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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1. 연구배경과 방법

  불교 신앙이 전파됨에 따라 불교의 세계관은 예술로 
승화되며 다양한 예술작품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다. ‘천’ 
은 일종의 불교세계에서 그 모습이 밝고 아름다우며, 공
중에 떠다니는 선인으로 묘사되어 있고, 최근에는 애니
메이션 작품에도 표현되기 시작했다. 일본의 Orange가 
2017년 10월에 제작된 TV시리즈 애니메이션 ＜Land of 
the Lusterous＞은 그 애니메이션은 방영되었을 때 높은 
인기를 얻었으며, 당시 DVD/BD 판매량은 7459부로 3위
를 차지했다[1]. 이 애니메이션에서 ‘Lunarians’ 은 불교 
세계관 ‘천’ 의 시각적 특징을 뛰어나게 표현하였다. 불교 
세계관 ‘천’ 을 연구하고 예술적 가치를 분석한다면, 불교 
사상과 불교 예술을 소재로 한 예술작품 창작에 큰 의미
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첫째, 관련 학술
자료 및 고서를 통해 ‘천’ 의 정의와 전통 불교 회화에서 
표현된 ‘천’을 조사하여 기술한다. 둘째, 연구대상인 
<Land of the Lusterous> 캐릭터 디자인의 시각적 특징
을 분석하여 ‘천’ 의 표현에 대한 연관성을 연구한다. 이
를 위해 분석대상 작품에서 ‘천’의 개념을 묘사한 장면을 
캡쳐하여 비교연구하였다.

Ⅱ. 천의 정의와 전통 불교회화에서 표현된 
천의 특징

2.1. 천의 정의

  ‘천’(天) 은 산스크리트어 데바(deva)의 번역이기도 하
다. ＜세기경(世紀經)＞ 제7권에 따라, ‘천’ 은 천계에 속
에서 생활하고 있는 천인이다. 불교 세계관 ‘천’ 은 불교
에 대한 찬송적인 행위를 묘사함으로써 불법의 더할 수 
없이 높은 지위를 표현한다. 

2.2. 불교 예술회화에서 불교 세계관중 천의 특징에 
대한 표현 

 

▶▶ 그림 1. 석굴벽화 ＜비천(飛天)＞중의 ‘천’

  불교 세계관의 ‘천’ 은 불교 교의중의 ＜세기경(世紀
經)＞ 제7권에서 시각적 특징의 이론적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석굴벽화＜비천(飛天)＞중에서 묘사한것은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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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천(天)’은 불교 세계관 속의 선인으로서 불교 전통 예술에서 많이 표현된 불교 세계관 중에 하나이다. 최근  ‘천’의 개념이 애니

메이션 작품에 표현되면서, 불교 세계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불교 문화와 세계관의 이해를 통해 다양한 예술작품에 

활용된다면, 애니메이션의 발전에 대해 훌륭한 소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형태 특징, 색채 특징 이 두 가지 시각적 

특징으로 불교 세계관의 ‘천’을 분석하고 애니메이션 캐릭터 창작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불교의 세계관과 불교

문화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핵심어: 천(天), 불교  세계관, ‘Lunarn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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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하늘을 날고있는 장면이다. 이 신체 특징은 인물에 대
해 세련되고 셈세하게 느껴지는 동시에 명쾌한 리듬감을 
갖고 있다[2]. 인물의 전반적인 채용된 색조는 중간톤이
여서 온화하고 유연한 느낌을 전하고 우아하고 내성적이
며 친화력까지 겸비한 시각적인 느낌을 준다[3].

Ⅲ. <Land of the Lusterous>에서 표현된
‘천’의 시각적 특징 분석

3.1. ＜Land of the Lusterous＞ 에서 표현된 형태 
특징 분석

▶▶ 그림 2. ＜Land of the Lusterous＞ 중의 

‘Lunarnans’ 

  외형적인 형태 측면에서 보면 ‘Lunarnans’ 는 부드러운 
곡선과 가냘픈 몸매로 표현되어 있다. 턱선과 눈매가 날
카롭고 균형이 잘 잡혀 있는 모습이다. 또한 가벼운 옷과 
두건을 두르고 있으며 크고 작은 장신구를 지니고 있다.

3.2. ＜Land of the Lusterous＞ 에서 표현된 색채 
특징 분석

  애니메이션 장면에서 ‘Lunarnans’ 는 불교 오색 중의 
흰색만을 사용하였고, 추상적 연상의 각도를 통해 순결
하고 신성하며 청결한 느낌을 준다[4]. 흰색은 불교 사상
에서 즉 정신과 영혼의 깨끗하고 순결함을 의미한다[5]. 
애니메이션에서는 주변 환경 설정에 따라  ‘Lunarnans’ 
의 몸은 다소 다른 색조을 띄는 장면도 있다. 덕분에 흰
색의 단일 색상으로 인한 단조로움을 피하며 극중에서의 
심상을 대변시키기도 한다. 표 1은 ＜Land of the 
Lusterous＞ 에서 표현된 ‘천’의 시각적 특징을 분석한 결
과를 정리한 것이다.

▶▶ 그림 3. Lusterous이 다른 환경중 등장하는 

장면들

표 1. 불교 전통회화와 <Land of the Lusterous> 

에서 표현된 ‘천’의 시각적 특징

구분
불교 전통회화에서 
표현된 ‘천’의 
시각적 특징

<Land of the Lusterous>
에서 표현된 ‘천’의 시각적 
특징

형태
특징

화선이 원숙하고 
매끄로움.
지체는 섬세하고 
부드러움.

부드러운 곡선과 
가냘픈 몸매.
날카로운 턱선과 
눈매를 가짐.

색채
특징

불교 교의 중의 
오색을 사용. 
중간톤의 색조를 
많이 사용함.

불교 교의 오색중의 
흰색을 사용함.

Ⅳ. 결론

  본 연구는 불교 세계관  ‘천’의 시각적 특성이 <Land 
of the Lusterous> 의 캐릭터 디자인에서 형태과 색채의 
시각적 특성과 연관성이 있음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
구결과 전통불교회화 ＜비천(飛天)＞ 중에서 ‘천’은 우아
하고 깨끗한 형상으로 그려졌는데, TV시리즈 애니메이션 
＜Land of the Lusterous＞ 에서의 ‘Lusterous’ 이라는 불
교 세계관 ‘천’의 시각적 특징과 유사함을 보였다. 형태적
으로는 우아하고 섬세한 지체와 유사하였고,  불교의 가
장 핵심적인 가치관를 대표하는 흰색만을 선택하는데 이
러한 디자인 방식은 불교전통회화에서의 불교 사상을 내
포하는 것과 일치한다. 본 논문을 계기로 불교 세계관 
‘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뤄지고 불교 사상과 불교 
예술을 소재로 한 예술작품 창작에 큰 의미가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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