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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살이와 슬로우시티의 고장 하동

축제는 그것이 연희되는 사회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다. 사회의 발전 방향을 앞서 예견하기도 하

고,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축제로 표

현하며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따라서 지역

축제는 때로 지역주민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며 일상의 작은 것이 가지는 큰 힘의 가치를 알려

주는 사회의 지침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축제를 단순한 여흥거리 이

상으로 평가하기를 꺼려하지만 현대인들의 삶에서 

축제의 자리가 점점 커져가는 것만은 분명하다.

영호남의 접경지역이면서 지리산과 섬진강으로 

둘러싸인 채로 남해바다를 바라보는 하동은 가야문

화권과 백제문화권의 영향을 받았다. 원 지명은 한

다사군(韓多沙郡)이었다가 757년에 하동군으로 개

칭하였다. 1919년에는 하동장을 비롯하여 진모, 옥

종, 화개 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독립만세를 외치다 

살해·투옥되기도 하였으며, 1948년 여순반란사건 

때는 일부 지역이 불타기도 하였던 곳으로 굴절 많

은 역사적 소용돌이를 이겨낸 곳이다. 한편 2009년

에 차재배지로는 세계 최초로 국제슬로우시티로 지

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는 등 자연과 사람이 공

존하는 삶의 공간이 되고자 노력하는 곳이다.

인구 5만 5천 명의 하동군은 농림어업에 종사하

는 사람들이 72.6%를 차지하고 있다. 야생녹차, 재

첩, 대봉감, 배, 딸기, 매실, 밤, 전어, 참송어 등 다

양한 특산물을 가지고 있어 이를 소재로 한 축제도 

많이 가지고 있다. 고로쇠약수제, 화개장터벚꽃축

제, 섬진강여름축제, 술상전어축제, 북천메밀꽃축

제, 대봉감축제, 은행나무축제, 참숭어축제, 개천대

제, 토지문학제 등의 축제들이 있다.  

이 중에서 하동군을 대표하는 축제이면서 최근

에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한 하동야생차문화축제를 

살펴보자. 야생차를 소재로 한 축제의 발전과정과 

축제의 의미를 이해하다 보면 특산물축제가 단순

한 특산물 판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님을 새

삼 깨닫게 될 것이다.  

1200년의 하동야생차 이야기

우리나라에 차가 전래된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하다. 828년 흥덕왕 3년에 당나라에 

사신으로 갔던 김대렴(金大廉)이 차 종자를 가져와 

이를 왕이 지리산에 심게 하였고 이것이 현재까지 

의 근원이 되었다고 보는 설과 가야의 수로왕비 허

하동군을 대표하는 축제이면서 최근에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한 하동야생차문화축제. 

야생차를 소재로 한 축제의 발전과정과 축제의 의미를 이해하다 보면 특산물축제가 단순한 특산물 판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님을 새삼 깨닫게 될 것이다.



1)http://blog.naver.com/hdnews9001?Redirect=Log&logNo=130015629544

씨가 인도에서 가져온 차씨를 심은 것이라는 설이 

있다. 그러나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나라에 본래 자

생적으로 야생토종차가 있었고 이것이 하동을 중

심으로 재배되었다는 주장도 강하다. 인공재배가 

아니라 야생에서 재배되는 것은 하동차 성분이 다

른 차 성분과 차이 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신라말기 우리나라는 유학승들에 의해 도입된 

선종(禪宗)과 함께 차 문화가 빠른 속도로 발전한

다. 게다가 고려시대에는 숭불사상에 입각해서 모

든 과정에 다례가 겸비되었다. 모든 궁중 다례에서 

차, 꽃, 과일, 약을 담당하는 다방(茶房)을 설치했

고, 왕의 순행(巡幸)에서 차 일을 담당하는 차군사

(茶軍士)가 있을 정도였다. 민간에서도 차를 마시

고 쉬어갈 수 있는 다점(茶店), 중국차를 파는 상점

이 생기면서 민간 차원에서도 차를 마시는 문화가 

급격히 확산된다.

당시에 지리산 화개동에는 차를 재배해서 진

상하던 다소(茶所)가 있었는데, 고려시대에 차

를 따서 공납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 주민들이 겪

어야 하는 고통에 대해 읊은 이규보(白雲 李奎報, 

1168~1241년)의 시가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

集)』에 수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因論花溪採茶時(인론화계채다시) 

/ 화계에서 차  따는 일 말하건대

官督家丁無老雉(관독가정무노치)  

/ 관의 독찰은 장정 노약자 구분 없었네.

抱嶺千里眩手收(포령천리현수수) 

/ 험준한 산중에서 간단히 따 모아

玉京萬里洋肩致(옥경만리양견치) 

/ 멀고 먼 서울로 등짐 져 날랐네.

此是蒼生膏與肉(차시창생고여육) 

/ 이것은 백성들의 고혈과 살점이고

割萬人方得支(연할만인방득지) 

/ 만인의 피땀으로 간신히 얻음이네1).

출처: www.festival.hado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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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님께 진상하던 화개차는 험한 산중에서 따 

모아진 것으로 품질이 뛰어나고 귀해서 임금님의 

하사품이나 예물로 간주되기도 하였으며, 조선시

대에는 화개차의 명성이 더욱 높아져 중국으로 사

행을 떠나는 사신들이 화개차를 가져가기도 했다. 

상류계층이 최상품의 차를 음미하는 동안, 또 다

른 많은 사람들은 지리산 속에서 힘들게 찻잎을 모

았다는 사실이 찻잔 위에 어른거리는 듯하여 마른  

차 잎 한 쪽도 가볍게 여길 수 없을 것 같다. 

하동군은 밤낮의 기온차가 크고 토양은 약산성

이고 수분이 충분하며 자갈이 많은 사력토질로 차

나무 재배에는 최적의 환경이다. 화개골에서는 4

월 중순부터 5월 하순까지 찻잎을 딴다. 찻잎은 밤

이슬을 흠뻑 머금은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동틀 무

렵부터 따서 오전까지 딴다. 곡우전인 음력 4월 20

일 경에 딴 찻잎이 최상품인 우전(雨前)이고, 그 

다음으로 세작, 중작, 대작의 순으로 가격이 매겨

진다. 하동에서 생산되는 차 중 고급녹차가 전체 

녹차의 95%를 차지하고 보급형 차는 5%에 불과

할 정도로 상등급의 차를 생산한다. 하동의 연간 

차 판매량이 200억 원에 달하고 전국 생산량의 약 

25%가 하동에서 난다. 

고급차는 그 공정과정에 상당히 섬세한 손길이 

요구된다. 새벽에 찻잎을 따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가마솥에 넣고 계속 뒤적거리면서 덖음질을 한다. 

그것을 꺼내 돗자리나 멍석에 놓고 손바닥으로  문

지른다. 찻잎의 표면을 살짝 벗겨내는 작업으로 이

것은 차의 맛과 향을 좋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다시 덖음질을 하고, 이것을 반복해서 9번씩 한다. 

우전과 세작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니 가격이 당연

히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5월 초 농사일이 아직은 바쁘지 않은 시

기에 농민들에게는 찻잎을 따는 작업이 생활에 상

당한 도움이 되는 것이다. 하동야생차가 지역주민

의 중요한 생계원이 된 것은 20여 년 남짓이다. 80

년대를 넘어가면서 건강한 삶에 관심이 급격히 증

가하고 또한 동양적인 삶의 모습과 가치에 대한 인

식이 새롭게 이어지면서 차에 대한 관심도 같이 증

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녹차는 차뿐만 아니라 녹차냉면, 녹차칼국수, 녹

차수제비, 녹차케익, 녹차떡 등의 음식, 다양한 미

용제품, 건강식품의 재료로 활용된다. 특히 잎이 

크게 자란 큰 녹차잎은 차로는 가치가 떨어지지만 

오히려 엽록소나 탄닌 등의 성분이 많아서 기능성 

식품에 활용하기 좋아 가공식품에 쓰인다. 결국 차

하동군은 밤낮의 기온차가 크고 토양은 약산성이고 수분이 충분하며 자갈이 많은 사력토질로 차나무 재배에는 

최적의 환경이다. 화개골에서는 4월 중순부터 5월 하순까지 찻잎을 딴다. 곡우전인 음력 4월 20일 경에 딴 찻잎이 최상품

인 우전(雨前)이고, 그 다음으로 세작, 중작, 대작의 순으로 가격이 매겨진다.



는 1년 내내 농가에 주요한 수입원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이다.  

웰빙바람과 다이어트 열풍으로 차소비가 급격

히 늘어났고, 이것은 급기야 차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회문화적 요소

가 되었다. 

하동야생차축제의 의미와 가치

하동야생차축제는 1996년에 시작되었다. 이 시

기는 1995년 우리나라 지방자치체가 시작된 이후 

하동야생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상

당히 많은 축제가 새로 생겨난 때이기도 하다. 즉 

하동야생차 축제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

방자치제라는 지방행정구조의 변화와 긴밀한 관계

를 가진다.  

축제는 매년 5월 초에 4~5일간 화개면의 차시배

지, 차문화센터, 쌍계사, 화개장터, 악양면 평사리 

최참판댁 일원에서 펼쳐지면서 지역 내에 활발한 

경제효과뿐만 아니라 하동군민의 애향심과 지역

적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2009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최우수 문

화관광축제로 지정되어 문화관광적 가치를 국가적 

차원에서 인정받고 있기도 하다. 

야생차축제의 가치와 의미를 좀 더 정확히 이해

하기 위해서 관심 있게 볼만한 프로그램으로 시배

지 다례식, 최고 차나무 헌다례(1000년 이상 살아

온 것을 인증 받은 최고 차나무로 높이가 4.15 m, 

지름이 18 cm이다), 대렴공 추원비 헌다례 등이 공

식행사로 진행되고, 퓨전창작무용공연, 다원음악

회, 청소년차문화대전, 다문화가정 차문화 페스티

벌, 녹차비누만들기, 야생차칵테일바, 녹차노천탕, 

녹차마을체험행사 등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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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는 매년 5월 초에 4~5일간 화개면의 차시배지, 차문화센터, 쌍계사, 화개장터, 

악양면 평사리 최참판댁 일원에서 펼쳐지면서 지역 내에 활발한 경제효과 뿐만 아니라 하동군민의 애향심과 

지역적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다. 하동야생차의 1200년 역사가 하동야생차축제 

프로그램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음을 알 수 있

다. 축제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하동야생차축제

의 역사를 재미있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동야생차축제는 계속 발전하고 있는 축제이기

는 하지만, 군이 주도하고 있다 보니 몇 가지 해결

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다. 하동군민과 차를 생

산하는 농민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

하다는 것, 매년 개최되는 축제들이 서로 계속 이

어지면서 장기적인 시너지효과를 내기보다는 매년 

개별적인 행사를 치르면서 전문성이 축적되지 못

한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점은 장기적인 축제발

전과정에서 반드시 검토 되어야 할 것들이다.

그러나 조용한 농촌의 정취를 만끽하고, 우리 선

조들이 음미했던 야생차의 향기에 취해보면서 따

스한 봄날을 온 몸으로 느껴보기 위해서, 섬진강 

줄기를 따라 화개장터를 향해 가는 발걸음은 상당

히 가벼울 것이다. 

출처: www.festival.hadong.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