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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종교와 의학의 판계라는 것이 일찍이 ‘예루설햄과 아테네가 상관없는 것’ 

처럼 서로 동떨어진 것인가. 과학 지상주의를 사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종교 

의 영역과 건강의 영역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서로의 영역에 아무런 

영향올 미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종교의 힘 

으로 병을 치료한다는 생각올 비과학적인 억똑이며 비풀어진 종교적 맹선 

이라고 치부해 버린다. 그렇기에， 아마도 우리까 미분화된 사회처럼 하나의 

종교 집단 내에서 이러한 종교와 의학의 두 영역올 함께 지니고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찾는다면， 그것은 분명 오늘날 재미있는 종교학적 현상임 

에 틀림없다. 임상적인 자료와 과학적인 해석으로서가 아니라 종교학적인 

* 서울대 종교학과 석사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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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에서， 제 철일 안식일 예수 재립교회는 확실히 이러한 종교로서의 연모 

를 보여주고 있다 1) 

한국에서 재림교회는 건강과 생활 개혁에 열성적인 교단으로 알려져 있 

다. 19-20 세기에 걸쳐 미국에서 생긴 신종교 중에서 특히 건강에 깊은 

신학적 관심올 보여온 종교 집단들 중에는 불론 재립교회 외에도 몰몬교나 

크리스찬 사이언스(Christian Science, 1879) 또는 사이언톨로지 

1)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Seventh-Day Adventists, 이하 ‘재림교회’로 약 

칭)는 1800년대 전반 대각성 운동(Great Awakening Movement) 즈읍에 미국 
동부 미시간에서 생긴 신종교다. 뉴잉글랜드의 첨례교 목사 윌리암 밀러(William 

Miller)는， 나중에 밀러주의자{Millerites)로 불려지게 된 일단의 무리들율 이끌고 

1없3년 즈용 재림이 있을 것이라논 주장과 함께 천년왕국훈동올 이끌었다 물론 당 
시 기대했던 재림은 일어나지 않았고， 이후 대실망(Great Disappointment)올 통 
해 밀러주의자들은 뿔뿔이 훌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 남용 무리들 중에서 오늘날의 

재림교회가 태동하게 된다{Albanese’ 231). 재립교회의 성립 시기(863)는 19세기 

미국에서 일어난 신종교들， 이률테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몰몬교， 1830) 
보다는 약간 늦고 여호와의 증인(872)보다는 좀 빠른 편이다 이 특이한 종교 집 

단올 어디에 위치시켜야할 지에 대해서는 여러 종교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체적으로 재림교회는 기독교 내의 선종교로 분류되어진다. 1950년대 월터 마틴 

(Walter R. Martin)이 재림교회룰 복읍적 기독교로 평가하기 전까지는， 기독교 내 
재림교회의 위상은 저열한 편이었다 r종교백과사전」 에서는 종파적인 햄리롭 가 
지고 있는 재립교회가 여전히 교단과 사회 사이에서 일종의 긴장감올 지니고 있고， 

이것은 재립교회가 교파로 발전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본대ER， voJ. 13/14, 

p. 182.} 그렇다면， 재림교회률 종파{sect}로 불 것인가 아니면 교단(denomina

tion)으로 볼 것인가 윌슨<Bryan R. Wilson}감은 학자는 아직도 19세기 미국올 
풍미했던 천년왕국운동의 결과로 생긴 ‘종파{secr)’로 몰몬교， 일러주의자둘， 크리스 
찬헬피안， 여호와 중인과 함께 재립교회률 갇이 놓고 있다{맥과이어: 73}. 하지만， 
잉;;ij (Milton ]. Yinger} 같온 학자는 재립교회훌 여호와의 중인과 함께 ‘굳어진 종 
피{established sect}’로 분류하기도 한다iibid.: 184f). 종파로 시작했으면서 초창 
기 카리스마롤 지닌 제 1세대가 지난 다옴에도 여전히 교파로 발전하지 못하고 종 

파에 머물러 있다는 설명이다 해리스(Harris)는 종패cult}의 네 범주-사이비 기 

독교 종파{counterfeit Christian cults} , 기독교 종파{Christian cults} , 공동체 종 

파(commune cults) , 그리고 개인 종파{personality cults)-중에서， 첫 번째 범주 
에 몰몽교， 여호와의 중인， 크리스찬텔피안， 크리스찬 사이언스훌 포함시키면서， 다 
만 부연설명하기률 재림교회는 이에 속하지 않는 기독교 종파이면서도 모호하게 이 

들파 약간의 종파적 경향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았다<Wilson: 264 ), 종교사학자 
알바네즈(Albanese)는 ‘재립교회가 종파냐 교단이냐’ 하는 논쟁적 문제는 미국 종 
교가 지니고 있는 와습(WASP)이라는 동일한 전통적 기초 위에서 미국 종교가 과 

연 ‘개별적 복수냐 단일한 하나냐(Manyness or Oneness)’하는 물옴과 일맥상통 
한다고 주장한다{Albanese: 234f}. 결론적으로 딴해， 재림교회는 아칙도 교단과 종 
파간의 긴장올 풀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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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ology. 1965) 같온 단체들이 있다. 하지만 가장 적극적인 의미에서 

건강 법칙과 의료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재림교회가 주도하였다(Conser: 

148). 

재림교회야말로 가장 활발하게 건강에 판련된 여러 매체률 통한 간접 선 

교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종교 집단 중 하나로 평가되어지고 있다(김종서， 

1998: 178). 현재 재립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l62개의 병원과 요양원 및 건 

강 시셜. 361개의 진료소， 102개의 양로원. 27개의 건강 식품 공장을 운영 

하고 있다. 게다가 재림교회는 자체적으로 유제품과 두유음료를 비롯 콩단 

백질을 이용한 식품들을 제조하는 삼육식품 공장올 운영 중에 있기도 하다. 

전국의 재립교회에는 상당 부분 치료 시설과 체계적인 의료 인력이 이미 

구비되어 있는 상태이고， 전국에 산재해 있는 재립교회 소유의 요양훤， 그 

리고 재립교회에만 존재하는 건강 전도 목사(강사)가 전국올 순회하면서 건 

강 세미나률 열고 있기 때문에， 때론 교회가 병원의 기능을 함께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재립교인들의 톡수한 신앙 양태롤 관찰해 보면， 하나의 특야한 사실에 

마주치게 된다. 그것은 그들의 안식일 의례에 관한 신념과 행동 방식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활 방식에 안식일 의례률 깊숙이 적용하고 있는데， 톡히 

재림교회 제 일선의 선교 정책인 건강 전도에 이 의례를 독특한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재림교회가 건강 전도에서 안식일 의례를 어떻 

게 작동시키는지 그 사상의 맥락과 실제 의 례 행위를 검토하므로 종래 안 

식일 의례가 종교학적인 의미의 죽옴과 재생 의례로 변모해 가는 과정 

[ritual process]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기초적인 작업의 일환으로 종교학의 비교론적 접근올 

통해 구체적인 안식일 의례의 논의률 이끌어 내려고 한다. 바로 비교학적 

차원에서 조나단 스미스(Jonathan Z. Smith)의 ‘목록학’을 도입하고자 한 

다. 그는 알브레히트 알트(Albrecht Alt)의 용어， ‘리스텐비센샤프트 

(Listenwissensclx함)’를 이용하여 그간 의 례 연구에서 간과되어왔던 텍스 

트의 비교론적 접근올 확보하려고 했다.2) 본 논문에서도 목록화올 이용한 

2) 스미스에 따르면， 이 목록학은 원래 예언 문서나 법활 문서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 

난다. 특히 고대 근동 문학에서는 보편잭인 것으로서， 광범위한 바벌로니아 예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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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올 통해 다양한 텍스트의 인용구들올 일벌하여 비교학적 작업올 수행 

해 나갈 것이다. 

2. 재렴교회 인간관 

재립교회 신학이 표방하는 인생론의 근간판 인간올 ‘하나님의 전(願)’으 

로 이해하고 있다)) 바로 여기서 육식의 금지， 금주， 금연， 갖가지 약물 

오 · 남용의 금지， 건강올 위한 절제 법 칙들이 파생되었고， 이는 재림교회의 

건강 전도의 이론적 뿌리가 되어 준다.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사이의 

분리는 성서적이지 않다”고 가르쳐진다{기본교리: 262) , “건강한 육체에 건 

전한 영혼이 깃든다<Anima Sana In Corpore Sano)"라는 라틴어 경구는 

재립교회의 인간관을 잘 나타내는 명제인 셈이다. 하지만， 재렴교회는 여기 

서 한 발 더 나아가 인간올 영과 육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靈肉二元論] 

를 단호히 거부하고 있다. “육체와 혼은 함께 존재하며， 함께 이들은 나눌 

수 없는 통일체를 형성한다. 혼은 육체를 떨어져서 결코 의식올 갖는 존재 

가 되지 못한다，" (기본교리: 84) 

재림교회 인간관에 대한 신학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비교를 통해 

이해하면 더 분명해진다. 헤브라이즘올 특별히 헬레니즘적 철학과 연관지어 

좀 더 심층적으로 풀어낸 사랍이 바로 기독교 신학자 보만\Thorleif 

에서부터 탈무드에 이르기까지 널리 퍼져 있다. “하지만， 목록학용 거의 보편적인 
현상이다" (Smith, 1982: 47) 스미스는 침 존스<Jim Jones)의 인민사원(Peoples 
Temple) 사건올 다푸연서 그롤 Marxist후 성도착자후 사탄으로1 인기에 영합한 
정치적 몽상가로 그려내는 언흔올 주목하고， 그들이 문제의 본질에서 한창 벗어났 

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이 문제에 전혀 언급올 하지 않는 종교학계도 또한 이 문제 
자체롤 종교적 사건으로 보지 않으려는 용밀한 총동이 내재되어 있다고 폭로한다. 

그러면서 스미스는 짐 폰스의 White Night와 유사성올 가질 수 있는 여러 종교적 
사건들을 역사적으로 뒤지는 작업올 해나간다 이올 통해， cargo cultt.t 박카스 축 
제 같은， 그것과 유사한 형식의 사건들이 종교 역사에서 여러 차례 일어났움을 상 

기시키며， 그 맥락 속에서 존스타운(jonestown) 사건올 바라보자고 제안하는 것이 
다. 이률 위해 존스의 인터뷰를 비롯하여 시공과 고금올 념나드는 종교 역사상 다 

양한 텍스트들과 목록올 만들어 비교학올 시행하고 있다. 

3) “너회 몸은 너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회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올 알 
지 못하느냐? 너회는 너회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젓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회 
몽으로 하나님께 영광올 올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20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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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man) 이다. 그는 근본적으로 헬레니즘과 핵브라이즘올 ‘정적(靜的) 사유’ 

와 ‘동적(觀성) 사유’로 구분하고， 언어에서부터 일상사에 이르기까지 철두 

철미하게 본 주제를 천착해 간다. 그의 주저(主著)， r히브리적 사유와 그 

리스적 사유의 비교」 에서 그는 유대언의 신 야훼는 “언제나 움직임 혹은 

작용을 표현"(보만: 34ff)하는 신으로 둥장한다는 점에 주목한다.4) 언제나 

야훼는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 개입하고 그들율 부르며， 그들올 인도하는 신 

이다. 이러한 신의 속성올 나타내주는 가장 극명한 예는 바로 유대인들의 

언어， 히브리어다. 히브리어는 동사의 기본형이 언제나 과거형이다übid.: 

33-45). 즉， 언제나 그들올 위해 ‘(무엇인가를) 했다’는 것이다. 

이렇듯 재림교회는 초창기 때부터 인간의 본질을 논구(論究)해 가면서 

천주교와 장 • 감리교회가 공유하고 있는 영환불멸셜(靈塊不織說)올 거부하 

고 대신 조건적 영혼멸절셜(훌塊滅總說) 교리를 보유해왔다.5) 죽음에 대한 

유대 경전의 묘사는 철저하다: ‘파멸，’ ‘멸절，’ 돌아올 수 없는 곳，’ ‘어두웅，’ 

‘침묵과 망각만이 있는 곳，’ ‘아무 것도 기억할 수 없는 곳’ 둥. 특히 성경은 

죽음올 ‘잠’으로 묘사한다. 이는 본 논문에서 아주 중요한 유비(analogy)로 

서 다음 항에서 자세히 논의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식적인 재립교회의 인간관은 다음과 같다{기본교리: 85): 

“각 사람은 불가분의 통일체임이 분명하다. 육， 혼， 영은 밀접하게 협력 

하여 작용하며， 개인의 영적， 정신척， 육체적 기능들 사이에 있는 강력 

한 공감적 관계를 나타내 보인다. 한 분야의 결합은 다른 두 분야에 피 

해롤 준다. 병들고 불결하고 혼란된 정신이나 마옴은 개인의 정서 건강 

과 신체 건강에 손상을 끼친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 ‘ 기능 상호 
간에 영향올 끼친다는 것은 각 개인들이 하냐님께서 주신 기능들올 최 

적의 상태에 두도록 할 신성한 의무가 있융올- 의미한다" 

4) 이 신판에빼멍)과 정 반대의 헬레니즘적 신관온 ‘’부동의 원동;t.}{ the unmovable 
mover)"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5) 유대인들의 이해처럽， 재림교인들은 인간의 본원올 ‘흙’으로 본다. 구약학자 불프 
(Hans W. Wolf)는 ‘영혼’올 나타내는 단어들， 이훌테면루아호(r꺼"'1)’나 ‘네패쉬 

(rZ;I앨)’ 같은 단어들도 실은 ‘바랍’ 혹은 ‘목구멍’짤 나타내는 말들에 불과하고， 그것 
이 육(肉)의 상대 개념으로 나올 때에는 단지 개업올 위한 개념에 머물렀지 그것올 

하나의 독립된 개체처럼 따로 떼어 설명하는 부분은 구약 내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고 못박는다{볼프 4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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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식일 의례 

주지하다시피 안식일은 유대인의 예배일이다.6) 재림교회는 유대인들처럽 

안식일을 그들의 공식적인 예배일로 간주한다 그러면서 그 안식일올 요아 

힘 바하(Joachim Wach)가 말했듯이， ‘상서로운(propitious) 시간，’ 의례적 

인 작은 축제로 준수한다{바하: 176). 실제 재립교회가 지니고 있는 안식일 

에 대한 사상은 유대교의 안식일 사상파 거의 일치한다. 유대인들이 안식일 

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올 지켰다-7)는 말이 있듯이， 재렴교인 

들도 그 어떤 것들보다도 안식일올 중시하고 존중하고 있다. 엘리아데는 이 

런 안식일올 설명하면서， 그 날올 일종의 ‘창조의 기념일’로서 이해하고 었 

다{엘리아데， 1982: 42). 안식일 준수라는 행위는 반복-모방 제의와도 같이 

태초에<in illo tempore) 신이 행했던 창조사역올 되풀이하므로 신올 모방 

(imitatio dei)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앤드리어슨(Niel-Erick 

Andreasen)도 안식일을 언어학적인 분석올 황원하며 ‘창조의 완성’으로 이 

해하고 있다{브랜슨: 98). 이는 유대인의 안식일 이해를 잘 표현해 주는 몇 

몇 셜명들에 불과하다.8) 한 마디로 “유대교에서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제 

도는 없다"(스트핸드: 67)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유대교의 안식일 사상은 ‘창조j ’ ‘해방’과 ‘평화’를 상징하는 

예배일이었고， 그들 생활의 구심점이었다. 또한 이 안식일 의례를 통해 그 

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임올 확인 받을 수도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유대교의 

6) 오늘날 휴대교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안식일 신학의 연모훌 이해하려연 
스트랜드 (2001) p. 247ff률 보라 

7) 다mt i"TT.lI:!l n랴".."며rDiï nN '-V:lØ ':>lot"혐’Ør.l "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 유 

대교 근본주의자들의 안식일 성수 운동과 판련하여 ed. Joseph L. Blau, Reforrn 
Judaism: A Historical Perspective: Essays from the Yearbook of the 
Central Conference of American Rabbis (New York: KT A V Publish 
House, 1973), pp. 정야f. 률 보라 

8) 안식일의 다양한 제도는 안식일에 대한 유대인들의 의식융 드러내준다. 그 단적인 
예논 안식일과 관련왼 유대교 랍비들의 복잡한 규정률이다: “안식일에는 누구도 풍 

물의 출산올 도와주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만일 도랑이나 구덩이에 뼈졌용 때 안 

식일에 그것을 끌어 울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물이 있는 곳이나 

어우운 곳에 빠졌율 때 사다리나 줄이나 도구롤 사용해서 그률 끌어 올려서도 안 
된다" (ibid.: 72) 심지어 r회년서」 같은 경우에한 부부간의 장자리도 금지되었고 

어기는 자는 죽이라고 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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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일 의례는 사회 통합적인 기능과 구성원똘의 정체성(identity)율 부여 

하는 기능이 더불어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재림교회가 신행(信行)하는 안식일은 신앙석으로 중추적인 의례의 하나 

로 재립교회 내에 깊숙이 정착해왔다 재림교회도 유대인들처럽 안식일을 

‘창조’와 ‘해방(구원)’의 날로 선포한다. 하지만， 유대교의 안식일파는 또 다 

른 의미가 이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배일로서의 안식일이 

재립교회의 건강 전도 때에는 단지 예배일로셔가 아니라 중요한 의례적인 

기능올 담당하고 있는 안식일로 변모한다. 즉， 종교 예배일로서의 안식일 

(Sabbath day)이 의례로서의 안식일(Sabbath ritu외)이 되는 것이다. 역 

사적으로 유대인들도 안식일을 여러 의례화 과정을 통해 지켜 나갔고，9) 각 

기 기능이 다른 안식일 의례들이 이미 고대 유대교에서 준수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유념해 볼 때，10) 안식일 의례는 단 하나로 고착되었던 것이 아니라 

각기 철기(festival) 내에 편입되어 다양한 기능으로 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안식일은 그 절기에 맞는 기능들울 지닌 의례로 변모하게 

되었던 것이다. 

결론 먼저 말하자면， 재림교회는 종래 유대교의 안식일 의례에서 ‘죽옴’ 

과 ‘재생’이라는 필요적 의미률 더 강조 • 삽엽하여 건강 전도라는 철기에 

끌어들인 것이 된다. 이런 기능적 전환올 통해 단지 ‘때마다 지키던 의식 

(c떠endric머 rite)’이 하나의 변이적 의례(transfonnative ritual)이자 치료 

적 의 례(restorative ritu외)로 확장되는 것이다11) 

이러한 과정은 재립교회 신학자 오만규(吳萬圭)의 다옴과 같은 명제에 

보다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오만규， 1999a: 28): 

“쉽은 숨쉽이다. 숨찬 숨， 숨막히는 숨， 숨죽이는 숨， 그 숨이 쉬는 것 

이 숨쉽이요， 쉽이다. 넘어가던 숨이 룰아오는 것이 쉽이다" 

9) 유대교의 의례들융 살펴보려면， Stem (1 987)율 참고하라. 그 중 톡히 유월철 축제 
에 대해 살펴보려면， Bokser (1988)올 참고하라. 

10) ER., vol 11/12. p. 191. 세겔의 안식일， 기억의 안식일， 정결의 안식일， 신월의 안 
식일， 큰{치 안식일 둥. 

11) ER., vol. 13/14. p.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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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규는 일종의 말놀이(pun)의 구조훌 통해 ‘쉽(Sabbath rest)’을 ‘숨 

(breath)'과 동일시하고 있다. 안식일은 죽옴과 재생의 모티프률 담고 있는 

역동적인 의례가 되는 셈이다. “안식일은 생사(生死)의 문턱에서 사활(死活) 

올 걸고 마주해야하는 피난처이다>> 

이렇게 안식일 의례률 이행(transition)의 의례로 본다면， 당연히 안식일 

의례의 구도가 “분리-이행-통합”이라는 반 게 1웹(van Gennep)의 삼분법 

(프分法)올 따르게 된다. 반 게웹은 그의 책 「통과 제의(Rite of 

Passage)J 에서 재생올 인생과 우주의 법칙으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어 

느 체계이든 그 체계에서 발견되어지는 에너지는 엔트로피가 증가동}는 방 

향으로 고갈되어가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올 두고 갱생(更生)되어야만 한다 

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재생이 사회적 영역에선 죽옴과 부활의 의례에서 

나타나는 통과 제의에 의해 성취된다고 보았대반 게댐: 7). 그러면서 반 
게 1캡은 세례， 침례， 미사의례와 함께 유대교률 비롯한 원시부족들의 할례의 

식을 이러한 “분리-이행-통합”의 구조로 설명하고 있다<ibid.: 148f). 반 

게댐은 인간의 인생(탄생， 사춘기， 결혼， 죽음)이 마치 자연의 주기적 변화 

와 ‘홉사하다’는 착상에서 의례를 통한 상징적 죽옴과 재생올 구조화했고 

(Morris: 247), 이러한 반 게댐의 이론은 주화 구조주의 인류학자들이었던 

에드먼드 리치(E. Leach) , 메리 더글라스， 빅터 터너에 큰 영향을 미쳤다 

(248). 

일찍이 그의 입문식 이론에서， 할례 의례를 흉한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이행의 과정은 이탈(분리)과 과도기를 거쳐 재통합이라는 삼왼구 

조를 갖는데， 이러한 구조적 원리가 다양한 의례들의 시작ι-중7←-마지막에 

서 언제나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것올 밝혔다. 물론 이 과도기는 일종의 문 

지방(thresh이d)으로서 주변성<Iiminality)을 지니는 ‘이도 저도 아닌 경역 

(betwixt and between)’이다. 이 이행의 과정올 ‘코뮤니타스 

(communitas)’라는 용어로 더 심화시킨 사람은 터너다. 그는 「의례과정 

(Ritual Process) J 이라는 책에서 “시간올 벗어난 상태”에서 할례를 받는 

소년들의 무차별척인 집단올 지칭하면서 이 ‘코뮤니타스’라는 말올 썼다 

(T따ner， 1969: 96f),12) 그는 이 ‘코뮤니타스’란 사회 구조가 일시 적으로 

12) ‘코뮤니타스’라는 용어는 원래 폴 굿맨(Paul G∞dman)이 처융 사용한 것이다. 굳 

이 비교훌 하자연， 사회학자 퇴니스<Ferdinand Tönnies)가 쓴 게마인샤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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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질화되고 단순화되어 버리는 시간으혹 온렘부(Ndembu)족의 할례식이 

그 전형이라고 설명한다. 

덧불여 위베르<Hurbeπ)와 모스(Mauss)는 반 게델의 이론을 설명하면 

서， 일반적인 의례가 기본적으로 “들어감-회생-나용”의 극적(dramatic)인 

형태를 띠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앞에서 논의한 예수의 “죽음-회생 

-부활”이라는 구조와 동일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예수는 금요일에 무 

덤으로 “들어갔으며，” 안식일에 매장지에서 “펴생을 이루었고，” 일요일에는 

무텀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물론 이 과정은 이 같이 실제적인 해석과 함 

께 추상적인 해석도 가능하게 해 준다. 

안식일 의례의 구조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유월절이었던 금요일， 

예수의 처형은 ‘분리，’ 그 다음날 안식일， 예수의 매장과 쉽은 ‘이행，’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예수의 부활은 ‘재통합’이면서 ‘재생’인 것이다. 즉， 예수는 

금요일에 고난을 받고 안식일에 죽옴의 ‘잠’을 갔으며， 일요일에 부활올 하 

므로 새로운 몸의 구현(physical embodiment)을 이룬 것이다. 이렇게 이 

해한다면， 재립교인들이 지니고 있는 안식일 개념은 예수의 죽옴과 구속올 

설명할 수 있는 메시아적인 성취(messianic fulfillment)으로 나아가게 되 

는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Oh 18h 24h 18h 2-얘1 

‘• ‘- _ ..... 

금요일 토요일 

예비일 안식힐 첫날 

고난과죽음 회생과장사 부활과승천 l 

분리 여행 통합 
separation tr없1없tion re-incorporation 

( Gemeinschaft)와 개념상 유사하다고 할 수 었다. 코뮤니타스와 순례자에 대한 。1

해훌 보려연， 터너 (1974) 5장올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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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다음 항에서， 종교사적으로 치료 의례로 분류되어지는 터너의 대표 

적인 은댐부족 의례 아이소마(lsoma)률 통해 죽옴과 재생 의례의 보다 역 

통적인 면들을 추적해 나가는 작업올 살펴보겠다 이 비교학적 과정올 통 

해， 두 치료 의례들의 유사성올 드러내고 현대 안식일 의례률 종교학이라는 

역사적 맥락 내에 편입시켜 보는 것은 본 논문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4. 은템부족의 치료 의례 : 아이소마 

터너는 그의 책 r의례 과정」 에서 성인식에서 일어나는 ‘리미날 

(liminal)’의 상태를 다옴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Turner， 1969: 95): 

“리미날의 실체는 여기도 저기도 없다， 즉， 그 실체들은 법이나 관습， 

풍습， 의식 따위들에 의해 주어지고 배열된 각기 위치들 사이 어디좀 

놓여있다. 그렇기에 그 모호하고 불확정적인 속성은 사회적 그리고 문 
화적 전이(변이)률 의례화하는 여러 사회 내에서 풍부하고 다양한 상정 

들올 통해 표현되어진다. 따라서， 리미날리티는 차주 죽음 그리고， 자궁 

내 존재， 비가사성， 어둠， 양성(兩性)， 야생， 태양이나 달의 일식 둥과 

종종 연관올 맺어왔다. 성인식이나 사훈기 의례에 참여하는 신참자 같 

은 리미날의 실체는 아무 것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들은 

괴물로 변장되어지기도 하고 오직 약간의 옷을 걸치거나 아예 발가벗 

은 채 자신들이 아무런 신분이나 지위 훈장 따외도 없고 친족계 내에 

서의 그들의 계급이나 역할， 위치들올 알려줄 만한 아무런 세속적 복장 

들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올 보여준다 요컨대， 그들과 그들의 동료 

신참자들올 구별해줄 만한 아무런 개체가 없디는 말이다 ” 

그는 특히 은웹부족(族)의 성인식파 치료 의례들을 분석하면서 이러한 

리미날리티(liminality)를 쉽게 볼 수 있다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은렘부족 

의 치료 의례언 아이소마(lsoma)에 톡히 주목한다. 터너에 따르면， 아이소 

마는 원래 ‘여성들의 의례’라고 불려지는데，131 원래 ‘아이소oF라는 뜻은 

“미끄러져 나가다(slip out)" 즉， 환자가 건강상 안 좋은 상태를 벗어나는 

13} 의례 이륨인 아이소마<lsoma} 그 자체에 상정죄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 .... 아이소 
마률 행하는 여성들온 대부분 일련의 유산이나 낙태훌 경험한 이물이다. Tumer 
(1969)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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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의례가 그 병율 치료하는 것율 의미한대ibid，: 25) , 아이소마롤 설명하 

는 그의 논지를 따라가 보지{ibid，: 13): 

“아이소마같은 (은댐부족의) 치료 의례들은 이른바 그들의 전통적인 모 

계사회에서 구조적인 매듭들인 조상들의 명혼을 기억하게끔 만들어주는 

사회적 기능울 한결같이 지니고 있다. 조상익 영이 야기한 불임( 不姐)

상태는 그에 적절한 의례를 행함으로 일시적인 것， 치료되어질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일단 여성이 그녀흘 괴롭히던 영혼， 즉， 그녀 

가 원래 친정 가계에 속해 있었다는 것올 깨 닫게 되면， 그녀의 불임 상 

황은 멈추게 된다. 즉， 그녀는 자신과 자신의 아이들의 궁극적인 핏줄이 

어디에 있는지 강하게 깨닫고 다시금 남편과의 삶을 지속해나갈 수 있 

는 것이다>> 

여성이 이른바 산부인과 계통의 질병을 앓게 되면， 그녀의 남편이나 외 

숙부가 점쟁이를 구하면서 아이소마는 시작된다. 그는 소위 은댐부 말로 

‘그녀를 잡으려고 무덤에서 나온’ 조상의 영령(shade)이 어떠한 형태로 고 

통올 가져다주는지 정확하게 짚어주는 사랍이다. 그 형태에 따라， 남편이나 

친척은 의새chímb따í)률 고용하는데， 의사는 ‘약올 처방할 줄 아는，’ 그리 

고 그 영들을 달래기 위한 정확한 의례 절차들-올 알고 있는 사람이다übid，: 

13), 환자{ayξjí)는 그 종교 예식에 참여한 지원자로 간주되고， 의사는 의례 

전문가로 간주되어진다. 

“아이소마의 내재적 목적은 결혼과 친정간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아내와 남편 사이의 부부 금슬올 회복시키며， 여자가 다산할 수 있게 하려 

는 데에 었다{l8) ，" 은템부족의 설명에 따르면， 아이소마의 명시적 목적은 

그들이 치사쿠(chísaku)라 부르는 것의 효력올- 없애기 위합이다. 예서 치사 

쿠라는 것온 ‘조상 영혼의 섬기를 불편하게 하여 불행이나 병이 찾아오는 

것， 내지는 금기 사항 침해’를 의미한다(19) ， 환자는 마치 새내기와 같다. 

사춘기처럽， 신참자는 은댐부족의 사고방식으로 보자면 여성으로 ‘자라는’ 

것이고， 그래서 아이소마에 참여하는 창가자는- 불임 여성에서 아이를 낳올 

수 있는 가임 여성으로 재생되어지는 것이다(21). 

아이소마는 동물들의 구덩이(혹은 굴)에서 치러진다. 동물의 굴은 성스런 

장소의 구조에 방향점올 표시하는 것이다. 이 구멍에는 들어가는 구멍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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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구명 두 가지 있다{22). 이는 각기 ‘뜨거운 구멍(hot hole)’과 ‘차가운 

구멍(cold hole)’으로 불리는데， 각각의 구명은 무덤(tomb)과 자궁(womb) 

올 뜻한다고 한다-(28). 이 구멍에 남녀 한 쌍이 들어가 스무 번의 물세례를 

각기 받고 간청하고， 용서률 구하고， 회개 참회하는 과정이 이어진다. 이 과 

정에 쓰이는 약이 있는데， 이 또한 각기 ‘차가운 약(cold m때icíne)’과 ‘뜨 

거운 약(hot m어icine)’으로 불린다. 주로 나무껍질이나 잎사귀로 만들어지 

는 이 약제는 번갈아 가며 그들에게 백려지는데， 의사는 뜨거운 약을， 보조 

자는 차가운 약을 번갈아 뿌린다. 이 때 사용되어지는 회생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흰 암닭과 붉은 수닭이다. 암닭은 깨끗함， 상서로움올 상징하고， 수 

닭은 더러움， 불길함올 상징한다{31). 여기서 수밝올 뜨거운 구멍 뒤에서 

잡아 그 피를 구멍 위에 뿌리고， 이 때 의사와 보조자는 은렘부족의 성년 

식에서 쓰이는 노래툴올 부른다，35). 남자가 앞장서고 여자가 뒤따르며， 그 

구멍올 기어 통파하게 된다. 그 구멍올 통과하면， 생명올 상징하는 물이 었 

다. 이것은 그 불임 여성이 지하로의 하강파 세계로의 복귀률 통해 새로운 
f 

몸을 가지게 되었옴올 상정하게 된다. 즉， 땅에 난 양쪽 구멍올 하나의 터 

널로 활용하여 이른바 새 몸으로 거듭나는， 죽음과 재생의 과정올 겪는 것 

이다. 

이것은 재립교회의 안식일 의례를 살펴보는 데에도 아주 중요한 하나의 

단서를 마련해 준다. 앞서 언급되었지만， 재립교회는 안식일을 죽옴과 재생 

의 터널로 이해하고 있다. 이는 죽올 몸올 물 속에 잠그고 새로운 몸으로 

거듭나는， 이른바 ‘지하 세계로의 하강’ 모티프뜸 의미하는 것이다 14) 

14) 안식일에 예수가 땅으로 내려갔다는 ‘지하 세계로의 하강’ 개념융 설명하연서， 엘리 
아떼는 “예수 역시， 지욕으로 내려가 아담을 구훤하고 죄애 의해서 타락한 언간의 
완전성융 회복n했다고 본다{앨리아데， 1998: 180). 그는 예수의 죽용과 ‘지하 세계 
로의 하강’ 모티프는 단순히 r샤마니즘(Shamanism)J 에서 말하던 무당의 개인적 
인 강신(騙1þ)을 의미하지 않으며(1992: chap. 6) , 차라리 인휴의 구원이라는 이타 
적이고 “구체적인” 목적융 지닌 홍과 제의의 원형이라고 본다ü998: 181) 엘리아 
데의 말처럽， ‘지하 세계로의 하강’ 모티프는 고대 근동에서 발굴된 갖가지 토판뜰 
에서도 이미 그 원형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올 만름 보면적이다< Jacobsen: 
55-63). 고대 바벌로니아의 아키투(Akitu) 신년 촉제에서도 드러나는 것이지얀 왕 
온 신년의 다산과 풍작을 위해 뺨율 맞아 눈물융 훌리거나 고초륭 겪게 하여 모의 
적 살해와 채생을 연기하는 의례， 또는 두무지(Dumuzi) 설화에서처럼， 매해 죽고 
지하로 내려갔다가 다시 살아 올라오는 둥 통과 제의적인 구조들이 역사적으로도 
많이 있다<Smith， 1982: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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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너는 아이소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며 결론짓는다{42f): 

“아이소마에서 발견되어지는 상정돌파 그 관계률은 단지 은템부족의 우 

주판을 세우는 인지적인 분류법만은 아니다， 그것돌은...... 분노， 공포， 

애정， 슬픔 따위의 강한 감정들올 일으키고， 전달하며， 길들이는 환기적 
인 차원의 장치이기도 하다， " 

즉， 아이소마라는 치료 의례에는 치유률 위한 목적뿔만 아니라 사회를 

통합하고 유지하는 기능에서부터 사회 구성원들의 감정올 환기하고 새로이 

삶을 꾸려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회복의 기능까지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럽 이제， 한국 재림교회의 뉴 스타트 건강 전도회에서 이루어지고 있 

는 안식일 의례룰 살펴보도록 하자. 이를 위해 반 게법의 삼원 구조를 사 

용하여 세 단계， 즉 분리→이행→통합으로 나누어 보겠다. 

5. 재립교회의 치료 의례 : 안식일 의례 

(1) 분 리 (separation) 

건강 전도는 전국적으로 한국의 재림교회까 벌이고 있는 중추 사업 중 

하나인데， 그 중심에는 건강 부홍 강사들이 었다. 이들은 주로 신학교를 졸 

업하고 보건학이나 의학 학위률 딴 전문 의료 인력으로 의료상의 문제들융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주로 교회 

에서는 이들올 “목사님”이라고 통칭하는데， 특수한 경우에는 “박사님"15)이 

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들이 행하는 의료 행위는 대부분 식이요법과 금식올 

통한 대체 의학(alternative medicine)이다. 여기에 체조， 운동， 맛사지， 수 

(水)치료 같은 의료 행위가 덧붙기도 한다. 건강 집회에서 행해지는 설교의 

뼈대는 언제나 “큰 의원이신 예수님”올 강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건강 

집회 부흥강사는 예수를 구체적으로 ‘병올 낫게 해주는 의사’로 소개하면서 

예수가 특히 안식일에 많은 병자를 치료했옴도 빠뜨리지 않고 강조한다. 가 

15) doctor가 ‘의샤와 ‘박새률 모두 지칭하논 북수걱 개념올 합의한 영탄어라는 사실 

에 주목하라. 



152 종교학 연구 

끔 이들은 의사 가운올 입고 나서기도 하고 설교 도중 전문적인 의학 강의 

도 한다. 여기서 언급되는 대부분의 의학 지식은 성경과 영적인 가르침에 

하나의 예화로 쓰여진다. 그리고 질병올 극복한 이들의 이야기률 하나의 간 

중으로 사용한다. 치유를 얻은 자들은 단지 육체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으로 

도 구원을 받은 것으로 인식되도록 하기도 한다. 

그리고 예배당이나 집회장에 걸어 놓는 성화(聖畵)는 언제나 병올 치료 

하는 예수， 야이로의 딸이 누운 침대 옆에서 간호하는 예수를 묘사한 그림 

들올 놓는다. 재림교인들은 건강 세미나를 하늪 동안 교회 전체률 의료기구 

나 차트1 ‘의원 예수(Doctor Jesus)’의 그럽뜰로 장식한다. 일주일간 교회 

를 마치 소규모 병원으로 개조하는 것이대church커lOspital). 이는 사회학 

자 보콕(Robert Bocock)이 영국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현대 문명 사회에 

‘미적 의례(aesthetic ritual)’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 맥락과 유사하다. 보콕 

은 댄스훌이나， 미술관， 경기장 둥에서 이런 의례가 발견되어지고， 이 의례 

는 개인의 감정적이고 심미적인 경험을 공명시킨다고 주장한다 16) 이처럼 

재림교회는 마치 사랍들에게 이런 시각적인 느낌올 가질 수 있도록 정문에 

서부터 OJ:쪽 벽에까지 의례에 쓰이는 여러 차트와 그림， 성화들올 인위적으 

로 걸어 놓는다. 이러한 도구 모두 의례의 성옳(聖物)로 이해할 수 있겠다. 

재림교회는 그들의 건강 집회를 하나의 전략적 퍼포먼스17)로 활용하고 

16) ER., vol. 13/14. p. 420. 
17) 여기서 ‘퍼포먼스·라는 말은 일찍이 싱어(Milton Singer)가 종교 의혜와 세속 의례 

모두률 포괄할 수 있는 개염으로 사용했던 “문화 공연(c비tural perfonnances)"에 
서 유래된 용어인데， 단어 자체가 담고 있는 문자적 함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의례 

라는 말이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을 볍주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퍼포먼스 
라 하연， 연극， 놀이， 공연， 연주， 예배 둥올 모두 포항시킬 수 있다 이로써 의례가 

단지 종교적인 의미만을 표현할 수 있는데 반해， 퍼포먼스눈 비종교적인 영역까지 

아우룰 수 있는 효과적인 용어가 될 수 있다 드라이버는 퍼포먼스는 단지 행합 
(doing)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동시에 보여줌(showing)도 있다고 주장한다. 

한 발 더 나아가 로슨과 맥컬펴는 의례흘 다른 말로 ‘행위적 발언(perfonnative 
utterance)’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했다 그들은 로야<Benjamin Roy)롤 인용하면서， 
지금까지 의례의 연구는 일방적인 이분법적 사고똘에 갇혀서 전체적인 양상올 보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의례의 언어적인 측면을 강조하면 행위적인 측면이 무시당해왔 

고， 행위가 강조되면 언어가 간과되기 십상이었다. 따라서 ‘ 행위(action)’라는 뉘앙 

스가 다분한 퍼포먼스(perfonnance)라는 개념어와 ‘언술(s떠tement)’의 의미를 지 
니고 있는 발언(utterance)올 연결해 위와 같은 선조어를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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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드라이버(Driver)가 말한 대로， 재림교회는 행함과 보여줌이라는 기 

제를 구사하여 어떻게 환자가 심적 안정율 휘할 수 있는지 치료와 퍼포먼 

스로 환자들에게 다가간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재립교회가 활 

용하고 있는 건강 프로그햄은 일주일에서 열흙간 이어진다. 어떤 맥락에서 

든 안식일올 한 번 이상은 끼고 행사롤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언제나 그 안식일올 그들 행사의 맨 마지막에 위치시킨다는 사실이 

다. 금요일 저녁， 안식일올 맞이하는 저녁 예매률 보면서 대부분 재립교회 

목사들은 회중들에게 회개와 간증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식일(fast day)을 

선포한다. 즉， 안식일 전체률 금식 안식일로 보내는 것이다. 재림교인들에게 

금식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c，]해되어지고 있으며， 이는 자 

신의 몸올 힘들게 하여 종교의 순수로 돌아가펴는 종교적 열정이기도 하다. 

(2) 이 행 (transition) 

안식일 아침이 되면， 본격적인 안식일 의례가 시작된다. 예배당에 모두 

집결하여 오전 예배률 보는데， 특별히 안식일돼 죽옴과 재생의 사상이 극명 

하게 드러난 다음의 성경 구절이 주로 설교의 텍스트가 된다: 

. 네 빛이 아칭같이 비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 ."18) 

이 성경절온 재림교인들이 건강 세미나나 건강 전도회에서 즐겨 사용하 

는 성경 구절이다. 이 구절은 다른 날보다 안식일에 환자들의 치료가 톡별 

히 더 급속할 것이라는 맥락에서 쓰여지고 았다. 금요일의 참회와 눈물의 

시간은 입문자의 분리 단계에 해당되었다면， c~l 단계는 죽옴의 단계에서 재 

생과 생명의 단계로 이행되는 단계인 것이다. 

이 때 선택되어지는 예배 찬송가는 대부분 치료와 관련된 것들 일색이 

다. 자주 애창되는 찬송 7싸를 보면 재렴교인들이 건강 세미나에서 강조하 

고 있는 예수의 이미지를 알 수 있올 것이다: 

18) 이사야 58장 8철. 이 성경절 바로 앞에 나오는 본문용 유대인들의 금식(fast)올 셜 

명하고 있는 성갱구절인 챔에 유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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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크신 의원 계시니 곧 인자하신 예수 

맘 상한 자의 힘 되는 그 융성 들어 보라 

천사 찬미하기훌 예수 이륨 귀하다 

기쁜 찬미 불러라 예수 복된 예수19) 

또한 재립교회 부흥 강사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특별히 이 안식일에 침례 

를 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침례야말로 죽음과 재생의 모티 

프를 가장 잘 셜명하고 있는 의식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독교 

의 침례 예식올 물을 통한 정결의 의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침 

례 의식의 맥락은 죽옴과 재생올 의미하는 것이었다. 성경이 침례를 물에 

“장사지내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여러 맥락들올 건강 부홍강사들용 절 

대 놓치지 않는다. 침례 의식은 사람들의 집단적인 찬양과 기도로 이루어져 

있다. 찬양은 “주의 보혈로 나 씻었네" “죽올 옛 몽을 물 속에 잠그고” 같 

은 가사가 담긴 노래들올 부른다. 본질적으로 침례는 문지방올 넘는 죽옴과 

부활의 경험인 것이다(스마트: 198). 브렉만은 기독교의 침례야말로 서구의 

가장 친근한 의례 중 하나로 꼽으면서(Bregman: 27), 침례가 죽옴과 재생 

의 이미지로， 바울에서부터 엘리아데에 이르기까지 “물로 씻음”과 “그리스 

도와 함께 장사됨”이라는 모티프로 이해되어져 왔다고 간파한다úbid.: 31). 

또한 이 시기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터너의 ‘코뮤니타스’의 관계로 볼 

수 있다. 터너는 순례자의 행렬올 종교 인류학적으로 분석하며， 그 상황을 

일순간 계급과 신분， 성별이 없어진 연대적인 일치로 이해한다. 그는 인도 

뻔다뿌르(Pandharpur)로 떠나는 성지 순례를 언급하면서， 카스트 제도가 

허물어지고 모두 친구가 되는 공생(共生) 관계가 바로 ‘코뮤니타스’며， 이는 

서로의 사회적 가면(persona)들올 던지고 각기 완전한 개인이 되는 무차별 

의 경험이라고 설명한다(Tumer， 1974: 201ff). 이처럼 재립교회 건강 전 

도의 마지막 안식일 경험도 서로의 출신과 성별과 병인(病因)에 상관없이 

하나의 커다란 연합의 무리를 이룬다.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유대는 해가 

지면서 공식(共食， commensality)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진다. 사람들은 

서로의 간중올 통해 영적인 치유의 경험올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싱글 

턴(Singleton)은 오순절교파를 비롯한 카리스마적 기독교 집단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영적인 치유에 많은 부분이 남들이 경험한 ‘기적’올 이야기해 줌 

19) r찬미가J (1989) 64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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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telling)으로 경험된다는 점올 명백히 밝히고 있다{Singleton: 135). 

(3) 통 합(re-incorporation) 

해가 지고 안식일이 지나면， 드디어 금식이 해제되고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한다. 이 식사는 터너가 말했던 일종의 ‘공식[회식]’인 생이며， 부유 

한 자도 궁핍한 자도 서로 음식올 나누고 같이 먹는 공동체률 이루는 것이 

다. 특히 채폴(Chapple)은 공식올 분석하면서 매일 매일 소소하게 일어나 

는 분쟁이나 갈퉁 상황올 해소해주는 기능이 의 례에 있옴올 주장하고 있다 

(Scheff, 112). 

물론 그 다옴 일요일이 되면， 그들은 서로 집과 고향올 향해 뿔뿔이 흩 

어진다. 일주일의 치료와 기도， 그리고 안식띨 의례를 통해 대미(大尾)를 

장식한 이들은 예수의 부활의 날인 일요일， 드디어 일상으로의 복귀를 향해 

떠나는 것이다. 원래 재립교회가 개최하는 건강 전도는 도시 지역에서 벗어 

나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률 들어， 강원도 산세 깊은 

지대에 세워져 있는 요양원이나 기도원에서 행해지는 것처럼， 숲 속에 세워 

져 있는 재립교회 건강관은 터너가 말했던 순례지의 위치와 비슷한 양태를 

띠고 있다. 터너에 따르면， 순례지는 아무 이유 없이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힘든 곳， 도심 지역에서 많이 벗어난 곳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다. 순례지의 위치가 순례의 여정올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의미 

인데， 이는 재림교회의 건강관의 위치와도 동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순례의 행진처럽 “도심에서의 이탈-순례지-도심지로의 복귀”로 이어 

지게 된다. 이는 죽음과 재생의 의례를 통해 그들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경험에 동참한 것이며， 이전의 몸올 죽이고 새로운 몸올 부여받는 이른바 

탈각의 경험올 맛본 것이다. 

죽옴과 재생의 의례는 단순히 가시적인 장례식(visible funera1)만올 의 

미하지 않는다. 그러한 민족지적 자료들온 단지 종교 인류학적 해석에서 머 

물 수밖에 없다.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 드러나지 않는 장례식(invisible 

funera1)올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아니 앞서 말했듯이， 도리어 더 분화되고 

현대화된 문명 세계의 종교일수록 그러한 죽돋-과 재생의 의례는 보다 고도 

의 종교적 상징으로 숭화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의미에서， 재림교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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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일은 장례식이다. 재립교인들이 운영하는 건강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안식일에 자신의 ‘옛 몸’을 던져 버리고 ‘새 쁨’으로 갈아입는다고 한다. 그 

들은 잘 준비된 안식일 의례률 통해 영적인 장례식올 겪는 셈이다. 더불어 

일요일부터는 재립교회의 건강 집회 명칭 그대로 하나의 ‘새로운 시작 

(New Start)’인 것이다.20) 

6. 끝맺는 말 

흔히 비과학(pseudo-science)이라는 종교와 첨단 과학(cutting-어ge 

science)이라는 의학이 만나는 장(場)에 ‘안식일 의례’가 놓여 있다. 재림교 

회는 그들의 전도(전교)방식인 건강 전도률 통해 안식일 의례라는 새로운 

의미화 작업을 이루어 내었다. 종교 예배일로서의 안식일(Sabbath day) 이 

의례로서의 안식일(Sabbath ritual)로 확대되는 과정올 통해， 그들은 생물 

학적인 옴(biological body)올 종교적인 몸(religious body)으로 확대 이 

해하여， 세포(cell)를 성소(sanctuary )로， 정신(spirit)을 성 령(Holy Spirit) 

의 제어를 받는 그릇(vessel)으로 비유하고， 또 그를 역동적으로 안식 일 의 

례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재립교인들의 의례률 통해， 안식일 개념은 예수가 죽어 장사되고 다시 

부활한 사건과 연결되었고， 더불어 죽옴과 재생의 원형적 의례라 할 수 있 

는 고대 유대교의 할례와 연장선상에 있는 첩례 의례와 신학적 랑데부를 

하게 되었다. 고로 건강 집회가 끝나는 안식일 침례가 일반적으로 베풀어졌 

고， 그 종교적 의미는 한 인간의 구속과 구원이었다. 그렇기에 안식일 의례 

는 재립교인들에게 메시아의 구원올 이루어주는 날로 경험될 수 있었던 것 

이다. 

결국 재립교회는 건강 전도라는 그들의 행사에 예배일인 안식일올 죽음 

과 재생의 의례로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예수의 죽음(sacrifice)의 

20) New Start는 이니쩔로 각각 특별한 합의가 있다 Nutrition . Exercise . Water . 
Sunshine . Tem야rance . Air . Rest . Trust in God. 이는 재립교인들이 건강 
전도률 벌이는 데 하나의 기초적인 종교 코드가 되어 왔다고 활 수 있다. 여기서 

휴식(Rest)을 안식일(Sabbath)로 바라보는 게 재립교인들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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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티프와 첩례의 ‘장사지냄(buri려)’의 모티프률 안식일에 접목시킨 것이고 

이 과정에서 안식일이 죽음과 재생의 통로(channeD가 되어 역동적인 종교 

적 상정들을 만들어 내게 된 것이다. 물론 갖-사의 셜교에서부터 교회률 치 

장하는 많은 성물들， 도구들도 그 상징물들 중에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 

겠다. 여하튼 이는 죽음을 ‘잠’으로， 부활올 그 잠에서 깨어나는 것 

(awakening)으로 이해하고 있는 재립교회의 죽음의 개념과， 인간의 영혼 

과 육체를 일원론적으로 보아 영적인 치유는 결국 육체의 치유를 가져온다 

는 인간의 개념율 실제화하고 있는 하나의 프-락시스(pr없is)로 볼 수 있다. 

이는 재림교회 내의 신자들 사이에 뿌리깊게 작용하고 있는 의례화된 몸 

(ritualized body)인 것이고， 창조적인 브리꼴라쥬(bricolage)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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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ligious Inquiry Into the Death-Regeneration 

Sabbath Ritual 
-focusing on Seventh-Day Adventist church-

Baek, Soong-Ky 

The Purposes of this thesis are two 때nds: 

One is to analyze the dynamic application and performance of 

death-regeneration ritual in our highly divided society today; the 

other is to explore the process of making some meanings in the 

ritual process. 

To meet this question, two different, but interrelated tasks 

should be done: 

Firstly, a couple of adventist doctrines, that is to say, their 

teaching about human body and death problem, have to be studied 

roughly, and then through an academic approach to ritual problem, 

the historical and theoretical aπangement of ritual theories has to 

be epitomized. 

And lastly, the practical adventist healthcare program, so-called 

New Start progr없n， has to be compared with ’Isoma ’ ritual in 

Ndembu tribe. From sabbath day to Sabbath ritual, some 

divergent meanings Sabbath implies are expanded, 킹ld adventists 

put Sabbath ritual into the center of their worship ceremony and 

utilize it as means of mission work. 

In that ritualizing process, Jesus is described as a good do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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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rch as a great hospital, Holy Spirit as a divine power to cure 

the invalid , es야~ially in Sabbath. They regard physical bodies as 

religious bodies, cells in human body as the sanctuary God dwells, 
their mind as a sort of vessel Holy Spirit flows into, and they 

teach and practice these interpretation dynamically with Sabbath 
ritu떠. Especially, ’separation - transition -reincorporation ’ triad 

structure theory, as A. van Gennep said, is adapted in this thesis 

to interpret adventist Sabbath ritual, and this work meets the case 
with main theme of this thesis. For the purpose of this work, by 

means of Listenwissenschaft, as Jonathan Z. Smith put it, such a 

new understanding of Sabbath ritual is compared with many a 

religious heritage in world history. 111 other words, adventist 

Sabbath ritual is not a isolated and rare case, but a normal case 
in the forest of abundant data dug out in religious studies. Many 

different religious currents, such as New Age movement, holistic 

healing, and unorthodox medicine, are compared with New Staπ 

progr없n. Also in this thesis, Sabbath ritual in adventists is 
compared with Isoma, a therapeutic ritual in Ndembu tribe, in 
Africa. Through scrutinizing ritua1 process of Isoma, 

death-regeneration motif in Sabbath ritual Korean adventists 

practice is more easily understood. Furthermore, it is noteworthy 

that adventist church offers cure and unity of community and 
mission work through their Sabbath ritual, just as Ndembu 
aborigines cure and bind their members in one with their Isoma 

ritu허. 

In conclusion, adventists take advantage of Sabbath ritual as a 
symbolic channel of death-regenera1ion. This results from 
interpreting Jesus' death motif and burial motif of baptism as 
fulfilling Sabbath. In this process, Sabbath becomes a tunnel from 

death to resurrection and helps create dynamic religious symbols 

and emblems in their worship ceremony. of course these symbols 
range from pastor' s sermon to various religious omaments in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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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rch-pictures, musical instruments, and tools. 1n Sabbath ritual, 

Jesus' death in Passover means a s때aration phase, and his burial 

and underground rest in Sabbath day means a transition phase, 

and then his resurrection in Sunday moming means a 

re-incorporation phase. These scheme reminds us of Gennep ’s 

initiation storγ and Tumer’s communitas state. In sum, Sabbath 

ritual seems to be a praxis that embodies adventist teachings 

about death, in which they think of death as a sleep, resurrection 

as awakening from the sleep, and practices their teachings about 

human body, in which they look upon human ’s spirit and flesh as 

one unity and understand that spiritual healing brings about 

physical healing. This praxis is, as stated early, a body schema, in 

Douglas' term, which affects adventists ’ life styles and thoughts. 

And this body schema is their ritualized body and creative 
bricolage tod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