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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부 탐방…평화비전 설파한, 문선명 총재 삶 공유”

미세먼지 탈출…청정자연 청량감 만끽

기아구제•평화배움 현장 방문 큰 의미

세계일보 조사위원 해외문화탐방

조사위원들이 그랜드 캐년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 끼를 못 먹는 사람에게 밥을 먹여주는 궁, 천화궁(天和宮)에서 조사위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아름다운 첨탑이 향연을 펼치는 듯 한 브라이스캐년.

세계일보 창간 30주년을 맞이해 세

계일보 조사국은 미국 네바다주 라

스베이거스에 있는 천화궁과 국제

평화교육원(IPEC)을 방문해 세계

일보를 설립한 문선명 총재의 유업

을 기리는 조사위원 연수를 실시했

다. 더불어 지난달 23일부터 2일까

지의 연수기간 동안 미국 서부 3대 

캐년과 세도나 등의 탐방도 진행했

다. 하나님 아래 인류 한가족(One 

Family under God)이라는 평화비

전을 설파하고 평화세계와 도덕사

회를 실현하기 위해 한결같았던 설

립자의 실천적 삶의 일면을 공유한

다.

지난달 23일 전국 각지에서 인천공

항으로 모인 42명의 조사위원들은 서

로 반갑게 인사를 나눈 후 샌프란시스

코로 향했다. 약 11시간 가량의 비행을 

마치고 도착한 샌프란시스코는 청명한 

하늘에 산뜻한 공기가 청량함 그 자체

였다. 한반도 미세먼지로부터의 해방

감이랄까. 

◇세계 최고의 미항으로 손꼽히는 

샌프란시스코

버스차창 너머로 샌프란시스코 시

내 투어를 마치고, 먼저 미국 서부에서 

꽤 알려진 인앤아웃(IN-N-OUT)의 수

제버거 음식문화 체험을 했다. 이어, 

피어43에서 금문교와 알카트라즈섬을 

일주하는 베이크루즈 유람선에 올랐

다. 새파란 하늘과 수평선에 맞닿은 청

록빛 태평양을 유람하는 동안 새빨갛

게 빛나는 금문교 사이로 거침없이 질

주하는 초호화 요트들의 모습 속에서 

미서부 경제문화 중심도시 샌프란시스

코의 자부심이 느껴진다. 

◇천둥처럼 굉음을 쏟아내는 폭포수

둘째 날 탐방단은 서울 크기의 5배

에 맞먹는 면적 2,849㎢의 광활한 요

세미티 국립공원을 찾았다. 1984년 등

록된 유네스코 문화유산답게 차창 너

머로 보이는 세계 최대의 화강암 바위

들과 그 사이로 쏟아져 내리는 브라이

들베일 폭포(Bridalveil Fall), 센티널 

폭포(Sentinel Fall) 그리고 리본 폭포

(Ribbon Fall)들이 탄성을 자아내게 한

다. 

요세미티 밸리 별장에서부터는 요

세미티 최고의 자랑거리, 요세미티 폭

포(Yosemite Falls)로 짧은 트레킹에 

나섰다. 깎아지른 듯 솟은 기암절벽의 

폭포에 다가 갈수록 북미에서 가장 낙

차가 큰 폭포라고 과시하듯 천둥 같은 

굉음을 쏟아내는 폭포수가 위용을 뽐

낸다.

셋째 날 캘리코은광촌을 방문해 미

국 서부 골드러시 시대의 민속문화를 

체험한 탐방단은 라스베이거스로 향

했다. 라스베이거스와 후버댐의 미드

호(Lake Mead)는 문선명 총재가 성화

(聖和)하기까지 마지막 5년 동안 가장 

많은 열정을 쏟은 곳이다.

◇세 끼를 못 먹는 사람에게 밥을 먹

여주는 궁, 천화궁(天和宮)

문선명 총재는 기아 구제사업을 위

해 쓰고자 라스베이거스에 건물을 매

입하고는 “천화궁(天和宮)이라고 이름

을 붙였습니다. 이때 ‘화’는 화합의 ‘화

(和)’ 자입니다. ‘벼 화(禾)’ 변에 ‘입 구

(口)’를 씁니다. 이 글자의 의미처럼 하

루에 세 끼를 못 먹는 사람이 이 궁전에 

오면 밥을 먹여 주는데, 돈을 내고 싶

은 사람은 내고 안 내고 싶으면 내지 말

고 먹고만 가라는 것입니다”라며 쓰임

새가 그대로 담긴 이름을 명명했다.

◇지구촌 평화배움의 전당, 국제평

화교육원(IPEC)

또 문 총재는 ‘환락의 도시, 죄악의 

도시(Sin City)’ 라스베이거스를 ‘밝

고 빛나는 도시(Shining City)’, ‘태양

과 같은 밝은 도시(Sun City)’로 만들기

로 결심하고 국제적인 평화지도자 교

육기관 설립을 유업으로 남겼다. 2015

년 한학자 총재에 의해 국제평화교육

원((International Peace Education 

Center: IPEC)이 개원했고, 라스베이

거스가 교육도시로 거듭나길 바랐던 

문 총재의 유업에 따라 참사랑과 지

구촌 평화배움의 전당이 되고 있다. 

IPEC는 건평 2만4,000㎡의 3층짜리 바

로크 건축물로 1,200명을 수용할 수 있

는 교육시설이다.

◇미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미드

호수 양식사업

미드호는 라스베이거스 탄생에 결

정적 배경이 된 후버댐이 1935년 완공

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593km² 

면적의 서울시만한 인공호수다. 인류

의 식량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기울

였던 문 총재는 1970년대 초부터 베링

해협에서 수산업을 시작해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다. 여수가 ‘2012세계엑스

포’ 개최도시로 선정될 즘에는 문 총재 

본인이 생애를 통해 창안한 석고몰드 

공법의 보트 ‘천정호’를 진수했다. 문 

총재는 천정호를 타고 미드호의 줄농

어, 블루길, 얼룩메기, 큰잉어, 큰입우

럭 등 온갖 물고기를 살펴보며 잡는 어

업에서 양식업으로 전환이 미래 식량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설파했다. 미드

호에서는 문 총재의 유업을 이어받아 

양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인류의 질병과 건강을 고민했

던 문 총재는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융합을 모토로 하는 원구대학(WonGu 

University Oriental Medicine)도 라스

베이거스에 설립했다.

조사위원들은 라스베이거스에서 하

루를 더 묵으며 설립자의 삶과 철학 그

리고 한민족의 비전과 세계적으로 펼

쳐온 평화운동에 대해 공유하는 세미

나 시간을 가졌다.

◇무한대의 시간이 빚은 형언할 수 

없는 대자연

다섯째 날부터는 인생사를 놓고 가

늠한다면 무한대의 시간이 빚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대자연속에서 호연지

기를 기르는 시간이었다. 

지구의 지각 변동을 가장 잘 설명하

는 판구조론에 기초해 부연하자면 북

아메리카 서부 전체를 관통하는 로키 

산맥은 대략 1억7,500만년 전부터 무

거운 태평양판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북아메리카판 아래로 서서히 들어가

면서 형성됐다. 따라서 판과 판의 마찰

로 인한 화산활동, 충돌에 따른 융기와 

단층 및 습곡현상, 빙하의 작용, 고도

가 높아져 생긴 만년설과 융빙수, 오랜 

퇴적과 침식작용 등과 같은 바람 잘 날 

없던 장대한 세월의 결과가 오늘날의 

모습이다.

조사위원 탐방단이 눈앞에 마주

한 신(神)이 빚은 그랜드 캐년(Grand 

Canyon), 자연의 위대함이 느껴지

는 자이언 캐년(Zion Canyon), 말발

굽 편자처럼 굽이쳐 흐르는 호스슈밴

드(Horseshoe Bend), 아름다운 첨탑

이 향연을 펼치는 듯한 브라이스캐년

(Bryce Canyon), 나바호(Navajo) 인디

언이 살아나올 것 같이 신비한 엔텔로

프캐년(Antelope Canyon), 호피인디

언 주거지 월넛캐년(Walnut Canyon), 

신(神)이 거주하는 땅 현대 예술의 메카

로 떠오른 세도나(Sedona)모습이다.

 결국 캘리포니아주, 네바다주, 유

타주, 애리조나주 등 금번 탐방지역이 

되는 미국 본토의 록키산맥 서쪽은 원

래 바다였다는 말이다. 상전벽해(桑田

碧海)가 아니라 그야말로 창해상전(滄

海桑田)의 경우다.

◇과거에서 현재를 넘어 환상적인 

미래로...

미대륙에서 여덟째 날, LA에 들러 

세계 영화산업의 중심지인 헐리우드 

거리를 걸었다. 이어 유니버셜 스튜디

오에서 3D와 4D 등 첨단과학기술로 트

랜스포머, 해리포터, 쥬라기공원, 죠

스, 미이라의 영화 속 주인공이 되어 

보는 오감(五感) 체험을 했다. 탐방단

은 푸른별 지구의 대자연 속에 감춰져 

있을 생명의 시원에 대해 고민해 보고, 

첨단과학과 본지 설립자의 평화비전

이 펼쳐질 환상적인 미래에 대한 유토

피아적 인류문명에 대한 기대를 가득 

안고 귀국길에 올랐다.

마지막으로 애천, 애인, 애국의 3대 

사시에 입각해 도의세계를 구현하고자 

창간한 조국통일의 정론지 세계일보에 

대해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고 창간 

30주년 기념행사에 동참해준 조사위원

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이우춘 세계일보 조사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