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茶란무엇인가?



약용 식용 성찰 교유 종교 의례 ETC.

향유



하늘이상서로운차나무를귤나무의덕과짝지으니,

받은천명옮기지 않고남쪽에서자란다네.

_ 초의선사『동다송 東茶頌』, 1837年





김시습과무량사의인연.

김시습은 18세에송광사에서선정에드는불교입문을하였다.그후 삼각산중흥사로들

어가공부하던중수양대군(세조)이단종을폐위시켰다는소식을듣고오열했다.의리없고

득세에눈먼자들과함께할수없었던그는가지고있던책을모조리불지르고세상을등

졌다.그리고는출가하여천하를주유하였다. 1465년(세조11)경상도금오산에들어가『금

오신화』를쓰고,오세암에머물면서선수행을하며,유불선을넘나들었다.저잣거리를돌

아다니면서세상에쓴소리를퍼붓기도하였다.당시세조의작당한명회가압구정에정자

를지어놓고‘젊어서는사직을붙잡고늙어서는강호에묻힌다’(靑春扶社稷白首臥江湖)

라는시를한글자씩고쳐 ‘젊어서는사직을망치고늙어서는강호를더럽힌다’(靑春亡社

稷白首汚江湖)라고조롱한일화가유명하다.퇴락한세상속에고단한날들을보내던김

시습은무량사에이르러비로소세상에대한마음의무게를내려놓는다.

설잠(雪岑)김시습(金時習)



무량사뒤쪽한편에는청한당(淸閒堂)이자리한다.인적없이한적하고아담한곳이다.매월당이

무량사(無量寺)에서말년에머물렀던공간으로이곳에서입적하였으니그가떠난지도어느덧

오백년세월이더흘렀다.매월당은 59세나이에열반에들면서,자기가죽거든다비(茶毘)하지

말고절옆에 3년동안묻어두었다가,그후에정식으로다비해줄것을당부했다고한다.승려

들이시신을절옆에가매장했다가 3년뒤무덤을열었더니,시신이살아있는사람과똑같았다.

깜짝놀랄일이었다.사람들은그가부처가되었다고믿었다.이에다비를거행하고사리를수

습하여무량사경내부도에모시게된다.그러나일제강점기때폭풍우로나무가쓰러지면서탑

도함께넘어지는일이생겼고,그당시세상에다시나오게된사리는국립부여박물관에서보

관된다.매월당사리의자리는박물관전시가아니라무량사그안에있어야했다.존재하는모

든것들은그것이있어야하는제자리에있을때빛을발한다.긴시간의소요끝에 2017년박물

관에소장되었던매월당의사리는원소장처인무량사로반환되어진다.

설잠(雪岑)김시습(金時習)



조선전기차문화를이끌었던대표적인선승.

조선전기의유학자이며,선을깊이수행한선승이기도하다.조선전기에서가장

많은차시를남긴시인이라는점에서우리나라차문화사에서매우큰족적을남

긴인문이다.

김시습은다른선사에비해유학을매우깊게공부하였으므로중국의많은

茶書와茶詩를쉽게접하였고,이를바탕으로그의다시에많은茶語를남겨후

세에다시언어연구에있어서큰 공헌을한인물이다.생육신의일원이며,그의

茶詩에는개인적인고난의경험,愛民思想그리고불교로귀의한이후선수행

의강한의지등이고스란히녹아져있다.

茶人김시습(金時習)



 김시습(金時習1435∼1493)은 “병중에는차가약을 겸하니그대로

좋아라.(病裏茶兼藥可仍)”라고하였고,

 이수광(李晬光,1563∼1628)은「병중에마음을달래다(病中遣懷)」

에서 “병든뒤 차와 약으로생애를보내나니(病來茶藥作生涯)”라고

하였다.

 조문명(趙文命,1680-1732)은“아프니아이에게차 달이게하네.(病

須兒子候茶烟)”라고하여병이 들었을때 차를달여 약용으로음용했

음을알 수 있다.



차나무를직접키우고,차를만들어지인들과나누는것을즐겼고,

돌샘의물을길어작설(雀舌)과용봉단차(龍鳳團茶)마시는것을마음의위로

삼으며살았던매월당김시습(金時習 1435(세종 17)∼1493(성종24).

그가마지막에머물렀던곳이바로이곳무량사다.

매월당은눈이라도내리는날이면눈녹인물로차를끓이며운치를즐겼고

무겁고번거롭지만돌솥을쓰며차에대한애정을쏟았다.

차인김시습



작설(雀舌)과용봉단차(龍鳳團茶)



차관련자료

『매월당집』에수록된매월당김시습의시 2,200여수중茶詩는 67편 73수



차나무를기르다(養茶)- 김시습(金時習)

해마다차나무에새가지자라는데

그늘에키우느라울을엮어보호한다

육우의다경(茶經)엔빛깔과맛논했는데

관가에선어린찻잎만바치라네

바람불기전싹먼저피고

곡우돌아오면잎반쯤피어나네

조용하고따뜻한작은동산좋아하니

비에옥같은싹많이피면좋겠네.

年年茶樹長新枝蔭養編籬謹護持陸羽經中論色味官家榷處取槍旗

春風未展芽先抽穀雨初回葉半披好向小園閑暖地不妨因雨着瓊蕤

김시습의茶詩_養茶



김시습은스스로차를심고만들어마시기도하고만든차를지인들에게

선물하기도하였다.서거정이김시습이보낸작설차를선물받고 지

은 시를살펴보자.

상인은길이산중에서살고있으니 / 上人長向山中居

산중의즐거운일이그 무엇이던고 / 山中樂事知何如

봄 천둥아직안 치고벌레도깨기전에 / 春雷未動蟄未驚

산다가처음나와서새싹이이뤄지거든 / 山茶茁茁新芽成

주옥을벌여놓은듯 황금덩이가모인 듯 / 排珠散玉黃金團

잎잎이참으로흡사구전단과같은지라 / 粒粒眞似九還丹

김시습의製茶



상인이흥겨워서지팡이끌고올라가 / 上人乘興去携筇

따고따서푸른 대바구니에가득채워 / 採採已滿蒼竹籠

돌아와서는혜산의샘물을좋이 길어다 / 歸來好汲惠山泉

문무화로불을때서손수달여 놓으면 / 文武活火聊手煎

향과빛과내음과맛이 정말논할만해라 / 香色臭味眞可論

가슴을상쾌히하매큰 공훈이많고말고 / 開襟爽懷多奇勳

상인이멀리홍진속에 분주한이 사람이 / 上人遠念紅塵客

십 년을길이소갈증앓는걸 염려하여 / 十年臥病長抱渴

계림의눈빛같은하얀 종이로싸고는 / 裹以鷄林雪色紙

용사같은두세 글자를써서봉하였네 / 題封二三龍蛇字

봉함뜯으니낱낱이봉황의혓바닥같아 / 開緘一一鳳凰舌

살짝볶아곱게 가니옥가루가날리어라 / 輕焙細碾飛玉屑

김시습의製茶



아이불러이내 다리꺾인냄비를씻고 / 呼兒旋洗折脚鐺

맑은눈물에다생강곁들여달이노라니 / 雪水淡煮兼生薑

게의눈을지나자고기 눈이또 생기고 / 蟹眼已過魚眼生

때론지렁이구멍에서파리가울기도하네 / 時聞蚓竅蒼蠅鳴

한 번 마셔내 만고의울적한심정을깨끗이씻고/一啜滌我萬古㪍鬱之心腸

재차마셔내 십 년 동안묵은 고질을씻어버리니 / 再啜雪我十載沈綿之膏肓

어찌노동의마른창자의문자 오천권만헤치랴/豈但搜盧仝枯腸文字卷五千

이백의금간의시구삼백편도 구상할수 있는걸/亦可起李白錦肝詩句三百篇

김시습의製茶



필탁은부질없이항아리밑에서잠잤고 / 畢卓謾向甕底眠

여양은괜히누룩수레 보고침을흘렸으니 / 汝陽空墮麴車涎

어찌이 작설차한두잔을마신것만 하랴 / 那如飮此一兩杯

두 겨드랑이에날개돋아봉래산을나는걸 / 兩腋生翰飛蓬萊

언제나푸른행전베 버선에내 옷자락떨치며 / 何時靑縢布幭拂我衣

스님을찾아산중을향하여들어가서 / 尋師去向山中歸

포단에앉아밝은창 깨끗한책상앞에서 / 蒲團淨几紙窓明

돌솥에솔바람소리나는걸 함께들을꼬 / 石鼎共聽松風聲

김시습의製茶



칠완다가(七椀茶歌) _노동

첫잔은 목구멍과 입술 적셔주고

둘째 잔은 외로운 번민을 씻어주고

셋째 잔은 마른 창자를 적셔주고

가슴 속엔 오직 오천 권의 문자만이 남게 되며

넷째 잔은 가벼운 땀이 솟아나

평생의 시름이 모두 모공으로 흩어지네.

다섯째 잔은 기골(肌骨)이 맑아지고

여섯째 잔엔 신선의 경지에 이르네.

일곱째 잔은 마시지도 않았는데 겨드랑이에 맑은 바람 솔솔이네.



김시습의차에관한시를 살펴보면당시차를 제다한여러가지방법

을 알 수 있는용어들이나타나있다.그의 시에는 ‘용봉’, ‘봉병’, ‘용

봉병’, ‘산차’, ‘새 차’, ‘작설’이라는단어가기록되어있고,

이는모두 제다방법에따른차의모양과차의 명칭이다.김시습은작

은 규모의차밭을손수 가꾸어차가필요할때마다시기에따른차를

제다했음을알 수 있다.

봄에나온햇 차의싹으로만차를만든것이 아닌원하는때에직접

찻잎을따서봄이나여름,또는가을에차를만들었다.

-다양한방식으로차를만들고마셨다.

김시습의製茶



오래도록앉아있어도잠못이루어

한치남은촛불심지베어내었네.

서릿바람소리내귀에들려오더니

싸락눈침상머리에떨어졌네.

마음이물과같이깨끗하니

자유자재하여막히고걸림이없네.

이것이바로사물과나를잊은것이니

혼자서잔에차를따라마신다네.

坐久不能寐手剪一寸燭霜風聒我耳微霰落床額

心地淨如水脩然無礙隔正是忘物我茗椀宜自酌

<매월당집>

김시습의茶詩



차를끓이다. (煮茶) - 金時習

솔바람솔솔불어차끓이는연기몰아

하늘하늘흩날리며시냇가에떨어지네.

東窓(동창)에달떠올라도잠못이루고,

甁(병)들고돌아가차디찬샘물긷네.

세속싫어하는천성스스로도이상하지만,

문에鳳字쓴일 이미청춘은갔네.

차끓이는누른잎그대는아는가,

시쓰며숨어사는것누설될까두럽네.

松風輕拂煮茶煙嫋嫋斜橫落澗遵月上莫窓猶未睡挈甁歸去汲寒泉

自怪生來厭俗塵入門題鳳已經春煮茶黃葉君知否却恐題時洩隱淪

김시습의茶詩



산중에달력이없으니

풍경으로그때를알겠네.

날이따듯하니들꽃이피어나고

바람이더워지니처마끝그늘이더디고

동산에서리오면밤을수확한다음에

화로에눈을녹여차끓이는때가되네.

그러니궁한산수하지말고

한평생이렇게사는것이어떤가.

山中無紀曆景物可能知日暖野花發風薰簷影遲

園收霜栗後爐煮雪茶時且莫窮籌算百年推類玆。

김시습의茶詩 _雪茶



서쪽낭떠러지높은봉우리참으로외딴곳인데

우통수의물맛은그 기운이맑고시원하여라

상인이병을들고물을 떠서스스로차를달여서

서방의극락세계부처님께예불을올린다네.

西巘高峯甚孤絶于筒水潭氣淸冽上人携甁自煎茶禮拜西方極樂佛

김시습의品泉

오대산우통수로달인물로헌다하는것은,

신라시대효명과보질도태자의일화에서비롯한다.



峻上人

김시습은모친상을전후로조계산송광사에서고승峻上人을친견하고

불법을배우면서그를따라차를마시게되었다.그는탁월한정신적역량

을 타고났지만세상이쉽게자신의뜻대로움직여주지않는다는엄연한

사실에슬픔과좌절을절감하였고이런그에게불법과의만남은지금까지

의 체험이나공부와는자기성찰과마음의위로가되는계기가되었다.준

상인을친견하면서본격적으로불법에접하게된 이후 10여년이지나,

송광사에서준상인과재회하고,이때「贈峻上人」이라는題下에 20

수의시를지어 헌정하는데선문답과헌다의다시가대부분으로,

峻上人에대한김시습의무한한존경의마음이나타나있다.

차인교유



한 주먹맑은향에한 권의불경이요

한 바퀴외로운달,한 개울의물소릴세.

솥 속의단차가황금도천하게여기고

솔 아래띳집이붉은관복도가벼이보네.

아득한안개노을마음과함께 깨끗하고

고와라물 위의 달,성품도항상명랑하네.

한가로이잠들어종일가도오는이 없고

청풍만이절로와서대 난간을흔드네.

- 梅月堂詩集卷3,「贈峻上人」其四

차인교유



徐居正 서거정(1420~1488)

서거정은김시습보다 15세연상이지만한때 忘年之交를맺었던文人이다.

매월당은경주금오산에살 때 그가직접따서製茶한작설차를

서거정에게선물하자서거정은감사의시를지어이에답례했다.

「岑上人이 작설차를보내온것을감사하는詩(謝岑上人惠雀舌茶)」가

그것인데여기에는김시습이보낸차의모습이생생하게그려져있다.

차인교유



上人은오랫동안산중에살았으니
산속의즐거운일 무엇인지잘 알걸세
봄 우레아직치지않고 개구리겨울잠깨기도전에
산 차는뾰족뾰족새싹이튼다네.
옥수슬뿌린듯 황금같은덩어리
한 알 한 알 진정九還丹같다네.
上人은흥에겨워지팡이짚고 나가
따고또 따 대바구니벌써푸르게가득찼네.
돌아올때 좋아하는惠山泉물 길어서
알맞은活火로애오라지손수달이네.
향과색과맛은 진정논할만하고
마음열려상쾌하니신기하기도하구려
上人은속계사람깊이 염려하는데
십 년이나갈증으로앓고있다네

『徐居正集』詩集卷2,「謝岑上人惠雀舌茶」

차인교유



서거정은김시습을매우 높이평가하였을뿐 아니라그를매우아꼈고

그와의교유를그리워했다.

나와상인은

한 사람은구름이되고 한 사람은용이되고파라.

구름과용으로서로의지한다면

어찌이별이있으랴.

이로써끝까지간다면

萬古에그칠때가없으련만

차인교유



김시습의 시를 살펴보면 자연을 벗삼아 노래한 시가 방대함을 알 수있다.

하루의아침이시작되고늦은저녁이되기까지자연의아름다움에심

취하여그 속에 동화되어하나의자연과같이 숨쉬고생활하는모습

은 자신이자연의한 부분이되지않으면할수없는 모습으로표현되

어 있다.아침 햇살과새들이지저귀는모습,밝은달과 어스럼한밤,

비가내리는산속의나무,바람이심하게부는언덕,산모퉁이등등항

시 자연에묻혀 자연이주는소리에귀를기울이는삶을사는도인의

모습과다를바가없다.

茶人김시습의茶道정신

자연동화정신



김시습은자연을경이로운자연이거나인간이두려워하는자연이아니라

친구같으면서도내가자연을품을수 있는것으로묘사하고있다.

찻물을끓이는소리,차 끓이는연기,풀벌레우는소리,열매가익어가는

모습,개울물이내는 소리등은자연이내주위에서서로교감하고

그러한교감에서자연과함께살아가는모습으로그려내고있다.

*매월당은자신의삶속에서의고락과갈증을자연을통하여나타내고있

다. 유독자신을믿고자신을맡기는온전한어머니같은 자연에동화

되어있는삶을 시를통해나타내고있다는것을알 수 있다.

茶人김시습의茶道정신

유유자적(悠悠自適)



자연에기거하며자연에동화되어있는 그의다도정신은절대적인자유

를 가진사상으로볼 수 있다.이를 엿 볼 수 있는그의 시(詩)가운데서

도인(道人)의얼굴을표현하는부분에서이미신선의경지에이른 절대자

유의경지로나타내고있다.

김시습은이미차를마시면서불생불사(不生不死)하는절대 자유의정신

을 지니며선계(仙界)로향하고있다.

茶人김시습의茶道정신

절대자유정신



매월당의시(詩)속에는노자나장자(莊子)를언급한부분이있는데이는

매월당자신의삶이이러한도가(道家)적인인물과비슷한처지에놓인

자신을그리고있음을알 수 있다.그는또한살아있는신선이라고불리울

만큼선계(仙界)에대한해박한경험과지식을가지고있었고그의 시에도

선계(仙界)에대해묘사한부분이많다.이러한시(詩)에나타난선계에

대한표현은도교(道敎)의선천적인기운을회복하려는양생(養生)에근

거를둔 수련법을하고 있었던것을알 수 있다.

茶人김시습의茶道정신

道家적시선



그의시에는다선일여(茶禪一女)를체득하는불가의승(僧)처럼참선(參

禪)하는생활을즐기며선가(禪家)의취미를알았다는시의구절이있다 .

그의다도정신은선(禪)을통한자기성찰과자기본질을꿰뚫고있다는것

을 알 수 있다.그의 시 곳곳에불가(佛家)적요소가많이등장하고불교

적인용어가많이 있는것으로보아그는이미 참선(參禪)을하고

차를수양체계에쓰이고있음을나타낸다.

이는오늘날불가에서다시다도문화에집중해야하는이유이기도하다.

茶人김시습의茶道정신

禪의정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