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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에서는 유형문화재인 오 진언집에 기술된 천수 음 42수에 한 의미 분석과 그에 따른 응용으

로 시각화 콘텐츠를 구 한다. 천수 음은 각 손에 다양한 지물을 가지면서 내포하는 상징  의미가 차이

가 있으므로 그 의미를 이해하기 해서는 의미 분석이 요하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천수 음의 수

인을 교의 기본 인 불보살 분류법인 5부에 따라 각 수인을 분석하고, 시각 콘텐츠로서 42수 의미에 따

른 음상을 나타내는 디지털 콘텐츠를 구 한다. 이러한 콘텐츠의 작은 천수 음 수인에 하여 일반인

들의 근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수인의 응용으로는 게임 콘텐츠  통문화 콘텐츠 개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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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analyze semantics on mudras of Sahasra-bhuja Avalokitesvara and 

implement visual content as its application. The mudras are described in the Odaejineunjib that 

is a tangible cultural property. The semantics analysis on the mudras are essential for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the 42 Hands(mudras) that present symbolic difference of hands 

holding on various items. So,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semantics on the 42 Hands according 

to 5 parts which are basic classification of Honored Ones on Esoteric Buddhism. We 

implemented a visual contents showing Avalokitesvara according to semantics on the 42 Hands. 

And, in the process, we are able to provide the public with easy accessibility on mudras of 

Sahasra-bhuja Avalokitesvara. Applications of the mudras are as follows; game contents, 

traditional cultural content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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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사회에서는 속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

어 디지털 문화콘텐츠의 개발도 가속화되고 있으며, 다

양한 분야에서 가치 있는 콘텐츠의 발굴이 진행되고 있

다. 장기 성장시 에 콘텐츠 산업은 수익과 가치 

심의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한 다양한 략이 시도되고 

있다[1].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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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여 다양한 유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불교문화

에 해서 지 않은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불

교문화에 한 연구는 주로 문화재 복원차원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디지털 콘텐츠를 

주로 소비하는 청소년계층에 합한 콘텐츠의 개발은 

매우 미미한 편이다. 

기존 통문화  불교문화 디지털콘텐츠에 한 연

구는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불교문화

의 다양한 방면에서 개발과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특히 

불교 문헌을 일반인들이 좀 더 쉽게 근할 수 있는 디

지털 콘텐츠의 제작은 불교 문헌 해석의 어려움으로 개

발도 매우 힘든 편이다[2]. 본 논문에서는 난해한 문헌

자료 외에 불교문화의 일부로서 일반인들이 오래된 불

교 사찰이나 그림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천수 음(천

수 음보살 는 음)의 수인에 포함된 다양한 지물과 

련하여 시각 콘텐츠화를 한 의미를 분석하고, 시각

화하기 하여 각 수인의 의미에 따른 음상을 나타내

는 디지털 콘텐츠를 구 한다. 천수 음은 시각  형상

을 가지고 있으나, 문화  이해가 없는 일반인의 경우 

형상만으로 천수 음의 의미를 악하기 어렵다. 그러

므로 천수 음의 의미 분석과 시각화를 해서는 천수

음에 부여된 수인의 의미 분석이 필수 이다. 즉, 각 

요소의 상징  의미에 한 이해가 핵심 인 분석 사항

이며, 각 요소에는 불교 으로 함축된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의미로 변환하여야만 일반

인들이 각 요소에 하여 이해하고 그 의미를 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음보살에 한 조각과 그림은 삼국

시 에 음신앙이 래되면서 조성되기 시작하 고, 

특히 천수 음에 한 그림은 통일신라시 부터 조성

되었다[3]. 천수 음은 천개의 손과 으로 그 모습을 

표 하기도 하지만, 일반 으로 40개 는 42개 손으로 

천수 음을 표 하고, 각각의 손에는 의미 있는 지물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천수 음의 시각화를 한 

천수 음의 42개의 손이 상징하는 바를  의미로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하여 한국의 통문화자산

인 조선시  본 오 진언집[4](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53호)과 기타 문헌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그 의미를 

분석하고, 이러한 의미 분석의 결과를 이용하여 디지털 

콘텐츠로 시각화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불교문

화 콘텐츠의 련연구에 하여 기술하며, 제3장에서는 

천수 음의 기본 개념을 설명한다. 제4장에서는 천수

음 42수의 의미 분석과 시각화 구 을 기술하고, 마지

막 제5장에서는 결론  향후 연구 방향을 기술한다.

II. 관 련 연 구

천수 음에 한 연구는 이론  연구가 부분이며, 

천수 음과 련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을 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천수 음의 이론  연구로는 정태 [5]의 “천수 음

다라니의 연구”, 김정희[3]의 “한국의 천수 음 신앙과 

천수 음도” 등이 있으며, 불교문헌에 련한 디지털 

콘텐츠에 한 연구로는 김경덕[6]의 “ 강계만다라 37

존 개에 따른 시각화”, 김경덕[2]의 “만다라 결연 의

식의 시각 콘텐츠 구 ” 등이 있다. 그 외 불교 문화콘

텐츠 개발 련 연구로서 고미송[2]의 “불교게임을 

한 시론  고찰”, 이 숙[8]의 “디지털콘텐츠 제작을 

한 통문화원형의 캐릭터 분류 : 음보살(觀音菩薩) 

 동자(童子)를 심으로”, 신상기[9]의 “디지털 콘텐

츠 제작을 한 불교문화원형 활용 사례연구 : 스마트

폰 앱 게임 〈아바로〉를 심으로”, 장재진[10]의 

“『화엄경』을 통한 불교문화 콘텐츠 활용방안”, 이

숙[11]의 “문화원형을 활용한 모바일 기능성게임 개발

에 한 연구 : 사천왕(四天王)을 틀린그림찾기를 심

으로” 등이 있으며, 이밖에도 불교 문화 련 디지털 콘

텐츠를 개발하기 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먼 , 천수 음의 이론  연구인 정태 [5]의 “천수

음다라니의 연구”에서는 천수다라니에 한 가장 

기 연구로서 천수다라니의 명칭과 다라니를 염송하는 

인연, 인도 사바신 신앙과 천수 음의 비 등을 다루

었다. 김정희[3]의 “한국의 천수 음 신앙과 천수 음

도”에서는 천수 음 도상의 기원과 개, 그리고 천수

음신앙과 천수 음도의 황과 특징을 정리하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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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 다. 두 번째로 불교 문헌  강계만다라에 

한 의미를 분석하여 시각 콘텐츠화를 시도한 김경덕[6]

의 “ 강계만다라 37존 개에 따른 시각화”에서는 

교의 기본 사상인 강계만다라 건립 과정을 디지털 콘

텐츠로 개발을 시도하 으며, 김경덕[2]의 “만다라 결

연 의식의 시각 콘텐츠 구 ”에서는 만다라 정 의식

에 포함되는 결연과정의 일부를 디지털 콘텐츠와 모바

일 장치를 활용하여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을 시

도하 다. 그 밖에 불교 문화콘텐츠에 한 연구로서 

고미송[7]의 “불교게임을 한 시론  고찰”에서는 기

존 불교 련 게임이 단순히 불교문화와 교리를 심으

로 이루어졌기에 재미있는 게임이 되지 못하므로, 수행

인 측면에서 참여자를 변화시키는 재미와 비물질

인 차원에서 인과법의 작동됨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발

되어야함을 제안하 다. 이 숙[8]의 “디지털콘텐츠 제

작을 한 통문화원형의 캐릭터 분류 : 음보살(觀

音菩薩)  동자(童子)를 심으로”에서는 통문화원

형의 활용측면에서 불교 미술에 등장하는 음보살과 

동자의 상징  의미를 가지는 캐릭터를 유형별로 개발

하고 분류하여 불교존상이 가지는 의미를 이용한 디지

털콘텐츠 제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 다. 신상기[9]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한 불교문화원형 활용 사례연

구 : 스마트폰 앱 게임 〈아바로〉를 심으로”에서는 

불교문화원형에서 그 가치와 활용  방법으로 스마트

폰 앱 게임인 아바로를 기획  개발한 사례를 기술하

다. 장재진[10]의 “화엄경을 통한 불교문화 콘텐츠 활

용방안”에서는 화엄경에 내포된 이야기의 소재를 한국

문화콘텐츠진흥원의 문화원형분류 기 에 상응하여 다

양한 문화콘텐츠를 모색하고 그 응용에 하여 논하

다. 이 숙[11]의 “문화원형을 활용한 모바일 기능성게

임 개발에 한 연구 : 사천왕(四天王)을 틀린그림찾기

를 심으로”에서는 한국  통문화 소재로서 한국불

교문화에 등장하는 사천왕을 한국 통 캐릭터와 게임

콘텐츠에 활용한 기능성 게임 콘텐츠로의 개발을 시도

하 다.

이상과 같이 기존 통문화와 연 된 불교문화원형

을 이용한 캐릭터를 개발하고, 불교문헌에서 다양한 콘

텐츠를 개발을 한 아이디어를 도출하려는 시도가 증

가하고 있다. 유튜 상에서는 외국  국내에서 음보

살과 련된 진언과 상이 일부 유포되어 있지만 구체

인 시각화라기보다는 신앙  측면에서의 근으로 

제한된 편이다. 더욱이 한국의 통문화와 결부된 불교

문헌에 내포된 의미를 일반인들이 근하기에는 여

히 어려우며 련된 콘텐츠의 개발 시도 한 부족한 

편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조선시 에 한 로 음역을 

달아 목 본으로 간행된 오 진언집의 일부 내용인 천

수 음의 수인에 따른 의미를 분석하고 시각 콘텐츠를 

구 하고자 한다.

III. 천수관음의 기본 개념

천수 음(千手觀音, Sahasrabhuja Aryavalokitesv- 

ra Bodhisattva)은 천개의 손과 천개의 을 갖고 이로

써 생을 구제하는 보살로써 동북아시아에서는 일

부터 비 음(大悲觀音)이라는 명칭으로 리 알려지

고 있다. 천수(千手)는 천 개의 손이라는 의미로 이 보

살의 능력과 그 표  방법이 매우 다양함을 상징한다. 

천수 음은 부분 무수한 손이 빙 둘러싼 형태로 표

되는데 앙에는 두 손으로 합장하고 좌우에 각기 이십

수(二十手)가 있어서 모두 40수가 된다. 그 하나의 손마

다 불교에서 언 하는 스물다섯 가지 윤회하는 생과 사

의 세계에 머무는 생을 제도한다고 하며, 이 모든 것

을 총칭하여 천수(千手)라 한다[12]. 는 하나의 손마

다 하나의 이 있어서 천안(千眼)이라고도 한다. 오

진언집에는 40수에 추가로 2수를 더하여 음42수라 

하는데 이 게 다양한 손모양의 근원은 천수 음(千手

觀音)의 활동상에서 유래한다. 천수 음의 원래 이름은 

천수천안 자재(千手千眼觀自在)이며, 천개의 손과 천

개의 을 가진 음보살이다. 불교문헌 천수천안 비

심경(千手千眼大悲心經)에 기술된 바에 따르면 자재

보살은 옛 에 하고 원만한 비의 다라니를 듣고

서 일체 생을 이롭게 하기 하여 천수천안을 갖추겠

다는 서원을 일으키고 그 몸에 곧바로 천수천안을 새겼

다고 기술하고 있다[13]. 여러 불교문헌에서 나타난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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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음의 형상은 일치하지 않으나 략 몸체는 색이

며 하나의 얼굴에 천 개의 팔이 있고 붉은 연꽃 에 반

가부좌(半跏趺坐) 는 입상을 하고 있는 형상이다. [그

림 1]은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44호 연화사 천수 음도

와 보물 제1891호 흥천사 42수 천수 음상이다.

그림 1. 천수관음의 그림과 조형물

유형문화재인 오 진언집에 명기되어 있는 천수 음 

42수는 수인도(手印圖)에 형상이 기술되어 있고, 이외

에도 조선 숙종때(1716년)에 천수경의 신묘장구 다라

니를 그림으로 표 한 화천수(畵千手)[14]에도 기술되

고 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불교문헌 천 안 자재보살

비 법경에 기술된 40수에서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오 진언집에서 기술된 내용과 부분 인 차이가 있는

데, 천수 음의 앙에 합장하고 있는 2수가 천 안

자재보살비 법경에는 별도의 설명이 없고 더욱이 명

칭에서도 약간 상이하게 기술한 부분이 있다. 본 논문

에서는 천수 음 42수를 유형문화재인 오 진언집의 

도상과 해설을 심으로 기술하며, 추가 으로 동일한 

도상의 를 화천수와 천 안 자재보살비 법경, 그

리고 기타 문헌을 참고하여 그 의미 분석의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그리고 천수 음 42수는 교의 표  경

인 강정경에 기술된 5부를 기 으로 다섯 가지 부류

(5部)로 나  수 있다. 여기서 5부란 만다라에 등장하는 

모든 불보살을 그 성격에 따라 다섯 부류로 구분한 것

으로, 불부(佛部)⋅ 강부(金剛部)⋅보부(寶部)⋅연화

부(蓮華部)⋅갈마부(羯磨部)가 5부이다. 각 부는 부처

의 모임, 견고한 강의 지혜를 갖춘 보살의 모임, 보배

와 같은 보살의 모임, 자비로운 연꽃과 같은 보살의 모

임, 활동 인 보살의 모임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천수 음의 시각화를 하여 먼  천

수 음 각 수인의 의미를 분석하고, 각 수인을 좌우 구

분하여 손 모양에 따른 입상을 구체화한 후 주제어에 

따른 음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시각화한다. [그림 2]

는 시각화 과정을 나타낸다.

그림 2. 천수관음의 시각화 과정

Ⅳ. 천수관음의 의미 분석과 시각화

1. 천수관음의 의미 분석

본 에서는 제3장에서 언 한 5부를 심으로 천수

음 42수  5부로 나  수 있는 40수와 앙에 합장

한 2 수를 나머지 부류로 구분하여 그 의미를 분석한다. 

여기서 5부에 포함되는 각 수인은 불교 수행을 하여 

사용되고 있다[13]. 각 수인의 의미 분석은 각 부에 포

함되는 수인에 하여 오 진언집에 기술된 설명을 

 의미로 변환하고 그 의미에 련된 주제어를 선정

하여 기술한다. 그리고 [표 1]에서 [표 6]에 포함된 수인

의 그림은 오 진언집에 기술된 수인의 그림이다.

먼 , 불부에 포함되는 화불수(化佛手), 견삭수(羂索

手), 시무외수(施無畏手), 백불수(白拂手), 방패수(榜棑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 Vol. 17 No. 5524

手), 월부수(鉞斧手), 보극수(寶戟手), 양류지수(楊柳枝

手)의 8수는 죄, 번뇌, 고난  모든 재앙을 소멸시키기 

한 수인이다. 여기서 의미하는 재앙은 천재지변, 국가 

간의 쟁, 화재, 수재, 개인의 질병, 부상 등이다. [표 1]

은 불부에 포함되는 8수의 의미와 련 주제어를 나타

낸다. 

강부에 포함되는 발 라수(跋折羅手), 강 수(金

剛杵手), 보검수(寶劍手), 화궁 수(化宮殿手), 불퇴

륜수(不 金輪手), 보발수(寶鉢手), 일마니수(日摩尼

手), 월마니수(月摩尼手)의 8수는 다이아몬드와 같이 

마음과 몸을 바르고 굳건히 하여 모든 악행을 제어하는 

수행법의 수인이다. 이 부에 포함되는 수인은 주로 무

기를 들고 있으며, 이것을 이용하여 해당하는 장애를 

제어함을 의미한다. [표 2]는 강부에 포함되는 8수의 

의미와 련 주제어를 나타낸다. 

보부에 포함되는 여의주수(如意珠手), 보궁수(寶弓

手), 보경수(寶經手), 백련화수(白蓮花手), 청련화수(靑

蓮花手), 보탁수(寶鐸手), 자련화수(紫蓮花手), 포도수

(蒲桃手)의 8수는 모든 행복을 증진하는 복덕  번

을 기원하는 수인이다. [표 3]은 보부에 포함되는 8수의 

의미와 련 주제어를 나타낸다.  

연화부에 포함되는 합장수(合掌手), 보경수(寶鏡手), 

보인수(寶印手), 옥환수(玉環手), 호병수(胡 手), 군지

수(軍持手), 홍련수(紅蓮手), 석장수(錫杖手)의 8수는 

화합⋅친목을 기원하는 수인이다. 여기 8수에 속하는 

지물은 존경하는 마음을 해주는 물건들로서 경애를 

이끌어내는 특징을 가진다. [표 4]는 연화부에 포함되는 

8수의 의미와 련 주제어를 나타낸다. 

갈마부에 포함되는 구시철구수(俱尸鐵鉤手), 정상화

불수( 上化佛手), 수주수(數珠手), 보라수(寶螺手), 보

수(寶箭手), 보 수(寶篋手), 루장수(髑髏杖手), 오

색운수(五色雲手)의 8수는 마음 로 희망하는 것을 구

하고 스스로 바라는 경지에 들어가는 수인이다. 여기서 

8수에 포함된 지물들은 모두 활동 인 성격을 의미한

다. [표 5]는 갈마부에 포함되는 8수의 의미와 련 주

제어를 나타낸다. 

나머지 2수는 감로수(甘露手)와 총섭천비수(摠攝千

臂手)로서 감로수는 40수의 활동이 목마른 사람에게 감

로수를 주는 것과 같다는 의미이며, 총섭수는 체 수

인을 총체 으로 표한다는 의미를 갖는 수인이다. 

[표 6]은 나머지 2수의 의미와 련 주제어를 나타낸다.

수인 명칭 의미 / 주제어

화불수 재난소멸 / 안전, 극복

견삭수 불안소멸 / 안심, 여유

시무외수 공포소멸 /  능력, 용기

백불수 번뇌소멸  / 고요, 청정

방패수 위해소멸 / 보호, 방어

월부수 핍박소멸 / 자유, 해방

보극수 국난소멸 / 기회, 수호

양류지수 질병소멸  / 건강, 치유

표 1. 불부 8수의 의미와 주제어

수인 명칭 의미 / 주제어

발절라수 강적제어 / 전진, 승리

금강저수 난제제어 / 해결, 이행

보검수 구설수제어 / 인지, 평판

화궁전수 불편제어 / 안락, 편안

불퇴금륜수 나태제어 / 진보, 노력

보발수 위장병제어 / 치료, 소화

일마니수 눈병제어 / 광명, 시력

월마니수 열병제어 / 무통, 해열

표 2. 금강부 8수의 의미와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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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 명칭 의미 / 주제어

여의주수 재물증진 / 재물, 부유

보궁수 명예증진 / 명예, 인기

보경수 학업증진 / 학업, 독서

백련화수 공덕증진 / 공덕, 행복

청련화수 지위증진 / 지위, 승진

보탁수 미성증진 / 목소리, 말솜씨

자련화수 좋은인연 / 인연, 사랑

포도수 수확증진 / 수확, 풍요

표 3. 보부 8수의 의미와 주제어

수인 명칭 의미 / 주제어

합장수 인간사랑 / 인간, 자애

보경수 지혜사랑 / 지혜, 지식

보인수 구변사랑 / 이해, 설득

옥환수 아랫사랑 / 자애, 지도

호병수 가족사랑 / 가족, 화목

군지수 범세계사랑 / 범세계, 인류애

홍련수 평화사랑 / 평화, 미래

석장수 이웃사랑 / 이웃, 동포애

표 4. 연화부 8수의 의미와 주제어

수인 명칭 의미 / 주제어

구시철구수 경호요청 / 경호, 안전

정상화불수 출세요청 / 출세, 승진

수주수 원조요청 / 원조, 도움

보라수 미성요청 / 연설, 언변

보전수 친구요청 / 친구, 우정

보협수 재물요청 / 재물, 부자

촉루장수 지도력요청 / 지도력, 안내

오색운수 능력요청 / 재주, 탁월

표 5. 갈마부 8수의 의미와 주제어

수인 명칭 의미 / 주제어

감로수 자비구제 / 자비, 구제

총섭천비수 일체포용 / 전체, 용납

표 6. 기타 2수의 의미와 주제어

이와 같이 천수 음 42수는 인간의 다양한 활동을 집

약한 것으로, 그 의미를 악함으로서 통문화와 불교

문화에 한 근성과 이해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통문헌의 의미 분석은 한국 통문화에서 요한 부

분을 차지하고 있는 불교문화에 한 흥미를 제공하고 

불교문화 콘텐츠의 다양성을 지원할 수 있다. 

2. 천수관음의 시각화

본 에서는 천수 음의 시각화 과정을 기술한다.  먼

, 천수 음의 각 수인에 한 음상을 디지털 이미지

로 구 하고, 구 한 음상의 디지털 이미지들 에서 

각 수인의 의미에 부합하는 주제어를 선택하면 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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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상을 볼 수 있도록 디지털 콘텐츠로 구 하 다. 

수인의 디지털 이미지 작업을 하여 오 진언집에

서 각 수인의 그림을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하 고, 각 

수인의 좌우 손 모양과 지물의 용도에 따라 음상 입

상 모습을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하여 구 하 다. 수인

에서 좌우 구분은 오 진언집[4], 천 안 자재보살비

법경[12], 화천수[14]에 묘사된 내용을 기 으로 구분

하여 이미지화 하 다. 즉, 좌측 수인으로 기술되는 수

인으로는 18개 수인(화불수, 견삭수, 백불수, 방패수, 발

라수, 불퇴 륜수, 일마니수, 보궁수, 백련화수, 청련

화수, 자련화수, 포도수, 보인수, 구시철구수, 보라수, 

루장수, 오색운수)이 있으며, 좌우 손을 모두 사용하는 

수인으로는 2개 수인(합장수, 총섭천비수)이 있다. 그리

고 나머지 수인 22개는 우측 수인으로 기술된다. 

[그림 3]은 오 진어집에 기술된 천수 음의 수인  

화불수, 견삭수, 시무외수, 백불수, 방패수를 나타내는 

수인으로, 오 진언집에서는 이와 같이 손모양만 기술

되어 있어 체 음상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본 논문

에서는 손 모양과 지물을 고려하여 수인에 합한 음

상의 체 모습을 디지털 이미지로 시각화하 다. [그

림 4]는 [그림 3]의 수인들을 음상으로 변환한 디지털 

이미지를 나타낸다. 즉, 기존 손 모양을 음상에 결합

하여 제작한 디지털 이미지이다. 그리고 [그림 5]는 [그

림 1]의 연화사 천수 음도를 배경으로 하고 흥천사 천

수 음상을 면에 나타내어 그리되 각 손에 들고 있는 

지물을 알아보기 쉽게 디지털 이미지화 하 다.

                

그림 3. 오대진언집에 기술된 수인의 이미지 일부

주제어에 따른 음상을 나타내기 한 디지털 콘텐

츠는 일반인이 화면에 나열된 수인들의 여러 주제어들 

에서 심 있는 주제어를 선택하면, 선택된 주제어와 

각 수인이 가지는 주제어간 유사성을 계산한다. 여기서 

유사성 계산 방법으로는 유클리드 거리 계산을 이용하

며, 주제어간 가장 유사한 최소 계산 값을 가지는 음

상을 화면에 나타낼 수 있도록 구 하 다. 

그림 4. 수인의 디지털 이미지화

그림 5. 천수관음의 디지털 이미지화

만약 여러 개의 음상이 동일한 유클리드 거리 값을 

가진다면 그  하나의 음상만이 임의로 표 되도록 

하 다. 한, 표 되는 음상의 명칭과 의미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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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하여 일반인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 다. [그

림 6]은 콘텐츠의 동작을 한 알고리즘을 나타낸다.

Algorithm Action_of_content()

{

  while (true) {

     Select keyword;

     if (keyword is selected) { // ED : Euclidean Distance

       Calculate each ED between the selected keywords and 

       the keywords associated 42 Avalokitesvara Bodhisattvas;

       Decide an Avalokitesvara Bodhisattva which has the  

       smallest ED;

       Display the decided Avalokitesvara Bodhisattva on 

       screen;

     }

     Wait until following key entry;

     if (value of the entered key is “esc”) exit;

  }

}

그림 6. 주제어에 따른 관음상 선택 알고리즘

[그림 7]과 [그림 8]은 디지털 콘텐츠를 실행할 때, 

기 화면과 주제어 선택 후 결과 화면을 나타낸다. 사용

자와 상호작용을 한 소 트웨어 구 을 하여 도

우 10환경의 데스크톱에서 Processing 3.0 언어를 이용

하여 구 하 다. 그림 7은 화면 상단에 나열된 주제어 

 “이웃, 부자, 출세”의 키워드를 마우스로 선택한 경

우 련된 음(보 수)이 나타난 화면이며,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하여 음의 이름과 의미를 좌측 상단에 

함께 표시하 다.

그림 7. 콘텐츠의 초기 이미지

그림 8. 주제어 선택 후 결과 화면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유형문화재인 오 진언집에 기술된 

천수 음 수인의 의미를 분석하고 시각화 하 다. 천수

음의 의미 분석은 불교문헌인 강정경의 5부를 기

으로 8개씩 5부류와 기타 2수로 구분하여 그 의미와 

주제어를 기술하 다. 각 부의 수인은 일반인들의 희망

을 포 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기존 형상만으로는 그 

의미를 달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의미 분석과 시각

화를 통하여 천수 음의 수인이 달하고자 하는 내용

을 좀 더 쉽게 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와 같이 일반인들에게 통문화에 한 근의 용

이성을 제공하기 하여 형상 인 것 외에 그 요소에 

포함된 의미 기술과 시각화를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통문화 콘텐츠의 제작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천수 음 42수의 의미를 분석함으로서 유형문

화재인 불교문헌에 담겨있는 자료를 콘텐츠화 하는 선

례로서 의의와 가치를 제공한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각 수인의 디지털화  동 인 

요소를 더 가미하여 상호작용이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

의 개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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