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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금동대향로’(국보 287호) 실물대 복제품을 이곳 나남 책박물관에 옮겼습

니다. 24년 동안 출판사 사무실 저의 곁에서 봉황의 날갯짓처럼, 불 뿜는 용의 

용틀임처럼, 봉래산의 신선 같은 유유자적한 여유로 저를 격려하고 지켜준 수

호천사였습니다. 아직도 봉황이 깃들기에는 부족한 숲일지라도 나남수목원의 

웅비를 지켜주시고 우주를 향해 화려한 비상을 꿈꾸는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

기를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이곳 경기도 포천군 신북면 갈월리에 20만 평의 나남수목원을 꾸미는 것은 

내가 가까운 미래에 지구별에서의 소풍을 마치고 떠나면서 이곳에 왔던 선물

로 사람들에게 녹색공간을 남겨 주고 싶은 마음에섭니다. 

그리고 그 수목원에 아름다운 책박물관을 처음부터 계획한 것은 나남출판사

를 40년 가까이 지성의 열풍지대에서 꿈과 땀으로 일구었던 책들을 소리 없는 

아우성처럼 담아 둘 공간이었으면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8년 만에 이루

어져 남다른 감회에 젖습니다. 누구나 그러하듯이 질풍노도의 삶을 살았다는 

궤적을 남기고 싶은 욕망은 또 하나의 권력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언론출판의 

일업일생이 남긴 흔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책박물관을 설계하면서부터 몇 년 동안 이상향을 꿈꾸는 긍정의 미소를 

보내 주는 대향로를 모실 자리를 염두에 두며 즐거운 상상에 빠져드는 것은 저

〈백제금동대향로〉를 모시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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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의 기쁨이었습니다. 

이 대향로는 25년 전인 1993년 10월 말 충남 부여(扶餘) 능산리(陵山里)에서 

출토되었습니다. 1천 3백 년 만에 원형 그대로 보존된 찬란한 백제의 신비가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던 날의 감동을 잊을 수 없습니다. 

오랜 군사정권이 막을 내리고 문민정부가 민주화의 대장정에 힘찬 발걸음을 

내딛던 무렵이었습니다. 나남출판사가 창립 10여 년 만에 강남 양재역 앞에 사

옥인 지훈빌딩을 마련해 비약을 꿈꾸던 그 무렵에 이 상서로운 봉황이 연꽃을 

안고 세상에 날개를 펼친 것입니다. 나라의 운세가 세계에 뻗고 민족이 융성할 

길조(吉兆)를 기약하는 대예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신문 톱뉴스로 실린 대향로의 출토 당시 컬러사진은 살아 숨 쉬는 모습으로 

내게 화인(火印)되었습니다. 이 불덩이 같은 거대한 연꽃과의 운명적인 만남이

었습니다. 진흙 뻘 속에 잠자던 신화가 어머니의 자궁에서 이제 막 태어난 아기

의 우렁찬 울음을 터트리는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역사의 시간을 신비롭게 

묶어 두었던 봉인(封印)이 어느 날 갑자기 주술처럼 풀린 것입니다.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 조성공사를 하다가 발굴된 대향로의 발굴지는 옛날 

집터였다고 합니다. 향로가 출토된 타원형 구덩이는 원래 공방에 필요한 물을 

저장하던 구유형 목제 수조가 놓였던 곳이었고, 향로는 칠기(漆器)에 넣어서 

묻었다고 합니다. 청동제품도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스는데 이 향로는 1천 년 넘

는 오랜 세월 동안 뻘 속에 잠겨 있어 부식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을 뒤흔든 발굴 소식에 이어 다섯 달이 지나 국립박물관의 특별전에서 

이 대향로의 화려한 용안을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아우라 품에라도 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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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토 당시의 금동대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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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싶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 문화재로 해외에 자랑하려는 마음으로 복제품 

몇 점을 조심스럽게 준비한다는 소식을 우연히 문화관광부 기획실장 선배에게 

들었습니다. 지난 군사정권 시절 검열로 판매금지된 책들로 쌓인 악연을 대향

로의 복제품으로 갚으라고 채근했습니다. 귀한 대향로를 복제하는 사람의 장

인정신에 마음이 갔습니다. 원본을 훼손시킬까 두려워 감히 사진을 찍어 사용

하지도 않고 일일이 수작업만으로 성물(聖物)을 대하듯 한다고 했습니다. 

64센티미터 실물대 모형으로 유리상자에 반듯이 모셔져 있는 대향로를 내가 

품게 되었습니다. 백제의 향기를 껴안을 욕심으로 당시에 거금을 들였기도 하

지만 워낙 어렵게 구해서인지 각별한 정이 가는 저의 보물 1호가 되었습니다. 

한국박물관협회 회장도 지낸 삼성출판사 김종규 회장이 귀한 뜻을 갖는 우

리나라 최초의 출판박물관을 개관하고 전시한 백제향로는 나중에 만들었다는, 

실물의 70%로 축소한 것이었습니다. 실물대의 내가 갖고 있는 대향로를 무척

이나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망중한의 시간을 이 7세기의 대향로를 보고 지내다 보면 향로를 받치고 있

는 하늘로 솟구치는 듯한 용틀임과 향로 꼭지의 봉황과 뚜껑에 조각된 원앙, 악

사, 신선들의 모습은 선계(仙界)에 들어온 듯합니다. 처음 이 대향로를 가슴에 

품은 날 실제로 향을 피워 보았을 때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봉황의 모습은 신비하기도 하고 상서로운 기운을 발휘하는 듯싶어 《조지훈 

전집》을 만들면서 여러 곳에 컷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향로에 대한 전문가의 기록(조유전 고고학자, 〈경향신문〉, 2003. 10. 20)

을 기반으로 하여 정리한 다음 글을 읽으면서 지금 보시는 바로 눈앞에 대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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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웅자(雄姿)를 속 깊게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향로는 크게 뚜껑과 몸체 두 부분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이를 세분하면 뚜껑

장식인 꼭지와 뚜껑, 몸체와 받침,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뚜껑 꼭지는 봉황 한 마리가 턱 밑에 여의주를 안고 날개를 활짝 펴고 나는 

모습입니다. 길게 약간 치켜 올라간 꼬리의 부드러움은 백제 문화의 특징이라

고 합니다. 봉황의 목과 가슴에는 향을 피울 때 연기가 나가는 구멍 3개가 마련

되어 있습니다. 뚜껑의 정상부에는 5명의 악사가 각각 금(琴), 완함(阮咸), 동고

(銅鼓), 종적(縱笛), 소(簫) 등 5가지의 악기를 실감나게 연주하고 있습니다.

금동대향로의 뚜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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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동대향로 뚜껑의 5인의 악사

또한 뚜껑 전체가 4~5단의 신선이 살고 있다는 삼신산[봉래산(蓬萊山), 방장

산(方丈山), 영주산(瀛州山)]의 형태입니다. 불로장생의 신선들만 살고 있다는 

전설의 중국 봉래산을 연상시키는 첩첩산중의 심산유곡을 이룬 자연세계를 표

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온갖 동물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74개의 산과 봉우리, 6그루

의 나무와 12곳의 바위, 산 사이를 흐르는 시냇물을 비롯, 잔잔한 물결이 있는 

물가의 풍경입니다. 이들 곳곳에는 상상의 동물뿐 아니라 현실세계의 호랑이・

사슴・코끼리・원숭이 등 39마리의 동물과 다양한 형태의 모습을 지닌 16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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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인물상・동물상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

하는 고대 스토리 전개의 구성 원리를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체는 연꽃잎 8개씩 3단으로 이루어져 활짝 피어난 연꽃을 연상시

킵니다. 연꽃잎의 중앙과 연꽃잎 사이사이에는 24마리의 동물과 두 명의 인물

상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연판 안으로는 물고기・신조(神鳥), 신수(神

獸) 등을 한 마리씩 도드라지게 부조(浮彫)했습니다. 각 연판은 그 끝단이 살짝 

반전돼 있는 게 얼마나 절묘한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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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동대향로 뚜껑의 동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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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동대향로 뚜껑의 인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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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 맨 아래 받침대 부분은 몸체의 연꽃 줄기를 입에 문 용이 우주의 삼라

만상을 받들고 하늘을 오르는 모습입니다. 특히 승천하는 듯, 목을 빳빳이 세운 

격동적인 자세의 용은 백제의 힘찬 기상을 보여 주는 백미(白眉)입니다. 이 향

로의 출토지는 백제가 공주에서 부여로 천도한 후의 백제왕들 내지는 최고의 

귀족급 무덤들이 있는 능산리 고분군과 접해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향로를 받치고 있는 용의 힘찬 기상과 용의 발톱이 5개라는 점은 백제왕국의 

위상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보는 이들도 많습니다. 일률적인 적용은 아니지만, 

중국 천자를 상징하는 용의 발톱이 5개, 우리나라 임금은 4개, 일본은 3개라는 

금동대향로의 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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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 고건축 전문가들 사이에 그럴듯하게 퍼져 있답니다.

이 대향로 발굴 후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서울의 국립박물관으

로 옮기자는 속 좁은 인사들도 있었다는 보도에는 아예 분노가 치밉니다. 공무

원의 편의주의가 아니면 못난 중앙집권주의의 민낯일 것입니다. 유물은 출토된 

현장 그곳에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유물을 서울로 옮기면서 1천 

년 넘게 숨 쉬었던 바람과 산수(山水)의 기운까지 함께 옮길 수 없기 때문입니

 금동대향로의 몸체와 대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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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고 싶은 그리움이 그렇게 크다면 나그네의 행장을 갖춰 조금 발품을 팔 일

입니다. 

부여박물관을 찾아 국보 대향로에 경배드리고 그 찬란한 대항해를 떠났던 

선조들의 기상의 기(氣)를 받아, 얍삽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각오라도 한

다면 얼마나 보람찬 삶이겠습니까. 덤으로 가까이에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까

지 둘러보신다면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제 부여박물관 대향로 전시실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황홀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24년 동안 출판사 사무실 책상 곁에서 나를 지켜 주었던 이 대향로를 이제 

나남수목원에 고즈넉하게 자리 잡은 책박물관으로 옮깁니다. 여러분들도 이 

대향로의 상서로움을 같이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23년 동안 간직했던 〈국립중앙박물관 금동용봉봉래산향로(金銅龍

鳳蓬萊山香爐) 특별전〉(1994) 팸플릿 중의 일부를 발췌해 옮깁니다. 저와 같은 

특별전의 감동이 함께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2017년 진달래가 하늘에서 꽃춤을 추는 봄날

나남수목원・나남책박물관・나남출판을 대표하여 조상호 드림



금동대향로의 뚜껑 (펼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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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의 미술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적조한 가운데 명랑함이 있고 부드러움 속

에서도 아련히 긴장된 숨결을 느끼게 됩니다. 서산(瑞山) 마애삼존불(磨崖三尊

佛) 본존상(本尊像)의 환한 미소는 부드럽고 온화한 정감이 고요함 속에서 스

며 나오고, 정림사(定林寺) 오층석탑(五層石塔)의 평활한 지붕돌은 유연하고 넉

넉함을 보여 주면서도 탑 전체의 모습은 완벽한 질서와 맵시를 간직한 채 그

윽이 긴장감을 연출하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무언의 감흥을 일으키게 합니

다. 또한 공주 무령왕릉(武寧王陵)에서 출토된 순금제(純金製) 관식(冠飾)을 비

롯한 각종 금속공예품들은 엄숙한 기풍을 간직하면서도 그 조형감각에는 백제 

특유의 유유하고 자재로우며 명랑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밖에도 산수, 봉황 

등을 도안한 문양전(文樣塼)이나 백제의 기와, 부여 능산리 고분벽화 등에서도 

백제적인 특징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국사기》에는 진사왕(辰斯王), 비류왕(毘有王), 동성왕(東成

王), 무왕(武王), 의자왕(義慈王)대에 경영된 궁실과 누각 및 사찰건축의 장려함

과, 신라의 황룡사(皇龍寺) 창건에 백제의 아비지(阿非知)와 수백 명의 공장(工

匠)을 초빙한 사실은 눈부신 백제 미술과 건축의 위상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림에서는 인사라아(因斯羅我), 하성(河成), 백가(白加), 아좌태자(阿

佐太子) 등과 공예 및 건축에서는 장덕(將德), 백미순(白味淳), 마나문노(麻奈文

奴), 양귀문(陽貴文), 석마제미(昔麻帝彌) 등의 명공(名工)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그림과 건축 및 공예기술을 전하고, 무왕(武王) 때는 중국에 철갑이나 조부(彫

국립중앙박물관 금동용봉봉래산향로(金銅龍鳳蓬萊山香爐) 특별전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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斧), 명광개(明光鎧), 오문개(五文鎧) 등을 보낸 사실을 보더라도 백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국제적으로도 널리 문화를 전파하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백제문화의 실상을 웅변하듯 지난해 발굴조사를 실시한 부여(夫餘) 

능산리(陵山里) 집터유적에서는 금동용봉봉래산향로(金銅龍鳳蓬萊山香爐)를 

비롯하여 금동광배(金銅光背), 각종 금동장식 유물, 수정 및 유리구슬, 등잔, 토

기, 기와 등 100여 점에 이르는 실로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도 향로의 발굴은 나라의 상서로운 장래를 예시하는 일이며 획기적인 것으로, 

유물의 형태와 무늬장식 그리고 제작기법 등이 탁월하여 발굴사실이 발표되자

마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국내외의 전문가들로부터 수많은 찬사와 감

탄을 받았습니다. 

이 향로는 동아시아에서 시대와 국가를 불문하고 가장 우수한 걸작으로 평

가되는 소중한 문화재로서 국립박물관에서는 과학적인 보존처리와 병행하여 

조형적 특징과 구성원리에 대한 사상적 배경을 밝히는 작업이 지속되고 있습

니다. 이 향로의 발굴은 지난 1971년 공주 무령왕릉의 발굴 이래 다시 한 번 백

제미술의 우수성을 인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당시 백제사회를 풍미하

던 불교와 신선(神仙)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이 향로를 통하여 당시 백

제미술과 문화의 성격이 좀더 명확히 밝혀지기를 기대하여 봅니다.

이 전시는 금동용봉봉래산향로를 직접 보고자 하는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여 

1차 보존처리를 완벽하게 시행하고 빼어난 그 모습을 잠시나마 선보이게 된 것

입니다. 항상 특별전시를 열 때마다 국립박물관에 대하여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994. 4.

국립중앙박물관장 정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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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10월 하순 국립부여(扶餘)박물관에서 실시한 충청남도 부여 능산리의 

집터유적 발굴조사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百濟金銅大香爐)와 백제금동 광배 

조각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금동장식 공예품, 구슬, 토기, 기와 등의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 유적은 능산리에 위치한 백제의 옛 무덤들(사적 제 14호)과 백제의 도성

(都城)이었던 나성(羅城, 사적 제 58호) 사이에 자리한 곳으로, 백제의 문화유적

을 중심으로 한 사적공원(史蹟公園) 개발계획에 따라 지난 1992년부터 유적 확

인조사가 진행 중이었다. 이들 사적지는 예전부터 백제시대 유물이 발견되던 

곳으로 1987년에는 많은 양의 백제 기와가 발견되었고, 건물의 기단(基壇)과 

주춧돌 일부가 드러나 중요 유적지임이 확인되었다.

국립부여박물관 조사단은 시험발굴 조사에서 집터와 가마터 일부를 발견하

였고, 1993년 10월 26일부터의 본격적인 발굴조사 결과 3기의 집터를 확인하

였다. 이 집터들은 남북방향으로 축을 이루며 2기(제 2・3 집터)가 연결되고 나

머지 한 채는 동편에 위치한다.

그중 제3 집터에는 주춧돌과 차양 및 문틀의 흔적과 아궁이와 불씨저장구

덩이 등을 포함한 가마터가 남아 있어 백제건축 연구에 획기적인 자료를 제공

하였으며, 유구(遺構) 안에서는 금동향로와 금동광배 조각을 비롯한 각종 금속

유물, 여러 가지 색깔의 유리 및 수정구슬, 무늬가 있는 칠기제품, 보주형 토기, 

등잔 및 연꽃무늬 기와 등 100여 점의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부여 능산리 집터유적의 발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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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능산리 집터유적 

 배연구시설

2・3  향로구덩이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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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토된 유물 중 백제금동대향로는 이 발굴조사의 커다란 성과였다. 제3 건

물터 바닥 구덩이에서 진흙 속에 묻힌 채 거의 완전한 형태로 출토된 이 향로

는 높이가 64센티미터나 되는 대작이다. 아울러 이 향로는 꼭지, 뚜껑, 몸체, 받

침 등이 부분마다 빼어난 조형적 구성과 봉래산 전경을 이상적으로 결합하여 

균형과 조화를 이룬다. 

이 향로의 출토사실을 접한 국내외의 전문가들도 국가와 시대를 막론하

고 현존하는 동아시아 향로 중에 최고로 손꼽히는 소중한 문화재로 격찬하여 

1971년 공주 무령왕릉 발굴 이후 백제 금속공예의 탁월한 기술은 물론 한민족

의 잠재된 예술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백제금동대향로 百濟金銅大香爐

향로는 고대 동양의 인도,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냄새의 제거, 종교의식, 그리

고 구도자(求道者)의 수양정진을 위하여 향을 피웠던 도구이다. 중국 전국시대

(戰國時代) 말기에서 한대(漢代, B.C. 206～A.D. 219)에 이르는 시기에는 바다를 

상징하는 승반(承盤) 위에 한 개의 다리와 중첩된 산봉우리형의 몸체를 갖춘 

박산향로(博山香爐)가 많이 만들어졌고, 이것이 사실상 중국 박산향로의 시원

(始原)형식이다.

박산향로는 당시의 산악숭배, 무속, 불로장생(不老長生)의 방생술(方生術)과 

양생술(養生術), 무위사상(無爲思想), 음양사상(陰陽思想) 등을 좇는 신선사상

(神仙思想)이 조형적 배경이 되었으며, 신선사상이 가장 유행하던 북중국 지역

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었고, 낙랑(樂浪)의 고분에서도 출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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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향로의 몸체를 이루는 박산(博山)은 중국의 동쪽 바다 가운데에 불로장

생의 신선들이 살고 있다는 이상향(理想鄕)인 삼신산[三神山: 봉래(蓬萊)・방장

(方丈)・영주산(瀛州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한다. 곧 우리나라 쪽을 

지칭하는 이 삼신산을 우리 선조는 예로부터 봉래산(蓬萊山)이란 이름으로 더

욱 친근하게 불러 왔다.

한대(漢代)의 박산향로에는 삼신산에 살며 불로장생한다는 신선과 동물, 산

수(山水) 등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때로는 신선의 세계와 당시의 생활풍속이 

함께 표현되기도 한다. 또한 실재하는 동물 이외에도 상상의 동물, 즉 진금기수

(珍禽奇獸)가 포함되었다. 

특히 상상의 동물은 임금이 선정(善政)을 베풀 때에 나타난다는 용(龍), 봉황

(鳳凰), 기린(麒麟) 등의 상서로운 동물이 많이 표현되었는데 이 가운데 봉황은 

주로 향로의 정상에 위치한다.

이러한 박산향로는 신선사상이 가장 유행한 전한대(前漢代)에는 매우 화려

하고 사실적인 표현을 남겼으나, 신선사상이 퇴조를 보인 후한(後漢) 이후의 

작품에서는 여러 가지 장식이나 선계(仙界)의 내용이 점차 사라지고 산봉우리

만 남은 단순한 형태로 변모되었다. 

이같은 현상은 중국의 삼국시대와 남북조시대(南北朝時代) 초기인 4세기 무

렵까지 계속되었고, 향로의 형태도 정형(鼎形), 병형(柄形) 등의 다른 모습으로 

많이 만들어져 박산향로의 명맥은 거의 단절되다시피 했다.

중국에 불교가 전래되고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4～5세기 이후에는 부처님 

앞에서 향을 바치는, 이른바 향화공양(香華供養)의 목적으로 향로를 많이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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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7

1 청동향로 靑銅香爐

 중국 하북성,

 전한(前漢) B.C. 113년 이전

2 청동향로 靑銅香爐

 중국 하북성,

 전한(前漢) B.C. 113년 이전

3 금동향로 金銅香爐

 중국, 전한(前漢) 말 1세기

4 녹유향로 綠釉香爐

 중국, 후한(後漢) 2세기

5 동제향로 銅製香爐

 평양 석암리 9호분, 

 낙랑(樂浪) 1세기

6 동제향로 銅製香爐

 전(傳) 동래 낙랑(樂浪) 1세기

7 청자향로 靑磁香爐

 중국 강소성, 

 서진(西晉) 297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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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로 인하여 사찰용이나 일반생활용을 막론하고 박산향로에는 불교적 

문양이나 내용이 등장했다. 향로의 몸체에는 한대의 신선사상을 담은 내용이 

아닌, 불교의 연꽃, 당초문, 불꽃[火焰] 등을 표현하거나 향로의 몸체가 아예 연

꽃이나 보주연화형(寶珠蓮花形)으로 바뀌었다.

남북조시대의 5세기에서 6세기 전반에 이르는 시기의 박산향로는 이러한 

화려한 연꽃미술을 도입한 장식적 요소가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6세기 후반

에 이르면 일부 향로에서 불꽃무늬가 부착된 박산무늬가 도입되고, 수(隋)・당

(唐) 초기에 이르러서는 다소 활력을 지닌 향로들이 돋보이기도 하나 전반적으

로 기형(器形)이나 문양 등에서 소략하고 단순한 형태로 변하였다.

박산향로는 우리나라에서도 불교의 수용과 함께 본격적으로 전래된 듯하나 

부여 능산리 집터유적에서 백제금동대향로(百濟金銅大香爐)가 출토되기 이전

에는 사실상 알려진 예가 없었다. 백제금동대향로는 승반(承盤)과 하나의 다리

를 대신하여 머리를 들어 올린 용을 조각하여 받침으로 삼았고, 그 위에 산을 

표현하였으며, 꼭대기에는 봉황 한 마리가 서 있어 외형적으로는 신선사상의 

지향처인 삼신산(三神山)을 가리키는 박산향로의 형식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 향로는 높이가 64센티미터나 되는 유례없는 대작(大作)이며 기존 

백산향로에 비해 용과 봉황의 비중이 상당히 두드러진다. 그리고 박산(博山)이

라는 명칭은 중국의 특정 지역에 비정하는 중국적인 체취가 남은 이름이므로 

우리 선조들이 삼신산 중에서 가장 오래도록 친근하게 부른 봉래산(蓬萊山)이

란 이름을 붙여, 출토 당시에는 이 향로를 ‘백제금동용봉봉래산향로’(百濟金銅

龍鳳蓬萊山香爐)로 불렀다. [이후 1996년 5월, 국보 287호로 지정되면서 ‘백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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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향로’(百濟金銅大香爐)가 정식명칭이 되었다.]  

이 향로의 외형적 구성은 ‘연화화생’(蓮花化生)이란 불교관과 깊은 관련을 

보인다. 연화화생이란 연꽃이 만물(萬物)을 화생(化生), 즉 상서로운 조화로서 

탄생시킨다는 불교적 생성관이다. 육도(六塗) 및 정토(淨土)에서는 모든 존재

가 화생이라는 초자연적 방법으로 태어난다고 한다. 그런데 순환하는 육도에

서의 화생과는 달리 극락정토(極樂淨土)에서의 화생은 오로지 연꽃만을 통하

여 만물이 탄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물이 연꽃에 의하여 탄생할 때에는 화

생의 기(氣)인 빛을 뜻하는 불꽃[火焰]이 먼저 발산된다고 한다. 이렇게 연꽃이 

위대한 힘을 가지게 된 것은, 예로부터 인도나 이집트 등에서 광명과 생명 탄

생의 상징으로서 신성시하던 것에서 유래하였고 이러한 관습이 불교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향로에서 연봉오리 또는 보주형으로 나타낸 몸체는 결국 연꽃 모양이다. 

이 연꽃은 연화화생의 기운을 뜻하는 불꽃과 함께 현대 전통의 박산, 즉 여기서

는 봉래산이란 신비로운 산악으로 솟아오른다. 

여기서의 불꽃은 뚜껑과 향로의 몸체[爐身] 사이에 있는 2조(條)의 유운문

계(流雲文系) 당초문(唐草文)에 뿌리를 둔 훼룡문계(虺龍文系) 화염(火焰, 이 화

염은 사실은 박산무늬의 테두리를 장식한 것)과 산악의 능선마다 테를 두르며 그 

안에 빗금무늬로 표현되었다. 

또 전체의 산악은 화생이 계속되어 마치 작은 나무와도 같은 33곳의 작은 봉

우리들이 움트고 있으며, 이 화생된 작은 봉우리의 능선 테두리에도 역시 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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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하는 빗금무늬가 빠짐없이 표현되었다.

이러한 연화화생에 의하여 봉래산을 탄생시킨 표현은 공주 무령왕릉에서 나

온 동탁은잔(銅托銀盞)이나 부여 외리에서 출토된 산수문전(山水文塼), 산수봉

황문전(山水鳳凰文塼) 그리고 청풍(淸風) 출토품으로 전해지는 활석제불(滑石

製佛) 보살병립상(菩薩竝立像)에서도 공통적으로 볼 수 있어 당시 백제에서는 

불교의 연화화생에 의한 조형원리가 널리 적용된 듯하다.

그러나 이 향로에서 표현하고자 한 내용과 주제는 한대(漢代)의 향로에서 볼 

수 있었던 봉래산을 중심으로 한 신선(神仙)의 세계이다. 향로의 꼭대기에서 

날개를 활짝 펴고 선 봉황(鳳凰)은 봉래산에 사는 상서로운 전설의 새이며 천

하가 태평할 때 세상에 나타난다고 한다. 

이 봉황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절로 노래하고 절로 춤을 춘다는 것으로 예로

부터 춤과 음악에 흔히 동반되었다. 이러한 봉황의 묘음(妙音)에 귀를 기울이

기라도 하듯 5마리의 기러기처럼 보이는 원앙(옛 기록을 보면 봉래산의 원앙은 

기러기를 닮았다고 한다)의 시선과 동작이 봉황을 향하고 있다. 선계(仙界)의 악

사(樂士)들도 봉황을 맞아들기라도 하듯 각기 다른 악기로 음악을 연주하고 있

다. 산중의 신선들은 명상에 잠기기도 하고, 낚시도 하며, 머리도 감고, 말을 타

고 달리거나, 수렵을 즐기기도 한다.

이 향로의 뚜껑에는 74곳의 봉우리(41곳의 능선을 가진 산과 화생 중인 33곳

의 산)와 봉황, 용을 비롯한 상상의 날짐승과 길짐승(珍禽奇獸), 현실세계에 실

재하는 호랑이, 사슴, 코끼리, 원숭이, 멧돼지 등 39마리의 동물, 그리고 5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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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사, 산중의 신선 등 16인의 인물상이 표현되었다. 

이 밖에도 6군데의 나무와 12군데의 바위, 산 중턱을 가르며 난 산길, 산 사

이로 흐르는 시냇물, 입체적으로 돌출한 낙하하는 폭포, 낚시터가 된 잔잔한 물

결까지 나타낸 호수가 있다. 

또 향로의 몸체를 감싼 연꽃잎에는 두 신선과 날개 달린 물고기를 비롯한 수

중생물, 물가[水邊]의 생활과 밀접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슴과 학(鶴) 등 26마리

의 동물이 보여, 결국 이 향로 전체에는 신선으로 보이는 인물 18인과 동물 65

마리가 표현된 셈이다.

향로에서 보이는 또 하나의 전체적인 구성 원리는 음양의 체계이다. 아래에

는 수중동물, 즉 음(陰)의 대표 격인 용을 등장시키고, 그 위 몸체에는 연꽃과 

수중의 생물이나 물가[水邊]와 관련된 동물, 지상계(地上界)인 뚜껑에는 산악

과 짐승 및 신선, 그리고 천상계인 정상에는 봉황과 원앙을 배치하였는데 봉황

은 양(陽)의 대표적인 상징이다.

향로에 용을 대좌(臺座)로 삼는 예는 중국의 한대(漢代)부터 나타나며, 향로

에 연화화생을 표현한 예는 중국의 남북조시대 400년 무렵부터 등장한다. 그

러나 한대의 향로는 용의 표현이 미약하고 연화화생과 관련한 표현도 없으며, 

남북조시대에서도 이같이 고도로 고안된 연화화생의 표현이나 봉래산에 전개

되는 다양한 인물・동물 등의 묘사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향로의 다리를 용

이 실제로 역동적인 용틀임을 하는 모습을 묘사한 작품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

를 막론하고 찾아보기 힘들다.



28

이 향로를 통해 음양의 체계 또는 인도의 전통적 사고와 관련한 또 다른 연

화화생 관계를 생각할 수 있다. 힌두(Hindu) 설화에서는 물이 곧 생장의 근원

인데, 수중세계를 대표하는 동물인 용을 통하여 자연계에서와 같이 물속에서 

물 위로 연꽃을 피워 올린다. 그런데 이 연꽃은 신비의 광명과 탄생을 담는다. 

결국 용은 연꽃으로 화생된 것이다. 이때 용의 입에서 토해낸 화염이 연꽃으로 

화생되고, 이 연꽃은 다시 중국 한대 이후의 박산향로에서 보이는 산 모양으로 

화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어쨌든 이 향로의 연화화생은 대좌인 용, 몸체인 산, 정상의 봉황에 이르기까

지 전체에 걸쳐 가득 진행됨을 알 수 있다. 용에 장식된 인동문(忍冬文)이나 불

꽃무늬, 여섯 잎의 연꽃, 향로 몸체에 가득 표현된 불꽃무늬와 두 겹의 당초문, 

봉황의 대좌인 보주(寶珠)와 봉황의 날개와 몸통에 가해진 불꽃무늬 등이 그것

이다.

이상에서 볼 때 이 백제금동대향로는 중국 향로의 형식을 바탕으로 하였으

나 조형성이나 회화적 구도는 오히려 중국을 뛰어넘는 탁월한 예술적 감각과 

독창성을 발휘한다. 이 향로는 백제가 부여로 도읍을 옮긴 후 정치적 안정을 되

찾은 7세기 초에 백제 사람들의 정신세계와 예술적 역량이 함축되어 이루어진 

백제 공예품의 진수라 할 것이다. 

그리고 불교와 신선사상이라는, 동양인의 사고체계를 형성한 장엄한 두 바

퀴가 불꽃처럼 어우러져 성취한 백제 사람들의 세련된 공예문화요, 화생예술

(化生藝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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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facts from the Neungsan-ri Site in Buyeo

The Neungsan-ri site in South Chungcheong-do, where the Great Gilt-

bronze Incense Burner of Baekje was excavated, is located between the 

ancient Baekje kingdom tombs in the former Baekje capital of Buyeo (Historic 

Site No. 14) and the Naseong castle (Historic Site No. 58) also located in 

Buyeo. Investigation of Baekje artifacts under a government plan to develop 

a historical park for displaying the kingdom’s cultural relics has been under 

way since 1992.

The Buyeo National Museum Investigation Team discovered part of a 

dwelling site and a kiln during a test dig, and confirmed the existence of 

three dwelling sites through a full-scale dig which began October 26, 1993. 

These sites were constructed to face north and south. The second and 

third sites were located one behind the other with another site located to 

the east. At the third site the investigation team found traces of a foundation 

stone and a gate, as well as a fuel hole and part of the fire place of a kiln. 

These remains are of great importance for the study of Beakje architecture. 

In addition, more than 100 pieces of different relics were recovered, 

including the Gilt-bronze Incense Burner, an aureole made of gilt-bronze, 

glass beads of various colors, patterned lacquer ware, pottery, a lamp oil 

container, and tiles decorated with a lotus flower design.

Among these many discoveries, the Gilt-bronze Incense Burner is the 

greatest achievement of this investigation. This incense burner, recov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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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most intact from a muddy hole in the floor of this third dwelling, is quite 

large at 64cm in height.

Not only are the lid, knob, body, and leg of the incense burner exquisitely 

designed, these parts also are ideally combined and evince balance and 

harmony. Experts familiar with this piece consider it to be the masterpiece 

among Asian incense burners regardless of period. Following upon the 

excavation in 1971 of the Tomb of King Muryeong (r.501～523), recognized 

as one of Korea’s greatest cultural treasures, the Gilt-bronze Incense 

Burner again confirms the excellent technology and artistic skills evident in 

Baekje gilt-bronze crafts.

The Great Gilt-bronze Incense Burner of Baekje

In ancient India, China, and elsewhere in Asia, incense burners were used 

for removing odors, for religious rituals, and for helping in the cultivation 

of the mind. Especially during the Han Dynasty (B.C. 206～A.D. 219), the 

Po-shan incense burner, which had one leg and a body in the shape of 

overlapping mountain, became quite popular. The design of this incense 

burner was based upon the idea of the hermit with supernatural powers, 

and the Po-shan, which formed the trunk of the object, came to be 

frequently called “Peng-lai-shan”, the mountain of paradise said to protrude 

from the center of the sea. (“Peng-lai-shan” and “Bongnaesan” are written 

with the same Chinese characters 蓬萊山, but the pronunciation of the charac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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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s between the Chinese and Korean languages.) Since the introduction of 

Buddhism to China, it has been customary to burn incense in front of the 

Buddha, thus the presence on the Po-shan incense burner is of symbols 

related to Buddhism. In Korea, as well, such symbols were introduced 

together with Buddhism. The Gilt-bronze Incense Burner, thus, exhibits a 

form similar to that of the Po-shan incense burner.

The Gilt-bronze Incense Burner is 64cm in height. It is considered to 

be the most magnificent Asian incense burner because of the beauty of its 

design. Its form, composed of the base being a carving of a dragon raising 

its head high, the body showing a depiction of the Bongnaesan standing 

atop a lotus, and the lid showing a Chinese phoenix spreading its wings, is 

generally the same as that of the Po-shan incense burner, which depicts the 

world of the hermit with supernatural powers.

The theme expressed in this incense burner is that of the hermit’s world 

centered on Peng-lai-shan. The Chinese phoenix spreading its wings on 

the lid is a legendary bird that lives on the mountain and appears only when 

this world is peaceful. Five mandarin ducks gaze at the Chinese phoenix and 

musicians play to welcome the bird’s arrival. While listening to the music 

some hermits meditate while others fish, wash their hair, and hunt from 

horseback. Also, depicted on the incense burner are 74 mountain peaks, 

and 39 imaginary birds and animals, including a Chinese phoenix, and tigers, 

deer, monkeys, and an elephant from this world. There also are a total of 10 

hermits, including five musicians. Moreover, among the many lotus f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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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s are 26 figures of humans and fish, and other forms of marine life.

The general concepts behind these depictions come from the Buddhist 

idea that “Every life originates from the lotus flower” and the Chinese yin-

yang idea of the existence of dual forces in nature. Accordingly, based upon 

the belief that life, including Peng-lai-shan, is born from the jewel-shaped 

lotus flower, at the base of the incense burner is the dragon, it being 

representative of the water life associated with the yin negative forces in 

nature. Above the dragon are lotus flowers and water life, while mountains, 

animals, and humans are on the earth, and mandarin ducks and a Chinese 

phoenix are in the heavens, with this phoenix being the symbol among 

birds and animals of the yang positive forces in nature.

The practice of placing the dragon at the base of incense burners originated 

during the Han Dynasty, while that of molding the body of the incense 

burner into shape of a lotus flower bud appeared from approximately 520 

A.D. Further, regarding these later pieces, it is difficult to identify the various 

people and animals that are placed on Peng-lai-shan.

The Gilt-bronze Incense Burner thus follows the shape of the earlier 

Chinese examples, but its stylishness and composition demonstrate an 

artistic sense and uniqueness superior to the earlier Chinese incense 

burners. It tells the mentalite of the Baekje people and the spirit of Baekje 

crafts as suggested by the artistic talents of the people, following the 

relocation of the capital to Buyeo in 538 and the subsequent return of 

political stability.





나남수목원•나남책박물관•나남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