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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산리고분의 절터에서 발견된 신비의 향로

백제 금동대향로는 백제가 남긴 최고의 예술품이라

일컬어지는 향로이다. 1993년 12월 능산리 고분의

주차장을 건설하던 중 근처 물웅덩이에서 이 향로가

발견되었을 때 온 언론은 떠들썩했다. 당시 1,400여

년간의 긴 잠에서 깨어난 금동대향로는 건물터의 바

닥에 구덩이를 판 진흙 속에서 눕혀진 채 발견되었

다. 오랜 세월에도 불구하고 훼손되지 않은 완벽한

모습이었다.

지속적인 발굴 조사를 통해 금동대향로가 발견된 곳

은 백제시대의 절터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인근의 능

산리 고분에는 신라와 관산성에서 싸우다가 비참하 백제금동대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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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전사한 성왕의 묘가 있는데, 절터는 성왕의 능과 백제의 나성 사이에 있었다. 바로 이 절

터에서 금동대향로가 발견되었던 것이다. 향로는 제사 때 향(香)을 지피는 용기(容器)를

말하는데, 향로의 기능은 여러 가지였지만 불교의 전래와 함께 부처에게 향과 꽃을 공양하

는 향화공양(香華供養) 의식과 주로 관련 있다. 절터에서 발견된 향로는 그런 의식과 관

련이 있는 것이다. 

금동대향로는 백제가 웅진(공주)에서 사비(부여)로 도읍을 옮긴 후인 7세기 초의 작품으

로 어느 정도 정치적 안정을 찾은 백제의 예술적인 역량이 집약되어 있다. 백제의 이 향로를

동아시아 향로 역사에 있어서 시대와 국가를 불문하고 가장 우수한 걸작품으로 평가하는

데 이견이 없다. 

그러한 대향로는 백제의 몰락과 운명을 함께 하였다. 백제의 마지막 순간, 처자식을 죽이

고 출전한 계백장군이 황산벌에서 장렬한 최후를 맞고 중과부적의 나당연합군이 백제로

물밀듯이 몰려들었다. 그 말발굽은 사비성을 향해 격렬하게 달렸다. 

사비의 능산리 고분 인근에 있던 이 능사의 승려들의 목숨도 경각에 달려 있었다. 그들은

국가 최대의 위기를 맞아 국난 극복을 위한 법회에서 마지막으로 향화공양을 하고 금동대

향로를 칠기(漆器)에 넣었다. 능사에 부속된 공방(工房)에서 필요한 물을 저장하는 구유

모양의 목제 수조(水曹)에 황급히 칠기에 넣은 금동대향로를 숨겼다. 백제의 혼이 담긴 예

술품, 또 불심을 담은 향로가 적군의 말발굽에 짓밟혀 치욕을 당하게 할 수는 없었다. 

그것이 살아 있는 백제인들이 목격한 금동대향로의 마지막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금

동대향로는 땅 속에 묻혔고 백제는 멸망했다. 금동대향로는 백제인들이 비명 속에 죽어가

는 것을 땅속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1,400년이 지나 긴 잠에서 깨어났다. 진흙과 물로 뒤섞인 구덩이에서 뚜껑이 벗겨

져 받침대 좌측 아래에 쓰러진 상태로 대향로는 그 신비스러운 모습을 세상에 드러냈다.

마치 진흙 구덩이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는 것과도 같았다. 금동대향로만이 보았을 아픈

역사는 다 지나갔고 다시 깨어난 향로는 후손들에게 백제의 예술을 그대로 전해주고 예술

적 자부심의 표상이 되었다. 

낙토(樂土)를 꿈꾼 백제의 마음을 담아

금동대향로는 몸체와 뚜껑, 그리고 받침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높이는 약 61.8cm

정도 이다. 용 모양의 향로 받침 위에 연꽃 모양의 향로 몸체가 우아하게 피어오른 듯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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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하게 얹혀 있다. 어느 부분을 보아도 빈틈없이 정교하고 예술적인 기교가 뛰어나다.  

향로의 뚜껑 부분에는 산봉우리들이 솟아 있는데, 그 산 안에는 말 타는 사람, 사냥하는

사람, 신선들, 호랑이, 사자, 원숭이, 코끼리, 낙타, 멧돼지 등이 생생하게 새겨져 있다. 뚜

껑 꼭대기 부분에는 여의주를 목에 끼고 날개를 활짝 펴서 힘차게 날아오르려는 큰 새가

장식되어 있다. 봉황을 연상시킨다. 

또한 몸체에는 연꽃의 연판(蓮瓣)이 5겹 즉 5단으로 조성되었다. 수중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이곳에서는, 물고기를 먹는 새, 날개 달린 동물, 길짐승처럼 보이는 새 등이 부조되

었다. 

향로의 받침은 꿈틀거리는 반룡(蟠龍)이 힘차게 승천하려는 모습이다. 향로에 용을 받침

으로 삼은 예는 중국에도 있지만, 그러한 경우가 많지 않고 그렇다 하더라도  표현이 미약

한 편이다. 백제의 금동대향로처럼 향로의 받침을 용이 실제로 역동적인 용트림을 하는 것

처럼 정교하게 표현한 작품은 찾기 힘들다. 

대향로에는 앵무새나 악어를 비롯해서 코끼리·원숭이·양(羊)·사자에 이르기까지 백제에서

서식하지 않은 진귀한 동물들이 등장한다. 대향로의 동물들은 이 같은 천하의 만물이 집

결하고 서식한다는 백제인들의 자국 중심의 천하관을 반영한다. 실제로 대향로가 출토된

능사에서는 서역과의 교류를 암시해 주는 유리 편까지 출토된 바 있다. 

요컨대 대향로는 물산의 풍부함을 과시하면서 자국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신화에나 등장

하는 환상적인 귀신의 모습인 외수(畏獸)나 괴수(怪獸)를 비롯한 각종 기이한 동물과 초

목들을 가미시켰다. 게다가 현악기·타악기·관악기로 구성된 5종류의 악기가 마치 연주되

는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향이 피어오르는 모습은 신비감을 증폭시켰을 것이다. 대향로는

이 같은 낙토(樂土)의 이미지를 과시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향로의 뚜껑부분 향로의 몸체부분 향로의 받침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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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동대향로는 기본 구성에 있어서 중국의 박산향로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백제적인 새로

운 요소와 변화가 가미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아직껏 이와 유사한 향로가

출토된 바 없기 때문에 백제 조형미술의 대표작으로 꼽는다. 

직접 관련된 유적(물) 백제 금동대향로

간접 관련된 유적(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