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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지금 차의 종류는 너무도 다양하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차를 아무리 좋아

하는 사람이라도 평생 동안 종류별로 한 번씩 먹는 일도 불가능하다고 한다. 

차는 산지, 제조방법, 찻잎의 형태, 채다시기, 건조방식 등에 따라 나뉘어 

진다. 산지에 따른 분류법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용정차·무이차, 제조방법으

로는 녹차·홍차·황차, 찻잎의 형태로는 작설차·군산은침, 채다시기로는 우

전차·전명차, 건조방식으로는 증차·건조차 등이 있다. 

지금은 이처럼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종류가 있으나, 이규보 시대에는 차

의 종류가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의 차로는 조아다, 유다, 대

다, 뇌원다, 청태전 등이 있었는데, 이규보의 차에 관한 언급 가운데에는 조

아다와 유다 이외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규보는 이 조아다가 너무나 특징이 

없는 이름이라 생각을 했던지 스스로 이를 유다라고 명명한 일이 있다.

여기에서는 이규보가 차의 종류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

으며, 특히 조아다(早芽茶)를 유다(孺茶)라 명명한 사실과 유다에 대해 어떻

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규보(李奎報)의

끽다생활(喫茶生活)�1

이규보는�무슨�종류의�차를�마셨나?

윤호진 경상대학교-한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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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보가 거론한 차의 종류

1) 건계명(建溪茗)

고려시대에는 분명 지금처럼 다양한 차의 종류가 있지도 않았고, 따라서 그 명칭도 지금처

럼 많지는 않았다. 따라서 고려시대 자료에서 차의 종류와 명칭을 찾기란 쉽지 않다. 이규보도 

차를 좋아하였고 차에 대한 많은 언급을 하였지만, 차의 종류와 명칭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매

우 소략한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규보가 차의 명칭에 대해 언급한 예는 우선 다음과 같이 말

한 것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오로지 차를 부르는 일만 생각나고,      唯思喚酪奴,

이미 술에 중독되었던 것은 그쳤네.     已止中酒聖.1)

이 시는 남쪽 사람이 준 차 끓이는 그릇인 쇠병(鐵甁)을 얻은 뒤에 시험 삼아 차를 끓이며 

지은 것이다. 여기에서 그는 중독되었던 술은 이미 끊고, 차만 마실 것을 생각했다고 했다. 이

규보는 만년에 소갈병, 즉 당뇨를 앓아 특히 차를 더 많이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에 보이는 ‘낙노(酪奴)’라는 말은 차의 별명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불렸는지는 다음 글

을 통하여 살필 수 있다.

제왕(齊王) 숙(肅)이 위(魏)나라에서 막 돌아왔을 때에는 양고기와 낙장(酪漿)을 먹지 않고, 

늘상 붕어탕을 먹었고 목이 마르면 찻물을 마셨다. 고제가 말하기를, “양고기가 붕어탕에 비

하여 어떠하며, 찻물이 낙장에 비하여 어떠하냐?”라고 하였다. 숙이 말하기를, “양고기는 뭍에

서 나는 고기 가운데 최고이고, 붕어는 물에 사는 어족 가운데 최고입니다. 양은 제나라와 노

나라 같은 큰 나라에 비할 것이고, 붕어는 주(邾)나라와 거(莒)나라 같은 작은 나라에 비할 것

입니다. 하지만 오로지 낙장이 명(茗)을 노비로 삼는 일은 맞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팽성왕

(彭城王) 협(勰)이 말하기를, “그대는 제나라와 노나라를 큰 나라로서 중히 여기지 않고, 주나

라와 거나라를 작은 나라로서 사랑하였다. 이튿날 주나라와 거나라를 위하여 모임을 베풀 때

에 또한 낙노(酪奴)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인하여 차를 낙노라고 부르게 되었다.2)

1) 李奎報, 『東國李相國集』 卷3 「得南人所餉鐵瓶試茶」

 2)  祝穆, 『事文類聚』 續集 卷12 「茗為酪奴」 “齊王肅歸魏初, 不食羊肉及酪漿, 常食鯽魚羮, 渴飲茗汁, 髙帝曰, “羊肉何如魚羮, 茗汁何如酪漿?” 肅
曰, “羊陸産之最, 魚水族之長, 羊比齊魯大邦, 魚比邾莒小國, 惟酪不中與茗為奴.” 彭城王勰曰, “卿不重齊魯大邦, 而愛ㅁ邾莒小國, 明日為設邾

莒之㑹, 亦有酪奴.” 因呼茗為酪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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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본래 후위(後魏) 때의 양현지(楊衒之)가 찬한 『낙양가람기(洛陽伽藍記)』 권3에 나

오는 것이지만, 아마도 『사문유취(事文類聚)』에 나오는 것을 이규보가 본 것이 아닌가 한다. 

『사문유취』는 송나라의 축목(祝穆)이 찬한 책으로 송나라 때 이미 고려에 전해져 고려의 많은 

인사들이 이 책을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차에 대한 별칭으로 일반명사인 셈이므로, 중국의 특정한 차에 대한 언급이라 

할 수 없다. 그런데, 이규보는 위와 같은 시의 다른 부분에서 중국 남방 복건성(福建省)의 차인 

건계(建溪)의 차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비록 양자강(揚子江)의 물은 없지만,      雖無揚江水,

다행스럽게 건계(建溪)의 차는 있다네.      幸有建溪茗.3)

첫 구는 중국에서야 양자강의 물을 길어다가 건계의 차를 끓여먹지만, 고려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둘째 구에서 말한 건계는 주지하다시피 중국 남방 복건성의 건계를 말

하며, 건계명은 여기에서 나는 차를 말한다.

이 시에서 고려에서는 양자강의 물을 길어 먹을 수는 없지만, 건계의 차가 있다고 한 것은 

진짜 중국 차를 즐겼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건계의 차와 같은 차가 있다는 뜻인 것이다. 이

러한 것은 다음 시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짐짓 건계의 차 이른 봄에 싹트게 하여,      故敎溪茗先春萌,

황금 같은 노란 싹이 눈 속에 돋아났네.      抽出金芽殘雪裏.4)

이 시에서 말한 계명을 “시냇가에 난 차나무의 차”5) 라고 한 예도 있으나, 건계명을 줄여 건

명(建茗) 혹은 건차(建茶)라고 하는 예와 같이 계명(溪茗)이란 건계명(建溪茗)이란 말을 줄여

서 쓴 것이다. 이규보는 「다시 앞의 운을 사용하여 시를 지어 준다[復用前韻贈之]」이라는 시에

서 또 “덥기 전에 향기로운 차 많이 얻을 수 없으니, 소반에 가득한 봄 죽순이 소반에 가득한 

것과는 같지 않구나.”[火前香茗得未多, 不似盈盤春笋稚.]6) 이라고 하여 향명에 대해 말하고 있음

3) 李奎報, 『東國李相國集』 卷3 「得南人所餉鐵瓶試茶」

4) 李奎報, 『東國李相國全集』 卷13 「雲峯住老珪禪師。得早芽茶示之。予目爲孺茶。師請詩爲賦之。」

5) 홍익재, 『유학문집 차문화 관련용어』 (「차생활문화대전」, 2012.7.10) [네이버 지식백과]

6) 李奎報, 『東國李相國全集』 卷13 「復用前韻贈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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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볼 수 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고려 중기 중국 남방 복건성 건계에서 나는 차가 고려에 전해졌다는 증좌

가 되기도 하겠지만, 여기에서 거론한 중국의 건계명은 사실 건계명을 대신하는 고려의 차를 

이렇게 부른 것이다. 

2) 조아다(早芽茶)와 유다(孺茶)

이규보가 거론한 고려차로는 조아다(早芽茶)와 유다(孺茶)가 있다. 이규보는 「雲峯住老珪禪師, 

得早芽茶示之. 予目爲孺茶, 師請詩爲賦之」7) 라는 제목의 시를 지은 바 있는데, 이 제목에 조아

다와 유다라는 명칭이 동시에 보이며, 아울러 조아다에 유다라는 이름을 붙인 내용이 보인다. 

‘조아다’는 일찍 차의 싹이 움튼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학문집 차문화 관련용어』라는 책에

서 조아다에 대해 “일찍 딴 좋은 차”라고 하였으며, 혹자는 납월(臘月)에 딴 차를 말한다고 구

체적인 시기를 말하기도 하였다. 어떤 경우에는 유다를 작설차라고 하였는데, 작설차는 곡우 

전후로 따는 차를 말하는 것이므로 두 설명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은 문제이며, 유다를 ‘우유처

럼 부드러운 차’라고 곡해한 것은 더 문제이다.

그런데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가운데 하나는 조아다를 유다로 명명한 사람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규보는 운봉(雲峯)에 있는 노규선사(老珪禪師)가 조아다

(早芽茶)를 얻어가지고 와서 자신에게 보이므로 이에 대해 시를 지은 것이다. 그런데 유다(孺

茶)에 대해 “고려때 노규선사가 이규보에게 선사하며 지은 차의 이름”8)이라 한 예와 같이 노규

선사가 조아다를 보이며 조아다를 유다로 명명하였다고 인식한 것이다.

이러한 까닭은 이규보 문집에 대한 기존의 번역에서 이 제목을 “운봉(雲峯)에 있는 노규선사

(老珪禪師)가 조아다(早芽茶)를 얻어 나에게 보이고 유다(孺茶)라 이름을 붙이고서 시를 청하기

에 지어 주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를 좇아 노규선사가 유다라고 명명한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予目爲孺茶”라는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이규보가 유다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 분명

한 사실이다. 『雲峯住老珪禪師, 得早芽茶示之. 予目爲孺茶, 師請詩爲賦之』라는 제목은 “운봉의 

노규선사가 조아다를 얻어가지고 와서 보여주므로, 내가 이것을 지목하여 유다라고 하니, 노규

선가 시를 청하여 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시를 지었다.”라고 풀이해야 한다. 이규보가 유다라

고 명명한 사실은 다음 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7) 李奎報, 『東國李相國全集』 卷13 

8) 홍익재, 『유학문집 차문화 관련용어』 (「차생활문화대전」, 2012.7.10)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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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운데 품평에 정묘(精妙)한 사람은,     箇中評品妙且精,

오로지 운봉에 사는 한 선사일 뿐이네.      唯有雲峰一禪子.

평생 섣달이 지나 움트는 것 좋아하니,      平生自笑臘後芽,

짙은 향기 강한 기운이 코를 가리게 하네.     辛香辣氣堪掩鼻.

우연히 몽산(蒙山)에서 먼저 딴 차를 얻어서,     偶得蒙山第一摘,

달여지기도 전에 먼저 맛을 본다네.      不待烹煎先嚼味.

내가 한번 맛보고 유다라 불렀으니,       狂客一見呼孺茶,

늘그막에 어린 것을 탐내서가 아니겠는가?     無奈老境貪幼稚.

강남의 눈 뒤집어 쓴 것을 따지 않았다면,      不是江南冒雪收,

서울에 이월 중에 어찌 이르렀겠는가?      京華二月何能致.9)

이규보는 「孫玉堂得之，李史館允甫，王史館崇，金內翰轍，吳史館柱卿見和, 復次韻答之」라는 시

에서도 운봉의 노규선사가 차를 가지고 왔을 때 맛도 보기 전에 한 번 보고 유다라고 불렀다

는 내용이 보인다. 조아다라는 명칭은 그 자체로도 차의 이름이 될 법한데 이규보는 이를 차의 

제대로 된 이름이라 생각하지 않고, ‘유다’라는 이름을 지어 붙였던 것이다. 

이렇게 유다라는 명칭을 붙이고 그는 몇 몇 시에서 이른바 조아다를 유다라고 부른 예를 

볼 수 있다.

이름난 유다를 대접하니 어찌 사례 없을까?     餉名孺茶可無謝,

공에게 맛있는 봄 술을 빚기 권하노라.     勸公早釀春酒旨.

차를 먹고 술 마시며 일생을 보낸다면,      喫茶飮酒遣一生,

풍류를 즐기는 삶이 지금부터 시작된다네.     來往風流從此始.10)

 

이규보는 이 시에서 노규선사에게 귀한 차를 대접받고 시를 지어주면서 술을 동시에 권하였

다. 술과 차를 마시면서 평생을 보내는 일을 매우 풍류가 있는 생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규보는 또 위의 시의 운을 따라 지은 시 「다시 앞의 시의 운을 사용하여 시를 지어 주다

[復用前韻贈之]」에서도 “만약 유다를 보내주고 술도 담근다면, 좋은 일 진실로 우리들로부터 

9) 李奎報, 『東國李相國集全集』 卷13 「孫玉堂得之，李史館允甫，王史館崇，金內翰轍，吳史館柱卿見和, 復次韻答之」

10) 李奎報, 『東國李相國全集』 卷13 「雲峯住老珪禪師 得早芽茶示之, 予目爲孺茶, 師請詩爲賦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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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리라.[若遣孺茶生稚酒, 勝事眞從吾輩始.]”11) 라고 하여, 자신이 명명한 ‘유다’라는 명칭을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시에서 말한 바와 똑같이 차와 술을 동시에 즐기는 일이 인생의 좋

은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규보가 노규선사에게 준 시는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던 것으로 보인다. 이규보가 이 

시를 짓자 「孫玉堂得之·李史館允甫·王史館崇·金內翰轍·吳史館柱卿見和, 復次韻答之」라는 시

의 제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손득지, 이윤보, 왕숭, 김철, 오주경 등이 화운을 하였고, 이

규보가 이에 대해 차운하여 화답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이어 「손 한장(孫翰長)이 다시 화답하기에 차운하여 부치다[孫翰長復和, 次韻寄

之]」라는 시에서 “문득 유다에 대한 시를 지어내었는데, 그대에게 전해질 줄을 어찌 생각이나 

했으랴?[率然著出孺茶詩, 豈意流傳到吾子.]”라 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 시는 곧 손득지가 다시 

화운하여 시를 지어 보내므로, 이에 차운하여 부쳐보낸 시의 내용인데, 이규보는 여기에서 자

신의 유다시가 손득지에게까지 우연히 전해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맺음말

이규보는 차의 종류에 대해 많이 거론하지는 않았다. 중국의 차로는 건계명을 언급하였을 

뿐이며, 고려의 차로는 조아다와 유다를 거론하였다. 하지만, 그는 중국의 차 가운데 건계명이 

고려에 전해졌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아다를 유다라고 부름으로써 우리나

라 차문화 가운데 차에 대해 명명한 구체적 실례를 보여주는 좋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울러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시에 대해 여러 차례 차운시를 주고받음으로써, 당시 

사람들이 차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규보는 차의 산지로 전라도 소래사의 차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는데, 이곳에서는 운봉의 

차를 받아보고 옛날 화계의 일을 떠올리며, 우리나라 차의 산지에 대해 “시를 보자 화계에서 

놀던 일 문득 생각이 나니, 옛일을 생각하매 슬퍼서 코가 찡해지네. 이 운봉의 차를 평함에 향

내를 맡기도 전에, 완연히 남방에서 일찍이 맛보던 것과 같구나. 인하여 화계에서 차를 따던 일

을 논하여 보면, 관가에서 집안 장정을 감독함에 노약자(老弱者)도 예외가 없네.”[見之忽憶花溪

遊, 懷舊悽然爲酸鼻. 品此雲峯未嗅香, 宛如南國曾嘗味. 因論花溪採茶時, 官督家丁無老稚.]12) 라고 

하였다.

11) 李奎報, 『東國李相國集全集』 卷13 「復用前韻贈之」

12) 李奎報, 『東國李相國集全集』 卷13 「孫翰長復和, 次韻寄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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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의 원주에 “화계(花溪)는 차의 소산지(所産地)인데, 그대가 진양(晉陽)에서 부기(簿記)를 

맡아 볼 때 찾아가 보았으므로 화답한 시(詩)에 언급(言及)하였다.”13) 라 한 것을 통하여 손한장

(孫翰長) 즉 손득지(孫得之)가 진양(晉陽)에 부기(簿記)로 갔을 때 그곳을 방문한 일을 시에서 

언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이규보는 화계가 차의 산지이며, 진양에서 가까운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를 통하여 화계가 지금의 화개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화개의 차가 고려 때부

터 이미 생산이 되었으며, 고려 때에는 화개를 화계라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은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한국 차 역사에서 매우 소중한 내용이라고 할 것들이다.

13) 李奎報, 『東國李相國集全集』 卷13 「孫翰長復和, 次韻寄之」 “花溪, 茶所產. 君管記晉陽時往見, 故來詩及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