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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I. 서론

엘렌화이트(Ellen G. White, 1827–1915)는 19세기미국에서태동한제칠일안식

일예수재림교1) 역사에서단연영향력있는인물이다. 화이트는평생 2천번이상

의계시와이상을보았고, 4,600여개의기사와 10만페이지에달하는방대한저서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박사과정
1) 외국에서는 ‘재림교회(Adventist)’로약칭하나, 국내에서보통 ‘안식교(安息敎)’로알려
져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이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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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기록을남겼다. 안식교는그러한그녀를선지자로추앙했고, 그녀가세상을떠

난지백여년이지난지금에도여전히그전통을고수하고있다. 그녀는생전에

강연이나설교, 육성이나편지로, 그리고사후에는자신이남긴저서로여러주제

에관한신학적발언들을아끼지않았다. 오늘날교회는유산관리위원회를세우는

것으로그녀가교회에끼친영향력을기념하고있다. 미국에본부를둔위원회는

전세계여러곳에지부를두고있으며,2) 화이트가남긴저작물을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화이트의종교경험은 ‘영적선물(spiritual gifts)’이라불렸는데, 안식교는오늘날

그녀의저작물들을묶어 예언의신(Spirit of Prophecy)이라통칭하고있다. 예언
의신의영감은성경의그것과동일하며, 심지어일부교인들은 예언의신을성
경보다더권위있게여긴다.3) 해석의갈림길에선안식교신자가 ‘그녀는이에

대해무슨말을했을까?’ 되물으며어김없이화이트의저작을뒤지는이유가여기

에 있다. 대부분의 목회자는 설교에 예언의신 인용구를 한두 개 이상 반드시
언급하며, 교인들역시마치 탈무드를방불케하는, 예언의신 각주가달린 복
음성경을 들고 다닌다. 

역설적으로안식교가오늘날전세계에수준급의의료기관을보유하게된것은

전적으로그녀가남긴 예언의신 덕분이다.4) “자신을 ‘질병으로부터극심한고통

을받는자’이자 ‘일평생환자’라고설명한화이트는건강과관련된문제에대해서

지속적인관심을가졌다.”5) 병약한어린시절은그녀로하여금건강에천착하게

2) 한국 지부는 서울시 노원구에 소재한 삼육대학교 신학관에 위치해 있다. 
https://www.syu.ac.kr/egw/

3) 화이트의 영감성에 대해 Patrick은 복고주의적(reversionist) 관점과 거부주의적
(rejectionist) 관점, 변형주의적(transformationist) 관점으로나누어설명하고있다. Arthur 
N. Patrick, “Ellen White’s Ministry,” in The Future of Adventism: Theology, Society, 
Experience, ed. Gary Chartier (Ann Arbor, MI: Griffin & Lash, 2015), 185-222를보라.

4) 오늘날 안식교는 2018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211개의 종합병원과 121개의 요양원, 
440개의클리닉, 22개의건강식품공장을보유하고있다. 자세한통계는안식교공식
홈페이지(www.adventist.org)를 참고하라. (접근일: 2021년 6월 28일)

5) 로널드넘버스·래니셰플린, 과학과의학 , 미국의선지자엘렌하몬화이트, 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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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었고, 그러한관심은안식교가오늘날과같은첨단의의료인프라를구축하는

데원동력을제공했다. “안식교는공식적으로조직된이후선지자[화이트]로부터

영감을받아엄청난제도적확장과사상적변혁을경험하게되었다. 1863년에그

녀는성(性)과식단, 의복에대한이상을본후에안식교의건강개혁운동을시작했

다.”6)

화이트는 19세기빅토리아시대를살았던인물이다. 그렇기에그녀가남긴많은

저작들중에는오늘날관점에서볼때매우낯선내용들이적지않다. 그중하나가

‘생기(vital force)’라는개념이다. 생기개념을이해하지않고서는화이트의인간관, 

나아가안식교의채식주의및식사금기도이해할수없다. 여기서주목해야할

것은그녀가생기라는개념을자위금기와연결시켰다는사실이다. 그녀에게자위

는스스로를금수(禽獸)로타락시키는저열한범죄이자하나님의성전인몸을더

럽히는 혐오스러운 행위였다.

만일이습관[자위]이 15세때부터이후로계속된다면, 자연은자신이받은학대에

대해 항의할 것이며, 특히 30세부터 45세에 이르기까지 자연 법칙을 범한 데 대한

형벌로그들로하여금신체의수많은고통과간과폐의감염, 신경통, 류머티즘, 척추

감염, 신장질환, 발암성체액과같은다양한질병들을통해대가를치르게할것이다. 

몇몇자연의정교한기계가파괴되면서남은부분들이작동하는데더과중한부담을

지도록 만들며, 그것은 자연의 정교한 조직을 흐트러트리는 일이다. 그러므로 종종

신체가 갑자기 쇠약해지다가 결국 죽게 된다.7)

흥미로운것은이러한화이트의생기개념이고대중국의도교에서운위되던

방중술(房中術)의 몇 가지 주제들을 연상시킨다는 사실이다.8) 종교학자 휴스턴

도프 아모트 외 편저 (서울: 삼인, 2017), 366.
6) 조너선 버틀러, 초상화 , 미국의 선지자 엘렌 하몬 화이트, 59.
7) Ellen G. White, Testimonies on Sexual Behavior, Adultery, and Divorce (Silver Spring: 

Ellen G. White Estate Inc., 1989), 122.
8) 화이트의 생기 개념은 히포크라테스로 시작하여 갈레노스가 정립한 사체액설

(humorism)에서그뿌리를찾을수있다. 사체액설은아우구스티누스와토마스아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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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스(Houston Smith)는 도교를 크게 철학적 도교(도가)와 종교적 도교, 그리고

양생적도교로분류했는데,9) 양생적도교에서는도의할당량을단순히보존하거

나재분배하는것에만족하지않고도의분량을더늘려나가는것을선택했다고

말한다. “회계학적용어로말한다면, 철학적도교가비용을줄여서(쓸데없는에너

지지출을줄이기) 순수익을늘리는데에골몰한다면, [양생적도교의] 도사들은

아예총수익을늘리기원했다.”10) 여기서도의분량을늘리는것은연단법(練丹法)

을통해궁극적으로장생불사의신선(神仙)이되는일이다.11) 특히그중에서내단

의방중술은정(精)을지켜뇌를보충하는 ‘환정보뇌(還精補腦)’의이상을구현하

는 핵심 실천법으로 꼽힌다.12)

4세기도교를집대성한연단술가갈홍(葛洪)은 포박자(抱朴子) 내편 에서이
러한환정보뇌의원리를자세하게정의하고있다. 그는행기와단약, 방중으로구

분되는양생법중에서특히방중술을환정보뇌로가는핵심과정으로보았다. “갈

스에의해그리스도교신학에포섭되었고, 이는다시청교도신학으로이어졌다. 히포
크라테스나갈레노스의의학개념들을 황제내경이나 동의보감, 사상의학과비교
하는작업은이전부터상당수이루어져왔다. 대표적인논문으로는백진웅, 과학기술
사적관점에서바라본 4體液說과四象醫學이론체계의비교연구 , 대한한의학원전
학회지, 대한한의학원전학회 25/3 (2012): 13-22.를 참고하라.

9) Houston Smith, The World's Religions: Our Great Wisdom Traditions (New York: HarperOne, 
1998[1958]), 199.

10) Smith, The World's Religions, 201.
11) 양생적도교에서연단법은흔히내단(內丹)과외단(外丹)으로나뉘는데, 내단이양생법

(養生法)이라불리는신체단련을통해불사의몸을만드는방식이라면, 외단은약초와
광물질을통해금단(金丹)을직접제조하여섭취하는방식을일컫는다. 이와관련하여, 
장성수, 도교(道敎)의내단(內丹), 외단(外丹)과그기원에대하여: 노자, 장자, 참동계
(參同契), 포박자(抱朴子)와 관련하여 , 동양철학연구, 동양철학연구회 6 (1985): 
139-168.을 참고하라.

12) “방중술이란남녀의성행위를통하여몸안의기를보존하고새어나가지않도록하는
양생법이다. 남녀는 천지와 더불어음양의두 가지 범주에 속하는 것인데, 천지가
기의 교류에 의해 만물을생성 화육해냄과 같이 인간도남녀 간의 성적인 교합이
바람직해야무궁한생명력을키워나갈수있다는것이다.” 신진식, 포박자내편의
양생사상 , 포박자 연구, 한국도가도교학회 엮음 (서울: 문사철, 2016), 59. 물론
내단과방중술이론체계도 11세기이후다양한전개를보이고있지만, 본논문에서는
갈홍의 포박자에서 말하는 개념들로 한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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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이말한신선이되는방법가운데방중술은남녀간의성행위기술을통해넘치

는양기를들어내고음기를보충하거나, 혹은넘치는음기를들어내고양기를보

충하는방법을통해불로장생을추구하는하나의기술이다. ... 그들은이방중술로

보구상손(補救傷損), 공치중병(攻治衆病), 채음익양(採陰益陽), 증년익수(增年益

壽) 등을 추구했는데, 그 요체는 환정보뇌에 있다고 했다.”13)

1,300년이라는시간차를뛰어넘어각기도교와그리스도교라는전혀다른두

종교전통속에위치한갈홍의환정보뇌와화이트의자위금기는생기와정액방

사에관해흡사한행동양식을보여준다. 이에본고는이러한문제제기를토대로

종교학의비교방법론을동원하여갈홍의 포박자와화이트의 예언의신이라는
텍스트들을서로 비교하고 정을 지키는 방중술과 생기를 지키려는 자위 금기가

지니는구조적유사점과차이점을논의하고자한다. 이비교연구를통해본고는

화이트의 생기 개념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얻고, 더불어 안식교 내에서 자위

금기가 가지는 지위도 입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Ⅱ. 엘렌 화이트의 인간관: 거룩한 몸

엘렌굴드하몬(Ellen Gould Harmon)14)은 1827년 11월 26일미국메인주골햄

(Gorham)에서로버트하몬(Robert Harmon)과유니스(Eunice) 사이여덟자녀중막

내로 태어났다. 그녀는 9세 때 친구가 무심코 던진 돌에 얼굴을 정통으로 맞는

불의의사고로삶의방향이완전히뒤바뀌는경험을했다. 코가주저앉은채수

주일을기절해있었던경험은그녀가건강과의학에깊은관심을가지게되는결

정적계기를제공했다. 그녀는고통스러운현세의삶에서벗어나기바랐고, 그럴

13) 백남귀, 갈홍의신선사상과성선법(成仙法) , 한국종교사연구, 한국종교사학회 13 
(2005): 199.

14) 훗날 안식교의 공동설립자(cofounders)인 제임스 스프링어 화이트(James Springer 
White)와 1846년결혼하면서그의성을따라엘렌화이트(Ellen G. White)가되었다. 
당시 그녀의 나이 18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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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종말과 재림에 더욱 몰두하게 되었다.

본래 독실한 감리교 신자였던 그녀는 1840년대 부모와 함께 윌리엄 밀러

(William Miller, 1782–1849)의재림운동에가담하게된다.15) 당시침례교설교자

였던밀러는 1844년 10월 22일에예수의재림이있을것이라는시한부종말론을

설파하고있었다. 처음에는 1883년, 그리고는거듭 1844년을재림의해로정했지

만, 밀러파(Millerites)가 손꼽아 기다렸던 그날은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지나갔다.16) 소위 ‘대실망(Great Disappointment)’이라불리는사건이었다.17) 그사

건의한복판에는어린하몬도있었다. “그러나기대했던시간은지나갔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믿고 바랐던 자들에게 지워진 첫 번째

시험이었다. 하나님을기다리던백성들이느낀실망감은지대했다.”18)고그녀는

당시를 회고한다.

대실망은이름그대로실망만을주진않았다. 절묘한시기에하몬은계시를받

는다. 1844년 12월, 17세의나이에본첫번째이상은밀러의재림운동이틀리지

15) 윌리엄밀러에관해서는 David L. Rowe, God’s Strange Work: William Miller and the 
End of the World (Grand Rapids, MI: Wm.B.Eerdmans Publishing Co., 2008); George 
R. Knight, William Miller and the Rise of Adventism (Nampa, ID: Pacific Press Publishing 
Association, 2010), Millennial Fever and the End of the World (Boise, ID: Pacific Press 
Publishing Association, 1993); Roland L. Numbers & Jonathan M. Butler (eds.), The 
Disappointed: Millerism and Millenarianism in the Nineteenth Century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7)를 참고하라.

16) 1844년은여러모로미국종교사에서특별한해로간주된다.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
회(모르몬교)의창시자조지프스미스주니어가그해 6월 27일폭도들의총에맞아
순교했으며, 두 달 뒤인 8월 8일 브리검 영이 그의 후계자로 지목되었다. 같은 해
10월 22일에는 안식교와 훗날 여호와의증인을 잉태했던 재림운동이 ‘대실망’으로
와해되었다. 19세기미국에서태동한대표적인세교단이 1844년을기점으로전혀
다른 종교적 원동력을 얻은 셈이다. 자세한 내용은 John Bicknell의 America 1844: 
Religious Fervor, Westward Expansion, and the Presidential Election That Transformed 
the Nation (Chicago: Chicago Review Press, 2014)을 참고할 것.

17) 배철현은대실망을일컬어안식교를태동시킨 ‘위대한실망’으로정의하고있다. 배철
현, 재림주의와 ‘위대한실망’: 윌리엄밀러(1782-1849)와유재열(1949-)을중심으로 , 
종교와 문화,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4 (2013): 2.

18) Ellen G. White, Life Sketches of Ellen G. White (Mountain View, CA: Pacific Press Publishing 
Association, 1945[1915]),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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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으며, 하나님께서당신의성도들을하늘까지굳게인도하신다는약속의보증

이었다. 그녀는훗날이경험을 초기문집(Early Writings)이라는책으로엮어출
판했다.19)

이어그녀는 1863년부터건강에관한일련의계시들을보게된다. 이후화이트

는건강개혁의투사가되어건강과절제에관해많은저서들을남긴다. 저서들을

관통하는핵심으로그녀가인간의몸을 ‘하나님의성전’으로보았다는점을꼽을

수 있다. 그녀의 인간관은 다음의 성경구절들에 기반하고 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하나님의성전을더럽히면하나님이그사람을멸하시리라.”20) “하나님

의성전과우상이어찌일치가되리요? 우리는살아계신하나님의성전이라.”21) 

이구절들을통해화이트는몸의건강과성전의정결을다음과같이등치시킨다. 

건강법칙을무시하고신체를망가뜨리는일체의행위는하나님의성전을더럽히

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인도하시는백성은특별하다. 그들은세상사람들과같지않다. 그러나

그들이만일하나님의인도하심을따른다면, 그들의목적을이루고그들의뜻을하나님

의뜻에양보할것이다. 그리스도께서그마음속에거하신다. 하나님의성전은거룩하

다. 사도[바울]는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말한다.22)

19) 이는마치빙엔의힐데가르트(Hildegard von Bingen, 1098–1179)의종교경험을떠올리게
한다. 스스로를 ‘무학자(indocta)’로불렀던힐데가르트가속사폴마르(Volmar)를통해
스키비아스(Scivias)를남긴과정과학력이라곤초등학교중퇴가전부였던소녀하몬
이훗날패니볼튼(Fannie Bolton)을비롯한여러명의개인비서들을두고 예언의신을
편집했던과정이서로유사하기때문이다. 1141년, 힐데가르트가본이상의내용도
1844년, 화이트가본첫계시의내용과흡사하다. 힐데가르트가남긴 스키비아스는
가톨릭에의해신성한계시로그영감을인정받았으며, 화이트가남긴 예언의신역시
안식교 내에서 ‘큰 빛’인 성경을 비추는 ‘작은 빛’으로 그 영감을 인정받았다.

20) 고린도전서 3장 16∼17절. 이하성경절은 개정개역판성경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8)을 참고했다.

21) 고린도후서 6장 16절.
22) Ellen G. White, Counsels on Diet and Food (Washington D.C.: Review and Herald Publishing 

Association, 1976[1938]),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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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감각을 흐리게 하거나, 신경 체계에 작용하여 스스로 품격
을 떨어뜨리도록 하거나, 유용성에 맞지 않도록 만드는 음식이나 음료를 자신의 신체 
안으로 섭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전은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 정신과 몸의 모든 
능력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보존되어야만 한다.23)

화이트는사도바울의성경구절들을상징적인의미가아닌물리적인개념으로

이해했다. 그런점에서 ‘건강한육체에건강한정신이깃든다(anima sana in corpore 

sano).’는 유베날리스의 격언만큼 화이트의 인간관을 단적으로 설명해주는 말은

따로 없다. 건강한 육체에 거룩한 성령이 깃든다. 결국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그리스도인의과업은건강을해치는모든부적절한행위를그치는것에서완성된

다. 그대표적인행위로는과식과육식의금지, 커피나홍차, 술, 담배같은기호식

품의금지, 의복(화려한옷, 장신구, 가발등)이나스포츠(경쟁적인운동, 자전거, 

볼링, 카드게임등), 심지어독서(소설과경박한문학작품등)에이르는세속적인

생활양식들의금지가포함되었다. 그러나그중에서자위는그녀로부터거의저주

에가까운공격을받았다. 자녀에게자위를허락하느니차라리정결한상태에서

일찍 죽는 게 낫다고까지 말했을 정도다.

은밀한 죄악[자위]이 수천 명, 수만 명을 죽이고 있다.24)

... 왜냐하면 영혼의 성전에 들어온 진리는 마음에서 정욕과 더러움을 내쫓을 것이기 
때문이다. ... 그대는 간음을 행치 않았다고 말한다. ... 그대는 그대가 청년들을 이러한 
자위의 습관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의 경험을 통해 보거나 이해할 수 없는가? 

그대는 그들[청년들]에게 선악과를 주었고, 전달된 각종 악들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 실과를 따먹도록 만들고 있다. ... 내게는 내 아들 W. 

C. 화이트의 자녀들, 즉 손녀들이 있다. 만일 손녀들이 이러한 유혹에 노출되어 이런 

23) Ellen G. White, Temperance (Mountain View, CA: Pacific Press Publishing Association, 
1949), 18.

24) Ellen G. White, Testimonies for the Church, vol. 4 (Mountain View, CA: Pacific Press 
Publishing Association, 1885), 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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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습들을 배우게 되든지, 아니면 죽음으로 잘려 나가게 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면, 나는 차라리 이렇게 말하고 싶다. ‘그들이 무죄한 상태에서 죽게 하라. 

그들이 소돔의 열매를 먹으므로 타락하지 않게 하라.’25)

Ⅲ. 엘렌 화이트의 생기 개념

1. 19세기 건강개혁자들의 생기 개념

생기(vital force)는 17세기유기화학에서사용되던용어였다. 1774년, 독일의화

학자 프리드리히 메디쿠스(Friedrich Kasimir Medicus, 1738–1808)는 생기론

(vitalism)을통해소위 ‘레벤스크라프트(Lebenskraft)’라는용어를처음제시했다.26) 

그는생명만이생명을낳을수있으며, 레벤스크라프트가없는무기물에서는절대

생명이나올수없다고주장했다. 이후 1827년스웨덴의화학자베르젤리우스(Jöns 

Jacob Berzelius, 1779–1848)는스웨덴과독일에서유기화학에관한자신의저서를

출판했는데, 생기가유기물과무기물을구분해주는기준이라고주장했다. 당시학

계에서널리받아들여졌던생기론에따라유기물은생기와관련된특별한에너지

로여겨졌던것이다.27) 물론베르젤리우스의생기론은그의제자였던프리드리히

25) White, Testimonies on Sexual Behavior, Adultery, and Divorce, 127.
26) 독일어 레벤스크라프트에 상응하는 단어로 영어에는 vital force, 불어에는 la force 

vitale이 있다. 유럽의생기론자들은생기를 그근원이신에게있는설명불가능한
에너지로규정했다. 일예로, 프랑스의생기론자클로드베르나르(Claude Bernard)는
1856년자신의콜레주드프랑스강의에서생기를일컬어 ‘너무나도불가사의한성질
(les propriétés les plus merveilleuses)’이라고말했다. 이찬규·이나미, 클로드베르나르
의실험의학: 19세기프랑스문학에나타난자연주의와근대성의기원연구 , 의사학, 
대한의사학회 22/1 (2013): 287.

27) Senčar-Čupović, Ilinka, “The Rise and Breakdown of Vitalism in Nineteenth Century 
South Slavic Chemical Literature,” History and Philosophy of the Life Sciences, Napoli: 
Stazione Zoologica Anton Dohrn 6/2 (1984):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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뵐러(Friedrich Wöhler, 1800–1882)가시안산암모늄(무기화합물)에서요소(유기화

합물)를추출해내면서학계에서는폐기되었지만, 생기란용어만큼은대중의언어

속에 살아남았다.

이러한 생기 개념은 19세기 미국 건강개혁자들의 문헌들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화이트에게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실베스터 그레이엄(Sylvester 

Graham, 1794–1851)은자신의저서에서생기는신이부여한것이며생기가고갈

되면유기체가죽음을맞는다고주장했다. 그에게장수의비결은한정된생기를

몸 전체에 고르게 분산시켜 되도록 오랫동안 보존하는 방법 밖에 없었다.

이러한 생기의 재생 능력이 의존하는 신체적 원칙들이 그 자체로 소진될 수 없다면, 

그래서 우리 신체가 심지어 현재의 존재 상태에서도 불멸성을 발휘할 수 있다면, 생명
의 법칙을 엄격하게 준수하므로 생기(vital energy)의 영원한 증감 속에서, 그리고 물질
의 끊임없는 결합과 해체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지 않다. 생명체 자체는 닳아 없어진다! 신체의 보충과 재생 능력이 의존하는 살아
있는 장기의 궁극적인 힘은 가장 유리한 상황에서도 점진적으로 소모되고 마침내 모두 
소진되어 버린다.28)

19세기건강개혁자들은생기의개념을해를거듭하면서반복되는인출로줄어

드는은행계좌의잔고에비유했다.29) 우리는그레이엄과동시대건강개혁자이자

화이트가평소읽었던제임스잭슨(James Caleb Jackson, 1811–1895)의주장에서

도 이와 같은 진술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생기(vital force)가 충분히 있을 때, 그리고 생기가 방해받지 않는 
방식으로 전체 신체 조직에 분산될 수 있을 때 생기는 어느 누구든 가질 수 있는 질병을 
퇴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담보물의 하나라는 것이다.30)

28) Sylvester Graham, Lectures on the Science of Human Life (Boston: Horsell and Shirrefs, 
1939[1854]), 352.

29) Ronald L. Numbers, Prophetess of Health: A Study of Ellen G. White (Grand Rapids, 
MI: Wm. B. Eeerdmans Publishing Co., 2008[1976]),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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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사례는 많다. 건강개혁자 새뮤얼 톰슨(Samuel Thomson, 1769-1843)도

생기의낭비가질병을가져온다고말했다.31) 또한엘리밀러(Eli P. Miller)는자신

의저서 생기(Vital Force)에서질병과생기의상관관계를제시하며화이트를포
함하여 19세기미국의건강개혁자들이공통적으로가지고있었던생리학적이해

를 확인시켜준다. 그는 생기가 무분별한 정액 분출에 의해 소진되며, 많은 양의

생기를잃었을때신체가질병에걸린다고주장했다. 이런주장은화이트의생기

개념과 정확히 일치한다.

모든 아이들은 부모에게서 어느 정도의 생기(vital force)를 희생한다. 이는 정액, 

즉 남성적 원리가 뇌, 신경, 근육, 뼈를 형성하는 요소들, 간단히 말해서, 신체를 구성하
는 모든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로부터 입증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과 분리됨
으로써 생명 원리의 일부가 상실된다; 이러한 생명 원리의 지속적인 상실은, 그것이 
생산의 목적을 위해서든 다른 목적을 위해서든, 필연적으로 몸에서 방대한 양의 생기를 
방출해야 하며, 인류에게 취약한 수많은 질병에 쉬운 먹잇감으로 전락한다.32)

2. 엘렌 화이트의 생기 개념

화이트는진공속에살지않았다. 그녀가활용했던어휘와개념은당시 19세기

30) James Caleb Jackson, Consumption: How to Prevent It, and How to Cure It (Boston: 
B. L. Emerson & Co., 1879), 256.

31) “질병을예방하고수명을연장하는가장효과적인수단은도덕적미덕과대부분관련이
있는것들이다. 일련의음탕함과무절제, 주색잡기는신체를해치고, 질병을일으키며, 
수명을단축시키는직접적인경향이있다. 음탕한기질의습관적인방탕함, 문란한
성교, 특히성숙한나이에도달하지않은사람에게는그생기(vital energy)를소진시키
고, 신체를약화시키며, 무능과수많은질병의토대를 마련하는데 거의실패하지
않는다.” Samuel Thomson, The Friend to Health: Being a Selection of Valuable Truths 
Relating to the Preservation of Health from the Works of Thatcher, Franklin, Thomson, 
Salzmann, &c (Boston: Marsh and Capen, 1826), 78.

32) Eli P. Miller, Vital Force: How Wasted and How Preserved (New York: Haynes & Co., 
187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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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활동하던건강개혁자들과같았다. 화이트는건강개혁을말하며 예언의
신 곳곳에서생기라는단어를사용했는데,33) 보통다음의세가지맥락으로사용

했다. 1) 태초에하나님께서인간에게 주신생명력, 2) 뇌를타고주어진전기적

에너지, 3) 태어나면서각자한정된양으로주어지기때문에고갈되면바로사망에

이르는에너지. 첫번째로생기는태어날때부터인간의신체에주어진에너지로

유리한환경하에서특정한나이까지인간이살수있게해주는힘이다.34) 문제는

이 생기가 평소 아껴야 하는 한정된 자원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양의 생기를 우리에게 부여하셨다.35)

두번째로생기는전류처럼하늘에서공기를타고뇌로전달된다. 그녀에게생

기는 찌릿한 전기적 성질을 갖는 에너지다. 이러한 화이트의 생기 개념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그녀가살았던 19세기 초중반 패러데이의 전자기 이론과

동물자기(animal magnetism) 등이유행했던사실을상기할필요가있다.36) 그녀는

하늘에서내려오는전류가막힌폐쇄된공간에서장기간생활하는것은신체적으

로⎯특히 뇌에⎯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

신체의비활동은지력뿐만아니라도덕적능력도저하시킨다. 신체의모든조직과

연결되어있는뇌신경은하늘이인간과소통하고내면의생명에까지영향을미치는

33) 화이트는저서에서 vital force 외에도 vital power나 vital energy 등을함께사용했다.
34) Numbers, Prophetess of Health, 212.
35) Ellen G. White, The Ministry of Healing (Mountain View, CA: Pacific Press Publishing 

Association, 1942[1905]), 234.
36) 물론 화이트는 예언의신에서 동물자기와 전기치료, 최면술, 강신술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녀는하나님의전류와사단의전류를다음과같이구분하고있다. “이러한
사단의앞잡이들은병을고칠수있다고주장한다. 사실그들은사단의전류(電流)를
흐르게하는 통로이면서도, 자기들의힘이전기와 최면술과 소위 ‘최면 치료’라는
것으로부터나온것으로주장한다. 이러한수단을통하여그는인간의육체와영혼을
호리고있다.” Ellen G. White, Gospel Workers (Washington D.C.: Review and Herald 
Publishing Association, 1948[1915]),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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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가된다. 신경조직안에전류(electric current)가순환하는것을막는무엇이든생기

(vital power)를 약화시키고 지적 감수성을 줄이며 도덕적 본성을 일깨우는 일을 더

어렵게 만든다.37)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엄청나게 많은 생기(vital force)를 주셨으므로 인간은 비뚤
어진 습관의 결과로 인류에게 임한 누적된 질병들을 저항할 수 있었으며, 6천년 동안이
나 지속할 수 있었다.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창조 시 인간에게 주셨던 
힘과 전기적 에너지(electrical energy)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된다.38)

세번째로화이트가이해한생기는인간의저열한욕구로쉽게고갈되어버릴

수있다. 생기는새롭게보충되거나충전될수없으며, 그렇기에아끼고보존해야

한다. 화이트에게생기는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한정된에너지이며, 고갈되면

신체적죽음에앞서영적죽음을불러온다. 진리를거부하고수용하지않는사람

에게서도생기는빠르게소진된다. 왜냐하면화이트에게는하늘로부터내려오는

진리가 바로 생기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롭게 펼쳐지는 진리 안에서 빛나는 빛이야말로 옛 것을 영화롭게 한다. 

새 빛을 거절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은 실지로 옛 것도 소유하지 못했다. 그러한 자에게
는 진리가 생기(vital power)를 잃고 생명이 없는 형태가 되고 만다.39)

3. 생기 개념과 정(精) 개념의 비교

화이트의생기개념은동양종교에서도그비류(比類)를찾을수있다. 특히도

교에서운위되는정(精) 개념은 19세기건강개혁자들과화이트가함께공유했던

37) Ellen G. White, Education (Mountain View, CA: Pacific Press Publishing Association, 
1952[1903]), 209.

38) Ellen G. White, Testimonies for the Churches, vol. 3 (Mountain View, CA: Pacific Press 
Publishing Association, 1885), 138.

39) Ellen G. White, Christ’s Object Lessons (Washington D.C.: Review and Herald Publishing 
Association, 1941[1900]),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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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개념을이해하는데새로운통찰력을준다. 김만태는중국의서에나타나는

정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 생명 속에는 사람의 몸이 본래부터 구비하고 있는 세 가지 약이 있는데 정(精), 

기(氣), 신(神)이 바로 그것이다. 황제내경에서는 정기신을 연이어 언급하지는 않았지
만, 이 셋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양생에서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즉 
황제내경에서는 정기신을 인체 생명 활동의 근본으로 인식하여 이를 보양하는 것이 
양생, 장수의 비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보정(補精), 양기(養氣), 수신(守神)을 강조
하였다.40)

황제내경은보통정을두가지로정의한다. 하나는부모로부터받아선천적으

로갖고태어나는 ‘선천지정(先天之精)’이며, 다른하나는후천적으로수곡(水穀)

을통해얻어지는 ‘후천지정(後天之精)’이다. 전자는남녀의교합을통해얻어지는

생식지정(生殖之精)을말하며, 후자는먹고마시는음식을통해얻어지는수곡지

정(水穀之精)을말한다. 정이라는한자자체가쌀[米]이익었음[靑]을뜻하는것에

서곡물이정을북돋을수있음을유추할수있다. “이렇게생긴정은뼛속을스며

들어골수(骨髓)와뇌(腦)를보충해준다.”41) 그런데갈홍42)은수곡지정은인정하

지않고생식지정만언급하고있다. 이렇게되면서신선이되려는사람에게정은

한정적인자원으로남게된다. 결국 포박자의방중술은정을아끼고보존한다는
점에서정액한정설을전제하고있으며, 안으로돌린정을뇌의기능과활동에도

40) 김만태, 황제내경(黃帝內經)과동의보감(東醫寶鑑) 정기신(精氣神)론의명리학적적
용 고찰 , 한국학, 한국학중앙연구원 45/2 (2020): 119.

41) 김만태, 황제내경(黃帝內經)과동의보감(東醫寶鑑) 정기신(精氣神)론의명리학적적
용 고찰 , 124.

42) 갈홍은 단양(丹陽) 구용(句容) 사람으로서진초기 283년에태어나 동진 초기까지
살았던실존인물이다. 자가치천(稚川), 호는포박자(抱朴子)로신선가인갈현(葛玄)의
종손이기도 하다. 그의 저서 포박자는자신의호를그대로쓴작품이다. 학자들
사이에서그의출생년도에관해서는이견이없으나, 사망한해에관해서는여러의견이
분분하다. 갈홍은도교양생술의종합정리자일뿐아니라당시까지여러전통에따라
흩어져있던 연단술을 체계적으로 소개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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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되도록끌어올린다는 점에서 환정보뇌를 그핵심으로 한다고 볼수 있다. 

이 부분은 화이트의 한정된 생기 개념과 매우 유사하다 할 수 있다.

내단의핵심은환정보뇌, 즉정액을바깥으로배출하지않고몸안으로되돌려

뇌를보충하는방중술에있다. 포박자에서방중술은단약을만드는과정과무관
하지않다. 서론에서밝혔듯이, 본래도교에서내려오는연단술은금단을만드는

과정에따라크게 ‘내단’과 ‘외단’으로나뉘는데, 전자가정기신을이용하여몸의

내부에금단을만드는방법이라면, 후자는직접단약을만들어장생불사하는방법

이다. 내단에서말하는정은보통정액을가리키는말로생명의근원을보물처럼

지켜서 장수를 도모하는 데 필수적인 기(氣)의 일종이다. 일적정 십적혈(一滴精

十滴血), 즉 ‘한방울의정액이열방울의피와진배없다.’는중국속담처럼, 생명에

있어 정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결국 포박자가말하는방중술의핵심은정액이생명을지키고연장해주는
정수이며, 정의분량은태어나는순간정해져있기때문에이를뇌로돌려야한다

는 것이다.

대저 사람이 죽게 되는 원인은 정력 소모가 첫째이며, 노쇠가 둘째, 병의 질환이 
셋째, 중독이 넷째, 사기(邪氣)에 해를 입는 것이 다섯째, 바람이나 냉기에 맞는 것이 
여섯째이다. 이제 도인(道引)으로 기를 온몸에 두루 돌리고 방중술로 정(精)을 새지 
않게 하여 몸 안으로 돌려 뇌를 보충하고, 음식과 기거에서 절도를 지키며, 약물을 
복용하고, 정신을 통일하며, 횡사를 불러들이는 악귀를 막기 위하여 호부[부적]를 차고, 

생명을 단축시키는 진미나 미인들을 모두 멀리 한다면, 위의 여섯 가지 해를 면할 
수가 있다.43)

그렇다고정이새지않도록막는다고무조건독신생활을하거나금욕을실천하

는것은능사가아니다. 도리어갈홍은남녀간의섹스는일상에서음과양을서로

보충하는 바람직한 방술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43) 抱朴子 內篇 , 至理. 본문의 포박자 인용은 석원태 역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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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음양의 교접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장기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질병이 
발생한다. 그렇다고 정욕의 출동대로 마구 행하여 절제하지 않는다면 결국 수명을 
단축하고 만다. 이 술에 뛰어난 사람은 달리는 말처럼 솟구치는 욕정을 돌려서 두뇌를 
보하게 하기도 하고, 여인의 유즙을 장 속으로 환원하기도 하며, 금지(金池)로부터 옥액
(玉液)을 채취하기도 하며, 삼전(三田)이나 오장(五臟)의 기를 화량(華梁)으로 끌어올리
기도 한다. 그리하여 나이가 들어도 피부색이 윤택하고 하늘이 준 천수를 다 누릴 
수가 있다. .... 어떻든 이 법의 비결을 알고 여체를 맞이하면 여인이 많을수록 좋을 
것이며, 만일 이 법을 모르고 행한다면 한두 여인만을 상대한다 해도 빨리 죽고 말 
것이다.44)

갈홍의정개념과화이트의생기개념사이에유사점은분명하다. “사람은소년

이든장년이든질병에걸리지않을수없다. 다만그경중이있을뿐이다. 각자는

많든적든간에정기를받고태어났다. 그것이많은자는천천히다하며, 적은자는

그것이빨리고갈된다.”45)는 포박자의설명은태어날때생기가한정되었다는
화이트의 생기 개념과 큰 차이가 없다. 포박자에서든 예언의신에서든 각기
정과생기는본디타고나는것이며, 그렇기에남녀간의정상적인성행위를통해

서든자위와같은비정상적인방법을통해서든생명력을소진시키는부적절한행

위는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화이트는 예언의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간이 창조주의 손으로 창조되었을 때에는 그 형태가 완전하고 아름다웠으며 생기
(vital force)으로 가득 차서 인간의 타락한 식욕과 정욕, 그리고 건강법칙에 대한 전반적
인 위배를 인류가 심각히 느끼기까지는 천년 이상이 걸렸다. 보다 최근의 세대들은 
매 세대마다 더 빠르고 급격하게 병약과 질병의 압박을 느껴오고 있다. 식욕과 정욕의 
방종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크게 약화되어왔다.46)

44) 抱朴子 內篇 , 微旨.
45) 抱朴子 內篇 , 極言.
46) Ellen G. White, Counsels to Parents, Teachers, and Students (Mountain View, CA: Pacific 

Press Publishing Association, 1943[1913]),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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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유사점만큼이나차이점도존재한다. 갈홍이지극히남성의관점에서방

중술을요약했다면, 화이트는병약한여성의관점에서생기론에접근했다. 갈홍이

이상으로생각하는존재가남성, 즉장생불사의신선이었다면,47) 화이트는거룩한

몸을가진남녀그리스도인이었다. 생기를수용하는데개인차만존재할뿐남녀

의구분은무의미해진다. 또한갈홍이수곡지정은인정하지않고오로지생식지정

만중요하게여겼다면, 화이트는성생활과함께식생활의중요성도생기를유지하

는 중요한 방편으로 보았다. 포박자는 방중술의 보완적 양생법으로 호흡법과
복단약을제시하고있는반면, 예언의신에서는생기를지키는과업에자위금기
이외에 채식주의와 기타 건강개혁이 추가된다.

하지만이러한차이만으로 포박자의정개념과 예언의신의생기개념사이
의상이함을모두설명할수없다. 둘사이의근본적인차이점은화이트에게전류

로 이해되었던 생기가 성령이 보낸 것이 아니라 사탄의 것일 수 있다고 믿었던

데에서찾을수있다. 그녀에게사탄의악한영향력과하나님의선한생기를구분

하는 일은 생기를 보존하는 것만큼 시급한 과제가 된다.

사탄의 앞잡이들은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 자신들이 사탄의 전류
(electric currents)가 흐르는 통로에 불과하면서 자신들의 힘을 전기와 자기술(磁氣術⎯
최면술), 소위 교감 치료로 돌린다. 그러나 이는 그가 인간의 육체와 영혼에 주문을 
걸고 있다는 뜻이다.48)

47) 물론 포박자에도방술의현묘한도를전수하는이상적인인물로현녀(玄女)와채녀
(采女), 소녀(素女) 등을언급하고있고, 갈홍이쓴다른저서의하나인 신선전에도
여자신선들이여럿등장하고있지만, 포박자에서여자는철저히남자의방중술에
이용되는대상에불과하며남자의득도, 즉채음보양(採陰補陽)의도구로전락했다. 
게다가 미인(美人)은 도리어 양생에 방해되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어 지극히 남성
중심적인 신선관을 드러내고 있다.

48) Ellen G. White, Evangelism (Washington D.C.: Review and Herald Publishing Association, 
1970[1946]), 609.



110  종교와 문화

화이트에게사탄의전류로부터뇌를지키는것은가장중요한과업에하나이며, 

그과업의달성은생기의보존과성령의교통으로확보된다. 이를입증하기위해

그녀는 19세기 건강개혁자들의 의학적 진술들을 적극 활용했으며, 젊은 지구론

(young earth theory)을뒷받침하기위해창조과학에도깊은관심을보였다.49) 이런

점에서화이트는 ‘과학’이라는규범을성경해석의준거틀로받아들이는, 이른바

과학적 환원주의(scientific reductionism)를 표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Ⅳ. 엘렌 화이트의 자위 금기

1. 19세기 건강개혁자들의 자위 개념

토머스라쾨르(Thomas W. Laqueur)는자위를질병의근원으로보는의학적접

근이 18세기이후, 좀더정확히말하면대략 1712년이후서구에서발명된것이라

고주장한다. 오나니아(Onania)라는책이출판된 1712년이전까지이와같은의

학적진술은찾아볼수없다는것이다. 그때까지의사들은자위에관해거의언급

하지않거나차라리반대되는진술을했다. 정액에관해독립된저술을남긴갈레

누스도자위를통해정액을적절히배출해주지않으면도리어신체에해가된다

고 주장했다.50)

49) 이에 관해서는 Ronald L. Numbers, The Creationists: From Scientific Creationism to 
Intelligent Design (Cambridge and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6[1992])을보라.

50) 라쾨르는성적즐거움을위해서가아니라오로지남아도는체액을몸밖으로배출하는
수단의하나로창녀와정기적으로관계를가졌던디오니소스의예를든다. 가끔씩
창녀가늦게오는날이면아예자신의손으로해결하고창녀는손도안대고되돌려
보내기까지했다. “절제하는남성들이성교를하는것은쾌락때문이아니라, 비록
쾌락 없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불안을 치유하고 싶기 때문임이 분명하다.” Thomas 
W. Laqueur, Solitary Sex: A Cultural History of Masturbation (New York: Zone Books, 
2003), 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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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이런상황은 18세기에들어서면완전히뒤바뀐다. 라쾨르에따르면, 수

천년동안의학적으로전혀쟁점이되지못했던자위는척수결핵, 간질, 여드름, 

광기, 그밖의정신질환들, 수백종의질병들을낳는요인이라고규정되기시작했

다. 그는 1880년 이후부터는 자위가 건강에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매우혐오스러운행위로여겨졌고, 건전하고건강하며개인적자율성을확보하고

나아가영적자기-실현, 억압적이성성교체제로부터의해방을가져오는것으로

자위가찬양되기시작한 1960년대까지자위에대한부정적인견해가의학계를지

배해왔다고 주장한다.51)

이런급작스런변화의정점에다시미국의건강개혁자가위치한다.52) 앞서언

급했던실베스터그레이엄은 1830년대미국인들에게육류와약물의위험과함께

잦은성관계로인한심각한결과들에대해경고하기시작했다.53) 그와함께러셀

트랄(Russell T. Trall, 1812–1877)과제임스잭슨같은건강개혁자들은화이트가

자위에 대한 부정적인 의학 지식을 갖는데 크게 일조했다.

51) Laqueur, 185. 이와관련하여 Ann Goldberg, Sex, Religion, and the Making of Modern 
Madness: the Eberbach Asylum and German Society, 1815-1849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87-88을보라. “여성색광증에대한역사기술이뜸했던것과
달리, 19세기의자위에대한공포는 20세기후반기를매료시켰고, 자위에의한광기와
함께숱한학문적연구의대상이되어왔다. 역사적관심은공포의강렬함뿐만아니라
19세기자위와관련된엄청난범위의장애와질병들이보장해주는것처럼보였다. 
18세기초, 익명으로출판된반(反)-자위논문은훗날스위스의사티쏘(Tissot)가자신
의유명한논문에서과학적정당성을부여했다. 이를시작으로 19세기초까지자위는
간질과소진, 소화장애, 발기부전, 우울증, 지능저하, 히스테리, 색광증을포함한광범
위한 신체적, 정신적 질병의 원인으로 간주되었다.”

52) 구체적인내용은박상언, 19세기미국사회의의학담론과몸의성격: 새뮤얼톰슨과
실베스터그레이엄을중심으로 , 종교연구, 한국종교학회 78/2 (2018)를참고하라. 
박상언은 19세기건강개혁운동의 1세대로톰슨과그레이엄, 윌리엄올코트(William 
Andrus Alcott), 조엘 쇼(Joel Shew) 등을 포함시켰고, 니콜스 부부(Mary & Thomas 
Nichols)와캐서린비처(Catherine Beecher), 그리고화이트, 켈로그는 2세대로분류했다. 
박상언, 143.

53) 넘버스, 셰플린, 과학과 의학 ,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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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스 주립정신병원의 지난 보고서에는 1년 동안 자위(self-abuse) 때문에 정신
이상이 와서 수용된 환자들이 32명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54)

1876년, 아브라함야코비(Abraham Jacobi, 1830–1919)는자위와아동의히스테

리의상관관계를규명하는유명한저술을썼다. 그의책은자위와정신질환을연

결하는 시대적 편견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그들의 선천적인 조건이 아이에게 신경질환과 삼원 신경통을 일으켰고, 젊은 여성에
게는 위황병과 히스테리를 일으켰으며, 갱년기가 지속적인 증상을 부분적으로 끝낼 
때까지 나쁜 예후를 보였다. 어떤 경우는 빈혈과 자위의 결과였고, 어떤 경우는 말라리
아나, 급성 질환으로 인한 더딘 회복, 또는 장기간의 장암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가 
본 최악의 그리고 초기의 사례들은 자위 때문이었다.55)

콘플레이크로유명한의사존하비켈로그(John Harvey Kellogg, 1852–1943)는

이분야에서있어서는가히챔피언이라할만하다. 한때안식교신자였던그는화

이트의 자위 개념에 의학적 승인을 내려준 장본인이었다.56)

만약 성을 불법적으로 사고파는 게 극악무도한 죄라면, 수음, 즉 자위는 이중으로 
가증스러운 범죄다. 자연[의 섭리]에 반하는 죄악으로써, 소돔의 죄악을 제외하고는 
비길 것이 없다(창 19:5, 사 19:22을 보라). 그것은 가장 광범위하게 행해졌기 때문에 
모든 성적 방종 중에서 가장 위험하다. 악은 자연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
진 생식기의 흥분 가운데 존재한다. 그것은 자기 더럽힘(self-pollution), 수음

54) Russell T. Trall, Home Treatment for Sexual Abuses: A Practical Treatise (New York: 
Fowler and Wells, 1853), 107.

55) Abraham Jacobi, On Masturbation and Hysteria in Young Children (New York: William 
Wood & Co., 1876), 10.

56) “켈로그는 1907년교회로부터제명되기전까지자신의실험실에서얻은최신의자료를
여선지자[화이트]에게제공하고의학과영양분야에있어서의발전상황을그녀에게
알려주었다. 그녀는배틀크릭에방문했을때건강과관련한새로운과학적발견들에
대하여배우기위해켈로그의사무실에들르곤했다. 평소에그녀는수많은출판물들에
의존하거나서신으로그와연락을주고받았다.” 넘버스, 셰플린, 과학과의학 ,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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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abuse), 자위, 오나니즘, 수음, 자발적 더럽힘(voluntary pollution), 고독한 혹은 
은밀한 악덕(solitary or secret vice),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이름들로도 충분히 잘 알려져 
있다. 그 악덕은 탐닉에 한계가 없기 때문에 가장 광범위하다. 빈번하게 자위를 반복할 
때 거의 거부할 수 없는 매혹으로 희생자는 악에 단단히 매인다. 그것은 가장 이른 
유아기에 시작되어 평생에 걸쳐 지속될 수도 있다.57)

2. 엘렌 화이트의 자위 금기 개념

앞에서살펴본것처럼, 화이트가이해한생기개념과함께자위금기역시 19세

기건강개혁자들의개념을가져온것이다. 화이트는범죄전, 아담이현재인간보

다스무배나많은양의생기를가지고있다고믿었다. 인류가죄를지으면서그

생기는눈에띄게줄어들었다는것이다. 화이트에게있어인류의역사는세대를

거듭하면서 생기가 고갈되어온 역사와 진배없다. 그녀는 “만일 아담이 창조 시

생기를오늘날인간들이가지고있는것보다 20배나더많이부여받지않았더라면

자연법칙을깨뜨리며사는현재의습관을가진인류는멸절되어버렸을것”58)이

라고말한다. 문제는이러한생기는자위에의해빠르게고갈된다는점이다. 인류

의 타락은 자위로 더욱 가속화되었다.

게다가고갈된생기는마땅히있어야할뇌에서빠져나가면서개인에게심각한

정신질환을 일으킨다. 앞서 언급했던 야코비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남녀 청소년과 아이들이 도덕적 오염[자위]에 빠져있으며, 영혼과 육체를 파괴하는 
이 역겨운 악을 실천한다. 그리스도인임을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습관에 
너무나 마비되어서 그들의 도덕적 민감성이 그것이 죄이며 만약 지속된다면 그 결과 
육체와 정신 모두 완전히 난파선처럼 몰락할 것임을 이해할 만큼 각성될 수 없는 지경
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지상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인 인간은 스스로를 금수로 

57) John Harvey Kellogg, Plain Facts about Sexual Life (Battle Creek MI: Office of the 
Health reformer, 1877), 233.

58) Ellen G. White, Last Day Events (Boise, ID: Pacific Press Publishing Association, 1992),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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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신시킨다! 그는 스스로를 비열하고 부패하게 만든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열정
을 제어하는 법을 배워 원칙에 의해 통제되어야 할 것이다. ... 그들은 이 비열한 죄가 
지니는 극도의 죄질을 깨닫지 못하는데, 이 죄악은 신체의 기력을 빼앗고 뇌신경의 
능력을 파괴한다.59)

건강개혁자화이트를역사적으로추적한로널드넘버스(Ronald L. Numbers)는

자위 금기60)와 관련하여 이런 에피소드를 전한다.

그녀[화이트]는 특히 이웃 남자아이들인 사무엘(Samuel)과 찰스 데이누(Daigneau)

에 대해 염려를 드러냈다. 그녀는 이상에서 이 아이들이 ‘분별력 없이 자학이라는 죄악
[자위]에 탐닉하는 것’을 보았고, 그것이 너무 심해서 찰스가 지적 능력과 시력을 잃어
가고 있다고 보았다. (여하튼 찰스는 아무런 시력 상실이나 정신이상이 없이 71세의 
나이까지 생존했다. 사무엘은 미시간 주 상원 의원으로 두 차례 임기를 보냈으며, ‘놀라
울 만큼의 건강한’ 삶을 즐긴 후 82세에 사망했다.)”61)

그녀가자위와정신이상, 혹은뇌조직의괴사를연결시킨것은성령의통로로

이용되어야할뇌의본래기능이자위로인해방해받을수있다고믿었기때문이

다. 특히 자위는 여자에게 더 치명적이다. 왜냐하면 여자가 남자보다 생기를 더

적게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62)

59) White, Testimonies for the Church, vol. 2, 347. 켈로그의다음진술과화이트의주장을
서로비교해보라. “청년기, 그리고사춘기이후나오는많은수의악행들이지속된
자위로부터발생하며생기를낭비하고인간의육체적, 정신적능력을약화시킨다.” 
Kellogg, 238.

60) 화이트는 예언의신에서자위를지칭하는표현으로당시통용되던 self-abuse, solitary 
vice, secret habit 등의 단어를 사용했다.

61) 넘버스, 셰플린, 369-370.
62) “여자가남자보다생기를더적게소유하고있다. ... [자위는] 평생체내에잠복해있었을
발암성체액을부추겨 [조직을] 좀먹고파괴하는일을개시하게만든다. 정신은자주
철저히 파괴되며, 정신이상이 일어난다.” White, Testimonies on Sexual Behavior, 
Adultery, and Divorce,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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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위 금기와 환정보뇌 개념의 비교

화이트에게하나님의성전, 즉거룩한몸이인간이가져야할이상적인상태라

면, 도교에서말하는이상적인인간의상태는단연코신선이다. 정재서는신선사

상의 내용을 그 체계화된 정도에 따라 갈홍의 포박자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고주장한다. 포박자 이전의신선사상은당시유행한설화자료로미루어
볼때단편적이고체계적이지못한상태에머물러있을뿐이며, 잡다한신선사상

이체계적으로집대성되어구체적이고일관된이론체계를구축하게된것은갈홍

의 포박자에와서야가능해졌다는것이다.63) 화이트가 19세기건강개혁자들의

이론을흡수하여 예언의신으로정리한것처럼, 갈홍은 포박자에서신선에관
한 이론(theoria)과 방법론(praxis)을 함께 완성한 인물인 셈이다.

갈홍과화이트의인간관에는유사점이있다. 갈홍에의하면, 인간은모두신선

이될수있는씨앗을가지고태어났다. 마치 ‘일체중생에게모두불성(佛性)이

있다.’는 열반경의가르침이나인간에게신의형상(imago Dei)이있다는그리스

도교의교리와유사하다고할수있겠다. “선경에의하면, 신선이되는사람은모

두가태어날때부터신선의기운을타고났다고한다. 생명이잉태될때이미선도

의성품을지니게되는것이다. ... 참으로신선의운명을타고나지않으면신선을

좋아하는마음이생길리가없다.”64) 인간이면누구나바라는이상적인삶은불로

장생의삶이며, 이삶을실제로구현한존재가바로신선이다. 그리고그신선은

누구나될수있다. 화이트역시누구나성령을통해이땅에서거룩한몸을구현할

수 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기를 받아야 한다.

63) 정재서, 불사의신화와사상: 산해경, 포박자, 열선전, 신선전에대한탐구 (서울: 
민음사, 1994), 34-35.

64) 抱朴子 內篇 , 辯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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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과 몸과 혼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들은 누구나 새로운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끊임
없이 공급받게 될 것이다. 다함이 없는 하늘의 공급이 그들의 재량에 달렸다. 그리스도
는 그의 영의 호흡, 그의 생명 중에서 생명을 주신다. 성령은 사람의 마음과 정신 속에 
역사하는 최고의 에너지(its highest energies)를 내보낸다.65)

하지만갈홍이말하는신선의삶과거룩한몸을구현한참된그리스도인의삶은

전혀다른방식으로구현된다. 갈홍은 포박자에서팽조의말을인용해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간이 이상으로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먹고 싶음 음식은 마음대로 먹거나 가볍고 
따스한 옷을 입으며 남녀 간의 정도 통하고, 때로는 고관이 되어 영화도 누리면서 
언제나 이목을 총명하게 하고, 튼튼한 신체에 얼굴 가득히 미소를 담고 있는가 하면, 

나이를 먹어도 쇠약하는 일이 없고, 오래오래 살면서 출세를 하든 야인이 되든 마음 
내키는 대로 하거나, 또 추위나 더위, 바람과 습기, 등에 몸을 상하는 일도 없고, 귀신이
나 정령들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범하지 못하며, 창이나 칼 또는 백독이라 해도 어찌 
하지 못하고, 슬픔이나 기쁨 또는 비난이나 칭찬 따위에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처자를 버리고 혼자만 조용한 산야에 묻혀 살면서 다른 사람과의 사교를 끊는다면 
이것은 아무래도 인간의 이치에 맞지 않을 것이다. 나무나 돌만을 벗하면서 지낸들 
무엇이 좋을 것이 있겠는가.66)

갈홍이말하는신선의삶은현실을부정하고세상에서물러나칩거하는은둔자

의삶이아니다. 도리어현실을긍정하며기꺼이먹고마시며즐겁게섹스를나누

는, 지극히평범한일상한가운데에신선이존재한다. 갈홍이보기에처자식을버

리고혼자득도하기위해산속에묻혀살면서다른사람과일체의관계를단절하

는삶은자연의이치에결코맞지않는다. 다만늙어도몸이쇠약해지지않고눈은

밝으며희로애락을초월한심신모두가건강한존재다. 갈홍에게신선은타고나는

65) Ellen G. White, The Desire of Ages (Mountain View, CA: Pacific Press Publishing 
Association, 1940[1898]), 827.

66) 抱朴子 內篇 , 對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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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아니다. 누구든지 양생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경지라고 할 수 있다.

신선도는 배울 수 있다. 그러므로 옛 사람은 기록으로 남겨서 식자들에게 전하려 
한 것이다. 만약에 마음으로 이해된다면, 그것을 믿고 수행할 것이다. ... 나는 지금 
배우면 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67)

반면 화이트가 이상적으로 본 거룩한 몸은 이와 전혀 다르다. 그녀는 생산을

위해필수불가결한경우를제외하고는모든남녀의성관계를신체에저지르는죄

악으로간주했다. 성관계에대한이런부정적인관점은당시성을터부시했던건

강개혁자들의이해와일맥상통하며, 나아가성과결혼생활에있어그녀의실존적

경험과도유리되지않았다. 화이트는결혼도결코성적방종의방패막이되지못

하며, 심지어부모의비뚤어진성적관계는자녀에게그대로전가되어결국자위

의습관을물려주게된다고믿었다. 자녀들이자위에탐닉하는습관의근원이그

들 부모 세대의 성적 문란함에서 기인한다고 본 것이다.

이 거룩한 제도[결혼]는 그녀의 여성다운 존경과 거룩한 고결성을 보존하고 증가시
켰어야 했다. 그러나 그녀의 정숙하고 위엄 있는, 경건한 여성다움은 저열한 정욕의 
제단에서 살라졌다. 그것은 그녀의 남편을 만족시키기 위해 희생되었다. ... 결혼 생활은 
괴로운 멍에가 된다.68)

그들은 결혼의 특권을 남용하였으며 방종으로 그들의 동물적인 욕정을 키워왔다. 

... 이러한 부모들에게서 난 자녀들은 거의 틀림없이 본성적으로 역겨운 은밀한 악습[자
위]에 빠지게 될 것이다. ... 결혼했다는 이유로 짐승처럼 동물의 욕정에 탐닉하므로 
자신들의 몸을 저열하게 만드는 데 거리낌이 없는 자들은 자녀들에게 그들이 타락한 
과정을 고스란히 영속화시킬 것이다. 부모들이 자신의 음탕한 경향의 인(印)을 자녀들
에게 주었으므로 부모의 죄악은 저희 자녀들에게 찾아올 것이다.69)

67) 抱朴子 內篇 , 對俗.
68) White, Testimonies on Sexual Behavior, Adultery, and Divorce, 112.
69) White, Testimonies for the Church, vol. 2, 39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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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에게자위든성관계든이성에의해제어되지않은욕정은인간을파멸로

이끄는추동력으로이해되었다. 그리스도인들로하여금성에방종하도록부추기

는육식과온갖부정한음식뿐만아니라세속적인오락과경박한소설, 사치스런

의복은모두거룩한몸을유지하기위해그리스도인이라면모두멀리해야하는

죄악이다. 적어도성과관련된점에있어서화이트는그녀보다앞서철저한금욕

을 주장했던 쉐이커교의 창시자 앤 리(Ann Lee)와 비교 가능하다.70)

화이트와 포박자가보여주는가장흥미로운유사점은바로뇌가정과생기가
도달하는 궁극적인 종착지가 된다는 사실이다. 갈홍에게 사정되지 않고 비축된

정액은뇌를보충하고강화하여신선으로장수하는데필수적인기로여겨졌다. 

포박자에서는남녀교접시남자가사정을참아정을뇌로보내는환정보뇌가
방중술의핵심이었다. 마찬가지로화이트는 ‘정액(semen)’이라는직접적이고생물

학적인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19세기 건강개혁자들이 가지고 있던 생기론을

토대로이를설명했다. 자위를통해생기를잃을때뇌가썩고정신이상을겪는

다71)는 그녀의 주장은 정이 뇌를 보충한다는 환정보뇌의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70) 화이트는모르몬교의창시자조지프스미스와함께대모(大母) 앤리의종교경험을
사탄에게서온 ‘강신술’로평가절하했다. “여기서우리는마지막시대의위험요소들
중하나에대한경고를얻는다. 쉐이커교의대모인앤리의가식적인허세와모르몬교
의부패한예언자들, 그리고 1001명의사탄의영매예언자들은모든저열함을가지고
강신술의대의(大義)에헌신하므로세상이초자연적인일들을혐오하도록만들었다.” 
Ellen G. White, Spiritual Gifts, vol. 3 (Battle Creek MI: Seventh-day Adventist Publishing 
Association, 1945[1858]), 20.

71) 부록A에는자위와정신이상을연결지으려는화이트의주장에대해여러의료전문가
들의의견을뒷받침하고있다. “옥스퍼드대학교의데이빗호로빈은이렇게진술한다. 
‘정액속의아연의양은한번의사정으로하루동안내장에서흡수될수있는모든
아연을제거할수 있는 그런 양이다. 이것은 수많은 결과들을유발시킨다. 상실된
양이식사를늘려서보충되지않는다면, 반복된사정은진정한아연결핍증으로이끌어
발기부전을포함한다양한문제들을발생시킬수있다.’ 뇌에있어서의아연의중요성
을감안할때, 반복된수음이사람을미치게만들수있다고말한 19세기도덕주의자들
이옳았을수도있다! 이진술은칼 C. 페이퍼가아연에관하여그의책에서쓴진술과
유사하다. 그는이렇게단언한다. ‘그렇게말하기가몹시싫긴하지만, 우리는아연이
결핍된청소년들에게성적흥분과과도한수음은정신이상을촉진할수도있다고
말하는 바이다.’ 모든의학권위자들이이결론에동의하지는않겠지만, 그럼에도
그들의연구와탐구결과로얻은견해들을볼때엘렌 G. 화이트의가르침과양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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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스런 습관[자위]의 실천은 분명 신체의 생기(vital forces)를 파괴한다. 불필요한 
모든 생명 활동은 그에 상응하는 우울증을 낳을 것이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생명의 
핵심인 뇌가 어린 나이에 심하게 혹사당하므로 결핍과 커다란 고갈이 일어나게 되며 
신체가 다양한 종류의 질병에 노출되게끔 만든다.72)

그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자위의 결과는 카타르(감기)와 수종, 두통, 기억력과 시력 
감퇴, 등과 허리의 약화, 척추감염, 그리고 종종 머리 안쪽으로 썩어 들어가는 병과 
같은 다양한 질병들로 드러나게 된다.73)

갈홍이방중술을통달한이상적인존재로서신선의지위를강조한것처럼, 화이

트역시자위와그릇된성적방종, 야수의음란함을멀리하는이상적인존재로서

거룩한몸, 즉정결한하나님의성전을강조했다. 포박자의방중술은도교의이
상으로꼽는장생불사의도를깨친신선이되는것으로완성된다. 예언의신의
자위금기는채식과함께우리의뇌를성령이거하는신성한거처로바로세우는

데 하나의 원칙이 된다. “화이트는 정신질환과 정신이상이 뇌의 과도한 자극과

흥분에서비롯된다고보았다. 이질환은가발착용, 수음, 자극적인음식과음료, 

지나친 공부, 억제되지 않는 죄책감을 포함해 다양한 원인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었다.”74) 물론이러한개념은 19세기건강개혁자들의일관된주장에영향을받

은 것이다.

수있는학자들이있다는것은의미심장하다.” White, Testimonies on Sexual Behavior, 
Adultery, and Divorce, 269-270.

72) White, Testimonies on Sexual Behavior, Adultery, and Divorce, 122.
73) Ellen G. White, A Solemn Appeal (Battle Creek, MI: Seventh-day Adventist Publishing 

Association, 1870), 73.
74) 넘버스, 셰플린, 과학과 의학 ,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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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지금까지안식교의선지자화이트의생기개념과자위금기를살펴보았다. 더불

어생기의개념을통해안식교가어떻게몸을이해하고인식하는지파악할수있

었다. 화이트의생기개념과자위금기의연원을추적하면, 19세기미국의건강개

혁자들을만나게된다. 그레이엄은육식을멀리한건강하고단순한식사가몸을

건강하게한다고주장했다. 그는생기가한정되어있으며무분별한신체활동으로

고갈되면병에걸린다고밝혔다. 이런맥락에서잭슨과톰슨역시생기의중요성

을질병및건강과의함수관계로설명했다. 생기를지키는방법은건강한식단과

함께부절제한성관계, 특히자위에서벗어나는것이다. 누구보다켈로그는자위

를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방종으로 보았다. 부부라도 일정한 기간 동안

한정된관계를가져야하는데, 자위는이런자연법칙을무시하는가장부도덕한

악행이다. 이러한 관점은 화이트의 예언의신에서 역시 발견된다.

화이트에게사람의뇌는하나님과소통하는도선(導線)이다. 그도선을통해전

류가흐르듯생기가들어오고성령이임한다. 전류가막힘없이흐르기위해서는

평소 꾸준히 성령의 통로를 닦아야 한다. 충만한 생기는 뇌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지적능력을높이고몸전체를정결하게유지시켜준다. 이과업은안식교가

강조한 ‘하늘가는품성(character)’을얻는가장확실하고필수적인과정이다. 이처

럼 화이트의 자위 금기와 생기 개념은 서로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으며, 이로써

보다 넓은 의미에서 안식교의 구원관과도 연결된다.

화이트의이상(異像)은태초에하나님이부여한생기를유지하기위한이상(理

想)에초점이맞춰져있었다. 그녀가꿈꾸었던 거룩한 몸은채식과함께 치밀한

금욕을통해달성될수있는것이었다. 이는마치도교에서수행을위해도를닦는

신선의모습을연상시킨다. 자연스럽게두종교전통의비교는절제와양생이라는

서로다른것같지만매우유사한수련법을도출시킨다. 도교에서정개념이생명

의본질이라면, 안식교에서는생기가생명의정수인셈이다. 누구나신선이될수

있듯, 누구나하나님의정결한전이될수있다. 우리안에차별없이신선의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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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萌芽)가있다면, 인간이라면누구에게나하나님의형상이깃들어있기때문이다. 

도교에서환정보뇌를완성한이상적인존재로신선을칭송한다면, 안식교에서는

자위를비롯하여생기를감소시키는모든그릇된죄악들을금하는거룩한몸, 참

된 그리스도인이 이상적인 존재다.

구체적으로 한정된 생명 에너지로써의 생기가 무분별한 자위를 통해 낭비될

때뇌에타격을주고급기야정신질환을일으킬수있다는그녀의주장에서생기

와 자위 금기의 상관관계가 명확하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갈홍의 포박자에서
나타난환정보뇌개념과의유사성을보여준다. 방중술의요체로일컬어지는환정

보뇌는교접시남자의정액을몸밖으로사출하지않고도리어안으로돌려뇌를

보충하므로장수에도달하는것을목표로한다. 완전한장생불사의육체를단련하

는 방술은 신선으로 가는 참된 길이며, 방종한 자위와 과도한 성행위를 금하는

신앙은우리몸을성령이거하기에최적화된하나님의성전으로만드는바른길이

다. 결국늙거나죽지않는불사의몸, 즉영원(永遠)을목표로한다는점에서거룩

한몸과신선은두상이한종교전통이궁극적으로조준하는동일한영점(零點)인

셈이다.

주제어: 생기, 자위, 은밀한 악, 엘렌 G. 화이트, 예언의신, 갈홍, 포박자, 거룩한

몸, 환정보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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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ison between Ellen G. White’s Idea of Vital Force 
and Ge Hong’s Idea of Haijingbunao

Baek, Soongky (Seoul National Univ.)

Despite its historical importance, relatively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theory 

of vital force that nineteenth century health reformers put forward. Allegedly, the vital 

force is a life-sustaining energy peculiar to living organisms, including human beings, 

and different from all the other forces found outside in non-living creatures. In this 

vein, this article examines ideas of vital force that Ellen G. White, one of the co-founders 

of the Seventh-day Adventists, maintained in her series of books called The Spirit of 

Prophecy. Also, this article shows the historical context of contemporary vitalism that 

presumably induced her to discourage masturbation (self-abuse or solitary vice as she 

called it) because ostensibly vital force could be expended by reckless ejaculation. She 

believed that devout Christians’ aim to maintain a holy body would be seriously 

thwarted by arbitrary semen leakage. For the purpose of comparative explanation, the 

article compares White’s ideas with those of Daoists. According to the Daoist Ge Hong 

(葛洪), an ancient Chinese thinker from the Wei-Jin period, in his book “Neipian” of 

Baopuzi (抱朴子), anyone can become an immortal Daoist hermit (神仙) by means of 

ancient chinese sexual arts (房中術) by which one should refrain from wastefully 

expending his semen (jing 精). Finally, this article discu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semen loss and brain damage in the context of White’s masturbation taboo as well as 

Daoist semen-keeping arts called haijingbunao (還精補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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