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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Ⅱ 빼앗긴 창작의 자유

Part.Ⅲ 만화 검열, 그 역사를 말한다



한국만화의 역사는 검열의 역사와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만화에 있어서 검열은 마치 그림자처럼 작품에 따라붙어 작가들의 창작 의지를 

옥죄여 왔습니다. 정권에 대한 비판을 감시하기 위해 시사만화에게는 재갈을 

물렸고, 사람들에게 위로와 웃음을 선물하던 대중만화에게는 말도 안 되는 기준

으로 자유로운 상상력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번 전시는 이처럼 검열로 고통 받았던 시간들을 한자리에 모아놓은 자리입니다. 

본 전시를 통해 고통스러웠고 가슴 아팠던 시간들에 대해 이제라도 독자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유할 기회를 가지게 되어 참으로 뜻 깊게 여겨집니다.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창작물을 만날 기회가 처음부터 가로막혔다는 점에서 이러한 기억들은 

만화가 개개인의 고통일 뿐만 아니라 크게 보면 한국 만화를 사랑하는 독자들 

모두가 피해자였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검열의 시간과 

사례들을 모아놓고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러한 시간들 속에 담겼던 상처들에 

대해 만화가와 독자들 모두 보듬고 어루만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가치와 생각들이 공존합니다. 그리고 만화는 그와 같은 다양

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열은 그러한 그릇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억압적인 규제와도 같습니다. 이번 전시가 

검열이 지닌 부당함과 자유로운 표현이 지니는 가치의 소중함을 재발견하여 한국

만화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사장  이희재  

한국만화박물관 기획전시

만화 검열의 역사 Ι 빼앗긴 창작의 자유
발
간
사



<대한민보>에 발표된 이도영의 삽화로부터 한국 만화는 지난 2009년에 이미 100주년을 맞이했다. 다시 

새로운 100년을 지나고 있는 요즘, 우리는 한국 만화의 많은 가능성을 눈과 귀로 직접 확인하고 있다. 매주 

수백 편에 이르는 작품들이 다양한 소재와 주제를 담아내면서 웹과 모바일 그리고 출판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 독자들을 만나는 현실은 ‘만화입국(漫畵立國)’의 모습마저 체감할 수 있는 시절이다. 게다가 국경을 

초월해 세계 독자들을 매료시키는 한국 만화의 모습 속에서 다른 어떤 형태의 콘텐츠보다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시기에 검열(檢閱)이라는 주제를 다시 끄집어내는 것은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되새김질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욱 밝은 미래로 가기 위해서일 것이다. 한국 만화가 지금처럼 따뜻하고 애정 어린 시선과 관심을 

받아왔던 것이 과거에도 있었던 일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으며,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는 앞으로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이야기는 비단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닐 것이다. 

상처받고 아파했던 시간들을 그저 망각 속으로 묻어버린다면, 어느 순간 다시 괴로운 시간은 반복될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힘들고 아팠던 시간마저 소중하게 기억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실상 한국만화의 역사는 그 시작에서부터 검열과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만화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이도영의 ‘삽화’는 한 컷으로 당대 현실을 날카롭게 담아냈지만, 그로 인해 일제에 의해 수시로 먹칠을 

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해방 이후 독재정권의 부패와 민초들의 고달픈 모습을 담아낼 때도 검열의 시선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1960, 70년대에는 ‘불량’이라는 코드 아래 분서갱유에 비견될 수 있을 만큼 수시로 

탄압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웹툰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고 한국만화의 잠재력을 내뿜고 있는 최근에도 여전히 

모호한 기준에 의해 심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니 한국만화에 있어서 검열은 그저 

과거의 일로 치부될 수는 없는 셈이다.

무엇보다 권력이나 사회적 이슈로 인해 부당한 제재를 당하고 그로 인해 창작의 자유가 가로막히는 경험은 

특정한 작품 그리고 특정한 개인에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한, 두개의 사례가 쌓이고 거듭될 때마다 그것

은 모든 창작자들에게 자기검열을 요구하는 한국만화 전체의 경험으로 자리 잡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마음 

놓고 창작할 수 있는 자유가 사라지고, 그로 인해 창작의 의지가 꺾이게 된다면 그것은 문화적으로 그리고 

산업적으로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만화 검열의 역사展 ‘빼앗긴 창작의 자유’>는 그러한 의도에서 기획되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기억을 통해 다시는 불행한 일들이 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불행한 

일들이 다시 재생되지 않음으로써 지금보다 더욱 밝은 한국만화의 미래를 위함이다.

망각으로 지워야 할 시간이 아닌 

기억으로 가치를 찾아내야 할 때
검열, 檢閱



현대사가 지닌 혼란의 시간 속에서 검열은 비단 만화에게만 부여

된 형틀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화가 경험한 검열에 

관한 피해의 정도는 무언가와 비교를 불가하게 만든다. 그것은 

1970년대 수천, 수만 권의 단행본을 모아놓고 공공연히 ‘화형식’을

벌였다는데서 단적으로 확인된다. 1990년대 후반에는 산업계 

전체를 망가뜨리는 탄압이 자행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는 우리 

만화의 저력은 사실 놀라운 일이기도 하다. 이제 여기에 아팠던 

상처들을 한 자리에 정리해놓는 것은 이 또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할 모두의 경험이며 역사이기 때문이다.

PART.Ⅰ 
검 열 의 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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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년 6월 2일 창간된 <대한민보>에는 이도영의 ‘삽화’가 

창간호부터 실렸다. 이 작품은 우리나라 근대만화의 효시로 

불리는 작품. 특히, 세태에 대한 풍자와 민중에 대한 계몽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특히 일제에 대한 비판도 자주 선보였다. 

그로 인해 일제에 의해 이도영의 작품은 자주 검열을 당했고, 

여러 차례 먹칠을 당한 채 신문이 발행됐다.

1909.8.12, 1910.6.26, 1910.6.30 
시사만화가 삭제된 채 발행

1910.8.18 
압수

1910.8.31
한일병탄조약 체결로 대한민보 폐간  

<대한민보> 이도영 ‘삽화’ 먹칠된 채 발행
1909.8ㅣ8월 12일자

<동아일보> 1958년 1월 23일자에 발표된 <고바우 영감>의 이른바 ‘경무대 똥통사건’은 ‘경무대(현 청와대)에

서는 똥 치우는 사람도 권력이 있다’는 내용으로 당시 이승만 정권을 풍자했다. 이 작품으로 인해 김성환 작가는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고바우영감>의 ‘경무대 똥통’ 사건ㅣ1958.1

1909년 <대한민보>에 발표됐던 이도영의 <삽화>로부터 한국만화의 

역사는 시작된다. 그러나 그것은 곧 만화검열의 시작도 함께 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니 일제의 탄압에 의해 발표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한편, 해방 이후 1950년대에는 거리에서 만화를 대여해주는 만화방이 

성행하였고, 이에 불량만화 단속이 대두된다.

1909-
1950년대

Ⓒ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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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958년 2월 22일자 칼럼 ‘정신위생과 소년범죄’에서 “검열과 단속불충분으로 

인하여 각종의 저속한 대중잡지ㆍ만화ㆍ연극ㆍ영화 등의 내용이 미숙한 소년들에게 폭행범

죄ㆍ잔인한 행동들로의 강한 자극을 주고 있는 것을 큰 원인의 하나로 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실렸다. 이를 통해 당시 만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신문칼럼 ‘정신위생과 소년범죄’에서 검열 언급
1958.2.22ㅣ동아일보ㅣ오석환

<동아일보> 1959년 6월 13일자 기사 ‘아동도서선정위를 구성(兒童圖書選定委를 構

成)’에서 불량만화에 대한 단속방법이 제시되었다. 

해당 기사에서는 “12일 오후 문교부에서는 감수성이 강한 아동들의 건전한 정서를 보호

하고 이들의 맹목적인 모방에 의한 비도덕적 행위를 막아내어 도의교육의 뒷받침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자, 문학가, 만화가들에 의한 연석회의가 열렸다.”면서 “16인의 

연석회의에서는 불량만화에 대한 단속방법을 법적인 조치보다는 양서를 더 많이 내는 

것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아동도서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아동도서선정기준’을 

마련키로 합의하고 문교부에 초안을 제시하기로 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아동도서선정위’ 구성에 관한 신문기사ㅣ1959.6.13ㅣ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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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5.16군사정변 이후 만화나 잡지를 비롯한 많은 언론출판물은 정권의 감시 아래 놓이게 된다. 이에 1961년 12월, 

원로만화가들과 출판업자들로 구성된 한국아동만화자율회가 세워지고, 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된다. 명분은 만화의 

일정한 질을 유지함이었으나 ‘검필’ 혹은 ‘심사필’ 도장이 찍혀야 출판 가능해짐으로서 실질적인 검열의 형태였다.

한국아동만화자율회 신설ㅣ1961.12

<동아일보> 1962년 10월 8일자 기사 ‘어린이와 불량만화’에서는 “불량만화 범람이 간과하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화되고 있어 치안국과 한국아동만화윤리위원회에서는 거리의 불량만화를 

단속하기 시작하였다고 보도되었다.”는 내용이 실렸다. 또한 “작년 12월엔 한국아동만화윤리

위원회가 발족하여 출판의 사전검열을 실시하기 시작했고, 지난달까지 약 이천오백 종, 그러

니까 한 달에 약 이백오십 종의 어린이 만화를 검열하여 그 가운데 상당한 수는 출판을 불허하고 

반환하였다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기사를 통해 1960년대 초반 만화에 대한 당국의 검열이 수시로 진행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문기사 ‘어린이와 불량만화’ㅣ1962.10.8ㅣ동아일보

전국적으로 확산된 만화방으로 인해 만화가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모습이 

뚜렷해진다. 이에 따라 만화 공급을 위한 만화전문출판사의 증가, 신진작가의 

등장, 그리고 장르의 다양화를 불러온다. 그러나 ‘합동’에 의한 유통의 독점은 

만화의 질 저하를 야기하였고 근절되어야 하는 사회악으로 거론된다.

1960년대

박기정 <레슬러> 1965



018

Part.Ⅰ 검열의 시간

019 

<동아일보> 1962년 12월 15일자 기사 ‘독서안내’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오락을 위한 

만화는 많이 나오고 있다. 그것도 천하고 난잡한 만화책이 어린이의 곱게 자라는 마음을 

좀먹고 있다.”면서 “이름난 만화가의 건실하고도 유익하며 재미나는 만화책들이 아니라 

남의 것을 표절하거나 모작한 것 대부분이 무책임한 것들로 그득하다. 그래서 종종 당국

에서는 그 단속에 손을 뻗어 해로운 만화책을 압수하고 있다.”고 알리고 있다.

1960년 중후반, ‘합동’에 의한 유통 독점이 구축되고 그에 따른 무분별한 만화의 대량

생산은 만화에 관한 부정적 사회 인식과 더해져 만화가 6대 사회악 중 하나로 지목되는 

사태를 낳게 한다. 이후 만화는 지속적으로 ‘불량’의 대명사로 얘기되었고, 5월이면 

만화를 쌓아놓고 태우는 일이 벌이지기도 했다.

한국아동만화윤리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한국아동만화자율회는 해체된다.

만화가 6대 사회악 중 하나ㅣ1967

한국아동만화자율회 해체ㅣ1968.8.31

신문기사에서 “해로운 만화책 압수” 언급ㅣ1962.10.8ㅣ동아일보

한국아동만화자율위원회가 1968년 7월 1일~1968년 8월 28일까지 작성한 사전심의 장부

출처 I 이용철 ‘1967~8년 한국아동만화자율위원회 사전심의 장부 연구’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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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68년부터 문화공보부 주도 아래 아동만화정화대책을 수립하고 만화사전심의제도를 

시행한다.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한국아동만화윤리

위원회를 신설한다.

내부강령인 한국아동만화윤리강령, 한국아동만화실천요강 등을 제정, 9월 9일부터 작품 발표 

전에 원고를 검열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검열을 통과하지 못한 작품은 연재할 수 없다는 내

용이 명문화되었다. 이 규정은 <라이파이>, <도전자>등과 같은 인기작들을 통해 부흥했던 대

본소만화가 몰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편, 이 강령에는 용지, 판형, 편수, 쪽수까지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에 

의해 1968년 이후 선화지는 갱지로 대체되었고, 국판은 4x6배판으로, 편수 또한 상중하 3권

으로, 각 권은 130쪽 이상 분량으로 규격화된다. 이는 곧 어떤 스토리라도 상중하 3권 안에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된다는 규제를 의미한다.

9일에는 시울시경에 의해 남산 야외음악당 앞에서 불량만화 등 51,000권이 불태워졌다. 

한국아동만화윤리위원회 신설ㅣ1968.9 불량만화 소각ㅣ1969.5

1968년 10월 11일, 박기정 초대회장, 권영섭 부회장, 이근철, 김기백, 신동우, 백산, 손의성, 서정철, 심명섭 

이사 체재로 아동만화가협회가 시작된다. 결성 후 한 달 동안 세차례에 걸친 서류 심사를 통해 초대회원 

147명을 정식으로 가입시켰다. 

성적인 표현, 폭력적이거나 잔인한 표현, 범죄행위의 묘사, 저속한 대사나 유행어의 사용, 기타 소재 자체가 

아동이나 청소년 만화에 걸맞지 않은 것들이나 비도덕적이고 반인륜적인 것들, 맞춤법이 틀린 것까지 심

의의 기준은 광범위했고 자의적이었다. 

예) 박기정의 <레슬러> 표지 : 여자주인공이 남자주인공에게 물을 뿌리는 장면이 심의에서 지적당함. 

예) 길창덕 연재만화 <소원군>과 <0점동자>는 제목이 저속하다는 이유로 작품연재를 조기하차 당함. 

1 박기정 <레슬러> 미발표 표지
2 길창덕 <0점동자> 1981

1 2

한국아동만화가협회 결성ㅣ1968.10

박기준 <사병 두통이> 상중하, 1975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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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동만화윤리위원회(1968년 창설), 한국도서출판윤리위원회(1969년 창설), 한국잡지윤리위원회(1965년 창설)가 1월 21일 한국도서잡지

윤리위원회로 통합되었다. 이후 만화는 도서잡지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만 정식 출판될 수 있었다. 심의에 들어간 만화원고는 통과, 

수정통과, 전면수정, 폐기 중에서 결과를 받았다.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는 아동만화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위원 9명이 심의하도록 한다. 당시 전문위원 구성은 출판사 대표 2인, 만화가 

2인, 교육자 1인, 문학가 1인, 여성단체 1인, 내무부 청소년관계자 1인, 기타 1인으로 구성되었다.

한국아동도서보급협회는 아동도서정화계획을 발표해 만화방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강화하도록 했다.

1. 가게 안에서 불량식품을 팔지 못하며

2. 텔레비전 상영을 못하며

3. 대중잡지 혹은 어른용 오락잡지를 함께 두지 못하며

4. 독서에 적당한 환기장치와 조명장치를 해야 하며

5. 학교주변이나 우범지역에서 3배m이상 떨어져야하고

6. 가게의 넓이는 최소한 5평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이 같은 기준은 당시 영세한 만화방으로서 충족하기 쉽지 않은 

내용들이었다.

1월 31일, 당시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던 정병섭 군이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평소 만화를 탐독하고 만화주인공 

흉내를 잘 내던 만화광 정병섭 군이 이날도 만화가게에서 만화를 

보고 온 후 누나에게 ‘만화는 사람이 죽었다가도 살아나더라. 나도 

한 번 죽었다 살아날 수 있는지 시험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기사화되었고, 이에 정부와 언론은 사건의 모든 원인을 

만화로 돌리게 된다.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 등장ㅣ1970.1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 아동만화전문위원회 구성하여 심의ㅣ1972.3

아동도서정화계획 발표ㅣ1971.2 정병섭 군 자살사건ㅣ1972.1

심의기구가 거대화되고 성인만화에 대한 심의까지 확대되면서 만화에 

대한 규제는 정점을 이룬다. 특히 불량만화에 대한 논란은 초중고등

학교에서 캠페인을 벌일 정도로 끊임없이 사회문제화 되었다.

1970년대

<서울신문> 6월 19일자 <까투리여사>는 농림부 권장사업을 다루었는데, 그 

내용이 새마을운동을 비판한 것으로 오해받아 초판이 나간 후 2판에서 다른 

만화로 교체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문제가 되어 6월말 윤영옥 작가는 권고

사직 당하고 <까투리여사>는 6월 19일자 제1488회로 중단되었다. 작품은 

5년이 지난 1977년 7월 25일에야 연재재개 될 수 있었다.

1974년 당시 고우영의 <수호지> 등 성인만화가 유행하자 한국도서잡지

윤리위원회는 3월 7일에 <수호지> 2~3호를, 6월 28일에는 장병욱의 

<성인극화 대부> 1권을 경고 처분했다. 이어 12월에는 성인만화윤리

실천요강을 제정하여 성인만화에 대한 사전심의를 시작했다.

<까투리여사> 새마을운동 비판했다는 이유로 연재 중단
1972.6

성인만화 사전심의 시작ㅣ1974

Ⓒ윤영옥

고우영 <수호지>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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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심의기구가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에서 한국도서출판잡지주간신문윤리위원회로 

바뀌었다. 당시 도서윤리위는 만화문화의 특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의학계, 문화계 

인사들을 심의위원으로 주로 참여시켰고, 이로 인해 불량만화 관련 문제가 끝임 없이 

제기됐다. 한편으로 불량만화논란에 대한 정당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각급 사회단체나 

초중등학교를 동원해 관제캠페인을 연례행사처럼 진행했다.

성인만화에 퇴폐적인 내용들이 실렸다는 이유로 일제단속이 실시됐다. 

이후에 성인만화윤리실천요강이 폐기되어 성인만화를 심의대상에서 

제외시키게 된다. 이것은 이후 모든 만화들이 아동 및 청소년용으로만 

출간해야 했음을 의미한다.

가령, 성인대상의 고우영의 <삼국지>(우석출판사) 경우 초판에 비해 

많은 분량이 아동 혹은 청소년 시선에 맞춰 가위질을 당했다.

심의기관 한국도서출판잡지주간신문윤리위원회로 변경ㅣ1976.6

성인만화 일제단속 실시ㅣ1977.1

12월 28일에 개정된 미성년자보호법으로 인해 불량만화는 미성년자에게 판매 및 대여가 

전면금지 되고, 발각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12.12 군사반란 후 신문사에 계엄사 

소속 검열관이 상주해 신문만화를 사전검열한다. 이렇게 시작된 시사만화에 대한 검열은 

1980년대로 넘어가면서 계속되었고, 시사만화가들은 검열을 피해 표현하는 방식을 찾아야 

했다.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못하여 광주식당으로 애둘러 표현한 

<왈순아지매>의 내용은 그러한 사실을 대변해보인다.

불량만화 미성년자에게 판매 및 대여 금지ㅣ1979.12

Ⓒ정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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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서출판잡지주간신문윤리위원회에서는 ‘만화정안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77년 2월 1일 이전에 발행되었던 만화를 재발행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재심의를 받을 것.

2. 성인을 대상으로 한 만화라도 청소년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삼갈 것.

3. 어린이와 어른간의 관계를 지나치게 희화적으로 표현하여 어른에 대한 존경심을 잃게 

    하지 말 것.

4. 역사적 사실을 다룰 때는 항상 정통성을 유지하고 고증에 철저를 기할 것.

    전시, 전설 등의 내용을 다룰 때도 그 시대적 배경에 주의를 기울일 것. 

5. 반공, 새마을, 독립운동에 관한 내용은 신중을 기해야 하며 이를 빙자한 폭력, 잔인, 선정

    적인 표현 등을 삼갈 것. 

6. 살상, 보복 등을 주제로 한 무협물이나 범죄수사물은 가급적 피할 것.

7. 과학적 근거가 희박한 공상과학물은 가급적 피할 것.

8. 해외만화, 특히 일본만화를 무분별하게 복사하여 경쟁적인 출판을 함으로써 출판인의 

    품위와 긍지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것. 

9. 아동에게 아무 보탬을 줄 수 없는 저질 또는 무가치한 내용을 피할 것.

10. 범죄행위 또는 비도덕적인 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보이게 하는 표현을 금할 것.

11. 표준말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방언, 은어, 비속어, 저속한 유행어 등을 사용치 않도록 

     할 것. 

12. 성인사회의 지나치게 어두운 면이나 이성 간의 불건전한 애정관계 등 사회도덕과 미풍

     양속을 해치는 표현을 삼갈 것.

13. 사행심 또는 미신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삼갈 것. 

14. 만화내용에 광고성을 내포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15. 등장인물의 묘사가 천박하거나 흉측하지 않아야 하며 그 차림새 등이 불량 또는 사치스

    럽치 않도록 할 것

16. 문맥의 불통, 불필요하고 어색한 인명의 사용 또는 외래어 조어를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17. 저작자명을 조작표시하거나 다른 작가의 작품을 표절 또는 두드러지게 모사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1980년 11월 21일, 국무총리 직속기구인 사회정화위원회가 불량

만화 출판 및 제작자 14명을 구속했으며, 문화공보부는 만화방, 

서점 등을 일제 수색하여 불량만화 총 395종 28,261권을 적발

하고 만화가 69명을 당국에 고발한다.

도서윤리위 내부규정인 아동만화심의기준을 제정하고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만화윤리실천요강에 의해 명랑, 순정 등 13가지 

만화종류별 규제사항과 표지, 대사, 그림묘사 등에 대한 규제기

준을 명문화시킨다. 이후 이 기준은 1997년 청소년보호법의 등

장과 함께 사전심의가 폐지되기 전까지 만화가들에게 헌법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사회정화위원회, 불량만화 고발ㅣ1980.11 아동만화 심의기준 제정 및 보완ㅣ1984

80년대 초, 군사정권에 의한 언론 탄압은 시사만화에도 영향을 미쳐 여러 작가들이 고충을 겪었고, 

아동만화심의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자유로운 표현은 사실상 어려웠다. 80년대 말, 민주화는 만화

에도 파급되어 여러 신생매체가 등장하고 장르의 다양화를 가져오게 했다.

1980년대

안의섭이 <한국일보>에 연재하던 <두꺼비>의 1월 19일자 내용이 전두환대통령을 풍자

했다는 이유로 작가는 정보기관에 강제 연행되어 고문 및 가택연금 당했으며, 작품은 1년 

7개월간 중단된다. 당시 각 언론사 기자들은 시국선언 및 철야농성을 했고, 제 1야당이던 

신민당과 김수환 추기경도 이에 동참했다고 한다.

<두꺼비> 대통령 풍자로 인해 안의섭 작가 가택연금과 연재 중단
1986.1

한국도서출판잡지주간신문윤리
위원회 ‘만화정화 방안’ 발표ㅣ1980.9

Ⓒ안의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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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선언 이후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사회 각지에 민주화

바람이 불어 언론기본법이 폐지되면서 신문만화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한국도서잡지주간신문윤리위원회가 간행물윤리위원회로 개편되었고, 그에 

따라 심의기준이 완화되어 정부에 비판적인 만화도 출판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성인만화의 수위도 높아졌고, 만화 장르가 보다 다양해질 수 있게 되었다.

<골목대장 악동이>의 이희재는 한국도서잡지주간신문윤리위원회가 주는 한국

만화상(아동부문)에 대해 수상을 거부했다. 만화문화의 건강한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온 심의 관장기구가 주는 상은 받을 수 없다 한 것이다. 이에 <공포의 외

인구단>의 이현세, <질 수 없다>의 허양만 등 청소년부문 수상자들 또한 수상

거부에 동참했다.

이희재 ‘한국만화상’ 수상 거부ㅣ1988

서울노동운동연합 노조기관지인 <노동자신문>에 4컷 만화 <깡순이>를 

연재하던 이은홍 작가가 이적표현물제작 혐의로 구속된다. 당시 이은홍은 

<깡순이> 연재와 함께 노동자임금인상 투쟁 지침을 그린 교육용 학습만화 

<사장과 진실>이 이적표현물로 분류되면서 만화가 국가보안법에 저촉된 

첫 번째 사례가 되었다.

<깡순이> 작가 이은홍 구속ㅣ1986.5

언론기본법 폐지로 신문만화 규제 완화ㅣ1987

한국도서잡지주간신문윤리위원회, 사단법인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로 개편ㅣ1989

Ⓒ이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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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모니터지침서 등장, 음대협 출현, 청보법 제정 등 다양한 형태로 만화에 

대한 규제가 나타났다. 수년간의 법정공방을 불러온 <천국의 신화> 사태는 

그러한 규제에 맞선 만화계의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1990년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좋은 만화를 골라 읽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 

아래 서울YWCA가 <만화모니터지침서>를 발간했다. 여기에는 서울

YWCA의 어린이만화 심의기준, 불량순정만화 심의기준,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심의기준, 청소년 만화심의기준 등이 수록되었다.

문화체육부는 청소년의 성폭행과 가출 등 탈선행위가 각종 

유해간행물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폭력, 

음란간행물에 대한 판매 및 유통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기 위

해 ‘청소년보호특별법’을 제정키로 한다. 규제방법으로는 

매체물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수거 또는 파기명령, 행정심판 등을 내릴 수 있도

록 했다.

9월 11일, ‘문화예술 검열철폐를 위한 토론회’가 기독교회

관에서 개최됐다. 청소년보호를 명분으로 매체에 대한 심

의를 강화하는 ‘청소년보호법’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알

려지자 9월 30일에는 한국만화가협회, 우리만화발전을위

한연대모임 등 만화관련단체 10개가 모여 ‘청소년보호법

률안 제정을 저지하기 위한 범만화인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법 제정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이어 대책추

진위원회(이두호, 이희재, 이현세, 박재동, 허영만, 장태산, 

황미나)를 구성해 투쟁을 시작했다.

만화 모니터 지침서 발간ㅣ1992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YWCA, 법제정 토론회 개최ㅣ1993

문화체육부,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해매체물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 추진 발표ㅣ1996.9.4

법률안 제정 저지를 위한 만화계 투쟁 시작
1996.9

음대협은 <스포츠조선> 불매운동을 결의하고 스포츠조선 

건전화를 위한 국민운동발대식 및 캠페인을 계획했다.

음란폭력성조장매체대책시민협의회(음대협), 
<스포츠조선> 불매운동ㅣ19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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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폐해 사례 1

- 황미나(1996) -

일본만화 해적판을 막기 위한다는 이유로 순정작가들이 당한 불이익 
1) 형광등 위에 유리판을 댄 일명 라이트박스라는 것을 이용하여 일본만화를 베끼는 출판사가 있었다. 이 경우 작가는 대부분 유령작가였는데 심의

실에서는 모든 순정만화가(남자 만화가는 제외였다.)는 뒷면에 검은 칠을 한 종이에 그림을 그리게 하였다. 그래서 순정작가들은 한 면에 검은 칠을 

한 종이를 심의실에 가져가 흰 면에 확인 도장을 받은 뒤 그림을 그렸고 심의실은 확인 도장이 없는 종이에 그린 원고는 심의를 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불법 출판사들은 라이트박스의 조도를 높여서 여전히 복사를 했고 자신의 작품을 그리는 작가들만 모독을 당한 것이었다.

2) 순정 만화가는 한 달에 한권 이상을 그리면 안되었다. 그것은 일본만화를 복사하면 많이 그리기 때문에 한 달에 한권만 그리게 하면 복사만화가 

줄 것이라는 이유였으나, 어차피 유령작가인 해적판은 수많은 작가 이름을 만들어서 여러 제목의 작품을 만들어 내었고 작가들은 창작의욕과 능력이 

있어도 한 달에 한권만 그린 후 놀 수밖에 없었다.

여러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삭제되었던 것들
1. 작품에 담배를 피우는 성인남자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전 권에 걸쳐 담배를 피우는 내용 삭제’라는 심의결과가 나와 지울 수밖에 없었다.

2. 벽면에 걸려있는 액자를 화면상 비워놓은 경우가 많았다. 심의결과는 ‘빈 액자를 채우시오’였고, 심의실에 이유를 물어보니 ‘심의 도장을 받은 후 

    선정적인 그림을 그리면 안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3. 뒷머리나 앞머리가 조금이라도 긴 남자가 등장하면 ‘단정치 못한 장발 삭제’라는 심의결과가 나와서 삭제할 수밖에 없었다.

4. 표지에 등장한 인물이 몸을 돌리고 있어서 얼굴이 코만 조금 보이고 눈과 입이 보이지 않게 그린 경우가 있었으나 ‘눈과 입이 없는 비정상적이고 

    혐오스러운 인물수정’이란 심의결과로 앞을 보고 있는 인물로 다시 그려야 했다.

5. 연인이건 부부건 남매건 어른과 아이건 남녀의 포옹은 무조건 삭제였으며, 심한 경우 남녀가 마주보고 있는 장면에서 ‘애정스러운 분위기 삭제’

    라는 심의도 있었다.

6. 무릎이 나오는 치마는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수정해야 했다. 무릎아래 까지 오는 길이의 치마를 입은 여학생이 무릎을 꿇고 앉아 무릎이 살짝 보이는 

     것도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수정되었다.

7. 여자 등장인물이 고개를 들고 있으면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삭제, 혹은 수정되었다. 그것이 왜 선정적인지 나 자신도 알 수 없었다.

8. 발레공연에 등장하는 남성무용수의 벗은 상체는 선정적이므로 옷을 입힐 것.

    - 이것은 분명히 ‘현대발레’라는 명칭을 계속 붙이고 있었고, 현대발레에서 남성 무용수의 의상은 상의를 벗은 것이 기본이다.

9. 남자 주인공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대학교를 휴학하면서 캠퍼스의 추억을 그리는 장면에서 “교정의 철쭉꽃, 교정의 최루탄 가스”라는 대사와 달리는 

    학생들을 그렸으나 무조건 삭제되었다.

10. 남녀 주인공의 양부모가 사업이 망해서 몸이 약한 어머니가 파출부를 나가서 심한 일을 하다 과로의 병으로 쓰러지자 아버지가 술 마시고 한탄을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파출부는 일하는 기계지 기계. 아파도 일을 하고 쓰러져도 일을 하는 기계..’란 대사가 나오자 ‘파출부를 기계로 묘사한 

     비현실적인 내용 삭제’와 함께 전권에 걸쳐, ‘파출부란 단어와 파출부에 대한 내용을 가급적 사용하지 말 것’ 이라는 심의결과가 나와 일하는 

     기계는 일하는 사람으로 바꾸고 파출부에 대한 내용을 대부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11. 전권에 걸쳐 ‘자본주의, 부익부 빈익빈, 사회의 모순’ 등의 대사는 모두 삭제 할 것.

12. 「내 월급만큼 술을 먹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 나도 열심히 벌어서 잘 살고 싶어.」등 가난과 돈의 이야기를 하는 여주인공의 대사는 이유 없이 

     모두 삭제 판결을 받았다.

13. 남녀 주인공이 성장한 후 어린 시절의 껌팔이 두목이 나타나, 「나쁜 짓」을 함께 할 것을 요구하자 주인공이 거절, 두목이 보복하는 내용이 있었

     으나 삭제되었다.

14. 주인공이 울분을 참지 못하고 그들을 때린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그림은 때리는 장면을 그리지 않았었다. 그러니 이 또한 경찰을 무시한 개인적 

     보복이라는 이유로 삭제되었다.

15. 남자 주인공이 어느 윤락가 여성을 우연히 만나는 내용이 있었다. 흔히 말하는 선정적인 장면도 없었고, 그녀가 윤락여성이란 말도 나오지 않았

     으며, 그저 그 윤락여성이 화투로 운세를 떼어보는 장면으로 암시를 줄 뿐이었다. 이 장면에서 윤락여성이 하는 ‘그래도 우리에게도 꿈이 있어요’

     라는 대사는 이 작품의 주제였으며, 주인공은 그녀를 보고 자신의 처지에 감사하며 희망을 갖는 것이 그 장면의 내용이었으나, 창녀촌과 창녀를 

     그렸다는 이유로 전체 삭제되었다.

※1. 위의 13,14,15번의 이유로 이 작품(우리는 길 잃은 작은 새를 보았다)은 폐기처분을 받았다.

       ‘전권에 걸쳐 법치국가에서 경찰을 무시한 채 나쁜 짓을 자행하며 보복을 하는 내용과 또한 주인공 역시 경찰을 무시한 채 개인적 보복을 하는 

       내용, 청소년에게 보여서는 안 될 창녀촌과 창녀가 등장하는 장면 등이 나옴으로써 이 작품을 폐기 처분한다.’

※2. 이 작품을 하는 도중 「현대사회모순비판금지」라는 빨간 글씨가 적힌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 봉투에는 심의실과 문공부의 도장이 함께 찍혀 

       있었다.

※3. 위의 작품을 94년 8월 다시 출판 할 때 내용자체를 바꿨기 때문에 복구가 불가능한 것은 할 수 없지만 복구가 가능한 대사 몇 가지와 그림 몇 

       컷트와 함께 윤락여성을 만나는 부분을 삽입하여 심의를 받았으나 역시 완전히 삭제 당했다.

부당한 심의사례에 대한 보고문

- 황미나 -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매체물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청소년법)은 유해한 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하에 만화의 사전심의를 

가하겠다는 법적 장치이다. 청소년법의 제정 목적은 분명 우리 청소년들을 유해한 저속문화로부터 지키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때에 따라 

정치의 노리개로, 혹은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억지 주장의 근거로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병폐를 낳아왔다. 그런 부당한 병폐들이 작가의 창작력을 얼

마나 저해시켜왔는지, 더 나아가 우리 한국만화의 발전에 얼마나 큰 장애가 되어왔는지에 대한 실제 사례를 들어본다. 이것은 현역작가들의 구술

을 채집한 것이다.

사례1) 처음 내가 심의라는 이름을 접하게 된 것은 문하생 수업을 쌓던 1969년경이었다. 술에 취해 들어온 선생님께서 원고뭉치를 나에게 던져주

시며 배경을 모두 고치라는 어이없는 주문을 하였다. 당시 작품은 가난한 고아 출신의 고학생이 구두를 닦으며 세상풍파를 헤쳐 나간다는 줄거리로 

작품의 배경은 판자집들이 모여 있는 달동네 빈민촌이었다. 심의실의 요구는 남루하고 더러운 빈민촌을 묘사, 서울의 궁색함과 나아가서는 대한민

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으므로 수정을 하라는 것이었다. 원고는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쳐 배고프고 가난한 주인공의 옷은 깨끗해지고(구멍이 

나고 해지고 꿰매어 입은 누더기 옷까지 수정하라고 요구) 연탄불조차 없는 추운 겨울 방에서 새우잠을 자야 하는 주인공은 번듯한 주택, 멀쩡한 

가재도구 안에서 오들오들 추위에 떠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연출해야만 했다. 6~7년 후 당시의 선생님은 이민을 가셨다.

사례2) 1970년경으로 기억한다. 출판사에서 처음으로 고료를 받았다며 기뻐하던 선배 한분이 심의의 벽에 부딪힌 것이다. 문제가 된 것은 개가 말을 

하는 장면이었는데 심의실 측은 어떻게 개가 말을 할 수 있느냐며 수정을 요구했다. 당시 미키마우스라는 월트 디즈니의 유명한 작품이 이미 국내에 

선보인 상태고 국내작품 중에서도 동물들이 등장하여 말하고 행동하는 작품들이 다수 있었건만 유독 그 선배의 작품만은 심의 통과가 안되었다. 

결국 그 작품은 출판되지 않았으며 실의에 빠진 선배는 과음을 하고 자취방에서 자다가 연탄불 가는 것을 잊는 바람에 한겨울에 동사하였다.

사례3) 1973년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추리기법을 이용한 탐정물을 기획한 적이 있다. 일종의 형사물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범인이 범행 

후 도주를 하는 장면이 등장했다. 심의실은 그 장면을 두고 요구하기를, 도망가는 범인에게 추격하는 경찰이 ‘서랏’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망하는 장면은 경찰의 공권력을 무시한 작품이라며 수정을 명하였다. 그런데다가 대한민국에 실재하지도 않은 탐정이라는 직업인을 등장시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결정 하에 출판금지까지 명하였다. 작품이 출판되지 못한 탓에 출판사에 원고료를 환불해야만 했다.

사례4) 1970년부터 1980년까지는 특히 심의 규제가 엄격한 시기였다. 남매가 한방에서 잠을 자는 장면은 이성간 접촉이라는 이유로 불가. 이성간에 

그리움을 나타내는 듯한 묘사 절대 불가. 총구가 정면으로 향하여 독자를 겨누는 느낌을 주는 장면 불가. ‘죽고 싶다’ ‘죽겠다’ 등의 표현은 염세주의, 

허무주의를 국민들에게 전파하여 사회 분위기를 음울하게 만들 여지가 있으므로 불가. 레슬링 만화는 폭력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불가. 권투경기 

묘사에 있어서 치고받는 난타전은 3쪽 이상 그리면 안 됨. 역사물과 무협물에서 칼과 창, 활 등의 무기 사용 금지. 화려한 여자 주인공은 독자들로 

하여금 욕정이나 이성의 감정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불가. 웃옷의 단추를 하나 풀어놓는다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은 장면은 불량기를 조장한

다는 이유로 불가.

사례5) 한일경제협력제안이 국가안건으로 떠올랐을 때는 독립군이나 일제에 대한 투쟁만화를 그리지 못하게 하였다. 지금까지도 독립군이라든지 

항일투쟁에 관한 번듯한 작품 하나 없는 것은 그때 심의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였다.

사례6) 반공만화의 경우 거의 무수정 통과되는 탓에 반공을 테마로 하는 전쟁만화를 전문적으로 그리던 작가들이 있었다. 그러나 남북적십자 회담

으로 화해무드가 조성되고 처음으로 통일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그러한 반공만화에도 심의의 칼날을 들이대기 시작했다. 전쟁

만화에 총과 칼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장르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아서 실제로 당시 전쟁만화를 전문적으로 그리던 작가 중에 직업을 포기한 

사람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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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3월 7일에 청소년보호법이 법률 제5297호로 제정됐고, 동년 7월 1일에 발효됐다. 7월 5일, 문화체육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신설되어 위탁 등을 통한 매체물심의를 했고 ‘청소년유해매체’ 표시규정을 만들어 

음란만화에 대한 검열을 시행했다. 유해매체물로 결론 난 작품에 대해서는 수거, 파기, 시정 등의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한편, 간행물윤리위원회는 법정기구로 격상되었고, 청소년 권장도서 발표 및 도서, 잡지, 만화, 전문신문, 전자

출판물 등 제반간행물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하게 됐다. 이때 만화에 대한 사전심의가 36년 만에 사후심의로 

변경됐다.

7월 15일,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문화체육부 직속기관으로 설치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700여종, 510

만 권의 만화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기준을 근거로 유해매체로 판정했다. 여기에는 이두호의 

<객주>, 이희재의 <성질수난>, 허영만의 <닭목을 비틀면 새벽은 안 온다>, <오! 한강>, <들개이빨> 

그리고 일본만화 <짱구는 못말려> 등의 작품이 포함됐다.

7월 23일, 이 목록을 기준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미등록출판사 대표 및 만화방업주 142명을 불량

만화 유통 혐의로 입건했다.

청소년보호법 시행, 청소년보호위원회 신설, 본격적 만화사냥 시작ㅣ1997.7

청소년보호위원회, 불량만화 1,700여 종 510만 권 
청소년유해매체로 판정ㅣ1997.7

4월 15일, 음대협은 미성년자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3개 스포츠신문 대표이사와 편집국장 그리고 

만화작가와 소설가 등 30여 명을 고발했다. 이로 인해 스포츠신문 연재작가 배금택, 이두호는 검찰에 

소환됐다.

10월 13일, 전국아마추어만화동아리연합(ACA, 회장 박은실) 회원 200여 명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사전심의 폐지를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매체물 규제에 대한 법률안’이 준비되기 시작하자 11월 3일 ‘만화

심의 철폐를 위한 범만화인 결의대회’가 여의도광장에서 개최됐다. 허영만, 이현세, 박재동, 

황미나 등이 주축이 되어 만화가, 아마추어 만화인, 만화전공 대학생 700여 명이 여의도광

장에 모였고, 이후 이날을 ‘만화의 날’로 지정하게 된다. 당시 만화심의 철폐 추진위원장을 

황미나가 맡았다.

음대협, 스포츠신문 고발ㅣ1997.4

전국아마추어만화동아리연합, 마로니에공원에서 시위ㅣ1996.10

만화심의 철폐를 위한 범만화인 결의대회 개최ㅣ1996.11

034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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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세는 7월 19일에 검찰소환 통보를 받았으며, 7월 23일에는 법정에 출두한다. 만화인들은 ‘표현의 

자유수호를 위한 범만화인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7월 29일 한국만화가협회 등과 공동으로 정부의 

만화탄압에 대한 범만화인 성명서를 작성하여 투쟁한다.

‘스포츠신문 연재작가의 소환, 경찰의 마구잡이 만화단속, 이현세 씨 소환,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검열강

화 등 일련의 사태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창의적인 상상력에 고삐를 채우는 것이다. 

창작의 자유와 청소년의 문화적 권리를 억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까지 유린하는 검경의 만화탄

압에 모든 만화인들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표현의 자유수호를 위한 범만화인 비상대책위원회(공동대표 권영섭, 이두호) -

당시 범만화인 성명서에 담긴 ‘우리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검경은 만화 및 대중문화에 대한 마구잡이 단속과 무차별적 규제를 즉각 중단하라.

2. 정부는 위장된 검열을 일체 중단하고 표현 및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라. 

3. 정부는 ‘검열보호’에 급급한 ‘청소년보호법’을 폐기하라.

4. 청소년들의 창의적이며 자율적이며 다양한 문화활동을 보장하라. 

‘젊은작가모임(젊작모 : 장태산, 원수연, 권가야, 이충호, 문정후, 전세훈, 박찬섭, 강웅숭 등)’은 절필선언, 

홍보물 배포, 팬사인회, 일일감옥체험, 삭발식 등을 진행했다. 한편,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만화출판인협

회는 자율심의를 시도하였으나 무산됐다.

7월 31일, <미스터블루>, <빅점프>, <투엔티세븐> 등과 같은 주요 성인만화잡지들이 출간 중단된다.

이현세, <천국의 신화> 미성년자보호법 위반으로 고소ㅣ1997.7

성인만화잡지, 출간 중단ㅣ1997.7

Ⓒ사진제공 이두호, 이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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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 스포츠신문 3사 편집국장과 만화가, 소설가 등 총 14명이 미성년자보호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 및 약식 기소되었다.

8월 21일, 제3회 서울국제만화페스티벌 마지막 날이었던 코엑스에서 1996년 11월 3일을 기념해 향후 11월 3일을 ‘만화의 날’로 

정하기로 결의했으며, ‘만화의 날’ 기념식은 2001년 제 1회 매년 진행되어 오고 있다.

한편, 잡지 발행 중단과 만화가 기소에 항의해 서울 신촌, 종로, 대학로 등지에서 만화 표현의 자유를 위한 만화사랑 범국민 서명

운동을 벌여 1만 4천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현세는 <천국의 신화>에 대해 미성년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되어 벌

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청소년용을 별도 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용을 문

제 삼은 결과였다.

한편, 4월 30일에는 ‘출판사 및 인쇄소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 5호 중에 ‘저속한 

간행물’ 부분이 위헌 판정 받았다. 

1월 26일, 검찰은 스포츠신문에 음란, 폭력만화를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스포츠신문 편집국장 3명에게 미성년자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6개

월씩을 구형했다. 또한, 강철수, 방학기 등 만화가들에게 징역 1년씩을 구형했다.

2월 5일에는 미성년자보호법이 폐지되고 청소년보호법으로 대체되었으며, 8월 

27일에는 미성년자보호법,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불량만화’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위헌제청이 결정됐다.

스포츠신문 편집국장 등 기소, 만화의 날 지정ㅣ1997.8

<천국의 신화> 벌금 300만 원 선고ㅣ1998.2

스포츠신문 편집국장 등 14명 구형ㅣ1999

Ⓒ사진제공 이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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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이라는 새로운 형태를 통해 한국만화가 꽃을 피우게 된 반면 ‘청소년유해매체 지정’, ‘만화

사이트에 대한 접근 차단’ 등 만화에 대한 규제의 벽은 여전했다. 그 속에서 만화계 스스로 자율

규제를 위한 노력이 나타났다.   

2000년 이후

7월 18일, <천국의 신화> 음란성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났고, 이현세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다. 7월 23일에 만화인들이 탑골공원에서 모여 

침묵시위를 벌였으며, 9월에는 표현의 자유수호를 위한 범만화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는 판결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현세 작가, 항소를 통해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는다. “만화에 일부 음란하고 잔인한 

묘사가 있기는 하지만 현대 대중매체 등에서도 쉽게 접하는 수준이며 작품 중 극히 

일부분인 점, 작품의 시대배경이 원시시대인 점을 고려할 때 용인될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바로 상고했다.

2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미성년자보호법과 아동복지법에 있는 ‘불량만화’ 조항을 죄형

법정주의 위반으로 위헌 판결했다. 사유는 “미성년자보호법과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불량만화의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불량만화 : 미성년자에게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미성년자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만화]

이현세 작가는 미성년자보호법 위반혐의로 고소됐는데, 그 근거가 위헌으로 판결난 것

이다.

<천국의 신화> 음란성 유죄 판결ㅣ2000.7

<천국의  신화> 2심에서 무죄 선고ㅣ2001.6

미성년자보호법 ‘불량만화’ 조항 위헌 판정ㅣ2002.2

청소년보호법 2차 개정 시행ㅣ2001.8

Ⓒ사진제공 이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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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4일, 대법원은 ‘불량만화 조항 위헌 판결’을 기초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다. (<천국의 신화>에 관한 법정다툼은 5년에 걸쳐 

진행됐고, 그동안 50회 재판, 판사 4번 및 검사 6번의 교체가 

있었다.)

전체 100권 분량을 계획했던 <천국의 신화>는 결국 47권으로 

마무리 됐다.

<문화일보>에 연재되던 이재용 화백의 만평이 네 번에 걸쳐 발표되지 못했다. 내용은 주로 정치적 이슈나 시사

문제를 다뤘던 것인데, 게이트키핑 과정에서 실리지 못했다.

이현세 작가 무죄 확정ㅣ2003.1

<문화일보>, 신문만평 4회 누락ㅣ2004.10

Ⓒ이재용

2월 27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6

조로 설치 근거가 이관되어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었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설치 근거 이관ㅣ2003.2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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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여론은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학생자살사건을 다시 만화, 게임계로 

돌렸다. 힘과 폭력이 미화된 사회분위기를 미디어 탓으로 돌리며 영화, 만화, 게임을 

통해 폭력이 미화되고, 이런 분위기가 고스란히 교실에서 재현된다고 보았다.
4월 9일, 방심위와 만화계 간 자율규제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고 

웹툰 자율규제를 진행하기로 했다. 

3월 24일, 방심위는 레진코믹스에 대해 서비스 중인 작품 가운데 19금 

만화를 이유로 불법유해 사이트로 분류해 사이트 접속차단을 실시

했다가 3시간 만에 차단 보류 조치를 취했다. 3월 26일에는 과잉규

제라는 항의가 거세지자 접속차단을 철회했고, 제23차 통신심의 소

위원회에서 ‘시정요구 철회’를 의결했다.

4월 28일, 방심위는 레진코믹스 의결 보류 결정을 내렸고 자율규제로 

일단락 했다. 4월 30일에는 (사)오픈넷&한국만화가협회 공동주최로 

‘만화, 불법음란물 규제 앞에 서다’ 포럼이 개최됐다.
웹툰 심의를 관장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더파이브>, <전설의주먹> 

등 웹툰 23편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관련 사전통지를 보냈다. 모두 포털

사이트에 연재되고 있던 작품들로 네이버 13작품, 다음 5작품, 파란 2작품 그리고 

야후 3작품이 포함됐다.

이후 ‘표현의 자유수호와 웹툰심의 철폐를 위한 범만화인비상대책위’가 발족되었고, 

웹툰 심의에 항의하는 거리기자회견과 공청회가 개최됐다. 대책위는 ‘1997년 만화

계를 궤멸 상태로 몰아넣었던 청소년보호법 사태와 맞먹는 심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한편, 많은 웹툰 연재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에 ‘NO CUT’로고를 삽입시켜 방심위 

결정에 반대의사를 표현했다.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 사건을 만화, 게임계로 돌림ㅣ2011.12

방심위와 한국만화가협회 업무협약 체결ㅣ2012.4

레진코믹스 사이트접속차단사건ㅣ2015.3

레진코믹스 사건 자율규제로 일단락ㅣ2015.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웹툰 23편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ㅣ2012.2

Ⓒ영상제공 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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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8일자 만평이 일부기자들의 항의로 인쇄과정에서 삭제됐다. 만평의 내용은 당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맥심

(MAXIM) 표지를 패러디한 것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부도덕한 정치권력을 가진 나쁜남자로 풍자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시사만화협회는 안 좋은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다는 일부 구성원들의 선의를 이해는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결국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태어난 한계레의 설립취지에 위배된다며 재발방지를 

당부했다.

11월 3일 만화의 날, 한국만화가협회는 네이버(네이버웹툰), 포도트리 CIC 다음웹툰컴퍼니(다음웹툰), KT(케이툰), NHN엔터

테인먼트(코미코)등과 자율규제위원회 설립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만화가협회와 대형 웹툰 서비스 

업체는 1)교육, 청소년, 법, 만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율규제위원회를 구성하며, 2)자율규제의 구체적 방법과 기준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며, 3)자율규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주요 플랫폼과 업무협약을 맺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그림판 삭제ㅣ2015.9 자율규제위원회 설립ㅣ2016.11

Ⓒ장봉군 Ⓒ사진제공 한국만화가협회



만화는 그것이 독자들에게 선사하는 재미의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정치 혹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풍자라는 기법을 통하여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는 시사만화가 

그 하나가 될 것이요, 웃음과 감동을 통해 즐거움을 부여하는 대중

만화가 또 다른 하나가 될 것이다. 이에 여기에서는 한국 만화사의 

주요한 검열 사례에 대해 시사만화와 대중만화로 나눠 정리해

본다. 

PART.Ⅱ 
빼 앗 긴

창 작 의 자 유



1909년 대한민보에 발표된 이도영의 삽화로부터 한국 시사만화

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권력으로부터 수시로 검열의 대상이 되어 

왔다. 풍자라는 무기로 독재세력들과 맞서다가 때로는 지면에 

실리지 못하기도 했으며, 대사가 사라진 채 발표되기도 했다. 

때로 만화가는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낄 만큼 권력으로부터 탄

압을 받기도 했으며, 강제로 붓을 꺾어야만 할 때도 있었다. 이

러한 사례들은 한편으로 시사만화가 지니는 파급력을 반증해 

보이는 대목이다. 엄혹한 세월을 견뎌온 시간 동안 시사만화가 

독자와 대중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왔는지 새삼 

확인시켜 주는 부분이다.

시사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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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I 당대 유명화가인 안중식, 조석진으로부터 사사하여 그림을 익혔다. 1906년 대한자강회에 들어갔으며, 1907년에는 

대한협회에 참가했다. 1909년 창간된 <대한민보>에서 만평(발표명은 삽화)를 맡아 연재한다. 1909년 6월 2일자 창간호에 

실린 그의 ‘삽화’는 우리 만화의 출발점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그가 <대한민보>에 발표한 작품들을 살펴보면 친일파에 대한 

비판과 계몽의식 고취 등 시대정신을 확인할 수 있다.

이도영이 <대한민보>에 발표했던 만화들은 시대가 지닌 아픔과 현실을 날카롭게 풍자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자주 일제로부터 탄압을 받았으니 이는 곧 우리 만화 역사가 시작부터 검열과 함께 했음을 의미

하는 것이기도 하다. 1909년 8월 12일자 <대한민보>에는 만화가 들어가야 할 자리가 시커멓게 먹칠

된 채 발행되었다. 한국 만화의 공식적 역사가 시작된 지 불과 일 년 남짓한 사이에 검열에 의해 난도질

당한 현실을 반영해 보인다.

대한민보 1909년 8월 12일자 <삽화> 대한민보 1910년 6월 26일자 <삽화> 대한민보 1910년 6월 30일자 <삽화>

1884년 출생 I 1933년 타계 I 1909년 한국 최초의 만화 ‘삽화’ 발표 I 2004년 ‘한국 최초 만화가 이도영 展’ 개최

이도영

대한민보 ‘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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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고바우영감>

'경무대 똥통사건'

윤영옥 <까투리여사> 

'새마을운동 비판 오해'
1932년 출생 I 1949년 시사만화 ‘멍텅구리’로 데뷔 I 수상경력 보관문화훈장(2002) I 대표작 고바우영감, 거꾸리군과 장다리군

김성환 I 해방 공간에서 17살 나이로 <연합신문>에 작품을 발표

하며 만화가로 데뷔했다. 한국 전쟁 기간 중에 ‘고바우영감’을 탄생

시킨 후, 1955년 <동아일보>를 시작으로 50여 년간 1만 4139회를 

연재하면서 우리나라 최장수 연재 시사만화로 기네스 기록을 세

웠다. 고바우영감의 원화는 기록문화재로 등재되었다. 시사만화 외

에도 <거꾸리군과 장다리군>, <소케트군> 등과 같은 대중적인 

작품 또한 크게 히트를 시켰으며, 특히 <거꾸리군과 장다리군>은 

영화로도 옮겨진 바 있다. 

윤영옥 I <전남매일신문>에 1965년부터 1980년까지 <메뚜기>를 연재했

으며, 대표작인 <까투리여사>는 <서울신문>에 1967년부터 1994년까지 

연재했다. <까투리여사>는 연재 도중 필화사건을 겪으면서 약 5년간 연재

되지 못하기도 했는데, 이는 한국 시사만화 역사에서 대표적인 검열 사례로 

꼽힌다. 시사만화와 더불어 <엉뚱이>, <쌕쌕이>, <오똑이> 등과 같은 어린이

만화도 선보였다.

풍자는 시사만화를 정의내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하겠다. <고바우영감>은 그와 같은 만화적 기법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준 작품으로 손꼽히지만, 때로 그 탁월함으로 인해 모진 검열을 당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1958년 1월 23일 <동아일보>에 발표된 내용을 꼽을 수 있다. 작품이 의미하는 바는 

‘경무대(청와대 전신)에 있는 사람은 똥 치우는 사람도 권력이 있다’는 것으로 이승만 독재정권을 

풍자한 내용이다. 이로 인해 김성환은 당시 서울시경에 불려가 고초를 당했으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까투리여사>는 <왈순아지매>와 더불어 한국 시사만화의 독보적인 여성캐릭터로 꼽힌다. 그와 같은 캐릭

터가 검열로 인해 수년간 발표될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 1972년 6월 19일자 <까투리여사>에서 농림부 

권장사업을 소재로 다뤘는데, 새마을운동을 비방한 내용으로 오해받아 신문 초판이 나간 후 2판에서는 

다른 만화로 대체되었으나, 결국 이 작품이 문제가 되어 같은 해 6월 말 윤영옥은 퇴사하기에 이른다. 이로 

인해 <까투리여사>는 6월 19일자 제1488회로 중단되었고, 5년 후인 1977년 7월 25일에야 연재가 재개

될 수 있었다.

1939년 출생 I 2007년 타계 I 1960년 <배뚱이와 마른 공이>로 데뷔 I 수상경력 고바우만화상(2006)

대표작 까투리여사, 메뚜기, 엉뚱이, 쌕쌕이

동아일보 1958년 1월 23일자 <고바우영감>

서울신문 1972년 6월 19일자
<까투리여사>
(‘농림부→관계당국’ 수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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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태 <국제만평>

'이니셜 DJ삭제'
1942년 출생 I 1973년 데뷔 I 수상경력 봉생문화상 언론부문상(1998) I 대표작 피라미, 어리벙 씨

안기태 I 부산 및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보여준 시사만화가다. 1973년부터 부산지역 주요언론인 <국제신문>에 

‘피라미’를 발표하기 시작했고, 1980년대 언론통폐합으로 인해 해직되는 고초를 겪었다. 1981년부터는 <부산일보>에 ‘어리벙 

씨’를 연재하기 시작했고, 1988년에 일명 ‘용팔이 사건’을 만화에서 다루었다가 테러를 당하기도 했다. 1990년 <국제신문>에 

복직했으며, 국제신문에서 <7,000회 연재기념집>을 발간한 바 있다. 

검열의 칼날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수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안기태의 작품에서는 말풍선 

하나를 아예 통째로 먹칠을 해버려서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거나 혹은 복권된 정치가의 이름조차 마음

대로 쓰지 못했던 시대상을 고스란히 반영해 보인다. <국제신문> 1980년 2월 28일자 만평에서는 당시 

복권된 김대중 대통령의 이니셜 ‘DJ’가 검열에 의해 삭제되었고, 1980년 4월 16일자 4단 만화 <피라미>

에서는 세 번째 컷의 대사가 통째로 먹칠된 채로 발행됐다.

국제신문 1980년 2월 28일자 만평

국제신문 1980년 4월 16일자 <피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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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경 <왈순아지매>

'5월 광주사태 암시'

안의섭 <두꺼비> 

'전두환대통령 풍자'
본명 정광억 I 1934년 출생 I 1955년 <콩돌이 팥돌이>로 데뷔 

수상경력 위암장지연언론상(1994), 서울언론인클럽선정 언론인상(1996) I 대표작 왈순아지매, 진진돌이, 또복이, 쏘가리

정운경 I 대표 캐릭터 <왈순아지매>는 1950년대 후반 여성잡지 

<여원>을 통해 처음 발표됐고, 이후 신문에 연재되면서 시사

만화 캐릭터로 자리매김한다. <대한일보>, <경향신문>, <중앙

일보> 등에서 연재되었고, 특히 캐릭터의 대중적인 인기는 이 

작품이 영화와 드라마로 만들어졌다는데서 증명된다. 또한 <진

진돌이>와 같은 어린이 독자들에게 친숙한 작품도 선보였다. 

그 외 <또복이>, <세상참 선생>, <쏘가리> 등과 같은 대표작이 

있다.

안의섭 I 대표캐릭터 ‘두꺼비’를 통해 만화팬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특히 직설적인 풍자로 독자들에게는 시원함을 선사했으나 그로 

인해 여러 번 고초를 겪은 바 있다. 1995년 7월에 <경향신문>에서 

첫 선을 보인 <두꺼비>는 이후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

일보>, <세계일보>, <문화일보> 등 여러 지면을 거치면서 꾸준히 

발표를 이어갔다. 그 외 어린이만화로 1950, 60년대 발표한 <달

랑쇠>, <두더지>, <너구리> 등이 있다. 

‘고바우영감’, ‘두꺼비’와 더불어 ‘왈순아지매’는 한국 3대 시사만화 캐릭터로 꼽힌다. 하지만, 군사정권의 

매서운 감시 아래에서 우회적인 표현을 찾기 위해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른 작품과 다를 바 

없었다. <중앙일보> 1980년 5월에 발표된 이 내용은 그러한 사실을 압축해 보여준다. 즉, 밥맛도 없는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나와 이왕이면 ‘저집 음식 팔아주자’며 ‘광주식당’에 들어가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통해 5월 광주에 대한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1924년 출생 I 1994년 타계 I 1950년대 초 데뷔 I 수상경력 관훈언론상(1980) I 대표작 두꺼비, 달랑쇠, 두더지

안의섭의 작품이 자주 검열을 당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군사정권 당시 권력자를 다룬 

작품으로 인해 그는 상당기간 붓을 들지 못했다. 즉, <한국일보> 1986년 1월 19일자 <두꺼비>는 당시 

종양 등 건강이 좋지 않던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의 이름을 빌려 실제로는 전두환 대통령을 풍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내용으로 인해 안의섭은 당국에 끌려가 고문 및 가택연금을 당하게 되었고, <두꺼비>는 

1년 7개월 간 연재가 중단되었다.

중앙일보 1980년 5월 <왈순아지매> 한국일보 1986년 1월 19일자 <두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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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홍 <깡순이>

'노동운동 만화'
1960년 출생 I 1985년 <함께 하는 우리들>로 데뷔 I 수상경력 오늘의 우리만화상(2001) I 대표작 깡순이, 술꾼

이은홍 I 1985년 데뷔했다. 데뷔 후 노동조합 소식지나 대안매체를 통해 작품을 주로 선보였다. 당시 발표한 대표작으로 

<깡순이>, <사장과 진실>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러한 작품들이 이적표현물이라는 이유로 1980년대 당시 구속을 당하기도 

했다. 1990년대 들어서는 <세계사신문>, <한국생활사박물관> 등과 같이 어린이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화를 주로 선보였다. 

한편, 2001년에는 <술꾼>으로 오늘의 우리만화상을 수상했다. 이미지제공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은홍은 1980년대 노동현실을 만화로 옮긴 작가로 유명하다. 그는 <노동자신문>에 <깡순이>를 발표하며 

구속된 바 있다. 당시 <깡순이>는 이적표현물로 분류되었고, 그런 까닭에 이 작품은 만화가 국가보안법에 

저촉된 첫 번째 사례로 알려져 있다.

서노련(서울노동운동연합) 노조기관지 노동자신문 
1986년 2월 23일자(제11호) <깡순이> 

‘사장과 진실’ 중, 1986

‘깡순이를 구출하자’ 인쇄물 
198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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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문화일보 만평
1973년 출생 I 1998년 <부산일보>에서 시사만화가로 데뷔 I 대표작 문화일보 만평, 달팽이의 꿈, 역풍

이재용 I 대학시절 학보에 만화를 발표했으며, 1990년대 후반 <부산일보> 시사만화가 공채에 합격해 본격적으로 시사만화

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2001년 <문화일보>로 자리를 옮겨 만평과 함께 ‘달팽이의 꿈’ 이라는 여러 컷으로 구성되는 만화를 

선보이기도 했다. ‘2000년대의 박재동’이라 불리울 만큼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날카로운 풍자를 보여주었다. 2004년에는 

시사만평집 <역풍>을 출간한 바 있다. 2004년 하반기에 <문화일보>에서 그의 만평이 몇 차례 누락되었고, 얼마 후 그는 펜을 

놓았다. 현재는 창작을 접고 사업체를 운영 중이다.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 얘기를 하는 2000년대에도 여전히 시사만화가 발표되지 못한 일은 존재하고 있다. 

2004년 당시 <문화일보>에서 만평을 담당했던 이재용은 게이트키핑 과정에서 여러 차례 게재를 거부

당했다. 2004년 10월 5일자 미발표 만평은 서울시청 앞 잔디광장 집회가 보수단체에게만 허용되는 점을 

다루었고, 같은 해 10월 7일자 미발표 만평은 국정감사에서 친북교과서 논란을 일으킨 정치인의 색깔몰

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해 2004년 10월 18일자 미발표 만평은 개혁을 지향하면서도 흔들리는 

열린우리당과 개혁 자체를 방해하는 한나라당에 대해 풍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0월 29일자 미발표 

만평은 당시 ‘막말정치’로 돌아가는 정치세태를 풍자했다.

서울시청 앞 잔디광장 집회가 보수단체에게만 

허용되는 점 비판.

2004년 10월 5일자 미발표 만평

개혁을 지향하면서도 흔들리는 열린우리당과 개혁 

자체를 방해하는 한나라당 풍자.

2004년 10월 18일자 미발표 만평

국정감사에서 친북교과서 논란을 일으킨 

정치인의 색깔몰이 비판.

2004년 10월 7일자 미발표 만평

다시 막말정치로 돌아가는 세태 풍자.

2004년 10월 29일자 미발표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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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봉군

한겨레신문 만평
본명 김주성 I 1992년 시사만평으로 데뷔 I 주요수상 한국기자협회 이달의기자상(1997), 올해의시사만화상(2011) 

대표작 한겨레 그림판

장봉군 I 1990년대 초, <한겨레신문>의 독자투고를 통해 시사만화를 선보이기 시작했다. 1992년부터 1996년까지 한겨레신문 

‘초대그림판’을 연재하였으며, 1996년에는 약1년간 <문화일보>에서 만평을 선보였다. 1997년에 다시 <한겨레신문>으로 

돌아와 2015년까지 작품활동을 이어왔다. 2000년에 결성된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현 전국시사만화협회)의 초대 회장을 

지냈다. 2015년 9월 8일자 한겨레 그림판에 그의 만평이 실리지 못했고, 2017년 현재 그는 퇴직했다.

신문사 내부의 편집과정에서 만평이 게재되지 못하는 일은 2015년에도 발생했다. <한겨레신문> 2015년 

9월 8일자 미발표 만평은 유명잡지 맥심(MAXIM) 표지를 패러디한 것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부도덕한 정치

권력을 가진 나쁜 남자로 풍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여성혐오나 비하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실리지 

못했다. 삼성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다룬 2015년 5월 28일자 만평은 핵심문구가 변경되어 실렸으며, 

문화권력 및 언론권력을 다룬 2015년 6월 25일자 만평에서는 특정인물의 얼굴이 가려진 채 발행되었다. 

잡지 맥심(MAXIM) 표지를 패러디하여 박정희대통령을 부도덕한 정치권력을 가진 나쁜남자로 풍자.

박정희대통령 풍자(미발표)

수정된 만평. 수정전 만평은

참여정부 책임도 거론했으나 수정당함.

삼성

백낙천얼굴 삭제당함.

문화권력만평



만화는 어린이로부터 어른까지 가장 폭넓은 향유층을 거느리고

있는 장르라 할 수 있다. 해방 이후 특별한 오락거리가 없던 1950,

60년대, 개발과 독재로 숨 막히게 지나온 1970, 80년대, 그리고 

변화를 모색하고 새로운 도전을 보여주었던 1990, 2000년에 

이르기까지 만화는 언제나 지친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웃음을 

선사했다. 그렇게 대중들과 가까웠던 만큼 수시로 검열의 대상이 

되고는 했다.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기준 때문에 창작을 통제 당

했고, 때로는 사회적 이슈의 희생양이 되기도 했다. 그 인고의 시

간을 한자리에 모아보았다.

대중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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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준

<두통이>시리즈

과거 검열의 범위는 그야말로 광범위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두통이> 시리즈 사례다. 

박기준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두통이>에서 등장인물의 이름이 ‘오징어’가 문제가 된 것이다. 즉, 

1963년에 발표된 <두통이>에서는 오징어라는 이름의 캐릭터가 등장한다. 그러나 1975년에 발표된 

<사병 두통이>에서는 오징어라는 이름 대신 오준호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발표해야 했다. 작품 속 캐릭터 

이름까지 시비거리가 되는 시대였음을 상기시켜준다. 

1941년 출생Ⅰ1957년 <두통이>로 데뷔Ⅰ대표작 두통이, 왈가닥대소동, 만화기법강좌

<사병두통이> 1975

박기준 I ‘두통이’는 그의 대표적인 캐릭터로서 발표 당시 
많은 청소년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그 외 <푸른하늘 저멀리>, 

<용감한 삼형제>, <왈가닥대소동> 등과 같은 작품을 선보였다. 

1970년대에는 만화가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별다른 만화

창작 입문서가 없던 1970, 80년대에 <만화기법강좌>와 같은 

작법서를 선보여 화제가 되었다. 최근 <한국만화야사>를 

통해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만화 역사를 정리한 바 있다. 등장인물 ‘오징어’가 ‘오준호’로 등장.

<두통이>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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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정

<레슬러>

1937년 출생 I 1956년 시사만화 ‘공수재’로 데뷔 I 수상경력 보관문화훈장(2004) 

대표작 도전자, 황금의 팔, 레슬러, 흰구름 검은구름 

심의에 걸려 미사용된 <레슬러> 표지 원안과
다시 그린 표지, 1965

박기정의 <레슬러> 3권 및 6권의 표지는 초기 안이 검열로 인해 독자들을 만나지 못했다. 3권 표지의 

경우 복장 및 인물의 자세가 노골적이라는 이유로 사용되지 못했다. 스포츠를 스포츠로 보지 않았던 

당시의 기준이야말로 너무 노골적인 검열이 아니었던가. 한편, 6권 표지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게 물을 

뿌리는 모습이 문제가 되어 사용되지 못했다. 

박기정 I 1956년 <중앙일보>에 4컷 만화 ‘공수재’를 발표하며 
시사만화가로 데뷔했다. 이후 청소년들을 주 독자로 하는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며  ‘훈이’와 ‘미미’라는 자신의 캐릭터를 만들어

낸다. 1964년에 발표한 권투소재만화 <도전자>를 비롯해 <황금의 

팔>, <레슬러> 등으로 인기몰이 하며 스포츠만화 신드롬을 불러일

으켰다. 1968년 초대 만화가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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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래

<삼팔선>

1927년 출생 I 2001년 타계 I 1954년 <붉은 땅>으로 데뷔 I 수상경력 보관문화훈장(2001)

대표작 박문수전, 무정만리, 복수의 칼, 엄마 찾아 삼만리, 흑두건, 도망자 시리즈

<삼팔선> 1969

김종래의 <삼팔선>은 작품의 내용 가운데 국군이 후퇴하는 모습이 문제가 되었다. 국군의 명예를 훼손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던 것. 국군은 무조건 승리하는 모습으로 그려져야 검열에 통과될 수 있었던 것

일까. 검열이 창작자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가로막는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 

김종래 I 군대 시절에 그린 <붉은 땅>(1954)이 첫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1970년대까지 활발한 활동을 보이며 한국 만화 초기 역사를 개척

했다. 특히 가난한 시절에 민초들이 지닌 어려움을 한(限)과 비극의 정서로 잘 표현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1969년에 발표한 <삼팔선>은 심의에 의해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78년에 절필선언을 한 후 동양화 작업에 매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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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우영

<수호지>

1938년 출생 I 2005년 타계 I 1950년대 초 <쥐돌이>로 데뷔 I 수상경력 은관문화훈장(2005)

대표작 대야망, 임꺽정, 수호지, 삼국지, 일지매, 가루지기

<수호지> 1974

고우영은 1970년대 성인만화 대중화에 있어 본격적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검열에 시달

렸던 대표적인 만화가로도 꼽힌다. 검열을 피하기 위한 노력으로 인해 혹 그가 선보이지 못했던 작품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특히 <삼국지>는 고우영이 검열을 받았던 대표적인 작품이다. 검열을 이유로 삭제된 부분들을 2000년

대에 와서 다시 복원하기도 했다. 즉, 2002년에 출간된 <삼국지>는 1979년 우석출판사에서 간행된 <고

우영 삼국지> 초판본을 저본으로 하고, 당시 검열 등의 사유로 삭제된 부분들(100페이지 이상)을 작가가 

직접 모두 복원하여 편집해서 다시 세상에 나왔다. 이처럼 복원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행운은 수많은 

검열작 가운데 매우 보기 드문 사례다. 

고우영 I 전쟁 중인 1950년 초반, <쥐돌이>를 발표하며 데뷔했다. ‘추동성’이라는 필명을 사용하기도 했다. 반세기 동안 꾸준히 활동하면서 한국 
만화를 대표하는 작가로 자리매김한다. 1988년에는 <가루지기>를 직접 감독해 영화로 옮기기도 했다. 독특한 그림체와 해학적인 묘사로 정평이 

나 있으며, 특히 한국만화사에서 1970년대 성인만화의 출발점으로 얘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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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지>

고우영 <삼국지>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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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우석출판사에서 간행된 <고우영 삼국지> 

초판본을 저본으로 하고, 당시 검열 등의 사유로 

삭제된 부분들(100페이지 이상)을 작가가 직접 

모두 복원하여 편집한 정본. 

한 일간지에 <삼국지>를 연재하기 시작했던 것이 1978년이 확실하니, 꼭 24년 전의 일이 되겠다. 달달 외고 있던 <삼국지연의>를 내 생각과 마음의 

여과기로 걸러내어 그 위에 역시 내가 만든 향료와 설탕을 뿌려 그것으로 정액을 삼아 아기를 하나 낳았는데, 그것이 <고우영 삼국지>라 불리우는 

이놈이다. 그러나 아이는 당시 군용 트럭 비슷한 것에 깔려 팔 다리 몸통이 갈갈이 찢기는 사고를 당하게 된다. 아비 되는 내가 애통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보다 더 절통했던 것은 그 불구가 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해줄 엄두를 못 내고 24세의 청년이 되기까지 길거리에서 앵벌이를 

시켰다는 사실이다. <삼국지> 그 자체의 가치라든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중국 삼국시대의 역사가 왜 필요한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함수관

계를 어떻게 풀이해야하나..... 따위의 해설을 전체 내용 속에 용해시켰던 것인데, 앞서 말했듯이 무자비한 트럭바퀴가 ‘불문곡직’ ‘밑도 끝도 없이’ 

‘생각도 없이’..... 훼손했다는 이야기이다. 아비로서 얼마나 행복한 날일까! 내 아이 <삼국지>를 다치기 전과 똑같은 상태로 치료하기 위해 정형외과

 일반외과 내과 정신과 피부과 성형외과 등등의 온갖 전문의들이 대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장갑을 벗지 않는가. 애니북스 병원 관계자들에게 

두 손으로 감사의 악수를 청하는 바이다. 

- 2002. 여름 고우영(작가의 말) -

고우영 <삼국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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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산 
본명 장태원 I 1953년 출생 I 1982년 <불꽃>으로 데뷔 

대표작 야수라 불리운 사나이, 스카이 레슬러, 나간다 용호취, 지킬박사와 하이드, 몽홀

장태산 I 1982년 <불꽃>을 발표하며 데뷔했다. 이후 <야수라 불리운 사나이>, <스카이 레슬러>, <나간다 용호취>, <풍운의 

거지왕>, <스피드홀릭>, <지킬박사와 하이드> 등을 발표하면서 박력 있는 그림체로 독자들을 사로잡았다. 2015년에는 네이버에 

<몽홀>을 발표하면서 출판만화의 틀을 벗고 디지털 작업에 새로운 도전장을 내밀기도 했다.

<야수라 불리운 사나이>에서 주인공의 공허한 감정을 검정색 빈 칸으로 표현했다가 심의실로부터 “날로 

먹으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을 받았다고 한다. 감정에 대한 작가의 독창적인 연출방식조차도 검열의 

대상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드래곤 2088>에서는 독자들을 향해 총을 겨누는 연출은 하지 말라는 

지적받기도 했고, 그림체가 거칠고 폭력적이라고 이유로 심의에 걸려 연재를 중단하기까지 했다. 

주인공의 공허한 감정을 검정색 빈칸으로 그렸더니 심의실에서 “날로 먹으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함. 심의를 피하기 위해 패싸움 하는 장면을 음료캔이 터지며 다 쓰러

트린 장면으로 그림. 이후 이 장면이 연출력 돋보이는 장면으로 꼽혀 심의가 만들어

준 의외의 장면이 됨.  

<야수라 불리운 사나이> 1979

<야수라 불리운 사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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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래곤 2088>

독자들을 향해 총을 겨누지 말라는 지적받음.

<드래곤 2088> 
월간코믹스연재, 1992

“명랑만화, 학습만화 외 작가의 의도대로 나온 작품은 거의 없었다. 정치적 이슈에 따라 출판이 금지된 작품

들이 많아 일제시대, 6.25 전쟁 등 뼈아픈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임에도 그 역사를 그린 만화가 없다. 그래서 

만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역사관이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없는 것이다” 

- 2017. 4. 28 인터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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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미나 

<이오니아의 푸른별>

1961년 출생 I 1980년 <이오니아의 푸른 별>로 데뷔 I 수상경력 오늘의 우리만화상(1999)

대표작 굿바이 미스터블랙, 우리는 길 잃은 작은 새를 보았다, 수퍼트리오, 레드문, 윤희

당시 신군부의 언론통제로 많은 잡지사들이 폐업하였음. 3월에 출판사에 원고를 

제출하였으나 5월 광주사태가 일어남에 따라 출판사의 권유로 쿠테타장면을 삭제함. 

<이오니아의 푸른별> 1980

여성만화가 가운데 특히 검열을 자주 받은 작가로 황미나가 유명하다. 그녀의 대표작 <이오니아의 푸른별> 

역시 검열을 피해갈 수 없었다. 작품이 발표될 당시 신군부의 언론통제로 많은 잡지사들이 폐업하던 상황

인데, 해당 작품의 경우 3월에 출판사에 원고를 제출하였으나 5월에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남에 따라 

출판사의 권유로 쿠테타 장면을 삭제하게 된다. 또 다른 대표작 <우리는 길 잃은 작은 새를 보았다>는 

1980년대 검열 사례로 자주 거론되는 작품이다. 특히 당대 한국의 모습을 현실적으로 그렸던 점에 많은 

제재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가난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었기 때문에 판자집 앞에 

미국식 나무 담장을 그려 넣었고, 주인공의 분노는 ‘모순, 아이러니’라는 대사로 표현해야 했으며, 가난한 

남매가 단칸방에서 같이 자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어머니가 파출부로 일하는 장면이 

삭제되었고, 권투시합 장면에서 가격 장면을 사실적으로 그려선 안 됐으며, 발레리나와의 이별에서 마지막 

포옹 장면도 심의에 걸려 1985년 초판 출판 당시 검정색으로 표현됐다.

황미나 I 1980년 월간 <소녀시대>에 <이오니아의 푸른별>을 연재하며 데뷔했다. 이후 <아뉴스데이>, <굿바이 미스터블랙>, 

<우리는 길 잃은 작은 새를 보았다>, <무영여객>, <취접냉월>, <수퍼트리오>, <레드문>, <윤희> 등 소재와 장르를 넘나들며 폭

넓은 작품세계를 구축했다. 특히, 서양 배경의 작품 속에도 한국적 정서와 시대적 의미를 담아내면서 여성만화가 중에서도 

남성독자층이 두터운 작가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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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길 잃은 작은 새를 보았다>

당시의 사회상을 리얼하게 그렸다는 이유로 심의에 의해 많은 

부분이 수정됨. 앵벌이가 문제가 되어 “나쁜사람”이라는 대사를 

넣어야했고, 가난한 한국사회를 보여주면 안됐기 때문에 판자집 

앞에 미국식 나무 담장을 그려넣었고, 주인공의 분노는 “모순, 

아이러니”라는 대사로 표출해야했으며, 가난한 남매가 단칸방

에서 같이 자는 것이 문제가 됨. 또한 어머니가 파출부로 일하는 

장면이 삭제되었고, 권투시합 장면에서 가격 장면을 사실적으로

그려선 안됐고, 발레리나와의 이별에서 마지막 포옹 장면도 심

의에 걸려 1985년 초판 출판 당시 검정색 화면으로 출판해야 

했음.

<우리는 길 잃은 작은 새를 보았다> 1985

“이렇게 재미있는 작품이 한국작가의 작품일리 없다며 심의실로부터 일본만화를 베꼈다는 오해를 지속적으로 받았다. 

라이트박스를 이용해 일본만화를 모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뒷면을 검정색으로 칠한 종이를 심의실에 

가져가서 도장을 받아와 그 종이에만 그림을 그려야 했다. 검정색 칠한 종이는 물을 먹게 되는데, 그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면 종이가 울어 계속 다림질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야 했다.” 

- 2017. 4. 28 인터뷰 -

1985년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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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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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무

<한국인>

본명 박노철 I 1946년 출생 I 2016년 타계 I 1966년 <노미호와 주리혜>로 데뷔 

수상경력 대한민국출판만화대상 공로상(1998), 대한민국 문화예술상(2001)

대표작 ‘한국인’ 시리즈, 비둘기 합창, 울지 않는 소년, 달려라 꼴찌, 운명의 라스트홀

이상무의 대표작인 ‘한국인’ 시리즈는 형제간의 갈등을 소재로 했다는 점이 검열에서 문제가 되었고, 결국 

몇 차례 수정 끝에 출간될 수 있었다. 따뜻한 가족만화로 정평이 나 있는 이상무의 또 다른 대표작 <비둘기 

합창> 역시 검열의 시선을 피해갈 수 없었다. 작품 내용 가운데 “남녀칠세부동석이라며 한 이불에 큰누나

하고 남동생을 같이 못 자게 했다.”고 술회하기도 했으며, 권투 시합 장면 역시 3컷 이상 연속으로 이어

지면 안 되었다고 한다. 또 다른 작품 <하나 그리고 하나>에서는 하청업체 사장이 나이 어린 주인공에게 

무릎 꿇고 애원하는 장면이 문제가 되었다. 결국 단행본에서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고 말풍선만 등장하게 

된다. 

형제간의 갈등을 그렸다는 이유로 폐기처분 당해 몇 차례 재수정을 거쳐서 

출간함.

<한국인> 1981

이상무 I 1964년 박기정, 박기준 문하에서 시작하여 1966년 <노미호와 주리혜>로 데뷔했다. 1971년 <주근깨>를 발표하면서 

자신의 대표 캐릭터 ‘독고탁’을 세상에 내놓았고, 이후 ‘한국인’ 시리즈, <비둘기 합창>, <울지 않는 소년>, <아홉 개의 빨간 

모자>, <달려라 꼴찌> 등을 연이어 히트시켜 최고의 인기작가로 자리매김했다. 1990년대에는 <싱글로 가는 길>, <불타는 

그린>, <운명의 라스트홀> 등과 같은 골프전문만화를 선보였다.



092

Part.Ⅱ 빼앗긴 창작의 자유

093 

<비둘기합창>

남매가 한 방에서 자는 것이 문제가 되었고, 권투장면은 이후 3장면 

이상 연속으로 이어지면 안되었음.

<비둘기 합창>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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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그리고 하나>

하청업체 사장이 어린 독고탁에게 무릎꿇고 애원

하는 장면이 검열에 걸림. 출판물에서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고 말풍선만 등장함. 

아무리 어른이 잘못했어도 고등학생에게 무릎을 

꿇어서는 안됨.

<하나 그리고 하나>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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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의  칼날은 작품의 내용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작품 제목을 문제 삼기도 했다. 길창덕의 <0점 동자>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 작품은 제목이 저속하다는 이유로 연재하던 매체에서 조기 하차되었다고 한다. 

작품이 발표되던 시대적 상황에서 누군가는 저속하다고 느낄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작품을 그만

둬야 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은, 그러한 상황이야말로 저속하지 않는가. 

길창덕

<0점 동자>

1930년 출생 I 2010년 타계 I 1956년 ‘허서방’으로 데뷔 I 수상경력 보관문화훈장(2003)

대표작 꺼벙이, 재동이, 순악질여사, 쭉쟁이, 덜렁이

길창덕 I 1955년 <서울신문>에 한컷만화를 선보였고, 이듬해 잡지 <실화>에 ‘허서방’을 연재하면서 본격적인 만화가의 길에 

들어섰다. 한국 명랑만화의 시작점으로서 많은 후배 만화가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꺼벙이’를 비롯해 ‘재동이’, ‘만복이’, ‘쭉쟁이’, 

‘덜렁이’, ‘딸딸이’ 등 여러 캐릭터들을 선보였으며, ‘순악질 여사’와 같은 독보적인 여성 캐릭터도 창조했다.

<0점 동자>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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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

<아기공룡 둘리>

1950년 출생 I 1975년 <폭우>로 데뷔 I 주요수상 대한민국만화문화대상(1996), 대한민국 캐릭터대상(2005) 

대표작 아기공룡 둘리, 일곱 개의 숟가락, 날자 고도리, 오달자의 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캐릭터만화 <아기공룡 둘리> 또한 검열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어른에게 

불온한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는 검열기준 때문에 원래 아이로 등장하려던 주인공이 의인화된 공룡으로 

등장하게 되었다고 한다.

김수정 I 1975년 <폭우>로 데뷔했다. 1980년대 들어와 <오달자의 봄>을 시작으로 <날자 고도리>, <신인부부>, <쩔그렁 쩔그렁 

요요>, <미스터 점보>, <짜투리반의 덧니들>, <소금자 블루스>, <귀여운 쪼꼬미>, <일곱개의 숟가락> 등을 연이어 히트시키며 

한국 명랑만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였다. 특히, 그의 대표작 <아기공룡 둘리>는 만화 OSMU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리 잡으

면서 한국만화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까지 제시한 바 있다.

어른에게 불온한 태도를 보이면 안된다는 검열기준 때문에 원래 아이로 

등장하려던 주인공이 의인화된 공룡으로 등장함. 

<아기공룡 둘리>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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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재

<억새> 

이희재는 1988년 당시 한국도서잡지주간신문윤리위원회가 주는 한국만화상 수상을 거부한 바 있다. 심의

를 관장하는 기구에서 주는 상은 안 받겠다고 한 것이다. 그러한 사실은 그가 검열로 인해 겪은 수난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케 한다. 가령, 노동운동을 소재로 삼은 <억새>의 경우는 내용 가운데 약 50%정도가

심의에 의해 수정되었다고 할 정도다. <거미줄>에서는 아기의 성기가 노출된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를 

수정하는 것에 대해 거부했고 결국 편집부에서 기저귀를 그려 넣었다고 한다. 또한, <성질수난>은 1997년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의해 유해매체에 선정되기도 했다.

노동야학, 노동운동 이야기를 그린 만화로 

작품의 약 50%가 심의에 의해 수정됨.

<억새> 1981

<거미줄>

1952년 출생 I 1981년 <명인>으로 데뷔 I 주요수상 대한민국만화대상(2000)

대표작 악동이, 간판스타, 아홉살 인생, 이희재 삼국지 

원래 갓태어난 형제를 알몸으로 그렸으나 아기의 성기가 

노출되었다는 이유로 수정 요구됨. 이를 작가가 거부해 편집

부에서 기저귀 그려 넣음.  

이희재 I 1970년에 이정문, 김종래 문하로 만화계에 입문했다. 1981년 <명인>으로 데뷔했으며, 1983년 <보물섬>에 <골목대장 

악동이>를 발표하며 큰 인기를 모았다. 1986년에는 성인지 <만화광장>에 ‘간판스타’를 비롯해 다양한 단편들을 선보이면서 

성인독자들을 매료시켰다. 특히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리얼리즘 작가 혹은 현실참여작가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한다.

<거미줄> 1982

“무한의 머리우주를 가지고 상상할 수 있는 만화의 세계

에서 심의와 검열은 상상의 영토에 (분단에서 빚어진) 

철조망을 치는 것이다.” 

- 2017. 5. 4 인터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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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수난> 

1997 청소년보호위원회 선정 유해매체

1,700여종에 포함된 작품.

<성질수난> 1988

<한국만화수난사> 

<한국만화수난사>
1998 / 한겨레 21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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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세 

<공포의 외인구단>  

눈 밑 그늘을 음영 짙게 해 검게 처리하면 심의실에서 우울하다는 

이유로 ‘눈을 그려넣으시오!’라고 함. 

눈을 그려넣으면 분위기가 맞지 않아 머리카락을 코밑까지 내림. 

절대 뺄 수 없는 장면은 다른 그림으로 심의통과 후 원래 그림으로 

출판하기도 함. 

<공포의 외인구단> 1983

1956년 출생 I 1978년 <저 강은 알고 있다>로 데뷔 

수상경력 고바우만화상(2002), 대한민국문화예술상(2005), 대한민국만화대상(2007)

대표작 공포의 외인구단, 카론의 새벽, 아마게돈, 남벌, 천국의 신화, 버디 

1980년대 한국만화를 대표하는 작품 <공포의 외인구단> 역시 검열의 시선을 벗어나지 못했다. “눈 밑에 

그려지는 그늘이 우울하다는 이유로 짙게 그리지 못했다.”는 사실은 지금에 와서는 다소 어이없기까지 

하다. 또한, 이른바 ‘천국의 신화 사태’는 검열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꼽힌다. 태초의 

신화를 이야기하기 위해 그린 원시시대의 장면이 음란하고 폭력적이라는 이유로 고발당한 작가는 수년간 

법정싸움을 벌여야 했고, 결국 무죄판결로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수년간 법정싸움으로 소진된 작가의 창작

에너지는 무엇으로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이현세 I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한국 대표 만화가. 1982년에 발표한 <공포의 외인구단>이 가공할 만한 인기를 얻으면서 명실

공이 국민만화가로 자리 잡았다. 이후 발표하는 작품마다 큰 인기를 얻었고,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캐릭터 ‘까치’와 ‘엄지’를 

탄생시켰다. 대표작으로 <지옥의 링>, <카론의 새벽>, <며느리 밥풀꽃에 대한 보고서>, <아마게돈>, <폴리스>, <남벌>, 

<천국의 신화>, <버디> 등이 있으며, 다수의 작품이 애니메이션, 영화, 드라마 등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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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의 신화>

<천국의 신화> 1997

<천국의 신화> 스케치

“아이들에게 공부만 강요하는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이 좋아

하는 만화는 어른들에게 눈엣가시였다. 소설, 영화 등 다른 

장르와 달리 만화는 국가가 통제, 교도해야하는 매체라는 사회적 

인식 이 짙었다. 

...보는 사람에 따라 <천국의 신화>가 말은 좀 있겠다 싶었지만 

구속사유까지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작품의 작의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2017. 5. 8 인터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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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만

<오! 한강>

본명 허형만 I 1947년 출생 I 1974년 <집을 찾아서>로 데뷔  

수상경력 고바우만화상(2007), 대한민국국회대상(2008), 시카프어워드(2009)

대표작 각시탈, 무당거미, 카멜레온의 시, 퇴역전선, 오! 한강, 비트, 미스터 Q, 타짜, 식객 

허영만 I 발표하는 작품마다 세간의 화제를 불러온 한국 대표 만화가. 1970년대 <각시탈> 시리즈로 큰 인기를 모았고, 1980

년대 이후 <무당거미>, <퇴역전선>, <오! 한강>, <아스팔트 위의 사나이>, <비트>, <미스터 Q>, <타짜>, <식객> 등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만큼 수많은 인기작을 선보였다. 인기가 높았던 만큼 여러 작품들이 영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으로 옮겨졌

으며, 철저한 자기관리로 많은 후배 만화가들에게 롤 모델이 되고 있다.

안기부가 기획한 최초의 반공만화로 반공의 

금기를 최초로 깬 작품.

<오! 한강> 1987

한국만화를 대표하는 이름, 허영만. 그 역시 검열의 벽에 부딪힌 바 있다. 남북분단 현실을 주제로 다룬 

수작 <오!한강>의 경우 “인공기가 등장한 부분을 꼬집어 조심해 달라는 지적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으며, 

<닭목을 비틀면 새벽은 안온다>와 <들개 이빨>은 1997년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선정한 유채매체에 포함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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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목을 비틀면 새벽은 안온다>

<닭목을 비틀면 새벽은 안온다> 1994

<들개이빨>

1997 청소년보호위원회 선정 유해매체

1700여종에 포함된 작품.

<들개이빨>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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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호 

<뛰어야 벼룩이지>

1943년 출생 I 1959년 <피리를 불어라>로 데뷔 I 수상경력 보관문화훈장(2007)

대표작 I 바람소리, 머털도사님, 황토길, 덩더꿍, 객주, 임꺽정 

이두호 I 1959년 중학교 3학년이던 시절에 <피리를 불어라>를 발표했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바지저고리 만화’에 매진하

기로 결심한 이후 한국적 정서가 깊게 담겨진 작품들을 발표해오고 있다. <바람소리>, <머털도사> 시리즈, <황토길>, <덩더꿍> 

등을 통해 해학과 민초의 한이 두루 투영되는 작품을 선보였으며, <객주>, <임꺽정> 등 소설 원작의 선 굵은 대작을 선보이기도 

했다. 그외 또 다른 대표작으로 <파천검>, <땅거미>, <용틀임>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정서를 잘 담아내는 이두호 역시 여러 번 검열로 애를 먹었다. <소년중앙>에 연재했던 

<뛰어야 벼룩이지>는 심의에 걸려 자칫 작가가 정했던 이 제목을 사용하지 못할 뻔했다고 한다. 또한 

스포츠신문에 연재했던 <째마리>로 인해 작가는 1997년 검찰에 소환되었다. 죽은 여인의 나신과 포졸

에게 쫓기다 넘어진 주인공의 가랑이 사이로 창을 겨누는 장면 등이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 유명소설가의 

동명원작을 만화로 옮긴 <객주>는 탁월한 작품성에도 불구하고 1997년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선정한 유해

매체에 포함된 바 있다. 당시 내용 가운데 등장인물의 얼굴에 칼이 너무 가까이 닿아있어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으로 지적을 받았다고 한다. 

<뛰어야 벼룩이지> 1988

나는 뭐 심의 때문에 작품 활동에 영향 받은 거는 없었어. 하고 싶은 것은 했으니까. 또 

이전에는 잡지에서만 작품을 했으니까 심의가 없었지. 그때는 단행본만 했거든. 그런데 

어느 날 [소년중앙]에서도 심의를 받기 시작했어. 내가 하던 게 <뛰어야 벼룩이지>

였는데 이 제목을 못 쓰게 하더라고. 나는 이 제목 아니면 안 된다 했고 담당한테 네가 

알아서 하라고 했지. 그래서 결국 그대로 했지. 그 때 힘 있는 양반들이 이래저래 하던 

때인데 ‘그래 봤자지’ 정도로 들렸던 모양이야. 그래서 심의실에서 알아서 빼려고 했던 

가봐. 또 한번은 대사 중에 ‘야 이 공부벌레야’하는 게 있었는데 편집부에서 심의실에 

가져갔더니 이걸 못 쓰게 한다는 거야. 기가 막혔지. 그게 그냥 너무 공부만 하는 캐릭

터라 나가서 좀 놀라는 의미로 상대가 했던 대사인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이런 게 

미치는 거지. 걸렸다는데 잘 모르겠는거야. 그러면 나중에 자기검열 같은 걸 하게 된다고. 

97년도에 검찰 가서 조서에 지장 찍고 온 뒤로 진짜 신경질 나더라고. 그리고 만화가들이 

절필을 선언했었지. 하도 화가 나기도 하고 그때는 더 하기도 싫더라고. 나는 신문에 더 

못 그리겠다는 만화를 발표하고 두 달 가량 안 그렸다가 신문사에서 다시 하자고 해서 

했지. 스포츠신문이 만화 없으면 안되잖아. 그러다가 2003년에 <파행>이라는 작품을 

하자고 해서 다시 시작했다고. 문하에 있다가 데뷔한 강희우가 많이 도와줘서 했지. 

그런데 이런 게 있다고. 연출도 선택인데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표현을 

막으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지. 그래도 해야 하는 건 포기하지 않았다고. 그런 것에 위축 

받아선 안되지.  

- 한창완, <조선을 그린 이두호>,  씨엔씨레볼루션,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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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마리>

스포츠신문에 연재하던 만화로 이 작품 때문에 1997년 

검찰에 소환됨. 죽은 여인의 나신 등모습과 포졸에게 

쫓기다 넘어진 주인공 독대의 가랑이 사이로 창을 겨누는 

두 장면이 문제가 되었음. 

<째마리> 1988

<객주>

등장인물 길소개의 얼굴에 칼이 너무 가까이 닿아

있어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당함.

<객주> 1992

“창작하는 사람의 사고방식은 억압하면 안된다. 

순수한 창작자로서 검열은 없어져야 한다. 

검열은 독자들의 몫이다” 

- 2017. 4. 28 인터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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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식의 <더 파이브>는 2011년 12월에 대한민국콘텐츠어워드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그리고 이듬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다. 장관상 수상과 

청소년유해매체물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정연식 I 1999년 국민일보 만화공모전에서 입상했다. 스포츠신문에 연재한 <또디>를 통해 대중적으로 인지도 있는 작가로서 

입지를 굳혔고, 이후 <달빛구두>, <더 파이브> 등 발표하는 작품마다 화제를 모았다. <또디>로 대한민국 출판만화대상과 

오늘의 우리만화상을 수상했으며, <더 파이브>는 대한민국콘텐츠어워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더 파이브>는 

동명의 영화로 옮겨졌는데 작가 자신이 감독을 맡았다.

<더파이브>

정연식
1967년 출생 I 1997년 프리랜서 만화가로 작가활동 시작 

수상경력 오늘의 우리만화상(2000), 대한민국콘텐츠어워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2011) I 대표작 또디, 달빛구두, 더 파이브

<더 파이브> 2011

<전설의 주먹>

이종규
1973년 출생 I 1999년 <신파이트볼>로 데뷔

대표작 P.K, 글로리힐, 대작, 전설의 주먹, 신사의 집, 인형의 집

<전설의 주먹> 역시 2012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었다.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만화가 유해매체가 되는 현실은 어쩐지 ‘아동도서정화계획’이 발표되었던 1970년

대와 많이 닮아 보인다.

이종규 I 1992년 배금택 문하로 만화계에 입문했으며, 1999년 <신파이트볼>를 

통해 본격적으로 스토리작가로 자리매김한다. 출판만화로 데뷔한 이후 웹툰을 

통해 더욱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대표작으로 <P.K>, <글로리힐>, <대

작>, <신사의 집>, <2024>, <인형의 집> 등이 있으며, <전설의 주먹>은 영화

로 옮겨졌다.

이윤균
1984년 출생 I 2009년 <년년년>으로 데뷔 

대표작 년년년, 전설의 주먹, 글로리힐

이윤균 I 대학에서 만화를 전공했으며, 졸업반이던 2009년에 <년년년>을 발표

하면서 데뷔했다. 대학 시절 지도교수였던 이종규 작가가 스토리를 쓴 <전설의 

주먹>에서 그는 작화를 맡아 2010년 미디어 다음에 발표했다. 2012년에 발표

한 <글로리힐> 역시 이종규 작가와 호흡을 맞춘 작품이다. 탄탄한 데생력이 

독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매력이 있다.

<전설의 주먹>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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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는 근대매체로 출발할 때부터 노동자, 이민자, 어린이들을 위한 저렴하고 쉬운 (싸구려) 매체였다. 하지만 탄생

할 때부터 보수적 중산층은 만화를 못마땅해 했고, 규제되어야 할 대상으로 생각했다. 보수적인 중산층을 대변하는 

지식인들은 만화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 실천했다.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만화를 만들

거나(그나마 이런 대응은 양호한 편이다), 미디어를 통해 여론을 조성하거나, 반대운동을 전개하거나, 압력을 가하거

나, 법을 만들었다. 

일본의 만화검열 

1937년 4월 1일 일본 제국의회는 법률 제55호로 전쟁 수행을 위해 국가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정부가 통제하는 

취지의 법률인 국가총동원법(国家総動員法)을 제정한다. 1938년 2월 당시 어린이들을 위한 싸구려 책인 ‘아카홍

(赤本)’1) 의 편집자들을 모아 앞으로 만화도 검열을 받을 것이라 지시하기도 했다. 10월 내무성 경보국 도서과(内務

省啓警保局図書課)에서 ‘아동 읽을거리 개선에 관한 지시요강(児童読物改善に関する指示要綱)’을 발표한다. 이 

규정에서는 어린이 출판물의 표현수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했다. 가공의 이야기도, 화려한 소비를 묘사한 것도 제한대

상이었다. 이후 만화를 포함한 어린이책 33종이 판매금지처분이 내려졌고, 어린이 잡지는 군국주의적 내용의 기사나 

삽화가 들어가기 시작했다. 

패전 후 별다른 오락거리가 없는 어린이들에게 구멍가게나 노점에서 싸게 사볼 수 있는 싸구려 만화 아카홍(赤本)은 

큰 위로가 되었다. 1947년 테즈카 오사무(手塚治虫)의 <신보물섬(新宝島)>이 크게 히트하면서 아카홍 붐이 일어났다. 

아카홍은 별 제약없이 제작되어 테즈카 오사무처럼 젊은 작가들이 신선한 작품이 나오는 토대가 되기도 했지만, 자극적 

표현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았다. <주간아사히(週刊朝日)> 1949년 4월 24일자에 ‘어린이의 아카홍 저질만화를 

공격하다(こどもの赤本 俗悪マンガを衝く)’는 기사에서 만화를 보고 중학생이 불량조직을 만들었거나, 여동생과

싸워 가출했는데 만화의 줄거리를 흉내낸 거라거나, 범죄수법을 배울 수 있다거나, 만화를 보고 싶어 훔치게 된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를 들며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아카홍에 대한 단속 주장이나 시도는 계속 되었다. 

일본 경제가 회복되면서 대본 만화 2) 나 잡지연재, 잡지 별책부록 등 다양한 형태로 만화가 출판되었다. 1950년 11월

부터 테즈카 오사무가 『만화소년(漫画少年)』에 <정글대제(ジャングル大帝)>를,  1951년 4월부터『소년(少年)』에 

<아톰대사(アトム大使, 철완아톰의 전신. 1년 뒤에 철완아톰 연재 시작)>를, 1953년 1월부터『소녀클럽(少女クラ

1) 1940년대 후반부터 오사카의 완구 도매상가인 맛차마치(松屋町) 주변에서 출판되던 만화책을 ‘아카홍(赤本)만화’라 불렀다. 표지에 붉은 계통의 

색깔을 마구 사용하였기에 불렸던 명칭으로, 쇼와 초기부터 이러한 만화책은 몇 가지가 나와 있었다.(시미즈 이사오, <일본만화의 역사>, 신한

미디어, 2001, p178)

2) 1948년 고베에서 문을 연 ‘로망문고’는 보증금을 받지 않고 만화를 빌려줬다. 1960년 최고 정점에 이르렀을 때 전국에 3만개까지 확대되었다 

이후 점차 사라졌다.

ブ)』에 <리본의 기사(リボンの騎士)>를 연재하며 만화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확산되던 시기였다.3) 1955년 1월 22일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郎) 총리는 중의원 본회의에서 불량출판물이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민간단체의 

협력을 얻어 근절시키겠다는 의견을 밝혔다.4) 3월부터 <일본독서신문(日本読書新聞)>에 어린이 잡지와 만화책을 

고발하는 연속기사가 나왔고, <아사히신문(朝日新聞)>,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과 같은 주요 일간지에서도 기사를 

내보냈다. 1955년 5월 16일 출판물윤리화운동위원회가 설치되고, 일본 어린이를 지키는 모임(日本子どもを守る会), 

어머니회 연합회(母の会連合会), PTA(Parent Teacher Association) 등이 ‘악서추방운동(悪書追放運動)’을 진행

했다. 거리에 ‘악서’를 수거하는 통이 나왔으며, 학교 운동장에서는 만화책이나 잡지 등을 쌓아놓고 불태우는 행사가 

벌어졌다. 정부와 학부모 단체는 ‘청소년보호육성법(青少年保護育成法)’을 제정해 만화를 비롯한 청소년용 도서를 

사전에 검열하려고 했지만, 출판사와 만화가 등의 강력한 반발로 법 제정은 무산되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보호육성조례(青少年保護育成条)를 만들어 만화를 단속하기도 했다. 

1959년도에 대형 출판사 고단샤(講談社)와 쇼가쿠칸(小学館)에서 연이어『주간소년매거진(週刊少年マガジン)』과 

『주간소년선데이(週刊少年サンデー)』를 창간했다. 경제성장과 함께 아카홍과 대본만화의 시대를 끝내고 잡지만화의

시대로 들어갔다. 1968년 8월 1일 슈에이샤(集英社)는 『주간소년점프(週刊少年ジャンプ)』를 창간한다. 후발주자

였던 『주간소년점프』는 선발주자들보다 더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주며 표현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1968년 11호부터 

연재된 나가이 고(永井豪)의 <파렴치 학원(ハレンチ学園)>은 그동안 만화에서 한번도 다루지 않은 방식으로 성과 

폭력을 다루었다. 변태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저항이라는 테마를 다뤘지만, 속옷차림은 물론 누드까지 거침없이 묘사

되었다. 1970년 <파렴치 학원>에 묘사된 치마 들어올리기가 학교에서 유행하자 PTA는 만화를 격렬하게 비판했다. 

미에현과 후쿠오카현 등 몇몇 지자체에서는 유해도서로 지정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같은 해 테즈카 오사무의 <자포

자기 마리아(やけっぱちのマリア)>(『주간 소년챔피언(週刊少年チャンピオン)』)와 <아폴로의 노래(アポロの歌)>

(『주간소년킹(週刊少年キング)』)의 성표현이 문제가 되었다. 결국 <자포자기 마리아>는 후쿠오카현에서, <아폴로의 

노래>는 가나가와현에서 유해도서로 지정되었다.5) 

1973년 최초의 성인용 극화잡지인 『만화에로토피아(漫画エロトピア)』가 창간되었다. 대형출판사의 청년 만화잡지와 

달리 성적 표현의 수위를 더 끌어 올려 에로극화, 관능극화가 인기를 끌자 영세중소출판사들이 유사한 잡지들이 대거 

창간한다. 1978년 11월 에로극화잡지 붐이 정점에 올랐을 때 『만화에로제니카(漫画エロジェニカ)』가 형법 175조 

외설도화반포죄로 적발되기도 했다. 

1988-1989년 도쿄와 사이타마에서 4-7세의 어린 여자아이들이 유괴,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1989년 7월 23일 

범인 미야자키 츠토무(宮崎勤)가 다른 범죄를 저지르다 현장에서 붙잡혀 여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밝혀졌다. 

엽기적인 범죄를 저지른 범인의 방에서 대량의 비디오 테이프와 만화책이 나왔고, 코믹마켓에 동인지를 출품한 경력이 

밝혀지면서 언론은 미야자키 츠토무를 ‘오타쿠’로 몰아갔고,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성토했다.6) 만화, 특히 로리콘 만화

에 비난이 쏟아졌다. 『주간영선데이(週刊ヤングサンデー)』에 연재되던 유진(遊人)의 <ANGEL>이 연재중단되는 

등 출판사 스스로 자기규제에 들어갔다. 다음 해인 1990년 9월 4일자 『아사히신문』은 사설에서 시판중인 332종의 만화

잡지에서 “만화의 50퍼센트는 성적묘사를 포함, 8%는 자위행위를 그렸다(漫画の５０％は性的描写を含み、８％は自

慰行為を描いていた)”다며 만화표현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 사설을 시작으로 유해만화를 규제해야 한다는 운동이 

3) 1954년 3월 전해의 소득신고기준 테즈카 오사무가 연수입 217만 엔을 벌어 간사이 지역 화가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올려 화제가 될 정도였다. 

4) “政府としては、 広く民間諸団体の協力を得まして 、早急にこれが絶滅のため適切有効な対策を講じ、もつて明朗な社会の建設に
邁進いたしたいと存ず” (일본국회회의록 http://kokkai.ndl.go.jp/) 

5) 中村紀、大久保太郎「漫画の事件簿 漫画と社会、激闘の歴史50年」『まんが秘宝 つっぱりアナーキー王』洋泉社、1997年、p.197

6) 범죄의 원인을 만화에서 찾는 일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1995년 3월 옴진리교의 지하철 시린 테러 사건이나 1997년 고베시에서 발생한 ‘고베 

연속아동살상사건’도 만화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보도가 등장했다. 

일본, 미국 만화 검열의 역사 어떻게 

만화는 검열의 시대를 돌파했을까?

박인하(청강문화산업대학교 교수, 만화평론가)

 만화 검열의 역사를 말한다 - (1) 해외 검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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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어진다. ‘만화책에서 어린이를 지키는 모임(コミック本から子どもを守る会)’이 결성되고, PTA 등 학부모 단체가 

합류하면서 대대적인 서명운동으로 이어졌다. 학부모들이 만화규제에 운동에 참여하며 <북두의 권>이나 <드래곤볼> 

같은 소년만화도 폭력적이라 비난받았다. 결국 출판윤리협의회는 각 출판사들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파문을 

가라앉지 않았다. 1991년 도쿄도 의회는 청소년보호육성조례 강화에 나섰고, 집권 자민당은 아소 다로(麻生太郎)를 

회장으로 ‘어린이 포르노 만화 등 대책의원 간담회(子供向けポルノコミック等対策議員懇話会)’를 결성했다. 

‘1999년 11월 아동 포르노’의 범주에 ‘그림’이 포함 된 ‘아동매춘, 아동 금지법(児童買春・児童ポルノ禁止法)’이 

시행된다. 2000년 5월 ‘청소년유해환경대책법안(青少年有害環境対策法案)’의 초안이 발표되고, 2001년 자민

당은 ‘청소년유해사회환경대책기본법안(青少年有害社会環境対策基本法案)’을 발표한다. 2010년에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도쿄도는 만화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만화계를 비롯해 언론, 

문화계에서 반대운동을 했지만, 결국 가장 문제가 되었던 ‘비실재 청소년’ 규정만 삭제한 채 통과되었는데, 도지사가 

불건전 도서를 지정할 수 있다 명시하면서 규제가 더욱 강화되었다. 

미국의 만화검열 

20세기 첫 10년동안 미국에서 만화는 신문에 연재되었다. 간혹 인기 있는 신문연재만화를 모아 책으로 출간했다. 신문

연재만화와 이를 모은 만화책의 인기가 올라가며 글씨와 그림이 혼합된 형태가 올바른 독서를 해치는 저급한 형식이

라는 비난과 함께 신문의 만화지면에 주로 일요일에 발매된다는 이유로 보수적 기독교계에서 비난을 받기도 했다.7)  

다행히 초기 만화에 대한 비난은 조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만화는 대유행의 거센 파도를 타기 시작했다. 

펄프소설에서 아이디어를 빌어온 모험영웅들이 등장한 1929년 대공황이 시작되었다. 일자리를 찾으며 배회하는 많은

노동자들을 위로한 것은 저렴하게 구해볼 수 있는 영웅들의 모험담이었다.8) 시카고의 갱들을 물리치는 ‘딕 트레

이시’(1931)9), 악당들과 맞서 싸우는 우주 영웅 ‘플래시 고든’(1934)10), 작은 총 하나로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 요원 

X-9’(1934)11), 마술로 악당들을 물리치는 ‘마술사 맨드레이크’(1934)12), 보물지도를 들고 중국으로 모험을 떠나는 ‘테

리’(1934)13) 와 같은 영웅들이 대거 만화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그들은 속시원한 모험과 달콤한 사랑으로 참담한 현

실을 잊게 해 주었다. 1937년 2월 17일 타이트한 전신의상을 입은 첫 영웅 팬텀(The Phantom)14) 이 등장했다.

7) 로저 새빈, 김한영 역, <만화의 역사>, 글논그림밭, 2002, p25.

8) “대공황기와 만화의 융성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을까. 잃어버린 이국적 대륙으로의 여행이나 바다와 하늘에서의 모험, 믿기 어려울 만큼 다채롭

고 자극적인 스토리 그리고 그 모험 속에서의 달콤한 사랑 등 다양한 스펙트럼을 펼쳐내던 이 시기의 만화가 독자들에게 제공한 것이 무엇보다도 

일상의 지평을 넘어 상상의 세계로 통하는 출구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값싸고 대중적이며 자극적인 만화는 30년대 경제 대공황기의 왜

소화하고 궁핍했던 대중들의 그 일상적 스트레스와 권태로부터 해방하고 이국적 상상의 세계로 안내하는 해소와 위안의 기능을 톡톡히 해냈던 것

이다.” (성완경 <성완경의 세계만화탐사>, 생각의 나무, 2001,p112-113) 

9) 체스터 굴드(Chester Gould)의 <딕 트레이시(Dick Tracy)>. 1931년 10월 4일 <디트로이트 미러(Detroit Mirror)>에 처음으로 연재되기 시작해 

1977년까지 연재되었다.

10) 알렉스 레이몬드의 <플래시고든(Flash Gordon)>. <벅 로저스>에 대항해 킹 피처스가 기획, 출간한 SF모험만화. 1934년 1월 7일에 첫 연재가 

시작되었다. 

11) 데실 해미트(Dashiell Hammett)가 글을 쓰고 알렉스 레이몬드(Alex Raymond)가 작화를 한  <비밀요원 X-9(Secret agent X-9)>. 1934년 

1월 22일 킹 피처스에서 배급하기 시작해 1996년 2월 10일까지 연재되었다. 

12) 리 포크(Lee Falk)가 글을 쓰고, 필 데이비스(Phil Davis)가 작화를 한 <마술사 맨드레이크(Mandrake the Magician)>. 1934년 6월 11월 킹 피처스

가 배급했다. 맨드레이크는 최면을 활용해 환상을 보여주는데, 초능력에 가까운 능력들이어서 이후 슈퍼히어로 만화의 원형격으로 평가 받고 있다.  

13) 모험만화로 시작해 전쟁만화로 자리를 잡은 밀턴 커니프(Milton Caniff)의 <테리와 해적들(Terry and pirates)>는 <딕 트레이시>를 배급한 

시카노트리뷴뉴욕신디케이트가 1934년 10월 22일부터 연재를 시작한 만화다. 미국의 소년 테리가 할아버지에게 보물이 숨겨진 지도를 물려받아 

조력자들과 함께 보물이 숨겨진 중국의 광산으로 향하는 모험 이야기는 <인디아나 존스>의 원형을 보여준다. 1943년10월 10일자 만화에서 테리는 

공군에 입대한다. 이때부터 만화는 전쟁만화로 방향을 바꾼다. 1946년 12월 29일까지 밀턴 커니프가 하차하고, 이후 조지 윈더가 1973년까지 시리

즈를 이어간다. 

14) 리 포크가 글을 쓰고, 레이 무어(Ray Moore)가 작화를 한 <팬텀>은 아프리카의 가상 국가 방갈라(Bangalla)를 지키는 영웅 팬텀의 이야기다. 

1935년 2월 말콤 윌러 니콜슨(Malcolm Wheeler-Nicholson)이 설립한 내셔널 앨라이드 출판사(National Allied 

Publications, 현 DC코믹스의 전신)에서 연재만화를 모은 만화책이 아닌 새로운 만화를 수록한 만화잡지 <뉴 펀

(New Fun: The Big Comic Magazine #1)>을 출간한다. 내서널 앨라이드는 1937년 3월 <탐정만화(Detective 

Comics #1)>를 출간하고, 1938년 6월 <액션만화(Action Comics #1)>를 출간한다. <액션만화> 1호에는 제리 시절

(Jerry Siegel)과 조 슈스터(Joe Shuster)의 <슈퍼맨(Superman)>이 <탐정만화> 27호(1938년 5월)에는 밥 케인

(Bob Kane)의 <배트맨(Batman)>이 연재된다. 슈퍼맨은 세계질서를 수호하는 초자연적 힘을 지닌 자본주의적 영웅15) 

이고, 배트맨은 어둠에 숨어 범죄자들과 맞서 싸우는 망토두른 십자군 전사였다. 대공황기에는 암울한 현실을 벗어나 

낯선 공간에서 호쾌한 모험에 나서거나, 도시의 갱들을 소탕하던 영웅들은 미국이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애국주의 

영웅으로 변신한다. 

전쟁이 끝나고 어른들이 돌아왔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어른들은 불과 몇 년 전 대공황의 고단함을 달래주던 만화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슈퍼 히어로의 인기가 점차 사그라들었다. 만화 출판사들은  1930년대 연재만화에 ‘모험’과 ‘영웅’

이란 새로운 자양분을 준 펄프소설에 눈을 돌렸다. 웨스턴, 추리, 하드보일드, 전쟁, SF, 호러처럼 펄프소설에서 인기를 

끈 장르들을 만화로 제작했다. 여러 장르 중에서 잔혹하고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 트라우마를 입은 독자들을 가학적

으로 위로한 범죄장르와 호러장르가 특히 인기를 끌었다. 1950년대에 접어들며 호러만화는 더욱 잔인해졌다. “많은 

작품들이 현재의 공포영화보다 더 끔찍했고, 목을 베고, 내장을 꺼내고, 눈알을 파내는 등의 장면을 섬뜩할 만큼 세부

적으로 묘사했다.”16)  

보수적이고 도덕적인 사회분위기와 정치적으로 매카시즘 광풍이 불던 미국사회는 새로운 공포를 용납할 수 없었다. 

게다가 1950년대 호러만화는 시대와 마주한 예술가들의 고민과 함께 자극적인 상업화 요인들이 공존했다. (EC를 모

방한 다른 출판사들은 EC보다 더 자극적이기만했다.) 정신과 의사였던 프레드릭 웨담(Fredric Wertham)은 1954년 

4월 19일 <순수에의 유혹(Seduction of Innocent)>을 출간했다. 그는 이 책에서 비행 청소년들이 만화를 탐독했다는 

데이터를 제시하고, 만화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타락시키는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당시 모든 청소년들이 

만화를 좋아했던 것이지, 유독 비행 청소년들만 만화를 즐겼던 건 아니었다. 왜곡된 데이터였지만 가판의 전시된 자

극적인 호러만화 표지나 만화에서 발췌한 자극적인 장면은 프레드릭 웨담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프레드릭 웨담이 불을 당긴 만화에 대한 집단적 공포증은 마치 매커시즘 선풍처럼 미국 전역으로 번져나갔다. 지역

별로 만화를 모아 불태우거나, 우량한 서적으로 바꿔주는 행사들이 열렸다. 당연히 정치권도 여론에 따라 빠르게 움직

였다. 4월 21, 22일 그리고 6월 4일에 만화의 악영향에 대한 상원 청문회가 열렸다. 9월 만화출판사들은 사회의 만화

탄압 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스스로 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운영하는 단체 CCA(Comics Code Authority, 이하 코

믹스 코드)를 조직한다. 미국에서 출간하는 모든 만화는 출판에 앞서 CCA에서 제정한 규약을 따랐는지를 확인 후 발행

허가 딱지를 받았다. CCA 승인코드가 없는 책들은 만화책 도매상에서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호러나 로맨스 전문 

만화출판사들의 줄도산이 이어졌다. 

1971년 마블코믹스의 편집자이자 <어메이징 스파이더맨(Amazing Spider-Man)>의 스토리작가인 스탠 리(Stan 

Lee)는 미연방보건교육복지부로부터 마약과 약물중독에 대한 경고메시지를 만화에 적용하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게 된다. 스탠 리와 당시 발행인 마틴 굿맨(Martin Goodman)은 의뢰를 받아들여 마약에 대한 위험성을 <어메이징 

15) 초기 이야기에서 그는 일종의 초인적, 사회적 노동자였고 만화의 표현을 빌자면 ‘억압받는 자들의 투사'로서,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

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적 이상을 반영했다. 그는 술주정뱅이, 가정폭력자, 도박사들을 찾아다녔고, 한 유명한 이야기에서는 광부들을 위험한 작업

장으로 내몬 광산주에게 위험한 작업 조건을 직접 경험하게 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냉전의 기류가 미국을 휩쓸자, 이 주인공은 세계 질서를 수호

하는 공상적인 영웅으로 변했다. 그는 전능한 힘을 가진, 때로는 약간 비대해 보이는 보수주의자로, ‘진리와 정의의 미국'을 위해 싸우는 주인공이 

되었다.”(로저 새빈, 김한영 역, <만화의 역사>, 글논그림밭, 2002, p61.)

16) 로저 새빈, 김한영 역, <만화의 역사>, 글논그림밭, 2002,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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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더맨> V01 1. 이슈 96~98까지 3회분에 넣게 된다. 그러자 CCA는 마약중독자와 마약을 표현했다는 규정을 내

세워 승인을 거부한다. 오랜 고민 끝에 CCA의 승인 없이 발행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의 반응은 폭발적있었다. 이 

이야기는 정부와 학부모,종교,교육단체에서 큰 호응을 얻었으며 승인을 거부한 CCA의 규정은 지나치게 규정에 얽매여 

비생산적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게 된다. 1971년 벌어진 스파이더맨 사건 이후 이어져 온 CCA의 규정을 완화시키기 

시작하였는데 마약과 악물중독의 묘사는 유해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한도 안에서 묘사가 허용되었으며 당시 유행

했던 코난 도일의 추리소설 류의 인기 덕에 범죄묘사가 어느 정도 완화되었고, 그동안 표현자체가 불가능했던 흡혈

귀와 늑대인간 등도 표현 금지에서 해제되었다. 

2011년 2월 마침내 DC와 아치코믹스에서 출판하는 모든 출판만화에서 CCA 승인 받는 것을 중지하고 자체등급시스

템에 따라 출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치가 코믹스코드를 폐지, 사실상 코믹스코드를 붙이는 만화출판사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결국 코믹스코드는 폐지되었다.

CCA는 표면 상으로 ‘자율규제’였지만, 사실상 제도화된 심의였다. CCA 이후 미국 만화는 창의력을 잃어버렸다. 

1980년대 들어 CCA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면서 다양한 만화가 등장했고, 2011년 모든 출판사들은 CCA에서 탈퇴하고 

스스로 자율등급을 부여하기 시작하며 새로운 만화들이 등장했다. 1930-1940년대 만화의 황금기를 구사한 미국만

화가 반만화운동과 뒤 이은 규제로 어떻게 몰락했는가, 그리고 1980년대 미국만화의 새로운 부흥이 창작의 자유에서

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126

Part.Ⅲ 만화 검열, 그 역사를 말한다

127 

한국 시사만화 탄압사

《대한민보》에서 1990년대까지

풍자만화, 정치만화로도 불리는 시사만화(時事漫畫)는 만화장르의 모태이자 출발점이었다. 19세기 중반 도미에(Honoré 

Daumier)의 풍자화에서부터 비롯된 이른바 세태풍자 그림은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급속하게 대중에게 전파되었다. 일반 기

사와 달리 평론(critic)의 개념과 정치적 갈증을 해소시켜 주는 오락의 기능까지 담당했다. 신문, 잡지의 판매부수를 늘리게 

하는 상업적 도구1) 이기도 했다. 

하지만 권력에 대한 비판과 풍자로 탄압은 어쩌면 태생적인 것이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간섭과 압력은 이어졌다. 동아

시아에서 가장 풍자만화가 만개했던 일본도 조르쥬 비고(Georges Ferdinand Bigot, 1860~1927)가 일본 정부의 간섭을 

받고2) 미야다케 가이코츠(宮武外骨, 1867~1955)가 1899년 풍자 죄로 금고 3년형을 받은 것처럼 예외가 없었다. 아직도 전 

세계의 시사만화가들은 권력과 주변세력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으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퇴행적인 정권과 

이른바 자본의 독재에 의한 언론사 자기검열도 심각한 편이다. 그런 이유들로 점점 시사만화가 신문 지상에서 사라지는 것

일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 시사만화는 탄압과 극복의 역사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헤아릴 수 없는 한국 시사만화 탄

압의 역사를 간략하게나마 시대별로 살펴본다.

망국의 전야, 최초의 만화와 탄압 

한국 최초의 만화가로 2000년대 이후 새롭게 조명된 이도영(李道榮) 화백. 다른 지식인처럼 그 역시 계몽가, 선각자적 기질을 

갖고 있었다. 일제의 한일병탄을 위한 단계가 막바지로 치닫던 1909년, 《대한민보》(大韓民報)에서 최초로 풍자만화를 그렸다. 

지식인과 친일인사, 언론에 대한 준열한 비판과 개화기 그릇된 행태에 대한 풍자 등 그의 예리한 붓끝은 당대 최고의 풍자만화

였다. 1년 남짓 발행된(총 357호) 신문에서 ‘삽화’라는 이름으로 연재된 만화는 신랄한 풍자로 대중에게 어필하고 만화 본연의 

성질에 충실했다.

하지만 언론탄압은 갈수록 심해져 이도영의 만화도 1909년 8월 12일자 만평이 삭제된 이후, 1910년 5월 이후 네 번이나 만화를 

삭제됐을 정도로 주변 환경은 좋지 못했다.3) 민족진영 언론의 입장을 대변하고 독자들에게 어필했던 만평은 １년여 만에 짧게 

끝났다. 이후에도 언론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노골화되어 독자만화로 겨우 연명되던 일간지와 잡지의 시사만화는 1930년대 

1) 손상익은 시사만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시사만화는 사건의 객관적 정황의 서술이 아닌 작가의 개인적ㆍ정신적 세계가 주관적으로 

표현되어진다는 점에서 기사분류상 칼럼에 가깝다....중략...대량 인쇄기술의 진보에 따라 풍자화가 근대 신문의 한 콘텐츠로 정착되면서 ‘신문 시

사만화’라는 특정기능으로 분화됐다. 신문 시사만화는 19세기 이후 범세계적인 현상으로서 신문 저널리즘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가 됐다”. : 손상

익(2004). 한국 시사만화사 연구 : 풍자성과 사회 비판적 역할을 중심으로, 중앙대대학원 박사논문, 22p 

2) 영국의 《The Graphic》신문의 보도화가로  활동하며 당시 동아시아의 정세를 예리하게 풍자했다. 이어 1887년 외국인 거류지의 프랑스인들을 

상대로 풍자만화잡지《토바에(TÔBAÉ）》를 창간했다(1889 휴간). 그의 그림들은 매우 신랄해서 일본정부로 부터 요주의 인물이었으며, 결국 언론

탄압이 벌어지자 1899년 모국으로 돌아갔다. 

3) 김진수(2007)에 의하면 1909.6.26. : 삭제/1909.8.12. : 삭제/1909.8.21. : 삭제/1909.10.5. : 삭제/1910.8.18. : 제353호 압수 및 발행정지와 같은 

수난을 겪었다.　출처 : 독재 권력은 언제나 풍자를 못 참아 <한국 시사만화 탄압사> 제1회 ‘개화기’, 2007.4.20, COCANEWS 

들어 아예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윤기헌(부산대 교수)

만화 검열의 역사를 말한다 - (2) 시사만화에 대한 검열

그림 1) 대한민보에서 삭제된 채 발행된 만평(1910.06.20)

그림 2) 김성환의 고바우(동아일보)

그림 3) 안의섭의 두꺼비(한국일보)

해방 이후 독재의 그늘

이승만 독재체제는 해방 이후 언론탄압에도 앞장섰다. 유명한 시사만화 탄압사례인 1958년 《동아일보》의 이른바 ‘고바우 영감 

경무대 똥통사건’(그림 2)은 그 단적인 예이다. 이어진 박정희 철권통치 기간 역시 언론의 재갈을 물리고 표현의 자유를 자의적

으로 억압했다. 《동아일보》 1966년 5월 9일자 베트남 독재자와 박정희를 비교 풍자한 만화에 대한 탄압에 대해 작가 김성환은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이 만화가 게재되고 사나흘 뒤, 당시「동아일보」에서 청와대를 출입했던 최영철 정치부 차장으로부터 ‘각하의 전갈을 전 한다’는 

메시지가 왔다. 최기자를 집무실로 불러들인 각하가 책상을 발로 걷어차며 진노(震怒)했다는 것이다. 이 전갈이 있은 지 며칠 

사이에 갑자기 중정(中情)의 소행으로 여겨지는 신문사 기자들에 대한 테러가 여러 건 발생했는데, 아마도 ‘고바우’에 대한 

간접적인 위협이었던 것 같았다. 나에게는 이미 경고를 했으니 직접테러야 가할 리 없었고 그러나 ”이런 식으로 만화를 그리면 

다치게 된다는 걸 보여 주겠다“는 시위 삼아 주위의 신문기자들을 테러한 것 같았다. 이 사건발생이후 열흘이상을 도망 다니는 

등 한 동안 테러공포에 시달렸다.”4)

월간 《다리》에서 시사만화를 담당(1970.09~1971.03)했던 허어(권성국,1938~) 작가도 본인의 채록집에서 이렇게 술회했다.

4) 손상익 직접 취재: 손상익(2004). 앞의 논문, p.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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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뭐 맨날 정부를 비판해서...(중략)...발행인, 편집장하고 기자하고 잡아갔다고...(중략)...나도 해당이 됐는데, 신문사에서 

도망가라고 해서...(중략)... 한 달 동안 돌아 댕기다 왔다고...(중략)...(당시) 중앙정부 담당이 신문사에 있어서 편집국장 옆에 

잠깐 앉아 있다가 가고 이랬다고...(중략)...보안사에서 나오고 양쪽에서 다 나왔다고...”5)6)

80년대 신군부의 등장은 언론 전체 지형을 바꾸어 놓았다. 용의주도한 엘리트 군부세력들은 79년부터 81년까지 언론

인 강제해직과 통폐합으로 말 잘 듣는 언론환경을 만들었다. 당연히 계엄치하와 그 이후에도 사전검열이 일상화되었다. 

부산과 경남에서 일간지 만화를 담당하던 김선학도 보안 분실에 끌려가 위협을 당했다고 증언했으며, 하종갑 화백은 

당시 검열로 누락된 상황을 스크랩북에 담아 놓았다.(사진 1)  안기태 화백은 국제신문 만평에서 이름 삭제가 빈번했

다고 전했다. (그림 6) 

5) 고바우 내용 : ① “군정을 더 연장한대”, “그것 그전 신문이겠지” ② “이랬다 저랬다 번의를 할 때 얘기겠지”. ④ “그러구 보니 비슷한 걸. 색안경

까지 너무 비슷해” : 까투리여사 ① “얼마 전에 앙고라와 고구마로 폭삭하고 이번에 비닐하우스..” ③ “폭삭하지 않는 비결은...” ④ “관계당국에서 

권장하는 사업만 하면 돼요”.

6) 한영주(2010). 한국만화사구술채록(9)-허어, 한국만화영상진흥원, pp.171~172

그림 4) 1966년 5월 19일자 《동아일보》 고바우 

그림 5) 1972년 6월 19일 《서울신문》 까투리여사5)

그림 7) 1988년 부산일보의 용팔이사건 풍자만화

그림 8) 김성인의 풍자만화

테러와 자본의 압력

정부의 직접적 압력과 탄압은 민주화를 거치며 많이 완화되었다. 하지만 간접 사주(使嗾)에 의한 테러나 압력은 끊이

지 않았다. 1988년 《부산일보》 안기태의 <어리벙씨>는 이른바 당시 이슈화된 정치 테러 ‘용팔이 사건‘을 다루었는

데 만화가 나가고 작가가 직접 테러를 당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시사만화가 망명사건도 있었다. 가장 전위적

이며 날이 선 풍자의 대가로 불리던 김성인이 정부의 탄압을 피해 외국으로 망명한 것이다. 당시 김성인은 시사주간

지에 연재를 하고 있었는데, 해당 주에 실린 그림이 지나치게 직설적이라는 정보기관의 판단을 감지한 편집부가 작

가의 국외 탈출을 도왔다. 90년대 이후 시사만화는 상업자본의 광고 등을 위시한 자본독재의 검열이 요즘까지 이어

지고 있다. 삼성그룹을 위시한 대기업과 광고주들을 비판하는 내용은 아직도 간단치 않다.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이다

80년대 검열의 환경 속에서 올곧이  민중만화 저항의 몸짓7)도 있었고 시사만화는 스토리만화처럼 형식적으로도 분

화되기도 했다. 하지만 언론의 환경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시사만화가 이데올로그 화하여 자사 이기주의에 함몰되

거나 한때는 진보 보수의 전위대로 나서기도 했다. 2007년 세미나에서 김진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역사적으로 한국의 시사만화와 시사만화가들은 권력에 대한 비판자, 권력을 귀찮게 만드는 자, 권력을 괴롭히는 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으나 이제 그 권력의 속성이 변하고 있으며 정치권력은 경제 권력으로 대치됐고, 또 신문사 내부의 자체통제도 

시사만화가들의 자유로운 비판 정신을 위축시키고 있다. 광고주인 특정 재벌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을 비판할 때 보다 

더한 눈치를 봐야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8) 

결국, 시사만화의 위기는 권력비판과 사회풍자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환경에서 기인한다. 그리고 스토리

만화나 시사만화 모두 ‘표현의 자유 없는 만화의 발전’은 이 세상에 없다. 한국만화의 새로운 미래는 시사만화 100년 

탄압의 역사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아직도 많다 하겠다. 

7) 만화를 대중의 기호로 삼은 미술운동가들에 의해 본격적인 민중만화 시대가 지하와 거리에서 재현되었다.  장진영, 김봉준, 김선우, 김주형, 최

민화, 이은홍, 손기환, 신종봉, 등이 대표적이며 최정현, 박재동, 손문상 등은 이후 일반 신문으로 확장되었다. 

8) 대자보, 시사만화, 경제 권력과 신문사 내부통제 더 크다 , 언론계·시민단체, ‘시사만화·대학언론 탄압사의 재조명’ 토론회 열어,(2007.05.17.)

사진 1) 《경남신문》 하종갑화백의 <고지비> 검열 

불합격 스크랩북. 1982년 10월 18일자와 1983년 4월 

5일자는 검열 불합격으로 아예 실리지 못했다. 

그림 6) 《국제신문》 만평. 1980년 2월 28일 정부의 

긴급조치 위반사범 복권조치를 환영하는 김대중

(DJ)의 모습에서 명찰 이름을 지우라는 계엄검열단의 

조치로 삭제된 채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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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년에 한국 만화가 시작된 이후 신문과 잡지를 통해 만화가 소개되고 1945년 해방이 되면서 만화단행본이 첫 선을 

보였다. 일제시기 신문 잡지의 만화들 가운데 아동만화와 유머만화 등이 소개되기도 했지만, 만화단행본이 등장한 이

후 ‘이야기’라는 틀을 통해 만화의 오락성은 더욱 가속화 되었다. 만화의 오락성이 교양과 풍자라는 측면에서 재미를 

추구했다면, 한국전쟁 전후로는 통속적인 재미로 변해갔다. 

풍자화에서 시작된 만화에 이야기가 덧붙여지기 시작한 이후로 수 십 권 분량의 작품이 나올 정도로 만화의 표현에는 

한계가 없어졌다. 하지만 사회가 경색되는 시대가 되면 이러한 면은 검열의 빌미가 되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한국전쟁 이후에 가속화된 통속만화들이 양적 증가를 하면서 한국만화에는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 

1950년대 후반에는 전국에 만화대본소가 생겨나면서 생산-유통-소비의 과정이 갖춰지며 한국만화는 양적 팽창이 

되었고, 만화는 명실상부한 대중문화로 자리매김하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량만화’ 시비가 수시로 등장했다. ‘불

량’하다는 의미가 시대마다 달랐는데, 한국전쟁 이전에는 주로 한글표기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게 많았다.1) 하지만 

한국전쟁기간 중에 우후죽순으로 출판된 만화단행본들은 해적판이나 모작이 많았고, 이 과정에서 저급한 출판물들

이 양산되기도 했다.2) 이러한 현상은 곧 휴전 이후에 다시 불량만화 시비로 이어졌다. 이때의 불량만화는 저질출판물

을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의 한국만화는 베스트셀러 작품들이 출현하고 스타작가들이 등장하는 등 사

회적으로 만화는 대중문화로서 입지가 굳어졌다. 

1. 한국아동만화자율회

1960년 4.19혁명으로 제2공화국이 무너졌다. 1년 여간 혁명의 시대에는 대중문화에도 혁명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1961년 5월 16일 박정희의 군사정변에 의해 12월에 ‘한국아동만화자율회’가 구성되면서 자율심의가 시작되었다. 주로 

원로만화가와 출판업자들로 구성되어 유료로 심사를 했다. 하지만 ‘한국아동만화자율회’의 심의는 사실상 실패였다. 

자율이라는 명목으로 작가가 작가를 심의하는 과정은 작가들의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시비를 판단할 주체가 명확하지 

않았다. 구조를 보면 표면적으로는 만화가들이 자율적으로 심의위원을 구성한 것처럼 되어 있었지만 일부 위원들이 

출판사측에 매수되어 편파적인 심의를 했고 작가들에게 작품심의에 대한 구속력이 부족했다.3) 그리고 출판업자들은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상대방에 불이익이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여 ‘불량만화’를 정화하자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한국아동만화자율회’는 사실상 신생정부가 반강제로 만든 심의체라는 한계가 출발부터 있었기 때문에 합당

1) <경향신문>, 1948년 4월 4일자 ‘애기교육과 만화’, <동아일보>, 1948년 10월 9일자 ‘아이들의 독서지도’, <동아일보>, 1948년 11월 28일자 

‘불량아동출판물 서울시서 단속’, <경향신문>, 1948년 11월 28일자 ‘불량만화 등 서적 당국서 대책성안’

2) <동아일보>, 1951년 4월 1일자 ‘불량만화 단속’

3) 『한국만화통사 2』 손상익, 1998년 9월 5일, 시공사, p274

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만화가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긴 심의는 결국 자정작용을 못했다. 7년 동안 서로 

경쟁상대인 작가와 출판사들은 각자의 이해관계로 만화계의 분란만 남겼다.  

2. 한국아동만화윤리위원회

‘한국아동만화자율회’의 실패는 더 강력한 권력을 가진 기관을 만드는 명분을 제공했다. 1968년 8월 31일에 문화공보

부는 그 산하에 ‘한국아동만화윤리위원회’라는 만화검열기관을 만들었다. 만화가, 언론인, 법조인, 여성단체 아동문학

가 등으로 구성된 ‘한국아동만화윤리위원회’는 9월 9일부터 만화원고의 사전검열을 시작했다. 이 기관은 법적 기관이 

되어 한국아동만화윤리강령, 한구아동만화실천요강 등을 법으로 제정했는데, 이 법을 통해 만화의 용지, 판형, 편수, 쪽

수 등을 규정하였으며, 만화 내용과 그림의 표현 방식까지 관여하였다. 즉 만화사전검열이라는 소위 ‘가위질’의 시대가 

된 것이다.4) 

이 규정에 의해 만화는 더 이상 시대의 풍운아 같은 멋진 캐릭터는 나올 수가 없었고, 대하 장편 서사극은 분량 제한 때

문에 아예 불가능했다. 사람에 대한 연민과 시대적 성찰을 담고 상상력을 자극했던 당대의 만화들은 이 규정에 의해 사

전검열이 시작된 이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3.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

문화공보부 산하에는 도서, 잡지, 아동만화 등 3개의 윤리위원회가 있었다. 1970년 1월에 이 세 기관을 통합하여 ‘한국

도서잡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 기구는 1976년에 주간신문에 대한 심의기능도 포함하여 ‘한국도서잡지주간신

문윤리위원회’(이하 ‘도서윤리위’)로 거대해졌다. 기관이 통합되면서 ‘만화’명칭은 사라졌지만 내용적으로는 더욱 강력

한 만화검열이 이루어졌다. 

‘도서윤리위’는 이전의 ‘한국아동만화윤리위원회’에 비해 더욱 세부적인 부분까지 확대되고 자세한 내용까지 통제했다. 

위원회 초창기 활동을 보면, “위원회는 앞으로 어떠한 부류의 작품이라도 이성간의 애정을 담은 내용은 물론, 남녀의 

대우적 분위기 묘사를 엄중히 제재키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즉 남매간이라도 한 공간에서 서로 마주보는 장면은 

금지한다는 것이다. 북한 관련해서는 “서울이나 대도시에 고정간첩이 ’아지트‘를 정하고 암약하거나, 높은 지식층 혹은 

존경해야할 인격자(교직자, 의사, 정부기관의 요직자 등등)가 간첩으로 활약해서는 안되며... 반공만화를 그릴 때는 반드

시 대단위 고정간첩단의 활약상을 피해야 하며 간첩활동 대상은 가급적 무식층에 국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만화에는 ’계모의 학대장면을 묘사할 수 없다’는 심의지침이 적용돼 <콩쥐팥쥐>, <신데렐라>등도 한동안 만화로 창작

되지 못했다. 

또한 ‘도서윤리위’가 1984년 3월에 제정한 내부규정인 아동만화심의기준에 의하면, ‘이 기준은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만화윤리실천요강에 의거, 아동만화의 종류에 따라 다루어서는 안 될 것을 정하여 심의업무에 적용토록 한다.’고 명시

함으로써 만화종류별 규제사항과 대사 및 그림의 묘사, 표지 등에 관해서도 자세한 금기를 명문화하고 있어서 만화의 

다양한 발전을 현격히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5)

4. 간행물윤리위원회

1987년 6월 항쟁 이후로 20여년을 강력한 칼날을 휘두르며 한국만화의 사전검열을 자행해 왔던 ‘도서윤리위’는 사단법

인인 민간단체로 탈바꿈하면서 ‘간행물윤리위원회’로 변화하였다. 민간기구로 위상을 변화했지만 사전심의에 관한 강

4) <웹툰이 청소년 태도에 미치는 영향 및 규제에 대한 연구> (사)우리만화연대, 한국콘텐츠진흥원, 2012, p36-37

5) 『한국만화통사 2』 손상익, 1998년 9월 5일, 시공사, p275-277

한국만화 검열의 역사를 말한다

: 대중만화

백정숙(만화평론가, 한국예술종합학교・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만화 검열의 역사를 말한다 - (3) 대중만화에 대한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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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력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대중문화 전반의 사전검열제가 폐지되는 추세에, 만화작가들도 사전

검열에 반대하는 여론이 생기자, 만화에 대한 심의 규제는 한층 약해졌다.6)

그러나 이 시기의 만화규제는 오히려 시민단체인 기독교윤리실천위원회나 YWCA만화모니터 팀의 활동 등, 여성단체와 

종교단체에 의한 불량만화 시비로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 이 당시의 불량만화는 주로 선정성과 폭력성이라는 잣대로 

만화의 장면묘사에 대해 가해졌다. 하지만 1990년대의 사회적 분위기와 창작에 대한 갈망이 큰 젊은 만화창작자들은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외치며 만화장면 하나하나에 대해 지적하는 시민단체들의 여론 활동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5. 청소년보호법

1990년대는 한국만화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풍요로운 창작환경의 시대였다. 검열이 사라진것과 만화잡지의 활성화, 

주체적인 독자들의 활동 등의 환경은 만화가 대중문화의 양지로 드러나게 만들었다. 

하지만 1996년에 당시 신한국당 박종웅 의원의 발의에 의해 문화체육공보위원회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 매체물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 추진되었다. 이 법안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음란 폭력성을 띤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 

대상 유통을 규제함으로써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을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입법취지로 보호대상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출판, 방송, 공연 등 모든 매체물을 

대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의 유통을 규제함이 목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은 사단법인 체제에 머

무르고 있던 심의기구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법적 근거를 지닌 기구로 격상된다는 내용도 담고 있었다. 특히 가장 

문제로 부각된 사항은 이 법률안 초안의 제8조 제4항인 “제1항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정은 당해 매체물

의 유통이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거나 그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와 제5항인 “청소년보

호위원회는 제3조 제2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매체물과 만화의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매체물이 최

초로 유통되기 전에 심의·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다. 즉 사전심의를 하겠다는 내용인 것이다.7) 

따라서 만화계는 그 어느때보다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반발하였으며 만화계 10여개의 단체들이 모여 ‘청소년보호법률

안제정을 저지하기 위한 범만화인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공동대응에 나섰다. 이후에 문화체육공보위원회는 제8조 

4~5항 부분을 삭제한 통합·절충안을 마련해 1996년 12월11일 제181회 정기국회에서 제안하기로 의결하고 1997년 3월 

7일에 ‘청소년보호법’이라는 제목으로 제정하고 같은 해 7월에 시행하게 되었다. 이 법안에 따라 만화는 청소년보호위

원회에서 도서심의 업무를 위탁받은 법적 기구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사후심의체제로 실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사전심의는 피해갔지만 수거, 파기, 시정이라는 준 사법권을 부여함으로써 기존의 검열제도와 다르지 않은 상황이 조성

되었다. 

이후 기독교윤리실천위원회는 33개의 시민단체들과 함께 음란폭력성조장매체대책시민협의회(이하 ‘음대협’)을 조직

하여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된 3월 7일 이후인 4월 15일에 국내 3대 스포츠신문 발행인과 편집국 책임자를 집단 고발했

다. 미성년자보호법 위반 혐의였다. 이에 따라 1997년 5월에 스포츠신문에 연재하던 이두호, 배금택, 방학기 등이 검찰

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고, 7월 2일에는 신한국당 대표가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함과 동시에 내무부가 합동단속

대책을 발표하면서 7월 5일부터는 소매상과 만화방, 도서대여점 등을 압수수색영장 없이 압수하였다. 7월 9일에는 대

본소업자, 출판업자 142명이 불량만화 유통혐의로 입건되고 7월 19일엔 이현세 작가가 <천국의 신화>로 검찰 소환을 

통보받았다. 

그리고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이와 동시에 유해만화 목록을 발표했다. 유해만화 목록은 1천7백여종 510만권에 달하

는 방대한 분량이었고, 이를 기준으로 7월 23일부터 만화대본소 등을 다시 압수수색을 하였다. 그리고 7월 31일엔 당시 

6) 『한국만화통사 2』 손상익, 1998년 9월 5일, 시공사, P278

7) <웹툰이 청소년 태도에 미치는 영향 및 규제에 대한 연구> (사)우리만화연대, 한국콘텐츠진흥원, 2012년 5월, p68-69

성인 격주간 만화잡지인 <미스터 블루>, <빅점프>, <투엔티세븐> 등이 한시적으로 발행 중단을 선언하였지만 오래 버

티지 못하고 사라졌다. 8월 2일에는 음대협이 고발한 스포츠신문 관계자와 만화가들이 대거 기소되어서 방학기, 강철

수 등 여덟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조운학 등 세 명은 약식 기소, 이두호, 황재, 배금택, 오일룡 등은 기소 유예되었다. 

1998년 2월에 <천국의 신화>로 검찰에 소환된 이현세는 미성년자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약식 기소당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현세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2000년 7월 18일에 1심에서 벌금 3백만원 유죄 판결이 

났다. 그러나 항소를 통해 2001년 6월 2심에서 무죄판결이 났는데, 검찰은 바로 상고를 했다. 하지만 2002년 2월 28일에 

헌법재판소가 죄형법정주의위반으로 미성년자보호법에 있는 ‘불량만화’ 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미성년자보호법에 

명시된 ‘불량만화’란 ‘미성년자에게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미성년자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만화’를 가리키는 제2조의 2 불량만화 등의 판매금지 등의 조항에 대해 “미성년자보호법과 아동복

지법에 규정된 ‘불량만화’의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돼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란 내용이었다. 결국 대법원은 ‘불량

만화 조항 위헌 판결’을 기초로 2003년 1월 24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으로 이현세는 한국의 상고사를 다룬 

<천국의 신화>를 당초 100권 분량으로 풀어내려던 계획을 축소하여 47권에서 마무리하게 되었고, 작품의 완성도가 떨

어지는 결과가 되었다. 이제 미성년자보호법이 사라지면서 ‘불량만화’라는 명칭은 사라졌지만 대신 그 자리에 ‘청소년 

유해매체’라는 표현으로 대신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간행물윤리위원회는 2003년 청소년보호법에서 출판및인쇄진흥법 제16조로 설치근거가 이전되는 변화를 겪는다. 

이 법은 출판 관련 종합법안으로 지식정보사회 발전의 핵심 기반 중 하나인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제정되었다. 즉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제재보다 진흥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가게 된 것이다. 

청소년보호법 제정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들은 한국만화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왕성하게 확장되고 있던 만화시장은 

만화잡지의 연이은 폐간으로 이어졌고 잡지가 사라지면서 한국만화들이 연재할 발판을 잃게 되어 수많은 만화작가들

이 이직을 하거나 작품중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 와중에 일본의 만화들은 일본대중문화 개방에 맞춰 수

많은 작품들이 수입되었고 한국만화는 그 자리를 잃게 된 것이다. 여전히 그 당시에 연재를 하다가 완결되지 못한 작품

들이 수없이 많지만 해당 작가들은 다른 지면을 얻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한국의 만화는 자생적인 발전과 검열의 나락으로 너울치며 발전해왔다. 만화검열은 한국만화의 아픈 상처를 되돌아보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으로 인해 한국만화계는 피해의식이 깊게 새겨져있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또 

자생적으로 발전된 웹툰의 발명(!)이 한국만화계에 새 시대를 열고 있다. 이제 만화검열의 상처에 켜켜이 쌓인 딱지를 

벗겨내야 할 때가 왔다. 그러기 위해서는 만화의 사회적 책임과 표현의 자유라는 양날의 검을 어떻게 조화롭게 벼릴 것

인지 고민할 때가 되었다. 이러한 관점으로 만화검열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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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2012년 2월 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 연재 되고 있는 23개 웹툰을 ‘청소년유해

매체물’로 결정하고 이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만화계는 이에 반대 입장을 표했고 일부 언론과 

시민사회도 심의당국의 과도한 규제를 비판했다. 만화계에서는 만화심의의 주체로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있는데 방심

위가 심의 권한 없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방심위는 (사)한국만화가협회(이하 만협)와 ‘자율규제협

력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2012년 4월 9일)하고 ‘방심위에 접수된 민원은 만화가협회로 보내고, 만화가협회는 만화

문화연구소를 통해 관련 전문가에게 감수를 받으며 플랫폼의 의견을 청취해 개별 사안에 대한 대응을 방심위에 통보’1)

하기로 했다. 

사례 2.

2015년 3월 24일 방심위는 대표적인 전문 웹툰 플랫폼인 레진코믹스 사이트에 대해 국내 접속자 차단 조치를 취했다. 

‘청소년 접근 제한 조치 없이 음란물이 유통 된다’는 민원을 접수한 담당자가 ‘해외 서버를 두고 있는 국내 사업자’로 

판단하고 임시 차단 조치한 것이다. ‘법에서 정한 소명 절차 없이’ 사이트 전체를 유해매체물로 규정하고 차단한 것에 

대해 SNS를 중심으로 공권력 남용이라는 의견이 모아졌고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뉴스화 하면서 과잉조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방심위는 차단 조치를 해제하고 같은 해 4월 2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사업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했다. 레진코믹스는 문제가 된 작품의 서비스를 자진 중단한 후 위원회에 참석했고 위원회는 

사업자 쪽에서 ‘자율규제를 한다’는 평가와 함께 ‘심의 보류’를 결정했다.2) 

사례 3.

2016년 6월 30일 온라인 청원 사이트인 다음 아고라에 ‘평범한 아빠의 네이버 고소 이유? 웹툰의 전체이용가 진실’이

라는 글이 게재됐다. 웹툰 <후레자식>(김칸비 작)이 ‘살인자인 아빠가 아들을 살인자로 키우는 그런 내용’인데 ‘전체이

용가’로 유통되고 있다며 해당 웹툰의 작가와 유통사 그리고 방심위와 만협이 심의 책임을 소홀히 했다면서 서울 송파

경찰서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협의’로 고소했다는 내용3)이었다. 청원 게시물이 올라오자 당시 기준으로 2만7천 여 명의 

사람이 서명에 참여했고 이 사건은 주요 TV 뉴스와 신문 등에 소개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됐다. 만협에 심의 의무를 소

1) 박인하, 웹툰 자율 규제의 전개와 과제, 디지털만화규장각,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16.11.22

2) 박석환, 레진코믹스의 사라진 8작품을 찾아서, 크리틱엠, 씨엔씨레볼루션, 2015.07.08

3) 최진홍, 네이버웹툰 후레자식 전체이용가 논란, 이코노믹리뷰, 2016.07.04

홀히 한 책임이 있는지도 논란 중 하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건과 관련 같은 해 9월 30일 만협 등에 대한 피

의사건 처분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4) 판결을 내렸다. 

현상

2016년 11월 3일 만협은 제16회 만화의 날을 맞아 ‘웹툰자율규제위원회’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특정 웹툰의 표현이나 

소재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공권력의 일방적인 심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만화가, 플랫폼, 독자가 상호협력과 조율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5) 낼 것이라고 했다. 

이어 2017년 4월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을)은 만화의 자율규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규정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제12조(이용자의 권익보호) 조항

에 ‘만화의 「청소년 보호법」 제11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 여부에 대한 자율 규제 지원’ 항목을 신설했다. 

만협은 2017년 6월 중 웹툰자율규제위원회를 출범하고 자율규제의 구체적 방법과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이용가 대상 작품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고, 나아가 연령 가이드(연령 등급 세분화) 도입 

여부도 검토’ 할 것이라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방심위도 직접적 규제보다는 이 같은 자율규제 기조가 유지되도록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6) 

검토

먼저, 현행법상 예술적 표현물에 대한 ‘검열’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

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제22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지며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

한다.’고 했다. 표현의 자유가 지니는 숭고한 가치를 법률로 보호하되 공익적 목적에 반하는 표현물에 대해서는 다른 법

률을 통해 규제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법적 규제 조치를 현행법은 ‘심의’라 명기하고 있다. 검열의 역사를 논 할 수는 

있으나 현재도 검열이 있는 것처럼 인식되게 할 이유는 없다. 

‘만화’와 관련한 법적 규제, 즉 심의와 관련된 조항을 담고 있는 법률로는 청소년보호법,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 있다.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웹툰 등과 관련해서는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청소년보호법 상의 청소년유해물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은 ‘제2장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결정 및 유통 규제’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등급, 심의기준, 자율규제, 표시의무 등에 대한 규제 조항이 있다. 다른 법령에 의한 심의기

관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심의기관에서 심의를 하지 않을 때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각 심의기관은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가 자율적으로 청소년 유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5장 제17조 이하 조문에서 만화에 대한 심의기관으로 간행물윤리위원회를 두고 간행물 

및 정기간행물의 ‘유해성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전자출판물 조항을 통해 디지털만화나 웹툰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됨을 알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웹툰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정보통신 관계 법령 등을 통해 

개입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행정규칙’에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두고 이 규칙 제11조 ‘통신심의소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서 ‘청소년보호법령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확인, 결정 및 결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계 법령 등을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확인, 표시

4) 한국만화가협회, 후레자식 관련 협회 고소 건에 대한 결과(홈페이지 공지사항), 2016.10.13

5) 노정용, 만화가협회 3일 웹툰자율규제위원회 설립…, 글로벌이코노믹, 2016.11.02

6) 진현진, 창작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고…웹툰자율규제위원회 내달 출범, 디지털타임스, 2017.05.09 

웹툰에 대한 공적 규제와

자율규제에 대한 단상

박석환(만화평론가, 한국영상대학교 교수)

만화 검열의 역사를 말한다 - (4) IT시대의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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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사례1에서 논란이 됐던 방심의의 심의 권한 문제와 관련, 방심위는 ‘청소년유해물’에 대한 확인/결정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례2에서 방심위가 해외 서버에서 운영되고 있는 레진코믹스에 대해 문제가 된 개별 콘텐츠가 아니라 사이트 전체에 

대해 임시 차단 조치를 한 것 역시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사례3에서 만협의 심의 책임 문제는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방심위)이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

에게 ‘자율적으로 청소년 유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만큼 방심위와 자율규제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만협도 

심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단, 현 구조는 민원이 있을 때 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진행 하는 것으로 절차가 되어 있다. 

고소보다는 민원이 필요했던 사안이다. 

문제

2012년 방심위의 웹툰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이후 전개된 일련의 사건과 대응과정은 ‘공권력의 과도한 심의’로 

인해 만화계가 과거의 ‘검열체제’ 아래 놓이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를 전후한 시기에 신문·잡지를 중심으로 등장한 한국만화는 일제의 사전검열에 시달렸다. 해방 후 한국전의 

혼란기에도 나름의 성장을 보여줬던 한국만화는 군사정권 하에서 또 다시 사전검열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일부 만화가들과 출판업자들로 구성된 한국아동만화자율회가 사전심의를 시작했고 1968년 문화공보부 

산하에 한국아동만화윤리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이후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 (사)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한국출판문

화진흥원 소속 간행물윤리위원회로 명칭을 바꾸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 기능은 1997년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사후심의 체제로 변경됐다. 이는 만화계 내외부의 강렬한 저항을 통해 얻어낸 것이다. 공적 

규제가 강화될 때마다 한국만화는 힘겹게 일군 시장을 내줘야 했다. 시장의 변화에 따른 결과로도 봐야 하지만 60년대 

한국만화의 초기 황금기, 90년대 잡지만화 시스템 하의 성장기는 아동만화윤리위원회의 심의와 청소년보호법 시행으로 

인해 좌초됐다. 

이처럼 한국만화계는 검열에 준하는 사전심의와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거행된 사전심의 그리고 법적 규제조치로서의 

사전심의에 대해 깊은 상처를 지니고 있다. 즉, 사전심의가 ‘예술의 자유’와 ‘예술가의 권리’를 통제 할 수 있게 했고 일

부에서는 심의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기도 했다. 

반면, 최근 전개되고 있는 웹툰에 대한 자율심의 논의는 말 그대로 ‘타율’적 지시나 요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만화계 

내부의 ‘규제 시행’ 의지가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법적 권한을 지닌 심의기관이 심의를 결정한 것에 대해 만화계 내

부에서 자체적으로 자율규제를 하겠다고 나섰고 심의기관의 업무를 협조해 진행했는가 하면, 이에 대한 권한과 지위를 

얻기 위해 법률 개정에도 협조하고 있다. 

자율 규제는 급성장해온 웹툰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법적 규제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임에 분명하다. 규

제의 상처를 충분히 알고 있을 만협 내외부 관계자들의 주의 깊은 고민과 갈등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만화사는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됐던 사적 규제의 폐해와 법적 규제로 인한 깊은 상처를 지니고 있다. 이 상처는 사후심의로 

변경된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현행법은 표현물의 창작이 아니라 표현물의 유통을 규제한다. 하지만 작가들은 창작 단

계에서 자기검열에 시달리고 있고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사법기관에서도 유통의 주체가 아닌 창작자의 창작 행위를 규

제의 대상처럼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상황에 국가의 법적 지원을 받으면서 없었던 위원회를 신설하고, 없었던 

규제의 대상과 세부기준을 정해 창작자 단체가 규제를 한다는 것은 웹툰시장의 자율성과 안정성, 성장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시행 과정이나 결과로 인해 더욱 더 불안정한 상태를 만들 수 있다.

대안

1. 웹툰자율규제위원회의 명칭을 웹툰유통자율규제위원회로 변경해야 한다. 

헌법이 정한 예술창작의 자유는 절대적이다. 하지만 예술표현(유통)에 대해서는 상대적이다. 즉, 창작의 자유는 창작자가 

지켜야할 소중한 가치이고 정신이다. 다만 이를 유통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가 가능하다. 규제의 필요성에 일정부분 

동의한다. 하지만 창작물로서의 ‘웹툰’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웹툰유통’이 규제의 대상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규제의 

명칭, 위원회의 명칭 등에도 이를 명기할 필요가 있다. 

2. 심의기구 조직 및 기능과 역할의 주체는 창작단체가 아니라 유통단체가 되어야 한다.

만화산업계에 대한 만화창작계의 불신과 피해의식은 크고 깊다. 그렇다고 산업계의 역할과 책임을 창작자들이 져야 할 

이유도 없다. 웹툰창작물이 아니라 웹툰유통물이 규제의 대상이라면 그 책임과 과정 관리 역시 유통을 담당하는 산업계가 

져야 한다. 이는 권리나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다. 한편으로는 자율규제 논의의 출발이 작가들을 중심으로 전개됐기 

때문에 이만큼의 진척이 있었을 것이다. 이제 작가는 창작의 소중한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역할에 매진하고 이를 유통

하는 것에 대한 법적, 제도적 책임은 산업계가 지도록 해야 한다. 물론, 창작자도 사회적 책임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다. 이처럼 역할과 책임을 분산 시키는 것이 문제 발생 시 상호 협력 하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 

3. 규제 중심 사고에서 탈피, 웹툰의 국가 기록 자산관리 체계 구축과 병행해야 한다. 

출판물은 출판의 자유에 대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한편, 국가 기록물로서 체계적으로 생산과 유통이 관리되고 있고 

대상물과 관련 정보가 보존되고 있다. 만화출판물 역시 발행 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국제표준도서번호를 발급 받고 발행 

후에는 도서관법 등에 의해 납본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등록된 출판물에 의한 수익은 면세 혜택을 주고 있다. 

웹툰이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고 이에 대해 사후심의와 등급분류 및 표시제도 등이 이뤄진다면 이를 위해 수집 관리하는 

자료를 규제를 위한 것으로 제한 할 것이 아니라 웹툰창작자의 복지 기반(공표된 예술활동 기록 및 인증), 웹툰창작물의 

보존관리(디지털납본), 웹툰유통사업자의 세금 감면(국가콘텐츠식별체계 등록 전자출판물 인증에 따른 면세) 등이 이뤄

지도록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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