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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茶)의 도시, 김해

2000년 전, 낙동강을 기반으로 김해지역에 철기문화의 찬란한 꽃을 피웠던 동북아의 해상

제국 가야. 그 가야국의 수도인 김해지역에서 생산되는 장군차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국

내외 명차 품평대회에서 수상을 하면서 그 우수성이 입증되고 있다. 

현재 김해지역에는 대성동, 동상동, 상동면 일원에 분포한 야생차 군락지를 비롯해 약 200

만 그루의 장군차 나무가 자라고 있다. 또한, 동네 뒤편의 산자락에 ‘차밭골’이라는 이름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동상동은 본래 ‘차밭이 있는 마을’을 의미하는 다전동1)이었다고 한다. 

진례면의 찻골 마을, 상동면의 여차리, 다시골, 다곡 등의 이름에서도 김해지역이 예전부

터 차와 연관성이 깊은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차 문화의 기원은 『삼국사기』에 나타나는 기록에 의해 7세기에 시작되어 9세기에 

1) 민긍기, 2005, 『김해의 지명』, 김해문화원, 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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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피운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가야국과 관련된 기록에서 보이는 차가 가락국 수로왕의 

부인인 허황후와 관련이 있어 흥미롭다. 이능화(1869~1943)가 지은 『조선불교통사』(1918)

에는 “김해의 백월산에 죽로차가 있다. 세상에 전하기로는 수로왕비 허씨가 인도에서 가져

온 것이라고 한다”는 기록이 있다.2) 서기 48년, 가야차가 우리나라에 맨 처음 들어왔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 보자.

인도에서 허황옥이 가져온 봉차

가락국 건무 24년 무신년(서기 48), 인도의 아유타국을 출발한 배가 드디어 가야의 앞바다 

망산도(望山島)에 다다랐다. 파사석탑을 싣고 파도신의 노여움을 잠재우며 석 달이 넘는 

동안 온갖 역경을 헤쳐 온 허황옥은, 배 난간에 기대어 고단한 항해를 이겨내고 있었다. 배

가 닿자, 가야국의 신하들이 그녀를 모시고자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처음 보는 

그들을 경솔하게 따라갈 수 없었다. 곧이어 유천간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신하는 “왕께서 

친히 건너편 장유산 언저리에 오셔서 행궁(帷宮)을 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공손히 
전하였다. 그때서야 허황옥은 조심스럽게 왕이 기다리는 행궁(帷宮)까지 걸어갔다. 
왕과 상견례를 마치고 하룻밤을 지낸 후, 허황옥은 아침 일찍 일어나 친히 찻물을 끓이고 

왕의 침소 옆에서 차를 대접했다. 왕은 차를 음미한 후 몹시 흡족한 표정을 지으면서 허황

옥에게 말했다.

“음, 맛이 참으로 일품이오. 은은한 향도 좋고, 마시고 나서도 입안에 그윽한 향이 한참이

나 감도는구려. 이 차는 도대체 무엇을 넣고 끓인 것이오?”

허황옥은 결혼 예물로 가져온 물건 중에서 자신이 직접 품에 안고 있었던 옥함 속에 들어 

있던 차나무 씨앗을 꺼내어 보여주었다.

“봉차(封茶)이옵니다. 이는 옛날부터 전해지는 풍습으로 딸이 출가할 때 좋은 차와 차나무 

씨앗을 넣어 보내 정절과 다산, 그리고 부부의 금슬(琴瑟)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

은 것이옵니다.”

“허허! 그 뜻이 참으로 깊도다. 내 이를 잘 가꾸어 나라 안에 널리 퍼지도록 하리다.”

수로왕은 신하를 불러 왕후에게 받은 차나무 씨앗을 주면서 말했다.

“이는 아주 귀한 씨앗이니라. 이곳 장유산의 터 좋은 곳을 잡아 이 씨앗을 심고 매일 정성

2) 金海白月山有竹露茶 世傳首露王妃許氏 自印度持來之茶種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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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해 가꾸고 잘 클 수 있도록 돌보게 하라.”

수로왕은 왕비와 첫날밤을 지낸 장유산에 차나무 씨앗을 심고, 찻잎을 딸 수 있을 때가 되

자 궁궐로 가져오도록 친히 명을 내렸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흐르자 가야 사람들은 다

전동[지금의 동상] 금강곡에 차밭을 일구기 시작했다. 이렇게 가야국으로 퍼져 나간 차는 

특유의 맛과 향을 자랑하며 제사상에 오르기도 하고, 결국 왜에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고려의 충렬왕, 장군차라 이름 짓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가야차는 장군차(將軍

茶)라는 이름을 얻지 못하였다. 지금의 이름

을 얻은 것은 그 이후로도 한참이 지난 고려 

충렬왕(1274~1308) 때의 일이다.

고종 46년(1259), 몽고의 침략을 받은 고려

는 무신 정권이 몰락하고 결국에는 몽고에 

항복하였다. 이후 고려는 원의 내정간섭을 

받으며, 원나라 공주와의 혼인을 통하여 왕

위를 계승하였다. 충렬왕은 바로 원나라의 

세조 쿠빌라이의 사위였다. 원나라는 고려

뿐만 아니라 일본 역시 손에 넣으려 하였으

나 막부정권은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였다. 

이로 인해 여몽연합군의 일본정벌이 시작되

었다. 『고려사』의 기록에 따르면 1274년 10

월 1차 원정 때 몽골군 2만 5천명, 고려군 8

천명에 뱃사공, 바닷길 안내자, 수부 6천 7

백명 등 총 3만 9천명이 동원되었다. 

그러나 태풍으로 1,300여 명의 병력 손실을 입고 합포[마산]로 되돌아오게 되었다. 

1280년, 고려에 정동행성을 설치한 원나라는 다시 본격적인 일본정벌에 나설 준비를 하였

다. 이때 충렬왕은 쓰시마 섬을 정벌하기 위해 군선 출발지인 합포에 주둔 중인 군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가던 중, 김해 금강곡의 금강사(金剛社)에 잠시 들르게 되었다. 차밭골의 골

짜기를 금강곡이라 하는데 금강곡은 신라 때의 명장인 김유신이 심신을 연마하던 수도장

김해 장군차밭 전경

김해 장군차나무



이기도 했다. 충렬왕은 보련(寶輦)을 멈추고 금강사 주변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뜰 여기저

기를 뒤덮은 채 자라고 있는 산차나무들이 유독 눈에 들어왔다. 

“어허. 저것이 진정 차나무란 말이더냐? 참으로 튼튼하게 잘 자랐구나. 여봐라, 저 잎으로 

우려낸 차를 한 잔 마시고 싶구나.” 

잠시 후, 충렬왕은 차를 한 모금 음미하더니 몸소 자리에서 일어나 찻잎을 만지며 말했다. 

“천하의 맛을 다 담은 듯 넓은 잎하며 주변의 녹초에 전혀 주눅 들지 않고 강렬한 초록빛을 

뿜어내는 자태가 과히 장군(將軍)의 기개를 닮았도다. 오래 전, 신라 김유신 장군이 수도하

던 곳이라 더욱 어울릴 듯 하구나. 여봐라, 이제부터 저 차나무의 이름을 장군수(將軍樹)라 

부르도록 하라.”

그 이후, 금강골의 사람들은 충렬왕의 뜻에 따라 장군차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장군수와 장군차와의 관련성에 의문을 품고 있는 학자들이 많은 것 또

한 사실이다. 이를 정확하게 밝혀내면 우리나라 차의 역사를 다시 새롭게 써야 할지도 모

른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유독 차와 관련이 많은 김해 지역의 지명, 곳곳에 산재한 장군차 

야생 군락지,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차의 대부분이 중국 소엽종이나 그 개량종인데 비해 

유독 탄닌 성분이 높은 인도의 대엽종 차나무들이 많이 발견된다는 점 등은 김해에 장군차

가 들어오게 된 사연을 말해주는 것들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장

군차와 관련하여 이 지역에는 아직까지도 다음과 같은 민요가 전해지고 있는데 예전부터 

김해가 차의 도시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3)

3) 김기원, ‘한국의 차 민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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