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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틀어가는 말 

배 긍 란. 

한국의 전통문화 및 종교체험 콘탠츠로서 댐흘스테이의 확산은 현 

대사회의 특수한 종교문화 현상올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종교적 

신행이냐 실천이 전홍종교의 제도권 안에서， 소속왼 신자나 교인롤 

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연， 명흘스테이는 비종교인은 물론 타종교인 

들까지 포괄하는 초종교적 범주 안에서 개앙척표로 이루어지고 있다 

는 데 그 특정이 있다. 

이러한 개방성으로. 참가자들은 댐플스테이를 통해 포교차원에서 

의 불교신앙에 대한 강요 없이 자유롭게 종교체혐의 기회롤 가질 수 

가 있다. 또한 자신이 속한 종교와의 비교체험도 가농하여 종교간 

상호 。1해의 장으로서도 가능한다. 

주목힐 것온 댐플스테이가 단순히 관광이나 휴식， 여가를 위한 문 

화몬탠츠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 는 대체로 참가자들의 참여 동기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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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 확인할 수가 있다. ’나흘 찾아 떠냐는 여행 ’이라는 모토에서 유 

추할 수 있듯이， 종교적 인간으로서의 삶에 대한 실존척 물융이나 

궁극적 의마 발견의 욕구가 템플스테이 참여 동기의 근간이 되는 것 

이다. 외국인은 물론 대부분의 창여자들이 참선이나 108배 ， 예불 퉁 

총교척 수행 프로그램에 큰 판심올 보이고 있으며. 일시적 경험이 

아닌 심화하여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기흘 바라고 있다. 이는 한 

국의 불쿄문화， 혹옹 불교에 대한 단순한 호기성 이상의‘ 종교적이 

고 영적인 개인의 정서 함양에 댐툴스테이가 공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올 의미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고는 현대사회의 특수한 종교문화 현상의 하나 

로서. 랩플스테이가 현대인들의 종교심성에 부웅하며 확산 · 발전될 

수 있는 근거흘 전통사회와 달라진 현대종교운화의 추이와 이에 따 

른 현대인틀의 종교인식과 태도에서 확인해보고자 한다. 

ll. 현대종교문화의 추이 

1. 종교인식의 변화와 개인종교화 현상 

전통사회에서 산업사회. 탈산업사회로의 변화는 종교. 예술. 관광 

동 문화 전반에 걸친 때러다엽의 변화를 통반하였다. 이러한 사회문 

화적 정황 속에서 종교의 위치와 기능 또한 전통사회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종교의 세속화냐 사사화(私事化) 협상을 논하 

는 종교 담론툴은 이러한 현대사회의 종교문화적 변화와 현대인들의 

달라진 종교 인식과 태도롤 반영하고 있다 1) 이러한 흐룡은 점차 기 

1) 종교사회학자돌은 새속화의 원인용 미국올 비롯한 서구 사회의 당기독교화. 사 
회구성의 마변화애 의한 총교풍토의 다원화， 또 자본주의적 시장 원리에 따른 
선택의 용이성 퉁으로 제시한다. 꽉히 피터 버거는 전흉총교의 전횡성이 해제 
(demonopolization)되연서 신도충의 충성융 자영한 것으로 받아틀일 수 없게 
되고. 사회 다원화와 종교 다원적인 상황이 시장원리에 의해 유도되고 있기 때 

문이라고 제시하고 있다어erger. Peter L.. The Sacred Canopy: Elements o( 
a Socíologic.찌 깨eo.σ 01 Rel.양'íon， Anchor Books. 1990 [1967]. pp. 
10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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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총교의 교려척 도그마나 제도적 법주를 넘어서 개인의 주체적 체 

험에 의거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총교 인식과 영성 추구의 태도가 

강화되는 현상으로 연결되고 있다-

토마스 루크만(Thomas Luckmann) 퉁 종교의 사사화 현상에 주 

목한 이론가들온 현대사회에서 종교는 개인척 가치와 의미 체계만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적인 문제라고 주장한다. 왜냐하연 종교의 경험 

은 우선적으로 궁극적인 실채나 의마와의 개인척 만냥이기 때문이 

다. 이러한 이론에 따르면 현대 사회에서 총교는 아노미률 감소시키 

는 것과 같은 사회통합적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2) 

루크만운 이처렴 과거와 달라진 종쿄의 기능과 의미 그에 따른 현 

대인들의 종교인식 및 태도흘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특정올 ’개인 

종교화‘ 또는 .종교의 사사화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전통적 제도종쿄 

즉 (서구의)교회 중심의 종교(church-oriented religion)는 정차 주변 

화 되어가연서. 현대사회에서 총교를 특정짓는 하나의 요소일 뿐이 

지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3) 따라서 

현대의 종교는 과거와 같은 전통척인 종교 개념으로는 포착훨 수 없 

는 .개인종교. 내지는 .보이지 않는 종교’의 형태롤 띠게 된다는 것이 

다. 그러므로 더 이상 현대인틀의 종교성율 교회중심의 

(church-oriented) 종교성 과 통일시 하는 것 용 정 당하다고 할 수 없 
다는 것이다.4) 

2005년 스타크(Rodney Stark)와 그의 동료들이 수행한 연구도 

이와 벼슷한 결파흘 보여주고 있다- 이들온 제도종교와 바제도척 종 

교의 유형올 분류하여 후기 산업사회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비제도 

적 종교. 내지 ·영성.의 양상을 조사 및 비교분석 하였는데. 여기서 

이들이 주옥한 것은 스스로 .종교적이 아니다’라고 진술한 웅당자들 

의 비융이 중가하고 있는 현상이었다. 미국의 경우 종교를 갖고 있 

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들 가운데. 5명 중 4명 팔은 매일 혹온 매주 

기도를 하고 있으며 대부분 신움 믿고 있다고 답하고 있는 것으로 

2) 이원규 r종교사회학의 이해J. 한국신화연구소. 2000. pp. 142- 143. 
3) Thomas LI빼:mann‘ 까le lnvisible Religion: 7ñe Problem 01 Rell.휠'on in 

Modem Socie(y, Mac찌lIan. 1974. p. 28. 
4) 까lOmas Luckmann. 같응 책. p.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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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됐다. 이 러 한 사랍툴융 스타크는 사사화된 종교(privatized 

religion)를 추구하고 있는 부류라고 주장한다.5) 

이러한 현상은 사회용합의 중심이데옳로기로서 종교기능의 분화 

및 약화 동 재도종교의 세속확가 현대인릎의 종교성이나 신앙심의 

감소훌 의미하는 것옹 아니라는 것을 보여훈다. 또한 종교적이기보 

다는 영척이기훌 추구하는 양상이 현대인들의 총교 성향의 중요한 

측연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용을 의미한다.6) 그리하여 현대사회에서 

는 종교라는 말보다 .영성.이란 용어가 독립척으로 부각되연서 현대 

인률옹 세속적 자아훌 초웠한. 보다 고양된 자아실혐융 위한 앙연으 

로 .총교’보다는 ’영성 .에 주욕하는 경향이 었다. 

이에 대해 우스노(Robert Wuthnow)는 과거 반써기에 걸쳐 종교 

가 큰 변화를 겪어왔융융 지척하연서 -성스려운 장소에 머물러 있는 

천흉척인 영성옹 새륭깨 모씩되는 영성얘 그 자리훌 양보혜야만 했 

다i고 주장하였다 7) 힐러스(Paul Heelas) 또한 -총교가 쩌속화 혹온 

세속성에 그 자리풍 양보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논의릎 념어서야 한 
다”고 주장하연서종교척인 것은 ‘세속척인 것’에 그 자리훌 양보했 

다기보다는 .영적인 것.에 그 자리를 양보하고 있다고 지척하였다.8) 

륙히 힐러스는 현 서구에서의 .영성.의 확산 혹용 문화교책는 바로 

외부척 혹용 객관척으로 추어진 역할. 의무. 책임 둥에 의해 결정되 

5) Rodney Stark. et. 허.. ‘ Exploring Spirituality and Unch따ched Retigions in 
America. Sweden. and Jap뻐." pp. 3-23. 우혜란 r용시대 한국의 종교현상 
연구와 ‘종교’ 개녕외 채고활-‘영성(spirituality)에 대한 논의훌 출발갱으로，J. r 
한국종교연구J 7 (2005). pp. 14-15에서 째인용. 

6) 이러한 주장용 ·총교’와 ’영성’의 개녕적 구용으로부터 훌발힌다. 힐러스에 의하 
연 ·종교·와 ‘영성’융 구혼하는 시각용 60년대 이후 서구에서 갱정 져빼척이 되 

었으며， 다수의 서구인률에깨 ’종교‘는 권위주의칙. 형식력， 교려주의척. 위찌찰 
서객 11때언적. 가부장척인 것과 연환뼈서 이혜되는 반연영성·용 개인객. 내 

째혀， ‘성스러용’(the sacred)파의 관계흉 경험하는 것파 연완되어씬다， 우에란， 
앞의 논문. p. 9. 

7) Robert Wuthr‘IOW. Af(er Heaven: Spiritua1ity in America Since the 19505.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8. p. 3. 

8) Pa띠 Heelas. Heelas. Pa띠 & Linda W，∞에lead， 깨e Spinì，띠I Revolution: 
IWzy Religion Is Giving Way (0 Spint，따lity. Blackwel1 pub“shing, 2005. p.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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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삶의 형태가 약화되고. 대신 자신의 개인적 경험에 최고의 권위 

를 부여하는 ‘주관적 삶의 방식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다 9) 그리하여 .영성.온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자융성에 의거해 주처l 

척으로 체협되어지는 .신성한 그 무엇으로， 보다 독립적인 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현상올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현대인틀은 자신의 

종교를 념어서 명상. 요가， 신비주의 퉁 비제도종교적 분야에까지 

종교적 관심을 확대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10) 

이러한 특성올 마국 사회의 종교문화 현상에 입각하여 지척한 사 

랍이 로버트 풀러 (Robert C. Fuller)이다. 그는 제도종교에 소속되 

지 않은 채， 개인적 차원에서 다양한 종교체험을 추구하거나. 특정 
종교에 적을 두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쿄회 밖의 영성 

(unchurched spirituality)을 추구하는 양태를 현대인들의 종교 경향 
으로 주장하연서 이릎 .영적인 그러나 종쿄척이지 않은(Spiritual. 

But not religiousf 성향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현상의 주 

된 。l유를 뉴에이지 운동. 정신세계 운동 등과 같은 현대적 영성 추 

구의 흐륨이 다양한 경로와 정보 매체들올 통해 현대인들에게 홉수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11) 

또한 。l 러한 현상은 점차 서구인률이 동양의 정신과 종교문화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는 흐름으로 나타없다. 19세기 중반 이후 미국을 

9) 힐러스와 우드혜드(μnda WO때heed)는 2005년 The Spiri/ual RevolUI.Îon: 
l싸ty ReJigion 15 α;VJflg u1윈I to SpritualÎly률 출간하였다 이틀은 ·영잭 혁명’ 
이랴 부훌 수 있는 급속한 문화교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현 서구 
사회에서 세속화와 성화가 동시에 일어냐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툴은 영성파 종 
교훌 훌 다 성스러용융 경험하는 삶의 형태로 간주하고 이훌 ’주판화’이종으로 

성영하고 었다. 그리하여 외부적 혹은 객판적으로 주어진 역할， 의우， 책임 풍애 
의해 결정되는 삶{life-as)올 ‘총교’로^샌의 주판적 경험융 근거로 사는 삶 
(subjective-life)용 ‘영성’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도식얘 따르연 ‘종교’는 초월 
적 의미나 선. 진실과 같은 보다 높온 권위애 ‘주판적인 삶’을 총속시키는 것으 
로， 그리고 영성’옹 옥창적이고 ‘주관적인 삶’의 게1땅 속에서 성스러용융 경험하 
는 것으로 정의된다 우혜란， 앞의 논푼. pp. 10-12 

10) JUBU(유대교 용자)나 Christian Buddhist{7]독교 불자). 가종(bn짜) 등의 개념 
은 이러한 현대인률의 개인적 종교지향성올 보여준다. 

11) Fuller. Robert C .. Spiritual. 8ul Not Religíous: 띠derSlar떠li쟁 Unchurched 
America.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pp. 3-4. 



28 종교학 연구 

중심으로 나타났던 비트운동이나 뉴에이지 운동은 두 번의 세계대전 

후 자연과 세계에 대한 정복척 태도. 자유 경쟁과 시장의 논리 속에 

함몰되어가는 인간성， 불신주의 둥에 대한 사회적. 지성척 비활에서 

비롯되었다. 이로 인해 동양과 세계의 각종 사상과 종쿄 전통에서 

새로운 삶의 태도와 세계판올 모색하기 시작했다 12) 

그리하여 서구 합리주의에 근거한 기계흔적 세계관융 배제하고， 

전일적이고 유기체적 인식에 근거한 인간과 세계의 상호의존성을 중 

시하는 때러다임에로의 전환융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인 

간과 자연의 합일올 중시하는 동양철학 및 불교. 힌두교 둥 통양의 

종교와 문화에 대한 서구인들의 관심을 충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미국에 불교훌 벼롯한 동양의 제 종교문화가 알려지게 된 가장 

획기척인 사건은 1893년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종교의회 (World 

Parliament of Religions)이다‘ 이 행사는 시카고 세계 박랍회에 맞 

추어 종교행사의 일환으로 기획된 것으로 기독교 외에 힌두교. 시크 

교. 자이나교. 그리고 여러 종화의 불교인틀이 아시아에서 초청되었 
다. 여러 종교의 지도자틀이 전혜 없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된 이 행 

사는 서구인들에게 아시아 총교에의 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 

다 13) 

이처럼 불교를 위시한 동양의 청신성에 대해 로버트 웰2}(Robert 

Bellah)는 ‘아시아의 정신성은 서구의 공리적 개인주의가 거부됨에 

따라(rejected utilitarian individualism) 성서적인 총교보다 훨씬 더 

폭넓은 연융 보여준다. 외적 성취보다는 내척 체험을 보여주며. 자 

연에 대한 자원착취에 대해 자연과의 조화릎 보여준다.고 진단한 

12) 조온수 r서구 속의 을쿄， 울교의 서구화J ， r서구불교운동의 문화사적 조명J ， 
한국홉교학희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10, p, 64, 

13) 이 의회애서 가장 인가 있었던 블교 인샤는 스려행써l서 온 당마팔라 
(Anagarika Dh때nap띠a)스닝이었다. 그는 신지학회를 주도한 생레나 블라llt 
츠카(Helena Blavatsky, 1831- 1891)나 용코트 대령(Henry Steel Alcott. 
1832- 1앉J6)둥과 밀접한 교휴가 었던 푼이었다 이 두 샤랍은 1880년 스리랑 
7t, 당시 실룡애셔 서양인으로는 최초로 풀교에 귀의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 
한 사랑툴이다. 이 의회가 끓난 후 거기에 창석했던 미국인 실업가 창스 스토 
로스(Charl잉 Strauss)라는 사랑이 달마왈라 스닝으로부터 계률 받고 마국 최 
초의 서양인 불교 신자가 되었다. 조은수， 앙의 논운， 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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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4) 

동양의 종교문화에 대한 서구인들의 관심이 증폭되면서. 붙교의 

서구적 인식에 특히 영향을 끼친 사람은 D. T. 스즈키이다. 스즈키 

는 미국으로 건너가 그곳을 중심으로 선(輝)을 반이성주의의 상징으 

로 서구에 소개하였다. 이것이 당시 기성 사유방식을 부정하고 체제 

에 반항하던 혀피 세대들에 의해 열광적으로 받아들여졌다 15) 이와 

같이 소위 신영성문화161로 규정되는 흐름은 서구 합리주의에 근거 

한 기계론적 세계관올 배척하고 인간과 자연. 인간과 환경올 유기체 

적이고 상호의존척 판계로 인식하는 전일척 세계관올 철학척 기반으 

로 상고 있는 것이 공통적인 특정이라고 할 수 있다. 

템플스테이가 예풀이나 창선 퉁 불교의례와 수행문화의 틀 속에서 

이루어진다 항지라도 그것은 불자로서의 순수한 귀의나 종교적 참여 

률 의마하지 않는다. 타종교인을 벼롯한 벼불자 일반인올 주요 체협 

의 대상으로 셜정하고 있는 의도에는 특정 종교전통에 대한 처l협。l 

라기보다는 현대인틀의 이러한 다원척 총교인식과 태도릎 기반으로 

한 종교체험 흔댄흐로서의 연모가 부각되어 있는 것이다. 

2 다종교 시장 상황 및 대체종교문화의 확산 

14) 이인용 r，서구 율교운용의 전개와 서구적 절교의 탄생j ， r서구불교운동의 문화 

사적 초영J. 한국불교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10. p. 103. 
15) 조은수. 앞의 논문， p. 71. 
16) 얼본의 종교학자 사o~조노 스스무(tl!t뼈進)는 ‘신영성 흘동’이란 자유로올 개인 

적 영성의 개방이 충성용 이루는 총교연용현상으로 20쩨기 후반， 특혀 1970년 
대 이후 세계 선진국용 물론 제 3세계까지 포합하여 소비문화가 옐달한 대도 

시에서 동시다발척으로 전개되고 있는 전 지구적인 경향’이라고 정의했다. 대 
표적인 유형으로 서구익 뉴에이지 운동. 일본의 정신세계 운풍， 한국의 기수련 
문화흉 들었다. 또한 서구의 ‘뉴에이지’와 얼본의 ‘정신새계1개영용 포괄하기 위 
한 새호운 용어호써 ·신영성 운동·융 보강한 ‘신영성 운화’라는 개녕율 새로 제 

안했는데. 여기서 ‘문화’(c띠ture)라는 얄융 사용한 것옹 이 운동이 조직적. 공 
똥체적 활동이 거의 없는 ‘개인주의척 경향’용 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시마조 
노 스스무(鳥뼈進). r신영성 문화와 종교션통'J . r미래사회의 종교j 정~종사 탄 

생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 대회 발표 논문집. 원광대학교. 2αlO. p.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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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며본 바와 장이 현대종교문화 현상 속에 나타나는 일련의 

혹징툴은 현대사회에서 총교성의 합양이나 신앙외 실천에 있어서 가 

장 핵심적인 주체가 ’개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신챙이나 삶 

의 의미훌 추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선험척 교리나 재도적 규정보다 

는 개인의 자율성과 주새척 쩌험에 의한 가치판단융 더욱 우선시 한 

다는 것올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용 종교냐 문화쩨쩨들얘 대한 현대 

인률의 인식에도 새로운 변화물 가져왔다. 개인온 자신의 영성을 고 

양하기 위해 자융적으로 자신의 기호에 따라 영상이나 요가， 신비쩨 

헝 퉁 다양한 종교문화 환탠츠툴을 취사선택항 수 있다. 역으로 말 

하연. 전통적으로 삶의 의미규정의 주요한 기반이었던 불교나 기독 

교 동의 재도종교률 역시 가능적 소비자인 개인에 의혜 취사선택 

되어지는 장째척 채험의 대상이나 론핸츠로서의 입장에 서게 되었다 

는것이다. 

이런 측연에서 현대 산업 사회에서 개인융 욕갱짓는 전형인 자융 

성의 의미가 일종의 보연척인 소비자 성향(consumer orientationl과 
멀첩하게 관계되어 있다고 후크만응 주장한다. 그에 의하연 개인용 

상홈. 용역. 친구. 절혼 상대자. 이웃. 취미 동융 선택합에 있어서 

견용사회에서보다 더 강화된 자융성애 의거한다 17) 이와 같은 소비 

자 성향은 경쩨척 산용률얘안 국한된 것이 아니라 문화. 종교. 초월 

척이고 궁극적인 주쩨률에죠차 혜당된다. 측 가놓척 소비자들이 직 

접 폭정 종류의 종교척 표상률율 취할 수 있게 왼 것이다. 그와 갈 

용 자융성과 직접성옹 졌훈화된 영역이나 다용 중요한 공공제도를 

(public institutionsl융 용해 매개되지 않는다. 나아가 궁극적이고 

초월적인 의미체계훌 형생하는 종교척 주재틀마저 개인의 기호와 의 

지에 따라 선택되어지는 장재적 대상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 
다 18) 

한연 현대 사회에서 선택척 문화 론탠츠로서의 총교인식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왜러다임용 다원주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교흥과 

갱보매체의 발달로 인해 현대인들은 전세계의 총교릎과 문화적 다양 

17)Ll앙m뻐n， 앞의 책， p. 98. 
18) Luckmann. 앞의 쩍， p.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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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융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현대인들옹 다문화·다종교척 상 

황 속에서 삶의 의미 체계뜰융 자신의 종교성향파 문화척 기호에 따 

라 취사선택할 수 있는 폭이 더육 넓어졌다. 이러한 흐름에 의거해 

서 기존의 종교틀 외에도 심신의 단련이나 갱신수양올 위한 다양한 

대째종교문화들이 형성되고 있다. 한국안 빼도 채계 다종교 상황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융 갱도로 다양한 종교들이 용존하고 있으며 더 

왈어 여러 형태의 대새총교문화의 양산도 활발하다. 

박상언온 행맹문화라는 코드로 현대 한국사회에서 전개되는 총교 

푼화 현상을 분석하연서. 기성 종교가 현대인의 훈화적 기호를 충분 

히 충족시키지 옷하는 상황에서 .기수련 문화 퉁이 현대인의 판심융 

팔고 있다는 점을 지격한다. 그는 이러한 현상이 영성의 상품화. 혹 

용 종교의 개인화훌 구혹함으로써 현대 한국 총교문화의 새로운 영 

역율 형성하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자기판리가 중요한 

삶의 양식￡로 부각되는 후기 현대사회의 문화적 욕갱이라고 분석하 

고 있다 19) 삿사 마츠아키는 .단학선훨.융 사회학척인 판정에서 사회 

땐동의 문제와 관련지어 고활하면서 한국사회에서도 시마조노가 암 

하는 .신영성 운동.애 해당되는 문화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고 추장한다. 즉 개인주의척인 소벼문화가 방당원 한국 사회에서도 

총래의 죠직적인 .총교.의 훌에 얽얘。l지 않고 깨인의 자유로운 관껑 

에서 .영성. 그 자체홉 추구하고자 하는 부드러용 네트워크 식의 운 

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척하연서 그 충 대표척인 사례로 단학선원 

옳 좁고 있다.20) 

이러한 경향은 최근에 이르러 더욱 확산되어 가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봐도 해방 전후로 생겨난 신종교 유형률 

외애 기수련 문화의 확산. 심신의 건강과 웹뱅옳 추구하는 단채와 

모임. 요가나 영상 수앵 동호회와 단체들이 션용 총교권 밖에서도 

다양하게 증가하는 것융 홉 수 있다. 또한 그 확산의 홍로가 인터넷 

풍 청보매체를 흥해 속도감 있게 전개되기에 혐대인듭은 자신도 모 

19) 박상언 r현대 한국총교훈화의앤룡 양상과 성걱J. r~i，，*~웠J 44 (2αl6). p. 

'l:l7 • 
20} 삿사 미츠아카 r현대 한국에서 단학운동의 전개: 안월드톨 사혜로 혀여J. 한 

국종교학회 추찌학슐대회 않표문. 2004. 11.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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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가운데 다양한 대체종교 문화시장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 

다. 

이처렴 현대 사회에서 종교는 기능척 대행물들과 경쟁해야 하는 

‘위기의 시대흘 맞고 있다. 버거의 말대로 총교가 당연한 현대적 상 

황은 시장상황(market situation)과 같은 것이다 21) 즉， 현대인률은 

종교 혹온 수많옹 기능적 대행물들 가운데 하냐 또는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었다. 이것을 버거는 .소비자 선호’로. 

루크만은 ’소비자 성향’이라고 부르고 있다. 종교에 관한 한 운명의 

시대에서 선택의 시대로 바뀌어진 것이다22) 따라서 현대인들은 자 

연스혜 전교전략의 차훤에서 상풍화된 각 종교적 주제들을 개인의 

기호에 따라 취사선택하여 비교 체험해 볼 수 있는 개방척이고 유연 

한 종교 태도률 갖게 되었다. 냐아가 각 종교틀온 서로에 대한 배타 

척 이고 공격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상호 이해와 소룡의 법주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며 공존의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국연을 맞이 

하고 있다고 할수 있다. 

댐플스테이 역시 이러한 종쿄적 대행울의 하나로 현대 총쿄 시장 

에 노출된 문화상품으로서의 의미를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 다양한 문화척 자산， 친환경적인 생활 

양식， 싱신의 이완과 휴식에 도움이 되는 수행 및 신행문화 풍의 콘 

텐츠들올 현대인들의 문화적 코드와 삶의 지향성에 맞추어 상풍화한 

기능척 종교문화상풍으로서의 특성올 갖고 있는 것이다-

m 문화체험콘벤츠로서 템플스테이의 의미 
1. 관팡트렌드의 변화에 따른 종교문화상품 

현대인들온 다양하게 기획된 푼화 상풍이나 전교전략 차원에서 상 

풍화된 종쿄척 주제틀옹 개인의 기호에 따라 비교 체험 및 취사선택 

21) 버거， 피터(Peter L. Berger), r종교와 사회J. 이양구 역， 서울 총로서적， 

1981, p. 156 
22) 피터 버거 r이단의 시대J. 서광선 역， 서융: 뭉학과 지성사. 1981,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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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수 있는 유연성과 폭이 확대되었다. 혹히 일일 생활권화. 여가시 
간의 충대 등으로 다양한 푼화 및 정보와의 접혹과 쿄류가 활발해진 

혐대사회에서 이러한 개인률의 소비자 성향응 더육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추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옹 판광산업 분야이 
다. 특히 현대 관광산업의 세계척인 추써는 .문화.라는 키워드로 모 

아지고 있다. 문화판팡(cultural tourisml이란 연구여행. 탑구여행. 
예슐문화여행. 촉재 및 문화행사의 참가， 유척지 및 기념비 방문. 자 

연. 민속， 예술연구여행. 성지순혜 동으로 개인의 훈화수준을 향상시 

키고 새로운 지식. 경험. 그리고 만남올 충가시키는 둥 인간의 다양 

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모돈 행동으로 갱의된다.23) 

최근 문화관광얘 대한 수요가 중가되연서 문화판팡의 중요한 부훈 

융 차지하고 있는 총교팡팡옹 종교적 이유애서뽕만 아니라 종교가 
가지는 독특한 문화척·경판척 매력이 복합척으로 착용하여 그 가치 

가 채명가 되연서 일반인의 참여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종교 영역 

에서는 관팡이 가지는 포교나 선교의 효과 이외에 종교기관의 수익 

창출， 지역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재 활성화 차웬의 긍쟁적 효과애 

대한 인식올 공유하고 있다. 또한 청부 및 지방자치단체애서는 종교 

판팡의 장재력을 확인하고. 종교관팡이 정셰된 관광시장애 새로운 

전략상홈이 펼 수 있융 것으로 인식하여 적극척인 육성방안올 마련 

하고 있다.241 

이에 따라 현대 판팡 산업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총교성 

지의 상풍화 현상옹 천 세계척인 트핸드라고 힐 수 있다. 종교적 목 

적융 가진 신자들에재 신앙째협의 주요 얘개찌로서 순례의 대상이었 

던 종교성지가 현대사회에서는 신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즐겨 찾융 

수 있는 관광지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지의 영향력용 

이제 종교 영역융 녕어서 사회와 문화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25) 

23) 품화판왕부 r한국 용화용댄츠·관팡연계 프로그램 개맙방안J ， 용화판팡~. 

2006, p. 23. 
24) 허남진 r한국 종교성져의 현대척 의OIJ . r총교와 용화 연구J 14 (2010). pp. 

212-213. 
25) 신팡철 r한국 찌신교 생지의 헨황 및 활용앵안J. r종교연구J 52 (2OC엉).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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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는 연간 수백만 명의 순례잭올 포함한 관광객이 방문하는 

성지가 많이 있으며 이들 성지는 지역 및 국가 경제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1905년부터 정교 분리 원칙올 채택 

하고 있지만 주요 성지흘 방문하는 수많은 순혜자들이 경제 활성화 

와 고용창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기에 성지를 조성하고 순례객들 

올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데 국가와 시 자치구 차원에서 많은 

지 원올 하고 있다.26) 

관광산업 분야의 이 와 같은 조류 속에서 한국의 종교문화 영 역 또 

한 소비문화에 홉수되어 상풍화 과정을 밟고 있다. 종쿄관광의 성장 

장재력에 기인하여 중앙청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국척 명풍 콘 

탠츠 개발을 위해 종교문화률 핵심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추진계획 

을 발표하였으며， 특히 2011년 대장경 천년 액스포를 국정과제로 선 

정하여 한국의 불교문화률 세계에 알려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고， 한 

국관광공사는 한류관광. 의료관광， 스포츠관광， 영상관광 그리고 종 

교관광을 미래지향척 5대 전략상풍으로 지청하였다 27) 

그리하여 최근에는 다양한 양태의 종교성지의 상풍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불교의 경우， 강원도 양양군온 진전사 일대에 불교순 
혜성지화 및 문화관광단지 지갱을 추진하고 있다. 홍영시는 중장기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연화사를 중심으로 .불교태마공원과 .해양체험 

공간.둥을 죠성해 전국 불교신자틀의 순례지 및 관광지로 개발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영천시는 불교문화와 생태차원올 결합하여 지역산 

업파 연계한 관광브랜드화에 초점올 맞춰 용해사 주변올 불교문화지 

구와 관광휴양지구로 개발한다는 구상올 내놓았다. 대구시는 팔공산 

에 국제관광선훤 퉁 선파 초초대장경 천년 르네상스 사업. 천년대장 

경 천년 축제 둥 천년 대장경을 테마로 한 국제 불교테마파크를 조 

성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28)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04년부터 민족문화의 전숭과 발전， 

전홍문화의 보존 및 육성. 생활문화의 진흥. 문화정체성 확립 등올 

53. 
26) 허남진， 앞의 논훌. p. 200. 
27) 김태영 r종교판광과 경남의 정책과지b. 경남발전연구원. 2009. p. 1. 
28) 허남진. 앞의 논문， p.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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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범주로 하는 민족문화정책을 새롭게 추진하였다. 특히 민족문 

화 원형 찾기， 문화정체성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전용과 현대륭 

아옳러 한국올 대표하는 100대 민족문화 상정을 발굴하여 선정하였 

는데 이중 활교문화유산으로 정주(서라별). 원효. 석굴암. 선(빼). 

미륙， 팔만대장경. 직지심체요절， 반가사유상. 액제의 미소(서산마애 

삼존불)가 선청되었다 29) 지자체와 정부의 이러한 시도는 한국전통 

문화의 특정과 우수성을 알리고. 국채척 이미지 제고륭 통해 관광 

및 문화론텐츠 사업으로서의 부가가치 를 창출하기 위 한 노력이 라고 

할수있다. 

개신교의 경우도 성지순례 코스 혹온 프로그랩의 개발이 교회의 

공식 조직과 한국관광공사，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 하에 진행 

되어 성지순례 자체가 하나의 판광상풍이 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 

다. 우선 기독교 100주년협의회는 1999년. 인천 기독교 100주년기 

영탑~화진 선교기념관~실로암 안과병원~용인 순교자기념과 연계 

코스의 관광상품융 개발하였고. 같은 해 한국교회 순교자 기념사업 

회는 한국관광공사의 후웬으로 .한국교회 순쿄현장 순례프로그랩‘과 

쩨주성지 순례프로그랩.을 개발하였다. 논산시와 정부는 논산시 강 

경융 일대릎 기독교 성지순혜 코스로 개발하고 있다- 전냥옹 서해안 

지역의 ‘기독교 성지흘 순례하는 관광코스 개발올 위해 성직자와 기 

독쿄 관련 언론인 퉁이 참여한 ‘기독교 성지순례 팽 투어’흘 실시했 

다. 이밖에 대구 제일교회 동산병원 의료선교박물관， 국내 유일의 

29) 민족문화정책은 한국인의 문화 유전i녕 옐굴하고 민족문화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훌 기반융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2005년까지는 선문기판에 의뢰 

하여 100대 상정의 초안용 마련하는 한연 선정풍기 및 학숱적 설명， 활용방안 
에 대한 기초연구훌 수앵하였고. 2006년부터는 선정안의 타당성과 공갑대률 
높이기 위해 관계 전문가 의견융 수렴하고 셀문조사훌 실시하여. 2006년 민족 
문화용 대표하는 100대 상정융 발표하였다. 100대 민족문화상정옹 일정한 엄 
주률 설정하여 민족상징， 강역파 자연상갱. 역사상정， 사회와 쟁활상정， 신앙파 
사고상징， 언어와 예술상정의 6대 분야로 나누어 선정하였다. 발굴기준으로는 
우려 민족의 민족척， 사회적 판슐， 일명 에토스를 형성하는 문화적 원행갤로 

상징성율 가질 것. 문화콘앤츠로서 산업화가 가놓힐 것. 유네스코 지정 문화재 
동 우리문화의 째계화얘 기여.Ð. 높융 것， 홍일문화 형성차웬얘서 남북에 공 
흉적으로 중요한 상정도 포항 • 국제적으로 이슈가 왼 상정융의 우션 션정 풍 
을 고려하였다. 문화체육관왕부. r2009. 문화정책액서J. pp. 18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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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 교회인 경북 봉화 척곡쿄회 성역화 사업 퉁이 추진되고 있 

다.30) 또한 한국 개신교 순례지 개발과 순례코스 개발사업올 위한 

다양한 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교계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한 개신교성지개발은 성지에 대한 인식이 이스라앨을 비롯한 중 

근동 중심의 성지론으로부터 한국개신교 전통과 관련된 지점으로 확 

장 또는 전이되고 있음융 보여주는 것이다.31 ) 

가흘릭 성지가 지니는 활용가치 역시 가톨릭뿐만 아니라 해당 지 

자체 차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충냥 당진군의 ’솔외성지 개발사업 

충냥 서산시의 해미성지 정벼사업‘ 둥이 대표척 사례이다. 가톨릭 

각 교구에서 성지툴 조성한 과정을 보연. 보령의 갈매뭇성지나 공주 

의 황새바위성지와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청적 지원을 

받아 조성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천주교 자체적a로 재원올 마련 

하여 개발되었다. 최근에 이르러 성지순혜가 활성화되연서 천주교의 

성지 개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주민들의 인식이 크게 바뀌고 

있다 특히 전북과 전주시는 국제적인 성지로서 세계인의 주목을 끌 
고 있는 천주 퉁 전북 지역을 。l 지역 순교자 125명의 시복시성에 

맞춰 세계인의 발길을 모을 수 있는 성지로 조성하는 둥 가톨릭 성 

지관광 활성화 전략융 세우고 있다 321 

이처럽 총교성지가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단지 시각척 
으로만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와 관련된 이야기나 신화훌 제공 

합으로써 해당 장소에 대한 재해석과 재의미화흘 통해 방문객들에게 

복합적인 체헝융 유도하려는 시도가 동반된다. 즉. 장소가 상풍화되 

연서 주어진 경관이나 지형이 소비자의 욕구에 부합되도록 새로운 

의미와 상징틀로 채워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33) 그리하여 한국의 

종교성지도 공공척 맥락에서 종교적. 문화적. 지역적， 경제적 다양한 

요구에 의해 상풍화의 과정융 겪고 있으며. 그 의이와 외연 역시 확 

장되고 있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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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틀의 문화체혐의 욕구 그리고 변화된 종쿄인식과 태도흘 동 

시에 고려하여 기획된 댐플스테이 역시 。l 러한 관광문화의 조류와 

액올 같이하는 것으로 한국불교문화의 정신척 · 물려척 자산을 그 기 

반으로 하고 있다 즉 특정 종괴를 넘어서 한국전풍운화로서의 역사 

성과 전풍성. 한국불교문화가 간직하고 있는 건축. 회화 등 예술분 

야에서의 조형미와 독톡성. 현대인들에게 어휠할 수 있는 웰빙적 생 

활양식， 그리고 수행 및 신행문화룰 주요 콘벤츠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획으로 말미앙。} 댐플스테이는 외국인은 물론 다양한 충위 

의 내국인들의 창여까지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를 용해 지역문화의 

활성화. 전통 문화의 발굴과 재생. 사찰과 지자체의 수익 창출 퉁 관 
팡 부가가치의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2. 현대인들의 종교심성에 기반한 종교체험콘텐츠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탱플스테이는 뉴에이지-신비주의 사상을 

기초로 한 신영성 문화에 경도원 서구인들의 동양문화에 대한 관싱 

과 체험의 욕구를 져냥한 측연이 강하다. 따라서 댐플스태이의 시행 
은 국내적 수요보다는 국외의 수요에 기언한 바가 크다. 측‘ 서구인 

틀의 통양종쿄와 문화에 대한 관심과 체협의 욕구가 주요한 시행의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월드컵 기간 중에 방한한 외 

국인들의 템플스테이 참가현황을 살펴보연 이러한 측연율 확인할 수 

있다‘ 

l0대 1 1.8%， 20대 5 1.5%， 30대 19.1%， 40대 8.1%50대 8.8%， 60이생.7% 

식업 |학생 27.9% 전문직 17.6%, 우식 15.4%, 나머지 직엽 10% 미만 

35) 갱병용 r땅한 외국인의 사창체험 관광 실태분석J ， r순천향 사회파학연구'J 8/2 
(2002),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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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대학졸업 56%, 대학원 이상졸업 31.3%, 고졸이하 12.7% 

종교 무종교 33.3%, 가톨릭 25.2%, 개신교 17.8%, 불교 11.9%, 이슬랑 3.0% 

국적 미국 33.6%, 일본 18.3%, 캐나다 13.0%, 함 9.9%, 프항 4.6%, 영국l 
3.8%， ~주2.3%， 독일， 폴란ξ 슬로베니아 네덜란드각 1.5%, 중국0.8% 

경제 중총64.4%， 상충 18.9%, 하충9.8%， 최하총 3.8%, 최상충3.0% 
수준 

〈표2> 댐훌스테이 참가 동기36) 

구분 l순위 2순위 

한국활교문화채험 45.2% 12.5% 

불교애 대한호기싱 31.9% 25.8% 

저렴한비용 1.5% 2.3% 

교육척가치가있어서 4.4% 18.0% 

아륨다운자연경판 2.2% 15.6% 

〈표 1)의 자료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월드컵 기간 동안 다양한 국 

적. 총교. 연령충의 외국인틀이 댐플스테이에 창여하였다. 개별 총교 

를 살펴보면 종교가 없는 사랍들이 33.3%. 가톨릭 등 기독교인이 

43%이고 불교도는 1 1.9%이다. 이는 방한 외국인의 대부분이 미국 
이나 서구 사랑들， 즉 기독교권 사람틀이라는 데 그 이유가 있올 것 

이다. 불교라고 하는 톡정 종교문화 체험업에도 불구하고 기독교흘 

비롯한 타종교인들이 많옹 참여와 관심을 보인 것옹 앞에서 언급했 

듯이 현대인들의 종교인식의 변화와 유연성에 기인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2>에 나타난 참가동기를 살펴보면 한국 불교문화의 체험과 불 

교에 대한 호기심이 압도척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6년 한국관 
팡공사외 통계에 의하연 외국인들에게 한국온 티배트， 태국， 인도 

못지않게 불교국가의 。l미지로 인식되고 있다 37) 이는 동양의 신비 

36) 정병용， 같은 논운. p. 8. 
37) 죠덕현 r댐폴스대이률 활용한 한류관광 활성화 방안과 전략J. 국회문화정책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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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작은 나라인 한국과 그 대표 이미지인 한국불교문화에 대한 호기 

심과 신비강。l 강한 참여 동기로써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해 주 

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또한 참가자들의 프로그램 참여도와 
만족도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표3) 프로그랩 참여도(단위 %)38) 

프로그램 창여 불참 

예불 98.9 1.1 

참선 82.3 17.7 

발우공양 86.5 13.5 

다도 89.2 10.8 

〈표4) 프로그랭 만족도(단위 %)39) 

효로그램 만족 보통 불만족 

예붙 90,0 6.7 3.3 

참선 80.8 15.4 3.9 

발우공양 80.8 10.6 8.6 

다도 88.1 15.4 4.6 

월드컵 경기 당시 경기장。l 있는 10개 도시흘 중심으로 20여 곳 

의 전통사찰융 선정하여 참선， 다도. 예불. 발우공양. 연풍 만들기 

퉁 한국불교체협 프로그랩과 범패시현 . 대장경 인경. 선무도. 녹차 

만들기， 민속놀이 등의 문화프로그램올 운영하였다.40) 이들 프로그 

럼 〈엠플스대이 활성화흩 위한 전운가 토혼회〉 자료집. 2006. p. 31. 
38) 청 병용， 앞의 논문. p. 9. 
39) 갱영용‘ 앞의 논문. p. 11 
40) 김춘 r지역판왕파 연계한 앵플스대이 활성화 방안J. 한국관팡공사 〈쟁풍스때 

이 방전윷 위한 새미나〉 자료집. 2008,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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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에 대한 외국인틀의 참여도를 살펴보연 〈표3)에 나타나는 바와 같 

이 예불이 98.9%. 참선이 82.3% 의 높은 참여융을 보이고 있다. 만 

족도 역시 모든 프로그랩이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후 2006년 랩풍스테이의 전체적인 만족도의 조사에 대한 통계에 의 

하연 웅당자의 51.4%가 만족.34.0%가 매우 만족으로 나타났으며 . 

약 85% 이상이 이후 재참가 의사훌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4 1) 

이러한 특정은 외국인틀의 댐플스테이 참여 동기가 단순히 관광차 

원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님올 나타낸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참션 

이냐 예붙 동 수행 프로그랩과 의혜문화에 대한 관심은 물론， 일시 

적 경험이 아닌 좀 더 심화하여 재참여 해보고 싶온 종교척 욕구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참여자들이 갱신적 수양이나 영성의 추구 둥 

개인의 종쿄성 함양에 탱흘스태이률 긍정척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또한 자신이 속해있는 기존의 종교문화권파 교리척 도 

그마릎 벗어나 새로운 영성체험에 대한 개인적이고 주체적인 욕구률 

실천하는 현대인들의 유연하고 개방적인 종교성향을 반영하는 현상 

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즉 자율척·개인척 영성추구의 성향율 보여 

주는 현대인들의 종교심리에 탱폴스테이의 초종쿄척 개방성， 다원주 

의적 소통성이 공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융 보여준다. 

N . 나가는 말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하여 한국전통문화툴 체험할 수 있는 대표적 

콘댄츠로 댐흘스테이툴 시행한 배경에는 한국불교문화의 전통성과 

역사성， 다양한 유형 • 무형의 문화자산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도 문 

화 창출의 동인으로 살아있는 역동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외래 총 

쿄였던 불교의 문화적 토착화는 한국인의 사유와 청서의 툴(a 

context) 안에서 시대척 염웬과 이상을 추구하고 실천하는 기반으로 
수용되연서 형성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홍해 훌교는 한국인의 인식 

과 체협 속에 깊이 자려하면서 다양한 민족문화유산 창출의 바당이 

41) 양홍석 r국민 여가문화 변화와 탱흘스대이 역한과 파쳐IJ . 국회문화정책 포험 
〈댐흘스테이 활성화훌 위한 전푼가 토흘회〉 자료집‘ 2006‘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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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댐플스테이는 이처럼 오핸 역사 속에 한국민족이 공유해용 

정신적 · 풀리적 문화자산이 라고 할 수 있는 한국불교문화를 관광인 
프라 구축의 토대로 활용하여 기획된 문화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템플스테이 시행의 배경올 확인해 보연. 전 

통사회에서 사회 통합의 중심이데올로기로 작용했던 기독교， 불교 

동 제도종교들의 세속화 현상이 나타나연서 현대인들의 종쿄인식과 

태도에도 많은 변화가 초래되었다 또한 신영성 운동이나 웰빙 문화 

의 확산에 따라 신비주의적 영성체험， 요가. 영상， 기수련 퉁 개인적 

차원에서 총교적 각성을 추구하고， 심신의 이완이나 안정을 지향하 

는 다양한 유형의 대체종교문화들이 양산되고 있다. 그리하여 현대 

인들은 전통종교의 교리적 도그마나 제도적 범주률 넘어서 개인의 

자율성에 의거한 총교냐 영성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화되고 있다. 이 

는 현대종교문화의 지형 속에서 종교의 사사화 내지 개인종교화 현 

상이 촉진되는 흐룹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종교나 종교적 주제뜰 
도 가농척 소ül자들에 의해 취사선택되어지는 상풍화 또는 아이론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댐흘스테이가 현대인들에게 호용을 받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불쿄 

의혜와 신행문화훌 기반으로 한 종교체협몬댄츠로서의 면모라고 항 

수 있다. 종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현대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답흔틀은 총교적 존재로서 인간의 성스러용이나 초월의 지향 

성은 단철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춘다. 또한 물질주의와 과학주의 

가 만연하연서 오히려 인간성 회복 및 새로운 정신문화의 대안올 모 

색하는 것은 21세기의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불교의 수행과 신행문 

화의 체험올 기본으로 하는 댐플스테이는 이러한 차원에서 자아의 

성찰 및 초월적 각성의 기제로서 현대인들의 종쿄 싱성을 자극하는 

측면이 었다. 또한 이것이 댐훌스테이가 여타의 문화체험 프로그햄 

이냐 관광콘텐츠들과 차별되는 점이다. 

댐플스테이의 초종교적 개방성 ， 자유로운 선택 가농성. 그리고 의 

혜와 수행을 기반으로 한 종교척 에토스는 이러한 현대인들의 심리 

에 매우 매력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세속과 구멸된 성스러운 공 

간. 그곳에서 수행하고 있는 파란머리의 수행자들의 일상융 직접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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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하는 것은 작게는 삶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융 통한 자아성찰의 계 

기로서， 크게는 종교척 각성과 깨달읍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는 것 

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댐풀스테이는 현대사회에서 궁극적인 삶의 

의미와 가치흘 추구하고 총교적 각성이나 영성 함양을 위한 대안적 

종쿄체험 흔텐츠로서의 상징적 의미와 기능융 당지하고 있다고 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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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 Study on Templestay 

As a Modern Religious-cultural Phenomena 

Bae. Geum-lan 

This paper examines templestay as a Religious-cultural 
Phenomena for experience of the Korean Buddhist culture. 
Taking opportunity of the 2002 Korea-Japan World Cup Games 
as a momentum. temple stay was introduced as a tourism 
resource providing opportunities for first-hand experiences of 
Korean Buddhism. not as a particular religion but as a 
representative carrier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Its primary 
target was foreign tourists. but it has appeared ω be attracti ve 
to Koreans. too. 

Such characteristics reveal that temple stay is not a mere 
product of tourism industry but a dynamic carrier of the various 
cultural trends of contemporary society. The most important 
factor that has contl'배uted to the popularity of templestay 
popular is that it provides an opportunity for alternative 
spiritual experience : Participants can experience the solemn and 
serene religious life through perforrnance of various Buddhist 
rituals and. above all. meditation. without being forced to have 
commitment to the Buddhist faith . Temple stay programs 
provide them 씨th an opportunity to step out of their busy and 
turbulent routine of everyday life and experience the 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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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of reflective meditation. ascetic simplicity and self-cultivation 
so that they may develope new sensitivity and perspective to the 
world. life and themselves. 

In conclusion. it is confirmed that temple stay plays various 
significant roles in accordance with the changing milieu of 
contemporary religion and society. As a kind of tourism and 
wellbeing product on the one hand. and as an opportunity for 
alternative religious or spiritual experience. temple stay can be 
a dy뻐nic channel for creation of a new religious culture 
requested by contemporary society. 

Key Words: templestay. privatization of religion. religiosity. 
wellbeing. culture touris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