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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불교 교단의 食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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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초기불교승단의 비구 비구니의 음식과 관련된 사건과 내용을

통하여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고자 함이다. 초기불교 승가의

의식주 일상생활 있어 음식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 비구와 비구니는 걸식을 통하여 음식을 얻었다. 재가신자가 보시하

는 음식을 하루 한번 오전 중에 걸식하여 먹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비구, 비구니가 걸식을 할 때에는 반드시 발우를 지니고 있다가 재가신

자가 보시하는 음식물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비구와 비구니는 구족계를

수지할 때 화상으로부터 받은 하나의 발우를 소지하게 되어 있다.

또한 비구, 비구니는 걸식뿐만 아니라, 재가신자가 청하는 請食을 통

하여 음식을 먹을 수도 있었다. 請食은 재가신자가 집에 음식을 준비하

고 출가자를 초청하여 공양을 대접하는 것을 말한다. 비구 비구니는 한

끼를 보시하는 공양처에서도 음식을 얻어서 먹었다.

이와 같이 불교승단이 발전하면서 음식에 관한 규정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지만 그 근본정신은 변함없다고 생각한다. 비구 비구니의 청정과

위의 그리고 승단이 화합이라는 전제가 된다면 그들의 복지와 안녕을

위하여 계율 조목의 개정은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Ⅰ. 들어가는 말

불교승단의 일상생활 중에서 의식주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이라

* 이 논문은 2010학년도 동국대학교 연구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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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필수적이며 중요한 것이 음식을

먹는 일이다. 음식은 우리의 몸을 유지하고 건강을 지탱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출가자도 그 사명인 수행과 전법을

위해서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출가자에게 있어서 음식은 세속 사람들과는 사뭇 다르

게 이해된다.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추구하며 그 포만감을 즐기

며 살아가지만 출가자는 전법과 수행을 위한 몸의 최소한 유지

그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때문에 음식에 대한 욕망과 집착을

철저히 경계한다. 모든 율장에서는 출가자의 기본 생활 태도로서

걸식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출가자의 기본생활 원칙인 4의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걸식이다. 초기불교승단에서의 음식은 직접

만들어 먹거나 과일과 열매 등을 직접 따서 먹어서는 안 되며 모

든 식사는 재가자에 의지하는 걸식을 해야 한다. 또 하나의 출가

자가 음식을 구하는 방식은 청식이다. 이 역시 재가자의 초청에

의한 것이었다. 이는 출가자가 음식을 얻기 위해 어떠한 영리활동

이나 육체적 노동을 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이는 전적으로 재가

자에 의존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한다.

출가자는 음식을 얻고 먹는데 있어 발우를 사용했다. 발우는 단

지 음식을 얻고 먹는 도구가 아닌 특별한 상징이다. 율장에서는

음식과 관련한 여러 규율이 설명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음

식과 관련된 걸식, 발우, 공양과 관련한 비구와 비구니의 율과 그

율이 제성된 인연담을 통하여 초기불교 교단의 특징을 살펴보고

자 하는데 있다. 특히 비구와 비구니의 음식과 관련된 계율의 同

異와 음식에 관한 율장마다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파악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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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걸식과 그 조건

비구와 비구니의 식사는 걸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재가신자

가 보시하는 음식을 하루 한번 오전 중에 걸식하여 먹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이 원칙은 바일제법 가운데 ‘不受食戒’ ‘非時食戒’ 등

의 계율조목을 통하여 잘 살펴볼 수 있다. 다만 비구니의 경우는

예외를 허용한다. 일부 율장에서 생리를 하는 기간에 마을에 들어

가서 걸식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다. 이에 대하여 오분율에서
는 다음과 같은 인연담을 보이고 있다.

어떤 비구니가 月水가 나와서 다리와 옷이 더러워졌는데도 마을에

들어가 걸식을 하였다. 모든 속인들이 보고 비난하며 꾸짖자 붓다가

‘만약 비구니가 月水가 나오는 때라면 마을에 들어가 걸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양식을 모아 놓는 것을 허락한다. 또한 제자가 아울

러 그를 위하여 걸식하는 것을 허락하며, 만약 제자도 없으면 月水衣

를 입고 걸식하는 것을 허락한다’라고 말씀하셨다.1)

십송율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붓다가 사위국에 계실 적에, 투라난타 비구니가 생리가 아직 끝나

지 않았는데도 거리를 거닐어 피가 땅에 떨어지자 여러 거사들이 이

를 꾸짖으면서 ‘참으로 단정하지 못한 여자구나. 어찌하여 생리 중에

도 이같이 거리를 거니는가’ 라고 말하였다. 여러 비구니가 어찌할 바

를 몰라서 이와 같은 일을 붓다에게 말씀드렸다. 이에 붓다께서 ‘지금

부터 비구니가 생리 중일 때 밖으로 다니면 돌길라죄가 된다’라고 말

씀하셨다. 여러 비구니가 청빈하게 살았으나 생리 중에는 단월로부터

밥, 국, 나물, 장작, 양초를 얻을 수 없어서 심한 고통을 받게 되었다.

1) 오분율(T22) p.18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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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을 붓다께 말씀드리자, 붓다께서 ‘마땅히 옷을 갖추어 입은

후에 걸식을 다닐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2)

이상에서 비구니가 생리를 하여 다리와 옷이 더러워졌는데도

마을에 들어가 걸식을 하여 재가신자가 이를 보고 비난하였으므

로 생리를 하는 중에는 걸식을 하러 마을에 돌아다니는 것을 금

지시켰다고 한다. 따라서 비구니는 생리를 하는 기간에 양식을 비

축하였다가 먹어야 하고, 제자가 스승을 대신하여 걸식을 해서 음

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제자가 없는 비구

니는 月水衣를 입고 걸식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하였다. 이는 여성

출가자인 비구니에 대한 규제라기보다는 신체적인 배려와 보호차

원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출가자는 재가신자로부터 주어지지 않은 음식을 먹어서

는 안 된다. 이는 ‘不受食戒’3)를 통하여 알 수 있다. 단지 물과 楊

枝(dantapoṇa, 齒木)는 비구 스스로 구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다. 이 규정은 어떤 비구가 일체의 분소물로 생활하려고 묘지에

살고 있었는데, 죽은 사람에게 올린 공물을 무단으로 가져다 먹다

가 세간의 비난을 받은 것이 인연이 되어 제정되었다. 이 율조문

으로 인하여 비구와 비구니는 길에 떨어져 있는 음식을 주워서

먹을 수 없고, 주인 없는 나무에 달린 과일도 따서 먹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 재가자나 淨人이 취하여 보

시할 경우에 받아서 먹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비구는 재가신자가 보시한 음식이라면 그 종류를 가리

지 않고 먹을 수 있다. 단지 고기의 경우는 자기에게 공양을 시키

기 위해서 살생하는 것을 보았거나 살생하였다고 들었거나 살생

하였다는 의심이 생길 때에는 먹어서는 안 된다. 또한 사람, 코끼

리, 말, 개, 뱀, 사자, 호랑이, 표범, 곰, 늑대 등의 10種肉을 먹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마늘과 같이 냄새

2) 십송율(T23) p.294bc.

3) Vin Ⅳ 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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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한 음식들은 먹을 수 없다. 비구의 경우는 식후에 심한 냄새

를 풍겨서 많은 비구들을 자극시켰기 때문에 이를 먹는 것을 금

지하였다고 한다.4) 비구니는 재가신자의 마늘밭을 망가뜨리고 한

꺼번에 마늘을 많이 뽑아가 재가신자에게 큰 손해를 입혔기 때문

에 마늘을 먹는 것을 금지하였다고 한다.5) 마늘을 먹을 수 있는

때는 병이 있어서 마늘을 먹어야만 나을 수 있는 경우와 떡으로

마늘을 싸서 먹을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다. 마하승기율에서는
몸에 부스럼이 생겼을 경우에 마늘을 바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6)

비구니의 경우에는 보시하는 음식을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승잔법 가운데 ‘受染心男子食戒’ ‘勸受染心男子食戒’에

서는 비구니가 染心을 품은 남자라는 것을 알면서 그로부터 음식

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받으라고 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조문들은 단순히 음식을 받는 것을 금지하기 보다는 비구니가

음식을 매개로 하여 染心을 품은 남자와 함께 음행으로 이어지는

의도를 막기 위해서 규정한 것이다. 만약 비구니가 染心을 품은

남자에게서 음식을 받았다면 음행을 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중죄에 해당하는 승잔죄로 처벌한다.7) 이 계율

은 단순히 비구니가 음식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정되었다면

보다 가벼운 죄로 처벌하였을 것이다.

비구 비구니는 非時에 식사하는 것이 금지된다. 非時에 즉 정오

이후부터 다음날 아침사이에 식사한다면 이는 바일제에 해당한다.

이 非時食戒는 비구계와 비구니계뿐만 아니라 十戒와 八齋戒에도

4) Vin Ⅱ p.140.

5) Vin ․ 십송율은 바일제법 제72조, 사분율은 제70조, 마하승기율은
제80조, 오분율은 제69조, 근본설일체유부필추니비나야는 제73조에
규정하고 있다.

6) 마하승기율(T22) p.530b.

7) Vin, 사분율, 오분율은 승잔법 제8조, 십송율,
근본설일체유부필추니비나야는 제4조, 마하승기율은 제11조에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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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 있다. 非時食戒는 출가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율로

서 남방불교에서는 현재까지 준수되고 있다. 재가자는 포살일에

사찰에 머무르며 하루 밤낮 팔재계를 지킴으로서 非時食戒를 지키

게 된다. 빨리율에서는 ‘어떠한 비구일지라도 非時에 噉食 혹은

嚼食을 噉食하거나 嚼食하면 바일제이다’8)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에 대한 인연담에서는 “17군 비구가 山上祭에 구경하러 갔을 때,

그들이 연소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환대하며 물을

끼얹기도 하고, 몸에 기름을 칠하고, 식사를 주고 더욱이 담식을

주었다고 한다. 17군 비구는 이것을 가지고 정사에 돌아와 6군 비

구에게 그 담식을 주었다. 그러자 6군 비구가 ‘그대들은 非時食을

먹었느냐’라고 묻고 이것을 비난하였는데, 이것이 붓다에게 알려

져서 ‘非時食戒’가 제정되었다”고 한다.9) 다른 부파 율장에서도 오

전 중에 식사하는 것을 허용하고, 정오 이후에는 식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非時에는 과일 주스 등의 非時漿만 먹

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非時食戒’는 오전 중에 한번 걸식하여 그

음식을 먹음으로서 모든 식사가 끝이 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음식은 일반적으로 時食과 非時食으로 구분한다. 時食에는 噉食

(khādaniya)10)과 嚼食(bhojaniya)11)이 있으며, 건강한 비구가 먹

기 때문에 때 아닌 때(非時)에 먹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時食은

非時에 먹으면 ‘非時食戒’를 犯하고, 非時에 손을 대지 않고 다음날

먹으면 ‘食殘宿食戒’를 犯한다. 時食 가운데 담식은 5종의 嚼食, 非

時藥, 七日藥, 盡形壽藥을 제외한 나머지 단단한 음식(硬食)으로 뿌

리(根), 줄기(莖), 꽃(花), 잎(葉), 열매(果) 등을 말한다. 담식의 종

8) Vin Ⅳ p.85 ; 사분율(T22) p.662bc ; 오분율(T22) p.54a ; 십송율(T23)

p.95ab ; 마하승기율(T22) p.359b ;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T23) p.824ab.

9) 히라카와 아키라(2010) p.456.

10) 噉食을 사분율에서는 佉闍尼食, 십송율에서는 佉陀尼食,
마하승기율에서는 雜正食, 근본설일체유부율에서는 珂但尼食이라고
한다.

11) 嚼食을 사분율 십송율에서는 蒲闍尼食, 마하승기율에서는 正食,
근본설일체유부율에서는 蒲繕尼食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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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는 많은 부파 율장이 일치하지만 십송율은 꽃 대신 磨를 포

함시키고 있다. 嚼食은 5종의 부드러운 음식(軟食), 즉 밥(odana,

飯), 죽(kummāsa, 粥), 보리가루(sattu, 麨), 생선(maccha, 魚), 고

기(maṃsa, 肉) 등이 있다. 嚼食의 종류는 모든 부파의 율장이 일

치하지 않는다. 십송율은 죽 대신 糒(말린 밥)를, 마하승기율
은 죽 대신 麥飯, 근본설일체유부율은 죽 대신 麥豆飯, 생선 대

신 餠을, 사분율과 오분율은 죽 대신에 乾飯을 말하고, 오분
율은 餠을 더 첨가시키고 있다. 非時食은 맑은 과일 주스 종류를
말하며, 병이 있는 비구가 非時에 먹는 것은 허용하지만 非時를

지나서 먹으면 ‘食殘宿食戒’를 犯한다. 병이 없는 비구가 非時食을

非時에 먹으면 ‘非時食戒’를 犯하는 것이 되지만, 正時에 얻어서 먹

는 것은 犯戒가 되지 않는다.

또한 출가자가 먹는 모든 음식은 藥과 동일시하여 말한다. 그래

서 正時에 먹는 음식을 時藥이라 하고, 非時에 먹는 음식을 非時藥

이라고 한다. 時藥은 5종의 嚼食, 즉 밥, 죽, 보릿가루, 생선, 고기

등이 대표적이며, 내일을 위해서 저장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

로 당일 오전 중에 걸식하여 먹는 것이 원칙이다. 非時藥은 병이

있는 비구가 非時에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저장을 허용하지 않는

다. 빨리율에서는 非時藥으로 菴婆羅果漿(ambapāna), 閻浮果漿(j

ambupāna), 俱羅果漿(cocapāna), 芭蕉漿(mocapāna), 蜜漿(madhup

āna), 蒲桃漿(muddikāpāna), 舍櫻果漿(sālukapāna), 波櫻果漿(phāru

sakapāna) 등 8종의 非時漿을 허용하고 있다.12)

이 밖에 비구는 저장을 허용하는 七日藥과 盡形壽藥을 병에 걸

렸을 때 먹을 수 있다. 七日藥은 병비구가 7일간 저장해 두고 正時

와 非時에 복용할 수 있는 음식이다. 七日藥에는 熟酥, 生酥, 油,

蜜, 石蜜 등이 있으며, 이 약들은 영양가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美

食이라고도 한다. 다만 병비구가 七日藥을 7일이 지나서까지 먹는

다면 이는 ‘畜七日藥過限戒’를 犯하는 것이 된다. 이는 니살기바일

12) Vin Ⅰ p.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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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약은 7일이 지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淨施하여 필요할 때 찾아 먹어야 한다.13) 병이 없는 비구

가 七日藥을 걸식하여 먹으면 안 된다. 만약 병이 없는 비구가 자

신을 위하여 七日藥을 걸식해서 먹는다면 ‘索美食戒’를 범하는 것

이 된다. 이는 바일제이다. 그러나 병이 없는 비구가 구하지 않았

는데도 正時에 얻었다면 오전 중에는 먹을 수 있지만, 非時에는

저장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버려야 한다.

비구니계에서는 생계를 위해서 美食을 판매하는 재가신자의 집

에 가서 걸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재가신자가 이와 같은 음

식을 비구니에게 보시한다면 경제적으로 손실이 크고 마음의 부

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盡形壽藥은 비구가 평생 지니고 있으면서 병에 걸렸을 때에 약

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盡形壽藥에는 소금, 腐爛藥, 呵利勸,

毘醯勒, 根藥, 細末藥 등이 있으며, 이것 또한 병이 없는 비구가 먹

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만약 재가신자가 승가에 盡形壽藥을 보

시하여 승가 안에 보관할 경우에는 白二羯磨로 유능한 守藥人을

뽑아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Ⅲ. 발우의 사용

비구는 마을에 들어가서 걸식을 할 때에는 반드시 발우를 지니

고 있다가 재가신자가 보시하는 음식물을 받아야 한다. 붓다는 비

구가 외도와 같이 발우 없이 손으로 음식을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발우는 철이나 흙으로 만든 것, 즉 鐵鉢(ayopatta)과 瓦鉢

13) Vin Ⅲ p.251. 사분율 마하승기율 십송율은 7일약의 淨施를
허용하지만, 팔리율 근본유부율 오분율은 7일약의 淨施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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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tikāpatta)을 사용하였다. 또한 발우는 크기에 따라 上鉢(ukka

ṭṭho patto), 中鉢(majjhimo patto), 下鉢(omako patto)의 세 종류

로 구분하고 있다. 上鉢은 半알하카(āḷhaka)量의 飯과 4분의 1量의

음식물, 그에 따른 부식물을 담을 수 있는 것이고, 中鉢은 나리카

(nāḷika)量의 半과 4분의 1量의 음식물, 그에 따른 부식물을 담을

수 있는 것이며, 그리고 下鉢은 팟타(pattha)量의 飯과 4분의 1量

의 음식물과 그에 따른 부식물을 담을 수 있는 것이다.14) 이상의

上鉢보다 큰 것과 下鉢보다 작은 것은 발우가 될 수 없다고 한다.

비구니는 큰 발우의 사용을 금지한다.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
잡사에서는 “토라난타 비구니가 어떤 재가자의 부인으로부터 낙
태한 것을 받아 큰 발우에 담아서 버리다가 불량배들에게 발각되

었고, 그들은 비구니들이 낙태한 것을 버리는 악업을 지었다고 비

난하였다고 한다. 이로 인하여 붓다는 비구니가 큰 발우를 지니는

것을 금지시켰다”고 한다.15) 이와 같은 규율이 제정되어 비구니는

비구의 작은 발우를 큰 발우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비구와 비구니는 구족계를 수지할 때 화상으로부터 받은 一鉢

을 소지하게 된다. 이 一鉢은 항상 지니면서 걸식을 할 때 사용하

지만, 一鉢 이외의 발우는 여분의 발우(長鉢)로 지닐 수 있는 기한

이 제한된다. 여분의 발우를 얻은 경우에는 三衣와 마찬가지로 10

일까지 소지하는 것을 허용한다.16) 10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하던

발우를 버리고 長鉢을 대신 지니거나 다른 사람에게 長鉢을 주거

나 다른 사람에게 長鉢을 淨施하여 맡겨두어야 한다. 발우의 淨施

를 허용하는 것은 발우를 잃어버리거나 깨뜨릴 경우에 바로 찾아

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비구는 발우를 떠나서 하루라

도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편법으로 淨施를 허용하는 것이다. 발

14) 히라카와 아키라(2004) p.421.

15)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T24) p.360ab.

16) Vin Ⅲ pp.242-243 ; 마하승기율(T22) p.314b ; 사분율(T22)

pp.621c-623a ; 오분율(T22) p.34bc ; 십송율(T23) p.53b ;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T23) p.744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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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를 잃어버렸을 때, 淨施한 발우가 없으면 발우를 바로 구하지

못할 경우에 犯戒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비구가 아무런

조치도 없이 10일을 초과하여 長鉢을 지니면 니살기바일제법인

‘畜長鉢過限戒’를 범하는 것으로 발우를 내놓아야 한다. 이 비구는

발우를 승가에 내놓은 후에 참회를 해야 한다. 참회를 하면 발우

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 발우는 長鉢이기 때문에 승가의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이때 승가의 대중들은 자기 발우를 가지고

나와서 발우를 돌리는 의식에 참여해야 한다. 우선 승가에 내놓은

발우를 상좌비구에게 주고 그 비구가 자기의 발우와 바꾸기를 희

망하면 새 발우와 바꾸어 주고, 상좌비구가 쓰던 발우는 두 번째

상좌에게 주어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만약 상좌비구가 새

발우와 바꾸기를 원하지 않으면 거절하고 다음 상좌비구에게 새

발우를 넘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下座비구에까지 이르는 것이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최하의 발우를 犯戒하여 발우를 내놓

은 비구에게 준다. 발우를 돌리는 의식에서 최하의 발우를 받은

비구는 그 발우가 깨질 때까지 사용해야 한다.17)

비구는 발우를 잃어버렸을 때와 5번까지 고쳐서 사용한 후에

새 발우를 얻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비구가 발우를 가지고 있

으면서 더 좋은 발우를 얻기 위해서 구걸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

다. ‘乞鉢戒’18)에서는 사용하던 발우에 상처가 났을 경우에는 바로

새 발우로 바꾸지 말고 고쳐서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5綴에

이르러서 새 발우를 구할 수 있다고 한다. 발우가 5綴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새 발우를 구하면 니살기바일제법 가운데 ‘乞鉢戒’를

범하는 것이 된다. 오분율에서는 4綴까지를 발우로 인정하고 아
직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새 발우로 바꾸는 것을 금지하고, 5綴

은 발우가 아니기 때문에 새 발우로 바꿀 수 있다고 하였다.19)

17) 히라카와 아키라(2004) p.437.

18) Vin Ⅲ pp.244-246 ; 마하승기율(T22) p.315a ; 사분율(T22) p.623a ;

오분율(T22) p.34a ; 십송율(T23) p.54ab ;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T23)

p.74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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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식은 가난한 집과 부유한 집을 가리지 않고 차례로 하는 次

第乞食이 원칙이다. 그리고 비구는 病時, 施衣時, 作衣時를 제외하

고는 한 곳에서 걸식을 하고, 더 좋은 음식을 얻기 위해서 찾아다

니거나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걸식할 때에는 지나치게 많이 받지

말고 적당량만 받아야 한다. 또한 비구는 음식 이외의 다른 것들

을 걸식해서는 안 된다. 비구니계에서는 발우에 음식 이외의 보물

들을 담아 숨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마하승기율의 인연담에
서는 “투라난타 비구니가 국가로부터 재산을 몰수당하게 된 부인

의 부탁을 받고 발우에 보물을 담아 숨기고 가다가 발각되어 발

우에 보물을 숨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계율을 제정하였다”

고 한다.20) 이 규정은 발우에는 음식만을 담을 수 있으며, 음식

이외의 그 어떠한 것도 담을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

한 병이 없는 비구가 學家羯磨를 받은 재가신자의 집에 가서 걸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인연담에서는 “비구들이 보시를 잘 하

는 한 재가신자의 집을 자주 찾아가 걸식을 하였기 때문에 재가

신자가 가산을 모두 탕진하고 가난하게 살았으므로 주변 사람들

이 한 재가신자의 집을 자주 찾아가 걸식하는 것에 대하여 비난

하였다. 그래서 붓다는 재가신자에게 學家羯磨를 하여 비구들이

찾아가서 걸식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이 규정은 걸식

을 쉽게 하려고 보시를 잘 하는 집만을 자주 찾아가는 것을 경계

한 것이다.

비구니는 마을에서 걸식을 하는 중에 비구를 만나면 발우의 뚜

껑을 열어서 안을 보여주고, 그 장소를 피하여 다른 곳에서 걸식

을 해야 한다. 비구니가 비구에게 발우를 보여주어야 하는 까닭은

비구니가 걸식을 하던 중에 재가자 부인의 부탁을 받고 발우 속

에 아이의 태를 숨겨 가지고 가다가 음식을 보시하려는 재가자에

게 발각되어 비난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비구니는 걸식

을 하는 중에 비구를 만나면 발우의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어야

19) 오분율(T22) p.34a.

20) 마하승기율(T22) p.54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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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규정을 제정하였다.21) 또한 비구니가 비구의 乞食處를 피

해야 하는 까닭은 투라난타 비구니가 대가섭 존자의 걸식처를 따

라 다니면서 음식을 얻지 못하게 방해를 부렸기 때문에 비구가

걸식하는 곳에 비구니가 그 앞을 다니지 말라는 규정을 제정하였

다고 한다.22) 이 규율로 인해서 비구니는 비구가 걸식하는 곳을

피하여 다른 곳에서 걸식을 하였는데, 걸식을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비구는 마을에 들어가서 親里가 아닌 비구니

가 구해 주는 음식을 받아먹을 수 없고, 親里가 아닌 비구니에게

음식을 줄 수도 없다. 비구니도 親里가 아닌 비구로부터 걸식한

음식을 받을 수 없고 줄 수도 없다. 그러나 비구니가 흉년이 들어

서 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구로부터 음식을 받아먹는 것

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십송율에서는 인연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붓다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에 세상에 기근이 들어 걸식을 하기가

몹시 어려웠다. 여러 비구들은 날마다 음식을 얻었기에 남는 음식이

많이 있었으나 여러 비구니들은 음식을 구하고자 하여도 얻을 수가

없었기에 고통을 받다가 여러 비구들에게 ‘그대들은 우리에게 남은 음

식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라고 말하였다. 여러 비구들이 ‘붓다께서

는 우리들이 여러 비구니들에게 남은 음식을 나누어주는 것을 허락하

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일들을 붓다께 말씀드리니 붓다

께서는 ‘이와 같이 흉년이 든 때에는 비구니에게 남은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을 허락한다.’라고 말씀하셨다.23)

이상의 내용은 비구가 비구니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는 것을 허

락하게 된 동기를 보여준다. 마을에 흉년이 들면 비구니는 비구보

다 걸식을 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한다. 그러므로 비구들이 먹고

남은 음식들을 비구니에게 나누어주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하였다

21) 사분율(T22) p.928c ; 마하승기율(T22) p.547ab ; 오분율(T22) p.189c.

22)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T24) pp.357c-358a.

23) 십송율(T23) p.29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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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 이 규정은 걸식을 하지 못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비구니

들을 배려해서 제정한 계율이라고 할 수 있다.

비구와 비구니는 걸식을 하는 중에 재가신자가 선물용의 떡이

나 양식용의 보릿가루 등을 내놓으면서 가져가라고 할 경우에 음

식을 받아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때 음식의 양은 두세 발우로 제

한하고 있다. 바일제법 가운데 ‘受二三鉢食戒’24)에서는 “단월이 속

가에 이른 비구에게 餠果 혹은 麨를 만족할 때까지 가지게 하면

비구는 발우에 가득 두세 발우를 받아야 한다. 만약 그것을 넘겨

서 받으면 바일제이다. 발우에 가득 두세 발우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돌아와 비구들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 이것이 이 경우의

바른 법이다.”라고 하였다.25) 이것은 재가신자가 비구에게 自恣請

을 하는 경우, 병이 없는 비구는 두세 발우까지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음식을 받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사분
율 오분율 마하승기율에서는 병비구가 두세 발우 이상 음식
을 받는 것을 허락하고 있다.26) 또한 이 규정에서는 병이 없는 비

구가 음식을 얻으면 정사에서 다른 비구들과 분배하여 먹을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재가신자가 自恣請을 하여 비구가 떡이나 보

릿가루를 받아온 날에는 다른 비구가 다시 찾아가서 그 음식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은 비구들이 재가신자의 집

에 여러 번 찾아가 특별한 음식을 요구하여 재가신자가 계획했던

여행을 가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큰 폐해를 끼쳤기 때문에 금지

한 것이다.

24) Vin Ⅳ pp.79-80 ; 마하승기율(T22) pp.360c-361a ; 사분율(T22) p.659ab

; 오분율(T22) p.51bc ; 십송율(T23) p.90ac ;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T23) p.819b-820c.

25) Vin Ⅳ p.80.

26) 사분율(T22) p.657c ; 오분율(T22) p.5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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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음식을 먹는 방법

비구와 비구니가 걸식으로 얻은 음식은 정사에 돌아와서 오전

중에 먹어야 한다. 이 음식은 만족할 때까지 먹을 수 있으며, 음식

이 많아서 남을 경우에는 殘食法27)을 행해서 다른 비구가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분율에서는 殘食法의 작법을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다.

비구들이 잔식법을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붓다에게 여쭈니 붓다

가 말씀하시기를 ‘밥을 가져다 발우 안에 넣고, 손으로 높이 들고, 偏

袒右肩 右膝着地를 하고 ‘장로이시여, 一心으로 念하십시오. 저 아무개

는 이미 足食하였습니다. 저를 위하여 殘食法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하

라. 그 비구를 위해 발우를 受持하고 묻되 ‘이 음식을 저에게 주는 것

입니까?’라고 하면, 대답하기를 ‘주는 것입니다’라고 한다. 곧 그를 위

해 조금만 먹고 나머지는 그에게 돌려준다. 만약 전부 먹지 못하면 다

만 받아서 그에게 돌려주면서 ‘이것은 내가 남긴 것이다. 그대에게 주

는 것이오’라고 말해야 한다, 이것을 또한 殘食이라고 한다.28)

이상의 殘食法을 허용한 계기는 어떤 병비구가 음식을 다 먹지

않고 방 앞에 버려 놓았는데, 거사들이 이 버려진 음식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음에도 비구들은 음식을 남에게 주지

않고 버린다고 비난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후에

병비구의 殘食을 간병인이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였고, 간병인이

殘食을 다 먹지 못하자 다른 비구들도 殘食을 먹을 수 있도록 허

27) 殘食法을 사분율과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에서는 餘食法이라고
번역하였다.

28) 오분율(T22) p.52a-c. 십송율은 오분율보다 더 자세하게 殘食法의
작법을 설하고 있다.(십송율(T23) p.9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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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하였다고 한다. 殘食法은 足食을 하지 않은 비구로 자리에서 아

직 일어나지 않은 비구에게 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모든 비구가

足食을 했다면 20세 이상의 사미를 구해 속히 구족계를 주어서 비

구가 되게 하고, 이 비구에게 殘食法을 행하여 음식을 먹을 수 있

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29) 또한 足食을 한 비구도 더 먹기를 희망

하면 殘食法을 행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足食을 한 비구에게 음

식을 권할 때에는 殘食法을 행한 것을 권해야 한다. 만약 괴롭힐

목적으로 足食을 한 비구에게 殘食法을 행하지 않은 음식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고 먹게 하여 ‘足食戒’를 범하게 하면 음식을 권한

사람은 바일제법 가운데 ‘勸足食戒’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나 마
하승기율의 雜跋渠에서는 비구니가 殘食法을 행하는 것을 금지하
고 있으며, 한번 앉아서 足食하는 것만을 허락하고 있다.30) 비구

와 비구니가 외도들에게 직접 담식과 작식을 주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비구의 공양은 걸식이 원칙이지만 재가신자가 청하는 請食에도

응하였다. 請食은 재가신자가 집에 음식을 준비하고 출가 수행자

를 초청하여 공양을 대접하는 것이다. 請食은 음식을 대접받는 것

이지만 옷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기에 그것이 지

니는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請食은 승가의 대중 전

체를 초청하는 僧伽食이 원칙이며, 승가의 일부 대중을 청하는 別

衆食은 금지하고 있다. 別衆食은 승가 안에서 4인 이상의 비구들

이 집단으로 재가신자의 施食을 받는 것을 말한다. 4인 이상은 승

가를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別衆食에 응하면 破僧의

의심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승가를 형성할 수 없는 인원, 즉 3명

이하의 비구는 집단으로 請食에 응할 수 있다. 그리고 病時, 施衣

時, 作衣時, 道路行時, 乘船時, 大會時, 沙門供養時에도 別衆食에 응

할 수 있다.31) 재가신자가 형편이 어려워서 승가의 대중 전체를

29) 오분율(T22) p.52c ; 마하승기율(T22) p.356b.

30) 마하승기율(T22) p.548a.

31) Vin Ⅳ pp.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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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差次請食人이 초청하는 인원수에 맞추

어서 비구를 재가신자의 집에 보낸다.

비구니는 재가신자로부터 請食을 받을 경우에 비구와 함께 청

하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마하승기율32)에서는 재가신자가
비구니만 초청하여 음식을 베풀 경우에 請食에 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비구니를 초청하여 음식을 베풀겠다

고 하는 경우에 비구니는 上尊衆, 즉 비구승가에게 먼저 청하도록

권해야 한다. 비구니가 재가신자에게 비구를 먼저 청하여 음식을

베풀어 줄 것을 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구니만 초청하려고 하

는 경우에는 거절해야 한다고 하였다. 만약 재가신자가 비구들과

함께 초청하는 것임을 밝히는 경우에는 비구니도 請食에 응할 수

있다. 또한 비구와 비구니가 함께 請食에 응하여 재가신자의 집에

서 음식을 받을 때에는 비구가 먼저 음식을 받은 후에 비구니가

음식을 받아야 한다. 만약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오전 시간이 지나

려고 하면 비구와 비구니가 함께 음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비구는 비구니가 알선한 재가신자의 請食을 받을 수 없다. 바일

제법 가운데 ‘受比丘尼讚歎食戒’에서는 비구니가 재가신자에게 특

정 비구를 지명하여 그 비구에게 음식을 공양하도록 권하여 공양

을 받는 음식에 대하여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인연담에서는

제바달다가 투란난타 비구니에게 자신과 그 제자들을 ‘大龍’이라

고 재가신자에게 찬탄하게 하고, ‘위대한 용들을 초청하라’고 재가

신자에게 권하도록 한 후에, 그들은 비구니의 칭찬에 의한 請食임

을 알면서도 그 음식을 받아먹었다고 한다. 이 일이 비구들에게

알려지면서 붓다는 ‘비구니가 알선한 음식인 줄 알면서 그 음식을

받으면 바일제이다’라는 규정을 제정하였다고 한다.33) 그러나 비

구니의 찬탄하는 인연이 있었더라도 단월이 처음부터 그 비구를

초청하려고 계획한 경우에는 그 음식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였

다.34) 이 규정은 비구가 美食을 얻기 위하여 잘 아는 비구니를 재

32) 마하승기율(T22) p.474c.

33) Vin Ⅳ pp.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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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신자에게 보내어 비구를 찬탄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재가신자

가 비구에게 공양을 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한 것이다.

또한 비구는 請食을 받은 경우에 한 집에서 받은 것으로 만족

해야 한다. 請食에 응하여 음식을 먹은 후에는 만족하게 먹었다는

것을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 請食에서 足食을 선언한 후

에는 더 이상 음식을 먹을 수 없다. 만약 비구가 殘食法을 행한

음식 이외의 것을 먹는다면 ‘足食戒’를 범한다. 팔리율에서는 ‘어
떤 비구라도 다 먹고 만족한 뒤, 殘食이 아닌 단단한 음식 혹은

부드러운 음식을 噉食하거나 嚼食하면 바일제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35) ‘足食戒’는 재가신자가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음식을 충분

히 먹지 않고 다른 곳에서 음식을 얻어먹을 경우,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재가신자가 불쾌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한집에서

음식을 만족하게 먹는 것으로 하루의 식사가 끝난다는 것을 규정

한 것이다.

足食戒를 제정한 취지와 같은 이유로 비구는 하루에 두 집의 請

食을 받을 수 없다. 만약 비구가 두 집의 請食을 받는다면 展轉食

戒을 범하게 된다. 展轉食는 한 곳에서 請食에 응하여 음식을 먹

고, 또 다른 곳에서 請食에 응하여 음식을 먹는 것을 말한다. 展轉

食36)을 십송율 오분율 마하승기율에서는 數數食, 마하승기
율의 戒本에서는 處處食이라고 하고 있다.37) 빨리율의 인연담
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품을 팔아서 모은 돈으로 내세의 행복을

얻기 위한 공덕을 쌓으려고 붓다와 비구승가를 초대하여 음식을

베풀었다. 그러나 비구들은 공양을 청한 자가 가난한 사람이기 때

문에 식사를 충분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사전에 걸식

을 하고, 후에 가난한 사람의 집으로 가서 請食에 응하였다. 이로

34) Vin Ⅳ p.67.

35) Vin Ⅳ p.82.

36) 展轉食은 사분율과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에서 말하고 있다.
37) 마하승기율의 廣律과 戒本에서는 數數食과 處處食이라고 다르게
한역하였지만 그 의미는 展轉食(paraṃparabhojana)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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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가난한 사람이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준비한 음식

이 많이 남게 되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사전에 걸식을 하여

식사를 하고 온 비구들을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붓다는 ‘展轉食

을 하면 이하에 나타내는 때를 제외하고 바일제이다. 여기에 그때

란 病時, 施衣時, 作衣時 이것이 그때이다’라고 結戒하였다고 한

다.38) 재가신자는 비구들이 음식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

는데, 비구들이 다른 곳에서 음식을 먹고 오거나 다른 곳에서 음

식을 먹을 작정으로 조금밖에 먹지 않는다면 음식이 많이 남을

것이다. 그러면 재가신자는 비구들에게 음식을 베푼 보람을 느끼

지 못하고 그들의 행동에 불만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비구가 한

집의 초청을 받으면 같은 날 다른 집의 초청을 받지 못하도록 규

정한 것이다.39) 그러나 이 계율도 病時, 施衣時, 作衣時에는 허용하

고 있다. 展轉食을 금지하면서 특별한 때에 허용하는 것은 많은

옷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

가신자의 請食을 받은 날에는 걸식도 금지하고 있다. 비구가 請食

을 받고도 걸식을 하면 하루에 두 번 먹게 된다. 이것은 하루에

한번 먹는다는 一食法의 원칙을 범하는 것으로 바일제가 된다.

비구와 비구니의 식생활은 걸식과 請食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한 끼를 보시하는 공양처에서도 음식을 얻어서 먹었다. 공양처는

여행자에게 음식을 보시하는 곳으로 재가자가 공동으로 설치하고

운영하였다고 한다. 이곳에서는 많은 여행자에게 음식을 보시하기

위해서 1인 1회로 한정하여 운영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비구들이

공양처에서 음식을 자주 받아먹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

해를 주는 일이 발생하여 음식을 받는 횟수를 제한하였다고 한다.

인연담에서는 육군비구들이 걸식으로 음식을 얻지 못하자 종종

이곳에서 음식을 먹었는데, 걸식으로 음식을 얻는 것을 멈추고 며

칠 동안 공양처에서 음식을 얻어먹었기 때문에 외도들이 음식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이로 인하여 병이 없는 비구는 施一食處

38) Vin Ⅳ p.77.

39) 히라카와 아키라(2010) p.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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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1회의 음식을 받고 그 이상 받아서는 안 된다는 ‘施一食處過

受戒’를 제정하였다고 한다. 만약 비구가 공양처에서 1회 이상 음

식을 받아먹으면 바일제를 범한다. 그러나 병비구는 공양처에 계

속 머무르면서 음식을 받아먹는 것을 허락하였다.40)

붓다는 마을에 기근이 들어서 음식을 충분히 먹지 못할 때에는

정사 안에 음식을 저장하고, 정사 안에서 음식을 끓이고, 스스로

끓여 먹는 것을 허용하였다. 평상시에는 殘宿食41)과 끓여먹는 것

을 금지하였지만, 기근이 들면 걸식을 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저장하고 끓이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衆學法에서는 비구와 비구니가 請食에 응하였을 때에 음식을 받

고 먹는 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주의를 시키고 있다. 먼저 비구

와 비구니는 음식을 받을 때에 작법을 하면서 받아야 한다. 음식

의 양도 발우가 넘치도록 받지 말고 적정량만 받아서 흘리거나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음식은 골고루 받아서 먹어야

하고, 맛있는 것만 가려서 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음식을 먹으면

서 주변 사람들의 발우를 힐끗 거리며 비교하지 말고, 음식을 적

당량만 입 속에 넣어서 소리를 내지 말고 먹여야 한다.

Ⅴ. 나오는 말

지금까지 초기불교 교단의 음식에 대한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

다. 음식을 먹는 일은 재가자는 물론 출가자에게 있어도 중요한

임은 물론이다. 음식을 먹는 일은 생존 그 자체의 일이기도 하지

40) Vin Ⅳ pp.69-70.

41) 팔리율은 sannidhikārakabhojana(貯藏食), 사분율 오분율은
殘宿食, 마하승기율은 停食食, 십송율은 擧殘宿食,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는 曾觸食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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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더나가 쾌락을 수반하기도 한다. 따라서 율장에서는 출가자의

음식과 관련한 사건과 그에 대한 규율이 자세히 설명되고 있다.

이는 출가자인 비구와 비구니의 위의와 청정과 그들에 대한 배려

와 복지 등과 관련되어 설명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출가자는 먹

는 것을 위하여 어떠한 영리활동이나 씨뿌리고 밭을 가는 육체적

노동을 통해 구하지 않았다. 재가자에게 빌어먹는 걸식과 초대를

받아먹는 청식에 의존하였다. 즉 음식의 취함은 재가자의 관계설

정 속에서 이루어 졌다. 출가자가 음식을 받는 대신에 재가자는

진리를 배울 수 있고, 더 나가 공덕을 짓는 기회였다. 때문에 비

구, 비구니가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나무에 달린 과일조차도

직접 따서 먹는 것을 금하였다.

비구 비구니는 음식을 받을 때와 먹을 때 발우를 사용하였다.

재가자가 시여하는 발우에 담긴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며

그 음식 맛의 여부에 상관없이 만족하여 먹어야 했다.

이러한 음식에 대한 원칙들은 시간을 흘러 교단이 발전함에 따

라 그리고 다양한 기후와 사회적 여건에 따라 개정할 필요가 생

기게 되었다. 붓다께서는 비구와 비구니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서

는 이러한 원칙을 수정하고 고치는데 주저하지 않으셨다. 붓다께

서는 그의 제자들의 안녕에 대하여 생각하였고 또한 지나친 고행

과 금욕의 길로 이끌길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붓다께서는 계율 제정의 이유를 ‘대중의 통솔을 위하여’ ‘대중의

화합을 위해서’ ‘대중의 안락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 청

정한 삶과 승단의 화합 속에서 수행하여 깨침을 증득하는 것이

수행자의 이상이다. 시대가 지나고 불교승단이 발전하면서 음식에

관한 규정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지만 그 근본정신은 변함없다고

생각한다. 청정한 삶과 승단의 화합 그리고 비구와 비구니의 특성

을 고려한 안녕을 율장에 보이는 음식과 관련한 계율조목을 통하

여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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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ies on Eating of Buddhist community of the

Early Buddhism

Shin, Sung-hyun

(Dongguk University)

Eating food is an important act to both Buddhist

believers and Buddhist monks because it is the act of

survival itself. Because of this significance, food issues

related to Buddhist monks are mentioned in Vinaya Pitaka

in detail. These explain dignity and purity of Buddhist

monks and nuns. Buddhist monks are not allowed to make

profits or to do physical labor to earning something to eat.

Buddhist monks must depend on Buddhist believers who

provide food for free or invite Buddhist monks or nuns.

Food is acquired from relationship with Buddhist believers.

Receiving food from believers is a chance for Buddhist

monks or nuns to provide believers with Buddha's

teachings on truth. Because of this relationship, monks and

nuns are not allowed to cook themselves or even pick fruits

from the tree.

Buddhist monks use a bowl called “balwu” when they

eat food. Buddhists monks or nun put every food received

from Buddhist believers in that bowl and never complaint

about food and satisfied with it. However, these principles

on food must change according to various climates, social

conditions because the Buddhism body has developed.

Buddha was not hesitate to change or amend these rules if

it is necessary. Buddha considered his disciples first and did

not want to lead his followers to the road of celib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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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dha explains on the reason of rules. He said those

are for leadership for and harmony with people. The ideal

Buddhist practice is to acquire spiritual enlightenment

through simple and pure life and harmony with the

Buddhist body. As time changed and the Buddhist body has

developed, rules on food changed. But its major spirit does

not change, which are harmony of simple and pure life with

Buddhist body. Eventually the act of acquiring food makes

Buddhist monks and nuns achieve the supreme

enlightenment.

Key Words: buddhist food, vinaya pitaka, balw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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