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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 페스티벌' 천사의 도시 LA, 천사들이 떴다
세계 최대의 독특한 영적 행사, 천사에 관한 공연·강의 즐기며, 관련 용품 구경하는 재미까지
“약속할게. 너의 맑은 두 눈을 그 누구도 울리지 못하게 늘 너의 곁에서 수호천사가 되어 여린 널 내가
부탁할게. 힘든 일 있을 때 너 언제라도 날 찾아주기를. 난 기쁠 때보다 네가 힘겨워할 때 기대어 쉴 곳
노아 - 수호천사.
어린 시절 우리들은 나를 늘 지켜 보고 있는 수호천사를 꿈꿔왔다. 잠자리에 들면서 꿈속에서도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던 날들은 행복했다. 그 시절을 함께 해주던 그 수호천사들은 지금 어디서 무얼 하
천사에 관한 인류의 환상과 꿈 실증과 연구를 만나볼 수 있는 엔젤 페스티벌(The Angel Festival)이 다음
6일(토) 시에라마드레 메모리얼 공원에서 열린다.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독특한 영적 행사인 엔젤 페스티벌은 종교 믿음 철학으로부터 자유롭게 천사에
나누는 비영리행사로 편견에 사로잡힘 없이 자유롭게 천사에 대해 배우고 발견하고 나누고 말할 수 있
천사의 도시라는 LA 시와 LA 카운티에 가장 어울리는 축제 엔젤 페스티벌이 시작된 경위를 이 행사의
캔디스 프레이지로부터 들어본다.
"1990년대 소피 번햄의 베스트셀러 '천사에 관한 책(A book of Angeles)'이 출판되었어요. 이어 1993년
단젤리시아가 수천 개의 천사상을 LA 곳곳에 설치했었죠. 1994년 PBS 방송국에서는 '천사를 찾아서'
다큐멘터리를 방송했고 NBC에서는 패티 듀크가 이끄는 프로그램 '신비한 메신저(Mysterious Messeng
방송되기도 했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미 우정국에서는 1995년 체루빔 천사의 형상을 넣은 러브(LOV
발매했죠. 천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늘고 있어 기뻤습니다. 1988년 이래 임마뉴엘 스웨덴보르그
학회의 대표직을 맡고 있었던 저는 천사에 관한 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가였던 그의 307번째 생일을
페스티벌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18세기 스웨덴의 과학자였던 임마뉴엘 스웨덴보르그는 자신이 직접 천사 악마와 대화를 나누었다고
평생을 해왔던 과학 연구를 포기하고 영적인 체험들을 연구 기록 출판하는데 여생을 바친 인물이다.
그의 '천국과 지옥(Heaven and Hell)'은 지금까지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저서이다.
1995년 1월 27일 라크레센타의 교회에서 처음 열렸던 엔젤 페스티벌에는 수많은 인파가 모여들었다.
두 번째부터 매해 가을로 옮겨진 엔젤 페스티벌은 2003년 이후 장소를 시에라 마드레 메모리얼 공원으
계속되고 있다.
엔젤 페스티벌에서는 조화로운 환경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천사에 대한 지식을 나누고 천사에 관한
수예 카드 향 티셔츠 가방 쿠션 인형 보석 박스 수정 오너먼트 등 천사를 소재로 한 수공예품 천사 관련
책 그 외 사람들이 천사에 대해 꿈꾸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시 판매된다.
또한 천사에 관한 음악과 댄스 공연 천사에 관한 강의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며 베저테리언 푸드와
먹거리도 풍부하게 준비된다.
제 14회 엔젤 페스티벌
행사 일시: 10월 6일(토) 오전 10시~오후 4시.
첫 200명의 입장객들에게는 엽서, 명함, CD, DVD, 책갈피, 열쇠고리, 달력, 물, 디스카운트 쿠폰 등 여
들어 있는 선물을 무료 증정한다. 이름이 엔젤인 이들에게는 천사 책을 무료 증정한다(ID 확인).
축제 입장료는 무료. 천사 의상을 입고 오면 구입하는 물건의 5달러를 할인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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