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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의 신문 극화의 비교론/「임꺽정」과「보우하치무사도」의 비교

임혜정 (任蕙貞)/LEEM Hye Jeong

교토세이카 대학 대학원 예술 연구과 박사 과정 재학 

 
1950년대 말, 일본에서 시작된 극화는, 만화적이라고 생각된 웃음을 없애고, 성인

용의 진지한 내용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가

진 극화는, 만화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스토리 만화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극화에 관한 연구는, 단행본이나 대본 만화에 대한 연구가 주

로 되어 있고, 신문 극화에 관해서는 거의 없습니다. 한편, 한국에서 신문 만화의 연

구는 활발히 행해지고 있습니다만, 극화 연구는, 이제 시작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

다.

따라서, 1칸, 4칸의 신문만화와는 다른, 신문극화의 연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극화(劇畵)라는 용어는, 일본의〈劇画(게키가)〉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러

나 명칭은 유사하지만, 표현의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본발표에서는, 특히 성 묘사

의 차이에 주목하고, 극화에 있어서의 한일의 차이점을, 그 시대의 사회 상황을 비교

해 고찰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극화 중에서 이번에 연구 대상으로 채택한 것은 한국만화 역사상 처음으로

신문에 게재된〈극화〉고우영의「임꺽정」입니다. 당시의 신문은 1칸, 4칸의 시사만

화가 주로 실리는 미디어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임꺽

정」은, 1972년 1월부터 1년 2개월간, 『일간 스포츠』에 연재되어 이것을 계기로,

스포츠 신문에 극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그림1『일간 스포츠』1972,1,1).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일본의 극화는, 대본 문화로부터 시작되어, 대부분이 대본 만

화의 잡지나 단행본의 형태로 출판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신문을 조사한 결과,

동시대에 일본에도 신문 극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본의 신문에

게재된 극화와「임꺽정」을 비교하는 것으로, 한국의 신문 극화의 특징을 밝혀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각각의 극화의 특징이, 1970년대 초두의 사회적인 환경에 얼

마나 영향을 받았는가를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극화〉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 좀 더 언급해 둡시다. 한일 만화를 비교할 때,

일본이 한국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사실이 주목을 끌기 때문입니다. 「임꺽정」이

연재되기 전에 나온 회사광고 기사의 타이틀에,〈漫画小説(만화 소설)〉이라는 용어



- 2 -

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그림2『일간 스포츠』1971,12,30).

그러나, 신문 연재가 끝난 후, 1974년 2월에「임꺽정」이 단행본으로서 출판되었

을 때(그림3『고우영林巨正』1974,2),타이틀에〈 画(劇画、극화)〉라고 하는 용어

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劇)〉이라고 하는 문자가 일본에서 밖에 사용되지 않

았던 약자입니다. 그 문자를 사용한 것 자체가, 일본으로부터의 영향을 시사하고 있

습니다.

구체적으로는,〈극화〉라고 하는 장르명을 제창한 타츠미 요시히로를 들지 않으면

안됩니다.1) 그의〈극화〉는, 웃음의 요소를 없애고, 데포르메 한 표현보다 사실적인

묘사, 진지한 내용을 취급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고우영2)은 타츠미와 다르게〈극화〉를 근본적으로 만화 형식에 의한 소설

로서 해석해, 한층 더 웃음과 즐거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신문을 읽는 독자

를 염두에 두고, 즐겁고〈재미있는 극화〉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즉, 사실적인 묘사로, 성인을 대상으로 진지한 내용을, 극적이면서도 해학적으로 표

현하는 것이 고우영의 극화입니다.

「극화」라는 용어 및 그 대표작이 어떻게 일본에서 한국으로 건너 왔는지에 관한

일반론을 여기서 진행할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임꺽정」과 일본의 극화와의

관계에 주목합시다. 「임꺽정」을 일본의 신문 극화와 비교하기 위해, 1972년을 중

심으로 일본의 3대 일간지(『아사히 신문(朝日新聞)』,『마이니치 신문(毎日新聞)』,

『요미우리 신문(読売新聞)』)와 스포츠 신문(『닛칸스포츠(日刊スポーツ)』,『스포츠

닛폰(スポーツニッポン)』,『호우치신문(報知新聞)』,『유우칸후지(夕刊フジ)』)에 실

린 극화형식의 만화가 있었는지에 관해서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임꺽정」과 거의 같은 시기에『호우치신문』에「보우하치무사도」가 연

재되고 있었던 것이 판명되었습니다(그림4『호우치신문』1971,10,19). 그뿐만아니라

1970년에 한국의『일간스포츠』와 일본의『호우치신문』이 취재 및 통신 업무에 관

한 제휴를 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호우치신문』에는　원작・코이케 카즈오(1936~), 작화・코지마 고우세키(1928~

1) 辰巳ヨシヒロ(타츠미 요시히로)『劇画大学』ヒロ書房,1968年,p14,p16

  「만화＝골계(해학)이란 관념에는, 아무래도 저항을 느꼈다. 만화는 재미없으면 안 되는(이 경우의  

   재미는 웃음) 것은 어째서일까[중략]. 인물의 심리를 조금 파고들어가 그리는 경우 만화적인 표현  

   은 아무래도 방해가 되는 일이 있다. 스토리가 사실적인 것을 주체로 했을 경우, 표현도 사실적이  

   지 않으면 진실되지 못하게 되어  효과가 반감한다. 」

2) 고우영『고우영 이야기』씨네21）2008、p.187

  「극화 만화는 어떤 원작을 모델로 하든지 또는 순수한 창작이든지 간에 하나의 테마를 중심으로   

   ‘조그만 소설답게 ‘끌어 나가야 한다. 이것은 극화의  요령이며 생명이다.[중략]시사 만화의 독자  

   와 극화 만화의 독자는 만화가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다르다. 시사 만화의 독자는 글이나 말로  

   표현 못하는 울분 같은 것을 대변해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극화 만화의 독자는〈즐기기 위해서〉,  

  〈엔조이즘〉을 요구한다는  점을 알아야한다. 」(「주간 중앙」1974, 6, 16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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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의 시대극화「보우하치무사도」가 1971년10월19일부터 1972년1월31일까지

연재되고 있었습니다. 원작자 코이케 카즈오와 작화자 코지마 고우세키는 극화『코

즈레 오오카미(子連れ狼)』로 구미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그들의「보우하치무

사도」는, 신문 연재 후, 1972년5월10일에『호우치구라후』(격월간 잡지)의 극화 특

집에 실렸으며, 1973년 1월 4일에 코단샤에서 단행본의 형태로 출판 되었습니다. 더

욱이 1973년 2월에 토에이(東映)영화사에서 영화화 되었습니다.

다음은, 거의 같은 시기에 신문 연재가 되었던「임꺽정」과「보우하치무사도」를,

그 표현의 특징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임꺽정」은, 16 세기에 실재한 인물을 둘러싼 장편 역사 소설『임꺽정』을 각색

해 제작된 극화입니다. 이야기는 임꺽정을 중심으로 민중을 구제하는 의적들의 이야

기입니다만, 그 속에 삽입된 다양한 에피소드가 웃음과 풍자로 재미를 덧붙이고 있

습니다. 그것과 비교해서「보우하치무사도」3)는 완전한 가공의 스토리입니다.

이야기는 에도시대, 막부 공인의 유곽(매춘지역)인 요시하라를 무대로 하고 있습니

다. 매춘사업을 관리하는 <보우하치샤>로 불리는 집단과, 전과자인 주인공 아시타시

노우, 그리고, 막부와 제영주의 세력 다툼이 관련되어 전개되는 시대 극입니다. 액션

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만, 성적인 표현도 많이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진지

한 내용으로 웃음이 없는 일본 극화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2작의 표현 형식에 대해서는, 크게 나누어 네 개의 차이점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제1, 전술한 것처럼, 「임꺽정」은, 웃음을 자아냅니다.

특히 호색한인 서림과 여성과의 에피소드의 묘사는, 웃음이 터져 나오는 장면이

적지 않습니다. 그것과는 정반대로, 「보우하치무사도」는 전반적으로 유머러스한 요

소의 결핍을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2, 극화의 해설문을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림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을

소개해, 독자에게 이야기 배경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법으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보우하치무사도」의 경우는, 이야기 진행을 지지하는 해설문이 많습니다(그림5『호

우치신문』1971,10,26).

그것과 비교해서, 「임꺽정」에 있어서의 해설문은 이야기 진행의 기능에 한정하

지 않고, 단순한 해설을 넘는 언어 표현을 가지고 독자를 풍부한 상상의 세계로 이

3)「보우하치무사도」의4회(호우치신문,1971년10월22일) 12번째칸의 대사에서,「忘八」의 의미를,「인・의・효・
제・충・신・렴・치」의  8가지의  법도를 잊은 무법자,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을 빌린 귀축 외도의 모임[약]」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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끕니다. 진지한 극화에, 슬랩스틱・코메디의 요소와 풍자적인 표현이 더해져 유쾌한

웃음을 불러일으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봅시다. (그림6『일간스포츠』1972,12,29)

제305회에 서림과 길에서 만난 여자와의 정사를 그린 장면에서 그들의 관계를 현

대의 복싱 시합에 비유하는 해설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를 교착시키는

것에 의해서 풍자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5번째의 칸은, 성에 관한 풍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다른 시점에서 보면 약자(여성)가 권력자(서림)를 TKO 한 것처럼

도 비칩니다. 서림은, 한국의 1550년대의 양반의 갓으로 권력자를 상징하고 있습니

다. 1970년대의 한국은, 군사 정권으로 권력자에 대한 민중의 불만이 많은 시대였으

므로, 독자에게 통쾌한 기분과 웃음을 주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339회를 봅시다(그림7『일간스포츠』1973,2,10).

한국의 조선시대, 임꺽정이 활동한 1550년대가 무대가 되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

고, 외국어를 사용한 비유와 친구 사이의 대화 형식과 같은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4번째 칸은, 서림의 아내가 절벽에서 떨어지는 장면입니다만, Miracle을 신약 성서

에서 그리스도가 2마리의 물고기와 5개의 빵으로 수천인을 먹였다는 기적에 비유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7회를 봅시다(그림8『일간스포츠』1972,2,3).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전개되는 스토리의 통시적인 흐름으로부터 벗어나, 동양과

서양을 왕래하는 공시적인 표현으로, 만화적인 즐거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14번째의 칸은, 당대의 원수의 집안인 윤가와 이가의 싸움을 세익스피어

의 「로미오와 쥴리엣」에 비유해 코믹컬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임꺽정」의 해설문은, 독자와 교감 해, 즐거움을 공유하는 장소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해설 방식을 통해서 액션이 주로 되는 극화안에 양념

과 같은 웃음을 더하고 있습니다.

제3, 액션의 표현입니다만,「보우하치무사도」는 전투, 폭력, 고문 등 잔혹한 장면

이 생생하고 리얼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그림9『호우치신문』1971,12,1). 주인공은,

사람을 칼로 베어 죽이는 것이 직업이므로, 사무라이와 같이 대의명분이 서는 투쟁

을 보이지 않습니다. 도검으로 사람의 신체가 베어져 뿔뿔이 흩어져 날리는 순간의

묘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꺽정」은 전투의 장면에서 검의 움직임이 강조된 묘사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352회는, 임꺽정과 윤원빈의 싸움의 장면입니다만, 화려한 검술과 강한 힘

이 들어간 동선으로 박력이 있게 묘사되어 있습니다(그림10『일간스포츠1973,2,25).　

임꺽정은, 괴력의 소유자입니다만, 힘을 발휘해 사람을 돕는 의적으로서 그려져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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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즉, 사람이 끔찍하게 베어지는 것을 볼만한 장면으로서 표현 하고 있지는 않습

니다.

제4, 성적 표현입니다만,「보우하치무사도」는, 유곽(매춘지역)을 무대로 하고 있으

므로, 여성의 노출과 성적인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신문이라고 하는 전세대

전용의 미디어에 싣는 만화로서 놀라울 정도의 과격한 성 표현이 리얼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그림11『호우치신문』1972,1,18,).성적인 표현의 역할이 중심적이었던 것은,

신문연재 후에「포르노 시대극- 보우하치 무사도」라고 하는 타이틀로 영화화되었던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보우하치무사도」와 대조적으로, 「임꺽정」에는 노골적인 성 표현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제12회(그림12『일간스포츠』1972,1,16)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어

두운 방으로 성행위를 암시하는 장면이 많습니다. 즉, 성행위가 간접적으로 표현되어

또 이 간접적인 표현은, 성 묘사(혹은 당시의, 성 묘사의 규제)에 대한 풍자로도 보입

니다.

성인이 읽는 만화로서의 극화에 대해서는 성 표현을 빠뜨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 표현의 다른 점에 주목해 볼만합니다.

성인용 극화인 한/일의 두 작품은, 성 표현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원인

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극화는, 그 출발점부터 종래의 만화에는 없는 묘사에 도전하고자 했기 때문에, 영

화와의 교류를 중시하고 있었습니다.4) 또, 영화는, 공공성 높은 장르로서 각 시대의

사회나 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편의 극화와 그 사회적 환

경과의 관계를, 특히 영화 문화를 매개로 탐색해 보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임꺽정」이 연재되었던 1970년의 전후를 중심으로 한국의『일간

스포츠』, 일본의『닛칸스포츠』와『호우치신문』의 영화 관련 기사 및 영화 광고를

검토했습니다. 이 자료를 단서로, 당시의 일본(혹은 그 문화산업・매스컴)이, 성에 대

해 개방적인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군사 정권의 시대였으며, 연예 검열이 엄격했기 때문에5), 신문 등

의 매스미디어는, 성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임꺽정」이

4) 斧田小『アクス』第61号、青林工藝舎、2008年、p193

  「애니메이션이나 무대의 연출을 만화에 도입한 테즈카 작품은 스토리텔링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  

   왔지만, 극화는 거기에 보다 리얼한, 말하자면 실사 영화적인 효과를 도입한 표현이었다. 」

5) 배수경「한국 영화검열제도의 변천에 관한연구」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2004年12月、p70

   당시의 영화 검열의 기록에 의하면 수정, 반환의 비율은, 70년 3.7%, 71년25%, 72년58%, 75년   

   80%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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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되기 직전, 1971년 12월 6일<국가 비상사태의 선언>후에 모든 연예 검열이 한

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일본이, 얼마나 성에 대해서 개방적이었던가,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1, 한국의 스포츠 신문에서는 전혀 눈에 띄지 않던 포르노의 관련 기사가, 일본

의 신문에는 당연한 것처럼 많이 실려져 있었습니다. 포르노 배우의 누드 사진이 실

린 기사(그림13『닛칸스포츠』오사카판, 1971,10, 25), 포르노 배우의 공개 오디션에

대한 기사(그림14『호우치신문』오사카판,1971,11,8), 포르노・숍을 소개하는 기사

(그림15『닛칸스포츠』도쿄판,1971,11,9), 포르노를 취급한「납(파라핀) 인형관」에

대한 기사 등이 발견되었습니다(그림16『닛칸스포츠』도쿄판,1971,10,28). 이외에도

포르노에 관한 기사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신문에는 성

에 관한 기사는 거의 없으며, 포르노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제2, 1970년대 전반에, 당시의 한국에서는 공개될 수가 없는 포르노 영화와 성인

용의 에로・애니메이션이, 일본에서는 붐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림 17(『닛칸스

포츠』도쿄판,1969,9,26)은, 포르노 영화와 성인 애니메이션이 동시에 2편이 상영되

는 영화의 광고입니다. 이 시기는 테즈카 오사무도 에로티시즘을 강조한 성인 애니

메이션「천야일야이야기」,「클레오파트라」를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개그

만화가・타니오카 야스지(1942년~1999년)는, 성인 애니메이션에〈포르노 라마〉라

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그림18『닛칸스포츠』도쿄판,1971,9,18).

이 시대에, 일본에서「포르노」라고 불린 것에는, 성적인 고문, 학대, 다큐멘터리

영화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영화 광고에 삽입된, 신문이나 잡지의 포르노 관련 기사

도, 이 시기의 포르노 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에서는 1969년부터 1970년 4월까지 성(SEX)이라고 하

는 단어조차 광고에 실린 적이 없었습니다만, 1970년 5월, 「방의 불을 꺼주오」(그

림19『일간스포츠』1970,5,25)라는 타이틀의 영화에〈이 영화는 과연 섹스영화인

가?〉라는 선전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후, 1970년 말까지, 성적인 묘사가 많은

영화는, 그다지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영화의 상영은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게

다가, 포르노영화 처럼 보여지는 영화도 한 편 있었습니다(그림20『일간 스포

츠』,1970,7,17).

그러나, 작은 광고에, 포르노라는 단어가 아닌 <성인 영화>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1960년대 말 이후, 일본 사회는, 한국과 대조적으로 성 묘사 개방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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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였습니다. 그것은,〈안보 투쟁〉6)에 의한 정치적인 문제와 관계가 있었다고도 생

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의 「안보 투쟁」과 그것을 둘러싼 카운터칼쳐는 결국「패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절망시켰습니다7)8). 정치에 좌절한 청년들에게 있어서 극화

를 읽는 것은 반항의 계속인 것과 동시에, 현실 도피적인 오락이기도 했다고 합니

다.9) 그것을 배경으로 이 시기부터 극화의 에로티시즘 표현이 많아지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보우하치무사도」는, 일본의 신문에 게재되는 극화로서 당시의 사회 상

황에 반응하는, 획기적인 시도였습니다.

「임꺽정」은, 스포츠 신문에 실리고는 있어도, 단순한 오락에 한정되지 않는 유

머와 풍자가 살아 있는 극화로서 특유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임꺽정」의 작가 고우영은, 신문 미디어를 통하여 극화의 영역을 개척하고, 풍자

적인 표현 방법으로, 말하자면 「웃음을 담은 극화」를 낳았습니다. 당시의 군사 정

권의 존재는, 이것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됩니다.「임꺽정」과 같은 만화는,

군사정권하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생활 속에서, 독자에게 해학적인 웃음을 주었

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임꺽정」과「보우하치무사도」는, 상당히 다른 표현 방법을 보이고 있

습니다만, 각각은, 그 시대의 사회에 있어 특정의 역할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6) http://ja.wikipedia.org安保闘争
  安保闘争(안보 투쟁)이란, 1959년~1960년,1970년, 2번에 걸쳐서 일본에서 전개된 미・일 안전보장

  조약(안보 조약)에 반대하는 노동자나 학생, 시민이 참가한 일본사상에서 유래가 없는 대규모의 반  

  정부, 반미 운동과, 거기에 따르는 정치 투쟁이다.

7) 永山薫『エロマンガ・スタディーズ』、イースト･プレス、2006年､p36

8) 呉智英『現代マンガの全体像』、双葉文庫、2007年p151

9) 夏目房之介･竹内オサム『マンガ学入門』、ミネルヴァ書房2009年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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