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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논문에서는 강계만다라 애니메이션 제작을 한 강계만다라의 상징성 분석에 하여 기술한다. 

강계만다라는 여타의 만다라와 비교하여 자체로서 특별한 의미와 심미  요소로 인하여 불교 문화원형

으로서 높은 가치를 가진다. 지 까지 불교 문화원형 콘텐츠에 한 부분의 연구가 문화자산의 복원과 

콘텐츠 산업화에 한 추상 인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불교 경 의 의미를 소재로 하여 이를 직  

달하기 한 콘텐츠 개발에 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원론 인 개발당 성에

서 좀 더 나아가 본격 으로 강계만다라에 내포된 개념과 등장 요소의 상징 인 의미를 분석하고, 만다

라 애니메이션의 로토타입을 구 한다. 인류의 지  유산인 무형문화를 구 한 애니메이션의 응용 분야

로는 불교 교리의 교육, 불교문화에 한 용이한 근성을 통한 문화 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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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describe a symbolization analysis of a Diamond World Mandala animation. 

The mandala means the basic idea of the esoteric Buddhism. The Diamond World Mandala has 

a very high value as cultural archetype due to have better specific meaning and aesthetic quality 

than other mandalas. Most researches of Buddhist cultural contents have focused on cultural 

assets restoration and abstract discussion on contents industrialization until now. However 

researches on contents directly delivering Buddhism scriptures’ meanings are insufficient. 

Therefore, in this paper, we analyze concept of mandala and symbolical meaning of appeared 

elements in mandala rather than theoretical development appropriateness of mandalas’ contents, 

then implement a prototype of a mandala animation. The animation is made of intangible culture 

such as an intellectual legacy of mankind, and its applications are as follows; education service 

for Buddhist doctrines, and cultural services through easy accessibility of Buddhist cultur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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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재 다양한 통신 인 라의 발 과 디지털 기술의 발

달로 콘텐츠 산업은 타 산업과 융합되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핵심 분야이다. 한 모바일 디지털 기기의 

소형화와 새로운 매체를 통한 서비스의 등장으로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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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형 콘텐츠의 제작이 지속되고 있고, 콘텐츠기업과 

이동통신사간 력이 활성화되어 융복합 콘텐츠  창

의 인 콘텐츠의 제작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1][2]. 기

존의 다양한 콘텐츠 산업 역이 소 트웨어  네트워

크 기술과 융합하여 상호작용이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

로 진화한 콘텐츠 개발 기술의 변화는 미래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서 기 가 높아가고 있다. 미

래에 개발될 콘텐츠 가운데 특히 불교문화 콘텐츠는 우

리 민족의 역사와 더불어 발 하면서 다양한 유형  무

형  문화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회와 목

할 때에 새로운 문화 콘텐츠의 발굴과 시장 창출이 가

능하다. 한 인의 심리  안정을 한 힐링 공간

의 확산  웰빙과 련된 불교문화에 한 심의 증

가로 불교문화 콘텐츠 개발에 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

다[1][3].

불교문화 콘텐츠는 불교의 철학  의미를 내포하고 

다양한 활용성, 상업성, 술성 등 정신   감성  가

치를 제공할 수 있다[4]. 기존 불교문화 콘텐츠로는 고

려 장경연구소의 고려 장경지식베이스[5], 동국 의 

한 장경[6], 한국불교 서검색시스템[7] 등이 있고,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통문화 유산을 디지털 콘

텐츠화 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다목 으로 활용하기 

한 문화원형 디지털화사업[8]으로 불교 련 문화콘텐

츠에 한 산업  활용 방안, 디지털 콘텐츠, 시각 자료, 

창작 소재 등 다방면에서 개발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

러한 개발 시도에서는 주로 불교의 생활 문화, 건축 문

화, 인물 등이 콘텐츠 소재로 많이 이용되었다. 한, 문

화 부의 한민족문화유산포털[9], 국립문화재연구소

의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10], 문화재청의 국가기록유

산[11]에도 많은 불교문화가 디지털화되어 활용되고 있

다. 기존의 불교문화 콘텐츠의 경우 부분은 문화재 

복원 차원의 콘텐츠 제작 시도이거나, 콘텐츠 산업화에 

한 추상 인 논의에 집 되고 있다[12]. 그러나 불교

경 이 담고 있는 깊은 의미를 일반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의 개발은 아직 미흡한 편이다. 

그 이유는 문화원형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 콘텐츠에서 

그 특수성을 강조한 콘텐츠는 일반인에게 생소하여 이

해하기 어렵고, 한 보편성을 강조할 경우 콘텐츠는 

그 본질과 진정성을 벗어나기 쉬워 문화 콘텐츠의 품질

이 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13]. 

본 논문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콘텐츠 만다라는 불교

의 가르침  하나인 교의 기본 사상이 되는 것으로 

다양한 형태를 가지며 문화 으로는 조형미를 인정받

고 있지만, 일반인들이 그 의미를 악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문화콘텐츠의 특수성과 보편성

이라는 딜 마를 극복하고 만다라의 문화원형 가치를 

포함하면서 일반인이 그 의미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불교문화 콘텐츠의 개발을 한 강계만다라

(Diamond world mandala)[14][15]의 애니메이션 구

을 한 상징 인 의미를 분석한다.

기존 만다라를 형상화한 것  구체 으로 잘 기술되

어진 것이 강정경이라는 경 에 근거해서 건립된 

강계만다라이다. 이를 기 으로 상징성을 분석하는 이

유는 여타의 만다라에 비하여 강계만다라가 등장 요

소의 성격과 활동이 분명한 편이며, 강계만다라에 등

장하는 총 37존의 성격이 말해주는 다양성은 와 미

래세계에서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수 인 

덕목들을 상징 으로 잘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제2장에서는 불교문화 콘텐츠 련연구에 

하여 기술하며, 제3장에서는 만다라의 개념과 강계

만다라에 등장하는 요소의 상징 인 의미를 분석하고 

기술한다. 제4장에서는 애니메이션 구  과정을 기술하

고, 제5장 결론에서는 강계만다라의 상징성 분석의 

의의와 향후 연구 방향을 기술한다.

II. 관 련 연 구

불교문화 콘텐츠에 한 련연구는 주로 불교문화

콘텐츠의 개발 방향과 활용  측면에서 사례 분석이 주

를 이루고 있다. 개발 방향에 해서는 이 숙[12]의 

“유비쿼터스를 활용한 불교문화콘텐츠의 새로운 연구

방향”, 유동환[13]의 “불교 문화유산의 세계 문화 콘텐

츠화 략 연구”, 윤종갑[16]의 “불교문화콘텐츠 개발

과 스토리텔링”, 이재수[17]의 “산업  활용을 한 불

교문화콘텐츠 기획” 등이 있으며, 활용  측면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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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조은정[3]의 “우리나라 불교문화 련 디지털 콘

텐츠 구축과 지 재산권 보호 황  실태”, 이재수[4]

의 “불교문화원형의 개발과 활용 방안” 등의 논문이 있다.

먼  불교문화 콘텐츠의 개발방향에 한 련연구

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숙[12]의 논문 “유비쿼터

스를 이용한 불교문화콘텐츠의 새로운 연구방향”에서

는 유비쿼터스라는 시  상황에서 불교사상을 잘 표

하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근할 수 있

는 콘텐츠의 개발  보 을 제안하 고, 그 시도로서 

불상 몸동작의 하나인 ‘수인’에 하여 그 의미와 특성

을 분류하고 분석하 다. 유동환[13]의 논문 “불교 문화

유산의 세계 문화 콘텐츠화 략 연구”에서는 불교의 

문화유산을 유⋅무형 문화유산, 민속문화유산, 기록문

화유산 측면으로 구분하고, 콘텐츠화 략으로 디지털

화 단계, 아카이빙 단계, 복원 단계, 체험 단계를 통하여 

완성됨을 주장하고 있다. 한 불교문화의 콘텐츠화 사

례를 통하여 인 라 역과 콘텐츠 역으로 구분하

으며, 콘텐츠 개발을 하여 불교문화를 이해하는 내용 

분야 문가와 기술 분야 문가의 양성이 필요함을 보

다. 윤종갑[16]의 논문 “불교문화콘텐츠 개발과 스토

리텔링”에서는 불교문화에 스토리텔링 개념을 목하

여 불교문화의 의미 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음을 분

석하 으며, 불교문화의 디지털화와 스토리텔링을 통

하여 일반인들이 더욱 쉽게 불교문화에 내포된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례를 보 다. 이재수[17] 논문 “산

업  활용을 한 불교문화콘텐츠 기획”에서는 불교문

화 콘텐츠 개발 략으로 불교  가치를 가지고 일반인

에게 감동을 주며 사용자 심의 콘텐츠가 되어야 함을 

제안하 다. 더불어 불교문화 콘텐츠 기획자는 불교문

화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콘텐

츠법사가 되어야함을 제안하 다. 그 외 다양한 불교문

화 콘텐츠의 개발에 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불교문화 콘텐츠의 활용  측면에 한 련연구들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은정[3]은 “우리나라 불교문

화 련 디지털 콘텐츠 구축과 지 재산권 보호 황 

 실태”에서 불교문화가 한국의 상징 인 문화에서 실

용화 추세로 바 고 있으므로, 불교문화의 디지털 콘텐

츠 제작에 극 으로 참여하여 불교문화의 특수성을 

잘 반 하고, 한 디지털 콘텐츠 작권을 확보하여 

한국고유의 불교문화 콘텐츠 개발에 더 많은 심이 필

요함을 제안하 다. 이재수[4]는 “불교문화원형의 개발

과 활용 방안”에서 불교문화원형을 개발하기 하여 문

화  공공재로서의 한국불교의 문화  정체성을 내포

하고 있는 한국 통문화의 자산으로 간주하고 소실의 

우려가 있는 것을 우선 으로 디지털화하여 문화 콘텐

츠의 소재  복합 인 목 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

해야 함을 제안하 다. 

그러나 불교문화 콘텐츠에 련된 지 까지의 부

분의 연구들이 개발  활용  측면에서 연구되고 있을 

뿐 불교 경 의 의미 달을 한 콘텐츠에 한 연구

는 아직 미흡한 편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불교

문화 원형  교 경 의 기본이며 사상  기반이 되

는 만다라를 일반인의 이해가 용이하도록 강계만다

라 애니메이션을 하여 강계만다라가 지닌 상징성

을 분석하고 로타입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한다. 이를 

통하여 깊은 교리를 다양한 형태로 표 할 수 있고. 

에 와서 재해석의 가치가 높은 불교 문화유산으로서 

만다라의 가치가 집  조명될 것이다.

III. 만다라의 개념과 등장 요소의 상징성

1. 만다라의 기본 개념
만다라(Mandala)라는 용어를 먼  어학 인 입장으

로부터 본다면, 이 말은 “manda”라고 하는 어근과 “la”

라고 하는 미사로 구성된다. “manda”에는 본질⋅진

수⋅본체라는 의미가 있고, “la”에는 소유⋅성취의 뜻

이 있으므로, 만다라라고 하는 것은 본질⋅진수를 성취

한 것, 는 심수(essence)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본

질⋅진수를 성취하 기에 부처(Buddha)를 출생하는 

것이며, 최상의 의미이다. 이와 같이 여러 부처와 보살

을 발생하는 뜻에서 발생(occurrence)의 개념을 지니고 

있으므로 만다라는 본질을 출생하는 수행터

(performing place)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궁극 인 깨달음의 세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본질

이라 하며, 이 공간에는 승불교의 부처와 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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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hisattva)뿐만 아니라 힌두교  신들과의 상호 

계성까지 포함하여 성역공간에 들게 하고 이를 체계화

한다[18][19]. 

만다라는 신성한 역으로 나 어 부처와 보살들을 

배치한다. 다양한 형상을 통하여 불교에서 깨달음의 세

계를 상징 으로 나타낸다. 넓은 뜻으로는 우주의 삼라

만상이 모두 만다라 아닌 것이 없으나, 좁은 뜻으로는 

한 곳에 여러 보살을 지어 모신 것으로 일반 으로 

원형이나 방형으로 구획한 것을 말한다. 만다라의 건립

은 부처와 보살의 세계를 마음에 떠올린 후 색상이나 

입체  조형으로 나타낸다. 부처와 생이 함께 사는 

이 세계를 건립하는 것으로 원래 만다라는 종이 에 

그리는 것이 아니라 경 에 따라 흙으로 토단

(memorial place)을 쌓은 다음 그 에 지수화풍공

(earth, wind, fire, water, space)의 5요소를 나타내는 5

색 물감을 들인 모래를 가지고 그림으로 그려 만든다. 

고  인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신의 청의식이 후에 

불교에 수용되어 불보살들이 토단 에 집회한다고 생

각하게 된 것이다[20]. 여기에 갖가지 불교의 가르침이 

상징되어 있으므로 만다라는 그 자체로 하나의 경 과 

다름이 없다. 특히 본 논문에서 기술하려고 하는 강

계만다라는 앙의 비로자나불(Virocana Buddha)을 

에워싸고 네 분의 부처가 동, 남, 서, 북에 배치되며 각

자의 몸은 청⋅흑⋅황⋅  등의 색채를 띤다. 앙의 

비로자나불은 백색으로, 이것은 투명을 의미하고 있다. 

즉 무색투명한 법신 비로자나불이 그 네 둘 에 늘어선 

네 부처의 색으로 분화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교

에서는 모든 부처들의 몸 형태라든가 손모양⋅색채⋅

앉는 자리⋅방향 등이 모두 사상 인 증거를 지니고 있

다. 색채가 우리들의 미  감각에 호소하는 상일 뿐

만 아니라 그 배경이 되는 사상의 상징  표 이다[18]. 

불교의 사상  의미를 함축한 만다라이기에 애니메이

션으로 표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으나 만다라 속에 

투 된 불교의 사상뿐만 아니라 문화 인 면모 등은 매

우 다채로워서 인이 지향하는 미래세계 으로 차

용하기에 손색이 없다. 

만다라를 통하여 수행자는 부처의 세계로 들어간다. 

즉 수행자에게 필요한 수행의 방편으로 일정한 수행단

계를 거친 다음 수행의 효과를 증 시키기 해 건립하

여 활용하는 것이다. 는 그러한 수행을 통해 성취한 

본질을 의미한다. 곧 불교에서 설하는 최고 깨달음의 

본질이다. 그러한 본질을 어떻게 느끼고 구체 으로 형

상화하느냐 하는 표 상의 문제가 만다라이다. 즉 진리

의 세계를 참답게 자각하여 자기의 실체가 무엇인지, 

 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어떠한 것인지, 그

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상징 인 표 들을 

어떻게 믿고 따르고 행해야 하는지 만다라가 가르쳐주

는 로 그 길을 따라갈 때에 나와 타인을 비롯한 모든 

존재들은 스스로 희구하던 일체의 목 을 성취하게 된

다[21].

만다라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 수는 교경

의 수와 일치한다. 교에서 하나의 경 은 하나의 만

다라를 건립하도록 그 구조에 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

문이다. 표 인 것으로 일경에 의한 태장만다라, 

강정경에 의한 강계만다라가 있으며, 이보다 기의 

것으로 약사51존만다라, 명무구6존만다라 등이 있고, 

후기의 것으로는 비 집회만다라, 바즈라바이라바만다

라 등 무수하게 많다[22]. 이 가운데에서 동아시아에 가

장 리 알려져 있는 만다라가 강계만다라이다. 

2. 금강계만다라에 등장하는 요소의 상징성
강계만다라의 등장요소는 37존의 성스러운 분

(Saint)으로서, 37존은 모두 근본이 동일한 존재이며 다

양한 형태로 나타난 형상을 의미한다. 37존은 5불, 16

보살, 4바라 , 8공양보살, 4섭보살로 출 한다. 여기서 

존은 부처와 보살을 함께 의미하고, 다양한 불교의 공

덕을 상징한다. [그림 1]은 강계만다라의 37존을 나타

낸다. [그림 2]는 강계만다라 37존에 등장하는 부처와 

보살의 치와 이름을 나타내는 배치도이다.

강계만다라에 등장하는 요소인 각 부처와 보살의 

등장 과정은 다음과 같다. 비로자나불의 완 무결한 본

성을 네 부분으로 나  것이 4불이며, 이들 4불은 각각 

4보살을 출생하니 모두 합해서 16 보살이 된다. 이는 

16 보살의 공덕의 개를 나타내는 것이며 교의 수

행자가 실천해야 할 사생활의 열여섯 가지 요한 덕

목을 상징한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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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금강계만다라 37존[14]

 1:비로자나불,2:아축불,3:보생불,4:아미타불,5:불공성취불
 6: 강살타보살,7: 강왕보살,8: 강애보살,9: 강희보살,   
 10: 강보보살,11: 강 보살,12: 강당보살,13: 강소보살,
 14: 강법보살,15: 강리보살,16: 강인보살,17: 강어보살,
 18: 강업보살,19: 강호보살,20: 강아보살,21: 강권보살,
 22: 강바라 보살,23:보바라 보살,24:법바라 보살,
 25:업바라 보살,26: 강희희보살,27: 강만보살,

   28: 강가보살,29: 강무보살,30: 강분향보살,
   31: 강화보살,32: 강등보살,33: 강도향보살,

 34: 강구보살,35: 강색보살,36: 강쇄보살,37: 강령보살

그림 2. 37존의 이름과 배치도

동방 아축불은 비로자나불에게서 받은 보리심의 덕

을 살타⋅왕⋅애⋅희(sattva, king, desire, delight)의 4

보살로 개한다. 강살타는 각자의 생이 갖고 있는 

청정한 보리심을 일깨워 다. 강왕보살은 자신이 보

리심을 가지고 있음을 안 생을 갈구리를 가지고 불도

로 이끈다. 강애보살은 활과 화살을 가지고 생을 

잡아 불도에 매진하도록 하며, 보리심을 양육시킨다. 

강희보살은 이상의 과정을 거쳐서 생에게 기쁨을 주

어 보리심의 덕을 완성한다. 이상 아축불의 4보살은 발

보리심의 네 가지 덕이다. 남방 보생불의 보⋅ ⋅당⋅

소(jewelry, light, flag, smile)의 4친근 의 제일인 

강보보살은 생의 마음속에 있는 본래의 보배를 발견

하여 그것을 육성하고 인격을 완성하도록 한다. 강

보살은 좋은 벗으로서 생을 해 교법을 설하고 어리

석음을 각성시키며 지혜를 억제하고 두려움 없는 명

을 베풀고 스스로도 얻는 보살이다. 강당보살은 스스

로 재물의 보시나 두려움을 없게 해주는 보시를 얻음과 

동시 이것을 사유하지 않고 리 일체에 베푼다. 강

소보살은 이와 같이 서로 선우가 되고 보는 것 듣는 것 

모두가 원의 즐거움 환희심에 잠겨서 웃는 모습을 하

고 있다. 여기에서 보생불의 덕이 완성된다. 서방 아미

타불이 선정을 통해서 얻은 지혜의 덕을 구체 으로 나

타낸 것이 법⋅리⋅인⋅어(dharma, sharp, cause, 

words)의 4보살이다. 강법보살은 환희 가운데 법의 

기쁨을 향수하고 마음이 소란하지 않고 법의 기쁨을 

리 다른 이에게 시여한다. 강리보살은 이러한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일체유정에 반야의 바른 지혜를 일어나

게 하고 일체의 번뇌를 끊는데 용감한 보살이다. 강

인보살은 이 반야지를 발단으로 해서 법의 바퀴를 굴린

다. 그리고 강어보살은 지혜의 비 한 언어로써 그 

경지를 생들에게 설한다. 북방 불공성취불의 활동

인 측면을 나타내는 업⋅호⋅아⋅권(karma, protect, 

ivory, fist)의 4보살이 있다. 강업보살은 바르게 일체

를 찰하고 선설하며 교화하기 한 활동을 실천한다. 

강호보살은 교화 활동하는 데에 따르는 많은 장애를 

타 하기 해서 정진과 인욕의 갑옷으로 몸을 보호하

는 보살이다. 강아보살은 불교의 교화사업을 달성하

는데 특히 고집이 세고 교화하기 어려운 존재를 굴복시

키기 해 강이 모든 번뇌를 부수는 것을 마치 어

니가 모든 물건을 잘게 잘 부수는 것으로 상징하고 있

다. 강권보살은 이와 같이 해서 부처와 융합하여 부

처의 교화활동이 완성됨을 나타낸다. 이상 16 보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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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이타행에 의해서 비로자나불의 덕이 실세계에 

구체 인 형태로 개됨을 나타낸다.

비로자나불이 4불과 16 보살을 출 시키자 4불은 

비로자나불에 해서 4불의 주 에 4 강녀(vajri)라고

도 하는 강⋅보⋅법⋅업(diamond, jewelry, dharma, 

karma)의 4바라 보살을 출 시킨다. 강바라 보살

은 아축불의 속성인 보리심을 일으키고 큰 깨달음을 구

하고자 하는 보살이다. 보바라 보살은 보생불의 속성

인 보배를 가지고 공양하는 보시바라 의 가르침을 표

한 보살이다. 법바라 보살은 아미타불의 속성인 진

리를 가지고 공양하는 반야바라 의 정신을 구 한 보

살이다. 업바라 보살은 불공성취불의 속성인 활동성

을 가지고 공양하는 정진바라 을 실에 표 하려고 

한 보살이다. 이 4바라 보살은 각각 본바탕이 되는 부

처의 지혜를 받아 그것으로 공양의 작업을 완성하고 있다. 

이상의 공양에 응해서 비로자나불은 4불을 해서 다

시 희⋅만⋅가⋅무(Play⋅bouquet⋅song⋅dance)의 4

보살을 시 한다. 이것을 내공양4보살이라 한다. 앙 

원륜의 네 귀퉁이에 배치되고 있다. 강희보살은 아

축불이 공양한 보리심의 활동을 즐기는 모습이며, 강

만보살은 보생불의 공양에 보답해서 꽃다발 등을 나타

내고, 강가보살은 아미타불의 설법에 의한 환희의 경

지에 보답해서 노래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강무보살

은 불공성취불의 공양에 응해서 아름답게 춤추는 모습

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은 모두가 부처의 네 가지 지

혜에 의한 활동을 찬탄하고 그것을 갑 로 증 시키기 

해서 비로자나불이 시 한 심부름꾼들인 것이다. 

이러한 비로자나불의 공양으로 4불은 그 활동을 증가

시키고 빛을 냄과 동시에  비로자나불에 공양한다. 

이것을 향⋅화⋅등⋅도(incense, flower, lantern, 

fragrance)의 외공양 4보살이라 한다. 강분향보살은 

좋은 향을 태워서 번뇌의 때를 제거하고 보리심을 더욱 

청정하게 하는 아축불이 시 한 보살이다. 강화보살

은 활짝 핀 아름다운 꽃을 손에 들고 비로자나불에 공

양하는 보생불이 시 한 보살이다. 그 꽃은 복덕을 가

지고 장엄한다는 뜻이다. 강등보살은 등불을 밝 서 

무명의 흑암을 밝게 한다. 아미타불의 시 으로 불의 

찰력의 자재한 지혜에서 발하는 등불이다. 강도향

보살은 향을 몸에 바르고 모든 번뇌를 없애고 청량하게 

한다. 불공성취불의 시 으로 청정의 덕으로 비로자나

불에 공양한다.

비로자나불은 외부의 공양보살을 출생시켜 공양한 4

불에게 보답하고, 만다라의 4문(entrance)에 4명의 문지

기를 출 시킨다. 그것을 4섭보살이라고 한다. 각각 

강이라는 이름 아래 구⋅색⋅쇄⋅령(hooks, rope, lock, 

rattle)이라고 불리는 보살이다. 보리심을 가지고 해탈

의 세계에 유정을 불러들이는 것이 강구보살이고, 보

리행으로서 유정을 해탈세계에 머물게하는 것이 강

색보살이다. 그 끌어들인 유정을 다시 퇴 하지 못하게

끔 하는 것이 강쇄보살이다. 이어서 해탈의 세계에 

안주  하고 불의 설법을 듣고 법열에 잠기게 하는 것

이 강령보살이다. 구·색·쇄·령은 원래 인도의 고 인

이 동물이나 야수를 잡아 길들이는 순서 다. 그것을 

불도로 생을 끌어 들여서 보리심을 일깨우고, 깨달음

에 이르도록 하는 방법으로 응용했던 것이다. 곧 물건

을 잡아당기는 갈고리로 끌어당기고, 매는 밧 로 붙들

어, 쇠사슬로 꽉 잠가 마지막에 방울로 상 를 즐겁게 

한다는 것이다[21].

비로자나불과 4불 사이의 상호공양은 강계만다라

를 움직이는 원리이고, 이 원리를 표 한 것이 강계

만다라의 내용이다. 여기에서 비로자나불과 4불, 16

보살, 8공양보살과의 계는 수행자가 실천해야 하는 

상호공양과 상호 조 인 정신을 상징 으로 나타내는 

강계만다라의 핵심이다. 16 보살은 앙 비로자나

불의 활동이 16가지로 개된 것으로 근본은 같지만 각

각의 활동과 사상이 서로 다른 16보살과의 상호공양 

계를 의미한다. 한 비로자나불에서 4불로 출 하는 

것은 비로자나불의 특성을 네 방면으로 나 어서 본 4

불이기 때문이다[20]. 이 5불이 각각 작은 한 원에 치

함으로서 그림 1에서와 같이 강계만다라에는 큰 원 

안에 작은 다섯의 원이 배치되며, 이러한 구조는 [그림 

3]처럼 수행의 과정을 내포한다.

이러한 강계만다라 37존의 상호 공양 계에 따라 

37존의 출 과정을 분석하여 UML기반의 력다이어

그램으로 나타내면 [그림 4]와 같이 표 된다. [그림 4]

는 강계만다라 37존의 구성과 운행의 원리로서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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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37존의 출현에 대한 협력다이어그램

그림 3. 불교의 수행 과정

집 성, 확산성, 상호조화성을 가진다. 즉, 앙에서 외

부로 확산하는데 심 을 두고, 생교화의 논리를 바

탕으로 각 존의 순차  출생을 개하며, 모든 존 간에 

차별성을 제로 한 조화의 원리를 나타낸다. 한 그

림 4에서 아축불, 보생불, 아미타불, 불공성취불에서 출

하는 각 4보살은 4불 각각의 구체 인 활동상을 상징

한다. [표 1]에서 [표 9]까지는 각존의 출  계에 따라 

그룹화 하고 정신수 장경도상부[23]에 나타난 도상

에 근거하여  각 존의 상징  특징을 분석한 것이다. 각 

존을 9개의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그룹을 하나의 도표

로 묶어 그룹의 특징과 개별 존상의 특징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표 1]은 다섯 가지 지혜와 활동을 의미하

는 5불, [표 2]는 아축불에서 출 하는 굳건한 보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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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보살, [표 3]은 보생불에서 출 하는 공덕행의 4보살, 

[표 4]는 아미타불에서 출 하는 지혜로운 4보살, [표 5]

는 불공성취불에서 출 하는 정진의 4보살, [표 6]은 

5불을 보좌하는 4바라 보살, [표 7]은 청정한 마음을 

상징하는 내4공양보살, [표 8]은 청정한 행 를 상징하

는 외4공양보살, [표 9]는 생을 리 포섭하는 4섭보

살의 상징성을 분석 기술한 것이다. 여기서, 표에 기술

된 상징성의 내용   친  부분은 존상의 특징인 수

인, 몸동작, 상징  사물을 나타낸다. 수인으로 상징  

특징을 가지는 것은 5불이며, 몸동작으로 특징을 표

하는 존상은 강왕보살, 강희보살, 강소보살, 강

업보살, 강호보살, 강아보살, 강권보살, 강무보

살, 강희희보살이 있다. 그 외는 상징  사물로서 각

존의 특징을 표 하고 있다.

명칭 존상 상징성

비로자나불 지권인으로 중생과 부처의 
만남

아축불 촉지인으로 번뇌를 제압하고 
보리심을 견고히 함

보생불 여원인으로 중생에게 불성을 
일깨움

아미타불 선정인으로 깨달음의 증득

불공성취불 시무외인으로 중생교화의 
무한한 활동

표 1. 5불의 상징성

명칭 존상 상징성

금강살타보살 견고한 보리심을 
오고금강저로 상징

금강왕보살 팔짱을 끼고 중생을 이끌음 

금강애보살 활과 화살로 번뇌를 쏘아 없앰

금강희보살
주먹을 가슴 앞에 모아 
보리심의 덕을 찬탄하는 

몸동작

표 2. 아축불에서 출현하는 4보살의 상징성 

명칭 존상 상징성

금강보보살
보배를 들고 중생들에게 

보배의 성품이 
있음을 일깨움

금강광보살 빛나는 보배를 들고 중생의 
불성이 빛을 발하게 함

금강당보살 깃발을 들고 중생들에게 
진리를 전함

금강소보살 미소 지으며 중생이 법의 
이익을 얻는 것에 기뻐함

표 3. 보생불에서 출현하는 4보살의 상징성 

명칭 존상 상징성

금강법보살
연꽃을 들고 진리의 
가르침으로 중생을 

청정하게 함

금강리보살 날카로운 칼로 중생의 번뇌를 
제거함

금강인보살 법륜을 가지고 진리의 
가르침을 널리 펼침

금강어보살 여래의 혀를 들고 침묵의 
가르침으로 중생을 교화함

표 4. 아미타불에서 출현하는 4보살의 상징성 

명칭 존상 상징성

금강업보살
두 손을 받들고 중생구제의 

왕성한 활동성을 
표현하는 몸동작

금강호보살 번뇌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의 몸동작

금강아보살 삿된 견해와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단호한 몸동작

금강권보살 주먹을 쥐고 번뇌가 깊은 
중생을 이끄는 몸동작

표 5. 불공성취불에서 출현하는 4보살의 상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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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존상 상징성

금강바라밀보살 금강저를 들고 청정한 
보리심의 활동성

보바라밀보살 보배를 들고 중생들에게 
불성을 일깨움

법바라밀보살 연꽃을 높이 들어 진리를 
찬탄하는 기쁨

업바라밀보살 갈마금강저를 들고 중생 
교화의 활동

표 6. 4바라밀보살의 상징성 

명칭 존상 상징성

금강희희보살
주먹 쥔 두 손을 내리고 

보리심의 활동을 
즐거워하는 몸동작

금강만보살 보리심의 원만한 덕을 
꽃다발로 찬탄함

금강가보살 진리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함

금강무보살 부처님에 대한 공양을 
위한 춤사위의 몸동작

표 7. 내4공양보살의 상징성 

명칭 존상 상징성

금강향보살 보리심의 청정한 활동을 
태우는 향

금강화보살 깨달음의 경지를
상징하는 연꽃

금강등보살 중생의 어리석음을 
깨뜨리는 등불

금강도향보살 번뇌의 때를 없애는 
몸에 바르는 향

표 8. 외4공양보살의 상징성 

명칭 존상 상징성

금강구보살 중생을 불도로 이끌어 
옴을 갈구리로 상징

금강색보살 중생을 가르침에 
묶어둠을 밧줄로 상징

금강쇄보살 중생을 불도에 견고히 머물게 
함을 자물쇠로 상징

금강령보살 중생에게 진리를 
일깨움을 방울로 상징

표 9. 4섭보살의 상징성 

IV. 애니메이션의 구현

강계만다라 애니메이션은 다양한 부처와 보살의 

형태가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으로 본 논문

에서는 등장 요소의 분석과 상징 인 의미를 기반으로 

하여 먼  37존의 2차원 이미지를 그렸다. 그런 후 도형

화된 2차원 이미지를 디지타이 로 2차원 디지털 이미

지로 디지털화하 으며, 최종 으로 2차원 이미지를 기

반으로 3차원으로 모델링하 다. 한 강계만다라에 

내포된 각 부처와 보살의 움직임을 로토타입의 3D 

애니메이션으로 구 하 다. 그림 5는 강계만다라 37

존에서 표 인 비로자나불과 4불(아축불, 보생불, 아

미타불, 불공성취불)의 2차원 디지털 이미지들이다.

그림 5. 비로자나불과 4불의 2D 디지털 이미지

강계만다라에 등장하는 각 존의 출 과정을 한 

시나리오는 3.2 의 등장요소의 계 분석으로부터 “5

불→16 보살→4바라 →8공양보살→4섭보살”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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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지며, [표 10]은 [그림 2]의 37존 배치도에서 

각 존의 치로부터 새로운 존이 어디에서 어떻게 출

하는지 그 순서를 구체 으로 나열한 것이다.

순서 
심 되는 
존 치

출 하는 
존의 치

비고

1 1 2, 3, 4, 5 1번 존으로부터 출현
2 2 6, 7, 8, 9 2번 존으로부터 출현
3 3 10, 11, 12, 13 3번 존으로부터 출현
4 4 14, 15, 16, 17 4번 존으로부터 출현
5 5 18, 19, 20, 21 5번 존으로부터 출현

6 2, 3,
4, 5 22, 23, 24, 25 2,3,4,5존으로부터 1번 존 

공양위해 출현

7 1 26, 27, 28, 29, 1번 존으로부터 공양 응대로
출현

8 2, 3,
4, 5 30, 31, 32, 33 2,3,4,5존으로부터 1번 존 

공양위해 출현

9 1 34, 35, 36, 37 1번 존으로부터 중생제도 
위해 출현

표 10. 금강계만다라 37존의 출현 순서

각 출 되는 존의 움직임은 심 되는 존으로부터의 

겹치진 상에서  독립되어져 해당 치로 이동하

면서 새로운 존이 나타나도록 하 다. [그림 6-8]은 애

니메이션 구 을 하여 3DS MAX를 이용하여 애니메

이션을 제작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여기서, [그림 6]은 

37존을 모델링하는 과정을 나타내며, [그림 7]은 37존의 

배치도를 모델링하는 과정이다. [그림 8]은 강계만다

라 37존 3D 애니메이션을 나타낸다.

그림 6. 3D 불 모델링

그림 7. 37존 불 배치도 모델링

그림 8. 금강계만다라 37존 3D 콘텐츠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강계만다라 37존에 등장하는 등장

요소를 구분하고 그 출  과정을 애니메이션으로 구

할 수 있도록 강계만다라 등장요소의 상징성을 분석

하 다. 강계만다라는 기존의 다양한 만다라  그 

의미가 구체 이고 조형  미가 뛰어나서 가치가 높은 

불교 문화원형이다. 기존 부분의 불교문화 콘텐츠에 

한 연구가 문화재 복원과 콘텐츠 산업화에 한 추상

인 연구이며, 불교경 의 의미를 달하기 한 콘텐

츠에 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편이다. 그러므로 본 논

문에서는 존하는 만다라의 표 격으로서 강계만

다라의 개념과 등장요소의 상징 인 의미를 분석하고 

애니메이션으로 구 하 다. 

먼  교경 의 기본 되는 사상으로 구체 인 기술

이 포함된 강계만다라에 등장하는 요소는 불교의 다

양한 공덕을 상징 으로 표 하는 37존으로써 상호 공

양의 계로부터 출 하는 순서를 가지고 37개의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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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치에 이동한다. 본 논문에서는 각 등장 요소를 2차

원 디지털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애니메이션을 하여 3

차원으로 모델링하 다. 여기에서 각 등장요소가 갖는 

특징인 색깔, 소리, 장신구 등 부수 인 사항을 디지털

화 하지는 않았지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상징성

을 바탕으로 애니메이션을 기획하고, 로토타입의 애

니메이션을 구 하 다. 이러한 강계만다라 애니메

이션의 응용분야로는 불교 교리의 교육, 불교문화에 

한 용이한 근성을 통한 문화 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불교 경 에 한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기

반으로 한 디지털 콘텐츠의 개발은 불교학자와 콘텐츠 

개발자들의 상호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며, 불교 경 의 

다양한 의미를 달하기 한 상징성 분석과 이에 따른 

디지털 콘텐츠로 개발이 시 하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강계만다라의 의미 분석을 

기반으로 한 애니메이션의 완성도를 높여 고품질 콘텐

츠의 개발  이 외의 다양한 경 의 의미 분석과 디지

털 콘텐츠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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