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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문화의 다양성은 능동적 참여를 이끄는 매개체로 작용하며 개방적이고 다원적인 가치를 추구하여 삶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문화와 예술을 근간으로 하는 콘텐츠 산업의 강화로 문화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문화

수용자가 문화생활을 영위함으로써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행복의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에 의한 것으로 경제적 소비

와는 구별된다.

문화소비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소통의 도구이며,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작용이다. 또한 문화소비는 문화자본으로

축척되어 습득된 문화적 능력이 새로운 환경과 다양한 문화를 용인하여 개인의 특성처럼 일반적인 형태로 표출되는 것이

다.1) 따라서 수용자의 행위와 결과는 물자나 용역을 이용하거나 소모하는 소비의 개념보다 삶과 연관되어 콘텐츠를 즐기는

행위를 통해 긍정적 작용을 자아내는 향유로 보게 되었다.

문화의 향유는 향유의 대상물이 존재하고 수용자에게서 능동적 참여 행위가 일어났을 때 얻는 가치로, 향유의 대상물인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2001년 10월 12일 부천시 <한국만화박물관> 개관은 만화 향유를

위한 문화 인프라를 구축한 시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동안에 만화 향유자들은 책을 통해 만화를 즐기는 행위를

통해 만화를 향유하였다. 그러나 만화박물관이 설립되면서 만화를 주제로 하는 문화공간이 형성됨과 동시에 적극적인 참

여를 통해 만화를 즐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2015년에 개관한 <둘리 뮤지엄>과 남산에 조성되고 있는 <재미로>

는 만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을 구축하며 만화 향유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만화박물관>과 <둘리 뮤지엄>에서 만화를 즐길 수 있는 행위는 대부분 관람의 형태로만 나타난다. <재미

로>의 경우에는 아직 조성이 끝나지 않았으나 현재까지는 거리에 만화 이미지를 게시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박물관에서 이끌어내는 향유 행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때문에 향유를 위한 행위유발에 대한 다양한 동기가 마련되

기 어렵다.

행위 유발은 ‘어떤 형태나 이미지가 행위를 유도하는 힘’을 의미하는 어포던스의 개념이다. 어포던스는 미디어의 발달에

따라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상호작용에 가치를 두면서 심리적으로 중요한 반응 요인이 되었다. 화이트(R. W. White)

는 환경을 변화시켜 그 환경과 성공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거나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은 만족을 얻

게 된다고 하였다.2) 이는 인간이 어떤 일에 대해 결과를 주도하는 주체적인 존재이기를 바라는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욕구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환경에 더 큰 관심을 보이게 만든다. 어포던스는 이러한 인간의 욕구에

만족도와 긍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향유를 위한 작용에 중요한 기제가 된다.

이에 본 연구는 향유자의 관점에서 향유를 이해하기 위해 어포던스와 향유의 관계를 정립하고자 한다. 더불어 향유자의

향유 만족감 고취와 지속적인 향유 유발을 위해 만화문화공간의 어포던스 방향성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선 만화문화공간의 범위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문화공간은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범

위는 건축물의 형태로 한정짓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만화는 다양한 매체에 맞추어 재생산 될 수 있는 콘텐츠이므로, 활용

도에 따라 만화문화공간을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만화문화공간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고, 향유자의 형태를 연구한 뒤, 이

8 _ 한국만화영상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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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신성(2013), 문화소비공간의 확산에 따른 저층주거지의 변화특성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0

2) R. W. White, Motivation reconsidered : The concept of competence, Psychological Review, 66, 1959, pp.297~333



를 기반으로 만화문화공간의 어포던스를 연구할 것이다.

연구는 사례 연구를 통해 진행 될 것이며, 대표적인 사례는 <요괴마을>이라고 불리는 일본의 ‘사카이 미나토’시 ‘미즈키

시게루 로드’를 선정하였다. ‘미즈키 시게루 로드’는 관광을 목적으로 조성 된 장소이나 다양한 향유자를 유입시키며 <요괴

마을>이라는 정체성을 형성한 공간으로, 향유자의 다양한 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어포던스가 형성된 만화문화공간이다.

2. 만화문화공간의 향유와 기능

1) 만화문화공간 
만화문화공간은 만화를 주제로 하여 형성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문화공간은 문화를 시각적인 형

태로 표현하여 일반 대중이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만든 문화시설이다. 문화시설은 생산자와 향유자가 문화 활동을 교환하

는 장소로 사용하며, 사회· 문화적으로는 문화 활동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로 작용한다.3) 이러한 작용은 빈 곳

의 의미를 가진 공간에 콘텐츠를 채워 넣으며 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며 보급하는 장소로 사용되어진다. 

장소는 공간에 경험과 체험을 통해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함에 따라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장소는 물리적 실체

와 사용자 행위의 결과물인 것이며, 사용자의 활동이 일어남과 동시에 그 경험을 통해 의미가 부여되는 상징적인 대상인

것이다.4) 장소는 특정한 공간적 규모로 존재하는 물리적 실체와 사용자 행위의 결과물이 인지되어 의미를 가지는 공간의

실체로 사용자의 활동이 일어나는 맥락인 동시에 사용자가 경험을 통해 의미를 부여하는 상징적 대상이 된다.5) 이덕진

(2014)은 오늘날 한 도시의 수준은 그 도시가 보유한 문화공간의 질적 수준과 동의어가 된다고 하면서 긍정적 기능의 문화

공간은 시민적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되고 애정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면에서 <요괴마을>은 만화를 이용하여 도시에 경제 성장을 이끌고, 정체성을 확립한 대표적인 만화문화공간으

로 들 수 있다. <요괴마을>은 향유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콘텐츠를 소비하고, 도시에 대한 의미를 생성시키고 정

체성을 강화시켰기 때문에 콘텐츠를 활용한 범위를 넓히며 확장 된 만화문화공간을 조성하였다. 또한, <요괴마을>은 일반

적으로 공간이라는 의미가 가진 건축물의 형태를 탈피한 예로 문화공간이 도시 전체로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만화문화공간은 만화를 활용하여 범위의 제한이 없이 만화를 향유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콘텐츠와 향유자는 배타적으로 공유하는 상징성과 정서적 관계를 형성하며, 문화공간이 귀속 된 지역의 문화와 개성, 지역

의 내성적 에너지를 확보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장소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2) 만화문화공간의 향유 
향유는 단순히 수용하여 소비하는 개념이 아니라 콘텐츠의 이용행위를 통해 이용자 자신과 환경에 대한 욕구충족,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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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덕진(2014), 유휴공간을 재활용한 문화공간 구축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51

4) 백선혜, 장소성과 장소마케팅, 한국학술정보(주), 2005, p.36.

5) 김근우(2012), 지각적 어포던스 특성을 적용한 외부 공공장소의 디자인 연구,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



몰입, 긍정적인 효과 등 다차원적이고 비선형적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다.6) 향유의 행위는 단순히 특성 콘텐츠의

접근과 사용(활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유를 구성하는 여러 행위를 조합하여 만족감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상이 되는 콘텐츠와 상호작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체험의 인식과 연관된다. 

체험은 주로 이벤트를 직접 관찰하거나 참여한 결과 감각을 현혹시키고, 개인적으로 몰입하게 하고, 심금을 울리고, 마

음을 울리게 하는 것, 실제적일 수도 있고, 꿈과 같이 느껴질 수도 있고, 가상적일 수도 있다고 한다.7) 이것은 향유자가 체험

을 통해 향유함으로써 느끼는 감정적인 상태이나, 이러한 감정은 향유자의 만족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2011)에서 구분한 향유의 구성 요소인 주체성, 즐거움, 욕구충족, 참여, 상호작용, 긍정적 정서, 몰입,

자의성, 관련지식, 경제력, 접근성과 동일한 것이다. 또한 각각의 요소는 향유가 이루어지는 향유자의 심리상태, 행위, 관계,

정보 등과 관련 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각 요소들의 작용으로 인해 향유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와 만족도가 결정짓는 기능

역시 동일하게 나타난다. 결국 향유자의 향유 활동은 대상에 의한 상호작용 체험과 연관되는 것으로 능동적인 참여의 과정

을 통해 다양한 감정을 얻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감정은 대상에 대해 귀속감을 갖게 되며 동일화를 형성하고 차별화 된 공

간에 대한 자긍적 의미를 내포하며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과거 문화 콘텐츠의 향유는 주로 문화활동을 직접적으로 행하는 것이었으나 오늘날 문화 콘텐츠가 디지털 영역으로 변

화하면서 다양한 미디어 기기를 통한 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수용자는 장소에 대한 직접적 참여 외에도

간접적 참여를 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신의 체험에 대한 다양한 스토리를 온라인에 게시하면서 직접적 상호작용을 발생

시킨다. 예를 들면 <요괴마을>에 다녀온 향유자들이 블로그나 SNS에 사진과 글을 게시하며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행위

가 그것이다. 이들은 <요괴마을>에 방문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하는 소비 형태를 보임과 더불어 경험으로부터 얻은 감정

을 전달한다. 이에 <요괴마을>을 방문하지 못한 사람들도 정보 검색과 같은 행위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간접적으로 체험

함으로써 향유하며 만화문화공간이 가진 정체성에 참여하게 된다. 

3. 어포던스 속성과 향유 관계성 

1) 어포던스의 일반적 개념과 속성
어포던스(affordance)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행동을 유도한다는 행동유도성으로, 물건(object)과 생물(organism, 주로

사람) 사이의 특정한 관계에 따라서 제시되는 것이 가능한 사용(uses), 동작(actions), 기능(functions)의 연계 가능성을 의

미한다.8) 어포던스 연구의 흐름은 깁슨(Gibson)에 의한 것으로 주위 환경이 제공하는 특성과 정보를 모든 감각기관을 활용

해 받아들여 능동적인 행위를 유발하는 것이다.9) 또한 어포던스는 그것이 물질적이든 비물질적이든 간에, 특정한 공간에

서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든 사물을 이용 할 수 있게 하는 사물의 잠재적 특성이다.10) 어포던스의 개념은 인지심리학자 노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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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의 문화적 향유 확대 방안 연구》, 2011.2, p.10

7) 민형철(2011), 문화소비공간 유형에 따른 소비자 체험, 장소 애착 및 사회적 연결감에 대한 차이와 구조적 관계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37

8)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96%B4%ED%8F%AC%EB%8D%98%EC%8A%A4

9) 김남희(2011), 관광공간 계획에서 어포던스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2

10) 권영걸(2008), 《공간디자인 16講》, 도서출판 국제, p.35~37



(Norman)과 게이버(Gaver), 하슨(Hartson), 장(Zhang)등에 의해 이론이 확장되면서 포괄적이고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며

관점에 따라 달리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깁슨이 제안하는 어포던스는 동물에게 환경이 제공하는 의미이며 가치이고 그것은 지각자가 연역적으로 이끌어내는 것

이 아니라 환경 속에 실재하고 직접적으로 지각되는 것으로 물건, 물질, 장소, 사상 다른 동물 등 환경에 있는 모든 것이 어

포던스를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11) 이는 환경이 지각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환경에 대한 정보나 자극의 인지

는 환경 내의 다양한 메시지를 통해 지각자는 자연스럽게 정보를 받아들이고 별다른 노력 없이 정보를 얻게 된다는 직접지

각을 의미한다.

깁스와 노만의 어포던스는 관점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깁슨은 생태학 관점으로 행위자의 지각과 인지보다 주어

지는 환경이 가진 어포던스에 초점을 맞추었고, 노만은 행위자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어포던스를 중요하게 보았다.

깁슨의 이론은 개인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이 지각자와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지각 주체의 행동능력에 집중한

다. 다시 말하면 행위자에게 동등한 환경을 제공하여도 행위자의 능력에 따라 어포던스의 존재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깁슨의 주장은 생태학적 유형의 특성으로 환경에 대한 지식은 학습비용을 투자하지 않고도 지각이 될 수 있다는 ‘직접 지

각 이론’이다. 

노먼은 깁슨이 주장했던 직접지각과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어포던스를 정의하고 있다. 노먼의 어포던스는 사물의 지각

된 특성, 사물을 어떻게 다루면 될 것인가에 대한 강력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였다.12) 또한 어포던스는 행위자가 사

물을 인지하는 과정은 우리의 과거 지식과 경험에 기반을 둔 사물에 대한 정신적 이해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하였다.13) 이에

따라 노먼의 어포던스는 물리적어포던스와 지각적 어포던스로 구분되었는데, 물리적 어포던스는 행위하는데 있어서 신체

적 도움을 주는 것을 가리키고, 지각적 어포던스는 사물에 대한 기존의 경험을 바탕으로 행위를 유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

였다. 

이러한 어포던스는 공간에서 행위와 관련하여 행위지원성, 행위유도성, 행위유발성의 속성으로 <표 1>과 같다.

먼저, 행위지원성은 대상과 행위자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행동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환경이 가진 실제 기능은 중

요하지 않고 행위자가 환경을 인지하고 행동하는 그것 자체를 의미한다. 행위유도성은 환경의 특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며, 행위유발성은 환경을 보고 본래 성질 외에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 종합하자면 어포던스의 속성은 어떠한 대상

과 지각자가 존재하는 가운데 행위가 실제로 행해지도록 만드는 심리적 기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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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토 다케시, 편집부 옮김(2005), 《디자인 생태학》, 세종출판사, p.27

12) 김남희(2012), 관광공간 계획에서 어포던스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5

13) Norman, D.A(1988), The Psychology of Everyday Things, New York : Basic Books, p.219

어포던스 속성3 특성

행위지원성 환경이 지각자의 가능한 모든 행동이 대상에 반영되는 행동의 다양성을 지원

행위유도성 환경이 갖고 있는 실제적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 환경의 단 한가지 행위를 유도

행위유발성 환경 본래의 실제적 기능과 대상의 사용성을 추가로 보충하는 관계에 있는 성질이며, 행위의 선택성을 유발

※출처 : 김남희(2012) 

<표 1> 어포던스 속성과 특성



2) 어포던스와 향유의 관계성
어포던스는 결국 환경과 사용자, 행동이라는 세 가지 구성요소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집중하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어포던스에서 환경은 어포던스를 통해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연적, 사회적, 물리적 조건이

나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사용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 모두를 내포하고 있다. 어

포던스의 구성요소 관계는 행동을 하는 주체가 되는 사용자와 주체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의 관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용자의 행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에 의해 새로운 관

계로 재생성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사용자와 대상간의 관계에 따라 다양한 시점으로서의 관계가 성립 될 수 있으며 이들

은 모두 상호작용성을 가진다.14) 결국 어

포던스는 사용자와 대상의 관계를 형성

하고 잠재 된 기능과 인지에 따라 행동

과 연결되는데 이 같은 행위의 결과는

향유의 목표와 참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를 바탕으로 만화문화공간에서 어

포던스와 향유의 관계는 <그림 1>과 같

이 나타난다. 만화문화공간은 어포던스

를 생성시킬 수 있는 환경적 요소이며,

공간 내에서 만화를 이용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하여 향유자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형성할 수 있다. 이때 서비스의 요소는 공간을 조성한 목적에 따라 내용

과 장소의 특징이 변화하게 되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행위를 지원하는 어포던스로 나타난다. 향유자는 만화문화공간을 매

개체로 다양한 참여 행위를 실행하게 되는데 어포던스와 향유자의 행위에 따라 향유의 만족감은 달라진다.

3) 어포던스 사례 분석 틀 
어포던스는 향유자의 행위를 유도하는 요소로 향유자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며 환경과 행위자, 행동과 같은 요소로 나타

난다. 따라서 어포던스의 속성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틀을 제시한다. <표 2> 참조

어포던스의 환경은 행위를 유발하는 장소로 본 연구에서는 만화문화공간을 의미한다. 깁슨의 주장과 같이 만화문화공

간은 향유자에게 주어지는 공간으로 향유자의 의도에 따라 행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공간이 조성 된 장소의 특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행위자는 환경을 사용하는 사용자로 만화문화공간에서는 향유자를 가리킨다. 향유자는 만화라는 콘

텐츠의 특성과 구성 된 집단의 범위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어포던스 내용은 행위자의 행동 유도와 실천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주어지는 환경(디자인, 이벤트, 프로그램 등)에 따라 무의식 참여와 의식적 참여, 소비 행위 유발과 같이

각기 다른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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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구선아(2011), 사용자 중심의 경험공간을 위한 어포던스디자인 적용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디자인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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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만화문화공간에서 어포던스와 향유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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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지원)

서비스
생성

서비스
요소

목적

내용

장소

서비스
콘텐츠
(만화)



4. <요괴마을>의 어포던스 속성

1) 어포던스 행위자
만화 <게게게의 기타로> 테마로 조성 된 <요괴마을>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면서 돗토리 현 출신의

유명 만화가들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여 조성되었다. 관광산업의 대상은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대중이 대상인 만큼 <요괴마을>의 어포던스 대상자는 일반 대중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일반 대중은 다양성을 지

니고 있는 집단이므로 향유과정 역시 다양한 특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대중은 일반적이면서 집단적이고 공통된 코

드로 형성 된 범위이다. 이러한 면에서 <요괴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매년 20만 명을 기록한다는 통계는 지속적인 향유를

발생시키는 어포던스가 존재하며 대중에게 쉽게 인지되는 어포던스가 존재되는 장소라는 것을 대변하기도 한다. 또 다른

어포던스 특정 대상자는 관광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게게게의 기타로>를 향유하고 싶은 팬을 선택적 향유자로 구분

할 수 있다.

2) 어포던스 장소 
<요괴마을>이 조성 된 사카이미나토 시는 유미가하마 반도 끝자락에 위치하는 면적 약 28㎢의 도시로서, 어업을 중심으

로 발전해 온 항구 도시로 인구 4만 명이 채 안 되는 작은 지역이다. 사카이미나토 시는 1990년대 이후 수산업의 쇠퇴로 인

구가 줄고 교외에 대형마트 등이 생기면서 동네상점들이 문을 닫게 되었다. 도시를 살리기 위해 시(市)는 도시의 관광지화

를 기획 하였고, 1993년 사카이미나토시 출신인 만화가 ‘미즈키 시게루’의 만화 <게게게의 기타로>를 테마로 ‘미즈키 시게

루 로드· 기념관’ 조성을 시작하여 만화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를 시작하였으며, 사카이 미나토 시는 어업· 관광 산업 활성

화를 목표로 공간을 조성하였다.15)

지금의 활성화된 거리의 모습과는 달리 1970년대에는 주변 상권의 경제가 약화되면서 주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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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황민우, 만화콘텐츠를 활용한 지역마케팅 연구 : 부천시 및 일본 사카이미나토 시 사례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p.52.

어포던스 요소 어포던스 내용 하위범주

어포던스 행위자(사용자, 향유자)
향유자의 특정 여부

향유자 집단의 범위

어포던스의 장소(환경)
장소의 범위

장소의 용도 결합 

어포던스 내용(행동) 행위유발 요소

무의식 행위 유발

의식적 행위 유발

소비 행위 유발

<표 2> 어포던스 사례 분석틀 



게 되었다. 하지만 1970~1980년대에 쇠퇴한 상점가들을 그대로 보존하여 각종 캐릭터 상품과 미즈키 시게루 관련 상품들을

판매하는 상점들이 줄을 잇고 있다. 요괴 캐릭터 상품 판매 외에도 만화 속 캐릭터를 빵으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제과점, 캐

릭터 이미지를 차용하여 디자인한 이발소, 미즈키 시게루의 작품을 판매하는 서점 등 미즈키 시게루 로드가 활성화되면서

상점가는 잃었던 활기를 되찾으며 하나둘씩 영업을 재개하여16) 현재는 약 20여 개의 상점이 활발히 영업 중이다.

<요괴마을>의 어포던스 환경은 미즈키 시게루 로드,

기념관, 상점으로 구분된다. 미즈키 시게루 로드와 기념

관은 만화가로 향유자의 그의 만화를 좋아하는 팬층으로

부터 이미 어포던스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거

리를 조성하여 일반 대중이 관광의 형태로 참여할 수 있

게 만들면서 어포던스는 확장되어 나타난다. 게다가 거

리에 조성 된 요괴 동상은 23개에서 시작하여 현재 153개

로 증가할 만큼 인기가 높아졌는데, 미즈키 시게루 로드

에 조성된 동상들은 미즈키 시게루 본인의 의견에 따라 누구나 쉽게 만질 수 있고 사진도 찍기 쉽도록 작게 제작하였다. 이

역시 거리에 요괴 동상이라는 조형물에 다양성을 담으며 어포던스를 형성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즈키 시게루 로드와

기념관과는 조금 다른 환경으로 분석되는 상점은 소비의 행위를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3) 어포던스 내용
2007년에 조성 된 <요괴마을>에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것은 지속적인 어포던스를 형성하는 콘텐츠가 실행되기 때문이

다. 이는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거리를 방문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무의식 행위와 이벤트와 미즈키

시게루 로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는 의식적 행위, 상점가에서 콘텐츠를 구매하면서 이루어지는 소비 유도

로 나타난다.

먼저, 무의식적 행위는 거리를 방문하는 행위의 과정에서 나타난다. 요나고 역에서 사카이 미나토 역에 이르는 사카이

선에 존재하는 16여 개의 역에 역의 본래 이름과는 별개의 애칭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사카이 선에서 운행 중인 열차 중 30

분 간격으로 운영하는 4개의 열차에는 <그림 4>과 같이 <게게게의 기타로>에 등장하는 캐릭터로 랩핑해 놓았다. 이로 인

해 요나고 역에서 사카이 미나토를 까지 운행하는 열차를 탑승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요괴마을>을 경험하게 된다. 이

러한 무의식 참여 어포던스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도시로 이동하는 동안 계속 이어진다. 

사카이 미나토 시에는 그 어느 역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0번 승강장이 존재한다.(<그림 4> 참조) 이는 현실 세계가 아닌

요괴가 살고 있는 환상의 세계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향유자들로 하여금 황천의 세계에 진입한다는 의미를 심어주면

서 몰입을 유도한다. 

또한 사카이 미나토 역을 나오게 되면 접할 수 있는 택시와 버스 등의 대중교통편에도 <게게게의 기타로>의 캐릭터 아

이템을 사용하였다. 특히, <그림 4>와 같이 택시의 등에 ‘메다마오야지’의 형상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자칫하면 공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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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박인하,《만화공화국》, 랜덤하우스코리아. p.303.

<그림 2> 미즈키 시게루 로드 안내도 



느낄 수 있는 ‘눈알’을 사용하는 것이지만 <요괴마을>을

경험하게 하는 재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대중

교통은 <요괴마을>을 방문하기 위해 선택하는 수단으

로 의도와 상관없이 행위가 이어지게 된다. 

게다가 다양하게 세워져 있는 동상과 거리의 표지판,

상점의 간판 등 대중이 사용하는 공공시설물에도 <게게

게의 기타로>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대중교통을 포함하여 공공시설

물을 특정 캐릭터를 활용하여 거리를 조성하는 것은 사

용자가 캐릭터를 인지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양한 대

상물의 존재는 어포던스 생성의 기회를 확대시키며, 향

유자는 마을을 방문하고 보는 과정에서 연결 된 무의식 행위를 통해 요

괴마을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계속해서 의식적 행동을 유발하는 행위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

여 향유자의 의지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표 3> 참조) 이밖에 다양한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

으므로 홈페이지 정보를 찾아보는 것을 통해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다. 

<요괴마을>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이벤트도 있지만 요괴검정이나 요괴 포럼 등과

같은 행사는 요괴에 대해 연구하고, 전승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향유자의 팬덤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콘테스트와 퀴즈 대회의 개최는 온라인에서 홍보하지만 행위의 참여는 <요괴마을>에서 행해지도록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전철역 옆에 위치한 관광안내소에서는 요괴 자전거 대여가 가능하며, 요괴 인력거를 체험할 수도 있다. 요괴

우체통은 나무 조각 편지에 글을 작성하는 특별한 편지 발송함으로써 한정 상품을 향유하고자 하는 행위를 유발한다. 

마지막으로 소비 행위 유도는 기념관이나 상점가에서 파는 지역 특산품과 한정품과 같은 콘텐츠를 통해서 나타난다. <

요괴마을>은 <요괴마을>에서만 구매할 수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한다. 이러한 상품은 한정된 공간에서 소비할 수 있는 특

별품으로 의미를 지니게 되고, 제품의 가치가 높인다. 가치는 인간 행동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지속적인 신념으로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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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사카이 미나토 역 0번 승강장

<그림 4> <요괴마을>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중교통 

프로그램명 내용

요괴 통조림 만들기 원하는 상품을 깡통에 넣어 밀봉한 뒤 요괴 스티커라벨 부착하여 나만의 통조림 만들기

행위유도성 나무 패널에 그려진 기타로 캐릭터 채색하기

행위유발성 색 모래를 이용하여 기타로 캐릭터 그리기

요괴 통조림 만들기 종이 접시에 자유롭게 그림 그리기

행위유도성 사카이 미나토 관광 안내소에서 수험신청 후 수험

행위유발성 요괴문화의 전승과 보급을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요괴탐방과 같은 전야제 개최

요괴 통조림 만들기 요괴를 주제로 한 센류창작 대회를 개최, <요괴마을> 방문자에 한해 응모 가능 

행위유도성 <요괴마을>을 방문해서 주요 역을 방문하면 퀴즈를 얻을 수 있고, 미즈키 시게루 기념관에서 정답자를 추천함

<표 3> <요괴마을> 관련 이벤트 프로그램



처럼 변하지 않으며, 일상생활에서의 크고 작은 일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그들이 중시하는 심리적 속성에 따라 행동하는

판단기준이 된다.17) 따라서 지역에서만 향유할 수 있는 상품은 향유자의 욕구를 자극하며 소비행위를 유발시키는 어포던스

로 작용한다. 

5. 결론
문화 인프라는 문화의 창조자와 향유자가 만나는 장소를 제공하며, 향유자에게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향유를

위한 중요한 조건이 된다. 하지만 단순히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문화공간이 형성되지는 않는다. 모든 사물의 가치는 그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르는 것과 같이 문화공간 역시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하다.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

하는 문화공간인 극장이나 박물관 등은 방문자(향유자)가 없다면 쓸모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 

현재 국내의 문화공간은 1980년대부터 ‘1지방자치단체 당 1문예회관’의 목표로 설립되어 2015년까지 전국 234곳에 문예

회관이 건립되었다. 문화공간의 수가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양적 성장이 일정수준 달성되었지만 양적인 성장

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8)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바는 만화문화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행위 유발 요소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경제적으로 낙후되었던 ‘사카이 미나토’시가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만화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

여 소비자의 체험이 가능한 공간을 조성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간한정 이벤트와 한정 상품을 판매함으로 인해 자연스

럽게 소비와 연결시키며 경제적 성장까지 이끌었다. 소비자들은 공간을 보고 즐기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자연스

럽게 <게게게의 기타로>로 조성 된 거리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유발하며 향유의 만족도를 높이고, 향유자들 사이에 동일

화와 장소가 가진 특수성으로 인해 <요괴마을>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기에 이르렀다. <요괴마을>이 대표적인 관광도시

로서 성장 할 수 있었던 것은 향유자로 하여금 방문하는 과정에서 무의식 참여를 유도하고 만화문화공간에서 적극적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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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윤명한(1999), 제품에 대한 가치평가와 소비자 심리의 상관성 연구,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8

18) 윤수미(2016),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회관 공간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

<그림 5> <게게게의 기타로> 관련 상품



여 행위를 유발할 수 있었다. 

김남희(2011)는 관광공간에서 어포던스의 의미는 공간의 프로그램과 기능을 관광객에게 강요하며 그럴 수밖에 없는 행

위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능의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제시하여 공간과 관광객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참여

를 기반으로 관광객의 능동적 행위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만화문화공간에서의 어포던스 역시 동일한 기능을

요구한다. 따라서 만화문화공간의 조성과 활용에 있어서 단순히 공간이 갖고 있는 목적과 기능에만 치중한 문화 인프라 구

축이 아니라 향유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복합적인 콘텐츠 구성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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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토론 01.

만화문화공간 향유를 위한 어포던스 속성연구
_ 발제 : 이승진(경기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 어포던스는 향유를 했다라고 느끼기 이전의 것으로 심리학에서 나온 용어이다. 장소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까지 향유를 유발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어포던스에 포함된다. 

⦁ 동기유발, 행위유발이라는 것은 그 장소에 가지 않아도(이를테면 TV를 보더라도) 가고 싶을 수 있음. 이것도 어포던스에 들어갈 수 있

나요?

⦁ SNS에 올라온 걸 보고 가고 싶다면 어포던스의 일종이기는 하다. 의식적으로 찾아보는 행위도 향유를 위한 행위요소가 되기는 한다.

⦁ 최근 심리학에서 어포던스 개념이 사용되는 건 UI/UX 관련해 많이 활용된다. 일종의 UX를 강화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확충 같은 의미

로 사용되는 것이다. 사용자 경험을 강화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제공, 그렇다면 여기서 어포던스는 공간의 스토리텔링과 연관되는 일종

의 인터페이스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본다.

⦁ 향유와 경험은 조금 다르다. 향유는 전반을 다 통괄하는 개념이고 행동, 행위유도성(어포던스)으로 주어질 수 있는 부분은 사용자 경험

쪽에 맞춰진 부분들이다.

⦁ 만화문화공간에서는 향유가 일어나고 향유를 하기 위한 어포던스의 속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재미로’에는 어포던스의 속성이 단지

‘관람’이라는 것 밖에 없다. 만화문화공간이라고 느껴지는 장소가 아니다.

⦁ 향유는 복합적이다. 어포던스 개념을 가지고 끌고 와서 풀다보니 공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의 작용 부분들이 더 많은데, 만화

공간이라는 복합적 관계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만화공간의 의미가 없다는 부분이 생긴다. 어포던스 요인도 약해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

서 재미로 복합적인 향유를 못 느낀다는 것이다.

⦁ 도표 <문화공간의 어포던스 향유 관계>를 보면 오히려 향유자가 만화리터러시 요소에 연관이 되어 순환요소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어포던스가 더 강화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이게 어떤 만화인지 인지가능한 선체험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곳에 가서 재미를

촉발할 수 있다고 본다.

⦁ 만화문화공간을 다르게 해석하려고 보니 기존의 어포던스라는 개념이 필요했던 것 같다. 굳이 어포던스를 쓰지 않고 행위자, 행위유도

자 등의 용어로 전체 틀을 짜보는 게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

⦁ 호주에는 유일하게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바다가 있다고 한다. 그곳의 아이들에게는 처음 해보는 행위일 것이다. 그 외에는 돌고래 그

리기 등 뻔한 내용이다. 이것은 만화문화공간과는 다른 것이지만 접근 방법은 비슷하다. 느끼게 하는 것, 우리의 만화공간은 그런 것이

빠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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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2.‘탐정되기’의 서사 : 연극 <명탐정코난 X 미스터리 - 해상의 미궁> 

3. 장소(place)의 재구성을 통한 사유화 : <코난 투어> 

4. 남은 문제들 

추리만화가 미스터리를
향유하는 방식 
: 〈명탐정 코난〉을 중심으로 



1. 문제제기

전통적으로 추리 장르는 문학이나 예술의 영역에서는 외면되어 왔으나 대중문학/대중문화 시대에는 가장 각광받는 장

르물로 관심을 끌고 있다. 대중문화의 장르물들이 그렇듯이 추리물 역시 장르의 명명이나 속성을 파악하기가 난감하다. 최

근 들어 많은 연구자들이 추리물의 개념 정의를 시도하거나 그를 위해 계보부터 훑고 있으나 아직 뚜렷하게 정의된 바는

없다. 특히 기술의 변화로 인해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대중의 기호에 영합하기 위해 장르물들이 혼합/복합되는 현상들이 생

겨나게 되었고, 이러한 현상들이 장르물에 대한 정의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1)

그러나 추리물이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구조들이 존재한다. 바로 수수께끼의 제시와 해결이다. 즉 추리 서사

는 범죄가 발생(수수께끼 제시)하고 탐색(수수께끼 해결)의 과정이 주된 서사이고, 이 과정이 논리적이고 논증적으로 제시

되어야 한다.2) 추리소설에서 플롯은 질문을 야기함으로써 작품 해석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해석의 타당성을 보증하는 관

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3) 따라서 범죄서사에서는 사건이 발생하여 의혹과 호기심이 일어나고, 탐정은 그 이후에야 비

로소 활약을 시작하게 된다. 탐정은 범죄 서사를 따라가며 무의미하게 흩어져 있던 정보들을 수집하여 그것을 의미 있는

단서들로 만들어 범죄와의 연관성을 논증하는 과정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탐색 서사이다. 

이 과정에서 추리물은 여타의 장르물과는 다른 관람 태도를 야기한다. 가장 정적인 관람 태도를 보이는 소설의 경우에

도, 추리물을 읽는 독자는 무의미해 보이는 정보들로 작가의 메시지를 읽어내는 작업을 끊임없이 수행해가며 범죄자를 뒤

쫓는다. 독자는 때로는 의미화하지 못하고 지나쳤던 정보들을 떠올리며 이미 읽었던 장면을 재차 읽는 반복 독서 행위를

수행하기도 한다. 추리물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순간부터 독자에게는 하나의 과제가 부여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는 추리

물을 접하는 독자/관객, 혹은 플레이어들 하여금 참여와 몰입도를 높이는 작용을 한다. 

또 하나, 추리물의 이러한 효과를 관광지와 연계함으로써 평범한 장소를 보다 특별한 곳으로 인식시킬 수 있다. 에드워

드 렐프는 그의 저서 《장소와 장소 상실》에서 ‘장소’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다각적으로 시도한다. 공간(space), 장소(place),

위치(location), 지역(region), 영역(area)의 개념들이 명확히 구분되어 사용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놓인 공간

에 대해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이 그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즉 사람들이 공간,

장소를 영위하는 방식을 탐구함으로써 인간 실존에 다가갈 수도 있으며, 그것에 부여된 의미를 해석함으로써 인간이 살고

있는 각 문화의 특성을 파악할 수도 있다. 결국 렐프는 장소란 “인간의 모든 의식과 경험으로 구성된 의도의 구조에 통합되

며, 의도적으로 정의된 사물 또는 사물이나 사건들의 집합에 대한 맥락이나 배경”을 본질로 한다고 말한다.4) 그는 장소의

정체성, 혹은 장소에 대해 가지는 정체성을 파악할 때 인간의 의도와 경험이 중요한 속성이 된다고 강조한다. 

결국 장소란 개인에게는 의도가 개입되고 해석이 부여되는 사적 체험을 속성으로 한다. 이는 인간이 어떤 특정 장소에

머물렀을 때 그의 의식 여부에 관계없이 이미 그는 장소에 부여된 의도와 상호연관을 맺게 되며, 장소에서 어떤 경험을 하

느냐에 따라 자신만의 ‘장소성(場所性)’이 도출된다. 역으로 말하면, 곧 사람이 특정 장소에서 경험하게 되는 행위, 사건, 감

20 _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만화문화 향유 활성화 방안Part 1

1) 이런 경우 계보학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추리물의 원형을 찾아 그 구조의 시원을 밝히면 되지만, 이마저도 어려워 보인다. 어떤 학자들은 추리물을 근대 소설부터 시작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그리스의 비극에 사용된 모티프에서

발견하기 때문이다. 본고는 추리물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장이 아니므로 이러한 논쟁들은 다소 거칠더라도 크게 범주화하여 추리물의 구조만 파악하고자 한다.

2) 이것을 토도로프는 ‘범죄 서사’와 ‘탐색 서사’라는 이중적 구조로 제시했다. T. Tdodrov, 신동욱 옮김(1992), 《산문의 시학》, 문예출판사, p.48~49.

3) 이정옥(1999), 추리 소설과 게임의 플롯,《현대 소설 플롯의 시학》, 현대소설 학회, 태학사, p.198~199.

4) 에드워드 렐프 저,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옮김(2005),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p.102~103. 



각 등은 곧 그 장소에 대한 이미지, 혹은 정서를 결정짓게 된다. 이는 단순히 이미지, 정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장소의 정체성을 통해 인간 실존을 경험하기도 하고, 인간이 세계와 연관을 맺는 방식이 드러나기도 한다. 즉 사람은 장소

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하기도 하며, 집단의 기억이 되새겨진 장소를 통해 문화를 향유하기도 한다. 

따라서 장소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도와 목적에 의해 경험되고 이미지화되면서 자신의 기억, 정체성

을 새기는 공간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장소는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며 사유화된다. 이처럼 추리서사를

기본 속성으로 하여 관객을 참여시키는 콘텐츠 개발 사례로 일본 만화 <명탐정 코난>(원제 : 名探偵コナン)을 들 수 있다. 

<명탐정 코난>은 일본의 만화가 아오야마 고쇼가 1994년 5호부터 《주간 소년 선데이》지에 연재를 시작해 현재까지 이어

져온 일본의 대표 만화다. 만화의 인기가 높아지자 1996년 요미우리 TV와 TMS가 공동 제작하여 니혼 테레비 계열에서 방

영되었다. 《주간 소년 선데이》지 2014년 6호에서 연재 20주년을 맞았으며, 이는 《주간 소년 선데이》 역사상 최장수 연재 만

화로 기록되었다.5) 1997년부터 매년 극장판 영화를 제작·상영하고 있으며, 흥행 수입이 2016년 현재, 8년 연속으로 30억 엔

을 초과하는 등 절대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2003년에는 코믹스 총 발행부수가 1억 부를 돌파했으며, 2014년 3월에는 코믹

스 총 발행부수가 1억 5,000만 부에 이르렀다.6)

<명탐정 코난>의 원작자인 아오야마 고쇼는 돗토리 현 도하쿠군 호쿠에이초(東伯郡北栄町)에서 태어났다. 돗토리 현은

<게게게 키타로>의 작가 미즈키 시게로의 업적을 기린 ‘시게로 로드’에 이어 1999년부터는 아오야마 고쇼가 태어난 호쿠에

이초를 ‘명탐정 코난을 만나는 길(町)’로 조성했다. 구체적으로는 1999년에 JR 유라 역과 국도 9번을 연결하는 도로를 “코난

길”로 명명하고, 7개의 동상을 설치했으며, 2007년에는 아오야마 고쇼의 작품이나 업적을 소개하는 “아오야마 고쇼 기념

관”을 설립했다. 그 외에도 코난 굿즈를 판매하는 ‘코난 탐정사’가 지역주민에 의해 설립되는 등 코난은 돗토리 현의 대표

캐릭터로서 지역 부흥에도 기여하고 있다.7) 이처럼 <명탐정 코난>은 만화의 인기에 힘입어 영화, 소설, 게임 등으로 미디어

믹스되고 있으며, 지역 관광 상품과의 연계를 통해 성공적인 모델 사례로 남아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춰 <명탐정 코난>을 중심으로 일본의 관광 콘텐츠 개발의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명

탐정 코난>은 대표적인 추리 만화로 독자의 연령이 넓고 두텁다. 특히 20년이 넘는 게재 기간으로 인해 방대한 양의 추리

서사가 누적되어 있다는 점도 다양한 콘텐츠 개발의 이점이 될 것이다. 특히 추리물의 미스터리의 속성은 독자들이 실질적

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다는 점에서 독자의 흥미와 몰입을 한층 심화시킨다. 본고는 <명탐정 코난>이 체험형

연극과 관광 상품으로 개발된 사례를 들어 추리물의 미스터리를 향유하는 방식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2차, 3차 콘텐츠 개

발에 시사점을 던지고자 한다.

2. ‘탐정되기’의 서사 : 연극 <명탐정 코난 X 미스터리-해상의 미궁> 

2016년인 올해는 <명탐정 코난>의 TV 아니메 및 극장판 제작 20주년을 기념해 대만, 히로시마, 센다이, 상해 등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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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추리만화가 미스터리를 향유하는 방식

5) 일본 위키디피아 참조. (https://ja.wikipedia.org/wiki/%E5%90%8D%E6%8E%A2%E5%81%B5%E3%82%B3%E3%83%8A%E3%83%B3)

6) 일본 위키디피아 참조.

7) <명탐정 코난>을 활용한 돗토리 현의 관광 상품 개발에 대해서는 和田 崇, <アニメキャラクターを活用した観光まちづくり:鳥取県を事例に>, 《日本地理学会発表要旨集》0호 인용. 



전시회를 개최했으며, 공연 전문업체인 <미스터리 라이브>와 공동 기획해 <명탐정 코난 X 미스터리 - 해상의 미궁(名探

偵コナン×ライブミステリー ~ 洋上の迷宮（ラビリンス））>을 선보였다.

<명탐정 코난 X 미스터리 - 해상의 미궁>(이하 연극 <코난>)은 명탐정 코난 라이브 미스터리 제작위원회가 따로 설립

되어 기획 제작 되었으며, 2016년 8월부터 9월에 걸쳐 도쿄, 오사카, 사이타마에서 공연되었고 입장료는 5,800엔이다. 이 연

극은 프린세스 엘리자베스 호에서 일어난 불가사의한 살인 사건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엘리자베스 호에 초대된 사람들은

배 위에서 열린 성대한 파티에 참가한다. 이들은 국내외의 VIP들이며, 3대째 대를 이어 형사가 된 시라카와 역시 이 배에 승

선했다. 시라카와 형사는 이 배가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VIP들을 보호해야 할 임무를 띠었다. 배 안에는 재벌

자제인 여대생 스미레 양과 그녀의 대학 동기생들 역시 승선해 있다. 그런데 스미레는 언젠가부터 자신이 스토킹를 당하고

있음을 느끼고 불안해한다. 어느덧 파티를 알리는 쇼가 시작되고, 초대받은 손님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쇼를 관람한다. 하지

만 쇼를 구경하던 이들 앞에 갑자기 나타난 시체로 인해 배 위는 순식간에 긴장감이 감돈다.

연극 <코난>은 추리물 서사의 이중구조를 극 전개에 그대로 가져왔다. 연극 <코난>의 공식 사이트를 살펴보면, 제 1막에

서는 미스터리 무대를 관극하고(사건 편), 2막에서는 그 진상이 해명(수사 편)되는 이중구조로 이루어져 있다.8) 추리극은

관객들 앞에서 사건 발생과 범죄의 진상이 밝혀지는 과정이 직접 시연된다는 점에서 여타의 추리물과는 다르다. 하지만 스

토리의 시연만으로는 관객에게 흥미를 유발하기 힘들다. 활자는 시각화되었지만 공연 시간은 관객의 의식의 흐름과는 상

관없이 흘러가기 때문이다. 추리물의 경우 독서행위를 지연시키더라도 단서를 찾아 반복 독서를 하는 독자가 관극하는 관

객보다는 오히려 능동적이라 할 수 있다. 관객이 앞 장면을 상기하고 싶어도 독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공연시간은 흘러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리물을 소재로 한 연극은 관객이 직접 연극에 참여할 수 있는 플롯이 추가된다. 바로 탐정되기다. 이 때, 추리극

에서 중요한 것은 1막과 2막 사이에 주어지는 인터미션이다. 사건 편과 수사 편 사이에 주어진 인터미션을 이용하여 관객들

은 1막 무대에서 자신들이 수집한 정보를 재구성하고 범인을 추리한다. 관객들은 공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자신들

이 범죄의 진상을 밝힌다는 과제를 부여 받는다. 한 연구에 의하면 관객참여 형 연극은 관객의 몰입도를 높인다는 결과가

도출된 바 있다.9) 추리물이 보다 적극적인 독서 활동을 유발하듯이 추리극 또한 관객의 자발적 참여가 연극을 보다 능동적

으로 관극하도록 유도하며, 이는 연극에 대한 관객들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

일반적으로 추리물은 게임의 구성 요소를 적용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몰입도를 강화시키는 게이미피케이션의 속성과 맞

물린다. 게이미피케이션이란 ‘game(게임)’에 ‘-fication(-化하기)’ 또는 ‘gamify(게임화)’dp ‘-tion(-하는 행동 또는 상태)’를

덧붙인 신조어이다. 게이미피케이션은 놀이라는 심리를 이용하여 여러 행동에 재미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게임에서 점수

얻기, 레벨 올리기, 순위 올라가기,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등의 Engagement한 요소를 더하고 게임적인 사고방식에

교육, 의료, 마케팅 등의 다양한 외적 요소를 적용한다.10) 추리물에서 사건의 단서들을 수집하고 범죄자를 유추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플롯은 게임의 수행 과정과 유사하다. 이처럼 추리물은 여타의 장르물에 비해 (독서, 관람 등) 행위자가 직접 참

여하여 게임을 하는 듯한 수행과정을 부여할 수 있다. 추리물의 게이미피케이션적 요소는 추리 서사가 2차, 3차의 다른 산

업과의 미디어믹스를 수행할 때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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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식사이트 http://www.conan-livemystery.jp/

9) 김병수(2008), 관객참여형 연극이 관객 개발에 미치는 영향 연,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p.27. 

10) 이동엽, 게이미피케이션의 정의와 사례 분석을 통해 본 앞으로의 게임 시장 전망, 《디지털디자인연구》Vol.11 No.4, p.452.



특히 추리극에서도 이 게이미피케이션의 요소가 구성되는데, 일반적으로 추리극의 관객들은 인터미션이 끝나면 자신들

이 지목한 범인을 적어 관계자에게 제출한다. 곧 2막의 수사 편은 체포장을 제출하며 범인이 밝혀지는 대단원의 막이기도

하지만, 그 전개를 지켜보는 관객 입장에서는 자신의 추리가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 과정은 자연스럽게 자

신의 추리에 대한 점수 올리기 방식이 적용된다. 관객들은 단서들을 놓치지 않고 활용하여 제대로 추리에 이르렀는지 스스

로에게 점수를 매기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극단은 극이 끝나면 범인을 맞춘 이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면서 공연은 모두 끝이 난다. 추리극의 문제 해결 과정은 바로 게이미피케이션의 ‘과제 부여-경쟁-점수화-보상화’

라는 구성 단계에 부합되며 관객들의 만족도를 높인다. 관객들은 수동적으로 앉아서 공연을 관극(觀劇)한 것이 아니라 직

접 추리하고 참여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데 <코난>이 여타의 추리극과 차별되는 점은 관객의 탐정되기-역할놀이-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구성되

었다는 점이다. 보통 추리극은 전반부 공연이 끝난 후 인터미션 시간을 주고 관객들로 하여금 유추한 범인을 적어 제출하

도록 한다. 그리고 후반부에서 범인이 밝혀지는 구성이다.11) 이런 추리극에서 관객의 참여는 범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정

도로 극히 제한적이다. <코난> 역시 보통의 추리극들처럼 1막에서 많은 단서들이 제공된다. 관객은 이미 공연된 장면을 상

기하면서 범인을 유추해내야 하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연극 <코난>은 수사편이 보다 비중 있게 다뤄진다. 다른 추리극이 1막의 사건 편에서 완성된 정보들을 2막의 수

사 편에서 보여줌으로써 정답을 제시한다면, <코난>은 2막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다. 관객들은 1막을 통해 가졌던 의

혹들에 따라 2막에서 제시되는 증거, 알리바이, 용의자들의 진술, 증언 등을 들으며 정보를 수집한다. 이때 무대 위에는 등

장인물이 이 과정을 추리하면서 극이 대단원을 향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코난>의 단서들은 마치 형사가 수사의 단서들

을 브리핑하듯이 탐정/형사(관객)들에게 제공된다. 이것은 관객의 의지와 상관없이 극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단서들을

관객(탐정/형사) 모두가 공유하고 각자의 논리력으로 범인을 찾는 과정이다. 이미 플롯이 완성되어 결과만 제시되는 추리

극들과 달리 <코난>은 추리 과정이 중시된다. <코난>의 “관객도 탐정이 된다”는 문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유효하다. 

수사 편에서 관객들은 마치 동료 형사부터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을 전해 들으며 문제를 해결해야 할 형사와 같은 임무가

부여된다. 여기에 <코난>은 ‘제한 시간’이 제공되면서 관객들 스스로가 제공된 단서들을 재구성할 시간이 주어진다. 관객

스스로가 마치 탐정이 되어 용의자를 추궁하고 추리하는 과정은 관객의 참여를 높이고 흥미를 유발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

만화포럼 칸 2016 _ 23

02. 추리만화가 미스터리를 향유하는 방식

11) <쉬어 매드니스>의 한국공연의 경우, 인터미션은 10분이 주어진다. 1980년 미국에서 초연 이후 성공한 추리극이라 호평받는 <쉬어 매드니스>의 경우에도 관객들은 전(前) 막인 사건 편을 보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형사로부터 용의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받는다. 그리고 관객들은 용의자들에게 자신들의 의혹을 추궁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관객들은 10분 동안 인터미션 시간이 주어지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범인을 적어 제

출한다. <쉬어 매드니스>가 특별한 것은 관객들로부터 제일 많이 범인으로 지목된 용의자를 2막의 범인으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즉 이 공연의 범인은 매 회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롭다. 이는 곧 용의자마다의 스토리가 제

시된다는 것이고, 용의자의 수에 따라 2막의 스토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이 초연 당시부터 화제를 모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여러 나라에 수출되어 장기 공연을 가능하게 했다.

※이미지 출처 : <코난> 공식사이트

<그림 1> 사건 편 <그림 2> 수사 편 <그림 3> 체포장 제출



지만, 문제를 제한 시간 내에 해결해야 한다는 경쟁심을 부추긴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옆에 앉은 관객들이 경쟁자-동료 탐

정/형사-가 되게 만든다. <코난>의 2막 수사 편 플롯은 단순히 해결과정을 보여주는 추리극에 비해 관객들의 수행력을 더

욱 높인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한편 <코난>의 경우 범죄를 풀어야 할 코난은 극중에 실제로 등장하지 않는다. “어느 날 코난은 아가사 히로시 박사의 지인

인 프린세스 엘리자베스 호 선장의 배 안에서 일어난 불가사의한 살인 사건을 듣게 된다.”로 시작하는 이 극의 설명대로라면,

코난은 영상으로 등장하는 해설자에 불과하다. 만화 <명탐정 코난>에서 탐정으로 활약했던 코난은 이 연극에서는 플롯 뒤로

빠져 있다. 즉 코난은 더 이상 탐정이 아니라 사건의 의뢰자가 된다. 관객들은 일종의 코난의 초대를 받아 사건을 추리하러 온

동료 탐정들이 된다. 만화 원작을 읽으며 좋아했던 독자들은 코난이 제시한 사건 파일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연극 <코난>은 코

난의 캐릭터성은 약화되었지만, 자신이 코난처럼 직접 탐정이 되어 추리한다는 의사체험을 실현하게 된다. 코난을 활용한 프

로모션을 통해 추리극을 홍보할 수 있고, 독자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만화책의 내용을 현실에서 향유할 수 있다. 

3. 장소(place)의 재구성을 통한 사유화 : <코난 투어> 

<미스터리 투어>는 작품의 배경지를 방문하고 시각적인 상징물이나 전시를 관람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 근대의 산

책자가 도시의 아케이드를 구경꾼으로 소비하던 시대는 끝났다. 관광객들은 작품 속에 직접 뛰어들어 체험함으로써 자신

만의 작품을 다시 쓴다. <미스터리 투어>는 두 가지 측면에서 향유된다. 하나는 추리 과정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독자가 탐

정이 되어 역할 놀이가 가능하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단서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지정된 장소들을 반드시 방문하게 됨으로

써(의도) 특별한 장소로 사유화(私有化)된다. 앞선 장에서 연극 <코난> 을 통해 탐정의 역할놀이에 대해 설명한 바 있으므

로 여기에서는 장소의 사유화 측면에 맞춰 전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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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https://www.youtube.com/watch?v=zyVB_iruw3A

<그림 4> 연극 <코난>에서 코난의 내레이션 부분

※출처 : 홋카이도 신문 공식 채널12



<미스터리 투어>는 인기 만화인 <명탐정 코난>을 원작으로 삼아 JR 니시니혼이 기획한 관광 프로그램이다. 2001년부터

시작된 이 기획은 2005년부터 2007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개최되어 인기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시행된 투어 프로그램과

작품명은 다음과 같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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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http://conan.aga-search.com/mystery_tour/를 통해 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코난 사이트에는 이즈모· 마쓰에 미스터리 투어(出雲・松江ミステリーツアー, 2005.11.7.~11.14)도 기획되었지만, 그 해의 투어는 중지되

었고 애초 기획된 내용은 TV로 방영만 되었다. 

No. 투어명(ツアー名) 시행년도 사건명(事件名) 성우 연출 TV방송

1
난키시라하마 미스터리 투어

(南紀白浜ミステリーツアー)
2001

236~237화
난키시라하마 미스터리투어

(南紀白浜ミステリーツアー)
小五郎,蘭

6/4~
6/11

2
마츠에·다마쓰쿠리 온센 미스터리 투어
(松江・玉造温泉ミステリーツアー)

2001
255~256

화마츠에 타마츠쿠리 렌쿠 14번 승부
(松江玉造連句14番勝負)

小五郎,蘭,新一
10/29~

11/5

3
간사이해협 미스터리 투어

(関門海峡ミステリーツアー)
2002

299~300
화우정과 살의의 간사이해협
(友情と殺意の関門海峡)

小五郎,蘭
11/4~
11/18

4
나가사키 하우스텐보스 미스터리 투어

(長崎ハウステンボスミステリーツアー)
2003

342
화하우스텐보스의 신부

(ハウステンボスの花嫁)
蘭,園子 11/17

5
구라시키·키비로 미스터리 투어

(倉敷・吉備路ミステリーツアー)
2004

377~378화
모모타로 수수께끼풀기 투어

(桃太郎謎解きツアー)
阿笠,少年探偵団

11/8~
11/15

6
하기·아키요시도 미스터리 투어

(萩・秋芳洞ミステリーツアー)
2008

518~519화
메이지유신 미스터리투어

(明治維新ミステリーツアー)

小五郎,蘭,哀,
少年探偵団,園子

2/1~
12/8

7
키노사키 온센·이즈시 미스터리투어

(城崎温泉・出石ミステリーツアー)
2009

554~555화
황새 미스터리투어

(こうのとりミステリーツアー)

小五郎,蘭,哀,
少年探偵団,平次,和葉

11/7~
11/14

8
히로시마·미야기 미스터리 투어

(広島・宮島ミステリーツアー)
2010

594~595화
히로시마 7대 불가사의 투어
(広島宮島七不思議ツアー)

小五郎,蘭,園子
11/6~
11/13

9
오카야마·구라시키 미스터리 투어
(岡山・倉敷ミステリーツアー)

2011
640~641화

8장의 스케치기록여행
(８枚のスケッチ記憶の旅)

小五郎,蘭
12/10~
12/17

10
나가사키 미스터리 투어

(長崎ミステリーツアー)
2012

678~679화
나가사키 미스터리 극장
(長崎ミステリー劇場)

12/1~
12/8

11
구마모토 · 아소 미스터리 투어

(熊本・阿蘇ミステリーツアー)
2013

720~721화
불과 물의 미스터리투어

(火と水のミステリーツアー)

11/30~
12/7

12
가나자와 · 사가 미스터리 투어

(金沢・加賀ミステリーツアー)
2014

762화 
사가 100만석 미스터리 투어

(名探偵,コナン Sp 加賀百万石ミステリーツアー)
12/13

13
돗토리 미스터리 투어

(鳥取ミステリーツアー)
2015

801~802화
돗토리 사구 미스터리 투어

(鳥取砂丘ミステリーツアー)
12/5

14
오이타온센 미스터리 투어

(大分温泉 ミステリーツアー)
2016



지금까지 총 14회에 걸쳐 운용된 미스터리 투어 프로그램은 해 마다 2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참가한다. <명탐정 코난>

은 보통 2회에 걸쳐 에피소드 한 회가 진행되는데, “미스터리 투어 코난” 특집 편을 통해 미스터리 투어와 연계된 에피소드

가 방영된다. 즉 <명탐정 코난> 특집 편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장소가 되는 지역을 선정하고 이것을 관광 상품과 연계시키

는 것이다. 작가는 사건의 무대가 되는 지역의 관광 명소를 중심으로 범인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들을 숨겨 놓는다. 보통 몇

개월에 걸쳐 투어 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되고,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JR과 숙박권이 세트로 구성된 “여행 플랜”을 구매

해 참가할 수 있다. 이때 여행 플랜에는 관광 지역의 지도, 다양한 할인권을 비롯한 기본 정보부터 범인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를 포함한 중요한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다. 참가자들은 단서를 따라 투어 프로그램이 개최되는 장소에서 증언, 증거 등

을 직접 수집하면서 관광지를 순회하게 된다. 순회가 끝나면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범인을 추리하여

주최사에 응모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투어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점이 되면 주최사가 《주간 소년 선데이》지면을 통해 범인

을 발표하며, 응모자 가운데 가장 정확한 추리를 한 참가자에게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그 해의 투어 프로그램

과 관련한 <명탐정 코난>의 특집 방송이 TV 아니메에서도 다시 방영됨으로써 한 해의 투어프로그램이 끝나게 된다. 

<명탐정 코난>은 만화 콘텐츠 이용자들을 지역과 연계해 관광상품화 한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추리물의 게이미피케이

션적 요소를 관광산업과 연계했을 때 수행자에게는 그 관광지가 보다 강렬한 인상으로 남게 된다. 수행자가 방문하는 관광

지가 단순히 구경거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로서의 ‘장소(place)의 사유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게임 플레이어가 레벨업하기 위해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는 산책자로 지나가는 구경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의 미션을 수행하는 플레이어(player)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랬을 때 그에게 그 장소는 재구성되어 특

별한 의미로 남게 된다.

이 미스터리 투어의 가장 큰 특징은 인기 작품인 <명탐정 코난>의 추리 서사와 관광을 접목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로

케이션 장소들은 드라마나 영화 속 작품의 배경을 관람객들에게 공개하고 그곳을 직접 구경함으로써 작품 속 사건이나 대

사, 인물, 스토리를 다시 상기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작품 속에서 일어난 사건의 배경을 독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작품

을 재환기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 관광객들이 장소에 스며든 작품의 흔적을 찾으며 드라마를 향유한다는 점에서 관람객

으로서의 기능적 측면이 강조된 관광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미스터리 투어>의 경우 관광객 스스로가 직접 탐정이 되

어 범인을 추적한다는 점에서 관광지를 구경하는 수준의 관람객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수행하는 체험자의 측면

이 한층 강화된 관광 형태라 할 수 있다. 전자가 관람객이라면, 후자는 체험자/참여자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로케 촬영지의 경우 드라마나 영화를 먼저 감상하고 장소를 방문함으로써 작품을 향유하는 것과 달리, <미스터리

투어>의 경우 체험자가 관광지를 방문한 뒤 후에 프로그램을 시청하게 된다. 

이러한 시청방식 역시 확연히 다른 차이를 보인다. 둘 다 의사체험(疑似體驗)이라 할지라도 그 층위가 확연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로케 촬영지의 경우 이미 작품 속 가상인물(등장인물)들에 의해 실현된 장소들을 재현하는 것에 머무른다.

<겨울연가>의 배용준과 최지우가 뽀뽀를 나눴던 장소를 방문해 그들의 옷을 입고 코스프레를 하며 뽀뽀를 한다고 해도, 그

것은 어디까지나 재연에 불과하다. 자신들은 등장인물이 될 수 없으며 단지 등장인물을 따라할 뿐이다. 그것을 통해 드라

마를 시청하면서 느꼈던 감정을 다시금 환기 시키는 작용에 머물러 있다. 또한 작품 속 전체의 스토리를 의사체험할 수 있

는 것도 아니다. 보통의 로케 촬영지들에서 체험은 한정되어 있고 주요 장면의 한 두 컷만 체험함으로써 작품 전체를 상기

시키도록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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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미스터리 투어>는 처음부터 참가자가 마치 작품의 스토리를 만들어 간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즉 이미 짜인 각

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두 형태 모두 마찬가지다. 그러나 ‘선 여행 후 시청’이라는 방식은 범죄사건 발생과 단서라는 최소

한의 사전정보만 제공하고 작가와 대본, 연출을 최소화해 참가자 스스로가 단서를 찾아가면서 자신만의 스토리를 직조하

는 형태다. 참가자는 코난이 되어 자신이 발로 뛴 만큼 얻어낸 단서들을 종합하여 스스로가 범인까지 추리하는 과정을 오

롯이 혼자 체험하게 된다. 쓰인 텍스트(시청한 것)를 반복하는 형태가 아니라 처음부터 독자 스스로가 작가가 되어 텍스트

를 써나간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이 투어 기획이 몇 개월에 걸친 장기간의 프로젝트라는 점은 의사체험을 강화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한 해에 2만 명이 넘

는 참가자들이 참여하는 기획이지만 거의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시행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참가자들의 동선은 될 수

있으면 겹치지 않는다. 이는 이 프로그램이 자신만의 텍스트이며, 오롯이 혼자 수행해야 하는 미션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처

럼 자신이 탐정이 되었다는 의사체험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참가자는 사건 해결에 의지를 보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

는 코난이라는 등장인물과 자신을 보다 밀착시키며 캐릭터와 일체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명탐정 코난>은 코난이라는

인물이 사건을 해결하면서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가는 1인칭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다. 결국 캐릭터와 참가자의 일체화는 참

가자 스스로가 작품을 “쓴다”는 것에 강한 의미가 부여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단서를 추적하기 위해 방문하는 장소

에서 참가자들은 장소의 사유화(私有化)가 더욱 강력하게 유발된다.

투어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은 이미 작가가 심어둔 단서를 따라 각 지역의 관광 명소를 방문하게 된다. 이는 로케 촬영

지나 관광지에서 팸플릿을 통해 관광지 방문을 유도하는 측면보다 더 강력한 사유를 유발한다. 관광 팸플릿에는 적혀 있지

만 관람객이 방문을 회피한다면 그 장소는 관람객부터 아무런 의미를 유발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미스터리 투어> 참가

자는 지정된 관광지 방문이 “강요”된다고 할 수 있다.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그 장소를 방문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강

요되었다고는 해도 참가자는 단서를 쫓아온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으로 향유된다.

물론 최근 관광지들은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해 놓고 있다. 예를 들어 그 당시의 의상을 마련해두고 왕과 신하가 되어 의

사체험을 하거나 전통요리를 만듦으로써 관광지를 향유하기도 한다. 이것은 구경꾼에서 벗어나 체험을 통해 관광지를 의

사체험한다는 측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형태이지만, 의사체험의 효과는 미미하다. 현대의상 위에 신라시대의 옷을 입었

다고 해서 전적으로 첨성대라는 공간에 빠져들 수 없기 때문이다. 현실의 공간에서 전혀 빠져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가상의

공간을 체험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박물관을 체험하려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현실의 공간에 발 디디고 선 채 가상의 공

간을 체험함으로써 관람객과 체험자 사이의 어정쩡한 포즈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미스터리 투어는 참가자 스스로가 아예 작품의 배경인 장소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 등장인물의 경험을 단순히 추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 개인에 따라 작품을 새로 쓰게 된다. 작품을 쓴다는 것은 르페르브의 말대로 장소를 직조하

는 것이다. 참가자들이 방문하는 장소는 단순히 관광지로 공유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도와 경험, 해석이 부여되는 사

적인 공간으로 전유된다. 관광지에 놓인 단서는 그 장소를 기억하는 특별한 장치가 되고 단서를 풀기위한 개인의 지식과

경험이 스며들면서 자신만의 ‘장소성’이 주조된다.

<미스터리 투어>의 최종판인 TV 아니메 방영은 이러한 장소성을 더욱 각인시키는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그동안 단서를

추적하며 범인을 쫓았던 참가자들은 이제 시청자가 되어 자신이 방문했던 장소들을 환기하게 된다. 이때 아니메의 첫 장면

은 JR이 역으로 들어오는 것에서 시작된다. 애초 투어 프로그램을 기획한 JR 니시니혼의 선전 화면으로 의도되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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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만, 여기에는 그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도 부여된다. 역으로 미끄러져 들어오는 기차에서 카

메라가 방문 지역의 대표역의 푯말을 비추는 것으로 이동함으로써 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표지가 되는 것이다. 이는 곧 참

가자들의 기억을 소환하는 시작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594화, 595화의 <히로시마 미야지마 7대 불가사의(七不思議) 투어> 편에서 코난 일행은 방송국 스태프들과 함

께 지역의 관광명소와 음식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촬영하기 위해 히로시마를 방문한다. 이때 첫 장면은 달리는 기차에서

“어서오세요, 설레는 히로시마에(ようこそ、ときめく広島へ)”라는 문구를 보며 여행의 셀렘을 감추지 못하는 코난과 란의

표정을 비춘다. 그리고 카메라는 바로 히로시마역임을 알리는 푯말을 비추며 “히로시마”를 외치는 기관사의 목소리가 들

린다. 이 같은 오프닝은 투어 방송에서 매번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그곳을 방문했던 참가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여행했던

당시의 체험을 떠올리게 하면서 코난과 함께 회감하도록 작동된다.

회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작품에서 코난 일행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그 지역의 주요 관광명소를 둘러본다. 이 과

정에서 코난은 마치 가이드처럼 그 지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시청자에게 제공한다. 역에서 관광지까지의 거리, 가는 방

법, 명소에 전해내려 오는 유래나 전설을 설명하고, 그 지역의 특색이나 풍토 등의 지역 정보도 제공한다. 또한 지역의 풍미

를 드러내는 음식과 맛집을 탐방하고 등장인물이 직접 먹으며 “맛있어(うまい)”를 외치는 모습을 보여준다. <히로시마 미

야지마 7대 불가사의 투어>에서는 모리 탐정이 히로시마와 미야지마 지역의 모미지 만주, 굴 정식이나 아나고메시, 니기리

뎅(수제오뎅), 오코노미야키 등 지역의 유명 음식들을 “맛있어”를 외치며 먹는 모습을 연속적으로 보여준다. 즉 추리 서사

의 핵심 구조인 “수수께끼 제시-> 논리적 추리 과정-> 수수께끼의 풀기”14)의 과정이 본격화되기 이전까지 주요 명소들을

소개하는 형식이다. 이것은 투어에 참여한 참가자들한테는 자신이 다녔던 장소에 대한 환기를 불러일으키고, 투어에 참여

하지 않은 대부분의 시청자들에게는 장소에 대한 소개가 이루지는 것이다. 투어 참가자와 불참자 양측 모두에게 지역에 대

한 소개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때 두 시청자가 느끼는 것은 다르다. 투어 불참자의 경우 시청자 내지는 관람객의 의미를 지니는 반면, 투어 참

가자는 환기된 장소들에서 자신이 경험하고 향유했던 기억들을 소환해내며 그 장소를 사유화한다. 자신만의 경험, 기억, 의

도, 목적 등을 가지고 특정 장소에 대한 정체성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장소의 사유화가 가능한 것은 추리서사의 주된 플롯

인 단서 찾기를 통한 탐정 역할놀이 때문이다. 실제로는 작가에 의해 ‘쓰인 텍스트’지만 작가의 영역을 최소화하고 체험을

선행함으로써 작가는 은폐되고 각인되지 않는다. 원래는 독자(혹은 시청자)여야 할 이들은 역할 놀이를 통해 체험자로서

투어에 참가한다. 단서를 쫓는 과정에서 이들은 어느새 직접 탐정과 일체화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유된 장소들은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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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정옥(1999), 추리 소설과 게임의 플롯, 《현대소설 플롯의 시학》, 현대소설학회, 태학사, p. 198~199

<그림 5> 히로시마 편 오프닝 컷



쳐지나가며 구경꾼으로 보았던 장소들에 비해 더 많은 정서와 감정을 부여하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장소는 성화(性化)되

고 재인식되어 이전보다 특별한 장소로 더 오래 각인된다.

4. 남은 문제들

2016년 8월 22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폐막식에서 세계는 일본 문화의 힘을 실감했다. “2020년 도쿄 올림픽”

홍보 영상에 등장한 슈퍼마리오와 도라에몽, 헬로 키티, 팩맨을 비롯해 캡틴 츠바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당당히 슈퍼마

리오로 등장한 아베 신조에 세계인들은 야유를 보내지 않았다. 불과 몇 십 년 전까지만 해도 만화의 불량성과 위험성을 경

계하는 사설을 늘어놓던 미국과 한국 등에서도 일본의 폐막식 영상에 적잖이 놀라는 눈치다. 한 나라의 수장이 만화 캐릭

터로 분해 당당히 세계 무대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단연 자신감이다. 일본의 도쿄 올림픽 홍보영상은 슈퍼마리오, 도라에몽,

헬로 키티 등을 내놓아도 세계인들이 인지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8분의 짧은 쇼 안에 강력하게 피력한 것이다. 그만큼 이제

만화 콘텐츠는 자타가 공인하는 일본의 문화 역량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일본의 만화 역량은 무엇보다 원천 콘텐츠의 다양성과 수준 높은 작품의 질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차치하

고라도 일본 만화계의 시스템이 확실히 만화의 저변을 확산하는 데 일조한 것도 무시할 수 없다. 게다가 일본은 몇 년 전부

터 만화를 활용한 지역 관광 연계 상품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다. 일본의 만화 콘텐츠 활용은 그 다양성과 질적 측면에서 여

느 나라보다 우위에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한국 내에서 만화를 대상으로 한 상품 개발은 이전부터 꾸준히 이루어져 왔고, 최근에는 높아진 만화의 위상에 영

합하여 만화와 연계한 각 종 콘텐츠 개발이 붐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면서 그 양상도 달라졌다. 이전에는 만화

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 영화, 게임, 캐릭터 제작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만화 전시를 비롯하여 벽화(부천시 아파트

외벽 사업), 만화거리 등 문화사업까지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제 만화는 감추어야 할 불량한 것이 아니라 홍보하고 활성

화시켜야 할, 잠재적 부가가치가 높은 콘텐츠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여가/여행 산업의 부흥과 함께 만화를 활용한 관광 상

품 개발, 혹은 지역 연계 상품 개발 또한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사업들의 대부분이 벽화나 거리 조성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한계로 남는다.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고 있는 거리조성 사업들은 한편으로는 실패를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성된 거리

사업들 역시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거리 조성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테마화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마을(골목)과 관련한 콘셉트를 명확히 하고 그 안에서 이야기(스토리텔링)가 향유될 수 있어야 한다.15) 그리고 이 사

업의 최종 목적은 거리 방문객이 골목의 상권이나 지역 관광지를 함께 둘러볼 수 있어야 한다.16) 예를 들어 “왈순 아지매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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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꺽정 거리는 이두호의 <임꺽정>을 테마화했지만, 그곳의 손님들이 과연 조성된 테마를 고려하며 부러 찾아오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임꺽정 거리는 오래된 상권들이 밀집한 구도심 지역에 행정 지역으로부터 테마가 이

식되었고, 그와 관련한 스토리나 콘셉트는 전혀 연계되지 못함으로써 지역의 명물 거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사업 초창기에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있는 듯 보였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이마저도 흐지부지 되어 관련 문화행

사 및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임꺽정 거리의 배경이 되는 만화 <임꺽정>과의 스토리나 연계를 전혀 느낄 수 없다는 점이 이 거리의 테마화가 실패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6) 얼마 전에는 벽화마을의 주민들이 벽화를 철회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을 고려한다면, 골목 사업의 목적이 골목/거리의 이미지 쇄신에 있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골목을 활성화·테마화함으로써 지역 명소는 되

었을지언정 정작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권이 보장되지 않는 모순에 빠진 것이다. 이러한 실패를 인식해서인지 가장 최근에 조성된 부산 동래구 깃말 명물거리는 주로 상권 밀집 지역에 형성되었다. 이제 거리 조성 사

업은 상권이나 관광 상품과 연계하는 것으로 발전해야 한다.



리”와 “임꺽정 거리”가 과연 테마화에 성공했는가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동안 지역과 연계한 콘텐츠 사업은 드라마나 영화에 등장하는 배경지나 장소를 방문하는 로케이션지역 관람이 위주

였다. 한류 드라마가 부상하자 지자체들은 로케이션지를 관광과 연계한 상품 개발을 도모하기도 했으며, 이는 한때 지자체

사업으로는 꽤나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실제로 일본에서도 2007년부터 이러한 관광지 개발에 나섰는데 한 조사 보고

서에 의하면 로케이션지를 방문한 내방객들이 주변 관광지까지 순회하는 경향이 45.7%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17)

한편 2010년을 기점으로 국내인의 관광 동향은 체험 형 관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으며, 유명 관광지를 중심으로 관광객

이 집중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관광지의 집중화를 막고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이 시급한 시점이다. 일

본의 보고서는 특히 만화· 아니메 ‘성지 순례’가 지역 전체의 관광객 유치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18) 이는 곧 만화 콘텐츠가 지역 관광· 상권과의 연계로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던져준다. 본

고는 그것의 한 사례로서 <명탐정 코난>의 추리 서사를 활용한 사업에 대해 살펴보았다. <명탐정 코난>은 독자의 참여를

높이는 방법을 고안해 낸 대표적 사례다. 특히 추리물이 가지는 속성을 활용하여 연극과 관광지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를

통해 상품 개발까지 이어지고 있다. 단순히 촬영 장소를 둘러본다든지,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로 미디어믹스 된다든지, 캐릭

터를 개발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 이것은 <명탐정 코난>을 활용한 연극과 관광 상품을 좇다보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는 점에서 보다 광범위한 효과가 창출되고 있다. 따라서 만화 원천소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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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토론 02.

추리만화가 미스터리를 향유하는 방식 : <명탐정 코난>을 중심으로
_ 발제 : 서은영(백석대학교 어문학부 외래교수)

⦁ 원래는 부천시의 ‘임꺽정 거리조성’ 등 만화문화공간 거리조성을 살펴보고 싶었으나 개인연구자로서접근하기가 쉽지 않아 명탐정 코

난 테마파크를 참고하여 작성했다. 

⦁ 임꺽정 거리를 어떻게 향유하도록 만들 수 있을지 찾아보니 부천시에서는 문화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는데 주로 제기차기 같은 민속

놀이를 할 것 같은데 크게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주변 젊은 사람들은 차라리 힘이라도 쓰게 바위라도 갖다 놓으라고 얘기하고 있다.

⦁ 임꺽정 거리는 다섯 개의 간판과 동상이 하나 그리고 여관과 차도가 있으며 바로 시장으로 이어지는 짧은 공간으로 먹자골목의 특성도

살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임꺽정 거리는 작품의 배경도 아니고 작가의 탄생지도 아닌, 아무 자원도 없이 이식된 형태이다. 

⦁ 원미산에서 임꺽정이 수행했다고 한다. 그런데 원미산은 역곡 북부역 위에 있고 임꺽정 거리는 역곡 남부역에 있어 거리가 상당하다.

차라리 원미산에 임꺽정의 수련코스를 만들어 놓고 2차 장소로서 먹거리를 먹겠다고 해도 원미산과 여기는 거리가 너무 멀다. 이미 원

미산 근처에 더 활성화된 먹자골목이 있다.

⦁ 아마도 접근하는 생각이 다른 것 같다. 우리는 만화를 활용해서 공간을 유용하게 만드냐가 고민이라면, 임꺽정 거리는 어떻게 전통시장

을 활성화 시킬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생뚱맞다.

⦁ 장소가 지니고 있는 원래의 아우라를 통해 장소성이 부여되기도 한다. 장소 자체가 아우라가 없다면 프로그램을 통해 부여할 수는 있

다. 컨셉을 만들어서 작위적으로 만들 수는 있어도 임꺽정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가야하는 이유가 지금은 없다. 

⦁ 사람들이 즐기는 사적인 체험을 통해서 장소성을 그 안에서 부여할 수도 있다. 그래야 공간에서 장소로 넘어간다는 표현을 쓰는데 여

기서 사용하고 계신 추리서사나 게이미피케이션은 등가로 갈 것이 아니라 장소성을 부여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제시가 되어야할 것 같

다. 추리서사나 게이미피케이션은 임꺽정 거리에 적용하기에는 맞지 않다.

⦁ 코난은 별건으로 하고 부천시만 따로 다루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먼저 만화문화공간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구성요소들을 제시하고 뒤에

이런 점이 미흡하다 식의 흐름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 캐릭터 거리가 조성되는 이유가 작품의 배경이 있다든가 작가의 고향이라든가 등의 뚜렷한 것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걸 인지하고 그 콘

텐츠로 들어가는 게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것 같다.

⦁ 거꾸로도 될 수 있다. 프로그램이 있으면 임꺽정을 모르고 갔다가 그 프로그램을 즐기고 나니 그것이 임꺽정이고 만화가 있었네, 할 수

도 있다.

⦁ 코난이 그런 경우다. 사건을 일부로 그 지역에 가서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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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일단 작가의 고향은 안 됨. 일본만 해도 지역공동체가 강해서 그 사람의 고향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

다. 결국 우리가 장소성을 부여하기 위한 기획된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사후인지 형태가 되는 방식이 더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 싶다.

⦁ 임꺽정의 거리도 어포던스의 속성을 부여하면 살아날 수도 있다. 차이나타운의 경우 막상 실제로 가면 짜장면 먹으러 거기까지 가나 싶

을 정도로 큰 콘텐츠는 없다. 하지만 계속해서 잘 되고 있다. 임꺽정 거리도 마찬가지로 이벤트성 행사라도 주기적으로 발생시켜준다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 우리나라의 만화콘텐츠는 대부분 스토리 만화들이 인기를 얻었다. 스토리 만화는 한 번 인기를 끌고 끝나면 잊혀진다. 코난이나 김전일

을 보면 말도 안 되는 플롯이지만 지금까지 인기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에피소드 별로 잘라진 것들이 어쨌든 20년을 이어올 수 있었다.

⦁ 충성도 높은 향유자들 즉 끝나고 나서 그 장소에서 즐길만한 욕구를 가진 향유자 집단이 많지 않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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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일본의 만화 관련 문화시설
현황 및 사례 조사



들어가며

2016년 8월 21일 리우올림픽 폐회식에서는 꽤 흥미로운 장면이 연출되었다. 다음 개최지인 도쿄를 홍보하는 영상에서 키

티, 도라에몽, 캡틴 츠바사, 팩맨, 슈퍼마리오 등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만화와 게임 캐릭터들이 등장한 것이다. 하이라이

트는 영상이 끝나고 슈퍼마리오 분장을 한 일본 총리 아베 신조가 등장했을 때였다. 일본인들 스스로도 세계 각국의 사람

들도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떠올리는 대표 이미지 중 하나가 만화와 게임과 같은 서브 컬처임을 다시 확인한 순간이었다. 이

는 만화와 아니메, 게임 등 대중문화를 포함한 자국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이른바 ‘쿨 저팬1)’ 전략을 추진해오고 있

는 일본 정부가 보여준 하나의 퍼포먼스였다. 쿨 저팬 전략의 목적은 만화, 아니메, 게임, 음악 등 문화 콘텐츠를 비롯해 의

식주를 포함한 일본 문화를 해외에 알리고 이를 경제적 효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리고 이러한 쿨 저팬 전략

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만화이다. 

여전히 탄탄한 시장과 독자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일본의 만화시장 규모는 1995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

다. 2014년 기준 일본의 만화시장 규모는 종이 만화가 약 3,570억 엔, 전자출판 시장이 약 1,013억 엔으로 추정된다.2) 전체 만

화 시장은 2013년 이후 소폭 성장했지만 이는 전자만화 시장 규모가 2012년 약 580억 엔에서 2013년 약 750억 엔으로 확대

된 것에 기인한다. 지속적인 출산율의 저하는 만화의 주 소비 계층인 10대 인구의 감소로 이어졌고 이는 일본 만화산업의

최대 고민거리가 되었다.

만화 판매량의 감소와 성장의 정체에도 만화에 대한 인식은 변화했고 저변은 확대되었다. 만화에서 문화적 가치를 찾았

고 만화를 예술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일본 만화의 저력과 넓은 향유 계층을 보여주는 것 중 하나가 일본 전국에 다

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만화 관련 미술관과 박물관, 기념관이다. 1990년 도쿄 국립 근대 미술관에서 데츠카 오사무(手塚治

虫)의 회고전이 열렸고 1991년부터 1995년 사이에만 5개의 만화 미술관이 생겨났다. 부정할 수 없는 거대한 영향력을 가진

거장이 세상을 떠난 후 열린 전시회는 국립 미술관에서도 만화를 전시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공적 영역에서 만화를 다룰

수 있음을 증명했다. 이후 만화의 영역은 더욱 확대되었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만화 관련 문화시설과 만화 전문 도서관의

현황과 특징을 조사하고 만화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접근법을 살펴보도록 한다. 

1. 만화 관련 문화시설 개요

일본의 문부과학성에서 2016년 10월에 발표한 ‘사회교육조사3)’ 결과에 따르면 일본 전국의 미술박물관은 436곳으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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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0년대 후반 영국에서 음악과 패션, 예술 등 ‘쿨’한 영국 문화를 홍보하기 위한 ‘Cool Britannia(영국 국가 Rule Britannia에 빗대어)’로부터 만들어진 조어. 2010년 6월 경제 산업성 제조 산업국에 ‘쿨 저팬실’을 설치했고

현재는 경제산업성 상무정보정책국 크리에이티브 산업과 미디어콘텐츠과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아베 내각에서는 일본의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문화산업의 해외 전개를 지원하고 있다. 

2) インプレス総合研究所編(2015), ≪電子書籍ビジネス調査報告書2015≫, インプレス, p.37.
3) 일본의 정부 각처에서 3년에 한 번 각종 통계를 조사·발표하고 있다. 박물관, 도서관, 체육시설 등 문화시설의 조사는 문부과학성에서 담당하고 있다. 2016년은 10월까지 조사가 진행되었고 10월 말 그 결과가 발표되었다. (정

부 통계 종합 창구 홈페이지 http://www.e-stat.go.jp)

4) 일본의 박물관법은 박물관의 목적과 시설 주체 등록 유무를 바탕으로 박물관 시설을 세 종류로 나눈다. 등록 박물관, 박물관 상당 시설, 박물관 유사 시설이다. 등록 박물관은 지방공공단체, 사회법인, 종교법인등이 시설 주체

이며 관장과 학예원이 필요하며 연간 개관일수는 150일 이상이어야 한다. 박물관 상당 시설은 시설 주체에 관한 제한은 없으며 학예원에 준하는 직원이 필요하고 연간 100일 이상 개관해야 한다. 박물관 유사 시설의 경우 이

러한 제한이 없다. (문부과학성 공식 홈페이지 http://www.mext.go.jp/a_menu/01_l/ 08052911/1313125.htm)



계되었다. 이 중 등록 박물관은 320곳, 박물관 상당 시설은 88곳으로 분류할 수 있다.4) 등록 박물관 중 종합박물관은 130곳,

과학박물관은 70곳, 역사박물관은 320곳이다. 박물관 유사 시설 중 미술박물관은 624곳이다.5) 2015년 한 해 박물관 관람객

은 1억2천9백53만6302명으로 이 중 미술박물관 관람객은 3천66만2383명이고 특별전은 전체 관람객의 약 50%인 1천5백20

만9천35명이다.6)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산해보면 이들 시설의 평균 관람객은 미술박물관의 경우 한 해 평균 7만 천

명, 박물관 유사 시설의 경우 3만 7천 명이다. 

만화와 관련된 문화시설은 전국 미술관 정보 사이트7)와 만화미술관과 박물관 링크집8) 등을 종합한 결과 60여 곳으로 조사

되었다. 그 중에 최근 폐관되었거나(たまののミュージアム), 종종 만화 미술관으로 언급되지만 만화보다는 삽화가로 활동한

작가들의 미술관(高畠華宵大正ロマン館, 真琴画廊，弥生美術館)은 제외했다. 그리고 유사한 형태로 전국 여러 곳에 소규모

의 전시 공간이 설치되어 있는 토미나가 이치로 만화랑(富永一朗漫画廊)은 한 곳만을 포함했다. 그러나 요코하마, 센다이, 나

고야, 후쿠오카, 고베 등 전국 다섯 곳에 유사한 명칭으로 개관한 ‘호빵맨 어린이 뮤지엄’은 규모면에서 유의미한 조사 대상으

로 고려되어 모두 포함했다. 그 결과 만화박물관과 미술관, 기념관 등은 39곳, 만화도서관 9곳이 조사 대상으로 추려졌다. 

대부분의 만화 관련 문화시설이 설립된 시기는 1991년 이후부터이다. 1990년 이전에 설립된 만화 미술관은 기타자와 라

쿠텐9)이 말년을 보낸 사이타마의 집터에 세워진 일본 최초의 만화 미술관 ‘사이타마 시립 만화회관(1966년 개관)’, <사자에

씨(サザエさん)>로 유명한 작가 하세가와 마치코(長谷川町子, 1920~1992)가 개인적으로 모은 미술품과 만화원화, 하세가

와가의 미술작품을 함께 전시하는 ‘하세가와 마치코 미술관(1985년 개관)’이 있다. 만화책을 전문으로 소장하는 도서관은

만화대여점과 만화 출판업에 종사했던 나이키 토시오(内記稔夫) 개인이 설립한 ‘현대만화도서관(1978년 개관)’, 만화 이외

에도 어린이용 서적과 잡지 전체를 아우르는 ‘오사카 부립10) 국제 어린이문학관(1984년 개관)’이 있다. 

그러나 이들 시설 중 하세가와 마치코 미술관은 작가의 작품 원화도 전시되지만 전시의 중요한 축은 하세가와 마치코가

그녀의 언니와 함께 모은 다양한 미술품과 하세가와의 수채화와 도예 작품이다. 그리고 오사카 부립 국제 어린이문학관은

일본과 세계 각국의 어린이와 유아용 도서 70만 점을 소장하고 있는 아동문학 전문 도서관으로 만화책과 만화잡지는 전체

장서의 약 14%에 지나지 않는다. 이 도서관은 만화를 위한 전문 시설로 개관한 것은 아니었다. 이와 같이 1990년 이전 일본

에서 만화의 공적 기능은 크게 공론화되지 않았다. 만화는 어디까지나 책으로 읽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소비되는 것이지 미

술관에 전시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만화 시장의 질적·양적 성장은 만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고 만화가 개인

의 기념관을 비롯해 만화를 테마로 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이 증가하게 된다. 

1990년까지 미술관 두 곳, 도서관 두 곳에 불과했던 것이 1991년부터 2000년까지 만화 관련 미술관과 박물관 12곳, 도서

관 3곳이 개관했고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개관한 미술관은 13곳이다. 2011년 이후 2016년 현재까지 11곳의 미술관과 박물

관이 더 개관했다. 만화도서관은 2001년 이후 현재까지 3곳이 더 문을 열었다. 만화 미술관이 급증한 1991년은 일본의 만화

시장이 정점을 향하던 시기였다. 자연스럽게 만화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졌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듯 데츠카 오사무의 회

고전을 통해 만화가 미술관에서도 전시 가능한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시기이다. 이들 전시시설은 미술관, 기념관, 뮤지

만화포럼 칸 2016 _ 35

03. 일본의 만화 관련 문화시설 현황 및 사례 조사

5) 박물관 유사 시설은 총 4천433곳. 이중 종합박물관은 297곳, 과학박물관은 343곳, 역사박물관은 2,850곳, 야외박물관 93곳, 동물원 59곳, 식물원 107곳, 동식물원은 14곳, 수족관은 46곳으로 집계되었다. (http://www.e-

stat.go.jp/SG1/estat/GL08020103.do?_toGL08020103_&tclassID=000001078004&cycleCode=0&requestSender=estat) 

6) http://www.e-stat.go.jp/SG1/estat/GL08020101.do?_toGL08020101_&tstatCode=000001017254

7) http://artscape.jp/mdb/mdb.php

8) http://sam.or.jp/map

9) 기타자와 라쿠텐 (北澤楽天, 1876~1955) 일본의 화가, 만화가. 《시사만화(時事 漫画)》, 《도쿄퍽(東京パック)》등의 신문과 잡지를 중심으로 활약했다. 

10) 大阪府立. 大阪府. 오사카부, 오사카시와 그 주변 도시들을 포괄하는 행정 구역.



엄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지만 만화가 전시의 중심에 있고 작품의 원화를 전시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본 조사에서는 전

시시설의 유형을 크게 1) 만화가 기념관, 2) 만화 미술관과 박물관, 3) 체험형 박물관으로 구분했다. 

이들 만화 관련 문화시설의 운영은 대부분 지자체가 사업 주체로 산하기관이나 시설에 위탁 운영을 하거나 직접 운영을

하는 형태가 많았고, 도서관이나 시민센터 등 공립 문화시설의 일부에 설치되어 함께 운영되기도 한다. 특히 만화가 기념

관의 경우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만화가와 관련이 깊은 지역의 지자

체에서 지역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념관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유명 작가와 그 작품을 활용한 문화시설을 공공재로 여기

는 인식이 일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체험형 박물관이나 상업시설에 설치되어 캐릭터 상품 숍과 함께 운영되는

경우 관련 회사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호빵맨 어린이 뮤지엄’의 경우 뮤지엄 운영을 위해 설립된 회사 ‘(주)ACM11)’

과 <호빵맨>의 TV 애니메이션을 방영한 ‘니혼 텔레비전(日本テレビ)’이 함께 운영한다. ‘꼬마 마루코 랜드’는 시설이 설치

된 종합 오락시설인 ‘드림플라자’가 운영한다. 도서관의 경우 소규모의 도서관은 개인이 운영하기도 하며 ‘현대만화도서관’

과 ‘요네자와 요시히로 기념도서관’은 메이지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다. 

2. 전시시설

1) 만화가 기념관
본 조사에서 ‘만화가 기념관’은 특정 만화가 개인의 작품 세계와 생애를 조명하는 전시 시설을 말한다. 조사 대상 중 총

23곳이 만화가 기념관으로 전체 만화 미술관의 50%이상을 차지했다. 만화가 기념관 중 다수는 작가의 생가가 있거나 작가

가 유년기를 보낸 곳 등 실제로 작가와 인연이 깊은 지역에 위치한다. 인기 작가인 이시노모리 쇼타로(石ノ森章太郎)의 경

우 2000년과 2001년에 출신지인 미야기 현에만 두 곳의 기념관이 세워졌다. 우주선 형태의 구조물로 지어진 ‘이시노모리

만화관’과 작가의 생가 곁에 세워진 ‘이시노모리 쇼타로 후루사토(고향) 기념관’이 그것이다. 비교적 근거리에 두 곳의 기념

관이 비슷한 시기에 생긴 것은 흥미롭다. <가면 라이더>가 작가의 원안을 토대로 새로운 시리즈가 지속적으로 공개되는 등

끊임없이 변주· 소비되고 있어 폭 넓은 연령대의 관객이 흥미로워 하기 때문이지만 두 시설의 분위기가 매우 다르다는 것

도 중요하다. ‘이시노모리 만화관’은 작가의 대표작인 <사이보그 009(サイボーグ009)>와 <가면 라이더(仮面ライダー)>

의 SF적 세계관을 보여주는 전시 콘셉트와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러나 ‘이시노모리 쇼타로 후루사토 기념관’은 작가의 생

가를 복원하고 시냇물이 흐르는 정원을 만드는 등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리고 이 기념관에서는 상설

전시회 이외에도 작가와 관련된 다양한 특별전을 1년에 3~4차례 개최하고 있다. 

작가의 생가 혹은 출신지 등 작가와 인연이 깊은 지역에 세워지는 기념관의 경우 기념관의 설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

라 만화 캐릭터를 모티브로 제작된 조형물을 설치해 해당 작가의 작품을 적극 활용한 거리를 조성하는 등 보다 광범위한

지역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들 기념관은 비교적 소규모로도 한 명의 작가에 대한 집중도 높은 전시 공간 구성이 가능하다. 또한 관련 캐릭터 상품과 레스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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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Anpanman Children's Museum의 약자



메뉴, 과자 등의 토산품 제작 등 일원화 된 사업 전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많은 경우 작가의 애장품 전시와 함께 작업실을 재현해 놓

은 공간이 있어 평면적인 만화 전시뿐 아니라 보다 입체적인 전시 공간을 구성하려는 노력도 보인다. 

작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기념관과 함께 개인 기념관의 유형으로 작가의 특정 작품을 전면에 내세운 시설도 있다. 유데

타마고(ゆでたまご)의 대표작 <근육맨(キン肉マン)>을 활용한 ‘근육맨 아카이브코너(キン肉マンアーカイブコーナー)’

나 요코야마 미츠테루(横山光輝)의 <삼국지>와 <철인 28호(鉄人28号)>를 중심으로 전시하는 ‘KOBE 철인삼국지 갤러리

(KOBE鉄人三国ギャラリー)’가 그것이다. 이들 기념관과 미술관에서는 전시를 통해 작가와 작품 세계를 소개하면서 유명

작품을 활용한 파생 상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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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일본의 만화 관련 문화시설 현황 및 사례 조사

지역 시설명 개요 개관

홋카이도
(北海道)

하마나카쵸 종합 문화센터
(浜中町総合文化センター)몽키 펀치 콜랙션

<루팡 3세>의 작가 몽키 펀치의 고향에 위치한 하마나카쵸 종합 문화
센터 내에 위치. 원화, 애장품 등 소장.

2012

삿포로 시 자료관 오바히로시 기념실
(おおば比呂司記念室)

삿포로 시 출신의 카툰 작가 오오바 히로시의 기념관. 원화 약 300점,
애장품 등 소장.

1995

토호쿠
(東北)

요코테 시 마스다 망가 미술관
(横手市増田まんが美術館)

<낚시 바보 일기>의 작가 야구치 다카오(矢口高雄)의 고향에 세워진
만화 전문 미술관. 상설 전시회 이외에도 다양한 작가의 특별전과 관
련 이벤트 개최.

1995

이시노모리 만화관(石ノ森萬画館) <가면 라이더>의 작가 이시노모시 쇼타로 기념관. 원화 약 8만 점 소장. 2001

이시노모리 쇼타로 후루사토 기념관
(石ノ森章太郎ふるさと記念館)

이시노모리 쇼타로 생가 곁에 세워진 기념관. 상설 전시회 외에 다양
한 작가의 특별전을 1년에 3~4회 개최.

2000

하나와마치 커뮤니티플라자 토미나가 이치로 하나
와 만화랑(富永一朗はなわ漫画廊)

시설 일부에 풍자만화가 토미나가 이치로의 작품을 전시. 전국 8개소
에 소규모로 설치된 전시 공간의 하나. 

칸토
(關東)

가와사키 후지코·F·후지오 뮤지엄
(川崎市 藤子・F・不二雄ミュージアム)

<도라에몽>의 작가 후지코·F·후지오 박물관. 가족단위의 관람객을
위한 체험관과 놀이 공간 설치. 애장품 및 원화 5만 점 소장. 

2011

사이타마 시립 만화회관
(さいたま市立漫画会館)

풍자만화가 기타자와 라쿠텐(北沢楽天)이 말년을 보낸 집터에 세워
진 일본 최초의 만화 미술관. 기타자와 라쿠텐의 작업실을 그대로 이
전한 전시실. 애장품 및 만화 자료 5천 점 소장. 

1966

도쿄
(東京)

오우메 아카즈카 후지오 회관
(青梅赤塚不二夫会館)

<천재 바가본>의 작가 아카즈카 후지오 기념관. 2003

모리시타 문화센터 - 타가와 스이호·노라쿠로관
(森下文化センター田河水泡・のらくろ館）

<노라쿠로>의 작가 타가와 스이호 기념관. 1999

중부
(中部)

나가이 고 기념관(永井豪記念館) <마징가 z>의 작가 나가이 고 기념관으로 작가의 출신지에 설립. 2009

히미 시 시오카제 갤러리
(氷見市潮風ギャラリー)

후지코후지오Ⓐ 아트콜렉션

히미시 출신의 만화가 후지코후지오Ⓐ(藤子不二雄Ⓐ) 기념관. 작업
실을 재현해 놓은 전시실과 작가의 작품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을 운영. 

2008

후지코·F·후지오 후루사토 갤러리
(藤子・F・不二雄ふるさとギャラリー)

후지코·F·후지오 고향에 세워진 기념관. 작품 보다는 작가의 생애를
위주로 조명한 기념관.

2016

치쿠마 시 후루사토 만화관
(千曲市ふる里漫画館)

풍자만화가 콘도히데죠(近藤日出造)의 출신지에 세워진 기념관. 원
화 4000여 점 소장.

1990

<표 1> 만화가 기념관 현황



2) 만화 미술관과 박물관 
만화 전반에 걸친 전시, 혹은 특정 테마로 묶인 여러 작가의 작품으로 구성된 시설을 만화 미술관과 박물관으로 분류했

다. 이와 같은 시설은 총 아홉 곳으로 그중 독특한 사례를 소개한다. 우선, 미야기 현에 있는 ‘나가이 카츠이치 만화미술관

(長井勝一漫画美術館)’은 월간 ≪가로(ガロ)≫의 초대 편집장인 나가이 카츠이치와 관련된 작가들의 작품과 ≪가로≫의

표지 등을 전시한다. 파격적이고 실험적인 작품을 다수 연재했고 20대 청년층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잡지인 ≪가로≫의 출

판은 일본만화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도로 꼽히는 만큼 뚜렷한 특징을 가진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과거 데츠카 오사

무를 비롯해 많은 작가들의 작업실이 모여 있었던 아파트 토키와장(トキワ荘)12)을 복원해 2014년 오픈한 ‘토키와장 휴식처

(トキワ荘通りお休み処)’도 흥미로운 사례이다. 일본 만화 팬들에게 만화의 성지로도 불렸던 곳이지만 오래 전에 새 건물

이 지어지면서 사라진 토키와장을 복원해 전시관으로 개관한 것이다. 지금의 전시관은 옛 토키와장 부근에 새롭게 지어졌

지만 당시의 건물을 재현해 만화 팬들의 추억을 되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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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데츠카 오사무, 테라다 히로오, 후지코 후지오, 이시노모리 쇼타로, 아카즈카 후지오, 미즈노 히데코 등 많은 작가들이 거주했던 목조 아파트

지역 시설명 개요 개관

칸사이
(關西)

다카라즈카 시 데츠카오사무 기념관
(宝塚市立手塚治虫記念館)

데츠카 오사무가 유년기를 보낸 다카라즈카시에 세워진 기념관. 1994

고베 철인삼국지 갤러리
(KOBE鉄人三国志ギャラリー)

<철인 28호>와 <삼국지>의 작가 요코야마 미츠테루(横山光輝)의
고향에 세워진 전시실 겸 관련 상품 숍.

2010

근육맨 뮤지엄
(‘キン肉マン’アーカイブコーナー)

츠텐가쿠 안에 설치된 만화 <근육맨>을 테마로 한 전시시설. 2012

츄고쿠
(中國)

아오야마 고쇼 후루사토관
(青山剛昌ふるさと館)

<명탐정 코난>의 작가 아오야마 고쇼의 고향에 세워진 기념관. 2007

미즈키 시게루 기념관
(水木しげる記念館)

<게게게의 기타로>의 작가 미즈키 시게루의 출신지에 세워진 기념관. 2003

시코쿠
(四國)

요코야마 류이치 기념 만화관
(横山隆一記念まんが館)

전국 고교만화대회인 만화고시엔 메인 회장이기도 한 고치시 문화플
라자 칼포트의 3~5층에 위치. 작가의 출신지에 설립.

2002

카미시시립 야나세 다카시 기념관
(香美市立やなせたかし記念館)

<호빵맨>의 작가 야나세 다카시의 출신지에 설립. 원화 등 약 13만 점
소장.

1996

큐슈
(九州)

유노마에 망가미술관 나스 류스케 기념관
(湯前まんが美術館那須良輔記念館)

유노마에 출신의 풍자만화가 나스 유스케 기념관. 1992

지역 시설명 개요 유형 개관

홋카이도
(北海道)

만화미술관
(漫画美術館)

몽키펀치(モンキーパンチ)、이가라시 유미코(いがらしゆみ
こ)、사토나카 마치코(里中満智子) 등 유명 작가들의 원화 등을 약
500점 소장. 문화센터 TOM(文化センターＴＯＭ) 내에 위치.

미술관 1993

토호쿠
(東北)

나가이 카츠이치 만화미술관
(長井勝一漫画美術館)

≪가로(ガロ)≫의 초대 편집장인 나가이 카츠이치와 관련된 작가
들의 작품 및 ≪가로≫의 표지 등을 전시.

미술관 1998

<표 2> 만화 미술관과 박물관 현황



3) 체험형 박물관
박물관의 일차적인 전시 역할을 벗어나 만화를 테마로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박물관이 다수 존재하는데 이러한 시설은

‘체험형 박물관’으로 분류했다. 체험형 박물관은 주로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가족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경우 체

험 공간과 함께 상업시설이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2000년대 들어 생겨나기 시작했고 대표적인 것이 ‘호빵맨’을 테마로 한

‘호빵맨 어린이 뮤지엄 & 몰(アンパンマンこどもミュージアム＆モール)’이다. 2007년 요코하마에서 개관한 후 개관 1년

이 채 안 되어 관람객 100만 명을 달성하며 높은 인기를 얻었다13). <호빵맨>이 어린이들에게 절대적인 인기를 누리는 작품

인 만큼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시설로 구성되었다. 시설 명칭에서 볼 수 있듯 작품을 전시하는 박물관 기능과 함께 다양한

체험관과 놀이 공간, 관련 캐릭터 상품 숍, 레스토랑이 함께 구성되어 있다. 2010년에 미에 현, 2011년에는 센다이, 2013년에

고베, 2014년에는 후쿠오카에 차례로 개관했다. 명칭은 ‘뮤지엄 & 몰’, 혹은 ‘뮤지엄 & 파크’, ‘뮤지엄 in 몰’ 등14)으로 시설의

특징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기본적으로 전시 공관과 체험 공간, 캐릭터 상품 숍이 함께 구성되어 있다. 연평균 입장객은 지

역 인구가 가장 적은 센다이가 40만 명, 수도권에 위치한 요코하마는 7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우선 ‘호빵맨’이라는 캐릭

터가 가진 콘텐츠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호빵맨>의 작가인 야나세 다카시(やなせたかし)의 출신지에 세워진 개

인 기념관15)의 경우 연간 관람 인원이 10만 명 정도로 이들 체험 뮤지엄과 비교해 적은 수치이다. 이는 호빵맨이 갖는 브랜

드 파워와 함께 주요 이용자층인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시설 구성과 운영이 주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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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니혼 텔레비전 홈페이지 프레스릴리즈 www.ntv.co.jp/info/pressrelease/417.html 

14) 센다이와 요코하마와 고베의 경우 ‘호빵맨 어린이 뮤지엄 & 몰’, 나고야는 ‘호빵맨 어린이 뮤지엄 & 파크’ 후쿠오카는 ‘호빵맨 어린이 뮤지엄 in 몰’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15) 카미시 시립 야나세 다카시 기념관(香美市立やなせたかし記念館)

지역 시설명 개요 유형 개관

도쿄
(東京)

토키와장 휴식처
(トキワ荘通りお休み処)

데츠카 오사무, 이시노모리 쇼타로, 미즈노 히데코 등 인기 만화
가들이 살았던 2층 목조 아파트를 재현한 만화박물관. 토키와장
관련 작가들의 원화 등을 전시. 

박물관 2014

아오야마(青山)GoFa Gallery of Fantastic art. 만화, 아니메, 게임 전문, 갤러리. 갤러리 1996

중부
(中部)

니가타시 만화의 집
(新潟市マンガの家)

니가타 현 출신 작가들의 만화 기념관. 만화와 아니메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니가타 시가 설립.

박물관 2013

니가타시 만화·아니메 정보관
(新潟市マンガ•アニメ情報館)

만화와 아니메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니가타 시가 설립. 애
니메이션의 제작 과정을 소개하고 애니메이션 더빙 체험 코너와
함께 기획전시실을 운영. 

박물관 2013

칸사이
(關西)

니가타시 만화·아니메 정보관
(新潟市マンガ•アニメ情報館)

만화와 아니메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니가타 시가 설립. 애
니메이션의 제작 과정을 소개하고 애니메이션 더빙 체험 코너와
함께 기획전시실을 운영. 

박물관 2006

츄고쿠
(中國)

니가타시 만화·아니메 정보관
(新潟市マンガ•アニメ情報館)

만화와 아니메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니가타 시가 설립. 애
니메이션의 제작 과정을 소개하고 애니메이션 더빙 체험 코너와
함께 기획전시실을 운영. 

박물관 1996

큐슈
(九州)

기타큐슈 시 만화 뮤지엄
(北九州市漫画ミュージアム)

<은하철도 999>의 마츠모토 레이지(松本零士)를 중심으로
기타큐슈 지역 출신 만화가들의 작품을 소장·전시. 만화, 아
니메, 게임 등을 테마로 한 복합 시설 아루아루 시티(あるあ
るCity)에 위치.

박물관 2012



이밖에도 오랫동안 애니메이션으로 방영되며 변치 않는 인기를 보여주고 있는 <꼬마 마루코(ちびまる子)＞를 테마로

하는 ‘꼬마 마루코 랜드(ちびまる子ちゃんランド)’도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체험형 박물관이다. 작품에 등장하는 학교와

집, 공원 등의 공간을 충실히 재현해 관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특히 작품의 무대가 된 사이타마 시에 위

치하고 있어 만화 콘텐츠를 지역 활성화로 연계시킨 사례로 볼 수 있다. 

4) 기타
위에서 서술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없는 이례적인 전시시설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만화 <캔디캔디(キャンディ♥

キャンディ)>로 유명한 이가라시 유미코(いがらし ゆみこ)의 미술관이다. ‘프린세스’와 소녀만화를 테마로 꾸며진 이 미술

관은 프린세스 카페, 프린세스 체험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유명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여자 주인공의 의상으로 꾸미고 사

진을 찍는 등의 다양한 유료 체험이 가능한 체험형 박물관으로 주요 관람객은 어린이가 아닌 10~20대 젊은 여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가라시 유미코의 대표작인 <캔디캔디>가 원작자인 미즈키 교코(水木杏子)와의 저작권 분쟁16)으로 작화

를 담당한 이가라시 유미코가 미즈키 교코의 동의 없이는 작품 이미지를 사용할 수 없는 등 작가 최고의 브랜드인 <캔디캔

디>를 활용할 수 없는 현실에서 기획된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이가라시 유미코가 가진 소녀만화가로서의 명성과 그녀

의 대표작이 갖는 이미지, 젊은 여성들의 취향이 반영된 독특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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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원작자인 미즈키 교코와 작화가인 이가라시 유미코 사이에 저작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법적 분쟁. 2001년 대법원에서는 미즈키 교코가 작품의 원작자이고 만화는 2차 저작물로 정의했다. 원작에 대해서는 미즈키 교코만이 저

작권을 가지며 미즈키 교코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할 수 없게 되었다. 이가라시 유미코 미술관 오픈 당시 <캔디캔디>를 활용한 다양한 캐릭터 상품이 판매되었으나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어 현재에는 <

캔디캔디>와 관련된 제품은 판매되지 않고 있다.

지역 시설명 개요 개관

토호쿠
(東北)

센다이 호빵맨 어린이 뮤지엄 & 몰
(仙台アンパンマンこどもミュージアム&モール)

박물관과 체험 시설, 쇼핑 몰을 겸하는 <호빵맨> 체험형 박물관. 2011

칸토
(關東)

꼬마 마루코짱 랜드
(ちびまる子ちゃんランド)

인기 애니메이션 <꼬마 마루코> 테마 박물관. 작품 속 배경이자
원작자의 고향인 사이타마 시에 설립. 원작에 등장하는 집, 학교,
공원 등을 재현.

2000

요코하마 호빵맨 어린이 뮤지엄 & 몰
(横浜アンパンマンこどもミュージアム&モール)

박물관과 체험 시설, 쇼핑몰을 겸하는 <호빵맨> 체험형 박물관. 2007

중부
(中部)

나고야 호빵맨 뮤지엄&파크
(名古屋アンパンマンこどもミュージアム&パーク)

박물관과 체험 시설, 쇼핑몰을 겸하는 <호빵맨> 테마파크. 2010

칸사이
(關西)

고베 호빵맨 어린이 뮤지엄&몰
(神戸アンパンマンこどもミュージアム&モール)

박물관과 체험 시설, 쇼핑몰을 겸하는 <호빵맨> 테마파크. 2013

큐슈
(九州)

후쿠오카 호빵맨 어린이 뮤지엄 in 몰
(福岡アンパンマンこどもミュージアムinモール)

박물관과 체험 시설, 쇼핑몰을 겸하는 <호빵맨> 테마파크. 2014

<표 3> 체험형 박물관 현황



3. 만화도서관
일본의 만화도서관 중 몇몇 도서관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었다. 특히 니가타 시의 ‘만화의 집(新潟市マンガの家)’

과 ‘만화·아니메 정보관(新潟市マンガ・アニメ情報館)’의 경우 2012년에 발표된 ‘만화 아니메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 구성’

정책17)의 결과로 설립된 것이다.

그리고 기후 현 히다 시에 설치된 ‘히다 만화왕국(飛騨まんが王国)’은 온천 관광지에 설립된 만화도서관으로 숙박 시설

과 연계해 운영되고 있으며 약 4만 권의 만화책을 소장하고 있다. 온천 관광지의 경우 가족단위 여행객을 위해 숙박 시설과

레스토랑 이외에도 소규모의 박물관 및 체험관 등이 함께 조성되는 것이 일반적인 일본에서 만화도서관을 관광객을 위한

여흥거리로 제공한다는 부분이 특징이다.

일본에서 만화를 학문적 연구 대상으로 보기 시작한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일본만화학회가 설립된 것이 2001년, 4년제

대학에 만화학과가 설치된 것은 2000년 이다.18) 만화를 수집, 보존하고 이를 대중과 공유하는 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한 것은

국가가 아니라 개인이 먼저였다. 개인이 설립한 ‘현대만화도서관’은 회원들의 회비와 도서관 이용자들의 이용료에 의해 운

영되고 있다. 유료로 자료를 열람한다는 부분에서 만화 카페(マンガ喫茶)와 흡사하지만 18만 권이 넘는 방대한 자료와 특

히 1950년대의 카시홍(貸本)등 희귀 만화 자료를 다수 소장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의미가 크다. 2006년 나이키 토시오는 소

장 자료를 메이지 대학에 기증했고 도서관은 ‘메이지 대학 현대만화도서관’으로 명칭을 바꿨다. 2012년 나이키 토시오의 사

후 현재는 메이지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화도서관은 만화평론가이자 코믹마켓의 창립 멤버 중 하나인 ‘요네자와 요시히로(米沢嘉博) 기념

도서관 만화와 서브컬처’이다. 요네자와 요시히로가 수집한 만화잡지와 단행본, 동인지 약 14만 권을 토대로 메이지 대학에

서 운영하고 있다. 요네자와 요시히로 사후 유족들에 의해 요네자와의 모교인 메이지대학에 기증된 이들 자료 중 상당수는

만화 동인지로 매우 희귀한 자료이다. 메이지대학 관계자가 아닌 경우 회원 등록을 한 후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 두 곳 모

두 소장 자료의 양적·질적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도서관이나 기증된 자료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

료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19)

이와 같이 만화의 수집과 연구, 보존 등에 국가의 역할이 눈에 띄지 않는 것에 대해 야마모토 치에(山中千恵)는 국립 미

디어 예술 종합센터20) 설립계획이 각계의 비난과 반대, 정권 교체로 백지화되었던 것을 예로 들어 “국가가 만화라는 일상

적 문화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그것은 국가가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도 존재한다. (중략) 권력에 대한 대중

문화의 자율성을 주장하려고 하는 욕망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으며 많은 일본인들에게 “만화문화는 사적인 영역에서

즐기는 것이고 공적인 공유를 목적으로 할 이유는 없다고 여겨졌다.”고 지적 한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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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니가타 시 공식 홈페이지. https://www.city.niigata.lg.jp/kanko/bunka/mangaanime_mati/koso.html

18) 교토 세이카 대학에 1979년 미술학부 디자인 학과에 만화 전공이 생겼고 2000년 만화과가 개설되어 스토리 만화 코스와 카툰 코스가 설치되었다. 2006년에는 만화학과, 만화 프로듀스 학과, 애니메이션 학과로 이루어진 만

화학부가 개설되었다. 2016년 현재 만화 학부는 만화학과와 애니메이션학가 설치되어 있고 만화학과는 신세대 만화 코스, 카툰 코스, 스토리 만화 코스, 캐릭터 디자인코스, 만화 프로듀스 코스, 개그 만화 코스 등 6개 전공으

로 나뉘어 있다. 

19) 현대만화도서관은 일반인 입장료 300엔, 열람료 권당 100엔에 이용할 수 있으며 1970년 이전 자료는 회원(연회비 6000엔)만 열람할 수 있다. 요네자와 요시히로 기념도서관의 경우 1일 회원 300엔, 1개월 회원 2000엔, 연

회원 6000엔에 이용할 수 있다. 1일 회원의 경우 동인지 열람은 할 수 없다. 자료 열람은 1회 100엔이 필요하다. 

20) 国立メディア芸術総合センター 2009년 당시 아소 타로(麻生太郎)내각이 예산 117억 엔을 책정해 설립 계획을 발표했으나 당시 야당인 민주당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고 반대여론 또한 높아 민주당 내각이 들어선 후

백지화 되었다. 

21) 山中千恵(2011), 誰のためのマンガミュージアム？, 《マンガの社会性―経済主義を超えて―》, pp.1~2.



결론

일본에서 만화와 박물관, 만화와 미술관이 만나게 된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그러나 정부의 쿨 저팬 전략과 맞물려 만화 관련 문화

시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곧 개관을 앞두고 있는 곳도 있다. 일본의 만화시장 규모가 말해주듯 독자들의 수, 소비되는 만화의 양, 그

리고 무엇보다 만화를 자연스럽게 즐기는 사회적 분위기 등 많은 조건을 고려했을 때 일본의 만화 미술관과 박물관을 고스란히 한국

에 대입할 수는 없다. 만화 저변이나 콘텐츠의 양적· 질적 규모, 이를 소비할 수 있는 경제 규모나 인구 수 등에 대한 단순 비교는 분명

무리다. 일본의 사례가 정답일 수도 없다. 그러나 소규모의 전시관이라고 해도 지역의 특징을 살리고 소장 자료와 전시 작가의 특성을

살리는 기획력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 만화 팬은 작품 뿐 아니라 작품에 대한 추억, 작품을 함께 공유한 팬들과의 교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는 정서까지 소비한다. 지금 현재 혹은 지나온 시간 어딘가에서 만화를 즐겼고 즐기고 있는 독자들에 대해서도 주목

할 필요가 있다. 박물관이 변화하고 전시 방법에 대한 많은 시행착오와 고민이 있었듯 만화 역시 그 전시 방법과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담론과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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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시설명 개요 개관

츄부
(中部)

히다 만화왕국
(飛騨まんが王国)

히다 시 출신의 만화가 중심 만화 도서관. 만화책 약 4만 권 소장.
온천 관광지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 설립.

1994

칸토
(關東)

다치카와 만화 파크
(立川まんがぱーく)

‘만화의 문화적 가치를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설
립된 만화 도서관.

2013

지역 활력 센터 마인
(市街地活力センターまいん)

시민들의 교류와 커뮤니티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공 만화 도서관. 만화책 2만 권 소장.

2000

도쿄
(東京)

현대만화도서관
(現代マンガ図書館)

만화 대여와 출판업에 종사했던 나이키 토시오(内記稔夫) 개인
이 소장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관. 소장 자료는 18만 점 이상. 특히
1950년대 카시홍 자료를 다수 소장. 2009년 메이지 대학 현대만
화 도서관으로 재편. 유료로 운영.

1978

요네자와 요시히로 기념도서관 만화와 서브컬처
(米沢嘉博記念図書館まんがとサブカルチャー)

만화평론가이자 코믹마켓 창립 멤버의 한 사람인 요네자와 요시
히로 사후 모교인 메이지 대학에 기증된 14만 권의 만화잡지와 단
행본, 동인지를 중심으로 설립된 도서관. 유료로 운영.

2012

소녀만화관
(少女まんが館)

소녀만화를 전문으로 하는 사설 도서관. 소녀만화, 소녀만화잡지,
부록 등 5만 5천 점 소장.

1997

칸사이
(關西)

오사카 부립 국제 어린이 문학관
(大阪府立国際児童文学館)

아동 도서, 잡지 자료와 함께 만화 잡지 소장. 약 70만점의 아동
도서 및 만화책 소장. (만화자료는 약 10만 점)

1984

츄고쿠
(中國)

히로시마 시 만화도서관
(広島市まんが図書館)

만화와 만화관련 자료를 전문으로 하는 도서관. 만화 및 관련 자
료 약 12만 점 소장.

1997

큐슈
(九州)

쇼와망가관 아오무 시
(昭和漫画館青虫)

쇼와 시대의 만화를 전문으로 하는 만화 박물관 겸 도서관. 약 2만
점의 만화 자료 소장.

2006

<표 4> 만화도서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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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토론 03.

일본의 만화 관련 문화시설 현황 및 사례 조사
_ 발제 : 김소원(상지대학교 문화콘테츠학과 외래교수)

⦁ 분류도 분류지만 각 개인전시관, 미술관, 그 안에서 사람들이 주로 즐기는 것들이 무엇인지가 더 궁금하다. 만화의 원화만을 보는 건

아닐 것 같다.

⦁ 미즈키 시게루 로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개인 기념관이 있으면 주변에 거리가 조성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박물관들이 전시실이

있으면 museum shop에 충실하다. 

⦁ 그리고 거의 사립이 많으며 건물의 조그마한 공간의 한켠을 쓴다든가 건물 안에 몇 층을 나눠쓴다던가 하는 경우도 있다.

⦁ 일본이 도서관이나 전시관을 활성화 시키고 있는 기간이 우리나라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여러 가지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보인다. 박물관이 어떻게 향유되고 있는지 그리고 전시는 어떤추세를 쫓아가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 만화 관련 전시의 역사는 우리와 굉장히 비슷한데 방향이 많이 다른 듯 하다.

⦁ 메이지대학이 만화박물관을 운영하는 것은 메이지대학의 커리큘럼 중에 만화 표현 문화라는 것이 개설되어 있으며 만화학회 이사로

있는 후지모토 유카리 교수, 평론가인 나츠메 후사노스케 객원 교수등과 연관이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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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그간 한국의 만화계는 만화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만화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불식시키고,

만화가 갖는 문화적·예술적 가치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이었고, 이러한 노력들은 만화가 인간의 삶에 자양분이 되는 양질

의 콘텐츠로 자리매김 되어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화 장르로 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만화 창

작 기반 조성과 만화 애독자의 확대, 독자와 창작자를 잇는 효율적 시스템의 확립 등 만화문화 고양과 산업발전 전반에 대

한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고 실천되어 왔고, 이제 한국의 만화는 외형적으로 검열과 ‘퇴폐문화’라는 낙인에서 ‘한류문화의

원동력’이라는 문화산업의 주요 콘텐츠로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음지에서 만화를 즐기던 만화독자들은 이제 ‘거의 매일 본다’(23.1%), ‘1주일에 3~4번은

본다’(17.6%)는 조사 결과처럼 자주 만화를 접하고 있으며, ‘만화는 어린이들이나 보는 것이다(66.1%)’ 나 ‘왠지 지적이지 못

한 것 같다(55.5%)’ 같은 부정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0~60%가 반대 의견(전혀 그렇지 않음+그렇지 않음)을 피력

하였고, 오히려 ‘지식, 정보를 쉽게 접하는 도구’(43.9%)이자 ‘현대 사회에 필요한 매체’(45.1%)로서 ‘매우 유익’(44.0%)하고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기’(38.4%)에 ‘타인에게 추천하는 편이다’(52.1%)라고 응답하여1) 인터넷 및 모바일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해 만화의 접근성이 높아졌고, 만화독자층은 넓어지고 있으며, 긍정적 평가도 증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만화를 둘러싼 사회적 편견은 여전하다. 오락적 효용성은 높으나, 교육·문화·예술적 가치는 낮고, 산업적으로 주

목되나 여전히 킬링 타임용 ‘스낵 컬처’ 콘텐츠로 백안시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는 만화의 문화적 위상뿐 아니라, 결국

국내에서 만화산업이 발전하는 데 저해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사회에서 만화를 여전히 유해하고, 불량하며, 저급한 문화라고 인식하는 것은 뿌리 깊은 역사를 지닌다. 1960년대 이

후부터 검열과 청보법·아청법2) 등의 법적 규제, 관변 단체를 중심으로 한 왜곡된 만화 인식 유포와 화형식 등의 퍼포먼스

는 한국인의 뇌리에 만화를 음지의 문화로 인식하게 했다. 만화에 대한 인식은 만화 관련 법 개정과 만화가 산업적으로 가

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다. 사회적의 인식 변화는 만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긍정적 향유자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다양한 대안 가운데 하나로 ‘만화 읽기 프로그램’의 활성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만화 읽기’는 만

화가 가진 특성이 작품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를 공유하는 것이며, 만화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통해 다른 매체와 차별되는

만화만의 즐거움을 발견해내는 것이다. 만화문화 향유에서 만화 읽기 프로그램은 만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의 방안이

며, 창작만화의 다양성 확대에도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이 글은 그 일환으로 현재 만화 향유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에

‘만화 읽기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제언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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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콘텐츠진흥원(2015), 《2014 만화산업백서》, 한국콘텐츠진흥원, pp.275~285

2) 청보법(청소년보호법), 아청법(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정책적 지원을 통한 문화향유의 확대의 필요성

한국의 콘텐츠 정책은 지난 20여 년 동안 산업적 접근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왔다. 콘텐츠를 문화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여, 어떻게 활용하고 향유할지를 고민한 흔적은 미미하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도 그 목적은 ‘국민의 문화적 삶

의 질 향상’보다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에 무게 중심이 있어왔다. 더군다나, 콘텐츠 이용을 문화복지(또는 이용자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국민들이 다양한 콘텐츠에 접근하도록 하여 문화생활과 일상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 차원의 노력은 매우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문화는 우리 주변에 늘 있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이후 문화, 대중문화, 문화 향유라는 화두가 전면화된 것

은 시대 상황의 변화와 그 괘를 같이 한다.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가 지식·정보화 사회로 변화하며 문화가 ‘21세기 고부가가

치 산업’으로 인식된 측면과 1980년대 이후 경제성장과 더불어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에서 보다 폭넓은 삶의 욕구들이 전

면화 된 시대상황의 반영인 것이다. 한국사회는 이제 21세기 미래사회의 비전을 가지고 보다 보편적인 복지의 관점에서 문

화향유의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문화의 향유는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시키는 기본적인 조건으로,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문화향유의 개념은 문화복지와 연계되

어 있다. 문화향유가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 기본적인 조건이라 할 때, 성별·연령별·지역별·소득별 차별 없이 문화적 욕

구 충족을 통해 국민의 인간다운 문화생활을 보장하고 문화생활의 수준을 제고시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공공서비스

의 시행은 평등한 문화향유를 지향하는 문화복지 정책의 최종 목표이다.

2011년 문화관광부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콘텐츠 향유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의 즐거움 획득과 욕구의 충족에 있다. 이

를 위한 개인의 향유 방식은 대상 콘텐츠와의 적극적인 상호작용과 참여이고, 이 과정 속에서 몰입과 긍정적인 정서가 발

현되며, 이런 결과가 다시 콘텐츠를 향유를 촉진하는 선순환의 과정을 이루게 된다. 향유가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서는 첫째, 개인 차원에서는 콘텐츠 향유에 대해 주체적이고 독립적이며 자의적인 태도와 가치지향 및 의지를 지녀야 한

다. 둘째, 콘텐츠에 대한 관련 지식, 경제력, 접근성 등이 사회적으로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보장되고 필요한 경우 정책적으

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3)고 정의하면서, 문화향유를 위한 개인의 자발적 참여와 상호작용 이외에도 콘텐츠 접근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문화복지 차원의 정부의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도 명시하였다. 문화복지는 누구나 문화향유의 권리

를 누려야 한다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이를 위해 학교, 도서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문화예술부문의 체계적인 정책적 지

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만화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애니메이션센터 등의 기관을 중심으로 창작활성화와 유통구조의

개선 그리고 만화독자들을 위한 만화도서관, 만화박물관, 만화축제 등의 만화문화 저변확대와 만화를 통한 국민 삶의 질 개

선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여 왔다. 또한 ‘문화예술진흥법’ 2013년 개정안에 ‘문화예술’의 정의에 ‘만화’가 명시적으로 기록4) 되

어, 문화예술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에 만화문화를 통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보다 적극적

으로 만화를 통한 문화향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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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기현 외(2011), <콘텐츠의 문화적 향유 확대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p.19

4) 문화예술진흥법은 1975년 공포를 시작으로 40년 넘게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문예진흥기금을 중심으

로 문화예술부문을 지원하였지만, 만화는 그 정의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친 이후 지난 2013년 7월 개정 공포된 법률안부터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라고 정의되었다.



3. 만화향유를 위한 지원사업 현황

1997년 <출판만화산업진흥방안 연구>를 시작으로 1998년부터 2014년 ‘만화산업 중장기 계획’까지 4차에 걸친 만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이 시행되고 있다. 중장기 계획에는 창작, 유통 지원과 만화산업진흥을 위해 만화문화 향유 확대와 국민 인

식 전환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들이 진행되었다. SICAF와 BICOF 등 국제적인 만화 페스티벌의 지원을 시작으로 공공 부

문의 다양한 창작지원과 국민인식 제고 방안에 대한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문화관광부가 2003년 ‘21세기 만화콘텐츠강국’

의 비전 선포와 5대 중점 과제를 발표하며 ‘만화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및 참여활성화’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정부시책의 일

환으로 1998년 부천만화정보센터의 개관과 1999년 서울애니메이션센터의 개관, 이후 부천만화정보센터는 한국만화영상진

흥원으로 확장되면서 만화산업지원기관으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1>과 <그림2>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비전과 목표가 발표된 자료이다. 만화산업에 대한

공공 조직의 지원이 시작된 1990년대 중반 이후 20년의 시간이 지났고, ‘한국만화의 세계화’를 비전으로 한류 콘텐츠로서

의 만화의 위상이 중점 추진 사항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수 시장을 넘어 세계 속에서 한국만화의 문화적 가치

를 높이고, 산업적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는 목표는 현실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다만, 여전히 국내의 만화에 대한 인

식은 산업적 성취에 고무되어 있는 것만큼, 문화 · 예술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대중적 인식이 높아지지는 못하고 있다. 만

화산업의 궁극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적 도약 뿐 아니라, 장기적 안목에서 만화문화 전반의 육성이 중요하다. 창작자의

육성과 유통질서 및 안정적 인프라의 구축도 중요하지만 만화향유자를 확대하고, 적극적 만화문화 수용자(독자)에 대한 다

각적인 활성화 방안이 고민되고 보다 적극적으로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앞의 장에서도 언급했듯이 문화예술로서의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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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만화산업중장기계획(2014~2018), 문화체육관광부

<그림 2>
2015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주요업무계획



는 산업적 가치와 직접적으로 등치되지 않더라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향유 프로그램 운영이 주요하게 진행

되어야 한다.

이런 인식을 기반으로 현재 대표적인 만화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살

펴보자. 현재 만화 독자에 대한 저변확대와 만화문화 활성화에 대한 프로그램은 만화창작 지원에 치중되어 있다. 2015년 <

공감! 만화창작교실>과 <어린이만화 드로잉교실>, 2016년 <웹툰 창작 체험관>과 <청소년 만화아카데미>의 사례 등을 보

면 예비 창작자 지원 혹은 창작 체험 중심임을 알 수 있다.

2016년 진행된 <웹툰 창작 체험관> 설치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태블릿을 중심으로 한 체험관 조성’과 ‘체험 프로그램 운

영’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고, 체험 프로그램은 전문 장비를 활용해 8주에서 12주 정도의 과정을 통해 웹툰 창작 과정을

배우는 강좌이다. 이 창작 체험관은 웹툰 창작자 양성으로 웹툰 창작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교육이 중심인 ‘거점형’과 어린

이와 청소년의 웹툰 창작과 작가들을 통한 직업체험의 ‘지역형’으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있다. <청소년 만화아카데미>는 고

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만화 실기 교육’과 ‘만화작가 직업 특강’으로 예비 만화가 육성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5년 진행된 <공감! 만화창작 교실> 전시와 연계된 창작 교실로 전시 콘텐츠의 테마와 연관된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를

만화 그리기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어린이만화 드로잉 교실> 프로그램은 만화가 창작되는 과정을 간략한 교육

내용을 통해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외에도 만화창작과 만화 캐릭터 모형 제작 ‘무한상상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캐

릭터 및 웹툰 만들기 교육인 ‘꿈의 학교’, 지역의 아마추어 시민 만화작가 배출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공감3.0’, ‘카툰공감100’

등 참여형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창작 체험 중심이다.

물론 만화 체험관은 만화창작을 체험하고, 만화 제작으로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창작하는 과정을 통해 만화의 특

성을 이해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좋은 만화를 추천하여 함께 읽고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은 만화의 감상

과 해석을 통해 삶의 가치와 세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만화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이며, 만화가 가진 사유와 소통의 매체

로서 문화적 가치를 드러내는 중요한 방안이다. 또한 만화는 종합예술로서 만화만의 독특한 매체문법을 지니고 있고, 만화

읽기는 이러한 만화의 시각적 측면과 언어적 측면의 통합적 사고와 상상력으로 세계를 보는 인식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다.

4. 리터러시의 의미와 만화 읽기

일반적으로 ‘리터러시(literacy)’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말한다. 인쇄술의 발전에 따라 인쇄매체를 중심으로 한

사회가 되면서 중요한 의사소통 방식 중 하나는 글이었다. 이를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고 이를 배우고 익히는 것이

바로 리터러시이다.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즉, 문맹의 극복에서 시작된 전통적 리터러시 개념은 이후 단순히 글자를 읽는

능력만이 아니라 글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올바로 해석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하는 비판적 능

력으로 확장되었고, 20세기 들어와서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다양화되면서 미디어 매체에 대한 이해와 그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올바로 해독 · 평가 · 분석할 수 있는 읽기 능력 그리고 미디어를 능동적으로 이용하여 창조적으로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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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생산하는 능력까지로 확장되고 있다. 이제 리터러시는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의 기반이며,

읽기를 통한 비평적이고 문화적인 해독 능력을 근거로 하여 정치적, 사회적 행위의 의미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리터러시의 개념에서 ‘읽는다’는 것은 콘텐츠의 수용자 관점에서 중요한 행위이다. ‘읽는다’는 것은 ‘읽고’ ‘받아들이

는’, 그리고 ‘이해하고’, ‘분석하며’, ‘행동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독자가 텍스트 자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창

의적으로 생산하며, 사회적 소통과 문화 창조에 참여하는 자아실현의 한 방법이다. 이 지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읽을 것인

가가 중요하며,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의미해독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콘텐츠 수용자

(독자)는 문화콘텐츠를 온전하게 즐기고 누리는 문화향유자로서의 ‘나’를 발견하게 된다.

현대의 다양한 대중문화콘텐츠 중에서 만화는 글과 그림이 결합된 자유로운 종합적 표현양식으로 다수 대중들과 함

께 공감하는 대중예술이며, 종합예술로서 오락적, 교육적, 사회적 기능이 어떤 장르나 매체보다 뛰어난 커뮤니케이션

매체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독서 실태조사’(한국출판연구소 2013)에서 초등학생들의 전체 독서량 중 선호 도서 항목에서 만

화책이 20.2%(2010), 28.4%(2013)로 조사되어 만화책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민 독서 실태 조사는 독

서율과 독서량에 대한 조사에서 만화는 제외되어 있고5) 세부 선호도서 항목에서도 선호도 수치 이외에는 만화 읽기 관련

조사 내용이 없고, 이마저도 2015년 조사에서는 선호도에 대한 조사 내용에 만화에 대한 내용이 없어 지속적인 추이를 지

켜볼 수는 없으나, 청소년 독서 선호도에서 만화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유추해 볼 수 있다.6) 최근 웹툰에 대한 인

지도와 선호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급증한 새로운 플랫폼을 중심으로 다양한 만화가 창작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

화를 일회성이 아닌 만화에 대한 편견의 불식과 새로운 사회적 인식 형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만화가 대중의 삶에 긍정

적 의미를 제공하는 창의적 콘텐츠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만화문화 향유를 위한 저변을 확대하는 유력한 방법은 ‘좋은 만

화’를 발굴하여, 널리 보급하고, 함께 읽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확대하는 것이다.

장진영(2008)은 만화 읽기는 독자가 간접적으로 등장 인물의 삶을 체험하면서 스스로 문제 해결의 능력인 창의성을 향

상시키며 독자의 삶도 성장시키는 과정이라고 규정하면서, 만화읽기는 ‘삶에 대한 성찰의 장’이라고 표현했다.

만화는 주로 등장인물이 살아가는 삶에 관한 보고서이다. 등장인물을 둘러싼 삶의 가치를 그려내고 있고, 주변의

다른 인물과의 관계를 갈등구조를 통해 보여주며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를 그려낸다. 만화는 창작체험과 독서체험

면에서 볼 때 삶에 대한 성찰이 진행되는 장이다. 사람들이 현실에서 느끼는 다양한 갈등과 욕망을 직접적으로 드

러내며 구체적으로 성·계급·인종 등에 얽힌 물리적 갈등과 내면화된 이데올로기를 건드리면서 낡은 가치와 새로

운 가치의 충돌을 경험하는 장인 것이다. 만화를 둘러싼 여러 편견들의 허상과 실상을 만화독서체험을 통해 독자들

이 느낀 체험과 더불어 사회적 의미를 재평가해야할 것이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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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 조사에서 ‘독서’또는 ‘책 읽기’는 “일반도서(종이책 및 전자책)읽기“를 말하며 교과서, 학습참고서, 수험서, 잡지, 만화는 제외함. ‘전자책’은 컴퓨터,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전자책 전용 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화면으로 읽는

각종 디지털 도서를 총칭하는 것으로 교과서,학습참고서,수험서,잡지,만화는 제외함. 한국출판연구소(2015), 《2015 국민 독서실태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p.

6) 현재 공공기관의 만화관련 조사는 모집단을 콘텐츠 이용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는 만화독자들의 이용행태를 조사하여 향후 만화관련 정책방향 및 산업에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한 조사이다. 다만, 1

년에 1회 정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만화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하여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도서관의 만화책 활용 프로그램’을 분석한 반달림(2014)은 청소년들에게 만화읽기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반달림은 그간의 선행연구를 정리하여 공공도서관에서의 만화책의 가치와 활용의 유의미성을 분석하였다.8)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학교, 공공기관 그리고 가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만화책을 활용한 읽기 지도나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만화에 대한 문화적 가치를 재정립하고, 올바른 만화 향유의 기반을 확립해야 함을 보여준다. ‘만화니까’, ‘만화일

뿐인데’라며 가볍게 읽히는 것이 아니라, ‘만화같다’라는 표현을 ‘경계를 넘나드는 상상력’으로, ‘세상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

는 창작물’이라는 의미로 재구성해야 한다. 향유자가 확대되고, 사회적 인식이 변화할 때 양질의 우수한 만화는 다음 세대에

도 읽힐 수 있게 보존된다. 현재 한국만화는 낮은 사회적 인식 때문에 기록과 보존이 타 분야에 비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결

과를 낳고 있다. 이는 결국 오래된 양질의 만화유산이 체계적으로 보존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일례로

2012년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서울신문의 기획으로 선정된 ‘한국만화명작 100선’9) 중 1950~60년대 만화는 물론이고

1970~80년대 선정만화의 상당수도 절판되어 일반 독자들이 쉽게 접할 수 없으며, 공공기관에서 명작 만화를 활용한 프로그

램을 기획한다고 해도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만화를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2009년 전국학교도서관 담당 교사

모임에서 ‘학교 도서관에 비치하면 좋은 만화’ 추천 목록에서도 동일하다. 지금부터라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주제별, 테마

별, 상황별로 우수한 만화 추천목록을 만들고, 추천목록 만화를 학교나 공공기관에 보급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5. 만화읽기의 방법론 개발을 위한 제언

1) 텍스트 중심의 만화읽기 프로그램 사례
만화읽기 프로그램은 아직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진행된 사례가 미미하다. 그간 단발성이지만 학교 및 공공 도서관에

서 운영된 만화읽기 프로그램 사례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박경이 교

사의 경험을 모은 《만화 학교에 오다》(2004)와 공공 도서관인 계룡시의 계룡도서관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독서 프로그램 ‘만화책이어도 괜찮아’(2014), 인천의 율목도서관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프로그램 ‘비움+채움’

에서 시도한 ‘교양만화의 새로운 발견’(2014)이다. 그 사례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천안여자중학교 국어 담당 박경이 교사는 어릴 때 만화를 보며 즐거움을 얻고, 세상과 만났던 기억을 기반으로 학

교 수업에 만화를 활용하였다. 그렇게 시작된 교사의 경험은 《만화 학교에 오다》10)에 묶여 있다. 만화반을 만들어 그리기

수업을 하고, 만화 퀴즈대회, 만화 토론, 맞춤법 틀린 낱말 찾기, 만화가 가상 인터뷰, 전교생 만화 감상문 쓰기 대회, 만화

독서시험 수행 평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만화를 수업에 활용한 사례를 소개했다. 국어수업 소단원 중 ‘인물의 성격과 갈등

찾기’에 대한 접근으로 《슬램덩크》와 《원피스》 책에서 ‘뚜렷한 갈등 찾기’를 시도하고 정리하게 한 사례 등은 만화읽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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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진영(2008), 만화교육에서 만화읽기와 토론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만화애니메이션연구, pp.20~23

8) 반달림 외(2014), 「사례중심연구를 통한 도서관의 만화책 활용 프로그램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 동계 학술발표회, p.176

9) 한국만화명작100선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서울신문사가 만화전문가 100명의 선정위원을 추천을 통해 100편의 작품을 확정하고, 독자1000명에게 선호도를 조사하여 공개하였다. 

홍지민 기자(2014.4.22.), <한국만화 명작 100선> 본지-진흥원 ‘100선 기획’ 어떻게…, 서울신문

10) 박경이(2004), 《만화 학교에 오다》, (주)우리교육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보여준다. 초중고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예술 강사 프로

그램이 시행되고, 만화애니메이션 분야도 이를 시행한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 많은 지

도안들이 기능적인 창작 체험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물론 리터러시의 개념에 감상하

고 해독하는 과정을 넘어 직접 생산자로 창작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포함

된다. 그러나 그것은 만화의 특징을 보다 다각도로 이해하고 온전하게 향유하기 위한 측

면이 주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둘째, 인천시 율목도서관의 ‘비움+채움’은 ‘비워야 채울 수 있고, 채워야 비울 수 있다’

는 인문학적 사고에서 출발한 도서관 프로그램으로 인문학의 공통된 화두인 나눔과 삶

에 대한 성찰의 공간이다. 이 프로그램은 테마를 정하고, 인문학적 삶을 살아가는 길을

저자(전문가)를 통해 듣는 시간으로 책을 읽고 소통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 기획된 프로

그램이다. 도서관은 프로그램 시작 3주년을 맞아 2014년 ‘비움+채움’의 테마로 <교양만

화의 새로운 발견>을 설정하고 만화 작품 속에 담긴 인문학적 요소를 작가와 함께 풀어

나갔다. 총 6회로 구성된 이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들에게 탄탄한 스토리와 전문 지식을

담은 우수한 만화작품을 선정하여 소개하였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들을 대상

으로 한 시도로 만화 향유자의 연령층을 확대하고, 만화를 새로운 지식정보로 접근할 매

개 자료로 이용하여 만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해준 사례로 주목된다.

셋째, 충청남도 계룡시 계룡도서관에서 운영된 ‘만화책이어도 괜찮아’이다. 이 사업은 청소년 독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고, 중학생 과정과 고등학생 과정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청소년들의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주고, 예

술적 감수성을 길러주기 위해 기획된 이 프로그램은 2014년 겨울방학인 1월과 4월 2회에 걸쳐서 진행되었고, 사서가 직접

전문가의 서평과 학교도서관저널 도서추천위원회에서 출간한《만화책 365》를 서지 도구로 참고하여 만화책을 선정하고 이

를 청소년들과 함께 읽고 의견을 나누어 서평을 작성해보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서평을 전시하여 지역 시민들의 만화

책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프로그램에 사용한 만화책 목록과 만화책을 전시해 시민들의 흥미를 유

발하였고 자연스럽게 독서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계룡도서관은 2015년에도 ‘도서관에서 인문학을 만나다!’라는 테마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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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반달림 외(2014), 위 학술발표회 자료집, p.177

<그림 3> 만화 학교에 오다

<그림 4> 교양만화의 새로운 발견

프로그램 날짜 선정 만화책 내용

비움 + 채움

2014. 4. 17 닥터프로스트 심리학

2014. 5. 22 불편하고 행복하게 귀촌

2014. 6. 19 십자군 이야기 종교 세계사

2014. 9. 18 도자기 문화재 미술사

2014. 10. 16 대작 전통주

2014. 11. 20 노근리 이야기-그 여름날의 기억 근현대사

<표 1> 율목도서관의 만화책 활용 프로그램11)



술, 철학, 역사, 건축, 풍수지리 등 다양한 주제의 인문독서아카데미 프로그램을 개최

하고, 한 주제로 ‘만화책이어도 괜찮아’를 진행하여 시민들과 함께 만화를 통한 세상

읽기를 시도하였다. 반달림은 앞의 연구논문에서 “독서 프로그램 ‘만화책이어도 괜

찮아’ 후기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이용자들은 만화책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으

며, 차후 도서관을 다시 이용하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였고, 사례를 연구한

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만화책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한 도서관들

은 기존의 만화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만화책 활용 프로그램을 통

하여 만화책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12)는 조사결과를 인용하

여 만화를 활용한 공공도서관의 프로그램이 도서관 운영자 및 참여자들에게 만화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만화를 새롭게 접근하게 하는 유의미한 기회였음을 입증하

였다.

위의 사례들은 단발성 프로그램이어서 체계적인 만화읽기 프로그램으로 성과를 점검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개별 도

서관의 자발적인 프로그램 기획으로 만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점검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

다. 위의 사례들은 만화의 서사분석을 중심으로 한 효용성에는 많은 시사점을 준 사례이다. 그 방식을 정리해보면,

첫째는 작가(저자)의 특강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율목도서관은 인문학적 주제를 정하고, 이에 대한 이야기를

끌어갈 수 있는 만화 텍스트를 선정한 후 작가를 초청하여 특강 형식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종교 · 세계사’라

는 주제를 만화 <십자군이야기>의 김태권 작가를 중심으로 강연을 듣는 방식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강연자를 중심으로 독

자들과 책에 대한 해석을 교류하고, 작품 속에 내재된 종교 · 전쟁 · 국제관계 등 세계사까지 함께 읽어낸다. 전문성을 지닌

강연자(작가)를 통해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속에 담긴 삶에 의미를 풀어내는 것은 독자들에게 신선한 체험이다. 그

러나 주체적인 참여의 의미에서는 제한적이다. 이를 일회성 강연이 아닌 참여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진행하였다면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 뿐 아니라 만화매체에 대한 인식변화에도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계룡도서관의 사례로, 읽고 토론하고 서평을 작성하는 독서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다. 또한 계룡도서

관의 사례는 만화작품을 통해 읽기·말하기·쓰기의 모든 과정을 수행하고, 쓰기(서평)를 전시하여 주민들과 공유하였는데,

이 방식은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성취감을 높여주었고 제한된 모임에만 국한되지 않고 프로그램의 결과물 공유를 통해 만

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주민들이 갖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는 작품을 읽고 이해하여 자신 생각을 표현하는 서평을 텍스트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했다. 박경이

교사는 읽고 이해한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게 하거나, 말풍선을 채워 새로운 이야기를 설정하게 하는 등 그리기와 감상을

연계한다. 또한 이야기 속에서 몇몇 캐릭터를 중심으로 인물의 성격을 분석하거나 갈등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통해 작품 전

체를 요약하는 것과는 다른 몰입감을 느낄 수 있는 체험을 이끌어냈다. 또한 만화퀴즈대회나 틀린 낱말 찾기 등의 소소한

프로그램으로 작품을 집중해서 읽게 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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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반달림 외(2014), 위 학술발표회 자료, pp.178~179

<그림 5> 만화책이어도 괜찮아



다만 위의 사례는 일반적인 문학읽기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접근되었다는 측면으로 주로 만화가 담고 있는 이야기를 활

용한 것에 머물러 있다는 아쉬움을 담고 있다. 또한 이때의 ‘이야기(텍스트)’ 분석도 만화 매체의 특성을 이해하고 서사를

분석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스토리 속의 시사점 등을 인문학적으로 접근하여 해석하고 시사점을 찾는 프로그램 운

영방식이었다는 점에서 만화읽기로서는 많은 한계를 지닌다.

2) 만화 읽기 방법론 개발을 위한 제언
2005년부터 만화 부문도 예술 강사를 운영한 초중고 교육 과정에 파견하고, 만화를 교과 과정의 한 부분으로 교육을 진

행하여 왔고, 다양한 문화 관련 강좌에서 만화를 읽기 영역에서 다루어 왔지만, 읽기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만화읽기 방법

론은 다양하게 개발되지 못하였다. 앞의 만화읽기 사례에서도 확인하였듯이 그동안 다양한 방법론 개발에 대한 의견들이

제안되어 왔으나 대부분 문학읽기의 연장선상에서 만화 읽기의 방법론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만화는 이야기의 내용적 측면만이 아니라 이미지와 결합된 시각적 요

소들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문학과 같은 텍스트 중심의 읽기방법론만으로는

만화 특유의 양식적 특성을 해석하기 어렵다. 김용수는 《드라마 분석 방법론》에

서 “작품평가는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분석하면서 ① 작품이 무엇을 하려고 했

는지, ② 그것을 얼마나 잘 성취했는지, 그리고 ③ 그러한 의도가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이라고 밝히면서 작품의 기획의도가 잘 성취되었는지

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내적 기준에 작품평가 체계’를 정리하였다.13) 이 평가체계

는 TV 드라마 뿐 아니라 영상매체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지만, 만화의 읽기를 위

한 방법론으로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준다. 

만화는 의도적 순서로 병렬된 글과 그림의 조합이며, 이 조합을 위해 만화연출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만화를 읽는 독

자는 도상적 기호(시각적 표현)와 추상적 언어(이야기)를 함께 경험하는 것이다. 이러한 만화의 특성은 스토리와 플롯의 서

사적 측면과 캐릭터, 배경, 칸 연출 등의 양식적 측면이 결합되어 하나의 작품을 구성한다. 만화읽기는 이 두 측면을 함께

주목해야 한다. 물론 독자들이 칸과 칸 사이 여백의 의미나 말풍선과 효과음의 차이, 칸 연출을 위한 인물의 배치, 음영, 배

경처리 등의 만화기법에 대해 세세하게 분석하며 만화를 읽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작품에 재미를 느끼며 몰입하는 것은

이러한 만화 기법이 풀어놓은 장치들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반응하기 때문이다. 만화는 어떤 매체보다도 작가와 독

자의 상호작용이 유기적인 매체이다. 만화는 정지된 이미지의 나열이지만, 작가가 만든 칸과 여백이라는 공간을 통해 독자

의 상상력이 움직임을 만든다. 또한 만화가는 공간에 정보의 양을 조절하여 독자의 시간을 장악하기도 하지만, 독자는 주

관적인 읽기 속도로 만화의 시간을 장악한다. 즉, 만화는 독자의 해석과 상상력을 기반으로 풍부해지는 매체이다. 

이러한 만화의 특징이 만화 읽기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타 매체와의 비교를 통한 차이를 밝혀내는 방법도 가능하다. 영상

매체로서 영화나 애니메이션은 만화와는 해독에 차이가 있다. 만화의 독자적인 방법론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타 매

체의 방법론에서 시사점을 얻고, 그 속에서 타 매체와의 차이를 발견하며 방법론을 재정립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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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김용수(2012), 《드라마분석 방법론》, 집문당, p.305

<그림 6> 드라마분석방법론 : 내적 기준에
작품평가 체계



‘만화읽기’는 만화가 가진 특성이 작품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를 공유하는 것이며, 만화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통해 다른

매체와 차별되는 만화만의 즐거움을 발견해내는 것이다. 읽는다는 것(작품을 해석한다는 것)은 불분명하고 애매모호한 의

미를 분명히 밝혀주는 것이다. 읽기는 즉자적이고 소비적인 즐거움에 머물지 않고 심도 깊은 접근으로 작품에 대한 지각의

폭을 넓히는 것이다. 또한 ‘개인적 읽기’가 아닌 공공의 프로그램으로 함께 읽으면서 작품에 내재된 감동을 공유하고, 차이

를 소통하여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내기 위함이다. 이러한 과정이 만화에 대한 긍정적 향유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만

화에 무관심하거나 편견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읽기’의 시도는 공공 프로젝트에서 더욱 중요한 시도라고 본다. 전

문가들을 중심으로 만화읽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례들과 연계한 지도안을 마련하여 문화예술교육 강사나 도서관 사서

등에게 보급하여 프로그램 운영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것도 ‘만화읽기’ 확산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때 주제

별, 연령별, 상황별 만화추천도서 목록을 정리하여 함께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애니메이션의 사례를 보면 <Korean Animation Collection>이란 제목으로 연간 작품들의 디렉토리북을 매해 제작한다.

물론 만화의 경우 한해에 창작되는 만화작품이 애니메이션과 비교할 수 없이 많아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분류 기준으로 추천만화 목록을 제작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특히 작품수를 고려하여 검색 및 찾기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e-book 형태 등으로 제작하여 배포한다면 만화를 새롭게 접근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마지

막으로 만화읽기 프로그램은 함께 읽어 줄 전문가의 역할도 중요하다. 읽기 프로그램의 사회자(moderater)는 작품이 다양

한 각도에서 부각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만화읽기는 단순히 읽기 방법론 뿐 아니라 무엇을 읽을 것

인가의 텍스트 선정과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가 발굴까지 통합적인 실행방안이 고민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지

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

6. 결론

이 글은 여전히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만화에 대한 낮은 인식의 변화를 위해 공공 기관에서 만화 향유자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사업들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러한 노력이 미흡하다는 반성에서 시작

했다. 또한 현재까지 작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실시된 만화읽기 사례의 긍정성과 한계를 살펴보고, 향유자를 위한 ‘만화읽기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시행되기 위해 공공기관의 만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되고 활성화되어

야 한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만화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좋은 만화’를 추천하고, 보다 많은 만화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통해 만화를 향유하는

독자를 확대하여, 만화의 사회적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읽기’라는 리터러시의 과정이 우리가 접하는 콘

텐츠를 통해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정서적 · 감정적 감성을 향상시키며, 세상(타자)과 상호 소통하는 것이라고 전제할 때,

다양한 상징과 은유로 함축된 만화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는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만화읽기는 즐겁다. 수용자가 능

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리터러시는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는 인간다운 삶의 실현이며, 의미해독 과정을 통해 즐거

움을 누리는 창작활동의 산물이다. 따라서 만화읽기에 대한 체계적인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도 지적하였고, 미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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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마 방법론 구축을 위한 제언도 담았다. 물론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의 과제로 남긴다. 

특히 다양한 상황에 맞는 우수만화 추천도서 목록을 작성하고,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우수만화 보급과 만화 활용계획 등

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향후 실행방안에서 중요한 지점이 될 것이다. 이제 단

순 나눔이나 보급을 넘어, 다양한 만화읽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문화소외지역에 작은 만화도서관의 개설을 지원하

고, 학교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에 학습만화 뿐 아니라 다양한 우수만화가 보급될 수 있는 지원사업도 함께 실시해야 한다

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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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토론 04.

만화 읽기 지원사업을 통한 만화문화 향유 활성화 방안 연구
_ 발제 : 김종옥(상명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외래교수)

⦁ 수업을 하면서 가장 절박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20명밖에 안 되는 학생들에게 만화 비평 수업을 할 때 어떻게 읽게 할지 고민이

되어 주제 별로 영화와 만화를 비교·분석한다든가 또는 사회적인 이슈를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 대림동에 독서지도사 교육을 하는 수녀회가 있다. 매년 2회씩 독서지도사를 위한 만화 읽기를 진행하는데 그 분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

은 웹툰이 너무 성행하니까 만화책을 보여줘야 하는지 웹툰을 보여줘야 하는지, 또는 어떤 웹툰을 보여주어야 하는지가 고민이다라고

한다.

⦁ 일단 만화를 읽게 하려면 왜 만화를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학부모들은 ‘왜 우리아이에게 만화를 읽히죠?’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고 싶다.

⦁ 일반대학의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영화를 이야기하다가 만화를 끼워 넣기도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만화책이 없다는 것이다. 

⦁ 교과서 안에는 모두가 똑같이 다 읽는 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가르쳐야 한다.

⦁ 장편의 경우 몇 권만 뽑아서 그 안에서 주제를 뽑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한두 권정도를 지도할 수 있는걸 교사가 뽑아내어 그걸 읽히고

얘기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단권을 가지고 활용한 것이다.

⦁ 단권이라도 일단 책이 없다. 학생들에게 <쥐>를 읽어오라고 했는데, 책이 없다. 도서관에 만화가 보편화되어 운영되지 않고 있다.

⦁ ‘왜 우리가 만화를 연구하고 비평해야하지?’라는 고민에 대한 해결이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 

⦁ 또다른 문제는 만화 읽기라는 수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것이다. 사실 일반적인 책읽기, 문학 리터러시와 똑같다. 먼

저 리터러시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가 선행되고 이게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파생되는가를 같이 들어가야 할 것 같다.

⦁ 만화지원사업들을 가만 보면 만화를 이용한 사업이 대부분이지 만화 자체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거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그리 많지 않다. 거문도를 소재로 한 만화도 만화를 활용해 지역문화콘텐츠를 선행하겠다는 거였고, 여기 박경이 선생이 시도했다는

것은 만화 리터러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갈등 구조를 가르친 것이다. 국어 시간에 그걸 만화를 통해서 가르친 것은 기본적인 전제가

만화가 아주 쉽게 접근하고 아이들이 재밌게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 만화 연출에 대한 책들이나 논문들을 봐도 만화의 본질적인 문제의식이나 만화에 대한 자의식과 같은 그런 고민들이 드러나는 건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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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만화 지원 사업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과 대안적 부분을 끄집어내는 게 이 글의 주제와 맞을 것 같다. 읽기에 대한 것은 현황에

대한 것이고 방향성을 주고 있지 않다. 지원 사업은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다.

⦁ 이 글의 내용은 우선 좋은 만화를 추천하고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야기다. 지금 현재 좋은 만화를 추천하는 프로그램이 너

무 없다. 

⦁ 지난 웹툰 산업 포럼에서 한 관객이 ‘영화는 TV도, 매체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왜 만화는 없는가?’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으며

이에 포럼에 참석한 카카오가 그날 그런 사업을 진행해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 (좋은 만화의 추천은) 출판계에서도 고민했던 부분이다. 예고편 형식으로 주요 캐릭터 인물 관계도, 주요 이야기, 시놉시스 등을 작은

책자 형태로 나오기도 했는데, 영화와 다르게 집중도가 다르다. 이 예고편이 영화는 되고 만화는 안 되는 이유는 두 개가 서로 달라서라

고 생각한다. 만화만큼 방대한 콘텐츠가 없는데 어떻게 보는 건가? 걸리면 보는 것, 좋아하는 작가의 신작, 또는 그 외의 이슈가 되는 작

품이 있어야 보게 되는 것 같다. 

⦁ 실제로 걸리는 대로 보는 거지 누가 랭킹을 잡아줘서 그대로 봐야 한다는 것도 사실 좀 아닌 것 같다. 만화를 우리가 처음 접할 때 향유

의 동기가 무엇이냐고 생각해보면 ‘야하니까, 재밌으니까’ 이런 식이다. 오히려 놀이의 장으로 주어진다면 그 안에서 내가 너무 재밌으

니까 추천하지 않으면 못 배겨 식의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지 않을까 한다.

⦁ 연구자나 글쟁이들이 접근했던 방법이 따로 있다. 그렇게 범주화하는 것이 어색하기도 하고 나온 결과물에 대한 호응도 떨어졌다. 그래

서 ‘숨은 명작 소개하기’라는 컨셉으로, 적어도 50세 이상은 봐야 좋아할 수 있는 만화, 이런 식으로 딱딱하게 못 하니까 살짝 비틀었다.

⦁ 출판계에서는 세종우수도서가 가장 대표적인데, 매년 100건 가까이 우수도서를 꼽으면 국가가 1,000만원씩 구매, 공공도서관에 배포한

다. 문제는 어느 해는 인문서만 많고, 어느 해는 자기개발서가 70%가 된다는 것이다.

⦁ 10년 전 쯤 NHK의 만화를 가지고 한 프로그램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만화 하나를 정밀하고 깊이 있게 분석하는 것을 보면서 ‘만화란

저런 거구나’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 만화도 EBS같은 곳에서 30분 정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조금 쉽게 리터러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다.

⦁ 순위를 정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만화 추천을 통해 만화가 갖고 있는 이해를 넓히는 것도 필요하다. 

⦁ 네이버캐스트의 소개 프로그램이 중단되었던 큰 이유는 네이버 측에서 요구했던 것이 인기 있는 것도 많은데 모르는 것도 많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TV드라마, 영화화가 된 작품’을 다뤄달라는 거였다. 다시 말해 작품에 대한 것 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에서

이 만화를 선택하게끔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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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재미란 무엇인가?

재미의 요소는 무엇인가?

트랜스미디어 시대에서 웹툰의 재미 요소는?

결론

콘텐츠의 재미에 대한 연구
: 만화 콘텐츠의 재미 요소는
무엇인가?



서론

2016년 브라질 리우올림픽 태권도 종목에서 선수 전원이 메달을 거머쥐었다. 그런데 고생한 태권도 선수들에게 남은 숙

제는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의 메달 성적이 아니라 뜻밖에도 ‘재미있는 태권도’였다. 소설가 박완서는 생전 어느 인터뷰

에서 “나는 쓰면서 내가 재미있지 않으면 글을 못 쓴다”라고 말했다. 영화감독 연상호는 2016년 칸 국제영화페스티벌에서

<부산행>을 “누구나 봐도 재미있게 만들었다”라고 자평했다.

<태양의 후예>의 시청률이 38.8%(닐슨코리아)을 기록한데 이어, 웹소설을 드라마로 만든 <구르미 그린 달빛>은 시청률

19.7%(닐슨코리아)을 차지했다. 최근 1,150만 관객을 넘긴 <부산행>과 710만 관객을 넘긴 <터널> 이 2016년 영화사의 기록

을 다시 쓰고 있다. 

이들 드라마가, 영화가 이토록 대중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드라마, 영화, 만화, 게임 등과 같은 미디어 콘텐츠

를 기획하고 창작하는 목적은 당연히 그 콘텐츠를 향유하며 거론하며 소비하게 만들려는 사회적 · 문화적 · 경제적 의도가

깔려 있다. 그렇기에 콘텐츠는 대중에게 사랑받아서 대중이 닫힌 지갑을 스스로 열게 만드는 생명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콘텐츠의 생명은 무엇인가? 답은 바로 재미다. 재미있지 않으면 콘텐츠의 소비자들은 떠나고 만다. 콘텐츠가 돼

버린 스포츠마저도 재미있지 않다면, 살아남지 못한다. 

재미, 대체 재미가 무엇이 길래. 과연 재미의 색은 몇 가지일까? 무심코 던지는 “재밌잖아!”라는 말 한 마디는 수많은 복

잡한 의미를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양각색의 뉘앙스를 갖고 있다. 그래서 재미라는 의미는 저마다 때로 충돌을 일으키

기도 하고, 때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한다. 그만큼 재미라는 개념을 정의하는 데 단순하지도 않을뿐더러 그렇게 심

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도 없다. 

여기서 단순하지 않은 이유는 “대체 뭐가 재미라는 거야?”, 라고 묻는 사람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게 만만하지 않기 때

문이다. 한편,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이유는 재미를 ‘있다’와 ‘없다’로만 구분하는 사람들에겐 재미란 복잡한 논리

나 지식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감정이나 직관으로 느끼는 것이기에 복잡하거나 심각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재미는 매우 이중적이다. 누군가에게 재미난 것이 다른 누군가에는 전혀 감흥을 불러일으키지 못할

수도 있기에 말이다. 

그럼에도 재미는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고 반응하여 감정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일상생활

에서의 재미는 물론, 문화 콘텐츠를 향유하고 소비하는 데 있어서 재미의 범주는 오감에 대한 만족과 함께, 그 문화 콘텐츠

의 트렌드, 기획, 창작, 소비 패턴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이 논문은 재미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면서, 콘텐츠의 재미를 이루고 있는 요소가 무엇이며, 만화의 재미를

유발하는 요소를 살펴본다. 아울러 트랜스미디어 시대에서 웹툰에서 나타나는 재미의 요소는 무엇인지를 분석해본다. 아

울러 그것들이 웹툰 리터러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런 과정에서 종이 만화의 재미 요소와 웹툰의

재미 요소를 비교하면서 만화 리터러시의 변화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60 _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만화문화 향유 활성화 방안Part 1



재미란 무엇인가?

재미의 이분법적 가치 판단(혹은 미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미의 정의는 명징하거나 분명하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양

한 콘텐츠를 판단하거나 소비할 때 경험적 관점에서 재미에 명확한 기준의 잣대를 댄다. 사실 재미라는 용어는 이처럼 콘텐츠의 가치판

단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주변 일상에서 많은 부분을 재미라는 용어를 적용해서 좋고 싫음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한다. 하지

만 콘텐츠의 재미는 일상 경험에서 나오는 즉흥적 재미와는 다른 맥락과 메커니즘을 가진다. 

미학의 이론이 미, 그 자체의 정의와 예술작품에 대한 비평이 합쳐서 정립되었듯이, 재미도 재미, 그 자체의 정의와 콘텐츠에 대

한 호불호(好不好)를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 이현비(2004)는 《재미의 경계》에서 재미를 재미’와 ‘작품의 재미’로 구분했다. 전자를

‘새로운 체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감정적 흥분’이라고 설명하면서, 후자를 ‘축적된 긴장의 해소를 이해함에 따르는 감정적 흥분’이라

고 정의했다.1) 다시 말해, 이현비는 작품의 재미는 작품 감상을 통해 얻어진 공유 경험의 긴장의 축적과 해소라고 설명한다. 

여기서 재미의 개념은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 재미는 한자 자미(滋味 : 자양분이 많고 좋은 맛 또는 그러한 음식)가 그 어

원인데, ‘아기자기하고 즐거운 맛’을 뜻한다.2) 재미는 음식에서 더 나아가 사람의 즐거운 기분과 느낌으로 확장되어 사용되

었다. 우리말에서 재미는 정적인 감정 상태라면, 영어에서는 재미는 좀 더 복합적으로 설명된다. 

재미가 영어에서는 ‘fun’과 ‘interest’로 사용된다. 전자는 ‘어리석다, 속이다, 골탕을 먹이다’라는 의미로, 산업혁명 이후

노동 시간과 여가 시간의 구분이 명확했을 때 일과 놀이라는 개념을 구분을 짓는 개념이 되었다. fun로서의 재미는 인간의

순수감정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에 따른 휴식 행동에서 유발된 것이다. 한편, 후자는 흥미, 호기심, 관심 등 어떤 사물에 심

리적 개입을 유발하는 긍정적인 심리상태와 특정 대상에 의해 유발된 준비상태를 일컫는다. 그런 점에서 interest로서의 재

미는 우리말의 재미에서 알 수 있는 정적인 감정 상태와 그 자극에 따른 다음에 대한 추구, 동기부여를 모두 포함한다.3)

지금 우리는 재미와 즐거움을 혼용하여 사용하는데,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에 따르면, 재미는 심리적 차원에서

플레저(pleasure)와 인조이먼트(enjoyment) 두 가지 체험으로 함께 이뤄진 즐거운 경험이라고 표현했다.4) 전자가 생리심

리학적 에너지의 충족에서 나타나는 감정으로 개인적 성장과 관련 없는 일시적 휴식, 식사, 여가 활동 등이 여기에 해당된

다. 한편, 후자는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심리적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데, 기대 이상의 체험을 할 때는 느끼는

반응으로 개인의 성장을 통해서 얻은 새로운 지식이나 경험에서 느끼는 감정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대 미디어 시대에서 재미는 interest이면서 fun이고, 플레저보다 인조이먼트에 더 가깝다. 재미

는 즐거움에 대한 정적인 상태를 넘어서, 이 즐거움의 감정이 어떤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동기부여가 된다. 또한 재미는 생

리심리학적 현상의 즐거움이나 본능에 대한 충족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장 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것과 그

경험들 속에서 생긴 욕구에 대한 충족, 더 나아가 그 충족으로 심리적 에너지를 일으키는 움직이는 감정인 셈이다.

개인이 성장하면서 경험하고 인지하는 과정 속에서 체득하는 재미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람이 19세기 독일 심리학자 헤

르바르트와 미국 교육학자 존 듀이다. 그들은 재미에 기반을 둔 학습과 교육이 개인에게 긍정적 동기부여를 높이는 심리적

효과를 만들어낸다고 판단했다.5) 학습적 심리효과를 배가한다는 관점과 달리, 네덜란드의 문화학자 호이징가는 재미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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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박영원(2010), 시각 문화 콘텐츠 분석에 관한 연구-시각적 재미의 분석 방법론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6)》, 한국콘텐츠학회, pp.172~173



주를 놀이에 개입시켜서, 놀이가 존재하는 이유는 재미에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재미있지 않으면 놀이는 놀이가 아닌 것

이다. 또한 미국 여가학자 로버트 스테빈스는 재미를 즐거움을 주는 활동으로 노동과 여가를 구분 짓는 하나의 요소로 설

명했다.6) 이들 관점에서 본 재미는 오락, 놀이, 교육 등과 같은 콘텐츠의 요소로서 이해되며, 그 재미 속에는 웃음, 기쁨, 즐

거움, 만족, 욕망, 충족 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미의 요소는 무엇인가?

재미라는 감정이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재미있는 드라마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재미없는 드라마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재미의 의미가 시대별로, 연령별,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같은 연령이나 성(sex)이라고 하더라도 재

미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 있다. 그럼에도 재미를 유발하는 요소는 무엇일까? 한편, 일상생활에서 재미를 유발하는 요소와

콘텐츠의 재미를 유발하는 요소는 어떤 관계를 가질까? 

윤홍미 외(1996)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재미의 요소를 유능감, 스릴, 신기함, 스트레스 해소, 유머, 감동, 아름다움, 성적 자

극, 어울림 등으로 분류했다.7) 이들 요소들은 가족이나 직장, 학교, 이성 등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얻기도 하고, 먹는 음식이

나 즐겨보는 드라마나 영화, 게임, 놀이, 여행, 음악, 미술 등을 통해서 충족되기도 한다. 

반면, 콘텐츠는 재미에 대한 목적성과 의도성을 갖고 있기에 콘텐츠의 재미를 유발하는 요소는 수용자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재미의 요소와 다르다, 콘텐츠는 재미를 실현하려 위해서 기획되고 창작되고 유통되고 소비되는 메커니즘 하에 있

기에, 콘텐츠의 재미 요소를 윤홍미 외(1996)가 제시한 감정적 상태로서의 재미 요소로만 설명하기에 역부족이다. 롤랑 바

르트의 말을 빌리자면, 콘텐츠라는 텍스트는 독자를 꼬셔야(draguer) 하기 때문이다. 그때 비로소 ‘즐김의 공간’이 생긴다.8)

작가와 독자가 서로 찾아 만나야 할, 구체적이고도 관능적인 만남의 공간을 텍스트라고 주장했던 롤랑 바르트는 작품을

단순히 소비하는 차원을 넘어서 유희, 작업, 생산, 실천으로의 단계로 이어져서 생산적이고 구체적인 즐거움을 창출해야 한

다고 설명했다. 이것이 바로 콘텐츠가 추구하며 지향하는 재미의 정체성이다. 그런 점에서 독자를 꼬셔야만 하는 콘텐츠의

재미 요소를 분석하고 정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미디어나 장르의 특성과 콘텐츠의 생산과 소비, 콘텐츠의 구조 등을 반영

해야 한다. 

영화는 스크린을 통해서 영상과 음향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며, 소설은 문자의 조합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며,

만화는 글과 그림의 조합으로 칸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며, 연극은 한정된 공간 내에서 정해진 인원으로 이야기를 행동으로

전개한다. 음악은 기계와 인간의 소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노래한다. 이처럼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는 그 장르적 특성에 맞

게 창작되며 그들만의 재미를 부각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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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박영원(2012), 앞의 논문, p. 173

6) 성례아(2013), 델파이 기법을 이용한 애니메이션의 재미요소 도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11)》, 한국콘텐츠학회, p.97

7) 윤홍미 외(1996), 앞의 논문, p.494

여기서 유능감이란 사람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칭찬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의미한다. 

8) 김희영(1996), <롤랑 바르트의 문학비평 - 즐거움, 텍스트, 독사, 도덕성>, 《외국문학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p.268

롤랑 바르트에 따르면, 즐거움(pleasure)는 텍스트를 통해서 마음 편함을 얻고 행복감을 채워주는 것, 즉 진정성 있는 쾌라면, 즐김(jouissance)는 독자가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가치관마저도 흔들리게 하며, 그 어떤 목적성

과 자아회복, 규범을 지니지 않는 변태적인 것 즉, 욕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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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성례아(2013), 앞의 논문, p.102

카테고리 재미요소 

1.스토리 

1) 잘 짜인 탄탄한 스토리 

2) 시간 전개에 대한 궁금증

3) 캐릭터의 성격과 가치관

4) 명확한 주제

5) 감동을 주는 스토리

6) 환상적인 스토리(판타지)

7) 예상과 다른 결말

8) 이색적인 소재

9) 이해하기 쉬운 간결한 스토리

2.이미지

10) 캐릭터와 성격이 일치하는 외모

11) 화려한 배경 이미지(스펙터클한 이미지)

12) 눈을 사로잡는 특수효과

13) 조화로운 배색

14) 뛰어난 화면 구조

15) 현실과 다른 세계에 대한 묘사

16) 독특한 표현기법

17) 배경과 캐릭터의 조화

18) 연출에 알맞은 카메라의 배치

3.사운드

19) 유희적 대사

20) 실감나게 표현된 음향

21) 독특한 억양과 말투

22) 캐릭터의 성격과 일치하는 더빙

23) 애니메이션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음악

4.움직임

24) 움직이는 동작의 절묘한 타이밍

25) 현실에서 경험할 수 없는 과장된 움직임

26) 대사보다 행동으로 표현되는 움직임

27) 동물이나 사물의 의인화된 움직임

28) 캐릭터의 성격이 드러나는 움직임

29) 역동적인 움직임(스펙터클한 움직임)

5.심리

30) 캐릭터와의 동일시

31) 낯선 세계와의 경험

32) 심리적 만족감

33) 실재감(자신이 애니메이션 속에 존재한다는 느낌)

<표 1> 애니메이션의 재미 요소9)

카테고리 재미요소 

1.스토리 

1) 스토리의 완성도 : 잘 짜여진 탄탄한 스토리 

2) 시간적 효과 : 시간 전개에 대한 궁금증

3) 연재성 : 연재를 통한 스토리의 연속성 

4) 인과응보 감동을 주는 스토리

5) 판타지 : 환상적인 스토리

6) 반전 : 예상과 다른 결말

7) 소재의 차별성 : 이색적인 소재

8) 스토리의 명료성 : 이해하기 쉬운 간결한 스토리

9) 스토리 구조의 중첩성 : 복잡한 스토리의 재미 

2.캐릭터

10) 캐릭터의 외모와 성격

11) 캐릭터들 간의 관계 

12) 캐릭터의 가치관, 

13) 캐릭터들 간의 가치관 대립과 갈등 

14) 캐릭터의 사실성 vs 캐릭터의 생략성

3.배경
연출 

15) 화려한 배경 이미지(스펙터클한 이미지)

16) 배경의 디테일한 묘사 

17) 사실적이며 뛰어난 구도

18) 현실과 다른 세계에 대한 묘사

19) 배경과 캐릭터의 연출 

4.칸 연출 
20) 칸의 수와 칸과 칸 사이의 효과

21) 칸의 크기 

5.의성어 

22) 재치 있으면서 웃음을 주는 대사 

23) 상황에 맞는 말풍선의 크기와 모양

24) 상황에 맞는 의성어의 크기와 모양 

25) 캐릭터의 성격에 맞는 대사 뉘앙스

6.동작
연출

(의태어)

26) 움직이는 동작의 절묘한 연출

27) 현실에서 경험할 수 없는 과장된 움직임

28) 행동으로 표현되는 움직임

29) 동물이나 사물의 의인화된 움직임

30) 캐릭터의 성격이 드러나는 움직임

31) 전체 사물의 움직임에 대한 동작선 묘사 

7.심리

32) 캐릭터와의 동일시

33) 낯선 세계와의 경험

34) 유머와 웃음 

35) 감정이입과 심리적 만족감

36) 긴장과 해소, 그리고 카타르시스

37) 실재감(자신이 애니메이션 속에 존재한다는 느낌)

<표 2> 만화의 재미 요소들 



이들 콘텐츠의 공통분모는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데 있다. 그 이야기의 미시적 맥락은 미디어 특성과 콘텐츠의 구조에 따

라 달라질 수 있지만, 거시적 맥락에서 스토리 성을 갖고 있다는 데는 일치한다. 더 나아가 시각 콘텐츠 장르인 영화, 연극,

애니메이션, 만화 등은 스토리 구조와 함께, 이미지가 재미를 결정하는 요소다. 하지만 만화는 영화, 연극, 그리고 애니메이

션의 재미 요소와도 차별성을 보인다. 그렇다면, 만화의 재미 요소는 무엇일까? 만화의 재미 요소를 분석하기 위해서 애니

메이션의 재미 요소를 분석한 성례아(2013)의 논문을 참조했다. 

<표 1>은 애니메이션의 재미 요소를 분류한 것으로 성례아는 이와 같은 분류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

다. 1. 스토리의 재미 요소에서 관객은 현실세계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환상적인 스토리와 캐릭터에 흥미를 유발했으며, 2.

이미지의 재미 요소에서 관객은 화려하고 강렬한 자극을 주는 이미지와 캐릭터, 3. 사운드의 재미 요소는 과장되고 우습고

불일치한 사운드에 반응을 보였으며, 4. 움직임의 재미 요소에서 관객은 시간의 조절에 따라 변덕스럽고 과장된 움직임에,

5. 심리의 재미 요소에서 관객은 동일시와 낯선 것에 동시에 반응에 보였다. 

<표 2>는 <표 1>과 달리, 만화의 창작 및 독서 시스템에 맞게 재구성한 분류표다. 만화의 구성 요소에 따라 총 7가지 카테

고리(스토리, 캐릭터, 배경 연출, 칸 연출, 의성어, 동작 연출(의태어), 심리)로 구분하였으며, 그래서 재미의 세부 요소를 37

개로 분류했다. 성례아의 애니메이션 분류법이 영상 예술의 관점에서 정리되었다면, <표 2>는 애니메이션과 같은 시각 예

술이지만, 정지 화면으로 이뤄진 평면 예술로서의 만화적 요소를 차용하여 정리했다.

<표 1>과 <표 2>를 비교하면, 스토리, 배경 연출(<표 1>에서는 이미지), 심리의 카테고리가 서로 유사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영화와 만화는 리터러시의 관점에서 영화보다 문자적 해석력이 더 요구된다. 장상용(2014)은 만화와 영화의 인지

적 속성에 대한 차이점을 거론하면서, 만화는 독자의 확실한 문해력과 참여를 요구하는 데 비해 영화는 관람객의 주의 집

중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10) 이는 곧 만화는 문자적 기술과 읽기와 보기 능력이 동시에 작동하여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 독법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윌 아이스너도 “과거의 그림은 문자를 보조하더니 시간이 가면서 문자를

몰아냈다.”11) 문자와 그림이라는 텍스트의 조합이라는 관점에서 만화와 영상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트랜스미디어 시대에서 웹툰의 재미 요소는?

만화의 재미는 무엇인가? 과거 만화의 주 소비자는 어린 아이였다. 그래서 만화의 재미는 항상 만화를 읽는 어린 아이의

관점에서 단정되었다. 그래서 만화는 시간 때우기, 머리 식히기, 허무맹랑한 우스갯소리, 공부의 적(敵), 비행의 온상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만화의 재미는 그냥 웃음에 한정되었다.12) 하지만 1970년대의 만화방 활성화와 1990년대의 대여방 확대

는 만화의 소비층을 어린 아이에서 청소년과 청년, 그리고 장년층으로 확산시켰다.

만화 소비층의 확대는 만화의 재미를 그냥 웃음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야기 구조와 작화에서 찾기 계기를 마련했

다. 1980년대에는 만화의 가치를 사회적 가치에서 찾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 장진영(2011)은 만화의 재미를 수용미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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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장상용(2014), 만화 원작의 스토리텔링 과정에서 나타나는 발화점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박사 학위 논문, p.12

11) 윌 아이스너(2009), 《그래픽 스토리텔링과 비주얼 내러티브》, 비즈앤비즈, p.15

12) 김성재(2016), 시간구조를 통한 서사웹툰의 재미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만화애니메이션 학과 박사 학위 논문, p.3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억압에 대한 저항에서 오는 즐거움으로 보았다.13) 1990년대 만화잡지의 전성시대에서 연재 만화는 다

양한 만화잡지의 등장으로 장르의 다양성과 성별과 연령층을 세분화되면서 재미의 다양성을 양산했다.

2000년대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서 만화는 웹툰으로 탈바꿈했고, 이제 웹툰은 만화라는 어머니를 삼켜버린 절대적 용어

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웹툰은 미디어 간의 경계를 허물고 미디어와 미디어, 콘텐츠와 콘텐츠 사이의 융합을 이

뤄내면서 향유되고 소비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웹툰은 프로듀서와 유저는 하나가 되어 프로듀저의 인터랙티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소셜 인프라와 플랫폼의 연계와 연동을 이용한 웹툰은 기존 종이 만화의 재미 요소와 다변화된 오락적 즐

거움을 부여한다.

웹툰의 재미 요소를 분석하기 위해서, 융합 콘텐츠로서 웹툰을 연구한 박정기(2014)의 논문을 참조했다. 그는 미디어와

콘텐츠의 인터랙티브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웹툰의 프레임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표 3>에 따르면, 인터랙티브 웹툰은 미디어와 미디어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공존성과 동시성을 띤다. 미디어의 공존

성과 동시성은 디지털 디바이스 특히, 스마트폰 기반의 개인 소셜 미디어를 매개로 플랫품과 유저, 소셜 인프라와 콘텐츠

간의 능동적 생산과 소비를 유도한다. 이것은 과거 출판만화의 미디어 간 단선적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단절된 리터러시에

서 벗어나 미디어 간의 이동성을 용이하게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콘텐츠 간의 융합에서 인터랙티브 웹툰은 콘텐츠 간의 변형이 이뤄지면서 게임성과 오락성이 더욱 부각됐으며, 그

덕분에 가상현실 기반의 디지털 창작이 원활해졌다. 따라서 이런 요소는 소비 유저들의 웹툰 리터러시에도 변화를 가져주

면서 웹툰에 대한 몰입도와 시각성, 독해에도 자극을 주었다. 종전 시각과 문자 독해의 리터러시을 넘어 공감각적 리터러

시 방식이 가능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웹툰의 재미 요소를 도출하는 데 참조할 만한 자료였다. <표 2>와 <표 3>를 기반으

로 웹툰의 재미 요소를 <표 4>와 같이 분류했다.

최믿음, 전병수(2014)은 웹툰을 이용하는 이유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정보성), 즐거움을 얻기 위해(오락성), 긴장을 해

소하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휴식 성), 원활한 대인관계를 위해(사회성)을 꼽았다.15) 이러한 웹툰 이용에 대한 목적에서 웹툰의 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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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장진영(2011), 한국 만화문화의 생성과 수용과정 연구 - 만화의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박사 학위 논문, pp.19~21

14) 박정기(2014), 미디어 융합 기반 문화 콘텐츠 시각 체계에 관한 고찰 - 인터랙티브 웹툰을 중심으로, 《한국과학예술포럼 15》,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과학문화전시디자인연구소, p.258

15) 최믿음, 전병수(2014), <웹툰 이용동기 및 구성 요소가 이용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방송문화연구 26(2)》, pp.112~113

대상 매체속성 시각체계 소통성 인터랙티브 웹툰 유형 문화산업 OSMU 활용분야

미디어 간 융합 중첩
원격
현전

접속성

재매개화의 중첩 유형

공감각적
확장 유형

디지툰, 포토툰,
UCC툰, 프롤로그툰,

멀티툰, 출판만화
공존성

동시성

콘텐츠 간 융합 변형
시각 
소비

유희성

프로슈머적 변형 유형
모션코믹스

웹투니메이션
비쥬얼노블, 게임툰

게임성

창조성

인간 감각 간 융합 확장
매개
경험

몰입성
복합지각적

시각극대화유형 

가상현실
기반 하이브리드툰

보이스웹툰
체험성

신체성

<표 3> 문화콘텐츠 융합의 시각 체계 연관성 프레임 분석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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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가 무엇인지를 유추할 수 있다. 특히 웹툰 이용자와 웹툰 이용 미디어(디바

이스)의 다양화, 웹툰 창작 기술의 디지털화는 출판만화의 재미 요소에 다른 범

주의 재미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요구에 따라 창작의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이

는 같은 만화지만 창작과 소비의 영역에서 웹툰 리터러시와 출판만화 리터러

시의 차별성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음을 방증한다. 그런 관점에서 웹툰의 재미

요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웹툰 리터러시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한다. 

결론

출판만화의 재미 요소를 기반으로 트랜스미디어 시대의 성공 콘텐츠인

웹툰의 재미 요소를 정리했다. 기존 카테고리 내에서 다른 요소는 스토리

구조의 파괴, 과감한 배경 생략, 칸의 파괴 혹은 생략, 심리적 허탈감 등이

며, 추가된 카테고리는 디지털, 콘텐츠로 디지털/버주얼 영상과 음향효과,

디바이스 이동성 등 디지털 시대에 적용되는 요소들이다. 따라서 웹툰의

재미 요소 분류표는 웹툰에 대한 수용자들의 리터러시 패턴을 조사하는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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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간의 압축과 생략 

2.캐릭터

8) 캐릭터의 외모와 성격

9) 캐릭터들 간의 관계 

10) 캐릭터의 가치관, 

11) 캐릭터들 간의 가치관 대립과 갈등 

12) 캐릭터의 팬시화

3.배경
연출 

13) 과감한 배경 생략 

14) 비정형화된 구도 

15) 현실과 다른 세계에 대한 묘사

16) 배경과 캐릭터의 조화 

4.칸연출 
17) 일률적인 칸의 파괴 

18) 세로 스크롤에 맞는 칸 배치 

5.의성어 

19) 재치 있으면서 웃음을 주는 대사 

20) 의성어의 감각적인 표현 

21) 말풍선의 자율적 변형 

6.동작
연출

(의태어)

22) 움직이는 동작의 절묘한 연출

23) 과장된 움직임의 표현

24) 동물이나 사물의 의인화 

25) 캐릭터의 과감한 움직임

7.심리

26) 캐릭터와의 이질함 

27) 낯선 세계와의 경험

28) 비정형화된 유머와 웃음 

29) 패러디와 병맛 

30) 심리적 허탈감 

8. 디지털 

31) 음향 효과

32) 비주얼 동영상 

33) 버추얼 영상

34) 디바이스 미디어 간의 이동성 

35) 네트워크의 동시성 

9. 콘텐츠

36) 콘텐츠 컨버전스 용이

37) 콘텐츠 오락성

38) 콘텐츠 세계화 

<표 4> 웹툰의 재미 요소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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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토론 05.

콘텐츠 재미에 대한 연구 : 만화 콘텐츠의 재미 요소는 무엇인가?
_ 발제 : 박세현(상명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외래교수)

⦁ 만화를 7가지로 쪼개놓으셨는데 그걸 어떻게 섞느냐가 사실 더 중요하다. 그걸 분리해놓으면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볼 수 없지 않을까

싶다.

⦁ 글의 마지막에 ‘만화를 왜 읽는가’에 대한 소비자의 이용 동기에서 오락성, 휴식성으로 뽑았는데 이 범주로만 만화의 이용 동기를 설명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 우려하긴 했다.

⦁ 재미의 요소를 광범위하게 볼 때 오락성과 휴식성만을 본다는 건 갑자기 확 줄어드는 것 같다.

⦁ 중요한 것은 ‘재미’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재미의 범주, 웃음과 유머에 대한 논의보단 인문학적, 철학적 논의에서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 재미란 뭐다 즐거움이란 뭐다 이야기 해놓고 설득해보라고 하면 안된다. 그리고 재미가 향유에 들어가면 어디에 들어가는가? 향유의

동기인가?

⦁ (재미는) 향유의 동기 혹은 유발요소라고 본다.

⦁ 정리한 만화의 재미요소들을 보면 과연 같은 선상에서 동일한 위치에서 볼 수 있는가 싶다. 만약 요소를 나눈다면 그림, 연출, 스토리,

텍스트를 상위로 나누고 여기서 쪼개면 될 것 같다.

⦁ 구조주의자들이 지배소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그러나 특정 작품, 장르의 개별 작품마다 느끼는 압도적인 즐거움이 있는데 그것을 1/n

해서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다. 

⦁ 구성요소로서 고려할 요소, 그런데 작품에 적용했을 때는 이 비중이 꼭 균등하게 떨어지지는 않더라는 전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음.

재미요소의 부분에서 이 작품이 날 가장 압도하는게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 지배소의 부분이 무엇인지 판별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

까 하는 생각도 듦.

⦁ 성별이나 시대나 개인적인 어떤 경험들이 너무 달라서 어떤 확실한 개념이 있다면 사례를 대입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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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한국 국가도서관과 만화 자료 수집·보관·서비스 현황

3. 일본 국가도서관과 만화 자료 수집·보관·서비스 현황

4. 프랑스 국가도서관과 만화 자료 수집·보관·서비스 현황

5. 결론 

국가도서관의 만화자료 수집・
보관・서비스 현황 비교연구
: 한국, 일본, 프랑스를 중심으로1)



1. 서론

국가도서관은 한 국가의 대표적인 국립도서관으로 “네 가지 기능(국가서지의 생산, 자국 도서를 포함한 외국의 대규모

및 대표적인 자료의 수장과 최신성 유지, 국가서지정보센터 기능, 종합목록 편찬)을 수행2)”하며, “국가가 설립 및 운영의 주

체이고 정부예산으로 국민 전체에 봉사하도록 규정된 자국의 모든 관종을 대표하는 도서관3)”이다. 도서관 관련 정책을 총

괄하고, 국가서지를 생산하며 장서목록을 통해 수집대상과 범위, 시한을 확정한다는 차원에서 다른 공공도서관들과는 위

상과 역할이 다르다. 대부분의 국가도서관은 모두 국제도서관협회(IFLA: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

ations and Institutions4))의 회원국이므로 큰 맥락은 유사하지만, 각 국가별로 역사와 전통에 따라 구체적인 수집방법 및 범

위, 역할은 차별적이다. 

현재 산출되고 있는 모든 자료들을 수집·보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수집 대상과 범위는 선별적일 수밖에 없다.

미래에는 동시대의 가치판단과는 다른 가치판단들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최대한 가치판단하지 않고 전수 수집한다는

방향성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만화자료의 입장에서 보자면, 관습적인 문화적 가치절하를 받아왔던 역사

가 오늘날도 아직 투영되고 있다는 점을 포착할 수 있다. 

만화 자료의 특징상, 쉽게 훼손되고 순환이 빨라 1년이 지나면 구입이 힘들며, 재판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대한출판문화

협회가 출간 만화 자료를 집계하긴 하지만, 이 자료 역시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된 자료에 기반함으로써 납본하지 않는 만

화자료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만화 도서가 납본의 몇 %인지 아무도 알 수 없다. 현재 인기를 끌고 있

는 디지털만화도 마찬가지이다. 연재하고 있는 플랫폼이 사라지면, 자료의 영원한 유실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소실되고

있는 만화자료들의 양이 상당할 것이라는 추측만 있을 뿐, 그 현황을 파악하기는 힘들다. 

현재까지 도서관과 만화 자료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아주 희귀한 편이다. 황면의 석사학위논문, <공공도서관의 만

화 자료 관리에 관한 연구>(2001)과 유소영의 연구논문 <도서관의 만화자료수집에 관한 연구>(2003), 이종문의 <만화 자

료 분류체계 개선 방안 연구>(2014) 정도에 불과하다. 국가도서관의 만화 자료 현황에 대한 연구는 아예 없다. 이 연구는 이

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국가도서관이 만화 자료를 어떻게 수집·보관·서비스하고 있는지 조사하려고 한다. 하지만, 우리의

국립중앙도서관 현황만으로는 어떠한 수준에 도달해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만화의 대표적인 국가, 일본과 프랑스5)

의 국가도서관의 사례와 비교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각 국가의 국가도서관의 장서 수집 지향성과 현황, 그리고 만화 자료를 어떤 식으로 수집·보관·서비스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이어서 도서관과 만화영역의 실무자 및 연구자들이 국가도서관의 만화자료 영역에서 고민해야 할 실천

적 지점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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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논문은 2016년 상반기 만화포럼에서 1차 발표했던 것을 수정 보완하여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지 25호에 게재한 것인데, 만화포럼 칸에 적합하게 재편집한 것임을 밝힌다. 

2) 윤희윤 외(2008), 《국가도서관 체계의 전략적 정립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연구보고서, p.8.

3) 위의 글, p.11.

4) 국제도서관협회, http://www.ifla.org, 검색일자 2016년 10월 9일.

5) 사실 미국도 이 연구에 포함되어야 하나, 이는 차후 연구과제로 남겨두려고 한다. 



2. 한국 국가도서관과 만화 자료 수집·보관·서비스 현황

1)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수 집 지향성과 장서 소장 현황

국립중앙도서관의 사명과 책무에 대해 홈페이지에 게시된 부분6)을 살펴보자.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대한민국의 지적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한국인의 지식정보 수준을 높

이기 위하여 ‘국내외 지식정보의 망라적 수집, 안전한 보존, 신속한 제공을 통한 문화선진국 내지 지식강국화에 기여’해야

할 사명이 있다.

이어 체계적인 국가장서개발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의 방향성에 대해 다음처럼 언급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에서 생산·유통되는 정보자료 중 국가문헌으로 등록·보존해야 할 도서관 자료를 최대한 개

발하여 현재 뿐만 아니라 후세의 이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장서 개발의 방향성에 대해 설명하는 첫 번째 문단을 보면, ‘국가문헌으로 등록, 보존해야 할’이라는 표현에서 가치

판단을 감지할 수 있다. 어떤 가치판단인가 하는 것은 연구자가 사명과 책무 부분에서 밑줄을 그은 부분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식정보’, ‘지적 문화유산’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포괄적인 문화유산보다 ‘지식’ 중심의

가치판단이 기저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이는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의 타 기관들이 문화예술유산에 치중하기에 도서

관으로서 지적 문화유산을 더 강조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의 국가도서관이 무의식적으

로, 포괄적인 문화유산 보다 그 중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지적유산을 강조함으로써 지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자료들을

배제하는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현재 소장 자료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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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 검색일자 2016년 10월 9일. 밑줄은 연구자의 강조점임.

7) 국립중앙도서관(2016), 《2015년도 국립중앙도서관 연보》, p.343.

영상자료 음향자료 microfiche CD-ROM 지 도 microfilm 기타자료 합계

505,878 313,719 239,471 134,853 111,647 80,545 205,628 1,591,741

<표 2> 국립중앙도서관의 비도서 소장 자료 현황7)

국내서 외국서 비도서 고서 합계 

7,252,149 1,263,980 1,599,725 276,591 10,392,445

70% 12% 15% 3% 100%

납본 구입 기증 교환 자체생산 합계 

7,776,286 1,006,276 975,448 456,365 178,070 10,392,445

75% 9% 9% 5% 2% 100%

<표 1>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장 자료 현황(2016년 2월 기준. 도서관 홈페이지. 단위:권)



소장 자료의 85%가 도서(단행본과 잡지 등 포함)이며 15%만 비도서라는 점은 타 국가도서관에 비해 도서자료가 훨씬 더

많은 편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소장 자료의 75%가 납본제도에 의한 것이며, 구입 자료는 전체 소장도서의 9%이다. 《국립중

앙도서관 장서개발지침》8)을 보면 납본을 제외한 구입은 해외도서, 그리고 번역 소개된 한국저자들의 해외 도서에 상당부

분 할애되어 있다. 납본제(1961년) 이전의 국내 도서들은 필요에 의해 구입하게끔 되어 있으나, 납본제 실행 이후 국내 도서

의 구입은 그다지 감안하고 있지 않다. 비도서 항목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지 않고, 국립중앙도서관 연보를 참조해야만

하는데, 총 보유수의 차이는 통계를 잡은 시점의 차이로 보인다. 비도서 중에서는 영상자료가 가장 높은 보유비율을 보여

주고 있다. 

2) 만화 자료 수집, 보관, 서비스 현황9)

전체 만화출판물의 숫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출판통계인 최근 5년간 납본 현황(<표 3>)을

살펴보자. 만화 도서가 일반도서의 5% ~ 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표 4>는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및 분관, 디지털 도서관의 만화장서 숫자이지만, <표 3>에서 5년 만에 6만 권을 납본 받

았다는 점과 비교하면, 현재까지 18만 권의 숫자는 비현실적이다. 특히 1961년에 납본제가 법으로 규정되었다고 보면, 이 숫

자는 정확한 숫자라고 보기 어렵다. 사실상, 현재로선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만화 장서의 숫자를 파악하기 힘든

데, 그 이유는 만화 자료 검색과 분류 방법에서 찾을 수 있다. 2015년 7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만화’

라고 별도의 기호를 붙인 자료들은 검색 기능11)을 막아두었었다. 그 이유는 검색이 가능해서 이용자들이 신청을 하면 관내

에서 만화책을 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럴 경우 도서관의 분위기를 해친다는 이유였다고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의 만

화 자료에 대한 태도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국립중앙도서관의 만화자료 관리에 대해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도 반성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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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립중앙도서관(2014),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지침》, p.18. 9) 이 장에서 쓰고 있는 표들은 2015년 국립중앙도서관에 문의하여 받은 자료임. 

10) 국립세종도서관은 2013년 12월 12일에 개관했음.

11) 이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의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이다. 만화자료검색을 막아둔 것은 2015년 7월에 풀렸다. 올해 인터뷰를 통해 새롭게 습득한 사실은, 이 조치를 취하는 것에도 반대의 여론이 많았었다는 점이다. 

영상자료 음향자료 microfiche

2010 185,341 11,181

2011 281,310 14,404

2012 269,223 12,594

2013 176,949 12,094

<표 3> 최근 5년간 일반 도서/만화 도서의 납본 현황

구분
본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디지털도서관 합계
보관서고 이용서고 보관서고 이용서고 보관서고 이용서고

일반 3,971,415 1,383,631 - 424,695 - 142,569 456,116 6,378,426

만화 156,649 - - 29,920 - - - 186,569

<표 4>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관별 일반/만화 장서 보유현황 



만화 자료의 소장 현황 파악의 어려움은12), 사실상 만화 자료들이 한국십진분류표(KDC)상의 원래 만화(657.1)이라고 설

정해 둔 분류 항목에 모두 들어가 있지 않고, 이 항목엔 만화이론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만화 도서는 크게 3가

지 방법으로 분류되고 있다. 첫 번째는 만화 관련 이론· 기법을 다룬 책은 657(세분류 가능)에 분류한다. 두 번째, 전형적인

만화라고 생각하는 작품들은 언어에 따라 문학 아래에, ‘만’이라는 부호를 주고 만8X0와 같이 분류13)한다. 세 번째, 단 지식·

교양·특정 주제 등의 전달을 목적으로 단지 수단으로서 만화 형식을 취한 자료는 일반서로 취급하여, 목록자의 판단에 따

라 각각의 주제(사회, 역사, 예술 등)로 분류하거나 657(세분류 가능)에 분류함 기 때문이다. 예컨대 허영만의 <식객>은 ‘요리’에, 박시

백의 <조선왕조실록>은 ‘역사’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만화 장서 숫자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미술 항목 하

부의 657.1에 만화작품과 만화이론서가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 적절한가, 또는 언어에 따라 문학인 8X0 아래에 포함하는

것도 적절한가 등의 만화 분류 체계 역시 향후 연구의 대상이라고 본다.

납본 외 최근 5년간 일반 도서 구입 예산 중 만화 도서 구입 현황(<표 5> 참조)을 살펴보면 아예 없다. 단, 납본을 제외한

구입예산이 주로 해외 도서에 쓰인 부분을 감안하면, 해외에서 발간된 한국작가의 만화작품이 해외 구입 도서 내에 포함되

어 있을 확률을 아예 제외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해외 도서 구입 추천위원 내에 만화전문가가 없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그 확

률은 낮아 보인다. 

일반 도서 대비 만화 도서 열람 현황(표 6)은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0%였다. 이는 전술했듯이 검색을 막아뒀기 때문이

고, 주제별로 분류되어 있는 작품들은 열람 신청 현황으로 파악되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인터뷰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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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립중앙도서관에 따르면, 비록 일반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 검색 프로그램에서는 찾기 힘들어도, 도서관 자체의 검색엔진 전체를 구동하면 가능하기는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상당수 드는 작업이라고 한다.

13) 예, 윤태호의 <미생>은 한국만화책이므로 만810을 가지게 된다. 

구분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일반 만화 비율 일반 만화 비율 일반 만화 비율

2010 14억 원 - 0% 1억4천만 원 - 0%

2011 14억 원 - 0% 1억7천만 원 - 0%

2012 19억 원 - 0% 1억6천만 원 - 0%

2013 19억 원 - 0% 1억4천만 원 - 0% 10억 - 0%

2014 15억 원 - 0% 1억7천만 원 - 0% 11억 - 0%

<표 5> 최근 5년간 일반/만화 도서 구입 예산

구분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일반 만화 비율 일반 만화 비율 일반 만화 비율

2010 581,273 - 0% 415,141 9,747 2%

2011 579,379 - 0% 402,864 10,906 3%

2012 595,436 - 0% 468,764 10,549 2%

2013 542,579 - 0% 475,681 4,583 1% 15,160 - 0%

2014 515,580 - 0% 481,702 3,909 1% 557,901 - 0%

<표 6> 최근 5년간 일반/만화 도서 열람 신청 현황



전히 열람 신청 빈도가 높지 않다고 한다. 일단 19세 이상만 국립중앙도서관에 입관할 수 있고, 만화연구자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현재는 만화도서를 별로로 열람하도록 제 2 열람실을 열었는데, 신문 열람실과 함께 배치하고 있

다. 이 역시, 열람실 내 만화 열람에 대한 반론 민원에 대한 대비책으로 보인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만화 자료에 대해 납본되는 자료를 보관하기만 했을 뿐, 납본되지 않는 자료들을 구입하려는 등

의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다. 만화 전문 사서도 없고, 다른 공공도서관에 추천 만화 도서를 줄 만큼의 여력도 없으며,

추가 구입 예산조차 전무하다. 정리하자면, 현재까지 국립도서관은 납본제를 통해 자동적으로 수집되는 만화 자료의 보관

이외의 그 어떠한 추가 수집의 노력을 기울인 바 없다. 하지만 최근 서비스 영역에 있어서 전국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등 942개 처에 배포하는 연간지 <도서관>의 2015년 호를 만화로 잡았다는 점이나, 웹툰 등의 만화전시를 유치한다는 점을

보면 서서히 만화자료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일본 국가도서관과 만화 자료 수집·보관·서비스 현황

1) 일본 국회도서관의 장서 수집 지향성과 장서 소장 현황 
일본의 국가도서관은 국회도서관14)이므로, 국회 활동의 보좌라는 역할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와는 다른 점이다. 

국립국회도서관은 출판물을 중심으로 일본 국내외의 자료·정보를 널리 수집하고 보존하여 지식·문화의 기반이

될 것이며, 국회 활동을 보좌하면서 행정·사법 및 국민들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창조적 활동에 공헌

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출판물’을 중심으로 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자료, 정보를 수집, 보관하여 지식, 문화의 기반이 될 것이며, 대국민 서비

스를 통해 창조적 활동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되어 있다. 수집, 보관, 서비스한다는 차원은 한국 국립도서관과

동일하나, 지식 정보가 아니라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지식과 문화의 기반’을 축적할 것이라고 되어있다. 자

료/정보라는 단어는 지식 정보라는 단어보다 가치중립적이며, 이들을 통해 지식과 문화의 기반의 축적이라는 점은 순차적

으로 더 설득력 있게 보인다. 

이러한 사명에 기반해서 2012년부터 2016까지 5년간, 6개의 목표 설정과 그에 대한 전략적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이 연구와 상관적인 ‘수집, 보관적 목표’에 대해서는 아래처럼 요약하고 있다.

납본 제도를 더욱 충실히 하고, 일본 국내 출판물의 총체적 수집에 노력하고, 인쇄 출판물뿐만 아니라 전자적으

로 유통되는 정보를 포함하여 다양한 자료·정보를 문화적 자산으로 수집하고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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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일본국회도서관, http://www.ndl.go.jp/ko/aboutus/mission2012.html



이에 따른 전략적 목표15)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상관적인 3개의 항목만 보자면 각기 ‘국내 출판물의 총체적 수집’, ‘전

자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의 수집’, ‘문화적 자산의 수집’이다. 이는 납본을 더 강화하고, 종이 및 전자 출판물들의 총체적 수

집을 위해 노력하며, 문화적 자산으로 가치가 있는 자필 원고 같은 자료들도 수집한다는 것이다. 현재 소장 자료 현황은 아

래의 표와 같다.

한국의 국가도서관의 종이 출판물이 85%에 달하고 있다면, 일본의 경우 도서, 잡지, 신문, 박사논문, 문서류까지 포함하

면 68.5%로, 한국 국가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종이출판자료 비율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한국 대비

일본이 납본보다 직접 자료를 구입하는 비율이 더 높다는 것도 알 수 있다. 

2) 만화 자료 수집, 보관, 서비스 현황
일본의 국가도서관인 국회도서관의 만화 자료 소장 현황 파악은 정확하지 않다는 답변을 얻었다. 이유는 우리 국립중앙

도서관의 상황과 유사한데, 만화작품과 만화이론서가 함께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주제별로 다른 영역에 포함되

어 있으며, 만화라는 별도의 구분법을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완벽하게 만화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동서 중에서 만화와 유관한 Y16(아동도서-만화책·아동용 읽을거리)에 17,800권, 그

리고 Y84(대중오락물)에 16,562권이 검색되고, 만화, 극화 코너에 168,649권, 별도로 성인용 만화에 7,761권이 검색된다고 한

다. 따라서 만화단행본만 약 210,772권이라고 추정이 가능하다. 잡지를 제외한 단행본 숫자만 1,032만 점이라고 보았을 때,

만화단행본이 21만 권이라면 아주 미미한 정도에 불가하다. 아마도, 위에서 언급한 대로 문학이나 과학 등 다른 항목에 배

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만화 단행본을 제외한 만화잡지의 총량 역시 측정불가능하나, 아마도 약 1,200종

의 만화잡지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한다. 단, 잡지의 종류 숫자일 뿐, 전체 소장 잡지 분량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출판연감과 유사한 일본의 <출판지표연보(出版指標年報)>(2013)을 보면, 2013년 전체 서적이 77.910점, 잡지

가 3,244점, 합계가 81,154점이며, 이 중에서 망가라는 표현이 제목에 들어간 단행본과 잡지가 12,161점이므로 전체 출판물의

약 15%가 만화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추정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국회도서관의 만화자료는 21만권보다 훨

씬 더 많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납본 이외의 방법으로 만화 자료를 구입한 적이 있는가라는 대답에 대해서는 국내 자료과에서는 납본되어 있지 않은 것

에 대해 기증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외국 만화에 대해서는 국제 교환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서 수집하기도 한다고 한다. 납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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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총 6개 항목 중 논의와 상관적인 3 항목만 제시한다. 16) 2015년 8월 일본국회도서관 인터뷰를 통해 습득한 자료임. 

납본 구입 기증 국제교환 기타 계16)

60% 25% 7% 5% 3% 100%

도서 잡지신문 박사논문 문서류 Mico film 녹음 지도 광디스크 합계 

10,326,538 15,953,797 586,860 364,730 9,128,590 693,209 551,782 120,768 40,286,843

26% 40% 1.60% 0.90% 23% 1.70% 1.50% 0.30% 100%

<표 7> 일본국회도서관의 소장 자료 현황(2014년 3월 기준. 도서관 홈페이지) 



은 현재 1권만 하고 있는데, 이는 만화에도 동시에 적용되며, 해외 만화를 구입하는 경우 역시 1권을 구입하여 이용과 보존을

동시에 한다. 해외 자료과의 답변에 따르면, 외국에서 간행되는 만화는 일본에 관한 만화와 일본 만화의 번역서에 한정해서

구입하고 있으며, 예산과 서고 공간의 한계점으로 인해 다음의 기준에 맞는 작품만을 선택해서 구입하고 있다고 한다.

영어 번역물의 경우(미국에서 출판된 것）

미국에서 연간 판매수가 상위 10위 이내에 든 작품, 

하베이 상(Harvey Award)을 수상한 일본 만화의 영어 번역본, 

아이스너 상(The Will Eisner Comic Industry Award)을 수상한 일본만화의 영어 번역본. 

프랑스어의 경우(프랑스에서 출판된 것)

프랑스에서 연간 매상 부수가 상위 10위 이내에 든 작품

앙굴렘 국제만화축제에서 수상한 일본만화의 프랑스어 번역본

만화비평 및 저널리스트협회（Association des critiques et des journalistes de bande dessinée약칭ACBD）아시아 상

을 수상한 일본 만화의 프랑스어 번역본

전체 서적 구입 예산의 몇 %가 만화 구입 예산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외국에서 발행된 일본 관계 만화책이므

로 다른 일본 관계 자료들과 구분하고 있지 않아, 그 액수가 명확하지 않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고만화나 절판본 등의 희귀

만화를 구입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은 경주하고 있지 않으며, 만화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사서는 없다고 대답했다. 비록 그

렇다고는 하나, 해외 자료과의 만화자료에 대한 요청수준을 보면, 만화에 대해 상당히 연구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

으며, 국내 수집과 역시 국내 만화 관련 수상이나 잡지평을 일일이 검색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정부의 ‘쿨 저팬’정책

과 더불어 일본만화의 번역서를 더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한다.

국회도서관 사서 및 행정 인력들은 만화에 대해 특별한 심리적 거부감은 없는 것으로, 일반적인 도서와 유사하게 취급하

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직원대상의 만화 관련 강연회는 <도서관과 만화에 얽힌 문제점>(2009년), <국립국회

도서관 소장 만화잡지의 평가와 이후의 과제>(2010년) 등이 있다. 전자는 일반적인 접근법이라면 후자는 상당히 전문적인

접근법으로서,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의 강연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리 방법은 간단하다고 하며, 수집 및 보관에서 다른 자료와의 차이는 두지 않고 있다. 단, 도서관 간의 대출에서는 ‘대

출 제한 자료군(2014년 10월)17)’에 해당되는데, 그 이유는 ‘③ 간이로 정리된 자료(쉽게 입수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형태 및

성격 등의 이유로 대출에 적합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자료들은 참고서, 사전 등이 포함되고, 그 중

오락서도 해당하며, 만화도서들은 주로 오락서에 포함되고 있다.

만화의 수집, 보관,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정책은 없으며, 현재까지는 별도로 필요하다고 느낀 적이 없다고 한다. 오히려

인터뷰 이후 메일에서, 이번의 인터뷰를 통해서 만화자료를 특별한 자료로 취급할 필요성에 대해 내부 논의를 하기 시작했

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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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일본 국회도서관 대출 제한 자료군, http://www.ndl.go.jp/jp/library/handbook/info/limited_list.pdf, 2016년 10월 9일



4. 프랑스 국가도서관과 만화 자료 수집·보관·서비스 현황

1) 프랑스국립도서관의 장서 수집 지향성과 장서 소장 현황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프랑스의 자료 유산들을 “모으고, 보존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알려나가는 것18)”을 목표로 한다. 프

랑스 국립도서관의 수집물들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편으로, 출판물 이외에도 ‘수기(手記), 판화, 사진, 지도, 악보, 동전,

메달, 음성자료들, 비디오, 멀티미디어, 장식물, 복장(服裝)’ 들을 납본받고 있다. 전체 오프라인 자료유산 분량만 보자면

32,560,258 종19)으로 일본의 37,497,260 종20)이 분량이 더 많긴 하다, 수집분야는 프랑스가 더 다양하다. 모든 지성적, 예술

적 그리고 학문적인 영역들의 백과사전적인 수집이 목적이다. 디지털 도서관인 ‘갈리카(Gallica)’는 삼백만 건이 넘는 자료

들은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자료 유산’이라는 단어로 수집하고 있는 자료들에 대한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있으며, 이들이 모든 지성, 예술, 대중문화

를 포괄하고 있으므로 딱히 지식정보에만 제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994년 1월 3일의 법령에 따른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임무는 프랑스의 자료 유산들을 “모으고, 보관하고, 풍부하게 하고,

소통시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납본제(1587년)에 의해 출간되고 있는 서적 및 정기 간행물들을 수집하고 있으며 이 외에

도 구입, 교환, 기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 유산들을 수집하고 있다. 납본제를 통한 기본적인 수집, 보관, 서비스라는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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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프랑스 국립도서관, http://www.bnf.fr/fr/la_bnf/connaitre_bnf.html, 검색일자 2016년 10월 9일.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숫자는 2014년에 해당한다. 

19)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전체 장서 숫자를 찾지 못해, 2012년 도서관연구소의 다음 자료를 참조한 숫자임.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도서관연구소웹진》 Vol. 85, <주요국 국가도서관 장서수>, 2012년 5월 15일. 

20) 동일한 년도수의 장서수를 구분하기 위해 2011년의 장서 숫자를 비교함. 2014년의 경우 40,286,843종을 보유하고 있다.

21)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RA 2014 – Annexe La BnF en chiffres》, 2015년 5월 29일, p.6. 표1 재구성. 

자료 형태 
출판사(제작사)들의 납본 현황 

2011 2012 2013 2014

서적 70,109 72,139 74,818 80,255

정기간행물 319,203 303,916 295,663 278,240

도록 및 다양한 출판물 14,298 13,584 13,744 10,603

음성자료 9,555 14,669 12,507 10,926

영상자료 8,834 13,684 10,149 8,792

멀티미디어 7,767 7,313 6,731 5,941

지도 2,139 2,333 1,930 2,020

판화 545 1,350 454 539

동전과 메달 86 33 63 53

사진 34 32 123 3

그려진 포스터들 704 1,180 1,000 945

엽서 등의 대중적 이미지산물들 6,966 7,478 11,991 12,157

악보 2,501 1,667 1,688 2,461

계(오프라인) 442,741 439,378 430,861 412,935

인터넷(단위 : 백만) 1.7 2.3 2.4 2.4

<표 8>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납본 현황21)



락은 한국, 일본과 동일하나, “풍부하게”라는 차원에서 수집 대상의 다양함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2006년부터는 인터넷

자원들도 납본하고 있어, 인터넷 자료의 수집은 세 국가도서관 중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만화 자료 수집, 보관, 서비스 현황
프랑스의 납본률은 상당히 높은 편22)이며, 2014년 만화책의 납본권수는 4,239권이었다. 2권씩 납본할 때만 하더라도 1권

은 앙굴렘에 있는 국립만화진흥기관인 국제만화이미지센터(CIBDI : Centre international de la bande dessinée et l’image)의

만화 전문 도서관에 협약을 통해 수장고에 보냈었다. 2015년부터 납본이 1권으로 바뀌면서 더 이상 타 기관에 만화도서를

보내지 않는다. 현재 어린이 청소년용 만화는 개방식 서고에 일부 진열되고, 나머지는 폐가식 서고에 보관한다. 납본을 1부

로 바꾼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의 부족과 구입 이외에도 출판사에서 무료로 보내주는 경우가 많아 자연스럽게 복본이

생기므로 그렇게 결정했다고 한다. 

납본 이외 자체 만화도서 구입 비용은 상당히 적은 편으로 약 5,000-6,000유로(650만 원에서 780만 원) 정도라고 한다.

전체 104억 규모의 구입예산(<표 8> 참조)을 감안하면 적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흥미로운 점은, 프랑스의 국가도서관 역시 만화장서 보유 현황에 대해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만화(bande dessinée)’

라는 검색어로 찾으면 총 83,875건이 나타나지만, 제목(1,849)에 만화가 들어가거나, 작가와 관련해서(317), 또는 주제와 관

련해서(81,409) 만화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경우이지, 만화작품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기술팀이나 행정팀에 요

구하면 이를 파악할 수는 있으나 일반 사용자들의 검색에서 파악하기는 힘들다. 대부분의 만화작품들은 상당 부분 주제별

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만화라는 표현 형식을 뽑아내기는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만화 자료를 별도로 다루기 시작한 것이 2008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달리 말하면, 만화 자료를 문학

이나 미술과 다른 제 3의 형태로 다루기 시작한지가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래 1963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던 민간단

체가 국립기관 내로 들어온 형태로 원래 단체명이 “책들이 주는 즐거움(La Joie par les livres)”이었다. 2008년에 국립도서관

내부에 포함되면서 정식 명칭은 “미래 세대를 위한 국립 문학센터-책들이 주는 즐거움(Le Centre national de la littérature

pour la jeunesse – La Joie par les livres)”23)이 되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양질의 문학작품들의 진흥을 목표로 하는, 현재 국립

도서관의 문학과 예술 분과 내의 한 서비스 섹션이다. 현재는 이 섹션에서 만화 열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열람실은 크

게 ‘신간 소개, 이상적인 만화서고, 고전들, 참고문헌들(이론, 비평, 역사서), 만화잡지’ 다섯 코너로 구성하고 있다. 한국의

국립중앙도서관과는 발상 자체가 다르다. 모태가 어린이 청소년이다 보니 아직은 주로 어린이 청소년만화에 섹션을 제한

하고 있지만, 향후 더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단체가 도서관으로 통합되기 전이었던 1997년에도 이미 만화책들과

만화연구서들을 한 자리에 모으려는 시도를 했었다고 한다. 

만화 전문 사서 역시 이 섹션 내에 4~5명이 있다. 2달에 한 번씩 어린이용 잡지인 《어린이를 위한 책잡지(la revue des

livres pour enfants)》를 발간하는데, 이 중에 만화책 섹션이 있다. 사서들은 함께 신간 독해 모임을 하고, 모든 신간 만화를

나눠서 읽는다고 한다. 이 결과물을 이 잡지에 반영하는데, 약 3,000개의 도서관이 이 잡지를 정기 구독을 하고 있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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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프랑스국립도서관의 만화자료 담당자의 분석에 따르면 납본률은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근거를 크로스체크에서 찾았다. 즉 납본과 출판통계가 별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출판통계와 납본현황을 비교하면, 누락률을

파악할 수 있고, 납본하지 않는 출판사에 대한 제재 수위가 꽤 강하다고 한다. 반면 우리의 경우, 납본하지 않는 출판사에 대해 제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23) 미래 세대를 위한 국립문학센터-책들이 주는 즐거움, http://lajoieparleslivres.bnf.fr.



다. 또한 이 잡지의 내용물을 모아서 3년에서 6년 사이에 한 번 단행본을 낸다. 이 단행본들이 다양한 규모의 도서관이 필요

에 따라 자신들의 만화 장서를 수집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만화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현재 학부모들이 이미 만화를 읽고 컸던 세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

이들이 만화를 읽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훨씬 더 줄어들었다고 한다. 만화 담당 사서들이 만화관련 수서 및 서비스 관련 교

육을 받고 싶어 하는 전국의 공동도서교육을 유료로 진행하기도 한다. 

만화 관련 서비스 현황에 대해서는 약 1년에 한 번 정도는 만화전시와 컨퍼런스가 열린다고 한다. 도서관이 도서만이 아

니라 만화원고를 수집하기도 하기 때문에, 만화원고를 기증받을 경우 기념 전시를 개최한다고 한다. 얼마 전 <아스테릭스

(Asterix)> 원고 3권 분량을 기증받으면서, 그리고 프랑소와 스퀴텐(François Schuiten)과 브느와 피터즈(Benoît Peeters)의 <모호한

도시들(Les Cités obscures)> 역시 원고 일부를 기증받으면서 관련 전시를 열기도 했다. 

5. 결론 

세 국가도서관을 비교한 결과, 한국보다는 일본이, 일본보다는 프랑스가, 만화 자료의 수집, 보관, 서비스에 있어서 진일

보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후자로 갈수록 만화 자료에 대해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있으며, 수집과 서비스에 있어서 적

극성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납본이라는 자동적인 수집 시스템 이외의 만화 자료를 추가로 구입한 적이 없지만, 일본은 해

외에서의 만화 자료라도 추가로 구입하고 있고, 프랑스는 납본 이외에도 별도의 국내 자료 구입비를 책정하고 있다는 차원

에서 그러하다. 보관 차원 역시 프랑스가 가장 탁월했는데, 이는 납본이 2권일 당시, 아예 한 권을 만화 전문 공공기관의 수

장고에 보관시켜왔다는 것 때문이다. 하지만 전체 수장 및 서비스하고 있는 만화 자료의 정확한 통계를 얻기가 어렵다는

점은 세 국가 모두 공통적이었다. 이는 만화 자료가 만화 형태상 구분과 만화 내용적 구분 항목이 동시에 주어져있기 때문

에 야기되는 문제이므로, 도서관 분류 체계 영역과의 학제 간 연구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전문 사서의 존재 및 전문 사

서의 역할, 그리고 만화관련 서비스 역시 한국보다는 일본, 일본보다는 프랑스 순으로 분석되었다. 프랑스의 경우 전문 사

서들이 만화 열람실을 운영하고, 발간되고 있는 만화 도서들에 대한 평가 정보를 모든 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유포하고

있었고, 일반 사서 관련 교육도 진행하고 있었다. 또한 오리지널 만화원고까지 수집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만화전시, 그

와 관련된 세미나 역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국가도서관의 장서 수집 지향성의 차이에서 읽어낼 수 있었다. 국가도서관의 목표와 역할이 지식적

차원보다는 가치판단을 배제한 정보적 차원에 더 가까울수록, 만화 자료에 대한 국가도서관의 수집·보관·서비스가 더 적

극적이라는 점은 두 가지의 관계가 상관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의 경우, 지식적인 차원이 강조되다보니 지적 가치가

적다고 관습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만화 형식에 대해서 일상적인 납본으로 인한 수집 이외의 다른 활동들이 거의 부재한 것

이 아닐까 추정할 수 있다. 과연 지식 정보라는 차원에서 국가의 문화자원들을 포괄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왜 해외 도서

관들은 조금 더 중립적이거나 포괄적인 용어들을 활용하는지에 대한 도서관학 연구자들의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적으로, 만화라는 문화 자원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개선 방안 역시 더 연구 및 실천이 요구된다. 만화 형식에 대한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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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가치 인정, 즉, 만화라는 표현형식은 가치중립적이며, 각 작품의 수준의 스펙트럼이 광범위할 뿐이라는 인식24)으로 바뀌

어야 적극적인 국가정책적 개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이는 국가도서관의 관계자들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

다. 게다가 아래의 <표 9>를 살펴보자. 우리나라와 인구는 커다란 차이가 나지 않지만 프랑스의 국가도서관 전문 인력은 우

리의 8배가 넘는다. 그에 비하면 일본의 890명은 많은 편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한국의 경우 인력이 300명 가량 밖에 되지

않으므로, 만화에 대한 인식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만화전문사서의 육성이나 그들의 전문적인 활동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

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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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RA 2014 – Annexe La BnF en chiffres,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2015년 5월 29일. p.20, 

구분 한국 일본 프랑스 

인구수25)(백만 명) 51 127 65

장서수26)(권) 8.456.439 37,497,260 32,560,258

직원수27)(명) 309 890 2,653

1년 예산(2014년) 667억 원 1,860억 원(181억 엔) 3,012억원(2억3천만 유로)

자료구입비(2014년) 120억 원28) 230억원(23억 엔)29) 104억원(7,900유로)30)

<표 9> 국가별 국가도서관 관련 지표



<인터넷 자료>

국제도서관협회, http://www.ifla.org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

일본국회도서관, http://www.ndl.go.jp/ko/aboutus/mission2012.html

일본국회도서관 대출제한자료군, http://www.ndl.go.jp/jp/library/handbook/info/limited_list.pdf

프랑스국립도서관, http://www.bnf.fr/fr/la_bnf/connaitre_bnf.html

미래세대를 위한 국립문학센터-책들이 주는 즐거움, http://lajoieparleslivres.bnf.fr

별첨 

만화포럼 칸 2016 _ 81

06. 국가도서관의 만화자료 수집·보관·서비스 현황 비교연구

한국 
이신호 자료수집과 과장 

김미해 도서관연구소 소장 

프랑스
자크 비달-나케(Jacques VIDAL-NAQUET) Centre national de la littérature pour la jeunesse 디렉터 

마린 플랑쉬(Marine Planche) Centre national de la littérature pour la jeunesse 부디렉터 

일본

나카자와 시게카즈(中澤 滋和) 이용자 서비스부 도서관 자료 정비과 과장

小笠原 綾(오가사라와 아야) 수집서지부 외국 자료과 선서계장 

하타야 유우코(幡谷 裕子) 수집서지부 수집서지조정과 과장보좌

나라노키 에미코(楢木恵美子) 수집서지부 국내 자료과 과장보좌

<표 10> 서면, 현장 인터뷰 참가자 명단

<표 11> 사전, 현장 인터뷰 질문지

1. 귀 도서관이 귀국에서 다른 자료들과 마찬가지로 국내 만화 자료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수집 및 보관을 책임지고 있는 도서관입니까? 아
니라면 다른 도서관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2. 귀 도서관은 만화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고 있습니까? 납본제를 통해 수집하고 있다면, 몇 권을 납본받고 계신지요? 실제로 발행되고 있
는 만화도서의 몇 %가량을 납본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보관본과 열람본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4. 납본제 실시 이전의 만화도서들, 희귀서나 그 이외의 도서들(예 : 해외 만화책)을 수집하려는 정책 및 예산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5. 만화책의 분류는 어떤 기준에 따라 하고 있습니까? 주제별? 형태별? 저자별? 

6, 귀 도서관의 만화책 보유 현황 및 만화관련 연구서 보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7. 만화 자료 전담 사서가 있습니까? 

8. 혹 주제별로 분류하고 있다면, 그 주제는 전담 사서분이 정합니까, 아니면 출판사에서 주제를 지정해서 보냅니까? 

9. 만화이용자에 대한 별도의 서비스가 존재하는가? 만화를 활용한 독서나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가? 있다면 어떤 종류의 프로
그램들입니까? 

10. 도서관 전문가들의 만화에 대한 인식은 어떠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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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토론 6.

국가도서관의 만화자료 수집・보관・서비스 현황 비교연구
: 한국, 일본, 프랑스를 중심으로
_ 발제 : 한상정(인천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 출판연감의 수록도서는 100%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된 도서이다. 납본하지 않은 책은 출판연감에 들어가지 않는다. 국립중앙도서관

에 납본율을 물어보면 대략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대답한다. 납본과 출판현황을 점검하는 곳이 같아 크로스체크가 되지 않아

‘많을 것이다’라고 추정한다. 이 때문에 누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만화의 경우 실제 상당 부분 빠질 가능성이 있다.

⦁ 프랑스의 경우 연감을 제작하는 조직과 납본을 받는 조직이 분리되어 상호 크로스체크가 되어 납본율이 98% 정도 된다고 보면 된다.

⦁ 옛날 대본소 만화를 DB화를 시도했지만 저작권법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다. 서비스는 하지 않고 복제만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만들

예정이다.

⦁ 만약 스캔을 받아서 지금 시판되는 만화를 DB관리 하면서 열람료를 받아서 작가와 출판사와 쉐어(share)하는 것은 가능한가?

⦁ 중앙국립도서관은 E-book도 2부를 납본하라고 한다. 이에 출판사들은 반대한다. 그 이유는 종이책은 마모가 되어서 재구매를 할 수 있

지만 E-book은 마모도 안 되고 또한 시장에서는 몇 번 돌리게 되면 한 권 개념이 되어 정산이 되지만 도서관은 무한대로 돌릴 경우 출

판사와 작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 디지털만화가 디지털이기 때문에 누구나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야후, 파란 등의 데이터가 거의 사라졌다. 야후 등의 포탈이 사

라지면 더 이상 서비스를 하지 않는 순간 더 이상 보존되지 않는 다. 디지털은 어쨌든 복제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관리하지 않으면 디

지털이 훨씬 소실이 심하다. 

⦁ 디지털화시키더라도 열람과 대여함에 있어서 출판사나 작가의 수익을 어떻게 보전해줄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 영화의 경우에도 초기에 그런 부분이 안 되다가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하여 쉐어하고 있다. 만화도 될 것 같다.

⦁ 출판사에서 국립도서관이라도 불신을 갖고 있다. (수익의 배분, 분배 차원에서) 과금체계를 바꾸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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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화의 정체, 건강한 개방과 확장의 無限 根力

2. 만화비평, 기대지평 확장과 가치 평가 사이

3. 만화비평의 방법론, ‘따로 또 같이’의 다양성

만화비평을 위한
방법론 試論



1. 만화의 정체, 건강한 개방과 확장의 無限 根力

방법론에 관한 탐구는 연구 대상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탐구는 기존의 논리적 토대에서

출발하지만 반드시 그것을 넘어서야만 하는 이율배반적인 긴장을 내포한다. 이율배반적 긴장은 방법론을 탐구하는 내내

연구 대상의 실체가 ‘무엇이며, 어떻게 기능하는가’에서 출발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이르기까

지 규명과 갱신의 연속이다. 물론 이러한 방법론의 탐구는 창작, 유통, 향유의 만화 생태계를 전제로 한다. 만화 생태계라는

유기적인 거시구조 안에서 창작 주체, 유통 구조, 향유 양상의 미시구조를 파악하고, 이 세 요소가 상호 연동함으로써 연출

하는 총체적 상관관계의 다양성에 주목해야만 한다. 이러한 맥락을 신뢰할 수 있다면, ‘만화비평을 위한 향유방법론 탐구’

는 만화의 정체와 향유 방식에서 출발하여 만화비평의 목적 및 방법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안을 각 구성 요소의 상관망을

통해서 실천적으로 규명해야만 한다. 

만화의 정체(正體)에 대한 규범론적 정의1)나 범주론적 정의2)는 지금 이곳의 논의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접

근은 지극히 현재 중심적인 방식으로 현재까지의 만화만을 논의할 수 있는 지극히 정태적인 접근에 머물 뿐, 만화가 지닌

언어와 표현의 ‘건강한 개방성’과 감각적 표현을 선택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무한 확장의 가능성’과 같은 역동적인 양상들

을 제대로 포착해낼 수 없는 까닭이다.

그동안 우리 만화는 1) 치열한 작가의식의 창조 행위냐 / 가장 저급한 상업문화의 결과물이냐, 2) 현실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냐 / 왜곡된 현실의 의미 없는 과잉이냐, 3) 전 연령이 향유 할 수 있는 문화냐 / 아이들만의 하위문화냐, 4) 웹

툰은 만화의 독립적인 영역인가 / 하위 영역인가 등등의 만화를 둘러싼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작위적인 이항대립

처럼 보이는 이 논란은 후자의 현실태(現實態)와 전자의 당위적 요구가 평행을 이루며 합의 불가능한 기형적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오히려 양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란의 전선을 구체화하고 확장할 필요가 있었다. 만화와 상관하여 ‘지금

이곳’에서 포착할 수 있는 변화의 징후들과 현실과 당위의 생산적 긴장을 통해 표현 언어, 구현 방식, 취급 소재, 주제의 깊

이, 사회적 맥락과의 상호관계, 향유 양상 등을 풍성하게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방적인 산업 종속과 문화 수준의 정체

(停滯)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견지했어야만 한다. 

만화는 창조적인 언어예술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언어는 음성언어나 문자언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 가능한

일체의 언어를 모두 포괄하는 말이다. 만화의 표층 / 심층을 구성하는 언어, 가시적 / 비가시적 언어, 언어 계열체(Para-

digme) 간의 결합 방식을 통해 생산되는 새로운 형질의 언어 등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만화 언어의 변별적 자질을 전제하고,

거기에 각 언어의 상호 조합까지 고려한다면, 만화의 언어는 무한 가능성의 영역이며 지속적인 개방과 확장이 가능한 영역

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만화 언어를 단지 글과 그림의 창조적인 결합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소박하다. 디지털 문화 환경의

도래 이후 다양한 언어들이 만화 언어의 장으로 창조적으로 수렴되고 있고, 그 수렴의 결과가 만화의 고유한 문법까지 변

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화는 언어의 조형과 문법의 갱신을 반복3)하면서 그 정체와 지평을 지속적으로 개방하

고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만 한다. 

84 _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만화문화 향유 활성화 방안Part 1

1) 만화에 대한 규범론적 정의로는 “병렬된 이미지들의 연속성으로 구성된 연속예술”(윌 아이스너 / 이재형 역, 《그림을 잘 엮으면 만화가 된다Ⅰ》 현실문화연구, 2000)이 대표적이다. 만화에 대한 규범론적 정의는 최소한 필요

충분조건만을 이야기할 뿐 만화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토대를 제공하기는 어렵다.

2) 만화에 대한 범주론적 정의로는 카툰화법(cartooning), 글과 그림의 이코노텍스트(iconotext), 이미지의 연속성(narrative) 등이 대표적이다. 만화에 대한 범주론적 정의 역시 만화를 둘러싼 다양한 담론 전개의 시작점으로

서 기능하지 못한다.

3) 언어는 기존의 의미와 맥락을 파괴함으로써 새로운 언어를 모색하며, 기존 언어의 강제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언어는 언어 공동체의 합의된 소통 방식을 토대로 하지만 형상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맥락과 새로운 구현 방식을 도모함으로써 의미 조형과 문법 갱신을 반복적으로 전개한다. 이러한 전개의 반복과정을 통하여 언어 자신의 정체를 갱신하고 확장한다.



이와 같은 만화가 지닌 언어예술로서의 무한 창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만화담론이 풍요롭지 못한 것은 만화 생태계의

역동성을 만화 안으로 온전히 수렴하지 못한 탓이 크다. 만화를 구성하는 창작자, 텍스트, 향유자, 유통업자, 플랫폼 등의 최

근 역동적인 행보를 고려할 때, 만화는 자기 정체의 변화에 주목하고 그것이 지향하는 개방성과 확장 가능성을 파악하여

그것을 내부로 수렴함으로써 새로운 정체를 조형(造型)해야만 한다. 이와 같이 만화 스스로 새로운 정체성을 구성하려는

시도는 창작자, 텍스트, 향유자, 유통업자, 플랫폼 등 만화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거시 구조 안에서 총체적으로 상관-

연동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의미 있는 결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만화의 가장 큰 힘은 자유다. ‘질펀하고, 넘쳐흐르고, 흩어지고, 어지럽다’는 만(漫)의 축자적 의미(literal meaning)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만화는 소재나 주제에서부터 구현 언어나 소통 방식에 이르기까지 자유를 지향한다. 이러한 자유의 가장 근

본적인 동인은 ‘누가(소통의 주체), 언제(맥락의 시의성), 어디서(상황성), 왜(소통의 원인), 무엇에 관하여(소통의 주제), 어

떤 효과를 노려서(기대 반응), 누구(향유자)에게 말하는가’라는 소통과 향유의 기본 모델 안에서 최적화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이다. 자유로의 지향은 스스로의 구속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경쾌한 변화를 추구한다. 때문에 스스로 구속하지 않는 속

성을 지니고 있는 만화는 경직된 고정태(固定態)라기보다는 부단히 변화하는 살아있는 모습이어야 한다. 여기서 살아있어

야 한다는 말은 만화의 구현 언어, 술화(述話) 방식, 주변 장르와의 관계, 향유자와의 상호작용 방식과 결과, 사회문화적 맥

락성 등의 변수가 끊임없이 개입하는 ‘지금 이곳’의 상황에서 스스로 최적화 방식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와 같이 다양한 변수들의 개입과 상호 충돌은 만화의 다층성(多層性)과 다성성(多聲性)을 강화할 수 있는 생산적인 논의

의 장을 제공할 것이다.

2. 만화비평, 기대지평 확장과 가치 평가 사이

모든 비평의 시작은 리터러시(literacy)4)다. 리터러시는 텍스트와 향유자 간의 가장 적극적인 대화다. 리터러시는 텍스트

에 대한 변별적 인식을 바탕으로 텍스트를 읽고, 그것의 내재적 문법 및 세계와의 상관성을 규명하기 위한 주체적이고 창

조적인 대화과정이다. 때문에 리터러시는 비평가가 고유의 관점으로 텍스트를 읽고 평가하는 단선적이고 일방적인 과정이

아니라 텍스트의 구성 요소 간, 텍스트와 향유자 간, 텍스트와 세계 간, 텍스트와 텍스트 간의 각기 다른 차원과 층위의 대

화를 창조적으로 수렴-조합-확장하는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과정이다. 텍스트와 향유자간의 대화는 수용미학에서 이야기

하는 ‘수용’(Rezeption)과 ‘영향’(Wirkung)5)의 구체화과정인 까닭에 새로운 경험지평을 창출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파악

할 수 있다. 비평은 이와 같은 리터러시의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대화에 출발한다. 비평은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미

학적 장치나 의미의 망을 읽어내고 새로운 준거를 마련하여 가치를 발굴하고 그 성취를 평가하는 일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만화비평도 리터러시를 토대로 비평의 대상과 관점을 제시하고 텍스트의 가치를 발굴하여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만화비평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만화미학이나 텍스트의 완성도를 귀납적으로 지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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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리터러시는 축자적으로는 문해(文解), 해독(解讀) 등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이글에서는 그것을 단지 읽고 쓰는 능력에만 국한시켜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어 그래도 리터러시라고 쓴다. 이글에서 리터러시의 의미는 미

디어교육에서 이야기하는 리터러시에 착안하여, 텍스트 자체의 변별성을 전제로 향유자의 주체적인 읽기의 과정으로서, 텍스트의 소통을 구성하는 다른 요소들과 부단히 창조적으로 나누는 대화를 의미한다. 

5) 수용은 “독자 내지 수취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 즉 창작 텍스트가 수용자에 의해서 구체화될 때 수취인(독자)이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측면을 가리키는 것”이고 영향은 “작품이 구체적으로 읽혀질 때 텍스트 자체가

가지는 영향력의 측면을 가리킨다.”

차봉희 편(1985), 《수용미학》 문학과지성사,p.29



는 것보다 새로운 창작자, 미디어 환경, 독서체험의 변화에 따른 텍스트의 변화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각 요소의 층위와 상

관망을 개방적인 자세로서 포착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러한 개방적인 자세를 바탕으로 텍스트의 가치를 발굴하고 평가함

으로써 텍스트의 기대지평(Erwatungshorizont)6) 확대하고 거시적으로는 만화미학 개발과 평가의 토대를 마련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로만 야콥

슨의 언어적 의사소통의 도식

7)(그림1)을 만화비평의 맥락에

비추어 변형해본다면, 그 대상

은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그것은 창작자/텍스트/향

유자/미디어 등의 문제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1) 창작자 중심으

로 살펴보면, 작가의 정체성, 작

가의 전기적 탐구, 만화미과 만

화수사학 등의 생산중심 미학 탐구, 창작 방법론, 작가와 세계와의 상관성, 작가의 창작 환경 등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2)

텍스트 중심으로 살펴보면, 구현 언어, 서사 구현 요소와 방식, 장르, 텍스트와 구현 미디어의 관계, 상호 텍스트성, 트랜스

미디어 스토리텔링(transmedia storytelling), 향유 활성화 전략의 텍스트 내 수렴 여부 등의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 3) 향유

자 중심의 관점에서 보면, 향유 양상, 해석 공동체(interpretive community)의 정체, 수용미학, 해석론, 상호작용의 구조, 사

용자 경험(User Experience, UX), 팬덤(fandom)의 양상과 생산성 등을 탐구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향유자의 기대지

평과 연관되어 “선험, 경험, 전통, 습관, 상식, 교육 등으로 초래된 지식이 내재화”8)된 양상으로 구현된다. 이것은 다시 만화

의 규범이나 장르의 내재적 이론과 연관되거나, 다른 작품이나 다른 장르의 텍스트와 상호 텍스트성을 구성하거나, 사회문

화적 컨텍스트와 연관됨으로써 구체화된다. 4) 미디어의 관점에서 보면, 미디어의 변화에 따른 구현 언어, 구현 방식, 사용

자 환경(User Interface, UI), 유통 방식 및 과금(課金) 체계, 최적화 구현 양상 등의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 

다만 이상과 같은 창작자/텍스트/향유자/미디어의 구분은 논의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실제 만화의 장(場) 이거하듯 만

화비평도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논의되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텍스트 해석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의

구조, 작가 심리학, 해석의 체계와 구조, 향유 양상, 상호작용의 전개 양상 및 텍스트 수렴 양상, 구현 미디어와 최적화 구현

양상, 기존 만화미학의 수용과 극복 등의 여러 요소들이 다양한 상관 조합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글에서 언급한 만

화비평의 대상들은 그들 간의 다양한 조합을 통하여 구현될 뿐만 아니라 하위에 수다한 개별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서 지극히 복잡하고 쉽지 않은 양상을 드러낸다. 거기에 만화비평 각각의 목적과 개별 관점이 개입한다면 그 양상은 더욱

복잡해지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만화비평에서 전체를 온전히 다 말하겠다는 의욕은 일종의 실현 불가능한 의욕 과잉일

수 있다. 오히려 비평 목적과 대상을 초점화 하고 자신의 관점을 분명히 하여 그 안에서의 충실도와 완성도를 추구하는 것

이 보다 생산적인 결과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만화비평의 목적은 미시적으로는 텍스트의 가치를 발굴하고 평가하는 일이며, 거시적으로는 즐겁고 의미 있는 향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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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H.R. 야우스의 용어로서 사용자가 지닌 창작 작품에 대한 이해의 범주 및 한계를 의미한다.

7) 야콥슨의 언어적 의시소통도식은 레이먼 샐던 / 현대문학이론 연구회 역, 《현대문학이론》 문학과지성사, 1990을 바탕으로 도식의 설명을 위해 필자가 박스 밖의 내용은 추가한 것임을 밝힌다.

8) 차봉희, 앞의 책, p.34.

<그림 1> 로만 야콥슨의 언어적 의사소통의 도식  



강화하고, 창작 및 리터러시 능력 향상을 통하여 풍요롭고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따라서 만화비평은 항상 텍

스트와의 건강한 견제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 하에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건강한 견제와 독립성

은 텍스트의 의미지평을 발견-확장하고 만화미학을 지속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지적인 긴장을 유발함으로써 만화의 새로

운 지평을 도전적으로 개척할 수 있다.

만화비평은 만화와의 상보적 긴장을 전제로 한다는 측면에서, 만화 창작-제작-유통-향유의 생태계를 항상 염두에 두어

야만 한다. 만화가 고유의 언어로 허구적인 것을 형상화한 것이고, 그 기원이 창안, 발상, 새로운 고안 등을 의미한다고 할 때,

만화비평의 몫은 분명해진다. 허구적인 것을 생산하는 사회문화적 콘텍스트와 동인(動因)은 무엇인가? 그것은 적실한 언어

를 찾았는가? 적실한 언어를 통해 형상화의 차별적인 미학을 창출하고 있는가? 그 차별적 미학은 만화의 새로운 지평에 일

조하고 있는가? 이와 같이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만화비평의 몫은 다시 만화 창작-제작-유통-향유의 상관망으로 환원되어

만 한다. 최근 웹툰의 압도적인 전개를 보면, 제작-유통의 지배적인 힘이 창작과 향유의 양상 자체를 강하게 변화시키고 있

고, 변화된 창작과 향유의 양상이 다시 제작과 유통을 상호 견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요소들

의 하위 요소들에 대한 변별적 접근도 요구된다는 점에서 논의의 어려움과 복잡함이 있다. 가령 창작을 규명하기 위해서 텍

스트에 구현된 사회문화적 콘텍스트에 주목하기 위해서는 그 성취의 정도와 상관없이 그것이 지닌 특수한 사회문화적 기능

양태 안에서 분석하고 평가해야만 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러한 맥락을 토대로 할 때, 만화비평은 이론비평(theoryti-

cal criticism), 실천비평(practical criticism), 메타비평(meta

criticism)으로 나누어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현재 만

화비평이 이렇게 나뉘어 구현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

어도 만화비평이 의미 있는 실천으로서 생산적인 결과를 담보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평의 세 양상이 상보적으로 순환하는

구조로 구현되어야만 한다. 

‘이론비평’(theorytical criticism)은 만화의 장(場)을 구성하

는 창작자, 텍스트, 향유자, 미디어 등을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

한 이론적 준거를 탐색하는 비평이다. 동시에 이론비평은 텍스

트 분석과 해석의 합의 가능한 논리적 준거, 분석 방식과 해석

의 방법론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일련의 비평을 총칭한다.

만화의 정체와 역할을 중심으로 한 고유의 미학을 찾아가면서

동시에 텍스트의 리터러시 방법과 체계, 사회문화적 맥락의 해석체계, 구현 미디어와의 상관관계 등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한다. 변별적인 만화 고유의 미학 구성과 규명을 지향하는 이론비평은 1) 여타 예술장르의 예술적 성과를 창조적으로

수렴하고 기존의 만화미학과 융합해나가는 과정과 2) 새롭게 등장하는 새로운 형질의 만화로부터 만화미학을 찾음으로써

그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까지 지속적이고 개방적이다.

‘실천비평’(practical criticism)은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비평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비평의

형태가 실천비평이라 할 수 있다. 실천비평은 이론비평이나 메타비평의 성과를 토대로 텍스트에 대한 섬세한 분석과 이해,

심층구조의 의미에 대한 해석, 텍스트의 가치 발굴 및 의미지평 확장, 텍스트의 완성도에 대한 평가 등으로 구현된다.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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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만화비평의 세 종류



비평은 객관성을 지향하지만 비평가의 교양, 관점, 세계관, 미학관 등을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주관적인 관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양자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그 성패의 첫 요소라 할 수 있다. 또한 실천비평은 이론비평에 의존함으

로써 합리성과 체계성을 갖출 수 있고, 이론비평은 실천비평의 결과들이 축적됨으로써 넓이와 깊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양자는 상보적인 순환관계를 구성한다. 

‘메타비평’(meta criticism)은 비평의 자의식을 마련하고, 비평의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려는 비평에 대한 비평을

말한다. 기존의 ‘실천비평’과 ‘이론비평’을 대상으로 그것의 관점, 방법론, 해석체계 등에 대한 이해와 해석 그리고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비평의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이다.

이와 같은 비평의 세 양상이 ‘지금 이곳’의 만화비평에서 얼마나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는 다소 의문이다. 소박한 해설

이나 사적 전개의 정리, 신작 소개 수준으로 전개되는 ‘지금 이곳’의 만화비평을 고려할 때, 그나마 대부분이 실천비평에 편

중되어 있고 본격적인 의미의 이론비평이나 메타비평은 찾아볼 수 없다. 그나마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이론비평과 메타비

평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시도가 시작되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역시 해외 이론을 토대로 한 매우 고답

적(高踏的)인 양상이기 때문에 웹툰과 같은 최근 만화의 역동적인 전개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

며 선도하지 못하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지금 이곳의 대부분 만화비평이 스토리 요약이나 인상비평에 머물고 있는 것(그마저도 지극히 제한적인 수혜라는

점이 더욱 슬프지만)도 큰 한계로 볼 수 있다. 만화비평 자체가 만화생태계 안에서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한 까닭에 비평으

로서의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할만한 원고 분량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10장에서 30장 내외의 원고를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

다. 그러다보니 텍스트에 대한 정치한 분석이나 이론적 전개 그리고 철학적 깊이를 가질 수 있는 담론 생산은 애초에 기대

하기 어려운 요구가 아닐 수 없다. 또 다른 측면에서 원고 분량이 적다는 것은 발표 매체가 양적/질적으로 열악하다는 의미

일 뿐만 아니라 원고료만으로 생활이 불가능하고, 결국 전업 비평가로 생활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만화비평이 온전히 제 정체성과 지향을 가지고 독립적인 더 나아가 만화 생태계의 중심적인 역할

을 하고 있느냐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 원인으로는 만화비평의 역할에 대한 낮은 기대치와 작가와 비평가

사이의 불신이 꼬리를 물고 도는 뱀처럼 맞물려 있다. 그러한 기대치나 불신은 만화비평의 현실적인 역할에 대한 회의와

만화비평가의 전문성에 대한 불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전자의 경우는 만화 생태계 전체의 구조적인 차원의 문제라면

후자는 비평가의 데뷔, 대중적 인지를 확보하기까지의 인큐베이팅,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독립적인 비평 활

동 등을 전개할 수 있는 만화비평의 장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만화비평의 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것은 독립

적인 비평가 집단을 제대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비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고, 그들이 지속적인 전문 활동을 전

개할 수 있는 매체나 지면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지 못한 탓이 크다. 그러다보니 만화 향유자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만화비평을 대표하는 비평지나 발표매체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만화비평의 방법론, ‘따로 또 같이’의 다양성

만화비평의 본격적인 탐구에 앞서 그것의 방법론에 대한 고민은 전략적으로 매우 유효하다. 이론비평이든, 실천비평이든, 메타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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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간에, 그것을 의식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간에 방법론의 전략적 선택은 만화비평에서 가장 필수적인 전제이다.

앞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창작자/텍스트/향유자/미디어의 복잡한 조합과 그 하위 요소들의 무한에 가까운 상관망을 모

두 다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애초에 가능한 일이 아니며, 또한 전체를 이야기하는 넓이보다 일반적으로 비평은 특정 관

점을 렌즈로 하는 선택적 깊이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된 방법론들은 텍스트의 총체성을 지

향해야 하며, 개개의 방법론이 거시 구조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자의식은 확보하고 있어야만 한다.

방법론에 관한 고민은 객관적 인식과 합의 가능한 논증 그리고 납득 가능한 가치 평가를 탐구하고 체계화하려는 논리적 탐

구과정이다. 그것은 비평 대상을 독립시켜 변별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논리적 토대를 마련하고, 고유의 내적체계와 논리 준거

를 구성해냄으로써 분석과 해석9) 그리고 평가의 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다. 어떻게 구성하고 객관적으로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은 비평이 텍스트와의 끊임없는 대화의 과정이듯, 부단히 조형적으로 구성해 나가야할 성격의 것이다. 

본격적으로 만화비평의 방법론을 고민하기 위해서 목적과 방법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만화비평은 만화

의 언어적, 구조적 특성을 변별적으로 파악하고, 만화의 의미 지평을 확대하고, 그것이 성취한 가치를 발굴하고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만화비평의 이러한 목적을 염두에 둘 때, 만화비평의 방법론은 그것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만화비평이 고려해야할 요소들과 전통적인 비평의 방법들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수렴할 것인가의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만화비평의 목적을 고려할 때, 텍스트를 중심으로 사회문화적 맥락과 그것의 향유방식에 대해 살펴보아

야 한다. 또한 다른 장르에서 이미 상당한 진척을 이루고 있는 비평 이론들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만 한다. 그것은 전통적

인 비평 이론 위에 역사 비평, 사회학적 비평, 정신분석 비평, 원형 비평, 독자반응 비평, 형식주의 비평, 구조주의 비평, 포

스트모더니즘 비평 등이 될 것이다. 또는 그것을 크게 범주화하여 실증주의 비평, 구조주의 비평, 마르크스주의 비평, 해석

학적 비평 등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만화가 지닌 복합성, 다층성(음향, 단어의 의미, 반영된 현실 요소들, 문체, 장르법칙들, 사회적 맥락과 의미 관련

성 등) 등을 염두에 둘 때, 기존의 어떤 이론도 선행이론과의 변증법적 전개 위에서 등장한 것이라는 점에서 총체적 양상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결국 모든 것이 유동적이고, 종래의 만화관이나 이론도 정태적 시각에서 역동적인

방향으로 확연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소박한 의미에서 전통적인 만화의 내포나 외연이 확충되고 있다는 의

미이며, 적극적인 의미로 만화 자체의 뚜렷한 형질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격랑 위에서 만화비평의 자의

식에 대한 고민과 그 방법론에 대한 실천적 탐구는 어쩌면 제일 먼저 풀어야할 과제라 할 수 있다. 

만화가 문화콘텐츠로서 문화산업의 체제 유지적, 현실 추수적 경향을 내포하고 후기 산업사회의 논리에 맹목으로 따라

간다는 식의 논리는 당위적이고 이데올로기 중심적인 사고다. 중요한 것은 개별 텍스트의 의미 생산 구조 및 그것의 향유

구조를 파악하고, 그것이 소통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콘텍스트와 상관하여 어떠한 리터러시가 가능한지 살펴보는 것이다.

책읽기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텍스트 향유 체험은 체계화될 수 없다. 언어예술로서 만화는 다양한 비언어적 구현 전술들

을 수렴하여 자기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만화미학을 토대로 전체적이고 통일적인 규범을 정하는 일은 무모하거나 위

험한 일이 될 것이다. 신뢰할만한 전문적인 향유자의 경우에도 주관적 관점을 통해 차별적인 가치를 확보한다는 태생적 이

율배반성과 그가 구현하는 비평 양상 역시 그것의 목적, 타깃, 텍스트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

문이다. 더구나 비평가는 1차적으로 향유자로서 주어진 텍스트와 관계하며, ‘수용’과 ‘영향’이 전제된 대화과정을 통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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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해석의 실제적 과제는 구현된 소구 요소의 이해가 아니라, 오히려 텍스트 체험 전에 인지하거나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어떻게 향유자의 체험을 압도했는가에 있다.



텍스트의 의미론적 구조와 잠재적 기능은 향유과정에서 구체화될 뿐이며, 그 결과는 해석적 언술을 통해서 구현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만화비평은 다양한 방식의 제한 없는 다차원성을 전제해야만 한다. 다만, 만화비평의 실천을 통해서 ‘총체적

언어’를 제공하고 텍스트를 새로운 소통의 탐험적 결과물로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만화가 지닌 근원적인 의미론적 중

의성과 구현 전략의 자유로움, 예측 불가능성은 향유자를 매료시키는 가장 강력한 향유의 기제라는 것은 분명하다. 

만화비평에서 텍스트와 향유자 간의 대화성, 과정성, 개방성, 자발성, 생산성은 지속적으로 주목해야만 한다. 상호대등하

고 독립적인 존재로서 입장과 자격에서의 대화적 성격을 전제로, 대화의 사회문화적 콘텍스트와 윤리적 측면을 고려할 수

있지만, 텍스트의 지속적인 개방성과 생산성 그리고 과정중심의 향유과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리터러시의

구성요소인 인지-해석-평가의 상관적 체계를 구현하는 맥락 위에서 텍스트 고유의 특수성을 확보하여 미학적, 현실 반영

적, 향유경험의 체계와 구조를 파악해야만 한다. 만화비평은 만화의 리터러시 맥락을 바탕으로 심미적 이해를 포함한 역사

적, 사회문화적 인식을 확장시킬 수 있는 탄력과 개방 그리고 확장 가능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언어예술로서 만화의 소

통이 일반소통과 다른 것은 그것이 정보와 미학의 잉여성과 특수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학적 체험이나 역사적

경험 그리고 사회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컨텍스트는 기존 질서에 대한 종속과 동시에 저항을 변증법적으로 전개해온 결과

다. 더구나 새로운 만화적 소통에서 개방성이 최고의 미덕으로 꼽히는 시점에서 그것의 끊임없는 갱신성과 과정성은 창작

의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만화비평은, 텍스트 해석의 마지막 지평은 ‘의미’가 아니고 텍스트를 해석

할 수 있게 해주는 ‘담론 구조’이며, 평가의 준거는 ‘규범적 완성도’가 아니라 ‘개별 텍스트의 변별적 특성과 그것의 구현 정

도’를 지향해야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만화 생태계의 개별 구성 요소와 그 전체의 구조 그리고 그들 간의 콘텍스트를 종합적으로

관찰 할 수 있을 때, 만화비평의 총체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상의 전체 콘텍스트 위에서 분석된 개별 정보는 계기화(繼起

化)된 의미잠재력을 지닐 수 있고, 그 잠재력의 구현태가 텍스트의 의미지평을 확장하게 될 것이고, 다양한 구현 전략은 고

유의 문법을 형성하는 특유의 향유구조를 창출할 것이다. 이러한 향유구조 위에 앞으로의 만화, 그리고 만화비평은 서게 될

것이다. 따라서 만화비평의 방법론 역시 이러한 맥락성을 고려해야만 한다. 

이 글은 앞으로 만화비평의 다양한 양상을 점검하고, 그것이 새로운 만화문법과 만화형질에 최적화될 수 있는 방안을 탐

구하기 위한 시론적(試論的)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탐구는 만화비평의 변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만화비평가

의 자의식이 차별적 미학으로 전개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할 것이다. 문학, 영화, 연극, 미술, 음악 등 주변 장

르에 축적되어온 비평이론과 방법론을 섬세하게 관찰하고 필요한 요소를 어떻게 벤치마킹할지에 대하여 실천적인 고민도

병행해야하는 고단한 작업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만화의 장르적 차별성과 정체성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

색과 만화비평의 고유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적인 시도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참고문헌

차봉희 편, 《수용미학》 문학과지성사, 1985.

윌 아이스너 / 이재형 역, 《그림을 잘 엮으면 만화가 된다Ⅰ》 현실문화연구, 2000.

레이먼 샐던 / 현대문학이론 연구회 역, 《현대문학이론》 문학과지성사, 1990.

S.J. 슈미트, H.하우프트마이어 / 차봉희 역, 《구성주의 문예학》 민음사, 1995.

박기수,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구조와 전략》 논형, 2015.

90 _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만화문화 향유 활성화 방안Part 1



만화포럼 칸 2016 _ 91

07. 만화비평을 위한 방법론 試論

주제토론 07.

만화비평을 위한 방법론 試論
_ 발제 : 박기수(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 만화비평이 기본적으로 만화 안에서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다. 시장 규모가 되었다 해도 업자가 돈이 되는 쪽에서 찾는 것은 리뷰이지

비평이 아니다. 대학 논문에서 어떤 특정 작가나 작가론 분석 등의 무거운 내용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 외의 것은 비평지에서 다루지 않

는다. 

⦁ 전 세계에서 문학잡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우리나라다. 문학잡지는 작가와 단행본을 프로모션하기 위한 툴이다. 비평은 ‘너네가

이런 걸 읽으라’는 가이드를 해주는 것이다. 문학과 지성, 문학동네가 이런 것을 잘 하고 있다. 

⦁ ‘만화판에서 가장 권위 있는 비평, 비평가가 누구냐’라고 또는 ‘어느 걸 보면 가장 신뢰 있는 비평이 나오냐’라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쉽

지 않다. 만화를 프로모션 할 수 있는 곳이 아무데도 없다. 판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새로운 판을 짜야한다.

⦁ 누군가는 이론비평을 하고 누군가는 끊임없이 메타비평을 하고, 누군가는 실천비평을 하고 이렇게 대표들이 나와 주면 그 밑으로 자연

스럽게 판들이 생기고 그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처음에는 자원봉사를 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공적인 자금이 와서 페이지 주고 일정 기간이 될 때 까지 시장의 반응이 올 때 까지 투

자를 해봐야 한다.

⦁ 어느 나라도 비평 자체가 돈이 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비평을 계속 살려두는 이유가 있다. 예로 TV 프로그램의 영화비평의 경우 결국

홍보다. 그래서 아직 살아있다. 만화 쪽에서는 그런 시도 없이 계속 해설만 해주고 있다.

⦁ 문학판은 만화판과 다르다. 새끼 비평가가 글을 써주면 너무나 원로이신 분들도 본인의 비평글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 알고 연락이 온

다. 일종의 그 안에서 서로의 생태계가 이루어져 있다.

⦁ 매년 문학상을 진행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판을 움직이는 건 창작자가 아니라 평론가들이다. 문학동네가 잡지를 만든 것은 창작자를 모

으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만 이를 움직이는 건 평론가들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문예잡지의 특성이 있다. 처음에는 특집이 하나 있

고 그 다음 집중적으로 다루는 작가가 있다. 이게 문제이다. 굉장히 권위 있는 작가와 이제 막 뜨는 작가, 이 뒤에 오는 작가를 단독으로

잡는 문예지가 세계적으로 없다. 심지어 작가세계 같은 경우 한 작가만 다룬다. 

⦁ 새로운 판이 짜지지 않으면 판이 커지지 않을 것 같다. 소설보다 지금 웹툰이 훨씬 영향력이 크다. 비평담론도 이번 기회에 같이 커나가

야 한다.

⦁ 향유를 얘기하고 있지만 향유에 대한 합의가 되고 있지 않다. 사실 박사논문 작성 당시부터 10여년간 수용자라는 말 대신 향유자라는

말을 썼다. 문제는 원론에 대해 천착하는 부분이 있으면서 비평담론이 계속 가야 두 개가 같이 살아나는데 앞부분은 너무 더디고 이론

적인 부분은 잘 하지 않고 있다. 이론비평과 실천비평이 같이 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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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고료의 문제이다. 초기에 투입된 선수들이 계속 생산해낼 수 있는 동기를 줘야하는데 A4 한 장에 8만 원 정도다. 초기에는 인터넷

에 나름대로 글쟁이, 고수들이 있었다. 당시에는 그들만 있고 정식 루트로 온 사람이 없었다. 미술 쪽에서 온 사람들도 나가고, 교수가

된 사람들도 있지만 그 이후 공백이 생겨버렸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고료를 안 줘서인 것 같다. 

⦁ 모 대학교에서 영화과와 애니과가 함께 수업을 하는데 애니과는 작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대게 순하게 얘기하고, 영화과는 독하게 얘

기한다. 영화 쪽은 본인의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하는 반면에 우리는 사실 그렇지가 않다.

⦁ 영화는 사이드로 읽을 만한 게 많고 말할 거리가 많다. 만화도 조금 더 많이 생산해야 한다.

⦁ 만화가들은 ‘우리가 소설가인가? 만화를 모르는 사람이 글을 쓴다’며 불편함을 이야기한다. 칸이나 페이지 또는 쪽이 되었든 다 빠지고

스토리만 설명하다보니 불만을 얘기한다. 그동안 글의 분포를 보면 거의 다수가 텍스트 분석으로 가고 있다.

⦁ 그거 말고 준거가 돼서 읽을 만한 이론적 토대가 있는가, 매번 찾지만 없다. 비평 쪽에서 연출만 다루는 비평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

도 있다. 그 장르만의 고유한 문법을 가지고 비평이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은 영화 비평이나 소설 비평이나 만화 비평이나 똑같이 하고

있다.

⦁ 도대체 어떻게 하면 만화비평가가 되느냐는 것이다.

⦁ 마음대로 써서 서로의 비평톤이 나오게 된다면 다양성이 나와 좋을 것 같다.

⦁ 웹툰에 대한 리뷰를 쓰고 있는데 선정하면서도 이게 비평의 대상이 되나, 더 고민이 된다. 이미 좋은 작품이라는 평가, 즉 그러한 권위

있는 작품 위주로 하게 된다. 웹툰 같은 경우 그런 권위가 있는 작품을 찾기가 힘들다. 또한 시의성이 있어서 그런 판단을 제대로 하고

있나라는 고민이 든다.

⦁ 텍스틀 얘기할 때 어차피 미디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다. 별도로 구별시킬 이유가 있는가 혹시 그럴 필요가 있다면 창작, 텍스트, 미디

어, 향유자로 가는 것이 …

⦁ 순서는 의식하고 쓴 게 아님. 일반적으로 창작, 텍스트, 향유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주변의 것들을 같이 고려해보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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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는 시각적인 특성을 중심으로 하면서, 텍스트적 특성을 커뮤니케이션 하는 매스미디어 속성이기 때문에 이미지 리

터러시로서 다양한 전시 형태가 가능하다. 더욱이 최근에는 도상(이미지 아이콘)과 시간적 미디어, 퍼포먼스 등을 활용한

만화전시가 활발하게 선보이고 있는 추세이다.

이미지 리터러시는 그 사회 및 문화권에서 통용되는 커뮤니케이션 코드인 ‘이미지 언어’에 의해서 규정된다. 이러한 이미지

언어의 활용은 예술사에서 19세기 이후 시각예술에 자본을 투자하는 특권층들이 그것을 향유하려는 일반 대중을 위해서 독특

한 시각적, 인식적 기술을 발달시켜 왔음이 역사적 배경이었다. 오늘날은 문화의 향유(享有)가 대중에게 있기에 앞으로의 만화

전시에서도 시대와 사회에 통용되는 커뮤니케이션 코드를 활용한 다양한 이미지 리터러시가 제공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만화

는 익히 ‘제 9의 예술’로서 사회적 위상을 평가받고 있으며, 대중과의 소통에서 다원화되어 재미를 전달하므로 한국에서의 만

화전시도 다양하게 발전되어왔으며,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주지해야 할 점은 만화제작만이 콘텐츠가 아니라 만화문화 리터러

시를 커뮤니케이션 하는 만화전시의 표현과 방법 또한 창의적인 만화 콘텐츠이며 문화 콘텐츠라는 사실이다.

한국에서 다양한 만화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만화전시를 주관하는 주최 측이나 만화전시를 보는 감상자

측 모두 만화전시의 인식변화와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방법과 자료를 필요로 한다.

연구자는 본 글에서 한국 만화전시 형태와 기능, 한국 만화전시의 전개와 의의, 한국 만화전시의 발전방향 모색에 대한

제언의 순서로 논의를 기술하고자 한다.

1. 한국 만화전시 형태와 기능

연구자는 《만화전시와 카투노믹스》(북코리아, 2009)에 게재된 <만화전시의 형태 연구>에서 한국 만화전시를 크게 세

가지 형태의 분류 기준으로 ‘순수예술과 콜래보레이션 만화전시’, ‘미디어의 변화를 활용한 만화전시’, ‘만화에 의한 만화를

위한 전문 만화전시’로 나누어 논의한 바 있다1).

첫 번째 ‘순수예술과 콜래보레이션 만화전시’는 예술 각각의 양식이나 매체의 고유한 특성과 역사를 토대로 여러 종류의

예술이나 매체 사이에서 상호작용과 융합이 발생하여 혼성적인 측면이 파생되는 전시형태를 의미한다. 그 사례로 2009년

① ‘한국만화 100주년 기념전’, ② 만화 이미지를 차용한 순수미술전, ③ 실험적인 만화전의 사례들을 언급하였다.

두 번째 ‘미디어의 변화를 활용한 만화전시’에서는 한국만화 100주년이 신문 인쇄매체에서 근대만화의 시작을 알렸듯이

만화는 미디어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음을 논의하였다. 만화는 현재까지도 미디어의 발전 속도에 발맞춰 빠르게 변화하

고 있으며, 만화전시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 전시 형태의 예들을 ① 실험적인 멀티미디어 전시, ② 테크놀로지의 총합인 상

업적 테마파크, ③ 온라인 전시 공간 등에서 찾았다.

세 번째 ‘만화에 의한 만화를 위한 전문 만화전시’는 사회·문화적으로 그 위상을 높였던 만화작품과 만화 매체 자체만으

로 독립적 환경을 구축하고, 이미지 리터러시 문맥을 제시할 수 있는 전시라고 판단한다. 그 전시 형태의 예들을, ① 만화미

술관, ② 만화박물관 : 교토 망가 뮤지엄, 부천만화박물관, ③ 만화기념관 : 작가와 작품 중심, ④ 국제만화페스티벌 : 서울

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부천국제만화축제 등이 그 사례들이다.

강진숙(2009)은 <만화전시의 특성과 만화전시의 연출 전략>에서 만화전시를 ‘미술관전시형’, ‘체험활동형’, ‘테마파크형’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하였다. 이 연구에서 만화전시 전체를 하나의 새로운 작품 창작으로 인지하고, 개개의 작품보다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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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 가지 분류 기준은 참고문헌을 바탕으로 한 연구자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기준을 세웠으며, 이후 진행되는 연구에 의해 분류 기준은 바뀔 수도 있다. 



의 총합으로서 총체적인 외관 형성을 통해 의미를 생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

이소현(2013)은 석사논문 <만화전시의 성격과 전시 기법에 관한 연구>에서 그동안 한국에서 시행된 만화전시의 내용과

형식을 나누어 범주화하여, 분석 프레임을 구성하여 만화전시 형태를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켰다. 논문에서는 지난 60여 년

간 한국에서의 시행된 만화전시를 크게 개념적으로 절대시선을 요하는 ‘뮤지엄형’과 이와 배치되는 개념으로 ‘확장형’으로

구분 지었으며,3) 이 안에서 다시 뮤지엄형은 ‘화이트큐브형’과 ‘캐비닛형’으로 구분 지었다. 또 확장형 전시는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 ‘디자인형’, ‘테마파크형’, ‘체험형’과 ‘미디어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만화전시 내용 측면에서는 ‘작가중심’, ‘장

르중심’, ‘홍보중심’, ‘원화·원고중심’, ‘예술융복합중심’으로 분류하였다.4) 이소현은 만화전시를 기획할 시 ‘형식’과 ‘내용’을

파악하고, 이들 간의 유기적인 결합과 병합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논의하였다.

위의 제시된 한국 만화전시 형태 사례들을 살펴보면5), 한국에서 만화전시의 기능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고찰한다.

1) 만화의 역사적 가치 속에서 예술적 지위와 사회적 위상을 확보하려 노력해 왔다.

2) 만화전시를 통해 작가의 위상을 제고하였다.

3) 만화전시는 미디어의 변화를 새롭게 활용하였다.

4) 만화전시에서는 탈장르적 현상과 미디어믹스 요소가 강하다.

5) 국제교류의 장을 열고, 국제적 전시 동향을 주목하였다.

6) 만화전시는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또 다른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7) 대중들에게 전시에 제시된 기록물들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게 하고, 만화 매체를 이해시켰다.

지난 60여 년 동안 만화전시는 한국만화사와 그 맥락을 함께 해왔다. 만화전시는 만화의 사회적 위상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되기도 하였다. 만화전시는 만화작품을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또 다른 소통 채널을 제공하였으며, 만

화작품과 작가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논의를 진행하여 그 가치를 확대시키기도 하였다. 만화문화의 예술적 지위를 향상시

키고, 사회적 위상을 담론화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2. 한국 만화전시의 전개와 의의

한국 만화전시는 해방 이후부터 그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1948년 전후 초창기 만화전시는 동인회 활동으로 토대가 구

축되었고, 이 동인회는 1970년대까지 간헐적으로 만화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대표적인 전시로는 1973년 국립공보관에서 개

최된 관제적 성격의 ‘만화동인회전’이다.6) 초기의 한국 만화전시는 미술전시 형식을 많이 차용하였으며, 일반적으로 만화

원화를 액자에 넣어 전시하였다. 이는 대중예술 매체인 만화가 순수시각예술처럼 사회적으로 예술 가치를 인정받고 싶다

는 의도와 만화를 회화에서 파생된 그 어떠한 장르로 해석하는 견해 때문으로 추측한다. 

이후 군사정권 시기의 한국만화는 오랫동안 불량만화로 치부되며 유해매체로 매도되는 20여년 탄압의 시간을 이겨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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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진숙(2009), 만화전시의 특성과 만화전시의 연출 전략, 《만화전시와 카투노믹스》, 북코리아, pp.5~27.

3) 이소현(2013), 만화전시의 성격과 전시 기법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만화전공, pp.4~5. 요약정리. ‘뮤지엄형’은 기존의 미술관과 박물관에서 전통적으로 전시된 형식으로 전시작품에만 관객의 시선을 머

물게 하는 형식이다. ‘확장형’은 전시작품 외에도 주변 환경으로 시선을 유도하며 작품과 관계를 형성해가며 의미를 새롭게 생산하는 형식이다.

4) 이소현, 앞의 논문, pp.4~5.

5) 참고문헌 목차에서 이화자(2009), 이소현(2013), 조희윤(2011), 강진숙(2009) 논문에 기술된 만화전시 사례들을 기준으로 한다.

6) 이소현, 앞의 논문, p.19.



고, 1980년대 들어 대중문화산업으로서 질적, 양적 성장을 보여준다. 1980년대 광주 민주화 운동의 영향으로 ‘민중만화’가

등장했고, 민중미술협의회가 인사동에 마련한 ‘그림마당 민’에서 만화분과 회원들이 단체전 혹은 개인전 형식으로 만화전

시를 개최하였다. 이들은 대학교를 중심으로 순회전시회를 열기도 하였다.7) 이들 만화분과 회원들 중에는 만화가로 데뷔한

뒤에도 ‘그림마당 민’에서 개인전을 열기도 하였다. 시사만화가 최정현씨는 ‘반쪽이’라는 필명을 사용하였는데, <반쪽이 만

화전>(1989)에서 만화작품과 애니메이션을 전시, 상영한 바도 있다. 

1980~90년대에는 만화출판 시장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호황을 누렸고,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OSMU 문화상품이 생산

되면서 만화에 대한 문화·산업적 인식이 달라졌다. 그래서 1990년대 중반부터는 만화문화의 사회적 인기와 문화산업적 가

치에 조명되어 정부 주관 하에 종합박람회적 성격을 띤 ‘제1회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SICAF, 1995)’이 개최된

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만화전시가 하나의 만화문화콘텐츠로서 대중에게 선보이게 되는 계기가 된다.8) 이 행사를 시작

으로 만화전시는 만화문화의 저변확대와 동시에 문화산업적 효과를 동시에 누리려는 기획을 의도적으로 하게 되었다. 그

래서 종합적인 만화기획전시, 글로벌 학술세미나, 다양하고 복합적인 프로그램 등을 구성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 전국적으로 대학에 만화학과가 개설이 되어 문하생 도제식이 아닌 대학에서 만화교육을 받게 되었고, 아

마추어 만화동아리 및 만화에 대한 실험적 양식을 발표하는 젊은 독립만화작가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이들은

기존만화의 상업성과 비창조성을 거부하기도 하였으며, 독립만화잡지를 창간하며 새로운 창작의지를 실천하였다. 대표적

으로 《만화실험 봄》, 《히스테리》, 《화끈》 등이 있다. 독립만화작가들의 만화전시 또한 이전의 만화전시 형태들과 달리 주

제 선정과 연출방법에서 다양성과 실험성을 보여줌으로서 만화문화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놓았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인터넷의 빠른 보급률로 한국의 ‘웹툰’이 출판만화 시장을 앞서게 되었다. 디지털 환경에 빠르게

적응한 만화가들은 작품 제작 전반을 디지털 공정으로 제작하였다. 감상자들 또한 이를 빠르게 수용했으며, 새로운 매체에

적응했다. 이러한 2000년대 이후 뉴미디어 시대의 진입으로 인해 만화작품에서 원본(원화)의 개념이 모호해지게 된다. 그

래서 만화전시 또한 멀티미디어적인 디지털 만화전시를 제시해야 했으며, 만화전시에서도 관람객의 스마트기기 등을 활용

한 참여형 전시들로 기획되게 되었다. 

2000년대 이후 만화전시의 추세는 만화 매체적 특성을 살리는 동시에 전시 관람객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하는 형태로 독

립된 하나의 전문 만화전시의 모양을 갖추었으며, 활성화시켜 왔다. 

그리고 2009년 ‘한국만화 100주년’이라는 대형 만화기획전시를 순수예술 미술관의 상징적인 장소인 과천 국립현대미술

관에서 진행하였다는 점은 만화의 예술적 위상을 대외적으로 가늠해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2014년 1월 제41회 프랑스 앙굴렘 페스티벌에서 초청 개최되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국만화기획전>은 만화의 사

회적 역할을 조명해 보며 국제적으로 지지와 성원을 받아 국내에서 1년 동안 전국으로 앙코르 순회전시가 되기도 하였다. 

최근 들어 대형 미술관 및 아트센터에서 서브 컬처 문화로서 만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이용하고 있는데, 이전의 권위

와 제도의 공간에서 벗어나 전문성을 가지고 공공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5년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

허영만展 : 창작의 비밀> 만화전시가 대표적이다.

한국에서 지난 60여 년 동안 만화전시의 전개를 통해서 이제는 만화를 단순히 차용한 전시가 아닌, 단순하게 진열에 그

친 것이 아닌, 만화전시 전체를 하나의 새로운 작품 창작으로 인지하고 새로운 창작으로서 만화전시를 기획, 개최해야 하

겠다는 인식변화가 정착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의의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좋은 만화전시가 하나의 새로운 만화 콘텐츠가

된다는 인식이 전국 지자체까지 확산 및 저변확대 되어 매년 크고 작은 전시가 다양하게 기획, 개최되고 있으며, 한국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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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손상익(1998), 《한국만화통사(하)》, 시공사, p.351. 요약 재정리.

8) 1995년 ‘제1회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의 계기로 ‘제1회 동아LG국제만화페스티벌’ 개최가 1997년부터 시작되었고, 2003년 행사를 일민미술관으로 옮겨 종합박람회적 성격을 벗어나 만화전시를 예술적 위상으로서

전개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제1회 부천국제만화축제(BICOF)’는 1998년부터 개최되었으며, 국제카툰 공모전으로 인지도가 높은 ‘대전국제만화영상공모만화전’은 1992년부터 개최되었다. 이 전시는 현재 ‘세종국제만

화영상공모만화전’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 이소현, 앞의 논문, p.24. 



가 해외로 진출하여 초청 전시되는 상황도 대중의 이해와 감동을 이끌어냈음의 긍정적인 의의로 해석한다. 이러한 시대와

더불어 정착된 인식변화들은 새로운 만화문화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아래 <표 1>은 이소현(2013)의 <만화전시의 성격과 전시 기법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한국만화전시 변천사 요약표’를

참고하여, 전시방향과 의의를 추가하여 ‘한국 만화전시 전개와 의의’로 재구성 정리하였다.

3. 한국 만화전시의 발전방향 모색에 대한 제언

만화는 다른 매체와의 융합이 용이하고, 주변 예술 장르와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 문화 콘텐츠의 원천소스로서의 가치

가 있다. 그리고 이 만화 소스들을 보여주는 다양한 만화전시 형태를 문화 콘텐츠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제, 문화, 사

회, 정치, 교육을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과 장치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에서 만화전시는 1990년 중반부터 문화적 위상과 산업적 가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노력해 왔는데, 만화전

시에 필요한 콘텐츠의 제작지원과 확보, 정보수집 그리고 작품 컬렉션의 양과 질을 충실히 하는 데는 다양한 연구형태와

연구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한편 창의적인 전시와 국제 전시 네트워크를 위해서는 국제 학술적인 부분

도 중요하다. 그리고 감상자에게 제시할 감상 및 소통 방법에 관한 연구방법도 활성화 되어야겠다. 다양한 만화전시 연구

가 그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만화매체의 효과적이고 차별화된 전시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발전방향에 대한 모색이 요구된다. 한국 만화

전시의 발전방향 모색에 대한 몇 가지 제언으로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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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시대 및 사회적 상황 전시 방향 전시 장소 전시 의의

1950년 해방 및 한국전쟁 이후
선전도구가 아닌 순수 만화 전시

동인회 주도
국립공보관 예술로서 위상 노력 시작

1960-70
군사정권

사전심의제도

관제적 성격, 반공과
사회적통합의 수단으로 활용

중앙기관 주도
국립공보관 사회정치적 시대 반영

1980년
민주화운동 / 올림픽 개최
출판만화시장 시스템 확립

민중만화전시, 언더그라운드
실험만화전시 / 만화가 주도 

공공장소
대학교 / 갤러리

정치, 사회 풍자 활성화’
아방가르드 만화문화 형성

1990년
국가 정책적 지원 

청소년보호법 제정
일본대중문화 개방

만화의 사회적·산업적 가치 제고,
국제페스티벌 행사 개최

정부, 기업 주도 

종합전시장
갤러리

문화산업으로서 인식 변화
글로벌 만화문화 수용 및 교류

2000년 

초고속 인터넷
(개인미디어의 대두)
웹툰의 확산 및 정착

한국만화 100주년 기념
만화기획공모전 시작

매체의 다양화, 만화의 장르만화화,
탈장르적 현상, 미디어믹스 대형 만화전
기획 및 개최/ 정부, 기업, 만화가 주도

종합전시장
갤러리 / 미술관

만화박물관

만화문화의 저변 확대
만화의 문화적 위상 확인

2010년 

스마트기기 보급
팬덤의 주체성 확장

전문 만화전시 활성화
앙굴렘페스티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만화전시

체험, 이벤트 전시, 문화예술적 가치 조명,
전문 만화전시의 다양성과 활성화,

융복합 전시 지향, 작가 중심 및
원화전 활성화/ 정부, 기업, 만화가 주도 

종합전시장
갤러리 / 미술관

만화박물관
공공장소

사회 참여 연대
만화의 대중성 확보

컬처문화로서 만화전시 확대

<표 1> 한국 만화전시 전개와 의의



- 만화문화의 문화위상과 장기적인 안정적 문화정착을 위해서 전문 만화박물관 활용과 다양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 지역의 장소성과 공공성을 모색하여, 작가 및 작품을 중심으로 한 만화기념관을 통해 전문 전시관을 상설전시 할 수 있다. 이

역할은 지역 대학연구소 기반의 산·학 협력 모델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상업적 용도 전용의 유명 만화, 장수 캐릭터 중심의 테마파크를 활성화 시켜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놀이 중심 활성

화 가능성에 따라 테크놀로지와 만화는 밀접하게 발전한다. ex. 증강현실 기술의 전시 환경 응용 사례

- 만화는 그림을 통한 대중과의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오히려 전시장이라는 벽을 뚫고 시민들과 가볍게 만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도 하다. 공공장소, 공공미술 이용 등 공간의 다양한 용이성을 생각할 수 있다. ex. 지자체 인지도

있는 행사와 연결하여 대중성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 지양

- 좋은 만화전시를 향유하기 위한 만화전시의 DB 자료화와 국제적 네트워크와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며,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과 뮤지엄과 만화규장각이 그 허브 기관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이 점은 만화콘텐츠의 다양성과 질을 확보하고, 한국 만화

연구자와 콘텐츠 개발자에게도 발전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 온라인상의 가상 전시나 공간 제약을 벗어난 앱 만화전시 개발 전시도 모색할 수 있다. 

- 전시기획자의 전문성 강화와 전문 인력 양성과 통합적 관점에서의 박물관, 미술관 연구기능 구축이 필요하다.

- 글로벌 창작 전시 개발을 통한 한국 만화전시 경쟁력 강화를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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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토론 08.

한국 만화전시의 발전방향 모색에 대한 제언 
_ 발제 : 이화자(공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교수)

⦁ 앞에 세 개 나눠놓으신 게 1번과 3번은 목적을 중심으로 나누신 것 같은데 2번은 뭘 통해서 한다는 미디어 부분이 되어서 1, 2, 3번이 같

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듦. 이를테면 순수예술과 콜라보 만화전시를 미디어를 활용해 할 수도 있고, 기록과 학습으로서의 전문에

미디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 겹칠 수도 있어서 다른 용어로 바꾸시거나 나누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지금의 만화콘텐츠도 사실 새로운 만화 향유자를 확보하는 장인데, 어떤, 어떤 전시가 유명했다 보다는 어떤 것 때문에 재밌었다는 부

분을 얘기하고 싶었다.

⦁ 가령 주제가 향유니까, 만화 전시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향유 요소들은 뭘까, 그걸 얼마나 구현했을까 얼개만 나와도 굉장히 재

밌을 것 같다.

⦁ 전시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건 원고 원본을 전시할거냐, 아니면 원고를 어떤 식으로든 바꿔서 출력물로 하든 크게 하든 컬러를 바꾸든,

아니면 원고 원본, 변형도 아니고 제3의 것을 가지고 진행하느냐 크게 나누면 이 세 가지고, 다른 기타의 것에 순수예술에 들어갈 수 있

고 음향, 미디어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 만화전시의 시작은 다들 원고 전시로 시작했을 것 같다. 작가의 손맛을 확인할 수 있는 오리지날 전시로 시작을 했지만 점점 축제와 결

합하고 축제 공간을 고려해 wall도 가져오고 입체물도 가져오고 그렇게 진행된 것 같다.

⦁ 출판된 것보다 원화가 더 멋있는 작가들이 있다. 그러나 웹툰 작가들은 파일이 더 좋은 경우도 있다.과연 원화라는 데서 약간 의

문이 들었음. 

⦁ 나가사키 현립 미술관에서 공각기동대 전시를 본적이 있다. 놀라웠던 것은 정말 원화랑 스케치만 그 변화 과정만을 아무것도 없이 흰

벽에 다 붙여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 게 너무 많아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는 것이다.

⦁ 맨 처음 전시를 기획하면서 원화전에 꽂혀 작가들에게 ‘원화전을 하자’라고 하면 ‘내 원화가 어딨을까?’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디

지털 작품은 원본이 없으니 그렇다 쳐도 출판만화 중 원본을 갖고 있는 만화가가 많지 않다. 출판사, 신문사가 가져갔다가 원본이 소실

되는 경우가 많다.

⦁ 90년대 나온 <호텔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도 원화는 물론이고 표지화도 없다고 한다.

⦁ 작년 마가레트 전(소녀잡지)을 유튜브를 통해 보면서 컨셉을 잡아서 전시한 적이 있다. 이걸 보면서 이 두 개가 많이 다른데, 사람들이

어떤 것을 공간 안에서 향유하고 있고 향유하고 싶어하는 지, 어떤 작품은 어떻게 보여줬을 때 더 전시가 훌륭하다고 느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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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원고는 만화가 아니니까 사실 만화에서 무슨 원화전시냐는 생각이 조금 있었다. 천재라고 보통 우리는 생각하는 뫼비우스의 전시

를 봤는데, 종이 붙이고 화이트로 또 고치고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건 되게 괜찮다라는 생각을 한적이 있다.

⦁ 순수미술 쪽 큐레이터가 만화를 전시한 것과 만화 쪽에서 전시한 것과 또 다르다. 예전에 아르코미술관에서 고우영의 작품 전시나 이

번 허영만 작품 전시나 똑같은 전시를 해도 확실히 다르다.



09.
윤기헌 _ 부산대학교 디자인학과 교수

1. 들어가며

2. <경남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은 왜 실패했나?

3. 지역 만화문화의 기지로서의 만화행사

지역의 향유문화를 위한
만화 전문 행사의 명암
: <경남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을
중심으로



1. 들어가며

지역에서 문화로서 만화를 향유하는 행위는 주로 읽거나

연구모임 외엔 찾기 어렵다. 컨벤션 효과를 생각한다면 만화

관련 행사 정도가 있을 것이다. 그만큼 시설이나 이벤트가

가뭄에 콩 나듯 적다. 최근 지역 곳곳에 만화박물관이나 웹

툰 센터 설립의 움직임이 회자되고 있지만 이 또한 가시화

되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 지역 만화행사 자체도 성공한 사

례가 매우 적다. 대개의 지원과 기관, 인력, 센터 등이 수도권

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역이 갖는 스스로의

한계점도 있다. 따라서 지역민들이 즐기고 체험하며 만화문

화를 접하는 창구로서의 행사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그 사례로는 지역에서 유일하게 8년 간 진행되어 오다가 하루아침에 공중 분해된 김해시의 <경남만화·애

니메이션 페스티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부록으로 부산, 울산, 경남의 만화 인프라를 조사했다.

2. <경남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은 왜 실패했나?

1) 행사의 개요 
경남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이하 경남 페스티벌)은 이제껏 한강 이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지속되어 온 대규모 만화

(애니메이션 포함) 관련 행사였다. 지자체가 연인원 관람객 1만 명 이상을 동원하고 1억 원 이상의 예산으로 지역 대회를 연

속적으로 치룬 곳은 김해시1)가 유일하다. 최초 2008년 시작되어 경남도와 김해시 예산으로 치러 온 행사는 김해 문화의 전

당에서 개최되었다. 이곳은 전문 갤러리와 시민체육 공간, 대형 극장이 자리한 대형 복합 문화공간으로 대규모 이벤트에 적

합한 공간이다. 행사는 그동안 지역만화계와 함께 성장했으며, 인근 지역민들에게도 새로운 만화 컨벤션의 체험의 세계를

열어 주었다. 그러나 대회는 2014년부터 예산이 30% 이상 깎이는가 하면 2016년엔 뚜렷한 이유 없이 폐지되고 말았다. 이

에 관한 지역 신문 기사 중 일부이다.

만화 ‘코주부’로 널리 알려진 김용환 화백의 고향 경남 김해 시에서 매년 열리던 ‘경남 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이 8년 만에 문을 닫는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 주최하는 거의 유일한 만화 관련 축제의 명맥이 끊긴 데 대해 안타

까움을 표하는 목소리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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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 50만의 도시로 경남에서 창원에 이어 경남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다.

<그림 1> 경남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김해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경남 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을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중략… 지

난 3월 김해 문화의 전당이 더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김해 시에 통보했고, 김해 시는 이를 검토한 뒤 개최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김해 시와 문화의 전당 측은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점을 페스티벌 개최 중단의 이유로 들고 있

다. 김해 시 관계자는 “서울 국제 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경기도 부천 국제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은 예산이 15

억~20억 원에 달하고 전담팀이 별도로 운영될 정도로 규모가 크다”며 “하지만 경남 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은

예산이 1억 원에 불과하고 인력도 부족해 행사를 지속해 나가는 데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하 생략)2)

기사에 보면 문화의 전당 측이 스스로 행사를 자원해서 중지를 건의했다고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경남도의 일방적인 예

산삭감일 것이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동남권 최대의 만화 관련 컨벤션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관의 횡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그 이면을 보면 지역 만화행사가 갖는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지역이 갖는 공간으로서의 한계, 만

화문화에 대한 편견과 문화예산의 비합리성, 주체 세력의 부재, 전문가의 부족과 만화계와의 소통부족 등이 실패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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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지역의 향유문화를 위한 만화 전문 행사의 명암

2) 국제신문 2016.06.02.일자, 박지현 기자 

회차 사업명 주제 예산(단위:천원) 주요 행사

제1회
2008.

9. 24~9. 28
다시 부각되는 만화,

재미있는 애니메이션
150,000

해외 및 국내 만화작가전, 공모전 수상작품전, 한국만화 100년 전, 추억의
만화방, 자유 낙서방, 애니메이션 상영(한국 단편 애니메이션 컬렉션)

제2회
2009.

9. 4~ 9. 8
열린 애니메이션의 세계,

친근한 만화
150,000

상상 애니메이션, 장르만화, 자유낙서판, 미술 속 만화, 만화 속 미술, 경남
을 빛낸 만화가

제3회
2010.

9. 3~9. 7
애니, 상상의 날개짓하다! 150,000 ‘사스(중증급성 호흡기증후군, SARS)’로 인해 취소

제4회
2011.

9. 2~9. 6
지역 만화의 힘 150,000

김해 만화지도, 만화로 보는 김해 이야기, 마나만타전, 만화공장장전, 나도
만화가다!, 이야기가 있는 입체 그림전 - 만화에 상상력을 입히다, 캐릭터
전 – 캐릭캐릭 쪼아!, 특별만화전 - 경남의 힘!, 추억 의 만화방전- 만화가
모락모락

제5회
2012.

9. 7~9. 11
만화와 애니,

디지로그로 나아가다
150,000

김해 설화이야기, 만생만사 – 경남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전, 신예 만화 5인
방 - 차세대 만화작가들의 5인 5색 만화 공간 만화가 살롱, 상상화방 - 우
리지역 학생들의 유쾌한 만화 이야기 상상을 입은 만화 - 동화 ․ 입체 일러
스트, 상상캐릭 열전 – 입체 캐릭터

제6회
2013.

10. 11~10. 15
경남의 빛,

작가의 시선
150,000

전시 : 김해의 맛과 멋, 김용환의 삽화 세계, 부산경남 시사만화 대표작가
4인전, 뉴페이스 5인 5색전, 만화가의 책상 어제와 오늘, 전자도서 (E-
book)전, 조각 카툰을 만나다, 상상을 입은 만화, 상상캐릭 열전, 만화 삶
을 노래하다, 토기대장 토롱이 체험전, 만생만사, 학술제:코주부 김용환의
작품세계와 만화사적 의의 

제7회
2014.

9. 19~9. 23
리얼리즘 만화(realism

comics)의 경향성
100,000

최규석전, 장형윤전, 권범철 시사만화전, 석동연전, 고등학교 만화동아리
작품전시전, 이 시대 만화가를 만나다 시즌Ⅳ, 학술제:한국 리얼리즘 만화
의 경향성

<표 1> 경남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연간행사 일람



2) 문제점

지역적 한계

경남에 만화문화가 발전하기 가장 어려운 점은 인근 부산과 달리 광대한 면적에 소규모 도농복합 도시가 산재해 있다는

것이다. 대중문화의 속성 상 대도시 밀집효과가 필요한데, 18개 시·군 중에서 중대형 도시라 할 수 있는 창원과 김해, 진주,

양산도 전문 문화행사를 치르기엔 아직 예산과 인프라가 부족하다. 경기도가 31개 시·군이 넓게 분포되어 있지만 수도권이

라는 특성으로 문화시설과 행사가 집적되는 것과 비교된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만화가들이 자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남 전역에 퍼져 있는 작가들이 수도 적고 모이기 위한 구심점 역할도 힘들다. 또한 지자체가 지난해에 이르러서야 겨우

만화 지원 사업이나 자체 프로그램을 고민할 정도로 만화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다. 결국, 자체 기반이 없으면 행사의 성

공을 담보하기란 쉽지 않다.

만화행사에 대한 편견과 문화예산의 비합리성

수도권 이외에 만화 관련 박물관, 센터, 기념관이 거의 없는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굳이 경남도만을 탓할 수는 없다. 빠듯

한 예산에 문화 관련 예산도 인색하기 때문이다. 2016년 경상남도의 예산은 7조 원 규모인데 문화 부문 예산은 2% 정도이

며, 그나마도 서브컬처인 만화까지 차례가 돌아오기란 쉽지 않다. 경남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과 수도권의 행사 예산 규

모를 추정치로 비교해도 격차는 엄청나다. 

위 표에 나온 규모는 관계자들에게서 수집한 추정치이다.3) 표에서 보듯 일반적인 만화 관련 행사는 중앙정부와 광역 지

자체가 보조를 하고 주관 지자체가 대부분의 돈을 부담하는 형태이다. 협찬과 광고, 입장 수익이 부가되는데 대략적으로 봐

도 경남 페스티벌은 수도권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인근 도내 타 지자체의 국제행사 <고성 공룡 엑스포> 예산의

10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더구나 경남의 경우, 정부의 보조나 협찬 수익, 입장 수입도 없었다. 바꿔 말하면 그간 경남도와

김해시는 투자 대비 효율성이 큰 행사를 치러 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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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ISAF의 경우, 몇 년 전의 예산 규모이다.

회차 사업명 주제 예산(단위:천원) 주요 행사

제8회
2015.

9. 18~9. 22
만화, 역사를 그리다! 100,000

이두호, 윤승운, 김태건, 배민기 역사만화가전, 경남지역 중고등학교 만화
동아리 작품전시전, 이 시대 만화가를 만나다 시즌Ⅴ, 학술제 : 역사만화의
한계와 특징

BICOF SICAF PISAF(현재의 BIAF) 경남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8억여 원 규모
(국비 2억+경기도 2억

+부천시 5억)

10억여 원 규모
(서울시 7억+국비 1억

+중구청 3000(추정치)

8억여 원 규모
(경기도 2억+부천시 5억

+국비, 협찬 8,000)

1억여 원 규모
(경남도 5,000+김해시 5,000)

<표 2> 수도권 만화 관련 행사 예산 비교표



주관 단체와 지역 전문가의 부재

대개의 행사는 전문가나 담당부서, 조직위원회가 행사를 총괄한다. 김해의 페스티벌은 김해 문화의 전당 내 일개 부서가

전담해 왔으며, 그마저도 페스티벌은 해당 부서의 수많은 행사 중 하나일 뿐이다. 지역 관련 만화가 단체나 전문가 포럼에

맡길 예산 규모도 아니고 전문가를 따로 두기도 어렵다. 집행할 인건비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공공기관 직원

들에게 부가적으로 ‘열정 봉사’를 강요하는 행사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교훈을 준 셈이다.

지역만화계와의 연대나 자체 인프라 부족

울산을 포함, 경남과 부산에서 웹툰의 인기는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다. 그럼에도 만화 전문 행사가 이 지역에서 개최된

것은 손에 꼽을 정도이고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따라서 컨벤션 효과가 이 지역에서 검증되지 않았다. 광역시인 울산과 부

산에서도 쉽지 않다. 더구나 경남 페스티벌은 콘텐츠 , 작가 수급과 후원에 애를 먹었다. 중앙의 만화가 단체와 지역 만화가

단체와도 소통이 되지 않았으며, 그들 또한 형식적인 후원에 그쳤다. 아마도 처음부터 관 주도의 일방적인 행사의 추진이

문제의 시작점이 아니었을까 한다. 연대와 네트워크의 소중함이 여기에서 그대로 드러나며 지역 행사에 대한 중앙의 무관

심과 편견도 한몫했다. 

3. 지역 만화문화의 기지로서의 만화행사 

행사가 모든 만화 인프라의 전제 조건은 아니다. 더구나 지역 행사에서 자주 거론되는 전시 콘텐츠의 부족은 누구라도

공감하는 문제이다. 중앙의 국제 행사도 매년 콘텐츠 기획이 쉽지 않다. 한국만화 역사에 비해 다양한 콘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만화시설이 전무한 지역에서 만화를 체험하고 접하는 안내 창구로서 만화행사가 갖는 유효성은 충분

하다. 문화적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에서 만화행사가 자리 잡으려면 가장 먼저 행사의 주체세력들이 필요성을 공감하고 관과 공공기관을 설득

할 필요가 있다. 기획과 운영마저 관이 맡고 만화가들을 단지 콘텐츠 제공자로 남는다면 언젠가 한계가 오기 마련이다. 둘

째, 관의 지원은 절대적이다. 세금의 공정한 배분의 차원에서도, 상대적 소외의 관점에서도 만화행사의 지원을 제대로 요

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증된 외부(예: 앙굴렘과 부천, 돗토리 현 등)의 만화축제 성공 사례를 홍보하고 공무

원들로 하여금 여타의 문화행사와의 차별화 효과를 감지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에서의 전문가 양성은 필수조건

이다. 학예사를 비롯한 행사 전문가는 특히 대학에서의 석박사 배출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 나름의 변별

력은 필수이다.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김해의 페스티벌은 그동안 지역 밀착 행사도 기획해왔는데 예를 들어 지역

출신 만화가나 지역 신문 출신 시사만화가의 테마전, 지역 유망 신인 작가전과 같은 행사는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지역

대표 작가를 분석하거나 독특한 주제를 내세워 학술제도 꾸준히 개최해왔다. 밀착 형 작화 체험부스나 지역 작가와 관객과

의 대화, 지역특화 공모전 등이 대안으로 내세울 수 있을 것이다.

부산에서는 올해 10월 웹툰 페스티벌이 기대와 우려 속에 처음 열렸다. 결과는 홍보나 계획에 비해 초라했다. 하지만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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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오로지 만화가들과 민간의 힘만으로 개최된 점, 웹툰 특화 전문 행사를 처음 열었다는 점이 앞으로의 지역 만화행사의 시

금석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대회를 참관한 중앙정부와 부산시, 지역 방송국도 내년에 후원을 약속했다. 작가나 만화 관련 단체

가 필요성을 부각하고 관과 지역문화계가 조력하는 형태가 가장 현재로서는 유의미하고 성공가능성이 높은 형태라 하겠다.

부록. 부산, 울산, 경남의 만화인프라 현황

1) 부산 지역
인구 330만 명과 인근 위성도시를 포함한 전국 2대 도시로서의 부산이 갖는 만화 인프라나 문화에 대한 의미는 함축적

이다. 한국전쟁 이후 부산은 한국 현대만화의 출발점이기도 했다. 피난 시기 만화출판과 작가활동이 집중되어 있었으며, 이

후에도 꾸준히 작가들이 다수 배출되었다. 1990년대는 동호회를 중심으로 한 ‘출판만화의 요람’4)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한

때 전국 최고의 만화학과 입학정원 수를 자랑하던 부산예술대학 만화창작학과가 성가를 드높이던 곳이기도 하다. 1990년

대 말 출판만화가 쇠퇴하는 부침을 겪고 이제 2000년대 들어 웹툰 프로 작가들이 다시 예전의 영광을 재현하려 하고 있다.

현재 관련 인원만 200여명 이 넘는다. 지역 만화 생태계가 자립갱생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점차 만화사업

과 인프라가 늘고 있다. 공공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문화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자체 부산 시

나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등이 꾸준히 사업을 개발, 확장하고 있다. 부산의 관련 만화사업은 다음과 같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공모전 & 아카데미

부산에는 콘텐츠 관련 사업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그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 그간 진흥원은 줄곧 게임과 애니메이션

분야에 관심을 쏟고 있었으나 만화 분야는 2010년 이후 조금씩 존재감을 인정받았다. 

첫 사업으로 시작된 공모전의 경우, 대개의 지자체가 청소년 대상에

한정하는데 비해 진흥원은 ‘일반 프로 아마추어 작가를 모두 포함하는

판타지 장르로 특화된 만화공모전’을 개최해 오고 있다. 대부분 추세를

반영해 80% 이상이 웹툰 형식으로 응모되고 있다. 그간의 공모전으로

다수의 젊은 창작자가 등단하고 역량을 인정받았다. 상금규모는 한 해

1,400만 원 규모이다. 그간의 대회 개요는 다음과 같다.

최근에는 <브랜드 웹툰 공모전>도 신설했다. 부산 지역의 문화원형 또는 스토리, 장소 등을 소재로 한 웹툰 작품 공모로

부산지역 출신이거나 거주하는 작가들로 한정해 공모했으며, 선정 작품 회당 3백만 원씩을 지급한다. 시상으로 끝나지 않

고 출판, 웹툰 연재와 결과물까지의 전개도 예정해 놓았다. 진흥원은 <웹툰 창작 체험관 웹툰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해에 이어 아카데미를 신청 받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용중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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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제로 1990년대 300여 개의 동호회가 있었다고 한다. 현재 웹툰 작가로 활동 중인 작가들이 대표적인 동호회 출신인데 당시 <태극>에는 <8용신 전설>, <나우>의 박성우, <세이 러브>, <스쿨라이프>의 문석배, <딥

>, <인간의 숲>의 김태헌, <테러맨>, <서유기 플러스 어게인>의 고진호 등이 포진해 있었다. 그들은 일명 ‘수정동 화실’이라고 불리는 아지트에서 서로의 만화적 기술을 공유하고 또 공부함으로써 기술적 상향 평준화

를 이루어냈다고 한다.

회차 시상 규모

2012 제1회
대상 500만원

최우수상 300만원
우수상 200만원(3명)

2013 제2회

2014 제3회

2015 제4회

<표 3> 만화공모전 시상 규모



양정 청소년수련원의 <전국만화공모전>

거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소규모 지역 청소년 수련원이 15년간 전국공모전으로 만화문화를 이끌어 오고 있는 곳도 있다.

바로 부산의 양정 청소년수련원. 지역에서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전국규모 공모전을 주최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대회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 부분별로 응모작이 해마다 늘고 있으며, 매 해 시상규모는 대략 800여만 원 규모이다. 수

련원 측은 공모전 수상작을 선정, 시상한 이후 자체 청소년문화축제 기간 동안 상설 전시한다. 위에 제시한 표는 최근 3년

간의 행사 내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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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부산 판타스틱 만화 공모전과 웹툰 아카데미

<그림 3> 양정 청소년수련원 공모전 포스터와 부산경남만화가연대 모임

• 교육 기간 : 2016년 7월 29일~9월2일 매주 금요일, 18:00~21:00

• 심화 과정 마감 캠프 : 9월 2일, 3일 / 1박2일

• 교육 장소 : 부산 CKL 5F 웹툰 창작 체험관/ 복합 공간 등

• 일반 과정 - 일반 기초 교육(웹툰 기본 개념, 기획, 스토리 설정 등)

심화 과정 - 심화 전문가 교육(원고작업 노하우 집중교육, 1인 1작품 완성 및 품평회 진행)

• 모집 인원 : 각 과정 당 일반인 20명 씩



만화 관련 단체

부산은 만화 관련 단체가 적지만 역설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중에서 그나마 가장 잘 운영되고 있다. 그것은 수도

권과 멀리 떨어진데다 대도시라는 특징, 그리고 2000년대 이후 웹툰이라는 환경으로 공간 제약이 희박해짐에 따라 지역 거

주 작가 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중앙의 만화가 조직의 지부를 비롯해 자체 작가 모임, 그리고 장르별 모임도 있다. 이들은

친목 위주의 활동과 전시, 행사, 사업을 진행하며, 한편으로는 중앙에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관련 교

수, 전문가, 대학원생이 포함된 포럼과 협회도 있다. 다음은 부산지역 관련단체 현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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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별 일시 공모전 접수 작품 수

제14회 
청소년만화축제

2013.
11.22~23

총 252작품
일러스트 135점

카툰 31점
극화 10점

캐릭터 75점
애니메이션 1점

제15회 
청소년만화축제

2014. 
12.12~13

총 257작품
일러스트 96점

카툰 21점
극화 20점

캐릭터 116점
애니메이션 4점

제16회 
청소년만화축제

2015. 
12.4~5

총 332작품
일러스트 83점

카툰 96점
극화 2점

캐릭터 145점
애니메이션 6점

<표 4> 청소년만화축제

단체명 인원

부산경남만화가연대 100여 명

한국만화가협회 부산 지부 30여 명 (부산경남만화가연대와 중복)

전국시사만화협회 부산 지부 7명 (부산경남만화가연대와 중복)

부산카툰협회 10여 명

부산영상애니메이션포럼 40여 명 교수, 석박사, 전문가로 구성

부산애니메이션협회 30여 명 2016년에 설립

<표 5> 부산 만화관련 단체



2) 경남 지역

웹툰 창작 체험관

창원에 소재한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올해부터 한국만화영상원의 웹툰창작 체험관 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경

남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최초이며 지역만화 인프라 기초 조성의 의미가 크다. 올해 시행 중인 아카데미는

다음과 같다. 

웹툰 기초, 중급 과정으로 수강료는 무료이다. 공간은 지역 갱생 프로젝트로 예전 공장건물 부지에 새로 지운 문화시설이다. 

3) 울산 지역
울산은 광역시 급 규모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문화적 혜택은 많지 않은 편이다. 다만 지역 소규모 시민단체가 꾸려온

만화축제와 공모전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대규모 기반 투자도 회자되고 있다. 국립 애니메이션 전문 고등학교도 그

인프라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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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창원 웹툰 창작 체험관과 울산의 들꽃만화축제

구분 기초과정 중급과정

과정명 <웹툰, 새싹들의 기지개> <내일은 웹툰왕>

목  표 웹툰 입문자를 위한 기본 개념 및 초급기술 등 교육
예비 창작자를 위한 실전 제작, 연출기법, 후반 작업 등

완성도 향상

대  상 청소년, 일반인 예비창작자

인  원 30명 (주간:15명 / 야간:15명) 15명

내  용
웹툰 개론, 기획과 스토리, 제작방법,

기초드로잉, 프로그램 사용 등 기초교육
웹툰 기획, 스토리텔링, 콘티,
원고·편집 작업 등 집중교육

기  간 2016년 8~10월 2016년 8~11월

장  소
‘문화대장간 풀무’ PC교육장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창원국가산업단지 제3아파트형 공장 내)

<표 6> 경남지역 웹툰 창작 체험관



들꽃 만화축제

초창기 울주군 범서읍이란 작은 지역에 만화축제가 등장한 것은 지역 문화운동의 일환이었다. 10여 년 전 이곳의 초등학

교가 대단위 개발에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이를 보존하기 위해 시민운동이 벌어졌다. 마침 이곳 출신인 박재동 작가와 지

역 시민단체인 범서문화운동이 협력해 끈질기게 보존 운동을 벌였다. 노력은 결실을 거둬 학교 부지에 들꽃학습원이 들어

섰으며, 이를 기념해 만화축제를 조촐하게나마 시작했다. 적은 민간예산과 지자체의 도움으로 10여 년을 이끌어 온 내공을

자랑하고 있다. 그간 공모전, 축제, 창작 캠프를 운영해왔다. 시민단체의 자체 노력으로 이렇게 꾸준히 지역만화 축제를 이

끌어 온 곳은 매우 희귀한 사례이다. 부산의 진흥원, 양정 청소년수련원, 김해시 모두 국비, 시비 지원 사업으로 진행 온 것

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이다.

전체 예산규모는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대이지만 그간 명맥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온 것이 기적이라 할 만하다. 인기

만화가의 고향이라는 상징성과 지역 시민단체의 끈기로 이어져 온 대회는 올해에도 이어진다. 관 주도의 경남만화·애니메

이션페스티벌이 중도에 지자체들의 이해관계로 갑자기 사라진 것을 감안하면, 소규모 시민단체와 지역민의 힘으로 만화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성공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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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문화 향유 활성화 방안Part 1

회차 사업명
지원기관

기관
참가인원
인원(명)

예산
(단위:천원)

장소 비고

2008
제1회 박재동화백과 함께하는

만화그리기 대회
울주군 700 3,900 들꽃학습원 공모전 현장그리기 대회

2009
제2회 박재동화백과 함께하는

만화그리기 대회
울주군 500 3,740 들꽃학습원 공모전

2010
제3회 박재동화백과 함께하는

만화그리기 대회 
울주군 500 4,300 들꽃학습원 공모전

2011
제4회 박재동화백과 함께하는

만화그리기 대회

울주군 500 10,460
외고산

옹기마을
옹기축제참가

공모전

교육청 25 7,260 학생수련원

2012
제5회 들꽃만화축제 울산시 700 11,000 들꽃학습원 경상일보 공동

제1회 들꽃만화캠프 교육청 25 6,400 학생수련원

2013
제6회 들꽃만화축제 울산시 700 4,750 들꽃학습원 경상일보 공동

제2회 들꽃만화캠프 교육청 22 3,600 내와수련원

2011
제4회 박재동화백과 함께하는

만화그리기 대회
울주군 500 10,460 외고산 옹기축제참가

2014 제7회 들꽃만화축제 울산시 600 14,000 들꽃학습원 경상일보 공동

제3회 들꽃만화캠프 교육청 28 3,757 내와수련원

2015
제8회 들꽃만화축제 울주군 700 15,000 선바위공원

공모전
가족만화그리기대회

제4회 들꽃만화캠프 교육청 26 3,246 언양 집청정

<표 7> 울산지역 만화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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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토론 09.

지역의 향유문화를 위한 만화 전문 행사의 명암
: <경남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을 중심으로
_ 발제 : 윤기헌(부산대학교 디자인학과 교수)

⦁ 부산에서 개최한 ‘글로벌 웹툰 쇼’에 다녀왔다. (손님들이)서울에서도 오고 (부산)시장도 왔는데, 참여자가 적어서 아쉬웠다. 벡스코는

상당히 큰 행사장소인데 그런 문제를 왜 감안을 하지 않고 진행을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 정부의 지원도 없고 적은 협찬으로 행사규모를 1/3, 1/4로 축소하여 평일 3일간 진행하였다. 지역방송국이나 시장, 시의회에서는 ‘괜찮은

꺼리다’, ‘키워볼만 하다’ 정도의 인식을 준 것이 효과였다. 나머지는 엉망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컨벤션을 하는데 시비를 안 받고 하는 건

힘들다. 내용은 실패를 했어도 외부적으로는 광고, 홍보효과는 있었다고 본다.

⦁ 행사의 대상이 누구였는가? 비즈니스 행사인가? 웹툰 소개였는가? 교류였는가? 컨셉은 무엇이었는가?

⦁ 보이는 것이 다였다. 컨벤션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러나 막상 하려고보니 예산 문제가 많았다.

⦁ 어떤 식으로 차별화를 하려고 했는가? 출판만화 때와 웹툰의 경우 전시방식이 다다.

⦁ 차별화라기보다 30명의 작가를 뽑아다 붙이고, 부스 만들고, 그게 다였다.

⦁ 에이전시는 ◯◯이었다. 민간회사 하나가 부산에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시행착오가 많았다.

⦁ 페스티벌을 민간에서 한다는 건 사실 상당히 어렵다. 관하고 결합해서 하는 경우에 추진해나가는 조직을 구성하고 나름대로 공정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시에서 예산을 받기 시작할 때는 향후 비전을 생각하는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한다. 시나 지역의 방송국이 들어오는 순간, 지역의 비정상적 카르텔이 존재한다. 그리고 소통구조가 정상

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 

⦁ 향유 실태라기보다는 문화관련 기관 인프라에 대한 설정으로 제목을 문화시설 현황으로 바꾸어야 할 것 같다.

⦁ 인프라와 프로그램의 라인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향유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좀 더 사람들이 즐기기 위해

서는 어떤 것이 되어야할 것 같다는 게 있어야할 것이다.

⦁ 제목을 만약 그렇게 간다면, 부경지역에서 활동하는 오프라인 동호회나 즐기는 사람, 만화 관련 교육생 등 그런 것들을 실제 자료조사를

하는 질적 연구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 장기적으로는 만화전문가와 활동가로서 보았을 때 경남만화페스티벌이 어떻게 가면 쉽게 없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인가. 왜 그것이 안

되었을까 등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페스티벌을 통해서 본 경남 만화문화 향유의 문제점. 차후에 어떤 사전작업이 필요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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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을 위한 ‘가이드 라인’ 제안



1. 글로벌 시장의 한국 웹툰 

디지털 만화는 디지털화된 만화, 즉 책이나 잡지와 같은 구체적인 물성이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로 된 만

화를 뜻한다. 디지털 만화는 광의의 디지털 콘텐츠로, 디지털 콘텐츠는 형태, 기술, 복제 속도, 제약성 등에

있어 아날로그 콘텐츠와 다음과 같은 근본적 차이를 갖는다. 첫째, 형태적인 측면에서 디지털 콘텐츠 데이

터는 육안으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둘째, 디지털 콘텐츠 데이터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기기가 필요하다. 셋째, 복제에 있어서 기존 아날로그 콘텐츠보다 복제가 용이하고, 복제에 소요되는 시간

이 짧다. 복제 후에도 원 데이터의 손실이 거의 없다. 넷째 물리적 전송이 필요 없고 통신회선을 통해 전달

이 가능하다. 따라서 전 세계에 전송이 가능하다. 다섯째, 디지털 데이터이기 때문에 보관이 쉽고, 또한 영

구적 보관이 가능하다.1) 세계 만화시장은 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의 보급으로 디지털 만화로 빠르게 전

환되고 있으며, 디지털 만화의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권 소비자들의 디지털 이탈이 빠른 속

도로 진행되고 있다. 2011년부터 시장 확대가 가속화된 북미의 디지털 만화는 2018년 10억 달러 규모의 시장

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2)

국내 만화시장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4 만화산업 통계》에 따르면, 매출액 7,900만 원으로 조사되었

다.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웹툰 산업 형황 및 실태 조사 연구>에서 2014년 웹툰 시장규모를 제작시장

1,083억 원, 플랫폼 389억 원, 에이전시 47억 원으로 총 1,718억 원으로 조사되어 전체 만화시장의 22%를 웹

툰 시장이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1> 참조)

웹툰 정보 사이트 ‘웹툰 인사이트’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은 35곳이다. 이 중에서 스포츠신문

웹툰 서비스와 페이스북이나 만화인 등 웹툰 플랫폼이라 보기 어려운 곳을 제외하고, 새롭게 런칭한 ‘배틀

코믹스’, ‘만두코믹스’, ‘코코믹스’ 등을 포함하면 총 34곳의 플랫폼이 남는다. 이중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의

미 있는 업데이트가 중단된 타다코믹스, 네이트, T스토어, 곰툰. 새로운 플랫폼으로 이전되거나 통합된 말

풍선코믹스(피너툰으로 재오픈), 엠툰(짬툰과 통합), 그리고 출판만화만을 주로 서비스하여 디지털 만화 플

랫폼의 정체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빅툰, 프라이데이코믹스, 웹툰을 개발해 다른 플랫폼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AP코믹스를 제외하면 2015년 12월 현재 활성화되어 운영되는 플랫폼은 26개가 남는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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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석규(2006), 멀티 플랫폼에서의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산업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2) 한국콘텐츠진흥원(2015), 《세계 만화시장 규모 및 전망(2009~2018)》

한국 웹툰 수출입 시장 분석
_ 이승진(경기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주제발제 01



이처럼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며 발전하고 있는 웹툰 시장은 이제는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때라고 생

각한다. 국내 웹툰 시장은 국내뿐만 아닌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국내 웹툰 업체들이 글로벌로 영역으로 활발

히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출판만화시장 중심인 일본에서는 국내 디지털 시장으로의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2개의 만화잡

지를 거느리고 있는 일본의 고단샤(講談社)가 모든 만화잡지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플랫폼에서 직접 서비스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처럼 수출과 수입의 공존으로 국내시장은 출판만화와 웹툰으로 양질의 작품을 전 연령대가 공유할 수 있게 되었

으며 글로벌 웹툰 시장에서는 한국 웹툰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만화의 수출과 수입의 현재 상황

과 산업형태를 살펴보고, 미래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세계 웹툰 시장 현황

세계 만화산업은 2013년 74억 6,500만 달러에서 7.3% 감소하여 2014년 69억 1,700만 달러의 규모를 보였다. 플랫폼 별 성

장률에서는 인쇄만화 시장은 8.4% 감소하였으며 디지털 만화는8.8%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만화시장은 인쇄만화의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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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콘텐츠진흥원(2015). <웹툰 산업 형황 및 실태조사 연구용역> 4) http://blog.naver.com/enterani/220565016305

구분 수익 항목 규모(억원) 근거/추정기준

제작
시장

웹툰
작가

원고료
536.38
78.4

웹툰수/등급별 작가비율 * 평균 원고료
유료콘텐츠 판매수익

수익쉐어 광고료 84 동일

광고웹툰 원고료 31.2
전문가인터뷰 참조

브랜드웹툰 평균원고료 650만원 x 40개 x 12회

PPL사용료 1.2
광고웹툰 웹고료 100% 규모 추정

(전문가인터뷰 참조)

2차 저작권 라이센싱 수익 53.63 원고료 10% 규모 추정 (전문가인터뷰 참조)

보조작가 인건비 수익 268.19 원고료의 50% 규모 추정 (전문가인터뷰 참조)

소계 1,083

플랫폼

광고수익 405
네이버 웹툰 광고 소개서 및 전자신문

(22억 5천만건 기준,1회 노출당 1.5원 기준)

브랜드웹툰
광고수익

48
전문가인터뷰 참조

회당 약 1,000만원 x 40편 x 12회

PPL수익 24 광고웹툰의 50%

유료콘텐츠 이용수익 112
신문기사참조

레진 24억/ 탑툰 76억/ 네이버 4억/다음카카오 8억

소계 589

에이전시 저작권관리 수수료 46.77 원고료 제외 작가 수익의 10% (전문가인터뷰 참

소계 46.77
합 계 1,718.77 억원

<표 1> 2014년 웹툰 산업 시장 규모 추정 및 산정3)



은 감소하고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영향으로 디지털 만화시장이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만화시장의 경우, 2013년 전

년도 대비 17.2% 하락한 규모를 보였는데, 엔화 가치의 하락과 더불어 인쇄만화 시장의 수익이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다. 중국 만화시장의 경우, 2013년 인쇄만화 시장은 전년 대비 10.5% 감소하였으며 디지털만화 시장의 경우 비중은 아직 미

미하지만 지속적인 성장률을 나타내어 2013년에는 전년 대비 9.9% 성장한 1,200만 달러 규모를 보였다. 미국 만화시장의 경

우,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들의 큰 성공을 힘입어 디지털 만화의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2년 대비 15.8% 증가한 성

장률을 보였다. 프랑스 만화시장은 출판 속도가 매우 느리고 작가 수가 적은 편이어서 연간 출판량은 다소 저조한 편이다.

2013년 인쇄만화의 경우 0.7% 하락하여 4억 8,500만 달러의 규모를 보이는 반면, 디지털 만화시장은 전년 대비 25.2%의 성

장률을 보이며 3,300만 달러의 시장 규모를 기록하였다. 프랑스의 디지털 만화시장은 새로운 만화의 창작, 홍보 등을 위해

주로 활용되며 보편화되지 않은 상태이다.5)

전반적인 세계 만화 시장의 트렌드는 스마트 기기의 보급에 따른 디지털 만화로의 전환이다. 출판만화 강국인 미국과 일

본은 대형 출판사들이 자사의 만화를 디지털화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IT 업계의 주도로 웹툰 플랫폼도 늘어 가고 있다. 

이에 국내 웹툰은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스마트 기기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2014년 네이버

웹툰이 모바일 메신저 ‘라인(LINE)’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을 시작한 이후 많은 플랫폼들이 적극적인 해외 서비스를 진행하

고 있다. 2015년 레진코믹스와 탑툰이 일본어와 대만어로 번역된 플랫폼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현재 북미시

장까지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북미 지역에 직접 회사를 설립하여 한국 웹툰을 서비스한 타파스틱은 현지 웹툰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 해외 콘텐츠 플랫폼과 연계하여 웹툰을 진출시키는 사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014년 4월 영국 런던도서전에서 웹툰을 두고 ‘한국에서 이륙(take off)’한 새로운 현상’이며, ‘런던 지하철에도 와이파이

(wifi)가 터지면 웹툰이 무료 신문을 밀어낼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코티나 버틀러(Cortina Butler) 영국문화원 문학부장 역

시 “웹툰은 21세기 디지털 문화가 낳은 획기적인 장르”라며 “IT가 발전하고 독자가 전자책에 익숙해질수록 웹툰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6) 웹툰은 웹과 모바일에 최적화된 맞춤형 만화 콘텐츠로서 해외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획

기적인 향유 거리로 평가받고 있으며 공식적인 플랫폼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 의지로 콘텐츠 시장 성장의 가능성이 더욱 높

아질 것이라 평가된다.

1) 미국
미국의 만화시장은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인 출판만화가 2008년 이후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애플사가 태블릿 PC를

선보이고 마블사의 만화가 여러 형식의 디지털화 작업을 거쳐 공개되면서 디지털 만화시장의 확대가 가속화되었다. 그러

나 이 시기 디지털 만화는 출판만화를 매체에 맞게 변환한 것이었으며, 웹으로만 유통되는 웹툰에 대한 관심이나 글로벌화

노력은 아직 미미했다. 2014년 2월, 마블사가 12개국 언어를 지원하는 마블 글로벌 코믹스(Mavel global comics)를 애플 앱

스토어에 선보이고, 2014년 4월 아마존이 디지털 만화 포털인 코믹솔로지(Comixology)를 인수하면서 웹툰에 대한 관심과

글로벌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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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콘텐츠진흥원(2014), 《2014만화산업백서》, pp.324~378 참조 6) 박돈규(2014. 4. 10). 런던도서전이 주목한 태호 “그는 가장 획기적인 웹툰 작가”. 조선일보 문화면 

7) 한국콘텐츠진흥원(2014), 《북미 디지털 만화시장의 현황과 전망》,13호, p.6.



미국의 디지털 만화는 대부분 출판만화를 디지털화한 디지털 코믹스(Digital comics)이며, 한국의 웹툰 같은 형식의 만

화는 웹코믹스(Webcomics)라 불리며 개인 사이트를 중심으로 발전했다. 현재 북미 디지털 만화시장 매출의 대부분을 디

지털 코믹스가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코믹솔로지 등이 확립한 유료 결제 모델로 독자들이 손쉽게 돈을 지불할 수 있

기 때문이다. 개인 사이트를 중심으로 발달한 웹코믹스 시장의 경우 유명 사이트인 XKCD(xkcd.com), 디오트밀(theoat-

meal.com), 익스플로즘(explosm.com) 등이 광고와 상품 판매로 연간 수십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8)

북미의 웹코믹스 중 70~80% 정도는 짧은 개그나 일상에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의 웹

툰 기법을 벤치마킹하여 독자적인 스타일을 갖춘 실험들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북미에서 웹코믹스가 개인 사이트를 중심

으로 발달한 것은 웹코믹스 전용 플랫폼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타파스미디어가 2012년 웹툰 전용 플랫폼 타

파스틱을 만들어 북미 시장에 진입했다.9)

타파스틱은 북미 디지털 만화시장이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 아래 한국의 웹툰 플랫폼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한국

웹툰 플랫폼의 연재 서비스 방식을 벤치마킹하여 퍼블리싱 플랫폼과 세로 스크롤 형식의 버티컬 스트립(Vertical Strip) 방

식을 선보이고, 배경음악· gif·플래시 애니메이션 등 한국 웹툰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효과를 구현한 작품들을 연재하여

차별화를 꾀하였다. 또한 한국 웹툰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북미 지역의 신인작가를 발굴하여 다양한 작품을 연재하고 있

다. 이러한 노력 끝에 타파스틱은 2014년 기준 40만 명 이상의 독자를 확보하며 북미 만화시장에서 대표적인 웹툰 플랫폼

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2014년 8월부터 크라우드 펀딩이 발달한 북미의 독자들을 겨냥하여 월간 기부 시스템(Monthly

support system) 수익 모델을 만들어 이를 통해 작가와 회사가 수익을 나누고 있다.10) 

2) 일본
일본의 만화산업은 2011년을 기점으로 태블릿 PC, 이북 리더기(E-book reader) 등의 보급으로 전자책 시장이 활성화되

면서 디지털 만화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다. 2011년 이전에도 디지털 만화를 휴대폰으로 감상할 수 있었으나, 디지털 만화를

감상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늘어나고 화면 크기가 커지면서 출판사 입장에서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좀 더 손쉽게 디지털

만화를 서비스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작은 휴대폰 화면을 통해 서비스되던 ‘휴대폰 콘텐츠’는 2011년부터 자연스럽게

감소세로 돌아섰다.11)

출판만화를 대체해 버릴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시작된 디지털 만화의 성장은, 오히려 출판만화의 보완재 역할을 하며 독

자층을 확대시키는 결과로 이어져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일본의 디지털 만화 서비스 확대는 일본 만화시장 전

체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출판사가 점유해 왔던 과거 만화산업과 달리, IT 업계의 신생 회사들이 만화의

제작·유통·서비스 영역에 참여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또한 DeNA가 운영하는 망가박스, NHN 플레이아트가 운영하는 코미

코(comico) 등 무료 연재 플랫폼들이 대형 출판사의 소년 만화잡지의 발행 부수보다 높은 다운로드 수를 기록했다.12)

이처럼 디지털로 유통경로가 변화하면서 기존의 도매와 소매 시스템이 무너져 출판만화잡지 시장은 하향세로 접어들었

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접근하는 웹툰 플랫폼이 출판만화잡지를 대체해 버린 것이다. 대표적인 일본의 웹툰 플랫폼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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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국콘텐츠진흥원(2014), 《북미 디지털 만화시장의 현황과 전망》, 13호, pp.6~7. 9) 한국콘텐츠진흥원(2014), 《북미 디지털 만화시장의 현황과 전망》13호, pp.9~10.

10) 한국콘텐츠진흥원(2014),《북미 디지털 만화시장의 현황과 전망》13호, p.8. 11) 한국콘텐츠진흥원(2014), <일본 출판&만화 산업 현황-141103>,《일본콘텐츠산업동향》제18호, p.3.

12) 한국콘텐츠진흥원(2014), <일본 출판&만화 산업 현황-141103>,《일본콘텐츠산업동향》제18호, p.11.



국 네이버의 일본 지사에서 만든 라인웹툰을 꼽을 수 있다. 라인에서 분할 설립된 NHN 플레이아트가 만든 코미코도 스마

트폰 용 웹툰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대만과 한국 등에 수출하고 있고, DeNA는 2014년 8월 쇼가쿠간 크리에이티브와 제휴하

여 스마트폰 용 만화 애플리케이션 잡지 <소년 엣지스타>의 유료 서비스를 시작했다. 고단샤의 22개 만화잡지도 디지털화

를 발표하는 등 일본 만화잡지는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다.13)

3) 중국
중국의 웹툰 시장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문화정책 지원과 스마트폰의 확산, 만화산업 작가 및 독자층의 급속한 증가, 유

료 결제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2014년 3억 5,900만 달러 규모에서 2018년 4억 1,400만 달러가 넘는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14) 중국에서 웹툰을 서비스하는 플랫폼으로는 텐센트· 시나웨이보 등의 포털 사이트, 차이나모바일 등의 이동통

신업체, 지음 만객·만우 등의 만화잡지사, U17 등의 웹툰 전용 플랫폼이 있다. 중국에서 웹툰이 급속하게 발전, 흡수되고 있

는 것은 모바일의 확산과 더불어 1980· 1990년대 이후에 출생한 ‘바링허우’와 ‘주링허우’ 세대들의 활약 덕분이다. 바링허우

와 주링허우는 일본만화인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 등을 보고 자란 세대로 만화에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 이

세대 만화가들의 작화와 연출 실력은 한국과 일본 못지않게 세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적인 작가 탄지우의 <SQ(그

들의 이야기)>는 한국의 박미숙 작가 표절 사건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15)

웹툰의 빠른 흡수, 중국 자체 제작 웹툰의 증가로 중국 웹툰 서비스 전문기업들은 1,000억 원대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중국 웹툰은 PPL 광고료의 비중이 높은 한국 웹툰의 수익구조와 달리 원고료가 가장 큰 수익원이다. 클릭 수 당 매출

이 산정되는 구조로 차이나모바일에서 유료 매출 1위 웹툰의 경우 월 1억 위안(약 180억 원)의 수익을 내지만, 상위 랭커와

하위 랭커 간의 수익 차가 큰 편이다. 그리고 플랫폼 측과 콘텐츠 제공자가 각각 60대 40의 비율로 수익을 나누므로 한국

웹툰 제공업체가 큰 수익을 얻기는 어려운 환경이다. 이 때문에 중국에 진출한 한국업체들은 PPL 광고 계약을 유리하게 맺

어 실질적 매출을 늘리려고 노력 중이다. 중국은 PPL에 대한 규제가 없어서 국내 웹툰 제공사는 PPL 광고로 추가 매출을

올리는 데 열중하고 있다. 한국의 다온크리에이티브는 중국 텐센트, U17, 시나웨이 등 대표적인 웹툰 플랫폼에 서비스되는

한국 웹툰의 PPL 광고 대행을 진행하기 위해 중국에 진출했다.

중국이 외국 회사들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고, 불법 시장에서 한국 웹툰이 유통되고 있어 수익을 내는 데 어려움이 큰

것은 사실이나, 최근 중국 정부의 강력한 문화지원 정책과 함께 불법유통 근절 운동이 일어나면서 콘텐츠의 유료 결제에 대

한 인식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더불어 텐센트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회원이 급증하면서 웹툰 유료화 전망도 긍정적이다.

한국에서는 다음카카오, 레진코믹스, 마일랜드, 본애드컴 등이 중국의 웹툰 플랫폼과 제휴하여 웹툰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라인웹툰도 중국어 웹툰 플랫폼 서비스를 하고 있다. 탑툰 역시 대만을 교두보 삼아 중국으로 진출할 계획이다.16)

불법 유통망과 유료결제에 대한 거부감은 한국 웹툰의 중국 진출에 큰 걸림돌이다. 2011년부터 중국에 한국 웹툰을 서비

스하고 있는 마일랜드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5년간 수익을 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국에서 정식 연재된 <은밀하

게 위대하게>는 연재 전 이미 40여 개 사이트에서 불법적으로 무단 게재되었고, 2013년에는 중국에서 불법유통되는 웹툰

작품 21개가 적발되기도 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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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한국콘텐츠진흥원(2014), <일본 출판&만화 산업 현황-141103>,《일본콘텐츠산업동향》제18호, p.24. 14) 한국콘텐츠진흥원(2015), 《2014 해외콘텐츠시장조사 4-아시아·태평양》

15) 한경닷컴, 〈중국 콘텐츠의 역습〉, 2015.7.2. 16) MK뉴스, <中도 알았다. 한국 웹툰의 매력>, 2015.6.14.



3. 한국 웹툰의 해외 진출(수출) 현황

국내 웹툰 서비스는 크게 포털사이트 중심의 웹툰 서비스와 웹툰 전문 플랫폼으로 나뉜다. 두 플랫폼 모두 국내 시장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외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웹툰 플랫폼 자체의 수출, 콘텐츠 수출 등의 두 가지 방식으로 해외진출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수출된 콘텐츠를 현지 업체와 함께 서비스하는 업체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는 대표적인 플랫폼 수출의 사례로 모바일 메신저인 라인을 중심으로 라인웹툰을 서비스 하고 있으

며 또 다른 대표적인 포털사이트인 다음카카오의 경우에는 콘텐츠 수출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외 탑툰, 레진코믹스 등의

플랫폼 또한 해외로 진출하였고 타파스틱의 경우 처음부터 북미지역을 대상으로 플랫폼을 구축한 사례이다. 이외 마일랜

드, 투니온 등의 업체에서 해외 플랫폼을 연계하여 콘텐츠를 수출하고 있다. 

1) 포털사이트 플랫폼의 해외진출 현황

(1) 네이버-라인웹툰

네이버는 모바일 메신저 라인 출시와 함게 이용자수 확대 전력으로 국내 웹툰 60여 편을 일본어로 번역하여 무료로 서

비스하기 시작했다. 이후 2014년 7월 라인웹툰을 통해 <노블레스>, <신의 탑>, <갓 오브 하이스쿨> 등의 인기 작품을 중심

으로 해외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현재 라인웹툰은 영어, 중국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로 감상할 수 있고 모바일 애플리케

이션과 웹에서 모두 이용이 가능하며, 네이버 웹툰처럼 요일제 업데이트 방식을 적용하여 매일 7개에서 10개의 작품이 노

출되고 있다. 60편으로 시작한 라인웹툰의 작품 수는 2015년 7월 372편으로 6배 이상 증가했으며 2차 저작물 판권 계약 또

한 30건 이상이다.

라인웹툰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안정적으로 자리잡기 위해 영어권, 중국어권, 태국어권 등의 작가를 영입하여 현지 콘텐

츠를 제공하고 있다. 가능성 있는 현지 웹툰 작가 발굴을 위하여 네이버 웹툰의 ‘도전 만화’와 같은 ‘챌린지 리그’를 개설하

였는데, 2015년 1월 현재 영어 작품 1,200여 개, 중국어 작품 500여 개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18) 또한 다양한 언어권 소비자

창출을 위해 ‘참여 번역’서비스를 도입하였다. 참여 번역 서비스는 라인웹툰이 서비스하는 언어 외 지역의 독자들이 직접

작품을 번역하며 다른 독자들을 통해 검토 및 수정 과정을 거친다. 소비자들 간의 사용자 평가가 이루어져 우수 번역자에

대한 승격 시스템 등을 함께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미국 만화계의 전설 스탠리, 유튜브 스타 미셸 판 등의 유명인이나 파트너사와 제휴하는 등 다각적인 시도를

통해 높은 방문자 수를 보였으며 일본시장에서 50여 개 출판사, 3만여 권의 작품을 제공받아 유통하는 일본 최대 모바일 웹

툰 플랫폼으로 성장하여 콘텐츠 당 450~3,000엔의 수익을 내고 있다. 그러나 아직 라인웹툰은 타 콘텐츠 매출을 견인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으며, 웹툰 콘텐츠만의 매출은 미미한 수준이다.

경계해야 할 점을 꼽는다면, 우선 일본은 태블릿 PC등의 보급으로 자국 출판만화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는 것을 꼽을 수 있다. 또한 라인을 개발했던 NHN 플레이아트가 2013년 10월 18일 오픈한 웹툰 서비스 코미코의 성장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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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MK뉴스, <中도 알았다. 한국 웹툰의 매력>, 2015.6.14. 18) 중앙선데이, <글로벌화 원년, 한국 웹툰 제2전성기>, 2015.1.18. 참조



협적이다. 일본과 대만 등에서 일본 작품 위주로 서비스를 시작한 코미코는 2014년 10월부터 한국에도 진출했으며, 전 세계

누적 다운로드 수 1,000만 건을 돌파했다. 만화 강국의 웹툰 플랫폼인 만큼 잠재력이 커 한국 웹툰의 강력한 경쟁상대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코미코는 다른 웹툰 서비스사들과 마찬가지로 웹툰을 통한 2차 저작물 사업의 성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서 더욱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19) 

(2) 다음카카오

다음카카오는 2014년 타파스스미디어와의 제휴로 ‘만화 속 세상’의 웹툰을 번역하여 서비스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외 진

출에 나섰다. 2014년 1월부터 약 50여 편의 작품을 타파스틱에서 연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북미뿐 아니라 중국의 포털 사

이트 텐센트의 큐큐닷컴, 중국 최초 만화 사이트인 U17, 차이나모바일의 콘텐츠 플랫폼 열독기지, 웹툰 전문 애플리케이션

미람만화 등 중국 대표 콘텐츠 플랫폼 4곳에 다음카카오의 웹툰 47작품을 시작으로 현재 80여 개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중국 서비스의 첫 작품은 훈 작가의 <은밀하게 위대하게>, 유현숙 작가의 <호구의 사랑>, 강풀 작가의 <마녀>와 <어게

인> 등, 영화와 드라마 같은 2차 콘텐츠로 재생산되며 인기를 얻고 있는 작품들로 선정되었다. 2015년 8월 큐큐닷컴에 연재

중인 장작 작가 <0.0Mhz>는 조회 수 1,000만을 돌파하며 큰 인기를 얻었다.

다음카카오는 웹툰을 해외 플랫폼에 서비스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해외 출판사와의 협업, 웹툰 라이선스 사업 등 다양

한 경로로 접근하고 있다. 미국의 마블사와 제휴한 <어벤저스 : 일렉트릭 레인>과 루카스필름사와 제휴한 <스타워즈 : 깨

어난 포스 그 이전의 이야기>가 해외 협업 웹툰의 사례이다. 그 외 드라마, 영화, 캐릭터 라이선스 등의 2차 저작물 판권 계

약도 함께 진행 중에 있다. 

2) 웹툰 전문 플랫폼의 해외 진출 현황

(1) 레진코믹스 

레진코믹스는 2014년 중국의 U17과 큐큐닷컴 등

에 연재 작품을 서비스하며 해외진출을 시작하였다.

이후 2015년 4월부터는 기존 작품 중 인기작품을 선

별하여 일본어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진출 3개월

만에 누적 조회 수 500만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2016년 1월부터 기존 웹툰의 영어 번역본을

제작하고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국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1월 이후 미국 현지 법인 설립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 레

진코믹스는 웹툰을 단순하게 언어만 번역하여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연출까지 현지의 콘텐츠 특성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책을 읽는 방식이 반대인 일본 독자들을 고려하여 말풍선과 이미지 배치 등을 일본식으로 변경했다. 

또한 레진코믹스는 일본 후지TV와 2014년 인기 드라마인 <메꽃, 평일 오후3시의 연인들>에 대한 웹툰 관련 계약을 맺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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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MK뉴스, <中도 알았다. 한국 웹툰의 매력>, 2015.6.14. 참조

<그림 1> <메꽃, 평일 오후3시의 연인들> 드라마, 웹툰 사례



다. 웹툰화 된 작품은 레진코믹스가 서비스 지역 및 콘텐츠 확대를 위해 방송국 등 해외 주요 콘텐츠사와 제휴한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레진코믹스는 해외 콘텐츠를 레진코믹스 플랫폼을 통해 새롭게 재탄생시켜 현지와 국내 양국에 유통하는 것

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며 이와 같은 원작이 있는 웹툰 콘텐츠 제작을 선보일 계획이다. 

(2) 탑툰

㈜탑코믹스의 웹툰 플랫폼 탑툰은 2015년 6월 대만과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 싱가포르, 홍콩 등으로 본격적인 해외시장

확대를 진행하고 있다. 대만 서비스는 서비스 시작 약 5개월 동안 110

여 개의 국내 작품을 통해 120만 명의 회원수와 150만 달러의 실적을

이루었다. 대만은 한류가 매우 인기 있고 거대시장인 중국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위해 해외 진출의 시작이 되었다. 현재

프리오픈 상태인 일본서비스는 5만 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하여 정

식 오픈 전 이미 그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탑툰은 2016년 해

외 1,700만 달러를 목표로 활발한 해외진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3) 타파스틱

북미 최초의 웹툰 플랫폼 타파스틱은 2012년 3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많은 성과를 거뒀다. 타파스틱 설립 당시 북미에

는 웹툰 전용 플랫폼이 없었으므로 주로 인디 작가들이 개인 활동으로 웹툰을 만들고 소비하고 있었다. 타파스틱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스맥지브스(SmackJeeves), 더덕(TheDuck), 잉크블레이저(Inkblazers), 하이브웍스(Hiveworks) 등 주로

외부 작품 링크를 제공하던 군소 웹 코믹스사들과 차별된 웹툰 전용 플랫폼을 개설했다. 매일 발행되며 무료로 감상 가능

한 한국의 웹툰 플랫폼 전략을 그대로 벤치마킹하였다. 타파스틱에서는 약 6,000여 명의 작가들이 12만 편의 작품을 연재

하고 있으며, 60여 편의 한국 웹툰이 소개되고 있다. 2014년 기준 40만 명의 독자를 확보하며 북미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20)

타파스틱은 양질의 한국 웹툰을 매일 발행, 무료 감상 등의 국내 웹툰 플랫폼의 서비스 방식을 그대로 활용했다. 그러나

한국과 북미의 문화 및 정서적 차이를 고려하여 작품을 선별해 서비스했다. 한국 웹툰 특유의 장르인 병맛만화나 일상만화

의 경우 문화적 할인율이 높이 북미 독자에게는 큰 이질감을 느끼게 하여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였다. 북미에서 인기를 모

은 한국의 웹툰은 루드비코 작가의 <인터뷰>와 이세형 작가의 <늑대처럼 울어라> 등으로 히어로 장르 위주의 미국만화와

다른 참신한 소재로 큰 관심을 얻고 있다. 

타파스틱은 2014년 8월부터 독자 기부 시스템을 작가들을 위한 수익 모델로 구축하였다. 클라우드 펀딩이 익숙한 북미

지역에 적합한 맞춤형 유료화 모델로 독자들이 작가의 웹툰을 읽고 후원금을 내는 형식이다. 서비스 시작 후 한 달에 약

800달러 이상의 수익을 얻는 작가도 있다.

이후 미국 내 인지도가 높아지면 본격적인 유료화를 시도할 계획이다. 소액 콘텐츠 비즈니스는 카드 결제 수수료 때문에

유료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국내 플랫폼과 같이 가상화폐를 이용한 웹툰 유료화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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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대만의 ‘탑툰’

20) 한국콘텐츠진흥원(2014), 《북미 디지털 만화시장의 현황과 전망》 13호, p.8.



3) 해외시장 콘텐츠 제공 업체 현황

(1) 마일랜드

마일랜드는 2011년 설립되어 중국시장에 국내 웹툰을 서비스하고 있다. 중국 텐센트와 독점계약을 체결하고 텐센트동만

사이트에 한국작품을 유료 서비스한다. 진출 당시 중국은 만화 콘텐츠의 불법서비스로 인해 유료 웹툰이 사업으로 자리 잡

기 어려운 시장이었다. 또한 중국시장에 한국 기업이 직접 진출하는 것이 현행법 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화 플

랫폼 서비스의 진입 장벽이 매우 높았다. 텐센트와의 협업으로 마일랜드는 중국 내 사업 관련 허가증을 모두 취득한 상태

로 합법적 서비스가 가능한 플랫폼이 되었다.

현재 마일랜드는 텐센트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유료 정액제 회원수가 200만 명을 넘어선 상황으로 큐큐 메신져, 위

챗 등의 마케팅 파워와 함께 웹툰의 유료화를 꾸준히 진행 중이다. 

중국에서 서비스되는 인기 웹툰은 애니메이션화와 게임화가 중국회사들과 협의중으로, 중국 만화업계의 자연스러운 수

순으로 앞으로 한국 웹툰을 활용한 2차 저작물 시장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2) 투니온 - 롤링스토리

투니온은 윤태호·전극진·고영훈·양우석 등 국내 웹툰 작가 15명이 주축이 되어 만든 회사로 국내 작품의 해외진출 및 저

작권 관리를 담당한다. 투니온은 2014년 11월 본격적으로 한국 웹툰을 배급하기 위해 (주)롤링스토리를 설립하고, 2015년 8

월부터 웹툰 플랫폼 스팟툰(spottoon.com)을 통해 30여 편의 웹툰을 국외에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미국 뉴스사이트 허핑

턴포스트에 <이끼>, <트레이스>, <러브메이커>, <아만자> 등 10편을 서비스 중이다. CJ E&M이 투자· 제작한 웹툰 30편도

롤링스토리를 통해 북미 진출을 협의 중에 있다.

또한 2015년 10월에는 영화 <배트맨> 시리즈의 제작자인 브랜디드 엔터테인먼트(Branded Entertainment LLC)의 마이

클 유슬란과 계약을 맺고 한국 웹툰을 할리우드 영화나 TV 시리즈로 제작할 예정이다. 대상 작품은 임강혁· 홍성수 작가의

<피크(PEAK)>, 현재권 작가의 <트라이브 엑스(Tribe X)>, 남은혜· 단지 작가의 <시계수리공> 등이다. 이와 같은 한국 작

품의 해외진출과 영화 등의 2차 저작물 제작으로 한국작가들의 창의적 콘텐츠 발굴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글

로벌 시장에서의 웹툰의 성과를 통해 해외진출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해지고 있다.

4. 해외 만화 디지털의 수입 현황

국내 웹툰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콘텐츠의 필요성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웹툰과 함께 디지털 단

행본 콘텐츠의 소비량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대한민국 만화시장은 기존의 출판만화와 시장과 온라인 웹툰 시장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웹툰 시장은 세로 스크롤 형식의 웹툰 시장과 단행본 디지털 본 시장으로 구분된다. 국내의 경우, 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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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포털 중심의 세로스크롤 웹툰이 중심이 되어 발전되었으나 단행본 디지털 시장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일

본의 경우, 본디지털(Born Digital=디지털전용만화)작품, 종이출판을 하지 않고 디지털로만 서비스하는 작품 또한 적극적

으로 유통되고 있다. 단행본 디지털은 원고료 없이 저작권자와의 수익 분배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플랫폼의 손실률이 적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많은 만화 플랫폼에서 서비스되고 있으며 수입 단행본 디지털의 비중이 매우 높은 양상을 보인다. 

국내 디지털 만화시장은 웹툰 시장, 단행본을 디지털화시킨 디지털 단행본 또는 e북 시장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현재

국내 만화시장은 2010년 전후를 기점으로 웹툰 시장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2년 웹툰 유료화에 의해 웹툰 시장

은 보다 많은 수익구조를 창출해가기 시작하였으며, 2014년 다양화 된 플랫폼에 의해 디지털 만화시장은 더욱 활성화되었다. 

2015년, 만화시장에 수익모델로서 디지털본이 이슈가 되었다. 2015년 이전까지만 해도 만화플랫폼에서 단행본 디지털은

10퍼센트 미만으로 매출 비율을 보였지만, 2015년 이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언급하였다. 범국민적인 스마

트 디바이스의 활용과 웹툰 콘텐츠의 활발한 소비로 필요한 콘텐츠의 총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콘텐츠를

꾸준히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네이버 N스토어의 만화서비스, 카카오페이지, 레진코믹스, 탑툰, 네이트, 미

스터블루 등의 플랫폼에서 디지털 본은 빠지지 않고 서비스되고 있다. 

수입된 디지털 본은 성인 대상 만화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네이버의 경우 약 5,136종의 해외 단행본 중 성인 콘텐츠는

2,198종으로 42.7%의 비율을 보인다. 레진코믹스의 경우 해외 단행본 중 성인 작품이 62.6%, 탑툰은 95.2%, 네이트 만화는

36.1%, 미스터블루는 29%로 조사대상 플랫폼 기준 해외 단행본의 약 44%가 성인 콘텐츠가 수입된다. 

성인만화는 대부분 유료 서비스로 구매력이 있는 2~40대 성인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웹툰의 유료화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과금 서비스에 대한 거부감이 점차 줄어들면서 유료 디지털 본의 결제 또한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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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 단행본 해외 수입 단행본

네이버 12,664 5,136

카카오 236 48

레진코믹스 901 504

탑툰 50 42

네이트 4,985 3,489

미스터블루 17,935 11,417

<표 2> 플랫폼 별 서비스되는 단행본과 수입 단행본의 종수 (단위 : 종)

구분 해외 단행본 (종) 해외 단행본 성인(종) 성인작품 비율 (%)

네이버 5,136 2,198 42.7

카카오 48 0 0

레진코믹스 504 316 62.6

탑툰 42 40 95.2

네이트 3,489 1,261 36.1

미스터블루 11,417 3,317 29

<표 3> 수입 단행본 중 성인물 비율



본의 경우 국내 웹툰 작품에 지급되는 고료 없이 원작자와 수익률만 배분하는 형식으로 서비스되므로 손실률이 매우 적다.

일본의 경우, 본디지털(Born Digital=디지털전용만화)작품, 종이출판을 하지 않고 디지털로만 서비스하는 작품 또한 적극

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각종 만화 플랫폼에서는 이러한 디지털본의 장점을 활용하여 꾸준히 디지털 본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수익 창출에 유리

한 성인 독자들을 모으기 위한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서비스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로 인해 성인물은 과거 남성 독자 중심

의 콘텐츠 외 BL만화, 할리퀸 만화 등 성인 여성까지 독자층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장르 세분화가 진행되었다.

5. 성인 콘텐츠의 영역 확장

1) 음란성에 관한 문제
2015년 3월 웹툰 전문플랫폼 레진코믹스가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의해 음란물 사이트로 규정되어 차

단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레진코믹스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글로벌 K스타트업’으로 지원해온 서비스였다. 지원과 차단

이 함께 진행된다는 비판과 논란으로 이 사건은 포털사이

트의 실시간검색어 1위에 올랐다. 

레진코믹스의 차단은 게재된 만화 중 일부 작품에 성기

가 그대로 노출되는 등 음란성이 있다는 민원으로 시작되

었으며, 사이트 검토 결과 다수의 성인만화, 성인 인증 미조

취, 해외 서버 사용 등의 이유로 플랫폼에 사전 예고나 경고

없이 긴급히 이루어진 것이었다. 

뒤이어 방심위에서는 성인 인증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것, 사이트 전체가 차단 대상이 아닌데 사무처의 실수

가 있었다는 해명과 함께 약 반 나절 만에 접속 차단을 해제했다. 그러나 방심위는 지나친 권한 남용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

해했다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후 4월 방심위는 통신소위원회를 열고 레진코믹스의 처분이 진행되었다. 레진코믹스 측은 “방심위가 지적한 8개 웹툰

모두 대법원의 음란물 요건에 비춰봤을 때 음란성이 없다, 방심위가 무리하게 음란물이라고 해석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방심위 측은 표현의 책임과 대법원의 사례를 들며 레진코믹스 콘텐츠의 문제점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방심위의 최종 결정은 일부 콘텐츠는 청소년 유해물 정도의 수위를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불법 유통되는 것

들에 비하면 양호한 수준이며 만화와 관련된 산업이 규제로 저해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고려하여 자율규제 처분

으로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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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레진코믹스 차단조치

★2015년 3월 웹툰 플랫폼 레진코믹스의 유해 정보 차단 사태가 일어남



2015년 국내 만화시장에서 집중적으로 성장한 콘텐츠 중 하나는 성인물이다. 많은 웹툰 플랫폼에서 성인용 콘텐츠가 연

재되어 캐시카우가 되었고 많은 성인들을 만화 독자로 끌어들였다. 플랫폼들은 유료 결재가 가능한 성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성인물을 중심으로 한 마케팅을 진행되었고 이는 시장의 불안요소로 작동한다. 이것의 불안한 과정 중 하나가 올해 3

월 벌어졌던 레진코믹스 사태이다. 정부의 지나친 규제는 규정에 대한 모호한 기준에 대한 비판과 창작의 자유 침해에 대

한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 

다양한 장르의 성인콘텐츠가 제작되고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현재, 음란물 판단 기준의 사회적 합의와 실제 이용자의

눈높이를 고려한 관점이 필요하다.

2) 여성향 성인 콘텐츠의 부흥
웹툰 시장의 성장과 함께 웹툰 전문 플랫폼이

다양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플랫폼에서 서비스되

는 장르 또한 더욱 세분화되어 다양한 독자를 끌

어들이기 시작되었다. 웹툰 전문 플랫폼의 성장과

함께 유료 콘텐츠 시장이 성장하였으며, 많은 플

랫폼에서 유료 콘텐츠 결제가 용이한 성인용 웹툰

의 비중이 매우 높아졌다. 

성인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작품의 양이 증가하면서 성인용 장르 또한 세분화되었다. 과거에는 남성 취향의 무협, 성애

물 등의 성인용 작품이 주로 연재되었던 반면, 여성 독자들을 위한 성인용 콘텐츠들이 각각의 장르로 자리 잡은 것이다. 이

장르들은 주로 ‘여성향’이라 명칭하며 BL만화, 할리퀸만화 등으로 대표되며 웹툰뿐만 아니라, 디지털 만화 서비스에도 마

찬가지로 등장한다.

BL만화는 ‘Boys love’의 의미로 남자 캐릭터끼리의 로맨스와 성애를 주로 다룬 장르이다. 일본의 동성애 장르, 주로 ‘야오

이’만화로 불리는 성애 묘사에 집중한 불법 해적판 유입을 시작으로 성장해나갔다. 이후 한국 순정만화에 동성애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 등장하였으며, 웹툰 시장의 발전과 함께 독자층 또한 증가하고 있다.

웹툰 전문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이용 연령층과 대상이 다양한 기존 포털의 만화 서비스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루기 힘들었던 마이너 장르들이 플랫폼 전면부로 배치되기 시작했고 BL은 하나의 장르로서 만화플랫폼 내에 안착했다. 

할리퀸 만화는 1980년대 국내에 수입된 ‘할리

퀸 로맨스’ 또는 ‘할리퀸 소설’라고 불리는 장르

문학과 명맥을 같이 한다. 할리퀸 장르는 여성

의 성욕이 정식으로 표현되는 소설로 여성취향

의 남자 캐릭터 묘사, 농도 짙은 성애 등을 중심

으로 로맨스를 표현한다. 할리퀸 만화는 할리퀸

소설을 원작으로 그린 작품으로 소설의 에로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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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각종 플랫폼의 세분화된 장르

<그림 5> 플랫폼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할리퀸 만화



한 장면들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원작 소설 독자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다. 

BL만화, 할리퀸 작품들은 대부분 유료로 서비스되며 구매력 있는 2~40대 여성들을 중심으로 소비되어 여성 성인 독자

층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6. 결론 : 한국 웹툰 수출과 수입의 미래

한국콘텐츠진흥원(2014)의 《2014 해외콘텐츠 동향조사-세계 만화시장 규모 및 전망》에 따르면 2018년 인쇄 만화시장 약

60억 달러, 디지털 만화시장 약 10억 달러, 총 70억 달러 시장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 만화시장은 디지털 시장 중심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으며 한국만화 시장 역시 발 빠른 모습으로 세계 웹툰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한국 웹툰의 초기 모델을 보여준 라인웹툰은 영어, 중국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로 번역되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웹

에서 모두 이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되고 있다. 다국적인 웹툰 글로벌 플랫폼으로 국내 시장을 장악하였듯 세계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카카오는 작품뿐 아니라 작가의 해외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다양한 협업을 통해 해외 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으며 2차 저작권 수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라인웹툰의 선봉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한국 웹

툰의 수출은 시작점에 불과하다. 디지털 콘텐츠의 취약점인 불법유통과 문화적 할인율을 최소한 한 작품의 소재 발굴, 완

벽한 번역 현지화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면 세계 최고의 한국 웹툰은 국내뿐 아닌 국제화 시장에서도 단연 1등의 자리를 지

킬 것이라 생각된다.

국내 웹툰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콘텐츠의 필요성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웹툰과 함께 디지털 단

행본 콘텐츠의 소비량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콘텐츠의 유료 서비스가 일반화되면서 유료 결제가 가능한 성인 독자들을 끌

어들이기 위한 성인물 콘텐츠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성인물의 장르 또한 세분화되어 과거 남성 독자 중심의 콘텐

츠가 아닌 여성 독자를 위한 BL,할리퀸 만화 등의 장르가 시장에 자리 잡았다. 

성인만화가 시장에 많은 비율을 차지하면서 음란물 규제에 대한 문제가 만화시장에 화두로 떠올랐다. 2015년 3월 방송통

신심의위원회의 레진코믹스 사이트 차단이 대표적인 사례로 창작물 규제에 대한 비판과 음란물 규제의 불명확성이 문제점

으로 제시되었다. 방심위와 레진코믹스, 만화계는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창작자 스스로 자기 등급을 부여하고 소비자는

이에 대한 정보를 통해 적합하고 적절한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자율규제 방침을 내세웠다. 

롱런하는 국내 만화시장의 유통구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웹툰과 출판만화의 공존이 필수적이다. 종이책으로

제작된 기존의 출판만화 형식에서 휴대성과 경제성의 장점을 지닌 디지털 본으로 생산 확대하여 긴 수명을 지닌 콘텐츠가

생성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인기 있는 수입, 국내출판물과 국내 웹툰이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해 전 세계가 모두가 즐

길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국내에 소개 되지 않은 국외 콘텐츠까지 소개함으로써 만화시장의 장기적인 안정화

를 이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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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토론 01.

한국 웹툰 수출입 시장 분석
_ 이승진(경기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주요 토론 내용]

⦁ 미국은 장르화가 다양하지 못하지만 출판 만화역사가 길고 일본은 잡지 만화역사가 길다. 한국은 출판 및 잡지 만화 역사가 짧은 상태

에서 디지털 만화로 전환되었다. 

⦁ 2009년 어느 논문에 의하면 한국은 디지털 만화로 진입시 잡지사 플랫폼보다 실제적으로 포털의 역할이 컸으며, 일본의 경우는 잡지사

들이 포털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통해 아날로그식 만화를 홍보하고 전자책으로 만화매출을 높이고 있다고 한다. 

⦁ 출판만화 시장이 크고 웹만화 보다 칸으로 된 모바일 만화가 활성화되어 있는 일본이나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은 미국에 콘텐츠의 현

지화나 내용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한국에 정착된 세로 스크롤 방식이 어떻게 현지화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미국 내에도 히어로물 외에도 다양한 만화시장이 있으며 일본 또한 다양한 장르가 성공하고 있다. 예술만화가 발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업만화는 의미가 없다. 예술적인 기반이 형성된 상태에서 액션 히어로들이 더 빛을 발하기 때문에 주목받는 것이다. 다양한 디지털만

화도 존재하며 파타스틱이 그러한 시도를 했다라는 점 자체가 의미가 크다.

⦁ 미국은 히어로물과 그래픽 노블이 강세이다. 조석의 <마음의 소리>나 이말년의 작품이 미국 진출시 개그나 일상 코드가 맞지 않아 번

역이 어려움이 있다. 일본만화에 대한 만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장르를 보지만 한국만화에 대한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레진이

나 탑툰의 성인물이 미국에 진출한다면 한국만화에 대한 이해가 나빠질 수 있다. 

⦁ 코믹큐브의 경우와 같이 웹기반 플랫폼들 대부분의 수익모델이 성인물의 유료매출이고 수익을 기준으로 콘텐츠를 기획하다 보니 장르

가 다양해지지 않고 있다.

⦁ 유료결제 중 성인만화 부문 편중이 심하다. 일본의 경우 2G폰 시대 유료결재 전자책 시장의 70~80% 만화임. 티엘, 지엘, 비엘 같은 성

묘사가 심한 작품이 유료시장의 80~90% 점유 하고 있다. 유료시장이 정착화 되는 과정에서 유료결재 대부분이 성인만화라 치더라도

결국 그 돈들이 선순환 되어 내실을 다지고 다양한 작품이 나올 것이다.

⦁ 약 2만 종의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미스터블루처럼 축적된 콘텐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보문고와 예스24가 2015년에 디지털만화

유통 플랫폼에 참여하려고 했다. 그런데 2015년 e북 시장의 85%가 장르 문학이며 그 중 40%가 성인 로맨스이다. 즉 디지털만화의 수익을

위해서는 성인만화를 취급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사회적 파급이 우려되어 사업을 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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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표절의 해, 2015년

2015년 6월 30일, 네이버 웹툰의 〈내 남자 친구〉(박미숙 작)가 연재 중단됐다. 이 작품은 2015년 4월 1일

부터 연재된 웹툰으로 〈ENT〉의 박 작가가 1년 4개월 만에 발표한 신작이다.1) 문제는 연재 초기부터 일부 독

자들에 의해 제기된 표절 의혹2)이다. 결국 작가의 공식 사과문이 6월 23일에 공개됐고 작품은 7월 6일에 네

이버 웹툰에서 삭제됐다.

최초의 의혹 제기는 작품 중 두 컷이 중국 작가

‘탄지우’가 《웨이보》에 연재하는 〈SQ(그들의 이

야기)〉와 ‘old xian(올드先)’ 작가의 〈19天〉그림과

유사하다는 지적이었다. 탄지우 작가는 일본의

유명 그림 사이트인 ‘픽시브’3)에 작품을 투고할

정도로 Boy’s love(BL) 장르에서 널리 알려진 탓

에 그 그림체에 익숙한 독자층이 국내에도 형성

되어 있었다. 의혹 제기 논란은 ‘참고’했다는 박

작가의 고백으로 원작을 본 것4)은 사실로 확인됐

다. 직후에 박 작가는 개인 블로그에 사과문을 올리고 논란이 된 두 컷은 새로 교체, 삭제하고 독자와 원작

자에 대한 사과를 밝혔다.

초기에는 유사성과 의거성에 따른 저작권 침해 입장과 BL 웹툰의 클리셰이거나 부분 참고 수준이라는

논쟁으로 맞붙었으나 사과문은 오히려 새로운 논쟁을 촉발했다. ‘참고했다’라는 표현, 블로그에서 밝힌 원

1) <ENT〉는 2012년 7월 4일부터 네이버 웹툰에 글 박미숙, 그림 강은영으로 연재를 시작했으나 강 작가의 건강 문제로 39화 이후 장기간 휴재했다, 6개월 뒤 스토리 작가였던 박미숙 작가가 글, 그

림을 모두 담당하여 연재 재개하여 2013년 12월 31일 완결되었다. 작화의 차이와 연출력 부재를 지적하는 댓글(예 : 캐릭터 시선에 초점이 없다.)에는 적극적 수정을 통해 교감하는 등 노력하는 작

가로 평가를 받았다.

2) 표절 판단의 한 기준인 유사성 인식에서 인식의 주체 중 하나인 ‘보통 관찰자 관점’의 경우에 해당된다.

3) pixiv. (주)픽시브가 운영하는 삽화에 특화된 SNS이다. 2007년 9월 10일 오픈되었으며 창설자는 카미타니 타카히로이다. 일기나 문장이 아닌 자신이 그린 삽화나 북마크한 삽화 그 자체가 이용자

의 프로필을 형성해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핵 된다.(위키백과)

4) 표절 판단의 한 기준인 의거성 또는 접근성에 있어서 ‘참고했다’는 고백은 의거했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다.

5) 《해럴드 경제》 2015. 7. 1. 온라인 커뮤니티 자료 인용

표절(剽竊)과 만화
: 표절 없는 만화 창작을 위한 ‘가이드 라인’ 제안

_ 주재국(만화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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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내 남자 친구〉문제 컷5)



작자에 대한 사과, 두 컷의 수정 또는 삭제 조치가 침해에 대한 조치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었다. 

이 사태를 표절로 단정하는 만화 애독자들은 의혹 제기를 멈추지 않았다. 먼저 이전 작품, 즉 2013년 완결된 네이버 웹 툰

〈ENT〉, 2014년 완결작 〈그녀는 흡혈귀〉의 작화와 비교되는 확연한 스타일 변화, 둘째는 채색, 구도 등의 유사성, 셋째로 다

수의 유사 컷들을 추가로 제시했다. 이 중 작화 스타일의 차이가 표절 의심을 강화시킨 기폭제가 됐다. 결국 작품은 연재 중

단 및 삭제로 이어진 뒤에야 일단락 됐다.

그러나 이 논란은 표절 낙인과 연재 중단이 과하다는 측과 연재 중단이 합당한 조치라는 견해로 양분되었는데 이러한 의

견 대립은 독자는 물론 작가 그룹 내부에서도 드러났다. 단순하게 양측의 주장을 정리하면 “전체적으로 참고의 수준을 넘

어 표절이다”와 “전체 내용에서 참고한 부분이 그리 중요한 부분이 아니며 이 정도를 표절로 단죄하고 작가와 작품을 죽이

는 것은 과도한 행태이다”로 요약된다. 

물론 법적으로 이것이 표절, 즉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것인가는 별개의 사안이다. 김형진 변호사는 “영화에서 컷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만화에서도 특정 컷에 대해 일부 작가가 법적 독점을 주장하기가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6) 또한 “이 작품의 경우, 스토리와 컷들이 일반적 10대 취향의 만화 범주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

러한 만화 문법은 한국과 중국 만화들의 유사성의 바탕이기도 하다.”고 장르 문법을 변론 논지로 사용했다. 그러나 전문가

의 견해에도 불구하고 표절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한 두 컷을 기준으로 독점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작화 스

타일, 채색, 구도, 특정 컷들의 유사성, 사실로 밝혀진 의거성(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표절이다”라고 반론을 제

기하고 있다.

이 같은 혼란 속에서 아이러니한 것은 법적 판결 이전에 이미 박 작가는 표절 작가로 낙인이 찍히고 해당 작품은 삭제됐

다는 현실이다. 표절의 특성 중 하나는 이번 논란에도 여지없이 드러났는데 그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표절 관련 사안은

제외되는 현실을 말한다. 표절 자체가 양심의 문제라는 견해도 있을 정도로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로 시작되고 그 판단 기

준조차 모호한 것이 의혹 제기만으로도 작가의 생명을 좌우하기도 하는 것이다. 결국 이번 논란 또한 전문 법조인의 견해

도 독자의 의구심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해당 작가는 잘못에 대한 인정에도 불구하고 억울함도 지닌 상황이다. 

물론 올해 불거진 신경숙 작가 사태로 인하여 표절을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러

한 혼란에 대하여 객관식처럼 ‘몇 번이 답이다’라는 명쾌함이 표절 문제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이 사태로 인하여 중국 작가

들, 독자들, 연재 포털 사이트 모두가 피해자가 됐다. 그러나 박 작가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면 피해자일 수 있다. 게

다가 표절의 경계를 넘나 든 작품은 한국만화에서 현재형 사례들이 있고 그 책임과 결과는 과도함과 무난함이 뒤섞여 있어

왔기에 이번 사태의 당사자는 형평성에 대한 억울함을 인간적으로 느낄 수 있다.

안타깝지만 이러한 혼란을 즉각적으로 걷어낼 수는 없다. 영화와 음악 분야의 ‘표절 가이드 라인’이 선보였어도 여전히

모호하고 양심의 문제에 더 가까운 표절 문제는 만화에서 더욱 모호해진다. 스토리와 그림으로 어우러진 만화는 참고와 인

용, 장르 문법, 웹툰 작화 스타일이 더욱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혼란을 걷어 내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시도해야 한다

는 인식이 현재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다. 특히 만화 원작의 다양한 장르 변주에 있어 피해자 그룹에 있던 만화작가들이

한결 성숙한 인식을 바탕으로 내부 성찰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 중 하나가 ‘만화 표절

에 대한 자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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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부분을 거론하기 위해서는 난감한 장벽들을 넘을 각오가 필요하다. “표절에서 자유로울 만화가는 근현대사에서

몇이나 되는가? 어디까지를 표절이라 하고 단죄할 것인가? 이렇게까지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 하늘 아래 모

방 없는 창작이 어디 있는가?” 등 벽 넘어 벽이다. 만화계에서 현실적인 첫 장벽은 당연히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이

냐의 문제와 같다.

그럼에도 우리 만화의 현재에서 완벽하지 못함을 빌미로 머뭇거리기보다는 미숙함을 전제로 이야기를 던져 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은 그 미숙함에 기대고 자성이라는 방향성에 의지하여 시작하며, 향후 논의의 단초가 되길 희망하는 글이다. 또

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능하면 법적인 내용은 평이한 문장으로 서술하고, 가능하다면 만화계의 실제 적용에서 명확히 할

수 있는 부분을 담고자 한다.

Ⅰ. 표절 논란, 증가의 배경

1. 웹 기반의 만화 시대
가. 작가 수의 폭증

웹툰 작가의 데뷔 기회는 출판만화 시장보다 비교적 용이하다. 2015년 12월 기준으로 25개의 웹툰 플랫폼 서비스가 운영

되고 있다.7) 이 같은 시장 확대를 지난 10년(1996~2015년) 기준의 웹툰 빅 데이터로 보면 아래와 같다.8)

웹툰 시장 초기에는 출판만화 작가, 문하생, 지망생들이 주류를 이뤘지만 2010년대부터 미술이나 디자인 분야의 작가 참

여가 증가했고 현재는 무경력 신인부터 출판만화의 전설인 1960대 작가까지 다양한 작가집단을 이루고 있다.9) 다수 작가

들의 작품 창작 환경과 일부 신인 작가들의 창작에서 표절 의혹이 증가한 것은 구조적으로 예상되는 현상이었다.

나. 작가의 작품 참조 기회 확장

웹툰의 환경 자체가 인터넷 기반의 만화창작이지만 이러한 기술 환경은 출판만화 시대와 달리 작가의 습작 과정에 다수의

작품 접근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 1980~1990년대만 해도 잡지 데뷔를 준비하는 신인들의 습작 과정은 도제식

습작이나 기존 출판작들을 따라 그려보는 범주였지만 웹 기반에서는 그 참고 작품의 양을 비교할 수조차 없다. 즉 습작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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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한국만화가협회 부설 만화문화연구소 박인하 소장 집계, 2015.

8) 김석, ‘컬처 스토리’, ‘빅데이터로 본 대한민국 웹툰’, KBS NEWS, 2015. 9. 26 

9) 연령대는 허영만(1947년 생), 장태산 작가(1953년 생)와 버선버섯 작가(1998년 생)로 최대 51년 차이.

또한 만화나 애니메이션, 디자인 계열 및 미술 전공자가 아닌 타 분야 작가의 예는 국문과(강풀, 엉덩국), 포르투갈어학과(굽시니스트), 국어교육과(seri), 건축과(마사토끼), 생물교육과(계란계란), 심리학과(이종범), 철학과(억

수씨), 예술이론학과(이지혜) 등 다양하다.

구분 내용 비고

웹툰 이용자 수 95,900,000명 웹툰 서비스 상위 5개사 집계

웹툰 작품 수 5,726편 1995~2014년 기준

웹툰 작가 4,661명 1995~2014년 기준

<표 1>



에 다른 작품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폭증한 것이다. 당시 데뷔를 꿈꾸는 지망생들은 잡지에 발표된 단편들을 모아 둔

일명 족보를 보면서 짧은 분량 속에 어떻게 반전을 녹여낼지, 어떠한 작화가 해당 출판사의 기호에 맞는지 고민하기도 했다.

이와 달리 현재의 웹 기반 환경은 작가 자신도 모르게 작화의 영향을 받거나 스토리 구성의 아이디어가 되기도 한다. 특별한

컷의 배치나 포즈, 화면 효과의 방식, 캐릭터 디자인의 콘셉트까지 전방위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됐다.

다. 독자의 만화 정보 무한 확장

한편 작품을 대하는 독자의 입장에서도 동일 장르의 작품이나 선호 작가의 작품을 섭렵하기가 출판만화 시대와는 전혀

다른 세계가 됐다. 위 표에서 당연히 작가의 수보다 독자의 수가 많다. 표절과 관련하여 이 상대 숫자는 당연한 결과를 불러

온다. 몇 천 명의 작가가 몇 만 권의 작품을 보고 영향을 받아서 작품을 그렸을 때 그 중 일부가 표절의 범주에 들 수 있다.

그러나 그것에 비해 1억 명에 육박하는 독자들은 수 억 권의 작품을 보았다는 것을 표절 작가들은 간과하고 있다. 

2015년 기준, 한국 웹툰은 국내 독자층 위주의 과

거와 확연히 다르게 광범위한 해외 서비스 계약이

진행됐다. 관련 보도10)의 그림 자료를 보면 북미 지

역 웹툰 전문 포털 ‘타파스틱(tapastic.com)’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 웹툰 70여 편, 네이버의 해외 서비스

파트인 ‘라인 웹툰’을 통해 6개 언어로 400편, 다음

은 2015년 상반기부터 40여 편을 중국 포털과 만화

사이트에 공급하고 일본에서는 NHN엔터테인먼트

의 일본 현지 법인 NHN플레이아트가 만든 웹툰 서

비스 ‘코미코’를 통해 우리 웹툰 수십 편이 연재되고

있다. 기타 동남아와 유럽, 아프리카까지 서비스되고 있다. 음악이든 만화이든, 작가가 영향을 받기도 쉽지만 그 영향 받은

원작을 독자가 볼 수 있는 접근성도 용이한 시대이다. 이러한 용이성의 두 축이 만날 때, 표절 의혹은 폭증하게 된다.

2. 저작권 인식 변화
가. 내부 요인 : 작가와 독자의 점진적 인식 변화

저작권 전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된 상황에서 표절에 대한 단죄는 가혹할 만큼 범죄 행위로 분류되어 비난 받고

있다. 또한 창작자 입장에서도 표절에 대해 무감각하게 접근하는 행태가 여전히 있기도 하지만 과거 저작권 인식이 전무한

시대와 달리 표절 행위에 대한 자기 반성이 확산되고 있다. 2015년 박미숙 작가 논란 당시 작가 커뮤니티인 카툰 부머 내부

에서는 표절이냐 아니냐를 두고 의견이 양분되기도 했지만 자성론이 논의의 지향이 되었고, 창작자 스스로는 표절 행위에

대하여 가장 보수적인 개념을 지녀야 한다는 의견이 주장되기도 했다. 당시 문학계의 신경숙 작가 표절 논란으로 불거진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작가들의 자성론이 힘을 얻기도 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관행적이고 관용의 대상이기도 했던 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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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김석, 앞의 기사

〈그림 2〉 해당 기사 중 〈한국 웹툰의 해외 진출〉



에 대한 엄정한 잣대를 지니게 했다. 그러나 무차별적이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증가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는데 이것

이 표절 논란 사례를 증가시켰다.

나. 외부 요인 : 강화된 협약, FTA

저작권은 역사적으로 대량 인쇄술의 발달에 따른 출판에 대한 권리 규정(copyright)이었다. 최초 유럽에서 그 권리 규정

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517년, 이탈리아에서 법으로 제정되고 1710년, 영국에서 보호 기간이 제정됐다. 이렇게 개별 국가의

규정이던 저작권이 1888년, 베른 협약으로 국제사회의 규정이 됐다. 국제 규정은 이후 1993년, WTO의 무역지적재산권 규

정(TRIPs)과 1996년, 저작권 조약(WCT)으로 강화됐다. 표절에 국제 저작권 협약을 살펴보는 이유는 이를 통해 국내 저작

권 준수 기준이 급격히 상향 조정된 결과에 연결되어 있다. 국민적 관심과 논의를 촉발한 한미 FTA 체결 준비 과정에서 문

화계는 저작권 조항으로 진통을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저작권 보호 실태가 한미 양국에 차이가 있더라도 자유무역 협정

조항에 의하면 미국 수준의 저작권 준수를 발효와 함께 즉각적으로 지켜야 한다. 한국의 저작권 보호 수준이 50, 미국이 90

이라고 할 경우에 한국이 90의 보호 수준으로 법과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2016년 1월 1일 기준, 우리나라에서 발효된 FTA는 총 14건으로 아래 표와 같다.11)

체결 대상국가 중에서 문화산업 발달이 한국보다 앞서 있거나 오래된 국가의 경우 한국보다 저작권 보호 수준이 높은 국

가, 즉 저작권 강대국으로 분류된다. 이들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에 저작권 분야가 포함되고 이를 통해 한국 내부의 표절

문제도 더 이상 국내법을 따르지 않고 국제법과 저작권 강대국인 상대국가와 합의한 수준으로 다루게 된다. 이것이 외국

작품 표절의 경우 실정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시키고 논란을 확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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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세청(www,customs.go.kr) FTA 일반 현황 >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 ‘ _______ ’ 표시 국가는 저작권 강국들을 의미한다.

상대국 발효 의의

칠레 2004. 4. 1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싱가포르 2006. 3. 2 아세안 시장의 교두보

EFTA(4개국) 2006. 9. 1 유럽 시장의 교두보

아세안(10개국) 2007. 6. 1(국가별 상이) 제2의 교역 대상

인도 2010. 1. 1 BRICs 국가, 거대 시장

EU(28개국) 2011. 7. 1 세계 최대 경제권

페루 2011. 8. 1 자원 부국,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미국 2012. 3. 15 거대 선진 경제권

터키 2013. 5. 1 유럽, 중앙아시아 진출 교두보

호주 2014. 12. 12 자원 부국, 오세아니아 주요 시장

캐나다 2015. 1. 1 북미 선진 시장

중국 2015. 12. 20 우리의 제1위 교역 대상

뉴질랜드 2015. 12. 20 오세아니아 주요 시장

베트남 2015. 12. 20 우리의 제4위 투자국

<표 2>



3. 주관적 의혹 제기가 가능한 행위
가. 의혹 제기만으로 피해 발생

실정법 위반 중에 무단횡단이나 절도 등 그 행위의 범죄 성립 여부의 판단이 용이하다. 반면에 표절이라는 저작권 침해의

경우는 그 판단과 입증의 복잡성으로 주관적 판단에 의한 의혹 제기가 최우선적인 논란의 시작이 된다. 실제 표절 논란이 법

적 분쟁으로 비화하는 경우는 의혹 제기 사례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더구나 침해 판정은 더욱 소수인 것이 그 반증이다.

또한 기본적으로 확정 판결 이전에는 무죄로 추정한다. 그러나 일부 범죄의 경우 피의자 단계에서 비난을 받기도 하는데

표절이 대표적 사례이다. 법적인 판단을 받기 이전에 의혹 제기를 받은 작가의 경우 낙인 효과에 의해 이후 창작에 많은 어

려움을 겪게 된다. 심지어 작가 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처럼 실제 법적 분쟁을 거쳐 판결을 받지 않는 무수한

표절 의혹 제기 사례들이 낙인으로 남아 표절 분쟁 사례들을 양산하고 있다.

나. 창작 경시 풍조 확산

인터넷 환경에서 표절 의혹 제기는 매우 간단하다. 한 두 컷이 유사하다는 개인적 판단인 경우에도 인터넷 게시글은 관

련 커뮤니티에서 확대 재생산 되고 이런 현상의 반복은 만화 전반에 대한 인식을 경박하게 만든다. 물론 의혹을 받는 작가

의 대응이 미숙하여 논란을 확대하는 경우도 상호 작용하여 논란을 확산 시킨다.12) 표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작가의

양심과 독자의 개인적 의혹이 충돌하는 의혹 제기 논란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다.

Ⅱ. 표절 만연의 원인

1. 모호한 표절
가. 추상적 법 개념

표절(剽竊)이란 단어는 중국의 시문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일본 속어로는 메이지 시대부터 도둑질의 은어로 사용된 ‘파

쿠리’라고 하는데 모두 허락 없이 훔치는 행위를 의미했다.13) 혹자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범죄이며 창작을 하는 인

류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을 범죄로 표절을 꼽기도 한다.

표절은 ‘타인의 저작물 전부 또는 일부를 허락 없이 자신의 창작물로 사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공표하는 행위’

를 의미하는 관습적 표현이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 침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표절과 이 용어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법적인 표절 이해는 후반부에서 다룬다.

나. 적용 현실의 복잡성

표절 행위는 그 입증조차 모호하다. 극단적으로는 신과 양심만이 알 수 있다는 말처럼 유형의 물건을 훔치는 것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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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설가 신경숙, 가수 윤은혜의 표절 논란에서 더욱 문제를 확대한 것은 당사자들의 반응이기도 했다.

13) 선인(先人)의 글을 인용하는 문학 형태가 발달한 중국 문학계의 구조적 문제에서 출발했다. 표절 행위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가 성립되기 이전 시대에는 실제 작가보다 유명인을 필자로 기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고대

그리스 저작이나 성서가 대표적 예이다.



14) 원도(原圖) 위에 트레이싱 페이퍼를 포개 놓고 아래 도면과 똑같이 먹줄펜을 사용해서 베껴내는 작업을 트레이싱이라고 한다.(위키백과)

15) 그 시각의 예로 저작권 보호 기준이 최고라고 하는 디즈니 작품들의 경우, 2차적 저작물이 드물다는 것이 거론되기도 한다.

무형의 것을 다루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문적 표절의 경우 법적인 개념을 우회하는 덧칠이 가능하다. 표현의 유

사성을 피해가는 덧칠을 변형표절이라 한다. 세 가닥 머리카락을 다섯 가닥으로, 반팔 옷을 민소매 옷으로 조금씩 수정하

는 것으로 트레이싱처럼 드러내놓고 하는 표절이 아니어서 이를 판단하기는 더욱 어렵다.14) 이 경우 의거성 정황이 인정되

더라도 유사성 결여로 표절 인정을 받기가 실제에서 가능하지 않다. 방대한 참고 자료 접근이 용이하고 유사성 변형도 가

능한 표절 범죄는 쉽게 창작 고통에 빠진 창작자에게 유혹을 던진다. 후술하겠지만 이것은 명료한 ‘가이드라인’ 작성을 어

렵게 하는 난관이기도 하다.

다. 유사 창작 방식과의 경계 

초기에는 패러디나 오마주(재해석, 재구축)도 광의의 표절에 포함되었으나 그 개념들이 정립되면서 현재의 표절은 ‘구체

적인 표현’을 대상으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아이디어의 유사성으로 비난을 받는 사례들은 저작권 침해와 구분될 필요가

있다. 표절과 관련하여 인용, 패러디나 오마주 등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혼동했다기 보다는 표절이 아님을 강

변하기 위한 방어적 변명에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허락 없이’라는 부분인데 인용이든 참고든 침해자가 드러

내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 사유가 될 수 있다. 

그 중에 몇 가지 이용 방식을 쉽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정상 인용의 범주에 들어가는 패러디나 오마주조차 현재에는 허용되는 재창작인 2차적 저작물 작성의 경우로 인정되지

만 여전히 개념적으로 표절이라는 시각도 여전히 존재한다.15)

2. 집단적 범죄의식 결여
가. 다양한 분야의 표절 사례(201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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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념 원작과의 관계

정상인용

패러디 희극의 일종/원작 소비자에게 지적 유희 선사 “원작을 아는 사람들이 이걸 보면 재미있다.”

오마주
원작에 경의를 표하고 그 영향력 아래 있음을 알리는 의미로
인용하는 것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원작을
알아주면 좋겠다.”

클리세 특정 장르의 정의/암묵적 규칙이 되는 구성 요소 표절보다는 진부함의 문제 제기

표절경계 모티브
오랫동안 사용된 창작의 시작이 되는 주제.
풀어나가는 방식과 해석에서 표절 문제가 발생

“이것을 본 사람이 원작을 몰랐으면 좋겠어.”

표절
위작 가짜가 원작인 척 하는 것 ‘모작’은 현대의 표절 개념과 유사

기타 아류작품/자기표절

<표 3>



나. 표절 의혹 제기의 반응 유형

Ⅲ. 표절의 법적 이해

1. 표절의 개념
전술한 바와 같이 표절은 ‘타인의 저작물 전부 또는 일부를 허락 없이 자신의 창작물로 사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공표하는 행위’이다. 표절은 법률적 용어인 저작권 침해 중 한 형태이다. 참고로 표절 개념과 관련하여 현재 묵인되고 있는 ‘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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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사례

정계
•경북 구미을 새누리당 예비후보 석사 논문 표절 의혹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의 총선출마 선언문, 유승민 국회 연설문 표절 의혹
•표창원 범죄심리학자, 영국 엑서터 대학교박사학위 논문 표절 사과

재계
•CJ 뚜레주르의 영국 일러스트레이터 짐 필드 작품 표절 사과
•이랜드의 중소기업 머플러 디자인 표절

학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송유근 박사 논문 표절 논란
•서강대 표어, 서체의 다수 집단 무단 도용 논란

종교계 •대한기독교서회 성서 주석 시리즈 표절 시비

연예계
•윤은혜 의상 표절 논란 사과
•〈런닝 맨〉 ‘Lost in 서울’ 편, 일본 프로그램 표절 사과

문학계
•신경숙 표절 논란, 남진우 평론가 사과
•〈열두띠 동물 까꿍놀이〉(최숙희 작)의 일본 그림책 표절

<표 4>

유형 태도 비고

무시 무응답

사태 악화
(사례 다수)

부인 의거성 부인 및 유사한 아이디어로 일축

참고 단순 참고 주장

착오 원전 표기 누락으로 해명 : 저작권 보호를 받는 노래를 삽입한 경우

공격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맞고소

억지 오마주, 클리셰, 패러디로 주장

우연 의거하지 않고 완전한 우연으로 주장

단계별 인정 증거 공개에 따라 공개된 부분만 최소한으로 인정하며 후속 조치

사후 계약 의혹이 제기된 원작자와 정식 계약을 체결함

적극적 인정 의혹 제기 부분 외에 스스로 표절 부분 추가 공개하며 적극적으로 후속 조치
사회적 관용 가능

(사례 소수)고백
의혹 제기조차 없음에도 양심선언 형태로 표절 행위를 밝힘. : 연재 중단, 작품 삭제, 수정
후 재창작 등의 후속 절차 진행

<표 5>



픽’이나 ‘동인지’도 원작자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또한 농담처럼 표절 문제에서 ‘군사학’은

예외라는 의견도 있다. 적국의 군사학을 표절이라고 무단 인용하지 않거나 참고하지 않을 국가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2. 표절과 저작권 침해
만화계를 포함한 창작계에서 사용하는 비법률적 용어 중 ‘판권’처럼 ‘표절’이란 용어도 법적으로는 ‘저작권 침해’라는 용

어에 포함된 행위로 사용된다. 따라서 주로 학술, 예술의 영역에서 기본적 윤리인 표절과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저작권

침해라는 법률적 문제로 구분하여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표절 행위는 저작권 침해, 불공정 경쟁, 도덕적 권

리의 침해 등과 같은 명목으로 사건화 된다.

즉 표절은 타인 저작의 전거를 밝히지 않고 인용, 차용하는 행위이며 저작권 침해는 타인 저작의 상당 부분을 저자의 동

의 없이 임의로 자신의 저술에 사용한 행위이다.16) 그러므로 공정 이용의 정도를 넘는 경우에는 설사 전거를 밝혔더라도 저

자의 동의가 없다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표절의 사법적 의미에서 형사문제로 다루는 관행보다 민사사건으로 진

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근대에 들어 지식재산권의 활발한 이용 환경에서 저작권 침해를 형사사건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견

해도 증가하고 있다. 사족이지만, 저작권이 소멸17)된 타인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이용하는 경우는 개념적으로 표절이지

만 저작권 침해는 아니다.18) 

3. 침해 판단 기준
표절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기 위해서 법이 판단하는 근거는 두 가지이다. 두 저작물의 창작성이 있는 표현이 실질적으

로 유사하다는 것(실질적 유사성)19), 기존의 작품에 의거해서 창작되었다는 것(의거성/접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20) 현행

법체계에서 가장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그럼에도 다양한 해석과 입증의 어려움은 물론 침해 기

준을 우회할 편법이 많은 것이 법적 한계이기도 하다.

가. 창작성의 복제

침해자가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여야 한다. 실질적 유사성에 있어 흔히 오해하거나 논란이 되는 것은 양적 기준에 얽매

이는 인식이다. 저작권 상담 사례 중에서도 ‘몇 컷을 표절해야 저작권 침해냐’는 질문이나 ‘책 한권에서 단지 서너 컷만 이

용했는데 이게 무슨 저작권 침해냐’라는 항변은 모두 실질적 유사성을 양적인 기준으로 접근한 결과이다. 그러나 유사성에

있어 무단 사용된 양 이외에도 질적인 유사성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즉 전체 분량에서 몇 컷에 불과하거나 몇 %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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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저작권 침해라 함은 저작권자 등의 허락이나 정당한 권원 없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등의 행위를 하여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그러한 행위가 정당한 이용(법 제 28조) 등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

우를 말한다, 또한 그 허락된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넘어선 이용 행위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17) 저작권자의 사후 70년이 저작권 보호 기간이다. 공동 저작물은 공동 저적자 중 최후 사망자를 기준으로 하며 법인 저작물의 경우도 동일하게 보호기간을 정한다. 오랫동안 보호 기간은 사후 50년이었으나 ‘미키 마우스’ 저작

권 종료를 앞두고 그 권리를 연장하려는 목적으로 보호기간을 20년 연장한 것이므로 신 보호기간 규정을 ‘미키 마우스 법’이라고도 한다.

18) 법원은 저작권 침해 판단의 기본 요건인 ‘의거 내지 접근성’을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으로 추정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에서는 표절과 저작권 침해를 동의어로 혼용한다. 이 결과로 판결을 대하는 일반인은 ‘접근

추정력’으로 저작권 침해 판단을 받은 저작자가 무죄를 주장해도 표절자로 낙인을 찍는다.

19) 만화 〈내게 너무 사랑스런 뚱땡이〉(이희정 작)의 드라마 〈두근 두근 체인지〉 영상저작물 처분 및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판결문 : “이 사건의 만화와 드라마는 저작물의 성격, 유형, 줄거리, 등장인물의 성격과 상호 관계 등에

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

20) 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고, 베꼈는가?’의 두 가지 의미로서 ‘본 뒤에 얼마나, 어떻게 베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표절이 아닌 것이 아니라 창작자의 창작 핵심이나 노력이 집약된 중요 부

분을 사용한 경우라면 양이 미미하더라도 표절 행위로 볼 수 있다. 초능력자가 등

장하는 히어로 장르에서 주인공의 독창적인 능력을 표절하여 전혀 다른 장대한 이

야기를 풀어 쓴 경우, 그 양이 3%일지라도 핵심적인 아이디어와 표현이 집약된 창

작 부분을 표절한 것이 중요하다. 당연히 미미한 이용 부분과 무관하게 저작권 침

해로 판단될 수 있다.22)

나. 실질적 유사성

창작성이 있는 표현 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한다. 실질적 유사성이란 양 작품이 단순히 유사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

으로 유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사성이란 우연의 결과로 보기 힘들고 원작을 보지 않고는 나올 수 없을 정도를 말한다. 유

사성이 실질적으로 유사한가에 관해서는 많은 이론이 적용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이다.24) 

두 작품의 유사성을 판단할 경우, 누구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그 사회의 평

균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춘 가상의 관찰자 입장에서 판단되어

야 한다는 입장인 ‘보통 관찰자 관점론’25)이 있을 수 있고, 전문

가의 분석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전문가 관점론’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그 사회의 평균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

춘 일반인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렇

다면 누가 평균적인 일반인인가가 문제될 수 있는데, 만화의 경

우 해당 만화 작품의 독자군이 평균적 일반이이 될 수 있다. 따

라서 실질적 유사성은 일반 저작물 수요자 입장에서 두 ‘작품’의

전체적인 관념과 느낌의 유사 여부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이론

이 현재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

다. 의거 관계

침해 저작물이 피침해 저작물에 ‘의거’하여 만들어져야 한다. 의거관계는 실제 사건에서 정황증거로 판단되는 경우가 대

부분이다. 정황의 경우는 피침해 저작물이 널리 알려진 유명작품이거나 침해자에게 피침해저작물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있다면 통상 인정된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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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좌측 1977년 작 〈로보트 킹〉(월간 《우등생》 연재)과 1967년 〈자이언트 로보〉(요코야마 미츠테루 작)의 ‘GR2’ 캐릭터 비교 : namu.wiki/로보트 킹 항목 인용

22) 실질적 유사성의 질적 판단 기준이 필요한 이유는 창작이라는 자유로운 정신활동에 대하여 몇 %라는 물리적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냐의 의문에 대한 답이기 때문이다. 현실에서 음악이나 어문저작물, 연구논문, 대학

과제물에서 연속된 4음절이나 6개 단어의 유사성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는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표절을 판단하기 위한 기본적 검색 명령어이지 표절의 완전한 판단 조건은 아니다. 물론 도용된 표현의 양이 많은 경

우가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당연히 높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도용된 양이 적다고 실질적 유사성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23)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강경옥 작가의 〈설희〉를 표절했다는 논란에서 실질적 유사성은 아이디어와 소재 공유(광해군 일지)로 판단됐다.

24) 만화는 아니지만, 게임 분야의 유사 판례를 보면 아이디어와 표현의 개념적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즉 일본 게임 제작사 허드슨의 봄버 맨 시리즈를 표절했다고 넥슨의 크레이지 아케이드에 소송을 제기한 사례이다. 한국 법

원에서 진행된 이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이 2007년,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판결했다. 그 이유는 게임의 규칙을 아이디어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참고로 게임 규칙 자체를 보호받으려면 특허로 보호해야 한

다고 판시했다.

25) 음악에 있어 미국의 유사성 판단은 전문가의 증언을 바탕으로 배심원이 판단한다.(고충곤, 〈지식재산을 경영하라〉)

26) 입증의 과정에서 실제로 직접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정황 증거를 제시하며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원작을 보았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두 작품의 창작이나 공표 시기, 원작의 유명세 여부,

객관적인 접근 기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그림 4〉 〈실질적 유사성의 인정 판단〉23)

<그림 3> 〈창작성의 복제〉21)



4. 표절과 저작권 침해 구분
가. 저작권 침해이나 표절이 아닌 경우

표절은 무단이용만이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발표하는 행위가 결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용 및 출처 표시를 하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으나 표절은 아니다. 

나. 저작권 침해가 아니나 표절인 경우

저작권 침해는 아이디어의 표현 부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표절은 표현 외에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또한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나거나 공공 저작물,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저작물 등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지만 표절은 인정될 수 있다.

5. 아이디어 보호 여부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있어 전술한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idea-expression di-

chotomy)’은 기본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한다.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할 경우, 저작물의

표현에 해당되는 독창적인 부분만을 비교해야 한다는 법리로서 저작권법 상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고 표현만 보호한다. 쉽게 풀이하자면 <조폭이 학교에 간다>는 설정을 아이디

어로 보고, 세부적인 내용과 구체적 설정 등을 표현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현실에서 설정,

즉 아이디어의 유사성으로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가 법원 판결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심심

치 않게 반복되는 이유는 이 구분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28) 

한편 ‘표준적 삽화론’의 경우, 어떤 아이디어를 표현하고자 할 때 그 표현이 표준이거나

필수적인 경우에도 보호 범위에서 예외로 한다. 이는 표준적이고 필수적인 표현을 보호하

는 것이 결과적으로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현실에서 이

이론은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한 창작의 경우에 적용되고 있다.29)

6. 표절과 친고죄(대한민국 저작권법 140조)30)

형법 상 사자(死者)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친고죄31)에 해당하는데, 2006년 법 개정에 따라 일부 저작권 침해 행위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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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아이디어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27)

27) 김기정 글, 신인철 그림의 〈차카게 살자〉는 영화 〈두사부일체〉를 저작권침해로 소송했다. 학교에 간 조폭은 아이디어 영역이다. 

28) 물론 아이디어라고 해서 보호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이 이론을 ‘아이디어와 표절의 합체론’이라고 하는데, 어떤 아이디어를 표현하고자 할 때 그 표현 방법이 하나인 경우에는 이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

다. 또한 하나 이상의 표현 방법이 있더라도 표현상의 한계나 기술적인 제약이 있을 경우에도 보호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문법 설명, 업무적으로 양식화된 서식 등을 들 수 있다.

29) ‘까레이스키’ 사건의 대법원 판결(2000. 10. 24.)

30) 한편 현재 시회적 이슈가 된 저작권 파파라치에 의한 고소 남발로 다시 친고죄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 법학교수회는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저작권 침해 사안으로 협박을 당하고 10만 명 정도가 고소 고발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검찰청 통계는 2013년 저작권법 위반 사건 접수 26,440건이며 그 중 학생들에 대한 고소건수도 1,257건에 달한다. 이 중 실제 기소 사건은 2,983건(약 11%)에 불과하다. 실제로 만화계에서도 저

작권 침해에 대한 합의금 유도 비즈니스(?)가 관련 업계에서는 블루 오션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저작권법의 원 취지를 이해한다면 현재의 고소 남발 사례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안타까운 것은 글로벌한 시대에 국제 저

작권 조약이 강화될수록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은 강화될 것이 분명하고 그 징조는 이미 현실화됐다. 비록 과도기적 상황으로 언젠가는 저작물의 활성화라는 취지에 부합되는 침해 대응이 보편화되겠지만 현재

31) 친고죄에 있어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소취하는 1심 판결 전까지이다. 공범이 있는 경우 범인 1인을 선택해서 취소할 수 없으며 1인 취소라도 다른 공범 전체가 취소되는 것으로 본다.

취하 후 재고소를 할 수 없다. 참고로 2013년 6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성범죄 관련 친고죄 조항과 반의사불벌죄가 모두 삭제됐다.는 저작권자의 보호가 우선시되는 것이 보

편적 입장이다. 따라서 당연한 이야기지만 공정 이용의 모색이 병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친고죄로 변경됐다. 형법에서 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의사와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거나, 그

죄질이 경미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의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만 한다. 다만 저작재산권 7종에 대한 침해는 형사처벌을 하고 있어 사실상 비친고죄

처벌이다. 즉 영리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행위를 한 경우는 제외된다. 친고죄의 경우 저작권자 직접 고소에 저작권자

고소 취하지 즉시 없었던 것으로 되는데 비친고죄의 경우 저작권자와의 합의 사항을 반영하여 처벌하므로 상황이 다르다.

7. 침해의 구제
가. 내용

저작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 등의 청구나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

성권) 침해 시에는 침해의 정지청구(침해 저작물 폐기 등 필요 조치 청구 포함),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

액 추정 및 과실 추정은 침해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저작재산권 침해죄는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나. 저작권자의 침해 대응 과정

먼저 내용 증명의 발송32)이다. 내용 증명에는 저작권자가 발신인임/수신인인 침해하고 있는 것/조치 요구/미 이행시 법

적 조치 및 수신인이 비용 부담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도 불구하고 무응답 또는 불인정

시 법적 조치를 진행하게 된다.

법적 조치에는 먼저 형사 고소 과정이 진행될 수 있다. 이 경우 저작권자는 관할 경찰서에서 고소인 진술(일정 조정 가능)

을 작성하게 되며 이 후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된다. 조사 과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없을 시 검찰로 송치되며 검사는 기소 여

부를 판단한다. 저작권 관련 고소 고발이 남발되는 현실과 소액 분쟁이 많아 실제에서는 약식 기소(벌금형)의 경우가 많다.

법적 조치에서의 민사 소송은 형사 고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형사 고소 결과를 첨부하여 민사로 소송

을 제기하는 것이다. 저작권 위반 여부와 달리 손해배상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소액인 경우에는 인격권 침해를 포

함하여 판결하는 사례들이 나타난다.

소액 분쟁의 경우 법적 분쟁 이전에 분쟁 조정 및 상담을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실제에서는 압도적으로 많다. 한국 저작

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온라인 24시간 자동 상담, 전화, 방문 등의 상담 제공), 예술인복지재단(변호사 대면 상담 지원

및 소송비용 중 변호사 선임료 일부 지원), 한국만화가협회 저작권 상담 및 법무법인 공조, 만화영상진흥원 ‘헬프 데스크’

등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상담 내용이나 분쟁조정 내용은 실제 판결을 예상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소모적인

법적 분쟁으로의 진행을 억제하는 순기능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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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자신이 요구하는 내용을 제3자에게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우편물에 의한 내용증명의 개념은 현재 메일이나 문자, 카카오 톡 등으로 발신해도 유사한 효과를 얻는다.



Ⅳ. 한국 만화의 표절 진행 단계 : 시대적 환경 이해

현재 중국, 동남아시아, 중화권 등 저작권 보호 수준과 사회적 인식이 후진적인 국가에서는

한국의 해적판 시대를 지금 거치고 있다. 흔히 ‘길보드’유통으로 한일 드라마나 영화를 CD로 유

통하는데 이를 ‘따오판(盜版)’이라 한다.34) 이 경우 생산, 유통, 소비의 참여자들이 갖는 위법 의

식은 찾아 볼 수 없다. 한국 만화의 경우 전쟁 이후 폭증한 일본 만화 해적판을 현재의 저작권

인식 수준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당시 활동하고 현재 한국 만화의 원로들 다수가

이 시기의 표절에서 예외일 수 없다. 이 부분은 단죄가 아니라 역사적 기술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으나 현재까지 공식적인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참고로 표절 논란에서 입장을 공개했던 김청기 감독의 매체 대담을 통해 표절을 대하는 찬반

시선을 엿볼 수 있다.

1. 수제(手製) 복사만화 시대
한국 전쟁 이후 〈밀림의 왕자〉(서봉재) 성공으로 해적판 시대가 만개했다. 해적판으로 통칭되는 이 표절작들은 단순한

해적판, 만화가를 고용한 해적판, 스토리를 추가한 해적판으로 세분된다.

복사가 아닌 다시 그리기 방식이 적용된 배경은 당시 만화 원고의 사전 심의 제도 때문이다. 종이 원고를 심의 기관에 제

출해야 하는 당시 시스템은 해적판 만화라도 완전히 새로 그려야 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작품 속 상황이나 캐릭터 이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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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http://www.etnews.com/200612110104 전자신문 : 2006년 12월 12일, 중국 베이징 공안들이 수거한 불법복제물들을 폐기하고 있다.

34) 서양에서는 ‘부틀렉’(bootleg, 비공식적으로 만들어진 음반)이 유사 개념이며 일본에서도 드물게 해적판이 존재한다.

35) 미키 마우스〉도 토끼에서 표절 문제로 귀를 잘라 쥐가 됐다.

〈그림 6〉 〈중국 공안의
‘따오판’ 폐기〉33)

김청기 감독 : “국산 애니메이션의 초기였고 TBC에서 일본 OEM을 했던 인력이 참여한 작품이라 디자인에서 일본

적인 모습이 난다. 하지만 그 때 과제는 일본 냄새를 어떻게 지우느냐였다. 결국 실력이 그 정도였다고 자탄하는 수밖

에 없다. 사실 당시에는 마징가라는 이름으로 나갔으면 더 성공했을 것이다. 그 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다. 그러나 양

심을 팔면서 그러지 않으려는 신조가 있었다. 이순신 장군 캐릭터를 광화문 동상을 보면서 꽤 연구했다. 그래서 이순

신 장군의 투구를 닮았다는 얘기도 많이 듣는다. 〈마징가〉가 먼저 나왔고 슈퍼 인간형 로봇 개념을 확산시킨 것도 그

영화였다. 〈마징가〉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른다.”

반론 : 그럼에도 〈로봇 태권 브이〉는 〈마징가〉 디자인과 유사하며, 〈슈퍼 태권브이〉는 〈전투메카 자봉글〉과 같다.

〈스페이스 간담 브이〉의 메카닉은 ‘발키리’의 모습이고 제목은 〈기동전사 건담〉이다. 〈우뢰매〉는 〈바이오맨〉과 〈닌

자 전사 토비카게〉와 같다. 악당 로봇들은 〈기동전사 건담〉 캐릭터들이다.

재반론 : 일본 〈아톰〉이 디즈니의 〈미키 마우스〉를 표절했지만 사랑받고 있으므로 〈태권 브이〉도 마찬가지로 수용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35)



한국식으로 변경되고 그림은 반전됐으며 한국 심의 기준에 맞는 자체 각색이 진행됐다. 일본 단행본 발매보다 국내 단행본

이 먼저 출간될 정도로 해적판 시장은 급성장했다. 출판사는 해적판 제작 공장을 세우고 작가는 그림 일꾼으로 전락하고

소비와 유통은 대본소를 낳았다. 1960~70년대 한국 만화의 환경이었다.

당시 주요 출판사들은 《현대지능개발사》, 《다이나믹콩콩코믹스》, 《을지서적》, 《제3미디어》, 《클로버문고》, 《구호》 출판

사 등이 시장을 주도했다. 〈드래곤 볼〉 캐릭터에 강시가 등장하는 〈태양권과 강시 라이온〉(고유성), 〈기동전사 건담〉 캐릭

터가 등장하는 〈우주의 흑기사〉(허영만)36), 〈동짜몽〉이 된 〈도라에몽〉, ‘백만리’가 된 〈도전자 허리케인〉, 〈쿵푸보이 친미〉

의 〈용소야〉 시리즈, ‘방의표’가 된 ‘사에바 료’, ‘애꾸눈’으로 등장한 〈캡틴 하록〉등이 당시의 흔적이다.

2. 표절의 자가 발전기 
1980~90년대, 일본만화 해적판의 활황은 한국만화에 있어 아동명랑과 시대극화, 무협 장르를 제외한 전 장르의 틀을 만

들었다. 순정, 모험, 추리, 스포츠는 물론 특히 합체, 변신, 직립보행, 탑승형 등의 로봇물에 깊은 영향을 주었고 이것은 애니

메이션에 주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다. 당시 애니메이션의 하청을 담당하던 국내 제작사에서는 작업한 셀을 복사하거나

재이용해서 해적판 영화를 제작하기도 했고 이 애니메이션들은 당연히 해적판 만화와 함께 성장했다.37)

발전적 해적판의 전설은 역시 〈바벨3세〉(김형배, 《새소년》 1980년 2월호부터 연

재)이다.38) 원작에 새로운 스토리를 붙인 후속편이다. 이 당시 유명 작가였던 김동

명 화실에는 이현세 작가도 후반부에 참여하여 반전 해적판 작업에 참여했다. 당시

4컷 만화였던 이로마의 〈악바리〉(《아이큐 점프》 연재/단행본 5권 출간)도일 노무

라 신보의 〈으랏차차 짠돌이네〉(4컷 만화)를 표절한 작품으로 연재 10년 뒤 원작이

국내에 애니메이션으로 방영되면서 논란이 됐다.39)

로봇 애니메이션과 함께 90년대는 일본 학습만화 표절이 유행되기도 했다.40) 작

가명만 교체하여 출판하는 학습만화 해적판의 시대였다.〈시관이와 병호의 대모험〉

은 치바 테츠야의 작품과 캐릭터를 표절한 것으로 이원복 작가가 스스로 고백했다.

대본소 만화에서는 밀리터리 사진집 트레이싱으로 배상 판결을 받은 〈침묵의 함

대〉를 재차 표절한 〈제국의 함대〉(장혁)가 인기를 끌었다. 《스포츠 조선》에 연재됐

던 〈단군의 조선〉은 스토리 표절작으로 기록됐다. 배금택은 〈크레용 신짱〉의 설정, 캐릭터, 에피소드, 대사까지 표절한 〈Y

세대 제갈공두〉를 《아이큐 점프》에 연재했다. 원작의 정식 연재로 연재 중단됐다.41) 〈열맞춰〉(김용규)는 〈GTO〉(후지사와

144 _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16년 제1차 [17회] 만화포럼Part 2

36) 《빙그레문고》에서 출판됐으며 동명의 극장판 애니메이션(박종희 감독, 1979)도 개봉했다. 이 작품에 참여한 현존 특정 작가를 기술한 것은 당시 활동한 만화작가들 전체의 관행임을 상기하려는 의도이다.

37) 당시 일반화된 애니메이션의 관행적 표절작품들

〈마징가 Z〉와 〈로보트 태권 V〉(1976년). 마징가 시리즈는 다수 감독이 표절 〈가이킹〉과 〈독수리 5형제〉를 표절한 〈철인 007〉(한하림 감독, 1976년)

〈마징가〉 시리즈(나가이 고 작)와 〈달려라 마징가 X〉(김현용 감독, 1978년) 〈원더 우먼〉(DC 코믹스)와 〈날아라 원더 공주〉(김청기 감독, 1978년)

〈배트맨〉(DC 코믹스)과 〈검은별과 황금박쥐〉(한헌명 감독, 1979년) 〈캡틴 퓨처〉와 〈캡틴 하록〉을 표절한 〈우주대장 애꾸눈〉(김대중 감독, 1980년)

〈건담〉 로봇 메카닉 표절한 〈혹성 로봇 썬더 A〉(1981년) 〈마징가〉와 〈슈퍼 마징가 3〉(박승철 감독, 1982년)

〈전투메카 자봉글〉과 〈슈퍼 태권 V〉(1982년) 〈마징가〉와 〈슈퍼 특급 마징가 7〉(이규홍 감독, 1983년)

〈육신합체 고드마르스〉와 〈쏠라 123〉(1983년) 〈기갑함대 다이라가XV〉와 〈슈퍼 타이탄 15〉(박승철 감독, 1983년)

〈E. T〉와 〈황금연필과 개구쟁이 외계소년〉(이영수 감독, 1983년) 〈E. T〉와 〈UFO를 타고 온 외계인〉(조민철 감독, 1984년)

〈트랜스포머〉의 ‘인페르노’를 표절한 〈불사조 로보트 피닉스 킹〉(정수용 감독, 1984년) 〈초시공요새 마크로스〉와 〈스페이스 간담 V〉(1984년)

〈비디오 전사 레자리온〉(TV 애니메이션)을 임의 편집, 더빙 후 개봉한 〈비디오 레인저 007〉(제작 정욱, 기획 안현동, 감독 이성우)

〈그림 7〉 〈바벨3세〉김형배 글, 그림



모토루/번역제목 〈반항하지 마〉)가 《학산출판사》에서 연재되기 전까지 트레이싱으로 연재됐다. 트레이싱 표절에서는 일

본 만화 〈더 파이팅〉과 〈슬램덩크〉등 여러 작품을 도용한 장태관의 〈아웃복서〉, 〈복서〉가 당시의 기억이다. 동 시대에 서

예린 작가의 표절 활동도 활발했다.42)

3. 기술적 표절 시대
2000년 이후 기술적 표절의 시대로 해적판처럼 후진적인 관행은 대폭 위축됐다. 반면에 점차 표절 판정이 해적판과 달

리 모호해 지고 일본만화가 아닌 전세계의 작품이 부분 도용되는 시기가 됐다. 물론 2003년 캐릭터 페어에 출품된 〈와피스

해적왕〉 사건은 현재도 표절 사례의 전설로 불린다.43)

웹툰 시대에 불거진 웹툰의 표절 사례들 중 유명 사례를 보면 부분적으로 다수 작품을 트레이싱하는 사례가 대표적인데

그 중 유명 사례는 아래와 같다.

한편 《코믹 챔프》46) 연재작인 〈위치 헌터〉도 2006년 최대 표절 이슈가 됐다. 트레이싱 도용 작들은 〈디그레이 맨〉, 〈블

리치〉, 〈강철의 연금술사〉, 〈베르세르크〉 등 다수의 만화와 〈반지의 제왕〉, 〈스타워즈〉 등에서 구도 및 아트 디자인을 도용

했다. 이후 사과문이 게시됐지만 편집부 담당 기자의 개인 블로그였고 그 내용도 신인 작가이므로 용서하자거나 표절을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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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바이오 맨〉(특촬물)과 〈똘이와 제타 로봇〉(1985년)

표절작 〈혹성 로봇 썬더 A〉, 〈쏠라 123〉, 〈스페이스 간담 V〉, 〈메카 3〉가 합체된 표절작 〈로보트 군단과 메카 3〉, 닌자 전사 토비카게〉와 〈외계에서 온 우뢰매〉(1986년)

38) 물론 〈바벨 2세〉(연재 작가 운길영, 단행본 작가 김동명)도 해적판이었다. 당시 일본만화의 국내 유입이 금지된 시기로 국내 창작으로 포장한 편법이 해적판 출간이기도 했다. 그 중 김동명 화실은 공장제 해적판 출판사였다.

이 작품의 폭발적 인기에 놀란 《새소년》은 당시 신인이었던 김형배 작가에게 새로운 악역 ‘콜파’를 등장시킨 후속 이야기를 제작하도록 한 것이 〈바벨 3세〉이다. 관련 기사 : 일간스포츠 ‘만화카페-바벨 2세 베끼기로 탄생한

명작’ 2006. 3 16.

39) 이로마 작가는 이후 주인공의 형태를 일부 변형하고 이름을 ‘몽다리’로 바꾼 만화 〈몽다리〉를 《소년 챔프》에 연재함. 〈개구리 슈퍼맨〉 또한 일본 만화 〈명랑 개구리 뽕키치〉(요시자와 야스미 작/소년 점프 연재, 1970~1976/

원제는 〈도근성개구리〉) 표절. 박산하 그림에 스토리로 참여한 성인만화 〈돈줄〉도 표절 문제로 공식 사과 후 중단.

40) 학습만화는 물론 동화, 어린이 소설 등에서 관행적으로 무단 전재가 되던 시대이다. 일본식 복도인 좁은 마루바닥이 등장하는 장면이나 일본 음식, 일본 놀이, 일본 패선 등이 수정 없이 무단전재됐다.

41) 배금택 작가는 당시 표절에 대한 입장에서 “재미있으면 그만이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42) 〈내 아이디는 성형미인〉이라는 대여점 인기작은 여호경 작가의 작품과 〈동경 줄리엣〉, 〈피치 걸〉 등을 트레이싱하고 조인성, 손예진 주연의 영화 〈클래식〉의 우산 포즈를 표지에 트레이싱한 작품으로 밝혀졌다.

43) 당시 개구쟁이 社는 “한국을 대표하는 만화 캐릭터로 만들겠다.”는 발표했고, 심사위원으로는 〈원피스〉 원작자인 오다 에이이치로가 참가하여 희대의 논란을 일으켰다. 대원씨아이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 무죄가 선고

되자 회사는 더 공격적 마케팅을 펼쳤으나 결국 3심에서 패소하고 폐업함. 여담으로 회사의 주장 중에 3년간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라거나 원작의 외팔이 ‘상크스’와 달리 해당 작품의 ‘샹송’은 두 팔이 없다며 항변하던 모습이

희극이었다.

44) 의혹을 받은 컷들은 원본의 선과 구도가 동일함. 프로그램을 사용한 로토 스코핑으로 의심받았다. 즉 사진을 보정, 색감 덧칠 과정을 거쳐 만화적 그림으로 포장하는 프로그램이 로토 스코핑(Rotoscoping)으로 영상을 찍은

후 그것을 프레임 애니메이션으로 그리는 기법이다.

45) 1차 사과문이 미흡하다는 판단 하에 수정 사과문을 즉시 게시함. 이 사과문에서 독자들이 제기하지 않은 배경 트레이싱 컷들을 공개하며 철저한 사과와 수정 없는 작품 중단을 함. 이후 2014년 네이버 연재 웹툰 〈당신만 몰

라〉에서 보여준 배경 및 소품 묘사에서 작가의 변화 의지와 노력은 표절 사례에서‘용자’라 불리고 있다.

46) 《팡팡》 폐간으로 《슈퍼 챔프》 연재, 《슈퍼 챔프》와 《영 챔프》 통합으로 《영 챔프》 연재, 《영 챔프》와 《코믹 챔프》 통합으로 《코믹 챔프》에서 연재함.

작품명 작품 소개 논란 의의

신의 탑
네이버, ‘베도’ 연재 후

2010년 정식연재
2012년 ‘독자만화대상’ 1위 수상작 〈헌터헌터〉, 〈블리치〉의 캐릭
터, 소품 디자인, 에피소드에서 표절 논란

창작으로 해명. 논란 후
2부 작화가 달라서 출판 지연

수사 9단 네이버, 2006~2011. 〈다중인격 탐정 사이코〉 컷 다수 도용 사과 후 진행

세 개의 시간 네이버, 3부작
사진 무단 도용 3부는 ‘디자인 무단 도용’ 소재였음.
트레이싱보다 로토 스코핑44)으로 의심됨.

문제된 15컷만 수정

환
네이버,

도전만화가 데뷔작
작가 유리아는 도용이 밝혀지자 무기한 휴재 후 목록에서 삭제.

드러나지 않은 도용까지 밝히며
사과 후 수정 없이 중단.45)

<표 6>



작의 한 형태로 정당화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등 논란만 키웠다. 재판 발행 시 문제 부분을 대폭 수정하여 발행하였다.

신인 작가의 데뷔와 관련하여 2013년 대학만화 최강자전에 8강까지 진출한 〈시타를 위하여〉도 논란이 됐다. 이 작품은

2014년 6월~9월 네이버에서 연재됐는데 저작권이 있는 배경사진을 트레이싱한 것이 밝혀져 해명하고 이후 원저작권자와

협의했다고 밝혀 일단락됐다. 그리고 서두에 언급한 박미숙 작가의 논란까지 표절은 현재 진행형이다.

4. 만화를 표절하다.
표절이란 일방적인 사례가 아니다. 만화를 표절한 타 분야 사례들을 보면 모두가 모두를 표절하는 현상을 알 수 있다. 그

사례들 중 일부를 아래에 정리했다.

Ⅴ. 만화 표절 현재 유형
: 표절의 개념이 초기에는 패러디, 오마주, 트레이스, 단순인용 등과 기타 ‘아류’와 원작의 ‘자기 표절’을 모두 표절에 포함

했다. 또한 2차 창작을 허용하는 시대이나 원저작자가 소송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디즈니 관련작의 2차 창작이

희귀한 배경이다.

1. 스토리
만화 분야에서는 스토리 도용보다 소재, 장르의 표절, 작화 표절에서 분쟁이 발생한다. 소재와 장르의 유사성은 표절 침

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논란의 다수는 작화에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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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논란에서 시청자들은 “컨셉, 포맷, 장르의 유사성은 제외하더라도 게임의 룰은 표절”이라는 인식이 일반적 반응이었다, 예를 들어 주최자(붕대를 감은 미이라 컨셉도 만화와 같다)가 말하는 게임 소개에서 “극한의 인간 심리

를 경험할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실험”이라는 대사는 만화작품 도입부에 ‘오쿠무나 엘리스’가 말한 대사와 같다.

피해 작품(만화) 도용 사례 비고

〈해피〉(우라사와 나오키) 드라마 〈토마토〉(1999, SBS)
방송사는 클리세로 주장 ▶ 논란 후 방송사는 정식 계약 후 드라마 〈라
이벌〉 제작, 방송 

〈내게 너무 사랑스런 뚱땡이〉(이희정) 드라마 〈두근두근 체인지〉 2005년 패소 ▶ 실질적 유사성 불인정

〈바람의 나라〉(김진) 드라마 〈태왕사신기〉 2007년 패소 ▶ 실질적 유사성 불인정

〈윅더글 덕더글〉(황미나) 뮤지컬 〈점프〉
2008년 판결
▶ 1심은 실질적 유사성 불인정 / 2심에서 합의금 형식으로 종결

〈설희〉(강경옥)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2014년 소송 ▶ 3자 중재로 소 취하

〈지킬박사와 하이드씨〉(이충호) 드라마 〈킬미 힐미〉 20`5년 분쟁 기사화 ▶ 소송 미진행

〈도시정벌〉 7부 드라마 〈용팔이〉 만화 7부 에피소드 도용 논란

〈라이어 게임〉 토너먼트 편(LGT) 예능방송 〈더 지니어스〉47) 만화 속 설정 및 구성 유사성 논란. 특히 게임 룰 표절 논란

<표 7>



2. 트레이싱
그림을 직접 종이에 복사하는 것과 유사한 행위로 컴퓨터 프로그램 보급에 따라 더욱 보편화 됐다. 컴퓨터 이용 방식은

사진을 복사하여 그 위에 그리는 방식에서 아예 만화적 그림으로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됐으며 그 판단 기준은

‘일치율’이다.49) 

배경은 캐릭터보다 도덕적으로 판단 기준이 약하나 원화를 트레이싱

했을 때 트레이싱으로 판단한다. 배경사진의 트레이싱은 법적 문제가

있으나 도덕적 판단이 어렵고 필터 등의 소스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

침해 기준이 약하다. 판결 사례에서는 저작권이 있는 소스를 도용한 경

우에 한정하여 침해를 인정하는 추세이다.

이와 달리 정교하고 복잡한 메카닉이나 소품류는 트레이싱으로 판단

한다. 단, SF나 환타지 영화에서 일반화된 매트 페인팅 중에서 나뭇잎

이나 간단한 소재를 사진 소스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표절에서 예외로

본다. 물론 이 경우에도 저작권이 있는 배경 사진이나 소스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되기도 한다.

3. 포즈와 구도
저작권이 있는 사진 포즈를 허락 없이 그대로 그리는 것은 저작권 침

해가 될 수 있다.50) 미국 그래픽 노벨의 경우 사진을 그대로 만화화 하

는 방식이 흔한데 이 경우 도용 방지를 위해 특정한 포즈를 지시하고 이

를 사진으로 작가들에게 제공하는 형태를 취한다. 아예 일부 회사는 아

마추어들을 위해 다양한 포즈 사진집을 발간하기도 하고 국내에 출판

된 사례도 있다.

한국 저작권 협회는 공개적인 보도 사진, 일반인의 사진, 작가 본인이

자료 참고용으로 찍은 사진 등은 제외하고, 사진작가가 있고 전문 모델

이 있는 사진 등은 보통 창작물로 인정이 되므로 원저작권자에게 허락

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운동 경기 중의 자연스러운 사진이 스포츠 신문 등에 실린 경우와 그 사진이 화보, 화집, 잡지 등에 실린 경우와 구분되어

야 한다. 모델의 경우도 단순한 워킹이 아니라 포즈를 취한 경우, 사진작가가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모델의 독창적 포즈에

모델 개인의 사상이나 창의성이 성립되기에 이를 무단 사용할 경우 표절로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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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LG-IBM 노트북PC ‘X-Note’ 광고가 ‘새로운 고수들이 나타났다’는 카피로 신문에 실렸는데 그 광고의 이미지가 <배가본드>의 주인공 사사키 코지로의 만화 컷을 그대로 베꼈다고 논란이 됐다. 

49) 아이러니하게도 이미지의 일치 유무를 검색으로 찾는 프로그램도 등장했다. 실루엣 처리된 이미지로 누구인지 맞춰내는 네티즌 수사대가 즐겨 쓰는 프로그램으로 트레이싱 작품을 찾는데도 일조하고 있다.

50) 나이키의 점프 맨 실루엣 로고는 사진 도용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다리의 각도, 팔의 길이를 수정하여 사용한다.

51) 2014년 12월, 논란이 발생한 쇼핑몰 ‘하늘하늘’ 사진과 박태준 작가의 네이버 웹툰 〈외모 지상주의〉 컷 비교

〈그림 8〉 〈실루엣 트레이싱〉48)

〈그림 9〉 〈트레이싱〉51)



4. 배경
만화에는 배경전문 어시스턴트가 전문 분야로 있을 만큼 어려운 분야이다. 따라서 디자인과 구도 등 도용이 많이 발생하지만 오히

려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캐릭터에 더 시선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특정 건축물이나 도시 배경은 트레이싱을 하더라도 표절이

되지 않지만 특정 구도를 복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52) 허락된 배경 사진집이나 스크린 톤의 사용은 표절과 별개이다.

5. 자기 복제
김성모 작가의 다작 시스템에서 주로 화제가 됝 자기 복제는 대본소 무협만화의 몰락기인 2010년 이후에 대본소 만화에

도 자주 사용되고 있다. 주요 등장인물의 크기를 달리 하거나 부분 사용을 통한 자기 복제53), 이전 스토리의 재사용 등이 있

으며 심지어는 제목만 달리한 재판도 신간으로 출간되고 있다.

Ⅵ. 표절의 가이드라인 난제(難題)

1. 타 분야의 가이드라인
법적 표절의 모호성과 분쟁의 증가는 각 분야로 하여금 현실 접목이 가능한 표절 가이드라인의 마련으로 나타났다. 그럼

에도 현실적으로 그 구체성을 담보하는 가이드라인은 여전히 요원하다는 것을 타 분야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가. 영화 및 음악분야 표절 방지 가이드라인(문화체육관광, 2007. 12. 11)

저작권법은 표현의 영역을 다루고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는다. 이를 근거로 영화나 드라마의 경우 대사가 같지 않으면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법에서 의미하는 ‘표현’이란 대사만이 아니라 등장인물의 성격 및 상호관계, 플롯,

사건의 전개 과정 등을 모두 의미한다. 특히 표절의 분량과 별개로 독창적 창작 부분의 유사성은 표절 침해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이러한 기준을 반영하여 문화부는 영화 및 드라마 표절 판단 기준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이 때 실무를 진행

한 문화산업본부는 저작권법 상 표절이라는 용어 대신 저작권 침해 행위로 통칭하며, 저작권법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규정에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는 예외라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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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드라마 표절 판단 기준(문화산업본부 발표)

•두 작품의 대사, 등장인물, 플롯, 사건의 전개 과정, 작품 분위기, 전개 속도 등 종합 비교

•구체적 플롯의 유사성이 인정될 것(단순한 줄거리는 아이디어로 보호 제외)

•작품 분위기는 등장인물이나 플롯보다 중요한 판단요소는 아니나 중요 요소일 경우도 있음

•장소적 배경, 작품의 전개 속도는 중요한 판단요소가 아님

52) 물론 설계도면은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는다.

53) 얼굴을 복사해서 칸에 넣는 행위를 업계에서는 ‘카피 대갈치기’, ‘도장찍기’라고도 한다.



나. 논문 표절 가이드라인

한국문인협회도 2015년 5월에 문학표절문제연구소(상설) 설치를 발표하며 가이드라인 및 처벌 심의와 의결 기구로 운영

하고 표절 확정 작품은 ‘표절 기록부’에 등재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또한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도 표절 가이드라

인 마련을 위한 실무 팀을 구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 선행 연구 필요
본 발제는 아래의 연구들이 선행되어야 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가. 만화 표절 史

한국만화의 통사, 야사는 물론 개인 작가의 자서전 및 평전이 출간되었으나 한국 만화의 특정 분야에 대한 연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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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최근 판단의 모호함으로 아예 원곡자에게 공문을 보내 의견을 듣는 방식이 도입됐다.(이승철의 [소리쳐]를 원곡자 가레스 게이츠에게 보냈음. 원곡자는 표절 아니라고 밝힘. 법은 인용으로 판단하여 일정금액의 로열티를 지불함)

55) 미, 인문학 논문 표절 판정 기준 중 하나를 인용한 조항이다. 단 표절 검색 시스템(카피 킬러)의 조건인 ‘연속된 6개 어절 이상의 동일’은 표절 의심 부분으로 검색 결과로 노출되기는 하지만, 이의 표절 판단 여부는 더 많은 조

건들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음악 표절 판단 기준54)(문화산업본부 발표)

•원곡 수요자 판단을 기준으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리듬, 화성, 박자, 템포 등 종합적 하고 해당 저

작물에서 차지하는 질적 양적 정도를 감안하여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해야 한다.(수원지법 2006. 10. 26 선고)

•2소절(8마디) 동일성 기준 폐기

- 두 곡의 음에 대한 기계적, 수량적 비교보다는 음표의 연속성(가락)이 중요 기준

- 가락의 유사성 이외에 화음의 진행방식이 유사한 경우에도 표절 인정 가능

•단순한 샘플링이나 리메이크는 원작자의 허락 필요 

[교육인적자원부]

•6단어55) 이상의 연쇄 표현 일치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또는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 •남의 표현이나 아이디어를 출처 표시 없이 쓰거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짜깁기

•연구 결과 조작 및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저작물

[교육과학기술부/한국연구재단] (2008)

•6단어 이상 무단 인용 •6단어 이상의 연쇄 표현 일치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또는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 •짜깁기와 토막 논문도 모두 표절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저작권 침해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난 저작물을 자신의 것으로 이용하는 ‘공유 영역 저작물의 부당 이용’

•타인 저작물을 인용하면서 인용 표시를 하지 않는 ‘짜깁기’



하다. 그 중 표절 역사는 현존하는 작가의 실명이 거론된다는 부담과 그 표절 여부의 경계에 있는 작가와 작품군에 대한 인

정 범위의 합의 부족, 그리고 과거의 시대적 환경에 대한 용인 여부도 논란이어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

러나 단죄의 의미가 아니라 역사 기록의 입장에서 정리해야 할 당위성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나. 만화 표절 유형 사례 연구

웹툰 시대의 창작 환경, 특히 모든 창작자들이 거치는 습작 과정에서 그 어느 때보다 선행 작품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

결과로 나타난 만화 표절의 대표적 유형과 창작자 입장에서의 표절 인식, 가이드라인의 요구 사항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다. 국내 및 저작권 강대국의 만화 표절 판례 연구

국내 타 분야의 가이드라인도 만화 가이드라인에 참고하기에는 구체성에서 한계를 지닌다. 또한 만화 창작자 중심의 의

견은 법적 적용에 있어 접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결국 법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창작의 현실적 요구와 법적인 수용 범위

를 합치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경우 가이드라인의 자료가 되기에는 모호한 판결문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저

작권 강대국들의 법적 고민을 참고하는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다.

3. 기타 후속 연구의 보완 필요
법은 최소한의 상식을 규정하며 현실의 후속적 규정이다. 학술적 연구는 현실 상황을 예견하거나 또는 정리와 분석으로

접근할 수 있다. 법 조항과 학술적 연구 결과들이 현실과 괴리되지 않으며 근본적인 창작 위축의 딜레마를 극복할 현실적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표절의 형식과 인식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과 함께 이를 반영한 법 조항의 개정과 가이드라인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종합 연구의 부재는 각 분야의 표절 가이드라인에 난제로 작용한다.

Ⅶ. 만화 표절 가이드라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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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 인식 변화를 위한 권고

•표절은 자신만이 알고 있는 작가의 양심 문제이다.

•표절의 죄의식 결여는 그 범죄 취득물이 무형이기 때문이다. 침해 했을 때가 아니라 침해 당했을 때의 감정을 기억한다.

•표절은 창작자가 참고한 원작을 독자들이 알지 못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또는 기술적 표절의 자신감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개인 작가의

참고 원작 수(數)는 물리적으로 다수 독자가 경험한 원작의 수(數)보다 많을 수 없다. 설사 후자가 1명의 독자이고 1건의 경험이더라도

확률의 문제이다. 따라서 나만 참고한 작품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표절 검색 시스템 등장과 독자의 폭넓은 만화 탐독의 시대, 성숙한 창작문화를 키우기 위해 창작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가져야 한다.



맺음말

순수창작 분야의 표절 논란은 캐릭터 디자인 도용이나 기술 도용 등과 달리 침해 판단이 쉽지 않다. 특히 글과 그림으로

창작되는 만화는 미술과 어문저작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복잡한 창작예술 분야이다. 이로 인하여 법 조항의 일반적 판단

기준으로 만화 표절을 판단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하물며 독자들의 표절 구분은 법적 판단보다는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

을 수밖에 없다. 이에 더하여 다른 분야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현상이지만 표절은 도덕적 비난이나 의혹 제기만으로도 이

미 확정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닌다. 전술한 바와 같이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적인 보완과 함

께 사회적인 무분별한 표절 인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창작자만이 아니라 독자들에게도 좀 더 명료한 표절의 침해 구분

기준이 점진적으로 공유될 필요가 있다. 또한 표절을 다루는 저작권법의 근본 취지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의 취

지는 창작의 활성화이다. 이는 국내 표절 관련 소송에서 침해 불인정 판례가 드물지 않은 까닭이다. 즉, 창작 활성화를 지향

하는 법적 지향은 확실한 표절이 아니면 침해를 불인정하는 판결을 낳게 됐다. 결국 창작의 위축을 고려한 표절 침해의 범

위를 이해 당사자 모두가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표절 침해 판단에서 가장 맹점이 되는 기술적 표절에 대한 전문적 접근이 요구된다. 즉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의

영역에서 실질적 유사성을 따지는 침해 판단은 ‘각색’이라는 재창작 행위로 회피할 수 있는데 이를 활용하는 표절을 기술

적 표절이라 한다. 표절은 범죄이나 각색은 창작의 정상 영역이다. 이 상반된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결과를 낳게 된

다는 것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

끝으로 표절 침해 논란에 대한 창작자 개인의 올바른 대응과 함께 창작집단의 공정한 대응도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에서

는 법적 분쟁 중인 사안이거나 근본적인 판단 기준의 모호성으로 다른 분쟁처럼 개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창작자는

양심에 따른 적극적 대응으로 재창작의 동기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동시에 법적 판단과 별개

로 창작 집단은 개별 창작자의 표절 논란이 합당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내부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노력과 그 근거에 따

라 부당한 의혹 제기로 사라지는 개인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요구된다.

모두가 요원한 문제이다. 표절 환경과 현상의 완전한 변화가 아니더라도 지금은 표절 없는 만화 창작 환경을 지향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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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표절(剽竊)과 만화

만화 표절 판단의 가이드라인(安)

•스토리 부분은 어문저작물 침해 판단 기준에 따른다.

•두 작품의 대사, 등장인물, 플롯, 사건의 전개 과정, 작품 분위기, 전개 속도 등 종합 비교

•트레이싱은 두 작품의 일치율이라는 양적 부분과 질적 창작 부분의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배경, 포즈 등을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원화, 사진으로의 트레이싱은 표절이다.

•창작자의 의도적, 특징적 칸 분할 또는 장면 전환도 보호받는다.

•오마쥬와 패러디, 참고의 경우는 명시한다.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텍스트의 인용 미표기는 표절이 아닌 저작권 침해이다.

•자가 표절 중 캐릭터 카피는 법적 소송 사례가 없으나 개념상 표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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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토론 02.

표절(剽竊)’과 만화 : 표절 없는 만화 창작을 위한 ‘가이드 라인’ 제안
_ 주재국(만화연구가)

[주요 토론 내용]

⦁ ‘비밀독서단’이라는 공공방송에서 <세네카의 화>라는 책이 나왔는데 세네카의 원본이 아닌 일본 편역본을 번역해서 나왔다. 표절까진

아니라도 도의적인 차원에서 문제 삼을 수 있다.

⦁표절 관련 가이드집은 제작은 더욱 어렵다. ‘표절논란에 대응하는 법’, ‘표절에 당당해지는 작가가 되기 위하여’ 등 이런 식의 실질적인

도움되는 주제가 필요하다.

⦁젊은 작가는 표절에 둔감하고 모든 미디어에서 표절을 하고 있기에 자기가 의도적인 표절을 하는가에 대한 생각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박모 작가가 표절을 했다라고 생각한다. 컬러링, 캐릭터, 자세 등에 대한 표절 보다 심각한 것은 만화의 콘티에서부터 중국의 많은 작품

들, 중국작가의 칸 연출을 그대로 도용했다는 것이 문제이다.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표절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최근에는 학생들의 작품을 표절하는 경우가 많다. 즉, 학생의 아이디어, 캐릭터, 모

티브를 실제로 에이전시에서 도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영화의 경우, 시놉시스, 콘티가 충무로에서 1년 동안 천 편 이상이 넘나들어 도용되는 경우가 많아 법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다. 만화도

캐릭터를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이용이 적다. 적은 비용이니 분쟁이 일어날 것이 염려되면 등록하라고 권한다. 

⦁강경옥과 <별그대>와의 표절 시비처럼 만화가 개인이 거대 프로덕션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대응을 잘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

가 있다.

⦁개인이 싸우기엔 힘들다. 협회나 진흥원에서 우산역할을 해줘야 한다. 작가 스스로 경각심을 갖어야 한다. 표절의 논란이 됐을 때 공격

적으로 어필해야 한다. ‘베도’는 숱하게 표절이 일어난다. 문제 제기가 없을 뿐이지 신인의 연습창구, 낙서장 정도로 생각한다. 

⦁만화에 대한 인식이 다른 문학에 비해 하위로 보는 경향이 있어 만화는 건드려도 반격이 없다라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다. 표절에 대한

조직적, 체계적인 대응과 여론을 만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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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제 01
가족 로망스, 어린이 만화 속 어머니의 부재와 신파성
_ 발제자 : 김종옥 위원

주제발제 02
2015 웹툰 서비스 현황 조사
_ 발제자 : 이용철

주제발제 03
국가도서관의 만화자료 수집, 보관, 서비스 현황 비교 연구
_ 발제자 : 한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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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요

일 시 2016. 03. 18(금) 15:00 ~ 18:30

장 소 한국만화영상진흥원 5층 세미나실

참 석 자 만화포럼 참석위원 총 12명

- 포럼위원(10명)

: 화자, 김소원, 김종옥, 박기수, 박세현, 서은영, 

이승진, 주재국, 한상정, 이용철

- 진흥원관계자(7명)

: 김정미, 오덕영, 김미순, 김준호, 심리나, 김연희, 이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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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970~80년대 어린이 만화에 표현된 가족의 정체성과 신파성

1. 들어가며

1970년대 이후 어린이 만화는 어린이의 일상을 위트와 소소한 웃음으로 엮어나간 명랑만화가 주류를 이

루었다. 그러나 명랑만화와는 구별되는 장편서사를 담은 가족만화도 중요한 한 부분으로 창작되었다. 가족

만화는 가족 드라마를 기반으로 어린이의 ‘성장’을 그린 작품으로, 가족의 화합과 사랑을 주제로 한국사회

를 ‘따뜻한 공동체’로 표현하는 집단 무의식 형성에 중요한 장르였다. 권명아는 가족은 명확하게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진 ‘구성된 실체’라고 주장한다.1) 이는 가족, 가족애는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

문에 운명처럼 인간의 삶에 내재 되어 있는 것이라는 견해를 반박하며 그것이 지배 이데올로기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재구성된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가족은 산업화의 정치·경제·문화적 제반 특성

을 반영하며, 가족주의라는 특이한 형태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었다. 가족주의는 공동체의 구성원들 간에 혈

연으로 대표되는 배타적 동질성을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동의 규범 및 가치를 내세워 가족 개개인의

권리보다는 가족 집단을 우선시 하며 구성원들의 행위와 의식을 구속하고 제어한다. 또한 한국의 가족주의

가 지닌 대표적인 특성인 혈연주의는 혈연을 통한 집단이기주의와 부권을 중심으로 한 가부장적 위계질서

를 중심으로 이데올로기화 한다. 뿌리 깊은 한국의 가족에 대한 규정은 다양한 대중문화 장르를 통해 재현

되고 체화되어 왔다.

이 글은 한국의 가족주의가 어린이 가족서사만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투영되어 나타나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1970~80년대 한국 어린이 만화에서 ‘가족’을 전면에 내세운 작품 중 <비둘기합창

1978>, <떠돌이 까치 1982>, <달려라 하니 1984>를 중심으로 어린이 만화에 나타난 ‘가족’에 대해 분석해보

고자 한다.2)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는 첫째, 당시 대표적인 어린이만화를 통해 가족 드라마의 특징이 갖는 사회적 의

미를 살펴보고자 함이다. 만화의 장르 분석에서 <떠돌이 까치>와 <달려라 하니>는 대부분 스포츠 만화로

1) 권명아(2009), 《가족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책세상 

2) 세 작품은 모두 어린이잡지에 연재된 후 단행본으로 발간되었다. <비둘기합창>은 1978년 《소년중앙》에서, <떠돌이 까치>는 1982년부터 《어깨동무》에서 연재되었으며, <달려라 하니>는 1985년부터 《보물

섬》에서 연재된 작품이다. 이 글에서는 <떠돌이 까치>는 1984년 우성사에서 출판한 판본을, <달려라 하니>와 <비둘기합창>은 2002년 바다그림판의 출판본을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1970~80년대 어린이 만화에 표현된
가족의 정체성과 신파성
: <비둘기 합창>, <떠돌이 까치>, <달려라 하니>를 중심으로

_ 김종옥(상명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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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된다. 그러나 작품 탄생의 시대적 배경3) 때문에 스포츠에 대한 내용이 작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서사를 끌

고 가는 중요한 테마가 ‘가족’이라는 측면에서 이 작품들은 가족만화이다. 두 번째는 가족을 서사화 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정서적 표현인 ‘신파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분석 가능한 작품이기 때문이며, 마지막으로 이 세 작품은 1987

년 최초의 한국 TV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떠돌이 까치>를 시작으로 TV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되어 높은 시청률을 보

인 인기 작품으로 그 파급력이 컸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가족이 지닌 정체성과 가족

을 서사화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과도하게 표현되는 고통’과 ‘눈물의 사회적 함의’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2. 한국사회 가족의 의미와 어린이 만화를 통한 가족의 재현

한국사회 만큼 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중요시하는 공동체 인식도 찾아보기 힘들다. 사회적 변화와 갈등이 심했던 한국사

회의 경우 가족서사가 두드러지게 많은 양상을 보이는데, 이것은 한국사회의 ‘가족주의’가 지닌 특성 때문이다. 가족은 자

녀를 보호하고 가족 공동체를 유지하는 단위이자, 사회 문제를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해결해야 하는 단위이며, 한 사

회의 변화를 측정하는 바로미터다. 특히 한국사회는 압축적인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갈등이 공적 영역에서 해소

되지 못하고, 가족 내의 사적 영역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로 학습되면서 왜곡된 결과를 낳기도 했다. 

근대화 이후 한국사회의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정치적 억압들은 우리에게 정서적 공동화(空洞化)를 야기하고, 이러

한 사회적 현실 속에서 우리는 보편적 가족의 정의만으로 이해되기 어려운 ‘가족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낸다. 개개

인의 권리보다는 집단을 우선시하는 집단의식인 가족주의는 그 의식을 사회로 확장하며 독특한 국가 의식을 형성한다. 한

국은 식민지, 전쟁과 분단, 파시즘 등 개인의 힘으로 극복하기 힘든 사회적 불안과 폭력을 경험했다. 또한 이 역사적 경험은

전후의 복구, 국가의 발전과 경제 성장을 위한 개인의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는 국가 이데올로기를 자연스러운 개인의 소명

으로 받아들이는 집단적 무의식을 양산했고,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유신체제와 5공화국의 통치 방식에 의해 강화되었다. 

불안정하고 억압된 사회에서 ‘가족은 척박한 현실 속에 언제나 개인의 유일한 위안처이며, 근거지’라는 중요성이 부각되

었다. 이는 가족의 중요성은 보편적이라는 신화와 달리 사회적으로든 집단적 무의식으로든 그것이 강력하게 표현되는 시

점은 주로 사회적 위기의 순간이었다는 점을 드러낸다. 가족적 가치에 대한 강조는 사회의 경계가 무너졌다는, 혹은 무너

지고 있다는 위기의식과 그 경계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강한 요구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로부터, 죽음의 위협으로

부터, 타인과의 폭력적 관계로부터 가족이 유일한 탈출구라는 것은 결국 가족이 이 모든 관계에 대해 배타적인 경계를 구

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4) 또한 경계 내에 속한 가족은 어떠한 문제나 부족함을 지니고 있어도 함께 화합하며 가야한다는

맹목성을 부여한다. 이렇게 구축된 경계는 때로는 상상적 공동체(국가, 지역주의 등)와 연계되면서 가족의 범위가 확대되

고, 이는 부지불식간에 자발적이고 내면화된 지배이데올로기 호명장치로 자연스럽게 부응한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족을 책임지는 ‘강한 아버지’가 등장한다. 당시 한국 상황에서 강한 아버지의 상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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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이전에도 어린이 만화에서 스포츠는 이야기 구성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였지만, 작품이 발표된 1980년대는 제5공화국의 전두환 정권의 3S정책으로 인해 스포츠는 대중문화에서 부각되는 주제였다.

4) 권명아, 위의 책, pp.34~35,



경제적 능력으로 표현된다. <떠돌이 까치>에서 까치와 둘이 생활할 때의 아

버지는 집도 없이 트럭에서 생활하고, 감정적이며 일을 찾아 떠돌아 다니는

불안정한 생활을 했다. 그러나 달이 엄마와의 재혼으로 ‘완전한 가족’이 된

이후 아버지는 트럭을 팔아 집을 구하여 가족이 함께 모여서 생활할 터전을

만들고, 소아마비로 걷지 못하는 달이의 수술비 마련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쿠웨이트로 떠난다. <달려라 하니>의 아버지도 사업에 실패한 후 경제적 재

기를 위해, 엄마를 잃고 혼자된 딸을 유모할머니에게 맡기고, 돈을 벌기 위

해 중동으로 떠났다. 197~80년대 한국은 수출 위주 경제성장과 중동 특수

등이 경제의 중요한 기반이었고, 한국 내에서 가장으로서의 경제적 권위를

확보하지 못한 아버지들은 ‘극한의 조건’인 타국으로 진출하여 가족을 책임

지는 강한 아버지로의 부권을 획득한다.

이상무 작가의 만화는 동네 골목 한 귀퉁이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우리

의 이웃 같은 가족의 삶을 보여주며, 가족의 갈등과 위기를 딛고 화합하는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특히 <비둘기 합창>

은 어린 독고탁의 눈으로 197~80년대를 살

아가는 서민 가정의 애환을 그리고 있다. ‘아

버지가 운전수로 일하면서 사모님과 아들에

게 쩔쩔매며 머리 숙이는 모습을 본 둘째 아

들 봉구는 아버지의 비굴한 모습에 눈물을

흘리지만, 큰형은 어떤 상황이든 그것은 가

족을 위한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위로한다.’

가족을 위해 자존심을 굽히며 일하는 가장

의 모습은 작아 보이지만, 왜소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든든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려진 것

이다.

일반적으로 가족은 자녀의 자아 정체성 형성과 사회적 성장 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어린이 대상 가족 서사에서

가족 간의 신뢰와 사랑에 기초한 유대감과 가족의 화합은 긍정적 가족 관계로 묘사된

다. 특히 이 과정에서 ‘좋은 부모’와 ‘바람직한 자녀’의 역할에 대한 설정이 이루어지고,

가족의 위기와 갈등을 사랑으로 해소하고 화합하며 가족 공동체를 더욱 공고히 유지하

는 것은 그 역할론의 안정적 정착으로 제시된다. 

한국사회는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생기는 인간관계의 갈등을 삶의 중요한 문제로 여

기고, 가족을 개인의 단위가 아닌 부모와 자녀의 유기적 질서에 의해 완성되는 하나의

공동체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대중문화에서 대부분의 가족 서사는 기

존의 혈연과 가부장제적 질서를 강조하는 가족 공동체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다. 특

히 아동·청소년만화에서 가족의 위기와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린이는 성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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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이상무, <비둘기 합창>, 바다그림판, 2002, p.67 / 〈그림 3〉 p.147

〈그림 4〉 이진주, <달려라하니>
4권, 바다그림판, 2002 

〈그림 1〉
이현세, <떠돌이 까치> 3권, 우성사, 1984, p.73



만, 반드시 가족 공동체 안으로 회귀되어 ‘따뜻하고 완전한 가족’의 완성으로 귀결된다.

<떠돌이 까치>의 설까치는 아버지의 재혼 때문에 갈등하지만 결국 새어머니를 찾아가 가족으로 화해하고, <비둘기 합

창>은 아버지의 실직으로 위기를 맞은 독고탁의 가정은 회사의 사과와 퇴직금으로 택시운전을 시작하고 큰형 독고준은 사

법고시에 합격하면서 화합적인 결말을 맺어간다. <달려라 하니>도 돌아가신 엄마에 대한 그리움으로 아버지의 재혼에 갈

등하지만, 새어머니의 헌신적 노력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엄마와의 추억이 담긴 대추나무를 파내며 새엄마와 가족이 된다.

이러한 귀결은 ‘결핍된 가족’에서 벗어나 행복한 가족을 형성한다는 따뜻한 결말을 담는다. 가족만화에서 주인공의 고통과

슬픔은 가족의 위기로부터 발생하고, 결핍의 해소와 따뜻한 가족으로의 복귀라는 서사를 통해 해소된다. 가족의 위기와 화

합은 독자들을 작품 속에 몰입시키는 중요한 지점이다. 가족의 죽음, 특히 어머니의 죽음과 모성에 대한 결핍으로 고통 받

는 주인공은 독자들에게 연민을 불러일으키고, 주인공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이야

기를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획득하며 주인공과 자기(독자)를 동일시한다.

그러나 ‘따뜻한 가족’의 대척점에는 ‘어른이 되지 못한 아동’이 있다. 근대화의 과정 속에 중요한 한 지점은 아동의 발견(탄

생)이다.5) 아동은 아직 보호받아야 하고, 훈육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회적 인간(어른)으로 성장해야 한다. 한국사

회의 가족 서사는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고 성장한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결국 소년(소녀)은 아직 주체로서 자기

를 증명하지 못하고, 부모의 귀환을 통해 아동으로서 남아 있다. 아름다운 결말은 언제나 흩어진 가족이 위기와 갈등을 해소

하고 다시 단란하게 모이는 것이다. 주인공인 소년(소녀)들은 위기와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하며 그 과정에서 성장하고 독립

된 개체로서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

전히 부모의 위계질서에 포함되어 의존적 아이

로 머무르는 왜곡된 결말이 담겨 있다. 

<달려라 하니>에서 주인공 하니는 주체로서

성장해 가는 모습보다는 가족(새엄마)의 보살

핌 속에 한 뼘쯤 자란 어린이의 모습을 보인다.

하니는 교통사고 이후 재활치료를 거치며 마라

톤 선수로 재기한다. 그러나 첫 출전한 마라톤

대회에서 완치되지 않은 다리 때문에 더 이상

달리기 힘든 고통에 직면한다. 이때 하니를 끝

까지 달리게 한 힘은 가족이다. “아줌마를 위해

서 일어날 거야, 우리 아빠와 아줌마를 위해서

달릴거야” 라고 이제 엄마를 위해 달리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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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이현세, <떠돌이 까치> 8권, 우성사, 1984, p.66

5) 전근대사회에서 아동은 특정 계급에만 국한된 특권 같은 것이었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동이 아니라 ‘준-어른’으로 취급되었다. 하지만 근대사회가 도래하면서 특정 연령대의 아이들은 ‘비-어른’으로 분류되어 사회가 요구하

는 규율을 내면화해야 하는 타자로서 구성되었다. 

필립 아리에스, 문지영 옮김(2003), 《아동의 탄생》, 새물결, p.648

6) “영웅 서사를 넘어 가족 서사로 이행한 한국의 스포츠 애니메이션은 결코 어른-영웅을 생산하지 못한다. 독고탁과 까치는 천재로서의 고난을 극복하고 마침내 그렇게 욕망하던 가족을 쟁취했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결

여된 영웅으로 남는다. <은하철도 999>가 가족의 결여로부터 서사의 동력을 얻었지만 결국 이 동력을 반성하는 것으로 스스로 어른-영웅임을 증명하는 것과는 달리 한국 스포츠 애니메이션의 주인공들은 부모를 불러

들임으로써 도리어 아이로 잔존한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스포츠 애니메이션은 당대의 지배 이데올로기와 손쉽게 접합한다. 사실 독고탁과 까치가 열망했던 부모 혹은 ‘좋은’ 부모는 가족 로망스가 불러온

허상이고 표상이었을 뿐이다.” 

박훈하(2013), 한국 스포츠애니메이션의 서사적 특징과 그 의미, 《인문학논총》 31집, p.286



아니라, ‘새엄마와 아빠’를 위해서 달린다. 고난을 극복하고 성장해 가면서 자신의 꿈을 펼치는 주체로서 온전하게 자리매

김하지는 못한 것이다. 결국 한국의 가족주의 이데올로기와 접합된 가족 개념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6) 이러한 부분은 <

떠돌이 까치>에서도 보인다. 까치는 대룡기 중학교 야구대회를 승리하고 마산으로 새엄마를 찾아간다. 까치는 야구에 범

상치 않은 재능으로 팀을 승리로 이끌고, 트럭에서의 떠돌이 생활에서도 의연하게 아버지를 위로하고, 선배에게도 어른스

러운 조언을 할 수 있는 속 깊은 소년이었다. 그러나 새어머니와의 화해 과정은 어린아이처럼 묘사된다. 새엄마는 인사만

하고, 진주의 큰아버지에게 가겠다며 일어서는 까치에게 함께 살자고 말한다. 그래도 떠나겠다고 ‘응석’을 부리는 까치의

뺨을 때리며 가족은 함께 살아야 한다고 엄하게 말하며 까치를 다잡고, 까치는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라고 부른다. 결국 자

신을 때려서라도 붙잡아 주고, 강하게 돌봐줄 수 있는 어른을 바라는 미성숙한 주인공의 모습이 지나치게 부각되어 표현된

것이다. 작품 속 하니와 까치는 중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위계질서가 뚜렷한 의존형 캐릭터로 표현된

다. 이러한 인물 설정은 당대 사회적 분위기에서 ‘지배하는 국가’와 ‘순응하는 소시민’의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를 자연스럽

게 연결되며 체화된다.

3. 어린이 만화 속 여성의 위상과 어머니 부재의 의미

<떠돌이 까치>, <비둘기 합창>, <달려라 하니>의 공통적 모티프는 어머니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사회가 불안할수록 가족이 부각되는 것은 그 곳이 안전하다는 믿음 때문이

다. 이러한 ‘안전한’ 가족이 서사화 되는 방식은 ‘사랑과 헌신’의 이름으로 승화시킨 ‘어

머니의 모성’ 표상을 통해서이다. 이러한 서사화에 의해 모성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자기 헌신과 사랑을 통해 현실의 모든 고통을 감내

하고 승화시킬 수 있는 가치의 세계로 신화화된다.

따라서 모성에 대한 판타지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

단과 관계없이 오로지 한없는 애정으로 자신을 감

싸주는 어머니의 존재이다. 이 때문에 작품 속에서

결핍(부재)된 ‘어머니’는 주인공의 고독과 외로움의

상징이며, 가슴 깊숙이 담겨있는 고통이다. 독자는

주인공의 깊은 슬픔과 고통에 연민을 느끼고, 엄마

에 대한 애틋함에 감정 이입되어 자신과 동일시하

며 작품에 몰입한다.

<달려라 하니>에서 하니는 엄마와의 추억을 빼

앗는 사람은 모두 미움의 대상이다. 그래서 엄마와의 추억이 담긴 대추나무 아래에 아

빠와 다정하게 앉아있는 새엄마(유지애)를 미워하고, 팔려버린 옛집의 대추나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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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달려라하니> 1권, 바다
그림판, 2002, p.163

〈그림 7〉 <떠돌이까치> 8권, 
우성사, 1984, p.66

〈그림 8〉 <비둘기합창> 1권,
바다그림판, 2002, p.59

〈그림 9〉 <비둘기합창> 2권,
바다그림판, 2002, p.21



기위해 신문배달을 하다가 그 집에 새로 이사 온 나예리를 만나게 되고 “우리 엄마의 체취가 남아 있는 집을 빼앗은 나쁜

계집애”라며 미워한다. 엄마가 보고 싶을 때 달렸던 하니의 달리기는 엄마와의 추억을 빼앗은 나예리를 이기기 위한 것으

로 목표가 설정되고, 사적 달리기는 공식적인 대회에 출전하며 하니가 육상선수로 성장하는 에너지가 된다. <떠돌이 까치

>에서 설까치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으로 새엄마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항하며 가족의 갈등과 위기를 맞게 되고, 엄마를

닮은 엄지를 좋아해서 야구를 시작하며 전학가지 않고 해동중학교에 정착하기를 원한다. 하니와 까치의 ‘부재한 어머니’는

독자들에게 주인공의 반항적 행동으로 표현되는 외로움과 상처를 이해하게 하고, 깊은 연민으로 주인공의 슬픔에 함께 눈

물 흘리게 만든다. <비둘기합창>에서는 엄마의 부재는 큰누나 숙이를 통해 많은 부분 감추어진다. 그러나 탁이는 아버지의

실직으로 인해 갑자기 위기에 빠진 가족을 보며 “엄마가 없어서 우리 집은 가난한 걸까?”라고 말한다. 탁에게 엄마는 걱정

이 없는 화목한 가정의 상징인 것이다.

한국사회는 1960년대 이후 농촌 공동체의 붕괴와 도시로의 대거 유입의 과정을 겪고 이는 1970년대 이후 가속화 된다. 특

히 도시화는 가족 구성원의 핵가족화를 기반으로 하며, 이는 대가족 속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등 다양한 가족관계로 구성

되던 가족의 역할이 부모에게 국한되고, 특히 경제활동을 하는 아버지는 가정 내에서의 역할이 위계질서와 권위의 상징인

것에 비해 어머니는 ‘위로와 힘을 주는 생명의 공간’으로서 어린이의 긍정적 성장과 연계되어 강조된다. 어머니의 부재는

이러한 가족 간의 소외, 갈등, 협력을 위한 중재자의 부재이며 헌신과 희생으로 이 모든 것을 해소해주는 ‘따뜻한 가정’의 상

실을 의미한다. 이러한 슬픔과 상실의 고통은 부모가 모두 존재하는 가정을 가장 올바른 가정의 가치로 자리 잡게 하고, 작

품 속의 가족은 모두 새로운 가족 만들기를 통해 결핍을 해소한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여성에게 부여되는 ‘가족의 안식처’라는 의미는 개인적 주체로서의 여성이 아닌 남성중심의 사회

질서에서 위치 지어지는 여성의 위상을 표현하는 측면이기도 하다. <달려라 하니>에서 하니는 엄마 추억과 자리를 빼앗는

것 같아서 새엄마를 미워했지만, 다리를 다쳐서 더 이상 단거리 선수로서 뛸 수 없다는 것에 좌절한 하니에게 장거리선수

로서 계속 달릴 수 있는 희망을 주고 재활을 돕는 새엄마에게 마음이 움직인다. 결국 다친 아빠에게도 헌신적인 새엄마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새엄마 유지애는 배우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포기하고 은퇴를 선언한 후 하니와 하니 아빠

를 위해 헌신한다. 유지애라는 개인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희생과 헌신으로 오로지 가족만을 돌보는 노력을 보였을 때 비

로소 ‘어머니’로서의 위상을 얻게 된다. 이러한 표현은 당시 가부장적 한국사회에서 강렬하게 미화되어 있는 원형으로서의

어머니에 대한 규정을 학습시키고, 여성을 그런 이데올로기를 통해 모성적 주체로 재구성한다.

또한 <비둘기 합창>에서 아버지의 실직 후 큰누나가 직장을

구하겠다고 했을 때 탁이의 어리광을 통해 표현된 “돈은 남자가

버는 거야. 여자는 집에서 밥이나 하고 빨래를 하고... 또 애나 키

우는 거야”라는 역할 규정이나, 둘째 딸 영이를 남학생이 쫓아왔

을 때 “네가 먼저 몸가짐을 잘해야 일이 없지”라며 동생을 야단

치는 큰누나의 표현은 현숙한 어머니가 되어야할 여성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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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비둘기합창> 1권, 바다그림판, 2002, p.108
〈그림 11〉 <비둘기합창> 1권, 바다그림판, 2002, p.223

7) 연극 및 영화계에서 신파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 사용한 신파성은 이호걸의 연구에 기반하여 ‘신파가 재현하는 고통의 현실 반영적 성격’을 중심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그간 많은 논문

에서 신파를 체념과 한의 정서를 담은 멜로드라마에서의 여성적 신파를 중심으로 연구해왔으나, 이호걸의 논문에서 보여주는 남성적 신파에 대한 측면과, 오진권의 아동영화에서 보여주는 특성으로 볼 때 신파를 여성의 전유

물이라기보다는 시대적 정서의 반영으로 보고자 함이다.



4. 어린이 만화 속 가족의 심리적 서사표현과 신파성7)

1970년대 문화계에서 ‘가족’은 ‘과잉된 감정’으로 표현되는 신파성을 바탕으로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가족드라마를 연출

했다. 분석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세 작품 모두에서 이러한 연출은 작품 곳곳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1970~80년대 가족만화

는 당시 사회적으로 요구된 전통적인 가족주의 질서를 반영하고, 대중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일상성을 담은 작품이었

다. 따라서 ‘눈물’과 ‘감정의 과잉’이라는 표현도 당시의 시대적 정서를 반영한 신파적 정서의 표현이다.

한국 대중문화에서 과잉된 감정의 표현과 ‘눈물’로 표상되는 통속성 혹은 신파는 서사를 이끌어가는 주요한 속성이었다.

신파의 양식을 연구한 이호걸은 “고통과 슬픔의 두 가지 감정을 강력하게 제시하는 대중미학적 재현의 양상을 1970년대 한

국영화의 텍스트적 특성이라고 보고 그것을 신파성이라는 용어로 설명하였다.”8) 또한 이효인은 “① 이야기 구조에서 반복

적인 감정들-불행의 연속, 위기의 연속, 기쁨의 연속 등-이 작위적으로 드러날 때, ② 이야기 구조에서 어떤 목적-행복, 불

행, 위기 등-을 위해 사건의 연속선상에서 별다른 개연성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반전이 거듭될 때, ③ 인물의 심리가 사건을

통하여 반영되기보다는 인물의 ‘심리’ 자체가 극적 맥락과 관계없이 유난히 강조될 때, 이를 신파적이라고 규정할 수 있

다.”9)고 서술하였다. 한국의 대중문화연구에서 신파성은 ‘전근대’적이고, ‘비천한 양식’으로 대중문화의 ‘후진성’, ‘저급함’을

표현하는 표상으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이는 신파성이 당시 일반 대중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회적 분위기와 개인이 직면

한 총체적 문제점의 반영이라는 사회적 함의를 간과한 평가다.

1970년대 후반 한국사회는 정치·사회·경제적으로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1972년 유신정권 수립으로 장기집권을

이룩한 박정희 정권은 정당성의 부재를 거듭되는 긴급조치 등의 초법적 공포정치로 유지했으며, 국민생활 전반에 제약을

가하는 비민주적 억압정치를 단행하였다. 국민들은 공포분위기 속에서 침묵해야 했다. 

경제적 측면은 1976~78년 수출 증대와 중동 특수로 성장세를 보여줬으나 중동 특수로 쏟아져 들어온 외화를 통제하지

못하면서, 돈은 풍성해지는 반면 물자는 부족했고,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자 물가는 치솟고, 실물 투자 증가는 부동산 투기

로 몰려 폭등하는 등 총체적 난국을 보여줬다. 또한 1970년대 중화학산업 육성은 산업구조의 불균형을 악화시키고 국민의

경제적 빈곤감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1979년 석유파동과 선진국 경제위기 여파로 경제는 더욱 어려워졌다. 과도한 정

치적 통제와 경제적 위기는 결국 박정희 정권의 몰락과 신군부의 등장으로 귀결되었다.10) 

대중들은 숨 쉴 틈 없는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고통을 대중문화에서 위안받았다. 당대의 대중문화 속 신파성은 개인에게

닥친 ‘과도한 고통’을 ‘체념과 무기력’, ‘자학과 자기연민’으로 인내하며 눈물 흘리는 감상주의 정서이다. 그러나 이 감상적

정서는 스스로를 완전히 부정하는 삶의 체념은 아니다. 공동체(가족)라는 견고한 울타리에서 화합하고, 눈물의 카타르시스

를 통해 고통을 참고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용기와 의지를 생산해낸다. 물론 이때의 희망과 용기는 인고의 세월을 잘 견뎌

내면 희망찬 내일이 올 것이라는 판타지적 감상과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의 자기 체화라는 한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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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오진권(2012), 1970년대 후반 한국 아동영화의 대중적 경향과 시대의 특수성-<엄마 없는 하늘아래>를 중심으로, 《영화연구》 52호, 한국영화학회, p.269 재인용 

9) 이호걸(2007), 신파양식 연구 - 남성신파 영화를 중심으로,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9 재인용

10) 강준만(2002), 《한국현대사산책-1970년대편 3권》, 인물과 사상사 



이 시기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오열’의 이야기들은 왜곡된 사랑이야기의 멜로드라마 뿐 아니라 남성 판타지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었고, 어린이 장르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반영되었다. 1977년 개봉된 어린이영화 <엄마 없는 하늘아래>

는 ‘최루성 눈물’과 ‘과잉된 감정표현’이라는 신파성을 극대화하며 당시 큰 흥행성공을 거두었다. 그 이전까지 대부분의 ‘신

파성’은 멜로드라마의 전유물이었다면, 이 작품의 흥행 성공은 이후 어린이작품 창작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11)

신파의 특징적 성격은 ‘고통’과 ‘눈물’이다. 가족의 죽음, 무기력한 가장, 가난, 육체적 장애 등 가족의 고통이 과도한 감정

으로 서사화 되고, 비애감을 통한 ‘눈물’로 표현되는 것이다. 

<떠돌이 까치>에서 까치는 새엄마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방황한다. 결국 까치는 새엄마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집에서 거

의 밥을 먹지 않고 급기야 쓰러진다. 까치가 영양실조로 쓰러지고, 죄책감을 느낀 새엄마는 달이와 마산의 친척집으로 내

려가면서 ‘떠돌이’ 생활을 끝내고 정착한 ‘집’은 위기를 맞는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는 까치의 슬픔을 이해하기보다는 어른

의 위계를 내세우며 손찌검을 하는 과잉된 모습을 보이거나 눈물을 흘리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 아버지는 쿠웨이트로

달이의 수술비를 벌기 위해 떠나고, 새엄마와 달

이는 마산으로 내려간 후 ‘집’에 혼자 남은 까치

는 ‘자유다’를 외치며 신나는 표정으로 즐거워하

지만 과장된 행동은 까치의 외로움에 대한 표현

이며, 왜곡된 남성성의 감상적 눈물이며 과잉된

감정표현이다. 작품 곳곳에는 연민과 감상적 정

서가 넘쳐난다. 중학교 야구대회를 우승하고 까

치가 새엄마를 만나러 마산으로 내려가는 기차

역에서 떠나가는 까치를 배웅하며 감독과 마동

탁, 백두산, 엄지 모두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과잉된 감정연출이다.

위에서 인용한 이효인의 기준으로 분석하면 <

달려라 하니>는 신파성을 기반으로 서사를 이끌

어가는 대표적 작품이다. 하니는 엄마가 보고 싶

을 때면 하늘 끝까지 달려 엄마 품에 안긴다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달린다. 달리기에 재능을 알아본 홍두깨선생님은 늘 외톨이에 악바리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하

니를 위해 육상부를 만들고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주인공 하니의 역경은 ‘어려운 환경’을 넘어 과도한 설정으로

연속된다. 어릴 적 엄마를 잃고, 달리기를 통해 희망을 찾으려고 했으나, 시합 중 발목을 다치는 부상을 입고, 겨우 단거리

선수로 우승했으나 교통사고로 선수생명을 잃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외로 나가서 돈을 벌던 아버지는 사고로 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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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오진권은 위의 논문에서 “거대한 권력의 위엄 하에 신음하던 대중의 현실 탈출에 대한 무의식적 욕망이 어머니를 향한 유아기적 정서와 접합하며 <엄마 없는 하늘 아래>를 비롯한 아동영화의 흥행을 견인하였던 것”이라고 당

시 영화의 성공요인을 분석하였다. 위 논문 p.272

<그림 12>
<떠돌이까치> 5권, 우성사, 1984, p.95

<그림 13>
<떠돌이까치>6권, p.34

<그림 14>
<떠돌이까치>8권, p.49

<그림 15>
<떠돌이까치> 6권, p.84



다쳐 귀국한다. 그러나 하니는 새엄마(유지애)의 헌신으로 장거리 선수가 되고, 아버지는 시력이 회복되어 다시 빛을 볼 수

있게 된다. 마라톤에 나간 하니는 우승을 하지는 못했지만 완주한다. <달려라 하니>에서 보이는 개연성 없는 불행과 고통

의 반복은 독자들의 감정을 끝까지 몰고 가고, 주인공의 불행이 끝나고 행복해지기를 바라게 한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속

에서 대중은 하니의 깊은 불행과 슬픔에 감정이입했고,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일어서 다시 달리는 하니에게 박수를 보냈

다. 하니의 재활은 독자들의 미래를 보는 희망이다. 

<비둘기 합창>에서도 가족의 위기는 극단적으로 반복된다. 아버지의 실직, 어머니의 역할을 담당하던 큰누나의 취업과

깨진 혼담, 고시 공부를 하던 큰아들 준이의 공사장에서의 낙상, 둘째 아들 봉구의 죽음까지 끝이 보이지 않는 불행의 연속

이다. 특히 고교 권투 신예로 주목받던 봉구가 심장판막증이라는 병으로 급작스럽게 맞은 죽음은 개연성 없이 가족이 겪는

불행을 극단까지 몰고 가는 장치이다.

물론 신파는 가족의 위기에 대한 연민과 자책, 감정의 과잉을 기반으로 고통의 강력함을 드러내지만 체념과 비애의 눈물

에 멈추지 않고, 용기와 실천 의지를 가지고 이를 극복해 나가는 가족 서사를 통해 갈등 해소와 화합을 담고 있다. 

<비둘기 합창>의 이상무 작가는 작품 속 등장인물들을 흔히 주변에 있을 법한 인물들이라고 표현한다. 모자란 듯 보이

는 우직한 마우돈은 많이 배우지 못했고 경제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처지라 숙이(큰누나)에게 좋아한다고 말하지 못한

다. 숙이가 다방에서 카운터를 보며 만난 대기업에 다니는 미스터 박은 단아하고 현숙한 숙이에게 반해 청혼까지 했으나,

다리를 저는 숙이의 장애까지는 포용하지 못하고 상처를 주고 돌아선다. 다방이라는 신문물에 익숙하지 못해 허둥대는 마

우돈을 핀잔주는 미스터 박은 이미 결말을 예고하는 듯 부적절한 인물로 표현된다. 반면 마우돈은 초기에는 큰누나의 결혼

상대로 둘째 딸 영이나 탁이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숙이가 장애가 있는 것을 알고 냉담해진 미스터 박을 가

족 대신 응징해주는 행동을 통해, 듬직한 인물로 평가받으며 가족이 된다. 세련된 도시적 이미지의 미스터 박이 이기적이

고 무례한 인물로 그려진 것에 반해 골목 이웃집에서 만날 것 같은 푸근한 이미지에 우직하면서도 정의로운 마우돈은 공동

체를 지키는 인물로 표현된다. 이는 당시 고향을 떠나 도시로 유입된 서민들이 ‘도시’에서 느끼는 이미지의 반영이다.

신파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현실에 대한 반영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가족의 위기와 극복의 과정을 통해

고통을 당연시하고, 의지를 가지고 더 노력하는 인간형을 긍정적으로 표현한다. 즉, 사회적 고통까지 사적 영역으로 끌어

안으며 지배 이데올로기적 메커니즘에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부정성을 지닌다. 그러나 이는 또한 고통의 재현을 통한 고발

적 성격도 지니며, 사회적 의미에 대한 성찰을 가능케 하는 측면으로도 기능한다. 

1990년대 이후 대중문화 서사화에서 신파성은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이는 군부를 중심으로 한 억압적 권력에서 벗어나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측면도 있지만, 1980년대 중후반부터 가속화된 경제적 발전과 시대적 변화로 사회 구

성원들의 독립성과 주체성이 강해졌다는 사실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 시기 대중문화는 다른 방식으로 대중의 ‘고통’과

‘욕망’을 표현한다. 21세기에도 여전히 세계는 강하고 주체는 무력하며, 서민적 욕구와 욕망은 지배적 질서의 전횡에 압도

되어 현실에서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TV드라마와 영화 등 미디어를 통해 다시 불어오는 대중문화에서의 신파적

서사는 한국사회의 바로미터이자 한 단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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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오며

지금까지 1970~80년대 <비둘기 합창>, <떠돌이 까치>, <달려라 하니> 등의 어린이만화를 중심으로 당시 시대적 정서를

반영한 가족만화의 사회적 의미를 분석해 보았다. 글에서는 한국사회에서 가족이 가진 위치를 살펴보고, 당시 시대 상황 속

‘여성의 위상’과 ‘어머니의 부재’가 담고 있는 가족 결핍의 의미를 점검하고, 가족을 서사화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신파성, 감

정의 과잉과 눈물의 사회적 함의도 분석해보았다. 

어머니의 부재라는 가족의 결핍을 안고 시작한 이 작품은 가족의 위기와 갈등으로 긴장감을 고조시키면서 가족의 소중

함을 환기시키고, ‘결핍된 가족’을 새로운 가족 만들기를 통해 ‘완전한 가족’으로 완성시키며 화해한다. 이때 등장하는 새로

운 가족은 ‘완전한 가족’으로 어린이의 결핍을 해소하지만, 어른(부모)의 체계 내로 어린이를 잔존시키며, 아직 한국 사회에

서 어린이는 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가족만화는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며, 주인공들의 일상

을 통해 당대의 사회현실을 담아낸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장르이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보물섬》의 폐간과 일본 잡지 시

스템인 《소년 챔프》 《소년 점프》의 창간으로 현실을 반영하는 가족 드라마적 요소를 담은 어린이만화 창작은 축소되었다.

또한 교육적 목적을 전면에 내세운 학습만화의 성공 사례는 어린이용 이야기만화를 더욱 위축시켰다. 한국사회에서 어린

이들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 가족의 의미를 성찰하고, 공동체를 이해하고, 사회적 삶을 고민하게 만드는 가족만화의 새로운

시도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우리에게 가족은 불안과 역경 속에서 나를 지켜주는 최후의 근거지이다. 각박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언제나 든든한 내편

이 있다는 희망인 것이다. 그러나 ‘따뜻하고 완벽한 가족’은 아름답게 포장되지만 배타적인 경계 짓기의 일환이라는 부정성

도 지닌다. 사랑으로 미래를 함께하는 훈훈한 이야기이지만, 그 이야기 속에서 사회적 역할을 담고, 부권을 중심으로 위계

질서를 ‘순리’로 읽게 한다. 또한 고난과 역경을 딛고 꿋꿋하게 성장하는 주인공과 가족의 감동스토리는 정치적 · 사회적 왜

곡에도 인내하고 희생하는 그래서 언젠가 도달할 달콤한 미래를 위해 현실을 참아내라는 이데올로기를 담기도 한다. 물론

그러한 과정에서 사회적 억압과 불합리성을 드러내며 새롭게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긍정성도 지닌

다. 이 글은 작품을 중심으로 1970~80년대 어린이만화 속 가족의 의미에 한정되어, 가족담론이 역사적 상황 속에서 시대적

으로 변화하는 의미까지를 심도 깊게 해석하지는 못하였다는 점과, 가족주의와 신파성의 현대적 의미에 대한 분석이 미흡

하다는 한계를 차후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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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토론 01.

1970~80년대 어린이 만화에 표현된 가족의 정체성과 신파성
: <비둘기 합창>, <떠돌이 까치>, <달려라 하니>를 중심으로
_ 김종옥(상명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외래교수)

[주요 토론 내용]

⦁ ‘가족만화’라는 분류가 따로 없어 가족만화라는 장르가 생소하다. 제목은 ‘로망스’를 사용했으나 본문 내용에는 ‘로망스’에 대한 언급이 없다.

⦁ 당시 명랑만화와는 다르게 가족을 서사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가족만화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며, 그러한 만화가 ‘가족사랑’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의미에서 로망스를 제목으로 사용했다. 

⦁ 여러 가지 직업이 나오는 만화가 많지만, 결국 사랑이 기본이 되는 줄거리이다. 만화는 여러 장르가 혼재되어 있어서 한 가지 장르로

정의하기 어렵다. ‘가족만화’라고 분류하는 점에 공감이 간다.

⦁ 언급한 작품들은 만화보다 애니메이션으로 접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애니메이션에서는 만화에서의 가족 갈등이 제외되고 스포츠

적인 면이 많이 드러난다. <달려라 하니>는 육상경기가 부각됐다.

⦁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어머니상’이 명확하지 않다. 과도하게 한쪽 캐릭터에 몰리니 감정의 과잉이 드러난다. 가정이 이데올로기적

사회장치라고 할 때 80년대 만화에서 어떤 매개를 통해 구현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 ‘감상적, 신파성을 전면화 시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작품에서 신파성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가 중요하다. 

⦁ 〈비둘기 합창〉, 〈떠돌이 까치〉, 〈달려라 하니〉를 같은 장르로 볼 수 있겠는가? 소재가 가족이 메인이고 스포츠가 사이드로 연결되었다

고 하나로 볼 것인가? 타켓팅도 다르고, 이 안에서 그리는 가족의 모티브 자체가 다 동일한 형태, 동일한 비중으로 보기 어렵다. 

⦁ 안데르센 동화든, 이솝 우화든 보면 항상 새엄마의 거부감과 엄마의 부재가 나온다. 동화적 신파에서 나오는 부분으로 그 주제는 어디

에나 적용이 된다. 70년대의 ‘아버지의 부재’, 80년대 ‘어머니의 부재’그리고 2천년대의 가족의 새로운 탄생 등 가족의 문제는 시대적 맥

락을 통해서 그 잣대가 같이 적용이 된다면 논리적 근거는 마련된다고 본다.

⦁ 까치가 슬프지만 쾌할하게 뛰어노는 장면이 신파적 느낌이나 감정의 과잉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슬픈 감정이지만 밝은 척하는 표현을

담은 컷이라고 해석하는데 감정의 과잉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 ‘윌 아이스너’의 책을 보면 촌스럽고 시대도 옛날이고, 표정이 연극적이다. 오늘날의 웹툰은 영화적 요소 강하다. 예전의 만화가들은 연

극을 모티브로, 지금의 웹툰은 영화를 모티브로 표정이나 제스처를 담고 있다. 

⦁ 감정의 과잉적 요소와 신파 부분을 분리해주면 〈비둘기 합창〉, 〈떠돌이 까치〉, 〈달려라 하니〉 각각의 차이점이 나올 수 있다. 3개 작품

을 가족의 신파로 묶다보니 특색이 드러나지 않는다. <태양의 후예>를 보면 우연성의 남발, 마초성, 감정의 남발, 과잉하는데 그게 왜

재미있는가? 라는 부분이다. 소재는 같아도 반응 양상은 다를 수 있다. 각각 분리해서 보는 점이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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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웹툰 산업의 성장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2015년을 기준으로 웹툰작품의 양과 유료서비스 비율 등을

조사하였다. 웹툰의 서비스 수량 현황과 관련한 연구로는 윤기헌(2015)의 <웹툰 통계분석을 통한 한국웹툰

의 특징>2)과 한국콘텐츠진흥원(2015)의 <웹툰 산업현황 및 실태조사>3) 가 있다. 이 연구들은 각각 2013년

말, 2014년말을 기준으로 웹툰현황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2015년의 웹툰서비스 수량은 기존의 조사자료가

없어서 이에 대해서는 본 연구자가 직접 조사하였다. 

1. 2001~2013년 웹툰 서비스현황

윤기헌(2015)의 논문에서는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웹툰 서비스 수량을 조사했다. 논문에서 웹툰 수량을

정리한 <표 1>을 보면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웹툰과 관련된 플랫폼은 총 30개4)이며 서비스된 웹툰의 총

수량은 1,928개이다. 네이버 도전만화, 다음의 웹툰 리그처럼 아마추어들이 자발적으로 올리는 만화는 조사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그런데 <표 1>에는 웹툰 서비스를 진행하다가 중단된 야후, 파란, 만끽, 코믹타운 4개

플랫폼의 작품 388개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2013년 말 기준 웹툰 플랫폼은 26개이며 웹툰 서비스 수량

은 총 1,540개이다. 

<그림 1>에 연도별 신규 웹툰의 작품수가 표시되어 있는데 해마다 새로 서비스되는 작품의 수량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2013년은 이 전에 비해 비약적으로 늘었음을 알 수 있다. 2013년은 레진코

믹스가 등장하며 114개의 웹툰을 발표해 이러한 증가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 연구에선 유료 서비스 웹툰에

대해선 별도의 데이터가 없다. 웹툰 작가의 수에 있어선 그림 작가는 1,247명, 글 작가는 1,274명으로 조사되

어 있다.5)

1) 이 글은 같은 제목으로 만화포럼에서 2016년 3월에 초고를 발표했다. 이후 8월에 본인의 석사학위 논문 <디지털 만화시장의 성장과 통합전산망 필요성 연구>에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되었다. 

2) 윤기헌, 정규하, 최인수, 최해솔(2015), 웹툰 통계분석을 통한 한국웹툰의 특징, 《만화애니메이션연구》, Vol.- No.38

3) <웹툰 산업현황 및 실태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4) 본인의 석사논문에서는 이 수치가 15개로 작성되어있다. 그 수치는 착오임을 밝힌다.

5) 윤기헌(2015) 같은 책. 서비스가 중단된 풀랫폼의 웹툰 작가의 수가 포함되어 있는 숫자이다.

2015년 웹툰서비스 현황 조사1)

_ 이용철(한국만화영상진흥원 만화진흥본부 본부장)

주제발제 02



2. 2014년 말 웹툰 서비스 현황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웹툰 산업현황 및 실태조사>에는 2014년 말 기준 ‘플랫폼 별 작품수 목록’이 표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정리한 <표 2>를 보면 웹툰 플랫폼은 모두 28개이고 전체 웹툰 작품은 5,728개이며, 이 중 유료로 서비스되는 작품은

748개이다. 전체 플랫폼 중에서 유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곳은 8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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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윤기헌(2015) 같은 책. 7) 윤기헌(2015) 같은 책. 정보 부재라고 표시된 숫자는 서비스 연도를 확인할 수 없는 작품이다. 

매체 분류 매체명 작품 개수 매체 분류 매체명 작품 개수

포털

네이버 455

언론사

헤럴드경제 12

다음 429 뉴시스 3

네이트 97 머니투데이 39

야후 91 스포츠 경향 12

파란 59 스포츠 동아 3

통신사
SK_Tstore 70 스포츠 서울 4

KT_올레마켓 41 스포츠 월드 6

웹진

레진 114 스포츠 조선 4

만끽 28 스포츠 투데이 30

코믹타운 210 스포츠한국 3

기타
카카오톡 43 씨네21 3

카카오페이지 59 엑스스포츠뉴스 8

언론사

한겨레 훅 6 오마이뉴스 2

한국경제 / 한국경제TV 33 이데일리 39

한국아이닷컴 12 포커스 13

합계 1,928

<표 1> 2001~ 2013년 웹툰 서비스 현황 (서비스 중단 플랫폼 포함)6)

<그림 1> 2001~2013 연도별 웹툰 연재작품 개수7)



그러나 여기에는 해외에서 서비스 중인 타파스틱 웹툰 3,324개, 라인 웹툰 54개가 포함되어 있어 이는 제외해야 한다. 그

러면 웹툰 플랫폼은 모두 26개이고 전체 웹툰 작품은 2,350개이다. 유료 작품의 수량은 동일하게 748개로 유료화 비율은 약

32%이다. 이 연구에서 웹툰 작가의 수는 1,817명으로 조사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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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웹툰 산업현황 및 실태조사>(2015), p.73. 해외 플랫폼인 타파스틱과 라인의 작가 수를 제외한 숫자이다. 

9) <웹툰 산업현황 및 실태조사>(2015), 같은 책. p.73. 원래의 표에는 작가수, 브랜드 웹툰 항목이 있었고, 유료화 작품수도 미리보기, 부분유료, 전체유료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이는 세부 사항이므로 삭제했다. 

플랫폼 연재 작품 수 완결 작품 수 유료화 작품수

포털

네이버 161 322 72

다음카카오 135 409 141

네이트 32 88 0

통신사
올레웹툰 52 20 12

T 스토어 19 46 0

해외 타파스틱 3,324 204 0

스포츠신문

스투만화 15 17 0

팟스넷 1 2 0

헤럴드 1 8 0

더팩트 20 0 0

스포츠조선만화 1 4 0

OSEN만화 15 21 0

골닷컴 5 0 0

웹툰전문

레진 191 92 240

코미코 56 0 51

스핀에이 8 0 0

프라이데이 코믹스 20 0 17

티테일 33 0 12

웹툰스타 12 9 0

탑툰 118 38 203

판툰 13 0 0

겜툰 6 0 0

허니앤파이 9 0 0

타다코믹스 25 0 0

달툰 22 3 0

모바일/SNS

라인웹툰 54 2 0

카카오페이지 77 0 0

곰툰 15 3 0

합계 4,440 1,288 748

<표 2> 2014년 웹툰 서비스 현황(해외 플랫폼 포함)9)



3. 2015년 웹툰 서비스 현황

2015년 말 기준 웹툰 서비스 현황은 본인이 직접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은 국내의 웹 또는 모바일 상에 있는 웹툰 전문매

체에 게재된 웹툰 전체이다. 웹툰의 조사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몇 가지 기준을 두어 아래의 웹툰은 포함하지 않았다. 

①단행본 만화 제외. 예전에 출판만화로 나왔거나 단행본 일본 만화를 번역 편집해 웹툰으로 올리는 경우 

②아마추어 만화 제외. 네이버의 도전만화, 다음의 웹툰 리그처럼 아마추어들이 자발적으로 게재하는 경우. 

③중복성 제외. 같은 작품을 웹과 모바일 두 군데에 서비스하고 있는 경우에는 웹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작품을 기준으로

정리했다. 

④애니메이션 효과가 있는 웹툰도 포함. 작품에 따라서 컷 안에서 그림이 움직이고 음향이 나오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

고 있는 데 이러한 경우는 작가나 이용자 모두 웹툰의 특별한 기능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웹툰 대상에 포함했다. 

조사방법은 해당 웹툰 플랫폼에 들어가 게재 웹툰을 확인하고 정보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목록은 엑셀 문서를

이용하여 기록하였으며 각 플랫폼별로 필드를 나누어 작성했다. 각 플랫폼 필드마다 웹툰명, 작가명, 유료 여부, 완결 여부

를 기록했다. 조사 기간은 2015년 11월 16일부터 2015년 12월 18일까지 1차 진행했다. 이후에 전체목록 기준일을 12월 말로 맞

추고자 2차로 2016년 6월 4일∼6일 사이에 추가조사를 하였다. 

<표 3>은 위의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각 플랫폼 별 작품 수를 특성별로 작성한 것이다. 특성별 수량은 2가지를 분류하

였는데 연재된 작품인지 또는 완결된 작품인지, 그리고 무료 서비스 작품인지 유료 서비스 작품인지의 여부이다. 연재 + 완

결 = 총수량, 유료 + 무료 = 총 수량인 개념이다. 

170 _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16년 제2차 [18회] 만화포럼Part 2

플랫폼 작품 총 수량
특성별 수량

유료 무료 연재 완결

포털

네이버 544 171 373 162 382

네이트 116 0 116 17 99

다음카카오 620 147 473 102 518

통신사
올레웹툰 139 25 114 71 68

T 스토어 138 0 138 46 92

스포츠신문

머니투데이 35 0 35 15 20

스포츠투데이 26 0 26 12 14

스포츠 경향 15 0 15 15 0

헤럴드 경제 23 1 22 20 3

OSEN 35 0 35 15 20

<표 3> 2015년 웹툰 서비스 현황



만화포럼 칸 2016 _ 171

02. 2015년 웹툰서비스 현황 조사

플랫폼 작품 총 수량
특성별 수량

유료 무료 연재 완결

웹툰전문

달툰 23 1 22 20 3

레진코믹스 471 429 42 254 217

만두코믹스 19 19 0 5 14

미스터블루 39 39 0 36 3

배틀코믹스 156 0 156 53 103

봄툰 108 103 5 99 9

셀툰코믹스 57 52 5 57 0

스핀에이 13 0 13 10 3

알파카코믹스 12 0 12 7 5

야툰 202 198 4 118 84

윙툰 134 134 0 9 125

코미코 117 111 6 89 28

코믹 GT 22 21 1 19 3

코믹스퀘어 40 35 5 26 14

코믹스토리 52 52 0 11 41

코믹큐브 89 87 2 59 30

코코믹스 13 13 0 8 5

케이코믹스 42 25 17 12 30

탑툰 321 318 3 132 189

툰바 42 40 2 17 25

티테일 9 3 6 0 9

폭스툰 35 31 4 35 0

피너툰 76 61 15 44 32

허니앤파이 14 14 0 14 0

짬툰 263 263 0 125 138

모바일/SNS

피키툰 35 0 35 21 14

카카오페이지 57 25 32 56 1

곰툰 32 14 18 27 5

합계 4,184 2,432 1,752 1,838 2,346



<표 3>을 보면 2015년 12월 현재 플랫폼은 38개이며 전체 웹툰 서비스 작품은 총 4,184개이고 이 중 유료작품은 2,432개

이다. 전체 웹툰 작품에서 차지하는 유료 웹툰의 비율은 약 58%이다. 그러나 이 수량에는 하나의 작품이 여러 곳의 플랫폼

에서 게재되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숫자를 제거해야 한다. 

웹툰이 하나의 플랫폼에서만 게재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나온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각 플랫

폼이 기업주체가 같은 동반관계이다. 다음-카카오페이지, 네이트-티스토어가 이에 해당된다. 두 번째는 콘텐츠 공급자가

주도적으로 플랫폼에 웹툰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언론사 쪽으로는 케이코믹스-머니투데이-OSEN이 같은 웹툰을 서비스

하고 있으며, 성인 웹툰으로는 야툰-윙툰-짬툰-피너툰-봄툰-탑툰-레진코믹스 등에서 빈번하게 동일 작품이 중복 게재되

고 있다. 이는 웹툰 서비스의 유료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다 많은 상점에서 웹툰을 노출시켜 수익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다. 

웹툰의 중복 숫자를 제거하기 위해 각 플랫폼의 웹툰을 엑셀에서 통합한 후 작품별로 재정리하고 중복되는 작품은 1개만

남겨두었다. 전체 작품에서 중복되는 작품의 총 수량은 802개였으며 중복된 작품을 하나씩만 남겼을 때의 수량은 295개였

다. 507개의 작품을 중복작품으로 제외한 것이다. 중복게재를 제거한 웹툰의 총 작품 수량은 3,677편이며 이 중 유료작품

은 2,064편, 연재작품은 1,664편이다. 전체 웹툰 작품에서 차지하는 유료 웹툰의 비율은 약 56%이며 연재작품의 비율은 약

45%이다. 

2015년 말 기준 웹툰 작가의 수는 2,611명으로 조사됐다. 웹툰작가의 수도 중복수치를 제거한 숫자이다. 이중 해외 작가는

35명이며 대다수는 코미코의 작가들이다. 웹툰작가들은 필명을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필명의 형태도 일반적인 이름이

아닌 영문과 숫자를 넣거나 엠끼당, 뽁스, 치삼 등 특이한 필명들이 많았다. 또한 일부 플랫폼에서는 작가의 이름이 아닌

CP나 사이트의 이름을 표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면 야툰 사이트의 경우에는 게재된 작품 중 88편의 작가이름이

yaaatoon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ato, vcomics, jao 등도 수십여 편의 웹툰에 작가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도 일단은 작가 1인으로 보고 수치를 정리했다. 

4. 2013 ~ 2015년 웹툰 서비스 현황 비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년 간의 웹툰 서비스 현황을 <표 5>에 정리해봤다. 2013년 자료에서는 유료 서비스 작품과 연재

작품이 조사되어 있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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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13 2014 2015

플랫폼 수 26 26 38

웹툰작품

총 수 량 1,540 2,350 3,677

연재 작품 - 1,062 1,664

유료 작품 - 748 2,064

작가 수 1,274 1,817 2,611

<표 4> 2013 ~ 2015년 웹툰 서비스 관련 수량

연도 2013 2014 2015

계 26 26 38

포 털 3 3 3

통신사 2 2 2

웹툰전문(모바일 포함) 3 14 28

언론사 18 7 5

<표 5> 2013 ~ 2015년 성격별 웹툰 플랫폼 수량의 변화



먼저 플랫폼 수를 보면 2013년과 2014년 사이엔 변화가 없고 2015년에 12개가 늘어났다. 그러나 여기에선 플랫폼의 성격

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플랫폼의 성격별로 <표 5>에서 정리해 봤다. 표를 보면 무엇보다 언론사의 비중이 크게 줄고 웹툰

전문플랫폼의 비중이 비약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웹툰 서비스 수량도 2013년 1,540개에서 2015년 3,677개로 늘어났다. 2년 사이에 2,000여개가 넘는 작품이 만들어진 것이

다. 이 수량에는 완결 작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013년의 서비스 수량은 근 10여 년에 걸친 합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실로 놀라운 증가추세인 것이다. 다만 예전에 비해 작품의 연재횟수와 기간이 점차 짧아지고 있다

고 보인다. 2015년 말 현재 1,664편이 연재작품이라는 것은 웹툰 시장의 왕성한 활동성을 보여주는 데이터이자 현재 활동

중인 작가 규모를 추측할 수 있는 자료이다. 전체 작가의 수 역시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웹툰 플랫폼에서 신인작가

들을 대거 웹툰 시장에 영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료 작품의 비율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2014년 32%였던 유료 작품 비율이 2015년 56%로 늘어났다. 웹툰의 유료 작품

비율이 50%가 넘었다는 것은 유료 웹툰 서비스 방식에 대한 실험기에서 정착기로 접어든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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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토론 02.

2015 웹툰 서비스 현황 조사
_ 이용철(한국만화영상진흥원 만화진흥본부 본부장)

[주요 토론 내용]

⦁ 작년 대비 웹툰 전문업체가 15개가 늘었다. 신생업체인지 기존업체인지 근거 표기가 되어있으면 자료 활용도가 있을 듯하다.

⦁ 기준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독립된 발표가 충분하다. 어떤 기준에 의해 전문사이트로 인정하고, 중복된 연재의 경우, 각 별개

로 볼 것이냐 하는 기준 정리가 필요하다.

⦁ 14년과 15년 데이터가 콘진이라는 단체의 연구 데이터와 개인이 연구 결과다 보니, 분류항목이 다르고 근거항목이 다를 것이다. 연구의

차별화된 분류 근거가 필요하다.

⦁ 작은 업체는 많이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한 한 기업에서 여러 플랫폼을 운영하기도 하여 산업현황 조사가 쉽지 않다.

⦁ 출판물은 ISBN으로 기록이 남지만, 납본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디지털 콘텐츠(웹툰, 디지털 만화)의 실태조사는 어렵다. 웹툰의 디지털

납본이 시급하다. 

⦁ 일반 문학이나 콘텐츠는 저작권정보를 부여받는데 판매가 되는 웹툰도 그런 제도가 없다. 플랫폼 내에서 업로드 됐다가 사라지는 자료

도 많고 현황 자체 파악이 어렵다.

⦁ 국책사업으로 전수 조사가 아닌 경우라면, 개인의 조사로 현황 파악은 힘들고 목적성을 가지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 웹툰 등록을 위한 만화진흥법 개정이 필요하다.

⦁ 관계부처와 관계없이 유통되는 유형상품에 대한 코드를 부여하는 건 당연하다. 웹툰 플랫폼은 저작권 인증을 부여하고 연재를 해야

한다. 인증과 심의를 결부 시키니 문제가 된다. 심의는 나중 문제이고 아직 인증되지 않은 만화작품들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1. 들어가며

만화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려고 하면, 연구할 수 있는 1차 텍스트의 부재에 부딪힌다. 국가도서관인 국립

중앙도서관에서도 제대로 자료를 찾기 힘들며, 부천에 소재하고 있는 만화 전문 도서관이 자료를 많이 보

유하고 있는 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화 자료를 전수 수집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느 급의 도서관에서

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 출간되고 있는 국내 만화 자료만이라도 체계적으로 수

집, 보관, 서비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출간 자료들에 대한 광범위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도서관에서 만화 자

료까지 세세하게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 다른 자료들과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어려움도 있지만 만화 자료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문제점도 있다. 우선, ‘납본제’만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만화책, 또는 디지털 만화의

몇 %나 수집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원칙적으로 출간되고 있는 모든 서적은 납본해야만 하지만, 출

판연감조차 납본된 서적에 기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점검하고 관리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온/오프

라인으로 출간되고 있는 만화 자료들 대비 납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까지 한 번도 조사된 적은 없으

므로 단언하긴 이르지만, 아주 적지는 않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두 번째, 납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다

양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곳이 없다는 점이다. 1년에 쏟아지고 있는 다양한 졸업 작품집들, 아마

추어 동인지들, 토론회 자료집 등은 수집 이상이 되고 있지 않다. 이런 면에서 주제 도서관이나 특별 도서관

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이 연구는, 만화 강국인 세 국가, 프랑스, 벨기에, 일본, 그리고 한국의 만화 전문 도서관들이 어떻게 만들

어졌고, 만화 자료의 현황이 어떠한지, 수집, 보관, 서비스 같은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려고 한다. 각 나라의 만화 전문 도서관이 각기 다른 배경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해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만화 전문 도서관의 문제점과 향후 지향해야 할 요소들을 제시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각 만화 전문 도서관의 홈페이지 자료들과 현장 사서들과의 현장 인터뷰, 그리고 현

장 방문이 어려운 경우 메일로 질문지와 답변을 주고받은 것을 정리해서 사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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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전문 도서관의 만화 자료 운영정책
및 현황 비교 분석을 통한 시사점 제시
: 프랑스, 벨기에, 일본 그리고 한국을 중심으로

_ 한상정(인천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주제발제 03



2. 프랑스의 국립 만화 이미지 시티(La Cité internationale de la bande dess-
inée et de l’image)의 만화도서관 

1) 개관의 배경 및 행정구조, 예산 규모 

1983년 당시 미테랑 대통령 재임 시기의 문화부 장관이었던 자크 랑의 “만화의 발전을 위한 15가지 척도”에 따라 앙굴렘

에 만화진흥기관의 설립안이 제기되었다. 도서관은 1990년에 당시 국립 만화 이미지 센터(Centre national de la bande dess-

inée et de l’image : CNBDI)를 개관할 때 함께 문을 열었다. 2008년 국립만화 이미지 센터와 ‘작가의 집’을 함께 융합하여 국

립 만화 이미지 시티(CIBDI)로 전환되며, 상업적 활동이 가능한 공공 법인이 되었다. 2014년 약 60명이 일하고 있고, 전체

방문객은 186,483명이며, 도서관 방문자수는 27,836명이다. 전체 예산은 4,839,127유로(약 61억 원)이고, 이 중 도서관 열람

실 자료 구입비는 27,000 유로(약 3,400만 원), 수장고 자료 구입비는 45,000 유로(약 5,700만 원), 디지털화 7,000 유로(약

900만 원), 소비자재 4,000 유로(약 500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고, 출판사들이 매년 기증하고 있는 신간 자료들이 약

4,000유로 가량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하니, 총 87,000유로(약 1억 1천만 원) 정도를 도서관 자료 구입 및 관련 예산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 디렉터를 제외하고도 2명의 전문 사서가 더 있고, 이 외에도 인턴 직원들을 고용한다.

2) 기관의 주요 역할 

현재 만화 영역에 있어 유럽의 대표적인 컬렉션으로 꼽힌다. 매년 약 천여 권의 만화책들을 수집하고 있고, 프랑스에서

출간된 모든 만화 자료의 전수 수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만화도서관은 크게 세 가지의 목표를 지향한다. 문화유산으로

서의 만화를 보관하기 위한 수장고의 유지, 만화에 대한 자료 수집, 대중적인 만화 독서의 장려이다. 

도서관 공간은 크게 대중들이 책을 읽거나 대여할 수 있는 열람실, 만화 연구센터, 그리고 수장고로 분리되어 있다. 열람

실은 청소년용과 성인용 43,000여 권이 서가에 배치되어 있고, 신간, 도서관 서서들의 추천 코너, 테마별 추천 도서, 그리고

CIBDI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시와 상관적인 만화도서들을 소개하는 코너들도 있다. 

이 외의 프로그램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시내에서 여는 만화 카페라든가, 학교 방학 때마다 아이들을 위해 여는 만화 읽기 프

로그램, 또는 학교의 각 그룹들을 위한 서비스(주제별 만화책 대여 등), 그리고 전문가들(교사, 사서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

영한다. 특히 전국의 사서들에게 만화의 선정 및 활용에 관련된 교육을 3박 4일 동안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아주 중요하다. 

이같은 도서관만의 독자적인 활동 외에도 CIBDI의 다른 기관들, ‘만화박물관’, ‘작가의 집’, ‘영화관’ 등과 함께 활동을 벌

이고 있기 때문에 만화 관련 프로그램은 상당히 많은 편이다. 또한 만화 전문 서점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곳에서도 자체

적으로 작가들을 초대하여 작가 사인회를 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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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화 자료의 수집, 보관 및 서비스 방법 
프랑스에서 출간된 만화 자료들의 전수 수집을 목적으로 하며, 오래된 만화도서들과 해외도서들 역시 가능한 한도 내에

서 보유하려고 한다. 프랑스 국립도서관과의 계약 덕분에 만화 자료의 전수 수집을 잘 수행할 수 있었다. 1984년부터 국립

중앙도서관이 납본을 받는 2권의 만화책들 중 1권을 앙굴렘 시립도서관에게 보냈었다. CIBDI의 만화도서관이 2000년에

개관한 후, 2005년부터 기존의 자료를 넘겨받으며, 매년 납본을 받은 자료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1984년부터 2014년까지,

프랑스에서 출간된 만화 자료 거의 모두를 수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015년부터 납본제가 2권에서 1권으로 바

뀌면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내주던 납본 1권 제도가 사라졌다. 전수 수집을 하기 위한 예산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출판사

의 프레스용 서비스, 작가들과 개인으로부터의 기증을 조직적으로 받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종종 필요한 예산을 타 기관으로 부터 지원받기도 한다. 고만화들, 특히 만화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품들의 경우 이를 구입하려고 노력한다. 예산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편으로, 2009년 무렵까지만 하더라도 약 15,000유

로가 해외 주요한 만화도서 구입비로 책정되기도 했었다. 

현재 수장고 보유 단행본 수(즉, 열람실에 있는 도서들은 제외하고)는 78,051권, 잡지는 132,638권(4,897종), 연구 자료 센

터에 6,029종의 자료들(논문이나 학회 세미나 자료집 등), 828점의 기타 필요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단행본이나

잡지이외에 만화 연구 센터에서는 사서 한 명이 지속적으로 만화 관련 연구 자료들이나 필요한 자료들을 구입하거나 수집

하고, 필요한 연구자들에게 제공한다. 2014년의 경우 이 센터에서, 한 해 동안 국내외 252건의 자료 요청에 대한 답변을 제

시했고, 952건의 자료들을 대출했다. 

만화도서 분류에 있어서는 주로 작품명으로 배열하는데, 독자들은 실제로 작가이름을 모를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코믹스

/ 망가/ 그래픽 로망/ 성인/ 아동용 및 청소년용을 따로 분류해두긴 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서들의 편의성이 아니

라, 독자들의 편의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언젠가는 이러한 코믹스/망가 등의 분류가 불필요할 때가 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전과는 달리 앙굴렘만 하더라도 일반인들을 위한 대규모 만화 열람 서비스가 가능한 공공 도서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이제 만화 전문 도서관의 세 가지 목적 중 마지막이었던 대중적인 만화 독서의 장려는 일반 공공 도서관에 맡기고, 만

화 전문 도서관은 수집 및 보관, 연구 기능을 좀 더 강화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를 논의하는 중이다.

3. 벨기에의 벨기에 만화 이미지 센터(Centre Belge de la bande dessinée :
CBBD) 만화도서관 

1) 개관의 배경 및 행정구조, 예산 규모 
1989년,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의 중심지에, 아르누보의 거장인 빅토르 호르타(Victor Horta)가 1906년에 만든 건물에 ‘벨

기에 만화 이미지 센터(CBBD)’가 개관하면서 만화도서관을 열게 된다. 다른 국가와의 차이점은 이 센터가 공공 기관이거

나 최소한 대학교나 연구소와 연계한 것이 아니고, 민간에서 제안해서 설립되었다는 점이다. 1984년 주로 만화계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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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던 작가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협회를 만들었고, 5년 뒤 개관한 것이다. 

브뤼셀 시가 건물을 무상 임대하고, 센터는 입장료와 2층에 있는 큰 공간을 결혼식이나 행사용으로 대여하면서 운영비

를 충당한다. 공공 지원은 전체 운영 예산의 10%를 넘지 않는다. 1년 내내 오픈하며 매년 20만 명 정도가 방문하고, 상설 전

시와 기획전을 4,200m²의 공간에서 열고 있다. 수익으로 운영해야 하므로, 방문할 때마다 각기 다른 기획전이 열리고 있고,

상설전도 지속적으로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다. 

상설전시의 경우 그 기원부터 현재까지의 불어권 만화를 중심으로 한 유럽 만화를 보여주고 있고, 기획 전시로는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편이다. 상설 전시와 기획전시 이외에도 만화도서관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성인 1일

입장권은 10유로이고, 아이들은 3.5유로이다. 도서관만 이용할 경우, 17세 이상의 성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연구 도서관은

1.5유로, 전 연령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은 0.5유로 등 별도의 이용료를 내야만 한다.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보니, 1년 예산

이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지 않아, 예산 규모1)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2) 기관의 주요 역할 
이 기관의 만화 전문 도서관은 불어권과 네덜란드어로 출간된 만화서적들을 최대한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불어와 네덜란드어 이외의 언어로 된 만화서적들은 열람실에 보관하여 방문자들이 자유롭게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성

인들만 접근할 수 있는 연구 도서관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어와 네덜란드어로 된 만화작품을 제시하는 것에 중점을 맞추

고 있다. 불어, 네덜란드어, 영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로 된 연구서들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3) 만화자료의 수집, 보관 및 서비스 방법 

국립기관이 아니므로, 납본제 같은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서적 구입 예산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출판된 서적들

의 전수 구입은 비현실적이고, 구입하는 서적들은 선택적일 수밖에 없다. 몇몇 큰 만화출판사들과는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고, 이런 출판사들은 신간을 도서관에 무료로 보내준다. 서적을 보내주는 대신 도서관은 수장고에 이 서적들을 보관할 뿐

아니라, 다양한 전시나 프로그램 등에서 출판사들의 작품을 홍보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은 규모의 출판사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작은 규모 출판사의 서적들을 구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보유 자료의 대다수는 도서관에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 단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책들 중 재판된 아주 오래된 자

료들에 한해서는(또는 독립 출판물이거나 전체 합본물이거나), 다른 건물의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고, 이 자료들은 예외적

으로 접근이 제한되어있다. 

같은 장소에 만화잡지들도 보관 중인데, 이는 단지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잡지들 중에서는 <스피루(Spirou)>, <로베

도에스(Robbedoes)>, <땅땅(Tintin)>, <필로트(Pilote)> 등 대중적으로 많이 찾는 잡지들, 그리고 다른 모든 만화잡지들의

최신호들만 열람실에 보유한다. 언급된 잡지 이외는 모두 수장고에 있고, 보통 이 잡지들을 보기위해 방문자들이 예약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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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벨기에는 사정상 제한된 서면인터뷰만을 하다 보니, 자료가 충분하게 발굴되지 않았다. 



면, 사서들이 주 1회 수장고를 방문해서 잡지를 열람실로 가지고 온다. 한번 예약한 잡지들은 7일간 자유열람실에 비치한다. 

만화에 대한 연구서들을 복본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한 권은 열람이 불가하고, 다른 한 권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열람

할 수 있다. 공공적 재원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제한된 예산으로, 동시대 발간도서가 아니라 희귀서나 외국 만화 도서들을

별도로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외가 있다면 1900년대 초의 아주 오래된 만화작품 같은 경우는 그를 구입하려는 펀드

를 보유하고는 있기는 하지만, 이 역시 펀드의 규모, 가격 등의 상황에 따라 구입 여부는 유동적이다. 각 경우마다 구입할지

하지 않을지는 논의하여 결정한다. 

현재 도서관은 세 섹션으로 나눠져 만화 자료들을 보관 및 서비스 하고 있다. 우선 연구 도서관에 비치하고 있는 도서들

은 자유 열람이다. 만화서적, 만화연구서적, 그리고 최근 만화잡지들. 4권 이상인 시리즈 만화들의 경우 이 시리즈 제목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 분류해서 비치하고 있다. 만화연구서의 경우만 내적인 테마 분류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며, 만화책들은

주제별 분류를 하지 않는다. 두 번째 공간은 보관고인데, 이곳에 보관하고 있는 서적들은 당일 사서에게 요청하여 열람할

수 있다. 이곳엔 단권 작품, 맥시멈 4권 이하의 시리즈물들이 목록표에 따라 아카이브 상자에 보관되고 있다. 세 번째 공간

은 수장고인데, 일반인들이 접근 불가능한 서적들과, 예약에 따라서만 볼 수 있는 잡지들(수요일 이전에 요청하여 1주일간

열람실에서 볼 수 있는)이 있다. 이 역시 목록표에 따라 아카이브 상자에 보관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작은 사이즈의 만화작

품들(아시아 작은 판형의 만화들이나 대안만화들의 경우)은 보관고에 있는데, 장소 부족 때문이다. 연구 도서관의 책 서가

는 아주 큰 사이즈들의 만화서적에게 적합하기 때문에, 작은 책들은 별도로 보관해야 공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6년 1월 18일 기준, 만화작품 서적은 전체 59,5076권(796종이 일러스트 책, 5,444종이 아시아 만화, 1,659종이 시리즈 만

화책들)이고, 만화 연구서는 5,346권, 만화잡지들은 1,456종(각 호수를 포함하면 42,636권)을 보유하고 있다. 

당연히 만화 전문 사서들이 있으며, 각자 자신의 전문 영역을 지니고 있다. 만화영역 중에서 작가 전문이라든가, 만화연

구를 했다든가 등이다. 현재 발간되고 있는 만화도서들을 모두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방문객들에게 정보를 주기위해서

만화도서들을 읽는 것을 매우 즐기고 있다고 한다. 사서들 각자 다른 취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출간물들의 다양성을

충분히 방문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관람객 대상의 만화 프로그램으로는 사서들이 ‘그레그가 추천해요’, ‘다비드가 추천해요’로 신간 추천 만화 섹션을 온/오

프라인으로 소개하고 있다. 도서관에서 이 서적들을 읽을 수 있고, 나아가 센터의 페이스북이나 도록을 통해 이 리스트를

제공하기도 한다. 벨기에 만화 센터가 개최하는 전시 주제들에 따라 작품들을 선택해서 독자들에게 서비스한다. 이 역시 도

서관 내부만이 아니라 도서관 검색 사이트(www.comicslib.be 5개의 언어로 서비스되고 있음)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사서들의 만화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 만화 전문 도서관이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당연히 그 어떠한 차별의식도 없다고 한

다. 심지어 최근엔 만화도서들이 너무나 압도적인 성장세로 출간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만화도서들을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느

꼈다고 한다. 또 동일한 이유로, 현재 불어와 네덜란드어가 원어인 작품들만을 주로 수집하고 있다. 미국 코믹스나 일본 망가 등

다른 스타일과 국적의 만화들을 특화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다른 언어로 된 만화들을 약 30종정도 항상 열람실에 배치해

두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만화도서관 방문을 계기로 해외 만화를 읽는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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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의 교토 국제 만화박물관 

1) 개관의 배경 및 행정 구조, 예산 규모 
교토 국제 만화박물관의 시발점은 2000년대 초이다. 일본에서 만화에 대한 학술연구의 욕구가 높아진 시기는 2000년대

이다. 이때 교토 세이카 대학교에 학회가 생겼는데, 연구를 진행하려다 보니 자료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연구

가 가능한 자료들을 모우자라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2003년 4월에 세이카 대학교가 교토 시에 계획서를 제출했고, 공공 재

원과 대학의 연구재원이 함께 투입된 민관 협력의 경우2)로, 교토 시는 보유하고 있던 타츠이케(Tatsuike) 초등학교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을 제공하고 30년간 무상 임대하고, 박물관의 운영은 세이카 대학교, 특히 국제 만화연구 센터(The Interna-

tional Manga Research Center)에서 담당한다. 2006년에 개관했고, 만화 사서 1명과 국제 만화연구 센터에서 파견하고 있

는 만화연구자 5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사업 및 운영 예산의 경우, 전체 약 4,000만 엔3)이다. 예산의 50%는 국가 보조금으로 문부과학성의 연구 보조금을 5년간

받고 있다. 이는 벌써 2번째이고, 2016년이 마지막 해이며, 2017년에는 세 번째의 신청을 할 예정에 있다. 달리 말하면, 순수

한 연구자를 위한 시설로만은 운영이 불가능하며 일반인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들을 기획해서 수익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는 뜻이다. 박물관 입장료는 성인 대상 800엔(약 9천 원)이며, 연간 방문객 수는 27만 명(2014년 기준)이다. 만화 자료 기증

에 의거하므로, 별도의 도서 구입비를 책정하지는 않는다. 

2) 기관의 주요 역할 
첫 번째로 꼽고 있는 역할은 만화연구이다. 만화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 만화연구에 있어서의 학제 간 연구, 국제적

수준에서의 아카데믹 연구에의 기여이다. 두 번째의 역할은 박물관/도서관의 운영이다. 만화도서와 관련된 사물들의 컬렉

션 및 보관, 오브제들과 데이터들을 제시하기, 만화문화와 연구 결과를 전시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수준 높은 연구 결과물

과 연구자들을 배출하기 위한 훈련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과 학생들의 연구 활동을 도와주고, 창작가들의 육성을 도와주

며, 큐레이터와 도서관 사서의 육성을 도와준다. 네 번째로 새로운 산업의 창조이다. 이를 위해 업체, 정부 그리고 학계와의

공동 협력을 통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산출할 수 있을지 연구한다. 또한 관광을 통한 진흥과 박물관의 설비와 기능에 대

해 연구한다. 마지막으로, 생애 전체를 걸친 학습과 문화 창조를 진흥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만화를 통한 국제적 문화

교류,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지역민들을 위한 다양한 워크숍과 세미나의 개최 등이다. 

3) 만화 자료의 수집, 보관 및 서비스 방법 

교토 만화박물관의 경우, 모든 만화 자료는 기증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별도의 자료 구입 예산을 세우고 있지 않다. 기증

대상은 메이지(1868~1912) 시대부터 현대까지이며, 자료 수집에 있어 작품의 가치를 판단하지는 않는다. 향후 가치는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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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에서는 이를 PPP(Public-Private Partnership)라고 부른다. 3) 2015년 1월 연구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얻은 자료임 



게 평가될지 모르므로 일단 전수 수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30만점을 보유하고 있다.

보관과 분류 체계에 있어서 특별한 방법은 없다. 인력과 예산의 부족함 때문에 자료의 체계적인 보관과 수집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도서관에 입수되는 순서대로 바코드를 찍고 복본은 수장고에 내려 보낼 뿐, 분류를 하지는 않는다. 사용자

들이 도서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활용하는 유일한 방법은 키워드 입력이다. 자료들을 데이터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주제어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도라에몽>에 대해서 소년/SF/모험 등의 키워드를 제공한

다. 이럴 경우 소년물이나 공상과학물, 모험에 관련된 연구나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 작품을 뽑아낼 수 있다. 또한 이러

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 사서의 존재가 필수적이기도 하다. 

25만 점은 수장고에 보관하고, 복본을 가지고 있는 5만 권은 박물관 내 ‘만화의 벽(140미터의 넓이)’에 배열되어 있다. 입

장객들은 편한 대로 책을 빼서 읽을 수 있고, 연구자들이 사서에게 필요한 도서를 요청하면 수장고에서 자료를 꺼내 서비스

하는 방식이다. 자료 구입비가 별도로 없고, 기증에 의존하다보니 기관에서 필요한 자료들이 입수되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

은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또한 수장고 공간이 한정적이므로, 기증받기를 멈추어야 하는 시점을 고민하기도 한다. 보관 공간

의 부족함은 현재 일본에서 만화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5군데 대표적인 기관4)의 공통적인 해결과제라서, 공동 수장고에 대

한 논의를 하기도 한다. 또 하나 문제는 고만화의 디지털화이다. 필요하긴 하지만, 국가로부터의 대규모 보조금이 없으면 사

업을 현실화하기 불가능하다. 다른 한편으로 이런 역할이 사립박물관이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한다. 

5. 한국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한국만화도서관

1) 개관의 배경 및 행정 구조, 예산 규모 
1998년 당시 원혜영 부천시장은 부천을 문화적인 도시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아젠더 중의 하나로 만화를 설정했다. 1998

년 12월에 만화문화 발전과 만화인구 확대를 위한 ‘부천만화정보센터’가 설립되었고, 2001년에 사단법인이 되었다. 2009년

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으로 확대 개원한다. 2016년 현원이 44명이고, 전체 예산 규모는 약 110억이다. 

2) 기관의 주요 역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만화 전문 도서관으로 만화 자료를 보존하여 후세에 전승하는 아카이브 역할,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도서관의 역할, 이용자들이 만화를 접하고 느낄 수 있는 편안한 문화 공간으로

의 역할 수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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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회도서관 본관, 메이지 대학의 요네자와 요시히로 기념관, 동일 대학의 현대 만화도서관, 북큐슈(기타큐수)의 만화도서관, 히로시마시의 만화도서관, 오오사까의 국제 아동문화원이다.



3) 만화 자료의 수집, 보관 및 서비스 방법 
국내 최대의 만화 전문 도서관으로 국내 출판되는 모든 만화 자료의 전수 수집을 목적으로 한다. 해외 자료의 경우 수상

작, 추천작 중심으로 구입하고 있다. 1999년 3월 1일부터 만화정보관 자료 구축 사업을 시작했고, 2000년 2월 만화정보관으

로 시작해서 2001년에는 만화도서관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2015년에 277,348권을 소장하고 있는 한국만화도서관이 되었

다. 현재 국내 최대 규모의 만화 전문 도서관으로 국내외 만화 단행본, 만화이론서, 비도서 등을 보유하고 있다. 

학습만화를 제외하고 나면 현행 유통되고 있는 만화도서의 약 90% 정도를 구입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나 현실은 약간 다

르다. 대본소용 만화책들은 ‘규장각’ 사이트를 통해 DB만 모으고 있으며, 단행본들 중 코믹스 류는 만화총판을 통해 구입하

고 있고, 서점판은 한양문고를 통해 구입하고 있다. 학습만화와 아동만화 중,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구매하고 있으

나, 수서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수위가 통일적이지 않다. 즉 대본소용 만화책들의 실물, 그리고 학습만화, 아동만화의 상당

부분도 누락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016년 도서관 신간 만화 자료 구입비는 약 3,800만 원이다. 해마다 약간씩 규모가 달라지긴 하는데 약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사이5)이며, 고만화도서 및 원고 구입 비용이 2,600만 원이다. 전체 만화 관련 자료 구입비용이 약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라고 볼 수 있다. 

분류 방법은 작가 분류는 하지 않고 있으며, 별치 기호를 통해서 분류(소장고/열람실)하고, 십진분류와 주제별 분류를 혼

합한 만화박물관만의 분류 기호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도서관에서 분류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일반 사서들은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있지만, 도서관 내 만화 전문 사서가 없고, 그러다보니 다른 도서관처럼 전문적인

사서들의 만화도서 추천이라든가, 전시와 함께 연계해서 보여준다든가 등 다른 만화 전문 도서관의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

램도 발견하기 어렵다. 

6. 비교 분석 및 만화 자료의 연구 및 운영 정책 제시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만화 전문 도서관의 성격으로 보자면 프랑스와 한국의 경우가 공공 법인이고, 벨기에와 일

본이 사립 법인이다. 따라서 벨기에와 일본의 경우를 우리나라의 경우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그리 적절해 보이지는 않

는다. 게다가 이 두 국가 전문 도서관의 설립 목적 역시 상당히 다르다. 벨기에가 만화문화의 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있었다면,

일본의 경우는 연구에 방점을 찍고 있다. 예산을 습득하는 방식 역시 벨기에는 90%를 자체 수입에 의거하고, 일본은 50%를

자체 수입에 의거하고 있다. 이러한 수익 구조가 만화 자료의 수집, 보관, 서비스 등의 운영 정책에서의 차이점을 야기하고 있

다. 향후, 비영리 사단 법인으로서의 지역적인 만화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하게 될 경우 참조해볼 만한 사례들이라고 본다. 

사실상, 자국의 출간되고 있는 만화 자원의 전수 수집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만화 전문 도서관은 프랑스와 한국의

경우이다. 공공 재원으로 운영하기 때문인데, 그 양상은 상당히 다르다. 물론 방문객 규모가 프랑스의 경우가 아주 적다는

점을 즉각 파악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만화 전문 도서관이 소재하고 있는 곳이 파리에서 고속철로 3시간을 이동해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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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4만 명의 도시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는 있다. 그 외, 소장하고 있는 만화 자료 규모나, 자료 구입 예산이 아주 많은 차

이가 난다고 볼 수는 없다. 각 나라별로 출간되고 있는 만화 자료 스타일의 차이도 있고, 예산 규모 역시 만화도서의 가격

및 환율을 감안하면 격차가 그리 큰 것도 아니다. 

눈여겨 보아야 할 곳은 전문 만화 사서의 부재와, 만화도서관으로서의 전문적인 활동의 부재라는 점이다. 이러한 부분은

도서관의 역할의 차이에서도 감지되고 있다(<표 2>참조). 프랑스는 만화 자료의 수집(1), 보관(2), 서비스(3)의 측면에서 역

할을 설정하고 있다면, 한국은 수집-보관-서비스라는 도서관의 일반적인 역할 논리에서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만화 전문 도서관의 역할을 (2)와 (3)처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간 내의 서비스로만 제한하고 있다. 

더 본질적인 문제점은 만화에 특화된 전문 사서와 프로그램의 부재이다. 물론, 계약직으로 사서 자격증을 가진 단기 계약

직들이 근무하긴 하지만, 그러다보니 입수되고 있는 서적들을 기존의 분류 목록대로 서지 목록을 작성하는 정도에 불과할

뿐, 장기적으로 이 도서관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어떻게 수집, 보관, 서비스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처럼 보유하고 있는 연구 자료 센터만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담당자가 없는 한, 연구자들에

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한 이유로, 만화도서관 내에는 만화 전문 사서가 할 수 있는 기

본적인 서비스들이 보이지 않는다. 추천할 만한 신간, 주제별 제공, 현재 트렌드가 되고 있는 영화나 드라마와 상관적인 작품

들의 추천 등의 공간 자체가 없는 것이다. 또한 부천의 만화도서관을 너머 만화를 수서하고 있는 다양한 공공, 사설 도서관의

사서들이 부딪히고 있는 수서 원칙이나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한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만화 전문 도서관이 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적지 않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

제들을 선차적으로 그리고 후차적으로 고민하기 위한 순서라고 설정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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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프랑스 벨기에 일본 한국 

개관년도 1990 1989 2006 2000

성격 공공 법인 사립 법인 사립 법인 공공 법인 

방문객규모 전체 19만 명 / 도서관 27,836명 전체 20만 명 전체 27만 명 전체 27만 명 

만화자료규모 21만 권 11만 권 30만 권 28만 권 

전문사서여부 3인 3인 1명+연구자 5인 없음 

프로그램 도서관 활동이 다채로움 신간 소개 등 활동을 함 도서관 자체활동은 적은 편 거의 없음 

자료구입예산 1억 1천만 원 많지 않음 없음 5- 7천만 원 사이 

<표 1> 국가별 만화 전문 도서관 비교

프랑스 한국(을 대표하는 만화전문도서관으로서) 

1. 만화에 대한 자료 수집

2. 문화유산으로서의 만화를 보관하기 위한 수장고의 유지 

3. 대중적인 만화 독서의 장려

1. 만화 자료를 보존하여 후세에 전승하는 아카이브

2.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 도서관

3. 이용자들의 편안한 문화 공간

<표 2> 두 만화도서관의 역할 설정 비교



하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개관 때부터 지금까지 두 사서는 계속 일해오고 있다. 시간이 축적될수록, 관

련 만화 자료를 축적하거나 연 구자료를 모으는 것이 능숙하고 용이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우리나라엔 전문 사서가 존재

하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보면 사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인력 중, 만화에 관심을 가진 인력들을 양성해야하며, 이것 역시

사실은 이미 개관한지 16년이 되는 한국만화도서관의 역할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문 사서가 점차적으로, 내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만화도서관의 역할과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장서 원칙, 수장 원칙, 기증 원칙 등을 세워 나가

고 연구 영역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 그리고 프랑스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다양한 도서관 내외의 만화도서 관련 프로그램

을 확대하고 다른 공공 도서관으로 전파해나가고, 공공도서관의 광범위한 네트워크에서 만화 전문 사서들의 의견과 활동

을 넓혀나가는 데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사서들의 만화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만화 자료의 국가적 차원에서의 수집, 보

관, 서비스 역시 점차 일반화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부천의 한국만화도서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벨기에 만화도서관 http://www.cbbd.be/fr/bibliotheque/la-bibliotheque-d-etude

벨기에 만화도서관 도서 검색 사이트 www.comicslib.be

쿄토 국제 만화박물관 http://www.kyotomm.jp

프랑스 국립도서관 http://www.bnf.fr

프랑스 국제 만화 이미지 시티 산하 만화도서관

http://www.citebd.org/spip.php?rubrique5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산하 한국만화도서관 http://comicsmuseu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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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전문가 직책

CIBDI의 만화전문도서관
Catherine Ferreyrolle 도서관 팀장 

Catherine Ternaux 연구자료센터 사서 

CIBDI의 만화전문도서관 Gregoire Aurore 도서관 사서 

한국만화도서관
백수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문화진흥팀 과장 

김연희 한국만화도서관 일반 사서 

쿄토만화박물관

ユースギョン(유 수경) 연구원

イト ウユウ(이토 우유우) 연구원 RA

渡邉朝子(와타나베 토모코) 연구자료센터 사서

<표 3> 전문가 인터뷰 및 서면 인터뷰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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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만화 전문 도서관의 만화 자료 운영정책 및 현황 비교 분석을 통한 시사점 제시

<표 5> 만화전문도서관 사서 전문가인터뷰 및 서면인터뷰 기초 질문지

1 귀 도서관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만화 자료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수집 및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입니까? 

2. 귀 도서관은 만화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발행되고 있는 만화도서의 몇 %가량을 수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 보관본과 열람본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4. 동시대의 만화도서들 외의 도서들, 희귀서나 그 이외의 도서들(예 : 해외 만화책)을 콜렉션 하려는 정책 및 예산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5. 만화책의 분류는 어떤 기준에 따라 하고 있습니까? 주제별? 형태별? 저자별? 

6, 귀 도서관의 만화책 보유 현황 및 만화 관련 연구서 보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7. 만화 전문 사서의 사서가 있는지, 있다면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8. 만화 이용자에 대한 별도의 서비스가 존재합니까? 만화를 활용한 독서나 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다면 어

떤 것들입니까? 

9. 귀 도서관 사서들의 만화에 대한 인식은 어떤 편입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사서들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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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토론 03.

만화 전문 도서관의 만화 자료 운영정책 및 현황 비교 분석을 통한 시사점
제시 : 프랑스, 벨기에, 일본 그리고 한국을 중심으로
_한상정(인천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주요 토론 내용]

⦁ 각 나라의 역량대비 국가 도서관이 가지는 역량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국립중앙도서관은 한국의 출판물을 전수 수집을 목표로 한다. 만화규장각의 자료를 전수 수집하는데 현실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 일반 단행본은 전수 구입을 목적으로 한다. 비용의 한계와 공간의 한계로 만화방형식의 단행본과 학습만화는 선택적으로 구입한다. 

⦁ 국회도서관은 다른 도서는 납본 받지만, 자료 수집 지침에 만화도서 납본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 프랑스 국가도서관은 만화전문 사서가 2명~3명 있는데 국립중앙도서관은 만화전문 사서가 없다. 만화에 대한 관심이 없고 진흥원으로

납본기능을 위임해야 하며,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자료 수집의 기능과 관리를 나눠서 갖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자료 관리를 위한, 문화적 층위에서 역량있는 만화전문 사서 양성 필요하다.

⦁ 이뤄지고 있지 않은 국회도서관에 대한 만화 납본을 대신하여 진흥원으로의 납본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 도서정가의 50%를 납본비로 지원해주고 있어 대부분의 출판사는 납본을 성의있게 한다. 납본제도가 바뀐다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으

로의 만화 납본이 가능하다.

⦁ 전체 도서관의 예산대비 만화도서 예산, 인구나 산업 규모 대비 도서관 예산지원의 문제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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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제 01
소녀잡지와 만화의 장르 확립
_ 발제자 : 이승진

주제발제 02
웹툰의 트랜스 미디어 스토리텔링 거점화 시론
_ 발제자 : 박기수

주제발제 03
1960~70년대 불량만화 담론의 전개
_ 발제자 : 서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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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요

일 시 2016. 05.24(화) 15:00 ~ 18:00

장 소 중국 완다호텔 2층 회의실

참 석 자 만화포럼 참석위원 총 10명

- 포럼위원(8명)

: 이화자, 김소원, 김종옥, 박기수, 서은영, 윤기헌, 이승진,

이용철

- 진흥원관계자(1명)

: 오덕영

- 참관인(1명)

: 한창완(세종대 교수)

발제내용 •김소원 위원 : 소녀잡지와 만화의 장르 확립

•박기수 위원 : 웹툰의 트랜스 미디어 스토리텔링 거점화 시론

•서은영 위원 : 1960~70년대 불량만화 담론의 전개



들어가며

‘순정만화’의 특징은 무엇일까? 물결치는 금발머리에 커다랗게 반짝이는 눈동자와 가늘고 긴 신체, 배경

을 장식하는 꽃과 같은 독특한 조형미. 그리고 이러한 화려한 그림체에 어우러진 사랑 이야기가 많은 이들

이 ‘순정만화’에 대해 떠올리는 이미지일 것이다. 이와 같이 순정만화는 다른 장르의 만화와 확연히 구분되

는 시각적 표현방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많은 순정만화가 젊은 여성에 의해 창작되고 독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다. 즉, 순정만화는 ‘여성의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매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

국 만화사에도, 장르 확립 과정에 있어서도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순정만화는 일본에서 쇼죠

망가(少女マンガ, 소녀만화)라는 이름으로 탄생해 일본의 영향을 받은 한국과 대만 등 동아시아 일부 국가

에서 특히 발달한 장르의 만화이기도하다. 순정만화(=쇼죠망가)가 전체 만화 시장에서 일정 부분을 차지하

고 전문 작가들에 의해 꾸준히 창작되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순정만화 특유의 시각적

표현이 등장한 것은 1964년 엄희자의 데뷔작인 ≪행복의 별≫에 의해서였다. 커다랗고 동그란 눈에 어깨까

지 내려오는 긴 머리, 리본이 장식된 강아지를 안고 있는 매우 이국적인 소녀가 그려진 표지는 당시 한국 만

화에서는 볼 수 없는 표현이었다. 순정만화의 시각표현은 엄희자 이전과 이후에 매우 선명한 차이를 보인

다. 엄희자 이전에 어린 여자아이들이 주요 독자층인 만화는 또래 소녀를 주인공으로 하며 남성이나 어린

이를 주요 독자로 하는 만화와는 분명히 다른 스토리텔링을 보여주지만 시각적 표현에 있어서는 다른 장르

의 만화들과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그러나 ≪행복의 별≫을 비롯해 엄희자의 작품 일부는 일본의 쇼죠

망가 전문 잡지인 ≪소녀 프렌드(少女フレンド)≫에 연재되었던 작품들과 상당히 유사하다.1) 불과 몇 개월

의 시간 차이를 두고 발행된 엄희자의 단행본과 일본의 소녀잡지에서는 거의 그대로 베껴 그린 수준의 표

지 그림을 발견할 수 있고 매우 흡사한 장면 연출도 등장한다. 한동안 순정만화가 쇼죠망가를 수용한 결과

로 만들어졌다는 오랜 가설은 1964년의 쇼죠망가 잡지와 엄희자의 단행본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증명된다. 

순정만화는 이러한 태생적 특징으로 인해 오랫동안 일본만화의 아류라는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소

녀 취향의 달콤한 로맨스라는 좁은 프레임 안에 갇힌 그저 그런 사랑이야기쯤으로 폄하되기도 했다. 그러

만화포럼 칸 2016 _ 189

01. 소녀잡지와 만화의 장르확립 

1) 김소원(2015), 엄희자의 등장과 한국 순정만화의 변화, ≪만화포럼 Kan≫, 한국만화영상진흥원, p.141.

소녀잡지와 만화의 장르확립 
: 한국과 일본의 순정만화를 중심으로

_ 김소원(상지대학교 문화콘테츠학과 외래교)

주제발제 01



나 순정만화가 만화의 주요 장르로 확립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한국만화사의 중요한 변곡점은 물론 순정만화가 등장

하고 장르로 확립되어 가는 사회· 문화적 배경까지 읽어낼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점을 하나 갖게 된다. 한국과 일본에서 특히 순정만화(=쇼죠망가) 장르가 발달한 이유는 어디에 있

는 것일까? 그리고 순정만화와 쇼죠망가 장르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 선행 매체는 무엇일까? 순정만화의 역사를 살펴보면

오늘날의 순정만화와 같은 조형적 특징이 발현되는 시점은 일본 만화와의 상관관계를 염두에 둔다고 해도 매우 분명하고

도 급작스럽다. 일본에서는 미인화와 서정화2)라는 선행매체가 존재했고 반세기 가까운 시간 동안 미인화에서 서정화로 그

리고 쇼죠망가로 이어지는 변화의 흐름이 파악된다. 그러나 순정만화는 쇼죠망가에서의 영향 이외의 흐름에 대한 연구는

찾기 힘들다. 그럼에도 엄희자의 데뷔작 이후 여성작가들의 활발한 활동과 함께 순정만화는 만화의 주요 장르의 하나로 자

리 잡는다. 10년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독자들에게 전폭적으로 수용 되었다는 부분은 단순히 일본의 쇼죠망가를 받아

들여 순정만화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기에는 어딘가 석연치 않다. 또한 1960년대의 쇼죠망가와 순정만화의 시각적 표현에서

는 상당한 유사성이 보이지만 스토리의 경우 단순 비교에는 무리가 있다. 쇼죠망가의 스토리는 시공간적 배경과 이야기의

주제 등장인물의 연령 등에서 꽤 폭 넓게 변주되지만 순정만화는 명확하게 ‘가난한 소녀의 고난 극복담’이라는 주류가 존

재했다.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여러 선행연구들을 보완하고 좀 더 넓은 시각에서 한국과 쇼죠망가와의 관계

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고찰을 통해 순정만화와 쇼죠망가의 관계성을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한다. 쇼죠망가라

는 매우 특이한 만화가 한국 독자들에게 손쉽게 받아들여졌던 이유는 무엇일까? 본 연구는 쇼죠망가가 가지고 있는 특징

과 감수성을 당시 한국의 독자들도 어떠한 형태로든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에서 출발한다. 

‘소녀’의 의미

일본의 경우 쇼죠망가의 등장에 큰 영향을 준 선행매체로 소녀잡지를 든다.4) 요네자와는 그의 저서 ≪전후 쇼죠망가사

(戦後少女マンガ史)≫에서 1940년대 중반부터 1980년까지 쇼죠망가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논하고 있다. 그는 쇼죠망가 스

타일의 특징은 소녀 잡지의 삽화에서 그 영향을 받았으며 1920년대부터 몇몇 삽화가들이 스타급의 인기를 누리며 당시 소

녀 독자들의 지지를 받았다고 서술한다. 쇼죠망가와 소녀 잡지의 중요한 영향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소녀잡지의 ‘소녀’는 근대 일본의 대중문화에 있어서 매우 독특한 개념으로 발전한 ‘소녀문화’ 속에서 성립된 것이다. 그

리고 이러한 ‘소녀문화’의 장이 된 것이 바로 ‘소녀 잡지’이다. 혼다 마스코(本田和子)는 소녀의 등장이 근대적인 교육제도

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서양의 경우 19세기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연령이 구분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소년기와 청년기로 분화되었다. 일본에서는 메이지 시기에 학교 제도가 확립되면서 중산계급 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설

립된 고등여학교에서 12세 이상의 여자가 4년에서 5년간의 교육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혼다는 이러한 교육제도 하에서 취

학 기간이 길어지면서 결혼과 그에 따른 임신과 출산이 가능한 연령임에도 결혼이 유예된 기간을 소녀기로 설명한다.5)

와타베 슈우코(渡部周子)는 가부장제적 국가에 있어서 여성은 가정 내에서 재생산의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며, 근대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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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잡지의 삽화 중에서도 소녀잡지에 실린 삽화 중 여성을 아름답게 표현한 것을 서정화(抒情画）라고 부른다. 서정화는 소녀잡지를 통해 활발하게 활동 했던 화가 후키야 코지(蕗屋虹児)가 자신의 작품을 '서정화'로 부르면서 정착된 표현이다.  

3) 김소원(2015), 초기 순정만화와 소녀만화의 스토리 형식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 15 No 8. 4) 米沢嘉博(2007), ≪戦後少女マンガ史≫, ちくま文庫.
5) 本田和子(1990), ≪女学生の系譜≫, 青土社.



의 여자 교육은 도덕적으로 선하고 남성을 위로하는 존재로서 여성을 역할을 정형화하는 교육을 행했다고 서술한다.6) 특히

이러한 소녀에 대한 정의는 근대 국가에 있어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성인여성상의 일부분으로 규범화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와타베에 따르면 이러한 소녀상이 생겨 난 이후 독특한 소녀문화의 등장으로 ‘소녀’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정의가 이

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소녀문화의 확립은 바로 잡지에 의한 것으로, 소녀를 주된 독자로 상정한 잡지들이 잡지에 게재된 문

학작품과 그림 등을 통해 소녀를 대중적이며 확고한 이미지 속에 가둔 것이다. 이와 같이 소녀 잡지가 만들어낸 소녀 이미지

는 근대 초기 교육제도 속에서 정의되었던‘출산이 가능하지만, 결혼이 유예된’ 기간의 여성과는 다른 이미지로 자리 잡는다. 

한편 소녀잡지와 소녀의 관계에 대해 이마다 에리카(今田絵里香)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소녀’는 연령적으로는 소학교에 입학할 나이에서 여학교를 졸업하기까지 취학 연령의 여자 아이이다. 이 연령층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여학교에 다니고 소녀 잡지를 살 수 있는 여자로 한정된다. 여학교에 다니지 않는 다면 ‘소녀시대’

는 존재하지 않으며 소녀 잡지를 사서 읽을 수 없다면 ‘소녀’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소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여자를 의미하지 않는다. 선행연구에서 밝혔듯이 학교 교육과 소녀잡지가 충족되어야 비로소 ‘소녀’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여자는 당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하고 부모가

교육에 열의가 있어야 하며, 소녀잡지와 같은 도시문화에 긍정적이어야 할 것.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

이 필수불가결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완벽한 형태로 갖추어 진 여자야 말로 도시거주 신중산층의 여자였다.7)

이처럼 국민 모두에게 의무 교육이 적용되는 현대와 달리 교육의 기회가 일부에게만 주어졌던 시기에는 단순히 연령에

의한 구분이 아니라, 교육 기회의 여부와 부모의 경제적 능력까지가 소녀를 구분하는 조건의 하나였다. 

한편 한국에서 소녀라는 단어는 일본의 영향을 받아 사용되기 시작 한 것으로 보인다.8) 한국의 잡지에서는 제호에 ‘소녀’

가 명시되어 있는 잡지는 극히 드물어서, 1920년대에 발간된 여성잡지 목록 중에서는 ≪소녀계≫가, 1940년대에는 ≪신소

녀≫ 정도가 선행연구에 등장할 뿐, 잡지의 구체적인 창간 연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9) 근대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생겨난 ‘소녀’에 대한 개념이 학술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 ‘소녀’ 라는 개념이 등장한

시기는 다소 불분명하다. 김복순은 논문 <소녀의 탄생과 반공주의 서사계보-최정희의 ‘녹색의 문’을 중심으로->에서 한국

에서 소녀에 대한 개념이 정립된 것은 1950년대 이후라고 주장한다. 김복순은 한국의 높은 문맹률을 지적하면서 한국에서

소녀의 개념이 탄생한 것은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로 1920년대 소녀잡지가 활발히 창간된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 소녀를

위한 잡지가 거의 없었던 원인을 여성의 낮은 취학률에서 찾고 있다.10) 한편, 최배은은 소녀는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여자

를 뜻하며 소년과 대립어로 1920년대 이전에는 활발히 쓰이지 않아 근대 이후 유입된 말로 보고 있다. 또한 소녀의 연령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데 1920년대 초반까지는 10세 미만을 가리키다가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에 이르는 시기는 십 대

중반의 연령으로 변화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주요 잡지에서 그려진 소녀의 이미지는 가련하며 순수하고 아름답지만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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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渡部周子(2007), ≪｢少女｣象の誕生－近代日本における<少女>規範の形成≫, 新泉社, pp.1~16. 7) 今田絵里香(2007), ≪｢少女｣の社会史≫, 頸草書房, p.5.
8) 소녀라는 단어는 일본과 동일한 한문을 사용하며 한글 독음인 소년, 소녀로 읽고 있다. 근대에 들어 소년이라는 단어는 잡지의 제목과 단체명 등에서 찾아 볼 수 있으나, 소녀라는 단어는 1920~30년대 일부 잡지의 제목에서

찾아 볼 수 있을 뿐 당시에는 보편 적인 명사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9) 당시에는 잡지사에서 발간되는 잡지 뿐 아니라 기관이나 단체에서 발간하는 잡지가 많았으나,≪소녀계≫와 ≪신소녀≫ 모두 일반 잡지사에서 발간된 잡지로 기록 되어 있다. 

이윤희(2006), 한국 근대 여성잡지의 표지화를 통해 본 여성 이미지-<신여성>과 <여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pp.7~8.

10) 김복순(2008), 소녀의 탄생과 반공주의 서사계보-최정희의 '녹색의 문'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18, 한국근대문학연구회, pp.203~207.



을 유혹하는 존재로 그려진다고 설명한다.11) ‘소녀’와 유사한 개념으로 ‘여학생’을 들 수 있는데, 엄미옥은 1920~30년대의 ‘여

학생’은 여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정도의 교육을 받은 여성으로 ‘성적 호기심의 대상이자 다스려지고 단속되어야 할 대

상’이었다고 평가한다.12) 

그렇다면 1960년대의 ‘소녀상’은 어땠을까. 1965년 창간된 잡지 ≪여학생≫의 창간 특집 기사 ‘韓國의 少女像’에는 소녀의

이미지에 대한 몇 가지 글이 실려 있다. 

세상은 진구렁이다. 그러나 소녀는 진구렁에 피는 꽃이 아니라, 깨끗하고 부드러운 땅만을 찾아 뿌리를 뻗는다.

동산에 피는 진달래와, 철쭉꽃잎엔 소녀의 슬기가 어린다. 

(중략)

어른들은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지 소녀는 알 수 없다. 소녀는 어른들의 우악한 싸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다. 알면 큰일이다. 알려고 애써서는 안된다. 생존경쟁이나 약육강식(弱肉强食)이니 하는 말을

배울 필요가 없다.13)

실상 우리의 소녀상이 있었다면 서양의 그것과는 달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전형적인 형상이나 용모에서 보

다는, 소녀가 가져야 할 정신적인 미덕을 강조하는 것이다.14)

우주의 삼라만상(森羅萬象)은 모두가 제 나름대로 격(格)을 가지고 있다. 하늘은 천격(天格), 땅은 지격(地格), 돌

은 석격(石格)… 그러니까, 사람은 인격(人格)- 인격 속에서도 노인은 노인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소년은 소년대로,

소녀는 소녀대로의 격을 갖추어야 비로소 노인답고, 청년답고, 소년답고, 소녀다울 것이다. 

때문에 <답지>못한 것은 그 유형(類型)에 근사(近似)할 뿐이지, 그것은 아닌 것이다. 가령, <소녀답지 못하다>하

면 <소녀가 아니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 되는 것이다. 

인간으로서 가장 불명예(不名譽)스러운 일은 <인간답지 못하다>라는 말을 듣는 것이다.

(중략)

나는 소녀들에게 유관순(柳寬順)이나 <잔 다아크>같은 위대함과 용감함을 원하지는 않는다. 이 <위대>라는 것

은 오히려 소녀 그 이상이라는 의미에서 소녀답지 않은 것일지도 모르겠다.15)

≪여학생≫이 당시 매체에서 그리던 소녀상을 대표한다고는 할 수 없으나 ≪여학생≫이 당시 꽤 인기를 끌었던 잡지임

을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는 당시의 소녀상에 대해 짐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위의 특집기사를 집필한 이들은 모두가 연세

대, 고려대, 서울사대 교수로 남성들이다. 이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소녀란 순수하고 순결하며, 선하고 순응적이다. 이는

당시 여성 교육 규범 속에 정형화된 소녀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여학생≫의 편집후기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필진들

의 편집후기에서 ‘여학생’에 대한 생각이 드러나는데 이는 일본의 각종 미디어에서 그려진 소녀상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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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최배은(2014), 한국 근대 ‘소녀소설’의 ‘소녀’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제53권 2호, pp.116~119.

12) 嚴美玉(2006), 近代小說에 나타난 女學生 연구 - 1920~30년대 중반 敎育을 통한 女性主體 形成過程을 중심으로-, ≪語文硏究≫ 제34권 제3호, pp.372~378.

13) 吳華燮(1965.12), <韓國의 少女像-少女! 그것은 神秘의 溪谷>, ≪여학생≫, p.70.

14) 金鎭萬(1965.12), <韓國의 少女像-≪잔 다아크≫는 있어도 少女像은 없다>, ≪여학생≫, pp.74~75.

15) 異河潤(1965.12), <韓國의 少女像-내가 바라는 少女像>, ≪여학생≫, p.82.



미래의 모상(母像)인 여학생들의 건전한 교양과 아름다운 정서 배양을 목적으로한 《여학생》지를 창간하는 작업

(중략)

강하고 아름답고 고결한 여성은 우리들의 영원한 향수요, 신화다.

소녀잡지의 등장

잡지의 등장은 잡지의 수요, 즉 독자층의 성장과도 매우 밀접하다. 특히 일본의 경우 소녀잡지의 등장은 교육제도에 의

해 ‘글을 읽을 수 있는 여자’들의 증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일본의 근대적인 교육 시스템의 도입은 1871년 중앙기구로

서 문부성이 설치되면서 시작된다. 1872년에는 일본 최초로 근대적인 교육체계가 법으로 정해지면서 학제가 공포된다. 학

제는 미국을 모델로 구성되었다. 1879년에는 교육령이 공포되고 1년 후인 1880년에는 개정교육령이 공포되면서 학제가 개

정된다. 1900년에는 의무교육을 4년간으로 통일하고 소학교에서의 수업료 징수를 폐지한다. 이후 의무교육 취학률이 99%

에 도달하는 등 1920년을 전후해 일본의 근대적인 학교 시스템이 정착된다.16)

취학률의 증가는 문맹률의 감소로 이어졌고 문맹률의 감소와 함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읽을거리에 대한 수요가 늘

어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읽을거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다양한 잡지가 창간되었고 주부, 여성, 소녀 등과 같이 독

자층을 좀 더 세분화했다. 그 결과 1902년 일본 최초의 소녀잡지 ≪소녀계(少女界)≫가 창간된다.17) 이후 소녀잡지가 연이

어 창간되고 1920~30년대 소녀잡지는 황금기를 보내게 된다. 이들 잡지에는 소녀소설이 연재되고 유명한 삽화가들이 소설

의 삽화와 패션화보, 칼라 일러스트를 그리면서 일본 소녀잡지의 기본적인 형식을 만들어 냈다. 그리고 이는 쇼죠망가의 등

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1955년을 전후해 일부 잡지에서는 1월 15일의 정월 특집과 8월 15일의 여름방학 특집으로

증간호를 발행해 만화로 대부분의 지면을 채우기도 한다. 잡지 연재중인 인기 만화는 단행본 한 권 분량에 가까운 특별 부

록으로 제공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잡지 매체에서 만화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등장한 것이 만화 전문 주간지였

다. 소년, 소녀 잡지에서 만화가 큰 인기를 끌자 만화 전문 월간지가 등장했고 이들 잡지의 인기가 만화 주간지의 창간으로

이어진 것이다. 잡지에 실리는 만화의 양이 증가하면서 잡지 시장의 규모도 커진다. 1951년에 10억 엔 규모였던 잡지 광고

시장 규모는 본격적으로 만화가 실리기 시작한 1955년의 35억 엔을 기점으로 급상승해 1960년에는 125억 엔으로 10년 사이

에 열배 이상 증가 한다.18) 그리고 1960년대 초 소녀잡지는 주간 만화 전문지로 전환된다.

한국의 경우 ‘소녀’ 혹은 ‘여학생’을 주요 독자로 하는 잡지의 본격적인 등장은 1950년대 이후로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와

1950년대에 발행된 잡지는 ‘소녀’와 ‘여학생’처럼 성별과 연령대를 세분화하기 보다는 학생, 소년소녀, 여성과 같이 좀 더 폭

넓게 독자층을 상정했다. 이는 여성의 취학률이 1950년대 말에야 100%에 가까워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 1908년 당시 조선

은 근대 여성교육을 공식적으로 제도화하는 ‘관립고등학교령’을 선포한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동안 교육의 기회가 주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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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国際協力総合研究所(2003), ≪日本の教育経験≫, 国際協力機構, pp.12~16.
17) 일본에서는 일본 최초의　본격적으로 소녀를 대상으로 한 상업 잡지는 1902년(메이지35년) 금홍당서적(金港堂書籍)에서 발간된 ≪소녀계(少女界)≫이다. ≪소녀계≫ 이전에 ‘소녀’를 타이틀에 차용한 잡지는 1890년 1월

오사카의 춘우사(春雨社)에서 출판된 ≪소녀원(少女園)≫이 있었으나 소규모로 출판되어 많은 독자들에게 읽히지는 못했다. 

浜崎廣(2004), ≪女性誌の源流－女の雑誌、かく生まれ、かく競い、かく死せり－≫, 出版ニュース社, pp.71~72.
18) 中野晴行(2004), ≪マンガ産業論≫, 筑摩書房, pp.27~29.



여성은 극히 일부였다. 1910년 여학생은 남학생의 15분의 1에 지나지 않았고 1920년에는 8분의 1, 1930년에는 5분의 1, 1940년

에야 3분의 1 정도의 비율로 증가한다. 여성들의 경우 1945년 독립 당시에는 64%의 취학률을 보였고, 3년 후에는 74.8%로

증가해 한국전쟁 이후인 1959년에는 96.4%의 취학률을 보인다.19) 일본 보다 뒤늦은 1950년대 중반이후 잡지 창간의 증가는

국권 회복 이후 의무교육의 시작과 취학률의 증가, 전쟁 후 사회 정치적인 안정을 바탕으로 한다. 1952년 한국 전쟁 중에 교

육법 시행령이 발포되어 같은 해 6월 의무교육이 시행된다. 의무교육이 시행된 후의 전체 학생 중 여학생 비율은 1952년에

는 36.3% 1959년에는 44.5%로 늘어나며 남녀학생이 거의 같은 비율이 된다. 이처럼 1952년 이후 한국의 취학률은 1899년 고

등학교령이 발포된 이후 일본의 상황과 비슷해 1901년 일본의 소학교의 여학생 취학률이 98.4%로 급증했던 시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20) 이렇게 취학률이 높아진 이후인 1965년에 ≪여학생≫이라는 제목의 월간지가 창간되는데 현재의 중고등

학생 정도 연령의 소녀를 대상으로 하는 잡지로 일본의 소녀잡지와 다소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한국전쟁 후인 1954년부터

1959년 사이에 창간된 21종의 어린이, 소년소녀 대상의 잡지 중에 잡지 제목에 소녀를 대상으로 한 것임이 드러나는 것은

≪여학생≫이 유일하다. ≪여학생≫은 여자 고등학생 대상의 종합잡지로 패션, 연예기사 등과 함께 소설, 만화 등도 개제되

는 월간지였다. ≪여학생≫과 일본의 소녀잡지들과는 상당한 시간 차이가 존재하지만, 여학생을 독자로 지정한 잡지가 창

간되었다는 것은 일본의 소녀 문화와 비슷한 개념의 문화가 한국에도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여학생

≫의 창간호에서 밝힌 발간 모토는 다음과 같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아름다움을 심어주고, 아름다운 생활 감각에 세련된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계도하는 잡지

이와 같은 ≪여학생≫의 발간 모토에서 국가가 원하는 현모양처, 즉 ‘미래 세대를 양육하는 교양 있는 어머니’의 육성을

목표로 하는 일본의 소녀 교육과 지향점이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소녀소설과 순정만화(=쇼죠망가)의 서사

일본 최초의 소녀잡지인 ≪소녀계≫에는 ‘소녀문학’, ‘소녀소설’, ‘연재소설’ 등의 명칭을 붙인 소설이 실렸다. 요시야 노

부코(吉屋信子, 1896~1973)의 데뷔작 <꽃 이야기(花物語)>(1916~1924, ≪소녀화보(少女画報)≫, ≪소녀클럽(少女倶楽部)≫

에 연재)는 일본 소녀소설에 있어 새장을 연 것으로 평가받는다. <꽃 이야기>는 기숙사에 모인 여학생들이 자신들의 체험

담을 나누는 형식으로 시작해 매회 다른 이야기를 꽃에 비유해 풀어간 옴니버스 소설이다. <꽃 이야기>는 유려한 문체와

섬세한 표현으로도 높이 평가받고 있는데 7년여에 걸쳐 연재되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이 작품에 그려진 여학생들 사

이의 깊은 우정관계, 아름답게 묘사된 배경과 등장인물의 용모는 이후의 소녀소설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노벨문학상 수

상자이기도한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도 초기에는 다수의 소녀소설을 집필했다. 특히 1937년 ≪소녀의 벗(少女の

友)≫ 6월호부터 1938년 3월호까지 연재된 <소녀들의 항구(乙女の港)>는 단행본의 경우 초판 발매 이후 5년 만에 47쇄를

돌파한 인기작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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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편(1997), ≪한국 교육사≫, 교육과학사, p.298. 20) 今田絵里香(2007), p.68.



이들 소녀소설은 주로 여학교의 기숙사를 배경으로 소녀들의 친밀한 감정 교류를 그린다. 이에 대해 칸 사토코(菅聡子)

는 요시야 노부코가 그린 소녀들의 우정은 엄격한 사회에서 여성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이며 폐쇄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한다.21) 이들 작품은 동성 간의 친밀한 관계를 그리고 있지만 이러한 관계가 과도한 애정관계라기 보

다는 비밀스러우면서도 강한 우정에 가깝다. 또한 이러한 관계는 기숙사라는 외부와 차단된 특별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녀들 사이의 연대는 더욱 견고해진다. 소녀잡지가 독자들 사이의 교류를 기반으로 하는 강한 유대감을 통해 인기

를 다질 수 있었듯22) 당시의 독자들은 소설에서도 현실에서도 자신들만의 견고한 고리를 형성하고 있었다. 

소녀소설은 요시야 노부코와 가와바타 야스나리 등‘대가’들의 활약으로 1920~30년대 황금기를 맞지만 1938년 소녀잡지

가 군부의 출판 규제를 받게 되면서 그 수가 급격히 줄게 된다. 전쟁이 끝나고 휴간되었던 잡지들이 복간되지만 소녀소설

은 전성기의 인기를 누리지는 못한다. 연예계 기사, 패션, 헤어스타일 등에 관한 기사와 연재만화가 증가하면서 소설 지면

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 만화 전문 잡지가 창간되고 소녀소설은 소설전문 잡지나 문고판 단행본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요네자와는 소녀소설이 쇼죠망가의 스토리에 영향을 주었다고 서술하지만23) 소녀잡지에 연재된 초기의 쇼죠망가의 경

우 소소한 일상에서 벌어지는 코믹한 상황을 그린 단편 개그만화가 대다수였다. 그리고 <리본의 기사(リボンの騎士)> 이

후 장편 쇼죠망가의 시대에는 탐정물, 공포물, 학원물, 판타지 등 대단히 다양한 서사가 존재했다. 그러나 소녀소설의 주제

는 비교적 제한적이었다. 오랫동안 소녀소설과 쇼죠망가의 영향관계가 당연시되었으나 이는 동의하기 힘들다. 물론 일부

소녀소설은 독자들이 투고한 체험수기를 바탕으로 하거나 공포물이나 판타지물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소녀소설의 주류

는 어디까지나 여학생의 학교생활을 바탕으로 하는 것 이었다. 반면 소녀잡지에 연재된 만화들 중 중고등학생 연령의 소녀

가 겪는 학교생활을 그린 작품은 많지 않다. 소녀소설이 가진 서사적 특징은 쇼죠망가의 스토리로 계승 된 것이 아니라 소

녀잡지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팬덤, 즉 독자들 사이의 친밀한 유대감이 쇼죠망가 특유의 (작가와 독자, 독자와 독자 간의)

‘정서의 교감’으로 확대되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한국에서도 ‘소녀소설’, ‘순정소설’ 혹은 그와 유사한 명칭으로 불린 소설이 일찍부터 잡지에 연재되었다. 최배은에 따르

면 일제강점기 잡지에 ‘소녀소설’로 발표된 소설은 총 21편이며 주인공은 대부분 고아이거나 편부 혹은 편모슬하의 빈곤한

가정에 속해 있다. 주인공 소녀들은 가사도우미로 일하거나 거리에서 꽃을 팔고 공장에서 일을 하며 물질적 결핍을 극복하

려 애쓴다. 그리고 많은 소녀들이 가난으로 인해 학대당한다.24) 최배은은 일본 소녀소설의 주인공들이 주로 여학생인 것과

달리 한국의 경우 ‘가족과 물질이 결핍된’ 소녀이며 이러한 결핍이 소녀의 불행의 원인임을 지적한다.25)

이와 같은 소녀소설의 이야기 구조는 매우 익숙하다. 1960년대 순정만화의 서사와 흡사한 것이다. 현재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말까지 발행된 순정만화 중 적어도 1권과 2권이 남아 있어 이야기의 발단을 파악할 수 있는 작품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들 작품의 주인공인 소녀들은 대부분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없거나 고아이다. 혹은 계모에 의해

괴롭힘을 받는다. 그리고 이러한 ‘가난하고 핍박받는 소녀’라는 기본 설정에 더해 소녀가 처해있는 불행한 상황을 역전 시

켜줄 다양한 장치들이 가동된다. 마법, 친부모, 혹은 부유한 조력자 등이 소녀를 불행에서 해방시키고 이야기는 권선징악

의 교훈을 남긴다. 비슷한 시기 쇼죠망가에 다양한 시공간을 무대로 하는 작품들이 많았던 것에 비해 순정만화는 동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 절대 다수이다. 소녀소설도 순정만화도 당시 사회를 반영하며 독자들에게 안타까움과 함께 결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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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菅聡子(2011), ≪女が国家を裏切るときー女学生、一葉、吉屋信子≫,　岩波書店. / 최은경 <근대일본 소녀소설 연구>, ≪日本近代學硏究≫ 第50輯, p.317 에서 재인용

22) 독자들끼리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펜팔코너’ 형식의 페이지를 구성하거나 전국을 돌며 독자들을 모아 강연회를 여는 등 소녀잡지는 독자들 사이의 유대도 중요시 했다

23) 米沢嘉博, 2007. 24) 최배은(2014), 한국 근대 ‘소녀소설’의 ‘소녀’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제53권 2호, pp.115~122. 25) 최배은(2014), 위의논문, p.122.



서는 대리만족을 주었을 것이다. 

1950년대의 소녀잡지에 실리는 소설은 좀 더 다양해진다. 1949년에 창간된 ≪女學生≫의 경우 매호 ‘우정소설’, ‘연재소

설’, ‘그림소설’등으로 구분된 소설이 게재되었고, 1965년에 창간된 ≪여학생≫ 역시 ‘순정소설’, ‘명랑소설’, ‘역사소설’, ‘외국

소설’등의 이름으로 매호 4~5편의 소설이 게재되었다. 같은 시기 순정만화의 대부분이 가난한 소녀의 고단한 삶을 그리던

것과 대조적이다. 1975년 창간된 ≪여고시대≫에는 소설보다는 연예기사와 미용, 패션, 에세이 등으로 읽을거리의 종류가

보다 다양해진다. 순정만화 스토리의 특징은 쇼죠망가에서의 영향이라기보다 일제 강점기의 소녀소설에서 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소녀잡지와 만화 

일본의 경우 소녀잡지와 쇼죠망가 사이에 뚜렷한 연결고리가 있다. 일본 최초의 장편 쇼죠망가인 <리본의 기사>가 ≪소

녀클럽≫에 연재되면서 쇼죠망가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리본의 기사>이전의 쇼죠망가는 짧은 에피소드

중심의 1~3쪽 분량의 개그 만화가 대부분이었고 잡지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최고의 인기

를 누리던 데츠카 오사무는 소녀잡지에 처음으로 작품을 연재했고 이는 당시까지 쇼죠망가의 흐름을 크게 바꾸어 놓는다.

훗날 일본만화사에　빼놓을 수 없는 걸작을 남긴 젊은 작가들이 대거 소녀잡지에 만화를 실었고26) 이들 작가의 작품은 촘

촘한 스토리 구성으로 인기를 얻었다. 1950년대 다수의 작가가 소녀잡지와 소년잡지를 병행하며 작품활동을 했다. 이러한

경향은 1960년대 초 쇼죠망가 전문 잡지가 창간되고 여성작가들이 본격적으로 작품활동을 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리본의

기사> 이후 점차 연재되는 만화의 작품수와 연재 페이지수가 늘어났고 결국 1960년대 초 인기 소녀잡지는 차례대로 휴간

과 폐간의 수순을 밟는다. 그러나 대형 출판사에서는 소녀잡지의 폐간과 동시에 쇼죠망가 전문지를 창간한다.27) 잡지의 폐

간을 알리는 공지에 다음 달에 창간될 쇼죠망가 전문지의 광고를 실었다. 사실상 소녀잡지의 휴간이나 폐간이 아닌 만화

전문지로의 개편 이었다. 소녀잡지의 연결 선상에 쇼죠망가 전문지가 존재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일본에 비해 잡지와 만화의 연결고리는 약하다. 다양한 어린이 대상 잡지에 만화가 실렸고 소녀잡지에도 만

화가 실렸지만 소설, 칼럼, 기사 등 다른 읽을거리에 비하면 그 양은 많지 않았다. ≪女學生≫ 창간호에는 김용환의 <미쓰 ·

꽈리>가 연재되었고 ≪여학생≫에는 김용환 작가의 친동생인 김성환의 <미스·앵두>와 정운경의 <새침이>, 박기정의 <어

머머 探情>이 실렸다. 1990년 폐간될 무렵에도 4~5편 정도의 만화가 실리는데 그쳤다. 잡지의 중심이 소설과 시, 칼럼, 기

사 등 읽을거리에서 만화로 중심이 옮겨졌던 일본과 달리 한국 소녀잡지의 중심은 여전히 다양한 읽을거리였다. 

그러나 작지만 중요한 변화는 있었다. 남성작가의 작품이 주로 실렸던 것과 달리 1980년대가 되면서 뛰어난 여성작가들

이 소녀잡지를 통해 데뷔한다. 1970년대, 만화의 대대적인 검열과 함께 순정만화도 침체기를 맞이하고 순정만화가 다시 독

자들에게 사랑받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다. 1980년대 소녀잡지에 실린 만화들을 살펴보자. ≪여학생≫에 실린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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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데츠카 오사무를 비롯해 <내일의 조>의 치바 테츠야, <가면 라이더> 시리즈의 이시노모리 쇼타로, <천재 바카본>의 아카츠카 후지오 등 놀라운 대가들이 데뷔 초 소녀잡지에서 활동했고 1950년대 말 등장하기 시작한 여성

작가들이 독특한 표현미학으로 인기를 얻기 전 쇼죠망가의 인기를 견인했다. 

27) 고단샤의 ≪소녀클럽≫은 1962년 ≪주간 소녀프렌드(週刊少女フレンド)≫로 슈에이샤의　≪소녀 북(少女ブック)≫은 1963년 ≪주간 마가렛(週刊マーガレット)≫으로 이행했다. 



순정만화로는 권현수의 데뷔작 <청춘 행진곡(1980)>, 황미나의 1983년 작 <굿바이 미스터 블랙>, 강경옥의 데뷔작 <현재

진행형 ing(1985)>, 원수연의 <비밀 만들기(1988)>, 김영숙 <라스베리(1987)>, 김동화의 <영어 선생님(1986)>, <목마의 시

(1985)>, 한승원의 <만나면 안녕(1985)> 등 순정만화 부흥기의 인기 작품이 다수 포진되어 있다. ≪여고시대≫에는 김진의

데뷔작인 <바다로 간 새(1983)>, 김동화의 <내 이름은 신디(1980)> 등이 실렸다. 이밖에도 ≪소녀시대≫에는 창간호부터 황

미나의 데뷔작인 <이오니아의 푸른 별(1980)>이 연재되기도 했다. 이 시기 소녀잡지에 여성작가 중심의 전형적인 순정만

화만이 실리는 것은 아니었으나 이전 세대의 만화와 확연하게 달라진 스타일과 스토리를 보여주는 작품들이 대거 등장한

다. 특히 한국만화사, 특히 순정만화의 역사에서 매우 큰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작가 황미나가 잡지를 통해 등장했음은 시

사하는 바가 크다. 쿠데타를 다뤘다는 이유로 3회만에 연재가 중단되기는 했으나 황미나의 등장은 순정만화에서 새로운 시

대의 시작이기도 했다. 

순정만화에서 쇼죠망가의 그늘을 지우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한국의 독자들에게 새로운 만화를 향유할 공감대는 항

상 형성 되어 있었다. 1949년 창간된 ≪女學生≫에는 풍족하지 않은 지면이었지만 여학생이 주인공인 2페이지 만화가 실리

고 독자들의 감수성을 자극할 문학작품이 실렸다. 1965년 창간된 또 다른 ≪여학생≫에는 여유로운 지면과 컬러 페이지, 독

자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문학작품과 함께 이국적인 풍물을 소개하거나 음악, 미술을 설명하는 교양 기사도 다채롭게 실렸

다. 이와 같이 순정만화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감수성의 일부는 1960~70년대를 거치며 창간되고 정착된 소녀잡지와 소녀

들의 문화에서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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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토론 01.

소녀잡지와 만화의 장르확립 : 한국과 일본의 순정만화를 중심으로
_김소원(상지대학교 문화콘테츠학과 외래교수)

[주요 토론 내용]

⦁ 소녀잡지와 그 시대가 갖고 있는 소녀상 그리고 소녀가 갖고 있던 당대의 권리 등 세 가지로 본다면 우리 사회에서 소녀라는 이름에 대

한 규정들은 당대의 특정 이데올로기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녀)잡지를 사(史)적으로 정리하는 작업보다는 오히려 특정 시기

의 그 시대가 부여한 소녀상이라는 이데올로기 안에는 그것을 구현한 소녀만화들과 그것을 모아놓은 소녀 잡지들 그리고 현실 등 사이

의 상관관계를 봐야 한다.

⦁ ‘소녀, 그들은 순수하고 세상의 때가 묻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은 보호하는 것 같지만 사실 기존의 가부장권 안에서 소녀상을 고착시키는

것이며 실제로 그것들이 그대로 만화 속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 그리고 소녀만화를 그리는 여성작가와 남성작가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등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많지 않을까 싶다. 단순히 일

본과 우리는 어떻게 달랐다 보다는 왜 달랐을까 하는 것이 나왔으면 더 재미있을 것이다.

⦁ 연도를 한정지었으면 한다.. 70년대 80년대로 넘어가면 너무 넓어진다. 특히 70년대는 ‘캔디캔디’를 시작으로 일본 만화가 한국에 들어

오면서 순정만화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이 달라지고 있다.

⦁ 연구방법이 일본 잡지와 한국 잡지들을 모아서 분류기준을 세우고 있는 것인가? 이전에는 잡지를 모으거나 분류기준을 세운 사람이 없

었다. 연구방법이 자료를 분석하는 자체가 혼자하기 때문에 나열되는 느낌이 든다.

⦁ ‘여학생 잡지의 체제나 특징, 문학적 관심을 두고 봤더라면 그것들을 기반으로 만화 쪽에서는 여학생이라는 잡지 안에서 어떻게 여학생

들을 주도하고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봤으면 좋았지 않았나 싶다



1.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정체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Transmedia Storytelling)1)은 향유를 지속, 강화, 확산하기 위하여 복수의 매체

와 장르를 가로질러 스토리월드를 확장적으로 구축해나가는 스토리텔링 전략 혹은 그러한 세계를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향유2)는 자발성, 개방성, 수행성의 즐거움에서 출발하는 참여적 수행으로, 읽고-생각하고

-생각을 나누고-덧붙여 쓰고- 다시 쓰는 일련의 과정뿐만 아니라 텍스트를 매개로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수행(performance)을 전제로 즐거움을 창출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지금 이곳의 문화 환경3)안

에서 향유는 가장 강력한 문화적 유인자(cultural attractor)이자 문화적 활성자(cultural activator)의 역할4)

을 한다.

향유는 <그림1>에서 보듯이 생산자-텍스트-향유자의

삼원 구조 사이의 상호 대화 과정을 통하여 미시적 향유가

발생하고, 이것들의 총합으로서 1차적인 향유가 성립한다.

2차 향유에서 향유자A는 생산자B가 되어 텍스트 B를 생

산하여 향유자B의 향유를 유도한다. 이 때 향유자B는 다

시 생산자C가 되는 전개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느냐가 향

유의 활성화 정도라고 말할 수 있다. 향유의 과정은 존 피

스크가 팬 문화가 지니는 생산성으로 말한 기호학적 생산

성(semiotic productivity), 언술적 생산성(enunciative

productivity), 텍스트적 생산성(textual productivity)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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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거점화 試論

_ 박기수(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주제발제 02

<그림 1> 향유의 구조

1) 헨리 젠킨스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을 대중담론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영화 <블레어 워치>(The Blair Witch Project, 1999)부터라고 이야기한다. 영화의 중심 콘셉트로 활용되었다는 말

은 이미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에 대한 인식과 그것의 확산 가능성이 나름 공유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은 그 이전부터 사용되어 왔다는 말이다.

헨리 젠킨스, 김정희원 외 옮김(2008), 《컨버전스 컬처》 비즈앤비즈, p.187.

2) 향유는 1) 의미는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하는 것이라는 의미화 과정에 대한 신뢰, 2) 텍스트는 완결된 의미의 보존소가 아니라 자유로운 체험의 장이라는 점, 3) 텍스트는 체험화 과정을 통해

의미 지평을 지속적으로 확장한다는 점 등을 전제로 한다.

박기수(2004), 《애니메이션 서사구조와 전략》 논형, p.35.

3) 여기서 말하는 문화환경은 디지털이라는 기술적 토대와 포스트모던이라는 사상적 배경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4) 피에르 레비, 권수경 옮김(2002), 《집단지성》 문학과지성사



개 과정과 유사하다. 기호학적 생산성은 콘텐츠의 기호학적 자원들로부터 사회적 정체성과 경험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

을 말하며, 언술적 생산성은 향유자들이 만들어낸 기호학적으로 생산한 의미들을 타자와 공유함으로써 공적으로 승인하고

공론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텍스트적 생산성은 향유자의 적극적인 향유행위로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

다.5) 이러한 생산성의 세 양상은 향유의 전개과정의 동인을 설명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이러한 향유의 지속적인 활성화가

중요한 까닭은 콘텐츠를 계속 살아 있게 할 수 있고, 살아 있는 만큼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전개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구축/증식하는 스토리 세계를 트랜스미디어 스토리월드라고

부른다. 트랜스미디어 스토리월드는 다수의 매체와 장르 전개 과정을 통하여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현재 진행형

의 증식성과 개방성을 지향한다. 트랜스미디어 스토리월드는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공개되며, 각각의 새로운 텍스

트가 전체 스토리에 분명하고도 가치 있는 기여를 하고, 프랜차이즈로의 진입은 자기 충족적이어야 하며, 어떤 상품이든지

전체 프랜차이즈로의 입구가 되어야 하고, 새로운 수준의 통찰과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만 한다.”6) 개별 미디어와 장

르를 통해서 자족적인 형태의 콘텐츠로 창작되지만 그것은 보다 거시적이고 총체적인 세계로서 스토리월드의 구성요소로

서 기능한다.

<그림 2>7)는 종축에는 매체, 횡축에는 시간

을 놓고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을 구성하는

스토리월드를 구조화한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콘텐츠의 프랜차이즈화 전개 양상은 시간의 축

에 따라서 AⅠ→AⅡ→AⅢ로 진행하며, 그 중

심에는 해당 스토리의 원천인 AⅠ을 중심에 둔

다. 하지만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경우에

는 그것이 순차적인 양상이든 전체 기획에 의한

동시적인 양상이든 간8)에 <그림 2>처럼 탈중심

적이고 자기증식적인 양상을 드러낸다. 트랜스

미디어 스토리텔링은 선행 콘텐츠의 성공을 지속-확장시키려는 프랜차이즈의 일반적인 사례는 물론, 자발적이고 적극적

인 향유에 의한 참여의 다양한 양상이 장르, 플랫폼 등의 경계를 넘어서 매우 개방적인 형태로 수렴/확장되고 있으며, 그 안

에서의 이합집산 역시 지극히 자유롭다. 또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서사 중심의 텍스트에만 국한되지 않고 향유자

들이 일정 수준과 방식의 텍스트 참여를 통하여 개별 서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스토리월드를 다양하게 구축해내기도 한다.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텍스트 창작 및 발표의 시기와 프리퀄(Prequel), 시퀄(Sequel) 등의 시기가 뒤섞이면서 그

사이 사이에 다른 장르나 팬픽과 같은 텍스트들이 개입하고(스타워즈의 예), 독립적인 완성태로서의 텍스트가 필요에 따라

텍스트, 장르, 플랫폼의 경계를 허물고 이합집산하고 있으며(어벤저스의 예), 다른 매체의 스토리나 팬픽과 같은 텍스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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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홍종윤(2014), 《팬덤문화》 커뮤니케이션북스, pp.3~4.

6) 헨리 젠킨스(2008), 앞의 책, p.149.

7) 박기수(2015),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구조와 전략》 논형, p.49.

8) 라이언은 매체 전환 스토리텔링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하나는 특정 스토리가 많은 인기를 누리거나 문화적 중요성을 갖게 되어 동일 매체 혹은 크로스미디어 프리퀄(prequel), 시퀄(sequel), 팬픽션, 각색물들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중략) 다른 유형은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경향으로서 특정 스토리를 기획 초기부터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에 걸쳐 전개하는 것을 목표하고 유기적인 트랜스미디어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다.

Ryan, Marie-Laure(2013), Transmedial Storytelling & Transfictionality, Poetics Today, Vol.34. No.3, p.363. 

서성은(2013),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으로서 <미생>의 가능성과 한계. 《어문학》 제128집, 한국어문학회, p.280재인용

<그림 2> 트랜스미디어 스토리월드 구조



창조적으로 수렴하여 프랜차이즈화 하거나(매트릭스의 예), 드라마와 영화 등의 장르가 대체 현실 게임(Alternate Reality

Game)과 결합하여 상호 서사를 보완하거나(로스트, AI, 다크나이트의 예), 향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 인지-경

험-첨부의 체험을 통해 텍스트를 구성해가는 사례(Decode Jay-Z with Bing, The Art of the Heist의 예)에서 보듯이 끊임

없이 통합적으로 수렴/발산하는 역동적인 장(場)을 지속적으로 구현해나갈 것이다.

‘해리포터 시리즈’의 스토리월드를 살펴보면, 우선 소설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로 전개되는 과

정에서 게임, 테마파크, 캐릭터 상품 및 각종 MD 상품 등이 브랜드 가디언 역할을 맡은 조앤 K. 롤링과 워너브라더스에 의

해 전개되었다. 아울러 향유자들의 참여 열망이 텍스트적 생산성으로 발현되어 나타난 각종 팬픽, 소규모 놀이공동체, 퀴

티치 게임의 오프라인 실현 등도 스토리월드의 일부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해리포터 시리즈’의 스토리

월드는 이 모든 것들이 자유롭게 상호작용하며 이합집산하는 총체를 말한다. 원작자의 권위를 인정하지만 절대시하지 않

으면서 향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적 수행과 텍스트적 생산성의 결과물들이 창출한 이야기를 모두 수렴함으로써 스토리월드

를 보다 심화/확장하는 결과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공식적으로 완성된 텍스트를 잠정적인 완결로 돌리고 지속적으로

살아있게 만드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가장 큰 특징은 ⓐ 향유의 지속, 강화, 확산 즉 활성화를 지향함으로써 콘텐츠의 가치를 늘

현재진행형 상태로 유지하려 한다는 점이다. 향유의 활성화는 생산자와 향유자라는 전통적인 경계를 붕괴시키고, 향유 행

위 자체가 생산의 잠재태이자 동시에 구체태로서 기능할 수 있게 하고, 향유 공동체를 통하여 향유자들 간의 향유와 인정

이 생산의 기반을 만들기도 한다. 이와 같은 향유의 활성화라는 영원한 유예의 상태를 궁극의 지향으로 삼기 때문에 ⓑ 집

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의 실천적 참여를 적극 긍정하고, ⓒ 스토리월드를 구성하는 핵심의 정체성을 제외한 나머

지 부분의 개방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그 결과 ⓓ 텍스트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모듈로서만 완결될 뿐

이며 ⓔ 끊임없는 자기증식과 구현 매체 및 기술 그리고 주변 장르와의 융합(convergence) 가능성을 열어놓게 된다.9)

이런 맥락에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과 반드시 구별해야할 것은 One Source Multi Use다. One Source Multi Use는

① 창구(Window)를 확장하거나 ② 다른 장르로 전환(Adaptation)하거나 ③ 관련 상품 판매(merchandising)와 연계 판매

(Tie-In) 등을 활성화시키고, 지속함으로써 ④ 브랜드를 구축함으로써 문화 콘텐츠의 부가가치(Value Added)를 극대화시

키려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10) One Source Multi Use는 콘텐츠의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부가가치를 극대화하여는 일련

의 활동이라는 점에서 그 영역은 창구화, 장르 전환, 상품화, 브랜드화 외에도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떻

게 One Source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와 그것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Multi Use할 수 있느냐이다.

One Source Multi Use는 스토리텔링과 직접 상관되는 용어는 아니나 스토리텔링을 매개로 구현된다는 점에서 트랜스

미디어 스토리텔링과 자주 혼동되는 개념이다.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전자가 원천소스(One Source)라는 중심을 가지고 순

차적으로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전개되는 전략적 개념인데 반해, 후자는 향유를 기반으로 탈중심적, 자기증식적 서사를 가

지며, 텍스트의 독립성이 탄력적이고 비순차적인 과정으로 발생하며 적극적인 팬덤까지 포함된다는 점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헨리 젠킨스의 견해에 따르면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이해하기 위해서는 급진적 상호 텍스트성(Radical Textuality)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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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박기수(2015), 앞의 책, pp.51~52

10) 박기수(2011), One Source Multi Use 활성화를 위한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전환 연구, 《한국언어문화》 44집, 한국언어문화학회, pp.2~3.



멀티 양식성(Multimodality)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11) 급진적 상호 텍스트성이란 단일 매체 안에서 다수의 텍스트가 존재하

거나 혹은 텍스트 구조 간의 상호 텍스트성을 말한다. 가령 동일한 텍스트 안에서 캐릭터에 따라서 상호 연관 된 여러 가지

서사가 존재할 때 급진적 상호 텍스트성을 지녔다고 말하며, 이것이 현재와는 상이한 또 다른 매체로 구현될 때 트랜스 미

디어스토리텔링을 구성했다고 할 수 있다. 멀티 양식성이란 다양한 매체들이 가지고 있는 변별적인 어포던스(Affor-

dance)12)를 의미하며, 그것은 독립적인 매체들이 각각 지니고 있는 변별적인 재현 양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동일한 서사라

도 그것을 구현하는 매체 - 웹툰, 영화, 애니메이션 등에 따라서 상이한 어포던스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그 결과 각기 다른

독립적인 매체를 통해서 구현되는 서사는 차별적이고 상이한 고유의 양식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헨리 젠킨스는 트랜스미

디어 스토리텔링은 급진적 상호 텍스트성과 멀티 양식성을 동시에 지니고 통합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13) 이

말은 디지털 문화환경과 포스트모던의 인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참여의 다양한 양상들을 전제로 리터러시와 평가는 물

론 덧붙여 쓰기, 뒤틀어 쓰기, 새로 쓰기와 같은 자발적인 실천과 적극적인 공유 및 유포의 일련의 과정을 동반함으로써 활

성화할 수 있다는 의미를 함의한다. 

한혜원은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아홉 가지 조건으로 “1) 각각의 콘텐츠는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되, 부분의 전체로

도 기능한다. 2) 콘텐츠의 결과물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출구로 기능한다. 3) 다양한 미디어들을 활용하되, 특정 미디어가 중

심을 차지하지 않는다. 4) 미디어의 특성을 고려하되, 미디어 결정론적으로 사고하지 않는다. 5) 미디어 간 특성을 고려한

융합을 지향하되, 동화되지 않는다. 6) 개발자들은 문제 기반의 스토리텔링을 제시한다. 7) 사용자의 스토리텔링과 개발자

의 스토리텔링이 어긋날 경우, 사용자의 우발적 스토리텔링을 존중한다. 8) 일시적 마케팅 기법에서 나아가, 문화적 가치를

부여한다. 9) 이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총체적 경험을 제공한다.”14)를 들고 있다. 한혜원은 트랜스미디어 스토리월드를 구성

하는 개별 콘텐츠의 독자성을 인정하지만 시작 혹은 중심의 서열성은 거부하고 스토리월드의 지속적인 개방성과 그것이

구현하는 경험의 총체성을 주장하는 탁견을 보이고 있다. 

헨리 젠킨스나 한혜원의 주장은 본고에서 주장하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과 같은 맥락에 서 있다. 디지털 문화 환경

속에서 상호작용, 집단지성, 참여를 통한 즐김, 공유 등이 일상화되고, 웹과 모바일 기반의 SNS가 소통의 장(場)으로서 절

대적인 영향력을 갖게 됨으로써 생산, 텍스트, 향유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자발적인 참여, 적극적인 체험, 지속적인 향유가

가능한 구현 기술 및 문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점이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 가능하게 한 배경

이라고 할 수 있다. 거기에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작가중심주의, 원본중심주의, 텍스트 중심주의의 신화들이 자연스

럽게 붕괴되고 탈중심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즐거움을 강화할 수 있는 체험과 참여가 일상화된 것도 트랜스미디어 스토리

텔링의 부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와 같은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등장 배경과 구현 양상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향유자의 즐거운 가치 창

출 체험활동이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핵심 동력이라는 점이다. 지향 목적이나 구현 양상의 차이는 다소 있을 수 있겠

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향유자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향유활동이다. 웹툰은 웹이라는 공간에 최적화된 형태로 고안

되었고 지속적으로 최적화를 지향함으로써 상호작용성, 네트워크성, 정보의 통합성을 자연스럽게 극대화하는 운동을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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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henryjenkins.org/2011/08/defining_transmedia_further_re.html

12) 어포던스(Affordance)는 다양한 분야의 UI나 UX 등에 적용되는 ‘행동 유도성’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향유자가 콘텐츠를 체험하는 과정에서 직관적으로 사용방법이나 체험 구조를 이해할 수 있을 때, 어포던스가 탁월하다

고 평가한다.

13) 급진적 상호 텍스트성과 멀티미디어성은 김수철 외(2013)의 케이팝에서의 트랜스미디어 전략에 대한 고찰: 강남스타일 사례를 중심으로(《언론정보연구》 제50집,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의 번역어를 빌린다. 

14) 류철균, 한혜원(2015),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이해》,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18.



고, 향유자 역시 그러한 특성을 기반으로 즐거움을 향한 극단의 노마드(Nomad)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

이 다양하고 구체적인 향유활동이 가장 주도적으로 활성화된 웹툰에 주목하고, 그것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가능성

에 탐구의 초점을 맞추는 이유이다. 

2. 웹툰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가능성15)

웹툰은 웹(web)의 속성과 툰(toon)의 속성이 창조적으로 결합한 결과다. 웹툰은 웹을 통해 구현된다는 점에서 색·소리·

움직임의 다양한 감각적 자극과 사진, 음악, 동영상 등 다른 장르를 수렴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멀티미디어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댓글, 클릭수, 모작(模作) 등과 같이 기존에는 텍스트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없었던 요소들이 창조

적인 텍스트의 요소로서 등장하고 텍스트와 상호작용성을 강화함으로써 향유가 활성화되었고, 캡처와 펌질 등이 용이해짐

으로써 SNS 등을 활용한 또 다른 창작으로서의 공유가 활발해질 수 있었다. 웹툰은 툰의 속성을 대타적(對他的)으로 수용

하면서 동시에 차별화하는 이율배반적인 변별화의 노력을 경주해왔다. 웹툰은 카툰닝 기법, 글과 그림의 이코노텍스트, 내

러티브 등의 만화적 특성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칸 파괴, 멀티미디어적 요소들의 수렴과 활용, 향유자와의 상호작용 강화 등

을 통해 나름의 변별적인 모습을 구축해왔다. 만화가 지닌 접근 및 이해의 용이성이 웹이 지닌 참여-개방-공유-생산의 특

성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웹툰은 이용자중심 콘텐츠로 급부상하였고, 그 결과 창작-유통-향유가 적은 비용으로 즉각적으

로 이루어짐으로써 최적화된 원천 콘텐츠16)로서의 각광을 받고 있다.

웹툰은 향유자의 참여가 다양한 양상으로 실현되고, 그것이 텍스트의 안팎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실험적이고 역동

적인 장르다. 댓글, 클릭수, 펌질, 모작 등의 다양한 상호작용이 활성화되었다는 점, 그것이 안팎으로 텍스트의 확장을 가져

왔다는 점, 상호작용의 결과가 대중적인 지지와 충성도를 판가름한다는 점, 동시에 텍스트의 다양한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

가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웹툰의 역동성은 반드시 주목해야할 지점이다. 아울러 웹툰은 ICT 발달에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는 점도 주목할 지점이다. 관련 기술을 텍스트 구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함으로써 텍스트의 형질 변화뿐만 아니

라 향유 방식도 변화시켰고, 그것이 웹툰의 변별성 확보는 물론 산업적 확장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

라서 웹툰은 현재진행형 장르다. 웹툰은 ICT와 향유자의 요구가 결합하여 만화의 형질을 지속적으로 변화/확장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개척해 온 까닭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웹툰은 항상 ‘현재적 의미’ 내지는 ‘최적화의 현재적 형태’라는 의미

를 내포하게 된다. 

웹툰의 폭발적인 성장과 산업적 가치가 부각되면서 그것을 둘러싼 긍정의 기대와 부정의 우려가 현재 공존하고 있다. 다

만, 웹툰에 대한 부정적 우려는 웹툰 본래의 부정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현재적 의미의 문제에 가깝다. 이러한 논란들을 범

박하게 살펴보면, 레진코믹스 같은 유료 웹툰의 등장으로 인하여 다소 해소되는 기미는 보이지만 여전히 ‘네이버’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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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본장의 웹툰에 관한 기초적인 언급은 박기수(2015)의 웹툰 스토리텔링, 변별적 논의를 위한 몇 가지 전제(, 《애니메이션 연구》 특별호, 한국애니메이션학회)를 기반으로 개고한 것이다.

16) 원천 콘텐츠는 독립된 콘텐츠로서 대중성을 검증 받아 이미 브랜드 가치를 확보한 콘텐츠를 말한다. 원천콘텐츠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대중성 검증이 가능한 것들로서 그 자체만으로도 독립적인 콘텐츠로서의 완성도

를 확보하고 있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만화, 웹툰, 소설, 신화 등이 대표적으로 원천콘텐츠로 활용된다. 

박기수(2007),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의 생산적 논의를 위한 네 가지 접근법, 《한국언어문화》 32집, 한국언어문화학회, p.16



에 대한 원고료 종속도가 극심17)하다는 점, 구현 플랫폼의 특성에 따른 최적화 전략이 부족하다는 점, 구현 플랫폼별 수익

구조의 독립성 확보 및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점, 에이전트의 역할과 규모가 확대되고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 선

제적 대응을 통한 글로벌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 웹툰 비평 인프라(비평가, 비평 발표 매체, 창작과 비평의 선순환

구조 등)가 미비하다는 점, 유료 웹툰의 선정성 논란이 심각하다는 점, 초기 웹툰에 비해 웹툰 고유의 미학이 퇴색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우려는 웹툰이 본격적인 장르로 연착륙하고 그것이 지닌 잠재력을 십분 발휘하기 위한 과정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할 것은 이러한 논란이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웹툰에 관한 심도 있고 실

천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거시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오던 논의들을 보다 세분화함으로써 논의의

심도와 전문성을 제고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웹툰 스토리텔링과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가

능성에 주목한다. 

웹툰은 텍스트 안에서 개방, 참여, 공유를 다양하게 실천함으로써 보다 역동적인 향유를 전개한다. 이 과정에서 웹툰은

장르 간, 미디어 간, 창작과 향유 간의 경계를 허물며 보다 새롭고 적극적인 형태의 향유를 구현한다.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

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향유자들을 유입하고, 웹의 특성을 활용한 텍스트 구현의 자유로움을 통하여 참여와 공유

의 향유활동을 확장·강화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향유자의 몰입과 공감은 물론 텍스트의 경계를 넘나드는 능동적인 표현은

더욱 강화된다. 텍스트 구현에 많은 자본을 요구하지 않는 웹툰은 다양한 참여와 적극적인 체험을 통하여 대중성 검증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웹툰 고유의 연출방식으로 인하여 원천콘텐츠로서 각광을 받는다.

디지털 공간에서 상호작용을 통한 적극적인 참여적 수행에 익숙한 세대들의 사적 글쓰기를 재매개(remediation)함으로

써 참여 중심, 수행 중심, 공유 중심의 공적 유희의 장을 마련한 것이 웹툰이다. 웹툰은 생산의 측면에서 도제 중심의 교육,

기존 시스템에 종속된 데뷔 체계, 낙후된 유통 구조, 주변적이고 하위적인 향유 체계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창작-유

통-향유 시스템을 확보한 것이고, 향유의 측면에서는 텍스트에 대한 능동적이고 즉각적인 자유로운 반응이 가능한 장을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텍스트의 측면에서는 창작 소재의 다양화, 칸과 면의 제한 탈피, 종 스크롤 적용, 자유로운 색 구현,

움직임이나 실사의 병치적 구현, 연재 분량의 유연성, 멀티미디어적 요소 가미 등을 통하여 새로운 스토리텔링 전략을 모

색할 수 있게 되었다. 

웹툰 스토리텔링의 핵심은 향유다. 그림의 질 하락, 콘셉트 중심의 단발적 배설, 서사적 완성도 미흡, 연재 주기에 종속된

텍스트 호흡 등등 웹툰의 완성도나 텍스트적 결함에 대한 숱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웹툰이 폭발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

가 거기에 있다. 웹툰의 가장 두드러진 변별적 자질(distinctive feature)은 만화와 결합한 디지털 문화환경이라고 할 때, 그

것은 상호작용성, 네트워크성, 정보의 통합성 등으로 구체화된다. 이 세 가지 특성은 범박하게 댓글, 펌질, 멀티미디어 활용

이라는 구체태를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 특성 간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는 향유로 수렴되어 폭발적인 위력을 발

휘한다. 더구나 웹툰은 SNS와 같은 역동적인 형태로 다양하게 확산되는 과정을 통하여 집단 참여형 콘텐츠로서 성격을 드

러낸다. 집단 참여형 콘텐츠의 특성인 “구전성, 현장성, 참여성, 공유성, 이야기성, 예측불허성, 콘텐츠성, 자기효능성, 놀이

의존성”18)이 웹툰의 향유에서도 활성화되는 양상을 드러낸다. 

204 _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16년 제3차 [19회] 만화포럼Part 2

17) 박석환은 포털 웹툰에 대하여 1) 검증되지 않은 신예작가의 등용이 작품의 질적 하락을 가져오고, 2) 원고료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하고 원고료의 양극화를 초래하며, 3) 무료로 공급함으로써 유료 만화의 소비 욕구를 축소시킨

다는 점으로 정리한다. 

박석환(2014), 포털 웹툰 플랫폼의 산업 규모와 운영 정책 모델 연구, 《애니메이션연구》 vol.10 no.2 통권29호, 한국애니메이션학회, p.148



이러한 웹툰의 특성들은 문화적 유인자(Cultural Attractor)이자 “다양한 커뮤니티를 모으고 그들 간의 공통기반을 만들”

고 “텍스트의 해독, 숙고, 정교화를 유도하는” 문화적 활성자(Cultural Activator)19)로서 고스란히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을 활성화하는 주요 기제로서 기능한다. 

최근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관

점에서 웹툰 <미생>의 가능성을 평가한

서성은의 연구는 주목할 만한 것이다.

<그림 3>은 서성은의 논의20)를 기반으

로 논자가 변형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그녀는 웹툰 <미생>의 트랜스미디어 스

토리텔링 전개를 1) 스토리 세계의 구축

: 현실공감을 기반으로 캐릭터 중심의

확장, 2) 서사 단편화(fragmentation) :

반복과 확장을 통한 연속성 유지, 3) 사

용자의 참여 : 애정과 옹호를 넘어선 헌신적인 탐험의 관점에서 그 의의를 규명하고 평가하였다. 그녀는 하나의 스토리세

계가 다른 스토리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은 ① 압축(condensation), ② 반복(repetition), ③ 연장(extension), ④ 확장(ex-

pansion), ⑤ 수정(modification), ⑥ 치환(transposition), ⑦ 인용(quotation)의 일곱 가지로 나누고, ①→⑦로 갈수록 스토

리 변형의 강도가 크다고 했다. 압축, 반복, 연장은 전환을 중심으로 한 OSMU(One Source Multi Use)의 방식이며, 확장, 수

정, 치환, 인용은 ASMD(Adaptive Source Multi Device)전략을 활용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범주에서 나타나는 스

토리텔링 방식이라고 했다.21) 

서성은의 이론적 준거나 <미생>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으로서의 가치 등에 대한 주목과 평가는 의미 있는 선구적

인 작업으로서 의의를 지닌다. 다만 논자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탈중심성과 스토리월드 구성의 다양성에 관점에

비중을 두고 ① 웹툰 <미생>을 모든 스토리의 기준점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직전까지 누적된 스토리를 전제로 설정했다는

점, ② 개개의 텍스트 독립성에 주목했다는 점, ③ 향유의 관점에서 MD상품 및 CF까지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한 요

소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 ④ 개개 텍스트의 위상을 고르게 설정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웹툰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작품 수에서나 구현 양상 면에서 미완의 모색기라 할 수

있다. 향후 ① 웹툰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스토리월드 구축 양상과 전략적 구축 방안에 대한 실천적 논의를 요구하

고 있으며, ② 비즈니스적 전개와 팬덤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③ 트랜스미디어스토

리텔링을 바탕으로 상호텍스트성을 활성화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전략의 마련이 요구되고, ④ 향유의 기반이 되는 참여의

수준과 지속 정도에 대한 세분화된 논의가 필요하고, ⑤ 탈중심화에도 불구하고 선도하면서 다른 콘텐츠 창작을 자극하는

콘텐츠 간의 구도와 층위에 대한 탐구가 요구되며, ⑥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활성화에 적합한 스토리의 격 및 필요요소

에 대한 실천적 탐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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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헨리 젠킨스(2008), 앞의 책, p.148

20) 서성은(2015),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으로서 <미생>의 가능성과 한계, 《어문학》, 128집, 한국어문학회, p.282.

21) 서성은(2015), 위의 논문, pp.291~292.

<그림 3> <미생>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사례



3. 웹툰 트랜스미디어 스토리월드22)를 구축하라.

웹툰은 웹툰의 장을 전제로 논의되어야 한다. 웹툰의 장은 웹툰을 매개로 스스로 즐기고 놀 수 있는 장을 말한다. 누가 주

체가 되고 누가 객체가 되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잔칫상이 아니라 창작-유통-향유가 경계를 넘어서 웹툰을 매개로 즐기

고 놀 수 있는 어우러지고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그것이다. 웹툰의 장은 ① 자족적이면서 동시에 확산 가능한 생산력을

추동할 수 있는 텍스트 중심의 향유가 활성화 되어야 하고, ② 새로운 플랫폼, 미디어를 통한 윈도우 확장을 새로운 수익모

델로 상관할 수 있는 놀이터를 제공해야 하며, ③ 체험, 참여, 공유, 가치, 유목성, 즐거움이 개방적인 텍스트의 노마드를 통

해 구현되어야 하고, ④ 정체성, 상태, 관계, 대화, 커뮤니티, 명성, 공유의 속성을 텍스트는 물론 상호 텍스트성(Intertextu-

ality)의 망 안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실천 전략을 마련해야하고, ⑤ 감성커뮤니케이션 기반의 향유 유형 및 방식을 파악

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웹툰의 장은 무엇보다 향유의 활성화를 통해 구현할 수 있으며, 이것은 트랜스미디어 스토리 월드로 구체화할 수 있다.

트랜스미디어 스토리월드는 개방성과 역동성을 기반으로 즐거움을 창출한다. 트랜스미디어 스토리월드에서 작품은 생산

자와 향유자의 경계를 넘어서서 ‘읽고 쓰는 연속체’(Reading-Writing Continuum)일뿐이며, 작가는 이야기의 중심을 설계

한 맨 처음 쓴 사람일뿐 스토리월드 전체를 소유할 수는 없다. (물론 이 경우 작가의 저작권의 범위에 대한 논의는 세분화

되어 다시 논의 되어야 한다.) 트랜스미디어 스토리월드는 즐거운 체험으로서 향유의 독립성, 생산성, 유목성, 이타성의 속

성을 수렴하고, 즐거움, 참여, 체험, 공유, 가치의 개방적 놀이터로서 기능한다. 이 때 미디어, 장르, 플랫폼 등에 따른 최적화

스토리텔링 전략은 탐색의 놀이로 찾아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웹툰의 미래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월드에서 찾을 수 있다. 트랜스미디어 스토리월드는 첫째 창

작과 소비의 경계를 넘어서는 다양한 향유의 장을 구현할 수 있다. 그동안 웹툰은 이어보기, 다시보기, 미리보기, 몰아보기

등의 읽기 방식과 댓글, 펌질, 리뷰, 패러디, 코스프레, 팬아트, 팬웹툰, 팬픽 등 즐거움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향유활동을

전개해 왔다. 미래의 웹툰은 ‘텍스트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으로 함께 쓰기, 다시 쓰기, 넓혀 쓰기 등이 활성화 될 것이다. ‘함

께 쓰기’는 작가와 향유자가 다양한 상호소통과정을 통해 작품을 함께 창작하는 방법이다. 기획부터 함께 쓰기를 전제로 한

전략을 구상할 수 있으며, 상호작용이 가능한 저작툴을 활용하여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소박한 의미에서 작가가 일정 노

드(Node)를 중심으로 선택지를 두고 향유자가 노드별 선택을 통해 스토리를 완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향유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스토리 구상 단계의 함께 쓰기뿐만 아니라 작화(作畵)에 이르기 까지 확대될 수 있다. ‘다시 쓰기’는 작가가 완결지

은 작품의 일정부분을 향유자가 다시 써서 독립된 작품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다시 쓰기’는 보다 다소 과격한 방법일 수 있

지만 팬 웹툰이나 팬픽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것들의 본격적인 버전으로 볼 수 있다. ‘넓혀 쓰기’는 완결된

작품에서 중심 캐릭터의 내력담(來歷談)이나 프리퀄, 시퀄에 해당하는 부분을 향유자가 창작함으로써 트랜스미디어 스토

리월드를 확장하는 방법이다. 이 세 방법 모두 작가의 저작권에 대한 논란을 예견할 수 있다. 저작권은 미디어 환경이나 향

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해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논란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처해야할 지점

이다. 보다 풍성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월드가 구현되어 부가적인 수익이 확보될 수 있다면 저작권에 대한 세분화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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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본장은 박기수(2016)의 웹툰의 트랜스 미디어스토리텔링 전략 연구(《애니메이션연구》 12권 3호, 한국애니메이션학회)를 재구성한 것이다.



와 구체적인 방안의 마련은 합의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구현의 진화에 따라 참여-즐거움-공유-참여의 선순환 동력이 트랜스미디어 스토리월드를 구현할 것이다. 웹툰 구

현 방식은 개방적이고 유목적으로 진화해왔다. 지속적인 ICT의 발달과 생산적 융합을 고려할 때, 참여-즐거움-공유-참여

의 선순환은 더욱 강화되면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월드를 확충해나갈 것이다. 

결국 남은 문제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과 향유환경에 최적화된 구현방식을 지속적으로 찾는 것이다. 그것은 상호작용이

강화된 형태, 다양하고 심도 있는 참여가 구현되는 형태, 다른 장르와의 융합을 전제로 창작된 형태, 개방성, 유목성, 역동

성, 공유성이 강화된 형태일 것이다.

셋째, 감각을 최적화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의 웹툰이 등장할 것이다. 웹툰의 구현

형태는 끊임없이 진화한다.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관점에서 이러한 형질 변화는 스토리월드의 확장 가능성을 시사한

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해야할 지점이다. 웹툰은 멀티미디어 효과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왔다. 이러

한 맥락에서 보면 향후 웹툰은 감각을 최적화하기 위한 멀티미디어의 활용이나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적용이 가속화할 것

이다. 멀티미디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개방적 융합과 직관성이 강화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적용이 고도화될 것이고, 사

용자 경험을 고려한 선택적 융합 역시 가능할 것이다. 결국 웹툰은 공감각을 강화하기 위한 멀티미디어 및 사용자 인터페

이스 및 사용자 경험에 최적화된 스토리텔링 구현이 가능한 형태의 탐색이 될 것이다. 이러한 웹툰의 감각적 확대 및 사용

자 인터페이스의 탐구를 통하여 최적화된 사용자 경험을 구축하게 되면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주요 인자로서 더욱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으며, 개방성과 역동성 강화 및 확장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웹툰은 상호작용이 강화된 스토리텔링 기반 텍스트 구현을 통하여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전략을 고도화하게

될 것이다. 상호작용은 상호성(reciprocity), 반응성(responsiveness), 신속성(speed of response), 다중성(multiple mode)을

기반으로 한다. 상호작용은 향유자의 참여, 가치, 즐거움, 공유를 기반으로 텍스트에 참여함으로써 완성하는 과정을 즐기는

스토리텔링 기반의 텍스트를 구현할 것이다. ICT 기반 구현 기술의 발달 및 대중화를 바탕으로 전개될 이러한 텍스트는 질

적으로 전환된 형태로 구현될 것이다. 따라서 구독이나 구매에 과금(課金)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에 과금하는 형식이 추가

될 것이고, 이에 따라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구성 요소 간의 패키징 과금 모델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상호작용을 적

극 활용할 수 있는 스토리 개발 혹은 스토리월드 참여 방안 개발, 창작욕구 및 역량을 가진 충성도 높은 향유자 집단의 발굴

이 필수적 전제다.

다섯째 트랜스미디어 스토리월드의 구현에 적합한 스토리텔링을 전제로 한 작품이 등장할 것이다. 이러한 작품은 트랜

스미디어 스토리월드를 구성하는 한 요소로서 완결되지만 그것이 속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월드는 지속적으로 확충될 뿐

결코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 강력한 팬덤이 동력이 되어야 트랜스미디어 스토리월드의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 향유자는 가

치 있는 체험에 참여함으로써 즐거움을 창출한다는 점,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구현에 적합한 스토리텔링에 대한 지속

적인 탐구가 필요하다는 점, 웹툰의 새로운 정체성 탐색과정의 생산성과 상관한 스토리텔링 전략을 견지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웹툰은 살아 있다. 살아 있다는 것은 변화한다는 것이다. 변화에는 동력이 필요하며, 그 동력은 향유에서 찾아야 한다. 향

유를 동력으로 웹툰의 진화는 계속될 것이고 그 중심에 트랜스미디어 스토리월드가 있을 것이다. 다만, 웹툰의 트랜스미디

어 스토리텔링 양상은 아직 본격적인 전개를 보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웹툰이 원천콘텐츠로서 주목받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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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성공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전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웹툰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트랜스미디어 스토리월드의 구축 양상과 전략적인 구축 방안, 비즈니스적 전개와 팬

덤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 미디어 간의 상호텍스트성, 상호텍스트성에 기반한 스토리텔링 전략, 향유의 기반이 되

는 참여의 수준과 지속 정도, 탈중심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인스트림을 선도하면서 다른 콘텐츠의 창작을 자극하는 콘

텐츠 간의 구도,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활성화에 적합한 스토리의 성격 및 필요 요소 등등 관련 연구는 무궁무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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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토론 02.

웹툰의 트랜스 미디어 스토리텔링 거점화 시론
_박기수(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주요 토론 내용]

⦁ 일본 하위문화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앞으로 포스터모던 시대의 이야기들은 이렇게 데이베이스화 될 것이며, 취향 따라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라 놀이문화가 새롭게 만들어진다고 제기하고 있다. 이를 가장 적합하게 미디어에서 구현하는 것이 ‘웹툰’이라 생각된다.

⦁ 어댑테이션(adaptation)을 했다고 하여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라고 보기 어려다. 그 기준이 작품의 완성도가 기반이 되겠지만 (개

인적 생각으로는) 향유자가 들어와서 놀거리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이다.

⦁ 사실 웹툰은 가장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웹툰에서 벌어졌던 상호작용이 뎃글이나 퍼나르기 정도의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형태의 또 다른 텍스트를 생산해 나가는 형태로 갈 수 있다.

⦁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 반드시 프로 대 프로로 하는 것은 아니다. 프로가 아닌 ‘오덕후’들이 그것을 가지고 외전을 쓰거나 하는 것

은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커지고 있다.

⦁ 그 동안 프로모션의 툴로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을 보았다면 이제는 웹툰을 중심으로 본다면 자발적인 향유문화의 하나로서 시

도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그것은 프로모션의 툴로서 사용되었던 것과 연동이 되면서 새로운 시도들이 나올 것다. 웹툰이 단순히 재

밌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드라마 또는 영화를 만드는 것은 이제는 소박한 수준인 것이다.

⦁ 강풀의 웹툰처럼, 웹툰으로는 성공했으나 영화로는 그렇지 아니함. 그것은 이야기성 자체가 다른 이야기다. ‘놀거리가 뭐야, 향유할 거

리가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 그런 것들에 대하여 기획자의 계산도 있겠지만, 작가들이 더 익숙해지고 열어놓은 상태로 가면, 관심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를 연결하지 않을까 한다.

⦁ 케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에 적합한 웹툰의 장르는 병맛이라고 본다. 병맛이말로 작가 자체가 그러한 것을 일부러 ‘툭툭’ 던지고 있

다. 작가가 던진 것을 뎃글에서 받아먹는 재미를 댓글러들이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대중적으로 가장 성공한 것은 오히려 ‘미생’이라고

볼 수 있다.

⦁ 기본적으로 ‘미생’ 자체가 재밌고 좋은 작품이다라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 중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생’을 주목하면서 이야기거리가

부스럼 나듯이 나왔으며 그것이 ‘뻑’하고 터진 것으로 보인다. 

⦁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OSMU와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아주 분명하게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산업적인 코드에 있어서 하나의 작

품에 대한 기존의 프로모션 방식이나 대중과 향유하는 방식이든 원작의 스토리텔링에 대한 전문가들의 개입이라는 부문이 많이 깨지

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작품이 오픈되었을 때 작품을 향유하는 독자들(아마추어든 전문가든)의 이야기의 확장성을 갖고 싶어 하는 것

은 다르다.



210 _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16년 제3차 [19회] 만화포럼Part 2

⦁ 기본적으로 스토리 월드를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 상품보다 더 좋은 것은 독립된 텍스트들이다.

⦁ 최근 10년간 의 트랜드 중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경기가 허물어지면서 즐기는 놈들이 왕이야!’ 이다. 결국 콘텐츠들도 앞으로는 향유자

들이 이 안에서 얼마나 와서 즐겁게, 본인이 주인이 되어 놀 수 있느냐의 방법론을 본다면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굉장히 주목받

을 방법론이다.

⦁ 어벤저스, 해리 포터 등 기존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사례를 웹툰을 그냥 적용할 때 과연 안전할까? 기존의 트랜스미디어 스토

리텔링이 나왔을 때 분석의 툴은 결과론적 분석이 많았다. 웹툰에 대한 분석은 인과론적 분석이어야 한다.

⦁ ‘액티브티 오디언스’가 권력을 갖게 되면 댓글러의 능력에 의하여 연재가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주인처럼 행사한다는 것이 문제다. 이런

문화는 작가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보다는 댓글러의 분위기에 끌려가는 상황이 발생한다.



1. 문제제기 

만화라는 매체만큼 “불량”이라는 꼬리표가 길게 따라 붙은 것도 없을 것이다. TV가 생겨나면서 ‘바보상

자’라 불렸고, PC가 보급되고 부터는 게임이 인간의 인성 및 감성을 해친다고 아우성이다. 다행히(?) 만화

에 씌워졌던 마녀사냥의 굴레가 게임과 스마트폰으로 옮겨간 것 같지만, 이런 평화를 누리게 된 것도 얼마

되지 않았다. 새로운 매체가 부상하면 그 매체가 야기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아동과 매체의 부작용으로

묶어서 표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생겨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유독 한 매체에 불건전성과 불량함이 집중된 적도 전무후무하다. 이

에 대한 해답을 만화의 태생적 특징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중세시대 종교나 시사문제를 다루던 전단

지부터 만화의 양식이 출발했다는 설을 인용한다면, 만화는 문맹의 하층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사회풍자

의 매체였다. 인쇄기술과 풍자산업이 발달한 19세기에도 만화는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인식되어 상업적으

로 이용되기 일쑤였다. 만화는 남녀노소 누구나 접할 수 있는, 대중을 위한 유머를 기반으로 한 하위문화로

출발한 것으로 때로는 위정자를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버림으로써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

들여지기도 했다. 애당초 만화가 탄생할 때부터 만화는 불량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인지 불량만화에 대한 국가적 담론은 유독 1960~70년대에 가장 거세게 불었다. 지금까지의 연구

에서는 국가 재건에 따라 교양과 건전성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만화는 일거에 퇴출해야 할 대상으로 부상해

왔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본고에서는 기존 논의들에 기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존의 연구에서 불량만화

담론이 뭉뚱그려 서술되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과연 그 안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문화적 변화들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이 연구를 출발하고자 한다. 즉, 1982년 만화만으로 이루어진 잡지인

《보물섬》이 탄생하기까지, 1960~70년대의 만화에 대한 시각들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

고자 한다. 여기에는 여러 단체의 헤게모니가 얽혀 있고 만화를 보는 시각 또한 다층적으로 존재했으며, 그

로 인해 만화의 불량성에 대한 담론 역시 서서히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이를 위해 본고는 당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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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의 굵직한 사건들을 문학이나 정치와 같은 다른 분야의 흐름과 교직해 보기도 하고, 언론이 만화를 대하는 방식을 추

적하면서 작은 단서들로부터 현상이 이양되는 것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자 했다.

2. 만화에 대한 불온한 시선과 검열

1960년대의 만화에 대한 담론에는 항상 “불량”이라는 수식어가 한 몸처럼 따라붙어 있었다. 이것은 비단 1960년대만의

일은 아니다. 만화가 인기를 끌게 된 이후에 만화에는 “저질”, “저급”, “불량”이라는 용어가 의례 붙기 마련이었다. 식민지

시기에도 자신을 만화에 비유해 그렸다는 이유로 만화가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강한인은 자신의 만화론

에서 에로, 그로, 난센스의 자극적이고 감각적인 취향을 수용함으로써 만화가 본질에서 멀어졌음을 비판했다.1) 또한 아동

독서를 논할 때에도 만화는 우선적으로 경계해야할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었다.2) 그러나 이러한 여론의 질과 양은 손에 꼽

을 정도였고, 이마저도 1940년을 전후한 시기에 일본의 대동아공영권을 선전할 프로파간다 만화가 생산되면서 이러한 여

론도 불식되고 말았다. 그런데 해방 이후에 만화가 인기 있는 독물(讀物)로 부상하면서 ‘불량만화’ 담론은 다시 대두하게 되

었으며, 1960~70년대에는 불량만화를 퇴출해야한다는 움직임이 가장 거세게 조직되던 시기였다. 불량만화는 아동과 성인

만화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었지만, 유독 아동만화에 거세게 적용되었던 것은 바로 이 시기가 아동문학전집의 필요성이 제

기되고 아동문학의 정전화 과정이 진행되던 시기와 맞물리기 때문이다.

전쟁 후까지도 여전히 성행했던 조악한 딱지 만화는 1955년을 전후한 시기에 만화전문출판사인 광문당을 비롯하여 1956

년 성문당, 1957년경에는 독수리 문고가 만들어지고, 그 후 제일문고, 부엉이문고, 크로바 문고 등 만화 전문 출판사가 등장

하며 만화를 생산,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만화 시장은 새로운 판도를 짜나가게 된다.3) 만화 용지도 고급화되고 2백 페이지에

달하는 장정을 한 서점판매용 만화는 여느 문학 서적 못지않게 서점 책꽂이의 한 자리를 차지했으며, 이들 가운데 <엄마 찾

아 삼만 리>의 경우 당시에는 기록적인 판매부수였던 1500여 부가 팔려나가는 대성공을 거두기도 했다.4) 또한 1959년에 창

작된 산호의 <라이파이>의 경우 1960년대 초반까지도 아이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높았을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끌었다. 1957~58년이 되면 만화를 싣는 잡지들이 늘어나 기성 작가들의 작품 게재가 활발해지고 신문 · 잡지사들의 독자 투

고를 통한 신인 만화가들의 등용 기회도 넓어지면서 만화 생산이 양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는 곧 신문 · 잡지사들이 소

비자의 만화 읽기 요구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했지만, 아동만화가 직접적인 소비로 연결되기 까지는 아직 시일이 필요했다.

서점판매용 만화가 직접적인 소비로 이어지기에는 경제적 사정도 좋지 못했지만 만화에 대한 인식도 여전히 부족했다. 

딱지본 만화(떼기 만화)들이 가장 많이 소비되었고 아동이 이 만화들을 직접 접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했는데, 바로

만화방이다. 이 시기에는 만화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만화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가 만화방을 중심으로 체계화되

었다. 손상익은 그의 책에서 초창기 만화 총판을 개척했던 이국전 씨의 말을 빌어 “‘어린이 서점’이라는 만화 총판이 본격적

으로 설립, 운영되면서 1959년을 전후로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고 했다. 즉, 만화방은 1955~56년을 전후한 시기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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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기 시작해 1957~58년경에 본격적으로 생겨났으며, 1959년을 전후로 폭발적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다.5) 

이렇듯 만화의 생산과 유통, 소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던 이 시기에 아동 문학 역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1959년을 전후하여 출판계에서는 사전, 전집 등 대형기획물이 쏟아져 나왔고 이에 따라 출판시장의 공급과 수요가 활성화

되었다.6) 또한 출판인과 교육자, 학부모가 “아동의 정신적 정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아동의 동심과 정서를 살리는

아동문학에 있다는 것”에 공감을 형성하고,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아동문학 작품이 출판되고 문학사로서 정리되어야 할 필

요성이 제기되던 때였다.7) 아동만화와 아동문학의 국면이 묘하게 겹치는 이 지점이 1960부터 1970년에 걸쳐 만화가 저급하

고 불량한 것으로 배척해야할 유해 매체로 내몰리게 되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구심점이 된다. 

아동문학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 시기에 아동만화의 인기와 만화방의 증가는 아동문학을 통해 아동정신을 함양

하고 수양시키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뜻밖의 걸림돌이었다. 아동만화는 문학처럼 관주도나 교육가와 같은 전문가의 보호와

지지 아래 진행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수요에 의한 자생적인 움직임이었다. 이것은 곧 정부 입장에서나 학부모 입장에서나

감시와 통제가 벗어난 영역이었으며, 이것에 대한 대책 또한 마련할 새가 없었다. 1960년대 초반부터 불량 만화와 만화방

에 대한 언론 기사의 대부분은 “당국의 손을 기대어”와 같이 당국의 철저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으며,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관계 당국의 한심한 작태”와 같이 당국에 대한 무능과 방침 마련에 전적으로 기대고 있다. 이것은 뜻하지 않게 불거

진 만화에 대한 기성 사회의 적지 않은 당혹스러움이었다.

그로 인해 1960년대의 불량만화에 대한 배제는 크게 두 가지의 방식으로 작동되

는데, 하나는 불량 만화라 하여 만화책 그 자체에 대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만화

방에 관한 것이었다. 특히 만화방의 증가는 만화 비판에 대한 내용에도 변화를 가져

왔다. 우선, 1950년대 중반까지의 만화 검열은 주로 만화에 대한 질적 측면, 즉 내용

의 유해성, 활자, 색채와 같은 표현성, 종이 재질과 같은 만화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

이 전부였다. 이는 식민지 시기에도 등장했던 아동 만화에 대한 우려에서 크게 벗어

나지 않는다. 1950년대에도 끊이지 않는 불량 만화에 대한 우려는 관주도의 아동도

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아동의 건전한 정서를 보호하고 이들의 맹목적인

모방에 의한 비도덕적 행위를 막아내어 도의 교육의 뒷받침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만화 실태를 조사했다.8)

이 도표는 문교부가 년 100명의 조사자를 동원해 분석한 것으로써, 당시 불량만

화의 선정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준다. 여기에 따르면 도의생활상, 미풍양속

상, 취미생활상, 독서생활상, 민족성, 감화도, 잔인성, 저속성은 만화 내용에 관한 것

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림, 표기법, 문장표현, 용어는 만화표현에 관한 것이며, 인쇄,

용지, 제본, 활자 크기는 만화책 재료에 관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식민지 조선에

서 만화가 정착한 이후에도 이 세 가지의 큰 틀은 줄곧 존재해 왔지만 그 항목들이

상당히 세분화되어 검열이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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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좋은 점 나쁜점

그림 20 80

활자의 크기 17 83

인쇄 13 87

표기법 5 95

문장표현 10 90

용지 17 83

제본 29 71

용어 10 90

도의생활상 27 73

미풍양속상 29 71

취미생활상 20 80

독서생활상 20 80

민족성 17 83

감화도 20 80

잔인성 10 90

저속성 5 95

<표 1> 문교부 <아동만화 실태 조사>



이 당시 만화가 유해하다는 담론은 만화의 건정성에 대한 의견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애당초 낙인 되어버린 것이었

다. 따라서 논란의 여지는 불필요했다. 이러한 낙인이 가장 손쉽게 드러나는 방식은 소년 범죄와 연동하는 것이다. 부산에

서는 13세 소녀가 탐정만화를 보고 허위로 사람을 꼬여내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지고9), 서울에 사는 소녀는 만화

책 주인공을 본 따 고아행세를 하며 이곳저곳을 전전해 부모의 애를 태우기도 했다. 또한 국민학교 3년생 4명은 탱크단이

란 조직을 갖고 작전참모, 바람잡이 등 별명을 서로 부르며 6백 여 권의 만화만을 훔쳐 오다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10)

이러한 기사에는 “소년은 모방심리가 있기 때문에 주인공을 따라하는 것은 아동심리”라는 전문가의 견해가 늘상 붙어 있

기 마련이었다. 아동만화자율심의회가 만들어져 불량만화를 퇴출시키자는 움직임도 있었고 그 대안의 하나로 ‘검사필’이

라는 자체 검열제도가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기구에 대한 신뢰는 높지 않았다. 1969년, 한국아동만화윤리위심의실장 최창

용은 아동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만화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제시했다. 

①계부모 슬하에서 어린이가 학대받는 내용, ② 성인 또는 사춘기 남녀의 애정관계를 지나치게 묘사한 내용 ③

역사의 왜곡 ④잔인한 살인 ⑤미성년자의 무기사용 ⑥어린이를 협박 고문 유괴하는 내용⑦어른에게 함부로 반항

하거나, 스승 경찰 군인등을 지나치게 꼬집어 위신을 떨어뜨리는 내용 ⑧욕설 저속한 은어 말씨 ⑨화려한 화장과

의상 묘사 ⑩관능적인 인체노출 ⑪거칠게 남을 때리는 묘사11) 

1960~70년대 만화 검열은 불량만화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불량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제시된 것은 아

니었다. 아동만화윤리위는 “조금이라도 아동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이면 모두 삭제, 수정, 또는 폐기 시키고 있다”고 말했

다. 위의 항목들은 언뜻 보면 타당한 것 같지만 제시된 항목 이외에도 세밀한 검열이 존재했다. 아동만화 윤리 준칙에 의하

면, “강도, 날치기, 불량배, 사기 등의 이야기나 나체, 흉기를 사용하는 장면이나 엽전, 코리언타임, 새끼, 공갈마, 터진다 등

어른들 사회에서 물든 나쁜 말들을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맞춤법에 어긋나거나 칼과 같은 무기가 등장하면 수정, 폐기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심사원이 검토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는 항목은 결국 검열의 객관성 자체가 모호

한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실제 1968년 9월부터 1969년 4월까지 이루어진 만화심사에서 6,753편을 접수, 6,078편을 심

사했는데, 그 중 5,579편을 수정, 삭제 또는 폐기시켰다. 이는 출간된 만화의 거의 전 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들의 말에 의

하면 “아동을 위해서라면 만화가 재미없어지는 것”도 불사한 조치였다. 이에 대해 아동 만화가들은 검열에 대한 불만을 쏟

아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다. 다른 매체에 비해 더욱 혹독한 검열을 받아야만 하는 만화작가들은 스스로가 매체

의 건전성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만화 작가들은 해마다 5월이 되면 불량 만화를 쌓아 놓고 화형식을 진행했다. 이

는 만화계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만화 자체가 불량한 것이 아니라 만화 가운데 불량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이기도 하다. 

1968년 7월 15일, 중학 입시 제도가 폐지되었다. 문교부는 “입시 경쟁을 없애고 초등학교 교육의 정상화, 과외공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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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58년의 아동세계>, 《동아일보》, 1958.12.22.

10) <불량만화로 멍드는 동심>, 《동아일보》, 66.5.12. 

“만화나 텔레비전 프로에서 나오는 활극이나 추리극을 어린이들은 그대로 실현해보려는 호기심을 갖는다. 김모(10,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양은 어머니의 꾸중을 듣고 집을 나가 10년만에 성공하고 돌아오는 만화책 주인공을

본따 “10년 후에 만나자”는 쪽지를 써놓고 집을 나갔다. 송(11, 서대문구 만리동)양도 어머니의 심부름을 가장, 이웃에서 1천원을 꾸어 호남선 열차를 탔다. 기차 안에서 우연히 만난 신혼부부가 친절히 대해주자 만화에 나온 고

아와 은인부부를 생각, 고아행세를 하며 이곳저곳을 전전, 부모 애를 태웠다. / <만화보려고 도둑질>, 《매일경제》, 1970.1.31. / <남대문 중학생이 만화보고 강도연극>, 《경향신문》, 1971.3.4. 등 만화 때문에 범죄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11) <동심이 시드는 무분별의 현장>, 《동아일보》, 1969. 5.3. .10



학교차 해소” 등을 위해 1969년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해 1971학년도까지 전국적으로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언론들은 중학

입시제도 폐지를 환영하는 듯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입시에서 해방된 학생들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우려

하는 기사를 연일 쏟아냈다. 1968년 7월 29일자 《경향신문》은 <중학 추첨제 여파>라는 기획연재 기사에서 “중학 입시 폐지

가 발표된 후부턴 지금까지 얼씬도 않던 입시 준비생 등 꼬마들이 부쩍 늘어 하루 3백여 명이 드나들고 수입도 하루 6,7백

원에서 1천 2,3백 원으로 불었다고…새 만화를 들여와 1만 여 원의 자본으로 마음 편히 4식구가 살아갈 만한 신바람 나는 장

사가 되었다”는 만화 가게 주인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또한 8월 2일자 《매일경제》 신문은 “입시 해방이 몰고 온 여파로

만화 가게마다 흥청.…그 누구도 초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되었다고는 장담하기 어려운 현실이 우리 앞에 첩첩히 쌓여있다”

는 기사를 발표한다.12) 중학 입시 제도 폐지가 발표된 지 불과 20여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다소 과하다 싶을 정도의 이러한 언론의 반응은 곧 만화계 내에서도 일어난다. 1968년 9월 4일 문화공보부 산하의 한국

아동만화윤리위원회가 발족되면서 그동안 한국아동만화자율회가 운영했던 사전 심사권이 아동만화윤리위원회로 이양되

게 된다. 한국아동만화자율회는 불량만화를 사전 검열함으로써 척결하겠다는 목표로 만화가들을 중심으로 운영된 자치기

구였다.13) 그러나 한국아동만화자율회의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학부모와 언론들로부터 불만이 쌓이면서 자율회

의 권위는 유명무실 되었다. 그 때문인지 문공부는 중학입시제도가 폐지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한국아동만화윤리

위원회를 발족하게 되고, 여기에 위촉된 위원 11명 중 만화가는 단 2명에 불과했다. 초대 위원장이었던 변호사 계창업을 비

롯하여 아동문학가 윤석중, 만화가 김경언, 이상호, 언론인 강영수, 대한적십자사사무총장 김학묵, 중앙교육연구소장 백현

기, 부녀 지도자 양계숙, 법조인 오원용, 종교인 조선출 씨 등 11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단행본은 물론이고 잡지, 신문에 게

재되는 만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아동만화를 사전 심의하여 내용 심사, 그림심사, 맞춤법 심사 등을 통해 불량한 내용과 그

림을 깎고 고치고 폐기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이들은 “이 위원회의 자율심사를 거쳐야만 판매할 수 있으며 … 심의에 관

한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소속 단체에 대해 자격정지, 제명을 요구”하는 강한 구속력을 가짐으로써 한국아동만화자율

회를 넘어서는 권위를 행사했다.14) 

다음은 한국아동만화윤리위원회가 발족된 직후의 심의 결과를 도표화한 것으로, 중학입시폐지 이후에 이 위원회가 만

화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했는지를 한 눈에 보여준다. 

이 표는 두 가지의 사실을 말해주는데, 하나는

아동만화윤리위가 발족된 후 1971년 5월 21일까

지 아동만화 원고 총 23,784편을 심의한 결과이

다. 기사에 따르면, “무수정 레테르의 우량만화

는 전체 건수의 불과 8.9% 밖에 되지 않으며 수

정 및 삭제가 무려 72.3%”에 달하고 있다. 주목

할 것은 이 가운데 1969년의 폐기 및 재심 기각

결정이 어느 해 보다도 가장 높다는 점이다.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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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중학 입학제 개혁에 따른 난점>, 《동아일보》, 1968.7.23./ <중학 추첨제 여파 만화 가게(완)>, 《경향신문》, 1968.7.29./ 《매일경제》, 1968. 8.2. 

13) 물론 한국아동만화자율회가 처음 발족할 당시에는 관주도로 만들어져 국가 재 건최고회의의 문화담당이었던 현역 육군 중위가 주도했고, 문공부 공무원이던 설의웅도 참여했다. 그러나 정강과 만화 사전 심의 규정을 작업하

면서 만화가와 만화출판 관계자가 대거 참석했고, 초대 회장 역시 만화가 김일소가 맡았다. 한국아동만화자율회에 대해서는 손상익, 앞의 책, p.236~238 참조.

14) <한국아동만화 윤위> 발족, 《경향신문》, 68.9.4. 15) <탈선한 만화정화>, 《경향신문》, 71.6.30. 

<표 2> 아동만화 심의 실적15)

구분 68 69 70 71.5.21일 현재 

무수정 331 1097 404 295 2127

수정 및 삭제 2122 7883 5164 2013 17182

수정 확인 209 1703 1661 399 3972

폐기 68 334 74 18 494

재심기각 2 4 2 8

3심기각 1 1

계 2732 11022 7305 2725 23784



량 만화에 대한 성토가 1970년대에도 여전했던 것을 고려한다면 이는 중학입시제도 폐지에 대한 대응이 검열이라는 공권

력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작동한 것이었다. 

또 하나는 양적인 면에서도 1969년은 다른 해에 비해 많은 만화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다. 당시 만화 가게를 이용하

는 아동 전체의 55%가 9~14세에 해당하는 아동들이라는 통계도 있듯이16), 1968년 폐지된 중학 입시 제도의 여파가 그 후 1

년 뒤인 1969년에 수많은 아동만화를 양산해 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아동만화에 대한 수요도 폭발했다는 것을 의

미하지만, 그 현상이 1969, 70년에 한정적이었다는 것도 눈에 띈다. 즉 1971년의 총 심사 권 수가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

아 1969~70년에 한한 일시적인 현상이었으며, 또한 아동만화에 대한 수요가 전적으로 아동으로부터 발생했다고 단언하기

힘들다는 것을 말해준다. 당시의 검열은 언론과 정부, 기성세대가 만화와 만화방에 대해 얼마나 민감했는지를 보여준다. 

이에 대해 흥미로운 점은 1960년대 내내 불량만화를 척결해야 한다는 운동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만화책을

읽는 비율은 1960년대 초나 1970년대 초에도 별반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17) 당시 아동만화 시장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논

문 두 편이 있는데 하나는 1962년 7월 17일부터 7월 21일까지 국민학교 3,4학년 아동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

며, 또 다른 하나는 1973년 5월 1일부터 15일에 걸쳐 초등학교 3~6학년 남녀아동 8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논문이다. 우선

전자는 한 아동이 일주일에 만화책을 읽는 권 수가 3권 정도가 평균이며 이것을 한 달로 환산하면 7~8,9권에 해당한다고

분석하면서, 이는 “퍽 많이 읽고 있다고 규정……더욱 예민한 관찰과 지도로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할 것이 우리의 과제”라

고 밝히고 있다.18) 후자에서는 남아 47.5%, 여아 68.8%가 1권~5권을 읽고 있으며 이것은 일주일에 평균 3권을 읽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19) 즉 10여년의 시간이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의 만화를 읽는 비율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이 분석에 의하면 1969, 70년의 아동 만화의 수요는 중학교 입시제 폐지에 따른 기대심리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

아동만화윤리위원회의 심의 역시 다소 과민하게 반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만큼 당시 아동만화에 대한 기성 사회의 불

신과 예민함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3. 만화방에서 각 가정의 거실로의 이동

이러한 불량만화 담론은 만화책에 국한되지 않았다. 1960년대로 들어서면 불량한 만화의 더 큰 문제는 내용보다 만화 대본소에

있었다. 이 시기는 이전과 달리 흔히 만화방이라는 새롭게 부상한 장소에 대한 비판으로 확장하게 된다. 그야말로 만화 내용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만화방에 대한 비난이 더해지면서 만화라는 매체에 대한 비난이 훨씬 더 증폭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① 코 흘리개 꼬마들의 돈을 노리는 업자들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시설이 말할 것도 없이 불결하고……또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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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동아일보》, 1969.5.3.

17) 심지어 어떤 연구에서는 70년에 이르면 아동의 만화 읽는 비율이 더 늘어났다고 분석하고 있다. 

1970년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초등학교 6학년 아동 1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백란현의 논문에 따르면, “하루에 한권도 안보는 여아는 74%, 남아는 24%이며, 하루에 열권 정도 보는 여아는 22%, 남아는 70%에 달한다 . 이를 종합

해 보면 한 아동이 일주일에 열 권 정도의 만화를 읽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백란현, p.89.) 중학입시제도가 폐지된 직후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논문이긴 하지만 남녀의 편차가 크고 집단의 대표성을 드러낼만한 항목이 설정

되어 있지 않아 평균을 잡기가 모호해 본 논문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18) 백순자(1963),만화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21호, p.47.

19) 백은현(1974), 만화가 아동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일 고찰; 서울 시내 초등학교 3,4,5,6학년 아동, 교사 및 학부모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p.21~22. 



업자는 이웃에 있는 무허가 음료상들과 결탁, 무허가 아이스케이크나 얼음냉차를 한잔씩 서비스 …… 지난 20일 하

오 8시 경에도 서울 마포에 있는 차광희(34) 씨 경영의 만화 가게 2층에서 약 80여명의 어린이들이 텔레비전을 보

고 있다가 마루가 꺼져 19명의 어린이가 중경상을 입은 사태가 일어났었다. 차 씨는 어린이가 만화책 5권을 보거나

현금 3원씩을 내면 텔레비전을 보게 했다. 이날 어린이들은 텔레비전의 프로를 보기 위해 만화 가게에는 평일보다

꼬마손님이 많아 재미를 톡톡히 보았다.20) 

② 10일 오후 8시 서울 동대문구 중화동 425 만화 가게에서 텔레비존을 보던 어린이들이 자리다툼 끝에 서로 칼

부림. 올해 9살 난 오모 군은 앞 자리에 앉아 있던 최 군(10)과 서로 시비, 오군이 칼로 최 군의 가슴을 찔러 중상을

입히는 소란이 벌어졌다고.21)

③ 신문의 본문활자가 보이지 않는, 그만큼 어두운 불빛 아래 서너 명의 아동들이 열심히 만화책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4평 남짓한 방 한 구석에는 검은 연탄이 쌓여있었다. …… 어린이가 곧잘 찾아가는 만화 가게는 너무나 음침.

이곳에서는 간혹 발가벗은 여인의 나체화가 대본되기도 하고 또 아동들은 그들의 소지품을 매매하기도 한다. 심지

어는 불량소년의 음주장소가 되기도 하고 비행을 모의하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는 주인의 이야기다. 그래서 일부 만

화 가게 주인들은 대본업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좀 더 깨끗하고 조용하며, 아늑한 어린이

도서실의 운영이란다.22)

만화 가게에 대한 비난은 새로운 아동문화가 점유되는 낯선 공간에 대한 일종의 불안과 공포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

로 만화 가게가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①은 만화 가게에서 상영하던 tv 프로그램을 보려던 아이들이 다친 사

건으로, 만화 가게의 열악한 환경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환경에서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악덕업자”들을 철저히

적발하고 단속해야한다는 여론이 기사를 비롯해 독자들에게까지 이어졌다.23) ②는 만화 가게에서 벌어진 초등학교 학생들

사이의 칼부림 사건이다. 당시 전문가의 말을 빌리자면, “모방정신이 강한 어린이들은 만화에서 암시를 받아 어떤 충격을

받으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수가 강하기 때문에 만화에서 본 모험, 가출, 잔인한 행동, 좋지 못한 어휘 등을 곧잘 따라”

하게 되는데, 바로 아동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는 환경이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는 곳이 만화방이다.24) 즉, 아동범죄

(혹은 불건전한 행동)에 관한 책임소지는 만화가 뒤집어쓰고, 그런 만화가 항상 존재하는 만화방은 자연스럽게 범죄의 온

상이 될 수밖에 없는 유해공간이었다.

만화방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도 시행되었다. 특히 만화정화와 함께 텔레비전을 갖추고 아이들을 구경시키는 업소를 단속

하고 만화 가게 주인을 즉심에 회부하기도 했다.25) 1964~66년 조사에 의하면 만화 가게는 “서울 시내만도 1천 여 개소, 전국

에 4,500개 소가 2,3평 남짓한 비좁은 방에 목의자를 놓고 책 한권에 1~2원씩 받고 빌려주며, 하루 30~40여 명”이 드나들고

있었다.26) 만화 가게에는 아동청소년의 우발적인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196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만화방이라는 공간

자체가 불량한 행동을 모의하는 장소로 서서히 변질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③에서와 같이 만화방이라는 공간의 협소함이나

위생, 조명과 같은 환경의 유해성,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장소에 대한 불안감을 도서실과 같은 건전한 장소로 탈바꿈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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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본체만체(10) 만화 가게>, 《경향신문》, 1964.5.28. 21) <휴지통>, 《동아일보》, 1966.5.11. 

22) <동심이 시드는 무분별의 현장>, 《동아일보》, 1969.5.3. 23) <여적>, 《경향신문》, 1961.11.18. / <나쁜 만화의 해독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자>, 《경향신문》, 1965.8.5. 

24) 《동아일보》, 1969.5.3 25) <텔레비전 갖춘 만화 가게도 같이 단속>, 《동아일보》,1966년 5.21./ <학교 주변에 음서 나돌아>, 《경향신문》, 1966.1.13. 

26) 《경향신문》, 앞의 기사, 64.5.28. / 《동아일보》, 1966.5.12. 



이야기도 간간히 들려왔다. 드물지만 만화를 도서실에 비치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곧 묻히고 말았다. 1970년대에도 만화방

은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었지만, 만화방을 건전한 장소로 만들자는 의견이 나온 것은 고무적인 일이었다.

한편, 1970년을 전후한 시기에는 아동의 만화 가게 이용 방법에도 변화가 생긴다. 1970년대 후반까지는 만화 가게가 꾸준

히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이 만화 가게를 이용하는 방식이 변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만화 가게에서 만화책을 직접 봤다

면, 이 시기가 되면 만화 가게에서 만화책을 빌려 집으로 가지고 와서 보는 경우가 증가하게 된다.

이 두 표는 1960~1970년의 만화방 이용 빈도에 관한 변화를 한 눈에 보여

준다. 1963년의 <그림 1>에 의하면 만화책은 주로 동네 만화 가게에서 직접

보는 방식이 가장 흔했다. 특히 부모의 학력과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사립

국교의 학생들보다는 일반 국교인 시내 Y학교의 경우 3, 4학년 모두 만화

가게를 이용하는 비중이 60% 이상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1970년

에 들어서면서(<그림 2>) 만화 가게에서 직접 만화를 읽는 이용자보다 각

가정으로 빌려가서 만화를 읽는 경우가 차츰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비율은 1970년대 중반이 되면 더욱 늘어나 만화 가게에서 읽는 비중은 20%

에 머무는 데 반해, 집에서 보는 비중이 60~70%로 증가하게 되고 아동들 대

부분이 집에서 만화책을 보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27) 이는

1950~60년대 만화 가게에서 만화를 보던 문화가 1970년을 넘어오면서는 만

화를 빌리는 것으로 정착되었고 이에 따라 만화방의 용도가 전환되고 있음

을 의미한다.

만화책을 읽는 장소가 만화 가게에서 각 가정으로 이전되는 경향은 흑백 TV의 보급이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왔을 것으

로 보인다. 1961년 KBS TV가 개국할 당시만 해도 흑백 TV 수상기는 미군 수상기를 모두 합쳐도 10,000 대 정도 보급된 것

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던 것이 1970년대에 들어서는 30여 만 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1973년에는 100만 대를 넘어

서며 TV가 명실상부 “안방극장”으로 통하는 매체가 되었다.28) 1960년대에 아동들이 만화방을 자주 들렀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만화책과 동시에 TV를 볼 수 있다는 매력 때문이었다. 당시 만화 가게에서는 만화책 몇 권을 보면 TV시청권을 주

거나 10~20원에 만화와 TV관람권까지 곁들여 파는 상술이 유행했으며, 앞서 살펴보았듯이 경찰은 텔레비전을 두고 무료

로 꼬마들에게 관람시키는 업소도 단속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만화방은 불량 만화도 문제였지만 TV에 나오는 활극을 보고

위험천만한 동작을 모방하는 탓에 아이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우려도 자주 등장했다. 그러나 이제 그 TV가 안방과 거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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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백은현(1974), 앞의 논문, pp.19~20. 28) <재고해야할 TV 어린이 프로그램>, 《동아일보》, 1973.7.5. 

<그림 1> 백순자(1963)

<그림 2> 백란현(1971)



점령하면서 아이들이 만화방을 찾게 될 명분 하나가 사라지게 된다.

흑백 TV 보급률이 높아지게 되자 각 방송사는 어린이 프로 시간대를 고정시켜 방송하기 시작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는 아이들 프로그램이 방영되었고, 제작 기술이 미흡해 수입 프로그램에 의존했지만 그 중 대부분은

만화영화의 비율이 높았다. <황금박쥐>를 만화방에서 보며 정서를 교감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안방에서 <우주소년 아톰>을

시청하면서 학교에서 시청 소감을 나누게 되었다. 만화방에서 만화를 읽는 학생들도 여전히 존재했지만 점차 만화방은 만화

책을 빌려 보는 곳으로 인식되었고, 이제는 만화책을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형제, 자매와 돌려 읽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이 변화의 지점에서 잡지 문화의 등장과 어문각에서 발행한 클로버 문고의 탄생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1966년 《새소

년》을 비롯하여, 1967년 《어깨동무》, 1969년과 1975년엔 《소년중앙》과 《소년생활》이 발행되면서 아동 월간지 전성시대가

열렸다. 초기 기사가 70%, 만화가 3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던 이들 잡지는 1972년 《어깨동무》에서 처음으로 만화단행본

을 부록으로 내기 시작하자(신문수의 <도깨비 감투>) 경쟁적으로 부록을 내놓다가 결국 본지에서도 만화 비중을 점차 높

여 나갔다.29) 1978년에 서강대학교 정순자 씨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당시 도시의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의 40%가 매달

잡지를 구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980년에 이화여대 부속 초등학교의 3~5학년 어린이는 486명 중 483명이 매달 1종 이상

의 잡지를 구독한 것으로 나타났을 정도로 잡지는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 1970년대에 들어 어린이들의 일상적인 엔터

테인먼트로 등극했다.30)

만화의 중심이 만화방 만화에서 잡지만화로 옮겨갔으며 만화문고의 등장과 서점용 단행본 시장의 개척으로 이어졌다.31)

1975년 광복 30주년 및 신문학 70년을 맞아 각 출판사에서는 한국문학 전집 및 각종 전집류와 문고본을 경쟁적으로 출간하

고 있었다. 한국문학, 세계문학 등 전집류 출간이 줄을 잇던 시기에 <새소년 클로버 문고>는 1972년 <유리의 성>을 시작으

로 1984년 <풍운아 초립동이>까지 약 12년에 걸쳐 429권이 간행되었으며 주로 서점 특판용 만화로 팔려 나갔다. 이 클로버

문고는 오늘날에도 어린 시절의 향수로써 추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1970년대의 대표적인 만화 단행본으로 자리 잡

았다.32) 아동 문학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전집류의 출간 및 판매가 활발해지는 시점에서 만화가 주된 서적을 출간한 것

은 당시 만화 총판의 헤게모니와 관련해 생각해 볼 수 있다.

‘합동’은 1960년 중반부터 1980년 초반까지 만화방 시대를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최대 실력자로 군림했다.33) 합동이 만화

총판과 제작을 시작할 무렵의 만화계는 거의 모든 만화가 합동을 통해서 출간이 가능한 독점 시스템이 되어 버렸고, 이에

반발하는 군소출판사들의 항의가 이어졌지만 변변히 성공하지 못한 채 쓰러져 갔다. 합동의 독점 시스템에 정면으로 도전

한 것이 소년한국일보인데, 1973년을 기점으로 소년한국과 합동은 만화 유통의 새로운 독점체제를 형성하며 양대산맥으로

군림했다.34) 이런 가운데 어문각의 클로버 문고 출간은 만화 업계의 군소출판사와 별반 다를 게 없는 행보였다. 그러나 어

문각은 <유리의 성>, <바벨 2세> 등 잡지 <새소년>에 게재된 인기 만화를 서점용으로 고급화하면서 소장의 가치를 부여했

고, 종이 재질이 나쁘고 위생적이지 못하다는 대본소용 만화와는 차별화를 시도했다. 대본소를 장악하고 있는 합동이 만화

계를 여전히 장악하고 있었지만 어문각의 시도가 성공하는 데에는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1978년 서점용 특판

만화에서는 소년한국과 신촌그룹(합동)이 월 1,2권을 내는 동안 어문각은 메이저 급 출판사로 역전되었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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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박인하·김낙호(2012), 《한국현대만화사》, 두보, p.90. 30) 박인하·김낙호(2012), 위의 책, p.95. 31) 박인하·김낙호(2012), 위의 책, p.95~97. 

32) 어문각은 서문에서 “특히 만화도 문고 속에 한 분야로 포함시킨 것은 요즘 어린이의 세계에서 만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 아니라, 그것을 덮어 놓고 배척하거나 무시하지 못할 좋은 점도 많기 때문입니다. 좋은 만화는 가

장 직접적으로 어린이의 정서를 순화시켜 주며, 딱딱한 학습생활에 지친 머리를 식혀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주는 영양소가 되기도 합니다.”고 쓰고 있다. 

33) 손상익, 앞의 책, p.256. 34) 이에 대해서는 손상익, 앞의 책, p.256~269에 자세히 나와 있다.

35) <만화공해, 그 문제점을 파헤친다>, 《매일경제》, 78.4.29.



클로버 문고의 성공은 <컬러 코믹스> 시리즈 출간으로까지 이어질 정도로 만화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일으켰다.36) 즉,

조악한 만화 대본소에서 벗어나 만화가 공적으로 가정 거실의 한 켠을 당당히 차지할 수 있는 문화적 기반이 이 시기에 형

성된 것이다. 이는 도시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중산층이 증가하면서 아동이 소비 주체로 떠오르게 된 것과도 관련이 있다.

이제는 학습, 혹은 교양과 관련된 문학, 과학 전집류를 사주던 것을 넘어서 아동의 오락과 취미에도 부모들이 선뜻 돈을 투

자했으며, 그 안에 만화가 포함된 것이다. 1978년 숙명여대 아동연구소에서 조사한 아동의 독서실태 보고서에 의하면 아동

이 만화를 보는 경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구매였다.37) 이어서 이 보고서는 “만화의 교육적 가

치와 영향을 고려해 부모들이 직접 사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만화를 대하는 부모의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된

것으로 1960년대의 분위기와는 확연히 달라진 풍속도이다. 불량만화 배척운동이 거세던 1960년대에도 추천할 만한 만화가

있다는 주장은 극히 예외적인 것이었고, 이마저도 만화가들 스스로가 만화의 좋은 점을 내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1960

년대는 불량만화와 만화방이 겹쳐지면서 만화 매체 자체에 대한 불량성과 비난은 더욱 증폭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1970년

대에는 만화가 가정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1970년대 중반이 되면 부모들이 아동에게 만화를 구매해주는 인식의 전환이 이

루어졌으며, 이는 곧 1982년의 만화잡지 《보물섬》의 창간을 가능케 하는 문화적 여건이 형성되는 자장을 보여준다.

4. 결론

1960년대의 만화에 대한 담론에는 항상 “불량”이라는 수식어가 한 몸처럼 따라붙어 있었다. 이것이 비단 60년대의 일만

은 아니었지만 불량만화에 대한 국가적 담론은 유독 1960~70년대에 가장 거세게 불었다. 국가 재건에 따른 교양과 건전성

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만화는 퇴출대상이 되었다. 전후에 출현한 딱지본 만화가 소비될 공간인 만화방이 생겨나면서 만화

의 불량담론은 만화방을 중심으로 이동했다. 뿐만 아니라 만화가 저급하고 불량한 것으로 배척해야할 유해매체가 되는 데

에는 1960~70년대에 걸쳐 아동문학이 대두하고 아동문학 전집 출판이 성행한 것과도 연관된다. 아동문학의 필요성이 제기

되는 이 시기에 아동만화와 만화방의 인기는 뜻밖의 걸림돌로 작용되었다. 특히 아동문학처럼 관주도나 교육자, 학부모 주

도가 아니라 순전히 수요에 의한 자생적 움직임이었기에 그 당황스러움은 더 클 수밖에 없었다. 이는 정부와 학부모의 감

시와 통제를 벗어난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급히 아동만화의 실태를 마련하면서 아동만화와 만화방에 대한 검

열을 시행하게 된다. 이때 만화의 건전성에 대한 의견이 불가능할 정도로 만화 자체에 쓰인 불량성은 상당히 추상적이면서

거시적이었다. 1960년대 내내 정부 관계자와 학부모 단체에서 검열한 아동만화는 다소 과민하다고 할 정도로 전개되었다.

이는 아동만화에 대한 기성 사회의 불신과 예민함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불량 만화의 산실인 만화방 역시 불량만화와 함께 불량한 공간이라는 담론을 계속 생산하게 되는데, 1970년대가

되면 이러한 담론들은 다소 온화한 방향으로 선회하게 된다. 즉 197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는 아동의 만화가 게 이용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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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국민학생용 만화인 <클로버문고> 시리즈를 내고 있는 어문각이 국교 상급생부터 중학 2년 정도까지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스타일의 <컬러 코믹스> 문고를 내놓았다. <컬러 코믹스>는 일반만화와 달리 그림반 글씨반으로

<보면서 읽는> 만화책 시리즈로 컬러판이다. 내용은 주로 세계명작과 동화, 공상과학 등 건전하고 교육적인 것을 선택해서 담을 예정. 첫 2권은 공상과학물인 <스타워즈>와 과학물 <심해대모험>. 새해부터는 매달 2권씩 시

리즈로 펴낼 계획. 한마디로 질과 내용면에서 차원을 높인 어린이용 만화물이다. (<보면서 읽는 만화> 새 스타일 문고발간, 《동아일보》, 1978.11.13.)

37) 이 조사에 의하면 “만화 구입은 부모가 사주는 경우가 가장 많은 40%이며, 26%는 만화 가게에 들어가서 보며 12%는 친구들에게 빌려보고 있다”고 한다. <독서 실태 조사서>, 《경향신문》, 1978.4.4. 



변화하게 되는데, 바로 만화책을 만화방에서 보지 않고 대여해서 집으로 가져오는 빈도수가 점차 증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는 흑백 TV 보급에 따른 어린이 프로의 고정 시간대가 생겨나고 어린이를 위한 잡지 발행과 클로버 문고의 탄생 등

을 들 수 있다. 이는 곧 중산층 가정의 증가로 인한 아동시장 개척과 소비증진으로 야기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클로

버 문고의 탄생은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사줄 수 있고, 이것을 아이들이 거실에서 읽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점에서 고무

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만화책도 불량한 것 외에도 권장할 수 있는 건전함이 있다는 허용이 묵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1960년대 공적 담론에서 쏟아내던 불량 만화와 만화방의 불건전성은 1990년대까지 지속되지만,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만

화가 서서히 가정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만화를 구매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이루게 된다. 이는 곧 1982년의 《보물

섬》이라는 최초의 만화 전문 잡지의 등장을 가능케 하는 사회 · 문화적 배경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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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토론 03.

1960~70년대 불량만화 담론의 전개
_ 서은영(백석대학교 어문학부 외래교수)

[주요 토론 내용]

⦁ ‘불량만화의 담론은 무엇인가, 왜 만화를 불량하게 보는가’라는 것에 있어서의 검열이라는 측면과 국가가 단일하게 대중문화까지 포함

해서 지배 논리를 펼 때 이 부문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한축으로 불량이라고 얘기하는 데는 그것을 부추기는 ‘만화방’이라는 ‘장소

성’이 갖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 불량이라는 담론이 나온 주요한 근거는 첫 번째, 공권력의 범인 만들기가 있다. 누군가는 범인이 되어야 함에 있어 힘없는 자를 범인으

로 만드는 공권력의 범인 메카니즘이 불량이라는 이데올로기 안에는 있다. 또 하나는 아동만화자율심의회임. 당시에는 아동만화자율

심의회의 도장을 받아야만 만화방 배급을 할 수 있었음. 다시 말하면 유통배급의 권력임. 유통배급의 권력을 ‘민간이 만든다’는 이유만

으로 그 사람들이 불량이라는 딱지가 붙어야만 심의가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유통구조를 장악하기 위한 일종의 이데올로기가 들어

갔다는 것이다.

⦁ 불량이라는 말이 일본에서는 ‘불량소년’이라고 하여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불량소년이라고 하였다. 불량이라는 말의 개념과 어원

을 볼 때 60~70년대 만화를 평가할 수 있는 단어로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 ‘불량’이라는 의미를 규정하는 요소들은 무엇일까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만화책 자체가 불량한 것일 수도 있고 저급한 출판, 종이질, 유

통망 속에서 아이들이 본다는 것일 수도 있고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불량하다고 낙인을 찍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일본만화를 갖고 와서

베끼는 것에 대하여 불량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다.

⦁ 만화 자체를 불량이라고 봤다는 것이다. 불량만화, 성인만화, 일본 복제만화가 아니라 또는 우량만화에 대비하는 개념이 아니라 만화

자체를 태우고 탄압했던 것은 만화문화 자체를 불량하다고 봤기 때문에 불량 만화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어감이 거슬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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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요

일 시 2016. 07. 15(금) 15:00 ~ 18:00

장 소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자료보존실

참 석 자 만화포럼 참석위원 총 10명

- 포럼위원(11명)

: 이화자, 이용철, 김소원, 김종옥, 박기수, 박세현, 서은영,

윤기헌, 이승진, 주재국, 한상정

- 진흥원관계자(2명)

: 오덕영, 이규식

발제내용 •윤기헌 위원 : ‘만화학’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정리

•박세현 위원 : 트랜스미디어 시대에서 에디큐레이션이란

무엇인가? - 출판 및 만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이화자 위원 : 만화 캐릭터의 유머(희극성) 표상 연구



아직도 정부 공인 연구재단이나 일반 학계에서 ‘만화학’ 분류는 없다. 학문으로서의 정체성과 분류도 갖

고 있지 못하다. 대중오락, 하위문화라는 선입관과 함께 학술적 연구도 일천한 까닭이다. 한국연구재단의

분류 카테고리에도 예술비평 하위 그룹에 ‘만화비평’으로 분류되어 있을 뿐이다. 

국내 5개 대학 이상에서 만화 분야 전문 석, 박사 인력이 대략 6,70여 명 재학 또는 수료과정을 밟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갈 길이 멀다 하겠다. 차제에 연구인력 풀과 네트워크를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

라서 본 연구는 현재 국내 만화연구 분야를 파악, 정리하고 국내 만화연구자들의 동향과 연구 분야, 그리고

동아시아의 유사 연구자들의 데이터까지 일부 덧붙여 조사함으로써 만화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초 데

이터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 부록으로 현재 국내에서 개최되는 만화 관련 세미나에서 벌어지는 유사 주

제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이제까지의 수집 가능한 국제, 국내 세미나, 그리고 만화 포럼 발제까지 참고로 정

리했다. 후학 연구자들에게 나침반, 그리고 전문 연구자들에게 향후 새로운 주제 발굴을 위한 자료로 활용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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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적인 만화학 연구를 위한
토대 연구

_ 윤기헌(부산대학교 디자인학과 교수)

주제발제 01



장르조차 합의되어 있지 않다

만화 장르는 서사성이 강조되는 동아시아 특히, 일본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박인하(2006)의 지적처럼 일본의 만화에

힘입은 바 크다.

망가(manga)라는 세계 공용어를 창출한 일본 만화는 그래픽을 중시한 유럽이나 미국의 만화(comics)나 풍자적

전통에 기반한 카툰(cartoon)과 달리 선과 여백, 그리고 이야기를 중시한 동아시아적 전통에 기반해 동아시아 만화

(asia comic, manga)를 발전시켰다. 일본의 만화, 애니메이션을 정착시킨 데츠카 오사무는 요괴물, SF, 소녀활극,

액션 히어로, 철학, 종교 등 다양한 장르의 만화를 창작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60년대의 일본 만화는 빠르게 장르의

분화를 가져왔다.1)

하지만 아직 만화연구에 있어 만화 장르 분류에 대한 합의된 모델은 없다. 이는 이웃 일본의 학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아

직 산업계에서 편의상 분류한 체계를 그래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 분야 테마 분류를 하기 위해서라도 필자가 일련

의 분류를 시도하면 다음과 같다.2)

· 대분류 : 만화사, 만화이론, 장르 만화, 연출, 만화산업론, 웹툰, 기호학, 스토리텔링과 미디어전략, 저작권 

· 소분류 -  내용상의 분류 : 개그/드라마/러브 코미디/일상/에피소드/무협역사/학원/판타지/로맨스/스릴러/스포츠/SF 외

-  특수 장르 : BL, 백합물3) 외

-  내용과 형식의 분류 : 릴레이 웹툰, 브랜드 웹툰, 옴니버스 외

따라서 이와 같은 분류 항목으로 연구자들을 조사했다.

1. 국내 만화연구 각 분야별 흐름

1) 비평, 평론에 빚진 초기 만화연구
천덕꾸러기 서브컬처 만화에 비평을 통해 대중문화로서의 자격을 부여한 것은 평론가들이었다. 그들은 만화 읽기, 만화

사 조명을 통해 새로운 만화 분석의 기틀을 쌓았다. 특히, 1980년대 운동 담론에서 활발히 시작되었다. 오규원의 《한국만화

의 현실》(열화당, 1981)을 필두로 최열의 《만화의 역사》(열화당 1995), 만화평론가협회의 《만화 가까이 보기》(눈빛, 1995)가

발표되어 평론의 기초를 쌓았다. 또한 하종원처럼 외국 학자의 《만화와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이론서를 국내에 번역 소개

하고 꾸준히 만화를 지상으로 꺼내어 분석한 대중문화 연구자들도 있다. 그 외 만화분야별 연구내용과 연구자들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전수 조사의 어려움과 개인적 판단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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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인하의 장르만화 강의: 장르가 뭐야? ComiXParK, http://comixpark.pe.kr/130005973192?Redirect=Log&from=postView

2) 예를 들어 필자는 2008년 《만화용어사전》과 2014년 웹툰 통계분석 논문을 통해 분류를 거친 적이 있다. 

3) BL물은 Boyslove의 줄임말로 남자들의 동성 간의 애정물을 뜻하며, 백합물은 대체로 여성 간의 애정물을 의미한다.



2) 만화사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이다. 멀게는 고대 만화의 원류부터 가깝게는 웹툰까지 역사를 재해석하고 그 안

에 작은 소주제를 탐색함으로써 새로운 사실(史實)을 발굴하고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 왔다. 초기

에는 임청산이 《만화영상예술사》(대훈닷컴, 2004)를 통해 우리나라 만화의 원류를 찾는 연구를 발표했다. 그는 아직 주장

뿐이긴 하지만 선사시대 고대 벽화가 우리나라 만화의 원류라는 문제제기를 시도했다. 단행본과 논문으로 일찍이 사료 연

구를 진행한 연구자로는 시사만화가 출신 윤영옥과 손상익이 있다. 윤영옥은 《한국신문만화사》(열화당, 1995)>에서 근대

와 현대에 이르는 시사만화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후속연구를 촉발시켰다. 그는 특히 일제강점기 언론의 만화들까지 자

료를 충실히 담아 훌륭한 사료 데이터 생산자로 기억된다. 

이어 ‘신춘문예 1호 평론가’이자 한국만화문화연구소까지 운영한 손상익은 한국만화사 전체를 통시적으로 분석하고 정

리했다. 그는 박사 논문과 단행본 《한국만화통사》(프레스빌, 1996) 등의 저작물을 펴냈다. 그러나 정리 범위가 넓고 첫 시도

라서 일본의 <호쿠사이 망가>(北済漫画)를 일본만화의 원류로 적시한 것과 같은 몇 가지 오류들이 다소 아쉽다 하겠다. 

우리사회의 근대 시기 가장 민감한 만화가들의 친일부역에 대한 연구 보고는 김민수와 이태호가 열악한 사회 환경에서

도 오롯이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태호는 1995년 <1940년대 초반 친일 미술의 군국주의적 경향성-《會心》, 《小國民》, 《新時

代》등의 월간지에 실린 그림을 중심으로> (근대한국미술논총, 학고재)로 논의를 촉발시켰고, 김민수는 《친일 미술의 상처

와 문화적 치유》(내일을 여는 역사, 2006) 등을 통해 그간 관행처럼 꺼려왔던 폐부에 메스를 들이대 그 자신이 신분상의 피

해를 입기도 했다. 이외에도 윤범모의 《抗日美術과 親日美術》(한국근현대미술사학, 1999)도 앞선 연구이다. 

만화연구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알려진 논쟁이 거의 없는데 만화사 부분만큼은 약간 다르다. 정희정과 손상익은 한국만

화사에서의 친일언론 편입 여부에 대해 논쟁을 벌인 적이 있다. 정희정은 2002년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의 학술대회에서

근대만화의 발달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조선총독부의 기관지도 함께 연구되어야 하며 이는 ‘가치관’의 문제라고 주

장했다. 그러나 손상익은 문화나 미술에서 주체성을 빼면 남는 게 없으며, 《매일신보》 류의 치욕스런 문화 말살 시기에 총

독부신문은 우리 언론의 역사로 볼 수 없다고 맞받았다. 논쟁은 10년 후 서은영(2013)4)이 박사학위 논문에서《매일신보》를

제외하는 것이 연구의 장애를 가져 온다고 비판했다.

만화사에서 최대 업적 중 하나는 최석태와 이용철을 비롯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우리나라 초기 만화사 발굴이다. 특

히, 관재 이도영 화백 재조명과 한국만화 100년 체계화하고 정리한 전시와 문서들을 남긴 점은 매우 시의 적절했던 업적이

다. 최석태는 1996년 《애국계몽운동과 한국 근대미술-이도영론》(창작과 비평, 1996, 가을)을 시작으로 전시와 논문, 보고서

로 한국만화사 시초를 정리했다. 한국만화 100주년 사업은 그의 노력에 빚진 바 크다 하겠다. 한편, 백정숙은 만화사 연구

에서 소외된 주제에 대해 천착해 북한만화, 한국전쟁 시기 정훈만화나 정현웅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미답 분야

의 연구 실적을 남겼다. 대표 저작으로는 《해방기 만화목록》(근대서지, 2014), 《한국전쟁과 만화》(근대서지, 2013), 《정현웅

을 만나 해방공간이 살아나다 : 만화가 정현웅의 재발견》(근대서지, 2012) 등이 있다. 그 외 근대사 부분은 김종옥과 동아시

아로 근대만화사를 확장 연구한 윤기헌이 석박사 학위논문과 소논문으로 발표해 오고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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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은영(2013), 1910년대 만화의 전개와 내용적 특질;《매일신보》게재 만화를 중심으로, 《만화애니메이션연구》Vol. 30, 140

5) 김종옥(2006). 한국근대만화특징에 관한 연구-1900년대 초부터 1945년까지를 중심으로, 상명대 석사학위논문

윤기헌(2012). 동아시아 근대만화의 특성비교,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2) 만화이론
만화이론이야말로 범위는 광범위하지만 이제까지 만화의 정의와 개

념까지 정리한다는 점에서 보면, 가장 본질적인 정체성에 관한 연구로

주제부터 간단치 않다. 이론연구는 1998년 스콧 맥클라우드의 《만화의

이해》(아름드리)라는 이론서가 국내에 소개되면서부터 본격화 되었다.

이후 정체성 면에서는 한상정이 최근까지 만화용어나 정체성에 대해 의

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표적 논문이 2007년 발표한 <만화의 정의에 대

한 문제제기들과 “근대 만화”에 대한 역사적 정의> (《만화애니메이션연

구》, 2007)이다.

가장 만화 전 분야에서 광폭 연구를 진행 중인 한창완과 박인하는 이론 분야에서도 언급될 만한 주제를 발표했다. <만화

수용자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론> (《만화애니메이션연구》, 2005)을 비롯해 <디지털만화의 융합화가 갖는 만화장르의 사회

문화적 대안성 연구> (《애니메이션연구》, 2011) 와 같은 연구물이 있다. 

만화 기초 데이터와 용어 문제를 체계화 한사람은 애니메이션 전공의 김일태이다. 그는 연구재단 사업을 통해 만화용어

를 표준화하고 만화작품 데이터를 만들어 이를 단행본으로 펴내기도 했다. 《만화 애니메이션 사전》(김일태 외, 허브), 《세

계 만화애니메이션 역사사전》(김일태 외,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15) 등의 결과물이 그것이다. 윤기헌과 김병수 등이 만화

분야를 담당하긴 했으나 만화 분야의 취약한 데이터의 필요성을 체득하고 이를 체계화 시킨 점은 당연히 인정받을 만하다. 

3) 장르-순정(소녀)만화
순정만화 연구야 말로 비평이 아닌 학술연구가 2000년 이후 본격화되었다. 김소원은 <일본 소녀만화의 표현기법의 변

화에 관한 고찰 : 1958~1963년의 소녀잡지 만화를 중심으로> (《만화애니메이션연구》, 2012)와 같은 논문을, 장은영은 학위

논문에서 <순정만화의 환상서사 특성 연구>(2013)에서 환상성을 주제로 순정만화를 분석했다. 

4) 만화산업론
산업론 분야는 주로 한창완, 박인하의 산업 트렌드 동향분석, 정책 연구가 있고 그 외에 천착하는 이는 김병수이다. 그는

초창기부터 만화산업과 정책 부문에 집중해 왔다. <만화진흥법 제정에 따른 대학만화교육의 개선 방안 제안> (《만화애니

메이션연구》, 2011), <3차 만화산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과 전문 인력 양성 정책> (《만화애니메이션연구》, 2013) 등이 그의 주저

작물이다. 

5) 웹툰
한국만화의 주류로 등장한 웹툰은 새롭게 주제로 떠오르는 분야로 이승진 등의 연구자들이 <한국 웹툰 수출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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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만화 애니메이션 사전>과 <세계 만화애니메
이션 역사사전>



장 분석>(만화포럼, 2016)과 같은 주제발표를 해오고 있다.

6) 스토리텔링과 미디어 전략
대중문화 스토리텔링에 만화를 대입해 발표 중인 박기수는 소논문으로 <대중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미디어교육 교수법>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엄 및 세미나, 2005)을 비롯해 <웹툰 스토리텔링, 변별적 논의를 위한 몇 가지 전제> (《애니메이션연

구》, 2015), 그리고 최근 <웹툰의 트랜스 미디어 스토리텔링 거점화 시론>(만화포럼, 2016)과 같은 주제를 발표하고 있다.

7) 저작권
웹툰의 산업화와 함께 중요한 이슈이자 필요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는 저작권 연구에 가장 앞서는 이는 주재국이다. 그는

교양 단행본과 평론, 현장 경험을 거쳐 만화 저작권에 집중하고 있다. 그의 대표적 저작물은 《만화저작권 보고서 2006》(대

표 집필, 만화저작권보호협의회, 허브)이며, 최근까지 표준계약서 작업 등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다.

8) 만화 기호학
기호학을 대입해 연구를 진행한 이는 권경민으로 그는 박사학위 주제를 확장시켜 2007년 《만화기호학》(심포지움)이라

는 단행본을 펴내 관련 연구의 단초를 제공했다. 더불어 박경철과 이화자는 직접 작품을 분석하며 기호학적 의미와 표상성

에 주목하는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6)

2. 국내 만화연구자 목록

다음은 현재까지 수집 가능한 만화연구자들의 분야와 주요 연구 주제들이다. 먼저 국내에서 만화분야로 박사학위를 받은

연구자들의 주제와 일반연구자 일부를 조사했다. 연구테마를 보면 국내 만화연구의 흐름을 일정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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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카툰기호의 의미작용 연구 : 카툰의 커뮤니케이션 분석을 중심으로> (공주대 박사학위논문,2011)/이화자, <만화에 나타난 청년 캐릭터 표상성> (만화포럼,201507)

<표 1> 국내 만화분야 박사학위 연구자 일람

분야 이름 학위논문 대학 학위수여 연도

만화사 손상익 한국 신문 시사만화사 연구 : 풍자성과 사회비판적 역할을 중심으로 중앙대 2005

기호학 권경민 漫画の記号的分析 日韓の比較研究(만화의 기호적 분석 일한비교연구)
가큐슈인대
(学習院大)

2005

이론 한상정 작품독해에 있어서의 감성적 장면 파리 1대학 2007



3. 동아시아 만화연구의 흐름

1) 일본
일본 역시 초기 만화연구는 비평가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아동만화부터 시작된 연구는 1920년대 중반부터라고 알려졌으

나 본격적인 연구는 1955년경부터 이다. 주로 교육학, 심리학, 아동문학 분야의 나메카와 미치오(滑川道夫, 1906~1992), 칸

타다미치(菅忠道, 1909~1979), 사카모토 이치로(坂本一朗), 후지카와 치스이(藤川治水, 1930~2003) 등이 아동문화 관점에

서 만화를 다루었다. 이어 1960년대는 만화문화에 대해 ‘인텔리’들이 유입되어 사토 타타오(佐藤忠男, 1930~), 오자키 호츠

키(尾崎秀樹, 1928~1999), 츠르미 슌스케(鶴見俊輔, 1922~2015), 이시코 쥰죠(石子順造, 1928~1977), 소에다 요시야(副田義

也, 1934~)7)등이 전문비평을 시도했다. 

이어 활성화된 비평계에 197,80년대 이사카와 쥰과 쿠레 토모후사 등이 나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현재

만화사 부문에서 시미즈 이사오를 비롯하여 평론의 일가를 이룬 나츠메 후사노스케까지 선구자들의 연구 성과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본격적인 일본의 전문 만화학회가 발족한 것은 2001년부터이다. 특히, 일본은 지역과 대학 내의 인문, 예술

동아리의 비평모임이 활성화되어 있다. 관련 학회로는 일본만화학회(http://www.jsscc.net)가 있는데, 분과로는 카툰부, 저

작권부, 간사이교류부, 해외만화 교류부, 규슈만화교류부, 소녀만화지부, 젠더 겟슈얼리티부, 자료수집보존회, 만화와 교육

부 등이 있다. 일본의 주요 만화연구자 목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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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이름 학위논문 대학 학위수여 연도

이론 이순구 한국만화의 공간구성 연구 : 1980년대 ‘텍스트만화’로부터 ‘디지털만화’의 등장까지 공주대 2007

이론 이원석 ‘무언만화’ 서사 이미지 분석 연구 공주대 2008

기호학 이화자 만화의 상징성 연구 : 동물캐릭터의 의인화를 중심으로 공주대 2008

순정
만화

김소원
한일 소녀만화의 비교 - 순정만화의 성립과 전개를 중심으로
(日韓少女マンガの比較 : 純情漫画の成立と展開を中心に)

리츠메이칸대
(立命館大）

2011

기호학 박경철 카툰기호의 의미작용 연구 : 카툰의 커뮤니케이션 분석을 중심으로 공주대 2011

이론 장진영 한국 만화문화의 생성과 수용과정 연구 : 만화의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공주대 2011

만화사 윤기헌 동아시아 근대만화의 특성 비교연구 경북대 2012

만화사 서은영 한국 근대만화의 전개와 문화적 의미 고려대 2013

순정만화 장은영 순정만화의 환상서사 특성 연구 공주대 2013

웹툰 이승진 웹툰 원작활용의 가치측정 연구 : ‘웹툰 연계지수’ 개발을 중심으로 세종대 2013

웹툰 홍난지 웹툰의 희극성에 관한 연구 : 개그웹툰과 일상툰의 희극적 서사구조를 중심으로 세종대 2014

이론 함종호 언더그라운드 만화의 ‘부정성’에 관하여 : Zap Comix Series를 중심으로 공주대 2014

일반 유성하 공공미술에 나타난 만화·애니메이션 표현 연구 : 도시 공간을 중심으로 공주대 2015

만화사 김리나 중국 민국시기 상하이만화의 특성 연구 : 예첸위, 황요우, 장러핑 중심으로 공주대 2015

7) 竹内オサム, 《本流！マンガ学》, 晃洋書房, pp.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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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일본의 주요 만화 연구자

분야 이름 약력 주요 논문, 연구서

산업론
시미즈이사오 

(清水勲, 1939~)

•일본만화학회 회원, 일본 펜클럽 회원, 릿쿄대(立教
大学) 졸업

•1984년부터 연구에 전념
•일본만화자료관관장, 가와사키시민뮤지엄전문연구

원, 1982년 <메이지의 풍자화가 비고(明治の諷刺画
家ビゴー)>(新潮社)로 제1회 일불문화상(日仏文
化賞) 수상

•<明治の諷刺画家・ビゴー>, 新潮選書, 1978
•<手塚治虫マンガの魅力>, 清山社, 1979 
•<江戸のまんが>, 文藝春秋, 1981 
•<絵で書いた日本人論 ジョルジュ・ビゴーの

世界>,中央公論社,1981
•<コ ラ ム ・ 漫 画 館  諷 刺 と 遊 び >, 駸 々 堂 出

版,1984

이론
오노 코우세이

(小野耕世, 1939~)

•영화평론가, 해외 만화 번역가, 만화연구자, NHK 직
원을 거쳐 일본만화학회 이사 역임, 제10회 데즈카 오
사무문화상 특별상 수상

•<배트맨이 되고 싶어-오노코우세이의 만화세계>(バ
ットマンになりたい ― 小野耕世のコミックス
世界,晶文社,1974)/<아시아의 만화>(アジアのマ
ンガ,大修館書店 ,1993)/

이론
아키타 타카히로

(秋田 孝宏, 1965~)
•만화연구자, 일본만화학회 이사　

•<칸에서 필름으로>(コマ」から「フィルム」へ), （ＮＴ
Ｔ出版,2005)외

비평
쿠레 토모후사

(呉智英, 1946~)

•일본만화학회 2대 회장 역임, 만화연구자 본명 新崎
智(신자키 사토시),우익적 발언으로 舌禍를 일으키
기도 했다. 

•1981년 <봉건주의, 그 논리와 열정>(封建主義者か
く語りき>,(情報センター出版局)

•石子順造、山根貞男、梶井純、権藤晋와함께 만화
평론 동인지 <만화주의>(漫画主義)에서 츠게요시하
루,시라토 산페이つげ義春、白土三平 등을 연구

만화사
요시무라 카즈마

(吉村和真, 1971~)

•만화연구자이자 교토세이카대학 교수. 구마모토 대학
원, 리츠메이칸대학원 석박사학위를 받고 2001년 일
본만화학회 설립에 앞장섰다.

•<망 가 교 과 서 >(マ ン ガ の 敎 科 書 , 臨 川 書 店 ,
2008)/<맨발의 겐에 있는 풍경>(はだしのゲン」がい
た風景, 梓出版社,2006)

비평
이시코 쥰조
(石子順造)

•미술, 만화평론가, 본명:木村泰典
•일본만화 비평의 선구자. 도쿄대 졸업 후 평론가 시작,

1967년 菊地浅次郎(山根貞男),梶井純,権藤晋와
최초의 만화평론동인지<漫画主義> 창간. 

•사후에 <コミック論>,<キッチュ論>,<イメージ論>
발간.

이론
요네자와 요시히로

(米澤嘉博,
1953~2006)

•만화평론가이자 코믹마켓의 대표.
•‘오타쿠 4대 천왕’ 중에 한명으로 회자.
•메이지대학 재학 중에 만화비평에 참가하고 1975년부

터 코믹마켓 참가.　

•저서로 <戦後少女マンガ史>,<戦後SFマンガ史
>,<戦後ギャグマンガ史> 등

비평
오오츠카 에이지

(大塚英志, 1958~)
•비평가, 만화원작자, 고베 예술공과대 박사학위.
•대표저작 <多重人格探偵サイコ> 등

•박사논문은 <미키의 서식에서 아콤의 명제에 전후만
화의 방법의전시하의 기원의 전개>(ミッキーの書
式』から『アトムの命題』へ 戦後まんがの方法の
戦時下起源とその展開)

이론
Jaqueline Berndt, 

1963~）
•독일인 일본만화 연구자,교토세이카대학 교수 베를린

대학에서 일본예술학을 전공

•<망가의 나라 일본-일본의 대중문화 시각문화의 가
능성>(マンガの国ニッポンー日本の大衆文化・
視覚文化の可能性)（花伝社,1994)

비평
나츠메 후사노스케

(夏目房之介, 1950~)
•만화연구자, 가큐슈인대학 교수

•<데즈카 오사무의 모험-전쟁만화의 신들>(手塚治
虫の冒険―戦後マンガの神々,筑摩書房,1995)

•망가의 세계전략>(マンガ 世界 戦略,小学館,2001)
•<망가로 인생을 배우는 것이 무엇이 나쁜가?>(マン

ガに人生を学んで何が悪い?,ランダムハウス,
講談社, 2006)



2) 중국
중국은 만화연구가 일천하지만 최근 연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만화사 쪽으로 단행본, 논문이 많고 현재까지 파악

가능한 연구자는 다음과 같다.

4. 만화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만화가 학문으로 대접받기 위해서는 각 대학의 대학원은 물론 일반 대중 누구나 필요한 주제의 축적된 연구들이 나와야

한다. 교육, 인문과 예술, 사회학, 공학에서도 자유롭게 탐구된 연구물들도 환영할 일이다. 특히, 현재의 학위논문은 새로운

주제와 연구방법론이 백화제방식이고 검증과 방법론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으나 하루아침에 연구가 체계화 된 분야는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신진 연구들이 학계에 이슈를 만들고 토론을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연구풍토를 탓해야 한

다. 최근의 세미나에서 만화연구자들은 만화의 영문 표기를 Comics로 할 것인가 Cartoon과 병기할 것인가로 논쟁을 벌인

적이 있다. 그만큼 만화연구의 토대부터 첩첩산중이다. 만화 인프라를 돈독히 하는 밑거름 역할을 위해서라도 만화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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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이름 약력 주요 논문, 연구서

만화사
우하오란

(吴浩然, 1974~)

•만화사를 주로 연구하며 중국만화의 대부라 일컫는
펑즈카이 연구에 독보적 성과를 가졌다. 전 펑즈카이
만화기념관장 역임.

•주요논문:<호생화집>(护生画集), <펑즈카이장정예
술초심>丰子恺装帧艺术初探 외

비평 毕克官

•<중국만화사>(中國漫畵史话,百花文藝出版社,
2005)/毕克官, 黃远林 編,<중국만화사>(中國漫

畵史, 文化藝術出版社, 2006)

이론 모리테츠로(森哲郎)
•중국 <중국 항일만화사> (中國抗日漫畵史, 山東畵

報出版社, 1999)

<표 3> 중국의 주요 만화연구자 



부록 1. 역대 국내 개최 국제, 국내 만화관련 세미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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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만화부문 한정, 누락 연도 및 단체 있음, 보완 필요

연도 내용 주최

2003

제 5회 청강문화산업 세미나
<만화:이미지 기반 대중문화의 차세대 콘텐츠>. 피에르 프레노 드뤼엘 Pierre Frenault-Deruelle, 에르제 연구
가이자 시나리오 작가로 쉬이텐과 공동 작업을 하고 있는 브누아 페터스Benoit Peeters, 프랑스의 망가/아니메
연구가이자 아니메랑드 온라인 편집장 스테판 페랑 Stephan Ferrand, 스캇 맥클라우드, 호소가야 아츠시 발제
한국 발제자: 공주대 백준기, 한국예술종합대학 박세형, 문화콘텐츠 진흥원 박성식
1. <만화와 이미지: 현대 대중문화의 총아>
2. <만화의 미래: 온라인과 만화의 새로운 가능성들>
3. 만화산업의 세계화: 만화권간 산업적 교류의 전망들

청강대,
한국콘텐츠진흥원

2004

제2회 청강국제만화세미나-출판만화의 재발견
1.주류 출판만화산업의 위기와 극복방안: 한국 주류 만화잡지의 성공과 실패 (강인선), 일본만화잡지 사례-강담

사와 <애프터 눈>을 중심으로(유리 코이치)
2.대안만화의 오랜 도전, 새로운 모샛:일본 대안만화잡지 사례 연구 <악스>를 중심으로(데즈카 노리코),한국독립

만화의 생존-<화근>을 중심으로 (모해규),
3.새로운 만화영역의 개척: 새로운 교육만화의 가능성(마키노 케이이치),픽쳐북 시리즈개발과 시장전망 (김창헌)

청강대,
한국콘텐츠진흥원

2004

PISAF 동아시아만화애니메이션포럼
1. 중국만화와 애니메이션의 전통과 현대-조정래: 풍자개의 예술창작과 그 미학사상 연구
2. 한일만화애니메이션의 정체성 및 전문 인력 양성

- 일본만화의 정체성 및 전문 인력 양성-마키노 케이이치(일본만화학회장,교토세이카대 교수)
- 패널과 프레임에 은폐된 시대미학의 잠복성: 백준기(공주대교수)

PISAF

2005

PISAF 동아시아만화애니메이션포럼
- 한중일 만화용어표준화에 관한 연구
- 한국만화용어 표준화 연구:김병수교수
1. 만화개념을 구성하는 제요소에 관한 고찰:호소가야 아츠시(도쿄공예대 교수)
2. 중국만화용어 연구:장궈시아오(작은앵두 카툰회사 대표)
3. 특강:프랑스직업만화가로의 데뷔: 크리스챤 뽈띠에르

PISAF

2005

SICAF 컨퍼런스 코엑스
- 중국 만화산업과 시장동향

중국 만화시장 현황:동옥민(중국소년나동출판공사 동만부 주임)
-중국만화게임 및 기타산업연계현황: 장왕(중국동방전매연구소 부원장)
-중국만화출판심의현황:GUO JANE(중국전자공업출판사 페이스동만사장)
-중국동만아카데미현황:양홍웬(문화부 중국예술연구원 상무부주임)

SICAF

2009

SICAF 국제디지털 컨퍼런스: 디지털로 약동하는 만화, 애니메이션
- 디지털만화시대 창작의 특징:타케노 코이치
- 실험적 디지털만화의 새로운 모색: 다니엘 멀린 굿브레이
- 웹툰의 진화 그리고 도전과 과제-홍종민
- 일본 디지털만화와 일러스트레이션의 현황:선정우
- 앱스 만화 시장이 열린다!:앱스토어를 통한 한국디지털만화의 -창작, 유통환경의 새로운 모색:김병수

SICAF



부록 2. <만화포럼>9) 발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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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내용 주최

2009

한국 시사만화 100주년기념 국제시만화포럼
<국내포럼> - 근대시사만화의 태동과 한국시사만화:최석태

- 한국시사만화의 문제점과 대안:하종원(선문대 교수)
- 뉴미디어와 시사만화:손상익(만화평론가)

<국제포럼> -일본시사만화와 표현의 자유:마키노 케이이치(세이카대교수)
-중국시사만화와 표현의 자유:정쥔황
-한국시사만화와 표현의 자유:손문상(만화가)
-베트남시사만화와 표현의 자유:쩐민융
-남미시사만화와 표현의 자유:크리스토발 레이노소

국립현대미술관
소강당,

100주년위원회

2013

BICOF 국제컨퍼런스
1.전문만화의 재고찰을 통한 만화의 소재연구:김치훈(상명대 교수)
2.한국만화,OSMU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있진 않은가?:서찬휘(만화평론가)
3.BL만화의 스토리텔링: 외국인 표상분석을 중심으로: 나가이게 카즈미(만화연구자)

BICOF

2014.3.22

제1회 아시아만화 애니메이션 국제심포지엄
- 대결구도 서사구조 만화와 게임연관성 연구:장진영(상명대 교수)
- 서구만화가들이 한일 근대만화에 끼친 영향: 윤기헌(부산대 교수)
- 동아시아 ‘만화만문’의 태동과 발전: 이진희(순천대 교수)
- 타문화 콘텐츠와의 비교를 통한 만화창작 시스템 제고:김치훈(상명대 교수)

대학만화최강전,
상명대

2015

제18회 BICOF <만화+3D 세미나 : 만화! 3D에 홀릭하다>
스페셜토크 <나는 만화가다>에서 프랑스 만화기자 로랑 멜리키안(Laurent Mélikian) ‘샤를리 엡도(Charlie
Hebdo)’사건 주제
<심포지엄 I – 만화가양성교육> / <심포지엄Ⅱ - 웹툰생태계>

BICOF

2015
제17회 부천국제만화컨퍼런스 ‘만화, 실재를 그리다_르포 혹은 미시사(Comics for 'the Real'_Reportage or
Micro-history)’를 주제로 한 스페셜 대담이 진행됐다. 『체르노빌의 봄』을 그린 프랑스 작가 엠마뉘엘 르파주 

BICOF

9) 2014년 발족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후원의 만화연구자 모임

회차 일자 발제 내용

1 20130524
•박인하 : 만화의 유통환경변화에 따른 미래전략 
•장인선 : 디지털 미디어에 대응하는 출판업계의 동향

2 20130913
•김봉석 : 만화의 영화화, 애니화에 따른 판권료 및 일본의 사례
•김병수 : 웹툰, 모바일 만화의 유료화 및 수익창출 방안

3 20131122
•윤기헌 : 한국만화 최초의 사건들
•백정숙 : 만화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4 20140117
•한상정 : 만화. “시각적 특성이 지배하는 서사적 종(種)”을 다루는 본질적 문제들
•백정숙 : 한국만화연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5 20140328 •이화자 : 만화비평 유머 4컷 만화가 ‘석동연’ 작품론

6 20140523 •임학순 : 부천만화클러스터 : 집적을 넘어 창조도시로2

7 20140711 •강철수 작가에 대한 섹션별 연구 초고 토론

8 20140919
•이승진 : 웹툰의 광고 효과 연구 
•서은영 : 근대 만화 인접 장르 인식과 교합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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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일자 발제 내용

9 20141121

2014 연구프로젝트 : 강철수 작가 연구
•서은영 : 1970년대 청년 세대의 성 풍속도에 대한 단상
•강철수의 초기 성인극화를 중심으로 
•한상정 : 여성에 대한 언어적 폭력의 활자화 
•강철수 <발바리의 추억> 
•임학순, 이승진 : 만화 OSMU 초기모델로서의 <발바리의 추억>
•윤기헌, 김병수 : 만화가 강철수 인터뷰·박세현 : 1970년대 대중잡지의 성문화와 여성상 · <선데이서울>을 중심으로
•김소원 : 엄희자의 등장과 한국 순정만화의 변화
•이용철 : 1967~8년 한국아동만화자율위원회 사전심의 장부 연구

10 20150123
•박세현 : 1970년대 대중잡지의 성문화와 여성상 · <선데이서울>을 중심으로
•김소원 : 엄희자의 등장과 한국 순정만화의 변화
•이용철 : 1967~8년 한국아동만화자율위원회 사전심의 장부 연구

11 20150313
•김종선 : 웹툰 산업화와 정부정책의 변화
•김병수 : 웹툰 산업화와 만화교육의 변화 
•이승진 : 웹툰 시장(규모)의 현재와 미래 

12 20150515
•윤기헌 : <토끼와 원숭이>는 ‘한국 최초의 만화 단행본’인가?
•이원석 : 19금 웹툰의 실태와 시선

13 20150710
•이화자 : 만화에 나타난 청년 캐릭터 표상성 : <비트>의 ‘이민’과 <미생>의 ‘장그래’를 중심으로
•이용철 : 웹툰 결재 통합 전상망 구축 제안
•한상정 : 월북 이후 정현웅의 만화 관련 활동 부재 원인에 대한 추론

14 20161002

2015 연구 프로젝트: 한국 순정만화의 태동(40~88년까지)
· 한상정 : 순정만화라는 유령
· 이승진 : 소녀만화와 순정만화의 장르 확립
· 서은영 : 여성 순정만화가의 등장과 그 의미
· 이화자 : 아홉 번째 신화의 의의
· 윤기헌 : 한국 순정만화 잡지사
· 이승진 : 순정만화의 분류와 분석

15 20160115
•이승진 : 한국 웹툰 수출입 시장 분석 
•주재국 : ‘표절과 만화’ 

16 20160318
•김종옥 : 가족 로망스, 어린이 만화 속 어머니의 부재와 신파성 
•이용철 : 2015년 웹툰 서비스 현황
•한상정 : 국가도서관의 만화자료 수집, 보관, 서비스 현황 비교 연구

17 20160524

•김소원 : 소녀잡지와 만화의 장르 확립
•박기수 : 웹툰의 트랜스 미디어 스토리텔링 거점화 시론
•서은영 : 1960~70년대 불량만화 담론의 전개
•박세현 : 트랜스미디어 시대의 에디큐레이션에 대한 연구

18~19 20161202

•2015 연구 프로젝트: 만화문화 향유
•이승진 : 만화문화공간 향유를 위한 어포던스 속성연구
•서은영 : 추리만화가 미스터리를 향유하는 방식 - <명탐정 코난>을 중심으로
•김소원 : 일본의 만화 관련 문화시설 현황 및 사례 조사 
•김종옥 : 만화문화 향유를 위한 만화 읽기 지원사업 확대에 대한 제언
•한상정 : 만화전문도서관의 만화자료 수집 
•박기수 : 만화비평을 탐구하기 위한 문제 제기 
· 이화자 : 만화전시의 다양성 연구(이화자)
· 윤기헌 : 지역의 향유문화를 위한 만화전문 행사의 명암 - <경남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을 중심으로 
· 박세현 : 트랜스미디어 시대의 재미 요소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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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토론 01.

  체계적인 만화학 연구를 위한 토대 연구
_윤기헌(부산대학교 디자인학과 교수)

[주요 토론 내용]

⦁ ‘현재까지 나온 부분을 정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만화비평, 만화사, 만화이론에 대한 것은 많지만 작화나 연출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

다. 그런 부분이 나와야할 것 같다. 

⦁일본은 개론서에서부터 다양한 관점에서 본 이론 서적이 분야별로 우리나라보다는 풍부하지만 의외로 나오는 만화 양에 비해서 학문적

인 게 의외로 조금 얕다.

⦁우리는 ‘만화학’이 타학문과 견주어 볼 때 체계는 잡을 수 있지만 ‘만화학’이 어떤 부분이 연구되어야 할지는 책에도 별로 없다.

⦁2000년대부터 만화학과가 생긴 일본의 주장을 빌리자면 ‘한국은 논리, 이론을 좋아하니 애초부터 논문을 쓰는 거고, 일본은 논문을 왜

쓰느냐, 비평이면 비평이지’처럼 작품 비평이 위주였다. 오히려 만화학은 이름만 그런 것이고 모델로 삼기에는 힘들 것 같다. 비평과 만

화학의 차이가 있다.

⦁타이틀에 ‘만화학’이라고 들어가 있는 일본의 몇 가지 책들은 연출의 특징과 같은 것들이고, 이론적으로 파고 들어가진 않는다. 논문도

만화에 대한 자체 이론이라기보다는 심리학, 교육학이라든지 인문학에서 온 것이다.

⦁‘미술학’ 이런 것은 없다. 각 학문의 분과영역이 있기는 하지만 기초인문과학이다. 모든 예술 영역에 학문으로서의 엄밀성을 가지고 구

축되어 있는 영역은 많지 않다. 학문의 전체적인 역사를 보았을 때 철학, 사회학 이렇게 학문의 분과가 있기는 하지만 ‘만화학’이라는 이

름을 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의 강박이나 욕심이라고 본다.

⦁만화 기호학이라고 있는데 만화학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본다. 기호학자가 만화를 다루면 되는 부분이지 만화를 하는 사람이 만화를 분석하는

틀에 기호학이 가장 맞는 것 같다면 기호학으로 분석하면 되는 것이다. 이걸 다 모아서 만화학이라는 틀 고리 안에 넣을 필요가 없다.

⦁‘학’이라는 글자가 붙기 시작한 건 100여년도 되지 않는다. 비평과 학문을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다. 비평담론이 쌓이면 그게 이론이 되

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한다.

⦁‘틀거리를 꼭 만들어서 이 안에 다 집어넣자’라는 것이 아니다. ‘만화’가 학문적으로 연구되어야 하는 부분과 그 안에 담겨져야 하는 부분

에 대하여 논의가 되어야 한다.우리 쪽만큼 모든 부분에 걸쳐 연구하는 분야도 많지 않음. 산업론 하는 분이 비평도 하고 비평하는 분이

연출도 하는 상황.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그 분들이 바쁘신 거고 부정적으로는 이쪽에서 깊이 있는 내용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다는 것임.

⦁현장에서 만화학과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강사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만 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좀 더 통

합적인 관점이나 큰 그림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한다. 학진이나 연구재단에서는 카테고리 분류가 당연한 입장이지만 현장에서 강의할

때는 ‘만화학’이라는 개념은 꼭 아니더라도 뭔가 통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한다.

⦁여러 사람들이 파트를 나눠 책을 써서 묶어내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다. 다만 메인 편집자가 정말 범주화를 잘 해서 최고인 사람에게 주

고 몇 번의 컨퍼런스를 통하여 조정을 해야 한다.

⦁만화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이 상당히 많다. 만화학과 외에도 국문학과 등에서도 굉장히 많아서 그것들도 다 정리가 되었으면 한다.

⦁실제 만화 창작자인 작가들은 공통적으로 별로 관련이 없다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각자의 세계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다.



Ⅰ. 서론 

인터넷 및 디지털 미디어의 환경에서 미디어 수용자는 동일 콘텐츠를 다양한 플랫폼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로 인해, 미디어 플랫폼에 따라 콘텐츠 포맷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콘텐츠와 콘텐츠 사이의 경계는 더욱

모호해지거나 여러 형태로 재구성되기도 한다. 이런 재구성의 방식은 수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결정되기

도 하지만, 그에 앞서 소비자의 취향과 소비 패턴에 맞게 창작하기 위해서 혹은 생산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컨트롤 된다. 이처럼 여러 장르의 콘텐츠가 디지털 미디어의 기반에서 융합, 조합, 변형, 분화, 복제 등의 과

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콘텐츠의 형태로 전환되는 것을 트랜스미디어라고 한다.

이호영 외(2009)는 트랜스미디어의 플랫폼과 콘텐츠를 구성하는 세 가지 단계(떼어내기, 뒤섞기, 구워

만들기)를 거론하면서, 트랜스미디어 현상은 미디어 컨버전스라는 기술적·사회적·문화적 조건의 기반 위

에 가능해졌다고 설명한다.2) 미디어 컨버전스는 헨리 젠킨스가 《컨버전스 컬처》에서 다룬 용어로,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에 걸친 콘텐츠의 흐름, 여러 미디어 산업 간의 협력,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엔터테인먼트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디라도 기꺼이 찾아가고자 하는 미디어 수용자들의 이주성 행동” 을 의미한다. 

헨리 젠킨스는 미디어 컨버전스를 올드 미디어와 뉴 미디어의 충돌에서 나온 현상으로 설명하면서, 과거

텔레비전 앞에서 붙박이처럼 고정된 소비자의 수동적 수용 패턴에서 새로운 정보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여

기저기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하고자 하는 수용자의 문화욕구 즉, 유목민이 된 미디

어 수용자의 참여 패턴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수용자의 참여 패턴은 미디어 소비 형식이기도 하면서,

미디어 생산 구조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인터넷 미디어 환경은 다양한 플랫폼 덕분에 미디어 소비 패턴의 다양화를 이끌어냈다. 이것은 타 미디

어 플랫폼으로의 소비자 이탈을 의미하기도 한다. 소비자의 미디어 이탈 현상은 미디어 생산자 입장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하나의 콘텐츠가 다양한 플랫폼에서 확산 및 재생산이 가능한 복합적 · 다

층적 시장구조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이런 현상은 시장의 와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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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트랜스미디어 시대에서 에디큐레이션의 의미에 대한 연구

1) 이 논문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만화포럼에서 발표한 후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2016년 9월 30일) 통권, 제44호에 실렸음을 알립니다. 

2) 이호영 외(2009), 컨버전스 시대의 트랜스미디어 이용자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p.11

트랜스미디어 시대에서
에디큐레이션의 의미에 대한 연구1)

: 출판 및 만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_ 박세현(상명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외래교수)

주제발제 02



다각화된 시장의 가능성을 시사하며, 다각화된 시장은 미디어 생산자에게 시장 확장, 콘텐츠의 시너지, 그리고 미디어 사

업의 프랜차이즈를 유도한다.3)

이 논문은 다양한 미디어의 변화 환경이 미디어와 미디어, 콘텐츠와 콘텐츠, 미디어와 콘텐츠 등 매체와 콘텐츠의 경계

를 허물어 융합을 통해 컨버전스 컬처를 만들어내고, 더 나아가 트랜스미디어 시대로 진화하는 이 시점에서, 미디어 콘텐

츠의 생산 프로세스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으며, 그러한 생산 프로세스가 소비 패턴에 어떤 영향을 주며, 수용자는 어떤 방

식으로 콘텐츠 리터러시를 이끌어내는지를 살펴본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콘텐츠 에디큐레이션(edi-curation)이라는 개념을 제안하고자 한다. 콘텐츠 에디큐레이션은 1차적

으로 미디어 생산자의 영역으로 이해되기 쉽다. 하지만 생산과 소비의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서 에디

큐레이션은 생산자가 곧 소비자며 소비자가 곧 생산자인 (미디어) 프로컨슈머(pro-consumer)/프로듀저(produser)를 유도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콘텐츠 프로세스가 된다. 결국 콘텐츠의 출처가 창작자나 프로듀서가 아니라, 전 방위적인 참

여 행위자 모두가 된다(김기홍, 2015).4) 헨리 젠킨스(2006)도 프로-컨슈머 개념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지만, 지식 커

뮤니티에 대한 소비자의 능동적 참여라는 용어로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소비자의 참여 문화는 파편화된 정보를 취합

하고 정리하고 토론하여 자신들만의 콘텐츠로 이끌어내는 작업에 대한 경험으로 정의된다.

그런 점에서, 트랜스미디어 시대에서 에디큐레이션의 정의와 의미를 정리하면서, 인쇄출판 콘텐츠와 만화 콘텐츠에서

에디큐레이션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보고자 한다. 아울러, 기존의 편집 방식과의 차별성과 유사성을 살펴봄으로써

트랜스미디어 시대에서 에디큐레이션의 가치를 분석해본다. 그 접근 관점은 미디어 플랫폼에 따른 영화, 만화, 드라마 등

트랜스미디어 콘텐츠의 스토리텔링에 맞추기 보다는, 콘텐츠 창작자 혹은 생산자의 입장에서 에디큐레이션을 통해 텍스트

구성 형식에 포커싱 했다. 창작적 표현형식의 방법론에 대한 변화를 중심으로 기술했음을 밝힌다. 아울러 에디큐레이션 작

업이 미디어 소비자의 콘텐츠 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Ⅱ. 에디큐레이션이란? 

결론부터 말한다면, 트랜스미디어 시대에서 성공하는 콘텐츠의 생명은 에디큐레이션에 달려 있다. 그런데 왜 에디큐레

이션인가? 에디큐레이션의 분석과 논의에 앞서, 먼저 에디큐레이션의 개념부터 정리하자. 에디큐레이션(edi-curation)은

editing + curation의 합성어다. editing과 curation의 사전적 설명은 이러하다.

editing : 

•촬영된 영상을 의도에 맞게 쇼트(shot)와 신(scene), 시퀀스(sequence)를 결합하면서 영상물을 완성하는 작업. 여기엔

쇼트의 선택, 쇼트와 장면, 시퀀스의 배열, 사운드 트랙의 믹싱, 최종적인 사운드 트랙과 이미지의 결합 등을 포함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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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헨리 젠킨스가 사용한 ‘확장, 시너지, 프랜차이즈’ 개념을 필자가 변용했다. 헨리 젠킨스, 김정희원, 김동신 옮김(2008), 《컨버전스 컬처》, 비즈앤비즈, p.41

4) 김기홍(2015), 트랜스미디어 담론에 대한 집단지성론적 고찰, 《만화애니메이션연구》,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p.265

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0387&cid=42617&categoryId=42617, 2016. 07. 10



•신문, 출판, 방송, 통신 등에서 자료나 원고 등을 수집, 정리, 구성하여 일정한 형태로 마무리하는 과정 및 그 행위와 기

술. 출판사에서 원고를 받아 정리, 구성하는 일.6)

curation :

다른 사람이 만들어놓은 콘텐츠를 목적에 따라 분류하고 배포하는 일을 뜻하는 말이다. 콘텐츠가 많아질수록 선별된 양

질의 정보에 대한 수요가 커지며 큐레이션은 이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신규 비즈니스의 기회가 창조적 작업(콘

텐츠 제작)에서 콘텐츠의 분류 편집 및 유통으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한 자료를 자기만의 스타일로 조합해내는

파워 블로거,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거대한 집단지성을 형성한 위키피디아, 스마트폰을 통해 주제에 따라 유용한 정보를 모

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등이 큐레이션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7)

‘editing’은 영화와 만화 분야에서 사용하는 시각은 조금 달라도, 광의의 의미에서는 ‘편집’으로 통칭할 수 있다. 사실, ‘편

집’은 인쇄출판에 기반을 둔 문자 콘텐츠 분야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영상 예술이며 복제 예술인 영화 기법에서 나온 용

어다. 그것이 당연한 것은 문자로 기록된 된 인쇄출판물은 직선적 독해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시작에서 끝으로 이어지는

시간 개념이 개입된다. 그래서 중간에서 임의대로 삭제 및 해체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

로 문자 콘텐츠의 집합체인 책이 그러하다.

한편 영화는 문자 콘텐츠와 달리, 창작 과정에서도 연속적인 시간 개념이 개입되지 않는다. 모든 영화 촬영이 완료된 후

감독의 의도대로 재단되고 조합되는 편집 예술이다. 영화의 몽타주 기법이 그것이다. 그런 점에서, 발터 벤야민은 《기술복

제시대의 예술작품》에서 “영화는 복제 가능성에 바탕을 둔 예술 형식으로 많은 영상들의 조립이며, 궁극적으로 성공할 때

까지 임의대로 개선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8)

한편, ‘curation’은 명확하게 풀이할 만한 단어가 없다. 큐레이션은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에서 전시되는 작품을 기획하고

설명해주는 큐레이터(curator)에서 파생된 단어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수집하고 공유하여 그 가치

를 부여하며 미디어 사용자들이 소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로 정리된다.9) 결국 큐레이션은 회화의 시대에 무지한

민중이 난해한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큐레이터의 설명이 필요했던 것처럼, 대량의 미디어 정보를 전부 취합하고 소화할

수 없는 미디어 소비자가 손쉽게 선택하고 독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미디어 큐레이터의 작업’이다.

사사키 도시나오(2012)는 《큐레이션의 시대》에서 ‘큐레이션’을 ‘정보 필터링 시스템’으로 정리했다.10) 그 이유는 매스 미

디어가 주도하는 패키지 소비의 시대에서 필요한, 취향에 맞는, 유용한 정보를 취합하기 위해서는 큐레이터의 필터링 작업

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터링 작업은 단순히 대량의 정보를 걸려낸다는 범위를 넘어, 걸러낸(수집하고 선별하고

조합한) 정보 덩어리에 의미를 부여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는 확산의 범위까지 이어진다. 결국 단편적인 정보(꽃, 변

기)를 큐레이터(김소월, 마르셀 뒤샹)가 호명함으로써 새로운 가치(예술작품)를 부여하는 셈이다. 

그런 점에서, 에디큐레이션은 큐레이터의 큐레이션 작업에 편집과 의미를 부가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작업

이다. 물론, 큐레이션에도 편집의 뉘앙스는 존재하지만, 편집의 완전한 프로세스가 녹아 있는 것은 아니다. 편집은 사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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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김일태 외(2008), 《만화애니메이션 사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67045&cid=42107&categoryId=42107, 2016. 07. 10

8) 발터 벤야민, 최성만 옮김(2007),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도서출판 길, p.61 9) 네이버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76526&cid=41810&categoryId=41812

10) 사사키 도시나오, 한석주 옮김(2012), 《큐레이션의 시대》, 민음사, pp.214~215



의 정보 필터링에 대한 가치를 함축하고 있으며, 텍스트를 넘어서 콘텍스트, 더 나아가 다른 텍스트와의 이종 교배에 이르

는 메타 텍스트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콘텐츠로서 텍스트는 해체와 재구성(하이퍼텍스트 혹은 탈텍스트), 크로스오버를 반복하면서 새로운

생산과 해석의 단계에 다다른다. 이런 작업이 새로운 의미 부여의 행위가 된다. 결국, 에디큐레이션은 새로운 콘텐츠로의

탄생이면서 의미 생산 작업의 과정이며 결과다. 정리하면, 트랜스미디어 시대에서 콘텐츠의 알파와 오메가는 에디큐레이

션이다. 여기서 에디큐레이션의 수행자가 바로 에디큐레이터다. 

2010년 <월스트리트저널> 저널이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스티브 잡스는 “에디터, 즉 편집자에게로 권력이 이동하고 있다”

라고 역설했다. 스티브 잡스의 말은 정보 과다를 넘어서 잉여 정보가 쓰레기 취급을 받는 시대에서 혹은 과거 정보 결핍의

시대에서 정보 및 지식 편집의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결국 지식 편집의 수단을 쥐고 있는 자에게 권력이 쏠리는

시대가 된 것이다(김정운, 2014).11) 에디터가 출판 편집자의 영역에 한정적이라면, 에디큐레이터는 단순히 정보를 설명해주

는 큐레이터나 편집 업무를 담당하는 에디터의 역할을 넘어서 정보를 소비, 취합, 선별, 수정, 삭제, 해체, 조합, 융합 등의 권

력을 행사하는 재창조자(프로슈머 혹은 프로듀저)의 역할을 담당한다.

Ⅲ. 왜 에디큐레이션인가?

콘텐츠의 에디큐레이션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유는 인터넷 환경에 따른 다양하면서 복잡한 디지털 미디어의 콘

텍스트적 변화에 있다. 디지털 미디어로의 환경 변화는 아날로그 시대에 전문가들에 의해서만 가능했던 콘텐츠 생산과 가

공 시스템에서 벗어나, 다양한 편집 소프트웨어 덕분에 약간의 툴만을 익히면 언제 어디서든 콘텐트 재생산과 가공이 가능

한 단계에 이르게 했다. 그런 점에서, 에디큐레이션의 배경을 다음 사항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미디어 콘텐츠 생산과 소비의 환경 변화에 있다.

트랜스미디어 시대에서 기계복제에 기반을 둔 미디어 콘텐츠가 디지털 환경에서 전환될 때 다종다양한 미디어들 사이

에서 혼성교배가 이뤄져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되는데(이호영 외, 2009), 이러한 변형 과정에서 콘텐츠들 사이는 물론, 미디

어들 사이의 경계마저 붕괴된다. 이 경계의 붕괴는 미디어 콘텐츠 생산과 소비의 경계도 함께 모호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생산과 소비가 역순환 구조를 띠고 된다.

디지털 콘텐츠의 구현은 대기업의 생산 시스템 하에서 가능할 뿐만 아니라, 평범한 대중의 본능 - 직관적, 일상적, 실용

적인 문화실천을 통해서도 이뤄진다(이호영 외, 2009). 이런 관점에서 미디어 콘텐츠의 생산과 소비는 상호작용의 메커니

즘으로 진화한다. 결국 생산자와 소비자 - 미디어 - 콘텐츠 - 채널의 구분은 무의미해지고 오직 네트워크 내에서 미디어 소

비자와 생산자의 플랫폼 환경에 따라 콘텐츠는 변화되고 연동된다.

둘째, 디지털 플랫폼(디바이스)의 다양화에 있다.

트랜스미디어 콘텐츠의 구성 요소 가운데 제1의 전제 조건은 당연히 콘텐츠를 구현해낼 수 있는 미디어 디바이스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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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김정운(2014), 《에디톨로지》, 21세기북스, p.41



것을 다중 미디어 플랫폼이라도 말하는데 영화 스크린, 텔레비전 브라운관, 동영상 플레이어 세트 박스, 게임 세트 박스, 모

바일 디바이스, 퍼스널 컴퓨터, 라디오 등이다. 동일 콘텐츠는 미디어 사용자의 미디어 플랫폼에 따라 다양하게 소비되고,

각 플랫폼의 환경에 따라 각색되고 재단되며 구성되는 생산 프로세스를 거쳐서 유통된다. 이런 과정에서 콘텐츠는 지식과

정보의 개념을 넘어서 엔터테인먼트 및 마케팅 콘텐츠의 영역으로 편입된다(헨리 젠킨스, 2008).12) 헨리 젠킨스는 이것을

트랜스미디어 프랜차이즈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하나의 콘텐츠가 서로 다른 미디어(플랫폼 + 디바이스)를 통해서 서

로 다른 틈새시장을 형성하면서 다양한 소비자 층을 유인하는 견인차 역할을 강조했다.

셋째, 디지털 1인 미디어와 SNS 미디어의 등장에 있다.

인터넷 포털은 개인과 단체의 디지털 영역을 새롭게 재편했다. 과거에는 물리적 공간의 점유라는 관점에서 개인과 단체

의 거주 영역을 규명하고 규정했다면, 디지털 환경에서는 네트워크라는 가상의 사이버스페이스에 개인과 단체의 주거 공

간을 마련했다. 이것이 디지털 1인 혹은 SNS 미디어다.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미니홈피,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

램, 밴드, 포스트, 브런치 등이 그것이다. 이 1인 미디어(SNS 미디어) 사용자는 단순한 독자나 관람자가 되었다가, 이용자 혹

은 플레이어가 되기도 하며, 창작자가 되기도 하는 다층적 구조를 형성한다(남정은, 정희경, 2015).13) 결국 이들은 미디어 콘

텐츠의 생산자이면서 소비자며, 그리고 에디큐레이터가 되기도 한다. 

이들 1인 미디어(SNS 미디어)는 가장 대표적인 트랜스미디어의 형태로 미디어 콘텐츠의 생산과 공유, 소비를 모두 이행

하는 사이버스페이스다. 이 사이버스페이스에서 1인 미디어(SNS 미디어) 사용자의 의도대로 콘텐츠는 복제, 짜깁기, 해체,

하이퍼링크, 압축, 분해, 재구성을 반복하여 게재되고 공유되고 소비된다. 이러한 작업을 브리콜라주(bricolage)라고 하는

데(전경란, 2010)14), 이는 에디큐레이션의 특성이다. 

그런 과정에서 지루한, 혹은 난해한 텍스트는 이미지나 소리와 교합을 이루고, 복잡한 내용은 단선적인 라인으로 풀어지

고, 문장과 문장 혹은 단락과 단락의 인과적 고리는 느슨해진다. 결국 영화의 몽타주 기법이 그러했듯, 디지털 텍스트의 몽

타주 식 논리(비선형 논리)는 트랜스미디어 콘텐츠의 특징이다. 이는 미디어 소비자들의 리터러시가 변했다는 것을 의미하

기 때문이다. 이호영 외(2009)는 하이퍼텍스트의 이러한 느닷없음과 비인과적 정보의 의도적 상호연계가 트랜스미디어의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넷째, 미디어 소비자의 리터러시 변화에 있다.

과거에 책과 회화, 음악 등의 예술 작품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분을 명확했으며, 그 독해 방법도 분석, 상징, 비유, 해독

의 과정을 거쳐야 가능했다. 하지만 헨리 젠킨스의 이론대로, 과거는 지식의 습득을 위한 콘텐츠 소비였다면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로의 전환된 트랜스미디어 시대에서 콘텐츠는 새로운 독법을 요구한다. 

이호영 외(2009)에서 트랜스 리터러시는 손짓언어와 구술문화부터 필기, 인쇄, 텔레비전, 영화, 디지털 소셜 네트워크에

이르기까지 플랫폼과 도구의 범주를 넘어서 읽고, 쓰고,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말하며, 트랜스미디어 문자 해독 능력이 있

는 사람은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트랜스 리터러시는 구술 성향

을 띠고 있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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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헨리 젠킨스(2008), 앞의 책, p.159 13) 남정은, 김희경(2015), 트랜스미디어 콘텐츠 유형에 관한 연구, 《글로벌문화콘텐츠》,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pp.32~33

14) 브리콜라주는 프랑스의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가 문화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에서 사용한 용어로, ‘여러 가지 일에 손대기’ 등으로 번역되며,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로 필요한 무엇인가를 만드는 작업을 가리킨다. 결국 1인 미

디어 사용자의 자율 의사에 따라 콘텐츠를 조합, 해체, 재조합함으로써 새로운 형태, 의미, 가치를 부여하는 창조적 활동을 일컫는다. 

전경란(2010), 트랜스미디어 콘텐츠의 텍스트 및 이용 특징,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 p.247



과거 출판인쇄를 기반을 둔 문자 콘텐츠는 구술성보다 기록을 위한 문어체 성향을 중시해왔다. 그래서 한 번 텍스트로

인쇄된 책의 변형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의 다양화는 각각의 플랫폼에 맞는 기록, 저장, 수정, 삭제, 보

완, 편집 등의 과정이 자유로움을 넘어서 무한대에 이른다. 여기에 1인 미디어(SNS 미디어)의 등장은 웹 윈도에 적합한 텍

스트 콘텐츠의 양질변화(다시 말해, 텍스트 형식과 구조의 파괴)를 가져왔다. 이러한 텍스트 파괴는 미디어 수용자의 문자

가독성과 해독력에도 양질변화를 가져왔다.

Ⅳ. 인쇄출판 콘텐츠의 에디큐레이션에 대한 분석

출판 콘텐츠의 핵심은 문자의 기술과 저장, 그리고 인쇄를 통해 완성된, 종이 물성을 가진 책에 있다. 과거 이 책은 소수

만이 보유하고 읽을 수 있는 고급 문화재였지만, 구텐베르크의 인쇄혁명 이후 소수의 점유물이었던 책은 문자를 읽을 수

있는 대중의 소비재로 정착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책이 바로 성경이다. 로마 교황청과 성직자, 군주, 귀족 들에게 사유화

되었던 성경은 인쇄기술의 발달로 대중도 읽을 수 있는 문화가 되었다. 이제 신의 말씀은 누군가의 소유가 아닌, 모두의 공

유가 된 것이다. 이 당연한 문제가 15세기말 전 유럽을 피로 물들게 한 종교혁명을 야기했다. 

텍스트로 구성된 책의 독법은 처음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이어지는 직선적 구조를 갖고 있다. 이것은 곧 인간

의식에 논리적 인과관계라는 자물쇠를 채웠다. 그 논리성을 벗어나면 비정상적이거나 낯선 것이 되었다. 김정운(2014)은

한 시대를 열었던 책의 혁명이 이제는 그다음 시대로의 이행을 막는 반혁명적 장애물이 되었다고 피력한다. 바로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서 이전 책의 작법과 독법이 새로운 인식 전환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디지털 기기의 탄생은 텍스트 독법을 직선적, 논리적 책의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게 만들었다. 가장 혁신적인 디지털 기

기인 마우스 덕분이다. 퍼스널 컴퓨터의 키보드는 과거 타자기의 직진성, 수정 불가성, 불가역성을 여전히 따르고 있지만,

마우스는 순간 이동의 마력을 갖고 있다. 바로 하이퍼텍스트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마우스를 사용하면서 인간 의식은 비약

적으로 진화했으며, 사각형 틀(책) 안에 갇혀 있던 생각이 날아다니기 시작했다(김정운, 2014).15) 이것은 곧 창조와 편집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었다. 

이런 현상은 인쇄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출판 콘텐츠(책, 신문, 잡지 등)에도 크로스미디어와 트랜스미디어로서 스토리텔

링 구조를 요구한다. 서술성, 시간성, 논리성, 장문 등의 특성을 지닌 출판 콘텐츠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비선형성, 비

서사성, 비시간성, 비논리성, 독립성, 수평구조를 띠게 된다(남석순, 2011).16) 이처럼 인쇄출판 콘텐츠에서 에디큐레이션이

적용되는 현상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 첫 번째 현상은 책 구성의 인과성을 해체하는 데 있다. 과거 책의 전체 구성은 앞의 단락이나 앞의 챕터를 이해하지 않

고는, 책의 전체 내용을 따라갈 수 없었다. 다시 말해, 챕터 1에서 챕터 2로, 챕터 2에서 챕터 3으로 넘어가야 하는 선형적 독

법이었다. 하지만 최근 책의 구성은 파편적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 

책의 챕터와 챕터 사이의 인과성을 중시하기보다, 어느 챕터를 읽어도 그 챕터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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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서 책 전체가 하나의 통시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 챕터만 떼어내서 하나의 콘텐츠로 재구성하여 판매 및 유통이

가능하다. 그래서 최근 전자책의 경우는 챕터 별로 분리하여 별도의 바코드를 책정하여 유통하고 있다. 결국 출판 콘텐츠

기획과 편집의 단계에서 에디큐레이션이 개입한다. 

두 번째 현상은 장문의 긴 텍스트를 이미지와 단문의 카피 형식으로 재구성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그만큼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서 미디어 소비자들의 텍스트에 대한 가독성이 이전과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복잡한 단어보다 명료한 단어, 긴 문장

의 텍스트보다 단문의 카피 형식 문구, 문어체보다 구어체, 텍스트와 이미지의 결합, 논리적 독해보다 감성적 공감 등을 더

선호하게 되었다. 특히 이런 현상은 신문사에서 기사 변형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적용된 에디큐레

이션의 형태가 카드 뉴스다. 

컴퓨터 모니터 기반의 큰 뷰어보다 모바일 스마트폰의 작은 뷰어 환경에 최적화된 카드 뉴스는 빅데이터 시대에 과잉 정

보를 에디큐레이션 과정을 거쳐서 지식과 정보의 무거움보다 비주얼 스넥 컬처로써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 카

드 뉴스의 정보 제공 방식은 1)리스티클17), 2)문답형 3)반전 스토리 등으로 미디어 소비자의 호기심과 공감대를 유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정소영, 2015).18)

언론사가 카드 뉴스를 장문 기사나 텍스트 위주의 단조롭고 심심한 기사를 흥미와 관심, 공감대를 유발하기 위해 활용했

다면, 출판계는 책의 구성을 함축적으로 핵심 키워드나 주제만으로 압축하여 제2의 책으로 재구성하려고 하는 의도와 기

존 책의 온라인 홍보 마케팅을 위해 카드 뉴스를 활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카드 뉴스는 미디어 수용자의 리터러시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 김정운(2014)은 노트 식 사고인식과 카드 식

사고 인식의 차이가 하늘과 땅의 그것만큼 난다고 주장했다. 사고 인식의 핵심은 편집 가능성에 있다. 한국의 노트는 직선

적 기록 방식을 강요하면서 사고의 틀을 단선적으로만 이어지게 만드는 반면, 독일의 카드는 자기의 필요에 따라 이야기를

언제든지 재구성할 수 있다. 결국 노트의 생각은 - 노트를 찢어버리지 않는 한 - 뒤집거나 절대 바꿀 수 없지만, 카드의 생

각은 언제든지 배열을 바꿔서 이야기를 재편집하면서 자신만의 이론을 다양한 관점으로 정립할 수 있다. 결국 노트는 생각

의 발목을 사슬로 묶어 두지만 카드는 생각의 몸에 날개를 달아주는 셈이다. 

카드 뉴스는 웹 기반이 아닌, 모바일 스마트 환경에 최적화되어 페이스북, 네이버포스트, 블로그(스마트폰에 맞춘) 등 1

인 미디어나 모바일 SNS를 타고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미디어 소비자의 댓글, 공유, 좋아요 등의 즉각적 반응을 유도하여

트래픽을 통한 수익 창출을 만들려고 하는 미디어 생산 및 공급자의 의도가 깔려 있다. 

결론적으로 헨리 젠키스의 말대로, 카드 뉴스는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로서의 역할과 마케팅 홍보를 위한 역할을 동시에

담당한다. 카드 뉴스는 ‘당신에게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당신을 위한 정보 가치를 선물한다.’19) 식으로 미디어

소비자의 자존심을 고취하려는 감성 마케팅을 활용한 에디큐레이션의 한 형태다. 

세 번째는 동영상 콘텐츠가 출판 콘텐츠로의 변형에는 에디큐레이션 작업이 반드시 따른다. 물론, 영화, 드라마가 소설

책으로, 다큐멘터리나 역사 교양 프로그램이 인문서로, 요리 프로그램이 요리책 등으로 컨번전스 되기도 했다. 이들 콘텐

츠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대체로 영상 콘텐츠를 텍스트와 이미지로 재구성한 출판 콘텐츠다. 이런 출판 콘텐츠 가운데

트랜스미디어 시대에 출판 에디큐레이션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 EBS <지식 e>(그리고 <역사 e>) 시리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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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목록(list)+기사(article)의 합성어로 주제에 따라 재구성한 카드 뉴스의 형식이다. 예로 들어, ~ 하는 몇 가지, 이럴 땐 이런 책 몇 권, 죽기 전에 반드시 봐야 할 영화 TOP 10 등이다. 

18) 정소영(2015), 빅데이터 시대에 카드뉴스의 유형과 활용 현황 분석,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1(4), 한국디자인문학학회, p.610

19) 사사키 도시나오, 앞의 책, p.42의 내용을 필자가 변용했다.



EBS <지식 e>는 역사, 문화, 사업, 정치,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장르, 다양한 소재에서 인상적인 문구를 이미지

에 배합하면서 시각적 효과를 내면서, 그 (지식 혹은 정보) 내용에 감성을 더한 동영상 교양 다큐멘터리다. <지식 e>의 장

면들을 하나씩 떼어놓고 보면, 한 편의 카드 뉴스 시리즈가 된다. 신문 기사의 카드 뉴스는 보통 10~15장 카드를 활용한다

면, <지식 e>는 30~40장에 이르는 카드 뉴스를 동영상으로 재편집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동영상 <지식 e>가 출판물 《지식 e》로 컨버전스 되면서, 출판 에디큐레이션의 능력이 발휘되었다. 만약 동영상 <지식 e>

의 포맷 그대로 출판물 『지식 e』로 옮겼다면, 책 속 내용과 편집은 수많은 카드 뉴스들의 나열에 지나지 않았을지도 모른

다. 책 편집의 질도 떨어졌겠지만, 그 내용 구성도 지루할 것이며, 그 전달 강도도 훨씬 약했을 것이다. 하지만 기획편집 에

디터의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출판물 《지식 e》는 출판 분야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여준다. 적

절하게 배치된 텍스트, 시각적 효과를 배가한 이미지 편집과 레이아웃, 강조할 텍스트의 디자인, 내용의 재구성과 추가 등

은 《지식 e》의 읽는 재미와 보는 재미를 모두 구현해냈다. 

Ⅴ. 만화 콘텐츠의 에디큐레이션에 대한 분석 

출판만화의 창작 방식은 스토리 작업, 콘티 작업, 작화 작업의 선행적 구조를 띠고 있다. 창작 과정에서 만화용지라는 종

이 매개물의 절대적 역할은 출판 콘텐츠에서 종이책의 절대성과 맞먹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종이 사이즈의 전지

전능함을 벗어나서 출판만화를 창작하기는 거의 불가능했다. 하지만 디지털 미디어 기반의 창작 방법은 종이의 신성(神聖)

을 땅으로 내려앉혔다. 

아울러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환경은 창작방법과 함께 만화의 독법도 바꿔놓았다. 기존의 출판만화는 양쪽 페이지를 펼

침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기에 왼쪽 페이지의 왼쪽 칸으로 시작으로 맨 아래 칸의 오른쪽 칸에서 오른쪽 페이지 맨 위 칸의

맨 왼쪽 칸으로 이동하는 지그재그(Z) 형의 독법을 따라야 한다. 칸의 사이즈를 아무리 크게 하려고 해도, 결국 창작자는 부

처님(종이)의 손바닥이 안에서 놀 수밖에 없는 손오공 신세를 면하지 못한다. 여기에 말풍선과 의성어, 의태어는 - 고조된

감정이나 사건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 만화 칸을 벗어나서 표현되는 경우는 드물며 만화 용지의 면을 이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니, 불가능했다. 

하지만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만화, 즉 웹툰은 만화의 개념을 바꾸어 놓았다. 먼저 칸의 이야기 구성을 가로 형식에서 세

로 형식으로 바꾸어 놓았다(물론, 네이버포스트나 페이스북 등에서 연재되는 웹툰은 가로 형식으로 다시 작업이 되고 있

다). 세로 형식 즉 스크롤 방식의 창작 순서는 독법의 방법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어지는 지그재그 독법이 세로 형 직선

과 세로 형 지그재그로 바뀌었다. 

이런 세로 스크롤 형식의 칸 나누기가 출판만화에 비해, 단조롭고 획일적 구성과 연출을 만든다는 비평도 있다(김지

연, 오영재, 2012).20) 그럼에도, 고대 이집트 파피루스가 21세기에 모니터에 재탄생한 것 같은 스크롤 방식의 서사구조

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만화보기와 읽기에 대한 혁명이다. 출판만화가 읽기의 시간 개념과 만화책의 펼침 페이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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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김지연, 오영재(2012), 웹툰에 있어서 서사구조에 따른 공간활용에 대한 비교분석, 《한국영상학회논문집》제10권 No.3, 한국영상학회, p.131



공간 개념을 모두 이해하면서 서사구조를 이어갔다면, 웹툰은 한정된 공간21)에서 무한대의 시간 확장을 도입하면서 이

야기를 풀어낸다.

출판만화가 평면적 공간 내에서 시간의 느릿한 흐름을 좇아갔다면, 웹툰에서 시간은 전진하지만, 공간은 규제를 받는다.

평면적 공간에서 출판만화에 대한 독법은 마치 풍경화를 보면서 이해하는 과정이라면, 웹툰은 출판만화처럼 2차원 평면에

정지된 만화임에도 마치 보이지는 않는 칸이 영화 필름처럼 흘러가는 유사 애니메이션의 독법에 따르게 된다. 

들뢰즈의 표현을 빌린다면, 출판만화의 독법은 ‘죽은 시간의 증식’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는 이탈리아와 일

본의 네오리얼리즘 영화 연출을 분석하면서, 네오리얼리즘의 영화에서 시간은 마치 죽은 듯이 흐르지만 영화가 진행되면

시간은 이미지와 함께 증식되어 인간 사유에 여백을 준다22)고 설명했다. 출판만화의 종이 여백과 일정한 칸의 전개와 형태

는 만화를 보는 독자에게 일정한 시간적 흐름에 따른 사유를 통한 만화 읽기에 대한 노고를 요구한다.

반면, 웹툰에서 칸의 중요성과 의미는 거의 사라졌다. 이유는 칸의 경계선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디지털 미디어 디바이

스에서 칸은 모니터 뷰어와 스마트폰 뷰어가 대체하고 있다. 그래서 웹툰에서 칸의 형태는 과감하게 삭제되거나 변형된다.

세로 스크롤에서 보이지 않은 칸과 칸 사이의 경계를 추측할 뿐이다. 이런 현상은 세로 스크롤뿐만 아니라, 네이버포스트

나 페이스북에 연재되는 1인 미디어 사용자의 웹툰에서 나타난다. 다만, 네이버포스트와 페이스북의 경우, 세로 스크롤 방

식이 아닌 카드 뉴스 방식으로 창작되기에 가로 형식을 취한다(물론, 최근 네이버포스트는 웹이나 스마트폰에서 세로와 가

로 뷰어를 모두 사용하고 있다).23) 

칸의 과감한 변형과 삭제는 창작에서 배경에 대한 무게 중심의 상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칸은 영화의 스크린, 회화의 프

레임을 대체하는 것으로, 인물과 배경을 한데 어우러지게 하는 연출미를 발휘한다. 하지만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에 최적화

되어 있는 뷰어에서 배경은 스토리의 빠른 전개와 캐릭터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웹툰은 스토리

의 사건에 개입하는 캐릭터 표현을 부각하고 배경 연출을 과감히 삭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캐릭터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따라가는 웹툰은 미디어 수용자에게 스토리 전개의 긴박감을 즉각적으로 이해시키는 데

적합하다. 대신, 출판만화의 칸에서 이뤄지는 영화적 연출(카메라 워킹, 배경과 인물의 조화)이나 회화적 연출(화려한 색과

풍경화적 배경 연출)을 표현하는 데에 웹툰 작법은 조금 제약이 따른다. 오히려 이런 예술적 연출이 좁은 화면에 복잡한 연

출과 느린 전개에 대한 부담감을 주기 때문에 미디어 수용자의 독해에 방해가 되기도 한다. 

다음으로, 말풍선과 의성어, 의태어의 연출 방식도 다양하게 바뀌면서 배치, 형태, 디자인 등이 다양해졌다. 그만큼 독자

아니, 미디어 소비자의 웹툰 독법도 바뀌고 있다. 

정규하 · 윤기헌(2014)은 출판만화의 한정된 공간과 달리 웹 공간의 무한확장으로 변화된 말풍선을 분석하면서, 일반 배

치형, 외곽 배치형, 상하 배치형, 스크롤 활용형으로 분류하여 웹툰 창작과 독해의 방법론을 제시했다.24) 목혜정(2014)은 웹

툰의 사운드 시각화가 출판만화의 본질로 달라지지 않지만, 영화의 프레임 이동(필자 : 세로 스크롤 이동)에 따라 글자의 이

미지와 크기, 그리고 원근감을 살리고 있으며, 여기에 사운드 텍스트에 색을 넣어서 창작자의 의도에 따라 미디어 소비자

의 감정을 유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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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미디어 플랫폼 즉 디바이스에 따라 공간의 크기는 변동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현재 웹툰이 모바일 스마트폰 뷰어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평면적 공간 개념은 무시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22) 질 들뢰즈, 이정하 옮김(2005), 《시네마 Ⅱ 시간 - 이미지》, 시각과언어, pp.34~35 23) 여기서 웹툰의 기존 정의에서 세로 스크롤과 카드 뉴스 형식을 모두 사용해야 된다. 

24) 정규하, 윤기헌(2014), 웹툰에 나타난 특징적 말칸에 대한 분석, 《만화애니메이션연구》,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p.393

25) 목혜정(2014), 웹툰의 사운드 표현에 관한 연구, 《만화애니메이션연구》,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14, pp.478~479



미술의 조형심리학과 심리학의 인지심리학에 기반을 둔 말풍선, 의태어, 의성어는 시각적 이미지를 청각적 음원으로 전

환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그런데 인식 전환의 프로세스는 작품 그 자체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을 보는 미디

어 수용자의 인식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창작자가 얼마나 시각적 효과를 잘 표현하는가에 따라 미디어 수용자

의 독법 방식과 강도도 제각각 달라지게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웹툰의 공간 여백과 세로 스크롤은 출판만화가 구현하지

못했던 말풍선, 의성어, 의태어의 시각적 효과를 표현해내면서, 미디어 소비자가 웹툰 독법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변화를 배

가하는 능력을 발휘한다. 

최근 들어, 웹툰 수용자들이 스마트폰 디바이스를 볼 때, 웹에서 보는 것과 달리 빠른 손놀림으로 빠르게 화면을 이동시

키면서 소비한다. 특히 이런 빠른 손놀림은 이야기를 서술하는 전략방식에 따라 달라지는데, 글로써 이야기를 풀어낼 때는

수용자의 스크롤 속도가 다소 느리며, 그림으로써 서사구조를 이어갈 때는 스크롤 속도가 빨랐다(최보람, 노선, 박진완,

2012).26) 이때 웹툰 수용자는 2차원 평면의 웹툰을 보고 있지만, 마치 초당 프레임이 아주 적은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처럼

즐긴다(목혜정, 2014). 스마트폰 환경에서 웹툰은 출판만화와 같은 2차원 평면의 정지 이미지지만 움직이는 동영상처럼 구

현되는 것이다. 결국 출판만화의 잔상효과가 단절적이었다면, 웹툰의 잔상효과는 연속적이 된다.27) 

미국의 만화가 크리스 웨어가 “나에게 만화와 영화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만화의 독자는 내용을 구성하기 위한 수고를 더

해야 하는데, 영화의 관객은 그보다 수동적이라는 것이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웹툰이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같다는 표

현은 미디어 수용자의 수동적 독해를 설명한다. 윤보경(2013)은 ‘한국 만화가 낱낱이 풀어진, 각각의 흐름이 구체적으로 보

이는 이미지 예술’이라면, ‘프랑스 만화는 최대한 압축, 절제되어 정수를 담은 이미지 예술’이라고 평하면서, 한국 만화의 영

화적 연출 방식에 대한 수동적 독해에 대해 논했다. 결국 한국 만화는 읽는 행위보다 보는 행위에 더 강조한다.28)

Ⅵ. 트랜스미디어 시대에 에디큐레이션의 의미

1. 인쇄출판 콘텐츠에서 에디큐레이션의 의미
트랜스미디어 시대에 대처하는 인쇄출판계의 행보는 솔직히 더딘 편이다. 종이라는 물성을 가진 매개물(미디어)에 종속

되어 있는 책, 신문, 잡지. 그리고 수정 불가능이라는 엄청난 족쇄를 씌우는 인쇄기계. 15세기 인쇄혁명 이후 종이 + 인쇄라

는 제작환경은 인간의 역사와 사상, 경제, 심지어 인간의 계급마저도 결정지어왔다. 

하지만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거쳐 트랜스미디어 시대에 봉착한 인쇄출판 콘텐츠는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첫째, 디지

털 콘텐츠로서 비약을 할 것인가? 둘째, 원천 콘텐츠로서 크로스미디어로서의 성공적 길을 갈 것인가? 이 두 노선 가운데

하나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결국 앞으로 10년, 아니 5년 인쇄출판 콘텐츠 시장은 수십만 년 전 공룡시대의 멸종을 똑같이

경험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 연유에서, 트랜스미디어 시대에서 에디큐레이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들어, 전자책에 에디큐레이션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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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최보람, 노선, 박진완(2012), Scroll Tracking 실험을 통해 분석한 웹툰의 연출 기법, 《디지털디자인학연구》12(3), 한국디지털디자인협의회, p.41

27) 여기서 잔상효과는 망막에 비친 앞 이미지와 뒤 이미지를 연결하여 인식하는 독해 과정을 의미한다.

28) 윤보경(2013), 디지털 화면에 구현된 한국의 웹툰과 프랑스 만화의 차이점, 《만화애니메이션연구》,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pp.96~98

그에 따르면, 프랑스 만화의 경우, ‘만화를 읽는다(Lire la bande dessinée)’, ‘그림을 쓴다(Écrire l'image)’라고 표현하는 반면, 한국은 ‘만화를 본다’라고 표현한다. 이것은 곧 만화 독해에 대한 인식차이다.



용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자책의 파일 형태인 e-pub은 텍스트 기반 형 프로그램으로 유저들의 디바이

스에 최대한 용량을 적게 차지하도록 만들어졌다. 그런 연유로 e-pub은 소설, 인문서 등 텍스트가 주를 이루는 출판 콘텐

츠에는 유용하지만, 미술, 만화, 영화, 여행서, 건강서 등 다수의 이미지로 편집되는 출판 콘텐츠에서 그 화려한 편집의 맛

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다. 

그래서 적잖은 전자책 유통사들은 e-pub파일과 함께, pdf 파일 서비스를 병행했다. pdf 파일은 책과 동일한 편집 디자인

이기에 이미지나 편집 디자인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출판 콘텐츠에 유용했다. 그런데 pdf 파일도 단점이 있다. 바로 하이

퍼텍스트나 동영상 구현이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최근 e-pub 3.0의 개발로 사운드와 동영상 삽입을 통해서 기존 전자책과

차별화를 두는 출판 콘텐츠들이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모든 출판 콘텐츠로 확산되기에는 전문적인

에디큐레이션 작업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신문, 잡지, 출판물은 네이버포스트의 영향으로 카드 뉴스라는 새로운 방식의 콘텐츠를 발견했다. 카드 뉴스는

출판 콘텐츠로서의 의미보다 헨리 젠킨스의 말대로, 콘텐츠의 마케팅 효과를 유도하기 위한 에디큐레이션 된 콘텐츠다. 사

실, 카드 뉴스가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맞게 탄생한 듯 보이지만, 이미 18세기 영국의 풍속화가 윌리엄 호가드가 판화를 여

러 장 그려서 각 그림마다 이야기를 넣어 하나의 스토리를 만든 작법의 디지털 버전이라고 해도 될 법하다.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콘텐츠로서 가능성을 보여주는 때는 대체적으로 텔레비전 방송에서 컨버전스 되는 콘텐츠

보다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네이버포스트, 다음 브런치, 팟캐스트,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등) 1인 미디어나 SNS 미디어에

서 연재된 디지털 콘텐츠(웹툰, 시, 여행, 만화에세이 등이 주를 이룬다)가 출판물로 컨버전스 되는 경우다. 

이들 디지털 콘텐츠에서 출판 콘텐츠로 컨버전스 되는 과정에서, 텍스트 원고의 추가 및 수정, 이미지 데이터의 재편집,

콘텐츠의 콘셉트에 맞게 레이아웃 구성 등 책 기획 및 편집의 에디큐레이션 작업이 꼭 따르게 된다. 디지털 미디어에서의

스토리텔링과 출판 미디어에서의 스토리텔링이 달라지는 셈이다. 이런 출판 에디큐레이션 작업이 미디어 플랫폼에 맞게

트랜스미디어 콘텐츠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다. 

2. 만화 콘텐츠에서 에디큐레이션의 의미 
트랜스미디어 시대에 스토리텔링의 관점에서 에디큐레이션의 상업적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은 단연코 윤태호의 <미생>

이다. 출판만화의 불황에도 200만 부라는 기념비적 판매를 보인 것도 놀랍지만, 웹툰에서 출판만화, 그리고 텔레비전 드라

마, 모바일 무비, 극장 판 버전, 패러디 드라마 등으로 확장되면서 ‘미생 신드롬’ 혹은 ‘미생 월드’를 만들어냈다.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하나의 콘텐츠가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화 디지털 미디어와 융합되면서 콘텐츠가 자유증식한다는 데 있다(서

성은, 2015)29)는 말처럼, 웹툰 <미생>은 이 증식 과정에서 각기 미디어의 환경에 맞게, 편집, 각색, 해체, 수정, 압축, 인용 작업

이 개입하면서 새로운 콘텐츠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스토리텔링의 관점에서 웹툰은 에디큐레이션 작업을 적극적 활용했다.

한편,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웹툰의 창작 표현 방식에도 에디큐레이션 작업이 개입되면서, 웹툰 창작 환경 변화가 웹툰

수용자의 독법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결국 이것은 출판만화의 독해 즉, 독자의 리터러시에도 변화를 주었다. 이 과정에서 에

디큐레이션을 수행하는 에디터의 역할은 웹툰 작가로 넘어가게 된다. 매회 연재가 될 때마다 달리는 미디어 소비자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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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서성은(2015),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으로서 <미생>의 가능성과 한계, 《어문학》, 한국어문학회, p.282



참여, 공유하기, 추천하기, 좋아요 표시 등은 창작자의 에디큐레이션 작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출판만화와 달리, 창작자와 미

디어 소비자의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이것이 트랜스미디어 시대에서 만화 콘텐츠의 에디큐레이션이 갖는 첫 번째 의미다. 

두 번째, 디지털 미디어로서 웹툰에서 혁명적 사건은 페이지 숫자의 제거다. 출판만화는 이전 페이지와 다음 페이지의

경계와 구분을 페이지 숫자에 있었다. 하지만 웹툰의 세로 형 무한증식 공간은 페이지의 의미도 페이지 숫자의 구속력도

무용지물이다. 결국 웹툰의 독해는 페이지라는 단계를 거치지 않기에 즉각적이며, 가로 형 칸의 구속력도 사라졌다. 남는

건 캐릭터 라이징이다(이용욱, 2009).30) 그만큼 웹툰에서 캐릭터가 사건에 개입되는 스토리 전개 속도가 빨라진다. 

세 번째, 말풍선, 의성어, 의태어의 다양한 표현은 디지털 미디어 수용자들의 감정변화에 자극을 준다. 출판만화가가 논

리적, 이성적 독해를 따른다면, 웹툰은 비논리적, 감성적 독해를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말풍선, 의성어, 의태어를 표현하는

문자 그림을 컴퓨터 폰트로 사용하는가와 그림 글자로 표현하는가에 따라, 미디어 수용자의 감정변화에 영향을 준다. 

김치훈(2014)은 웹툰의 그림 글자와 컴퓨터 글자로 표현된 의성어, 의태어의 효과를 분석하면서, 단조로운 컴퓨터 글자

보다 다양한 변형과 배치를 한 그림 글자가 동일한 상황, 동일한 소리와 움직임도 ‘크기, 글꼴, 음운의 배열, 위치, 방향에 따

라 소리와 움직임의 강도와 느낌이 달라져 미디어 수용자의 감정을 자극하는 효과도 다르다는 것으로 발견했다.31) 이 연구

는 웹툰 창작자들이 창작 과정에서 조작이 쉬운 컴퓨터 폰트 활용은 물론, 출판만화의 말풍선, 의태어, 의성어 연출에도 관

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Ⅶ. 결론 

출판 전문가들은 디지털 다중 미디어 시대에서 출판 콘텐츠가 생존하기 하기 위해서는 ‘스토리텔링 3방식’을 거쳐야 한

다고 평한다. 이 ‘스토리텔링 3방식’은 OSMU 스토리텔링 방식,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크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다.

OSMU는 하나의 콘텐츠가 원작으로서 다른 분야 등으로 확산되어, 원래 콘텐츠의 가치와 경제효과가 배가 되는 경우를 말

하며,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하나 혹은 두 개 이상의 콘텐츠가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거쳐 전혀 새로운 콘텐츠로

재생산 및 재구성되는 것을 말하며, 크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하나 혹은 둘 이상의 콘텐츠로 만들어진 콘텐츠를 널리 알

기기 위해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다.

미디어 다변화에 따른 스토리텔링의 변화를 그 기반으로 하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과 달리, 크로스미디어 스토리텔

링은 콘텐츠를 널리 알려서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구매로 이어지게 만드는 커뮤니케이션을 그 목적으로 한다(남석순,

2011). 그래서 크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광고 및 홍보 마케팅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콘텐츠의 에디큐레이

션을 통해 제2, 제3의 콘텐츠로 만들어내고 콘텐츠의 질과 가치를 높이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과는 차별점이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출판 및 만화 콘텐츠는 OSMU만으로는 고부가가치 콘텐츠로서 성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트랜

스미디어 시대에서 이들 콘텐츠는 미디어 플랫폼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다수의 미디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구현될 때,

콘텐츠의 파급효과와 가치, 작품의 독립성, 경제적 가치까지도 수행된다(남석순, 2011).32)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에서 고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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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용욱(2009), 디지털서사체의 미학적 구조, 《비평문학》, 한국비평문학회, p.217

31) 김치훈(2014), 웹툰의 그림글자로 표현된 의성어 · 의태어의 효과성 분석, 《디지털디자인학연구》, 한국디지털디자인협의회, pp.230~231



가치의 콘텐츠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그 환경에 맞게 콘텐츠의 에디큐레이션이 필수적이다. 

에디큐레이션의 작업을 거친 출판 및 만화 콘텐츠는 미디어 생산자의 작업 방식은 물론, 미디어 수용자의 콘텐츠 독법에

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출판 콘텐츠에서 에디큐레이션 작업은 챕터나 단락의 논리성 파괴, 구

어체의 문장, 카드 뉴스의 활용, 동영상 및 미디어 콘텐츠의 변형 등이 있으며, 만화 콘텐츠에서는 칸의 파괴, 말풍선, 의성

어, 의태어의 다양한 변형과 색채 사용, 특색 있는 레이아웃 등이다. 결국 트랜스미디어 시대에서 최상의 에디큐레이션을

이끌어내는 몫은 에디큐레이터의 능력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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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남석순, 앞의 논문, 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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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토론 02.

트랜스미디어 시대에서 에디큐레이션의 의미에 대한 연구
: 출판 및 만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_ 박세현(상명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외래교수)

[주요 토론 내용]

⦁ 에디큐레이션이 만화 쪽에 어떤 변화를 줄 건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면 하며, 에디큐레이션의 효과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에디큐레이

션의 개입에 대한 방법론과 효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 

⦁ 에디큐레이션과 에디션은 비중의 차이다. 기존의 에디팅 작업에도 큐레이션이 들어가지만 보통 단순한 편집, 교열, 조합에 지나지 않는

다. 에디큐레이션에는 에디터의 자율성이 들어간다.

⦁ 다중미디어 시대에서의 1인 블로거 등 모든 사람들이 에디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에디큐레이션이라는 부분은 작업과 현상 모두가 들

어간다는 것이다.

⦁ 트랜스미디어도 두 가지 층위로 얘기한다. 즉 기획자가 아예 기획해서 기획대로 전개되는 방식이 있고, 향유자들의 팬덤 현상에 의해

벌어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구별되어야 한다.

⦁ 문학에서는 에디톨로지가 문학과 편집 차원에서 나온 책이기에 나올 수 있는 말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큐레이터와 에디큐레이터

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다. 익숙해져 있는 큐레이터의 개념에 ‘에디’라는 용어를 붙인다고 얼마나 달라지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새로운

용어를 하나 사용하려면, 큐레이션이라는 용어로는 포용할 수 없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야 한다. 

⦁ 소년 점프의 에디터와 네이버 웹툰의 에디터는 다르다. 앞으로의 에디큐레이터는 웹 속성도 알고 캐릭터 라이징도 알아야하고 외국의

번역도 알아야 한다. 네이버 에디터는 기존의 출판이나 만화 에디터와는 다른 역량도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 일단 환경이 바뀌면 개념도 바뀐다고 생각한다. 다만 설득력 부분이 지적받는다. 특히 사례가 없으니 더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 지금은 플랫폼도, 출판계도 기획자, 편집자 역할을 PD로 통합하고 있다. PD가 기획자, 편집자, 유통 그리고 심지어 집필까지도 아우르

고 있다. 에디큐레이터는 PD보다는 통합적 이미지라고 생각한다.

⦁ 작가와 향유자의 구별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생산해 내는 것의 질적 층위나 마켓 자체가 다르다. 그렇다면 논의를 나눠서 생산자 쪽에

서 에디큐레이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소위 아마추어 영역에서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구분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새로운 용어를 만드는 것은 학위논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유사용어와의 차이점이 확실해야 한다.



웃음은 인간의 삶 속에 언제나 존재해 있고, 또한 인간적인 것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웃음을 조명할 수도

없다. 그리고 만화와 웃음의 관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임을 익히 알고 있다. 

일반 사람들은 웃음과 유머를 동일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웃음’과 ‘유머’는 다르다. 웃

음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 중 하나이며 생리적인 현상이다. 유머는 그 웃음을 만들어내기 위해 인지

적, 감정적, 사회 대인적 메커니즘에 의해 형성된다. 프랑스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Henri Bergson)은 《웃음:

희극성의 의미에 관한 시론》(1900)에서 모든 희극성을 “생명적인 것에 덧붙여진 기계적인 것”으로 해석하

기도 한다.

본 글에서는 유머에 관한 주요 이론인 우월성 이론, 대조 이론, 프로이트 이론을 살펴보고, 이어서 베르그

송의 희극성1)에 관한 이론들을 토대로 개그 만화 속 캐릭터에서 인지되는 유머 기제(機制) 양식(혹은 언어,

유형)을 분류하고, 해당 작품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만화 캐릭터 속의 희극성이 나타나는 여러 경로를 추

적하면서 그것이 형태나 태도, 몸짓, 상황, 행동 그리고 말 속에서 어떤 식으로 스며들어 있는 지를 살펴볼

것이다.

분석 작품 대상은 개그 만화 장르로 그 범주를 한정한다. 개그 만화는 짜임새 있는 서사 전개 보다는 캐

릭터 중심의 스토리텔링을 중점으로 하는 장르이기 때문이다. 개그 만화에서는 시나리오 보다는 캐릭터 스

토리텔링이 중요하고, 컷과 컷 사이의 축약이 크기 때문에, 이 장르에서는 캐릭터가 어떤 일을 해내는 것을

눈여겨 지켜보며 깊게 생각하게 하지 않는다. 방송 작가 밀트 조제프 버그는 《코미디 작법(Comedy Writ-

ing)》에서, “성공적인 코미디는 단순히 웃기는 농담이 아니라 유머러스한 상황에서 상호 작용하는 개연성

있는 캐릭터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다.”2)고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만화에서 ‘캐릭터’는 장르화 된 만화 스토리텔링 전체의 분위기를 진행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캐릭터를 통해서 작가의 개입(작가의 메시지)이 연결되는 장치이기도 하다.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는 “캐릭터는 조합물들의 산물(a product of combinations)이다” 라고 주장한다. 그는 캐릭터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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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글에서는 ‘희극성’을 유머로 기술하고자 한다. 여러 학자들은 유머를 유머, 위트, 희극과 같은 여러 단어와 개념들로 정의하고 있는데, 본 글에서는 웃음을 만들어내는 방법적 이미지와 텍스트를

통틀어 유머 혹은 희극성이라고 칭하도록 한다. 본 글에서는 몇 가지 단어 설정에 제약을 두도록 하겠다. 

2) 앤드루 호튼, 주영상 옮김(2003), 《캐릭터 중심의 시나리오 쓰기》, 한나래, 2003, p.79.

만화 캐릭터의 유머(희극성)
기제(機構) 연구
: 개그만화를 중심으로 

_ 이화자(공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교수) 

주제발제 03



한 논의의 중심을 심리학이 아니라 상호작용적인 언어적 과정에 두고, “캐릭터는 일종의 담론(types of discourse)”라고 덧

붙인다. 이러한 기초 아래 그는 언어학적 최소 의미 단위인 의미소(seme)를 바탕으로 캐릭터 이론을 구축한다. 바르트의

관점에서 볼 때 단일 의미소는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 아니며, 완결된 캐릭터는 ‘의미소들의 모임’으로 해석한다.3) 즉 캐릭

터는 여러 가지 의미소들의 합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각 의미소들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조합물들의 산물은 달라진다. 

본 글에서는 개그 만화 속 캐릭터에서 희극성을 재현하는 의미소들을 형태의 희극성, 움직임의 희극성, 상황의 희극성,

말의 희극성, 부조리의 희극성으로 분류하여, 작품 분석을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

1. 유머의 이론적 배경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 384~ BC 322)는 《시학》에서 희극을 “보통인 이하의 악인을 모방”

한 것으로 정의했으며, 이때 악은 모든 종류의 악이 아니라 우스꽝스러운 악을 얘기하는 것으로 남에게 고통이나 해를 끼

치지 않는 일종의 실수 혹은 기형을 의미했다.4) 아리스토텔레스는 희극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언급하였으나, 개인의 결함

에 주목하여 그 우스꽝스러움이 웃음을 유발한다는 개념을 각인시켰다. 그 이후 희극과 희극성, 웃음과 관련된 철학적, 미

학적 관심은 꾸준히 유지되어 왔다. 또 한편, 키케로(Marcus Tulliut Cicero, BC 106~ BC 43)는 사람의 예상을 벗어난 것이

웃음을 만들어 낸다는 것에 일찍이 주목하였다. 

17세기 영국에서는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 1588~1679)가 ‘웃음의 우월 이론’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우월 이론

은 말 그대로 상대방보다 자신이 심적으로 우월하다는 인식을 통해서, 타인이나 과거의 자신의 결함(우리에게 고통이나 해

악을 끼치지는 않는 일종의 과오나 추악함 정도)5)을 보며 스스로를 우월(우위를 점함)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웃음이 나온

다고 하였다. 이 이론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던 내용이기도 하다. 

현대에 와서 1980년대 언어학자 미국의 찰스 그루너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승리를 추구한다고 보았

고, 타인보다 자신이 우월한 상황일 때 인간은 긍정적 방향의 감정을 느끼게 되며, 이때 유머가 발생한다고 했다.

하지만 유머 대상이 유머를 접하는 사람과의 심리적 거리, 부정적-긍정적 인식 등과 같은 심리적 요소들로 인해 유머의

정도가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다. 또는 반대로 웃음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유머를 해석하는데 또 하나의 주요 이론은 지적인 대조(불합리한 대조, 부조화, 불합치) 이론이다. 이 이론은 18세기 영국

의 제임스 비틀리(James Beattlie)에 의해 제기되었다. 앞서 키케로가 논의했던, 예상과 결과의 불합리한 대조에 의해 예상

을 깨뜨림으로써 사람의 기대에서 벗어나는 상황에서 오는 유머이다. 대조 이론을 주장했던 학자로는 칸트, 프로이드 등이

있다.

대조 이론은 또한 불합치 해소로도 이어진다. 불합치만으로도 유머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유머들이 모순

된 상황을 해소하면서 재미를 배가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만화 속에서 감상자는 불합치 상황의 결말을 예상하고, 그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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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앤드루 호튼, 앞의 책, p.60.

4) 앙리 베르그송(2002), 《웃음: 희극성의 의미에 관한 시론》, 세계사, p.11.

5) 베르그송은 그 결점이 그것의 ‘부도덕성’ 때문이 아니라 ‘비사회성’ 때문에 우리를 웃게 한다고 논의했다. 



이 본인의 예상과 틀렸을 경우에 놀라움을 느끼면서도, 전체의 이야기 혹은 만화에서 규칙성을 발견하려 노력한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했을 경우 재미를 느낀다고 한다. 

이러한 대조 이론과 불합치 해소 이론은 20세기 후반 토마스 슐츠(Thomas Schulz)의 연구를 통해 어느 정도 개념화 되

었다. 대조 이론도 유머를 설명하는데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나, 앞서 우월성 이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회적 맥락과 같

은 개개인의 배경지식 역시 고려해야 한다.

유머 이론에 있어서 우월성 이론과 대조 이론이 유머에 대한 설득력을 갖고 있지만, 사람들에게는 말초적이고 본능적인

유머도 있다. 근대에 이르러 심리학 같은 정신과학이 발달하면서 이를 다루는 학자들 역시 유머에 주목하였다. 대표적으로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유머를 성적 욕구나 공격 욕구와 같은 평소에 억압되는 에너지가 유머라는

방어기제로 방출된다고 보았다. 성적이나 공격적 유머들이 사람에게 웃음을 불러일으키는 강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유머를 이해하는 데 큰 틀로 생각하면 이처럼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이다. 타인 혹은 본인을 우스꽝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서 우월감을 느끼게 하는 우월성 이론, 앞뒤가 모순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서 웃음을 만드는 대조 이론과 이

러한 불합치의 규칙성을 발견하여 해소하려는 불합치 해소 이론, 또 사람의 공격성이나 성적 욕망에 바탕을 두는 프로이트

의 이론이다. 

한편, 생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은 19세기 유물론과 결정론에 반대하며, ‘기계적인 것·유연한 것’, ‘자동화된 것 - 생명적인

것’을 대조시키며 인간의 삶의 기저에서 부단히 지속되는 운동성과 시간성, 지속성을 파악하는 데 철학적 사명을 바쳤다.

베르그송은 앞서 언급했던 《웃음:희극성의 의미에 관한 시론》이라는 저서에서 희극성에 관한 선행이론들(우월성 이론, 대

조 이론 등)의 한계를 인식하고, 희극성을 ‘생명적인 것에 부가된 기계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그는 희극성의 전제조건으로

작용하는 제3의 관찰자의 감동을 느낄 수 없다는 것에(무감동성)6) 주목하고, 이러한 희극성의 성격을 개인의 의미가 아닌

사회 집단적 의미로 파악하였다.7) 그래서 웃음의 사회적 기능을 ‘사회생활을 방해하는 어떤 결점8)에 대해서, 이를 해소하는

징벌’로 규정했다. 그는 인간의 기계화 되고 반복되는 삶을 방향을 틀 수(혹은 일탈, 변화) 있는 유일한 방법이 ‘웃음’임을 강

조하였다.9)

2. 캐릭터의 형태가 주는 희극성

희극적인 얼굴이란 어떤 것일까? 우스꽝스러운 표정이란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일까? 어떤 기형적인 것들은 경우에 따

라서는 웃음을 불러일으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실제 기형적인 형태에서는 보기 흉한

만화포럼 칸 2016 _ 253

03. 만화 캐릭터의 유머(희극성) 기제(機構) 연구

6) 베르그송은 희극적인 것은 아주 평온하고, 잘 조화된 영혼의 표면에 떨어질 때에만 그 진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언급하며, 웃음에 있어 가장 큰 적은 감정이라 했다. 희극성은 순수한 지성에 호소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 앙

리 베르그송, 앞의 책, pp.13-14.

7) 희극성은 언제나 한 사회적 집단의 희극성이다. 사람들은 웃음이 솔직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희극성은 실제적으로 존재하든, 혹은 상상적으로이든 다른 사람과의 합의, 즉 일종의 공범 의식 같은 것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다.

- 앙리 베르그송, 앞의 책, p.15.

8) 앙리 베르그송의 인간이 천성적으로 갖고 있는 성격의 희극성의 정수는 ‘허영’임을 논의했다. 베르그송은 ‘허영’이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품도록 했다고 믿는 감탄에 근거한 자아 예찬이므로, 사회생활로

부터 생긴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기주의보다도 더 본성적인 것이며,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타고나는 감정이라고 얘기했다. 즉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겸손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는 허영에 대한 특이한 치

유법은 웃음이며, 인간의 허영은 무엇보다도 우스꽝스러운 결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논의했다. - 앙리 베르그송, 앞의 책, pp.138-142.

9) 기계적인 것의 방향에서 생명이 전환하는 것, 여기에 바로 웃음의 진정한 원인이 있는 것이다. - 앙리 베르그송, 앞의 책, p.36. 



추함을 인지하게 되지만, 신체가 정상적인 사람이 흉내낼 수 있는 기형이라면 어떤 것이든 희극적으로 변환된다는 점이다. 

중세시대부터 근대 캐리커처의 발전 과정에서 풍자화(caricature) 속의 희극성은 증명된 바 있는데, 얼굴의 특징이 뒤틀

려 있는 듯한 하나의 변형(deformation)을 포착했을 때 희극적 효과가 발생한다. 만화가들은 대상 형태의 표면적인 조화 및

균형 아래에 숨겨져 있는 물질의 깊은 반항(유연성, 운동성)을 간파하고 물리적으로 재현전화(再現前化) 시킨다. 즉 만화가

들은 인간에게 본성적으로 희미하게나마 존재했으나, 사회적 관습의 규제에서 형상화될 수 없었던 여러 형태의 부조화와

변형을 자유롭게 현실화시킨다. 

또한 만화가들은 이 세상의 모든 대상을 도상화하고, 기호화하여 제3의 관찰자에게 커뮤니

케이션을 시도한다. 랜들 P. 해리슨은 만화에 대해 언어적인 캐리커처를 한다면, 만화는 하나의

‘형태(form)’이며, 이것은 ‘동화하는(conform)’ 것이 아니라 ‘변형시키는(deform)’것으로, 그렇

게 함으로써 그것은 ‘전달하는(inform)’ 것임을 언급하였다.10) 또한 그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부

호’는 한 형태의 정보를 또 다른 형태의 것으로 전환시킨다.(중략) 만화부호는 생각과 지각을 화

상적 및 언어적 상징들로 바꾸는 방법을 제공한다.”11) 고 논의하였다(<그림 5> 참조). 

만화가들의 의도에 의해서 생성되는 시각적 표상들의 - 생략과 과장, 왜곡, 도상적 상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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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랜들 P. 해리슨, 하종원 옮김(1991), 《만화와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실천, p.68. 11) 랜들 P. 해리슨, 앞의 책, p.96.

<그림 1>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캐리커처

<그림 4> 윌리암 스타이크(William Steig),
자동기술적 소묘

<그림 2> 피카소의 수탉 <그림 3> 알 캐프(Al Capp)의
<스무(Shmoo)>

<그림 5> 고양이 그리는 법



형상들은 고정된 질료를 탈피하여 형상에 변화와 우연성을 부여하는 과정이다. 이는 견고하고 경직된 질서 안에서 은폐된

틈을 발견하는 것이기도 하다. 만화는 순수한 변형의 과정을 대표하며, 만화가들은 오래 전부터 형태와 색채로부터의 자유

를 형상화했다. 그래서 만화는 진정한 의미의 일탈(변화)의 세계를 지향한다. 

개그 만화의 경우 캐릭터의 재현을 과도하게 단순화시키고 왜곡한다(<그림 3> 참조). 성격 구성 측면에서도 개그 만화는

대개의 경우 전형적인 인물과 전적으로 창작된 개성적인 캐릭터 사이, 즉 캐리커처와 사실적인 인물 사이를 연결하는 줄 위

에서 자유자재로 변형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개그 만화의 과장된 캐릭터들이 실제 전형적인 인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

다. 그래서 어색하거나 강요적이지 않으면서도 사회문제가 되는 이슈, 주제, 갈등을 스토리텔링에 도입할 수 있는 것이다. 

3. 캐릭터의 움직임이 주는 희극성

인간 몸의 태도들, 제스처들 그리고 운동들은 웃길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몸이 얼마나 단순한 기계12)인지 확

인시켜주는 정확한 척도 만큼이다. 슬랩스틱 코미디는 행동을 통해 이야기를 표현하기 때문에 클로즈업 샷보다는 풀 샷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영화에서 몸의 움직임으로 희극성을 표현하는 찰리 채플린(Charlie Chaplin)은 기본적으로 무표정한

표정이지만, 아주 중요한 순간 클로즈업 샷으로 미소나 슬픈 표정으로 감정을 표현한다. 

개그 만화에서도 캐릭터의 태도, 제스처, 움직임의 표상을 통해서 과장과 생략, 속도, 슬랩스틱 코미디 등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리고 각 캐릭터들이 개성화에 따라 구분되는 내러티브적 제스처의 감각을 인지하기도 한다. 각 캐릭터 강조와 결합

되어 자유롭고 다양한 연기는 감상자의 재

미를 무한히 증대시킨다.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했던 찰스 그

루너는 유머를 자기를 희생자로 하는 자기

조롱 유머와 삼자를 희생자로 삼는 타인 조

롱 유머로 나누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화자가 자기 조롱 유머를 사용할 경우 감상

자는 화자에게 더 큰 호감을 느끼고 화자의

연설을 더 높이 평가한다. 예를 들어, <강남

스타일> 뮤직비디오에서 외국인들은 싸이

의 자기 조롱 막춤에 웃음과 호감으로 반응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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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직성, 기계적 동작, 몸에 배어 있어 간직하고 있는 습관 등

<그림 6> 《여탕보고서》2권, ‘40.쇼트커트 친구’ 편, 우스꽝스러운 캐릭터 태도,
제스처의 과장된 기교는 개성화 된 특정 캐릭터를 편파적(극단적)으로 다루는 기술이
되기도 한다. 



4. 캐릭터의 상황이 주는 희극성 

우리는 보통 일상생활에서 변화가 없을 때 특별한 유머(재미)를 느끼지 못한다. 만일 우리가 정확하게 모든 상황에서 무

엇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모두 알고 있다면, 삶이 얼마나 지루해질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

활에서 예측에서 벗어날 상황에서 감정의 변화가 생긴다. 즉 일상성에서 벗어나는 사건이나 상황들을 통해서 유머를 생성

시킨다. 이때 웃음을 유발하는 요인에는 독자의 배경지식이나 사회적 맥락이 바탕이 된다. 만화에서 몸집이 아주 큰 남자가

소녀 같은 행동을 하는 등의 비전형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전형적 요소들을 비틀어서 관객에게 은유적 답을 제시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토마스 홉스는 웃음은 다른 사람이 모자란 행위를 하거나 비하당할 때 느끼는 순간적인 우월감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았다. 홉스는 엄숙한 신사처럼 우월해 보이는 사람이 비하당할 때, 순간적인 우월감은 더 커지고 웃음

도 더 강력해지는 것으로 보았다. 우스운 상황(circumstance)은 구체적으로 인물에 맞도록 변형된다. 그것은 감상자가 캐

릭터와 일체감을 갖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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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여탕보고서》 1권, ‘12.탕 온도 독점’ 편,
뜨거운 탕 온도에 놀란 주인공은 마치 캐릭터 ‘아
톰’ 로봇처럼 공중으로 튀어 오르고,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컷에서는 영화 <터미테이터>에서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연기했던 사이보그의 제스처를 패러
디해서 유머를 발생시킨다. 이 개그만화 전반에 만
화, 영화, 명화작품 등의 캐릭터 동작 패러디를 자
주 사용하며 웃음을 주고 있다.

<그림 8 > 작가 자신이 알몸으로 만화에 등장하고
(좌), 반복적 동작으로 스스로를 희화화시킨다. 이
러한 동작들은 자신의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주어
서 남을 웃기는 자기 조롱의 유머라 할 수 있다. 좌
측에 명화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
신>의 제스처를 패러디 하고 있다.



개그 만화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것’이라고 여기는 소재(인종, 동성애, 자본주의, 죽음 등)를 비틀어서 공감을 주

는 유머로 다루기도 한다. 최근 한국 웹툰에서는 대조(불합리한 대조, 부조화, 불합치) 이론이 적용된 사례 작품이 많다. 대

표적인 것이 서사의 탈개연성을 지향하는 병맛만화이고, 이것은 상황의 희극성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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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석동연, <대략난감 세상만사> 4칸 만화 중, 다른
사람이 모자란 행위,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웃는다. 우월성
이론이 적용된다. 

<그림 10> 《여탕보고서》 1권, ‘5.탕 냉탕 폭포수’ 편, 상황의 과장을 통해 황당하게 웃기는 시추에이션 만들어 내기도 한다. 



5. 캐릭터의 말이 주는 희극성

말은 만화에서 단독으로 놓고 보면 그 희극성을 간파하기 싶지 않다. 만화 속 말의 희극성은 행위나 상황의 희극성에 대

응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것은 희극적 장면의 이미지를 불명료하게든 선명하게든 상기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희극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문장 안에 터무니없는 실수든, 용어와 용어 사이에 발견되어질 수 있는 모

순이나 뚜렷하게 드러나는 불합리함이 포함되어 있어야만 한다. 즉 관용구의 틀에 부조리한 생각을 삽입하면 희극적인 말

이 된다. 

“남자들, 정말 많은 남자들은 아내를 선택할 때보다 재단사를 선택할 때 더 조심하죠.”

개그 만화는 그것이 어떤 형태든 재미를 실현하는 기회를 만들며,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수의 ‘목소리들’이 자신의 재담

을 늘어놓을 수 있는 풍부한 기회를 제공한다. 캐릭터는 그 안에 수많은 ‘목소리들’이 거주하는 존재로 인식되며, 그 목소리

들은 각각 고유의 역사, 욕구, 취향, 한계, 즐거움, 리듬 등을 갖는다. 

<그림 12> 왼쪽 만화에서 앞말과 뒷말이 맞지 않은데서(앞뒤 말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음) 모순이 있다. 모순(矛盾)은 창

과 방패에서 나온 단어로서 아이러니함의 의미가 있다. 하지만 말이 대립되는 의미는 모순적이지만, 이로 인해 불안과 긴

258 _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16년 제4차 [20회] 만화포럼Part 2

<그림 11> 《여탕보고서》 2권, ‘38.
수건’ 편, 주인공이 목욕탕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집까지 와버린 에피
소드. 자기 조롱의 유머와 우월성
이론이 적용된다.



장이 해소될 수 있는 유

머로 치환된다. 

오른쪽 만화에서는

글과 그림이 혼합된 양

식인 만화 매체에서만

나올 수 있는 재미이다.

이미지와 텍스트가 상

충하면서 발생하는 서

사상의 간극이 인지된

다. 이미지의 해석은 찰

리 브라운과 스누피의

다정다감한 모습이지

만, 말풍선에 읽혀지는

텍스트는 스누피의 이

기심이 반영된 속마음

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

이다. 만화 속 말은 다양

한 캐릭터들의 목소리를 표상하고, 각 캐릭터마다의 개성적인 뉘앙스들이 담겨 있어 동시대적 현실(열린 현재)을 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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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찰스 먼로 슐츠, <스누피> 중, 개그 만화 캐릭터만이 할 수 위트 넘치는 대사들, 언어적 유희, 재담
들이 있다.

<그림 13> 《여탕보고서》
2권, ‘28.귀금속’ 편, 만화
에서 표현되는 의성어, 의태
어의 상징화도 유머를 발생
시킨다. 의성어 ‘와우오오오
-’ 등의 사운드의 시각화 방
법들.



6. 캐릭터 부조리가 주는 희극성

부조리적 희극성은 지나친 충동이나 욕망 혹은 생각을 가지며 그런 욕망 성취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상황

(오로지 한 가지만 집중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희극성이다. 이 상황은 그들이 자기 자신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상황이 중요

하다. 프로이트의 용어를 사용한다면 부조리(혹은 무정부주의적) 개그는 ‘전 오이디푸스적 pre-Oedipal’이라 여길 수 있다.

그러한 희극성이 각 개인이 오직 욕망만을 드러낼 뿐 어떤 타협도 존재하지 않는 성장 단계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테오필 고티에(Theophile Gautier)13)는 기상천외의 희극성에 대해 그것은 부조리의 논리라고 말했었다. 웃음에 관해 연

구한 몇몇 철학자들도 유사한 개념을 언급한 바 있다. 희극적인 효과라면 모두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모순을 내포하고 있

다고 한다.14)

부조리 희극성에서는 실제 있을 법하지 않은 상황 설정에서 캐릭터 스토리텔링 전개는 매우 빠르며, 부조리적 상황과 그

에 속한 캐릭터들이 웃음을 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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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프랑스의 작가, 비평가

14) 앤드루 호튼, 앞의 책, p.101. 0

<그림 14> 후루야 미노루, 《이나중 탁구부》
중 일부분,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성적 욕망을
희화화 시킨 만화이며, 부조리 희극성의 대표
적이다. 성적인 코드는 웃음을 유발하기 가장
쉬운 소재가 되기도 한다. 1996년 제20회 고
단샤 만화상 일반부문 수상작.

<그림 15> 아즈마 키요히코, 《아즈망가 대왕》 중 일부분, 이 만화에서 키무라 선생의 캐릭
터는 여고생만을 좋아한다는 변태적인 캐릭터로 설정되어 있다. 키무라 선생의 대사들에
대해 독자는 ‘키무라=변태적인 캐릭터’라는 배경지식과 맥락을 바탕에 두고 웃음으로 재해
석하게 된다.



7. 나가는 글 : 희극성의 복합적 성격

웃음은 인간에게 심리적 경험이면서 생리적 체험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웃음은 특이한 의미와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웃

음이 발현하도록 의도적으로 기제하는 희극적인 것이란 무엇보다도 사회에서의 유별난 불일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고, 결

국 인간을 떠나서는 희극성은 성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15) 희극성의 목적은 희화화에 있다. 이러한 희화화를

통해서 세계와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탈정치적이고 탈종교적인 관계를 새로이 드러내는 역할을 하였다. 모든 기성과 권

위에 대한 거부를 바탕으로 고정된 삶의 규칙과 관습을 일탈해서 보는 방법이기도 하다. 유머는 악도 심판하지만 가장 정

직한 것도, 가장 성스러운 것도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잠재적 파괴력을 지닌 것이어서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

본 글에서는 개그 만화 속 캐릭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웃게 되는가(이게 왜 웃기지 라든가)에 대해 유머를 드러내는

여러 가지 의미소들의 혼합과 배합, 재구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후속 연구에서도 만화에서 유머 캐릭터를 구성하고, 유머

상황을 표현하는(만드는 방법)을 논의할 수 있다. 

하지만 희극적인 효과들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단순한 몇 가지의 공식(희극성의 창작 기법들) 안에 가둘 수 없음을

안다. 유머를 해석하는데 특정한 이론에 맞추기 보다는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성격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

다. 그리고 유머 대상의 사회적 맥락과 배경지식, 상황도 중요하기에 그 연구도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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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몇 몇 사람들은 인간을 “웃을 줄 아는 동물”이라고 정의했다. 이것은 또한 인간만이 “웃길 줄 아는 동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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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토론 03.

만화 캐릭터의 유머(희극성) 기제(機構) 연구
: 개그만화를 중심으로 
_ 이화자(공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교수)

[주요 토론 내용]

⦁ 유머 관련된 부분이 대중문화콘텐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적 부분에서 많이 천착이 안 되는 것은 주제

면에서 볼 것인가, 상황면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기재만 가지고 볼 것인가 등 복합적이기 때문인 것 같다.

⦁ 재밌게 분류를 하였지만 유머의 이론적 배경과 뒤에 나오는 분류와 직접적 연관이 별로 없다. 그렇다면 굳이 앞의 이야기를 인용할 것

이 아니라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고 차라리 조작적 개념으로 정리하여 설득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 그렇게 본다면 형태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유머, 희극성, 아니면 아예 좁혀서 유머의 기재, 오히려 기재 쪽에 맞추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다. 상대적으로 표상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즉, 상황에 따라 웃길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표상화 되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

어야 조금 더 선명하게 될 것이다. 

⦁ 주변에 유머 관련된 이론이나 정신분석학적에서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효과중심이라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부조리한 상황이 숱한 상황 중 한 케이스라면 상황에 넣으면 되고 그것에 포괄할 수 없는 어떤 것이라고 하면 밖으로 빼면 될 것 같다. 그

리고 표상은 사실, 안 넣어도 표상이 없다면 우리가 전달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이미 말이건 이미지건 우리에게 표

상으로 나타난다.

⦁ 아까 롤랑바르트 얘기도 했는데, 언어처럼 A와 B, C가 있으면 하나가 만들어 지는 것. 이걸 드러내는 심리적인 것도 그렇고 사람이 하

는 그런 부분들의 과정적인 것들이 만약 유머 연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서 표상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쓰

는 것이다.

⦁ 표상성을 이야기 하려면 회상을 매개로 해서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어떤 영향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다. 그런 표상

이 의미 값을 갖는 것이 증명되면 별도 연구로 가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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