 점이다. 바수 존자 판본

에서 향우측의 고동기형 향로 도상은 <흥국사16나한도>에도 그대

로 적용되었다. 판본의 고동기형 향로는 그 재질을 알 수 없지만 

92) 최연식, ｢朝鮮後期 釋氏源流의 수용과 佛敎界에 미친 영향｣, 보조사상11(1998), 

pp. 305-306; 김정희, ｢조선후반기 불화의 대외교섭: 대중교섭을 중심으로｣, 조선 후반

기 미술의 대외교섭(예경, 2007), p. 130. 

93)조선 후기 팔상도(八相圖)의 도상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석씨원류는 명나라 초기에 간

행되어 17세기에 조선에 수용된 이래 국내에서 번각하여 19세기까지 여러 차례 간행되

었다. 홍씨선불기종은 1602년에 홍응명(洪應明)에 의해 편찬된 도상집으로 1719년에 

의겸(義兼)이 그린 운흥사(雲興寺) 영산전 영산회상도에 도상이 나타나므로 1700년 전후

에 전래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삼재도회는 명 왕기(王圻)가 저술한 백과사전으로 조선

에서는 16세기부터 19세기 말까지 많은 학자들에 의해 꾸준히 인용되었다. 이들 화보류

의 영향을 받은 예로 <흥국사16나한도>(1723), <송광사16나한도>(1725), <선암사팔상

전33조사도>(1753), <파계사16나한도>(19세기 후반)등이 있다. 신은미와 김정희는 전래

경로가 확실치 않은 홍씨선불기종에 비해 삼재도회는 출간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조선에 전해져 16세기에서 19세기 말까지 학자들에 의해 인용된 사실을 들어 삼재도회

가 홍씨선불기종보다 먼저 전래되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았다. 신은미, ｢조선후기 

16나한도 연구: 화보도상(畵譜圖像)의 수용과 전개를 중심으로｣, 강좌미술사27(2006), 

p. 226; 김정희, 앞의 책(2007), pp. 107, 130-154. 

94) 김정희, 앞의 책(2006), pp. 145, 153; 신은미, 앞의 논문(2006), pp. 237-240; 김선

주, ｢나한도 연구: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중심으로｣(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pp. 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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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사16나한도>의 향로는 청화백자로 묘사된 점이 다르다(도 

51-4, 51-5). 비슷한 예는 <선암사팔상전33조사도>(1753년)에서

도 나타난다(도 52). 중앙의 본존 도상은 삼재도회의 석가모니 도

상을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보이며 양 옆의 고동기형 향로와 버드

나무 정병도 그대로 반영되었다(도 52-1). 따라서 명대 불교 화보

와 판본 등의 영향으로 조선 후기 불화에도 고동기형 향로가 반영

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에는 화승(畵僧)들이 불화 제작을 전담

하였기 때문에 명 판본의 도상들은 승려들 사이에서도 보편화 되었

을 것이다.95) 따라서 왕실의 정형향로가 아니라도 사찰에서는 고동

기형 향로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

해 볼 때 <직지사향로>의 기형은 왕실의 기형을 답습했다는 기존의 

주장과는 다르게 조선에 유행했던 중국 명대의 문물의 영향을 개별

적으로 받은 결과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재조지은’ 강조, 대보단 설립, 대명집례에의 높은 의존

도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는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명 추종과 사행을 

통한 명대 기물, 서적, 화보, 불경판본 등의 유입과 같은 명대 물질

문화 전래 등으로 조선은 명 문물의 영향을 필연적으로 받을 수밖

에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명의 영향은 왕실과 사찰 정형향로에 나

타나는 새로운 기형 등장에 일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95) 17세기에 조각승이나 불화승 사이에 삼재도회와 같은 중국 화보류의 도상이 미친 영

향은 나한상, 나한도, 불전 포벽화(包壁畵)에서 확인된다. 화승들의 중국 화보류 도상 수

용은 주로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며 신은미는 이를 전라도 지역이 다른 지

역보다 화보의 수용이 빨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들 도상의 영향은 불교계뿐만 

아닌 윤두서(尹斗緖, 1668-1715)나 윤덕희(尹德熙, 1685-1776)와 같은 사대부의 그림

에서도 감지된다. 그러나 신은미는 이들보다 불교계에서 중국 화보류를 참고하는 경향이 

더 빨랐다고 보았다.  신은미, 앞의 논문(2006), pp. 247, 2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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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직지사철제은입사향로>의 주 문양과 그 의미

사찰의 향로는 불전 공양구이자 도량을 장엄하는 도구로서의 기능

을 지닌다. 경전에서는 향을 부처에게 바치는 공양물 중 하나로 언

급되며 향을 사르는 이유로 부처님을 권청하며 도량을 장엄하는 것

을 든다.96) 이에 따라 향을 사르는 기구인 향로는 여러 형태로 제

작되었고 다양하게 장식되었다. 기능적으로 불전 공양구이자 불교 

의식구인 향로는 그 기형이 다양한 모티프로 장식(ornamenting)되

면서 향로 자체가 장엄된다. 향유하는 집단속에서 약속된 기호

(sign)로 사용되는 모티프와 같이 불교 미술품에 적용되는 모티프들

도 불교의 상징적 의미를 담는 것들이 주로 선택되었다. 물론 한편

으로는 유행하던 모티프들이 수용되기도 했지만 불교공예품의 기능

적인 성격 때문에 대체로 불교적 상징물들이 이용되었다. 그 예로 

연화문(蓮花文)과 실담범자(悉曇梵字)가 있다.97) 이 둘은 불교의 대

표적인 상징들로 불화, 사찰벽화, 천정, 향완, 범종, 단청, 기와, 발

우(鉢盂) 등에 적극적으로 이용되었다. 특히 사찰에서 제작된 향완

과 향로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연화당초문과 범자 등을 주요 문양으

로 사용해 왔다는 점으로 미루어 이들이 보편적으로 통용되던 불교

적 상징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불전 공양구였던 <직지사향로>에 시문된 문양들

96)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에서 언급된 2종 공양부터 문수사리문경(文殊師利門

經)에서 언급된 35종 공양까지 다양한 공양이 불교경전에 언급되었고 이 중 향이 항상 

포함되어 있어 공양구로 필수적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여러 경전에서 향을 사르는 이유

를 언급하고 있는데 장일아함경(增一阿含經), 법원주림(法苑珠林), 대일경소(大日經

疏), 금광명경(金光明經)등이 권청(勸請)과 도량장엄(道場莊嚴)을 그 이유로 들고 있

다. 이용진, 앞의 논문, (2011a), pp. 7-17 참조.

97) 실담범자는 산스크리트를 표기한 문자 가운데 동아시아에 전래된 대표적인 범자이다, 

이태승, ｢高麗大藏經에 나타난 悉曇梵字에 대하여｣, 인도철학, 32(2011), pp. 

16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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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독특하며 다양하다. <직지사향로>의 두 귀와 구연부 전(搌)에는 

1739년에 제작된 <태백산부석사명철제은입사향완(太白山浮石寺銘鐵

製銀入絲香垸)>과 유사한 연화당초문이 입사되었으며 목에는 용문

이 은입사 되어있다(도 53). 동체 상단에는 만자형 운문, 중단에는 

육자진언, 팔괘, 수복자문이 원권 안에 교대로 입사되었다. 그리고 

하단에는 3개의 능화문이 다리 사이에 입사되는 등 여러 다양한 문

양들로 빼곡하게 시문되어 매우 장식적이다. 현존하는 사찰 정형향

로들과 비교해보아도 그 장식성이 두드러진다.

  특히 동체의 원권 안에 입사된 육자진언, 팔괘, 수복자문의 배열

은 지금까지의 사찰 향완과 향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독특한 배열

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존하는 사찰 향완과 향로의 원권 안에는 

보편적으로 범자만이 시문되어 있기 때문이다(도 22, 23).98) 따라서 

<직지사향로>의 동체에 있는 주 문양의 원권 안에 나타나는 배열은 

<직지사향로>에만 나타나는 드문 배치다.

  몸체의 주 문양들은 향로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진행되도록 배치

되어있다. 육자진언인 ‘옴마니반메홈( )’, 문왕팔괘(文王

八卦)인 건(乾, ), 감(坎, ), 간(艮, ), 진(震, ), 손(巽, ), 

이(離, ), 곤(坤, ), 태(兌, )가 교대로 반복되고 그 사이에 수

복자가 자리한다(도 54).99) 문양들은 수(壽), 진( ), 옴( ), 손

( ), 마( ), 이( ), 니( ), 곤( ), 복(福), 태( ), 반( ), 건( ), 

메( ), 감( ), 훔( ), 간( ) 순으로 진행된다. 이들은 수복자(壽福

字)를 경계로 진( )부터 곤( ) 그리고 태( )부터 간( )으로 나누

어진다. 팔괘는 방위가 정해져 있으므로 팔괘를 먼저 배치하고 그 

사이에 범자와 수복자를 배치하였을 것이다(도 55). 옴마니반메훔과 

98)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향완과 <해인사청동은입사정형향로>에도 이와 같은 경향이 나

타난다.

99) <직지사향로>의 육자진언은 실담범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문자의 형태가 일반적인 실담

범자와는 달리 변형되어 있다. 범자가 형식화되는 과정에서 변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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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왕팔괘는 각각의 방위에 맞추어 시계방향으로 진행되며 서로 어

울리게 배치되어 면 한 계획 하에 시문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직지사향로>에 시문된 16개의 문자와 기호들에서는 장식

적 의도가 나타난다. 본 장에서는 <직지사향로> 동체에 새겨진 16

개의 기호들을 분석하여 이 상징들이 <직지사향로>에 부여하는 의

미를 살펴보겠다.  

  <직지사향로>에 시문된 장식문양 중 가장 주목해야할 부분은 몸

체 원권 안에 새겨진 주 문양들이다. 이 문양들은 각각 상징적 의미

를 가지는 기호들이다. 이 중 범자와 수복자는 문자 형태이며 팔괘

는 특정한 상(象)을 가리키는 기호다. 이들 문자와 문양들은 각각 

다른 성격을 지닌다. 특히 육자진언의 경우, <직지사향로>에 새겨진 

문양들 중 가장 불교적인 성격을 가진다(도 56). 일반적으로 범자가 

불교미술품에만 시문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직지사

향로>에 시문된 범자는 복잡한 문양으로 뒤덮인 <직지사향로>의 불

교적인 성격을 대변해주는 상징문자로 볼 수 있다.100) 이에 비해 주

역의 팔괘와 기복적 성격의 수복자문은 다른 공예품에도 종종 나타

나는 보편적 성격의 문양들이다. 따라서 몸체에 주 문양으로 새겨진 

문양들은 불교적 상징물과 비불교적 기호들의 독특한 결합이라는 

측면을 지닌다.   

  6자의 주문인 ‘옴마니반메훔( )’으로 이루어진 육자진

언은 육자대명왕진언(六字大明王眞言), 관세음보살본심미묘육대명왕

진언(觀世音菩薩本心微妙六字大明王眞言) 등으로 불리는데 고려시대

에 전래되어 공덕성취(功德成就)를 기원하는 의미로 향로와 범종 등 

불교공예품에 자주 나타나는 주문이다(도 57, 57-1, 58).101) ‘옴마

100) 범자는 신성한 문자이자 주술 같은 진언으로 후원자나 장인의 상징적 의도가 내재된 

문자이며 장엄적인 성격의 문양이다. 엄기표는 기존의 연구에서 한국 불교미술품에 새겨

진 범자를 단순히 장식적인 대상으로 다루어 문양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려했던 경향을 비

판하여 범자를 상징적 의미가 내재된 문자로 보려했다. 엄기표, ｢고려~조선시대 梵字眞

言이 새겨진 石造物의 현황과 의미｣, 역사민속학36(2011),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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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반메훔’은 각기 개별적 의미를 가지는 문자이지만 종합하면 관음

의 자비를 나타내며 ‘연꽃처럼 피어나는 덧없는 세상에 변함없는 보

주이시여 정결케하여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지닌다.102) 이 주문을 

외우면 관음의 자비에 의해 번뇌와 죄악이 소멸하고 온갖 지혜와 

공덕을 갖추게 된다고 한다.103) 

  이러한 육자진언은 처음에는 관음보살의 진언으로 염송되었으나 

점차 보편적 진언으로 변화되었다. 고려시대의 향완과 조선시대의 

범종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초기에는 고려 향완의 신부(身部)에 4

범자가 새겨지다가 향완의 상연평면(上緣平面)에 육자진언이 새겨지

기 시작했다(도 57-1). 후대에 이르러 신부의 4범자가 육자진언 범

자로 대체되므로 4범자의 의미가 육자진언으로 흡수되어 가는 것으

로 여겨지고 있다.104) 이와 비슷한 현상은 조선시대 범종에서도 나

타난다. 초기에는 육자진언이 파지옥진언(破地獄眞言)과 함께 범종

101) 육자진언의 성립은 7세기에서 10세기 말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에는 12세기 중반에 
대승장엄보왕경(大乘莊嚴寶王經)의 전래와 교신앙이 주류를 이루던 요 나라와의 빈번

한 교류 과정에서 전래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에 전래된 육자진언은 탑을 비롯해 향

완과 범종 등 고려시대 불교미술품에 자주 등장하였으며 특히 향완과 범종 등에 나타났

다. 고려 향완은 12세기 전까지는 문양이 없다가 12세기 중반 보왕경전래 이후 범자

입사가 처음으로 나타난다. 김무생, ｢六字眞言 信仰의 史的 展開와 그 特質｣, 韓國密敎

思想(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97), pp. 565-566 참조.

102) ‘옴’자는 공식적인 승낙, 존경하며 받아들임, 찬성, 명령, 기쁨, 브라만 등을 뜻하며 ‘마

니’는 '보주', 반메(파드메)는 '연꽃에', ‘훔’은 ‘정결케하여 구원하소서’라는 의미가 있다. 

임동근, ｢국내 실담문자를 통한 천수진언의 산스크리트 의미해석｣, 인도철학13(2003), 

pp. 276, 288-290; 이용진, 앞의 논문(2011a), pp. 212-213 참조. 

103) 여러 경전에서 육자진언의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불설대승장엄보왕경(佛説大乘莊嚴

寶王經)에 의하면 육자진언을 안다면 해탈을 얻고 육바라 (六波羅蜜)을 갖추어 공덕을 

얻으며 넓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설하고 있다. 관세음육자대명왕신주경(觀世音六

字大明王神呪經)은 육자진언을 외우면 공덕이 높아지고 모든 일이 뜻대로 되며 모든 죄

업이 소멸되어 생사를 벗어나 법신이 편안하게 된다고 설한다. 불공견삭신주심경(不空

羂索神呪心經)에서는 육자진언을 외우면 여러 공덕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육

자진언을 염송하면 성불하며 생로병사를 벗어나 육도육회에서 해탈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다. 엄기표, 앞의 논문(2011), pp. 67-68 참조. 

104) ‘아 옴 흐리히 훔’ 4자 진언이 향완 신부에 처음 시문된 향완은 <백월암향완(白月庵香

垸)> (1164)으로 표충사(表忠寺) 소장의 <대정17년명청동은입사향완(大定十七年銘靑銅銀

入絲香垸)>(1177)은 <백월암향완>의 예를 이어 받았다. 김무생, 앞의 논문(1997), p, 

569; 이용진, 앞의 논문(2011), p. 213 참조. 



- 47 -

에 시문된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후기에는 육자진언만 시문되어 파

지옥진언이 육자진언에 흡수된 것으로 생각된다(도 59, 60).105) 육

자진언의 공덕 중 하나가 육도구제(六道救濟)이기 때문에 육도윤회

(六道輪廻)의 고통을 벗어나게 하는 육자진언이 파지옥진언과 함께 

시문되다가 나중에 파지옥진언을 흡수한 것으로 보인다.106) 따라서 

육자진언은 다른 진언들을 흡수하여 보편화되어 갔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 나타나는 육자진언의 유행은 천수경(千壽慶)이나 다

라니경(陀羅尼經) 및 진언집의 간행과도 관련 있다. 천수경은 조

선시대에 가장 많이 간행된 경전 중 하나로 관음이 모든 악업을 소

멸시키고 모든 일을 성취시켜준다는 내용이다.107) 육자진언은 현세

구복(現世求福)과 공덕을 바라는 진언으로 신앙되었던 것이다. 그러

므로 <직지사향로>에 새겨진 육자진언은 현세구복을 바라는 기복적 

의도가 있는 상징기호로 보인다.

  한편, <직지사향로> 몸체에 새겨진 주 문양 중 주역의 팔괘는 

범자인 육자진언과는 다르게 불교 미술품만이 아니라 도교나 유교 

공예품 등에도 이용되던 보편적인 상징이다(도 61). 팔괘는 본래 고

대 중국인들이 사용한 8가지의 괘로 자연과 인간계의 본질을 상징

하는 기호체계이며 음양을 겹쳐 8가지의 상으로 나타낸 것이다.108) 

105) 김무생은 초기의 예로 <정풍이년명동종(正豊二年銘銅鐘)>(1157), <마곡사동종(麻谷寺

銅鐘)>(1653)을 들고 있으며 육자진언이 파지옥진언을 흡수한 예로 <선암사대각암동종

(仙巖寺大覺庵銅鐘)>(1657)과 <강희61년명범종(康熙六十一年銘梵鐘)>(1722)을 들고 있

다. 김무생, 앞의 논문(1997), pp. 575-576 참조. 

106) 김무생, 앞의 논문(1997), pp. 574-575 참조. 

107) 엄기표, 앞의 논문(2011), pp. 68-69.

108) 주역의 ｢계사전(繫辭傳)｣과 ｢설괘전(說卦傳)｣은 기원전 5세기에서 2세기에 쓰인 글

로 팔괘의 기원과 특성을 언급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문헌이다. ｢계사전｣에 의하면 팔

괘는 복희가 하늘과 땅을 보고 자연에서 원리를 터득해 창안했다고 한다. ｢설괘전｣은 주

역의 구성 원리를 총괄하고 각각의 괘가 나타내는 상징이나 도안을 설명하는데 건은 하

늘, 곤은 땅, 감은 물, 리는 불, 진은 벼락, 손은 바람, 간은 산, 태는 연못 등으로 정의 

내렸다. ｢설괘전｣은 세상의 모든 것은 팔괘와 연관 지을 수 있으며 팔괘의 연관성으로 

각자 연관된다고 하였다. Maggie C. K. Wan,  "Motifs with an Intention: Reading the 

Eight Trigrams on Official Porcelain of the Jiajing Period (1522-1566),"  Artibus 
Asiae. vol. 63. no.2(2003), pp. 193-1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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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팔괘는 우주의 모델이며 끊임없이 지속되는 우주질서의 표

명으로 인간은 이것을 통해 만물의 이치를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

다. 현존하는 예를 통해서 중국에서 팔괘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되

었음을 알 수 있다. 한대(漢代, 기원 전 221-기원 후 206)에 팔괘

는 역경에서 사용되던 점치는 도구인 식(式)에 새겨져 점을 치는데 

사용되었고 당대(618-907)와 송대(960-1279)에는 동경(銅鏡)에 새

겨졌으며 비석에도 새겨졌다(도 62, 63). 남송대(1127-1279)부터는 

도자기에도 팔괘가 새겨졌으며 원대와 명대 자기들에 특히 많이 나

타났다(도 64, 65, 66). 가정연간(嘉靖年間, 1522~1566)에 왕실의 

후원으로 제작된 팔괘가 새겨진 도자기들의 경우, 도교적 맥락으로 

제작되어 주목된다.109) 또한 중국에서 팔괘는 불교적 맥락에서도 사

용되었는데 그 예로 북량석탑(北凉石塔)에 나타나는 팔괘를 들 수 

있다(도 67, 67-1).110)

  팔괘는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하게 이용되었다. 고구려 고분벽화인 

오회분 4호 벽화에 괘를 읽는 선인이 묘사되었으며 개성 부근에서 

출토된 고려시대의 동경 등에도 나타난다(도 68).111) 그러나 고구려 

오회분 4호 벽화의 괘를 읽는 선인은 불교적 맥락보다 도교적 맥락

으로 이해되고 있다.112) 고려시대의 동경도 종교적으로 어떠한 연관

109) Schuyler V. R. Cammann, "The Eight Trigrams: Variants and Their Uses," 

History of Religions 29(1990), p. 304; Maggie C. K. Wan, 앞의 논문(2003), p. 

194, 주 14-19 참조.

110) 유진 왕(Eugene Wang)은 북량석탑의 팔괘에 대해서 북량석탑에 묘사된 팔괘가 ｢설괘

전｣에 의거한 것이며 도교와 불교의 융합으로 보고 있다. Eugene Wang, “What do 

Trigrams have to do with Buddhas?-The Northern Liang Stupas as a Hybrid 

Spatial Model,” RES 35(1999), pp. 70-91; 은광명(殷光明)은 북량석탑의 팔괘가 ｢설괘

전｣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은 구성과 방향을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殷光明, ｢北涼石塔

硏究｣(覺風佛敎藝術文化基金會, 1999); 강희정은 미륵과 동북의 간(艮) 괘의 결합을 귀문

을 가리킨다고 보고 미륵과 그의 주처인 도솔천을 사후세계와 연결시킨 것으로 보았다. 

강희정, ｢北凉 石塔을 통해 본 交脚彌勒 圖像의 傳來｣, 중앙아시아연구9(2004), pp. 

187-209.

111) 이용진, ｢동국대학교 박물관 소장〈太白山浮石寺銘鐵製銀入絲香爐>｣, 불교미술
18(2007), pp. 67-68. 

112) 김일권, ｢古代 中國과 韓國의 天文思想 硏究: 漢唐代 祭天 儀禮와 高句麗 古墳壁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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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지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조선시대에는 성리학(性理學)의 

발달로 주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성리학 우주론과 관련하

여 태극과 함께 팔괘도 자주 다루어 졌다.113) 당시 팔괘에 대한 경

향은 1631년에 간행된 조선 중기 문인인 최립(崔岦, 1539-1612)의 

시문집인 간이집(簡易集)에서도 나타난다. “一香爐一酒壺書一編吾

知先生之書非先天則後天(향로 하나 술병 하나에 책이 한 권 놓였나

니 선천 아니면 후천의 책인 줄 내가 안 봐도 알겠노라)”라는 대목

은 문인들 사이에서 복희팔괘(伏羲八卦)인 선천팔괘(先天八卦)와 문

왕팔괘인 후천팔괘(後天八卦)와 관련된 서적이 유통되었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들에게 팔괘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말해준다.114)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팔괘는 연적과 같은 문방사우(文房四友)에 시문

되기도 했다(도 69). 정조의 후궁이었던 원빈 홍씨(元嬪洪氏, 

1766-1779) 묘 출토의 <팔각은제합(八角銀製盒)> 또한 원권 안에 

팔괘가 상감되어 팔괘는 조선 후기 이래로 왕실과 일반 공예품에 

길상적인 기호로 사용되어 후기로 갈수록 더욱 보편화되고 유행했

음을 알 수 있다(도 70). 

  팔괘가 범종이나 향로, 목각탱 등 조선 후기 불교 미술품에 등장

하는 것은 그것이 보편적으로 통용되었음을 시사한다. 고려 말 원나

라 장인이 주조한 개성의 <연복사종(演福寺鍾)>(1346)에 처음 등장

했던 팔괘는 조선시대의 범종들에서도 나타났다(도 71). <해인사홍

치4년명동종(海印寺弘治四年銘銅鐘)>(1491), <통도사대종(通度寺大

鐘)>(1686), <강희26년명범종(康熙二十六年銘梵鐘)>(1687), 고흥 

능가사 소장 <강희37년명범종(康熙三十七年銘梵鐘)>(1698), 경주 

天文圖를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pp. 345-352 참조. 

113) 조인수, ｢예를 따르는 삶과 미술｣, 그림에게 물은 사대부의 생활과 풍류(두산동아, 

2007), pp. 31-35. 실록에는 주역과 관련해 팔괘도 함께 언급되었다. 宣祖實錄 卷

57 선조27년(1594) 11월 12일;英祖實錄권 41, 영조12년(1736) 6월 3일; 英祖實錄 
卷94, 영조35년(1759) 11월 4일, 

114) 簡易集 卷8. 西都錄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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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림사 소장 <건륭58년명범종(乾隆五十八年銘梵鐘)>(1793), <해인

사종루종(海印寺鐘樓鐘)>(1864) 등을 통해 조선 후기 범종에 팔괘

가 집중적으로 시문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도 72-77). 팔괘는 17

세기 후반에 조성된 <대승사대웅전목각탱(大乘寺大雄殿木刻

幀)>(1675)과 <예천용문사대장전목각탱(醴泉龍門寺大藏殿木刻幀)>(

1694)에는 64괘로 나타났다(도 78, 79). <태백산부석사명향

완>(1739)의 받침에도 팔괘가 투각되었다(도 53). 이를 통해 팔괘

는 조선 후기로 갈수록 점차 불교 미술품에 장식되기 시작한 기호

임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의 불교미술에 팔괘가 이용되었던 배경을 정확하게 파악

하기는 어렵다. 다만 조선 후기에 승려들과 사대부 사이의 교류가 

증가되면서 불교와 유교에 대한 연계나 조화에 대한 고찰이 심화되

었고 유교와 도교를 포용하여 불교와의 융화를 시도하였음을 고려

해볼 필요가 있다.115) <직지사향로>가 제작되기 전에도 유교와 불

교의 연계나 조화와 관련된 정황들이 나타났다. 우선 1577년 율곡 

이이(栗谷李珥, 1536~1584)가 직지사의 사적기를 적었고 문인들이 

1681년 ｢직지사사적비｣의 비문과 1702년 ｢직지사천불전중창상량문

｣을 지었다는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116) 그리고 <직지사향

로>를 제작했던 직지사의 승통이자 도총섭이었던 태감이 고관들과 

교류했다는 것은 조선 후기 승려들에 대한 낮은 대우에도 불구하고 

115) 조선 후기에는 승려들이 사대부나 다른 승려들과 교류하면서 서신이나 시를 교환하는 

일이 증가했다.  이는 곧 승려들의 문집간행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러한 류의 저술이 성행

하면서 승려들은 불교에 대한 통찰이 가능해졌다. 그 예로 불교를 유교사상과 비교 해석

한 유일(有一, 1720-1799)과 유교, 도교, 불교의 융화를 시도한 의첨(義沾, 1746-1796)

을 들 수 있다. 정병삼, 앞의 논문(2007), pp. 94-95 참조. 

116) 1635년 또는 1662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작자미상의 ｢경상도김산군황악산

직지사사적(慶尙道金山郡黃岳山直指寺事蹟)｣에는 율곡 이이가 직지사의 사적기를 지었다

는 언급이 있지만 현전하지는 않는다. 직지성보박물관 편, 앞의 책(2003), p. 10. 또한 

조선 전기부터 후기까지 여러 문인들의 문집에 직지사와 관련된 시들이 수록되어 문인들

과 직지사의 인연을 짐작케 한다. 직지사에 관련된 문집을 발행한 문인들 관련하여 한국

학중앙연구원, 앞의 책(2011), p. 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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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의 도총섭이었던 벽암 각성이 사대부들과 교우했던 것과도 

상통한다.117)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직지사와 사대부, 승려들과 사

대부 사이에 교류가 있었고 그들이 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불교와 유교의 연계는 양란 이후 주자가례(朱子家禮)의 성행과 

일반적인 보급에 대한 불교계의 대응에서도 나타난다. 17세기 중반

에 벽암각성의 석문상의초(釋門喪儀抄), 그의 제자 나암 진일(懶庵

眞一, 생몰년 미상)의 석문가례초(釋門家禮抄), 사명파(四溟派) 허

백 명조(虛百明照, 1593-1661)의 승가예의문(僧家禮儀文)이 편찬

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교단 정비, 문파(門派) 유지, 그리고 의례 규

정을 정비하기 위해 간행되었다. 이 책들에는 불교 상례(喪禮)를 변

화된 현실에 맞게 새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특히 

석문가례초의 매곡 경일(梅谷敬一, 생몰년 미상)이 쓴 발문에는 

불교 상례가 조선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당시 예학 준거의 

틀인 주자가례의 내용을 참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118) 시대상의 

변화에 맞추어 불교계도 변화한 것이다. 따라서 비록 당시 불교 미

술품에 팔괘가 적용된 맥락을 명확하게 이해하기에는 당시의 사상

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지만 조선 후기 불교계에서의 

팔괘의 사용 빈도 증가는 이와 같은 유교와 불교의 연계와 관련지

어 해석할 수 있다. 

  <직지사향로>에 등장하는 마지막 주 문양은 수복자문으로 전서체

(篆書體)로 도안되어 원권 안에 시문되었다(도 80). 수복자문은 본래 

장수와 복을 상징하는 길상문자로 주로 회화나 도자기 등에 이용되

었다. 기물 내저에 원권을 두르고 그 안에 수복자를 시문하는 것은 

명대 초기 홍무연간(洪武年間, 1368-1398)의 민요산(民窯産) 청화

117) 벽암 각성과 사대부들과의 교류 가능성은 전보삼, 남한산성과 팔도사찰(대한불교진

흥원, 2010). p. 124 참조. 

118) 김용태, 앞의 책(2010), pp. 361-36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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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자에서부터 확인된다(도 81). 명대 원권 안의 수복자는 주로 완

(碗)이나 반(盤), 고족배(高足杯)에 초서체(草書體)로 시문되었는데 

후기로 갈수록 서체는 예서체(隸書體), 해서체(楷書體)로 다양해졌고 

정덕연간(正德年間, 1505-1521) 전후에는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명대 중기에 이르러 복(福)자 는 감소하고 대신 희(喜)자가 

자주 사용되기 시작했다.119) 청대에는 수복자문 청화백자가 명대보

다 성행하여 청화백자뿐만 아니라 오채(硬彩), 법랑채(琺瑯彩) 등 다

양한 자기에 사용되었다. 또한 명대 민요 중심으로 사용되었던 문양

이 청대에는 관요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통해 청 황실의 수복자

문 애호도를 짐작할 수 있다.120) 

  조선의 경우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에 걸쳐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관요인 도마리 1호와 번천리 9호에서 원권 없이 수복자가 

시문된 파편이 출토되었다. 도마리 1호에서는 경덕진 민요에서 제작

된 중국산 청화백자도 발견되어 중국의 영향을 생각해볼 수 있

다.121) 조선에서는 18세기 이후부터 청화백자 병(甁)과 호(壺)에 원

권 안에 수복자가 시문된 예들이 나타났다(도 82). 이하곤(李夏坤, 

1677-1724)의 시문집인 두타초(頭陀草)에는 “回靑一字惜如銀。種

種描成着色均。(회청으로 칠한 글자를 은처럼 아껴 갖가지 모양 그려

내어도 색깔이 고르다)”라는 내용이 있어 당시 청화백자에 문자를 

장식하는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122) 이를 통해 볼 때, 수복자는 명

과 청의 영향을 받아 도자기에 시문되었으며 원권을 동반한 수복자

는 18세기 조선 청화백자에 등장했던 문양으로 사대부들의 문집에 

119) 박혜원, ｢朝鮮末期 壽福字文 靑畵白磁 硏究｣(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pp. 

5-7 참조. 

120) 청 황실에서는 수복자를 길상적인 의미 때문에 애용했는데 일례로 강희제는 매년 입

동(立冬)에 수복자를 종이에 적어 황실과 대신들에게 하사했으며 옹정연간(雍正年間, 

1723-1735)에는 이런 하사가 관례가 되었다. 청대에 광범위하게 사용된 수복자문은 여

러 경로를 통해 조선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박혜원, 앞의 논문(2012), pp. 

11-12. 

121) 박혜원, 앞의 논문(2012), pp. 8-9 참조.

122) 李夏坤, 頭陀草冊三, 住分院二十餘日。無聊中效杜子美夔州歌體。雜用俚語。戱成絶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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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될 정도로 중요하게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존하는 향완이나 향로에는 원권 안의 수복자문이 시문된 예를 

찾아볼 수는 없다. 그러나 조선 후기의 몇몇 불화에서 확인되어 주

목할 필요가 있다. <남장사현왕탱>(1788)과 <흥국사제9도시대왕

도>(1792)가 그 예들이다(도 31, 32). 각각의 불화에는 고동기를 

모방한 금속기 삼족향로가 그려져 있다. 이 두 점의 삼족향로의 동

일한 위치에 몸체 원권 안에 각진 전서체 형식의 수복자와 일반 수

복자가 시문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그리고 정면에는 복자를, 양

측에는 수자로 추정되는 문자가 묘사되어 있다. 따라서 <직지사향

로>에 새겨진 수복자는 당시 청화백자에 시문되던 기복적인 성격의 

도안이 향로에 적용된 것으로 보이며 유사한 도안이 다양한 재질의 

기물에 적용된 예로 보인다. 따라서 <직지사향로>의 수복자문은 불

화의 향로에서 살펴본 것처럼 18세기 조선 청화백자에 시문된 문양

을 불교 향로에 차용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살펴본 바와 같이 <직지사향로>에 시문된 육자진언은 불교미술품

에 보편적으로 사용된 복을 기원하는 성격의 기호이다. 또한 원권 

안의 수복자문은 18세기 조선 청화백자의 문양으로 종종 이용되던 

장수와 복을 상징하는 문양임을 확인하였다. <직지사향로>의 문왕

팔괘는 불교, 도교, 유교의 기물에 적용되던 보편적인 성격의 기호

로서 불교 미술품에서 이용된 정황을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조선 후기 승려들과 사대부들 간의 교류가 증가되면서 유교와 

불교의 경계가 모호해졌던 경향과, 향로의 발원자인 태감이 고위급 

승려로서 고관들과 관계가 있었다는 점, 조선 후기에도 직지사와 문

인들 사이에 교류가 있었던 점과 연관지어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

에서 <직지사향로>의 팔괘가 등장한 데에는 유교와 불교의 관계가 

이전과 달라진 점이나 이들이 접목되었던 형상이 반영되었으리라고 

추측된다. 따라서 <직지사향로>의 몸체에 새겨진 세 종류의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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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들은 각각 그 형상과 기원은 다르지만 기복적인 성격을 가진 상

징들로 불전 공양구인 향로에 시문되면서 장수와 극락왕생을 기원

하는 현실적이며 기복적인 염원을 담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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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에서는 18세기 직지사 중수와 관련 깊은 고위 승려 태감이 

발원하여 제작한 <직지사향로>에 대해 알아보았다. <직지사향로>는 

현존하는 사찰 제작 정형향로 중 제작년도와 발원자에 대한 기록이 

명문으로 남아있는 유일한 예이다. 특히 사찰 제작 정형향로의 일면

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불전 공양구로서 그 기

형이 정조대 왕실의궤도설과 유사한 점, 다른 향로나 향완에서는 살

펴볼 수 없는 비불교적인 문양들이 불교적 상징과 함께 시문되었다

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직지사향로>는 사찰에서 제작된 왕

실의 일방적인 영향을 받은 정형향로라는 맥락에서 논의되었다. <직

지사향로>는 다른 사찰 정형향로들과 함께 단편적으로 소개되었을 

뿐 개별적인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향로

의 발원자를 살펴보고 향로의 기형적인 측면과 문양을 분석하여 

<직지사향로>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제시해 보았다. 

  우선 <직지사향로>가 제작되었던 배경을 검토했다. 18세기에 직

지사의 여러 전각들이 중수되면서 그 안에 봉안될 불교장엄구들이 

제작되었던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직지사향로>도 같은 

상황에서 제작되었으리라고 보았다. 또한 향로가 제작되었던 시기에 

직지사에서 행해졌던 여러 불사 기록들과 시주질(施主秩)을 통해 향

로 발원자인 태감이 직지사의 중수 및 불사와 접한 관련이 있던 

고위급 승려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직지사향로>는 고관들

과 교류가 있었고 당시 최고의 승직인 도총섭의 지위에 있었던 태

감이 많은 공력을 들여 제작한 향로임을 확인했다. 

  다음으로 <직지사향로>와 정조대 의궤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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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재고하였다. <직지사향로>와 사직서의궤는 기형적으로 매우 

유사하여 특별한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연관하여 <직

지사향로>가 명의 영향을 받은 왕실 향로의 일방적인 영향 아래 제

작되었다는 기존의 주장이 지닌 오류를 지적했다. 사직서의궤에 

등장하는 향로 도설은 기존의 왕실 의궤 도설과는 달리 수면삼족, 

통주로 제작되었으리라 추정되는 몸체 등이 묘사되었는데, 이는 <직

지사향로>의 기형과 매우 유사하다. 수면삼족은 이미 16세기 관요

에도 나타나고 왕실과 관청에 납품되었을 것이므로 새로운 요소는 

아니다. 다만 이 기형이 비슷한 시기에 왕실 제기로 채택되고 사찰

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형이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공통된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의궤에서 명에 대

한 높은 의존도가 나타나듯이 <직지사향로>의 제작 배경을 이해하

는데 있어서도 명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영조실록의 기록을 바탕으로 청에 파견된 사행원들을 통

해 명 선덕제 시기의 향로가 왕실만이 아니라 일반 시장에서까지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사행을 통해 유입된 명대 

기물, 서적, 화보, 불경판본 등의 영향이 조선 후기 불화에 고동기형 

향로 도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래서 왕들의 ‘재조지

은’ 강조, 대보단 설립, 대명집례에 대한 높은 의존도에서 나타나

는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명 추종과 사행을 통한 명대 물질문화의 

전래 등으로 조선의 사회문화에 미친 명의 영향력을 필연적으로 보

았다. 사회 전반에 걸친 명의 영향은 왕실로 한정된 것이 아니며 사

찰로 하여금 새로운 기형을 창출하게 하는 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기존에는 시도되지 못했던, <직지사향로>에 시문된 

주 문양의 성격과 의미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직지사향로>의 제작

에 내재된 미술사적인 의미를 논의하였다. <직지사향로>의 주 문양

대에는 육자진언, 팔괘, 수복자문 등이 원권 안에 시문되어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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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권 안에 범자만이 시문되는 대부분의 사찰 향완이나 향로에서

는 볼 수 없었던 독특한 배열이다. 향로는 다양한 모티프들로 장식

되면서 향로 자체가 장엄되기 때문에 주 문양에 새겨진 기호들을 

분석하여 그 상징성을 살펴보고 향로의 제작 의도를 파악하고자 했

다. 

  우선 육자진언인 ‘옴마니반메훔’은 불교공예품에 종종 등장하는 

보편적인 진언으로 관음보살의 진언이기도 하다. 조선 후기에는 천

수경과 다라니 진언집의 간행으로 육자진언이 유행했으며 현세구

복과 공덕을 바라는 진언으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직지사향로>에 

새겨진 육자진언은 현세구복을 바라는 기복적 의미의 상징기호일 

것이다. 팔괘는 육자진언과는 달리 여러 종교에 등장하는 보편적인 

성격의 기호로 조선 후기의 불교미술품에 종종 등장했다. 조선의 불

교미술에 팔괘가 적용된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시대적으로 주역이 유행하여 괘에 대한 관심이 있었으며 승려와 

사대부들 간의 교류가 증가되면서 이로 인해 유교와 불교가 연계되

는 과정에서 괘가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수복자는 장수와 복을 기

원하는 길상문자로 원권 안의 수복자는 명대 청화백자에 시문되던 

문양이며 18세기 후반 조선의 청화백자에도 등장한다. 특히 당시 

문인들의 문집에도 언급될 만큼 수복자는 중요하게 인식되었던 듯

하다. 현존하는 불화를 통해서도 원권 안에 수복자문이 시문된 예가 

나타나는데, 청화백자에 새겨지던 기복적인 성격의 도안이 향로에도 

적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비슷한 도안이 다양한 재질의 기물에 

사용되었던 것으로도 보인다. 이를 통해 볼 때, <직지사향로>에 새

겨진 주 문양들은 모두 기복적인 성격으로 향로에 이와 같은 문양

을 시문하여 불전 의례시 현세구복을 기원하였던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직지사향로>는 제작 당시 직지사 승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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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도총섭이었던 고위급 승려가 제작한 개인적 불사의 한 예이다. 

또한 18세기 조선의 사찰에서도 필연적으로 반영된 명의 영향을 보

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당대의 문인들이 애호했던 물질문화에서 

종종 시문되던 기복을 바라는 비불교적 문양들이 <직지사향로>에 

시문된 것을 통해 당시 불교계가 주자가례의 내용을 불교 의례집

에 추가한 것처럼 새로운 시대상에 맞추어 적응하려하는 불교계의 

경향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직지사향로>는 종교적 

한계에 묶여 있지 않고 당시의 시대상을 적절히 반영하여 그 존재

의 강구책을 구했던 당시 불교계의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는 한 예

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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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목록

도 1. <직지사철제은입사향로(直指寺鐵製銀入絲香爐)> 3점, 1750년, 

34.7cm x 23cm, 직지성보박물관 소장

도 2. <반용문정(蟠龍紋鼎)>, 춘추 말기, 30.6x34.1cm, 상해박물관 소장 

도 3. (도 1) 세부, <직지사철제은입사향로> 명문들

도 4. (도 1) 세부, <직지사철제은입사향로> 문양들 

도 5. <해인사청동은입사정형향로(海印寺靑銅銀入絲香爐)> 3구, 연도미상, 

23x22.8cm(소), 35.5cmx31.7cm(중), 42cmx35cm(대), 해인사 

성보박물관 소장

도 6. <통도사옥제정형향로(通度寺玉製香爐)>, 연도미상, 33.1x41.4cm, 통 

도사 소장

도 7. <향로>, 1783년, 社稷署儀軌, ｢祭器圖說｣
도 8. <향로>, 1784년, 景慕宮儀軌, ｢祭器圖說｣
도 9. <향로>, 1788년, 春官通考, ｢原儀祭器圖說｣
도 10. ｢직지사사적비(直指寺事蹟碑)｣, 조종저 글, 이우 글씨, 이항 전액, 

1741년, 전체 높이 419cm. 직지사 소장 

도 10-1.  (도 10) 세부, ｢직지사사적비｣ 탁본, 종이 221.5x116.5cm

도 11. 직지사 전경 

도 12. <정종대왕태실(正宗大王胎室)>, 조선 전기, 158 x 93 cm, 직지사  

        경내 

도 13. 직지사 대웅전

도 14. 직지사 천불전(현 비로전)

도 15. ｢자헌대부경월장로태감공덕비(資憲大夫鏡月長老泰鑑功德碑)｣, 

1769년, 탁본, 종이 184x65.7cm, 직지성보박물관 소장

도 16. ｢금릉황악산직지사천불전상량(金陵黃岳山直指寺千佛殿上梁)｣, 1768

년, 종이, 94.1x115cm, 직지성보박물관 소장 

도 17. <직지사대웅전삼세후불탱(直指寺大雄殿三世後佛幀)>, 1741년, 삼

베, 아미타(좌) 644x238cm, 석가모니(중) 644x298cm, 약사(우) 

644x238cm, 직지사 소장, 보물 제670호 

도 18. ｢직지사불상개금시주질(直指寺佛像改金施主秩)｣, 탁본, 1771년

도 19. 휘종(徽宗), <청금도(聽琴圖)>, 송 1102년, 비단, 147.2x51.3cm, 

북경 고궁박물원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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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9-1. (도 19) 세부, 향로 부분

도 20. <청자양각도철문향로(靑磁陽刻饕餮文香爐)>, 고려 12세기, 13.3x

11.7cm, 개성 출토 

도 21. <향로>, 1454년, 世宗實錄, ｢五禮儀｣, 凶禮明器

도 22. <청동은입사청곡사명향완(靑銅銀入絲靑谷寺銘香垸)>, 1397년, 높이 

39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 23. <청동제은입사백장사명향완(靑銅製銀入絲百丈寺銘香垸)>, 1584년, 

높이 30cm, 전북 남원 실상사 소장, 보물 420호

도 24. <약사삼존십이신장도(藥師三尊十二神將圖)> 부분, 1477년, 비단, 

85.7x55.9cm, 일본 개인 소장 

도 25. <화엄사영산회괘불(華嚴寺靈山會掛佛)> 부분, 1653년, 삼베, 

1009x731cm, 전남 구례 화엄사 소장

도 26. <해인사감로탱(海印寺甘露幀)> 부분, 1723년, 삼베, 275x261cm, 

해인사 소장

도 27. <수국사감로탱(守國寺甘露幀)> 부분, 1823년, 192x194.2cm, 기메 

미술관 소장

도 28. <흥국사감로탱(興國寺甘露幀)> 부분, 비단, 1868년, 169x195cm, 

남양주 흥국사 소장

도 29. <송광사영산회상도(松廣寺靈山會上圖)> 부분, 1725년, 비단, 124x

118.5cm, 전남 순천 송광사 소장

도 30. <선암사팔상전33조사도(仙巖寺八相殿三十三祖師圖)>(31, 32, 33조

사 부분), 1753년, 면, 135.7.4x222.5cm, 선암사 성보박물관 소

장

도 31. <남장사현왕탱(南長寺現王幀)> 부분, 1788년, 비단, 100.5x73.5

cm, 직지성보박물관 소장 

도 32. <흥국사제9도시대왕도(興國寺第九都市大王圖)> 부분, 1792년, 비

단, 109.1x73.1cm, 남양주 흥국사 시왕전

도 33. <남장사16나한탱(南長寺十六羅漢幀)> 부분, 1790년, 비단, 136x

228cm, 직지성보박물관 소장

도 34. <직지사독성탱(直指寺獨聖幀)> 부분, 조선후기, 삼베, 85x47cm, 

직지성보박물관 소장

도 35. <용문사신중탱(龍門寺神衆幀)> 부분, 1884년, 삼베, 168x205cm, 

경남 용문사 소장

도 36. <유제용문용향로(鍮製龍紋龍香爐)>, 조선, 18x18cm, 국립고궁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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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소장

도 37. <향로개구(香爐蓋具)>, 1706년, 宗廟儀軌, ｢宗廟祭器圖說｣  
도 38. <향로>, 1758년, 國朝喪禮補編, ｢明器｣
도 39. ｢정빈방현판(靖嬪房懸板)｣, 1768년, 나무, 30.6x61.8x1.9cm, 직지

성보박물관 소장

도 40. <향로>, 1370년, 大明集禮卷44 儀仗三

도 41. 대보단(<동궐도(東闕圖)> 부분), 18세기, 비단, 273x584cm, 고 려

대학 박물관 소장

도 42. <요주청요인화삼족로(耀州靑釉印花三足爐)>, 금(金) 12세기, 

27.3x20cm, 중국 섬서역사박물관 소장

도 43. <경덕진요청백유쌍이삼족향로(景德鎭窯靑白釉雙耳三足香爐)>, 원

(元), 11.7x10cm, 고궁박물원 소장 

도 44. <법랑정형향로(琺瑯鼎形香爐)>, 명 정덕15년(1520), Museum of 

Fine Arts, Boston 소장  

도 45. <동태겹사법랑만수문삼족로(銅胎掐絲琺瑯萬壽紋三足爐)>, 명 만력

(萬曆), 19.5x14.6cm, 고궁박물원 소장

도 46. <동태겹사법랑삼족개로(銅胎掐絲琺瑯三足蓋爐)>, 청 건륭(乾隆), 

30.5x39.5cm, 중국 피서산장박물원 소장

도 47. <청자사자개향로(靑磁獅子蓋香爐)>, 고려 12세기, 전체높이 

21.2cm, 개성 출토, 국보 60호

도 48. 백자향로 편, 16세기 전반, 광주 도마리 출토 

도 48-1. 백자향로 편의 도면

도 49. <청화백자사녀도완(靑華白磁仕女圖碗)> 명 선덕(1425-1435), 상해 

박물관 소장

도 49-1. (도 49) 세부, “大明宣德年製”

도 50. <충이유족동로>, 명 17세기, 고궁박물원 소장 

도 50-1. (도 50) 세부, “大明宣德年製”

도 51. <흥국사16나한도(興國寺十六羅漢圖)>(8, 10, 12, 14존자 부분), 

1723년, 삼베, 의승수군유물전시관, 보물 제1333호             

도 51-1. 三才圖會 人物 9卷의 사야다존자(闍夜多尊者)

도 51-2. 三才圖會 人物 9卷의 포대화상(布袋和尙)

도 51-3. 三才圖會 人物 9卷의 바수 존자(婆須密尊者)

도 51-4. (도 51-3) 세부, 삼재도회 바수 존자 향로 부분

도 51-5. (도 51) 세부, <흥국사16나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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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2. <선암사팔상전33조사도>(석가, 1, 2조사 부분), 1753년, 비단, 

139x191.5cm, 선암사 성보박물관 소장

도 52-1. 三才圖會의 석가모니불

도 53. <태백산부석사명철제은입사향완(太白山浮石寺銘鐵製銀入絲香垸)>, 

1739년, 높이 37cm, 동국대학교 박물관 소장   

도 54. <직지사향로>의 주 문양 배치 

도 55. <문왕팔괘(文王八卦)>

도 56. (도 1) 세부, <직지사철제은입사향로>, 육자진언

도 57. <대정17년명청동은입사향완(大定十七年銘靑銅銀入絲香垸)>, 

1177년, 27.5cm, 표충사 소장, 국보 75호

도 57-1. (도 57) 세부, <대정17년명청동은입사향완> 전 부분. 

도 58. <봉선사종(奉先寺鐘)>, 1469년, 235.6x154cm, 봉선사 소장, 보물 

제 397호  

도 59. <마곡사동종(麻谷寺銅鐘)>, 1654년, 102.5x75cm, 마곡사 소장, 충

청남도 유형문화재 제 62호

도 60. <강희61년명범종(康熙六十一年銘梵鐘)>, 1722년, 92.7x64.7cm, 화

엄사 대웅전 

도 61. (도 1) 세부, <직지사철제은입사향로>, 문왕팔괘

도 62. <동식(銅式)>, 남북조 시대, 상해박물관 소장

도 63. <동경(銅鏡)>, 당, 22cm, 하남성 맹현 출토 

도 64. <청자팔괘문염형향로(靑磁八卦文奩形香爐)> 원, 14세기 초반,

5.5x9.2cm, 국립 중앙박물관 소장, 신안해저 출토

도 65. <두채팔괘문쌍이로(斗彩八卦紋雙耳爐)>, 명 가정, 9.8x12.1cm, 중

국 수도박물관 소장

도 66. <청화백자반(靑華白磁盤)>, 3.3x20.6cm, 명 가정, Metropolitan 

Museum of Art 소장 

도 67. <북량석탑(北凉石塔)> 북량 승현(承玄) 원년(428), 44.6cm, 감숙성 

박물관 소장

도 67-1. (도 67) 세부, <북량석탑>

도 68. <괘를 보는 승려>, 집안 오회분 4호묘 널방 북벽 연화좌 위 부분, 

고구려 5세기  

도 69. <백자청화태극팔괘문연적(白磁靑華太極八卦文硯滴)>, 18세기 말

-19세기 초, 높이 7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 70. <팔각은제합(八角銀製盒)>, 1779년, 높이 7.3cm, 원빈 홍씨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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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국립 중앙박물관 소장

도 71. <연복사종(演福寺鍾)>, 고려 1346년, 3.24x1.88x0.23m, 개성시 북

안동 남대문루, 북한 보물급문화재 제30호 

도 72. <해인사홍치4년명동종(海印寺弘治四年銘銅鐘)>, 1491년, 

85x58x6cm, 해인사 성보박물관 소장, 보물1253호

도 73. <통도사대종(通度寺大鐘)>, 1686년, 146.2x101cm, 통도사 소장, 

보물 제 11-6호 

도 74. <강희26년명범종(康熙二十六年銘梵鐘)>, 1687년, 117x122cm, 직

지성보박물관 소장

도 75. <강희37년명범종(康熙三十七年銘梵鐘)>, 1698년, 154x101.5cm, 

고흥 능가사 소장,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69호

도 76. <건륭58년명범종(乾隆五十八年銘梵鐘)>, 1793년, 88x68cm, 경주 

기림사 소장

도 77. <해인사종루종(海印寺鐘樓鐘)>, 1864년, 162.5x110.5cm, 해인사 

성보박물관 소장

도 78. <대승사대웅전목각탱(大乘寺大雄殿木刻幀)>, 1675년, 나무, 

347x280cm, 대승사 소장

도 79. <예천용문사대장전목각탱(醴泉龍門寺大藏殿木刻幀)>1684년, 나무, 

261x215cm, 용문사 소장

도 80. (도 1) 세부, <직지사철제은입사향로>, 壽, 福

도 81. <청화백자전지련길어문고족완(靑華白磁纏枝蓮吉語文高足碗>, 

9x11.5cm, 명 홍무연간(洪武年間, 1369-1398) 

도 82. <청화백자수복강녕명칠보문호(靑華白磁壽福康寧銘七寶文壺)>, 조선 

18세기 후반, 29x14.2x14.5cm, 덕원미술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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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 <반용문정>, 

춘추말기, 

30.6x34.1cm, 

상해박물관 소장

 

      

          도 3. (도 1)의 세부,               도 4. (도 1) 세부,

     <직지사철제은입사향로> 명문들   <직지사철제은입사향로> 문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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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5. <해인사청동은입사정형향로> 3점, 연도미상, 

23x22.8cm(소), 35.5cmx31.7cm(중), 42cmx35cm(대), 해인사 

성보박물관 소장 

       도 6. <통도사옥제정형향로>, 연도미상, 33.1x41.4cm, 

통도사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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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 <향로>, 1783,    도 8.<향로>, 1784         도 9. <향로>, 1788

社稷署儀軌,｢祭器圖說｣ 景慕宮儀軌,｢祭器圖說｣ 春官通考,｢原儀祭器  

                                               圖說｣  
  

      

 도 10. ｢직지사사적비｣, 조종저 글,        도 10-1. (도 10) 세부,       

  이우 글씨, 이항 전액, 1741년,          ｢직지사사적비｣탁본, 종이

  전체높이 419cm. 직지사 소장.           221.5x116.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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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5. ｢자헌대부경월장로태감공덕비｣
1769년, 탁본, 종이 184x65.7cm, 

직지성보박물관 소장

              

          도 11. 직지사 전경               도 12. <정종대왕태실>,     

                                          조선 전기, 158 x 93 cm,    

                                              직지사 경내

      

     도 13. 직지사 대웅전           도 14. 직지사 천불전(현 비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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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6. ｢금릉황악산직지사천불전상량｣,  

1768년, 종이 94.1x115cm,

직지성보박물관 소장 

     

     도 17. <직지사대웅전삼세후불탱>, 1741년, 삼베 

아미타(좌) 644x238cm, 석가모니(중) 644x298cm, 약사(우) 644x238cm, 

직지사 소장, 보물 제6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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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8. ｢직지사불상개금시주질｣, 
탁본, 1771년

                                  

         

                   

       도 19. 휘종, <청금도>,       도 19-1. (도 19) 세부, 향로 부분

송 약 1102년, 비단, 147.2x51.3cm,         

        북경 고궁박물원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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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 <청자양각도철문향로>,            도 21. <향로>, 1454년, 

고려 12세기, 13.3x11.7cm, 개성 출토   世宗實錄,｢五禮儀｣, 凶禮明器

                

도 22. <청동은입사청곡사명 향완>,  도 23. <청동제은입사백장사명향완> 

        1397년, 높이 39cm,                1584년, 높이 30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전북 남원 실상사 소장, 보물 420호

               

도24.<약사십이신장도> 도25.<화엄사영산회괘불> 도26.<해인사감로탱>

   부분, 1477년,           부분, 1653년,          부분, 1723년,

   비단, 85.7x55.9cm,  삼베, 1009x731cm,      비단, 275x261cm

   일본 개인 소장     전남 구례 화엄사 소장       해인사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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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7. <수국사감로탱>        도 28. <흥국사감로탱>

             부분, 1823년,                 부분, 1868년,

      192X194.2cm, 기메 미술관 소장   169X195cm, 흥국사 소장

        

                                     

    도 29. <송광사영산회상도>      도 30. <선암사팔상전33조사도>  

          부분, 1725년, 비단,      (31, 32, 33조사 부분), 1753년, 면, 

             124x118.5cm,                134.4x219.4cm, 

          전남 순천송광사 소장         선암사 성보박물관 소장

                

                  

                     

도31.<남장사현왕탱> 도32.<흥국사제9도시대왕도>도33.<남장사16나한탱>

부분, 1788년, 비단,      부분, 1792년, 비단.     부분, 1790년, 비단,

   100.5x73.5cm,          109.1x73.1cm          136x228cm, 

직지성보박물관 소장   남양주 흥국사 시왕전     직지성보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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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34. <직지사독성탱> 부분,   도 35. <용문사신중탱> 부분, 

     조선후기, 삼베, 85x47cm,     1884년, 삼베, 168x205cm, 

        직지성보박물관 소장           경남 용문사 소장

                          

   도 36. <유제용문용향로>, 조선,    도 37. <향로개구>, 1706년, 

   18x18cm,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宗廟儀軌｢宗廟祭器圖說｣ 

               

  도 38. <향로>, 1758년,           도 39. ｢정빈방현판｣, 1768년

  國朝喪禮補編, ｢明器｣              나무, 30.6x61.8x1.9cm, 

                                        직지성보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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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0. <향로>, 1370년, 大明集禮卷44 儀仗三 

                            

도 41. 대보단(<동궐도(東闕圖)>부분), 18세기, 비단, 273x584cm,

고려대학 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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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2. <요주청요인화삼족로>,      도 43.<경덕진요청백유쌍이삼족향로>,  

      금 12세기, 27.3x20cm,               원, 11.7x10cm, 

     중국 섬서역사박물관 소장              고궁박물원 소장

        

      도 44. <법랑정형향로>,       도 45.<동태겹사법랑만수문삼족로>.

    명 정덕15년(1520), MFA 소장        명 만력, 19.5x14.6cm, 

                                          고궁박물원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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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46. <동태겹사법랑삼족개로>,     도 47. <청자사자개향로>,

        청 건륭, 30.5x39.5cm,         고려 12세기, 전체높이 21.2cm,

      중국 피서산장박물원 소장          개성출토, 국보 60호

                    

    

     도 48. 백자향로 편,            도 48-1. 백자향로 편의 도면

 16세기 전반, 광주 도마리 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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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9. <청화백자사녀도완>, 명 선덕,        도 49-1. (도 49) 세부, 

       상해 박물관 소장                        “大明宣德年製”

             

도 50. <충이유족동로>, 명 17세기           도 50-1. (도 50) 세부, 

       고궁박물원 소장                       “大明宣德年製”

도 51. <흥국사16나한도>(8, 10, 12, 14존자 부분), 

1723년, 삼베, 의승수군유물전시관, 보물 제13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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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1-1.三才圖會    도 51-2.三才圖會     도 51-3.三才圖會     

   의 사야다존자          의 포대화상           의 바수 존자         

 

                              

         도 51-4. (도 51-3) 세부,       도 51-5. (도 51) 세부, 

   三才圖會의 바수 존자 향로 부분      <흥국사16나한도>

      

도52.<선암사팔상전33조사도>(석가, 1, 2조사 부분) 도52-1.三才圖會의  

1753년, 비단, 선암사 성보박물관 소장               석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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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3. <태백산부석사명철제은입사향완>  

1739년, 높이 37cm, 

동국대학교 박물관 소장    

  

        

도 54. <직지사향로>의 주 문양 배치 

 



- 90 -

               도 55. <문왕팔괘>     

 

           도 56. (도 1) 세부, <직지사철제은입사향로> 육자진언

         

 도 57. <대정17년명청동은입사향완>,         도 57-1. (도 ) 세부, 

1177년, 27.5cm, 표충사 소장, 국보 75호  <대정17년명청동은입사향완> 전 부분.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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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8. <봉선사종>, 1469년,    

235.6x154cm, 봉선사 소장, 

보물 제397호

       

                

       도 59. <마곡사동종>,              도 60. <강희61년명범종>

 1654년, 102.5x75cm, 마곡사 소장       1722년, 92.7x64.7cm, 

                                                  화엄사 대웅전

도 61. (도 1) 세부, <직지사철제은입사향로> 문왕팔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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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62. <동식>, 남북조 시대        도 63. <동경>, 당, 22cm,

        상해박물관 소장                      하남성 맹현       

                   

 

도 64. <청자팔괘문염형향로>, 

원, 14세기 초반, 5.5x9.2cm, 

국립 중앙박물관 소장, 신안해저 

출토

                        

       

 도 65. <두채팔괘문쌍이로>, 명 가정,   도 66. <청화백자반>, 명 가정, 

 9.8x12.1cm, 중국 수도박물관 소장            3.3x20.6cm,    

                                          Metropolitan Museum of   

                                                 Art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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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7. <북량석탑>, 북량 승현    도 67-1. (도 67), 세부 <북량석탑>

     원년(428), 44.6cm, 

    감숙성 박물관 소장

    

 도 68. <괘를 보는 승려>,        도 69. <백자청화태극팔괘문연적>, 

 집안 오회분 4호묘 부분,             18세기 말-19세기 초,

     고구려 5세기                 높이 7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 70. <팔각은제합>, 1779년, 

높이 7.3cm, 원빈 홍씨묘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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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1. <연복사종>, 고려 1346년,    도 72. <해인사홍치4년명동종>,   

3.24x1.88x0.23m, 개성시 북안동       1491년, 85x58x6cm,  

남대문루, 북한 보물급문화재 제30호    해인사 성보박물관 소장, 

보물1253호

    

    

         

    도 73. <통도사대종>. 1686년,    도 74. <강희26년명범종>, 1687년  

      146.2x101cm, 통도사 소장,     117x122cm, 직지성보박물관 소장

          보물 제 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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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5. <강희37년명범종>, 1698년,   도 76. <건륭58년명범종>, 1793년,

154x101.5cm, 고흥 능가사 소장,        88x68cm, 경주 기림사 소장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69호

도 77. <해인사종루종>, 1864년, 

162.5x110.5cm, 

해인사 성보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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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78. <대승사대웅전목각탱>, 1675년, 나무, 347x280cm, 대승사 소장

         

도 79. <예천용문사대장전목각탱>, 1684년, 나무, 261x215cm, 용문사 

소장



- 97 -

도 80. (도 1) 세부, <직지사철제은입사향로>, 壽, 福

       

도81.<청화백자전지련길어문고족완>  도82.<청화백자수복강녕명칠보문호>

       9x11.5cm, 명 홍무연간               조선 18세기 후반, 

                                            29x14.2x14.5cm, 

                                            덕원미술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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