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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유적지 순례를 통해 본 
한국인의 중국문화관광*

1)

양한순
**

1. 친숙한 문화로 떠나는 해외관광

세계화와 함께 해외관광은 한국인의 일상적인 문화소비의 한 양식

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문옥표 2006a).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도 

크게 늘었는데, 2007년 해외 출국자는 1,300만 명이 넘었고 세계금융위

기로 소비가 위축된 2008년에도 1,200여 만 명에 달했다. 한국인들은 

여러 지역으로 해외여행을 떠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한국인들이 가

장 많이 방문하는 나라는 바로 중국이다.1) 이미 2001년부터 중국으로 

출국하는 한국인의 숫자는 일본으로 출국하는 숫자보다 많아지기 시작

* 이 논문은 2008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동연구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물의 일부이

다.

** 아주 학교 사회과학부 조교수

중국 일본 태국 홍콩 미국 필리핀 베트남

2007 4,776,752 2,600,801 1,083,652 876,231 806,175 653,310 486,374 

2008 3,960,392 2,382,548 888,344 904,320 759,394 611,629 449,237 

 1) 2007년과 2008년 한국인들이 많이 방문한 나라와 그 방문자 숫자는 다음과 같다(한

국관광공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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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2007년에는 478만 여 명이 중국을 방문했고 2008년에도 396만 

여 명이 중국을 찾았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도 매년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한국인들이

다.2) 이런 방문자 수의 증가는 바로 관광의 확 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국인의 중국관광은 그 규모면에서 이미 중요한 사회현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으로 관광을 떠나

고 있으며 한국인의 중국관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한국인들의 중국관광 유형은 다양하다. 유교의 발상지인 산동의 곡

부, 진시황의 병마용, 북경의 자금성과 만리장성, 그리고 유명 사찰 등과 

같은 문화유적지를 답사하는 관광을 비롯하여; 황산, 계림, 그리고 장가

계 등과 같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소비하는 관광; 백두산, 고구려 유적지, 

그리고 항일투쟁 유적지 등을 찾아나서는 민족주의 색채를 띤 관광; 그

리고 골프나 마사지를 즐기는 휴양관광 등 다양한 모습으로 관광을 떠

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관광의 유형들이 서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은 한 번의 여행에서 다양한 유형의 관광을 동

시에 경험하기도 한다. 따라서 한국인들의 중국 관광을 충분히 이해하

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관광 전반에 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연구의 한 측면으로서 한국인의 중국으로의 문화관광에 

해 분석하고자 한다. 

문화관광이란 유적지, 민속, 예술, 혹은 종교 등과 같은 문화적 산물

을 답사하고 감상하는 관광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Graburn 1989; 권

숙인 2000; Roseman 2004), 이런 문화관광은 한국인의 중국 관광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중국에 한 문화적 

친숙성은 한국인의 중국문화관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반적

 2)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계국(2008)에 따르면 2004년까지는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가운데 일본인의 수가 가장 많았지만 2005년 이후로는 한국인 입국자 수가 일본인

을 추월하였다. 한국에 입국하는 중국인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는데 2007년에는 92

만, 2008년에는 115만 여 명의 중국인이 한국을 방문하였다(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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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관광객은 외국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비일상

적인 체험이나 이국적인 분위기를 즐기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한국인들의 중국 관광에서는 오히려 친숙한 문화를 현지

에서 재발견하거나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혹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문화를 현장에서 재확인하는 경험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

국어를 모르는 한국인들도 중국을 여행하면서 종종 한자를 통해 중국인

들과 소통하거나 각종 안내문을 해독해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

험은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중국 관광을 의미 있게 기억하는 중요한 요

소가 된다. 물론 관광에서 문화적 친숙성이 언제나 매력적인 요소는 아

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한국과 문화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

유 때문에 해외관광의 목적지로 중국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평소 자주 들어왔기 때문에 언젠가 한 번은 꼭 그 현장을 가봐야

겠다는 생각에서 중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한국인들도 많다. 그리고 이

런 생각에서 시작된 관광이 한국인들의 중국여행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

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인의 이러한 중국문화관광의 모습을 잘 드러내 주는 사례 가운

데 하나가 바로 중국불교유적지에 한 관광이다. 한국 문화는 오랫동

안 불교의 영향을 받아왔으며, 현재 한국에는 많은 불교인들이 있다. 

뿐만 아니라 불교인이 아닐지라도 한국인이라면 부분 불교문화에 익

숙한 편이다. 그런데 한국의 불교는 중국을 통해 전래되었기 때문에 한

국인들에게 있어 중국불교는 낯선 문화가 아니다. 따라서 한국인들의 

중국불교 관광은 친숙한 문화로의 관광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특히 

한국 불교인들의 중국 사찰 방문은 한국불교의 발상지를 찾아가는 순례

의 성격을 띤다. 예를 들어, 한국 천태종의 승려와 신도들이 절강성 천태

산의 국청사(國淸寺)를 종종 방문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 사찰이 천태

종의 발원지이기 때문이다. 많은 한국 불교인들이 소림사(少林寺)를 방

문하는 이유도 바로 소림사가 바로 선불교가 시작된 곳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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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일반인들 또한 중국의 불교사찰을 방문하고 있다.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 문화유산의 복원과 관광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불교사찰들

을 새롭게 복원하고 있다. 이제 중국의 불교사찰들도 한국의 불교사찰

과 마찬가지로 문화관광의 주요 상지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단순히 

관광의 차원에서 중국의 유명사찰을 찾는 일반 한국인들도 많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인의 중국 불교유적지 관광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을까? 본 논문에서는 중국불교 관광을 

통해 오늘날의 한국인들이 중국과 맺고 있는 사회문화적 관계를 분석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인들은 중국불교에 한 지식을 어떻게 받

아들이고 있으며 또 중국 현지에서 그들은 그 지식을 어떻게 재해석하

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나아가서 한국인의 중국 관광이 어떻

게 중국의 문화유적지 복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는 2008년 6월 중국 안휘성 구화산에서 실시한 4일간의 현지조

사, 2008년 8월 불교성지순례 전문여행사인 “연꽃여행사”(가명)에서 진

행한 7일간의 “중국선종사찰순례” 프로그램에의 참여, 경기도에 위치한 

한 사찰에 한 방문조사, 불학연구소의 전문가 면담, 그리고 각종 문헌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2. 문화관광으로서의 순례

종교 성지를 찾아다니는 여행을 통상 순례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순례는 관광인류학에서 오랫동안 논의 되어 온 주제들 가운데 하나로서, 

관광과 순례는 서로 구분하여 정의하기가 매우 어려울 정도로 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Turner and Turner 1978; Graburn 1989; Cohen 

1992; Smith 1992; 권숙인 2000; Badone and Roseman 2004; 양한순 

2007). 우리는 일상적으로 관광을 세속적인 휴가 여행이란 개념으로, 

순례를 종교적 여행이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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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속적 여행과 종교적 여행은 상호 침투적이다. 예를 들어, 순례과정이 

언제나 종교적 성격만을 지닌 것은 아니고 동시에 세속적 놀이나 유람

을 포함하기도 하고(Feifer 1985; 권숙인 2006a; 문옥표 2006b; 황달기 

2006), 경우에 따라서는 세속적 여행이 관광객에게 삶의 중요한 가치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성스러운 여행으로 경험되기도 한다(King 

1993; Bruner 1996; Ebron 2000; 양한순 2007). 이처럼 관광과 순례란 

말은 그 둘 사이의 의미가 중첩적이고 경계가 모호한 개념들이다. 따라

서 여기서는 이 두 개념 사이의 관계를 좀 더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한국인들의 중국 불교성지 방문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문화관

광(cultural tourism), 종교관광(religious tourism), 그리고 문화순례

(cultural pilgrimage)라는 관련 개념들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관광이란 개념은 최근 종교순례를 부르는 개념으로 종종 사용

되고 있다. 이 때 순례란 문화관광 유형의 하나로 분류 된다. 예를 들어, 

샤론 로즈만(Roseman 2004)은 관광을 크게 휴양관광과 문화관광으로 

나누고 전자가 유람, 휴양, 행락, 레저 등 일반 사람들이 흔히 “관광”이

라고 부르는 활동이라면 후자는 예술품 감상, 역사유적 답사, 독특한 

민족문화나 특정 지역의 생활문화 탐방, 그리고 종교성지 순례 등을 포

함하는 활동으로 구분하고 있다.3) 즉, 순례는 문화관광의 한 유형이 되

는데, 이런 구분은 성지가 종교적 의미 보다는 문화유산으로서의 의미

가 강한 현 사회의 순례를 분석하기에 유리하다. 실제로 권숙인(2000)

은 일본인들의 이세신궁 참배를 분석하면서 현 의 일본 방문객들에게 

이세신궁은 종교사원의 의미보다는 일본의 문화적 전통이란 의미가 더 

 3) 원래 문화관광이란 개념은 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예를 

들어, 넬슨 그래번(Graburn 1989)은 관광의 유형을 크게 자연관광과 문화관광으로 

나누어 역사나 민족문화 등과 관련된 관광을 모두 문화관광으로 분류했다. 반면 발

렌 스미스(Smith 1989)는 관광의 유형을 민족관광, 문화관광, 역사관광, 환경관광, 

그리고 휴양관광으로 나누고 문화관광을 전통문화, 민속, 문화유산 등과 관련된 관광

으로, 비교적 좁은 의미로 정의했다. 그런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문화관광이란 개념을 

좀 더 역사기행이나 문화유산답사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Rojek and Urry 1997) 

혹은 생활문화 탐방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권숙인 2006b) 사용하기도 한다.  



48  비교문화연구 제16집 1호(2010)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그 현상을 문화관광으로 부르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최근 성지순례를 문화관광의 하나로 보고 있는 현상

은 종교관광이란 개념의 등장과 접한 관련이 있다. 현실속의 성지순

례는 사실 매우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다. 어떤 사람들에겐 순례가 매우 

성스럽고 종교적인 과정이지만 어떤 사람에겐 반쯤은 종교적이고 반쯤

은 세속적인 여행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겐 세속적인 관광과 다를 

바가 없는 여행이기도 하다. 따라서 발렌 스미스는(Smith 1992) 순례와 

관광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순례자-관광객(pilgrim-tourist)”

은 성과 속의 연속선상에서 그 중간의 어디쯤에 위치할 수 있는 존재로 

파악하고 있다. 그는 여기서 그 연속선상의 중간쯤에 위치한 반쯤은 성

스럽고 반쯤은 세속적인 여행을 종교관광이라 부르고 있다. 그런데 이

것은 오늘날 종교 성지를 방문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개념이다. 오늘날의 성지순례는 여행사를 통해 조직되고 숙식과 각종 

편의를 제공받는 등 다른 일반 중관광과 거의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Shinde 2008). 그리고 신앙의 차원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문화유적

지 답사의 차원에서 종교 성지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잭코위스

키와 스미스(Jackowski and Smith 1992)는 종교관광을 기본적으로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knowledge-based)” 관광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종교관광에서는 종교와 그 문화에 한 지식이 관광의 동

기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종교관광은 역사, 문화유적, 예술, 혹은 민속 등에 관한 

지식을 추구하고 있는 문화관광의 일반적인 모습과 본질적으로 유사하

다. 사실 문화관광에서는 관광지에 한 지식이 없다면 특별한 감동을 

경험할 수 없다. 유적지에 한 지식을 생산하고 전달하는 과정이 필수

적인 것이다. 1990년  국내에서 문화유적답사의 바람을 일으켰던 유홍

준(1993: 6)이 언급한 “인간은 아는 만큼 느낄 뿐이며, 느낀 만큼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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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는 표현은 바로 문화관광에서 이런 지식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중국불교에 한 관심과 지식을 갖고 중국 사찰을 

순례하고 있는 한국 관광객들의 모습 또한 종교관광이나 문화관광이란 

개념으로 잘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불교인들이 중국 불교 사찰이

나 유적지를 찾는 이유는 단지 순수한 종교적 체험을 위한 것이라거나 

또는 이국적 경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동안 “많이 들어 봤던” 것들을 

현지에 가서 직접 확인하고 체험해보고자 하는 문화관광의 욕구에서 기

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인들의 중국문화관광은 주로 자신이 몸담고 있거나 혹

은 관심을 갖고 있는 문화를 찾아가 그 발상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감상하려는 동기에서 출발 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문화에 한 순례라고

도 말할 수 있다. 이것은 홍콩의 젊은이들이 일본의 중문화에 심취해

서 일본을 직접 방문하여 일본 중문화를 소비하는 모습이나 일본인들

이 한국의 드라마에 심취해서 직접 한국을 방문하는 모습에서 볼 수 

있는 “문화순례”(Ng 2008)와 같은 모습을 띠고 있다. 그런데 한국인들

이 중국에서 경험하는 이러한 문화순례는 불교유적지 순례에 한정된 것

은 아니다. 한국의 유림들에게 공자의 고향인 산동성 곡부(曲阜)는 매우 

특별한 곳이다. 이들에게 있어서 유교의 발상지인 곡부는 바로 일종의 

문화적 성지인 셈이다. 강소성 무석(無錫)을 찾는 한국의 해주 오씨(吳

氏)들도 마찬가지이다. 해주 오씨의 시조는 중국에서 건너온 인물로 알

려져 있는데, 이 때문에 한국의 해주 오씨들은 중국 오씨의 시조인 오태

백(吳太伯)의 묘를 참배하기 위해 종종 무석을 방문한다. 그 밖에도 역

사, 소설, 서예, 미술, 음악, 무예, 그리고 건축 등 각 분야의 애호가들이 

중국을 방문하여 자신이 속한 문화의 원류나 발상지를 순례하는 체험을 

한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인의 중국 관광은 이질적인 타문화 체험이라기

보다 친숙한 문화를 재발견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재확인하는 

문화관광이자 문화순례의 모습을 띠고 있다. 요컨 , 문화관광, 종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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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그리고 문화순례는 약간씩 다른 개념이지만 한국인의 중국불교관광

은 이 모두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중국 관광지와 한국 관광객

1) 관광자원이 된 불교성지

중국 전통문화에서 불교가 차지하는 부분은 매우 크다. 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의 종교 인구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불교

이다. 불교는 한나라 때 중국으로 전래되었는데 남북조시 를 거쳐 수, 

당에 이르는 동안 중국 사회 전반으로 크게 확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인도식 불교는 중국의 도교, 조상숭배사상, 그리고 민간신앙과 타협하

면서 중국식 불교로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송에 이르러서는 유교에도 

영향을 주어 성리학을 탄생시켰을 정도로 불교는 중국문화 전반에 커다

란 영향을 끼쳤다. 특히 세속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유교전통 속에서 중

국 민중들의 종교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데 불교가 중심적 역할을 해왔

다. 하지만 중국의 근 화와 사회주의 혁명은 불교를 포함한 과거 문화

를 거부하고 파괴하였다. 특히 문화 혁명 기간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수많은 불교 유적지와 유물이 파괴되었고 승려들은 환속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에 의해 금지되고 파괴되었던 과거의 민속이나 전통이 개혁

개방과 함께 다시 부활하게 된다. 이런 전통의 부활은 인민들 사이에서 

자율적 삶의 공간을 확장시켜주고 개혁개방 이후 사회주의의 쇠퇴로 인

한 이념적, 정서적 공백을 채워주게 된다(김광억 1993, 2006). 특히 종

교로서의 불교는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다시 치열한 경쟁사회를 살아가

야 하는 중국인들이 필요로 하는 기원과 기복의 공간으로서 크게 인기

를 얻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민속과 전통은 중국문화를 세계화하

고 국가 이익을 증진시키는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장정아 2008). 전통문화가 관광상품를 비롯한 각종 문화상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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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서 불교유적과 

유물도 새롭게 조명 받고 있다. 이제 불교는 매우 중요한 중국의 자산으

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문화유산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국가는 불

교사찰을 복원하거나 거  불상을 건립하는 사업에 적극적이며, 중국불

교를 널리 알리기 위해 불교관련 국제행사를 유치하는데도 매우 적극적

이다. 특히 지방정부는 자신들의 지역정체성을 살리고, 관광자원을 확

보하기 위해서 불교 유적지 재건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많은 불교유적지가 복원되었는데, 현재 중국에서 손

꼽히는 유명 불교성지는 219 곳, 유명 사찰은 736 개, 그리고 주요 석굴

과 탑은 690여 개가 있다(Zhang et al. 2007). 그 가운데서도 현재 중국

인들이 꼽는 가장 유명한 불교성지는 바로 중국의 4  불교성지로 알려

진 절강성의 보타산(普陀山), 산서성의 오 산(五臺山), 사천성의 아미

산(峨眉山), 그리고 안휘성의 구화산(九華山)이다. 4  불교성지라는 개

념은 명·청 에 이르러 성립되었는데(조영록 2000), 중국에서 이들 네 

곳을 특히 중요시 하는 이유는 바로 승불교의 상징인 보살사상 때문

이라고 볼 수 있다. 보살사상은 개인의 해탈보다 중생의 구제를 우선시

하는 불교사상으로서, 중국불교에서 중시하는 4  보살이 각각 “자비”, 

“지혜”, “실천”, “원력”을 상징하는 관음보살(觀音菩薩), 문수보살(文殊

菩薩), 보현보살(普賢菩薩), 그리고 지장보살(地藏菩薩)이다. 그리고 이

들 보살의 성지가 각각 보타산, 오 산, 아미산, 그리고 구화산인 것이

다. 이들 4  성지 외에도 북경의 광제사, 상해의 정안사, 항주의 영은

사, 낙양의 백마사, 하문의 남보사타, 그리고 등봉의 소림사와 같이 전국

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사찰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이런 한족 중심의 

불교성지 이외에도 소수민족의 불교성지 또한 크게 주목받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티벳불교가 표적이다.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유명한 불교사찰들은 종교시설

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문화유산이자 관광지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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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 외에도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다. 그리고 관광이 지역경제에

서 차지하는 역할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중국의 사찰들은 급속도로 상

업화 되어가고 있다. 중국의 주요 사찰들이 상업화 되고 있는 모습은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 가운데서도 사찰의 이름을 브랜드

화하고, 이를 영화, 공연, 무예, 약품, 그리고 관광 통해 세계로 수출하는 

소림사(少林寺)의 경우는 보는 이들을 놀라게 한다. 소림사가 중국 불교

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6세기경 인도에서 건너온 

고승 보리달마(菩提達磨)가 이곳에서 머물면서 선불교를 탄생시켰기 때

문이다. 그 뒤 선불교는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으로 전파되어 현

재까지도 동북아 불교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불교문화가 되었다. 

그런데 정작 소림사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소림무술과 

관련이 깊다. 소림무술은 소림사의 벽화에 남아 있을 정도로(우더신 

2008) 소림사의 중요한 전통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유명해진 것은 

소림무술을 소재로 만든 홍콩영화, 미국의 TV 드라마 ‘쿵후’, 그리고 

소림무술로 유명한 영화배우 이연걸의 활약과 같은 현  중문화의 영

향 때문이다. 그리고 무협소설이나 무협영화가 현  중문화에서 중요

한 장르로 정착되면서 소림사는 더욱 무술과 관련된 이미지로 굳어졌다. 

그런데 그 이미지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자 소림사는 그 이미

지를 적극적으로 상품화하고 있다. 지금 소림사는 성수기에는 하루 2만 

여 명의 방문객을 맞을 정도로 커다란 관광명소가 되었다. 현재 한 사람

의 입장료가 인민폐 100위엔이기 때문에 입장료만으로도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2009년의 경우 한화로 250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

다.4) 소림사가 위치해 있는 등봉시에서도 소림사의 경제적 위치는 막강

하다. 2005년 등봉시를 방문한 350만 명의 관광객 가운데 47%가 소림

사를 찾았고, 등봉시 수입의 13%에 달하는 등봉시 관광수입의 절반이 

소림사로부터 나왔다(陈玉涛 2008). 그리고 최근에는 등봉시가 홍콩의 

 4) 新浪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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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업과 합작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소림사를 주식시상에 상장할 것이

라는 소식이 중국을 떠들썩 하게 만들기도 했다.5) 이처럼 소림사의 사

례를 보면 왜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앞을 다투어 불교사찰의 재건을 지

원하고 있는지 잘 이해할 수 있다. 

중국 4  불교성지의 하나인 안휘성 지주시 청양현 구화산에서도 

관광은 지역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구화산도 현재 국내외

의 참배객과 관광객이 몰리는 5월과 10월에는 하루 2만 여 명이 찾아 

올 정도로 커다란 관광명소이다. 내륙지역에 위치한 안휘성은 주변의 

산동, 강소, 그리고 절강과 같은 연해지역에 비해 공업의 발달이 더뎌서 

많은 사람들의 이들 지역으로 이주노동을 나가고 있다. 이 때문에 안휘

성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광산업 개발에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안휘성에서 구화산의 관광산업은 황산(黃山)에 이어 두 번 째로 크다. 

구화산 관광의 규모가 커지게 되자 처음엔 청양현의 관할이었던 구화산 

관광도 지주시정부의 직접 관할로 바뀌었다. 그리고 안휘성정부도 지주

시와 함께 “구화산여유집단공사(九華山旅遊集團公司)”라는 국유기업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구화산관광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등 경영에 적극 

관여하고 있다. 

2) 문화관광을 떠나는 순례객

그렇다면 중국의 불교성지를 찾는 한국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중

국의 불교성지를 찾는 한국인들 가운데는 성지순례 차원에서 방문하는 

사람에서부터 단순히 그곳이 유명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찾아가는 사람

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 가운데서도 종교적 성격이 강한 성지순

례는 주로 사찰 단위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진 

 5) 한겨레 2009/12/17, 하지만 등봉시가 이 소식을 부인하면서, 소림사의 증시 상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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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찰들은 부분 해외성지순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찰에

서 주관하는 불교성지순례는 일 년 중 어느 때나 가능하지만 주로 초파

일이나 백중과 같은 큰 행사를 치른 후에 떠나고 있다. 그런데 참가자의 

모집은 사찰이 하지만 실제 순례 과정은 여행사가 맡아서 진행하는 경

우가 부분이다. 국내에는 불교성지순례를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가 약 

20여 개에 달하는데 이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있다. 그리고 이들 불교성지순례 전문여행사들

은 자체적으로 항시 순례프로그램을 만들어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기 때

문에 사찰을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직접 여행사를 통해 순례에 참여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이런 전문 여행사를 통한 성지순례는 일반 

패키지 관광에 비해서 가격이 비싼데, 그 이유는 소수의 인원을 상 로 

하고 있고, 교통이 불편한 곳에 위치한 사찰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무엇

보다 쇼핑과 같은 가격인하 요소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불교신자들의 해외성지순례 상 지역은 주로 중국, 일본, 인도, 태

국, 미얀마를 비롯한 아시아의 불교국가들인데, 이 가운데서도 중국으

로 떠나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 그런데 불교인들의 해외 성지순례 경향 

가운데 하나는 과거에는 한국과 같은 승불교인 중국이나 일본 불교로 

순례를 다니는 것이 유행이었다면 최근에는 보다 생소한 동남아시아의 

불교로 순례를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불교문화가 없는 미국이나 유럽, 혹은 남미로도 순례를 떠난

다. 이처럼 사찰에서 조직하는 순례에서도 점차 이국적인 문화를 함께 

즐기려는 경향이 늘고 있고, 심지어는 종교적 성격을 거의 띠지 않는 

일반적인 해외관광의 속성도 많아지고 있다. 다시 말해 불교성지 뿐만 

아니라 평소에 들어왔던 해외의 유명한 관광지를 같은 사찰의 신도들과 

함께 여행할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성지순례 프로그램도 많은 것이다. 

필자가 참여했던 성지순례 프로그램은 충청도 한 사찰의 주지스님

과 9명의 신도로 구성된 순례단이 연꽃여행사를 통해 진행한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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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사찰 순례였다.6) 이번 순례 프로그램은 선순례라는 이름 그 로 일 

주일 동안 선종사찰만을 둘러보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엔 필자 외

에도 다른 사찰에서 온 두 명의 스님이 있었는데 이들은 둘째 날까지만 

동행하였다. 순례에 참여한 신도들은 모두 불교에 한 신앙이 깊었으

며, 주지스님은 검소함과 절제를 실천하는 분으로서 신도들의 존경을 

받았다. 연령 로 보면, 30 의 사찰 사무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50에서 

70 에 이르는 장년, 노년층 신도들이었다. 참여자들은 여성이 많았는

데 남성은 70 의 퇴직교사와 50 의 사업가뿐이었다. 이들은 같은 절

을 다니면서 오랫동안 친분을 쌓아온 사람들이었고 그 가운데는 이미 

여러 차례 같이 해외순례를 다녀 온 사람들도 있었다. 이 사찰은 주로 

연꽃여행사를 통해 순례를 진행해왔기 때문에, 연꽃여행사의 가이드는 

이들과 잘 알고 있었다. 이들 신도들 사이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시간

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비교적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점이다. 그

리고 그런 여유를 바탕으로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고 있었는데 이미 중

국의 4  불교성지뿐만 아니라 인도, 태국, 스리랑카, 미얀마, 만 등지

의 불교성지를 다녀 온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다. 한 여성신도는 사찰에

서 주관하는 성지순례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여행사를 통해 해외 패키지

관광을 자주 다니고 있었다.7) 이러한 사례들은 참여자들이 강한 종교적 

체험을 목적으로 순례에 참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평소에 들었던 불교

이야기를 현장에서 확인하면서 불교공부도 하고 다른 신도들과 친목도 

도모하고 며칠 동안 일상을 떠나 해외관광을 다녀온다는 차원에서 참여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화관광의 성격은 구화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었

 6) 같은 사찰의 신도들로만 구성된 작은 규모의 순례단에 외부인이 참여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필자의 동행과 참여관찰을 허락해주신 주지스님과 신도들에게 깊이 감

사드린다. 

 7) 이틀 동안 동행했던 두 명의 스님 가운데 한 명도 해외여행을 아주 자주 다니고 있

었다. 그는 지난 20여 년 동안 150여 차례의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그 중 중국이 

120여 차례나 되었고 소림사의 경우는 이미 8차례나 다녀왔다. 그만큼 순례단을 인

솔할 기회도 많고 개인적으로 중국인들과 교류할 기회도 많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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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필자는 구화산을 조사하는 동안 10여 명으로 구성된 한국인 단체 

관광객을 만나 함께 관광하면서 면담할 기회를 가졌다. 이들은 같은 단

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니라 여행사를 통해 구성된 관광객들이었는데, 

그 가운데 절반은 친인척관계로 이루어진 사람들이었다. 연령 는 장년, 

노년층에 해당하는 40~70 에 사람들이었다. 이들도 종종 해외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었는데, 한 퇴직 공무원은 중국으로 이미 여러 차례 관

광을 다녀서 유명한 곳은 거의 다 가봤다고 했다. 이 단체관광객의 구성

에서 종교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는데, 불교신자는 한 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들은 불교에 해 많은 지식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2008년 봄 부처님오신 날을 기념하여 KBS에서 방영한 제42회 “한국사

傳: 등신불이 된 신라왕자 김교각”은 이들이 구화산을 관광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그 프로그램은 당나라 때 중국으로 건너가 그곳에

서 보살로 추앙받고 나중에는 그의 몸을 등신불로 남긴 신라왕자 김교

각 스님에 한 이야기였다. 그런데 김교각 이야기의 현장이 바로 중국 

4  불교성지의 하나인 구화산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구화산의 지장보

살 신앙은 김교각으로부터 비롯되었다. 한 노년의 관광객은 TV에서 이

런 김교각에 한 이야기를 듣고 “죽기 전에 꼭 한 번 와보고 싶어서” 

구화산 관광 일정이 포함된 상품을 골라 여행에 나섰다고 말했다. 그는 

불교신자는 아니지만 불교문화와 역사에 관심이 있었고 무엇보다 간접

적으로 듣고 본 것을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싶은 욕구에서 관광에 나선 

것이다. 여기서 이들 구화산 단체관광이 앞서의 선종사찰 순례와 다른 

점 하나는 이들의 여행 목적이 불교성지만을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들의 일정 속에는 남경과 구화산, 그리고 구화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황산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들이 구화산에서 

체류하는 시간은 반나절이었지만 황산에서는 하루 밤을 잘 정도로 더 

많은 시간을 황산관광에 할애하고 있었다. 황산관광이 훨씬 더 중요한 

일정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일반 패키지 관광에서 흔히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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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사찰이나 불교성지순례 전문여행사에서 마련

한 프로그램에도 이런 일반 관광과 유사하게 일반관광지가 포함된 경우

도 있다. 실제로 성지순례 프로그램과 일반관광 프로그램의 구분은 매

우 모호하다고 볼 수 있다. 

4. 이야기 속의 그 현장을 찾아서

1) 달마대사(達磨大師)와 선불교

한국의 문화재 가운데 부분이 불교 문화재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이 한국인들은 불교문화에 친숙한 편이다. 그리고 중국불교에 한 이

야기 또한 한국인들이 많이 접하고 있다. 달마 사, 김교각, 티벳불교, 

그리고 소림사 등에 한 이야기는 신문, 방송, 그리고 영화에 자주 등장

하고 있는데, 한국인의 중국 불교관광은 바로 이런 문화적 친숙성에서 

시작된다. 여기서는 선불교와 김교각 스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중국불

교에 한 지식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것이 실제 관광에서 어떻게 재

해석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꽃여행사가 기획한 선순례(禪巡禮)는 달마 사(達磨大師)에서 시

작하여 혜가(慧可), 승찬(僧璨), 도신(道信), 홍인(弘忍), 혜능(慧能)으로 

이어가면서 선불교를 만든 6명의 초  조사들의 발자취를 순례하는 프

로그램으로 이루어졌다.8) 서기 6~8세기를 살았던 이들 여섯 명의 조사

 8) 선종사찰순례의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다: 

    제1일: 인천 출발 정주 도착, 낙양으로 이동, 용문석굴(龍門石窟), 백마사(白馬寺) 순

례

    제2일: 소림사(少林寺), 달마동굴, 혜가 사의 이조암(二祖庵) 순례

    제3일: 무한 도착, 천주산(天柱山)으로 이동, 승찬 사의 삼조사(三祖寺) 참배

    제4일: 마조도일(馬祖道一) 수행동굴 마조암(馬祖庵), 도신 사의 사조사(四祖寺) 참

배

    제5일: 홍인화상의 오조사(五祖寺) 순례, 무한 도착 후 황학루(黃鶴樓) 탐방

    제6일: 광주 도착, 운문사(雲門寺) 참배, 육조 혜능 사의 진신이 모셔진 남화선사(南

華禪寺) 순례

    제7일: 혜능 사 삭불 수계처 광효사(光孝寺) 참배, 광주 출발 인천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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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자신의 불법을 재능 있는 특별한 제자를 선택해 전수해주는 방식

으로 계승시켰는데, 각 조사마다 극적이고 감동적인 고사들이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순례와 같은 문화관광의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즐거움과 

감동은 바로 이런 지식을 얼마큼 갖고 또 그것을 현장에서 어떻게 경험

하느냐에 달렸다. 따라서 여행사에서는 순례가 진행되는 동안 이런 지

식을 전달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 우선 연꽃여행사는 중국으로 떠나

기 전 중국 선종의 역사와 조사들의 행적을 정리한 소책자를 참가자에

게 나누어주고, 중국 현지에서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미리부터 준비시켜 주었다.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순례 과정에서 여행

사 가이드의 설명을 듣는 일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버스로 

이동하는 시간 동안 가이드는 앞으로 방문하게 될 곳의 이야기를 미리 

전해주었고 이따금 이전에 설명했던 내용을 퀴즈를 내듯이 물어보곤 했

다. 순례객들은 매일 먼 거리를 이동하며 예정된 사찰과 유적을 순례했

다. 주지스님은 중국 사찰에서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을 모두 

사진으로 찍어 놓으라고 신도들에게 부탁하기도 했다. 그동안 글이나 

말로만 들었던 내용들을 직접 확인하고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는 일이 

이들에겐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쇼핑이나 오락시간의 일정 없이

도 만족스러워했다. 

순례과정에서 방문한 사찰 가운데 가장 크고 유명한 곳은 이튿날 

찾아간 소림사였다. 넓게 새로 조성된 소림사 사찰의 내부에 들어서면 

곳곳에 무술학교가 들어서 있고 운동장에서는 체육복을 입은 학생들이 

단체로 무술을 연마하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된다.9) 이제 무예는 소림사

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에 소림사는 관광객들을 위해 하루 몇 차례씩 

소림무술을 공연하고 있다. 그런데 소림사를 여러 차례 방문했던 스님

에 따르면 무술시범은 그 질이 점점 떨어지고 사찰은 더욱 상업화되어 

 9) 중국 현지 가이드에 따르면, 소림사가 위치한 등봉시에서 무예를 배우는 사람은 20

만 명에 이른다. 이연걸과 같은 유명한 액션스타가 되길 꿈꾸며 많은 젊은이들이 소

림무술을 배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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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다. 소림사의 상업화문제는 국내 언론에도 자주 보도되고 있어서 사

실 상업화의 현장을 보는 것도 이제는 관광의 일부가 되었다. 심지어는 

중국의 현지 가이드조차도 소림사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부터 차례 소림

사의 상업화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 현장을 볼 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해

줬다. 

문화관광 과정에서 관광객들은 왜 어떤 특정 문화가 생겨나게 되었

는지, 그 문화의 원래 의미는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기회를 갖는다. 

중국측 가이드가 설명해주는 소림사 이야기들 가운데는 한국 순례객들

로 하여금 “아하, 원래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감탄사를 자아내게 

만드는 요소가 담겨 있었다. 예를 들어, 중국영화를 보면 소림사 승려들

이 등장하는데, 이 때 소림사 스님들은 양손을 합장하여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손으로만 합장하는 모습이 나온다. 현지 가이드에 따르

면, 소림사의 한손 합장은 바로 달마와 혜가의 고사에서 비롯되었다. 

고사에 따르면, 혜가는 9년 동안 면벽을 하고 있는 달마를 찾아가 사흘

간 눈 속에서 제자가 되기를 청하였다. 하지만 달마는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혜가는 자신의 한 쪽 팔을 잘라 그의 의지와 성심을 보

여주었다. 그러자 달마는 그의 성심을 알아보고 마침내 그를 제자로 삼

고 불법을 전해준다. 가이드는 소림사 승려들의 한손 합장 전통이 바로 

팔 하나를 자르고 성심을 보인 혜가 사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생겨

난 것이라고 설명해줬다. 이 설명을 듣고 연꽃여행사의 가이드와 순례

객들은 감탄사를 터뜨렸다. 어떤 문화적 수수께끼가 풀렸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이다. 이처럼 현지에서 듣게 되는 특정 문화의 숨겨진 의미나 

그와 관련된 새로운 사실은 문화관광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순례객들이 소림사 순례에서 가장 보고 싶어 하는 곳은 바로 달마

사가 9년 동안 면벽을 했다는 “달마동(達磨洞)”이라는 동굴이었다. 달

마동은 소림사 입구에서 산 위로 두 시간 정도를 걸어 올라야 닿을 수 

있었다. 가는 길이 불편하고 힘들지만 순례객들은 “여기까지 와서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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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갈 수 없다”라며 달마동에 올랐다. 그런데 힘들게 올라서 보게 된 

달마동의 모습은 산 아래의 소림사와는 달리 아주 작고 초라한 석굴이

었다. 필자 또한 그토록 유명하고 위 한 장소가 이렇게 작고 초라할 

줄은 몰랐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상상의 모습과 실제의 모습이 크게 

다른 이러한 경험은 순례 과정에서 몇 차례 있었는데, 주지스님은 “직접 

와 보니까 책에서 보던 때랑 달리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 책으로 

볼 때는 정말 거 한 느낌이 들었는데”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렇게 기존

의 지식과 담론이 실제와 얼마나 다른지를 확인하는 작업도 문화관광의 

중요한 과정인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은 기존 지식에 한 확인뿐만 

아니라 의심과 회의도 동반한다. 동행한 스님 한 분은 달마동은 후세 

사람들이 만들어낸 작품일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그는 달마동이 달마

가 머물렀던 실제 그 동굴이 아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달마가 원래 

어떤 동굴에 머물렀던 것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옛이야기는 간접적

으로 전달되면 쉽게 신화화 되지만, 그 고사의 현장에 가보게 되면 훨씬 

더 재해석의 여지가 많아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달마동의 신화는 눈앞에서 쉽게 사라졌고 감격스러운 구석도 없었

다. 주변은 초라하고 지저분했고, 달마동 안에서는 중국스님이 운세를 

점치는 막 를 팔고 있었다. 하지만 주지스님은 신도들에게 이곳이 달

마 사가 9년 면벽수도를 한 곳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며 예불을 권했다. 

예불은 절로 시작하여 반야심경 독경, 법성계 독경, 그리고 마음속 발원

까지 약 10분간 진행되었다. 사실 불교사찰을 둘러보는 동안 단체 순례

객들의 모습은 여느 관광객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지만 예불은 

이들만의 독특한 의식이었다. 예불은 사찰을 방문할 때마다 중요한 고

사의 현장이 되는 곳에서 주지스님의 인도로 진행되었다. 가이드에 따

르면 한국에서 온 순례객들 사이에서 예불은 매우 일상적이다. 그리고 

스님들로만 구성된 순례의 경우는 종교적 성격이 더 강해서 예불시간도 

훨씬 길어지고 이 때문에 일정이 지체되기도 한다. 그리고 어떤 순례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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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불상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다. 연꽃여행사의 가이드 또

한 불교신자인데, 한 번은 단체손님들과 함께 티벳을 순례하면서 자신

도 눈물을 흘린 경험도 있다고 했다. 주변의 분위기나 사람들의 실천에 

따라 사찰이 종교순례의 공간이 되기도 하고 종교관광의 공간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상업화의 분위기가 감도는 소림사에서는 강한 종

교적 분위기를 찾아보기는 힘들었다. 

2) 김지장보살(金地藏菩薩)과 등신불

지장보살의 성지인 구화산 순례는 소림사 순례보다 더욱 진지한 분

위기를 띠고 있다. 안휘성 지주시 청양현에 위치한 구화산은 다른 어떤 

중국의 불교성지보다 특히 한국인들에게 의미 있는 곳이다. 그 이유는 

바로 구화산의 지장보살로 섬겨지는 인물이 바로 신라왕자인 김교각(金

喬覺)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보살사상은 개인의 깨달음 보다 중

생구제를 강조하는 승불교의 중심사상이다. 이러한 사상위에서 중국

불교에는 여러 보살들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보살들이 

앞서 언급한 사 보살이다. 그 가운데 지장보살은 미래에 미륵불이 출

현하기 전까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성불하지 않고 지옥에 남아 있겠

다고 발원한 부처를 말한다. 그런데 중국에서 이 지장보살 사상의 중심

지가 구화산이고, 구화산에서 지장보살의 화신으로 섬겨지는 사람이 김

교각 스님인 것이다. 상상속의 부처로 존재하는 다른 보살들과는 달리 

이곳 구화산의 지장보살은 그 화신으로 여겨지는 구체적인 인물을 가지

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김교각은 구화산의 고찰 화성사를 세운 인물로서 그에 한 기록이 

화성사기와 송고승전 등에 나타나 있지만, 그의 정확한 출생에 해서

는 여전히 이견이 있다(최용부 2004).10) 사실, 김교각에 한 이야기는 

10) 현재까지 김교각이 어떤 신라왕의 자손이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최용부(200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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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남아있는 옛 기록을 바탕으로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다. 구화산 여

행사의 안내에 따르면, 김교각은 신라왕자로서 당나라로 건너와 오랫동

안 수행을 하면서 보살행을 실천하였다. 그는 99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

자 사람들은 그의 유언에 따라 그를 화장하지 않고 항아리 속에 넣었다

가 삼 년 후에 꺼내보게 된다. 그런데 기적처럼 그의 몸은 썩지 않고 

원래 그 로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관절에서는 쇳소리가 났다. 그

래서 사람들은 그를 지장보살의 화신으로 받들어 그의 몸에 금박을 입

혀 “육신불(등신불)”로11) 만들었고 그 육신불을 현재까지 보존하고 있

다.12) 김교각의 사후 구화산이 지장보살의 도량으로 알려지게 되자 많

은 승려들이 운집했고 명과 청의 황제들이 인장, 편액, 불경 등을 하사하

면서 마침내 중국의 주요 불교성지가 된 것이다. 현재 구화산의 사찰들 

가운데는 석가모니부처와 함께 김교각보살의 불상을 함께 모시는 사찰

이 많다. 구화산 가이드는 구화산에서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

라는 염불 신 “나무아미타불 지장왕보살”이라고 염불하고 있다는 점

을 강조했다. 여기서, “지장보살(地藏菩薩)”이 아니라 “지장왕보살(地藏

王菩薩)”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김교각이 왕자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김

지장왕보살을 나타내는 불상은 일반 지장보살상과 달리 왕관을 쓰고 있

는데 이것도 같은 이유에서 이다. 이처럼 구화산의 김교각 이야기는 신

화적이면서 감동적이다. 특히 한국인들에게는 커다란 감격과 자부심까

지 불러일으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김교각의 이야기는 1980년  까지 

만해도 한국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90년  들어 한국일보

따르면, 지금까지 김교각은 성덕왕의 아들 김수충이라는 설, 성덕왕의 조카 김수충이

라는 설, 태종무열왕의 아들 김문주라는 설, 성덕왕의 형 보천태자라는 설, 그리고 

성덕왕의 태자 김중경이라는 설 등이 나와 있다. 

11) 중국에서는 이처럼 사람의 몸에 금박을 입혀 만든 불상을 “육신불”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를 “등신불”이라고 부르는데 그 것은 김동리의 소설 등신불
의 영향 때문이다. 구화산의 가이드는 왜 한국사람들은 자꾸 “등신불”이라고 부르는

지 모르겠다며 중국에서는 그것을 “육신불”로 부른다는 점을 강조했다.

12) 구화산에서는 김교각의 육신불을 60년에 한 번씩 일반인에게 공개한다고 한다. 평소

에는 그의 육신불이 안치된 탑만을 구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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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김교각에 한 이야기가 연재되면서 중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김교각이 한국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 이유는 단지 그가 

한국인이기 때문만이 아니다. 김교각의 몸은 육신불로 남아 있는데 그 

육신불이 김동리의 소설 등신불과 연결되어 있다. 중국에서는 입적한 

고승의 몸을 육신불로 만드는 전통이 있는데, 그 육신불 전통이 가장 

뚜렷하게 남아 있는 곳이 구화산이다.13) 김교각 이후 구화산에서는 육

신불의 전통이 이어져 현재 명나라의 무하선사를 비롯해 1999년에 육

신불이 된 명정화상에 이르기까지 여섯 명의 고승이 육신불로 안치되어 

있다(九华山历史文物馆 pp.23-24). 그런데 ‘한국사傳’의 취재에 따르면, 

김동리는 구화산의 육신불이 된 명나라 때의 무하선사의 이야기에서 소

설 등신불의 모티브를 발견했다고 한다. 이 소설은 한 때 고등학교 교과

서에 실려 있을 정도로 한국인들에게 잘 알려진 소설로서, 일제 때 학도

병으로 중국에 끌려간 한국 청년이 전장을 탈출해 중국의 한 사찰에 

피해 있는 동안 그 사찰에 안치된 육신불에 한 이야기를 듣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인 만적은 개가한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이복형을 해치려한 죄를 신 참회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불살라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린다. 소설은 그 소신공양의 과정을 실감나게 묘

사하고 있는데, 소설속의 이런 묘사는 육신불이란 산 채로 고통을 겪으

면서 숨을 거두고 그 상태로 불상이 된 존재라는 극적인 이미지를 한국

인들 사이에서 만들어냈다. 김교각 스님이 육신불이 되어 있다는 것이 

한국인들에게 더욱 감동적인 것은 그 때문이다. 김동리의 이 소설은 여

러 차례 드라마로도 만들어졌는데, 2006년 KBS의 TV문학관에서 그 

드라마가 방영되었다. 구화산에 순례를 온 관광객들 가운데는 실제로 

그 드라마를 본 기억을 떠올리며 구화산의 육신불 모습을 기 하는 사

람들도 있었다. 그런데 한 관광객은 무하스님과 자명스님의 육신불이 

소설에서처럼 극적인 상태에서 뒤틀린 채로 죽은 것이 아니고 반듯하게 

13) 구화산 이외의 몇몇 사찰에서도 육신불을 볼 수 있다. 선종의 육조 혜능 사도 남화

선사에 육신불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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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겼다는 것을 알고 실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많은 한국인들이 

구화산에 가면서 소설로 읽었던 등신불을 직접 본다는 기 를 하게 되

는데 이것은 구화산 관광에서 소설 등신불이 차지하는 위치가 매우 크

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이국땅에서 지장보살의 화신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훌륭한 

삶을 살았다는 김교각 스님의 이야기와 감동적으로 그려진 육신불에 

한 소설로 인해 구화산 순례는 한국인들에게 감동을 준다. 구화산 여행

사의 가이드는 한국에서 온 스님들과 신도들이 신발 벗은 채 삼보일배

도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크게 감동했다고 말했다. 

한국인들에게 구화산은 감동적일뿐만 아니라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담

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인이 존경하고 섬기는 보살이 한국인이라는 점

이 자랑스러운 것이다. 관광객들은 “김교각 스님이야말로 성철 스님보

다 10배는 훌륭하다” 혹은 “한국 사람이 이렇게 존경받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다”라며 이번 관광을 매우 만족해했다. 구화산관광은 이렇게 

민족주의적 색채가 함께 어우러져 있다. 

문화관광은 알고 있는 지식에서 출발한다. 한국인들은 평소에 들어

왔던 이야기에 등장한 익숙한 그 현장을 직접 보고 싶어 여행을 떠난다. 

그리고 중국 불교유적지에 와서 그 고사를 떠올리며 그 고사의 기원과 

내용을 재확인하게 된다. 특히 불교인들은 이 때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

인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선종사찰순례를 이끌었던 주지스님은 선의 

기원을 재확인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신도들에게 상기시켜주며 

이렇게 말했다: “중국의 육조 스님이 없었다면 선종이 없게 되고, 그러

면 한국 불교도 없고, 우리나라 스님들 다 죽어. 왜냐면 한국 스님들 

법문할 때 육조 스님들 이야기만 하거든.” 이와 같이 한국 불교인들의 

정체성은 중국의 선종사찰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순례를 통해 재확

인한다. 그런데 선종사찰순례에서는 순례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의 기원

을 중국에서 찾고 있다면, 구화산에서는 순례자들이 오히려 한국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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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재확인하게 된다. 한국문화의 많은 요소들이 

중국에서 전파된 것이기 때문에 한국인의 중국문화관광은 주로 문화순

례의 성격을 띠게 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구화산 관광에서처럼 중국문

화 속의 한국문화를 찾고 확인하는 방식의 문화관광이 늘고 있다. 

5. 중국의 문화유적지 복원에 초대받는 한국인

2008년 4월 강서성 남창의 우민사(佑民寺)라는 사찰에서는 한국 조

계종의 출발점을 기념하는 도의국사 입당구법기념비 제막식이 열렸

다.14) 조계종은 한국에서 발생한 종파이지만 조계종의 종조로 받들어지

는 도의국사는 중국에서 유학하고 불법을 전수받았는데, 그가 불법을 

전수받은 사찰을 찾아가 기념비를 세운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렇

게 중국의 문화유적지에 한국인의 자취를 남기는 현상이 점점 늘고 있

다. 현재 중국에서는 최근 관광자원의 개발을 위해 문화유적지 복원과 

“전통의 발명”(Hobsbawm 1983)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중국은 긴 

역사와 다양한 지방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많은 유물과 유적지가 소실

되고 파괴되어서 소림사의 경우처럼 실제로 관광객들이 보는 것들은 

부분 최근에 복원된 것들이다. 게다가 관광산업의 필요에 의해서 전통

과 옛이야기를 발굴하고 발명하여 이를 통해 유적지를 만들어내는 작업

도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유적지 복원과 전통의 발명 과정이 외국인의 

투자와 결합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도신 사의 사조사(四祖寺)는 그 

절의 절반이 어느 만 사람으로부터 받은 시주를 통해 건설되었다. 중

국의 불교유적지를 건설하는 데 외국인들이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

리고 그 과정에서 그 외국과의 특별한 관계가 유적지에 반영되기도 한

다. 한국인들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과 관련된 중국내의 문화유적 

복원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유적지로 관광을 떠나고 있다. 

14) 불교방송 2008/4/11.



66  비교문화연구 제16집 1호(2010)

적산법화원(赤山法華院)의 장보고 기념관은 그 표적인 사례이다. 

1988년 산동성 영성시는 엔닌(圓仁)이라는 일본 승려가 남긴 입당구법

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라는 유명한 기행문을 바탕으로 그가 당

시 머물렀던 적산법화원이란 사찰을 일본의 투자를 받아 중건하였다. 

그런데 얼마 뒤 원래의 적산법화원은 신라인 장보고가 세운 절이고 엔

닌이 머물렀던 곳이 바로 그 절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이 소식이 알려

지자 한국인들의 적산법화원 방문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장보고기념탑 

건립위원회는 1994년에 미화 10만 불을 투자해서 적산법화원 내에 장

보고 기념탑을 건설하였다.15) 여기에다 최인호의 소설 해신과 KBS 

드라마 해신 장보고가 크게 성공하면서 적산법화원으로 향하는 한국

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중국 지방정부는 한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05년 적산법화원 내에 장보고 기념관과 동상을 건립하

였고, 2007년에는 이에 한 중앙정부의 공식 승인을 받아 정식으로 

개관하는 의식을 치렀다.16) 중국 안에 한국문화가 만들어지고 그 곳으

로의 순례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2007년 강소성 양주시에 세워진 

최치원 기념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양주는 토황소격문으로 유명한 

신라인 최치원이 당나라 관리직을 수행하던 곳이다. 그래서 한국의 경

주 최씨 종친회와 부산 해운 구를 비롯한 몇몇 국내 자치단체는 마침

내 양주시를 지원하여 최치원 기념관을 건립하게 된다.17) 최치원 기념

관 건립은 한국과 중국의 공통된 이해관계를 잘 반영한다. 최씨 종친회

나 최치원의 자(字) ‘해운’에서 그 이름이 유래한 부산 해운 구의 경우

에는 그 기념관을 통해서 자랑스런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것이

고, 중국으로서는 이 기념관을 통해 한국으로부터의 투자와 관광객 유

치를 기 한 것이다. 실제로 양주시와 중국국가여유국(中國國家旅遊局)

은 이 기념관 개관을 계기로 2008년엔 서울을 찾아 투자와 관광객 유치

15) 연합뉴스 2003/8/18.

16) 연합뉴스 2007/4/23.

17) 부산일보 2007/1/22; 연합뉴스 200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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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홍보를 진행하였다.18) 

중국의 문화유적 속에 한국인의 자취와 문화를 복원하려는 사업은 

불교계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한국 천태종은 2002년 중국 국청사

에 조사전 건립을 지원하고, 그 안에 고려의 각국사 의천과 한국 천태

종의 시조인 상월조사의 상을 중국 조사들의 상과 함께 안치했다. 중국 

불교 속에 한국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넣은 것이다. 조계사 또한 서안의 

선유사(仙游寺)를 지원하여 2001년 그곳에 신라고승 혜초를 기념하는 

비석과 정자를 세웠다. 그리고 2007년에는 각국사 의천이 한 때 머물

렀던 항주의 고려사를 복원하는 사업도 지원하였다. 그런데 이런 시도

들이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한국의 관광객도 거의 없고 한국으로

부터의 지원도 끊기자 혜초의 기념비는 현재 그 로 방치된 채로 남아

있다.19) 항주 고려사의 경우는 사실상 사기를 당해 종교적 사찰이 아닌 

관광지로 허가 받아 건설이 시작된 것이었으며 결국 조계사는 그 운영

권도 포기하게 된다.20) 중국의 현지사정을 모른 채 서둘러 일을 처리하

면서 발생한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중국에 한국인의 유적지

를 만든다는 일은 정치적으로도 주목받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에 유

명 정치인이 자주 등장한다. 실제로 장보고기념탑의 글씨는 김영삼 

통령이 써 준 것이고, 혜초를 기념하는 정자의 현판은 김 중 통령이 

써주었다. 그리고 2002년 구화산을 방문한 노태우 전 통령은 구화산에 

한국의 지장보살상을 기증하기도 했다. 중국에 남겨진 한국 유명 인사

들의 자취는 다시 관광자원이 되어 한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유리한 

자원이 된다. 구화산을 관광하는 동안 현지 가이드는 한 불상을 가리키

며 그것이 노태우 전 통령이 기증한 불상인데 한국의 지장보살상의 모

습은 중국 것과 어떤 점이 다른지를 설명해 주었다. 노태우 전 통령이 

기증한 그 불상도 구화산 관광의 일부가 된 것이다. 

18) 여행신문 2008/3/3.

19) 한겨레 2005/10/31.

20) 불교닷컴 200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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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화산의 지역경제활동에서 관광의 역할은 절 적이다. 구화산 관

광업에 종사하는 한 주민은 불교를 믿느냐는 필자의 질문에, “당연히 

믿지요. 지장보살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데 믿지 않을 수 있나요?”라고 

말할 정도로 이들의 삶과 신앙은 관광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이처럼 

관광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불교성지의 중심인물이 김교각이다. 그

런데 그가 신라인이었다는 사실은 한국으로부터의 투자와 한국 관광객 

유치에 유리한 자원이 된다. 또한 한국인들에게도 김교각의 존재로 인

해 구화산은 특별할 곳이 된다. 일반적으로 중국 불교유적지에서 한국

인들은 한국문화에 영향을 주었던 중국의 불교를 만나게 되는데, 구화

산에서는 오히려 중국문화에 영향을 준 한국인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

다. 구화산을 찾는 한국인들은 입구에서부터 수많은 한국어 간판들을 

보고 놀라게 된다. 구화산에서 보게 되는 부분의 안내문과 책자 그리

고 간판이 한글로 병기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한국에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다. 구화산여유집단공사는 구화산 내에서의 홍보를 넘어 직접 

한국으로 가서 김교각을 알리는 데도 적극적이다. 

그러한 홍보 행사 가운데 하나가 구화산 측의 제안으로 한국에서 

열린 김교각 전시회다. 구화산은 한국 불교계와 손잡고 1997년 서울 

민속박물관과 구 민속박물관에서에서 김교각 유품 전시회를 일 년 동

안 열었다. 한국 측으로서도 신라 때 중국으로 건너가 지장보살이 된 

김교각을 다시 맞이하는 의미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모든 비용을 들여 

초청했다. 전시회는 성공적이었다.21) 많은 사람들이 관람했을 뿐만 아

니라 그 뒤 구화산을 찾는 한국인 수도 크게 늘었다. 그리고 한국 불교

계에서도 김교각 관련 행사와 출판을 꾸준히 늘려오고 있다. 구화산은 

21) 전시되었던 유품의 일부는 당시 집행위원장으로 실무를 책임졌던 스님 한 분이 기증 

받아서 현재 경기도 백천사에 김교각 기념관을 마련하고 현재까지 전시하고 있다. 

중국 화성사에도 김교각 스님의 유물로 신발, 모자, 고 관 등을 전시되어 있다. 하

지만 그 물건들이 김교각 스님이 직접 사용한 천 년도 넘은 물건인지는 확실치 않

다. 전시회는 전시된 유물의 진정성(authenticity)보다는 김교각이란 인물의 중요성에 

더 큰 의미를 둔 행사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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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화산여유집

단공사는 1999년 9월부터 산 입구에 99미터에 달하는 거 한 지장보살 

동상을 건립하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곳곳의 지방정부와 사찰

은 불교관광을 진흥시키기 위해 경쟁적으로 거  불상을 짓고 있는데 

구화산도 예외가 아니다. 구화산은 불상의 높이를 특별히 99미터로 정

한 이유는 99가 김교각 스님이 열반한 나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완성이 되면 세계에서 가장 큰 동불(銅佛)이 된다. 그런데 불상

의 규모가 엄청나서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동상 설립을 

시작하면서부터 구화산은 한국 측으로부터의 적극적인 투자를 기 했

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국으로부터의 투자는 미미했다. 그로 인해서 

구화산은 불상의 모습을 김지장왕보살이 아닌 일반 지장보살로 정하게 

되었다고 한다.22) 그런데 중국에서의 투자도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원래 계획했던 2009년 9월을 넘겨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하

는 상황에 있다. 

중국 문화유적지 복원에 한국인들이 초 받는 이유는 무엇보다 중

국 현지의 관광산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으로부터 투자를 유

치하게 되면 유적지를 복원할 수 있게 되고, 한국인에 의해 복원된 유적

은 결국 한국관광객을 유치하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

국 문화유적지에 한 한국의 투자는 중국 측의 이해만 일방적으로 반

영된 현상은 아니다. 한국 측으로서도 중국의 문화유적 특히 한국과 관

련된 문화유적을 복원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한국인의 중국문화

관광은 주로 한국으로 전래된 문화의 원류를 답사하기 위해 중국 현지

로 답사를 떠나는 모습을 띤다. 그런데 현재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문화

도 다른 문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 최근 중국의 

22) 연꽃여행사 표가 불교방송국 이사장의 말을 인용하면서 전해 준 소식이다. 하지만 

구화산 여행사에서는 원래부터 일반 지장보살 모습으로 설계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

다. 그 결정과정에 해서 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한국으로부터의 투자가 중국 

측의 기 에 미치지 못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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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에 해 한국인 스스로 놀라고 자랑스러워 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

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과거에도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과거 중국으

로 건너가 중국문화에 영향을 준 사람들의 유적을 발굴하거나 발굴된 

유적을 복원하는데 적극적이다. 그 표적 사례들이 바로 앞서 살펴본 

장보고, 최치원, 그리고 김교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의 유적을 

중국에 복원하고 그곳으로 순례를 다니는 일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

에 속한다. 실제로 최치원 기념관과 장보고 기념관은 중국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고 나서 정식으로 개관할 수 있었다. 

현재 중국의 문화유적 속에 한국인의 유적을 찾아내고 복원하고 있

는 현상은 바로 한국의 경제력과 관광객이라는 어느 정도 우월한 지위

를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인 관광객과 중국 관광지의 관계는 데니

슨 내쉬(Nash 1989)가 말하고 있는 관광이 갖고 있는 제국주의적 속성

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중국 관광지의 경제가 한국 관광객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국가가 관광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의 유적지 복원에 한국인들이 참

여하는 현상은 투자와 관광수입이 필요한 중국과 중국 속의 한국문화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한국의 이해가 만나서 생겨난 현상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이 더 이상 한국으로부터의 투자와 관광수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러한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중국은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나라이고 한국인은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많은 한국인들이 경험하는 중국관광의 성격을 중국의 불교유적

지 관광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한국인들의 중국관광의 특성은 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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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숙한 문화로 떠나는 해외여행이라는 점이다. 즉, 한국인들은 평소에 

익숙하게 들어 왔던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직접 가보고 싶었던 유적지

가 있기에 중국을 방문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본 연구에서 살펴 본 선

종사찰 순례와 구화산 관광은 이러한 성격을 띤 관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종교 성지를 찾아 나서는 여행을 순례라고 부르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 순례의 성격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 그것을 

문화관광의 한 유형으로 보고자 했다. 문화관광은 한국인들의 중국 관

광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문화관광

에서 중요한 요소는 바로 그 유적지에 한 지식과 담론이다. 즉, 관광객

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혹은 더 많은 지식을 구하기 

위해 여행을 떠난다. 

한국의 불교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의 기반이 되는 중국 선종에 

해 잘 알고 있으며, 구화산의 김교각은 그가 신라인이었기 때문에 중

매체를 통해 일반인들에게까지 잘 알려져 있다. 또한 한국들에게 잘 알

려진 소설 등신불은 중국의 육신불 문화 특히 육신불로 남아 있는 구화

산의 김교각에 한 관심을 증가시킨다. 이로 인해 한국의 순례객들은 

자신들이 들어왔던 지식을 따라 중국에 가서 이야기 속의 현장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있다. 그런데 문화관광이란 단순히 기존 지식을 확인만

하는 과정은 아니다. 문화관광은 지식의 재해석과 재구성이라는 역동적

인 과정을 동반하기도 한다. 순례객들은 소림사 승려들의 한 손 합장 

전통과 같은 새로운 해석을 듣게 되기도 하고, 직접 본 초라한 달마동이

나 평온한 얼굴의 육신불이 자신들이 알고 있던 바와 다른 것을 발견하

고 기존의 지식을 의심하거나 재구성하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최근에는 중국의 문화유적 건설에 한국

인들이 초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가운데서도 한국인들이 중국문화 

속의 한국문화를 복원하고 그 곳으로 관광을 떠나는 현상이 많아졌다. 

이것은 구화산의 김교각을 비롯해서, 양주의 최치원 기념관, 적산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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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장보고 기념관, 국청사의 조사전, 항주의 고려사, 선유사의 혜초 

기념비, 그리고 우민사의 도의국사 기념비 등이 복원되거나 새로이 설

립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렇게 중국 문화유적지 속에 한국문화

가 만들어지고 있는 데에는 한국과 중국 양 측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있다. 중국으로서는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으로부터의 투자가 

필요하고 한국으로서는 중국 속에 자신들의 문화유적을 복원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관광객들 또한 관광지 

주민들이 전시한 문화유적을 수동적으로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적지 생산에도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광이란 단순한 소비 공

간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생산하는 역동적인 공간인 것이다.

논문투고일(2009년 10월 15일), 논문심사일(2009년 11월 27일), 게재확정일(2009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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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concepts>: pilgrimage, cultural tourism, Chinese Buddhism, Shaolin 

Temple, Jiuhua Mountain, Kim Kyogak

Buddhist Heritage Pilgrimage and 

Korean Cultural Tourism to China

   Yang, Han-Sun*23)

China is the most popular tourist destination for Korean 

travellers. Typically, tourists tend to consume exotic cultures when 

they are travelling abroad. However, not only Korean Buddhists but 

also many ordinary Koreans who are familiar with Chinese 

Buddhism make a tour of famous Chinese Buddhist heritage sites. 

This study explores the Korean tourists' pilgrimage to Chinese 

Buddhist heritages as a form of cultural tourism in which cultural 

familiarity and knowledge play an important role. Having prior 

knowledge, Koreans visit Chinese Buddhist heritage sites to confirm 

their knowledge and to obtain more knowledge about the heritage. 

The Korean pilgrimages in Chinese Shaolin Temple and Jiuhua 

Mountain show not only the cultural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China but also Korean tourists' experience of cultural tourism. 

Korean Buddhist are exited to visit and see the famous Shaolin 

Temple where Bodhidharma founded Zen Buddhism which today has 

become the basis of Korean Buddhism. At the temple, they not only 

*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Social Sciences in Ajou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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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rm their knowledge but also obtain new knowledge such as the 

Shaolin monks’ tradition of having their one hand pressed in prayer 

which commemorates Hyega who cut off his one arm to become 

a disciple of Bodhidharma. Moreover, the visit of a heritage site such 

as the Bodhidarma cave gave them a chance to doubt and reinterpret 

their previous knowledge. Jiuhua Mountain is one of the four 

Buddhist holy lands in China. Recently, however, it has become a 

famous pilgrimage site for Koreans because of Kim Kyogak, a Silla 

prince who became a monk and later worshiped as a reincarnation 

of a Jijang Bodhisattva in Jiuhua Mountain. Attracted by his 

dramatic story which have been reported on Korean media, many 

Koreans pay a visit to Jiuhua Mountain. Add to this, Tung-shin-bul, 

a famous Korean novel which tells the touching story of a monk 

who has his own body mummified into a Buddha statue as he dies 

also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Koreans’ Jiuhua Mountain 

tourism. Having the dramatic image of this mummified body of the 

monk in the novel, tourists visit Jiuhua Mountain to see the body 

of Kim Kyogak whose real body was mummified as a Buddha 

statue. 

Tourists are not simply consuming what is being displayed. Now 

Koreans are invited to restore Chinese cultural heritages, especially 

those directly related to ancient Koreans who also left their names 

in Chinese history. The investment from Korea is welcomed by the 

Chinese because it could promote international tourism. Today, these 

monuments set up by the Koreans have also become popular tourist 

destinations of Korean cultural tourism in China. As such, tourism 

is a dynamic space in which new cultures are crea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