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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차는 중국 남부에서 기원하여 고대에는 인류에게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다가 약 9~10세기 들어 본격적으로 인류에게 음료로서 각광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차(茶) 문화는 한국,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대부분 

지역으로 퍼져나갔으며, 각 지역에서 다양한 역사적·문화적 사건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해나갔다. 종국에는 차 문화가 유럽과 미국을 거쳐 

인류 전체가 누리는 문화의 한 축이 되었다. 

 현대에는 이러한 차(茶) 문화가 단순히 차를 마시는 행위가 아닌, 이와 

같은 역사적·문화적 맥락을 함께 향유하는 활동이 되었다. 

 차 문화의 발전은 자연히 그에 맞는 다기의 필요성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동아시아는 그 깊은 역사 때문에 차 문화가 철학, 예술 등 다른 

정신 문화와 함께 결부되는 흐름이 짙었다. 이에 따라 각 지역의 철학적, 

사상적 정서와 선호하는 음차(飮茶)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특색을 띠는 

다기가 제작되고 사용되었다. 

 이에 반해 서구 유럽권의 차 문화는 근세 들어 동아시아로부터 수입된 

사치품으로서의 성격이 강했고, 이에 따라 다기도 철학과 사상이 반영된 

예술품의 성격 보다는 상품으로서의 성격이 더욱 강했다. 이러한 서구 

유럽권의 차 문화와 다기는 근대의 산업화와 유럽의 식민활동으로 인해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면서 현시대의 차 문화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이러한 차이점에 입각해 연구자는 인류 문화의 중요한 부분인 차 

문화의 역사적 변화·발전상을 파악하고, 그 변화·발전에 따라 시대별로 

요구되던 다기의 변화상을 관찰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각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맥락을 계승하면서도 현시대에 차를 즐기기에 적합한 

다기의 개발을 목표로 했다. 

 

주요어 : 다기, 다관, 차 문화, 역사, 형태, 용량 

학   번 : 2014-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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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동기 및 목적 
 

인류의 역사 이래로 다양한 문화가 꽃을 피우고 발전해 왔는데, 그러

한 문화들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차(茶) 문화 이다. 차는 중국 남

부 운남성과 사천성 지역에서 기원하여, 중국 전역과 그 인접 국가들은 

물론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 현재는 세계 3대 음료(비알콜성)라고 불릴 

정도로 많이 소비되는 인류 문화의 한 축이 되었다.
1 

 

하지만 현대 한국 사회의 차 문화는, 삼국시대부터 시작하여 고려, 조

선으로 이어지는 유구한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접 국가인 중국, 

일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이 약하다 할 수 있다. 이는 20세기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과 해방, 뒤이은 내전을 겪으며 우리의 차 문화가 

사실상 소멸되었다가, 현대에 들어 되찾아가는 중이기 때문이다.
2  

이러한 문화적 소멸은 사회 구성원의 행복과, 연계된 다른 문화들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차 문화는 단순히 차를 음료로서 즐

기는 행위가 아니라, “차를 마시는 과정에서의 예절과 법도 등 문화적 요

소, 이러한 활동에 수반되는 차구(茶具)나 차식(茶食)등의 문화·예술적 

요소뿐만 아니라, 상품으로서의 차와 관련된 사회·경제적 요소, 차를 만

드는 방법과 차의 효능을 분석하는 등의 과학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광범한” 

3
 활동이기 때문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은 차 문화가 소멸되었다 불릴 만큼의 깊은 

단절을 겪었지만, 현대에 들어 생활수준이 개선되고 다양한 문화적 경험

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개인의 욕구가 늘어 차 문화에 대한 관심 역시 

덩달아 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최근 청년층에서 다도교육을 수강하는 

등 차에 관한 교육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기업들도 차 브랜드 상품

들을 새롭게 출시 하는 등 서서히 차 문화를 향유하고자 하는 사회 전반

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기사에서도 이러한 흐름

을 읽을 수 있다. 

                                            
1
 주영애 외 6, 『세계의 차 문화』,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11, p.12. 

2
 정동주, 『다관에 담긴 한·중·일의 차 문화사』, 한길사, 2008, p.287. 

3
 김종균, 「현대 차 문화의 특성과 개선방안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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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의 거리에 다향(茶香)이 진해지기 시작했다. 커피에 중독된 젊은층에도 차(茶)

가 은밀하고도 조심스럽게 파고들기 시작했다. 다향을 좇아 나선 취재 길에 만난 

직장인 김모(28·여)씨는 “바쁜 직장인들에게 커피가 ‘긴장’을 상징한다면 차는 ‘여

유’를 의미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차 열풍이 한국에 상륙했다. 한때는 

커피의 대용품으로 취급 받으며 생존을 걱정했지만 사정이 달라졌다. 일반인들이 

전문 티 소믈리에 과정에 참여하고 대기업들도 앞다퉈 차 브랜드를 내놓고 있다. 

 7살 딸을 둔 엄마 이윤주(38)씨는 친구를 따라왔다가 차 섞는 재미에 푹 빠졌다고 

했다. “차 마시는 걸 좋아했는데 알고 마시는 것과 그냥 마시는 게 다를 것 같아 열

심히 배우고 있어요. 차도 와인같이 재료에 얽힌 문화나 역사를 알면 다양한 방식

으로 음미할 수 있더군요.”  

 직장인 강한결(37·여)씨는 “대학 다닐 때 전공이 원예였는데, 꽃과 차는 공통점이 

많아 좋아한다”며 “지금은 일반 사무직에 근무하지만 취미로라도 나만의 꽃향기가 

나는 차를 만들고 싶어서 왔다”고 말했다. 한희수(23)씨는 “지난해 호주 워킹홀리데

이에서 티 블렌더라는 직업을 처음 알게 됐다”며 “우리나라는 아직 상대적으로 차 

문화가 덜 보급돼 블루오션(Blue Ocean)이라는 생각을 하고 진로를 이쪽으로 정했

다”고 소개했다.  

큰 기업도 차 시장에 뛰어들었다. 스타벅스는 지난달 초 차 전문 브랜드 ‘티바나’

를 선보인 뒤 이번 달 13일까지 270만잔을 판매했다. 업체 관계자는 “그간 차 음료 

판매 비중은 5%에 불과했지만 차 브랜드를 내놓은 이후 커피 비중이 80%에서 70%

로 줄고 차 음료가 14%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동서식품은 프리미엄 홍차 타라

(Tara)를 내놓았다. 아모레퍼시픽이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오설록 티뮤지엄’은 2001

년 개관 당시 방문객이 연간 3만 1000명이었지만 매년 20%씩 늘어 지난해엔 160만

명을 넘어섰다. 서울 명동, 대학로, 인사동 등 도심에서도 찻집을 운영 중이다. 

 음료업계는 국내의 사교 음료 시장이 커피에서 주스로 옮겨갔고, 지금은 차로 이

전되는 과정이라고 분석한다. 건강과 여유를 동시에 충족하려는 욕구가 강해지면서 

커피의 카페인과 주스의 당분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차 열풍 역시 주된 배경의 하나다. 

원광디지털대 차 문화경영학과 곽재명 교수는 “차는 원래 다도라는 이름으로 어

렵고 고루하게 느껴졌지만, 전 세계 75% 국가에서 즐기는 홍차와 허브차가 들어오

면서 젊은이들이 차를 마시게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차에도 커피처럼 정신을 각

성시키는 카페인이 있지만 그 양이 상대적으로 적고, 차의 테아닌 성분이 카페인과 

반대로 이완시켜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을 준다”고 덧붙였다. 같은 학과 변청자 교수

도 “스타벅스가 커피로 다른 브랜드와 구별되는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냈듯, 차를 

즐기는 것도 또 다른 구별 짓기 문화로 정착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4 

 

연구자는 위와 같은 사회적 흐름에 맞추어 한국의 차 문화가 성장하는 

데에는 그에 알맞게 차 문화의 물질적인 요소인 다기가 다양하게 제작되

고 소비되어야 보다 풍성하게 발전할 수 있다 생각했다. 

연구자는 또한 2015년 중국의 경덕진과 의흥, 항저우 등지를 방문하여 

                                            
4
 이민영, 김희리, “다 함께 차차차”, 서울신문, 2016.10.15, 제6면.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015006004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015006004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015006004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015006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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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의 사람들과 차를 나누어 마시는 시간을 가졌고, 다양한 도제 다기

의 제작 환경, 유통 환경, 그리고 이러한 도제 다기를 제작하기 위해 개

발된 다양한 도구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에서 차를 나누어 

마시는 일이 단순히 음료를 나눠 마시는 행위가 아니라 사람 간의 소통

과 개인의 정서적 안정을 불러오는 활동이란 점을 몸소 느꼈고, 중국이

라는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으로까지 연결되는 차 문화가 가진 견고한 힘

을 느꼈다. 

이러한 개인적 경험과 사회적 추세를 바탕으로 하여, 연구자는 한국의 

차 문화 발전에 보탬이 되기 위한 다양한 도제 다기를 제작하는 연구활

동을 진행하였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차를 재배하고 마신 역사가 깊은 만큼, 차를 분류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발효 정도에 따른 분류가 있고, 그 다음 채엽 시기에 

따른 분류가 있으며, 제조 방법에 따른 분류도 있고, 가공된 형태에 따른 

분류도 있고, 마지막으로 차의 색상에 따라 분류하기도 한다.
5
  

이와 같은 다섯 가지의 분류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차의 종류를 분류할 때 이 다섯 가지를 주로 

기준 삼는다. 우선 본 연구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차의 분류법은 가공된 

형태에 따른 분류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차를 가공해놓은 형태에 따라 

차를 음용(飮用) 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차의 

가공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단차(團茶), 말차(抹茶), 

전차(煎茶)가 그것이다. 다음은 이 세 가지 차의 가공 형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다. 

 

     단차(團茶)는‘덩이차’라고도 하는데, 잎차가 성행하기 전 가장 많이 제조하던 

형태의 차로, 찻잎을 시루에 넣고 수증기로 익혀서 절구에 넣어 떡처럼 찧어서 

틀에 박아낸 고형차이다. 

      말차(抹茶)는 시루에서 쪄낸 찻잎을 그늘에서 말린 다음 맷돌로 미세하게 갈아 

만든 차로 점다(點茶)하여 다유(茶乳)로 마시는 차를 말한다. 

전차(煎茶)는 차나무의 잎을 그대로 덖거나 찌거나 발효시키며, 찻잎 낱개의 

모양을 가지는 차이다. 중국의 명나라 때부터 주로 생산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가장 많이 생산하는 형태이다.6 

 

                                            
5
 주영애 외 6, 앞의 책, p.20-p.24. 

6
 Ibid,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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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차의 구분은 중국의 당, 송, 명 각 시대의 정신적 특색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7
 다음은 각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차와 그에 

따른 음용법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단차(團茶)가 주로 유행했던 당대(唐代)에는 화로 위에 금속제로 된 

차솥을 올리고 단차(團茶)와 물을 넣어 끓여 다탕(茶湯)으로 마시는 

방법이 보편적이었는데, 솥에 물을 첨가하기 쉽도록 차솥 곁에 두는 

정병 및 주자 형태의 기물들을 많이 사용했다. 잔은 옥기(玉器)의 푸른 

빛을 흉내 낸 청자 다완을 주로 사용했다. 

 
[도판 1]단차의 한 종류인 장흥 돈차(청태전). 

 

당대(唐代)에 이어 송대(宋代)에는 말차(抹茶)를 음용하는 

점다(點茶)법이 유행했다. 물론 송대(宋代)에도 단차(團茶)나 전차(煎茶)를 

마시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가장 유행했던 음다(飮茶)법은 점다(點茶)로 

가루낸 잎차를 다완에 넣고 찻솔로 거품을 내어 마시는 방법을 말한다. 

 

 
[도판 2] (좌)말차를 물에 풀어놓은 모습과 (우)가루형태.  

 송대 이후 원나라를 거쳐 명이 건국됨과 함께 차의 역사에도 큰 

전환점이 찾아왔다. 단차의 제조를 금지시킨 것이다. 그와 함께 명대 

부터는 다호(茶壺)의 시대가 열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호의 

                                            
7
 오쿠라 덴신, 이동주 역, 『차 이야기』, 기파랑, 2012,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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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 연구는 앞서 살펴본 단차(團茶)와 말차(抹茶)를 위한 다기는 다루지 

않고 연구의 범위를 전차(煎茶)를 위한 다기만으로 한정했다. 현대에 

들어서도 단차와 말차를 소비하긴 하지만, 그 수요가 적고, 가장 

보편적인 차 소비 형태는 대부분 전차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로 현대에 ‘차를 마신다’하면 으레 뜨거운 물에 찻잎을 우려서 

마시는 것을 가장 먼저 떠올리기도 한다. 

 이어서 ‘다기’라는 범위 내에서도 영역과 대상을 규정하고자 한다. 

광의의 의미로 살펴볼 때 다기는 차를 마시는데 필요한 기물(다완, 다관, 

찻잔, 숙우 등)뿐 아니라 차를 마시는 다실에서 격 있는 차생활을 위한 

모든 것(그림, 족자, 화로, 찻상 등)을 말하기 때문이다.
8
 이 연구는 그 

영역을 전차용 도제(陶製) 다기로 한정하며, 그 안에서 다시 

다관(茶罐)에 초점을 두고 잔, 숙우 등 다관과 상호보완적인 요소를 함께 

연관하여 다루고자 한다. 차를 우리고 따르는 기능을 하는 다관은 차와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다기이며, 역사적으로 도제(陶製)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제 다관의 역사적인 발전상을 파악하고, 그 발전상들의 

배경에 있는 사상과 정서를 토대로 조형 의식을 추출해 냈다. 그리고 

이러한 조형 의식에 입각하여 차를 마시는데 중요한 요소인 다기의 

용량과 형태에 중점을 두고 이를 종합해 역사적 사례들을 재해석한 다기 

작품들을 제작하였다. 

 

 

 

 

 

 

 

 

 

 

 

 

 

                                            
8
 박홍관, 「韓國 茶道具 名稱 統一模型에 관한 硏究」,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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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다관과 차 문화의 역사 

 

 

제 1 절. 다관의 개념과 용어 정리. 

  

앞서 이야기했듯, 전차(煎茶)는 찻잎 낱개의 모양이 살아있는 차이다. 

그리고 이러한 차는 적정한 온도의 따뜻한 물을 부어 차가 우러나게 

하여 마시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방식을 일컫는 용어로 

‘포다법(泡茶法)’과 ‘충다법(沖茶法)’이 있는데, 그 뜻을 살펴보면 각각 

泡(물 흐르는 소리: 포) 와 沖(따뜻하고 부드럽다: 충)자를 써서, 차에 

물을 따르거나 따뜻하게 우려내는 행위를 묘사한 것이다. 

 따라서 따뜻한 물과 찻잎을 함께 담아 찻물을 우려내고, 우린 찻물과 

찻잎을 분리해 찻물만 따라내는 기능이 다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적 특징이 기물의 형태에 그대로 반영된다. 다관은 

이러한 특징이 한눈에 들어올 만큼 그 정체성이 뚜렷한 기형(器形)을 

가지고 있다. 다음은 이러한 다관의 기본적인 형태와 부위별 명칭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다.  

 

 
[도판 3]다관의 형태와 부위별 명칭. 양구백토다관, 2015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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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리: 몸통 안에 들어 있는 찻물을 찻잔에 쏟아 붓기 위해 몸통에 구멍을 뚫어서 

그 구멍에 연결시킨 대롱 같은 것이 다관의 부리이다. 구멍의 위치는 몸통의 

생김새에 따라 다른데, 몸통 속의 찻물이 아구리로 넘치지 않으면서 밑바닥에 고인 

찻물까지 부드럽게 흘러나오는 자리에 위치해야 좋은 다관으로서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찻물고임자리: 몸통과 부리 밑부분의 접점에서 나타나는 모양. 

아구리: 아구리는 몸통과의 조화가 중요하다. 이는 다른 그릇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나, 다관은 함께 사용되는 잔이나 완 등 다른 차도구와의 조화가 

강조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뚜껑: 다관의 뚜껑은 아구리를 덮어 몸통 안에 들어있는 물이나 차의 온기와 맛, 

향을 좋게 유지하는 역할을 지녔다. 이런 기능적 측면 외에도 뚜껑이 지는 나름의 

특성도 다관의 아름다움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다.  

꼭지: 뚜껑을 열고 닫는 기능을 하는 꼭지는 일차적으로 손잡이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다관 전체의 미감에 깊이를 더한다는 측면도 중요하다.  

손잡이: 따뜻한 물을 머금고 차를 우리는 동안 열전도로 인해 다관의 몸통이 

손으로 잡기 어려워지기 십상이다. 때문에 다관을 제작할 때에는 손잡이를 

부착하여 잡기 편하도록 하는데, 손잡이 역시 기능적 측면 외에도 몸통과 부리, 

뚜껑과의 전체적인 조화가 중요하다.
9
 

 

[도판 3]과 같은 형태는 보통 ‘다관’으로 가장 먼저 사람들이 떠올리는 

형태이다. 위와 같은 형태를 기본으로 시대와 지역에 따라 약간씩 

응용된 형태들이 있는데, 이를 토대로 다관을 분류하기도 하며 부르는 

명칭 또한 다르다. 하지만 이 역시도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아니며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지칭하는 용어가 서로 다르거나 반대되는 경우도 

더러 있다. 다음은 이의 구체적 사례를 다룬 박홍관의 2009년 논문 

「韓國 茶道具 名稱 統一模型에 관한 硏究」의 일부이다. 

 

다관은 일반적으로 찻잎을 우려내는 그릇이다. 작은 주자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재질은 옥, 은, 동, 금동, 도기, 자기 등으로 만들어 진 기물이다. 이 다기는 

손잡이의 위치에 따라서 이름이 달리 나타난다. 

다시 말해 우리가 흔히 다관이라고 칭하는 것은 이러한 3가지 주자형태의 다기를 

통칭하는 말이며,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다호(茶壺)라는 도구로 

통일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외국에서는 세부적인 형태로 

구분하지 않고 손잡이가 위에서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은 제량호(提梁壺)라고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그 외 손잡이 위치에 따른 구분은 하지 않고 고리꼴 손잡이 달린 것은 

‘把(잡다:파)’자를 이용하여 파형호(把形壺)라고 하거나 예호(執壺)라고 한다. 

제량호의 명칭은 재질에 따른 구분은 없으며 자사(紫砂) 또는 도자기로 만든 것으로 

손잡이가 위에 있는 것은 모두 제량호라고 한다. 

                                            
9
 정동주, 앞의 책, p.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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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한국에서는 다호(茶壺)와 다병(茶甁)이라는 두 가지의 도구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엄격히 말하면 원래의 다관(茶罐)형태와는 다른 다병(茶甁)에 

다관(茶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임을 알게 한다. 

이에 대하여 중국에서의 명칭은 다호(茶壺)와 다관(茶罐)의 쓰임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다관이라고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차를 보관하기 위해 사용하는 

작은 다호를 다관(茶罐)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사용하는 주자형태의 다기는 

다호(茶壺)라 부르고 있다. 이는 지역에 따른 의미 변동을 가지며 교환사용이 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한국 또한 차를 우려내는 주자형태에 

다관(茶罐)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차를 담아두는 통에 다호(茶壺)라는 말을 

사용한다. 바로 이러한 점들이 중복 명칭들을 명확히 연구해 오지 않아 발생되는 

결과 중에 일부분이다.
10

 

 

이러한 모호성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세부적인 명칭 구분은 생략하고, 

뚜껑이 있는 몸통에 부리와 손잡이가 달려 있어 차를 우리고 따르는 

기능을 하는 다기를 모두 ‘다관’이라 지칭하기로 한다. 

 

 

제 2절. 역사적 사례 연구 

  

 다관이라는 기형은 어느 한 날 한 시에 한 사람이 갑자기 고안해낸 

형태가 아니고, 인류가 과거의 결과물을 끊임없이 재해석하고 

응용해나간 것이 쌓이고 쌓여 나온 결과물이다. 따라서 다관을 

역사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선 단순히 기형뿐만 아니라 각 시대의 

정세와 흐름, 그 안에서 일어난 변화들을 짚어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인류의 차 마시는 풍속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러한 변화 속에서 어떤 수요에 의해 다기가 

발전되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고대(선사시대 ~ 9세기) 

 

 인류가 사냥·채집 생활에서 정착·농경 생활로 옮겨간 후, 토기를 

제작하여 잉여 생산물을 저장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계급과 사회라는 

개념이 발생하였으며 뒤이어 보다 풍족한 생산과 번영을 기원하는 

주술행위도 발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제례를 행하는데 있어 

절대자에게 제물을 바치는 행위가 수반되었는데, 이러한 제물에는 

                                            
10

 박홍관, 앞의 논문, p.11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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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수(淸水)나 다른 신성한 지위를 부여한 액체도 포함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신성한 액체를 사용한 제례가 차 문화의 시초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기물들을 다기의 시초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액체 제물을 바치는 제기는 주로 제사장의 전유물로서 토기, 

회도, 도기로 일찍이 제작되었지만, 흙으로 만든 기물은 당시의 기술로는 

습기가 베는 데다 주전자처럼 복잡한 형태의 기물을 만드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지역에 따라서는 점토를 구하기가 어려워 처음부터 청동으로 

그릇을 만든 곳도 있었는데, 청동기는 토기, 도기에 비해 세련된 형태를 

제작하는 것이 가능했고 습기까지 완벽하게 차단됐다. 서아시아의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고대 이란 등지의 고대 문명들은 일찍이 

청동기로 이러한 기물들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청동기가 고대의 

교역로를 거쳐 중국까지 전파되었다. 그리고 양질의 점토가 풍부한 

중국에서는 이러한 청동 제기들을 흉내 내어 점토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다관의 시초라고 볼 수 있다.
11

  

  
[도판 4]신석기시대 용산문화 홍도규(紅陶鬶)

   [도판 5]신석기시대 제가문화 홍도화(紅陶盉)  

신석기시대 다관의 시초가 제작된 이래로, 한나라가 멸망한 뒤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파되면서 사람의 정신을 맑게 하고 몸을 편안하게 

하는 수양의 개념이 함께 전파된다. 그리고 그런 상징을 청정한 물에서 

찾았는데, 이것을 힌두어로 알가(Argha)라 불렀다. 그리고 이 알가를 

예배 때 올리는 도구를 힌두어로 군디카(Kundika)라 불렀는데, 이 

                                            
11

 정동주, 앞의 책, p.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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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디카를 한자어로 번역해 부르면 정병이 된다.
12

 이 정병이 앞선 신석기 

유물과 맥이 이어지는 기형이다.
 
 

아래의 사진은 이와 같은 정병의 형태가 서역 문명에서 기원했으며 

문화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발전·변이되어갔음을 볼 수 있는 유물들이다. 

 
[도판 6]부리가 달린 물병, 1세기, Rome, 동 주조   [도판 7]Lushan type 물병, 당대, 9세기

  

     

[도판 8]요대(遼代) 물병, 10세기                [도판 9]청자정병, 고려, 12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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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주, 앞의 책, p.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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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에 들어서면서 이와 같은 정병은 의식에 사용되는 기물을 넘어 

본격적으로 차를 마시는데 사용되었다. “당대 이전의 차는 주로 약용이나 

식용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나, 당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음용 위주로 

차를 마시는 풍습이 크게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
13

 이 당시에는 차를 

주로 단차 형태로 만들었는데, 단차를 음용하는 방법을 육우(733~804 

AD)가 집필한 『다경』에서 ‘자차법(煮茶法)’으로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다.
14 

 

        
처음 끓을 때는 물의 양을 맞추고 소금으로 맛을 조절한다. 그 마시던 나머지를 

버리라고 이르는 것은 그 짠 것만 남고 그 한 가지 맛도 모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 끓어오르면 물을 하나의 표주박에 퍼내고 대젓가락으로 심하게 끓는 

물의 중심을 휘저어서 찻가루를 헤아려 한 가운데로 맞추어 떨어뜨린다. 조금 

있다가 끓는 기세가 성난 파도처럼 거품을 뿌리며 밖으로 넘쳐 흐르듯이 하면 

그치게 하고 그 가루를 거르는 것이다. 

무릇 여러 사발에 차를 따라 놓을 때는 거품이나 찌꺼기를 고르게 한다.
15

 

  

 위의 내용을 보면 불에 구운 덩어리 차를 맷돌에 빻아 가루를 낸 후 

물이 끓는 솥 한가운데 넣고 대젓가락으로 휘저어 포말을 떠서 마시는 

방법이 묘사되어있다.
16

 차를 식용으로도 섭취하던 고대의 방식이 아직 

남아있다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를 끓이면, 솥에 물이 부족할 때 수시로 물을 

넣어줘야 하는데, 이를 위해 차솥 옆에 물이 담긴 정병이나 주자를 항상 

비치해두었다. 차를 나누어 마시는 잔 역시 본래에는 옥기(玉器)를 주로 

썼으나, 옥 빛을 흉내 내어 만든 청자 다완을 사용하기도 했다. 

 비슷한 시기 한반도에서도 음다(飮茶) 문화가 있었는데, 『삼국유사』, 

『삼국사기』등의 문헌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가야의 시조인 수로왕이 제사 때 제수로 차를 올렸다는 

기록이나, 고구려 무덤에서 출토된 병차(餠茶), 『삼국사기』10권 

<흥덕왕>조에 언급되는 토산차, 『동대사요록』에 행기보살이 

나라(奈良)에 있는 절 주변에 차나무를 심었다는 기록 등이 남아있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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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애 외 6, 앞의 책, p.42. 
14

 Ibid, p.43. 
15

 육우, 박양숙 해역, 『다경』, 자유문고, 1998, p.77. 
16

 주영애 외 6, 앞의 책, p.43. 
17

 Ibid, p.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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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0](좌)청자과릉환호(靑磁瓜稜丸壺) 당(9세기) 월주요 높이25.8cm 중국 영파시 천일각 

박물관 

[도판 11](우)청자화구완(靑磁花口碗) 당(901년) 월주요 높이 8.5cm 중국 임안시 문물관 

 

 

중세(10세기 ~ 14세기) 

 

 당 멸망 이후 혼란기를 거쳐온 송대는 중국 차 문화의 대단원을 연 

시대라 할 수 있다. 송대에는 소금·철·술·차를 국가에서 전매하였는데, 

수익을 늘리기 위해선 차의 질적 향상이 뒤따라야 했으므로 송대의 차는 

그만큼 품질이 우수해졌다.
18

 또한 송대에는 양자강 이남 지역의 활발한 

개발로 다양한 상업작물이 증가하면서 차 생산량 역시 증가하게 되어 

상류사회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차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양자강 이남의 개간사업에는 관수사업이 필수적이었는데, 관수사업을 

위해 지은 수차를 이용해서 덩어리 차를 아주 고운 입자로 빻아 말차로 

만드는 일도 가능해졌다. 

 말차의 등장과 함께 차를 마시는 풍속도 바뀌었다. 이전에는 덩어리 

차를 불에 굽고 가루 내어 끓여 마신 데 반해, 송대에는 곱게 간 차 

가루에 뜨거운 물을 직접 붓고 대나무를 잘게 쪼개 만든 차선(茶筅)으로 

찻물을 저어 부드러운 거품을 만들어 마시는 점다법이 유행했다.
19

 

                                            
18

 정동주, 앞의 책, p.126. 
19

 주영애 외 6, 앞의 책,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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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점다법의 유행과 함께 ‘투차(鬪茶)’란 풍속도 성행하게 

됐다. 투차란 찻잎 질의 좋고 나쁨, 그리고 차를 타는 사람의 말차를 

젓는 실력을 겨루는 시합으로, 복건 건안(建安) 일대에서 유행하다 

상당히 성행하게 된다.
20

 

이러한 유행에 맞추어 다기의 양상도 바뀌게 되는데, 송대를 대표하는 

다기를 하나 꼽는다면 단연 천목다완이라 할 수 있다. 천목다완은 짙은 

흑색 바탕의 유약이 특징인데, 이러한 색상이 말차의 색상과 분명하게 

구분되어 ‘투차(鬪茶)’하기에 가장 적합했기 때문에 인기가 좋았다.
21

 

옥색을 흉내 낸 청자 다완이나 서아시아의 색유리 기물을 흉내 낸 채색 

도기를 쓰던 당대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으며 차를 즐기는 풍속도 당대와 

비교해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안 앞바다에 침몰한 선박에서 출토된 천목다완 유물은 도자기의 

역사뿐 아니라 당시의 중국과 한국·일본을 이어주는 차 문화 전파의 

경로를 알 수 있는 중요 한 단서가 되기도 했다.22 

 

  
[도판 12]목엽천목다완(木葉天目茶碗), 남송시대 12세기, 길주요, 오사카동양도자미술관 소장.

 
 

 송대에는 말차 뿐만 아니라 전차에 대한 소비도 상당부분 있었다. 중국 

남부 복건·광둥성 지역의 원주민들이나 사찰에서는 일찍부터 찻잎에 

물을 직접 부어 우려먹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거니와, 차의 생산량이 

늘면서 차를 소비하는 계층도 늘어 차를 음용하는 방법도 차츰 다양하게 

분화되어갔다.
23

 이는 명나라 중기 이후 유행하기 시작한 본격적인 다호, 

즉 잎 차를 넣어 뜨거운 물에 우려먹는 다호가 이미 송나라 때 제작,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유물들이 있기 때문이다.
24

 

                                            
20

 박홍관, 『차도구의 이해』, 형설출판사, 2013, p.51. 
21

 Ibid. 
22

 박홍관, 앞의 논문, p.24. 
23

 정동주, 앞의 책, p.149. 
24

 Ibid, 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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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다호들의 경우 너비(외경)가 평균 13.6cm의 크기로, 다량의 물을 

담고 있어야 하는 정병이나 주자와는 그 크기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른 기능을 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또 양자오산 가마터에서 자사호 

유물이 출토되기도 했는데, 연대측정 결과 서기 10~11세기로 나오면서 

북송시대에도 자사 다호가 이미 제작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5

 

 
[도판 13] 송대 청백자다호                   [도판 14] 북송대 녹유다호 너비 11.8cm 

    
[도판 15]북송대 백자다호 너비 15cm        [도판 16]북송대 백자다호 너비 14.1cm 

이와 같은 송대의 차 문화는 고려와 일본에 수출되어 차 열풍이 부는 

결과를 가져온다. 고려시대는 불교문화의 융성과 맞물려 차 문화의 

전성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시대였다. 왕실에서는 차를 귀중한 

예물로 여겨 귀하게 썼고, 불교의식은 물론이거니와 국가의식에서도 

왕의 주과식선(酒果食膳)을 올리기 전에 차를 먼저 올리는 

진다예식(進茶禮式)이 필수적으로 따랐다.
26

 

이러한 차 문화의 융성에 따라 고려대의 다기 역시 그 발전상이 

뚜렷했다. 우리가 현대 흔히 말하는 ‘비취색의 고려 청자’에서도 청자 

                                            
25

 문 수, 『자사호의 세계』, 바나리, 2004, p.30-31. 
26

 주영애 외 6, 앞의 책, p.37. 



 

 15 

다기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  

  
[도판 17]상감국화운화문청자주자, 고려          [도판 18]연화문각참외형청자수주, 고려 

 고려 초기인 광종 연간, 고려의 제도와 문물이 중국의 것을 배우기 시

작하던 시기에는 왕실과 귀족층의 다기인 청자 다완, 다병(정병), 주자 

등을 청자 제작지로 유명했던 오월국(吳越國)과의 교류를 통한 수입품에 

의존하였으나, 장차 증가하는 수요에 비해 수입량은 한정되었기에 고려

에서 직접 청자를 생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27

 

 

  
[도판 19]청자양각연판문발, 고려              [도판 20]청자다완, 고려 

일본의 차 문화 역시 송대에 들어 그 규모가 방대해지고 대중적이 

되었다. 8세기 ‘나라(奈良)’시대 이미 견당사(遣唐使)들에 의해 차 문화가 

일본에 전파되었지만, 궁중의례 형태로 정착되었을 뿐 일상적인 음차 

                                            
27

 박홍관, 앞의 책,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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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는 형성되지 않았다.
28

  

하지만 가마쿠라 시대에 들어 송나라에서 유학한 승려들이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송나라의 차 문화가 일본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특히 

실권을 장악한 가마쿠라 막부의 무인들이 공가문화(천황중심의 

귀족문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런 유학파 승려들을 포섭하여 계획적으로 

차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고, 불교 경전 중심의 공가 차 문화에 대항하여 

참선(參禪)과 수행(修行)의 개념을 결합시킨 다도(茶道)라는 차 문화를 

새로이 만들어냈다.
29

  

이 바탕엔 ‘화경청적(和敬淸寂)’과 ‘이치고이치에(一期一會)’정신이 

있다. ‘화(和)’는 어울려 함께 함, 서로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어울리게 

만든다는 의미인데, 이러한 ‘화(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과 어울리기 

위해 존중하는 마음인 ‘경(敬)’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경(敬)’을 

위해서는 서로 욕심을 절제하고 마음을 통제하는 수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결(淸潔), 청렴(淸廉)의 뜻으로서 ‘청(淸)’; 깨끗하게 잘 정돈된 

상태, 와 한적(閑寂), 정적(靜寂)의 의미로서 ‘적(寂)’; 흔들림이 없는 

고요함, 이 필요했다. ‘이치고이치에’는 ‘평생에 단 한 번’이라는 뜻으로 

해석되며, ‘화경청적’을 위해서는 정신을 집중하여 차 자리에서의 만남과 

차에 대한 마음을 일생에 한 번 뿐인 듯 진지하게 여기라는 뜻이다.
30

 

 

원대는 몽골인의 정복과 통치로 인하여 차 문화가 두드러지거나 

특별하지 않았고, 다사(茶使)·다기사(茶器使)의 연구상 과도기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말차와 엽차(전차)를 겸용하던 시기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31 

 

아시아 북방의 유목민족은 본래 차를 모르고 마시지 않았지만, 차가 

유목민의 주식인 육류의 소화를 돕고, 척박한 환경에서 어렵게 구한 

식수의 냄새도 좋게 한다는 이점이 점차 알려져 약 3~4세기 중원의 

한족들과의 교역을 통해 차를 수입하기 시작했다.
32

 그러나 이런 제약된 

환경에서 차를 마시는 풍습은 당이나 송대와 같이 섬세하고 복잡할 수 

없었고, 주로 끓는 물에 덩이차(병차)를 부셔 넣고 소젖 또는 염소 젖을 

넣고 끓인 수테차로 마셨다. 이러한 풍습은 원의 건국 이후까지 이어져 

전차법이 자리잡게 된 배경이 되기도 했다. 

                                            
28

 주영애 외 6, 앞의 책, p.54. 
29

 정동주, 앞의 책, p.193-198. 
30

 김완주, 茶文化가 東아시아人의 工藝文化觀 및 造形性에 끼친 影響硏究,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p.72. 
31

 박홍관, 앞의 책, p.99. 
32

 정동주, 앞의 책, 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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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세(15세기 ~ 18세기) 

 

 명대는 송대와 더불어 차 문화 역사상 가장 큰 전환점이 있었던 

시기이다. 명나라를 건국한 명 태조 주원장은 농민 출신이었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공정이 복잡하고 일손이 많이 가는 단차(團茶)를 만들어 

황실에 진상하도록 한 것이 얼마나 폐단이 많은지를 익히 알고 있었다. 

이에 홍무23년 그는 칙령을 내려 단차의 제조를 금지시키고, 대신 황실 

진상품으로는 찻잎 자체를 올리도록 했다.
33

  

이러한 혁명적인 변화로 인해 말린 찻잎을 다호에 넣고 따뜻한 물을 

부어 차가 우러나도록 하여 마시는 포다법(泡茶法)이 정형화되었다. 수 

천년에 걸쳐 생겨난 다양한 형태의 차법이 한 순간에 모두 바뀌면서 그 

동안 유행했던 투차(鬪茶)풍속도 쇠퇴하였다.
34

 

 차를 마시는 풍속이 바뀌면서 주로 소비되던 다기도 그 종류가 크게 

바뀌었다. 이전까지는 준비된 차를 담아 마시는 완(碗)이 가장 중요한 

입지를 가졌던 반면 포다법이 유행하면서 차를 우리는 다호가 가장 

중요한 기물이 되었다. 다호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다양한 종류의 

다호가 만들어지고 사용되었다. 

 특히 명대에는 원대부터 제작되던 청화백자 제작 기술력이 더욱 

발전하였다. 원대에는 요업을 다른 분야보다 비교적 중시하여 경덕진에 

요업행정 관리기구인 부량자국을 설립하여 경덕진 제자업(製磁業)을 

전문적으로 관리하였는데, 이러한 흐름이 명대까지 이어져 명대를 중국 

자기제작의 전성기라고까지 부를 만큼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냈다.
35

 

 더군다나 명대에는 대외 교통이 발달하고 해외무역이 흥성하여, 자기는 

이미 중요한 하사품과 무역상품이 되었고, 민간의 수요도 증가하여 

관요(官窯) 뿐만 아니라 여러 민요(民窯)에서도 청화자기를 다량 

생산했다.
36

 

                                            
33

 정동주, 앞의 책, p.147. 
34

 Ibid, p.147-149. 
35

 마시구이 저, 김재열 역, 『중국의 청화자기』, 학연문화사, 2014, p.30. 
36

 Ibid, p.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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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1]명 영락 제위기간(1360~1424) 당초문 청화백자 주자 

  
[도판 22]명대 청화백자 다호 1645년작 추정    [도판 23]명 선덕 제위기간 청화백자 주자 

이러한 청화백자의 제작기술과 수요가 정점을 찍은 때는 청대에 

들어서이다. 청대에는 특히 강희·옹정·건륭 세 황제 시기에 

제자업(製磁業)이 전성기를 맞아, 역사상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였고 

황금시대라 할 만 했다.
37  황실에서 청화자기를 애용하면서 자기(磁器)의 

질은 갈수록 향상되었고, 유럽의 무역세력이 앞다투어 청화자기를 

주문하고 매입해갔다. 

                                            
37

 마시구이 저, 김재열 역, 앞의 책, p.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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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4]명대 청화백자 주자와 다호. 1640년경 

유럽으로 수출되는 자기는 유럽 현지의 취향에 맞게 주문자가 직접 

지정한 기형·문양·유색(釉色)·채색(彩色)을 맞추었는데, 이러한 연유로 

분채 자기의 발전이 괄목할 만 하였다.
38

 이 시대에 만들어진 도자기는 

발달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완전한 가공미를 추구하여, 고 난이도의 

번조 방법이나 정밀한 문양 그리기가 행해졌다.
39

 

 

 

 
[도판 25]강희 제위기간(1662 ~ 1722) 화접문 채색 자기 

                                            
38

 마시구이 저, 김재열 역, 앞의 책, p.334. 
39

 박홍관, 앞의 책, 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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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6]강희제기간 청화백자 주자           [도판 27]강희제기간 녹색바탕 연채자기 

  

[도판 28]강희제기간 연채자기 수출품         [도판 29]옹정제기간 청화백자 다호 

   
[도판 30]건륭제기간 채색자기 다호              [도판 31]건륭제기간 청화백자 팔각 다호 

 명·청대의 채색 자기 발전과 더불어, 차를 마시는데 있어 또 하나 

중대한 발전상이 있었는데, 바로 자사호(紫砂壺)이다. 다음은 정동주의 

2008년 책 『다관에 담긴 한·중·일의 차 문화사』에서 다룬 자사에 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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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는 부드럽고 매끄러우며 철분 함량이 높은 사질토(砂質土)의 한 종류로서, 

바다와 가까운 의흥·양선·조주·공부에서 많이 채취되었다. 자사호는 자사라 부르는 

흙을 맷돌에 갈아서 가루로 만든 뒤 숙성기간을 거쳐 만들되 유약을 입히지 않은 

정교한 그릇으로, 불 속에서 잘 익으면 적갈색·담황색·자흑색 등 아름다운 색깔을 

띤다.40 

 

 

 
[도판 32]자사 니료(泥料)의 종류와 종류에 따른 발색. 중국의흥도자박물관. 2015년 촬영 

 이러한 자사니료(紫砂泥料)는 그 매장량이 극히 한정되어있고, 채취되는 

지역도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전세계에서 앞서 언급한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독보적인 재료인 만큼 그 특징도 매우 

독특한데, 문수의 2004년 책 『자사호의 세계』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이싱 자사차호는 차를 우려내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인 열전도율이 

매우 높다. 구리나 쇠에 뒤지지 않을 정도의 열전도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그 

재질에 그런 광물질이 다량 함유되어있을 뿐 아니라 1200℃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구워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호에 차를 우릴 때 차호 전체가 비슷한 온도로 

달궈져 보온성이 좋아지고 차의 향과 맛을 오래 품어준다. 

     둘째, 열전도율이 높은 대개의 물질들이 기공성이 좋지 못한 것과 달리 자사차호는 

옹기와 같이 기공성이 좋다. 따라서 자사차호로 차를 우린 경우는 기공성이 좋지 

못한 자기류에 차를 우린 것과는 차의 맛과 색과 향이 다르다. 

     셋째, 자사 니료에 함유된 광물 성분에는 인체에 유익한 요소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넷째, 차를 우리는데 있어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보온성인데, 자사차호는 기벽이 

                                            
40

 정동주, 앞의 책, p.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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얇으면서도 기공성으로 인해 보온성이 매우 좋다. 

     다섯째, 자사 니료에 다량의 광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우릴 때 

특별한 내부 화학반응이 없다.41 

 

 위와 같은 이유로 포다법이 정형화된 명대부터 자사차호는 차를 마시는 

데 있어 매우 독보적인 입지에 오르게 된다. 명대 사람인 주고기(周高起, 

1640년대 생존하였던 것으로 추정)는『양선명호록(陽羨茗壺錄)』이라는 

책을 통해 의흥 자사호의 유래와 역사, 주목할만한 예인(藝人) 등을 

자세히 기록하였는데, 여기에서 명대에 자사호가 얼마나 각광받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다. 

 

 명나라 사람들은 자사호를 아주 높게 평가한다. …오늘날 대체로 차라는 것은 

반드시 의흥자사기 때문에 말해지는 것이다. 대만 사람들(청의 직접 지배 이전까지 

대만의 원주민들은 독자적으로 명과 동남아시아의 무역을 중개했다.)은 공춘의 작은 

자사호를 가장 중히 여긴다. 하나를 수십 년간 사용하고도 금(金)의 가치와 똑같이 

여긴다. …명대의 좋은 자사호를 사기 위해 집을 저당 잡히고 항상 황금과 같이 그 

가격을 다투었다. 오늘날 자사호는 어떤 사람이 일생 동안 추구하는 목표가 되고 

있기도 하다.42 

 

 자사호의 인기에 힘을 실어준 또 다른 요인이 있는데, 바로 발효차의 

존재였다. 

 명대 중엽 이후 등장한 발효차는, 찻잎을 따서 고온으로 덖거나 쪄서 

찻잎 속의 산화 효소를 불활성화 시킨 불발효차와 달리43, 오랜 기간의 

숙성을 통해 각종 미생물과 효모가 번식하도록 하여 독특한 향과 색, 

맛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발효차는 자사호에 마시는 것이 

그 깊은 맛과 향을 잘 품어주고 보온성도 좋다 여겨져, 자사호가 차 

문화에 있어 새로운 유행이 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종래에는 한 가지 차만 오랫동안 우린 자사호는 

따뜻한 물만 부어도 그 차의 맛이 난다는 이야기까지 생겨날 정도로 

차를 마시는데 있어 독보적인 입지를 굳혔다. 

                                            
41

 문 수, 앞의 책, p.17. 
42

 정동주, 앞의 책, p.161. 
43

 주영애 외 6, 앞의 책,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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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3]명대 자사호. 진용경(陳用卿)작     [도판 34]명대 자사호. 1627년. 혜맹신(惠孟臣)작 

 자사호가 인기를 얻어감에 따라, 자사호를 만드는 장인들도 덩달아 

칭송 받기 시작했다. 역사적으로 수 많은 공예품의 사례에서, 아무리 

명작이라 칭송 받는다 한들 제작자의 이름이 작품에 새겨지거나 장인이 

칭송 받는 일은 드문 경우이다. 하지만 명대와 청대의 몇몇 자사호 

장인들은 예인(藝人)·명인(名人)의 칭호를 받고 지금까지 이름이 알려져 

있다. 특히 명대 자사호 명인들의 이름에는 大(크다: 대)자를 넣어 

그들의 작품을 기렸다. 

 이렇게 제작자의 이름이 작품 전면에 표기되는 것은 송대부터 시작된 

상품경제체제의 발달에 따른 흐름으로 보이며, 이러한 맥락이 현대까지 

이어져 현대 중국에서 예인 또는 명인의 칭호는 한국의 

‘무형문화재’급의 직함으로 활용되고 있다. 

    
[도판 35]명대 자사호. 이대중방작. 1620년      [도판 36]명대 자사호. Shen tzu-che작. 16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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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7]명대 자사호. Hsu Yu-chuan작. 17세기  [도판 38]명대 자사호. 시대빈작. 16세기 

 
[도판 39]명대 자사호. 시대빈작. 1610년.        [도판 40]청대 자사호. 도광제(1821-50)기간.  

 
[도판 41]청대 자사포석양옥다호(紫砂包錫鑲玉茶壺). 19세기 

 자사호가 다관으로서 시대적인 입지를 굳혀감에 따라, 청대에는 차를 

우리는 일은 자사호로 하고, 찻잔은 경덕진이나 기타 민요의 도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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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것이 점차 보편화 되었다.44 

 이러한 흐름과 함께, 별도의 다호를 쓰지 않고 뚜껑이 있는 큰 잔 

형태인 개완(蓋碗)에 차를 우려 마시는 방법 역시 점차 보편화 되었는데, 

차 문화가 대중적으로 보급됨에 따라 보다 간편한 사용에 초점을 둔 

다기의 등장이라 볼 수 있다. “개완은 거의 대부분 경덕진에서 제작된 

고급질의 깨끗한 백자 위에 분채, 법랑채, 오채, 투채의 시문 방법으로 

문양이 그려진 기물들이 널리 사용되었다.” 

45 

 

 
[도판 42]청대 채색자기개완      [도판 43]청대 핑크바탕 초충문개완. 동치제 시기(1862~74)  

 

차 문화가 더욱 대중적으로 퍼져나감에 따라, 명·청대에는 거의 모든 

도시에 찻집이 있었으며, 이러한 찻집들은 사교의 장소로 활용 되었다. 

그러다 보니 일종의 여흥으로서 차 문화가 발전하게 되었다. 때문에 

중국의 차 문화는 관념적 깊이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여가(餘暇)를 즐길 

수 있는 놀이 문화로서 발달하였다는 점에서 다예(茶藝)라는 말로 

범주화 할 수 있다.
46

 중국의 다예는 비교적 격식을 강요하지 않으며, 

일상적인 활동이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간의 친목을 발전시켜주는 

사교성을 내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서를 바탕으로, 중국 다기의 조형 의식은 ‘기예’로 

풀이된다. 명·청대의 청화백자나 채색자기에서도 볼 수 있듯 다기를 

제작하는데 있어 세심하고 정교한 기예의 끝을 보여주고자 노력했으며, 

현시대 중국에서 가장 으뜸으로 치는 자사호 장인들 역시 주 재료인 

자사니(紫砂泥)로 나무, 돌, 곤충, 식물 등 다양한 질감의 사물들을 

표현하며 기량의 끝을 겨룬다. 

                                            
44

 박홍관, 앞의 논문, p.33. 
45

 Ibid. 
46

 김완주, 앞의 논문,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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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세 중국의 차 문화가 절정기에 이르고 무르익은 데 반해, 한국은 

이전에 비해 그 규모 면에서는 오히려 침체되기 시작했다. 불교 배경에 

힘입어 상류계층부터 민간까지 다양한 계층에서 차를 마셨던 고려시대에 

비하여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차 문화를 누리는 계층이 사대부나 왕실 등 

상위계층으로 축소되었다. 

대신 조선 시대는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한국 차 문화의 특성을 

개념화한 시대로 평가 받는다. 신라와 고려시대를 지나 조선의 건국 

까지 긴 세월을 꿰뚫는 시간 동안, 한국의 차 문화는 문치주의의 이념 

아래 예법으로서 차 문화가 적립되어 갔다. 그리고 조선시대 들어 

주자가례에 따른 제례와 의식으로 차 문화가 행해지며 사대부의 

의례(儀禮)적 여가문화이자 구도(求道)활동이라는, 일종의 고급 

생활문화로 차 문화가 자리잡게 된다. 이것이 오늘날의 한국 차 문화가 

“자연과 삶의 진리를 찾는 실행적 공부이자 공경과 정성을 나타내는 

행동방식 및 생활철학”으로 자리잡는데 그 뿌리가 되었다.
47

 

조선 건국 초기에는 고려시대의 다풍을 그대로 이어받아 다양한 

계층에서 활발히 차를 즐겼으나, 조선 중기 이후로는 왕실 다례도 차츰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행사로 국한되었고 왕실은 행사가 있을 때 차 

대신 술을 즐겨 마셨다. 사찰의 차 문화도 급격하게 변해갔다. 국가에서 

지급한 사원전의 축소·폐지에 따라 사찰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승려의 

출가와 수행생활 전반에 걸친 제도적 위압으로 생존 자체가 위험해지자 

사찰에서의 차 문화는 고려대와 비교해 초라할 정도로 쇠퇴했다.
48

 

 대신 이러한 차 문화가 제도적으로 자리잡아 관료제의 틀 안으로 

편입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다시(茶時)’제도인데, 사헌부 관원들이 

등청하여 왕과 차를 마시며 토론을 벌였던 것을 말한다. 또한 조정의 

다례를 거행하는 업무를 하는 ‘다방(茶房)’이라는 관청이 있었으며, 지방 

관청에는 ‘다모(茶母)’라는 관비가 차에 관한 일을 맡기도 했다.
49

 

조선 초기에 차를 마시는 방법은 고려와 비슷하게 대부분 

병차(餠茶)나 말차(抹茶)를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 발견되는 몇 안 되는 

유물이 차를 우려서 마시는 포다법에는 어울리지 않는 너무 큰 주자나 

완(碗)종류가 그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47

 김완주, 앞의 논문, p.69, p73. 
48

 정동주, 앞의 책, p.285. 
49

 주영애 외 6, 앞의 책,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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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44]조선시대 제례용 백자 다완(茶碗) 

[도판 44]는 조선 초기 제례를 위해 사용된 백자 다완으로, 다완 

안쪽엔 茶(차: 다)자가, 굽 안쪽엔 仰(우러르다: 앙)자가 적혀있어 제례 

때 차를 올리는데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높이 9.8cm, 구경 13.2cm, 굽 

높이 3cm, 굽 외경 9.5cm의 크기로 포다법의 일반적인 찻잔(茶杯) 

크기와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50

 

조선 초와는 달리 조선 중기는 “수 차례에 이르는 전란으로 국력은 

쇠약해졌으며, 병자호란(1636년) 이후에는 청에 대한 종속 관계가 

계속되어 차 1,000호 혹은 200짐을 청나라에 바치는 등의 수탈이 

극심했다.”
51

 이에 백성들은 관청의 차 공납에 시달려 차나무 재배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았고 문인들과 승려들까지 차에 대한 세금 때문에 차를 

숨겨놓고 마시는 지경에 이르렀다.
52

  

이와 같은 연유로 말미암아 조선 중기에는 명·청대와 같이 다른 

식음문화와 확연히 구분되는 차 문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이와 

더불어 차와 관련된 기종(器種)의 도자 유물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 

조선 중기의 다양한 다화(茶畵)들에 차를 마시는 풍경이 묘사되기도 

                                            
50

 https://midoyo9.wordpress.com/2016/05/04/ 
51

 이복순, 「조선시대 규방문화와 차생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8, p.8. 
5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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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지만, 이는 차를 마시는 정경(情景)을 직접 표현했다기보다는 거문고, 

장기, 바둑, 뱃놀이 등과 같은 선비들의 정아적(靜雅的) 놀이의 하나로서 

표현되거나,
53

 사대부들이 보편문화로 향유했던, 관념적 이상세계를 

표현한 상상화의 한 소재로서 표현됐다.
54

 

 조선 중기엔 분청사기가 의도치 않게 다기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도 했다.
 
 

 분청사기는 고려 말의 상감청자가 쇠퇴하면서, 백자를 흉내 내기 위해 

청자토 위에 백토로 분장을 하면서 나타난 조선만의 독특한 도예 

사조(思潮)이다. 조선 초기에는 고려부터 이어져오던 관요에서 이러한 

분청사기를 관용으로 생산하기도 했으나, 15세기 중반 무렵부터 여주의 

관요에서 백자를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분청사기의 생산은 점점 

소규모화되고 민간용을 주로 생산하게 되었다. 그리고 민간용의 

분청사기는 귀족적인 고려청자와는 달리 서민적이고 순박한 맛을 

지니면서도 활동감과 생동감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55

  

 이러한 서민적이고 순박한 멋이 때마침 일본의 차 문화 개혁과 맞아 

떨어지게 되면서 분청사기는 본래 용도와는 다르게 일본에서 다기로서 

각광받게 되었다. 이러한 일본 내에서의 분청 사발 열풍은 임진왜란 때 

조선의 분청사기를 비롯한 많은 도자기의 약탈과 도공들의 납치로 

이어졌다. 

  
[도판 45]16세기 분청사발                              [도판 46]오이도다완(大井戶茶碗)  

 조선 중기 이후 차와 관련된 문화가 다시 엿보이기 시작한 것은 

18~19세기 들어서이다. 조선 후기 풍속을 세밀하고 재치 있게 

표현해내기로 유명한 단원 김홍도의 ‘시명도’, ‘전다한화도’와 같은 

                                            
53

 이은정, 「조선후기 다화를 통해 본 차생활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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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임, 「조선시대 다화에 나타난 차 문화 연구」, 성신여대 석사학위 논문, 2001,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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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관, 앞의 책, p.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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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화에는 다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묘사되어있으며, 56  다산 

정약용은 그의 호가 다산(茶山)인 만큼 차를 즐겼고, 강진 유배시절엔 

‘다신계(茶信契)’를 조직 하는 등 차 생활의 활성화를 시도했다. 

초의선사는 <동다송>과 <다신전>을 집필하여 차의 우수성을 말하였고, 

추사 김정희는 청나라에 유학하며 받은 영향으로 몸소 차생활을 

즐겼으며 스스로를 승설학인(勝雪學人; 25세때 맛본 명차 

용단승설(龍丹勝雪)의 맛을 잊지 못해 차의 이름 중 ‘승설’을 따서 지은 

호)이라 칭했다.
57

 

 조선 후기의 도자 유물에서도 차 문화가 되살아나는 흐름을 엿볼 수 

있는데, [도판 47]과 같은 백자다관과 [도판 48]과 같은 백자 찻잔이 

그 예이다.  

 

 
[도판 47]조선 백자 다관, 19세기  

[도판 47]의 다관은 조선시대 차 생활의 양상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가운데 “실제 유물로 남아 있는 것으로는 유일하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백자 ‘다관’으로 분류한 것이다.” 

58 

 조선 후기는 상품경제체제가 발달하면서 계층 구분이 느슨해지기 시작

했고, 이러한 이유로 과거 왕실이나 사대부등 상류 계층만 쓸 수 있었던 

백자 자기도 민간용으로 제작되고 판매·유통되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백자 자기가 당시의 수요에 맞춰 생산되었고, 이중 다관이나 찻

잔 유물이 간혹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조선 중기보다는 차 문화를 향유

하는 인구가 비교적 늘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다기의 양상도 [도판 44]와 같은 큰 크기의 완(碗)과 달리, [도판 

48]과 같은 보다 작은 크기의 찻잔 유물이 관찰되고, [도판 47]과 같은 

뚜껑, 부리, 손잡이를 갖춘 다관이 관찰됨에 따라 조선 후기 들어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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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관, 앞의 책, 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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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애 외 6, 앞의 책,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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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관, 앞의 책, p.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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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병차∙말차 위주가 아닌 잎차 위주의 차 문화가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도판 48]1882년경 칡넝굴로 포장된 조선 백자찻잔(좌)59  

[도판 49]단원 김홍도의 시명도(試茗圖)(우)  

15~16세기는 일본의 사찰과 무가계급 간에 자리잡은 차 문화가 

문인들과 예술가들 사이까지 퍼져 자리잡은 시기이다. 

 중세기 송의 차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일본은, 무사들 사이에서도 

무력뿐만 아니라 참선·서예·꽃꽂이 정원 가꾸기 등 세련된 미의식까지 

무사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 되었다.
60

 그리고 이런 참선 활동 안에 

다도가 포함되어, 지배계급간에 다회를 열어 이러한 미의식을 서로 

경쟁하기도 했다.
 
 

 하지만 14세기 말 중앙 정권인 막부의 정치적 장악력이 약해지면서, 

지방 토호들간의 크고 작은 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다회도 

변질되어 독이 든 차로 정적을 암살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다. 또한 

지방의 토호들 간에는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 더 비싼 수입품을 

사용하는 화려한 다회가 경쟁적으로 열렸다.
61

 

 15세기 후반 들어서면서 이와 같은 폐단을 지적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것이 문인들과 승려들이었다. 몇몇 문인들과 승려들은 조선의 

문인들과 교류하며 조선의 소박·검소·절제의 문화와 질박한 서민의 

문화를 배워와 응용하였다.
62

   

이와 같은 흐름의 바탕에는 ‘와비(侘)’ 사상이 있는데, ‘와비(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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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관, 앞의 책, 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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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주, 앞의 책, p.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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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주, 앞의 책, p.19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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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외롭다, 괴롭다, 시시하다, 초라하다 등의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던 말이었다. 새로 정립된 차 문화에서 ‘서민적이고 화려하지 

않음’이 끽다(喫茶)의 기준이 되면서 다기의 조형 의식 역시 투박하고 

거침, 인위적이지 않음, 부족함에도 거리낌 없는 자유로움이 주가 

되었다.
63

  

 이러한 다도(茶道)에 담긴 조형 의식을 오카쿠라 덴신은 그의 저서 

『차 이야기(茶書, 1906)』에서 “일상생활의 속된 것들 속에 존재하는 

아름다운 것에 대한 숭배에 뿌리를 내린 일종의 의식”으로 정리했다.
64

 

 1960-70년대 경제 부흥기를 누리던 일본이 한국의 골동품을 구입해 

가거나 주문생산 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이와 같은 미의식이 한국에도 

자리잡아 오늘날 한국의 차 문화가 일본적인 색채를 제법 띠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15세기 후반 차 문화 개혁에 특히 앞장 섰던 사람으로는 ‘센노 

리큐(千利休, 1522~1591)’가 있다. 그는 주인과 손님의 마음이 일체가 

되는 것을 다도의 근본이라 보고, 차가 담긴 작은 다완이 각자에게 

제공되던 기존의 방식을 바꿔,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커다란 다완에 

주인이 직접 차를 탄 후, 주인부터 시작해 손님까지 차를 돌려 마시는 

방식을 제안했다.
65

 이러한 연유로 크기가 큰 다완이 주목 받기 시작했고,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사발을 대량 약탈해간 이유도 이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전쟁은 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문화나 물질적인 측면에서 많은 것들을 

파괴하지만, 동시에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파격적으로 섞이고 교류하는 

사건이기도 하다. 임진왜란도 마찬가지였는데, 명, 조선, 일본의 사람들이 

7년간 조선땅에서 서로 미쳐 알지 못했던 문화적인 부분까지 좋든 싫든 

공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의 뿌리깊은 말차 문화에도 잎차를 

마시는 전차 문화가 알려졌고, 전쟁 이후 평화가 정착된 에도 막부 

기간에는 명, 유럽과의 교역을 통해 잎차 문화가 일본 안에도 자리잡게 

되었다. 

 하지만 이 당시 전차용 다기는 대부분 전량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급형 일본 다기에 대한 수요가 생겼다. 

말차를 근간으로 하는 다도가 뿌리깊게 박힌 무사계급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썩 달갑게 여기지 않았지만, 무가문화의 획일성과 엄격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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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완주, 앞의 논문, p.72-73. 
64

 Ibid, p.73.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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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증을 느낀 문인들과 승려 계층이 이러한 흐름에 앞장섰다.
66

 

 많은 문인들이 중국의 역대 다기와 문헌들을 다양하게 수집하여 

분류·정리하였고, 이러한 토대 위에 ‘아오키 모쿠베이(靑木木米)’라는 

젊은 화가가 도예를 갈고 닦아 중화풍의 다기를 닮은 새로운 전차용 

다기를 제작했다. 그는 특히 중국의 다기는 그 깊은 역사에 비해 

손잡이의 형태나 위치는 제량호처럼 몸통 위로 잡거나 고리형태의 

손잡이가 몸통 뒤에 붙는, 두 종류로 정리된다는 점에 착안했다.
67

 

그리하여 당시 일본의 차 문화를 대표하던 말차 문화의 상징적인 

도구인 차선(茶筅)의 손잡이에서 착안한 대롱 형태의 손잡이를 다관 

몸통의 옆에 붙이는 식으로 새로운 유형의 다관을 창시했다. 그리고 

이러한 다관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송대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청자의 전통에 채색화가였던 본인의 경험을 실어, 이장(泥裝)을 발라 

입체적인 문양을 그리고 그 위에 청자유를 시유하는 장식 기법을 썼다.
68

 

 

  
[도판 50]모쿠베이작, 기린문규스, 에도시대   [도판 51]모쿠베이작, 에도시대, 19세기 

 

앞서 다루었던, 명·청나라에서 생산된 자기류가 유럽으로 수출된 

흐름은 도자사(陶磁史) 뿐만 아니라 차 문화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것으로, 동아시아에 한정되어있던 차 문화가 본격적으로 유럽으로 

전파되는 현상이기도 했다. 그리고 유럽의 차 문화는 18세기부터 

본격화된 영국의 식민지 활동으로 인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데, 이러한 

영국의 에프터눈 티(Afternoon tea) 문화는 오늘날 차 문화에서 하나의 

아이콘이 되었고, 차(茶)산업의 중요한 요소로 광범위하게 발전되고 

있다. 69  때문에 현시대의 차 문화를 분석하는데 있어 영국에서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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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주, 앞의 책, p.211-213. 
67

 Ibid, p.223-229. 
68

 Ibid.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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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발전상을 관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할 수 있다. 

1600년대 유럽의 대(對)아시아 해상무역의 패권은 네덜란드와 

포르투갈 상인들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네덜란드는 아예 중국보다 

가까운 인도네시아 자바에 다원을 설치해 본국으로 보다 쉽고 빠르게 

차를 보급했다.70 그리고 17세기 중반 들어 찰스 2세와 포르투갈의 공주 

캐서린의 결혼을 계기로 영국의 왕실에도 처음 차가 전해졌다. 당시 

궁정에서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일(Ale), 와인, 

스피리츠(Spirits; 알코올 음료)등을 마셨는데, 차 애호가였던 캐서린이 

궁정에 들어오면서 동양의 차가 차츰 궁정의 지나친 음주 관습을 대체해 

나갔다.71 

왕실에 차 문화가 정착되면서 점차 귀족층에도 차 문화가 

퍼져나갔으며,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영국에서는 차보다 먼저 자리잡고 

있던 커피하우스 중 하나인 ‘개러웨이스(Garraways)’에서 1657년 차가 

처음 판매되었다. 72  그리고 1706년엔 현재 세계적인 차 유통업체중 

하나인 ‘Twinings’의 최초 Tea room(또는 Tea house; 차와 함께 

간편한 식사를 제공하며 차 제품을 소매로 판매하기도 하는 가게)이 

런던에 설립되었는데, 이 당시 커피하우스나 티 룸 모두 주 고객층은 

대부분 귀족층 부녀자들이었다.  

19세기 들어 빅토리아 여왕의 친구이자 시종(Lady of the 

Bedchamber; 왕비의 최측근으로 왕비의 사생활을 보조하는 귀족 

여인)이었던 배드포드의 공작 부인 아나(Anna Russell)가 점심식사와 

저녁식사 사이의 긴 공백에 지쳐 홍차와 함께 간단한 요기를 하던 것이 

점차 지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면서, 종래에는 상류층 부인들 사이에 

유행해는 사교문화의 한 형태로 자리잡게 된 것이 애프터눈 티(Afternoon 

tea)이다.
73

 

이러한 왕실·귀족 중심의 차 문화는 현대의 개념으로 말하자면 ‘수입 

사치품’을 소비하는 행위였다. 이러한 차 문화는 차에 설탕, 향신료, 

우유 또는 크림 등을 첨가해 밀크 티(Milk tea)로 마시는 것이 독보적인 

특징인데, 밀크 티는 차의 온도를 낮춰 마시기 쉽게 하기 위해, 혹은 

차의 떫은 맛을 완화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설탕, 

                                                                                                               
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7, p.2. 
70

 주영애 외 6, 앞의 책, p.68. 
71

 서경숙, 「영국 홍차 문화 확산과정 연구」, 목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p.18-

19. 
72

 주영애 외 6, 앞의 책, p.68. 
73

 서경숙, 앞의 논문, 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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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신료도 이 시기 차와 같이 고가의 수입품이었기 때문에, 이를 차에 

넣어 마시는 것은 최상의 사치를 누리는 것으로, 대단히 과시적인 

소비였음을 알 수 있다.
74

  

궁정과 귀족들의 저택에서 사용되는 다기는 초기엔 청나라에서 수입된 

고가품을 주로 사용했으나 왕실·귀족들도 점차 차와 자기 수입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커짐에 따라 유럽 내에서 자기를 생산하려는 움직임이 

일었다. 

이러한 움직임의 대표적인 사례가 델프트 도기이다. 델프트 도기는 

주석회 또는 산화 주석을 포함한 흰 색의 유약 위에 푸른색을 띠는 

금속산화물로 중화 풍의 문양·도안을 흉내내 장식한 것이 특징인데, 

겉보기엔 청화자기와 비슷해 보이지만 1100℃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번조 된 도기(陶器)로, 1300℃이상의 고온에서 번조 된 청대의 

청화자기와는 차이가 있다.
75 

 

  
[도판 52]네덜란드의 델프트 도기, (좌) 18세기 (우) 1680-1700년 

1710년, 독일의 마이센(Meissen) 기업이 유럽에서 첫 자기 생산에 

성공하면서 바로크 시대 유럽의 자기시장을 제패했지만,
76

 자기의 사용은 

그 후로도 꽤 오랜 시간 상류층에만 국한되었다. 때문에 이러한 채색 

도기류가 18세기 유럽의 가장 대중적인 상품으로 자리잡았고, 이는 

18세기 중반 유럽의 산업화와도 관련이 깊다. 

18세기는 유럽이 급진적 발전(봉건사회로부터 탈출, 중세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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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은숙, 앞의 논문,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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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hn & Margaret Cushion, 『A collector’s History of British Porcelain』, Antiq

ue Collector’s club, 1992,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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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으로부터 해방된 합리주의 사상의 전개, 자연과학과 기술의 발달, 

식민지 정책, 농업혁명과 자본의 축적)을 하던 시기였는데, 이를 토대로 

많은 산업분야와 지역경제가 효율적으로 정비되고 발전하였다.
77

 

18세기 중엽 들어 산업화로 인해 17세기 초반만해도 상류층의 

전유물들이었던 많은 상품들이 훨씬 대중화되었다.
78

 차 역시 이러한 

상품들 중 하나였는데, 경제적인 부를 축적한 신흥중산층이 대두되면서 

귀족들의 차 문화를 흉내내기 시작하면서, 1730년 한 해에만 영국에서 

140만 파운드(635,029 kg)의 차를 소비했고 1800년 무렵엔 1,200만 

파운드(5,443 t)까지 치솟았다.
79 

차의 소비량이 치솟으면서 차를 마시는데 필요한 도구; 컵과 피쳐, 

찻주전자, 설탕그릇 등의 수요도 덩달아 많아졌는데, 이러한 물건들은 

지난 세기나 다른 나라의 중산층들로서는 거의 꿈도 꿀 수 없는 

것들이었다.
80

 하지만 산업화와 함께 도자기의 생산도 증대되어 이러한 

수요를 뒷받침 할 수 있었다. 기존에 모두 수작업으로 표현되던 표면 

장식을 전사기법이 대치하면서 생산량이 더욱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도자기의 가격도 내려갔다.
81

 

   
[도판 53] 18세기중반 색전사지를 만드는 모습.82  [도판 54]전사 장식을 부착하는  여성 직공들83 

일례로 스태퍼드셔(Staffordshire)에서 대대로 도자업을 이어오던 

조사이어 웨지우드(Josiah Wedgwood)는 18세기 후반 본인이 경영하던 

공장들의 직무를 조직화하여 도자 제조에 있어 공장제 수공업을 이룩해 

생산량을 증대했고, 귀족이나 왕실과 같은 상류층을 주요 타겟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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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으로 당시 상류층의 유행을 모방하는 중산층까지 사로잡았다.
84

 

1790년경 스포드 2세에 의해 본차이나 공법이 자리를 잡은 후로는 

홍차의 색과 잘 어울리는 부드러운 흰 색의 본차이나 도자기가 인기를 

끌었다.
85

 

 

[도판 55](좌)풍경 장식 & 녹색 전사 장식 웨지우드 티세트, 에트루리아 본차이나, 1812-2986 

[도판 56](우)금박 장식 웨지우드 티세트, 에트루리아 본차이나, 1812-2987 

 

 
 

[도판 57](좌) 우스터(Worcester) 경질백자 차주전자, 에나멜 채색, 1765-7088 

[도판 58](우상) ‘W’ Factory 본차이나 티팟세트, 1800-589 

[도판 59](우하) 롱톤 홀(Longton Hall) 경질백자 차주전자, 하회 청화장식, 1755-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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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들어서 영국은 산업화가 더욱 진행되어 더욱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지만, 이때까지 노동자들은 차가 비쌌기 때문에 술로 여가생활을 

했고, 노동계급이 알코올에 중독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생산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영국은 정부적 차원에서 노동자 계급에 

차 문화를 권장했는데,
91

 영국이 아편전쟁에서 승리하고 인도에 차 

플랜테이션을 확충하면서 차의 수급이 더욱 원활해져 차의 가격을 낮출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영국 사회 전체에 차가 기호음료로서 자리를 

잡게 된다. 

영국 차 문화의 보편화와 함께 ‘세트(set)’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았다. 영국의 차 문화를 선도해 나갔던 왕족과 귀족들의 차 문화는 

궁정이나 저택에서 여는 티 파티(tea party)형식으로 행해졌는데, 이 때 

손님의 수에 맞는 찻잔과 찻잔을 모두 채울 수 있는 크기의 차주전자, 

밀크 티를 만들기 위한 우유 또는 크림이 담긴 피쳐, 설탕그릇, 함께 

먹을 음식을 담는 접시 등이 한 세트로서 제작되고 모두 같은 문양으로 

장식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오늘날의 각종 다기 상품에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영국식 차 문화의 또 다른 특징은 홍차 중심이라는 점이다. 

동아시아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차가 제작되고 기호에 맞게 소비되는 

것에 비해, 영국의 차 문화는 홍차를 기반으로 한다. 이 홍차에 다양한 

향신료나 꽃·과일향 또는 서로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홍차를 배합하는 

블렌딩(blending)을 하기도 하지만, 홍차 이외 다른 종류의 차를 음용하는 

것은 대중적이지 않다.  

그 이유를 범선을 통해 차를 운송하던 과정에서 발효가 일어났기 

때문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차가 본격적으로 유럽에 수출되던 17-

18세기 무렵의 중국 녹차는, 이미 명대의 발전기를 거치며 개발된 

기술에 의해 살청(殺靑)이 되어 찻잎 속의 산화효소가 불활성화 돼 

있었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은 내용이다.
92  대신 차 문화가 한창 발달한 

메리 2세(재위 1689~1702) 시기 중국에서 제조되기 시작한 발효차가 

영국으로 유입되면서, 발효차가 밀크티로 마시기에 더욱 적합하여 

인기가 오르기도 했거니와,
93

 발효차가 녹차에 비해 불순물을 섞은 가짜 

상품을 판별해내기 더 쉬운 장점이 있었고, 발효차가 녹차보다 육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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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하는 영국인들의 식생활에 더욱 이로웠기 때문에 영국엔 

홍차중심의 차 문화가 정립되었다 여겨진다.
94 

유럽식 차 문화가 현대에 보편화된 계기는 그 일상성과 실용성에 있다. 

19세기 영국 사회 전반에 차 문화가 정착된 후, 하루에 약 7번의 

티타임을 갖는 것이 정형화 되었는데, 이는 일상과 매우 밀접한 차 

문화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상성 때문에 영국의 차 문화는 

실용적인 성격을 갖는데, 차를 마시는 행위가 식사 또는 휴식의 개념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용적인 특징은 다기의 발전에도 반영 되었다, 찻잔의 경우 

16세기엔 티 볼(tea bowl)이라 불리는 손잡이 없는 중국풍의 찻잔을 주로 

사용했으나, 18세기 들어 프랑스의 영향으로 잔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받침 접시의 가운데가 오목하고 손으로 들어올리기 쉽도록 가장자리 

부분은 들어올려진 모양으로 제작되고, 이슬람 국가들의 손잡이가 달린 

커피잔에서 영향을 받아 찻잔에도 손잡이가 부착되는 등 점차 실용적인 

방향으로 형태가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95

 

 

 

현대 

 

 현대에는 커피와 함께 차가 비알콜성 기호식품으로 전 세계에 뿌리깊게 

자리잡았다. 2005년 세계 차 재배면적은 294만400ha로 생산량은 

431만5천t이며 중국이 약 100만ha의 재배면적에서 약 94만t으로 가장 

넓은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이 인도, 스리랑카 

순이며, 우리나라는 2,900ha에서 약 3,300t정도 생산한다.
96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차를 음용하는 방법은 각 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차를 즐기던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나, 서구문명 중심의 세계화로 

인해 세계 각지의 대도시 등지에서는 유럽권의 차 문화 – 특히 18세기 

영국의 가벼운 식사와 함께 제공되는 애프터눈 티(Afternoon Tea)형식의 

홍차 문화 - 가 보편적으로 퍼져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차를 제조 및 판매하는 Twinings나 Lipton과 같은 

다국적 기업들이 유럽에서 처음 설립된 경우가 많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차 제품들이 이러한 영국식 홍차 문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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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다. 세계에서 유통되는 차의 종류만 봐도 전체 차 시장의 

75%가 홍차 시장이며, 나머지 25%정도가 녹차와 우롱차 시장인데 이 

25%는 주로 동아시아에 형성되어있다.
97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공장제 대량생산으로 생산하는 산업 자기류 

다기의 경우 대부분 유럽의 역사 깊은 제자(製磁) 기업들의 제품을 

고급으로 치며, 이러한 기업들의 제품들은 과거 18~19세기 중국 

명·청대의 채색 자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도판 60] Meissen의 Tea set -(좌)Blue Onion   (우)Ming Dragon element 

 

[도판 61]Royal Copenhagen Blue fluted plain   [도판 62]Rosenthal-Versace Teapot 

 위의 사진 모두 현재 유통중인 도자 다기로서 [도판 60], [도판 62]는 

독일의 유서 깊은 자기 제조회사인 Meissen과 Rosenthal, [도판 61]은 

덴마크의 왕실 자기 제조회사인 Royal Copenhagen의 제품이다. 이 기업들 

모두 현대의 자기 생산 기업 중 최상급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평가 

받는 기업이다. 

 [도판 60]과 [도판 61]의 차주전자와 찻잔세트 모두 명·청대의 

채색자기의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도판 60]우(右)편의 

제품은 ‘명대의 용문양 장식요소’를 제품의 명칭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도판 62] 로젠탈의 차주전자의 경우, 원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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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모형 주자에서 그 형태가 유래했고 청대 분채자기의 표면 장식 형식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차주전자의 용량은 [도판 61]이 1L, [도판 62]가 1.2L로, 동아시아 

문화권에 있는 다관의 일반적인 용량보다 다소 크다. 차를 더 많은 양의 

물에 우려 설탕 및 우유를 타서 마시는 밀크티의 차 문화가 그 뒷배경이 

된다. 

18~19세기와 달리, 20세기는 고도의 산업화·분업화와 함께, 상품의 

형상·모양·색채를 시각적 미감(美感)이 일어나도록 고안하는 활동을 

디자인(design)이라 부르며 98
 물리적인 생산활동과 구분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디자인 개념의 등장과 함께, 상품의 조형 및 장식에도 적잖은 

변화가 일었는데, 이러한 변화를 살펴보는 데 있어 

바우하우스(Bauhaus)
99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 

 바우하우스가 설립되기 직전인 1910년 전후(前後)의 유럽에서 디자인의 

움직임은, 과거의 양식과 중압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던 시기였다. 그리고 마침내 두뇌에 의한 추상 창조와 

사물의 기능, 사물의 형체가 이 시기 조형의 핵심이 되었다. 이러한 

20세기의 시대적 조형론에 기초해 쟉센 바이마르 대공립미술학교와 

공예학교를 병합해 1919년 설립된 디자인 학교가 바우하우스인 

것이다.
100 그리고 이러한 바우하우스의 조형 이념은 현대 디자인 개념의 

뿌리가 되어 오늘날의 디자인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도판 63]Bauhaus Archiv Museum of Design, Berlin, 2016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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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64]Meissen Cosmoplitan White            [도판 65]Rosenthal  TAC02 white 

 

 
[도판 66]Rosenthal Suomi white                  [도판 67] Rosenthal Vario white 

[도판 64~67]까지는 모두 기능주의에 입각한 디자인의 일례로 꼽을 수 

있는 현대의 다기 제품들이다. 단순화를 통해 부수적인 장식을 모두 

없앴지만, 기능이라는 목적을 충족시키면서도 그것을 보기 좋게 만들 수 

있는 기술과 취향을 지닌 사람들에 의해 고안되었기에 아름답다 할 수 

있다.
101

 

[도판 63]은 베를린의 바우하우스 아카이브 디자인 박물관에서 촬영한 

전시작들로, 1960년대 말 로젠탈의 공장 신축 디자인 설계를 통해 처음 

맺어진 발터 그로피우스와 로젠탈의 인연이 TAC tea service라는 다기 

제품군의 협업까지 이어진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물들이다.
102

 

기능적 사물의 구상과 생산이 모두 디자인과 기계생산의 영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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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가 버린 후, 현대의 공예는 기계생산 과정과 수공생산 과정을 

비교함으로써 사물의 존재성을 비교하는 비평적인 지적 활동으로서 그 

의미와 가치가 새롭게 정립되고 있다.
103

 기계생산이 인간이 하는 많은 

일을 ‘산업’이라는 체계를 유지시키는 부품 정도의 일로 만들어 버린 

현대사회에서, 공예라는 활동은 인간의 손·손기술과 연관된 문화적 

활동이라는 인식이 만들어진 것이다.
104

 

 현대의 다기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관찰할 수 있다. 기계생산에 입각한 

다양한 다기가 제작되면서 값이 싸면서도 차를 우리고 따르는 기능을 

문제없이 수행하는 제품들은 수없이 많다. 또한 1908년 미국에서의 

티백(tea bag) 상품의 출시와 함께 차를 우리고 마시는 기능을 컵 하나로 

간소화 할 수 있게 되어 전통적인 다관, 차주전자의 사용이 미미해졌다.  

 이러한 이유로 현대 공예에서 다관 또는 차주전자는 액체를 담고 

따르는 기능이 갖는 의미, 또는 주전자라는 기형의 조형적 요소들을 

활용한 개념적 공예품으로서 제작되기도 한다. 다음 [도판 68]~[도판 

73]까지는 이러한 개념적 공예품으로서 제작된 작품 사례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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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68]Richard notkin yixing series - (좌)Curbside Teapot  

(우)Hexagonal curbside teapot(#23) 

 

[도판 69]Richard Notkin yixing series - (좌)Heart Teapot: Hostage/Metamorphosis IV 

(우)Cubic Skull teapot 

 [도판 68]과 [도판 69]는 Richard Notkin의 ‘Yixing series’작품들이다. 

Richard Notkin의 조형적 다관들은 현대 인류 문명의 복잡한 환경적, 

정치적, 경제적 현상과 인류가 살고있는 행성의 영적 상태, 그리고 

개인의 삶의 질을 탐험한다. 그는 이러한 것들의 현재 상태에 대한 

우려를 다양한 사물들의 시각적 왜곡과 변형을 통해 표출했고, 이 때 

사용된 이미지와 상징들은 관람객들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게끔 

자극한다.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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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70]Craig Clifford - (좌)Habitat  (우)Concealment 

 
[도판 71]Craig Clifford -(좌)Range  (우)Stage 

[도판 70]과 [도판 71]은 미국 작가 Craig Clifford의 작품들이다. 그는 

과거 프랑스 왕실 및 귀족을 위한, 화려한 장식이 가미된 도자기에서 

영감을 받았다. 그의 작업은 평범한 주전자, 화병, 컵, 컵 받침에서 

시작하지만 장식과 채색을 통해 하나의 조각이 된다. 작품은 저화도로 

소성되었으며 과도한 장식을 통해 키치(Kitsch)한 이미지에 기반한 

오브젝트(object)로서 제작되었다. 이러한 과도한 장식을 표현하는 작업 

방식은 사물들의 기능성을 없애버리지만 작품 요소들의 기능성은 

시각적으로 여전히 전달 된다. 이러한 기능의 시각화는 관람자들로 

하여금 익숙한 기물을 접하는 기분이 들도록 하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접근하기 더욱 쉽도록 하여, 한때 부의 상징이었던 사물들을 대중문화의 

레벨로 끌어들인다.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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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72]Margaret Bohls - (좌)Squiggle modernist tea and coffee service  

(우)White modernist tea and coffee service 

 

  

[도판 73]Margaret Bohls - (좌)Brown modernist tea and coffee service 

(우)Orange Modernist tea and coffee service 

[도판 72]와 [도판 73]은 미국 작가 Margaret Bohls의 ‘Modernist 

Series’이다. 그녀는 이 시리즈를 2013년부터 시작했으며, 석기로 된 받침 

위에 실용적인 형태를 정렬하여 정물적인 묘사를 의도했다. 그녀는 

사회적 지위나 세속적인 부를 과시하기 위해 이러한 사물들을 

발전시켜나간 사회의 계급주의적 본성이 이러한 정물들 안에 내재 돼 

있다 생각했다. 왜냐하면 이러한 형태들이 주로 사용된 차, 커피, 초콜릿 

음료 문화는 유럽이 아시아와 북·남미 대륙을 식민화 하면서 발전된 

형태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대에 들어 이러한 사물을 사용하는 

활동들이 적어지면서 이러한 본성 역시 잊혀져 갔기에, 그녀의 작업 

역시 기물의 기능성은 시각적으로만 표현된다.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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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artaxis.org/margaret-bohls/ 



 

 46 

현대에 들어 차를 마시는 행위 자체도 차의 이로운 성분을 물에 우려 

섭취하는 단순한 섭식활동이 아닌, 생활에 휴식과 여유를 가져오고 함께 

하는 사람과의 소통과 교류를 중개하는 문화 활동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티백을 이용한 간편한 차 음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섬세하게 제작된 

다관과 다기들이 새롭게 조명 받고 있는 이유이다.  

이러한 연유로, 상대적으로 값이 싸고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는 도제 

산업 다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도예가들의 예술성과 기량이 

깃든 다기 작품들이 현대의 다인(茶人; 차 문화를 향유하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각광받고 있다. 

 

  
[도판 74]Shinobu Hashimoto 작가의 실용다기작품들 

 
[도판 75]Masato Komai 작가의 실용다기 작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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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76] Katsufumi Baba 작가의 실용다기 작품들 

   
[도판 77]Xiaoma Shi 작가의 현대 실용 자사호 작품들 

  
[도판 78]인현식 작가의 (좌)<백자 줄무늬 은손잡이 상파다관과 은잔 세트>와 

(우) <백자 줄무늬 3인 다기세트> 

  
[도판 79] 박성욱 작가의 생활 자기 브랜드 MUSSO – 흑유 다기와 덤벙 분청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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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장] 작품 연구 

 

 

 앞선 역사적 사례 연구를 통해, 다기는 인류의 차 문화가 발전하고 

변형되어감에 따라 필요에 맞게 꾸준히 변형, 발전되어왔음을 알 수 

있었다. 때문에 오늘날의 차 문화에 알맞은 다기를 제작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제작된 다기들의 형태를 분석하여, 취할 수 있는 조형성과 

기능성을 작품연구에 활용했다. 그리고 차의 맛과 향, 음용법에 알맞은 

크기를 분석하여, 각종 차를 우리는 데에 있어 요구되는 기능성을 

최대한 발현시키는데 초점을 두었다. 

 

 

제 1절. 다관의 형태  

 

 우선 다관의 형태적 구성요소는 몸통과 뚜껑이 하나로 합쳐진 합의 

형태, 그리고 그 합의 형태에 부수적으로 붙는 부리와 손잡이의 형태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요소 각각의 형태에 따라 다관의 

전체적인 느낌을 다르게 만들며, 이는 다관의 사용 편의성과도 연계된다. 

 우선 손잡이의 경우, 손잡이가 다관 몸통에 붙는 위치에 따라 크게 

상파(上把), 횡파(橫把), 후파(後把) 세 가지로 구분한다. 

 상파형 손잡이가 활용된 다관을 중국에서는 제량호(提梁壺)라고 통칭해 

부르기도 하며, 현대의 다기에서도 많이 살펴볼 수 있는 형태다. 다관 

몸통을 들어올리는 힘이 위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다관의 몸통 무게와 그 

안에 담긴 찻물의 무게를 들어올리는 데 가장 효과적인 형태이다. 

때문에 상파형 손잡이를 부착한 다관은 몸통이 옆으로 넓은 형태라도 

쉽게 들어올릴 수 있으며, 용량이 큰 다관의 제작 시에도 합리적인 

형식이다. 하지만 내용물을 따를 때 손의 위치가 부리의 위치보다 높이 

있고, 부리와 손의 위치가 멀기 때문에, 기울일 때 발생하는 무게의 

쏠림을 제어하기가 여의치 않을 수 있다. 

 상파형 손잡이는 몸통과 같은 소재로 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다른 소재의 손잡이를 따로 제작하여 부착하는 경우도 많다. 다른 

소재를 활용함으로써 지루할 수 있는 재질감에 변화를 주기 위함이다. 

 상파형 손잡이는 또한 몸통과 손잡이 사이에 생기는 공간이 특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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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다관의 몸통 형태와 손잡이의 형태 사이에 생기는 공간감과, 그 

안에 위치하는 뚜껑 꼭지의 형태로 다양한 변화와 공간감을 연출할 수 

있다. 

 횡파형 손잡이는 들어올리는 힘이 다관 몸통 옆 한 지점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몸통과 내용물의 무게를 들어올리는데 불리하다. 때문에 횡파형 

손잡이를 사용하는 다관은 옆으로 지나치게 넓거나 내용물이 많이 

담기는 큰 크기는 적합하지 않다. 하지만 횡파형 다관은 찻물을 따를 때 

손목만 가볍게 돌려주면 되고, 손잡이가 부리의 위치와 가깝기 때문에 

내용물을 따를 때 제어하기가 편하다. 

 횡파형 손잡이 역시 몸통과는 다른 소재로 제작하여 끼워 맞추는 

경우가 더러 있으나, 힘을 받는 곳이 한 지점뿐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견고한 결합이 요구된다. 

 횡파형 손잡이는 그 길이와 몸통에 붙는 각도, 손잡이의 생김새가 

다관의 전체적인 형태감에 영향을 크게 준다. 때문에 연출하고 싶은 

느낌에 맞게 몸통의 형태와 어울리도록 손잡이를 제작하는 것이 

관건이다. 또한 손잡이의 무게가 다관 몸통보다 무거워질 경우, 다관이 

똑바로 서있지 못하고 손잡이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작 시 

유의해야 한다.  

 후파형 손잡이는 다관에 가장 전통적으로 많이 쓰이는 형태로, 다관 

몸통의 뒤쪽에 위·아래 두 개의 접합점으로 붙는다. 때문에 다관 

무게가 위·아래 두 지점으로 분산되어 무게를 들어올리는데 어려움이 

없다. 또한 몸통의 높이가 높아져도 손잡이를 적절한 크기로 만든다면 

그 무게를 들어올리기 수월하다. 

 내용물을 따르는데 있어서도, 손잡이를 잡는 반대 방향에 부리가 

위치하기 때문에 따르는 방향을 사용자가 예측하고 통제하기 쉽다. 

후파형 손잡이의 다관은 형태감에서 가장 조형적으로 균형이 잡혀있다 

할 수 있다. 다관 몸통의 앞부분에 부리가 있기 때문에, 그 크기에 

알맞은 손잡이가 뒤에 붙는다면 다관 앞·뒤로 균형 있는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후파형 손잡이가 다관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일반인들에게도 가장 상징적인 다관의 형태로 인지된다. 

 몸통 역시 다관의 전체적인 형태와 기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고, 

특히 다관과 함께 사용되는 찻잔, 숙우와 같은 다기의 형태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다기 세트를 구성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차를 우리고 찻물을 따르는 다관이기 때문에, 다관 몸통의 형태나 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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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에 따라 잔, 숙우 등의 다기도 맞춰 제작되고, 그럼으로써 

세트로서의 통일감이 생긴다. 

 다관의 몸통 형태는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내부는 회전대칭형으로 생긴 

것이 좋다. 이는 차의 음용과 관련이 깊은데, 다관에 차를 우릴 때 

차에서 우러나온 각종 이로운 성분들이 가라앉게 된다. 때문에 찻물의 

농도에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다관의 내부가 회전대칭형이면 차를 

따르기 위해 다관을 기울일 때 내용물이 섞이기 쉬워 차를 즐기기에 

좋다. 

 몸통의 비례 역시 차의 음용과 관련이 깊은데, 몸통이 낮고 전 부분이 

좁을수록 향이나 열기가 밖으로 퍼져나가지 못하며, 몸통이 넓고 전도 

넓을수록 향과 열기가 빠져나가기 쉽다. 때문에 다관 제작 시 차의 향에 

영향을 미치는 몸통의 비례와 전의 넓이에 유의해야한다.  

 뚜껑 역시 중요한 요소이다. 다관의 뚜껑은 차를 우릴 때 차의 향과 

수증기·열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한다. 다관 

뚜껑의 넓이, 높이, 형태가 다양한데, 이는 다관 몸통의 전체적인 

형태감을 만드는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며, 동시에 차의 향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다음은 문수의 책 『자사호의 

세계』(2004)에서 다관의 형태가 차의 음용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대목이다. 

 

흑차를 우려내기에 알맞은 차호의 특징은 우선 기벽이 웬만큼 두꺼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두꺼워 기공성이 약해지는 것은 좋지 않다. 아울러 차호의 

열전도율이나 보온성도 웬만해야 한다. 즉 차를 우리면서 차호 뚜껑을 만질 경우 

너무 뜨겁거나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어서 그 외형의 모습이 조금 낮은 것이 

좋다. 이는 다시 말해 차호의 몸이 너무 높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이다. 또한 흑차는 

고온에서 우리기 때문에 빠르게 증기가 올라오는데, 그것이 속에서 오래 머무르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차호의 뚜껑이 납작한 것이 좋다. 또한 흑차의 짙은 빛깔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차호의 빛깔도 웬만큼 탁한 것이 좋다.  

홍차의 경우에는 흑차를 우릴 때와는 달리, 차호몸이 적당하게 높고 뚜껑의 

넓이가 지나치게 넓지 않으며, 뚜껑 모양도 평평하지 않은 것이 좋다. 또 차호의 

빛깔도 붉은 빛깔을 비롯하여 중간 정도가 알맞다. 차호의 기공성이 클 필요도 

없다. 

황차를 우릴 경우 차호의 두께는 얇지도 두껍지도 않고 적당한 것이 알맞다. 

그러나 흑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숨은 잘 쉬는 차호여야 한다. 차호의 질감은 

약간 거친 듯한 것과 약간 매끄러운 것 모두 쓸 수 있으나, 그것은 짙은 향을 

중심으로 우릴 것인지 순한 맛을 중심으로 우릴 것인지에 따라 선택할 문제다. 

약간 거친 질감의 차호는 맛을 순하게 낼 수 있고, 질감이 매끄러운 차호를 쓰면 

향을 짙게 낼 수 있다. 열전도율은 뛰어난 차호를 써야 하며, 매끈한 느낌의 재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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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열전도율이 높다. 황차를 우리는데 적당한 모양의 차호는 별 특징 없이 

두리뭉실한 것이 좋다. 특히 고른 열전도를 위해 원형이 좋다. 차호의 뚜껑도 

중간쯤 되는 것이 좋고 차호 몸보다 상대적으로 뚜껑을 조금 두껍게 만드는 것이 

좋다.
108

 

 

 위의 설명은 각종 차를 우리는데 적합한 다관의 형태에 관한 것이나, 

특히 자사호에 국한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자사 소재 자체가 

1200℃의 소성 온도에서 소결이 되면서도 기공성을 적당히 유지하고, 

밝은 황색부터 짙은 검녹색까지 다양한 색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자사호가 아닌 다른 소재의 다관을 이용하면 

차의 맛과 향을 망친다는 속설이 있는데, 이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 보기 어렵다. 차의 맛·향·색에 영향을 주는 것은 최성희의 

책 『우리 차 세계의 차 바로 알고 마시기』(2002)에서 정리하고 있다. 

 

     생차잎의 대부분은 수분(75~80%)이 차지하지만 고형분 중에서 가용성 성분은 

50% 미만이다. 가용성 성분이란 물에 녹는 물질을 말하는데, 우리에게 맛을 주는 

차의 탄닌인 폴리페놀, 아미노산, 카페인, 당 등을 말한다. 그 중에서 폴리페놀은 

13~30%를 차지하며 차의 탄닌 혹은 카테킨이라고 한다. 찻잎 중의 고형분은 

섬유질 50%, 단백질 15%(효소성분을 포함), 탄수화물 7%(펙틴 3.2~6.4%), 설탕 

0.9~2.3%, 포도당+과당 0.3~0.8%, 지질 7%, 유리 아미노산과 펩타이드 

1.6~5%, 카페인 3~4%, 무기질 5%, 유기산 0.5%로 구성되어 있으며 핵산물질, 

사포닌, 향기 성분 등도 들어 있다.
109

  

향기의 성분은 본래 미량 성분이고 변화하기 쉬운 화합물의 복잡한 혼합물이기 

때문에 그 화학적 연구는 극히 한정되었으나, 가스 크로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라는 기기가 향기 연구 분야에 도입되어, 여러 가지 식품의 향기 

성분을 분리할 수 있게 되었다.
110

  

 

향기 성분 화합물 

장미향과 그 

밖의 꽃 향기 

제라니올(geraniol), 페닐 에탄올(2-phenyl ethanol), 

리나롤(linalool), 베타 이오논(β-ionone), 

벤즈 알데하이드(benzaldegyde), 네롤리돌(nerolidol), 

시스-재스몬(cis-jasmone), 인돌(indole), 

재스민 락톤(jasmine lactone) 

달콤한 과일 향 메틸 살리실레이트(methyl salicylate), 

벤질 알코올(benzyl alcohol) 

구수한 향 알킬 피라진류(alkyl pyrazines) 

메틸 푸르푸랄(5-methyl furfural) 

                                            
108

 문 수, 앞의 책, p.64-66. 
109

 최성희, 『우리 차 세계의 차 바로 알고 마시기』, 중앙생활사, 2002, p.72-73. 
110

 Ibid, 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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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틸 포밀 피롤(2-ethyl-22-formyl pyrrole) 

아세틸 피롤(acetyl pyrrole) 

풀 냄새 헥사놀(1-hexenol), 시스 헥세놀(cis-3-hexenol) 

트랜스-헥세놀(trans-2-hexenol) 

시스-헥세닐 헥사노에이트(cis-3-hexenyl hexanoate) 

트랜스-헥세닐 헥사노에이트(trans-3-hexenyl hexanoate) 

  [표 1]최성희의 책에서 발췌한 지리산 녹차의 특징적인 향기 성분 표
111

 

 

위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을 때, 차의 맛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폴리페놀(카테킨)과 각종 아미노산류가 있으며 차의 향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표 1]과 같은 다양한 화합물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폴리페놀(polyphenol)은 발효과정을 거치면서 폴리페놀옥시데이스 

(polyphenoloxidase)라는 산화 효소에 의해 산화되고, 황색의 

데아플라빈(theaflavin)과 적색의 데아루비긴(thearubigin)등으로 변하면서 

독특한 맛과 색을 내는 다양한 종류의 차를 탄생시킨다.
112

 

 때문에 차의 맛과 향에 주된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에는, 이러한 화학적 

성분들이 우러나도록 해주는 적정한 물의 온도와 차를 우리는 시간, 

향이라는 휘발성 화합물들이 쉽게 퍼져나가거나 내부에 오래 머물도록 

해주는 다관의 형태가 있다. 

  

  

제 2절. 용량과 음용법 

 

 2장에서, 동아시아와 유럽 각각의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다기의 

차이점에 대해 서술했다. 이러한 차이점은 두 문화권에서 차를 마시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며, 그에 따라 필요로 하는 다기의 용량이 달라 

생기는 차이라는 점 역시 서술하였다. 

 우선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공통적으로, 차를 마시는 행위를 

선가(禪家)의 수행체계에 포함된 문화 활동으로, 형이상학의 범주에 

속한 것으로 이해한다. 113  때문에 차를 마시는 일은 차에 담긴 유용한 

성분들을 단순히 섭취하는 행위가 아니라, 차의 각성효과와 

향·맛·색을 차분하게 감상하는 심미적 활동이 된다. 

 그러므로 유럽 문화권과 달리 차를 마실 때 차에 집중하며 차가 가지고 

                                            
111

 최성희, 앞의 책, p.91. 
112

 주영애 외 6, 앞의 책, p.20. 
113

 김완주, 앞의 논문,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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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고유의 향을 즐긴다. 때문에 한번에 음용하는 양이 보통 80ml 

이내인 경우가 많으며, 이것이 일반적인 찻잔의 용량이기도 하다. 다관의 

용량은 잔과 다관을 세트로 구성했을 때 잔의 숫자에 맞춰 구성하며, 

만약 잔을 80ml 기준으로 하면 3인 세트의 다관은 약 260~320ml, 

5인이면 약 420~480ml 등으로 정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는 현대 

중국의 자사호 작품의 경우에도 용량이 평균적으로 약 320ml정도 되고, 

작게는 100ml, 제일 큰 것이 800ml를 넘지 않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114

 

 차를 우릴 물을 한 김 식히는 숙우는 다관에 모두 옮겨 담을 수 있는 

용량으로, 다관에서 우려낸 차를 옮겨 담아 찻잔에 나누기 위한 

공도배(또는 다해茶海 라고도 부른다115)는 다관에 담겨있던 찻물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때문에 숙우와 공도배는 다관과 그 

용량이 같다. 

 전통적으로 다기 세트의 잔 개수는 3, 5, 7 홀수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러한 규칙을 철저히 지키기보다 자유롭게 

구성하는 편이다. 

 

 영국으로 대표되는 애프터눈 티 차 문화는 오늘날의 차 문화에 

대중적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차 문화가 발원한 동아시아에서도 영국식 

홍차 문화에 기반한 차 문화가 많이 소비되는 추세이다. 이는 수입된 

문화를 고급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거나, 전통적인 문화활동을 

고리타분하고 어려운 것으로 치부하는 일부 대중들의 심리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실용성과 일상성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권은 밀크티와 같이 차에 다채로운 첨가물을 넣는 

형식으로 차를 마셨던 역사 때문에 필요로 하는 다기의 용량이 

동아시아와 달랐고, 이것이 현재 유럽식 다기의 독보적인 특징이 되었다. 

밀크티를 마실 때는 티팟(teapot)에 우린 차를 미리 데워놓은 찻잔에 

농도가 균등하도록 1/3, 1/2씩 돌아가며 따르고, 기호에 따라 크림이나 

설탕, 레몬 등을 첨가해 마시는데,
116

 이와 같이 추가적인 첨가물이 

들어갈 용량을 감안하여 잔의 크기가 동아시아의 것보다 크고, 그에 

맞춰 티팟의 크기도 커졌다. 

                                            
114

 문 수, 앞의 책, p.83~252에 소개된 현대 실용 자사호 작품 사례들의 용량을 참고함. 
115

 박홍관, 앞의 책, p.266, 268. 
116

 최성희, 앞의 책, p.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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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영국의 애프터눈 티 문화는 가벼운 식사를 함께 곁들이는 

방식으로 발전했고, 이것이 다기의 용량에도 영향을 미쳤다. 식사를 하는 

중간에 곁들이는 음료로 차를 마시는 경우에는 입 안의 음식물이 

팍팍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식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3~5인이 마시는 용량이 적지 않다. 때문에 동아시아의 다관처럼 80ml 

보다 작은 잔에 나누어 마시기에는 다소 부족하여 잔의 용량이 약 

120~220ml 정도인 경우가 많고, [도판 61, 62]와 같은 현대 서구 차주전자 

제품 용량이 1000ml~1200ml로 동아시아 문화권의 다기들에 비해 훨씬 

크다. 

 위와 같은 특징들을 염두에 두고 현대 차 문화를 위한 다기 작품을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물들은 제 3절에서 다루었다. 

 

 

 

제 3 절. 연구 작품 
 

 

1관. 동아시아 문화권의 다기 

 

 동아시아의 차 문화를 위한 다기를 제작할 때에는, 차를 마시는 행위를 

선가(禪家)의 수행체계에 포함된 문화 활동으로 보는 동아시아의 

보편적인 인식을 조형적으로 발현해내는 데 초점을 두었다. 

 때문에 다기의 형태 구상 단계에서도 부리, 뚜껑, 손잡이, 몸통 등 

각각의 구성 요소가 서로 조형적으로 균형이 맞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또한 형이상학의 범주에서 수행의 한 형태로 차를 마셨던 

역사적 맥락을 조형적으로 표출해내기 위해, 구상적인 장식을 최대한 

절제하고 사용한 재료의 물성을 통해 단아하고 섬세한 미의식을 

표현하려 했다. 

 또한 동아시아 차(茶) 문화권 안에서도 중국, 한국, 일본의 차 문화는 

각기 다른 세부적인 특징을 띠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각각의 특색이 

잘 드러나도록 제작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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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의 차 문화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바탕에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도가적 물아일체 사상의 관념이 깔려 있으나, 그 

역사가 오래됨에 따라 이러한 활동도 일상적인 단위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로서 자리잡았다. 때문에 다기를 제작할 때 ‘놀이’의 성격에 

초점을 두어 소꿉놀이용 장난감 같은 아기자기한 구성을 통해 이러한 

유희적이고 실용적인 성격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1~3]은 이를 

바탕으로 한 결과물로서, 각 다기들이 차를 마시는데 문제가 없으면서도 

아기자기한 형태와 앙증맞은 크기를 통해 ‘성인들을 위한 소꿉놀이 

장난감’과 같은 구성을 의도했다. 

 

 

[작품 1] 

 
[작품 1] 타원형 백자 다호 세트, 물레성형, 1280℃ 환원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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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1]은 가로로 넓은 타원형의 다관과 그 비례의 잔, 그리고 변화감

을 주기 위해 위로 길쭉한 비례의 다해(茶海)를 포함한 백자 다호 세트

이다. 고리형 손잡이를 부착하여 중국 다호의 역사적인 맥락을 계승하는 

조형적 특징이 보이도록 하였다. 낮은 몸통과 납작한 뚜껑은 고온에서 

우려 빠르게 올라오는 증기가 오래 머무르지 않아야 하는 흑차 계열의 

차를 사용하는데 알맞다. 불투명한 유약 색은 이러한 흑차의 깊은 발효

와 그로 인한 부드러운 느낌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데 알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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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 

 
[작품 2] 청백유 백자 다호 세트, 물레성형, 1280℃ 환원소성  

 
 

 [작품 2]는 구형의 다관과 이와 닮은 볼록한 곡선형의 다해, 5개의 잔

이 청백색을 띠는 매끈한 재질의 유약으로 시유 된 백자 다호 세트이다. 

고리형 손잡이는 다해와 다관의 세트로서의 통일성을 부각시키면서 중국 

다호의 형태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장치이기도 하다. 별 특징 없이 두리

뭉실한 구형의 다관은 고른 열전도가 중요한 황차계열의 차를 우리기에 

좋고, 청백색의 유약 색은 황차의 찻물 색을 보여주기에도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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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 

 
[작품 3] 구형 백자 다호 세트, 물레성형, 1280℃ 환원소성 

 
 

[작품 3]은 구형의 다관과 이를 닮은 둥근 형태의 잔이 함께 구성된 

백자 다호 세트이다. 최대한 둥근 구형의 다관 형태를 시도하여 

앙증맞고 귀여운 형태를 만들었다. 동시에 고른 열전도가 중요한 

황차계열의 차를 위한 것으로 제작했으나, 작은 크기로 인해 맛이 

진하고 향이 강한 후발효차 계열의 차를 짧은 시간 안에 우려 

마시기에도 부족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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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6]은 일상적이고 여흥적인 분위기의 차 문화가 성행하면서 

나타나게 된, 기술적인 측면을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해 강조한 중국 차 

문화의 특색을 반영한 작품들이다. 이러한 특색 때문에 중국의 다기는 

다양한 형태적 시도와 기술적 완성도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정형화된 다기의 형태에서 벗어난 시도를 하였고, 

의도적으로 기술적인 난이도가 있는 형태에 도전함으로써 보다 다채로운 

조형미를 연출 할 수 있었다. 

 

 

[작품 4] 

 
[작품 4]도침굽 과형(果形) 백자 다관, 물레성형, 1280℃ 환원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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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는 한 손 안에 들어오는 작은 과일과 같은 느낌이 들도록 한 

다관이다. 구형의 몸통에 과일 꼭지와 같은 형상의 뚜껑 꼭지를 

연출하기 위해 성형 후 습기를 주어 구부렸으며, 뚜껑부분의 공기구멍이 

전체적인 형태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뚜껑 꼭지부분에 수직으로 

구멍을 뚫어 시각적으로 잘 보이지 않도록 처리했다. 또한 다관 몸통의 

동그란 형태감을 방해하지 않도록, 도침을 이용하여 굽을 최소화하였고, 

이로써 다관은 둥근 구형으로 보이게 된다. 

 

 

[작품 5] 

 
[작품 5]곡선형부리 청백유 백자 다관, 물레성형, 1280℃ 환원소성 

 [작품 5]는 고리형 손잡이와 부리가 하나의 선으로 길쭉한 비례의 

몸통을 꿰뚫는듯한 느낌이 들도록 연출한 작품이다. 다소 정적인 원기둥 

형태의 몸통과 부리의 유려한 곡선이 만드는 대비감이 다관의 조형적 

긴장감을 배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곡선형 부리의 부피가 작기 

때문에 원활한 출수를 위해서는 부리를 통과하는 물의 양이 최대한 

많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부리의 기벽 두께를 최대한 얇게 만들어야 

하고, 이는 성형부터 시유 과정까지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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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 

 
[작품 6]납작한 원통형의 백자 다관, 물레성형, 1280℃ 환원소성 

 [작품 6]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얕고 넓은 비례의 형태를 시도한 

작품이다. 옆으로 넓은 상부 표면과 대비되는 조형 요소인 뚜껑 꼭지를 

4면의 사다리꼴 형태로 조각하여 넓은 대지 위에 솟아 오른 산과 같은 

느낌을 연출했다. 이는 또한 위에서 내려다 볼 경우 원형 안에 위치한 

정사각형이 되어 ‘사각형의 땅을 감싸는 둥근 하늘’로 표현되는 과거 

중국 도가의 세계관을 조형적으로 연출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이러한 

연출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기구멍을 꼭지 안쪽에 수직으로 

뚫어 뚜껑의 상부 표면을 매끄럽게 했고, 뚜껑 꼭지 4개의 면에 모두 

구멍을 뚫어 공간감을 연출함으로써 다관의 작은 크기 안에도 다양한 

조형성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 

 

 한국의 차 문화는 역사적으로 문치주의의 이념 아래 예법으로서 차 

문화가 적립되어 왔고, 때문에 고급 생활문화의 일종으로 문인들 

사이에서 자리잡게 되었으며, 이러한 흐름에 따라 차 문화가 “자연과 

삶의 진리를 찾는 실행적 공부이자 공경과 정성을 나타내는 행동방식 및 

생활철학”으로 이해되었음을 앞선 역사 사례연구를 통해 파악했다. 

연구자는 한국 차 문화의 특징 속에 문예를 숭상하는 숭문(崇文) 정서가 

바탕에 깔려있다고 파악했다. 역사적으로 차 문화를 이끌어온 주된 

계층이 문인들이었으며, 오늘날까지 차를 마시는 행위를 문예적 소양의 

하나로서 인식한다는 점이 그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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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7,8]은 이러한 숭문의 정서가 바탕에 깔린 한국의 차 문화를 

조형적으로 풀어내기 위한 조형의식을 조선 백자의 간결미에서 찾은 

결과물이다. 조선 백자의 조형 의식은 사대부의 성리학적 덕목과 연관이 

있는데, 사치를 배격하고 근검과 절약, 절제를 기본으로 하였다는 점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덕목은 순백자의 간결한 조형으로 표출되었고, 

장식을 할 경우에도 여백과 절제를 우선으로 여겼다. 간결하면서 

절제되고 지조를 근본으로 한 정신적 아름다움을 추구한 것이다. 117 

간결하고 절제된 미의식의 표출을 위해 기벽의 외부를 수직으로 

깎음으로써 절도 있는 선이 드러나도록 하여 더욱 엄숙하면서도 예리한 

조형감이 돋보이도록 했다. 

   

 

 

 

 

 

 

[작품 7] 

 
[작품 7] 10각 백자 다기 5인 세트, 물레성형, 1280℃ 환원소성 

                                            
117 한정용, 「조선백자의 간결미에 관한 하나의 해석: 면깎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2008,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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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7]은 면 깎기 기법을 활용하여 형태를 구성한 작품으로, 특별한 

장식 없이 정제된 도자기의 표면에서 각진 모서리와 면 사이 유약 농담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재료의 심미성이 돋보이도록 했다. 또한 면 깎기 

기법의 활용을 통해 다관, 숙우, 잔, 다식접시가 하나의 세트로서 

통일감이 들도록 했다. 5인이 녹차를 나눠 마시기 좋은 백자 다기세트로 

차를 우리기 위한 다관과, 물을 식히고 우린 차를 받아놓는 숙우, 향을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용량의 차를 담을 수 있는 잔, 차와 함께 먹을 

수 있는 간단한 다식을 얹기 위한 접시로 구성하였다. 

백자소지를 물레성형 후 면 깎기 기법으로 표면을 다듬고 1280℃ 

환원 소성하여 제작하였다. 손잡이는 적동으로 만들어 색감에 변화를 

주었으며, 겉에 우레탄 코팅을 하여 동의 변색을 방지하였다. 옆으로 

넓고 낮은 형태의 다관을 들어올리는데 적합하도록 상파형의 손잡이를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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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8] 

 
[작품 8] 상파형 대나무 손잡이 10각 다관, 물레성형, 1280℃ 환원소성 

 
[작품 8] 상파형 대나무 손잡이 10각 다기 세트, 물레성형, 1280℃ 환원소성 

사진 촬영 및 연출: www.chaptero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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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8]은 [작품 7]과 비슷한 구성의 작품이지만, 손잡이 소재로 

대나무를 활용하여 제작한 작품이다. 폭이 8mm되는 대나무 편의 

표면을 사포로 마무리 하고, 열을 이용한 벤딩(bending)으로 형태를 

잡았다. 대나무 편만 사용할 경우 너무 얇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빈약해 

보이며 손으로 잡을 때도 위태롭게 느껴진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mm 

두께의 라탄(rattan)실을 감아 손으로 잡는 부분의 두께를 보완하였고, 

이때 생긴 요철은 손잡이를 잡을 때 마찰력을 증가시켜 미끄러지지 않게 

해준다. 다관의 몸통과 손잡이의 결합 역시 라탄 실을 견고하게 묶어 

마무리하여 재료가 전체적으로 자연스럽도록 했다. 

 높이 4.5cm의 찻상을 세트구성에 추가하여 ‘높임’과 ‘대접’의 의미를 

더욱 강하게 연출해 공경과 정성을 나타내는 의례적 여가문화로서 한국 

차 문화의 성격을 조형적으로 형상화 하였으며, 면 깎기를 잔과 

찻상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세트적 통일감을 극대화했다. 

 옅은 푸른빛이 도는 백색의 색감은 맑고 순수한 이미지의 녹차와 잘 

어울리는 색감이며, 이는 지혜와 지식을 탐구하는 문인들의 현학적 

이미지와도 잘 어울린다. 

 

 

[작품 9] 

 
[작품 9]흑유 팔각 다기, 물레성형, 면 깎기, 흑유, 1280℃ 환원 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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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9]는 그 형태와 구성을 19세기 조선시대 민예품 중 하나인 ‘곱돌 

주전자’의 형태에서 차용함으로써 조선시대의 공예품에서 찾을 수 있는 

검소하고 절제된 조형미를 다기에 효과적으로 접목시킨 작품이다.` 

 
[도판 80] 곱돌 주전자. 19세기, 조선 

8각형임에도 불구하고 그 면을 분할한 비율이 변칙적인 ‘19세기 곱돌 

주전자’의 형태는 차분하면서도 조형적으로 지루하지 않다. 이 점이 

유물이 보이는 독특한 조형성의 핵심이라 판단하여, 물레로 몸통을 

성형한 후 나무 방망이로 4면을 두드린 후 면을 깎아 차분하면서도 

변칙적인 간격을 재현했다. 

뚜껑의 형태 역시 홈이 파진 아구리에 들어맞는 형식이 아닌, 몸통의 

전부분에 뚜껑이 올려지는 유물의 형태를 그대로 활용했으며, 뚜껑 

손잡이의 원뿔형 형태 끝에 조각된 돌기 형태도 그대로 재현해 보았다. 

곱돌의 소재가 갖는, 윤기 있으면서도 불투명한 검정색을 표현하기 

위해 불투명 계열의 유약에 흑색 안료를 첨가하여 그 색감과 질감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어두운 색감은 짙은 색상의 보이차, 육보차 

등의 후발효차의 음용에 적합한 색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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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9]흑유 팔각 다기와 잔, 물레성형, 면 깎기, 흑유, 1280℃ 환원 소성 

 잔에는 백색이 찻물의 색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색이기 때문에 흑유를 

사용하지 않았고, 대신 세트의 통일감을 위해 다관과 같은 방식으로 

면을 깎은 잔 받침을 포함시켰으며, 우러러 높이는 의미가 담기도록 

높은 굽의 형태로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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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0~13]은 위와 같은 한국 차 문화의 숭문주의적 특색을 

표현하는 조형 요소를 문예와 가장 관련이 높은 도제 문방구인 연적에서 

찾아 다기의 조형(造形)에 접목시킨 결과물들이다. 벼루에 먹을 갈 때 

물을 첨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연적은 과거 문인들이 반드시 구비해둬야 

할 기물이었기 때문에 문인들의 지혜와 탐구정신을 상징하는 기물이기도 

하다. 연적은 다기와 엄연히 목적이 다르지만, 두 기형(器形) 모두 물을 

머금고 있다가 따른다는 기능적인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기능적 

공통점에 착안하여, 연적을 닮은 다기 제작을 시도 하였는데, 연적의 한 

손 안에 들어오는 작은 크기와 최소한의 규모로 표현되는 부리를 

형태적인 특색으로 삼았다.  

 

 
[도판 81]차를 따를 때 아구리의 넓이와 부리의 위치 간 상관관계 

부리를 최소화 하기 위해선 아구리의 넓이를 상대적으로 좁게 

제작해야 했는데, 아구리가 넓을 경우 차를 따를 때 내용물이 아구리를 

통해 넘쳐 나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리의 작은 크기 

때문에 원활한 출수를 위해서는 찻잎을 거를 수 있는 구조를 내부에 

별도로 구성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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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82]별도의 차 거름 구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도판 83]'배꼽' 형태의 차 거름 구조를 부착한 경우 

 [도판 82]와 [도판 83]은 별도의 차 거름 구조를 사용했을 때와 사용

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를 보여주는 3D 조감도이다. 흔히 ‘배꼽’이라 불

리는 차 거름 구조를 부착 할 경우 출수가 이뤄지는 단위 면적이 더 넓

어져 출수가 좋아지며, 이는 찻잎이 출수구를 막는 것도 방지해 작은 부

리의 크기에서 오는 기능적 불리함을 보완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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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0] 

 
[작품 10]원통형 연적다관, 물레성형, 1280℃ 환원소성 

[작품 10]은 원통형 연적의 

형태를 차용한 다관이다. 

기본적인 원통의 형태에 부리를 

최소한으로 표현했고, 차를 

효과적으로 거르면서도 출수에 

문제가 없도록 몸통 내부에 

볼록한 거름망을 별도 제작하여 

부착했다. 뚜껑 부분의 

공기구멍을 꼭지부분에 위치시켜 공기구멍이 몸통 상부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연적의 형태적인 모티브가 엿보이도록 하였다. 굽 부분에 작은 

공간을 만들어 굽 안쪽의 공간이 시각적으로 느껴지게 하여 원통형이 

보다 가벼워 보이도록 하였다. 

 

[도판 84]원통형연적 - 인천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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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1] 

 
[작품 11]팔각 타원형 연적다관, 물레성형, 1280℃ 환원소성 

[작품 11]은 완만한 곡선의 

타원형 몸통 옆면을 8개 면으로 

깎아 변화감을 준 다관이다. 또한 

각 면의 모서리에서 두께가 

얇아지는 유약의 농담으로 더욱 

더 부드럽고 섬세한 선이 

돋보이도록 하였다. 작게 표현된 

부리는 출수에 문제가 없지만 

다관의 전체적인 균형에서 그 

비중이 작기 때문에 몸통의 

형태에 보다 집중하게 한다.  

 

 

 

 

 

 

 

 

 

 

 

 

[도판 85]청화백자 팔각연적 - 온양민속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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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2] 

 
[작품 12]구형 청백유 연적다관, 물레성형, 1280℃ 환원소성 

[작품 12]는 구형의 형태에 면 깎기를 하고 청투명유를 시유하여 

유약의 농담차 표현을 극대화시킨 작품이다. 푸른 빛깔을 통해 연적에 

담긴 지성과 합리성으로 대변되는 문예적 특색을 차갑고 세련된 

느낌으로 표현해냈다. 전체적인 구형의 형태에 지나친 방해를 하지 않고 

뚜껑의 외곽선이 자연스럽게 몸통의 외곽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깎아내는 면의 깊이를 조금씩 조절하여, 모서리의 선적 요소가 

굽에서부터 점점 희미해지도록 만들었다. 

 

 

 

[작품 13] 

 
[작품 13]무릎형 연적다관, 물레성형, 1280℃ 환원소성 



 

 73 

 [작품 13]은 무릎형 연적의 

형태를 차용한 다관이다. 무릎형 

연적은 전체적으로 둥근 형태이지만 

상부로 갈수록 볼록하게 오므라드는 

것이 특징인데, 이러한 형태적 

특징을 그대로 차용해 다기에 

접목시켰다. 이러한 유려한 선이 

끊기지 않고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뚜껑의 형태와 뚜껑 꼭지의 

선도 각지지 않는 부드러운 곡선이 

나타나도록 했으며, 이러한 

전반적인 곡선형의 형태에 맞게 

알맞은 크기의 고리형 손잡이를 부착했다. 또 둥근 형태의 통통한 

양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유백색의 무광택유를 시유하였다. 

 

일본 

 

 일본의 차 문화는 역사적인 맥락으로 인해 중국, 한국에 비해 

수행으로서의 성격이 비교적 강한 편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일본 차 

문화의 특색이 잘 표현된 다기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행 개념의 

배경이 되는 ‘화경청적(和敬淸漃)’, ‘와비(侘)’, ‘이치고이치에(一期一會)’ 

등의 사상적 바탕들이 조형적으로도 잘 표현되어야 한다. 

 특히 ‘화경청적(和敬淸漃)’사상은 일본 차 문화의 독특한 특색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배경이며, 깨끗하게 잘 정돈된 상태로서의 

청(淸)과 흔들림이 없는 고요함의 적(漃)에 착안하여 최대한 절도 있고 

담백한 미감으로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때문에 작품에 사용한 

재료의 물성만으로 작품 전체의 미감을 담백하게 표현하고자 했다.  

 또한 ‘와비(侘)’ 사상은 그 본래 뜻이 시시하다, 외롭다, 초라하다 등 

화려함과는 반대되는 개념이 담긴 만큼 다기를 세트로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최소한을 구비하여 정갈하고 간소한 연출을 의도했다. 또한 

화려함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섬세함과 유약한 이미지를 상정하여, 

다기의 전체적인 형태와 크기를 결정하는데 있어 시각적으로 가냘프고 

여린 느낌이 들도록 작고 아담한 크기에 창백한 백색, 얇은 선 등을 

주로 사용했다. 

 마지막으로 차 자리에서의 만남과 차에 대한 마음가짐을 일생에 한 

[도판 86]백자무릎연적 –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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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뿐인 것처럼 진지하게 하라는 ‘이치고이치에(一期一會)’사상을 

조형적으로 표현하고자 간결하고 절도 있는 선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는 

부리의 끝부분, 손잡이의 끝부분을 하나의 단면으로 쳐냄으로써 

효과적으로 표현되었다. 

 이와 같은 사상적 배경들과 더불어, 일본적 색채를 띤 다기의 제작에 

반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로 손잡이의 형태가 있다. 앞서 역사적 

사례 연구에서도 살펴보았듯, 다관 몸통 옆에 부착되는 횡파형 손잡이는 

그 기원이 일본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역사적 맥락이 있기 때문이다. 

  

 

 

[작품 14] 

 

 

[작품 14]횡파형 원목 손잡이 백자 다관, 물레성형, 1280℃ 환원소성 / 원목 손잡이 대패로 가공, 

샌딩과 오일링으로 마무리, 경화성 에폭시 수지로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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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4]는 일본에서 기원한 횡파형의 손잡이에 목재 소재를 이용해 

도자의 표면과 목재의 색감 대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작품이다. 특히 

표면이 잘 정돈된 원목의 질감은 매끄럽고 깨끗한 백색의 유약 표면과 

잘 어울린다. 더불어 결합부에 사용된 잘 연마된 적동의 윤이 나는 붉은 

색상은 작품의 어느 부분에 사용하여도 눈에 띄는 강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목재 손잡이의 끝부분을 비스듬하게 절단하여 예리한 느낌이 들도록 

함과 동시에 간결하고 절도 있는 느낌이 들도록 했다. 또한 손잡이를 

잡을 때 엄지 밑부분의 살이 닿도록 하여 잡는 느낌이 더욱 안정적이게 

한다. 

 

 

[작품 15] 

 

[작품 15]10각 백자 꼬마 다관, 물레성형, 1280℃ 환원소성 

 

[작품 15]는 작고 아담한 크기와 백색의 유약으로 창백하고 가냘픈 

느낌이 들도록 하여 ‘와비(侘)’의 미감을 표현하고, 완결성 있는 

마감으로 ‘이치고이치에’의 진정성을 표현하고자 한 다관이다. 원통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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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통에 필요보다 약간 높은 굽을 성형하여 시각적으로 가벼워 보이고 

여려 보이게 했다. 옆면에 면 깎기를 통해 표현된 선들은 원통의 넓은 

옆면을 작은 단위로 나누어주기 때문에 더욱 가벼운 느낌이 든다. 잘 

정돈된 적동 판재의 엷은 색상은 이러한 느낌을 더욱 배가시켜주는 

장치이면서, 손잡이와 몸통 사이에 공간을 형성해 더욱 시원하고 가볍게 

느끼게 만드는 장치로서 작용하기도 한다. 

 
[작품 15]10각 백자 꼬마 다관, 물레성형, 1280℃ 환원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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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6] 

 
[작품 16]교쿠로세트, 물레성형, 1280℃ 환원소성. 사진촬영 및 연출: www.chapterone.kr 

[작품 16]은 작고 아담한 1 인용 다기세트로, 재배과정에서 80%가량 

햇빛을 차단해 부드럽고 섬세하면서 쓴맛이 적은 일본의 고급 녹차 

‘교쿠로(옥로玉露)’를 위한 다기로 제작한 작품이다. 

최소한의 기물 구성과 아담한 형태, 창백한 백색으로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섬세하고 연약한 느낌이 들도록 했다. 섬세하고 연약한 

느낌은 햇빛을 차단해 연한 맛과 향을 띠고 유약한 찻잎이 특징인 

교쿠로차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형적 장치이다. 작고 아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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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에 알맞은 얇고 작은 횡파형 손잡이를 부착해서, 사용할 때 아이의 

손을 잡는듯한 느낌이 들도록 했다. 뚜껑 꼭지 부분에 선종의 상징인 

연꽃 모양의 조각을 넣어 보다 산뜻하면서도 역사적 맥락이 느껴지게끔 

연출하였다. 세트의 구성에 포함된 다해(茶海)는 차의 농도를 쉽게 

조절해 즐길 수 있도록 해주며, 적절한 크기의 잔은 한 사람이 차를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다. 

 

 

 

 

 

[작품 17] 

 
[작품 17] 횡파형 백자 다기, 물레성형 1280℃ 환원소성 

[작품 17]은 19세기 모쿠베이가 만들었다는 규스인 [도판 51]의 

형태를 차용한 다관이다. 얕고 통통한 몸통과 곧게 뻗은 부리, 몸통으로 

갈수록 오므라드는 횡파형의 손잡이 모두 [도판 51]의 규스 형태와 

유사하다. 다만 입체적인 표면 장식을 생략하여 원작보다 더욱 간결하고 

세련된 느낌이 들도록 의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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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8] 

 
[작품 18]횡파형 연리문 손잡이 분청토 다관, 물레성형, 1280℃ 환원소성 

[작품 18]은 15세기 후반 일본 차 문화의 개혁과 함께 대두되었던 

미의식인 ‘와비(侘)’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정제된 질감과 창백한 

백색을 띠는 실크백자소지 대신 거칠고 질박한 질감의 소지인 분청토를 

사용하여 제작한 다기이다. 

 

 이러한 소지는 15세기 후반 ‘와비(侘)’로 대표되는 미의식의 도래와 

함께 조선의 분청사기를 비롯한 막사발이 다기로서 각광받기 시작한 

역사적 맥락과 닿아 있으며,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약이 입히지 않고 

흙 자체의 질감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했다. 원형의 뚜껑 꼭지는 선종 

불교의 연꽃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조형요소이며, 얇고 길게 뻗은 부리는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섬세하며 가냘픈 느낌을 연출하는 조형요소이다. 

또한 다기 손잡이에 다른 색상의 흙을 혼합해 자연스런 문양의 연리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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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듦으로써 독특한 특색이 부여된다. 동시에 의도적으로 다시 연출할 수 

없는 연리문의 특성을 통해 ‘이치고이치에(一期一會)’의 정신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다. 

 

 

[작품 19] 

 
[작품 19]<흐름, 순환 그리고 차>, 물레성형, 1280℃ 환원소성 

[작품 19]는 앞선 동아시아 차 문화의 사상적 배경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표현하고자 한 작품이다. 10각으로 면을 친 백자 다관과 세 

개의 잔, 그리고 이 다기들을 모두 받쳐줄 수 있는 다반(茶盤)으로 

구성한 작품이다. 다관의 형태를 얕고 넓게 하여, 옆으로 분산된 무게를 

들어올리기 쉽도록 상파형 손잡이를 제작하여 부착했다. 다관의 부리를 

구부러진 모양으로 만들어 유약 느낌과 잘 어울리는 얇고 가냘픈 느낌이 

들도록 하였다. 뚜껑 손잡이를 중심으로 동심원을 깎아서 잔잔한 물의 

표면 위에 떨어진 물방울과 같은 느낌이 나도록 연출하였는데, 이는 

차를 마시는 행위를 선가(禪家)의 수행체계에 포함된 문화 활동으로 

보는 동아시아의 차 문화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부분이다.  



 

 81 

 

 그리고 이러한 연출을 더욱 극대화 하기 위해 다반을 제작하였는데, 

물받이와 다기 받침 부분을 따로 만들어, 잔잔한 수면에 둘러싸인 섬과 

같은 느낌이 들도록 하였다. 받침 부분은 다관에서 넘치거나 잔에서 

흘린 물이 바깥의 물받이 부분으로 흘러 나가되 그것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흰 자갈을 깔았으며, 이는 고요한 섬과 같은 느낌을 더욱 

극대화 시켜주는 장치이기도 하다. 이러한 다반의 구성은 땅에 비가 

내리고 이 빗물이 흘러 다시 바다로 나가는, 자연에서 물이 순환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낙차로 인해 생기는 낙수의 소리도 

즐길 수 있는 청각적 요소까지 겸비한 다구(茶具)이다. 또한 자연과 

인간의 관계, 생명의 순환을 고찰하는 동아시아 차 문화의 사상적 

특색을 조형적으로 형상화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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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관. 서구 유럽 문화권의 다기 

 

 앞서 차 문화와 다기의 역사적 흐름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보면, 

영국으로 대표되는 서구 유럽권의 차 문화와 다기의 발전상은 

동아시아와 그 시작부터 달랐다. 때문에 유럽의 차 문화와 다기는 

그것을 향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망의 대상으로서 계층에 따라 차츰 

퍼져나갔고, 이는 차 문화의 배경에 깔린 철학적 사상이나 정서를 

함축하는 동아시아의 다기와는 다르게 상품으로서의 성격이 더 짙다. 

 때문에 서구 유럽의 다기를 제작하는데 있어서는 선망의 대상인 고가 

사치품으로서의 특색을 표현하기 위해 근세 유럽 귀족들이 사용했던 

전통적인 다기의 형태를 역사적 맥락 안에서 차용하여 작품을 

제작하였고, 이와 함께 일상적이고 대중적, 실용적인 차 음용에 맞게끔 

그 구성도 차를 마시는데 최대한 편리하도록 제작하였다. 

 

 

[작품 20] 

 

[작품 20]8각 홍차 티팟, 물레성형, 면 깎기, 1280℃ 환원소성 

 [작품 20]은 전통적인 영국식 홍차 티팟의 형태적 특징들을 

구현해내는데 초점을 둔 작품이다. 이러한 형태적 특징들은 [도판 31] 

건륭제기간 제작된 청화백자 팔각 다호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각이 

진 몸통은 그 위에 청화로 그려진 그림 장식과 같이 장식적인 요소로서 

활용된 것으로 여겨진다. 홍차는 녹차보다 높은 온도인 95~99℃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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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 때문에118 향이 빠르게 퍼지는데, 볼록한 모자형태의 뚜껑과 높은 

비례의 몸통은 포트 안에서 향이 보다 오래 머무르게끔 해준다. 

 

 

[작품 20]8각 홍차 티팟 세트, 사진 촬영 및 연출: www.chapterone.kr 

[도판 31]의 역사적 사례보다 좁고 높은 몸통의 비례는 다관의 

크기가 큼에도 날렵하고 가벼워 보이도록 한다. 부리의 형태를 유려한 

곡선을 활용하여 아르누보적인 19세기 영국식 애프터눈 티 문화의 티팟 

느낌이 들도록 했다. 부리가 몸통에 붙는 위치를 각진 몸통의 면 부분이 

아닌 모서리 부분으로 함으로써 액체를 따르는 기능을 시각적으로 더 

부각시켰다. 

 

 

                                            
118

 최성희, 앞의 책, p.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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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1] 

 

[작품 21] 10각 홍차 티팟, 물레성형, 면 깎기, 1280℃ 환원소성 

[작품 21]은 [작품 20]과 같은 의도에서 제작한 것으로 전통적인 영

국식 홍차 티팟의 형태적 특징들을 구현해내는데 초점을 둔 작품이다. 

하지만 그 비례는 유지하되 전체적인 크기를 축소하여 [작품 20]보다 

가볍고 쉬운 사용을 염두에 두었다. 티팟 몸통의 면도 [작품 20]과는 

다르게 10개의 면으로 깎음으로써 면의 간격이 더 촘촘해지고 면적이 

좁아져 [작품 20]보다 작고 가벼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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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1] 10각 홍차 티팟과 잔, 물레성형, 면 깎기, 1280℃ 환원소성 

 잔 역시 이러한 가볍고 쉬운 사용을 위해 간소화하여 격식을 상징하는 

잔 받침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대신 10각의 면 깎기를 바깥 부분에 

적용하여 티팟과 함께 세트로서의 느낌을 배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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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2] 

 
[작품 22] 백자 상파 티팟 5인 세트, 물레성형, 1260℃ 산화소성 

[작품 22]는 5명이 함께 차를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의도한 티 세트로, 그 크기와 용량 역시 유럽식 홍차 음용에 맞추었다. 

티팟의 용량이 크기 때문에 들어올리기 편한 상파형 손잡이를 

선택했으며, 적동 판재를 손잡이로 활용하여 전체적인 색감에 변화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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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자소지를 물레 성형한 후 전기 가마 1260℃ 설정으로 산화분위기에 

소성하였는데, 이는 홍차의 붉은 색과도 잘 어울리도록 따뜻한 색감이 

나게 하기 위함이었으며, 이러한 유약의 색감은 손잡이로 활용한 적동의 

붉은 색감과도 잘 어울린다. 잔과 잔 받침도 모두 산화소성하여 

세트로서 색감을 통일하였고, 잔의 형태는 티팟의 형태를 뒤집어놓은 

형상으로 만들어 역시 세트로서 통일감이 들도록 했다. 유럽식 홍차 

문화의 실용적인 성격에 걸맞게 찻잔에 모두 손잡이를 부착하였으며, 잔 

받침도 함께 제작하여 사용이 더욱 편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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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3] 

 

 

[작품 23]나무손잡이 티피쳐 세트, 물레성형, 1280℃ 환원소성 

[작품 23]은 보다 간편한 사용이 가능한 다기로 제작한 작품이다. 

차를 마시는데 있어 불편한 점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우려낸 차가 과하게 

우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다관의 찻물을 잔이나 다해(또는 공도배)에 

모두 따라내야 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다관과 함께 다해나 여러 

개의 찻잔을 함께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차를 마시는 것이 복잡해지고 

다양한 기물을 구비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차 자리의 격식을 높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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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기물의 구성을 통해 차 마시는 풍경을 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실용적이고 간편한 사용과는 거리가 멀다. 

 때문에 [작품 23]은 차 거름망을 사용하는 피쳐(pitcher)형태의 

다기로 제작하였다. 차 거름망을 사용하면 알맞은 만큼 차를 우리고 

거름망만 분리하면 별도의 기물이 필요 없이 차를 즐길 수 있다. 부리를 

부착하지 않은 피쳐 형태이기 때문에 차를 다 마시고 세척하는 것도 

비교적 쉽다. 

피쳐를 제작하면서 나무손잡이 제품을 활용한 손잡이를 제작하였다. 

이는 목재가 주는 친숙하고 편안한 질감을 사용자가 촉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서로 다른 질감의 재료를 활용함으로써 다기의 

전체적인 질감이 지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나무손잡이는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DIY제품을 활용했는데, 이는 쉽고 편리한 

사용에 중점을 둔 점을 작품의 제작과정에도 반영하기 위함이었다. 

 

 

[작품 24] 

 
[작품 24]티백 전용 티팟, 이장주입 성형(slip casting) – 사진촬영 및 연출:  www.chaora.com 

[작품 24]는 [작품 23]의 편리하고 대중적인 다기의 제작 의도를 

한층 심화시킨 결과물이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차를 마실 때,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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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의 차를 격식 있게 즐기는 경우도 많지만, 간편하게 티백을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차를 마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 티백의 이용에 

초점을 둔 다기를 제작했다. 그리고 대중적인 상품으로 의도하여 

제작했기 때문에, 보다 쉽고 정형화된 제작방법을 통한 생산량 증대를 

의도했다. 

 

 
[작품 24] 티백 전용 티팟 사용례 – 사진촬영 및 연출: www.chaora.com 

티백을 사용할 경우 찻잎이 펄프나 섬유 등으로 된 주머니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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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겨있기 때문에 차를 따르더라도 찻잎이 찻물과 함께 따라 나오지 않는 

장점이 있다. 때문에 티백을 위한 다기를 제작할 때에는 일반적인 

다관에서 요구되는 찻잎을 거르는 기능이 필수적이지 않다. 이 점에 

착안하여 부리와 몸통을 한 몸으로 제작하기 위해 석고 틀에 이장을 

주입하여 제작하는 이장주입 성형(slip casting) 기법을 활용해 제작했다. 

이 기법은 정형화된 틀을 활용하기 때문에 일정한 결과물을 빠른 시간 

안에 제작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찻잎을 거를 수 있도록 다관 몸통에 

구멍을 섬세하게 뚫어주고 부리를 몸통의 접합 면에 맞게 재단하여 

부착해야 하는, 복잡한 기존의 다관 제작방식을 대폭 간소화할 수 

있었다. 

티백은 사용 후 꺼내기 쉽도록 끈이 달려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때문에 차 향이 다관 밖으로 퍼져 나가버리지 않도록 기능하는 뚜껑에 

티백의 끈을 안착시킬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관의 출수를 위한 

요소인 뚜껑의 공기구멍을 아구리 가장자리에 위치시킴으로써, 

공기구멍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티 백 끈의 안착 위치로도 기능하도록 

했다. 이는 또한 손잡이와 가깝기 때문에, 티백 끈을 손잡이의 윗부분에 

묶어놓기 편해 사용 편의성이 더욱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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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차는 중국 남부에서 기원하여 고대에는 인류에게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다가 약 9~10세기 들어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음료로서 각광받기 

시작했다. 이 시기엔 차를 식용으로 섭취하던 고대의 방식이 남아있어 

가공된 차를 물에 넣고 끓여 다탕(茶湯)의 형식으로 마셨다. 10~12세기 

들어 송대의 상품경제체제 발달로 차의 재배가 증대되면서 차를 마시는 

방식 또한 다양하게 분화되었는데, 그 중 말차가 특히 유행하였다. 

이러한 말차는 당시 불교 문화의 색채가 강했던 고려, 천황 중심의 차 

문화에 대비되는 새로운 차 문화를 물색하던 일본의 상황과 맞물려 

선풍적인 유행이 되었다.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이 14세기 말 칙령을 내려 단차의 제조를 

금지하면서, 차를 마시는 풍습도 급격히 변화했다. 다기 역시 차를 

우리고 따르는 ‘다관’이 핵심적인 기물이 되었다. 이 시기 확립된 전차 

중심의 차 문화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획기적인 변화였다. 

전차 중심의 문화는 15~16세기 거듭되는 전란과 높은 세금으로 차 

문화 자체가 쇠퇴하던 조선에는 18~19세기 되어 자리를 잡았고, 

일본의 경우에는 15세기 후반부터 차 문화 개혁에 대한 요구가 

생기면서 자리를 잡았다.  

이러한 각국의 역사적 상황과 차를 대하는 자세에 따라, 발달한 차 

문화의 성격도 조금씩 달랐다. 중국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도가적 물아일체 사상을 배경으로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놀이의 형태로 

차 문화가 자리 잡았고, 한국에는 문인들에 의해 차 문화가 지속된 특징 

때문에 차를 문예적 소양의 하나로 이해하는 경향이 생겼으며, 일본은 

차 문화가 무인들을 교화시키는 목적으로 발전된 역사 때문에 수행의 한 

형태로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동아시아에서는 차를 선가의 수행체계에 

포함된 문화 활동으로, 형이상학의 범주에 속한 것으로 이해하는 

공통점이 생성되었다. 

16세기 유럽의 동방항로 개척과 함께 동아시아와의 해상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차 문화도 유럽에 전파되었다. 차에 익숙하지 않았던 

유럽인들은 차에 우유를 필두로 한 다양한 첨가물을 넣어 먹는 

밀크티라는 방식을 고안해냈고 이는 유럽식 차 문화의 독보적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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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밀크티는 다시 영국의 상류층 사이에서 애프터눈 티의 형식으로 

정리되었고, 산업화를 거치며 사회 전체에 전파되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유럽의 차 문화는 상품으로서의 성격이 강했고, 일상적이고 

실용적인 성격이 강했으며, 이는 당시 사용되던 다기에도 반영이 되었다. 

이런 특징들은 19세기 유럽의 활발한 식민지 활동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 오늘날 차 문화의 한 축이 되었다. 

 오늘날의 차(茶) 문화는 단순히 차를 마시는 행위가 아닌, 이와 같은 

역사적·문화적 맥락을 함께 향유하는 활동이 되었으며, 앞으로 더 

각광받고 성장할 것이 예견된다. 때문에 역사적·문화적 맥락을 

계승하면서도 오늘날 차를 즐기기에 적합한 다기의 개발이 필요하다. 차 

문화의 역사적·문화적 맥락을 표현하기 위해 연구자는 차 문화를 중국, 

한국, 일본의 동아시아, 영국으로 대표되는 유럽으로 분류하였고, 각 

지역의 세부적인 특색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다기 작품을 제작했다.  

중국 차 문화의 유희적 특성에 입각해 소꿉놀이용 장난감 같은 

아기자기한 구성의 다기를 제작했고, 기술적인 측면을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해 강조한 비정형적이고 기술적인 형태의 다기를 제작했다. 

또 한국 차 문화의 숭문적 특성을 보여주기 위해 조선백자의 간결미를 

면 깎기 기법을 통해 담아낸 다기를 제작했고, 연적의 형태를 주제로 

하는 다기를 제작했으며, 일본의 차 문화 속에 담긴 사상을 조형적으로 

담아내기 위해 정갈하고 간소한 연출, 창백하고 아담하면서도 절도 있는 

조형감의 다기를 제작했다. 그리고 동아시아 차 문화의 사상적 배경을 

종합해서 나타내는 작품을 제작했고, 마지막으로 유럽 차 문화의 상품성, 

실용성, 대중성을 효과적으로 담은 다기 작품을 제작하였다.  

 연구자는 이 연구를 통해 현대 차 문화에 내재된 다양한 

역사적·문화적 맥락이 효과적으로 정리되었으며, 작품 제작을 통해 

조형적으로 충분히 발현되었다 생각한다. 이와 함께 사용하는데 문제 

없는 기능성의 다기를 제작함과 동시에 다양한 물성의 소재들을 꾸준히 

활용하려 한 연구자의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면서 축적된 기술력과 감각, 문제 

해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다양한 다기의 시도를 재료적인 

차원에서 풀어가고자 하며, 이는 앞으로의 차 문화와 연구자의 발전에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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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a plant is known to be originated from southern china and used 

as edible food source or pharmaceutical source until 9~10th 

centuries, when tea began to be used as a source of drink and 

formed a special cultural aspect in human history, known today as 

‘tea culture’. Tea culture has spread from China to almost every 

region of Asia including Korea and Japan through various historical 

events and cultural exchanges, and eventually became an important 

aspect in human culture today, by historical events and cultural 

exchanges regarding Europe, Asia, and America in 16~19th 

centuries. 

 Today tea culture is not only confined to drinking of tea, but also 

includes the meaning of enjoying cultural and historical contex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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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 Development of tea culture through history has naturally driven 

the necessity of tea wares. 

 Especially in East Asia, due to profound history of tea culture, it 

has shown tendency of establishing strong connection with other 

moral cultures such as metaphysics, and philosophy. So in East Asia, 

tea ware has not only been a tool for drinking tea but also a form of 

art expressing such moral cultures. 

 On the contrary, tea culture in Western Europe was a luxurious 

cultural product which was imported from East Asia, so tea wares 

were also consumed as a product rather than a form of art 

expressing the metaphysical philosophy and ideas. And such tea 

culture was spread throughout the world due to industrialization 

followed by colonization in modern era, and has become an 

important factor of contemporary tea culture. 

Regarding these differences, this study has researched the history 

and development of tea culture, and researched the history and 

development of tea wares, which was a result of necessities 

throughout various times in history of tea culture, and interpreted 

these to develop ceramic tea wares for modern tea culture.  

 

Keywords : Teapot, Teaware, Tea culture, History, Shape, Volume 

Student Number : 2014-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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