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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양을 막론하고 출가 수행자들은 입문과정 수행처 음식과 관련된

엄격한 규정을 따랐다. 그것들은 세속을 떠나 절제의 삶을 사는 수행자

가 해탈(解脫)과 구원(救援)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

이다. 음식규정을 예로 들면, 불살생 감관의 억제 고행의 삶을 추구하는

인도 수행자들은 탁발을 생계수단으로 했다. 그들은 매일 아침 탁발을

나가서, 타인에 의해 요리된 음식을 발우에 받아서, 정오까지 먹어야만

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탁발 특정음식 금지 절식(節食) 등의 규정을

따랐다. 한편, 청빈 정결 순명이라는 복음적 권고를 따르는 그리스도교

수도승들은 정주생활을 하였다. 그들은 공동체를 이루고 수도원에 정주

하면서, 서로를 위해 요리와 식탁 봉사를 하였으며, 정해진 시간에 식당

에서 공동식사를 하였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행자에게 먹고 마시는 행위는 단순히 허기를

채우거나 맛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극기와 절제를 통한 수행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따라서 수행자가 음식의 맛에 대해 집착을 하거나 과식하

는 것은 공통적으로 경계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구체적 음식규정에서

요리하는 주체 허용되거나 금지된 음식 식사 시간과 태도 등은 차이점

을 갖는다. 그것은 그들이 추구하는 수행법의 차이, 그리고 시대 지역적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음식규정에 대한 고찰은 수행자의

수행법과 삶을 이해하는 관건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논문은 동서양에서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인도 쉬바교의 파슈파타 학파와 그리스도교 수도승의 음식규정에 대한

비교 고찰을 통해, 양자의 삶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이 글은 2014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비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 작성된 논문임.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동양철학 교수. plogos@catholic.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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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후성유전학(epigenetics)에 따르면, 외부의 모든 자극은 후성유

전학적 변화(epigenetic modification)를 일으킬 수 있다. 선천적

유전자가 한 사람의 성격형성 건강문제 행동경향을 결정하는 핵

심 요소이지만, 후천적 요소인 주거환경 이웃 식생활도 지속저음

(Basso Continuo)처럼 보이지 않은 곳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

친다. 따라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출가 수행자들은 입문과정 수행

처 음식과 관련된 엄격한 규정을 따랐다. 그것들은 세속을 떠나

절제의 삶을 사는 수행자가 해탈(解脫) 또는 구원(救援)을 추구하

는 과정에서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음식규정을 예로 들면, 불살생(ahiṃsā) 감관의 억제(pratyāhār

a) 고행(tapas)의 삶을 추구하는 인도 수행자(sādhaka)들은 탁발

을 생계수단으로 했다. 그들은 매일 아침 탁발을 나가서, 타인에

의해 요리된 음식을 발우에 받아서, 정오까지 먹어야만 했다. 그

들에게 부분적으로 육식도 허용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채식을 선호

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탁발 특정음식 금지 절식(節食) 등의 일

반 규정을 따랐다.

한편, 청빈(淸貧, paupertas) 정결(貞潔, castitas) 순명(順命, obe

odientia)이라는 복음적 권고(consilia evangelica)를 따르는 그리

스도교 수도승(monachus)1)들은 정주(定住, stabilitas)2)생활을 하

1) 라틴어 모나쿠스(monachus)는 ‘홀로’를 의미하는 희랍어 형용사

모노스(μόνος)로부터 파생된 명사 모나코스(μοναχός)에서 유래한다.

세속을 떠나 홀로 사는 사람들(solitaris)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

모나쿠스는 수도원 안에 살면서(monasteriale), 자치 수도원의 원장이며

장상인 아빠스(abbas) 밑에서, 규칙(regula)에 따라며, 구원을 향해

분투(militans)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교 수도승을 가리킨다. 본

논문에서 수도승은 기원후 4세기경의 사막교부들로부터 베네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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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들은 공동체를 이루고 수도원에 정주하면서, 서로를 위해

요리와 식탁 봉사를 하였으며, 정해진 시간에 식당에서 공동식사

를 하였다. 그들에게도 조류와 생선 등의 육식은 허용되었지만,

기본적으로 빵과 야채를 중심으로 한 식단을 선호한 것 같다.

이와 같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행자에게 먹고 마시는 행위는

단순히 허기를 채우거나 맛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극기와 절제를

통한 수행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따라서 수행자가 음식의 맛에 대

해 집착을 하거나 과식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경계의 대상이었

다.3) 그러나 구체적 음식규정에서 요리하는 주체 허용되거나 금

지된 음식 식사 시간과 태도 등은 차이점을 갖는다. 그것은 그들

이 추구하는 수행법의 차이, 그리고 시대 지역적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음식규정에 대한 고찰은 수행자의 수행법과 삶

을 이해하는 관건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논문은 동서양에서 비슷한 시기에 활동

했던 인도 쉬바교(Śaiva)의 파슈파타(Pāśupata) 학파와 그리스도

교 수도승의 음식규정에 대한 비교 고찰을 통해, 양자의 삶의 유

수도규칙(기원후 6세기)과 관련된 수도승들을 가리킨다. 참조: 에스더 드
왈(Esther de Waal) 외(2004) pp. 833-837.

2) 사막 교부들에게 “한 자리에 항구히 머뭄”은 수도승으로서 조건이었다.

그리고 베네딕도 수도규칙 제4장은 74개의 영적 기술의
도구들(instrumenta artis spiritalis)을 나열하고 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부지런히 실행할 장소는 수도원의 봉쇄 구역과 수도원 안에

정주(定住)하는 것이다(제4장 78절)”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수도원이라는 장소에 자신을 묶어 방랑하며 멋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는 대신 순종에 종속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참조: 에스더 드

왈(Esther de Waal) 외(2004) pp. 935-940.

3) 채식주의와 고행주의로 널리 알려진 자이나교는 수행자가 음식을 먹는

경우를 다음 여섯 가지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즉, ① 허기의 고통을

면하기 위한 경우(vedanā), ② 고행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경우(vaiyāvṛtya), ③ 주의 깊게 돌아다녀야 하는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īryasamiti), ④ 고행 수행을 지키기 위한 경우(saṃyama), ⑤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praṇa-dhāraṇa), ⑥ 진리를 위한 종교적 묵상을 위한

경우(dharma-cintana)이다. 참조: 김미숙(2007) pp. 21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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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것이 인도의 탁발 수

행자와 그리스도교의 정주 수도승의 삶에 대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것을 위해, 본문에서 파슈파타 학파의 소의경전인 파슈파타
수트라(Pāśupata sūtra, 이하 PS.로 축약)와 그 주석서 판차르
타바슈야(기원후 4-5세기)(Pañcārthabhāṣya, 이하 PSBh.로 축

약)에 제시된 음식규정을 살펴보고, 그것과 관련된 그리스도교의

사막교부들(The Desert Fathers, 기원후 4세기)4)과 베네딕도 수
도규칙(기원후 6세기)(Regula Benedict, 이하 Regula로 축약)의
음식규정5)을 비교 검토할 것이다.

Ⅱ. 수단에 관한 규정

우선적으로 다룰 것은 수행자가 음식을 얻는 수단에 관련된 규

4) 사막교부들은 주로 이집트의 스케티스 사막에서 생활한 수도승들이다.

이들은 4세기 말, 나일 강 연안이나 삼각주의 비옥한 지역을 포기하고

사막으로 들어갔다. 신자 공동체에서 멀리 떨어진 수도승 무리들 속에서

새로운 영적 부성(父性)이 생겨났다. 그리고 사막에 새롭게 도착한 사람은

영적인 아버지이며 영적 스승인 아빠스(abbas)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이와

같이 수도승들을 지도하는 아빠스들을 ‘사막교부’라고 불렀다. 그 중

대표적인 사막교부로는 안토니우스(Antonius, 기원후 251년경-356년경)가

있다. 참조: 뤼시앵 레뇨(2006) pp. 16-17.

5) 그리스도교 수도규칙들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Regula는 주방 봉사자(De

septimanariis coquinae, 제35장), 음식의 양(De mensura cibus, 제39장),

음료의 양(De mensura potus, 제40장), 식사 시간(Quibus horis oportet

feficere fratres, 제41장), 식사시간에 늦은 경우(De his qui ad Opus Dei

vel ad mensam tarde occurrunt, 제43장) 등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참조: 베네딕도(1995) pp. 15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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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다. 파슈파타 수행자는 계율에 따라 빈 집(śūnyāgāra)이나 동

굴(guhā)에 살면서6), 음식창고나 주방을 소유하지 않은 채, 탁발

로만 생계를 유지했다. 그들은 비둘기처럼(kāpotavat) 집들을 차

례로 유랑하면서 탁발하였으며, 그렇게 얻어진 것만이 유일하게

허용된 음식이었다.7) 탁발수행자는 죽은 사람처럼 유랑해야만 하

는(pretavac caret)8) 신분이었는데, 그들은 생명의 담보가 될 만한

모든 것을 거부한 채, 끊임없이 유랑하면서 탁발에만 의지하며 살

아갔다.

따라서 파슈파타 수행자는 탁발된(bhaikṣya)9) 음식만을 먹을

수 있었다. 여기서 생계 수단을 탁발만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수

행자가 탁발로 얻지 않은 것을 먹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지된다.10)

6) “[그는] 빈 집이나 동굴에서 살아야 한다.”(śūnyāgāra-guhā-vāsī//PS.

5.9//)

7) tac ca nagara-grāmādibhyo gṛhād gṛhaṃ paryaṭato

bhakṣya-bhojyādīnām anyatamaṃ yat prāpyate kṛtānnādi-vacanād

bhaikṣyam//PSBh. 5.14.2//

8) “그리고 그는 세상에 나가서, ‘미친 사람처럼’이라고 언급된 미혹하는

것을 행하기 위하여 [그곳을] 떠나가야 한다. 그는 내적기관들의 작용의

혼란스런 정도를 미친 사람이란 죽은 사람(preta)처럼 행해야 한다.

에카(eka)라는 것은 [다른 누구와] 함께 가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것은 혼자서, 둘이 서로 갈라서서, 동료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tataḥ parivarjayati ity evaṃ laukika-parīkṣakāṇāṃ

sammohanārtham uktam unmattavad iti// kiṃcid unmatta-pretavat

tasyāntaḥkaraṇādi-vṛtti-vibhrama-mātraṃ parigṛhyate// eka ity

asaṃvahatā cintyate// ekenetarebhyo vicchinnenāsahāyenety

arthaḥ//PSBh. 4.6.8-11//)

9) “[그것은] 탁발이다.”(bhaikṣyam//PS. 5.14//)

10) bhikṣā-vacanād abhaikṣya-pratiṣedhaḥ//PSBh. 5.14.4// 한편 불교

수행자는 탁발 이외에도, 재가(在家) 신자가 청하는 만찬(請食)에 초대된

경우, 그 집에서 준비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불교 수행자들이 신자가

청하는 만찬에 응하는 것은, 이미 석가모니 붓다의 일화로부터도

발견되는 것으로, 초기불교로부터 행해진 관례였음이 확실하다. 이와

같은 청식(請食)에 관한 규정은 파슈파타 학파에는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불교의 음식규정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참조:

신성현(2011) pp. 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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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탁발을 통해 얻지 않은 음식, 즉 길에 떨어져 있는 음식을

주워서 먹거나, 주인 없는 나무에 달린 과일도 따서 먹을 수는 것

도 금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발우(pātra)11)에 받아야만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손으

로 탁발 음식을 받는 것은 일체 금지되었다. 이 때 발우는 조롱박

나무 천으로 만든 것이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었고, 상해나 훔치

는 행위로부터 자유로운(hiṃsā-steyādi-rahita) 음식이라면 무엇

이든지 받아 담을 수 있었다. 수행자는 아침에 자신의 발우를 들

고, 도시 마을 집을 차례대로 탁발해야 했다.

그는 탁발할 때 가난한 지역과 부유한 지역, 보시(布施)를 잘하

는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을 선택할 수 없었으며, 순서대로만 탁발

을 해야 했다. 그것은 더 좋은 음식을 얻기 위해 찾아다니는 행위

나, 더 많은 음식을 얻기 위해 지역과 집을 선택하는 것을 금지하

는 것이다. 수행자는 탁발할 때, 집 문턱을 넘어서는 것이 금지되

었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지 알 수 없었을 뿐 아니

라, 보시자(布施者)에게 특정 음식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되었다.

한편, 초기 그리스도교 사막교부들은 바구니나 돗자리 등을 빵

과 교환해서 생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수도승의 수가 늘어나자,

화덕을 만들어 각자 자신의 빵을 굽고, 말린 빵을 여러 달 보존하

기도 하였으며, 과일과 채소는 스스로 밭에서 경작하기도 하였는

데, 그렇게 얻어진 것들은 소금을 친 식초에 저장하였다가 먹었

다.12) 이와 같이 사막교부들은 스스로 음식을 만들고, 밭을 경작

하고, 음식을 보관했다는 점에서 인도의 탁발수행자와는 근본적으

로 다른 형태의 식생활을 했다.

사막교부들보다 2세기 늦게 저술된 Regula에 따르면, 베네딕도

수도승들은 수도원에 정주(定住)하며 공동생활을 하였으며, 주간

별로 바뀌는 주방 봉사자가 요리한 음식을 정해진 시각에 공동으

로 먹었다. 주방 봉사에 대한 규정은 매우 엄격했는데, 질병 또는

11) “[그것은] 발우에 넣어진다.”(pātrāgatam//PS. 5.15//)

12) 참조: 뤼시앵 레뇨(2006) pp. 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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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직책을 맡은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주방(coquinae)13)

업무로부터 빠질 수 없었다. 수도승에게 주방봉사는 “형제들은 서

로 섬기는”14) 행위로, 매우 큰 공덕과 애덕을 쌓는 일이었기 때문

이다.15)

Regula 제35장은 다음과 같이 주방 봉사자의 임무를 상세히 규

정한다. 그들은 식사를 준비하는 것을 마치면 식사 중에 동료 수

도승들의 시중을 드는 일까지 해야만 했다.16) 식사는 완전한 침묵

속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데 필요한 것들과 관련하여

아무것도 청할 필요가 없도록 세심하게 시중들어야만 했다.17) 수

도승들에게 식사시간은 입으로는 음식을 먹지만 귀로는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시간이었다. 따라서 공동식사 중 침묵과 식사

시간 엄수는 수도승들에게 엄격히 적용되었으며, 주방 봉사자들은

침묵 속에 식사를 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봉사해야만 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초기 사막교부들은 바구니와 돗자리

등을 음식과 교환해서 생계를 유지했지만, 점차적으로 개인 화덕

을 갖고 자신의 빵을 굽게 되었고, 남는 빵과 음식은 보관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Regula의 시대가 되면, 수도원에 정주생활을 하면

서 주간별로 주방 봉사자들이 정해졌고, 그들은 요리와 식탁 봉사

등을 담당했다. 따라서 음식의 종류와 양에 대한 선택권이 없었던

파슈파타 수행자들과는 달리, 그리스도교 수도승들은 어느 정도

일정한 종류와 양의 음식이 보장된 식생활을 했다고 할 수 있다.

13) 주방을 의미하는 코퀴네(coquinae)라는 라틴어는 함축적 의미를 지닌다.

단순히 음식을 준비하는 장소로서의 주방만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정원 및 농장 관리 조리 식탁 봉사 집안 일 등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참조: 베네딕도(2011) p. 265.

14) Fratres sibi invicem serviant.(Regula, 35.1)

15) quia exinde major mercis et caritas adquiritur.(Regula, 35.2)

16) 참조: Regula, 35.12-14.

17) 참조: Regula,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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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음식에 관한 규정

파슈파타 수행자에게 “닥치는 대로 무엇이든지 먹는 것”18)은

계율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수행자는 타인에 의해 요리된 음식(kṛ

tānna)으로서, 타인에 의해 합당하게 주어진(utsṛṣṭa) 것만을 먹을

수 있었다.19) 요리된 음식이라는 것은 수행자가 스스로 음식을 준

비하거나 요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고, 주어진 음식만을 먹어

야한다는 것은 스스로 원하는 음식을 취하거나 보시자(布施者)의

의도와 상관없이 강제로 음식을 갈취하는 것에 대한 금지이다.

이 규정에서 ‘타인에 의해 요리된 음식’이라고 번역된 크리탄나

(kṛtānna)라는 단어는 동사 크리(√kṛ, 행하다)의 수동형 분사 크

리타(kṛta)와 명사 음식을 의미하는 명사 안나(anna)의 복합어인

데, 여기서 크리타는 타인에 의해 준비되거나 요리된 것을 의미한

다. 따라서 파슈파타 수행자는 직접 요리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그는 타인이 요리하여 준비한 음식으로, 그 안에 어떠한 생명도

남아 있지 않음이 확실한 것만 먹을 수 있었다. 타인이 요리한 음

식을 먹음으로써, 수행자가 스스로 요리를 하는 과정에서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상해의 과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왜냐하면

요리되기 전에 그것이 생명을 지녔더라도, 타인이 요리한 후에 먹

음으로써, 생명을 지닌 재료를 요리하는 과정에서 수행자는 아무

런 행동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20)

18) vihartavyam sarva-bhakṣam eva//PSBh. 4.6.25//

19) “그는 [타인에 의해] 준비된 음식과 [타인에 의해] 주어진 것을 받아야

한다.”(kṛtānnam utsṛṣṭam upādadīta//PS. 4.7//)

20) 이것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다. 즉, 자신의 눈으로 죽이는 것을 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죽였다고 듣지 않고, 자신을 위해 죽인 것이라는

의심이 가지 않는 고기와 어육만을 먹을 수 있었다. 참조: 김한상(2013)

p.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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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보시자가 상해의 과오에 떨어지는 것을 전혀 고려치

않는 것 같은 파슈파타의 자기중심적 음식규정은 학자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된다.21) 글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수행자가 자신의

불상해의 덕목을 지키기 위해, 선의로 보시하는 사람을 상해의 과

오에 떨어트리는 모순적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

면 초기 불교 자이나교에도 동일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들 모두가 도덕적으로 모순된 결과를 지향하는 규정을 공유했다

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불상해를 첫째 덕목으로 실천하

는 수행자에게, 매순간 상해의 과오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요리는

피하고 싶었을 것이고, 타인이 요리한 음식을 먹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22) 그리고 탁발에

만 생계를 유지함으로써, 음식의 종류에 대한 선택권이 없었던 그

들이 자신이 먹은 그 음식에 대해 상해를 범하지 않았음을 선언

하는 과정에서, 자기중심적 오해를 낳을 수 있는 해석이 덧붙여진

것으로 추정된다.

수행자의 불상해 실천과 관련해서 ‘요리된 음식’이란 규정은 수

행자가 먹는 음식 자체에 대한 한정이기도 하다. 즉, 수행자는 요

리된 것만을 먹을 수 있다고 한정함으로써, 요리되지 않은 씨앗,

사탕수수 줄기, 생과일 등도 금지된다. 이것은 파슈파타 학파의

불상해 실천이 단순히 동물 새 물고기 등의 생명체로 한정된 것

이 아니라, 식물을 포함한 모든 생물에게 행해진 것임을 암시한

다. 따라서 파슈파타 학파는 재료와 상관없이 모든 생식(生食)은

금지한다고 이해해야 한다. 직접 요리하는 것과 생식을 금지하는

규정은, 음식을 요리하거나 혹은 그것을 씹는 행위를 통해 범할

수 있는 모든 상해(kṛtsnā hiṃsā)로부터 수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21) 참조: 미노루 하라(2002) pp. 71-72.

22) 파슈파타 학파의 불상해 관념에 대해서는 미노루 하라(実原)의

“Pāśupata Concept of Ahiṃsā”(미노루 하라 2002, pp. 67-75)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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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라 할 수 있다.23)

또한 파슈파타 학파의 음식규정은 주어진 것(utsṛṣṭa)만을 먹을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수행자는 타인이 요리한 음식이

라도 합당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 먹을 수 없다. 이것은 “[계

율에 어긋나게] 그와 같이 얻는 탁발은 금지”24)된다는 것이다. 이

규정을 주석하면서 카운딘야는 화덕 맷돌 절구 절굿공이 물동이

와 같은 것으로 오염(sūnādi-doṣa)25)된 음식이나, 훔친 음식을 받

는 것과 같은 과오(steya-pratigrahādi-doṣa)를 피하기 위한 것이

라고 설명한다.26)

한편으로 파슈파타 수행자는 타인에 의해 요리된 음식(kṛtānna)

으로서, 타인에 의해 합당하게 주어진(utsṛṣṭa) 것이라면, 무엇이

나 받아서 먹어야(upayoktavya) 한다. 수행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송아지가 건초를 탐욕스럽게 먹듯이 식욕(食慾)에 사로잡

혀 게걸스럽게 먹어서도 안 되고,27) 싫어하는 음식을 먹지 않거나

23) “경전에서 [타인에 의해] 준비된(kṛta) [음식]은 금지하지 않지만, 모든

[다른 형태의] 상해(hiṃsā)는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kṛtāpratiṣedhā

kṛtsnā hiṃsā tantre pratiṣiddhā draṣṭavyety arthaḥ//PSBh. 1.9.61//)

24) bhaikṣa-yathālabdha-pratiṣedhaḥ//PSBh. 4.7.14//

25) “화덕 맷돌 절구 절굿공이 물동이와 같은 5가지 해로운 물건이 있으니,

가장(家長)이 이것들을 사용하면 묶이게 된다.”(pañca sūnā gṛhasthasya

cullī peṣaṇy upaskaraḥ/ kaṇḍanī codakumbhaś ca badhyate yās tu

vāhayan//Manusmṛti, 3.68//)

26) 카운딘야에 따르면 합당하게 주어진 음식은 다음 세 종류이다. “그것은

니스리슈타(nisṛṣṭa), 비스리슈타(visṛṣṭa), 아티스리슈타(atisṛṣṭa)이다.

여기서 니스리슈타는 특정할 때(결혼식 등) 나누어 주는 음식과

음료이다. 비스리슈타는 소와 바라문들을 위하여 바쳐진 것이다.

아티스리슈타는 다른 이유로 주어진 것이다. [수행자는] 동정(同情)이나

선한 마음으로 준 것은 무엇이든지 받아야 한다.”(tad yathā nisṛṣṭaṃ

visṛṣṭam atisṛṣṭam iti// tatra sa-nimittaṃ parityaktam annaṃ pānaṃ

vā tan nisṛṣṭam// go-brāhmaṇādi-nimittaṃ tyaktaṃ visṛṣṭam//

atisṛṣṭam anyataḥ parityaktam// dayārtham ānṛśaṃsārthaṃ vā yadi

kaścid dadyāt tad api grāhyam eva//PSBh. 4.7.17-22//)

27) “호랑이가 금수를 잡아채 가는 것처럼, 죽음은 욕망에 대해 만족을

모르는 이 사람을 발견하고서 잡아채 간다.”(saṃcitvā naram evaina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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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서도 안 된다.

따라서 수행자에게는 원하는 음식을 요구하는 것만 금지된 것

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음식을 거부하는 것도 금지된다. 불교 경

전의 일화는 발우에 주어진 음식은 무엇이나 받아먹는 것의 어려

움을 짐작케 한다.

나는 침상에서 내려와 마을로 걸식하기 위해 들어갔다. 밥을 먹고

있는 한센병 환자 옆에 공손히 섰다. 그는 문드러진 손으로 한 입의

음식을 주었다. 한 입의 음식을 [발우에] 넣을 때 [그의] 손가락도 거

기에 끊어져 떨어졌다. 담벼락 아래에서 그 한입의 음식을 먹었다. 먹

으면서 먹는 것에 대해 어떠한 혐오감도 없었다.… 우리는 숲에 사는

자, 탁발로 생활하는 자, 발우에 담긴 어떤 음식이든지 기뻐하는 자이

다. 마음을 잘 통일시켜 마라(māra)의 군대를 쳐부수리라.28)

합당하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나 먹어야 한다는 규정에, 탁발하

는 지역과 집을 선택할 수 없다는 규정이 더해짐으로써, 파슈파타

수행자에게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느 정도 먹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권이 완전히 박탈됨을 알 수 있다. 음식규정 중에서 선

택권을 박탈하는 것은, 가난과 겸손을 갖추고 고행 실천을 하는

수행자들에게 어떤 규정보다 중요하였다.

한편 그리스도교 수도승의 경우, 특정 음식 음료의 재료와 관련

된 통일된 금지조항은 근거를 찾기 어렵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다 좋은 것으로, 감사히 받기만 하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

습니다”(I 티모 4.4)라는 사도 바오로의 가르침이 기본 원칙이기

때문이다. 단지 특정 음식과 음료에 대한 금지 규정이 있는 것은

민족과 시대의 관습에 따른 것이고, 수도승은 스스로 절제해야 한

다는 것이 일반적 규정이었다.29)

kāmānām avitṛptikam/ vyāghraḥ paśum ivādāya mṛtyur ādāya

gacchati// iti//PSBh. 4.7.28-29//)

28) 공만식(2008) pp. 14-15.

29) 참조: 아우구스티누스(2006) pp. 9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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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교부들의 주식은 소금을 곁들인 작은 빵 두개와 약간의 채

소였다. 빵을 소금과 함께 물에 담가서 먹는 관습은 여러 원전들

에서 발견되는데, 테오도루스는 아침에 소금을 조금 친 빵을 물에

담가 두었다가 저녁에 스프처럼 숟가락으로 떠먹었다고 한다. 그

들은 기본적으로 빵과 함께 채식을 하였으며, 기름을 사용하는 것

마저도 절제하였다. 단, 병자의 건강 회복과 손님에 대한 환대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고기를 비롯한 융숭한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었다.30)

Regula 제39장은 음식의 종류와 분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세

히 규정한다. 모든 식탁에는 요리된 두 가지 음식이 준비되었다.

그것은 수도승 각자의 연약함을 고려한 것으로, 한 가지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려는 의도였다.

그리고 과일이나 신선한 채소가 있을 경우 세 번째로 곁들어 먹

기도 하였다. 식사 횟수와 관계없이 수도승은 하루에 넉넉한 한

리브라(libra) 분량의 빵을 먹을 수 있었다.31)

1리브라는 약 300그램이 못되는 분량으로 당시 수도승들에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양이었는데, Regula는 여기에 ‘넉넉한’ 이라

는 수식어를 붙임으로써 분량을 조금 더 늘린 것으로 이해된다.

더욱이 노동이 심할 경우는 수도원 원장인 아빠스의 재량으로 무

엇이든지 분량을 늘릴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규칙 적용에 유연

성을 보장해준다. 그러나 수도승이 과식(crapula)함으로써 소화불

량에 걸리는 것은 엄하게 금지하였다.32)

이어서 Regula 제40장은 음료의 양, 특히 포도주의 양을 한정

한다. 아우구스티누스 시대에는 토요일과 주일(主日)에 원하는 수

도승에 한에서 포도주가 제공되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양

이 제공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33) 그런데 베네딕도는 구체적으로

30) 참조: 뤼시앵 레뇨(2006) pp. 112-121.

31) 참조: 베네딕도(1995) pp. 162-165.

32) 참조: 베네딕도(1995) pp. 162-165.

33) 참조: Augustine of Hippo(2004) pp. 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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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는 양을 한정한다. 그는 “약간 주저하면서(cum aliqua scru

pulositate, 제40장 2절)”라는 용어로 시작하는 규정에서, 수도승에

게 술이 합당하지 않지만 그들을 설득시킬 수 없으므로 하루에

반병34) 정도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허용하지만 과음은 피해야

한다고 권고한다.35)

Ⅳ. 식사에 관한 규정

파슈파타 수행자는 하루에 한 번, 탁발한 음식을 정오 이전에

먹어야만 했다. 정오까지만 식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당시 인도

탁발 수행자들에게 공통된 것이었던 것 같다.36) 식사를 마친 수행

자는 그날 정오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금식을 해야만 했다. 단지

34) 반병의 용량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250밀리리터라는 설과

750밀리리터라는 두 가지 설이 있다.

35) “술이 수도승들에게는 결코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책에서] 읽고

있지만 우리 시대의 수도승들에게는 그것을 설득시킬 수 없으므로,

적어도 과음하지 않고 약간씩 마시는 정도로 합의하도록”(Licet legamus

vinum omnino monachorum non esse, sed quia nostris temporibus id

monachis persuaderi non potest, saltem vel hoc consentiamus ut non

usque ad satietatem bibamus, sed parcius, Regula, 40.6) 참조:

베네딕도(1995) pp. 166-167.

36) 일반적으로 불교 수행자는 일식(一食, ekāsana bhojana)을 하였다.

그들은 아침 탁발을 나가서 발우가 다 채워지지 않더라도 적당한 양이

되면 수행처로 돌아와서 정오까지는 그것을 다 먹어야만 했다. 남은

음식에 대해서는 “나는 다 먹었다. 이것은 잔식(殘食)이다”라고 선언하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 경전에서 정오 전에 일곱 번

식사를 하더라도 일식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서,

일식규정이 단순히 식사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정오 이후에 식사를

금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춘 것으로 이해된다. 참조: 사토 미츠오(1991)

pp. 37-38; 김한상(2013) pp. 21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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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즙과 같은 것은 음식에서 제외시켜, 그것을 마시는 것은 허용되

었다. 따라서 과즙을 제외한 음식은 정오 이전에 완전히 마쳐야만

했다.

그러므로 수행처가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수행자

는 시간 내에 충분한 분량을 탁발하여 식사를 마치는 것에 어려

움을 겪었을 것이다. 특히 그 지역에 가뭄이나 기근이 들었을 때,

시기적으로 가정들에 곡식이 떨어졌을 때, 낮선 도시 마을로 유랑

할 때는 탁발 수행자에게 돌아올 몫은 매우 적거나 아예 없을 수

도 있었을 것이다. 더욱이 파슈파타 수행자가 신분을 감추고 불명

예를 추구하는 기행적(奇行的) 수행37)을 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그들에게 탁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음식을 얻지 못하는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은 다반사(茶飯事)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와 같을 때라도 파슈파타 수행자는 시간을 넘겨서 탁발을 계

속하거나, 재가자들에게 무리하게 탁발을 강요하거나, 타인의 음

식을 갈취해서는 안 된다. 수행자가 아침에 일어나 도시와 마을로

내려가 집들을 순서대로 돌면서 탁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

식을 충분히 얻지 못했을 경우, “그는 순차적으로 물을 마셔야(āp

o vāpi yathākālam aśnīyāt anupūrvaśaḥ//PS. 5.17//)”38) 한다. 수

행자는 순차적으로 조금씩 물을 마시는 방법을 통해 생명을 유지

하면서, 다음 날의 탁발을 기대하며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수행

자는 무엇인가로 잘 덮여져 있어서 깨끗한 물과 정화된 물만을

마셔야만 한다. 그것은 탁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풀잎 등에서

떨어진 것으로, 탁발을 통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깨끗하고 정화

된 물을 가리킨다.39) 이때에도 수행자는 물을 허겁지겁 마시거나

37) 파슈파타의 기행적 수행에 대해서는 다니엘(Daniel)의 다음 논문을

참조하라. Daniel H. H. Ingalls(1962) pp. 281-289.

38) 불교의 음식규정에도 물을 마시 것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탁발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 소식(小食)을 위한 것이었다. 불교

수행자는 “네 다섯 덩어리를 덜 먹고 물을 마셔 [식사를]

끝마쳐야(cattāro pañca ālope abhutvā udakaṃ pive)” 한다는 규정에

따라 물을 마시면서 소식을 실천하였다. 참조: 김한상(2013) p.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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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 부르도록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만큼만 마셔야 한다.

이 규정에서 순차적으로(anupūrvaśa)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

은 합당하게 탁발을 하고 나서도 얻은 것이 없을 때, 혹은 그 얻

은 음식이 충분치 않을 때 물을 마시고 머문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수행자에게 탁발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바로 물

만 마시는 것은 금지된다. 수행자는 언제나 음식규정의 지시를 따

르면서 탁발에 전념해야 한다.40) 음식규정에서 아피(api, 또한)와

야타(yathā, 그와 같은 방식으로)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그것

이기 때문이다.41)

39) 파슈파타 학파에서는 물(āpas)은 정화(śauca)와 관련된 것이다. PS.는

파슈파타 수행자는 대변과 소변을 [눈으로] 보지 말아야 하며, 여성과

수드라와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물을 홀짝 홀짝 마시고서(upaspṛśya), 조식(調息, prāṇāyāma)을 행하고,

루드라 신에 속한 노래를 계속하면서 염송하는 것을 통해 정화해야

한다고 지시한다. 그에게 물을 마시는 것은 대변과 수변을 보고나

여성과 수드라와 말을 하는 행위로 인한 감정들로 오염된 마음의

정화(bhāva-śauca)의 수단 중 하나이다. 참조: 미노루 하라(2002) p. 62.

40) “여기서 ‘카라(kāla, 시간)’는 두 종류가 있다. [탁발한 것이] 전혀 없는

때와 [탁발한 것이] 충분하지 않은 때이다. 마을 또는 도시 [전체를] 돌며

[탁발을 하며]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손에] 얻지 못한 그는

‘[탁발한 것이] 전혀 없는 때와 [탁발한 것이] 충분하지 않은 때’에

있다고 말해진다. [첫 번째] 탁발을 하고 나서 두 번째 탁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충분히 손에] 얻지 못한 그는 물을 마시는 행위를

해야 한다.”(kālo 'tra dvividhaḥ alābha-kālaḥ aparyāpti-kālaś ca// tatra

yadā grāmaṃ nagaraṃ vā kṛtsnam aṭitvā na kiṃcid āsādayati saḥ

alābha-kālaḥ aparyāpti-kālo nāma yadā bhikṣāṃ bhikṣādvayaṃ vā

āsādayati tadā apaḥ pītvāpi stheyam//PSBh. 5.17.12-13//)

41) “아피(api)라는 말은 함께 놓인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탁발하여 음식을]

얻으려는 행위를 하지 않고, 물만을 마시는 상태는 경전(śāstra)에

지시된 방법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야타(yathā)라는 말은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 탁발에 대한 지시를 따르고 나서 요가와 관련된 수행이

행해져야 한다는 것과 같이, 그와 같이 물을 마시는 것도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api śabdaḥ sambhāvane// apy apaḥ pītvā

stheyaṃ na tu śāstra-vyapetena krameṇa vṛtty-arjanaṃ kartavyam

ity arthaḥ// yathā iti śabdaḥ samānārthe// yathā bhaikṣyopadeśaṃ

kṛtvā yoga-karmaṇy-udyamaḥ kartavya iti vyākhyātaṃ tathā apa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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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탁발을 게을리 하는 것에 대한 금지 조항일 뿐 아니라,

탁발을 포기하고 극단적 고행주의에 빠져서 물만 마시는 단식수

행을 하는 것에 대한 금지 조항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파슈파타

학파의 음식규정은 넘치지도 지나치지도 않는 만큼만을 먹는 것

을 지향하는 것으로, 극단적 고행주의의 자이나교보다는 불교의

중도적(中道的) 수행법42)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식사 횟수와 시간과 관련된 그리스도교 수도승들의 규정은 매

우 다양한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시대 장소 환경 연령 건강상태

등에 따른 차이에 기인한 것이다. 예를 들면, 단식과 고행이 유행

하던 초기 사막교부들의 경우, 먹지 않고 40일을 버티는 수도승들

도 있었다고 한다.43) 그러나 4세기 말부터 사막교부들에게 하루에

한 끼 식사가 일반적인 관습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때부터 길

고 무리한 단식보다는 매일 절제되고 분별 있는 식사가 강조되었

는데, 사막교부 중 한 원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하루 한 끼

식사하면 수도승이다. 하루 두 끼 식사하면 육적인 인간이다. 하

루 세 끼 식사하면 짐승이다.”44)

시기적으로 사막교부들과 Regula 사이에 위치한 아우구스티
누스 규칙서(기원후 5세기)(Regula Sancti Augustini)는 수도승

의 식사 횟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너희는 식사와 음료의 단식재와 절제로 너희 육신을 제

pītveti//PSBh. 5.17.8-11//)

42) 붓다는 음식을 통해 청정하게 된다는(āhārena suddhi) 사상을 실천하는

극단적 단식과 감관의 절제 없는 극단적 폭식을 거부하고, 소식(小食)

또는 음식의 적당량 알기(bhojane mattaññutā)를 강조하였다. 극단적

고행과 안락한 생활의 양자를 지양(止揚)한 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도

중도적 입장에 있다고 하겠다. 참조: 김한상(2013) pp. 206-213;

Augustine of Hippo(2004) p. 73.

43) 여기서 40일은 예수가 갈릴래아의 전도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단식한 기간에 해당한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분께서는 사십 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신 뒤라 시장하셨다.”(마태오, 4.1-2)

44) 참조: 뤼시앵 레뇨(2006) pp. 10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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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하여라. 단식재를 지킬 수 없으면 병자가 아닌 이상 점심식사

외에는 어떤 음식도 들어서는 안 된다(III.1).”45)

그들은 기본적으로 두 끼의 식사를 하였다. 즉 정오에 가벼운

식사를 하고, 오후 3시 경에 정식(定食)을 먹었다. 단식재를 지키

는 것이 기본 원칙이었지만, 그것을 지킬 수 없을 경우 ‘병자가 아

닌 이상’ 점식식사만 허용되었다. 여기서 ‘병자가 아닌 이상’이라

는 한정은 병환 중에 있는 수도승에게는 점심식사 이외의 음식

섭취도 허용되었음을 지시한다.46)

Regula는 식사의 횟수와 시간에 대해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한

다. 즉, 그것은 계절과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하루에 한 번, 혹은

두 번의 식사를 허용한다. 기본적 원칙은 하루에 한 번 제9시(오

후 3시)에 식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활절부터 성신강림대축일까

지는 제6시(오후12시)에 점심식사를 하고 제9시에 저녁식사를 하

는 것이 허용되었다. 그리고 여름철 동안도 밭의 일이나 노동을

많이 했을 경우는 예외적으로 두 끼의 식사가 허용되었다. 그러나

9월 13일부터 다음 해 사순절까지는 하루에 한 번 제9시에만 식

사를 하였다.47)

이와 같이 그리스도교 수도승의 식사횟수는 시대가 흐르면서

① 단식→ ② 하루 한 끼→ ③ 시기에 따라 하루 한 끼, 또는 하

루 두 끼라는 방향으로 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식사

시간은 기본적으로 제6시 혹은 제9시로 정해져 있었는데, 단지 제

9시에 이미 햇빛이 없는 시기라면 앞당길 수도 있었다. 또한 Reg

ula에는 노약자 어린이, 그리고 환자에 대한 특별 규정 등도 발견

되는 것으로 보아서, 통일된 하나의 음식규정만으로는 수도승 전

45) Carnem vestram domate ieiuniis et abstinentia escae et potus,

quantum valetudo permittit. Quando autem aliquis non potest ieiunare,

non tamen extra horam prandii aliquid alimentorum sumat, nisi cum

aegrotat. 아우구스티누스(2006) p. 92; George Lawless, OSA(1987) pp.

87-88.

46) 참조: Augustine of Hippo(2004) p. 71.

47) 참조: 베네딕도(1995) pp. 168-169.



152 ∙ 印度哲學 제42집

체에게 적용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

통적으로 포만감을 피하고 약간 배고플 정도로 육체를 지탱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먹는 것은 통일된 원칙이었다.48)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리스도교 수도승들에게 식사시간은 입으

로는 음식을 먹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귀로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

고 받아들이는 시간이었다. 카시아누스에 따르면 수도원에서 식사

시간에 거룩한 독서를 낭독하는 관례는 카파도키아에서 나온 것

이다. 식사시간에는 한 사람이 독서를 낭독하고 다른 이들은 침묵

중에 들어야만 했다. 그것은 육신이 지상의 음식을 먹는 것처럼

영혼이 하느님의 말씀을 먹기 위한 것이다.49)

따라서 공동식사 시간은 엄격히 지켜졌으며, 정해진 시간을 습

관적으로 어기는 사람에게는 엄한 징계가 주어졌다. 그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식사시간에는 모든 이들이 다 같이 계 응송을 외우며, 기도하고 다

함께 식탁에 앉아야 한다. 누가 만일 계 응송 전까지 오지 못하면, 자

기의 게으름 때문이나 악습으로 인해 [시간에] 맞춰 오지 못한 사람을

두 번까지는 책벌할 것이다. 만일 그 다음에도 고치지 않거든 공동 식

탁에 참여하기를 허락하지 말고, 모든 이의 공동 [식탁]에서 격리시켜

혼자 식사하게 할 것이며, 보속하고 고칠 때까지 자기 몫의 술도 주지

말 것이다. … 아무도 규정된 시간 전이나 후에 무엇을 감히 먹거나

마시지 말 것이다.50)

48) 참조: 뤼시앵 레뇨(2006) p. 125.

49) 아우구스티누스 규칙서 Ⅲ. 2는 관례대로 식사시간에 소음을 내거나
떠들지 말고 “입으로 음식만을 먹지 말고 또한 귀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nec solae uobis fauces sumant cibum, sed et aures

esuriant dei uerbum)”을 강조한다. 참조: 베네딕도(2011) pp. 283-284;

아우구스티누스(2006) p. 92; George Lawless, OSA(1987) pp. 84-85.

50) Ad mensam autem qui ante versu non occurrerit, ut simul omnes

dicant versu et orent et sub uno omnes accedant ad mensam, qui per

neglegentiam suam aut vitio non occurrerit, usque secunda vice pro

hoc corripiatur; si denuo non emendaverit, non permittatur ad mensae

communis participationem, sed sequestratus a consortio omn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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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육식에 관한 규정

일반적으로 바라문의 학생기의 수행자51)에게 꿀 고기 소금은

금지된 음식이기 때문에, 바라문인 파슈파타 수행자에게도 금지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파슈파타 학파의 음식규정은 마
누법전의 일반 금지규정과는 달리, 수행자에게 고기(māṃsa)와

소금(lavaṇa)을 허용한다. 그 규정은 다음과 같다.

고기는 부정한 것이 아니다. 또는 소금[에 절인 고기] 혹은 [소금만

도 부정한 것이 아니다].52)

이것은 고기 소금에 절인 고기 소금 자체가 부정(不淨)하거나

악한 것(dus)으로 비난받거나 경멸받지 않는 것(aduṣya)이라는 규

정이다. 카운딘야는 다음과 같이 규정에서 고기와 소금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주석한다.

그곳에서 탁발만큼이나 ‘고기’에 [대한 것은] 잘 알려진 것이다. 물

소나 수퇘지 [고기] 등 어떤 것도, 그것이 상해나 도둑질하지 않은 것

이라면 받을 수 있다. 또는 소금에 절인 것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소금이 바닷소금 또는 산에서 난 소금(소다석) 등이라는 것은 고기만

reficiat solus, sublata ei portione sua vinum, usque ad satisfactionem

et emendationem. … Et ne quis praesumat ante statutam horam vel

postea quicquam cibi aut potus praesumere(Regula, 43.13-16.18).

베네딕도(1995) pp. 174-175.

51) 파슈파타 학파의 입문자가 바라문 계급으로 한정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미노루 하라(実原)의 Pāśupata 硏究 I (미노루 하라 1964, pp. 57-73)과

박문성의 파슈파타(Pāśupata) 학파에 대한 개괄 (박문성 2013, pp.

377-379)을 참조하라.

52) māṃsam aduṣyaṃ lavaṇena vā//PS.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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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이나 잘 알려진 것이다. 그것은 고기와 함께 절여져 있는 것 또는

탁발 과정에서 얻은 것이다. 아두슈얌(aduṣyam)은 비난받지 않는다는

것과 경멸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vā)는 [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것은 고기만, 소금만, 혹은 고기와 소

금을 [먹는 것이] 확실히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53)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물소나 수퇘지의 고기를 포함하여 상해

또는 훔치는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면, 모든 종류의 고기가 파

슈파타 수행자에게 허용되었다. 또한 소금은 그것이 고기에 절여

있는 상태로, 혹은 소금 자체만 섭취하는 것도 허용되었다. 불교

수행자에게 소금이 의약품으로서, 비상시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일

정기간(7일 정도)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

이, 고대 인도에서 소금은 고가(高價)로서 구하기 힘든 귀한 음식

중 하나였을 것이다.

초기 불교 수행자도 자신을 위해 죽인 것을 보지 않고, 듣지 않

고, 의심되지 않는 청정한 고기로 만든 음식을 먹는 것이 허용되

었다. 그러나 파슈파타 학파처럼 모든 고기가 허용된 것은 아니

다. 불교의 음식규정에 따르면, 사람 코끼리 말 개 뱀 사자 호랑

이 표범 곰 하이에나 등의 10종류의 고기로 만든 음식만은 어떠

한 경우에도 먹을 수 없었다.54) 이와 같이 먹을 수 있는 고기에

대한 제한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탁발수행자에게 합당

한 방법으로 탁발한 고기로 만든 음식을 먹는 것은 허용되었다.

그러나 시대가 흐르면서 불교 자이나교의 음식규정은 고기로

만든 음식을 먹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채식주의를 기본으로 하

53) tatra bhaikṣyavat prasiddhaṃ māṃsam// yasya māhiṣa-vārāhādīnām

anyatamaṃ yat prāpyate tat khalu hiṃsā-steya-rahitatvāt// lavaṇena

vā// atra lavaṇaṃ nāma saindhava-sauvarcalādyaṃ māṃsavat

prasiddham// tad etan māṃsa-sama-saṃsṛṣṭaṃ vā bhaikṣya-vidhinā

prāptam// aduṣyam akutsitam agarhitam ity arthaḥ// vā vikalpe//

māṃsena vā lavaṇena vā ubhābhyām api sākṣād vā aduṣyam ity

arthaḥ//PSBh. 5.16.1-8//

54) 참조: 공만식(2008)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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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 것 같다. 특히 자이나교는 도살된 모든 종류의 육류 조류

생선 등의 고기를 먹는 것을 금지했다. 채식이라고 하더라도 땅속

줄기 식물이나 뿌리채소, 즉 감자 양파 순무 당근 등도 금지되었

다. 기본적으로 불상해의 실천을 위해 생식(生食)은 금지되었기

때문에 모든 야채는 익혀 먹었으며 물조차도 끓여 먹어야만 했

다.55)

한편, 사막교부들은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을 고행의 일부로 여겼

다. 예를 들면, 극단적 엄격주의자였던 히에로니무스(Hieronymus,

기원후 4세기)는 어떤 종류의 고기로 만든 음식도 모두 금지했다.

그러나 Regula는 고기로 만든 음식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제시한

다. 즉, “극히 허약한 병자들 외에는 모든 이들에게 네 발 가진 짐

승의 고기를 절대로 금할 것”56)이라는 규정이다. 일부 사막교부들

이 고기로 만든 음식 전체를 금한 것에 반해, 베네딕도는 금지되

는 것을 ‘네 발 가진 짐승의 고기’로 한정함으로써, 두 발 달린 조

류의 고기와 물고기로 만든 음식들은 허용한다.57)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파슈파타 학파의 음식규정은 불상해 실

천과 음식에 대한 취사선택의 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하다.

수행자는 어떠한 경우도 스스로 요리하거나 생식을 할 수 없었으

며, 탁발을 통해 발우에 주어지지 않은 것이라면 어떤 것도 먹을

수 없었고, 반대로 일단 발우에 주어진 것이라면 무엇이나 먹어야

만 했다. 한편 그리스도교 수도승들은 절제와 봉사에 초점이 맞춰

져 있는 듯하다. 음식의 양은 절제된 양만이 허용되었고, 식사시

간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시간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봉사하거나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도 하였다.

55) 참조: 김미숙(2004) pp. 145-147.

56) Carnium vero quadrupedum omnimodo ab omnibus abstineatur

comestio, praeter omnino debiles aegrotos(Regula, 39.11).

베네딕도(1995) pp. 164-165.

57) 참조: 에스더 드 왈(Esther de Waal) 외(2004) pp. 63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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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본론에서 살펴보았듯이 파슈파타 수행자는 생계를 탁발에만 의

존하면서, 음식의 종류와 분량에 대한 선택권을 포기한 채, 하루

한 끼를 기본으로 하였고 탁발이 충분치 않을 경우 순차적으로

물을 마시면서 수행에 정진했다. 그들의 삶의 특징은 불확실하고

불규칙적인 미래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기는 포기의 삶이요, 예

측 불가능한 미래를 향해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었다.

반면, 사막교부들은 초기에는 장기간의 단식이 유행이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절제된 하루 한 끼 식사에 의지하여 수도생활에

전념하였다. 베네딕도 수도승들은 하루 한 끼를 기본으로 하되,

전례시기에 따라 두 끼의 식사까지 허용되었다. 단, 노동을 많이

했을 경우와 병자 노약자 어린이는 예외 규정에 따랐다. 인도 탁

발 수행자들과는 달리 정주 수도승들은 규칙적인 삶을 통해 절제

된 삶을 지향했다. 그들에게는 극단적 포기보다는 절제의 덕이 더

강조된 듯하다.

한편 파슈파타 수행자에게 한 끼의 식사는 많은 심적 육체적

고충이 쌓인 결정체임이 분명하다. 그들의 발우에는 음식만 담기

는 것이 아니라, 넓은 지역을 돌아다녀야 한다는 수고로움 구걸을

위한 겸손한 마음 거절당했을 때의 모멸감 원치 않는 음식에 대

한 당혹감 등이 함께 담겨진다. 그와 같이 발우에 담겨진 음식을

먹는 순간은 수행자들에 음식을 먹는 시간이기도 하였지만, 속박

의 원인인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 깨달음으로 나가야만 한다는

동기부여의 시간이기도 하였을 것이다.

한편 그리스도교 수도승에게 한 끼의 식사는 타인을 위한 봉사

의 시간이었고, 감사의 시간이었고, 하느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시간이었다. 그들에게 식사의 목적은 첫째, 수도승이 직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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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식의 욕정과 간접적으로 음욕의 욕정을 다스리는 것, 둘째, 수

도승이 서원한 가난을 준수하는 것, 셋째, 수도승의 기도와 독서

나 묵상과 같은 모든 영적활동을 도와주는 것이었다.58)

마지막으로 파슈파타 학파의 음식규정에서 흥미로웠던 것은

탁발이 충분치 않을 때, 순차적으로 물을 마셔야 한다는 것이었

다. 수행자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침에 탁발을 나갔으나 전혀 얻

은 것이 없거나, 너무나도 적은 양만을 얻고 돌아올 수 있었다. 그

때에 그들은 물을 마시면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수행을 지속해 나

갔다. 그리고 수행자는 좋지 않은 성과가 예상되더라도 다음 날의

탁발을 나가야만 했다. 그들에게 탁발을 나가지 않는 게으름, 혹

은 때 이른 포기는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와 같이 모든

것을 내맡긴 채 죽은 사람처럼(pretavat) 유랑하면서 수행 정진했

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시대 지역 종교에 따라서 차별성을 지

니기는 하지만, 수행자의 음식규정은 그들이 속한 단체의 수행방

법 및 삶의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파슈파타 수행자들이 탁

발을 생계수단으로 한 반면, 그리스도교 수도승들은 정주생활을

하면서 정해진 양의 음식을 생계수단으로 했다. 그와 같은 차이점

에도 불구하고, 양자 모두 수행자의 식생활은 절제와 고행을 바탕

으로 하고 있다.

탁발수행의 전통이 이미 사라져버린 한국사회에서, 그리고 종

교인들이 비만(肥滿)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이와 같

은 파슈파타 수행자들 혹은 그리스도교 수도승의 음식규정과 관

한 논문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수행자들에

게 식사시간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거나 입을 즐겁게 하거나 가십

(gossip)만을 나누는 때가 아니라 종교적 목표를 향해 정진하는

시간임을 강조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다. 시대 지역 종교를 막론

하고 식사시간은 수행자들에게 중요한 일과(日課) 중 하나였듯이,

58) 참조: 베네딕도(2011) p.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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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도 식사시간에 먹는 음식의 종류 먹는 양 먹는 속도 먹는

태도에 대한 자기 절제와 규칙성을 되찾는 것은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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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rule of food in Pāśupata and 
Christian monachus

Park, Moonseong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Both of the Eastern and Western monks were followed

the strict rules on the course of initiation, the place for

practise, and food to survive. Those were important means

of accomplishing the liberation and salvation of monks, who

lived a life of self-control during the depart of the secular

world.

For example, Indian monks, who sought a life of

Ahiṃsā(no destruction of life), Pratyāhāra(control of the

senses), and Tapas(penance), were the mendicant with

livelihoods. They went out every morning for alms, carrying

vessel the for food which was cooked by the others. And

they had to eat them by noon. Commonly they followed the

rule of alms, prohibitions of certain food, and fasting.

On the other hand, Christian monachus, who vowed of

three virtues(poverty, chastity, and obedience), lived as a

community and settlement in the monastery. They took

turns in serving in the kitchen, and someone who were in

duty cooked and served for others. They had a meal to-

gether in the dining room at a specified time.

Commonly to the Eastern and Western monks, the act

of eating and drinking was not just filling hunger or enjoy-

ing the taste. It was an important means of religious prac-

tises through self-denial and self-control. Therefore, it was

forbidden to them to be obsessed of enjoying the flavor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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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overeat the food. However, there were some differences

in such as the character of the food which was allowed or

forbidden, the way in which it was prepared, the meal times

for a day, or the attitude of eating by following the specific

rule of the food. It was caused by the differences in the

way of religious practice and differences in time and region

of monks. Therefore, a study on the rule of food may be

the key to understand the life style and the way of religious

practise of a specific group of monks.

In such perspective, I will try to get an overview of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rule of food between

Pāśupata and Christian monachus, who worked in a similar

time in the East and West.

Keywords: Pāśupata, Christian monachus, the rule of

food, alms, 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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