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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문헌에 나오는 음료용(飮料用) 장류(漿類)

음식 분석

김미숙1)

*

머리말. Ⅰ 장류 음식의 지칭. Ⅱ 장류 음식의 종류.

Ⅲ 장류에 대한 규율. Ⅳ 결론.

요약문 [주요어: 장류 음식, 8종 장, 율장, 불교, 음식, 음료, 사찰 음식.]

불교 문헌에 나오는 음료 식품인 장류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 냈다.

첫째, 8종의 장류는 출전 문헌에 따라 그 세부 목록들이 매우 다양하

며 일치하지 않는다.

둘째, 8종 장류의 세세한 목록의 차이는 문헌이 성립된 지역의 특산

물과도 적지 않은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이 점은 대당서역기를 비롯
한 여러 종의 인도 기행문에 언급된 장류의 목록과 대조해 볼 때 더욱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셋째, 장류 음식에 대한 엄밀한 규제는 불음주계가 그 배경으로 자리

한다. 왜냐하면 장류는 그 보관 기일에 따라 발효의 상태가 달라지고

주류(酒類)와의 경계도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넷째, 엄격하게 금지되었던 것은 주류이고 장류가 아니었다. 따라서

주류와 장류의 구분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특히 우리말 번역어를 선택

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장을 술이라고 번역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인도의 기후 환경 때문에 수행자의 기본 절식(節食) 규칙과

는 별개로 특정 음료에 대한 규율은 보다 더 유연하게 허용할 필요가

있었고, 그에 따라 8종 장류를 특정한 시간에도 허용한다는 별개의 규

율이 제정되었다.

여섯째, 인도는 지역에 따라 언어가 달라서, 동일한 식물에 대한 명

칭이 매우 다양하다. 불전(佛典) 특히 율장의 성립 배경 또한 그 점에서

예외가 아니다. 그러므로 불전에 등장하는 8종 장류의 명칭을 비롯한

음식의 이름, 음식의 재료 등은 면밀한 음역어 연구가 매우 긴요한 작

업이라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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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초기 불교의 수행법을 대표하고 있는 “12두타(頭陀) 고행”의 내

용 중 한 가지 규칙은 정오 이후에 장(漿)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

이다.1)

총 12가지로 열거되는 두타행(頭陀行) 중에서 다섯 가지 항목이

출가자의 식생활과 관련된 것이며, 수행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음식계(飮食戒)라고 알려져 있다. 음식계의 내용은, 항상 걸식하기,

차례대로 걸식하기, 한 자리에 앉아서 한 차례만 먹기, 양을 절제

하여 먹는다는 것과 장(漿)에 대한 것이다.2)

경전 문헌에 따라서 장과 관련된 항목은 누락되기도 한다. 하지

만 일반적인 음식계 중에서 구체적인 음식 이름으로 거론되는 것

은 장, 한 가지뿐이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장과 관련된

특별 규정을 정해 둘 만큼 고대 인도 불교의 수행자들에게는 그

만큼 친근한 동시에 중요한 음식 종류였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

다. 그런데 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불교 문헌을 조사해 보면,

8종 장을 함께 열거하는 경우는 많지만 세세한 항목은 문헌에 따

라서 거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먼저 불전(佛典) 속에서 장이라고 지칭

(指稱)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음식을 가리키는지 조사한

뒤, 그 세부 항목들을 비교 분석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불전에서 언급하는 음식의 재료가 중국에 없는 예가 많았기 때문

1) “十二頭陀苦行”(T. 2, p. 521 중). “佛說十二頭陀經”(T. 17, p. 720 중).

2) “十二事. 一者在阿蘭若處. 二者常行乞食. 三者次第乞食. 四者受一食法.

五者節量食. 六者中後不得飲漿. 七者著弊納衣. 八者伹三衣. 九者塚間住.

十者樹下止. 十一者露地坐. 十二者但坐不臥.”(T. 17, p. 720c.) 밑줄을 그은

항목들은 음식과 관련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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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체로 음역어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한 경우에 인도 원어를

추적하여 밝히는 데 이 글의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Ⅰ. 장류 음식의 지칭

장(漿)이란 한역 경전에서 수(水) 자와 어우러져 등장하고 있

다.3) 예컨대 수장(水漿)이나 장수(漿水)라고도 하며, 일부의 경우

이지만 수(水)라고만 번역되는 예도 있다.4) 수분의 함량이 많은

상태의 음식이기 때문에 특히 음(飮)이라는 단어와 결합하여 쓰이

고 있다.5)

그리고 불전의 장류 음식의 앞에는 맛을 뜻하는 수식어와 재료

를 뜻하는 수식어가 다양하게 결합하여 쓰이고 있다. 미장(美漿),

감장(甘漿), 첨장(甜漿), 초장(酢漿 ; 醋漿) 등은 맛과 관련된 단어

이고, 밀장(蜜漿), 곡수장(穀水漿: 곡물로 만든 장), 맥장(麥漿: 보리

로 만든 장), 초장(麨漿: 보릿가루로 만든 장), 채장(菜醬), 갖가지

과장(果漿) 등은 해당 장류의 주요 재료를 따서 이름 붙인 것이

다.6) 더 나아가서 장류 음식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과일들을 통칭

3) “飢者與食, 渴給水漿, 有何非法?”(T. 2, p. 508 하.)

4) 음료에 대한 불전의 일반 용례인 장(漿)이라는 단어보다는 수(水) 자를

쓰고 있는 대표적인 예로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을 들 수 있다.
“唯水一種不在禁例. 或服薑水. 或甘草水. 或細辛水. 或黑石蜜水. 或阿摩勒水.

或尼婆羅水. 或鉢晝羅水. 或服冷水. 或服熱水. 或蒲萄水. 或安石榴水.”(T. 12,

p. 441 하.) 번범어(翻梵語)에서는 ‘-장(漿)’은 음식의 분류 속에 넣고,
‘-수(水)’의 경우는 물[水]의 분류로 넣어서 이분시켜 놓았지만, 사실상 두

종류의 번역 사례는 모두 음료의 일종으로서 동일한 분류 안에 놓아야

한다.

5) “不食甘果, 不飲水漿.”(T. 3, p. 748 중.) “其母但以飲食漿水.”(T. 4, p. 225

상.)

6) “不食美食, 不飲美漿, 一切酒等.”(T. 3, p. 742 상.) “不飲甘漿，不飲醋漿.”(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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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장과(漿果)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체로 불전에 등장하는 장류 음식은 신맛이 나는 초장이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단맛을 띠거나 맛이 좋은 음료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이러한 용법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전통 용례와는 다

른 점이 있다.

중국의 일반 전통에서 장수(漿水)라는 용어는 “좁쌀[栗米]을 가

공하여 발효시킨 백색의 장액(漿液)”이라고 정의하고 “산장(酸漿),

산장수(酸漿水), 미장수(米漿水)”라고도 하고 “맛은 달고 시며, 성

질은 시원”하다고 하였다.7)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일상 어법상으로 수장 또는 장수라고 할

때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가리킨다.

첫째, 좁쌀죽의 맑은 웃물, 둘째, 수수쌀밥에 누룩을 섞어서 발

효시킨 식초로서 도수가 약한 것, 셋째, 과실즙, 넷째, 산모가 해산

할 때 나오는 양수(羊水) 등을 가리킨다.

이러한 용례에 나타나 있듯이, 장수는 그 맛이 강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의 신맛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불전

에서 지칭하는 장류와 중국 또는 우리나라의 어법상 장수의 맛은

차이가 나고 그 재료나 지칭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용례로만 보면 비슷한 듯도 하지만 구분해야 할 단어가

있다. 우리나라 음식에서 장류로 지칭할 때 쓰이는 장(醬) 종류이

다. 우리나라의 장이라 하면 흔히 간장, 된장, 젓갈을 가리키고 불

전의 장류와 혼동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p. 223 중.) “若集飲甜漿若食粥.”(T. 24, p. 814 상.) “得飲蜜漿.”(T. 1, p.

912 하.) “委臥空地絕穀水漿 五日不食.”(T. 1, p. 869 중.) “飲麥漿.”(T. 22, p.

867 상.) “國土無粥晨朝開飲麨漿.”(T. 40, p. 81 중.) “此有菜醬.”(T. 22, p. 47

중.) “我飲蜜漿酥毘羅漿.”(T. 23, p. 572 중.) 소비라(酥毘羅)는 suvīra의

음역어이다. “蘇毘羅漿(譯曰木葉亦云聲也).”(T. 54, p. 1052 하.)

7) 진주표, 장재석 편역(2013),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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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불전을 통해서 단순 검색을 해 보면 불교 문헌에서는 ‘젓

갈 장(醬)’ 자보다는 ‘미음 장(漿)’ 자가 약 세 배 이상 더 많이 쓰

이고 있다. 그리고 젓갈 장(醬) 자를 쓰고 있는 경우라 해도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장(漿)류를 지칭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8)

정리하면, 음식 분류상 음용류(飮用類)에 해당하는 불전 속 장

(漿)류 음식은 주식은 아니었으나, 일상적으로 애용되었던 매우

중요한 기호 식품의 일종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장

류에 해당하는 인도 원어는 간단하지도 않고 단일하지도 않다.

일반적으로 장(漿)의 지시어는 칸지카(kāñjika)로 알려져 있다.9)

필자는 이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 두 문헌의 규정 내용과 관

련성을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먼저, 범어 잡명(梵語雜名)에서는 장(漿)의 원어는 “카치카(ka
cika)”이고 음역하여 “건지가(建旨迦)”라고 한다.10)

그리고 범어 천자문(梵語千字文)에서는, 캄지(kaṃji)의 음역어
는 건치(建爾)이고 이 단어를 장(醬)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1) 하지

만 범어 잡명과 범어 천자문에서 언급한 두 단어는 모두 특
정한 식물의 이름, 예컨대 시포난투스 인디카(Siphonantus Indica)

이거나 연꽃(kaṃja) 또는 그것으로 담근 황주(黃酒)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12) 장류를 통칭하는 원어라고 보기에는 용례

가 너무 빈약하다.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자의 용례를 통해서 분석하자

면 장(醬)은 장(漿)보다 더 고형물(固形物)에 가깝고 내용물로 볼

때에도 고체가 많거나 훨씬 더 걸쭉한 형태를 가리킨다. 다만 선
8) “餓鬼蒙食醬.”(T. 3, p. 490 하.) “聞醬是眾味主, 便純飲醬, 失味致患.”(T. 48,

p. 972 상.)

9) kāñjika는 “酸粥, 漿, 醋醬.”이라고 정의한다. 林光明, 林怡馨(2005), p. 562.

10) kiṃcika라고도 한다고 각주에서 부연하고 있다.(T. 54, p. 1232 상.)

11) 여기서 이(爾) 자의 독음은 “차이반(此以反)”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반절음을 적용하여 ‘치’라고 읽는다.(T. 54, p. 1208 중.)

12) 林光明, 林怡馨(2005), pp. 558∼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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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율비바사에서도 부연하고 있듯이,13) 범어 천자문을 비롯하

여 불전에서 언급하는 장(醬)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대 인도 음식 분류에 따른 장(漿)류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아

도 될 것이다.14)

전통적으로 인도에서는 4종류로 음식을 분류하고 있다. 그것은

첫째 단단한 음식(khādaniya), 둘째 부드러운 음식(bhojana), 셋째

점액질의 음식(sāyaniya), 넷째 마시는 음료(pāna)이다.

자이나 전통에서는 이와 비슷하면서도 매우 독특한 분류를 하

고 있다.

첫째, 삼키는 음식(aśana)으로 곡식, 콩류 등이다.

둘째, 마시는 음료(pāna)로 물, 우유 등이다.

셋째, 씹는 음식(khādima)으로 과일, 땅콩 등이다.

넷째, 향신료(svādima), 즉 후추, 생강, 구장(蒟醬, betel) 등이다.15)

자이나교에서는 음식을 섭취하는 입이라는 기관의 기능을 기준

으로 하여 분류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무엇보다도 향신료

류는 단순히 먹고 삼키는 음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도 전

통에서 매우 중요한 일상 문화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식후

에 씹고 나서 뱉어 내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더

진전된 세밀한 분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장류에 대한 인도의 원어는 다양한 음료를 지칭하는 다른 원어

들과 혼용되고 있다. 예컨대 만다(maṇḍa), 만다카(maṇḍaka) 파나

13) “漿＝醬”(T. 24, p. 680, 각주). 바파트는 영역본 선견비바사에서
“蜜漿”(T. 24, p. 680 상.)을 “drinks [sweet] like honey”라고 번역했다.

Bapat(1970), p. 25.

14) 현대 중국에서는 마멀레이드(marmalade), 잼(jam) 등은

과장(果醬)이라고 하고, 두부나 유제품의 가공품으로서 수분의 함량이

많고 고형물이 적은 형태의 음식은 장(漿)이라고 부르고 있다. 예컨대

연두부(soy bean milk)를 두장(豆漿)이라고 하며, 고추장(chili paste ;

red pepper paste)을 날초장(辣椒醬)이라고 한다.

15) 김미숙(2014), p.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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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다 라 마

사분율18) 오분율19) 십송율20)
비니모
경21)

비나야22)
인도어
(영어)

1 이장23)
이장 ;
桃漿 ; 劫
必陀漿

梨漿
kapittha ;
kapiṭṭha ;
kaviṭṭha

2 염부장24) 염바과장 첨바장 jambu

<표 1> 8종 장류 비교

카(pānaka), 파니야(pānīya), 페야(peya ; peyya), 라사(rasa) 등이

함께 쓰이고 있다.

Ⅱ. 장류 음식의 종류

불전에는 매우 다양한 장류 음식, 즉 음료수의 명칭들이 열거되

어 있다.

다라니잡집(陀羅尼雜集)에서는 포도, 석밀(石蜜, phāṇita), 안

석류, 3종을 꼽고 있고,16) 마하승기율(摩訶僧祇律)에서는 8종 장
에 그치지 않고 14종의 장류를 열거하고 있다.17) 그러나 가장 일

반적으로 불전 특히 율장에서 장류를 언급할 때에는 8종에 한정

하여 장류를 열거하고 관련 규정들을 거론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

서는 8종 장류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8종 장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다양한 율장 문헌들을 조사

한 뒤에 사분율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표의 내용과 같다.

16) “三種漿 蒲桃 石蜜 安石榴 漿.”(T. 21, p. 593 중.)

17) “十四種漿. 一菴羅漿. 二拘梨漿. 三安石榴漿. 四巔哆梨漿. 五蒲桃漿.

六波樓沙漿. 七揵揵漿. 八芭蕉漿. 九罽伽提漿. 十劫頗羅漿. 十一婆籠渠漿.

十二甘蔗漿. 十三呵梨陀漿. 十四呿波梨漿.”(T. 22, p. 244 하.)

18) “今有八種漿. 是古昔無欲仙人所飲 梨漿 閻浮漿 酸棗漿 甘蔗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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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조장 구라과장
구루장 ;
구라장 ;
구리다장

조장
badaramissa ;
kolodaka
(jujube)

4 감자장 감자장
괴미장 ;
주제장

甘蔗漿
ucchu ; guḍa
(sugar cane)

5 유과장25) 주다과장
주리장 ;
주라장

다장 ;
원제장 ;
무제장

cūta ; aṃbila
ambila ;
amla-cūḍa
(lime?)

6 사루가장
사루장 ;
루가장 ;
사리장

사림비장

sālūka ;
sāluka26),
kumuda27)

(water lily)

7 파루사장 파루과장
파류사장 ;
파리사리장
; 파루사장

파류사장 phārusaka28)

8 포도장 포도과장 포도장 감장 蒲萄漿
mṛdvīkā ;
muddikā29)

(vine)

9 암바과장 암라장
내장
[木*柰]漿

āmra ; amba30)

(mango)

10 밀장
guḷa ; guḷodaka
(brown sugar)

11

설파다장 ;
설반제장 ;
사다장 ;
阿說陀漿

aśvattha ;
assattha31)

12

무리장 ;
모라장 ;
막리장 ;
모리장

moca
(banana)

13 소리장32)
coca(cinnamon ;
plantain=바나나의
일종)

14
의
역

柿漿
煮麥漿
麴漿(苦酒)
華漿

[卄/(麩-夫+生)]菓漿 舍樓伽漿 婆樓師漿 蒲桃漿.”(T. 22, p. 873 하.) 여기서

다섯째 [卄/(麩-夫+生)]菓漿은 다른 여러 문헌에서 유과장(蕤果漿)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본문에서도 편의상 그에 따라 독음하였다. X. 20, p. 514

상 ; X. 40, p. 236 상 ; X. 44, p. 620 중 ; X. 59, p. 686 하, 참조.

19) “中後不食而飲非時諸漿. 所謂 菴婆果漿 閻婆果漿 周陀果漿 波樓果漿

蒲桃果漿 俱羅果漿 甘蔗漿 蜜漿.”(T. 22, p. 151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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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십송율에서는 다양한 음역어의 조합으로 8종 장을 언급하고 있다.
“佛言. 從今日聽飲八種漿. 何等八. 一周梨漿. 二茂梨漿. 三拘樓漿. 四捨樓漿.

五說波多漿. 六頗留沙漿. 七梨漿. 八蒲萄漿. 以水作淨應飲.”(T. 23, p. 193

상.) “施佛八種漿. 周羅漿 牟羅漿 俱羅漿 樓伽漿 說盤提漿 頗梨沙梨漿 桃漿

蒲萄漿等.”(T. 23, p. 280 하.) “昭梨漿. 莫梨漿. 拘羅漿. 舍梨漿. 舍多漿.

蒲桃漿. 頗樓沙漿. 梨漿. 是八種漿等.”(T. 23, p. 417 상.) “八種漿. 昭梨漿

牟梨漿. 拘梨多漿 舍梨漿. 阿說陀漿 波流沙漿. 劫必陀漿 蒱萄漿.”(T. 23, p.

462 상.) 모라장의 모라는 단순히 뿌리(mūla)를 지시하는 음역어로

보기도 한다. “牟羅漿(譯曰根也).”(T. 54, p. 1052 하.)

21) “持八種漿施佛. 一菴羅漿. 二瞻婆漿. 三棗漿. 四壞味漿. 五多漿. 六沙林毘漿.

七破留沙漿. 八甘漿. 如此漿等.”(T. 24, p. 825 상.) “復有八種漿. 一菴羅菓漿.

二瞻波漿. 三拘羅漿. 四呪提漿. 五元提漿. 六舍林毘漿. 七破樓尸漿.

八蒲桃漿.”(T. 24, p. 843 상.)

22) 비나야(鼻奈耶)에 나오는 8종 장의 특징은 의역을 택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인도 현지와 동일한 식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역을 선택하여

결국에는 고유성을 상실한 이름을 열거하고 만 결과를 낳았다. 특히

마지막 화장(華漿)의 경우는 어떤 특정한 꽃으로 조제한 장이 아니라

단순히 꽃으로 만든 음료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漿有八種.

蒲萄漿 甘蔗漿 柿漿 梨漿 [木*柰]漿 煮麥漿 麴漿(苦酒) 華漿.”(T. 24, p. 892

상.) 여기서 고주(苦酒)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는 국장은 식초에 가까운

장이라고 추정된다. 중국에서 식초를 고주라고 부른 것은 첫 맛이

신맛이 나기보다는 쓴맛에 가깝기 때문이었고 술이라는 뜻이 아니다.

23) “此是梨漿(諸菓汁等准名稱之)為欲經非時服故.”(T. 85, p. 656 하.) 이장은

배로 만든 장이라고 단순히 번역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과일즙을

통칭하여 부르는 말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이과(梨菓)에 속하는 열매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梨類多種.”(X. 44, p. 620 중.) 그러나

번범어에서는 카핏타(kapittha)라고 보고 있다. 필자는 그에 따라
분석하였다. “劫必他漿(譯曰劫必他者梨).”(T. 54, p. 1052 하.)

“柯必他菓(譯曰梨也).”(T. 54, p. 1051 상.)

24) 잠부 열매로 만든 장이며, 선견율비바사에서 시큼하기도 하고
달큼하기도 한 자줏빛 열매라고 설명하고 있다. “閻浮子者, 其形如沈苽大,

紫色酢甜.”(T. 24, p. 795 중.)

25) “是古昔無欲仙人. 所飲梨漿. 閻浮漿. 酸未漿. 蔗甘漿. 微菓漿. 舍樓伽漿.

波樓師漿. 蒲桃漿.”(X. 42, p. 154 중.) 여기서 미과장(微菓漿)이라고

하듯이, 사분율 계열의 율장에서 8종 장 중 다섯째 장은 작은 열매로
만든 장을 지칭한다. 또한 미초(微草)라고도 한다. 하지만 이 경우의

초(草)는 과(菓)이다. “八種漿　一利漿. 二閻浮草漿. 三酸棗漿. 四甘遮漿.

五微草漿. 六舍樓伽漿. 七伽樓漿. 八蒲桃漿.”(T. 85, p. 670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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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송율의 경우에는 동일한 문헌에서도 여러 가지의 음역 조
합으로 8종 장류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지만, 대체로 하

나의 문헌에서는 일관성을 보여 주는 비중이 높다.

표에 나타난 대로 분석해 보자면, 사분율을 기준으로 고찰할
때 8종 장류는 구체적으로 정형화된 목록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

다. 주로 음역으로 표현되고 있기는 하지만, 한역 불전의 특징상

전역(全譯)보다는 축역(縮譯)이 훨씬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의역

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번역본마다 달라서 일관성을 찾기는 매우

힘들기 때문에, 고대 인도에서 만들었던 방식과 동일한 장의 재료

와 식물 등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분석이

가능한 대로 비교하여 밝혀 낸 현재의 원어들은 8종 장류에 국한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경우까지 범위를 넓혀서 연구한

뒤에 최종적으로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도표에도 나타나 있듯이 8종 장류 음식의 주요 재료는

승갈마(僧羯磨)에서도 “微菓漿”이라고 한다.(T. 40, p. 519 중.)
26) “사루카는 웃팔라(uppala) 또는 쿠무다(kumuda)와 비슷한 꽃의

일종”이라고 한다. Bapat(1970), p. 526. 그러나 장을 만들 때에는 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봄철에 뿌리를 찧어서 맑은 즙을 내어 이용했다.

“准此八中. 第六根漿. 餘七菓漿也. 故見論十七釋云. 舍樓伽漿者. 此是憂鉢羅.

物物頭華根. 舂取汁澄使清. 是名舍樓伽漿.”(X. 42, p. 154 중.) “善見

舍樓伽漿(謂蓮華根擣取汁澄清者).”(T. 40, p. 118 중.)

27) “舍梨漿(譯曰拘物地者花根也)”(T. 54, p. 1052 하.) 여기서

구물지(拘物地)는 kumuda의 음역어이다.

28) 의역은 홀과이다. “波樓沙漿(譯曰忽菓).”(T. 54, p. 1053 상.)

“波流沙漿(譯曰波流沙者忽).”(T. 54, p. 1052 하.)

29) 음역하여 멸률추(蔑栗墜, 篾栗墜)라고도 한다. “七蔑栗墜漿(是蒲桃果).”(T.

24, p. 478 상.) “七篾栗墜漿(即是葡萄菓).”(T. 24, p. 1 중.)

30) “菴羅菓(應云菴婆羅 譯者曰其菓酢味).”(T. 54, p. 1050 하.)

31) 선견율비바사에서는 사마(舍摩)는 아삿타(asasttha)의 음역이라고
한다. “舍摩者, 是菩提樹也.”(T. 24, p. 780 하.)

32) 십송율에 대한 앞의 각주 15, 참조. 소리장(昭梨漿)은 곧 초리장이다.
“招梨漿(應云招遮 譯曰招遮者甘蕉也).”(T. 54, p. 1052 하.) 계피(桂皮) 또는

바나나의 일종으로 만든 음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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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류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다양한

재료들, 즉 곡물류, 과실류, 야채류, 나무의 잎, 꽃, 뿌리, 꿀 등을

섞어서 만든 갖가지 혼합 장류 등이 불전에 언급되고 있다.

다만 장류에 대한 불전의 다양한 언급들을 일별해 보면, 사탕수

수즙과 꿀물, 포도즙으로 만든 음료 등이 장류의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체로 단맛이 나는 음료를 장으로 불렀

다는 것을 알 수 있다.33) 따라서 갖가지 종류의 장류 음식은 주된

재료의 이름을 따서 부르는 것일 뿐이고, 엄밀히 말하면 음식의

조리(調理) 상태로 인해 장류로 결정된다고 요약할 수 있다.

가장 간단하게 장류를 만드는 법은 눌러서 짜거나 으깨서 맑은

즙을 내어 마시는 것이다.

장류을 만드는 구체적인 조리법의 예를 들어 보자면, 선견율비
바사에서 소비라(穌毘羅, sovīraka)장을 만드는 법을 상세히 전하
고 있다.

“무엇을 소비라장이라 하는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먼저 아마라(āmalaka),34) 하라륵(harītaka), 비혜륵(vibhītaka), 곡

식, 7곡, 쌀겨 등으로 만들기 시작하는데, 여감, 초자, 온갖 나무 열매,

갖가지 죽순, 생선, 고기, 꿀, 사탕, 암염 등을 섞어서 소유(蘇油)를 부

으면서 세 차례 끓인 후[三蘇], 항아리나 작은 그릇 안에 넣고, 진흙으

로 뚜껑을 막은 뒤에 3, 4년 동안 숙성되기를 기다린다. 숙성되면 그

색이 꿀 색과 같아지는데, 그것으로 병을 치료한다. 풍병, 삭병, 나병

과 같은 병의 초기에는 이 약을 복용하면, 먹고 마실 때마다 기름진

맛이 나고, 어떠한 약도 이 약만 못하니 이것이 최고 제일의 약이다.

만약 비구가 이 약을 먹을 때에는 정오가 지나도 먹을 수 있고, 병이

없는 이라 해도 물에 타서 먹을 수 있다.”35)

33) “所謂飲者, 甘蔗漿, 黑石蜜漿, 蒲桃漿, 石蜜漿.”(T. 4, p. 690 상.)

34) “阿摩勒者, 此是餘甘子也, 廣州土地有, 其形如蕤子大.”(T. 24, p. 795상.)

35) “何謂為穌毘羅漿? 答曰 : 先取阿摩羅, 訶羅勒, 鞞醯勒, 穀者, 七穀,

取粳米為初作, 餘甘蕉子, 一切木果, 一切笋, 魚肉, 蜜, 沙糖, 石鹽, 三蒜,

如此之物悉合和為一, 或內缸或內小器皿, 頭蓋泥, 置三四年中待其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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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소비라장을 만드는 조제법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장

류 음식은 단순한 즙이나 액체 형태의 음료에 그치지 않는다. 자

연 발효 상태의 음식 또는 더 나아가 자연에서 얻은 재료에 효모

(kiṇṇa ; yeast) 등의 효소 작용이 더해진 발효 음식까지도 장류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장류 음식에 대한 불전의 규정들은 대체로 불음주계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다수의 율장에서 8종류에 한정하여

장류를 제한하고 있는 것도 장류 단계를 넘어가서 계율로 금지되

어 있는 술의 상태가 된 경우를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러한 금지에 대한 세부 규율은 율장 문헌 속에서 다양하게 언급

하고 있다.

그런데 한글대장경 사분율에서는 장에 대한 번역어로서 다음
과 같이 “술”을 선택하고 있는 것은 불음주계와 연관하여 생각할

때 적잖은 혼동을 야기한다.

시로 바라문이 생각하니 …… “나에게 여덟 가지 술[漿]이 있는데

옛날에 무욕 선인이 마시던 것이다. 즉 배술[梨漿], 염부과일 술[閻浮

熟時色如蜜色, 以此治病. 風癩如是病為初, 若服此藥, 飲食時皆須肥味,
一切諸藥無過此藥, 最為第一. 若比丘服此藥時, 過中亦得服,

若無病者以水和得服.”(T. 24, p. 754 중∼하.) 한글대장경에서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다. “먼저 아말라카, 하리타카, 비비타카로부터

낸 것입니다. 곡식은 7곡이니, 멥쌀로부터 처음이 됩니다. 나머지의 감자,

온갖 나무의 과일, 온갖 죽순, 고기, 꿀, 사탕, 식염, 마늘 등 이와 같은

물건을 죄다 합쳐 섞어서 하나로 만들어, 혹은 독에 넣기도 하고 혹은

작은 그릇에 넣기도 하여 머리에 진흙으로 덮어서 놓아두고 3, 4년

동안을 그것이 삭기를 기다립니다. 삭았을 때에는 빛깔이 마치 꿀 색과

같나니, 이것으로 병을 다스리되, 풍병, 문둥병, 이와 같은 병을 처음으로

합니다. 만약 이 약을 마시고 먹는 때에 먹으면 모두가 살진 고기

맛입니다. 온갖 약은 이 약에서 지나감이 없으며 맨 첫째가 됩니다. 어떤

비구가 이 약을 먹을 때에는 오정이 지나도 먹을 수 있으며, 만약 병이

없는 이면, 물에 타서 먹을 수 있습니다.” 역경위원회(1992a), p. 339.

다만 원본에는 “하리이타카, 비비히타카”라고 되어 있으나 ‘하리타카,

비비타카’라고 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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漿], 산조(酸棗) 술, 감자(甘蔗) 술, 생과(生菓) 술, 사루가(舍樓伽) 술,

바루사(婆樓師) 술, 포도(蒲桃) 술이다.” 하였다. 이 여덟 가지 술을 들

고 부처님께 가서 공경히 문안하고 한쪽에 앉으니, 부처님께서 방편으

로 설법하시고 …… 시로가 …… 여덟 가지 술을 비구들에게 올리니,

비구들이 감히 받지 못하고 말하되 “부처님께서 아직 우리들에게 여

덟 가지 술을 마셔도 좋다고 허락하시지 않았소.” 하였다. 비구들이

부처님께 사뢰니, …… “여덟 가지 술을 마셔도 좋다. 만일 취하지 않

은 사람은 아무 때나 마셔도 좋고, 취한 사람이거든 마시지 말라. 만

일 마시면 법대로 다스리리라. 오늘 받은 술은 묵혔다가 내일에 먹지

말지니, 만일 묵혀 두면 법대로 다스리리라.”36)

이에 따르면, 출가자들이 허용된 “8종의 술”을 마실 수 있었고,

더러는 그것을 먹고 취하기도 했다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다. 그

러나 한역 불전에서 장류 음식에 대해서 주(酒)라고 표현하고 있

을지라도 어디까지나 취하기 위해서 먹는 것을 허용한 것은 아니

고, 또한 마시고자 하는 장의 발효 상태가 술에 가까워져서 사람

의 체질에 따라 취한다면 자제하고 먹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다.

그러므로 불전에서 장류를 마시고 취한다는 표현을 쓰고는 있지

만, 주류(酒類)와 구분되는 장류의 허용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으

로 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역 불전에서 장(漿 ; 醬)이라고 번역한 경우에, 우리말

로 다시 번역할 때에는 굳이 ‘술’이나 ‘주(酒)’라는 번역어를 선택

하는 것은 보다 더 엄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재고(再考)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6) “今有八種漿. 是古昔無欲仙人所飲 梨漿 閻浮漿 酸棗漿 …… 蒲桃漿. ……

佛言. 聽飲八種漿. 若不醉人應非時飲. 若醉人不應飲. 若飲如法治.”(T. 22, p.

873 하.) 역경위원회(1992b), pp. 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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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장류에 대한 규율

불교 수행 전통에서 음식과 관련된 규율로서는 12두타행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가장 대표적이며 기본적인 것으로서 논의하

고 있으며, 대승의장(大乘義章)에서 말하듯이, 출가자의 식생활

원칙 6가지로 잘 알려져 있다.37)

그 중에서 거론하고 있는 “정오 이후에 장(漿)을 마시지 않는

다.”38)라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정오 이전에는 제한 없이 허용한

다는 것을 뜻한다.

인도의 기후는 출가와 재가를 불문하고 갈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출가자의 식사 규정을 하루 한 차례로 제

한하였다고 하더라도, 음료수까지 제한했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

다. 그러나 음료수 종류라고 하여,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

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생겨난 것이 장류와 관련된 규율이었을

것이다.39)

한역 율장에서는 대체로 장류를 약(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불교에서 모든 음식을 약으로 여기고, ‘식약’(食藥)이라고 묶어서

부르는 것은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거의 변함이 없다. 그리

고 음식이 약과 같다는 관념은 문헌에 따라 전혀 다르지 않지만,

그 표현 용례와 세밀한 분류는 <표 2>의 경우처럼 완전히 일치

하지는 않는다.

<표 2>로 제시한 약의 분류에서 장류 음식은 시분약, 즉 경약

(更藥)의 일종으로 설명하고 있다. 물론 정해진 식사 시간에 맞추

37) “食中六者. 一是乞食. 二次第乞. 三者不作餘食法食. 四一座食.

五一揣食亦名節量. 六不中後飲漿.”(T. 44, p. 764 하.)

38) “中後不飲漿.”(T. 8, p. 320 하.)

39) “八種漿以何因緣得飲. 佛言. 渴便得飲.”(T. 85, p. 702 중.)



불교 문헌에 나오는 음료용(飮料用) 장류(漿類) 음식 분석 ∙ 311

십송
율41)

근본설일
체유부백
일갈마42)

미사색갈
마본43)

마하승기
율44)

사분율45) 오분율46) 약의 세부 내용

1 時藥 시약 시약 시약 시약 시약
麨, 餅, 麥豆餅,
肉, 飯.47)

2 時分藥 更藥 非時藥 夜分藥 비시약 비시약 8종 漿.

3 七日藥 칠일약 칠일약 칠일약 칠일약 칠일약
酥, 油, 糖, 蜜,
石蜜.48)

4 盡形藥 盡壽藥 진형약 終身藥 盡形壽藥 종신약
根, 莖, 葉, 花,
果.49) 草木 藥
物.

<표 2> 4종 약 비교

어서 먹는 시약의 경우에도 장류 음식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

니다. 그 경우의 장류는 시장(時漿)이라 하며, 음식을 섭취하기에

합당한 경우에 먹는 적합한 음식의 일종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시

장의 종류에는 구체적인 제한을 둘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시장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분약이라 하며, 여기에

8종의 장을 열거하고 있다.40)

40) “言更藥者. 謂八種漿.”(T. 24, p. 1 상.)

41) “有四藥. 時藥 時分藥 七日藥 盡形藥.”(T. 23, p. 370 하.)

42) “云何為四. 一時藥. 二更藥. 三七日藥. 四盡壽藥.”(T. 24, p. 478 상.)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약사(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藥事)에서도 동일한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T. 24, p. 1 상.)

43) “一時藥. 二非時藥. 三七日藥. 四盡形藥.”(T. 22, p. 221 상.)

44) “一時藥. 二夜分藥. 三七日藥. 四終身藥.”(T. 22, p. 248 상.)

45) “若時藥和時藥. 非時藥和時藥. 七日藥和時藥. 盡形壽藥和時藥.”(T. 22, p.

870 중.)

46) “若時藥非時藥合受應幾時服. 佛言. 應從時藥不得非時服.

七日藥終身藥亦如是.”(T. 22, p. 147 하.)

47) “言時藥者. 一麨. 二餅. 三麥豆餅. 四肉. 五飯. 此並時中合食. 故名時藥.”(T.

24, p. 1 상.) “時藥者. 有二種. 一噉. 二嚼. 噉有五種. 謂飯. 麨. 乾餅. 魚.

及肉. 嚼. 亦五種. 謂根. 枝. 葉. 華. 果. 及細末食等.”(X. 44, p. 474 중.)

48) T. 24, p. 1 중. 비니심(毘尼心)에서는 칠일약에 속하는 다섯 가지 약을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五種藥. 一蘇. 二油. 三生蘇. 四蜜. 五石蜜.”(T. 85,

p. 670 중.)



312 ∙ 印度哲學 제39집

불교 전통에서 음식에 대한 규율은 다른 어떤 경우보다 엄정했

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율장류의 문헌에 나타난 음식에 대한 규정은 주로 세 부류의

핵심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즉 주체와 객체, 규칙이라는 3

종으로 분별할 수 있다. 여기서 다루는 객체인 8종 장류에 대한

율장의 규율에 대한 주체는 출가자이고, 규칙 내용에서는 허용되

는 시간을 중요시하고 있다.

그런데 8종 장류의 구체적인 종류는 앞에서도 분석했듯이 각

율장 문헌마다 일치하지 않고, 동일한 문헌 안에서도 앞과 뒤가

다른 종류를 열거하기도 한다. 그러나 장류를 섭취해도 좋은 시간

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 그것은 출가자가 식사할 수 있

는 시간을 정해 두고, 그 외의 시간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시간

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불교 전통에서 말하는 식사하기에 알맞은 때는 “일출부터 정

오”까지이다. 이것이 시약의 시(時)에 합치하는 시간이다.50)

장류가 허용된 시간은 정오부터 날이 밝기 전까지이다.51) 이러

한 비시(非時)를 둘로 세분하기도 한다. 즉 정오부터 일몰까지, 일

몰부터 날이 밝기까지이다.52)

엄밀히 말하면, 장류는 시약에는 당연히 포함되고 있으며 비시

약이라는 이름으로 허용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출가자의

일상에서 큰 제약 없이 허용된 유일한 음식은 장류라고 해도 과

언이 아닐 정도이다.

그리고 약이라는 이름으로 열거된 각종 장류의 의약적 효과도

적잖이 설명되고 있다. 특별한 병명을 언급하면서 관련된 장류를

49) “七日藥者. 酥油糖蜜石蜜.”(T. 24, p. 1 중.)

50) “食者. 從旦至中得食.”(T. 22, p. 654 상.) “時者. 謂從旦至中也.”(X. 44, p.

474 중.)

51) “非時者. 從正中以後至明相未出. 名為非時.”(T. 22, p. 54 상.)

52) “非時者. 有二種. 一從中至暮. 二從暮至明相未出. 是為非時也.”(X. 44, p. 474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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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는 예 또한 적지 않다. 앞서 분석한 소비라장의 경우도 그

중 한 예이다.

음식의 의약적 효과는 무엇보다도 그 재료의 약효와 밀접한 연

관성을 가지고 있다. 선견율비바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다음 내
용은 그러한 단면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비혜륵은 그 모양이 복숭아와 같고 맛이 달며, 먹으면 기침을 낫게

한다. 아마륵은 여감자인데, 광주 땅에 있다. 그 모양은 유자 크기만

하다. 질다라약은 외국의 약 이름이다. 가바약은 바로 외국 약의 이름

이다. 바리바바(sarṣapa ; sāsapa)는 바로 겨자씨이다. 니거는 외국의

약인데 능히 독을 치료한다. 한나라 땅에는 없다. 다바사(kapāla ; kap

alla)는 바로 연약(烟藥)이다.53)

이 짧은 구절에 등장하는 다양한 식물류의 약효와 실용성 유무

는 사실상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인도 특유의 풍토를 배경으로

하는 다양한 식물류에 대한 불전 문헌 속의 의학적 효능에 대한

내용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사해 주는 점이 적지 않다.

이와 더불어, 일찍이 개발되어 매우 유용하게 쓰여 온 발효 식품

의 일종인 장류의 실제 조리법과 의약적 효과의 분석 연구는 앞

으로 또 다른 연구 과제가 될 것이다.54)

53) “鞞醯勒者, 其形如桃子, 其味甜, 服能治瘶. 阿摩勒者, 此是餘甘子也,
廣州土地有, 其形如蕤子大. 質多羅藥, 是外國藥名. 加婆藥者, 是外國藥名.

婆利婆婆者, 是芥子. 膩渠者, 外國藥, 能治毒, 漢地無有. 陀婆闍者,是烟藥.”(T.

24, p. 795 상.) “비비타카는 그 모양이 복숭아와 같으며 그 맛은 달고,

먹으면 능히 문둥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아말라카는 이 바로

여감자인데 광주 토지에 있습니다. 그 모양은 유자 크기만큼 합니다.

질다라약은 바로 외국 약의 이름입니다. 가바약은 바로 외국 약의

이름입니다. 바리바바는 바로 겨자씨입니다. 니거는 외국의 약인데 능히

독을 치료합니다. 한나라 땅에는 없습니다. 다바사는 바로 연약입니다.”

원문의 비비히타카는 비비타카로 교정하였다. 수(瘶)자는 기침을
뜻하지만, 문둥병이라고 잘못 번역되었다. 역경위원회(1992a), p. 501.

54) “四甘蔗漿(蔗有大小二種. 大者常食. 小者為糖. 言蔗能下氣. 和中. 消痰. 止渴.



314 ∙ 印度哲學 제39집

Ⅳ. 결론

불교 문헌에 나오는 음료, 즉 장류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첫째, 8종의 장류는 문헌에 따라, 특히 율장에 따라 그 세부 목

록이 일치하지 않는다.

둘째, 8종 장류의 세밀한 목록의 차이는 문헌이 성립된 지역의

특산물과도 적지 않은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이 점은 대당서역
기를 비롯한 여러 종의 인도 기행문에 언급된 장류의 목록과 대
조해 볼 때 더욱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셋째, 장류 음식에 대한 엄밀한 규제는 불음주계가 그 배경으로

자리한다. 왜냐하면 장류는 그 보관 기일에 따라 발효 정도가 달

라지고 주류(酒類)와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넷째, 엄격하게 금지되었던 것은 주류이고 장류가 아니었다. 따

라서 주류와 장류의 구분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특히 번역어를

선택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다섯째, 인도의 기후 환경은 수행자의 기본 절식(節食) 규칙과

는 별개로 특정한 음료에 대한 규율은 보다 더 유연하게 허용할

필요가 있었고, 그에 따라 특정한 시간에 허용한다는 별개의 규율

이 제정되었다고 본다.

여섯째, 인도는 지역에 따라 말이 달라서, 동일한 식물에 대한

명칭이 매우 다양하다. 불전 특히 율장의 성립 배경 또한 그 점에

서 예외가 아니다. 그러므로 불전에 등장하는 8종 장류의 명칭을

비롯한 음식의 이름, 음식의 재료 등은 면밀한 음역어 연구가 매

補助脾氣. 而利大腸. 除心煩熱. 而下氣痢).”(X. 44, p. 620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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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긴요한 작업이라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끝으로, 불전에서 매우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 장류 분석을 통

해서 요사이 불교계에서 성행하고 있는 사찰 음식의 식단을 개발

하고 제고하는 작업뿐만 아니라 불교적 음식의 원형과 본래 정신

을 찾는 데에 자그마한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서 최근에 급속히 유행하고 있는 갖가지 발효 효소액류는 바로

역사 오랜 인도의 음료이자 의약이기도 했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

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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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the Beverages of Buddhist Food 
in Buddhist Cannon of a Chinese Version

Kim, Mi Suk

(Dongguk University)

Food is the basic necessity of human life. In ancient

times Indian Buddhists were well aware of the importance

of food.

In Buddhist Cannon, especially the literature on Vinaya

of a Chinese version there are rich contents of food and

regular mealtimes and the other rules of food and to take a

meal.

At First, there are four categories, khajja, bhojja, leyya

and peyya of Buddhist food in Buddhist Cannon. That is

hard food, soft food, mucilaginous and drinkable food.

Among eatables and drinkable food, eight kinds of pāna,

namely beverages, have been frequently mentioned espe-

cially in the literature on Vinaya, but we couldn’t know for

certain those names.

In this paper, upon investigation for the most part of

the Vinaya literature of a Chinese version, I analyze eight

kinds of pāna. I come to the conclusion that there are many

trees, fruits, floras, plants of the main ingredients of pāna.

For instance, eight kinds of pāna is made of kapittha,

sālūka, kumuda, jambu, phārusaka, badaramissa, koloda-

ka(jujube), moca(banana), aśvattha, coca(cinnamon ; plan-

tain), guḷa, guḷodaka(brown sugar), mṛdvīkā, muddikā(vine),

ucchu, guḍa(sugar cane), āmra, amba(mango), cūta, aṃbila,

amla-cūḍa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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