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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cordingto『TheAnnalsoftheJoseonDynasty』,weknow thatkoreanancestorsconfusetea

prescriptionwithgreentea.ItmakesculturalmisunderstandingTeadoesn’tmeangreenteabuttea

prescription.ItiscausedthatteaprescriptionhasbeencalledteahabituallyinKorea.Koreandon’tdrink

greenteamuch.Instead,theyhavehadahabitofdrinkingdecoctionofmedicinalherbsandtheycalled

ittea.ThishabithasdevelopedintoKoreantraditionalteaculture.

InthepalaceintheJoseonDynastyperiod,Ginsengteawasusedintheteaceremony.Whentheking

hadpoorhealthorhadadiseaseorwasevenontheeveofdeath,aroyalphysiciantriedtocurehim

bytea.Theyusedabout30kindsofteaaccordingto『TheAnnalsoftheJoseonDynasty』Suchas

ginsengtea,astragalustea,gingertea.Teainkoreaisnotadrinkbutthewaytocureadisease.

Koreanpeopleusuallygettodrinkdecoctionofotherherbsinsteadofgreentea.Thisbecamethebasis

ofkoreantraditionalteaculture.WeneedtochangeadefinitionofKoreantealikethiswayandstudy

aboutitmuchmore.

Withthisresearchpaper,koreanteacultureshouldbestudiedonmorevariouswaysandestablished

itselfasoriginalanduniqueteaculture.Onthebasisofthisstudies,Koreanteabrandcanbefamousin

theworldlikeChineseteaorJapaneset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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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얼마 일본의 한 방송국에서 한국에 차 종

류가 많은 이유를 알고 싶다고 필자에게 인터

뷰
1)
요청을 해왔다.그들이 말하는 차는 차나무

(CamelliasinensisL.)의 잎으로 만든 차를 의

미하는 것이 아니었다.오미자차,모과차, 추

차,인삼차,율무차, 화차 등으로 일본에서는

한방약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한국에서는 차2)라

는이름을 붙여마시는것이특이하게생각되었

던모양이다.실제로우리나라에는 통차, 용

차,한방차 등으로 불리는 많은 종류의 차가 있

다.『식품공 』3)에서도 차를 ‘식물의 어린 싹이

나잎,꽃, 기,뿌리,열매 는곡류등을가공

하여물에 침출해서그여액을음용하는기호성

식품’이라고정의하고있는데,이와같이한국에

서는 차의 의미를 넓게 사용하고 있다.우리나

라에차의 종류가많은것과는별개로우리나라

사람들의 녹차 소비량은 의외로 은 편이다.

최근에 발표된 통계자료에 따르면 1인당 연간

녹차 소비량이 일본 1150g, 국 450g인데 비하

여 한국은 70g으로 히 다.4)1인당 소비량

뿐아니라산업 인면에서도한국의녹차는세계

시장에 거의 알려져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이런녹차가아닌차를차라고하

는독특한한국차의모습은언제부터시작된것

일까?19세기 후반 한국을 방문한 이방인이 남

긴 책속에 이와 련된 내용이 나온다.

“이상스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조선의 농민들

은세계의양 차생산국인일본과 국의 간

에 살고 있는 동시에, 도 상으로도 차의 생산

권에 살고 있으면서도 차의 맛을 거의 모르고

있다.향 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데 이는 일본

에서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것과 그 정도가 같다.

구름이 직 내려 물 에서조선사람들이가

장 즐겨 마시는 것은 숭늉이다.말린 인삼과 귤

껍질 는 새앙(생강)을 섞어서 끓인 차는 잔치

때나마시며,이것을만들수없을때는꿀을쓴

다.그러나 형 인 아일랜드인들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조선 사람들이 말하는「차」라 함은

무엇을 섞어서 달인 것을 의미한다.”5)

이 당시에도 조선 사람들은 국이나 일본과

1)NHK<아시안 뷰티>라는 로그램에서 JLPGA에서 활약 인 이지희 로가 경기 에 오미자차와 구기

자차를 마시는 것이 좋은 성 의 비결이라고 소개하고,나아가 한국차에 한 정보를 취재하 다.취재일

자:2012년 8월 29일.

2)본 논문에서의 ‘차’의 의미는 상술한 식품공 의 정의를 포함하는 ‘물에 담궈 우려내서 마시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차나무잎을 우려마시는 것과 구분하기 하여 차나무잎을 우려낸 것은 ‘녹차’라고 표 하고자

한다.

3)식품의약품안 청.『식품공 』.2011.

4)하동녹차연구소.‘기에 놓인 한국 차산업,해법은 무엇인가’(경남도민일보 2012년 3월 29일.)

5)W.E.그리피스.신복룡 역.『은자의 나라 한국(1882)』.집문당.1985.이성우.『한국식품문화사』.교문사.

1984:249-263.의 내용을 바탕으로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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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달리 녹차를 거의 마시지 않는 신 숭늉이

나인삼,귤피,생강,꿀등을녹차 용으로사용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그리고 조선 사람들

은 무엇을 섞어서 달인 것을 차라고 한다는

목에서 한국에 차의 종류가 많은 이유가 한국

사람들의 언어습 에서 기인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한국의 차문화에 한 연구는 다양하게 개

되어왔다.諸岡6),문7),김8),이9),정10)등은조

선의 녹차문화의 쇠퇴원인을 숭유억불정책,숭

늉문화,연 (煙草)와 막걸리의 성행,과도한 차

세,가난과 기근 등에 기인한다고 하 다. 한

이11),이12)등은옛문헌속의음청류연구를통

해 우리의 통음료를 순다류,유사다류,탕류,

장류,숙수류,미음류,미식류,식혜류,수정과류,

화채류 등으로 분류하고,150여 가지의 통음

료를정리하고분석하 다.이13),김14),조15)등

은약차에 한연구를통해 통 으로사용되

어온 약차들을 발굴하 다.

이들 연구들이 한국의 다양한 차문화에 한

개 인 분석과 해석을 내놓고 있다.본 논문

에서는 이들 연구의 내용에 바탕하면서『조선

왕조실록』에 나와 있는 ‘차’16)를 분석하여 이것

이앞서말한한국의독특한차문화의근원이됨

을 밝히고자 한다. 한,한국의 차문화 연구가

상 악이나역사 맥락의이해차원을벗어

나 한국의 독창 인 차문화 정립을 한 보다

생산 인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성을 제기하고

자한다.이를 하여,『조선왕조실록』의차의종

류를 살펴보고,차의 쓰임을 분석한 후 이들 차

가 지니는 의미를 악해 보고자 하 다.이를

통하여 독창 인 한국차의 정통성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II. 본 론 

1.『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차

조선왕조실록에는 30여종의 차가 90차례 정

도 나온다.17)시기 으로는 종 때 오미자차와

상지차가 처음 나온 이후에 조,정조,순조 때

가장 많은 종류의 차가 등장한다.차로 만들어

진 재료로는 인삼,황기,석창포,복령,귤피,계

6)崔震甲.朝鮮茶文化の衰 原因に関する一 察.日本語文學.2011:49:329-347.에서 재인용.

7)신미경.조선시 차문화. 통문화 논총.2012:10:4-23.에서 재인용.

8)김운학.『한국의 차문화』. 암사.1983:17-18.

9)이성우.『한국식품문화사』.교문사.1984:249-263.

10)정 선.『한국차문화』. 럭바 .2007:174-175.

11)이효기,두연희.한국 음청류의 분석 연구.文化財.1991:24:225-268.

12)이철호,김선 .한국의 통음료에 한 문헌 고찰.한국식문화학회지.1991:6(1):43-54.

13)이소 .조선시 약용차에 한 고찰.남도민속연구.2008:17:243-267.

14)김종오.조선시 약차 연구.경희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2010.

15)조기정,이순옥. 통 향약차(香藥茶)고찰.한국차학회지.2011:17(1):1-7.

16)‘○○茶’의 형태로 등장하는 명칭들 에 의서에 기재된 임상에서 효능이 검증된 처방들을 이르는 말이어

서 ‘차약처방’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김종오,김남일, 통차약처방의 복원을 한 문헌조사.한국

의사학회지.2007:20(1):9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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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종류 태조 정조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종 성종 연산 종 인조 명종 선조 해 인조 효종 종 숙종 경종 조 정조 순조 헌종 철종 고종 순종 빈도

인삼차 1 1 2 1 2 13 6 1 27

황기인삼차 1 1

인삼석창포차 3 3

삼령차 3 2 5

삼귤차 1 4 5

향귤차 1 1

계귤차 3 3

강귤차 1 3 4

귤강차 1 1

강차 3 3

담강차 1 1

강계차 1 1

오미자차 1 1 2

은화차 5 5

목통차 2 2

송[]차 11 11

소엽인동차 1 1

인동차 1 1

향유 차 1 1

상지차 1 1 2

사미차 1 1

연육차 1 1

은화산사차 1 1

산사차 1 1

사과차 1 1

사길차 1 1

죽여등심차 1 1

죽엽차 1 1

가배차 2 2

횟수 합계 2 2 1 3 1 2 38 10 29 2 90

표 1.『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차

피,생강,오미자, 은화,목통,송 ,소엽,인

동,향유,상지,오가피,연육,산사,사과락,길

경,죽여,등심,죽엽 등이 있다.지 도 시 에

서 매되고 있는 인삼차,귤피차,오미자차,계

피차,소엽차,도라지차 등은 오랜 역사를 가진

차라고할수있다.주로한두가지의약재로구

성된차가많았으나송 차18)와같이한약처방

을 차로해서 마신 경우도 볼 수 있다.

2.조선의 풍습은 녹차를

마시지 않는다.

한국의 차문화에 한 반 인 고찰은 여러

번 시도 되었다.이들의 공통된 의견은 고려시

17)표 1에 수록된 차의 통계는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을 체 검색하여 ‘○○茶’의 형태로

나오는 것을 찾아서 각 왕별로 나온 횟수를 집계한 것이다.

18)송 과 오가피를 주재료로 만든 소주로 조의 각기병치료에 사용되었다.술이지만 차의 이름을 가진 차

약처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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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융성했던 녹차문화가 조선시 로 오면서

쇠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쇠퇴의 원인으로는

주로 숭유억불정책과 과도한 차의 주구(誅求)로

인한 차 산업의 붕괴,식후에 숭늉을 마시는 문

화,연 나 막걸리 등의 녹차 용품 성행,가난

과기근으로끼니해결의 박함등을지 하고

있다.조선시 녹차문화의 쇠퇴와 연 된 내용

이『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세종

과 시강 (侍講官)김빈(金鑌)이 경연에서 나

화이다.

경연에 나아가 강(講)하다가 차를 매하는

법[搉茶法]에 이르러 임 이 말하기를,“ 국에

서는 어 하여 차를 그 게 좋아하는데,그의

단속을 엄히 하는가.우리나라에서는 궐 안에

서도 차를 쓰지 아니하니,좋아하는 것이 서로

달라서 이러하 다.”하니,시강 김빈이 아뢰

기를,“ 국 사람은 모두 기름진 고기를 먹으므

로,차를 마셔서 기름기가 빠져 내려가게 하려

는 것이며, 한 보통 때에 손님을 할 때에

도 반드시 차를 먼 내고 나 에 술을 들여옵

니다.”하 다.19)

두번째는선조가 국의사신과나 화의

내용이다.

“귀국에는 차(茶)가 있는데 왜 채취하지 않는

가?”하고는,좌우를 시켜 차를 가져오라고 하여

보여주며 “이것은 남원(南原)에서 생산된 것인

데 그 품질이 매우 좋다.그런데 귀국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이것을 마시지 않는가?”하기에,내

가 “우리나라는 풍습이 차를 마시지 않는다.”고

하 다.20)

세종은 궐 안에서도 차를 쓰지 않는다고 하

고,선조는 더 나아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풍습이

녹차를마시지않는다고이야기하고있다.『조선

왕조실록』의 이러한 기사는 조선 기부터 기

에이르기까지조선에서녹차가거의사용되어지

지 않았음을말해 다.이러한 통은 조선후기

까지 이어지는데 그 근거로 19세기 말에 한국을

방문하고 쓴 이사벨로 버드 비 의『한국과 그

이웃나라들(1897)』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한국인이술을좋아하는첫번째원인은아마

도시에서조차도 차를 사용하는 일이 거의 무

하다는 것과 사치스러운 청량음료들이 거의 알

려져 있지 않기 때문인 듯하다.아마도 식수로

쓰는 물이 훌륭해서 부분 그냥 먹을 수 있는

탓일 것이다.농부들은 식사 후에 뜨거운 숭늉

을 마시며,꿀물은 사치품으로 생각하고,잔치

같은 경우에는 귤껍질이나 생강에서 우려낸 액

체를 마신다.귤껍질을 말리는 것은 한국 주부

들의 큰 일 의 하나이다.모든 가집 지붕에

는 말린 귤껍질들이 고드름처럼 매달려 있다.21)

조선시 사람들이 차를 마시지 않는 이유에

하여 자신의 시각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귤껍질과 생강을 우려낸 액체를 마신다는 부분

에서 이미 백성들 사이에 이런 독특한 차에

한 인식이 많이 범 해졌고 이 한 하나의

문화 상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조

선시 사람들이녹차를 마시지않는풍습은시

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차문화를 만들어 내었다.

인삼,귤껍질,생강,꿀등을차로마시는문화가

그것이다.이러한 문화는 조선시 의 녹차문화

쇠퇴와 함께 자연스럽게 새로운 한국차의 모습

으로 자리 잡게 되었을 것이다.

19)『조선왕조실록』,세종 12년 12월 8일.

20)『조선왕조실록』,선조 31년 6월 23일.

21)이사벨라 버드 비 .이인화 역.『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1897)』.살림출 사.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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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삼차로 다례를 행하다.

『조선왕조실록』에서 다례(茶禮)는 태종실록에

‘임 이 태평 에 납시어 사신들과 더불어 다례

를 행하 다’22)는 내용에 처음 등장한 이후에

순종에이르기까지2000여번이상나온다.임

이 행한 행사 에 상당히 잦은 행사 고, 요

한행사 하나 음을알수있다.『조선왕조실

록』에다례를행하는 순서나 다례때 사용한 차

의종류를 세세히언 하고 있지는않기때문에

매번어떤 종류의차가사용되었는지알기는 어

렵다.다만 해 11년과 정조 23년에 인삼차를

가지고 다례를 행한다는 기록이 있다.

해군 때 다례를 행할 때 쓰는 인삼차에

하여 사옹원이 왕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사옹원이 아뢰기를,“오늘 차 을 한 다례

를 행할 때에, 소에서 올리는 인삼차를 마

땅히 사 에 비하여 기다렸어야 하는데 다례

를 거행할 때에 즉시 올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

라 병에 든 분량이 석 잔에도 차지 않아 어 에

올리는 것은 부득이 꿀물로 바꾸어 올렸으니,

매우 경악스럽습니다. 소 당상 을 추고하

고 낭청은 엄 하게 추고하소서.그리고 병에

담을때에 본원의색낭청이 직 시찰하지 못하

여사고를 일으켰으니잘못한바가없지않습니

다.아울러 추고하소서.”하니,윤허한다고 교

하 다.23)

다례를행할때쓰는인삼차의 비가제 로

되지 않았고,그로 인하여 다례를 치를 때 다른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여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

기에 소의 리를 벌하라는 사옹원의 제

안에 해군이 허락을 하는 내용이다.

정조 때에는 다례에서 사용하는 인삼차와 그

용품에 하여 나 화의 내용이 나온다.

도감(迎接都監)의 당상 조진 (趙鎭寬)이

아뢰기를,“칙사를 맞아들이고 보내면서 다례

(茶禮)를 행할 때 매번 인삼차를 쓰고 있는데,

인삼이 진귀한식품이기는하지만일단 늘마시

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맛을 알지 못해 거꾸

로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올

에 다례를 행할 때 직 본 것을 가지고 말하더

라도,객사(客使)가 찻잔을 받아 들고 한 번 맛

보더니 마시지를않았으니,그뜻을알만합니다.

만약 품질이 좋은 다른 차를 가져다 쓰면 온당

하게 될 듯싶으니,이 게 하는 것으로 규정을

정하도록 하소서.”하니,따랐다.24)

인삼차를다례에서쓰면그맛때문에생기는

문제가 있다고다른차를쓰자고제안하는내용

이다.

의 두 기사 내용으로 미루어 왕실의 빈

다례에 인삼차를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조선

시 궁 다례에 사용된 차는 인삼차가 주를

이루었고,이외에 작설차는 물론 생강차도 사용

되었다.25)이러한 통은 오늘날의 한국 다도에

서꽃차와같은 용차의활용으로이어지고있

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로부터 녹차 이외

의차를다도나다례에 사용하 다는사실은한

국차의 독창성을 잘 드러내 다.

22)『조선왕조실록』,태종 1년 2월 14일.

23)『조선왕조실록』, 해군 11년 8월 5일.

24)『조선왕조실록』,정조 23년 12월 27일.

25)우숙희.朝鮮時代 宮中賓禮宴享과 茶禮果盤에 한 고찰.한국차학회지.2011:17(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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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탕을 차라고 하다.

우리나라에 차 종류가 많은 것은 탕(湯)과 차

를 구분하지 않고 쓰는 언어습 에서도 기인한

다. 화탕을 화차라고 하는 것과 같이 탕과

차를 혼용해서 쓰고 있는 경우가 많다.『조선왕

조실록』에 이에 한 내용이 나오는데,선조임

과 국사신양경리간의 화 에양경리가

지 하는 내용이다.

“귀국에서는 인삼차를 마시는데 이것은 탕

(湯)이지차가아니다.그것을마시면마음에번

열이 생기므로 마음이 상쾌해지는 차를 마시는

것만 못하다.귀국의 배신(陪臣)들이 차를 마신

다면마음이열리고기운이 솟아나서온갖 일들

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하고는,이어 나에게

차 두 지를 주었는데,이는 당신도 차를 마시

면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뜻으로 깨우쳐

주려는 것처럼 보 다.26)

조선에서 마시는 인삼차가 차가 아니라 탕이

라고지 하며 국의차를 마실것을권유하는

내용이다.인삼을 끓인 물을 인삼탕이라고 하지

않고인삼차라고하는것이 국사람이보기에

는 어색하게 느껴졌던 모양이다.『조선왕조실

록』에서는 탕과 차를 섞어 사용하고 있다.오미

자탕이라고 하는 곳도 있고 오미자차라고 하는

곳도 있으며,매화차를 매화탕이라고 한 부분도

있다.27)

이는 차나무의 잎이 아닌 다른 것을 차라고

부르는 풍습이 조선에는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지 은 후 에도 보이는데,정약

용의 국어와 우리말 어휘 탐구서인『아언각

비』에 나오는 차에 한 부분이다.

차란 겨울에 푸른 나무다.육우(陸羽)의『다

경(茶經)』에는 첫째로 차(茶),둘째 가(檟),셋째

로 설(蔎),넷째로 명(茗),다섯째로 천(荈)이라

했는데 본디이것은 목의이름이요음료의이

름이 아니다.우리나라 사람들은 ‘차’자를 탕약,

환약,고약,음료처럼 각종 약물 가운데서 단조

롭게 달이는 것을 차라고 부른다.생강차,귤피

차,모과차,상지차,송 차,오과차라고 하여 습

으로 항상 쓰는 말이 되었는데,이것은 잘

못이다. 국에는 이런 법이 없는 듯하다.이동

(李洞)은시에서이 게말했다.“숲속골짝으로

은자를 해 놓고,시를 읋으며 백차(柏茶)를

달인다.”송나라 시에는 이런 것이 있다.“한 잔

창포차(菖蒲茶)요 몇 개의 사탕 떡이다”육우는

시에서이런말을했다.“차가운샘물이 로창

포 물처럼 되니,불을 피우고 한가로이 감람차

(橄欖茶)를 달인다.”이는 다 차 냄비 속에 측백

잎,창포잎,감람잎 등을 섞어 끓이기 때문에 차

라고 이름한 것이지,한 가지 특별한 것만 달인

다고 해서 차라는 이름을 함부로 붙인 것은 아

니다.28)

정약용은차가들어있지않고약물만을단조

롭게 달인것을차라고 하는우리의언어습 을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다.하지만 이것이 국

과어법이다르기때문에잘못되었다고 하기보

다는 오히려처방구성이단조로운약물을달여

차라고 하는 차약처방의 통을 한국차의 독특

한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을 것이다.

26)『조선왕조실록』,선조 31년 6월 23일.

27)『조선왕조실록』, 종 39년 11월 5일의 기사에 “심열과 갈증이 아직 없어지지 않았으므로 소시호탕을 들

습니다. 수라를 못 드시고 율무죽만 드십니다.매화탕(梅花湯)과 상지다(桑枝茶)도 열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드립니다.”라고 하여 탕과 차를 혼용하여 쓰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

28)송재소 외.『한국의 차 문화 천년 2』.돌베개.2009:70-7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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蔘茶 종개수(3),숙종(1),경종수정(1), 조(13),정조(6)

人蔘茶 해군일기 본(1),순조(1)

參茶 경종(1)

人參茶 선조(1)

蔘苓茶 조(3),순조(2)

蔘橘茶 조(1),순조(4)

人蔘黃 茶 종(1)

人蔘石菖蒲茶 순조(3)

四味茶30) 선조(1)

표 2.『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인삼차와 인삼이 들어간 차

5.차로 몸을 보하다.

구 에서 ‘KoreanTea’를 검색해보면 연

검색어로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이 인삼차다.그

만큼 외국에도 많이 알려진 차가 인삼차다.조

선왕조실록에도가장여러 번나오는차는 인삼

차다.삼차(蔘茶)24번,인삼차(人蔘茶)2번,삼

차(參茶)1번,인삼차(人參茶)2번,모두 29번나

온다.29)이외에 인삼에 다른 재료를 배합해 만

든 삼령차,삼귤차,인삼황기차,인삼석창포차,

사미차등에 한언 도있다.선조때처음나

오고 조 때 가장 많이 나온다.

인삼차의 용례를 살펴보면 인삼차는 주로 몸

을 보하려는 목 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

다.인삼차의 쓰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

, 조의 허약을 보충하기 하여 인삼차를

쓰려했다는 내용이 있다.

이때 환후가 날로 해져 가므로,임 이

기품(氣稟)이 본디 청약(淸弱)하다 하여 삼다(蔘

茶)를 쓰려 하 다.31)

조의 왕비가 원기가 부족한 증상을 보이

자 계속해서 인삼차를 복용하게 했다는 내용

도 있다.

곤 (坤殿)이 피를 토한 것으로 인하여 원기

(元氣)가 갑자기 가라앉았는데,연달아 삼다(蔘

茶)를 올렸다.32)

비슷한 시기에 동조(비)의 질병이 원기의

가라앉음에서 유래한 것이니 인삼차를 복용하

게 하여 치료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실려 있다.

동조의환후는담증(痰症)이있음으로인하여

원기(元氣)가 갑자기 가라앉은 것이었다.인하

여 삼다(蔘茶)를 달이도록 명하고,잇달아 올리

게 하 더니 차츰 조 효과가 있었다.33)

29)표 2의 통계는 상술한 표 1의 차 에서 人蔘,蔘,參등의 자가 들어간 것을 가려내어 분류한 것이다.

30)진피,맥아,인삼,호두 등의 재료를 같은 양을 넣고 물에 끓여 낸 것을 말한다.혹은 호두를 빼고 생강이

나 조를 넣기도 한다.사미차에 반하를 가한 것을 오미차라고 한다.

31)『조선왕조실록』, 조 4년 11월 8일.

32)『조선왕조실록』, 조 33년 2월 14일.

33)『조선왕조실록』, 조 33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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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때는 황기인삼차가 보하는 효과가 있으

며 다른 탕제와 함께 겸하여 복용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것이라는 주장이 실려 있다.

“크게 보(補)가 될 효험으로는 지 드시고

계시는 황기인삼차(黃茋人蔘茶)보다 더 좋은 것

이 없겠으나,만일 탕제(湯劑)를 겸해 드신다면

효험이 반드시 배로 나타날 것이다.”34)

종의 다른 기사에는 임 의 피로한 증상에

인삼차를 복용하게 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상이복부가땡기고아 증세는조 덜했으

나 더 피곤을 느껴 인삼차를 계속 들었고,

비국 제신들을 인견하려다가 자력으로 할 수가

없어 후일 와서 기하도록 명하 다.35)

이처럼 몸이 약하다거나,원기가 부족해 졌다

거나,피곤하다거나,맥이 약하거나 할 때에 보

하는 것을 목 으로 인삼차를 사용하 으며,때

에 따라서는 황기,귤피,복령 등 효과를 높이는

재료를더해서만든인삼황기차,삼귤차,삼령차

등을 사용하 음을 알 수 있다.

한임 의임종시에도 박한상황을개선

시키기 하여 인삼차를 복용하게 했다는 기록

이 있다. 종,숙종,경종,정조,순조 등 여러

임 의 승하하기 몇 일 부터 승하하는 날까지

기사에인삼차가등장하는데 승하하기직 까지

인삼차를 복용하 음을 알 수 있다. 조의 승

하시에도 계귤차와강귤차를올렸다고되어 있

다.『조선왕조실록』에서 인삼차는 죽어가는 생

명 앞에서 마지막으로 시도하는 구 의 목 으

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6.약과 함께 차를 마시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차는 주로 약과 함께 사

용되는 경우가 많았다.환약이나 탕제와 함께

차를 올리는 경우가 많았고,차를 먼 쓰고 그

다음 약을 쓰는 경우도 있으며,차를 음료처럼

상복하기도 한다는 내용도 나온다.

첫 번째는 차와 약을 겸하는 경우이다.병을

치료하는처방과함께 나오는차의종류는18가

지 정도이다.약원에서 약을 처방할 때 차를 겸

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의미한다.주로 청심원,

소합원,안신환 등과 같은 환약이 많았다.이 때

차는 약의 효과를 도와주는 치료보조제의 의미

로 사용되었다.36)

그리고 아래의 기사 내용을 보면 차와 약을

함께 올리는것이어느 정도는 행으로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선조 때 약과 차를 함께 쓰는

허 을 비 하는 내용이 있다.

교하 다.“사탕원(砂糖元)을들이자마자

사미다(四味茶)를 청하니 내일은 무슨 약과

무슨 차를 계청하려고 하는가.의 (醫官) 에

허 (許浚)은 실로 의술에 밝은 양의(良醫)인데

약을 쓰는 것이 경솔해 신 하지 못하다.이러

한 뜻을 알고서 처방하지 않아선 안 된다.”37)

순조때의기사에는병이많이좋아졌으니탕

제와 다음을 올리지 말 것을 명하는 내용이 실

려 있다.

34)『조선왕조실록』, 종 10년 11월 22일.

35)『조선왕조실록』, 종 15년 8월 7일.

36)표 3에 수록된 처방들은 표1의 차들이 나오는 기사 에서 처방이 병기된 것들을 뽑아서 정리한 것이다.

37)『조선왕조실록』,선조 40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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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차 청심원 소합원,가미군자탕,보 익기탕

향귤차 여곽탕(茹藿湯)

계귤차 건공탕,백비탕

강귤차 청심환

담강차 청심환,소합원

오미자차 인삼강활산

은화차 안신환,우황고

목통차 안신환

인동차 안신환,총과병

향유 차 경옥고

상지차 매화탕,청심온담탕

사미차 사탕원(砂糖元)

연육차 안신환

산사차 가미강활산

사과차 해기음

사길차 가미강활산

죽여등심차 용뇌안신환

죽엽차 청신환,패모환

표 3.차와 함께 복용한 처방

약원에서입진하 는데,의 홍면겸(洪勉謙)․

김시 (金時中)에게 진찰하라고 명하 다.홍면

겸이아뢰기를,“수두(水痘)의증세가쾌히수렴

(收斂)하는 경사가 있습니다.”하고,김시 은 말

하기를,“제 (諸節)이 한결같이 평순(平 )해지

니 오늘은 탕제(湯劑)와 다음(茶飮)을 만들어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하니,이어서 약원에서

윤직(輪直)하라고 명하 다.38)

두 기사의 내용이 모두 약을 쓰면서 차를 같

이 마시는 복약법이 상당한 행처럼 이루어졌

음을 악할 수 있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약을 쓰기 에 먼 차를 마시게

하는 경우이다.탕제를 복용하기 에 차를 먼

마셔 약을 복용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을

사용하 다.이는 두 가지의 측면에서 행하여졌

다.하나는 비교 가벼운 증상에는 약 신 차

를 쓴다는 의미이며,다른 하나는 주증상을 치

료하기 에 부증상을 없애기 한 것이다.아

래 순조의 기사에 발진에 탕약을 쓰기 에

은화와 산사로 차를 먼 만들어 사용하 으나

차도가 없자 약을 처방하는 내용이다.

임 이 말하기를,“그 께부터 처음으로 발진

하 는데,몸에도 많이 있으며,혹은 크고 혹은

작은 것이 다리․발 부분에 많이 발진하 다.”

하고, 은화(金銀花)두 돈쭝과 산사육(山査肉)

한 돈쭝으로 차(茶)를 만들어 들이라고 명하

다.<다음날> 약원(藥院)에서 입진(入診)하

다.의 이유감(李惟鑑)이 아뢰기를,“맥박의

38)『조선왕조실록』,순조 1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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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후(症候)가 어제와 비교하여 맥이 뛰는 수가

조 더하며,홍역의 과립(顆粒)이 어제와 비교

하여 불그스름한 윤기가 있습니다.”하니,임

이 말하기를,“다리 부분에도 발진한 곳이 있는

데,많고 은 것은 등의 부 와 같은 듯하다.”

하고,승마갈근탕(升麻葛根湯)에다 은화(金銀

花)와 산사육(山査肉)을 가미하여 달이어 들이

라고 명하 다.39)

정조의기사 에정조가어머니의탕제를올

리기 에 가벼운외감증상을치료하기 하여

먼 소엽인동차를 올리는 문제에 하여 이야

기를 하는 내용이 있다.

약원(藥院)이 문안을 드리니,하교하기를,“자

의 탕제(湯劑)문제로 말하면,바야흐로 한창

바깥 기운을 쐬었으므로 소엽인동차(葉忍冬

茶)를쓰고 있는데,약간회복된뒤에탕제를올

리는것이야어 경들의 말을기다려서드시도

록 권하겠는가.”하 다.40)

세 번째는 약을 차처럼 마시는 경우이다.차

약처방을 가까이에 두고 수시로 마시면서 상복

하고 있는 모습도 실록에는 많이 보인다.일종

의약이지만수시로마신다는면에서차처럼 마

신다고 이야기 하는 듯하다.선조의 기사에는

생맥산을 차처럼 마시게 하는 내용이 나온다.

약방(藥房)의의 이입진하고서아뢰기를,“만

약 지 잠시라도 조섭(調攝)을 소홀히 하신다

면 뒷근심이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삼선고(三

仙糕)와 꿀물을 함께 드시고 번열이 오르거나

피곤하실 때는 생맥산(生脈散)에 사탕(砂糖)을

가미(加味)하여 차(茶)처럼 마시고, 우유는

기 을 보양하여열과 갈증을 없애며 생마죽[生

薯蕷粥]은 원기를 돕는 것이니 이를 모두 자주

드소서.”하니,아뢴 로 하라고 답하 다.41)

선조의다른기사에는다른탕약을복용하

면서 맥문동과오미자로 차를만들어마실것을

권하는 내용이 있다.

약방이 아뢰기를,“ 갈증이 날 때에는 사백

산(瀉白散)에다 맥문동(麥門冬)1 (錢)과 오미

자(五味子)9입(粒)을 가미하여 끓여서 차를 만

들어 드셔야 하겠기에 감히 아룁니다.”42)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조선왕조실록』에서

차는 몸을 보하거나 치료의 목 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한,차는 환약이

나 탕제와 함께 치료효과를 배가하는데 사용되

기도 하 고,늘 가까이에서 건강을 유지시켜주

는 보조 수단으로서 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III. 결 론

『조선왕조실록』에는 30여 종의 차가 소개되

어 있는데 여기서의 차는 녹차가 아니며 이는

조선시 차 문화의 특징을 잘 보여 다.당시

궁 에서는 인삼차로 다례를 행하 는데 명칭

에 있어서 ‘인삼탕’이 아니라 ‘인삼차’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인삼차는 건강유지와 질병치

료 뿐만 아니라 임 의 임종 시와 같은 구 상

39)『조선왕조실록』,순조 1년 11월 19일.

40)『조선왕조실록』,정조 13년 10월 12일.

41)『조선왕조실록』,선조 8년 2월 25일.

42)『조선왕조실록』,선조 34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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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도 사용되었다. 한 질병을 치료할 때 마

시는 탕제(湯劑)와 차를 함께 마시는 복약법도

많이 활용되었다.단순히 음료로서의 차가 아니

라건강을 리하고병을 치료하는방법으로 이

용된 것이다.이는 한국에서 녹차가 아닌 다른

재료를우려내어마시는것을차라고하는 한국

만의 독창 인 차를 만들어내는 모태가 되었다.

그간 차계에서 용차라는 이름으로 차를

신하여불러왔던것들이 한국에서는바로 차

다.그 기 때문에 지 도 그 통이 이어져 다

양한 형태로 발 하고 있는 것이다.한국차에

한 정의를 이와 같이 바꿀 필요가 있으며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을 계기로 필자는 한국의 차 문화가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어져 우리나라만

의독창 인차문화를정립하고, 국차(Chinese

Tea)나 일본차(JapaneseTea)처럼 세계 속에서

‘한국차(KoreanTea)’의 랜드를 구축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경쟁력 있는 한국차는 어

쩌면수백 년동안우리나라사람들의삶속에서

‘몸에좋은’이라는인식과결합되어다양한형태

로 발 해 온 우리 고유의 차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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