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를 통해 본 하동 花開 茶의 제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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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많은 문사와 승려들이 특이하게도 하동 화개 차에 대한
한시를 남기고 있다. 마침 지난 해 11월 하동차가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
었다. 본고에서는 이를 계기로 한시 작품들 속에서 화개 차가 어떤 양상으로 묘사
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한시 작품들에 따르면 화개 차는 임금에게 진상하던 차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다론(茶論)을 정립한 초의선사는 동다송에서 화개 지역에 규모면에서 조선시
대 최대 차밭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또 화개 차는 칠불사와 화개지역 암자에
서 수행하는 승려들에게 수행 매개물로서의 기능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차를 생산하는 화개지역 백성들은 과중한 차 세금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문사들과 승려들은 차와 관련된 한시를 지음으로써 ‘다시’(茶詩)라는 새로운 문
학 장르를 개척하여 우리나라 문학을 더욱 풍성하게 하였다. 그들의 다시를 통해
서 당시의 시대상은 물론 그들의 사유는 어떠하였는지를 짐작해볼 수 있었다.
한편 불교의 장려로 인해 차의 소비가 많았던 고려시대는 물론, 불교가 다소 위
축되었던 조선시대에도 특히 사찰을 중심으로 화개 차의 명맥이 이어져 왔다. 이
러한 데는 차가 선수행과 불가분의 관계인 선다일미(禪茶一味)로 발전했기 때문
이다.
화개지역이 차의 산지로 고대로부터 위상을 가질 수 있었던 데는 지역의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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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특성상 화개동천 좌우로 지리산 산록 형지여서 작설차 생산 외에 다른 작물
을 재배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뿐더러 차 재배지로서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도 화개의 대부분 산록은 야생 차밭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제어 : 화개 차, 진상차, 조선시대 최대 차밭, 수행 매개물, 과중한 차 세금

Ⅰ.머리말
지난해 11월 하동차(茶)가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우리나라에
서는 2014년 청산도 구들장 논과 제주 밭담이 등재되었고, 경남 하동군 화개
면 전통차 농업이 국내에서는 세 번째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인정받은 것이
다.
이는 화개 차의 역사와 전통적 재배방식, 오랜 세월동안 마실 거리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불교에서의 선(禪)사상과 연동되는 등 다양한 역할에 주목한
결과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9세기 신라 흥덕왕 때 입당사 대렴이 차씨를 가져와
지리산에 심었다고 한다.1) 당시 당나라에 유학 갔던 승려들이 귀국하면서 차
를 가져와 왕실과 귀족층에게 소개 하였고, 왕실과 승려들의 차 소비를 충당
하기 위한 일환으로 차씨를 수입한 것인지도 모른다.
당나라에서는 이미 차가 왕실과 귀족층뿐만 아니라 불가의 선수행과 융합
되어 사원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매개물로 정착되었다. 달마의 면벽
참선법이 선종 수행법에서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면서 차가 수행생활의 필수
품이 되었던 것이다.
또한 선가(禪家)의 큰 스승인 조주(趙州․778-897)의 “차나 마시게”라는
“끽다거”(喫茶去)가 화두로 자리 잡으면서 차는 선 수행에 있어서 빠질 수 없
는 물품이 되었고, 수행자라면 수지해야할 필수품이었다. 이후 차는 불교의
상징물로 인식되는 경향이 생겼다.
1)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10 흥덕왕조, “三年冬十二月 遣使入唐朝貢 文宗召對于麟德殿 宴賜有差 入
唐廻使大廉持茶種子來 王使植地理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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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 최치원의 경우도 당나라에서 쓴 글들에서 군사 진영에서도 차가 필수
품처럼 쓰였다는 기록과 고국의 부모님께 차를 선물로 보내고 싶다고 피력한
기록들이 보이는 걸로 볼 때 당나라에서는 차 문화가 거의 일반화되었음을 알
려주고 있다. 최치원이 귀국하여 쓴 쌍계사의 진감선사비문에도 차와 관련한
내용이 기록돼 있어 통일신라기에 왕실과 사원에서 차를 음용하였음을 시사
해주고 있다.
신라를 거쳐 고려에서는 불교가 통치이념으로 정착되면서 차는 왕실과 수
행 승려들의 애호 아래 풍성한 차 문화를 형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송나라와
비견될 만한 귀품의 차가 출현되었다. 국가가 주도했던 팔관회나 수륙재에서
차가 귀한 공양물로 사용2)되기도 한 것이다. 차의 이러한 명맥은 조선시대 들
어서도 궁중에서는 각종 행사나 사신들의 접대 등에 차가 다량 사용되다 임진
왜란과 병자호란 등을 겪으면서 차 생산이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불교가 점차
위축됨에 따라 차의 사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사찰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차가 생산하고 소비되어 왔다.
화개면 지역은 신라시대 때 우리나라 차 시배를 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 곳
이며, 선수행 사찰로 유명한 칠불사 등을 중심으로 차 문화가 지속적으로 발
전을 해왔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 차 문화의 이론을 정립한 것으로 평가
받는 초의선사가 칠불사에서 차를 매개로 승려들의 참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
로 다신전(茶神傳)을 등초했다는 사실에서도 유추해볼 수 있다. 지금도 화
개동천 계곡의 양쪽으로 펼쳐진 산록에 야생 차밭이 경영되고 있으며, 몇 개
의 제다공장이 산재해 있는 등 가히 우리나라의 최고 차 생산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문사나 선사(禪師)들이 읊은 한시에 나타나고
있는 화개 차에 대한 여러 양상을 고찰해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부분
을 보완하고자 한다. 화개 차에 대해서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많은 문사들
과 승려들에 의해 한시 작품 및 여러 기록으로 남아 있다. 현재 화개 차에 대
해서는 주로 생산량이나 소비량 등 경제적인 측면과 이공학적인 측면에서 관
심을 갖고 있지만 고전문학 속에서 화개 차가 어떤 모습으로 그려졌으며, 시
2) 박동춘, ｢초의선사의 차문화 중흥의 의미와 그 영향｣, 정토학연구 16, 한국정토학회, 2011, 350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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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은 어떻게 인식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연구된 논고가 거의 없
다. 이번 연구를 하게 된 계기도 이러한 연유에서 시작하였다. 또한 생산과 기
술적인 문제에 치중하고 있는 화개 차에 대한 역사와 선현들이 이곳의 차를
마시며 어떤 사유를 했으며, 차를 대하는 그들의 감성은 어떠했는지에 한 걸
음 다가갈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이다.
화개 차가 미래의 주요한 마실거리로 더욱 각광을 받고 있어 이러한 다양한
고찰은 이곳의 차가 그러한 단순한 의미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곳에 오랜
역사와 여러 빛깔의 문화가 녹아있음을 증명해주는 기회도 될 것이다.
차와 관련한 각종 논고에 화개 차에 대한 내용이 일부 삽입되고 있으나, 보
다 정확한 고증을 거친 글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현재에도 우리나라 차 생산
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차에 대해 옛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했는가
를 논증하는 일도 나름 의미가 있을 것이다.

Ⅱ. 한시에 표현된 화개 차의 기능
화개 차는 한시에 여러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점에 주목하였다. 첫째, 화개 차는 임금에게 진상하였으며, 그 다음엔
경상감영 등 여러 관청으로 보내졌다. 둘째, 우리나라 차에 대한 이론을 정립
한 것으로 추앙받고 있는 초의선사에 따르면 화개지역의 차밭은 우리나라에
서 가장 규모가 컸다. 셋째, 차는 승려들이 수행하는데 있어 반드시 함께 있어
야 할 물품이었을 뿐 아니라 사찰의 각종 행사 시 공양물로도 쓰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화개 지역민들은 차 생산에 따른 과중한 노동에 시달려야 했으며,
과중한 차세를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한시에 묘사된 이러한 내용들을 주제별로 분류해 화개 차의 모습과 그 주변
이야기를 살펴본다. 구체적인 통계자료 등이 미흡해 한시에 나타난 내용을 주
로 분석해 설명함으로써 다소 논리성이 취약해보일 수도 있지만, 자연과학이나
공학적인 분석과 달리 이러한 인문학적인 접근도 가치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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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상차(進上茶)로서의 기능
화개 차가 임금에게 진상되었다는 내용은 한시에도 나타나고, 다른 기록에
도 보인다. 하지만 언제부터 진상이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먼저 화개 차가 궁중에 진상되었다는 내용의 한시를 살펴보겠다. 궁중에 진
상되었다는 의미는 임금과 왕족이 마신 것은 물론이고, 나라의 중요한 행사나
접대 등에서도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이규보(1168~1241)가 화개 차에 대해 쓴 시를 예로 들어보겠다. 시 <손한
장이 다시 화답하기에 차운하여 부치다>(孫翰長復和次韻寄之)의 일부분이다.
……
따라서 화계에서 차 따던 일 논하네

因論花溪採茶時

관에서 감독하여 노약(老弱)까지도 징발하였네.

官督家丁無老稚

험준한 산중에서 간신히 따 모아

瘴嶺千重眩手收

머나먼 서울에 등짐 져 날랐네.

玉京萬里頳肩致

……
東國李相國集 권13.

위 시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화개 차가 제다되어 당시
의 서울인 개성까지 운반되었음을 알려주는 소중한 자료이다. 이 시에 “화계
는 차의 산지인데, 손한장이 진양목에서 부기(簿記)를 맡아볼 때 가서 본 적이
있으므로 …”(花溪茶所産 君管記晉陽時往見 …)라고 별도로 적혀있다. 즉 손
한장이 진양목에서 근무할 적에 이규보가 그곳의 관할이었던 하동 화개에 가
서 차농사 짓는 것을 보고 여러 이야기를 들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내용이
이 시에 들어있다. 고려 때부터 화개의 차가 임금께 진상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시이다.
화개 차는 비단 고려 때뿐만 아니라 조선에 들어서도 계속 진상되었다. 이
에 대한 시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보림의 작설차는 감영에 보내고

寶林禽舌輸營府

화개의 진품일랑 대궐에 바치네.

花開珍品貢殿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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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을 물리쳐 눈이 번쩍 뜨이며

睡魔戰退起眼花

소화가 잘 되어 가슴이 뻥 뚫리네.

食氣放下開心膺

설사에 좋은 건 이미 경험하였고

苦利停除曾經驗

감기 해독에도 신통한 효험 있네.

寒感解毒又通明

……
<茶歌>, 梵海禪師詩集 권2.

위 시는 초의선사의 제자인 범해(梵海) 각안(覺岸․1820~1896)의 시 43구
절 가운데 일부분이다. 시의 전체 내용은 독서하다가 정신이 피곤해질 때 차
를 끓이는 장면에서 시작하여 차의 효능과 쓰임새, 차의 산지와 다승(茶僧)들
을 열거하고, 자신의 차 노래가 길이 전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발췌한 내용 중 “보림의 작설차는 감영에 보내지고, 화개의 진품은 임금에
게 진상된다”는 표현이 있다. 보림은 아마 타 지역 차 생산지일 것이다. 위 시
에서처럼 화개 차가 대궐에 들어가는 차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지리
산 주능선에서 흘러내리는 화개동천 계곡의 산록에서 생산되는 화개 차는 그
만큼 진품으로 인정받고 있었다는 것이다.
화개지역은 차를 생산하기에 더할 데 없는 최적지이다. 우선 화개동천을 끼
고 있어 수분이 풍부한데다, 산록지대여서 차나무의 배수에 용이하며, 햇살을
골고루 받고 일교차가 크다는 점이다. 또한 화개지역은 깊은 산중이어서 차나
무가 식생하는 산비탈에 자주 발생기는 운무로 인해 차의 효능을 향상시킨다
는 점 등의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각안은 또한 이 시에서 차의 약효에 대해서도 썼다. 즉 차를 마시면 잠을 달
아나게 해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며,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설사를 할 때 또는
감기에도 효험이 신통하다고 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차 농사를 짓지 않
을 경우 차를 마신다는 게 쉽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집에 비상약으로 차를 조
금씩 구해놓고 약으로 복용한 것이다.
물론 이규보의 작품은 고려시대 때이고 범해의 시는 조선 후기 때의 것이지
만, 조선 초와 중기에도 화개 차가 진상되었음은 짐작할 수 있다.
본관이 진주로 경상도관찰사를 지낸 후 우의정과 좌의정을 거쳐, 1449년 영
의정에 오른 하연(河演․1376~1453)은 지리산의 산승에게서 햇차를 받고 지
은 <지리산 산승이 햇차를 보내오다>(智異山僧送新茶)라는 시에서 지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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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대해 읊고 있다.
진주의 기후는 섣달 전에 봄이 오니

晉池風味臘前春

지리산 아래 초목들도 새싹이 트네.

智異山邊草樹新

금설옥미는 끓일수록 좋아서

金屑玉糜煎更好

맑은 빛깔 묘한 향에 맛 더욱 진귀하네.

色淸香絶味尤珍
敬齋集 卷1.

첫 구와 둘째 구는 지리산에 봄이 일찍 옴으로 새싹이 빨리 트임을 말하고
있다. 셋째 구의 금설목미는 금가루 옥싸라기라는 뜻으로 차를 지칭한다. 넷
째 구에서는 차의 빛깔과 향이 아주 뛰어남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지리산
햇차라고 하는 것은 화개 차임을 짐작하게 해준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경상
도관찰사를 지낸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지만 다음 시에 보면 ‘화개’(花開)라는
단어가 적시된다.
하연은 판서 민의생이 중국으로 사행을 떠날 때 화개 차를 주면서 <민의생
판서가 중국에 사신감에 화개 차로 이별하며 짓다>(閔判書 義生 朝天 以花開
茶奉贐)라는 제목의 시를 읊었다.
화개골의 차 좋다고 익히 들었는데

聞道花開谷

맑기는 양선차 같네.

淸如陽羨山

차 향기 중하기는 금옥 같고

香茶金玉重

이 차 마음 담아 노자로 보내네.

贐此謝心肝
敬齋集 卷1.

하연은 판서 민의생이 중국에 사신으로 가자 화개 차를 선물하면서 이 차는
그 맑음이 당대 중국 최고의 차로 꼽히던 양선차와 같으니 노자로 보낸다고
했다. 그만큼 화개 차가 양선차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우수한 차였음
을 알 수 있다. 이는 화개 차가 임금께 진상하던 차였으니 그 맛과 향이 어디
에 내놓아도 뛰어났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으로 사행을 떠나는 사신
의 행장에까지 화개 차가 들어 있었으니, 당시 화개 차의 명성은 중국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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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졌을 것이다.
둘째 구의 양선차는 나개차(羅芥茶)라고도 부르는데, 중국 절강성(浙江省)
장흥(長興)에서 출산되는 차로 향기가 일품이다.
고려 말의 문신이었던 한수(韓脩․1333~1384)가 지은 다음 시에도 차를 임
금에게 진상하였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온다. 시제는 <경상도 안렴사가 햇
차를 부쳐오다. 앞의 운을 다시 써서>이다.
임금께 바치고 남은 차를 내게 주리라고 생각이나 했으랴

豈期分我至尊餘

올해 난 작설차는 비할 데 없이 귀하다네.

雀舌今年貴莫如

봉래산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건 아니지만

歸去蓬萊非所望

배 속의 서적들을 푹 적시기에 좋아라.

正宜澆得腹中書
<慶尙按廉寄新茶 復用前韻>, 柳巷先生詩集.

위 작품의 첫 구에 경상도 안렴사가 임금께 바치고 남은 차를 한수에게 선
물했다는 말이 나온다. 한수가 살던 고려 말 경상도에 차를 생산하던 지역에
대한 통계는 없지만 이규보의 시와 하연의 시에서 알 수 있듯 화개일 가능성
이 많다. 화개에서 생산된 차가 임금께 진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구를 보
면 그 해에 생산된 차가 비할 데 없이 귀하다고 한 것으로 보아 차나무가 겨울
철에 심한 냉해를 입는 등 자연환경에 의해 차가 많이 생산되지 못했음을 짐
작할 수 있다. 셋째 구와 넷째 구에서는 한수가 비록 차 마시기를 좋아하기는
하나 그렇다고 지리산에 들어가 차 농사를 직접 지을 생각은 없지만 차를 마
심으로써 자신의 지식이 한층 더 깊어지고 세상의 쓰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은유적 표현을 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한수는 문재가 뛰어나 1347년(충목왕 3) 15세의 나이로 과
거에 합격해 드물게 25세에 정3품인 추밀원직사에 임명되었다. 그 후 여러 벼
슬을 거쳐 동지밀직에 이르러 공신의 호를 받고 청성군에 피봉되었으며, 판후
덕 부사 재임 시 세상을 버렸다.
고려시대에 이름난 문사치고 차와 관련한 시를 읊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
로 다시(茶詩)가 많다. 그건 어떤 연유에서 그런 것일까?
개별 문사들의 시는 일단 제쳐놓고 본다면 먼저 고려사에서 기본적인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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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고려사 ｢세가｣의 태조 14년(931)의 기록을 보면 “가
을 8월 계축일 보윤 선규 등을 보내 신라왕에게 안장 갖춘 말과 능(綾)․나(羅)
․채(綵)․금(錦)을 선사하고, 백관에게는 채색 비단, 군민(軍民)에게는 차와
복두(幞頭), 승려에게는 차와 향을 각각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秋八月癸丑 遣
甫尹善規等遺羅王 鞍馬綾羅綵錦 幷賜百官綵錦 軍民茶幞頭 僧尼茶香有差).
고려사에는 이 기사를 비롯해 성종9년(990)에 나이 80세 이상인 자에게도
품계에 따라 각각 차등 있게 상을 주는데, 여기서도 각각 차를 하사하는 등
세가에서는 충선왕 즉위년(1308)까지 차와 관련된 기사가 20건이나 된다.
｢열전｣ <최지몽> 기사에는 “최지몽이 81세에 죽었다. 왕은 부고를 받고 깊
이 애도하였으며, 부의로 포목 1천 필, 쌀 3백 석, 보리 2백 석, 차 2백 각, 향
20근을 주었다. 관청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장사를 지내 주었다.”(卒年八十一
訃聞震悼 賻布千匹 米三百碩 麥二百碩 茶二百角 香二十斤 官庀葬事) 등 차와
관련한 기사가 11건이 나온다.
고려사 ｢지｣(志)에는 <왕자와 왕녀를 책봉하는 의식>(冊王子王姬儀)․<공
주의 결혼의식>(公主下嫁儀) 등 왕족의 책봉이나 결혼식에 차를 올린 기사 뿐
아니라 <상원일 연등회 의식>(上元燃燈會儀)․<팔관회 의식>(仲冬八關會儀)
등에도 차가 사용되었다는 기사가 있다.
고려사절요와 고려도경에도 왕이 차를 하사한 기사와 고려에 온 사신
들에게도 차를 대접한 기사가 있는 것처럼 고려시대에 궁중에서 상당한 양의
차가 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 궁중에서 사용된 이러한 차를 어디에서 공급 하였을까? 이규보
의 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는 화개의 농민들이 차 농사를 짓고 제
다해 개성까지 운반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화개 차가 고려시대부터 조선 시기 전체를 통틀어 궁
중에 진상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물론 다른 지역의 차도 진상되었을 개연
성은 있지만 그에 대한 기록을 찾는 게 쉽지 않다. 조정에서는 진상된 차를 각
종 행사의 물품으로는 물론 하사품으로 사용하였으며, 그리고 외국의 사신에
게 선물로 주었고, 외국 사행의 행장에도 넣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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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시대 최대 차밭으로서의 기능
초의선사 당시 지리산 화개동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차밭이 있었다. 무
려 야생 차밭이 사오십 리에 걸쳤다고 하니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초의선
사가 쓴 ｢동다송｣ 23송에 그러한 내용이 있다.
“지리산 화개동에 차나무가 사오십 리 번성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차 밭이다. 거기 옥부대(玉浮臺)가 있고 그 아래 칠불선원(七佛禪院)이 있는데 그
곳 중들은 때 넘은 차 잎사귀를 따서 나무 말리듯 하여 나물국처럼 끓이니 색은 탁
하고 맛은 쓰고 떫더라. 승려 정소(政所)가 말하기를 “천하에 좋은 차를 속된 무리
들이 버려 놓았다.”고 하더라…”3)

즉 화개 골짜기에는 옥부대4)라는 명승지가 있고 그 아래 칠불선원(현 칠불
사)5)이 있었다. 아자방 선원으로도 유명한 칠불선원은 참선의 수행소로 이름
높았다. 하지만 그곳의 승려들이 차를 마시는 법을 몰라 항상 늦게 잎을 따 햇
볕에 말려 나물국 끓이듯 솥에다 달여 먹었다. 그러니 빛깔은 붉고 탁하며 맛
은 쓰고 떫을 수밖에 없었다. 누군가의 말대로 천하의 좋은 차를 속된 솜씨로
버려놓은 것이다. 초의선사는 이들을 위해 차를 만들어 끓여 마시는 법을 하
나로 정리하여 기술하고자 하였다. 그것이 다신전과 동다송이다.
동다송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차를 칭송하는 글이다. 성덕을 칭송하는 한문
학 장르인 송(頌)의 형식으로서 격구압운과 통편 칠언고시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초의는 15세에 남평 운흥사로 출가한 후 승주 쌍봉사에 머물기도 하고, 다
산 정약용의 제자가 된 후 대둔사와 대흥사 등에서 머물기도 하고, 29세인
1814년에는 다산의 고향으로 가 다산의 큰 아들인 유산 정학연을 사귀고 추사
김정희와 그의 형제들을 사귀었다. 38세에는 금강산에 갔다 오기도 했다. 그
럴 때도 그는 늘 차를 가까이 했다. 그래서 그는 조선의 차와 중국의 차에 대

3) “智異山花開洞 茶樹羅生四五十里. 東國茶田之廣料無過此者. 洞有玉浮臺 臺下有七佛禪院. 者常晩
取老葉 晒乾. 然柴煮鼎呂烹采羹獨色赤 味甚苦澁. 政所云 天下好茶多爲俗手所壞.”
4) 동다송에서는 옥보대를 ‘옥부대’(玉浮臺)라고 표기했다. 옥보대는 신라시대 옥보고가 거문고를
연주하고 노래를 지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5) 칠불사 위쪽에 현재 수행공간으로 운상선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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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많은 정보를 얻기도 하고, 우리나라 차 생산지에 대해서도 훤히 알고 있었
을 것이다. 그런 다음 초의는 43세에 화개 칠불선원에서 다신전을 등초한 것
이다. 그가 동다송을 지은 것은 52세 때였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차에 대해 해
박한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던 초의가 화개지역이 우리나라 최대의 차밭이라
고 동다송에서 기록했으니, 그건 분명한 사실일 것이다.
화개지역의 대표적인 승려로는 서산대사(1520~1604) 휴정을 들 수 있다.
화개에서 불문에 들어6) 그 지역의 내은적암 및 신흥사 등의 사찰에서 수행한
서산대사도 차를 늘 곁에 두었다. 먼저 그가 화개에서 쓴 시를 한 번 보겠다.
대여섯 명 승려가

有僧五六輩

내 암자 앞에 절을 지었다.

築室吾庵前

새벽 종소리에 함께 일어나고

晨鐘卽同起

저녁 북소리에 함께 잠든다.

暮皷卽同眠

개울물의 달을 함께 길어

共汲一澗月

차 달이니 푸른 연기 난다.

煮茶分靑煙

날마다 하는 일 무엇인가?

日日論何事

염불과 참선이지.

念佛及參禪
<頭流山內隱寂>, 淸虛集 권1.

휴정이 화개지역 내은적암7)에서 수행하고 있을 무렵 암자 앞에 승려들이
절을 지었다. 그러다보니 그들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잠자리에 들었다. 개
울물도 함께 떠 차를 달여 마셨다. 서산대사가 마신 차는 물론 암자 인근에서
생산된 차였을 것이다. 내은적암은 현재의 칠불사 아래 신흥 가까운 곳에 있
었던 것을 추측된다. 차를 그렇게 많이 마실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수행하던
암자 인근에서 차가 다량으로 생산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다음은 서거정(1420∼1488)의 시로 화개에서 생산된 차를 읊은 것으로 유
추할 수 있다. <경상도 함 감사가 차와 먹, 초와 포를 부쳐 준 것에 사례하다>

6) 서산대사는 화개면 의신마을 위쪽에 있는 원통암에서 출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칠불사의 부속
암자인 원통암에는 그러한 내용의 글을 입간판에 적어놓고 있다.
7) 내은적암은 신라 말엽에 거설간(居屑干)이 초창하였다고 한다.(淸虛堂集 권4.) 그의 또 다른 시
<내은적암>(淸虛堂集 권1.)에서 “頭流有一庵 庵名內隱寂 … 淸虛一主人 天地爲幕席 夏日愛松風
臥看雲靑白”라고 읊었듯이 서산대사가 내은적암에서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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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로 읊은 시이다. 함씨 성의 경상도관찰사에게서 차와 먹, 후추와 포를 선
물로 받고 각각을 읊은 4수 가운데서 두 번째 작품시이다.
연래엔 병든 삭신이 올근볼근 빠짝 말라서

年來病骨瘦槎牙

자고 깨자 동창 아래 차가 몹시 생각났는데

睡起東窓苦憶茶

갑자기 영남의 봄 물색이 눈앞에 이르러

忽爾嶺南春色到

돌솥에 보글보글 물 끓는 걸 앉아서 보네

坐看石鼎細生花

<謝慶尙咸監司寄茶墨椒脯>, 四佳詩集 권14.

서거정이 연래에 차 생각이 무척이나 났는데 마침 경상도관찰사가 차를 보
내왔다. 차를 대하니 영남지역의 봄 풍광이 떠올랐다. 거기에다 돌솥에 찻물
이 끓는 걸 보니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심경을 읊고 있다.
경상도관찰사가 보낸 차라면 아무래도 화개 차일 가능성이 크다. 화개 차는
임금에게 진상을 하고 난 후 경상도 감영에 보냈던 것이다. 감영에 온 것 가운
데 관찰사가 일부를 서거정에게 보냈다. 당시 경상도관찰사는 차가 생산되는
철이면 한양의 고관대작들에게 차를 선물로 하는 게 관행이었던 모양이다. 그
렇게 사용도가 많은 차를 생산하려면 재배 면적이 넓을 수밖에 없었다.
서거정이 영남지방에서 보내온 햇차를 받고 기쁨에 쓴 시를 한 수 더 보자.
시제는 <차를 달이다>이다.
선다(仙茶)의 묘한 맛 너무 좋아해

絶愛仙茶妙

처음으로 영남에서 가져왔네.

初從嶺外來

맑은 병에 새로 물 길어오니

澹甁新汲水

낡은 솥에서 우렛소리 들리네.

古鼎故鳴雷

이른 봄에 덖은 좋은 차 보내오니

北焙分春早

한바탕 봄꿈에서 깨어나네.

南柯喚夢回

나 또한 옥천자처럼

我如玉川子

세 사발 차로 시를 재촉하네.

三椀要詩催
<煎茶>, 四佳詩集 권52.

당시에는 차가 워낙 귀한 데다 서거정이 차를 무척이나 좋아하였으니,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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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남쪽 경상도에서 보내 온 햇차가 얼마나 반가웠을까. 서거정은 수련의 첫
구에서 그냥 차가 아니라 ‘선다’(仙茶), 즉 신선이나 마실 수 있는 햇차라고 표
현하고 있다. 서거정이 받은 차는 ‘묘한 맛’이라고 한 것으로 볼 때 우전이 틀
림없다. 4월 20일인 곡우 무렵에 채취하는 우전차는 양이 극히 적다. 찻잎이
작은데다 그해 처음으로 올라오는 차나무 싹이어서 생산량이 아주 적은 것이
다. 지금도 화개지역에서는 햇차라고 하면 우전차를 일컫는다.
미련에서 찻물 끓여 차를 마시니 시가 절로 쓰질 것 같다는 표현은 당시에
고관대작이었던 서거정도 쉽사리 우전차를 마실 수 없을 만큼 귀했다는 의미
이다. 햇차를 우려 향을 맡으면 그야말로 신선이나 마시는 차라는 생각이 들
지 않을 수 없다.
조선 중기의 문사인 성여신(成汝信․1546~1632)이 화개의 쌍계사에서 읊
은 다음 시에도 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밝은 달 뜬 쌍계에 새로 지은 절집

明月雙磎新梵宇

팔영의 옛 선루에 맑은 바람 감도네.

淸風八詠舊仙樓

흥망이 백 번 반복해도 구름은 남쪽으로 가고

興亡百轉雲南下

세대가 천 번을 돌아도 물은 북쪽으로 흐르네.

世代千回水北流

고요한 낮 단풍 숲 속엔 나막신 신은 두 사람

晝靜楓林雙蠟屐

깊은 밤 소나무 서안 위엔 찻사발 하나.

夜闌松榻一茶甌

누가 알았으랴? 십 년을 여산에서 살던 객이

誰知十載廬山客

머리에 눈 가득할 제 다시 악양에 올 줄을.

重到岳陽雪滿頭

<雙溪寺八詠樓感舊吟>(丙辰), 浮査集 권2.

시제에 나오는 병진년은 1616년이다. 성여신은 이해 가을에 벗들과 지리산
을 유람하였다. 이 시는 그때 쌍계사에 들러 지은 것이다.
쌍계사를 찾는 문사들은 대부분 경내에 있는 팔영루에서 시를 읊었다. 경련
의 둘째 구 “소나무 서안 위엔 찻사발 하나”라는 표현은 팔영루에서 차를 마셨
다는 말이다. 쌍계사에서 마신 차는 당연히 인근에서 생산된 차일 것으로 짐
작된다.
위에서 예를 든 것처럼 그토록 많이 쓰인 차가 생산되려면 차밭의 규모가
엄청나게 컸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화개는 현재도 화개동천 양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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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개장터에서 쌍계사를 지나 칠불사와 의신마을까지 초의가 말했던 사오십리
이상의 차밭이 펼쳐져 있다.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에도 궁중에서 차는 각종 제례나 혼사 때
올리는 품목으로, 외국 사신들이 돌아갈 때 선물로, 신하들에게 하사품 등으
로 여러 용처에 사용되었다. 그 사례 몇 가지만 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시대 성종이 예조에 전교하기를, “봉선전(奉先殿)의 크고 작은 제사에
는 술을 사용하지 말고 차로 대신하게 하라” 하였다.8)
조선시대에도 차는 매우 귀한 물품이었다. 태종 때 중국 연경으로 사신이
가지고 갈 물품의 수량을 상정하였는데, “정사와 부사는 각각 열다섯 필, 종사
관은 열 필, 타각부는 다섯 필씩으로 하고, 차․삼 이외의 기타 잡물은 모조리
금단하소서”라고 호조에서 망을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9) 이 기사에서
알 수 있듯 차와 인삼이 동급으로 인식될 만큼 귀했던 것이다.
세종실록지리지의 경상도 진주목 하동현에 보면 토산품으로 차가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다.10) 그만큼 화개 차의 생산량이 많았으며, 하동의 대표적
토산품이었음을 방증하는 자료이다.

3. 승려들의 수행 매개물로서의 기능
대승불교인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선수행이 강조되고 있으며, 선종의 효시
로 면벽수행을 한 달마대사 이후로 참선은 승려들의 최대 화두 가운데 하나였
다. 여기에 중국의 선승 조주의 “끽다거” 수행법에 따라 차는 선수행의 매개물
로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행한 승려로 초의선사
가 손꼽히고 있다. 물론 다른 승려들도 차를 매개로 수행을 하였음은 당연하
다. 신라와 고려 이후 조선시기에 불교가 유학에 밀려 위축을 받을 때도 사찰
을 중심으로 음다(飮茶)의 명맥이 이어진 것은 바로 이런 수행에 있어 차는 뗄
수가 없는 물품이었기 때문이다.
다음은 화개지역에서 수행을 한 서사대사 휴정이 차를 수행의 매개로 인식

8) 조선왕조실록, 성종 5년(1474) 3월 14일.
9) 조선왕조실록, 태종 17년(1417) 5월 13일.
10) 세종실록지리지, 경상도 진주목 하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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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시이다.
흰 구름은 그대 벗이요

白雲爲故舊

밝은 달은 그대 삶이지.

明月是生涯

만학천봉 속에서

萬壑千峰裏

만나는 사람마다 차 권하네.

逢人卽勸茶
<示行珠禪子>, 淸虛集 권1.

서산대사가 화개의 어느 암자, 즉 흰 구름과 밝은 달밖에 없는 산중에서 수
행하고 있을 때 지은 작품으로 유추된다. 그 근거로는 ‘만학천봉’이다. 서산대
사가 주로 수행을 하던 지금의 화개면 의신마을과 범왕마을 등 골짝은 첩첩산
중으로 그 어떤 지역에 있는 산보다도 만학천봉이다. 게다가 만나는 사람마다
차를 권할 정도라면 차가 많이 생산되는 곳이라야 한다.
그가 위 시를 읊은 것도 칠불사나 그 인근에 소재한 암자일 것이다. 조주가
찾아오는 제자들에게 “차나 한 잔 하게”라고 한 선수행의 화두를 서산대사가
부둥켜안고 수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서산대사는 중국 오가칠종(五家七宗) 중
임제(臨濟)적손으로서 송대 석실청기(石室淸琪)의 8대손이며, 고려조 태고보
우의 7대손11)이다. 임제종의 종풍은 간화선을 주장하고 선(禪)의 진경(眞境)
을 선시(禪詩)와 선가(禪歌)를 지어 나타내고 선정일여(禪淨一如)라 하여 염
불을 중시하되 서방정토가 아닌 자심정토(自心淨土)를 중시한다.12)
추사 김정희의 동생 김명희(1788~1857)가 초의에게 차를 받고 사례한 시를
보면 “향기와 맛 따라 바라밀의 경지에 들게 하였다”13)고 읊고 있다. 승려도
아닌 문사인 김명희가 초의가 보내준 차를 마시고 바라밀의 경지에 들었다고
할 만큼 차는 선수행을 하는 승려들에게 있어 도를 깨우치는 한 매개물로 인
식되었던 것이다.
초의선사가 동다송에서 “너희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으랴(何以敎汝)
옥부대 위에 좌선하는 무리들아(玉浮坮上坐禪衆)”라고 말했다. 이는 결국 차

11) 김동엽, 한국역대고승전, 삼성문화사, 1973, 284쪽.
12) 정장웅, ｢서산대사 휴정의 시 세계｣, 어문학교육 8, 한국어문교육학회, 1985, 179쪽.
13) 초의선사, 초의시고. “從香味入波羅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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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매개를 통해 수행에 정진하라는 의미인 것이다. 그가 차를 통한 수행을
강조하고 다신전14)을 등초한 것도 결국 그런 차원이었다.
그래서 초의선사는 차를 수행의 매개로 쓰고 있는 승려들을 위해 제대로 된
차를 만들어 마시도록 하기 위하여 차에 대한 이론을 정리한 것이다. 그것의
첫 번째 작품이 다신전이었다. 결국 그는 치밀하게 수립한 차에 대한 이론
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선수행을 행한 것이었다.
초의는 자신이 차를 애호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예부터 성현들이 모두 차를 사랑한 것은

古來賢聖俱愛茶

군자와 같이 삿됨이 없는 성품 때문이라네.

茶如君子性無邪15)

차의 성품이 삿됨이 없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차를 통해 도를 깨칠 수 있음
을 전제로 한다. 이 말은 성현들이 추구하는 도와 차에 담긴 도가 만날 수 있
기에 그 도에 접근하는 방편으로써 차를 사용하고자 한다는 말도 된다. 차의
본체가 되는 물과 그 물의 정신이 되는 차가 잘 조화된 그런 차를 마실 때 갖
가지 추하고 더러움을 떨쳐 버리고 참된 기운을 들이키게 됨으로써 대도(大
道)를 이루게 된다는 것16)이다.
승려가 차를 마시는 행위는 선의 한 방편으로 인식되었다. 차를 통한 선수
행을 하는 승려의 사례를 하나 보겠다. 고려의 승려인 무의자(無衣子) 혜심(慧
諶․1178~1234)이 쓴 <차샘>이라는 시에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묵은 이끼 속으로 솔뿌리 뻗고

松根去古蘇

돌구멍엔 시원한 샘물 솟누나.

石眼迸靈泉

호쾌한 방편을 얻기 어려워

快便不易得

조주(趙州)의 선(禪)을 몸소 잡아 보노라.

親提趙老州
<茶泉>, 無衣子詩集 권하(下)

14) 초의가 칠불사에서 다신전이라고 이름을 붙여 필사한 책의 원본은 ｢만보전서｣(萬寶全書)이다. 만
보전서는 풍물을 기록한 중국의 백과사전과 같은 것이다. 그 중 경당증정만보전서(敬堂增訂萬
寶全書) 14권의 일부 내용인 ｢채다론｣(採茶論)이 다신전이고, ｢채다론｣의 원본은 장원이 쓴 다
록이다.
15) ｢奉和山泉道人謝茶之作｣, 艸衣詩藁 권하(下).
16) 김상현, ｢초의선사의 다도관｣, 史學志 10집, 1976, 69~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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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위 시에서 깨달음에 이르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조주의 선’ 즉 ‘차’를 달
여 마시노라라고 하였다. 조주의 선(禪)은 바로 차를 말한다. 마지막 구에서
‘조주의 선을 몸소 잡는다’고 한 것은 깨달음에 이르는 다른 방편을 얻기 어려
우므로, 조주가 제시한 가장 쉬운 방편을 택해 몸소 차를 달여 마신다는 뜻이
다. 조주의 이 화두는 차와 오도(悟道)를 연결시킨 다선일미라든가, 평소 차를
좋아하는 선사가 단순히 내뱉은 말에 불과하다든가, 일상선(日常禪)을 강조한
화두라든가 하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다. 그러나 초의선사가 다신전 발문에
서 “총림에는 간혹 조주풍이 있으나 다도를 다 알지 못해 베껴서 보인다”(叢林
或有趙州風 而盡不知茶道 故抄示)라고 언급한데서 알 수 있듯이 불가의 음다
풍(飮茶風)은 조주풍이라 하여 선풍(禪風)의 하나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차는 불교의식의 일종으로 불전에 공양되기도 했는데, 조선의 승려 기화
(己和․1376~1433)는 진산(珍山) 스님의 영전에 아래와 같은 게송을 지어 올
렸다.
한 잔의 차는 한 조각 마음에서 나왔고

一梡茶出一片心

한 조각 마음은 한 잔의 차에 담겼네.

一片心在一梡茶

부디 이 차 한 잔 맛보소서

當用一梡茶一嘗

맛보시면 무량의 즐거움 생길지니.

一嘗應生無量樂

<爲珍山和尙 獻香飯獻茶獻垂語>, 涵虛堂得通和尙語錄.

기화가 진산 스님이 입적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지은 게송이다. 이처럼
차를 마시거나 공양하는 행위는 승려의 수행이자 의식의 하나로 받아들여졌
고, 일상의 일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 시는 한 잔의 차에 한 조각 마음이 담
겼으니, 차를 마시면 무량의 즐거움이 생긴다고까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즉 차를 마시면 깨달음은 물론이고 부처가 된다는 것이다.
서산대사도 차를 수행의 매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다음과 같은 시
를 읊었다.
산승의 평생 사업은

衲子一生業

차 달여 조주(趙州)에게 드림이라.

烹茶獻趙州

한시를 통해 본 하동 花開 茶의 제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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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은 식고 머리 또한 쇠었으니

心灰髮已雪

어찌 다시 세상사를 생각할까?

安得念南州
<道雲禪子>, 淸虛集 권2.

승려의 몸으로 많은 직함을 갖고 일했는데, 이제 늙었으므로 더 이상 세상
사업에는 관심을 끊고 승려의 본분에 충실하겠다는 다짐을 읊었다. 마지막 구
원문의 남주(南州)는 수미사주의 하나인 남섬부주(南贍部洲)인데, 곧 사비세
계를 뜻한다. 즉 위 시에서 서산대사는 차를 매개로 선수행을 통해 부처의 세
계에 다가갈 수 있음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지은 서산대사의 시를 한 수 더 보자.
우거진 풀숲에서 찻잎을 따서

百草林中采取成茶荔

장강의 물로 옥사발에 차를 달여 내네.

烹出玉甌揚子江心水

깨우친 장주(莊周)는 꿈에서 깨고

破闇莊周胡蝶夢回

깨달은 조주(趙州)는 차맛을 아네.

滌去昏迷趙州知滋味
｢拜獻甘露茶｣, 雲水壇謌詞

위 작품의 첫 구에서 찻잎을 딴다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볼 때 화개의 사찰
에서 수행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운수단은 서산대사가 1607년 지은 불
교의식집으로, 감로차를 헌공할 때 쓰던 가사이다.
이러한 차를 통한 수행의 배경에서 각안은 <다가>(茶歌), <다약설>(茶藥
說)과 같은 전문적인 글을 남겼는데, 특히 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읊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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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막 갠 곡우 날

穀雨初晴日

펴지지 않은 연록빛 찻싹을

黃芽葉未開

솥에 살짝 덖어 내어

空鐺精炒世

측백나무 틀로 모나거나 둥글게 찍어내어

栢斗方圓印

죽순 껍질로 포장하네.

竹皮苞裹裁

바깥바람 들지 않게 단단히 간수하니

嚴藏防外氣

찻잔 가득 차 향기 감도네.

一椀滿香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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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시는 1878년에 지은 것으로, 초의선사가 입적한 지 12년 째 되던 해이다.
아마도 초의가 만든 차를 간직해 두었다가 달여 마시며 지은 것 같다. 그 내용
을 보면 ‘초의차’는 덖고 말리고 포장하는 방법에 있어 하나의 완성된 품격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정호(鼎鎬․1870~1948)의 <옥보대 아래 다풍
이 크게 무너지다>17)를 보면, 초의의 동다송을 인용하여 다풍이 크게 무너
졌음을 말하고 있다. 이것의 의미는 초의 때 다풍이 가장 융성했다는 뜻인지
도 모르겠다.
옥보대는 칠불사의 뒤편에 있는 누대이다. 초의 선사는 동다송에서 그곳
의 중들이 쇤 찻잎을 나물 삶아 내듯 하는 것을 개탄하여 읊었지만, 정호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인용한 다음 탕약 마시듯 차를 마시는 당시의 다풍을 들면서
다법이야 더 논할 것도 없다고 한 것이다.

Ⅲ. 화개 차와 다세(茶稅)
차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한 해 동안 차를 공납해야 하는 양이 정해져 있었
기 때문에 특히나 정성스럽게 가꾸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재배
하고 제다하여 가장 좋은 차는 왕실로, 그 다음에는 관청으로 공납을 하였다.
그러나 작황이 좋지 못해 공납해야할 양이 다 채워지지 않으면 곡식으로 차를
바꾸어서라도 양을 맞추어야 했다. 그래서 차 농사를 짓는 백성들에게 차는
고역의 대상이었다.
그들의 고통은 어떠하였을까? 다음은 이규보가 화개 차와 차 농사를 짓는
백성들의 모습을 읊은 내용이 들어있는 시이다. 앞에서 예를 든 <손한장(孫翰
長)이 다시 화답하기에 차운하여 부치다>이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문장가들이

古今作者雲紛紛

초목을 품제(品題)하여 호탕한 기개 발휘했네.

調戲草木騁豪氣

장구(章句)를 마탁하여 스스로 기이함을 자랑했는데

磨章琢句自謂奇

사람들의 읊조림은 취미 각각 다르구나.

到人牙頰甘苦異

17) <玉寶臺下茶豊大壞>, ｢石林隨筆｣, 石顚文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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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의 시 홀로 대중에서 뛰어났으니

壯元詩獨窮芳腴

아름다운 문장 뉘라서 찬탄하지 않겠는가.

美如熊掌誰不嗜

임금님이 구중궁궐에 부르시어

玉皇召入蓬萊宮

은대의 요직(要職)에 등용하였네.

揮毫吮墨銀臺裏

그대는 낙락한 천길 소나무라면

君材落落千丈松

불초한 이 몸은 칡덩굴 같다네.

攀附如吾類縈虆

그대와 동료가 아니므로 언급하였다.
우연히 유다의 시를 지었는데

率然著出孺茶詩

그대에게 전해짐을 어이 뜻했을까.

豈意流傳到吾子

시를 보자 화계 놀이 홀연히 추억된다네

見之忽憶花溪遊

화계(花溪)는 차의 소산지(所産地)인데, 그대가 진양에서 부기(簿記)를 맡
아 볼 때 찾아가 보았으므로 화답한 시(詩)에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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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일 생각하니 서럽게 눈물이 나네.

懷舊悽然爲酸鼻

운봉의 독특한 향취 맡아보니

品此雲峯未嗅香

남방에서 마시던 맛 완연하다네.

宛如南國曾嘗味

따라서 화계에서 차 따던 일 논하니

因論花溪採茶時

관에서 감독하여 노약(老弱)까지도 징발하였네.

官督家丁無老稚

험준한 산중에서 간신히 따 모아

瘴嶺千重眩手收

머나먼 서울에 등짐 져 날랐네.

玉京萬里頳肩致

이는 백성의 애끊는 고혈(膏血)이니

此是蒼生膏與肉

수많은 사람의 피땀으로 바야흐로 이르렀네.

臠割萬人方得至

한 편 한 구절이 모두 뜻 있으니

一篇一句皆寓意

시의 육의 이에 갖추었구나.

詩之六義於此備

농서의 거사는 참으로 미치광이라

隴西居士眞狂客

한평생을 이미 술 나라에 붙였다오.

此生已向糟丘寄

술 얼근하매 낮잠이 달콤하니

酒酣謀睡業已甘

어이 차 달여 부질없이 물 허비할쏜가.

安用煎茶空費水

일천 가지 망가뜨려 한 모금 차 마련했으니

破却千枝供一啜

이 이치 생각한다면 참으로 어이없구려.

細思此理眞害耳

그대 다른 날 간원에 들어가거든

知君異日到諫垣

내 시의 은밀한 뜻 부디 기억하시게.

記我詩中微有旨

산림과 들판 불살라 차의 공납 금지한다면

焚山燎野禁稅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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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백성들 편히 쉼이 이로부터 시작되리.

唱作南民息肩始

손한장은 옥당(玉堂) 손득지(孫得之)이다. 손득지는 이규보·이인로 등과
서로 시를 주고받으며 한림(翰林)으로 활동했고, 부평의 옛 지명인 계양도호
부의 태수를 역임한 고려 후기의 문신이다.
위 시는 이규보가 한림원 재직 시절인 40대에 지었다. 시의 내용을 보아 차
를 애호하는 이규보가 벗인 손한장이 마침 진양목에 재직하고 있어 관할지역
이자 차 생산지로 유명했던 하동현 화개에 직접 다녀갔음을 알 수 있다. 이규
보는 차 공납에 동원된 농민들이 고통 받는 직접적인 원인은 관아에서 노약자
와 나이 어린 사람들을 동원하여 험한 산중에 몰아넣어 차를 따게 하고, 헐벗
은 몸에 등짐으로 서울로 차를 운반하는 강제적인 노역 때문으로 묘사하고 있
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지방관아를 통해 가혹한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도
록 만든 중앙정부의 차 공납에 있다고 보고 차밭을 불살라 공납을 하지 못하
도록 하는 것이 농민을 편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정부의 관리인
그가 볼 때에도 세금으로 납부하는 차의 생산 공납18) 자체가 백성들에게는 큰
고통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 마디로 차나무를 불 태워 없애 버리면 차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이고, 백
성은 차 만드는 노역에 동원되지 않아 좀 편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공납으
로 인한 백성들의 힘겨움이 얼마나 컸으면 지인에게 훗날 관직을 맡으면 차세
로 고통 받는 백성을 위해 차세를 없애 달라며 부탁까지 하였을까?
화개 지역은 현재도 경사가 심하고 암석이 많은 산록에 대부분 야생의 상태
로 차나무가 산재해 있는 전경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이규보의 시 내용을 재구성해보면 고려시대 진주목 관할 부곡지역으로 편
재된 화개에서 향민들을 부역으로 동원하여 차를 따는 장면을 통해 이 지역에
는 많은 야생 차나무가 관의 감독 하에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진주목에서 파견된 관리나 마을의 우두머리인 승수(僧首)19)나 향리에 의해서
18) 1794년 11책 필사본으로 간행된 부역실총(賦役實總․규장각 소장)에 보면 하동에서 타 지역에
상납하는 차의 양이 기록되어 있다. 경상도 감영에 작설 5근 11량, 통영 수군통제사에 작설 1말 6
되, 통영에 작설 8되, 하동읍 자체 소용되는 양 작설 4말 등으로 생산지 면리에서 전례와 같이 납
부하도록 기록돼 있다.
19) 高麗史 卷五十七 志 卷第十一 地理 二 경상도 진주목 연혁 ; 진주목은…화개(花開)와 살천(薩
川)의 두 부곡(部曲)이 있다.(그 우두머리는 모두 머리를 깎았으며, 승수(僧首)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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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례대로 정해진 순번에 따라 요역이 정해지고, 차를 따 모은 뒤 제다 작업과
포장으로 이어졌을 것20)이다. 어느 정도는 정해진 법규대로 차 농사 및 제다
된 차의 운반이 이루어졌겠지만 관리나 향리들의 중간착취 등으로 인해 차 재
배 백성들이 수탈을 당하거나 과중한 다세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음을 상
정해볼 수 있다.
고려의 공납물 납부과정의 경우 군현의 공안(貢案)에 정해진 물종과 물량
의 공납물이 준비가 되면 수령의 책임 아래 운반의 역(輸役)을 징발하여 중앙
으로 운반․납부하였다. 곡물의 경우는 중앙의 좌․우창(左․右倉)으로 배
로 운반되었지만, 공물과 진상물은 다양한 물품을 필요시기에 수시로 납부하
여야 하는 특성상, 주로 육로를 통하여 중앙으로 운반되었다. 이때 주로 이용
된 교통수단은 국가의 공적인 교통수단으로 설치된 역․관(館)과 사원에 소
속되었던 원(院) 등이 활용되었다21)고 한다.
화개지역은 아니지만 지리산 함양에서도 다세와 관련한 시 작품이 있다.
무오사화 때 부관참시를 당한 점필재 김종직이 함양 군수로 재직 시 군민들의
차세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에서 직접 차를 생산하기 위하여 다원을 조
성한 것이다.
시제는 <다원에 대하여 두 수를 짓다>(茶園 二首 幷敍)로 병서(幷敍)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즉 상공(上供), 정부에 바치는 차가 함양에는
생산되지 않는데도, 해마다 백성들에게 이를 부과해 백성들은 다른 지역에서
사왔던 것이다. 그래서 김종직이 함양에 부임한 후 그 폐단을 알고 이것을 백
성들에게 부과하지 않고 관에서 자체로 여기저기 구걸하여 납부했다. 그러다
관에서 다원을 조성하여 차를 재배했다는 내용22)이다.

20) 박영식, ｢이규보와 김종직의 차 공납 관점에 대한 재해석｣, 차문화․산업학 38, 국제
차문화학회, 2017, 36~37쪽.
21) 高麗史 卷八十 志 卷第三十四 食貨三 賑恤 ; 高麗史 卷八十二 志 卷第三十六 兵二 站驛 ; 박
영식, 위의 논문, 37-38쪽. 박영식은 이규보와 김종직의 차 공납 관점은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묘
사이며, 당시 정해진 규정대로 공납이 진행되어 이들의 관점은 재해석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 金宗直, 佔畢齋集 권10.
“上供茶 不產本郡 每歲 賦之於民 民持價買諸全羅道 率米一斗得茶一合 余初到郡 知其弊 不責諸民
而官自求丐以納焉 甞閱三國史 見新羅時得茶種於唐 命蒔智異山云云 噫 郡在此山之下 豈無羅時遺
種也 每遇父老訪之 果得數叢於嚴川寺北竹林中 余喜甚 令建園其地 傍近皆民田 買之償以官田 纔
數年而頗蕃 敷遍于園內 若待四五年 可充上供之額 遂賦二詩”
함양의 경우 세종실록지리지의 기록 이후에 차의 생산을 찾아볼 수가 없다. 김종직의 글에서는
관영 차밭을 분명 조성하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후로 차의 생산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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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직의 시 2수는 다음과 같다.
신령한 싹 올려 성군께 축수코자 하는데

欲奉靈苗壽聖君

신라 때의 종자를 오랫동안 찾지 못하였네.

新羅遺種久無聞

이제야 지리산 아래에서 채취하였으니

如今擷得頭流下

우리 백성들 부담을 덜 수 있을까 기쁘네.

且喜吾民寬一分

죽림 밖 황량한 동산 두어 이랑 언덕에

竹外荒園數畝坡

언제쯤 자주색 꽃 검은 부리 무성해질까?

紫英烏觜幾時誇

다만 백성의 심두육을 치유할 뿐

但令民療心頭肉

속립아를 상자에 담아 바치기를 바라지 않네.

不要籠加粟粒芽

김종직이 1471년 함양 군수로 부임하여 엄천사 북쪽 죽림에 다원을 조성하
고 시 2수와 함께 그 서문을 쓴 것이다. 이 서문을 통해 차를 공물로 바치던 실
상, 차의 거래에 대한 내용 등을 알 수 있고, 또 이어지는 시에서 지방관으로서
백성의 부담을 덜고자 한 애민적인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그의 시
는 조선 초기 차 문화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학작품이자 사료이다.
이규보의 시는 그가 직접 화개를 답사해 지은 내용이어서 차 생산을 하던
농민들의 고통과 애환을 목도하는 것처럼 생생히 읽을 수 있다. 그들의 힘듦
이 얼마나 컸으면 차밭을 불살라야 그 노역이 없어진다고 하였을까?

Ⅳ. 끝맺는 말
이상으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한시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차 시배지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경남 하동군 화개면에서 생산되고 있는 차의 양상들에 대
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데는 화개가 우리나라에서 차 생산지로 가장 유명한
곳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이곳에서 생산되는 차에 대해 고전 자료를 활용한

만 이후의 조사된 문헌 중에선 함양에서의 차의 생산을 찾아볼 수가 없다. 차밭이 유지되지 못한
여러 이유가 있을 터인데 아직 차나무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자연재해의 영향을 입
은 것인지, 아니면 함양 군민들이 고역이 두려워 차밭을 없애버린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후자
일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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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화개 차의 생산과 소비가 삼국시대 이후로 고려시
대와 조선시대를 거쳐 우리나라의 차 생산지로 면면이 맥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몇 가지 이유에서였다.
첫째는 화개 지역에 수많은 사찰이 수행처로 존재했었다는 사실이다. 우리
나라 선수행과 차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선다일미, 즉 차가 도에 이르는 매개
물로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칠불사 등 사찰에서도 승려들이 차나무
를 직접 재배해 법제를 함으로써 차 농사를 짓는 백성들이 과중한 다세에 부
담을 느껴 차밭을 인위적으로 없앤다고 해도 이 지역에서 차 생산이 계속 이
어져왔다는 사실이다. 셋째는 화개지역은 화개동천을 가운데 둔 지리산 산록
지형이어서 타 작물 재배보다는 차나무가 식생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한편, 고려와 조선시대 문사들과 승려들이 화개 차를 소재로 수많은
시를 읊게 됨으로써 내용면에 있어서 더욱 풍성한 작품들이 양산되었으며, 이
러한 것은 우리나라 고전문학에 있어 ‘다시’(茶詩)라는 한 장르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그와 동시에 다시라는 작품 속에서 문사들과 승려들의 다양한 인식과
사유를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얻을 수 있었다. 즉 차와 관련된 한시
를 통해 시인들이 당대의 정치와 사회, 그리고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
었는가를 분석해낼 수 있다는 것 등이다. 또한 차 농사를 짓는 백성들이 처했
던 상황과 그들이 짊어져야 하는 고통이 어떤 것이었는가도 알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고려와 조선시대 때부터 임금에게 진상하던 차로서의 기능과
조선시대 최대 차밭으로서의 기능, 칠불사와 그 인근 암자에서 승려들의 수행
매개로서의 기능을 구분하여 정리를 했다. 또한 고려시대 대문호였던 이규보
의 시를 통해 화개지역 차 생산 농민들의 고통을 다세와 관련해 들여다보았
다.
앞으로 이를 계기로 화개 차에 대한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많은 연구가 이
루어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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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the Aspects of the Hadong Hwagae Tea through the
Classic poetry
Jo, Hae-Hun
Many writers and monks of the Goryeo and Joseon Dynasties, in
particular, leave a poem about the story of the Hadong Hwagae Tea. Just in
November last year, Hwagae Tea were listed as one of the world's major
agricultural heritage. In this article, we looked at how Hwagae's design
difference is depicted in the works.
According to the original works, Hwagae tableware was a true tea for the
king. In addition, the early tea master who established the theory of Korean
tea testified in Dongdasong that the Hwagae area had the largest tea field of
the Joseon Dynasty in terms of its size. It was also noted that the Hwagae
tea served as a tool for Buddhist monks in Chilbulsa Temple and Hwagae
area. The residents of Hwagae, where the tea is produced, were also
suffering greatly from heavy tea taxes.
The writers and monks enriched the nation's literature by creating a new
literary genre called 'tea poetry' by writing a poem about tea. Through their
comeback, they were able to guess not only the times of the day but also
what their reasons were.
In the meantime, tea consumption in Goryeo Dynasty and Joseon
Dynasty, when Buddhism was reduced due to the encouragement of
Buddhism, continued to exist, especially with temples. This is because the
tea developed into a maze that was inseparably related to the road.
The Hwagae region was able to have a status from ancient times as a
region of working tea because of the nature of the region, it would not be
able to produce the most crops except for the production of Hwagae-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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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most of Hwagae is still operated as a wild tea field.
Key Word : Hwagae Tea, Jin Sang-tea. The largest tea field of the Joseon
Dynasty, performance equipment, and heavy car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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