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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우 혀| 란* 

저자가 동시대의 새로운 형태의 .순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 

은 단월드의 미국 세도나(Sedona)에서의 활동을 조사하면서 부터이 

다. 단월드는 세도나를 ’세계 영성의 중심부.로 설정하고 이곳에 자 

신들의 소위 글로벌 경영의 중심부인 세계 본부를 설립하였다. 단월 

드의 지도자에게 세도나 체류는 펼수적으로 거쳐야할 ‘영적 코스.로 

인식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단월드는 자회사인 ‘명상여행사’를 통해 

세도냐 명상여행을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타 

문화권의 자연/문화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재의미화와 (관광)상품화 

는 서구에서 많은 여행사들이 참가자들의 종교적 소속과는 무관하게 

다양한 문화권에 위치한 .성스러운 장소’로의 영적 여행을 초직하고 

있음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관찰 

되는 특정 종교전통과는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성스러운 장소’의 재 

*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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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그리고 이러한 장소에 대한 상품화는 고전적 의미의 .순례’ 그 

리고 ·성스러운 장소’에 대한 채고찰을 요구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 

선 동시대의 새로운 형태의 순례 내지 .종교적 여행‘(religious 

tourism)을 소개하고. 세도나왜 예를 틀어 과거에는 알려지지 않았 

던 거칠은 ‘자연.이 어떤 과정을 통해 뉴에이지의 메카로 그리고 .영 

적 구도자’(spiritual seeker)들의 순례지가 되었으며 , 단월드 또한 

이곳에 어떤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지형올 재조성하여 자신들의 

영적 중심지로 구축하였는가를 추적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동시대 

의 변화된 순례 형태에 대하여 어떠한 학문적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 

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힘의 장소'(power place)로의 여 행 

현재 서구의 많은 관광사들은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성스러운 

곳’으로의 영적 여행을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 

인 여행지로는 미국의 세도냐. 영국의 스톤헨지 (Stonehenge)와 글래 

스턴베리 (Glastonbury) . 페루의 마추픽추(Machu Picchu). 멕시코의 

유가탄(Yukatan) 반도. 이집트 기자(Gizeh)의 대(大)피라미드. 그리 

스의 크레타(Creta) 섬. 인도. 티뱃， 부탄 퉁이 있다 1) 이러한 여행 

의 목적지가 단수인 경우도 있으나 여신 숭배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에서와 같이 한 여행에서 넓은 지역에 흩어져있는 일련의 .성스러운 

장소’들을 순차적으로 방문하기도 한다 2) 이러한 여행이 단순한 관 

1) http://www.powerplaces.coml, http://www.newagespiritualtour.coml, 
http://www.ed때geo아f띠woα이rl띠dretσre않at앙s.ζcom찌nψ1ν/λto띠01ωu따.lrs.html， 

http://www.iourneysofthespirit.com/. 
http://www.sacredbritain.comltours-whytake.htrTú. 
http://www.mayaspir끼i“ttou따trs .coml， 

http://www.newagetravel.com/ 
2) 여신 숭배와 관련된 순례지로는 주로 선사/고대시대의 유적이 있는 곳이 언급되 
며 영국의 스톤헨지， 글래스톤베리， 에이브버리(Aveb따y)， 그리스의 델피 
(Delphi), 크노소스(암10SS0S)， 이틸리아 납부의 아그리센토(Agrigento)， 말타 
(M외ta)섬， 터카의 에베소(Ephesus)와 카탈호틱(Cata1hóytik) ， 이집트의 룩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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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여행 (sightseeing)과 구별되는 것은 주요 통기가 영적 성장과 변화 

라는 것 외에도 목적지에서 혼히 워크숍. 힐링세션， 강좌 등이 제공 

되고 해당 장소의 성격과 부합되는 의례가 행해지기 때문이다. 한국 

의 경우. 외국의 불교나 기독교 성지로의 순례를 조직하는 여행사는 

여렷 있으나 다양한 종교전통을 아우르거나 특정 종교전통에 속하지 

않는 성지로의 ‘영적 여행.을 초직하는 여행사는 거의 없다. 단， 단월 

드의 자회사인 병상여행사가 뉴에이지의 성지인 미국의 세도나로의 

.명상여행 ’ 그리고 캐나다 록키산맥으로의 .자연명상여행’을 제공하고 

있다 3) 

1I. 1 ‘힘의 창소. 

지구 전역에 흩어져 있는 ’성스러운 장소’로의 순례에서 주목할 것 

은 바로 이들 목적지가 지구의 에너지가 웅집된 .힘의 장소'(power 

place 혹은 place of power)라는 개념으로 통합되고 있으며 이는 서 

구 뉴에아지의 핵심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협의 장 

소‘(place of power)라는 용어는 60년대 페루 출신 미국 작가 카를로 

스 카스타네다(Carlos Castaneda)에 의해 처음으로 대중에게 소개 

되었고 그는 이 용어를 그의 영척 스숭인 멕시코의 야쿠이족 샤변인 

돈 주안 마토스(don Juan Matus)에게서 차용한 것이라고 한다，4) 

이베키브(A， Ivakhiv)는 지구에 대한 뉴에이지 사고에서 근간을 이 

루는 것은 현대성으로 인해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소외되었으나 이러 

한 소외는 치유될 수 있다는 믿음이라며 뉴에이지 문헌에서 지배적 

인 3 주제를 언급하고 있다: (1) 지구는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이 

(Luxor)와 카르낙'(Karnak) 등이 선호된다， (Kathryn Rountree: p, 476,) 미국 
에는 여신숭배 단체의 회원이 50만명. 영국에는 11만-12만으로 추정된다고 한 
다， (Rountree, Footnote 3, 재인용)， http://www.goddesspilgrimages.com/; 
http://www.goddessarìadne.org/goddesspìlgrìmage.htm. 

3) http://www.medìtationtour.co.kr/ 따라서 한국인의 해외 순례여 행은 기성종교 
집단에 의해서 초직되거나 특정 종교률 대표하는 여행사(예， 불교-감로여행사) 
가 제공하는 그룹차원의 여행이 주률 이루고 이 밖에 인도， 네팔， 티뱃 똥을 주 
목적지로 하는 개인이나 작은 그훌으로 행해지는 여 행이 있다. 

4) http ://en.wikipedìa.org/wìki/C때os_Castane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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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우리는 이의 일부이다: (2) 지구의 내부를 순환하는 에너지가 었 
으며 이 에너지는 유동적 상태이거나 기하학적 도형. 선， 망(grid) . 

흐름 둥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이러한 에너지는 특정한 장소나 지점 

에서 만나거나 웅집되어 있다: (3) 고대 혹은 토착문화는 이러한 지 

구 에너지 혹은 지구의 신비와 보다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였고 또 

한 이에 대한 보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다 5) 

뉴에이지에서 ‘혐의 장소.로 불리는 곳은 특별히 자연경관이 웅장 

한 곳이나 고대 유적지나 기념풀이 소재하는 지역 - 스톤헨지. 마추 

픽추. 기자 등 - 이며. 후자의 경우 고대인들이 자신들의 주요 기념 

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과학적 지식 혹은 직관에 의해서) 강 

력한 .에너지 지점. (energy point)위에 조성하였다고 믿어진다. 이베 

키브에 의하면 ‘힘의 장소.라는 개념은 (서구의 주류문화와는 동떨어 

진) ‘주변적인. (peripheral) 장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며 

이는 뉴에이지 순례자들에게 대안적 문화의 일부로 자신들의 정체성 

을 확립하는떼 하나의 지리척 기반을 제공한다고 말한다 6) 한편， 이 

러한 뉴에이지의 반문화 운동 안에 수용된 지구에 대한 그리고 .힘의 

장소에 대한 새로운 사고가 대중적인 인식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데 

는 1987년 8월에 전 세계의 .성스러운 장소에서 동시에 행해졌던 

새로운 우주적 시대 (New Age)의 도래를 축하하는 행사인 ’the 

Harormonic Convergence'의 영 향이 크다고 한다 7) 

세계 각 지역의 성스러운 장소를 찾아 떠나는 여행은 서구에서 

60년대 후반과 70년대 초 히피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나 이미 60년 

대 말에 .힘의 장소.가 전 지구에 일정한 패턴에 따라 퍼져있다는 이 

론들이 나왔다 8) 대표적인 것이 .레이 라인’(ley línes)파 ' planetary 

5) Adrian Iv와dûv， 200 1, pp. 18f. 

6) fbid., 2003, pp. 98f. 

7) fbid., p. 96, 104. The Harormonic Convergence는 1987년 8월 16일파 17일 
- 이 날짜는 마야력에 기초한다고 합 - 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이 행사는 악의 
시대가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열리는 새로운 우주적 시간융 환영하기 위하여 
기획된 것으로 세계 각국의 뉴에이지 추종자들과 예술가를이 각각 그툴의 성스 
러훈 장소에 모여서 일련의 기도， 의식 ， 공연올 통시에 행함으로써 이 날을 축 
하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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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grids' 이론이다. ‘레이 라인 혹은 ’leys’는 와킨스(따<fred 

Wakins: 1855-1935)가 20세기 초 소개한 용어로 그는 영국에 있는 

선사시대의 유적지(돌무텀) , 교회와 같은 고대 사적지나 성지가 일 

직선상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의 이론 

은 이후 확대 해석되어 이런 레이 라인들이 전 지구에 흐르고 있는 

(전자기)에너지 혹은 지구에너지의 통로로 인식되었고 고대 샤번은 

황흘경 (trance) 상태에서 이 에너지 지점을 볼 수 있으며 또한 현대 

의 수맥전문가(dowser)들도 이러한 에너지의 흐름을 탐지할 수 있다 

고 믿어지게 되었다 9) 이러한 지구에너지에 대한 인식은 'planetary 

grids' 혹은 'earth' s energy grids' 이론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 

는데 이 이론에 의하면 거대한 에너지 망이 지구를 규칙적인 패턴을 

이루며 둘러싸고 있는데 이 에너지 망은 지구를 서로 연결 내지 그 

형태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며 이 에너지 망이 교차하는 지 

점은 에너지가 집중되는 .힘의 장소.가 된다고 한다. 

이러한 지구에 대한 인식은 지구를 종종 인체와 같이 생각하여 에 

너지가 일정한 길들을 따라 순환하고 이 길들이 교차하는 지정(혈) 

에 지구에너지(생체에너지)가 웅집된다는 사고로 이어지며 따라서 

이러한 지구에너지가 모인 ·힘의 장소’는 지구의 .차크라’{chakl히라 

고도 불리며 특히 이러한 장소에서는 인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장 

이 직접적으로 반웅한다고 말해진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지구를 살 

아있는 거대한 유기체 (organism)로 인식하여 지구전체를 성화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으며 뉴에이지권에서 지구를 흔히 가이야(Gaea 

혹은 Gaia: 대지의 여신)로 신격화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지구에너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우주 에너지장의 일 

부로서 후자와 끊임없이 상응한다고 인식됨으로써 .힘의 장소’는 다 

른 우주적 차원으로의 출입 구{doorway} 혹은 스타게 이 트(stargate) 

로 인식되기도 하며 이로서 이러한 장소에서의 UFO , 외계인의 잦은 

8) htto’//www.helium.comlìtemsl607209-understa때i1Jg--Iines-energy-lìnes， 
iht까tto따때pσ띠:끼끼/ν써/삐dowsin뼈n때u~wor까대‘k‘s.comlîd23.htm1. 

9) http://www.world-mysteries.comlscÎ움ridlines.ht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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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이 셜명되기도 한다 1이 이와 같이 지구에너지 내지 힘의 장소 

.에 대한 담론은 매우 다차원적이고 전체론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담론이 환경운동， 동양의 용수지리. 에너지불리학 풍의 영향 

울 받은 것은 부언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는 뉴에이지 담론에서 

.에너지’가 다양한 대안적 혹은 비서구적 물리의학 이론들을 서로 연 

결하여주는 일종의 개념척 접착제로 기능하면서 하나의 핵심적인 개 

념으로 작동하고 있음올 시사한다. 

II .2. 세도냐(Sedona) - 거대한 볼텍스(vortex) 지역 

뉴에이지에서 .혐의 장소’로 손팝히는 곳은 세도나(Sedona) 이다. 

세도나 시는 미국 애리조나 주 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15.000 
명의 주민이 거주하며. 관광지와 은퇴지로 미국에서도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세도나는 거대한 붉은 사암(Red Rock)올 위시하여 

광활한 자연풍광으로 미국에서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으며 연간 

5-600만 명의 관광객이 이 풋을 찾고 있어 그콧에서 80 마일 떨어진 
그랜드 캐니언 보다도 더 많은 방문객 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 

다 11) 그러나 세도나는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고립된 작은 촌 

락들이 있고 소목동들이 잠시 머무를 뿐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지 

역이었다. 그러나 1914년부터 이 지역이 헐리우드 영화의 배경으로 

동장하면서 예술가들(예 . Marx Ernst. Nassan Gobran)이 이 곳을 

찾기 시작하였고 50년대 말부터 대안적 영성을 추구하는 소수의 사 

랍들이 이곳에 머물기 시작하였으며 60년대 이후로는 은퇴자는 물 

론이고 심령가. 영매. UFO 신봉자. 비주류적 종교집단들이 이곳에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세도나의 명성은 70년대 두 명의 심령 

가(Dìck Sutphen과 Page Bryant)가 이곳에 일련의 .혐의 지 

정. (power spot) 내지 볼텍스(vortex)가 존재한다고 대중에게 알림으 

로써 급격 히 상송하였다. 또한 1987년 5-10만 명 의 사랍들이 the 

Harmonìc Convergence’톨 축하하기 위 하여 세 도냐에 집 결함으로써 

10) 참고) Adrian Ivakhiv 2003, p. 104. 
11) http://www.pbs.or화wneúrelilZionandethics/week409/feature.htm1; 

〈마주한국일보) 2001.12.05.: http://korea∞ndo.co.kr/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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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의 뉴에이지 공동체는 그 압지를 공고히 하여 세도나는 현재 

미국에서 대규모 뉴에이지 집단을 거느린 지역의 하나로 자리매검 

하였다 12) 무엇보다 세도나는 뉴에이지의 ‘영적 메카. (spiritual 

Mecca) 혹은 .뉴에이지의 바티칸 시’(the Vatican City of the New 

Age movement)로 불리며， 페루의 마추픽추(Machu PicchuL 영국의 
글래스턴베리 (Glastonbury)와 함께 뉴에이지의 3대 메카로 불리고 

있다. 물론 앞에 언급된 세 지역은 모두 강한 힘의 장소’(power 

place)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13) 한편 세도나 지역 

에는 현재 ’영성의 디즈니월드. (Disneyworld of spirituality)라고 불 
릴 만큼 337" 의 다양한 교파의 교회. 유대교 회당， 사원을 비롯하여 

50여개의 (뉴에이지 그룹을 포함한) 비주류 종교집단이 존재하며 또 

한 수많은 힐러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 14) 

세도나가 영적 관광지로 선호되는 데는 이 지역이 백인들의 신대 

륙 정복 이전 인디언들의 성지였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됨으로서 가능 

한 일이었다‘ 현재 여러 집단들이 인디언들의 위대한 영적 전통을 

되살린다는 기치아래 이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80년대 중반부터 이 집단들은 ‘형원인디언’(Plain lndian)의 의식을 

본 따 ‘신성한 원’(medicine wheel)을 조성하고 이 원안에서 의식을 

행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이벤트로 간주하고 있다. 이 의식은 해당 

장소를 성스러운 곳으로 만들어 자연의 치유에너지를 불러온다는 전 

통적인 목적 이외에도 세도나 전역에 퍼져있다는 땅의 에너지와 보 

다 효과적으로 교감하고자 하기 위항이라고 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세도나 외곽지역에 이 .신성한 원이 설치되기도 하는데 이는 해당 

지역이 무분별한 개발에 의해서 에너지의 흐름(ley line)이 끊어진 

것을 치유하기 위합이라고 한다 15) 이 밖에도 세도나에서는 1992년 

이후 현재까지 일 년에 두 번 봄과 가을에 인디언식의 ‘야 

12) Adrian Iv와이iv 1997, p. 371. 

13) Jbid., p. 368; ibid., 2003. p. 93, 102. 

14) htto://www.shangrilasedona.com/sedona.html 앞의 사이트에 의하연 구글에 
’sedona healer'라는 제목으로 97.5007ß의 링크가 푼다고 한다. 

15) Adrian Ivakhiv. 2003. pp. 10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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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Encampment) 행사가 개최되고 있는데 이 행사에는 ‘신성한 원. 
의식 외에도 정화의식인 ’스햇로지 (sweatlodge) . ‘벙둘러 앉아 북치 
기. (drumming circles) 등이 치러진다， 여기서 아이러니 한 것은 과 

거에 세도나 지역에서 거주하던 인디언들이 추방되었고 이 지역에는 

현재도 거의 인디언이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이런 의식을 

주재하는 사람들은 인디언이 아닌 여행가이드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세도나가 인디언들의 옛 성지였다는 주장은 아직 인류학적으로나 고 

고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16) 

무엇보다 세도나가 다른 경관이 훌륭한 일반 관광지와 달리 영적 

인 곳으로 인식되는 것은 이곳에 존재한다는 .볼텍스. 즉 ‘힘의 지 

점. (power spot) 때문이다. 볼택스는 회전하는 에너지의 움직임으로 
인해 깔때기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지구 깊이 흐르는 전자기 

장의 흐름이 지표로 올라온 곳이라고 한다. 세도나에는 크고 작은 

볼텍스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다고 하며 혼히 4대 - Bell Rock. 
Cathedral Rock. Airport Mesa. Boynton Canyon - 볼텍스가 언급 
된다， 또한 볼텍스는 통상적으로 ’남성적’(양) 혹은 전기적 

(electrical) 볼텍 스 그리 고 ‘여 성 적 ’(음) 혹은 자기 적 (magnetic) 볼텍 
스 두 종류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자극적이고. 힘을 주고. 들어올리 

는( uplifting) 성질을 가졌다면， 후자는 사람들을 보다 집중시키고. 
수용적이고 심령적으로 만든다고 한다. 이외에도 이 두 성질을 통합 

하고 있다는 제 3의 전자기적 (electromagnetic) 볼텍스도 언급된 
다 17) 볼텍스는 인간의 감관으로는 직접적으로 감지되지 않기에 이 

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에너지와의 .조율. (attunement) 내지 .소 

통’(interfacing)이 요구된다고 한다. 이를 위해 볼텍스 지 역에서는 

매우 다양한 의식이 여행가이드의 지도로 행해지는데 준비단계로 

(담배나 약초연기에 의한) 정화의식이 었으며， 지구에너지와의 조율 

을 활성 화하기 위 하여 단식 . (차크라)명 상， 시 각화(visualization) . 
만트라(옴) 낭송. (요가)호홉. 춤이나 드럽 풍으로 황흘경 (trance) 

유도 등 여러 방법들이 동원되며 또한 해당 지역을 떠날 때에는 감 

16) fbid.. 1997. pp. 375f. 

17) fbi닝r， 2001. p.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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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표시로 꽃， 담배， 약초， 동전 등올 대지나 그곳을 주재하는 정 

령에게 바치도록 권고하고 있다 18) 

또한 세도나는 외계인이나 UFO가 자주 목격되는 곳으로 홍보되 

고 있다. 미국에서는 40년대 후반 UFO 목격 이후 외계인과의 접촉 
을 시도하는 많은 종교적 혹은 영척 단체들이 생겨났으나 뉴에이지 

권에서는 주변적인 위치를 점유하였다. 그러나 세도나 관광책자에서 

외계인이나 UFO가 자주 언급되고 있듯이 세도나에서 이들 그룹들 

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들은 세도나를 다양한 우주적 

차원 혹은 우주의식과의 연결을 가능케하는 인터디멘셔널 

(Interdimensional)한 장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영매들은 세도 

나를 영적인 존재， 외계인， 우주로의 입구， 에너지 출발점 등으로 가 

득 채워진 지역으로 상정하여 세도나의 특정 지점들이 특정한 별자 

리， 우주적 힘. 차크라. 인체부분. 영적상태 둥과 상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은 세도나의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술과는 달리 이곳을 (보이지 않는) 하나의 주술적 

세계로 그리고 있다 19) 이로서 세도나는 단지 물리적인 지구에너지 

가 분출되는 곳으로 머물지 않고 영적 존재 그리고 우주의 신비와 

소통할 수 있는 성스러운 공간으로 구축되고 있는 것이다. 

II.3 세도나 일지명상센터 2이 

세도나에 기수련단체인 단월드의 세계 본부 혹은 ‘지구경영’의 중 

심부가 자리 잡은 것은 결코 우연 아니다. 이곳은 대안적 종교와 관 

련된 문화적 인프라 그리고 관광 인프라가 함께 잘 구축된 곳이며 

특히 일련의 볼텍스가 위치한 ‘강한 지기(地氣)의 땅. 그리고 .영성의 

땅’으로 널리 알려진 곳이기 때문이다. 단월드의 세계 본부인 세도나 

일지명상센터는 세도나 시내에서 차로 약 40분 정도 떨어진 코코니 

18) fbid.‘ 2003, p. 105. 

19) fbid., 1997, p. 374; 2003, p. 10'‘4 

2때때0) ‘“‘lJ.3. 세도나 일지영상센터” 부분은 졸고 「신자유주의와 종교문화의 상풍화J ， 
r종교문화비평J 13 (2008)의 일부(PP. 120- 125)를 약간 수정하여 재사용하였 
응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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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국유 림 (Coconino national forest) 안에 위 치 해 있 으며 . 160 에 이 
커(약 20만평)의 광활한 대지위에 건립되어 있다. 단월드 측은 이 

대지를 .마고 가든’(Mago Garden)이라고 부르며 세도나 5대 볼텍스 

의 하나로 홍보하고 있다. 단월드는 이 마고 가든 볼텍스가 세도나 

일지명상센터와 그 인근 지역을 감싸연서 다시 12개의 작은 볼텍스 

를 포함하기에 ‘마고 가든.은 일종의 ‘볼텍스 복합 단지/로서 종합적 

이고 조화로운 에너지장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라고 설명한다 21) 여 

기서 홍미로운 것은 볼텍스와 관련된 세도나 홍보물에서 마고 가든 

볼텍스에 대한 언급이 발견되지 않는 반면 단월드 측은 .마고 가든. 

이 세도나 4대 볼텍스에 이어 최근에 발견된 5번째 볼텍스라고 홍보 

하고 있다는 점이다 22) 그러나 여기서 ’마고 가든’의 볼텍스 존재여 

부를 떠나서 주목할 것은 단월드가 세도나에 자신들만의 볼텍스 세 

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마고 가든 안에 위 

치한다는 12개의 미니 볼텍스를 인체의 주요 혈자리에 비유 이곳을 

일종의 소우주로 셜명하고 있는 것에도 나타난다 23) 한편 단월드는 

이 미니 볼텍스에 각각의 명칭을 부여하고 또 여기서 방출되는 에너 

지의 성격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개별 명상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센터의 방문자들은 대부분 야 12 볼텍스를 차례로 거치게 된다 24) 

이렇게 단월드 고유의 .볼택스 세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이곳 

을 세도나 내의 또 다른 세도냐. 즉 영적 중심부의 핵심A로 재구축 

하려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단월드(구 단학선원) 설립자 

인 이승헌의 공식 인터넷 사이트( www.ilchi.net)에서 .세도나 라이 

브. (Sedona Live)를 제공하고 있는 것과도 맥올 같이 한다. 이 사이 

트는 세도나의 현지 시간과 햄께 소위 ‘마고성’(세도나 일지명상센 

터)에서 보이는 주요 볼텍스 지역인 벨락(Bell Rock). 캐시더럴 락 

21) http://www.magogarden.or.kr/ 

22) <(미주한국일보》 앞의 기사. 단월드의 SIMC의 영어 홍보책자에는 마고 가든 
이 5대 볼텍스의 하나라는 언급이 없으며 단지 12개의 작은 볼택스만 언급됨. 
http://www.yoursedonatour.com/Mectia/Download/Brochure/Sedona-Mago
Garden.pdf 

23) 현재는 패쇠왼 사이트: 1lttp:llwww.ilchi.netl05sedona/vortex.asp 
24) http://www.magogarden.or.kr/ 



동시때의 .순례’와 ’성지’에 대한 고찰 45 

(Cathedral Rock). 크로스 채 플 (Chapel of the Holy Cross) 퉁의 모 

습을 실시간으로 전송함으로서 일지명상센터를 중심으로 한 ’성스러 

운 지형.을 보여주어 이 센터가 단월드 회원의 영적 중심이며， 더 나 

아가 세계 영성의 중심이라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하고 있 

다 25) 

무엇보다 단월드는 세도나를 자신들의 종교지형 속에 통합시키기 

위해서 일지명상센터가 위치한 지역의 주요 지점에 한국식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 우선 단월드는 일지명상센터가 위치한 넓은 지역올 

.마고 가든.이라 명하고 이곳에서 대지의 따듯하고 평화로운 에너지 

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여 이곳을 ’생명 ‘근원’치유’로 회귀하는 

곳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26) 그러냐 주지하다시피 ‘마고’(麻站)는 박 

제상이 저술하였다는 부도지(符都誌)에서 한민족을 창조한 여신으로 

그리고 제주도 신화에서는 천지를 창조한 거대한 여신으로 묘사된 

다. 비록 단월드 측에서 ‘마고.를 설명하면서 부도지를 그 근거로 자 

주 언급하지만 세도나의 .마고’는 그리스 신화에서 대지의 여신으로 

등장하는 ’가이아’(Gaea) 에 보다 근접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 마 

디로 한국의 토속 여신인 .마고.가 단월드의 세계화 기획에 따라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한 .지구의 여신.으로 재탄생하였다고 말 할 수 있 

다 27) 한편 마고 가든의 12 미니 불텍스에는 대부분 한국식 명칭 -

-천금산’단군상’솔라마고’， ’마고훌’천제단’신선대 천강지 ’28) 

25) 앞의 사이트; http://www.ilchi.netltogether/sedonalive.aspx 

26) http://www.yoursedonatour.com/Media/Download/Brochure/Sedonf!-Mago
Garden.pdf 

27) 단월드 측은 부도지의 서술을 근거로 ‘마고’률 창조여신으로 그리고 ‘마고성’을 
최초의 인류가 탄생된 곳으로 설명한다. 한편 이송현은 자신의 저서 r한국인에 
게 고함J(한문화. 2006)에서 “마고는 지구의 영훈의 이름이다"라고 적고 있다. 
그는 위의 저술에서 인류문화의 원류를 에덴동산과 마고성(願$城)으로 크게 
물로 구분하고 전자가 서양정신의 후자가 동양정신의 뿌리이며 전자가 신과 인 

간의 분리 내지 신의 인간의식 지배를 의미한다면 후자는 신인합일， 자연과 인 
간의 합일을 보여주고 있어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다며 이러한 마고 
성의 사상이 집약된 것이 홍익인간 정신이라고 주장한다. 이송현， r한국인에게 
고함J . pp. 262-267. 

28) 단월드는 ’천강지’에 Medicine Wheel과 유사한 형태의 대형 서클올 조성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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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화대- 이 붙여지고， 마고가든 내의 다른 여러 지형 또한 한국식 

으로 - ’마고 계곡’， ‘마고 전상의 계콕 ’마고 통굴’단군 호수’. ‘단 

군 통굴- 명명되고 있다. 이런 식의 새로운 명칭의 부여는 해당 지 

역을 단월드의 세계관에 맞추어 재편성 내지 이곳에 자신들의 신화 

적 세계를 재현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월드에 의한 세도나의 재편성은 일련의 장소를 새로 영 

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세도나의 자연자원을 인위적으로 재조성 

하는 그들의 조경술(landscape architecture)에서 보다 적극적인 형 

태로 나타난다. 즉 마고 가든의 한 가운데 금빛의 단군 좌상을 건립 

하고 그 옆에는 지하수를 퍼 올려 만든 인공호수인 .단군 호수’를 조 

성하고 .단군 호수’로 가는 길의 양옆에는 일군의 장숭과 솟대를 세 

운 것이 그것이다. 특히 단군상은 마고 가든 내에서도 가장 지기(地 

氣)가 센 곳에 세워졌다고 하는데 이는 단월드의 세계화의 중심 이 

념에 한국의 민족정신에 있음올 명확히 한다 29)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현재 마고 가든의 외팍에는 한국민속문화촌아 건립되고 있 

다. 이 민속촌은 세도나 한인회가 주축이 되어 2002년 5월부터 조 

성되고 있는데 이로서 해외에 최초로 세워진 한국민속문화촌이 된다 

고 한다. 2006년 9월 19일에는 한국민속문화촌 2단계 공정의 완성 

을 기념하여 높이 3 미터의 돌하르방 2기가 민속촌 전면에 세워졌 

다. 이 조각상은 제주도가 기증한 것으로 톨하르방은 제막식에서 .평 

화의 상정’으로 환영되었으며 이로서 한국의 한 지역의 수호신(돌하 

르방)이 ‘인류 평화의 수호신’으로 재해석되어 그 의미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인다 3이 

다. http://、lIWW.magogarden.or.kr/

29) (신동아〉 통권 561호. 2006.06.01. 
httD://www.don~a.com/docs/ma~azine/shi띠'2006/06/07/200606070500012/2 
O0606070500012_3.h뼈 

30) 주목할 것옹 이숭헌이 한국민속촌 건립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는 사실 
이다. 세도나 한국민속문화촌은 약 4천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약 2백만 평의 

대지에 세워질 예정으로 공사가 3 단계 - 1. 민속문화교육장 건설. 2.정보센터 
건설. 3. 첨성단， 교육장， 야외공연장， 숙박시설 등을 갖춘 한미평화공원 건설 
- 로 진행되고 있으며 때06년 2단계 공정을 완성하였다고 한다.(연합뉴스〉 
200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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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세도나의 의미적. 지형적 재편성과 함께 단월드는 이 지역 

을 관광상품화하는데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단월드의 

자회사인 명상여행사의 주력 관광상품인 ’세도나 명상여행’은 단월드 

회원 뿐 아니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세도나 일지명상 

센터에서의 다양한 명상프로그램을 위시하여 주변 명소로의 관광， 

쇼핑， 야외활동(경마. 지프차 투어 등)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 

는 어학연수프로그램을 옵션에 넣고 있으며 또한 스포츠와 명상을 

결합하였다는 .숭마명상’골프명상’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31) 

III. 동시대 ‘종교적 여행’에 대한 학문적 논의 

앞에서 살펴본 사례들， 즉 서구의 뉴에이지 문화에서 선호되는 다 

양한 문화권에 위치한 일련의 정지 로의 영적 여행. 세도나의 재의 

미화와 이에 따른 뉴에이지의 대표적 ’성지.로의 부상. 그리고 단월 

드의 세도나에서의 .성지’구축과 이 지역의 명상(관광)상품화 등은 

고전적인 혹은 이상적인 ’순례에 대한 인식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인 

다. 즉 뉴에 이지의 영적 여행의 경우 이들의 목적지인 ‘성스러운 곳. 

은 여행자의 종교적 소속이나 해당 지역의 종교전통과 무관하게 지 

구 혹은 영적 에너지가 분출하는 곳으로 파악되어 그 수가 계속 확 

장되고 있으며， 세도나의 경우는 정스러운 곳.은 해당 지역이나 장 

소의 재의미화를 통해 .창조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특히 단월드의 

경우는 해당 지역이 특정 전통종교의 성지에 속하지 않을 경우 (상 

징적， 물리적 재편성을 통해) 자국의 종교집단만 아니라 타문화권 

종교집단의 .성지’로 쉽게 전유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즉 

위의 사례들은 동시대의 ‘순례.나 .성스러운 장소.는 더 이상 특정 종 

교전통에 국한되지 않고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음을 말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통시대의 정지’ 그리고 • 순례.를 둘러싼 현상들이 어떠 

31) http:/lmeditationtour.co.kr/overseas/overseas.asp; 
t1ttP:/ Iwww.magogarden.or.kr/news/news_ view.asp?id= 150 
http://www.magogarden.or.kr/orornam/horseback.asD 
http://www.meditationtour.co.kr/theme/golf_l. 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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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접근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I II. 1. 장소의 (재)의미화와 상품화 

많은 관광지는 단지 주어진 자연자원을 있는 그대로 시각적으로만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와 관련된 신화나 이야기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장소를 (재)의미화하여 방문객들에게서 보다 복합적인 체험을 

유도하려 한다. 이런 점에서 세도나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즉 전 

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세도나가 영적인 지역으로 홍보되고 (관광)상 

품화되면서 주어진 경관이나 지형이 소비자의 욕구에 부합되게 새로 

운 의미와 상정들로 채워지는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이 지역이 옛 아메리칸 인디언의 성지였다는 주장과 함께 .신성한 

원’(Medicine Wheel)과 같은 인디언 의식이 행해지고， 무엇보다 강 

한 지구에너지가 흐르는 볼텍스의 땅으로서 영적 진화에 커다란 도 

움을 주는 장소로 이 지역에 대한 종교적 혹은 영적 의미가 새롭게 

창조됨으로써 이 지역이 뉴에이지 수종자는 물론이고 일반 관광객들 

에게도 매우 특별한 지역으로 인식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장소의 상품화는 투자를 끌어들이고 관광시장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서 해당 지역의 문화와 유산을 재해석할 필요가 았다는 것이다. 이 

를 주킨 (Sharon Zukin)은 .장소의 상징적 경제’(symbolic economy 
of place)라고 일컬으며， ‘공간의 생산.과 .상징의 생산’이 나란히 진 

행됨을 강조한다 32) 

이러한 과정은 서구인들이 선호하는 세계 각 지역의 ‘성스러운 곳’ 

으로의 여행에서도 동일하게 진행된다. 즉 서구인의 영적 욕구에 맞 

추어 타국의 ’성스러운 장소가 본래 가지고 있던 종교/문화적 의미 

를 탈색하거나 이 지역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낭만화시킴으로써 

일종의 뉴에이지 오리엔탈리즙을 보여준다. 사실 중상층 이상의 서 

구인에게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의 여행은 특히 글로벌 관광산업이 

발달한 동시대에서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먼 지역 중 

에 인도. 발리. 티베트와 같은 특정 지역은 서구인들에게 마치 시간 

을 초월한 전통이나 영적 진리를 보다 진실되게 보여준다고 믿어진 

32) Adrian Ivakhiv, 1997, p. 2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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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이런 장소들에 대한 냥만적 숭배나 노스탤지어는 결국 

이들 장소들에게 서구인들에 의해 창조된 그들의 이미지를 강요함으 

로써 결국 해당 장소는 서구인들에 의해 전유된다고 할 수 있다 33) 

따라서 서구의 뉴에이지나 글로벌 관광상품은 서구 학자들에 의해서 

종종 타문화의 종쿄전통을 파변화하고 상품화하여 착취하고 있다고 

비판되어 왔고. 이로서 세계의 다양한 종교전통들이 일종의 공적 자 

산으로 취급되어 .성스러움이 상품화되고 자유시장의 원칙에 의하여 

매매와 소비의 대상으로 전락되고 말았다고 지적된다. 이런 맥락에 

서 서구의 뉴에이지는 결국 자유로운 전지구적 무역을 주창하는 ‘후 

기자본주의의 문화적 논리. Ccultural logic of late capitalism)를 반영 
한다고 비난 받기도 한다 34) 이와 관련하여 단월드의 세도나에서의 

시도 - 자신의 신화적 세계에 맞추어 새롭게 지역명을 부여하고 주 

변 환경을 인위적으로 손질하는 등 - 는 타국의 자연자원을 그 의미 

상 그리고 구성상 자의적으로 재편성함으로서 일종의 .역문화제국주 

의’로 그리고 서구에서 이미 영적 장소로 자리 잡은 지역을 - 이 지 

역과 관련된 주요 담론인 볼텍스 담론의 틀은 유지하되 - 한국의 민 

족주의적 세계관에 부합하게 재구성함으로써 일종의 .역오리엔탈리 

즘.으로 이해할 수 있다. 

III.2. 관광순례자 (tourist pilgrim) 혹은 순례관광자(pilgrim 

tourist) 

통시대의 .순례 ’ 내지 ’종교적 여행 이 관광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고 전통사회에서는 순례가 순수 

한 종교적 동기로 행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타 

지역으로의 장기간의 순례의 여정에서 관광적 요소를 배제한다는 것 

은 불가능하다. 단지 현대 후기자본주의 사회에서 ‘성스러운 장소’의 

상업화 내지 상품화가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광범위하 

33) lbi겁~ . 2003. p. 99. 

34) ‘후기자본주의의 문화적 논리’는 프레드릭 제임스(Frederic James)에 의해 정 
착된 표현으로 그는 다음파 같은 후기자본주의 사회의 문화적 특징 - (1) 거 
대 담론에 대한 믿음의 상실. (2) 파편화 다양화 - 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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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종교적 여행이 보다 밀접하게 관광적 요 

소들과 결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현대 사회에서 관찰되고 있는 종교적 여행을 순례 

와 관팡이라는 두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은 더욱 더 어려워졌다- 그 

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례’와 .관팡’은 총종 반대개염으로 사용되 

고 있으며 전통종교들은 순례에서 보이는 관광적 요소를 부정적으로 

명가하여 왔다. 일부 학자들 또한 ‘순례’와 .관광.을 개념적으로 구분 

하고자 시도한다. 예를 들어 얘베키브는 뉴에이지 여행자를 ‘진정한 

순례자. (genuine pil맑im)와 .단순한 관광객. (mere tourist)으로 구분 

하여 전자는 자신을 영적 탐구의 여정에 있다고 인식한다면. 후자는 

상대척으로 짧은 기간 안에 집으로 돌아갈 것을 의도한다고 말한 

다 35) 이와는 달리 다수의 연구자들은 정지.에서 단순한 관광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36) 이는 ‘순례’와 .관광.의 구 

분은 일 종의 이 상적 유형 (ideal type) 에 기 반을 두고 있으며 역 사적 

으로도 이러한 구분을 정당화해주는 자료를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무엿보다 예전의 .순례’가 먼 지역으로의 장기간의 도보로의 

힘든 여행이었기에 고행적， 금욕적 그리고 때로는 참회의 과정을 필 

연적￡로 수반하는 것이었다면 동시대의 .순례.는 발달된 교통수단의 

혜택으로 빠른 시간 내에 편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기에 고전적 

.순례’의 의미는 많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군의 학자들은 .순례.와 .관광’의 차이점 보다는 그 유사 

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베이던(E. Badone)과 로즈맨(S. R. 

Roseman)은 터너 (V. Turner)의 “순례자가 반쪽 여행자라면， 여행자 

는 반쪽 순례자이 다"(A tourist is a half pilgrim. if a pilgrim is a 

half tourist.)37)라는 구절을 언급하면서 이 두 영역이 서로 교차하 

고 있음을 주장한다. 즉 .순례’와 .관광’을 성소를 찾아가는 여행자의 

동기나 믿음의 형태로 서로 구분할 수 있다는 가정은 유지되기 어려 

35) Adrian Ivakhiv. op. cit., p. 99. 

36) D. Bar & K. Cohen-Hattabi pp. 132; A E. Morinis p. 570; cf. Erik 
Cohen: p. 49. 

37) V. Turner &. E. Turner,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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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며 이는 우선 조사자가 타자의 깊은 내면적 경험이나 동기를 파악 

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 더러 실제로 이들 여행자들이 혼합된 동기 

를 가지고 있음이 결코 드문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 

서 성과 속의 이분법적 구분에 기저를 둔， 신앙심이 깊은 순례자와 

쾌락을 찾는 관광객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은 현상을 설명하는데 도움 

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들은 순례의 고전적 성격으로 언급되는 

.변화를 일으키는 경험' (transformative experience) , ‘주기적인 영적 

재생’(periodic spirilual renewal) 등은 관광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들은 결국 ‘종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관광에서 

도 종교적 성격이 확인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기어츠(c. Geertz) 

가 종교’를 개념화한 것처럼 “의미. 해석가능성， 진실로 진실한 것 

(the really real)에 대한 추구”로 정의한다면 한 관광객이 자기재생 

과 진정함(authenticity)올 찾아 여 행을 떠나는 경우 순례와 여행의 

경계는 사실상 무너진다고 주장한마 38) 

III.3. '순례에 대한 거대이론의 거부 

순례에 최근의 연구는 이 주제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의 이론적 패 

러다임을 제공하였고 여전히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터너의 

이론에 대한 비판적 평가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터너의 대표적인 이 

론인 .리미널리티’Oiminality)와 ’콤무니타스. (comrnunilas)는 주지하 

다시피 네댈란드계 불란서 민속학자 반 게냉 (A. Van Genepp)의 3 

단계 통과의례의 구조 - 분리. 과도기 Oiminal phase) , 재통합 - 중 

가운데 단계 즉 .과도기 .를 발전시킨 것이다. 터너는 순례， 축제. 의 

례 는 반구조적 (anti-structural) , 입 계 적 (liminal) 기 능을 제 공하며 , 

이러한 행사들은 사회구성원들의 비일상적이며 사회척 위계가 제거 

된 상태 내지 공간 즉 ‘콤무니타스에 대한 갈망에 의해 고무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연 개인들은 이러한 행사를 계기로 기존의 자 

신들의 사회적 역할 내지 사회문화적 질서로부터 일시적으로 벗어나 

게 되어 .리미널리티’ 상태. 즉 이전에 속했던 사회에 더 이상 속하지 

38) E. 8adone & S. Roseman, pp. 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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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않고 그렇다고 아직 기존 사회에 재통합되지도 않은 ”이도 저도 

아닌fI (between and betwixt) 상태에 놓아게 됨으로써 모든 구성원틀 

간의 직접적이고 평등한 공동체(관계) , 즉 .콩무니타스.가 형성된다 

고 한다. 그는 순례자들의 센터를 .콤무니타스’로 보고 이곳은 혼히 

주변부 즉 교회나 국가의 주요 행정 중심부로부터 멸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고 말한다. 또한 터너는 순례는 일반 민중들이 기적에 대한 

이야기나 소문에 반응하면서 해당 장소에 떼 지어 모이는 대규모의 

자연발생적 사건으로부터 발전한다고 주장하였다 39) 

이러한 터너의 이론에 대한 도전은 90년대 초 코헨(E， Cohen)에 

의해 시작되었다. 코헨은 터너가 순례의 보면적인 구조를 찾으면서 

(이상화된) 기독교의 순례를 모델로 삼음으로서 종교적 센터와 정치 

적 센터가 융합되는 경우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요 순례 센 

터는 해당 사회의 중심부로부터 떨어져 있기 (excentric)보다 오히려 

통일한 중심을 가지고(concentrjc) 있다고 주장한다. 그의 이러한 주 

장은 터너가 성스러운 곳을 “저곳의 중심’'(center out there)으로 파 

악하고 있는 것에 비해 엘리아데 (M. Eliade)가 성스러움을 “세계의 

중심 "(center of the world)으로 개념화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코헨 
은 엘리아데의 .중심. 개염을 차용하여 순례를 종교적 동기에 의해 

유발된 .세상 중심’으로의 여행으로 정의하며. 먼 곳에 성지가 있을 

경우 이는 단지 지리학적 환경일 뿐이라고 말한다.40) 

유사한 맥락에서 리더 (1. Reader)는 순례가 터너가 주장하는 것처 

럼 언제나 반구조적 (anti-structural) , 반권위적 (anti-authori tarian) 

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라며， 이러한 터너의 이론에는 순 

례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 성직자나 종교 당국의 역할이 간과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즉 성직자나 종교 당국은 새로운 신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퇴락하고 있는 자신틀의 종교전통을 되살리기 위해서 순례 

를 장려할 뿐 아니라 종종 새로운 순례지와 순례 루트를 .창초’하기 

도 한다는 것이다 41 ) 

39) Erik Cohen. pp. 34f. , Ian Reader. 2007, p ‘ 219. 

40) Erik Cohen. IbJd. 

41) 그 예로 리더는 가톨릭 당국이 세속화된 시대에 가톨릭교회의 권위률 재정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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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터너와 코헨의 이론은 ‘순례’에서 하나의 보면적인 구 

조를 찾으려 시도함으로서 결국 서로 상반된 이상적 유형을 제시하 

고 있다. 이러한 유형화 작업에서 간과되고 있는 사실은 순례의 기 

능이나 지향점이 순례지를 어떠한 종교집단이 통제하고 있으며 해당 

집단은 성스러운 장소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 등에 따라 서로 상 

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42) 예를 들어. 서구 뉴에이지 경우 성스러운 

장소는 주류적인 종교문화 그리고 도시-산업화된 현대성과는 차별되 

는 하나의 대안적인 지형을 의미하기에 오히려 주변적인 장소들이 

선택되고 이러한 복수의 장소들이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서로 연결됨으로서 뉴에이지 순례자들에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대안 

적 문화의 한 부분으로서 구축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적 구조가 구 

축된다고 할 수 있다 43) 

따라서 최근 연구의 동향은 터네가 제시한 ‘순례’에 대한 거대 이 

론의 거부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베이던와 로즈맨은 터너의 이 

론이 ‘순례’가 가지고 있는 대중적， 개인주의적， 카리스마적 성격을 

고자 루르드(Lourdes)와 같은 비교적 새로운 성지를 활성화 시켰으며. 최근 서 
거한 교황 요한 바울 2세의 경우도 춰임 직후부터 각국의 가톨릭 성지를 방문 
하연서 순례를 적극 장려하였으며 여기에는 냉전시기의 가톨릭교회와 교황 -
특히 폴란드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 차신의 반공주의적 정치적 메시지가 포항 
되었음올 언급한다. 또한 리더는 일본의 예롤 들어 규슈 섭의 북부지역에 관음 
을 둘러싼 새로운 순례 루트가 송려들에 의해서 ‘창조’되었음올 언급하고 다수 
의 송려 그리고 불교 기관의 당국자는 제도화된 불교 내지 사찰불교에 대한 일 
본인들의 소속감이 약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순례를 사람들을 다시 사찰로 
불러들이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a로 보고 있￡며 이률 위해 새로운 순례 루트 
의 개발울 지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Ian Reader. ibi닝~. pp. 218-221. 

42) 예률 들어 교황청이나 지역 주교로부터 인준올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 
모의 발현지로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성지에 형성된 (마리아의 메시지를 
직접 받았다는) 평신도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커뮤니티는 - 예， 미국 플로리다 
주 클리어워터의 ‘Our Lady of Clearwater’, 한국의 경우 나주의 ‘마리아의 구 
원방주’ - 터너가 주장핸 것처럼 기존의 종교조직에 대항하는 반구조적， 반 
권위적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종교의 사제 혹은 종교 당국 
에 의해서 통제된 성지의 경우 이곳￡로의 순례는 기존의 종교적 권위체계 그 
리고 해당 총교에 대한 성원들의 소속감을 강화효}는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창고) lbid, pp. 219f. 

43) Adrian Iva암liv 2001.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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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하고 있어 결국 이러한 성격의 순례를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기 

성종교의 시각을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44) 비슷한 맥락에서 에 

이드(J. Eade)와 콜맨 (8. Coleman)은 터너가 .순례’의 핵심을 임계 

적(liminal) 즉 비일상적 상태로 개념화하여 .순례.를 일상적인 정치 

적. 사회적， 문화적 과정드로부터 분리함으로써 .순례’가 인류학적 연 

구의 한 분야로써 정착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한다. 또한 

이들은 현대인들이 개인적 경험과 주관적인 영적 만남에 보다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에 현대인들에게 있어 ‘콤무니타스.와 같은 성 

지에서의 집단적 경험은 부차척일 수 있음을 언급한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영리아데 (M. Eliade)와 함께 터너를 낭만주의자로 부르며 이 

두 거장은 종교’를 위해서 현대성 내지 현대적 가치로부터 공격당하 

지 않는 내부의 영역 내지 왕국을 구축했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순 

례가 전지구적인 경제적 차원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며 순례는 또한 문화적. 경제적 체계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정치적인 힘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 

은 .순례자’에 대한 이상적 유형화 그리고 .순례자’를 원형의 구도자 

로 보려는 시각을 거부한다. 이들은 순례를 ’자발적 이 

동. (disp!acement)의 한 형태로 개념화하고 순례야말로 매우 개인적 

인 사건임을 강조하며. 더 나아가 순례는 끊임없는 정체성의 탐구를 

의미하여 현대와 같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세상에서 문화척 의미를 

구축하는 것을 도와주기에 순례를 .키네틱 (kinetic) 의례. 내지 ‘통적 

의례 .라고 부른다 45) 결국 이랴한 일련의 터너의 이론에 대한 비판 

적 평가들은 순례 현상을 이상적 유형에 맞추어 재단하기 보다는 이 

현상의 다양한 형태와 복합척 의미에 동시대 연구자들의 관심이 기 

울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III.4. ‘성스러운 공간’에 대한 비판적 접근 

.순례에 대한 학문적 논의에서 엘리아데의 ‘성스러움’(the sacred) 

이 자주 언급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옐리아데 

44) E. Badone & S. Roseman: pp. 3f. 

45) 1. Eade & S. Coleman: pp.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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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말로 .성스러웅’에 관한 가장 강력한 거대이론을 구축하였고 순례 

의 여정이 바로 ’성스러운 곳’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데스터(D. Chidester)와 리넨탈(E. T . 

Linenthal)은 종교학의 전통에는 .성스러움’파 관련하여 .본질 

적 . (substantial 혹은 essential) 정 의 뿐 아니 라 ‘상황적 ’ (situational) 

정의도 있어왔음을 환기시킨다. 즉 오토(R. Otto)와 엘리아데로 대 

표되는 전자가 성스러움의 본질적 성격을 기술하고 이에 관련된 내 

부자(insider)의 경험 내지 시각을 전달하려 했다고 평가되면서 . 정 

스러움.은 궁극적 의미로 가득 찬 .실재.의 이해할 수 없는 두렵고 강 

력한 발현으로 설명된다. 이에 반해 뒤르갱 (E. Durkheim)으로 거슬 

러 올라가는 상황적 정의는 성스러움올 인간들의 실천， 사회적 기획 

의 중심에 위치 지움으로서. 결국 본래부터 성스러운 것은 없고 따 

라서 .성스러움’이란 하나의 텅 빈 기호로 그 자체는 의미를 결여하 

고 있기에 오히려 여기에 어떠한 의미도 수용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치데스터와 리넨탈은 성스러운 장소를 분석함에 

있어 이러한 본질적 정의와 상황적 정의가 가져오는 차이를 각각 성 

스러운 공간에 대한 .시학 (poetics)과 정치학. (politics)이라고 표현하 

고 있다 46) 즉 전자에서는 성스러움이 일종의 존재론적 실재 혹은 

특정 장소의 하나의 본질적인 특징으로 인식되는데 반해. 후자에서 

는 성스러움이 하나의 사회적으로 협의된 실재로 인식되고 이들 (성 

스러운) 장소들과 관련된 다양한 힘의 행사 내지 충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47) 치데스터와 리넨탈은 앞의 상황적 모델을 차용하며 미국 

의 다양한 성소들에 대한 조사를 실행하였고 이러한 성소들이 유사 

한 절차 - 의례화. 재해석. 성스러움의 정당한 소유를 둘러싼 논쟁 

퉁 - 를 통해 성스러운 장소로 재생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무엇 

보다 이들은 이러한 성소들이 관광사업. 경제 교역/발전과 같은 ‘세 

속적인’ 사업 그리고 강한 민족주의가 가져오는 갈둥 등과 직접적으 

로 연관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48) 

46) D. Chidester & E. T. Linenth외. pp. 5f 

47) Joy Ackennan, http://reconstruction.eserver.or~/053/ackerman.shtml#3 

48) D. Chidester & E. T. LinenthaJ. φ c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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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맥락에서 에이커맨 (J. Ackerman)은 이러한 상황적 묘델이야 

말로 .성스러운 공간.이 지배와 종속. 포함과 배제. 전유와 탈취를 포 

함하는 인간들의 협의 관계가 반영되는 곳 즉 또 다른 위계질서가 

지배하는 장소라는 점을 인식하게끔 한다고 말한다. 즉 성스러운 공 

간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접근방법은 성스러움이 특정한 장소의 본 

질적 성격이라기보다 인간의 의식적인 상징적， 의례적 작업에 의해 

서 구축되고 유지됨을 확인시킨다는 것이다. 에이커맨은 이러한 작 

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미국의 한 자연공원 

(Walden)을 예로 어떤 것이 보여지고 접근이 허용되며 방문객의 주 

의가 어떤 특정 방향으로 유도되며 어떤 의미의 메시지는 유지되고 

또 어떤 것은 차단되는가 퉁을 추적하였다 49) 

패인 (C. Paine) 또한 ’성스러움’의 구축에 인간의 능동적 개입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우선 성스러운 장소를 다음과 같이 범주화하고 

있다: (1) 성인의 유품이나 신체 일부 즉 유골이 존재함으로서 성스 

러운 장소. (2) 성스러운 의미를 가진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 (3) 의 

례적 봉헌에 의해서 성스럽게 만들어진 장소. (4) 영적 느낌을 전하 

기 위해서 구축된 장소 (건축. 정원). (5) 영적 의미가 부여된 장소， 

(6) 본유의(innate) 성스러움 내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어지 

는 장소. 그는 여기서 (5)의 영적 의미가 부여된 장소를 설명하면서 

이 경우 특정한 경관이 단지 아름다울 뿐 아니라 동시에 영적 성질 

을 지니고 있다고 여겨지는 것으로 혼히 북아메리카에서는 황야가 

언급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6)의 내재척으로 성스러움 내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어지는 장소야말로 사랍들의 (특정 종교 

전통의) 믿음. 관점， 행위와 관계없이 이들 장소가 .생태적으로 성스 

렵다고 여겨지기에 이 중 가장 홍미로운 범주이고 또한 과연 성스러 

운 장소는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고 말한다. 무 

엇보다 (5)와 (6)의 경우는 이들 장소를 대연한 사람들이 이곳에 성 

스러움을 부여하고 있기에 이를 엘리아데가 말하는 .성 

현’(hierophany) - 성스러움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 - 으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오히려 이러한 장소를 경험하는 사람 

49) Joy Ackerman,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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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성스러움을 창조하고 자신틀 주위의 대상틀에 성스러움을 부여 

하고 있음에 주목해야한다고 주장한다 5이 그러나 패인의 이러한 논 

거는 .성스러움.에 대한 본질적 정의로 다시 회귀할 위험성을 내포하 

고 있는데 이는 그가 개인들이 특정 장소에서는 자신의 종교문화적 

배경파는 독립적으로 이 장소에 성스러움을 .창조’한다고 발언함으로 

서 이런 능력의 선험성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패인은 엘리아데를 다음과 같이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엘리아데는 성스러운 장소를 마치 실재인 것처럼 혹은 하나의 위대 

한 진리의 반영인 것처럼 다루고 있어 사람들과 이 장소와의 상호관 

계 그리고 사람들이 이 장소에 무엇을 부여하고자 하는가를 비판적 

으로 고찰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51) 이런 맥락에서 패인은 순 

수한 의미의 ‘자연적 ’(natural) 경관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경관 

은 언제나 사랑들의 욕구에 의해서 변형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사람 

들이 원하는 종류의 성스러운 장소로 변화가 가해졌다고 주장한 

다 52) 

물론 위의 엘리아데 비판은 그가 서술하고자 했던 ’성과 속’의 변 

증법적 관계를 단순화 하였거나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비판받을 여 

지가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어떤 것이 엘리아데의 이론에 대 

한 .올바른’ 이해이며 그의 이론이 어떻게 창조적으로 재해석 내지 

발전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에 개입하기 보다는 ‘성스러운 장소.를 

관찰하고 분석하는데 다양한 - 때로는 서로 충돌하는 - 접근방법들 

이 있으며 어떤 시각을 차용하는가는 조사자의 연구대상과 관심사에 

따라 선택될 사항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본 논문 

에서와 같이 .순례’ 혹은 .종교적 여행’의 현대적 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면 .성스러움.을 둘러싼 현상의 소위 불변의 성격이나 구조를 하 

나의 주요 전제로 삼기보다는 ‘순례’ 내지 .성스러움을 하나의 사회 

문화적 구성물로 파악하여 이들 현상이 어떠한 복합적인 사회적， 문 

화적， 경제적 요인들의 상호작용 그리고 (재)의미화 작업을 거쳐 구 

50) Crispin Pain. pp. 109f. 

51) Ibld. 

52) lbld., p.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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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되고 유지되며 또 다시 변화되고 있는가를 추적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111.5. ‘현대적. 순례의 특갱 

리더(1. Reader)는 동시대의 순례의 확산에 주목하연서 현대인들 

에게 있어 순례의 동기는 과거 순례자들의 그것과 상당 부분 일치하 

나 또한 새롭게 부각된 이슈도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일본 시 

고쿠 섭의 88개 사찰을 거치는 1400 킬로미터 여정의 .시고쿠 순 
혜. (四國遍路)에 대한 방대한 기록과 옛 문헌을 조사하고 지난 20년 

간 이 지역 순례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순례는 매우 복합척인 동기 

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 이러한 동기들이 반복척으로 나타나고 있 

음올 밝히고 있다. 즉 사망한 친인척을 기리기 위해서. 죽음에 대한 

준비로 선업을 쌓기 위해서. 고행척 수행드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 

구원올 찾기 위해서. 불행 앞에서 위로와 기적올 구하려고. 치유와 

같운 실질적인 혜택을 얻으려고， 불행을 막아줄 영척 도움을 구하려 

고. 죄에 대한 참회로， 일상척인 주변환경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릉등 

이 그것이다 53) 따라서 순례는 언제나 개인들에게 무거운 현실이나 

의무로 부터 (일시적인) 탈출올 가능케 하고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영적인 것과 기적을 개인적 차원에서 체험할 수 있 

는 하나의 계기를 제공하여 왔으며. 무엇보다 순례는 종교전통이나 

신앙심올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개인적인 문제해결과 보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리더는 이전의 순례 행 

위가 종교전통의 테두리 안에서 행하여졌다연 현대의 순례에서는 보 

다 자율적이고 개인화된 의미추구가 지향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는 최근 들어 많은 시고쿠 순혜객들이 자신이 .무종교. (無宗敎)임올 

강조하고 .자기발견. (self-discovery)올 순례의 이유로 혼히 꼽고 있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한다 54) 다시 말해 동시대의 순례객들은 

불교전통이 제공하는 인프라(순례지와 순례 루트)률 이용하되 매우 

53) lan Reader. op. cit .. p. 214. 

54) fbid., pp. 22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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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의미추구의 여정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리더의 주장은 일본학자 호시노 에이키(星野英紀)가 시고 

쿠 순례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른 인터뷰 조사결과와도 부합되는 것 

으로 호시노는 이들이 (순례지에서 그들을 수호하고 기적을 선사한 

다는) 고보 다이시(弘法大師)에 대한 믿음이나 순례에 대한 특정한 

불교적 해석 보다 오히려 도전이나 개인의 발전/계발에 보다 큰 관 

심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뉴에이지 사고 - 실험주의. 개인 

적 도전과 성장의 강조， 개인의 자유 추구 둥 - 가 (동시대 일본의 

다른 종교적 행위와 마창가지로) 순례에 반영된 것이라고 보았다 55) 

비슷한 맥락에서 일련의 학자들은 서구의 가톨릭 성지 순례자들에게 

도 뉴에이지 사고가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들에 의하면 순례가 개인적 성장. 하나의 대안적인 자기치유의 방 

법으로 이해되연서 순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러한 현상에는 순례를 자기 발견의 여정으로 기술하고 있는 뉴에이 

지 저술들의 영향이 크고 따라서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순례여행에 

뉴에이지 계통의 책들올 지참하고 있음에서도 발견된다고 한다 56) 

따라서 리더는 동시대의 순례의 확산을 무엇보다 현대적 맥락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물론 순례를 통해 개인들이 합리성과 경제적 이익 

을 절대화하는 현대사회의 비인간척 조건으로부터 (일시적으로) 탈 

출하여 삶의 진정한 의미와 기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순례의 .반현 

대적. (anti-modern) 성격을 부각시킬 수 있으나， 동시대의 순례는 개 

55) !bid., 2003. p. 129f.: 2007. p. 223; 그러나 라더는 호시노와 시각의 차이를 
보이는데 즉 호시노가 터너의 모넬을 따라 이러한 개인주의적 성향을 근거로 

순례의 반구조적， 반권위적 성격을 셜명하고자 하는데 반해 리더는 시고쿠 순 
례에서는 이러한 순례자들의 개인주의적 성향과 함께 언제나 지방 당국이나 기 
성 종교조직이 순례를 통제하고 순례 행위에 특정한 의미와 규법적 가치를 부 

여하려 시도했음을 언급하고 시고쿠 순례에는 언제나 이 두 경향이 서로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같은 맥락에서 리더는 현재 시고쿠 순례에 
는 일련의 규범적 시각이 작동하고 있으며 이는 그룹투어의 행통 형태로부터 
순례의 공식적인 연으로 인식되는 상징적 구조까지 포괄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순례객들이 자신들의 개인화된 순례를 추구한다고 하여도 이 모든 것은 규법적 
구조와 패턴의 테두리 안에서 실행된다는 것이다. ibid., 2003, p. 129f 

56) !bid., 2003, p. 22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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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자울성과 자기계발을 강초함으로서 현대성의 한 단연을 보여준 

다는 것이다. 리더에 의하면 순례는 현대화된 세계에서 자신을 위해 

직접적인 영적 경험을 획득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을 제공한 

다는 것이다. 물론 과거에도 개인적 종교체험이 중요한 주제였겠으 

나 현대사회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종교 

적 소속과는 상당 부분 독립적￡로 추구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 

다는 것이다. 따라서 리더는 동시대의 순례의 확산올 종교의 부홍이 

라는 맥락에서 보기보다 이를 현대인들이 조직화된 종교로부터 멸어 

지면서 보다 자율적이며 개인적이며 인간화된 영적추구를 지향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57) 

IV. 맺음말 

순례는 구시대의 유물로 일부 신앙심 깊은 종교인들에게 발견되는 

주변적 현상이 아니다. 그 반대로 현대사회에서 .순례’는 그 형태가 

다양화되고 .순례지.는 계속 새롭게 등장하고 있으며 ’순례자.의 수 

또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조직화된 종교와는 무관한 뉴에이지 성 

지는 물론이고 특정 종교전통과 관련된 성지로의 순례객도 늘고 있 

다. 가톨릭에서 유명한 성지인 불란서의 루르드(Lourdes) . 크로아티 

아의 메 주고리 예 (Medjugo디e) . 포르투갈의 파티 마(Fatima) . 스페 인 

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Santiago de Compostela)의 경우 순례 

객 수가 90년대 이후 현저히 증가했으며， 일본의 ‘시고쿠 순례’의 경 

우도 1998년과 2000년 사이에만 순례객의 수가 30% 증가했다고 한 

다 58) 물론 이러한 순례자의 증가에는 발달된 현대적 교통수단의 몫 

이 크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편리한 교통수단을 거부하는 성지 

순례객의 수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었다. 산티아고의 경우 걷거나 

말을 타거나 자전거로 목적지에 도착하는 순례객이 80년도에 비해 

2000년도에는 3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시고쿠 순례의 경우도 90년대 

57) !bid.. pp. 224-227. 

58) /bj닝~ ， pp.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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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부터 도보 순례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59)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동시대 순례에서 관찰되는 변화된 모습에 

주목하고자 하였고 무엇보다 동시대의 새로운 ‘성지.가 어떤 과정을 

거쳐 구축되고 있는가를 세도나의 예를 들어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 

히 세도나에서의 단월드의 활동을 통해 특정 문화권의 자연자원이 

어떠한 재의미화와 지형적 재편성을 통해 타문화권에 뿌리를 둔 종 

교집단의 성지로 탈바꿈되며 더 나아가 이들의 (관광)상품으로 재포 

장되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작업은 ’성지’가 다양한 종교적， 정치 

적. 상업적 의도에 의해서 .창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성지는 관광상품 내지 체험상품이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환영 

받는 현대 후기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속 (재)생산될 것이며 순례 루 

트 또한 계속 개발될 것이다. 이는 한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님을 최 

근의 기사가 단적으로 보여준다. 즉 한국관광공사와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공동￡로 ‘고풍격 사찰순례상풍’인 ‘한국33관 

음성지 순례상품’을 개발하였다는 것으로 이러한 사업은 한국 특유 

의 관음신앙을 ‘재발견’하여 널리 얄리고 외국인의 순례와 템플스테 

이 사업 퉁을 촉진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한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것은 이 순례상품이 일본인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 순례코스 

의 개셜을 축하하기 위해 일본의 ’큐슈 시코쿠 33관옴영장’(九州 西

國 33觀륨靈樓)6이 대표단 100명이 올해 8월 초 방한하여 일부 관음 

사찰을 순례하였고 곧 본격적인 일본 순례단의 방문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61) 여기서 명확한 것은 위의 .순례상품.이 일본에서 대중적인 

‘세트화’된 성지순례를 그 모델로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는 일본 순 

례객을 겨냥한 글로별 관광상품으로서 당연한 귀결일지도 모른 

다 62) 그러나 이 순례상풍은 33개의 한국사찰을 하나의 성스러운 

59) fbid.. pp. 21lf. 

60) ‘震場’(레이죠)은 일본에서 ’성지’률 의미한다. 

61) (농어촌관광신문) 2008.07.31; (연합뉴스) 2008.07.07. 
62) 한국 불교에도 융달에는 3 곳의 절을 순례하는 것이 좋다는 설이 있어 ‘삼사순 

례’를 하거나 ‘오대보궁’ 순례 등이 있어 ‘세트화’된 순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의 경우는 특히 불교성지가 다양하게 ’세트화’된 것 - 사이고쿠(西國) 33 
관음영장， 호넨(法然)의 25개 영장， 구카이(空浪)의 887ß 영장 등 - 이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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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도 즉 의미적， 지형적 통일체로 묶을 수 있는 상징체계나 네레 

이티브를 결여하고 있어 과연 이러한 순례가 어떤 ’성 스러운. 체험을 

제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63) 

참고문헌 

Ackerman, Joy, 2005, “A P이itics of Place: Reading the Signs at 

Walden Pond" , Reconstruction 5.3, 
http://reconstruction. eseπer.org/053/ackerman.shtml#3 

Badone, Ellen and Sharon R. Roseman (eds), 2004, lntersecting 

Journeys: The Anthropology 01 Pilgrimage and Tourism‘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Bar, Doron & Kobi Kohen-Hattabi, 2003, "A New Kind of 

Pilgrimage: The Modem T ourist Pilgrim of 

Nineteenth-Century and Early Twentieth-Century Palestine", 

라고 할 수 있다. http://blog.naver.com/iabi이/140033251972 

63) 한국의 경우 흉미로운 것은 지방정권이 판광산업 육성의 차원에서 제도종교와 
는 독립적인 ‘성지’의 구축에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며， 특히 ‘기’(氣) 
문화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의 예률 들연， 강화군은 마니산을 전국 

제일의 ‘생기처’(生氣處)로 그리고 백두산의 천기(天혔)와 한라산의 지기(地氣) 
가 모이는 ‘중심지’로 홍보하연새 ‘제l회 마니산 기축제'(2008년 6월 28일과 
29일)를 개최하였다. ( (경인일보) 2008.05.31: (연합뉴스) 2008.06.26.) 전 
라남도의 영암군 또한 월출산 자락에 ‘기 문화 콘렌츠 센터’의 건립을 추진하 
고 있는데 여기서 영암은 기의 고장으로 그리고 월출산은 영험한 산으로 소개 

되고 었다 이와 연계된 l단계 사업으로 2008년 7월 월출산 용치골에 “월출산 
의 왕성한 기(氣)와 맥반석의 맑은 물을 활용한” ‘氣찬 핸드’률 개장하였으며， 
2단계 사업인 ’‘월출산 기숨을 걸으면서 영기(앓氣)를 오갑올 통해 체험할 수 
있는” 월출산 기숨 100리길 ‘웰벙 氣도로-’의 건설도 일부 완공하였다고 발표하 
였다. ((한겨레 21) 2004.05.04. 제508호(광주매일신문) 2008.07.02: 
〈대한일보) 2008.07.01 r월출산 氣’ 오감으로 체험J ) 여기서 언급되는 ‘기의 
땅’은 뉴에이지에서 딸}는 ‘힘의 장소’와 통일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 
히 ‘기’라는 개념 하에 비주류 종교전통과 판련된 ‘성지’가 통합되는 경향올 보 
이고있다. 



동시대의 ’순례’와 ’ 성지’에 대한 고찰 63 

Midd/e Eastern Studies Vol. 39, No. 2, pp. 131-148. 

Chidester, David & Edward T. Linenthal (eds.), 1995, American 

Sacred Space, Religion in North America, Indiana University 

Press. 

Cohen, Erik, 1992, "Pilgrimage centers concentric and excentric", 

Anna/s 01 Tourism Research Vol. 19, pp. 33-50. 

Eade, John & Simon Coleman (eds.), 2004, Reframing Pilgrimage: 

Cultures in Motion, Lodndon: Routledge. 

Ivakhiv, Adrian, 1997, "Red Rocks, ’vortexes’ and the se피ng of 

Sedona: Environmental Politics in the New Age", Social 

Compass Vol. 44, No. 3, pp. 367-384. 

_ _ ， 20이， Claiming Sacred Ground: Pi엉rims and Politics at 

Glastonbury and Sedona, Bloomington &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___ , 2003 "Nature and Self in New Age Pilgrimage", Culture 

and Re/i링on Vol. 4, No. 3, pp. 93-118. 

Kilde, Jeanne Ha1gren, 2006, “ Space, place, and religious meaning", 

Material Religion Vol. 3, No. 2, pp. 277-278. 

Morinis, E. Allan, 1983, "Pilgrimage and Tourism", Anna/s 01 

Tourism Research Vol. 10, No. 4, pp. 569-70. 

Paine, Crispin, 2006, "Whose sacred place? Response to Jane 

Samson", Material Re/igion Vol. 2, No. 1, pp. 109-11 1. 

Reader, lan, 2003, "Review Article - Local Histories, 

Anthropological Interpretations, and the Study of a Japanese 

Pi1grimage", Japanese Journal 01 Re/igious Studies, Vol. 30, 
No. 1- 2, pp. 119- 132. 

__ -> 2006, Making Pi엉rimages: Meaning and Practice in 

Shikoku, Hawaii: University of Hawaii Press 

__ -' 2007, "Pilgrimage growth in the modem world: Meanings 



64 종교학 연구 

and implications" Religion Vol. 39, pp. 210-229. 

Rountree, KathηID， 2002, “ Goddess Pilgrims as Tourists: Inscribing 

the Body through Sacred Travel" , Sociology 01 Rel땅ion 

Vo l. 63, No. 4, pp. 475-496. 

Tumer, Victor & E. Tumer, 1978, Image and Pilgrimage in 

Christian Culture, New York: Columbia U띠versity Press. 

우혜 란， 2008, r신자유주의와 종교문화의 상품화」 

r종교문화비평J Vol. 13, pp. 91-130. 



동시때의 ’순례’와 ’성지’에 대한 고찰 65 

<abstract> 

Discussion on Contemporary ’ Pilgrimage’ 

and ’Sacred Place" 

Woo , Hai-ran 

The pilgrimage undergoes changes in the modern world. while 

the popularity of pilgrimage is increasing and sacred site grows 

in number. Whereas in traditional societies pilgrimages were 

under control of established religjons to a great degree and 

accordingly . their sacred places were interwoven with the sacred 

world-view or history of the traditional religjon in question. 

modern pilgrimages are often performed independent of a certain 

religious tradition as New Age pilgrimage shows. 

At first. this paper took Sedona (Arizona , in the US). the 

Mecca of New Age. as an example to follow the process through 

which an unknown region was turned into a sacred place of an 

alternative religious movement called New Age and a popular 

tourist goal as well. In addition. the activities of Dahn World. a 

Korean ki-training enterprise. in Sedona were scrutinized. 

especially their appropriation and reinterpretation of this sacred 

region as the sacred place of their own and their following 

marketing of this place as an opt imal place for spi디tual growth. 

At the second part of this paper. recent academic discussions on 

"pilgrimage" and "the sacred" were introduced. in search of a 

productive theoreticaJ model for the present theme. Eventually. 

·‘situationaf' model which presupposes that sacred place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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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ed under concrete sociocultural and economic condition 

even intentionally. was positively evaluated. For this model 

demands researchers to focus on the complex situation under 

which a certain phenomena called "pilgrimage" appears and goes 

through the changes. 

Key words: modern pilgrimage. religious tourism. sacred place. 

sacred landscape. Sedona. "place of power"’ ”power 

place". New Age. commodification of pla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