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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융합하고 있는 시점에서 다양한 전통문화 소재의 

발굴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는 오랜 역사 속에서 전통 신앙과 

맞물려 풍부한 소재를 보유하게 되었다. 전통문화의 큰 축으로써 우리나

라의 역사와 함께 자리 해 온 불교미술에 접근하여 새로운 문화 콘텐츠의 

소재를 발굴하고 DB 분류하고자 한다. 이는 불교문화콘텐츠를 통해 향후 

전통 문화에 근거한 미래 브랜드를 구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전통 문화적 관점에서 문화원형을 활용하였다. 불교 미술에 

등장한 관음보살과 동자의 상징을 통한 의미를 연구하여 캐릭터로 제작하

기 위한 기반이 되고자 한다. 따라서 문화재청에 등록된 국보 및 보물로 

등재되어진 불교 존상 중 관음보살과 동자로 범위로 정하고, 관음보살과 

동자가 지닌 상징체계를 통해 전통캐릭터를 고찰하였다. 그 과정에서 불

교문화 캐릭터는 역할에 의한 분류, 지물에 의한 분류가 가능함을 발견하

고 DB 분류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상징성을 가진 복잡한 불교문화를 

문화원형으로 활용하기 위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불교존상이 

가지는 의미를 통해 한국적 전통캐릭터의 디지털콘텐츠 활용에 도움이 되

고자 한다.

주제어 : 전통 캐릭터, 불교존상, 관음보살, 관세음보살, 동자, 문화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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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재의 문화 콘텐츠 산업은 하나의 콘텐츠를 다양한 문화콘텐

츠 플랫폼으로 재가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융합, 기술

융합, 산업융합의 시대이다. 디지털 융합 시대에 콘텐츠는 경제 

부흥과 문화 부흥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일반화 된 원리로

서 문화 산업의 매개체이다.1)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변화는  콘

텐츠의 영역을 확장시키며 문화의 격차를 해소 하며, 보다 폭 넓

고 깊이 있는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2)

이러한 측면에서 전통문화 콘텐츠는 상징, 기호로 구성되는 의

미작용(signification)이 시공간적 축적과 전달을 통해 생산·공

유되는 의미구성물이며, 과거의 문화유산과 현재의 가치체계가 

결합하면서 발전하는 역동적인 창조적 산물이다. 수용자가 콘텐

츠를 창작하고 이용하는 것은 곧 의미체계의 시공간적 재구성을 

뜻하며, 이를 통해 얻게 되는 현재적 가치는 미래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동시에 지니게 된다. 우리나라는 풍부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기술, 인력이 있으나, 기획 및 상품화에 필요한 독창적인 

창작소재 부족하다. 한류로 인해 한국의 콘텐츠와 문화가 재조명 

받고 있는 시점에서 디지털 콘텐츠 개발을 위한 한국의 독창적인 

소재가 필요하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문화재와 보물, 

유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창작 유례와 연관된 다양

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들 전통문화 원형을 애니메이션, 게

임, 앱 등의 소재로 활용하는 것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세계적으

로 알리는 역할을 요소이다. 즉 역사적인 문화재를 활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은 디지털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초

석이 될 수 있다. <그림 1>에서와 같이 문화적 요소가 담긴 전통

문화, 문화예술, 생활양식, 이야기 등 문화원형 창작콘텐츠를 캐

릭터, 게임, 영화, 에듀테인먼트, 음악, 만화, 공연, 방송, 애니

1) 이기현 외, 『디지털융합시대 콘텐츠산업 미래정책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2010.

2) 헨리 젠킨스, 김정희원 외 역, 『컨버전스 컬처』, 비즈앤비즈,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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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션 등 다양한 문화산업 분야에 활용된다.3)

그림 1. 문화원형 창작콘텐츠의 활용분야

따라서 디지털 문화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배경 속

에서 한국의 독창적 전통문화 소재의 개발이 시급한 시점이다.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은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가진 전통문

화를 보유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한국의 풍부한 전통문화 

소재는 디지털 융합 시대에 부합하는 형식의 다양한 콘텐츠로 개

발이 요구된다. 

한국은 오랜 역사 속에서 다양한 종교, 신앙, 관념을 배경으로 

훌륭한 문화재를 창작하였다. 그 중 불교문화는 한국의 전통문화 

원형으로서 종교를 넘어 한국의 전통문화로서 자리 잡아 왔다. 

불교는 한국 전통문화와 분리 할 수 없는 역사적 연관성을 가지

고 있으며, 그 다양한 상징성은 한국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

한 풍부한 스토리텔링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스토리텔링이 시

각화 된 이미지는 콘텐츠를 접하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확대하고 

문화적 수준을 향상 시키는데 절대적인 요인이다.

현재 시각화 된 불교미술의 종교적 접근은 한국 전통문화의 큰 

축을 형성하는 문화를 잃는 것이 된다. 따라서 한국 전통문화로

서 뿌리 갚은 전통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3) 주진오ㆍ이기현, 「문화원형 디지털화 사업의 평가와 향후 발전방향」, 

『KOCCA 포커스』, 2012-02호 (통권 50호), 한국콘텐츠진흥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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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적 배경을 가진 층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디지털 콘

텐츠와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의 주 소비층인 젊

은 세대도 쉽게 접근하고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동질형 콘

텐츠 개발은 전통문화 콘텐츠로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불교 미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가진 상징

성을 조사, 분류함으로서 불교 존상의 상징성과 의미를 분석하고 

전통 문화적 관점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위한 캐릭터 개발을 위한 

DB분류로 발전방향을 제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복

잡한 불교문화를 한국의 전통문화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바탕이 

될 것이다. 

캐릭터 범위 선정(문화재청의 문화재 DB)

▼

기존연구 분석 

▼

관세음보살, 동자 캐릭터 유형별 상징 추출

▼

전통문화캐릭터 스타일 분류

▼

결론 도출

표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표 1> 같은 범위와 방법을 가진다. 먼저 전통 문화 

중 불교 미술에 등장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우리조상

의 삶과 함께한 관음보살과 동자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전통문화 

캐릭터의 일부분을 그 시작으로 연구하였다. 먼저 관음보살(觀音

菩薩)과 동자(童子) 관련 문화재를 조사하여 인물이 가지는 역할

과 지물을 분류하여 시각적 표현 방법을 DB로 추출하였다. 이에 

따라 분류 기준을 선정하여 불교 전통문화 캐릭터를 문화원형으

로 창조하기위하여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Ⅱ. 기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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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원형과 캐릭터

문화원형은 원형(原型, Originality, Identity, Archetype)과 

원형(原形, Prototype)의 본연의 정체성을 가진 형태이다.4)  서

론의 <그림 1>에서 제시한 내용처럼 문화콘텐츠로 제작하기위한 

OSMU의 목적을 가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문화적 요소를 문화원

형으로 개발하는 것은 다양한 창작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이 된다.

문화적 요소로는 전통문화 및 무속신앙과 불교전통요소가 있

다. 먼저 전통문화를 활용한 문화 원형의 사례로는 향가 및 배경

설화를 바탕으로 고찰한 함복희(2008)는 스토리뱅크와 캐릭터 스

토리텔링으로 분류하여 한국적 문화콘텐츠의 원형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5) 다음으로 한국의 캐릭터 산업의 부흥을 위

해 한국고유의 캐릭터 개발이 시급한 과제라고 인식한 안상경

(2006)의 연구에서는 한국무속신앙을 원형으로 문화콘텐츠의 가

능성을 제시하였다.6)  

불교문화를 문화원형으로 활용한 콘텐츠의 사례는 <그림 2>는 

같이 불교미술인 탱화를 바탕으로 콘텐츠 제작을 시도하고 있다. 

그림 2. 불교미술의 문화원형개발사례7)

4) 이재수, 「불교문화원형의 개발과 활용 방안」, 한국문화산업학회 추계학술대

회, 2010.12.6, 코엑스, 서울, pp.14-37. 

5) 함복희, 「향가의 문화콘텐츠화 방안연구」, 『우리문학회, 우리문학연구』, 

제40집(2008), pp.133-168.

6) 안상경, 「벽사치병의 전통과 문화콘텐츠 가능성」, 『인문콘텐츠학회, 인문

콘텐츠』, 제8호(2006), pp.16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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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전통요소가 소재로 활용한 애니메이션 콘텐츠로는 MBC-TV

에서 제작, 방영된<머털도사>(1989)와 KBS 2 의 <옛날 옛적

에>(1990)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오세암>(2003) 및 <왕후심

청>(2005)’등이 있다.

표 2. 애니메이션 오세암의 장면들

특히 애니메이션 <오세암>(2003)’은 ‘오세암’에 관한 설화

를 바탕으로 한 한국 애니메이션으로 안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

티벌에서 대상을 수상한 수작이다. 주인공인 길손이가 눈 때문에 

갇혀 탱화 속의 관음보살과 대화하는 장면은 감성을 자극한다. 

이것은 배경으로 사용되었던 불교 존상들이 한국적 캐릭터로 창

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작품이다. 

<오세암>의 ‘관음보살’ 캐릭터는 전통의 소재인 동시에 종교

적 신념을 내포한다. 우리민족은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환경과 

생활에 적합한 종교적 신앙과 의례를 가지고 있었다. 때로는 주

위의 다른 민족들과 접촉하는 가운데 그들로부터 새로운 외래 종

교를 받아들여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종교 사상에 맞도록 그것들

을 변용시켜 왔다. 본질적인 문제를 다룬 불교가 민중의 생활과 

7) 문화콘텐츠닷컴, 캐릭터로 보는 탱화, http://www.culturecontent.com/  

main.do, 2012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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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에 파고들었다.8)  시각적 상징물9)로서 불교 전통 문화는 문

화원형으로 활용될 수 있는 소재가 다양하다. 

즉, 전통문화원형의 시각적 상징물로서 창조된 불교존상을 활

용한 캐릭터는 효과적인 정보의 전달이라는 기본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특징에 의해 문화적 메신저 역할을 수행한다.

2. 불교 미술과 전통문화

불교미술은 복합적이며 고도의 정신세계와 종교성 및 상징성을 

담고 있다. 독일의 미술사학자 디트리히 젝켈(Dietrich Seckei)

은 <불교미술>(Kunst des Buddhismus,1962)에서, ‘불교미술은 

불교사상과 신앙의 경향과 유형이 시각적 이미지로 사람들의 인

상에 남기는 것’으로 설명했다. 불교미술은 불교의 이론을 조형

화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깨우침을 도와주거나 나타내기 위한 모

든 종류의 미술을 말한다. 

불교사상을 표현한 예술적 영역으로 불교미술은 대중적으로 접

근하기 위한 주요한 매개체이다.10) 불교미술의 영역에는 불사(佛

寺), 불탑(佛塔), 불상(佛像), 불화(佛畵), 불구(佛具) 등이 있

다. 이들 중에 불상과 불화는 가장 대표적인 불교미술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이 처럼 가장 다양하고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불교미술은 불교의 내용을 소재로 한 불교존상(佛敎尊像)을 

형상화하였다. 불교존상은 여래상으로서의 부처의 모습을 형상화

한 석가여래와 제자상을 비롯한 불교를 수호하는 보살상, 신장상

(神將象) 등 다양하다.11)

8) 손현아, “한국문화를 바탕으로 한 캐릭터 개발 및 발전 전략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8, 12).

9) 이화연, “민화의 소재를 활용한 캐릭터 디자인 지도방법 연구”, 대구교육대

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1, 8).

10) 문명대, 『한국 불교미술의 형식』, 한국언론자료간행회, 1997.

11) 장충식, 『한국의 불교미술』, 도서출판 민족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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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음보살

대세지보살

일광 월광보살

미륵보살

지장보살

표 3. 불교 존상 캐릭터표12) 

불교초기에는 부처가 신성(神聖)이므로 이를 형상화하는 것은 

모독으로 생각되었다. 이 시기에 중생의 관점에서 부처의 형상은 

추상적이었다. 그러나 알렉산더대왕의 인도원정(B.C.326~325)시

기에 부처에 대한 추상적 개념이 차츰 인간적 모습으로 환원하기 

시작하면서 구체화와 다양한 형상화가 이루어졌다. 초기불교의 

내용은 석가모니와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단순한 사상체계

에서 복잡한 보살사상으로 전개되었다. 이후 <표 3>과 같이 여러 

기능을 지닌 보살이 불교미술에서 등장하였다. 

특히 우리나리는 호국불교로 전통문화와 같이 발전해왔다. 불

교미술에서는 많은 인물들이 창작되어 불상 및 불화로 다양한 유

형의 존상들을 형상화하였다. 이는 불교존상을 이해하는데 상당

히 중요한 요건이면서도 용어의 어려움 및 불교존상의 다양함 때

문에 아직까지는 콘텐츠로써의 역할로 논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불교미술은 선조들의 일상생활과 삶의 한 부분으로 일반미술과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다.

12) 문명대, 『한국불교의 형식』, 도서출판 한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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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좌, 고령개포동석조관음보살좌상,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18호13) 우, 정자관(丁字冠)14) 

<그림 3>은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개포동에 있는 고려시대의 

석불이다. 머리에 쓴 관(冠)은  다른 불교존상의 보관과는 다른 

정자관(丁字冠) 형식으로 완전히 토속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고려 초기에 불교미술이 토속화된 양식을 알려주는 자료로 

중요하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불교미술에서 그 시대상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줌으로 인하여 한국의 전통과 맥을 같이 하고 있

다.  

동자(童子)의 경우 <그림 4, 5>에서 표현되었듯이 <그림 4>의 

수월관음도는 고려불화의 전형이며 특히 자세한 인물 묘사가 특

징적이다. 중앙에 표현한 관음보살은 바위에 왼쪽으로 비스듬히 

앉아 동자(童子)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다. 

13) 문화재청, 고령개포동석조관음보살좌상, http://www.cha.go.kr/main/KorMain. 

action, 2012년 4월 1일.

14) 네이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47 

660, 2012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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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고려 불화의 사례-수월관음도 (水月觀音圖),보물  제1426호, 

고려시대15)

<그림 5>에서는  조선 중기의 풍속화로 통나무 다리를 사이에 

두고 건너지 않으려고 버티는 나귀의 고삐를 억지로 잡아끌고 있

는 동자(童子)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였다.

 그림 5. 조선풍속화사례-동자견려도 보물  제783호 , 조선시대16)

 

이와 같이 불교존상 중 토속화된 ‘관음보살(觀音菩薩)’과 

‘동자(童子)’는 우리나라 불교 미술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

15) 문화재청, 수월관음도, http://www.cha.go.kr/main/KorIndex!korMain.action  

, 2012년 4월 1일.

16) 문화재청, 동자견려도, http://www.cha.go.kr/main/KorIndex!korMain.action 

, 2012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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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특징

만 길상을 표시하는 기호,  불성의 근본적인 마음자리를 설명하는 기호

원상
우주만유의 근본, 모든 불, 보살의 마음 및 중생의 불성이며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음

삼보
열반의 경지에 들 수 있는 것으로 해탈, 불신, 평등의 지혜로 

단독으로 이룰 수 없음

불교기
1954년 세계불교도대회에서 정식 승인, 현재 세계 불교국가의 

불교단체에서 사용

법륜
교법. 교법은 한 곳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 사람에게 이르는 것이 

수레바퀴와 유사

연꽃
진흙속에 피어도 물들지 않고 꽃과 열매가 동시에 열리어 인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줌

금강저
스님들이 수법할 때 쓰는 도구, 인도재래의 무기로 굳센 보리심 

상징

여의주 뜻하는 바를 모두 이룰 수 있는 구슬

염주 예배할　때 손목에 걸거나 손으로 돌리는 법구

수인
손의 형상으로써 그 의미를 전달하는 것, 계인은 지물을 들어 그 

상징성을 표현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명해 왔던 불교존상의 전통캐릭

터로 개발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불교인물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불교 미술에 나타나는 구체

적인 유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국보 및 보물로 등재된 문화재와 

여기에 등장하는 관음보살과 동자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Ⅲ. 전통문화 캐릭터 분류

1. 불교캐릭터

본 연구에서는 불교미술을 대상으로 한국전통문화로 토착화되

어 있는 불교존상 중‘한국전통형’ 유형을 살펴보고 디지털콘텐

츠 제작에 필요한 성격에 맞는 인물을 연출하기 위한 캐릭터의 

상징 표현을 연구하였다.  이에 <관음보살>과 <동자> 유형 중 한

국문화재에 등장하는 유형을 분류하고 이들이 가지고 캐릭터의 

특징과 성향을 상징과 계인을 통해  DB를 분석한 후 성격을 살펴

보았다.

표 4. 불교의 상징물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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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존상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양하다. 이름으로 구분

되는 명호와 손의 형태 및 자세로 특징을 연출한다. 또한 세부모

습에 따라서 그 유형을 대변하기도 한다. 손가짐에 있어서 손의 

동작과 형태로 구별되는‘수인’과 어떤 지물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른 ‘계인’에 따라서도 그 역할이 결정된다. 특히 관음보살의 

경우에는 어떤 계인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역할과 이름이 

다르다. <표 4>는 불교 상징물로 계인에 해당되며 범종, 법고, 

목어, 운판, 정병, 금고, 향로는 주로 불교 공예품에서 주로 표

현되는 지물들이다.  

 

1) 관음보살(觀音菩薩)

관음보살의 사전적 의미로는 자비로써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 

‘광세음보살(光世音菩薩)’ 또는 ‘관세음자재보살’이라고도 

한다. 대자대비(大慈大悲)를 서원한 보살로서, 대승불교의 여러 

경전 속에 거의 들어있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널리 신앙되었

다. ‘법화경(法華經)’ 에는 위난(危難)을 당한 중생이 그 이름

을 부르기만 하면 관음이 즉시 33종류의 화신으로 변해 그들을 

구해준다고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화경(法華經)’ 외에 ‘화엄경(華嚴經)’, 

‘아미타경(阿彌陀經)’, ‘능엄경(楞嚴經)’을 중심으로 관음신

앙이 전개되었다. 형상은 보관에 아미타불을 새기고 손에 보병이

나 연꽃을 잡는 것이 일반적이다. 백의관음(白衣觀音), 십일면관

음(十一面觀音), 천수관음(千手觀音), 여의륜관음(如意輪觀音), 

불공견색관음(不空羂索觀音) 등이 있는데, 이는 중생의 제도를 

위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한 것이다.

국보  제293호인 ‘부여 규암리 금동관음보살입상’은  1970년

에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의 절터에서 발견된 보살상으로 높이

는 21.1㎝이다. 머리에는 작은 부처가 새겨진 관(冠)을 쓰고 있

으며, 크고 둥근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다. 목에는 

17) 문명대, 앞의 책,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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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느다란 목걸이를 걸치고 있고, 가슴에 대각선으로 둘러진 옷은 

2줄의 선으로 표시되었다. 양 어깨에서부터 늘어진 구슬 장식은 

허리 부분에서 자그마한 연꽃조각을 중심으로 X자로 교차되고 있

다. 치마는 허리에서 한번 접힌 뒤 발등까지 길게 내려와 있는데 

양 다리에서 가는 선으로 주름을 표현하고 있다. 오른손은 엄지

와 검지로 작은 구슬을 살짝 잡고 있고, 왼손은 아래로 내려져 

옷자락을 잡고 있다. 보살이 서 있는 대좌(臺座)는 2중의 둥근 

받침에 연꽃무늬가 새겨진 형태로 소박한 느낌을 준다. 

국보  제293호, 부여 

규암리 금동관음보살입상 

보물  제926호, 

수월관음보살도

표 5. 관음보살의 유형18)

<표 5>의‘수월관음보살도’는 관음보살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하여 중생 앞에 나타나 자비를 베푼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보살이다. 특징을 살펴보면 머리에는 화려한 보관(寶冠)을 높이 

쓰고, 몸에는 투명하고 부드러운 옷과 화려한 팔찌·목걸이 등을 

표현하였다. 등 뒤로는 한 쌍의 푸른 대나무가 보이고 바위 끝에

는 버들가지가 꽂힌 꽃병이 있으며 그 주위를 둥근 광배(光背)가 

18) 문화재청, 관음보살, http://www.cha.go.kr/main/KorIndex!korMain.action, 

2012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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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러싸고 있다. 관음의 발 밑 부분에는 붉고 흰 산호초와 연꽃 

그리고 이름 모를 꽃들이 화려하게 피어 있다. 

특히 관음보살상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란 불경구절

처럼 아미타불상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던 불상이며 

많이 제작 되었다. 관음보살의 종류에는 33관음보살이 있다. 양

류, 용두, 지경, 원광, 유희, 백의, 연와, 낭견, 시약, 어람, 덕

왕, 수월, 일엽, 청경, 위덕, 연명, 중보, 암호, 능정, 아뇩, 아

마제, 엽의, 유리, 다라, 합리, 육시, 보비, 마랑부, 합장, 일

여, 불이, 지련, 쇄수관음이 있다.19)  

세부적으로 33종류의 관음보살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면, 먼

저 양류관음은 버들가지의 뜻을 지닌다. 즉 버드나무가지와 병을 

지닌 모습으로 표현된다. 버드나무는 치유의 능력과 귀신을 물리

친다는 뜻으로 질병에서 구원해준다는 의미를 지녔다. 우리선조

들은 전염병을 역귀의 짓으로 생각했다. 용두관음은 용을 타고 

있는 보살이다. 용은 바람 구름 비등 날씨를 조절할 수 있는 능

력을 지닌 존재이다. 특히 용은 수중에 있는 용궁에 살며 물의 

신이라고도 한다.

다음으로 지경관음은 경전을 지닌 보살이다. 지경관음의 경전

은 모든 불교경전을 상징한다. 원광관음은 둥근 빛을 지닌 관세

음보살이다. 유희관음은 ‘노닐다’의 의미로 사바세계에서 노닐

다가도 불법으로 이끄는 역할을 수행한다. 백의관음은 흰옷을 입

은 보살로 흰색은 청정을 상징한다. 연와관음은 연꽃위에 누워있

는 보살이다. 낭견관음은 여울을 보고 있는 보살을 상징한다. 시

약관음은 약을 나누어준다는 의미이다. 어람관음은 물고기 등위

에 있는 보살을 말한다. 덕왕관음은 얼굴살이 많은 보살이며 과

거 살찐 얼굴을 복스럽다고 하였다. 수월관음은 물과 달의 뜻을 

지녔다. 달 밝은 밤에 물가의 벼랑위에 앉아서 선재동자에게 설

법을 전했다. 일엽관음은 연꽃을 타고 앉아있는 보살로 표류하는 

사람들을 구해주는 보살이다. 청경관음은 푸른 목을 가진 보살로 

19) 방경일, 『33 관세음보살이야기』, 운주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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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생을 위해 독을 마셨기 때문에 푸른 목이 되었다. 위덕관음은 

군사를 통솔하는 일을 상징하는 보살이다. 연명관음은 수명을 연

장하는 뜻으로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다고 생각했다. 중보

관음은 갖가지 보배를 지닌 보살로 중생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보

살이다. 암호관음은 바위로 된 집에 즉 동굴에 머무는 관세음보

살이다. 즉 동굴에 서식하면서 독성을 지닌 동물을 통제한다. 능

정관음은 사람들 사이의 논쟁을 해결하는 역할이다. 아뇩관음은 

최고의 관음보살을 의미한다. 아마제관음은 두려움 없이 너그러

운 관음보살을 의미한다. 엽의관음은 나무 입으로 된 옷을 걸친 

관음보살을 의미한다. 유리관음은 유리향로를 들고 있는 보살이

다. 유리는 불교에서 귀하게 취급되었다. 보석과 같은 귀중품인 

동시에 생산량이 많지 않았다.  다라관음은  눈동자를 구해서 건

넌다는 의미를 가진다. 합리관음은 조개 속에서 나타난 관음보살

을 의미한다. 육시관음은 불교에서 말하는 시간으로 여섯 개의 

시간을 합치면 하루가 된다. 따라서 하루 관음보살이다. 하루 종

일 중생들을 생각한다는 의미이다. 보비관음은 널리 가엽게 여겨 

도움을 준다는 의미이다 마랑부관음은  마랑의 아내인 관음보살

이다. 보살이 변신하여 마랑의 아내가 되었다는 의미로 불교의 

무상과 윤회를　말한다. 합장관음은 두 손을 모아 상대방에게 예

를 표한다는 의미이다. 일여관음은 중생들이 바라는 바를 모두 

들어준다는 의미이다. 천둥 번개 폭풍 폭우 가뭄 등 이런 현상들

을 통제해주는 역할이다. 불이관음은 지혜를 얻게 해주는 보살로 

금강역사로 표현되기도 한다. 지련관음은 ‘연꽃을 들다’라는 

의미이다. 끝으로 쇄수관음은 ‘물을 뿌린다’는 의미이다. 

2) 동자(童子)

동자(童子)는 범어로 쿠마라(kumāra) 혹은 쿠마라카(kumarāka)

라 하며, 한자로는 구마라(鳩摩羅) 한다. 동아(童兒)·동진(童

眞)이라고도 부르며, 여자아이는 동녀(童女)라고 한다. 보통 4세 

또는 8세 이상에서 20세 미만까지의 미성년자를 가리키는 말이

며, 사찰에서는 이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출가는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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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특징

문수사리동자
지혜를 상징, 선재동자를 이끌어주는 

역할을 담당

보현보살동자
지혜의 상징인 문수의 실천적 

행원자(行願者) 역할

선재동자
구도 실천행자로 구도적 실천자 중 

대표격으로 상징

설산동자
설산에 머물러 수행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

향엄동자
구도자로서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은 동자를 

상징

아직 삭발하고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을 가리킨다. 일반적의미

의 동자는 절에서 법회나 의례를 보조하는 일 등 여러 가지 심부

름을 하고, 큰스님이 외출할 때 데리고 다니기도 한다. <남해귀

기내법전(南海寄歸內法典)> 에서는 ‘오로지 불전을 염송하면서 

삭발하기를 희망하고 스님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동자라고 한

다.’고 하였다. 또한 동자는 보살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보살은 

법왕인 부처님의 왕자, 즉 법왕자(法王子)이고, 세속의 어린아이

처럼 청정하므로 동자(童子)라고 한다.20) 

동자(童子)는 건국신화 및 불교설화에 빈번하게 출현하는 캐릭

터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삼국유사’에는 동자가 등장

하는 불교 동화형태의 설화집이 대부분이다.21) 여기에서 동자의 

성격은 신과 인간의 중간적 존재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동자는 역할에 따라서 문수･보현･선재 등의 여러 보살을 의미

한다. 특히 동자들은 그 이름에 따른 설화를 가지고 있다. 불교

설화에서는 동자의 성격, 기능 상징적의미를 찾을 수 있다. 불교 

미술에 나타난 동자의 지물에 의해서 그 의미가 분석된다. 따라

서 동자는 보살이라는 의미와  수도자로써의 모습, 또는 보조자 

보살이나 천신 산신을 협시하고 공양하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20) 이내옥, 『불교동장상』, 국립청주박물관, 2003.

21) 김용덕, 「불교설화에서 동자(童子) 출현의 양상과 의미연구」, 『실천민속

학연구』, 제15호(2010),pp.169-195.



169

월광동자
구도자로서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은 동자를 

상징

운(雲)동자 꽃 공양을 올리기 위하여 꽃을 구하러 다님

무언(無言)동자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는 말만 함

방호(防護)동자 스승인 보살의 명을 받들어 보시하는 역할

연화화생(蓮華化生)동자 극락정토의 연화 위에 태어나는 것

계설니(計設尼)동자 문수무상발심文殊無常發心의 덕을 위주

오바계설니(烏婆計設尼)동자 덕을 널리 베푼다는 상징

가다라(駕多羅)동자 정덕을 주로 표상

지혜(地惠)동자 문수보살의 부재를 표상

청소(請召)동자
모든 중생을 초빙하여 보리도에 들게 

하려함

광망(光網)동자 문수의 복덕을 행하는 것이 주된 임무

무구광(無垢光)동자 문수보살의 지혜가 청정하고 수승함

부사의혜不思議蕙동자 연화 위에 무릎을 꿇은 형태

팔대동자 부동명왕을 모시는 동자

15귀동자 건달바신왕의 권속

명부시왕의 선악동자
사람들의 일상생활 행위를 하늘에 고하는 

역할

시위동자 나한이나 산신･독성 등과 함께 등장

표 6. 동자의 상징에 따른 분류

영암 도갑사 목조문수·보현동자상 (靈巖 道岬寺 木造文殊·普

賢童子像)은 신라말 도선이 창건한 도갑사 해탈문 안에 있는 목

조동자상이다. 국보 제50호로 지정된 해탈문은 앞면 3칸·옆면 2

칸의 단층 건물로 동자상은 뒷쪽 좌우에 모셔져 있다. 사자와 코

끼리를 타고 있는 두 동자상은 총 높이가 약 1.8m가량이고, 앉은 

높이가 1.1m 안팎으로 크기도 비슷하고 조각기법도 동일하다. 다

리를 앞쪽으로 나란히 모아서 사자, 코끼리 등에 걸터앉은 두 동

자상은 동물상과 따로 만들어 결합하였다. 두 동자상의 머리를 

묶은 모양새는 매우 화려하다. 사자와 코끼리를 타고 있는 점에

서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과 실천의 상징인 보현보살의 화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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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목조상으로 유일한 작품이다. 

표 7.영암 도갑사 목조문수·보현동자상 (靈巖 道岬寺 

木造文殊·普賢童子像)22) 

3. 전통문화 캐릭터 분류

1) 역할과 지물에 의한 분류

  관음보살의 유형은  33관음보살 유형 중‘수월관음’ ‘시약

관음’ ‘ 백의관음’ ‘양류관음’이 등장하였다. 이들이 가지

는 역할과 지물에 따른 분류는 <표 8>와 같다.

역할 지물

01 전염병 및 질병을 관활 버드가지 및 정병

02 설법을 전함 물과 달

03 청정 흰옷

04 뜻하는 바를 이룸 여의주

05 인과 연꽃

표 8.관음보살 역할과 지물

동자의 역할은 <표 9>과 같다.  선악기록 및 존경 공양 구도의 

의 역할과 각 각 지물을 지닌다.  

22) 문화재청, 동자, http://www.cha.go.kr/main/KorIndex!korMain.action, 2012

년 4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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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지물

01 선악 기록 명부 붓 벼루 장대

02 연꽃을 바침-존경 연꽃 연잎

03 공양 과일 채소 술병 불로초

04 자비와 공덕 자라

05 악귀를 몰아냄 사자

06 위용과 덕 코끼리

07 안내자 호랑이

08 고귀함 봉황

09 구도 합장 공수

표 9.동자 역할과 지물

동자는 총 9가지의 역할과 함께 각 각의 지물을 지닌다.

2) 전통 캐릭터 DB 분류의 예

앞장에서 분류되어진 관음보살과 동자의 유형 중 관음보살DB 

유형은 ‘수월관음’, ‘시약관음’,‘ 백의관음’, ‘양류관

음’이 등장하였다. <표 11>은 양류관음으로 계인으로는 정병을 

지니고 있었다.

관음-01

명칭 서울 삼양동 금동관음보살입상

종목 국보  제127호

소재 국립중앙박물관

유형 양류관음

계인 정병

표 10.관음보살 DB-서울 삼양동 금동관음보살입상

  다음으로 동자의 경우 ‘문수사리동자’, ‘선재동자’, 

‘보현보살동자’표현되었다. <표 11>는 연꽃봉오리를 들고 있는 

동자로 연꽃은 인과와 깨우침의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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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01

명칭
평창 상원사 문수전 

목조동자상2

종목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61호 

소재 강원 평창군  상원사 

특징 인과, 깨우침의 의미

지물 연꽃가지

표 11.동자 DB

Ⅳ.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디지털콘텐츠 제작을 위한 전통 문화적 관점에서 문

화원형을 활용하였다. 불교 미술에 등장한 관음보살과 동자의 상

징을 통한 의미를 연구하여 캐릭터로 제작하기 위한 기반이 되고

자 한다. 따라서 문화재청에 등록된 국보 및 보물로 등재되어진 

불교 존상 중 관음보살과 동자로 범위로 정하고, 관음보살과 동

자가 지닌 상징체계를 통해 전통캐릭터를 고찰하였다. 그 과정에

서 불교문화 캐릭터는 역할에 의한 분류, 지물에 의한 분류가 가

능함을 발견하고 DB 분류 하였다. 그 결과‘관음보살 DB’의 유

형은 4가지 유형으로‘동자 DB’의 경우 3가지 유형으로 표현되

었다. 

따라서 전통문화 캐릭터 DB를 통해 복잡한 불교문화를 쉽게 문

화원형으로 활용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그리고 불

교존상이 가지는 의미를 통해 디지털콘텐츠 개발에 도움이 되고

자 한다. 

향후 연구로 전통문화 캐릭터의 범위를 넓히고 전통문화 스토

리텔링 등 한국적 소재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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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lassification of Characters out of their Original Cultural 

Forms to Create Digital Contents : Focusing on 

Avalokitesvara (觀音菩薩) and Buddhist child (童子)

 Lee, Young-Suk ․ Shin, Seung-Yun

In the midst of the fusion era in digital contents, securing a 

variety of traditional cultural sources is important. Out of its 

long history, Korea has extensive spectrum of cultural contents in 

combination with conventional religions. Buddhist art has been a 

pillar of the traditional culture for a long time in Korea, by which 

we could secure new sources for cultural contents and classify them. 

This is aimed that we could bring the future brands into reality 

based on the traditional culture through Buddhist cultural 

contents. This study hired the original cultural forms in the 

viewpoints of traditional culture. Study on the implication through 

the symbols of Avalokitesvara (觀音菩薩) and Buddhist child (童子) 

in Buddhist art might allow to secure a foothold to create own 

characters. Thus, focusing on Avalokitesvara (觀音菩薩) and 

Buddhist child (童子) in the Buddhist sacred images as registered in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for national treasures, those 

traditional characters were reviewed through their own system of 

symbol. During the course, Buddhist characters were available to be 

classified into DB by their roles and materials지물. This study 

could help to exploit the complicated Buddhist culture of its 

symbolic meanings and to shape them into original forms of the 

culture. Also, through the meanings of the Buddhist sacred images, 

it could provide the digital contents pool with Korean traditional 

characters.

Key Word : Avalokitesvara(觀音菩薩), Buddhist child (童子), 

Buddhist sacred images, traditional characters, original cultural 

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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