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화포럼Kan내지최종_만화포럼Kan내지3차  14. 1. 13.  오후 3:41  페이지 1



만화포럼Kan내지최종_만화포럼Kan내지3차  14. 1. 13.  오후 3:41  페이지 2



Contents
발간사
만화연구의 지평을 위하여 _ 윤기헌 05

커버스토리 : 뉴미디어시대의 한국만화 
2013년 한국만화와 플랫폼+토론 _ 박인하 08

웹툰에서 영화로 _ 김봉석 26

웹툰 모바일 만화의 유료화 및 수익창출방안+토론 _ 김병수 29

만화사연구
한국만화, 최초의 사건들+토론 _ 윤기헌 40

김종래 역사만화의 대중성 연구 _ 한영주 50

트렌드
2013년 한국만화 주요 이슈 _ 이용철 60

2013년 만화 애니메이션 관련 논문 및 학술지 목록 66

만화포럼 세칙 70

만화포럼 위원 소개 71

만화포럼 칸
<The Comics Forum Kan> 2013. Vol.1 No.1

편집위원 윤기헌, 김병수, 이화자, 한상정 / 교열 유동진

발 행 일 2014. 1. 10.
발 행 인 이희재
발 행 처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주   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 
전   화 032-310-3101
팩   스 032-661-3747
홈페이지 www.komacon.kr
디 자 인 TAD(032-328-7707)

만화포럼Kan내지최종_만화포럼Kan내지3차  14. 1. 13.  오후 3:41  페이지 3



만화포럼Kan내지최종_만화포럼Kan내지3차  14. 1. 13.  오후 3:41  페이지 4



만화연구의 지평을 위하여

윤 기 헌(만화포럼 대표, 부산대 교수)

이론과 학문으로 만화가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역사도 일천할뿐더러 만화산업이 발달한 미국,

일본이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것은 만화가 갖는 오락과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와 같은

독특한 위치 뿐 아니라 기존 학계에서 서브컬처(Subculture·下位文化)로 치부해 버리는 사회적

인식 등 여러 가지 한계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나 스콧 맥클루드(Scott McCloud)나 일어번역서, 혹은 외부 문화이론을

끌어다 만화를 재단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더구나 현재, 수많은 재야 이론가와 비평가들이 꾸준히

논의를 펼치고 있고 전국의 관련 대학 석박사들이 해마다 논문과 연구를 통해 결과물을 양산해

내고 있다.

얼마간의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만화연구자들이 다시 모여 토론하고 만화계에 이론적 틀을 제공

하자는 취지로 새롭게 ‘만화포럼’을 출범시켰다. ‘같이 모여 토론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공감이 가장 컸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마당을 깔고 전국의 만화연구자와 대중문화연구자 일부가

모였다. 

그 치열했던 세 차례의 포럼발제, 토론과 참여 연구자들의 글을 더해 세 차례의 온라인상 리포트

발행에 이어 이제 오프라인 결과물 <칸>을 내놓는다. 연구자들의 숫자나 구성이 행여 한국을 대표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으며, 결과물들이 충분히 반론과 비평의 대상이 되리란 것도 우리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만화를 연구하는 만화계와 일반 문화계의 비판과 제언을 바란다. 

전문가들이 만화가들에게 트렌드와 이론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 고 역설하며 후원자를 자처해

주신 이희재 이사장님과 지원해주신 오재록 원장님, 토론에 직접 참가하고 글을 써 주신 이용철

본부장님과 궂은일을 도맡아 해준 간사 김미순 과장님께도 감사드린다.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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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한국만화와 플랫폼+토론

웹툰에서 영화로

웹툰 모바일 만화의
유료화 및 수익창출방안+토론

커버스토리
뉴미디어시대의 한국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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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플랫폼에 대하여
2013년의 변화 속에서 오늘과 내일을 읽는 방법론으로

플랫폼 이야기 

제목에서부터 등장한 플랫폼(platform). 플랫폼이라는 영어 단어는 기

차역에서 기차를 타고 내리는 곳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용어가 기술 분

야, 컴퓨터 분야 등에서 활용되면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어떤 구조를 뜻하

게 되었다. 공동으로 활용하는 플랫폼은 반복사용되면서 가치를 올린다.

이를 정리하면 “재사용으로 가치가 올라가며 참여자 간의 네트워크 효과

를 만드는 유무형의 요소”1)가 된다. 여기서 ‘네트워크 효과’란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가 참여하는 사람(기업)이 많아질수록 높아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플랫폼을 예전의 용어로 바꾸면 매체, 지면이다. 만화방을 통해 만화가 유

통-소비되면, 만화방이 플랫폼이다. 만화방 플랫폼을 잡지 플랫폼이 대체하

면 잡지가 플랫폼이다. 전통적 만화 잡지 플랫폼을 일본에서 수입된 ‘잡지-

단행본’이 대체했다. 그렇게 우리나라 만화의 플랫폼은 오프라인 출판을 중

심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다가 90년대 후반 웹 플랫폼이 등장했다. 웹 플랫

폼의 경우 초기에 기존 오프라인 플랫폼과 동일한 패러다임을 가져왔다. 

90년대 후반 웹 플랫폼 등장
90년대 후반 등장한 웹 플랫폼은 (1)만화방 플랫폼 (2)잡지 플랫폼 (3)잡

지-단행본 플랫폼 등 기존 오프라인의 세 가지 플랫폼을 그대로 이전해왔

다. 만화방 플랫폼은 ‘라이코스’ 만화서비스 등으로 대표되는 기존 만화

의 스캔본 서비스. 잡지 플랫폼은 N4나 코믹스투데이의 웹진 포맷, 마지

막으로 잡지-단행본 플랫폼은 코믹스투데이에서 시도했던 웹진연재 후

단행본 출판 포맷이다. 한 가지만 활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섞어 활

용하기도 했다. N4의 경우 만화방과 웹진 서비스를 모두 갖고 있었다. 

90년대 후반 벤처광풍이던 시절, 만화서비스를 구축해 한몫 잡아 보려

던 사람들이 빠지고 나서 자연스럽게 서비스는 (1)만화방 플랫폼과 (2)잡

지-단행본 플랫폼으로 정착되어갔다. 모두 유료 서비스를 지향했다. 그러

던 와중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환경은 포털 중심으로 자리잡아갔다. 1996

년 6월 네이버가 새로운 검색 포털 사이트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네이버

는 2002년 10월 지식검색, 2003년 블로그 서비스와 까페 서비스 등 개인

8 _만화포럼 칸

커버스토리 _ 뉴미디어시대의 한국만화 

2013년

한국만화와 플랫폼

박인하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만화창작전공 교수

만화평론가 

로돌프 토페르 <자보씨 이야기>, 1833
Rodolphe Topffer's 1833 L'Histoire de M. Jabot

최초로 출간된 로돌프 토페르의 1833년 양장본 만화.
그 뒤 180년의 시간동안 만화의 핵심 플랫폼은 인쇄매체였다.
그리고 2013년 스마트 기기의 보급,  LTE서비스의 확대 등으로
만화 플랫폼은 중요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카카오페이지, 네이버 PPS, 다음의 「미생」앱을 통한 드러마 런칭,
2013년 한국만화의 오늘과 내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창구는 플랫폼이 되었다. 

1) 황병선(2012), 「스마트플랫폼」, 한빛미디어, p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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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와 커뮤니티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했다. 2002년 10월 4일 커뮤니

티 사이트로 크게 성공한 프리챌이 전격적인 유료화를 선언하지만, 새로

운 시도를 실패하고 말았다. 네이버가 포털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던 시

기, 프리챌이 유료화에 실패하던 때 엠파스와 다음에서 무료 만화 서비스

를 시작했다. 앞서 (1)만화방 플랫폼과 (2)잡지-단행본 플랫폼이 유료화를

위해 별도의 브라우저를 통해 서비스하는 방식이었다면, 포털의 만화서비

스는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그냥 게시판에 붙여두는 방식이었다. 작

가들은 이러한 한계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스크롤방식을 고안했다.

2003년 10월부터 2004년 4월까지 다음에서 연재된 강풀의 <순정만화>는

스크롤의 장점을 살려 폭발적 반응을 이끌어냈다.  

2004년 6월 후발주자로 네이버가 웹툰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 와중에

포털의 집중도는 점점 심화되었고, 평범한 대한민국 사람들은 포털을 통

해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했다. 결국, 90년대 후반 등장한 유료 기반의 만

화서비스는 포털에 만화를 공급하는 CP의 역할만 수행하게 되었다. 

포털발 웹툰 플랫폼 등장
폐쇄형 유료 플랫폼(아무나 만화를 못 올리고, 청탁받은 작가들이 비용

을 받고 작품을 마감하면, 편집자가 만화를 보고 편집해서 올리고, 독자는

유료로 만화를 보는 구조)였던 90년대 만화전문사이트의 만화플랫폼이 개

방형 무료 플랫폼으로 바뀌었다. 

'개방형'이라 지칭한 것은 기존 오프라인 매체의 경우 편집진의 청탁과

판단에 의해 작품이 청탁되고, 연재되지만, 포털의 웹툰 플랫폼은 아마추

어 게시판의 연재를 통해 작가를 발굴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고, 동시에 연

재작가도 트래픽에 의해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개방형 무료 플랫폼'은 한국만화에 처음 등장한 플랫폼이었다. 포털의

집중도와 개방된 아마추어 게시판 정책 등이 합쳐지면서 생산자도, 소비

자도 웹툰 플랫폼에 몰려들었다. 때마침, 오프라인의 잡지-단행본 플랫폼

은 여러 복잡한 이유들로 사양길에 접어들었고,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과

도한 학습에 시달리던 청소년(만화의 메인 유저)들에게 허락된 유일한 미

디어는 인터넷(인터넷 강의를 보기 위한)이었다. 

창작-유통-소비가 포털을 통해 이루어지는 포털의 웹툰 플랫폼은 점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냈다. 이건 누가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

다. 다른 생태계가 그런 것처럼,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창작자와 소비

자가 웹툰 플랫폼으로 모여들었고, 그 안에서 긍정적 네트워크 효과도 발

생했다. 웹툰의 인지도를 기반으로 미디어믹스 콘텐츠(강풀의 경우)로 확

산되거나, 홍보웹툰 등을 창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2010-2013년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 환경이 조성되면서, 새로운

개방형 플랫폼이 등장했다. 인터넷이 PC기반에서 모바일로 변화하면서, 카

카오라는 개방형 플랫폼이 등장했다. 2012년을 기점으로 트래픽을 부가가

치로 전환하는데 성공한 카카오는 카카오 페이지라는 개방형 유료 콘텐츠

플랫폼을 들고 나왔다. 

그래서 문제는 플랫폼이다
플랫폼이라는 말이 거슬리면, 매체라고 해도 되고, 지면이라도 해도 되

고, 활동무대라고 해도 된다. 중요한 건, 이 플랫폼은 창작-제작-유통-소

비가 만나는, 어우러지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이건 스타작가의 출현이나

정책이나 논문으로 구축되는 것이 아니다. 하드웨어이기도 하고, 소프트

웨어이기도 하고, 네트워크이기도 하다. 심지어 이 모든 것이 개별로 구성

되기도 하고, 또 혼합되기도 한다. 

그래서 플랫폼을 주목하자는 것이다. 2012년에 내재한 여러 복잡한 플

랫폼의 변수는 2013-14년에 폭발할 것이다. 이미 크고 작은 폭발들이 일

어나고 있다. 이런 플랫폼의 변화는 디지털과 오프라인을 모두 아우르며

이루어질 것이다. 

2013년은 임계점이다. 한국만화시장은 (1)출판시장의 축소 (2)새로운

만화의 갈래인 웹툰의 등장과 확산 (3)만화 다양성의 확대라는 세 방향으

로 지난 10년간 움직여 왔다. 여기에 (4)디지털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요소

가 등장했다. 특히 마지막 요인인 ‘디지털 플랫폼’은 콘텐츠 창작-제작-

유통-소비 환경 자체를 뒤흔들고 있다. 

보통 만화시장의 변화를 끌어내는 임계점(critical point)은 새로운 매

체 혹은 유통을 통해, 심의나 일본만화의 수입과 같은 만화를 둘러싼 외부

요인을 통해, 인터넷 게임의 확대(스타크래프트!) 등과 같은 콘텐츠 외부

요인을 통해 발생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디지털 플랫폼’이란 거대요인

과 함께 한다. 

디지털 플랫폼 시대를 이해하는 키워드
(1)유니버셜과 클라우드다. 인터넷에만 연결되어있다면, 컴퓨터, 스마

트폰, IPTV와 같은 여러 디바이스와 안드로이드나 iOS, 윈도우와 같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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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OS에서 동일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다. 내가 집의 윈도

우 컴퓨터를 통해 보던 콘텐츠를, 출근 중에 스마트폰으로 이어서 보는 그

런 환경 말이다. (애플에서 열심히 광고한 바로 그 icloud!!) 앞서 미국의

유료 영화 서비스인 넷플릭스가 있다. 

"넷플릭스는 인터넷으로 영화나 TV드라마를 볼 수 있는 미국의 유료서

비스다. 97년 인터넷을 통해 DVD를 우편으로 대여해주는 서비스로 시작

한 넷플릭스는 2009년에는 온라인스트리밍서비스를 시작했다. 인터넷에

만 연결되었다면 컴퓨터, 스마트폰은 물론 웬만한 TV, 게임기, DVD플레

이어, 셋탑박스 등 1백여 가지의 다양한 기기를 통해서 어디서나 넷플릭스

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으로 성공했다."라고 되어있다. 스팀

의 성공에도 유니버셜 서비스와 클라우딩 서비스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2)

(2)콘텐츠의 미디어믹스다.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하나로 끝나

는 것이 아니라 연계되어 활용된다는 걸 의미한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볼

수 있는데, 만화 콘텐츠가 영상화를 통해 주목받는 건 모두가 상식으로 받

아들이고 있다. 최근 난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접했는데, 일본만화 <진격

의 거인>이 애니메이션으로 방영되면서, 우리나라에서 급작스럽게 <진격

의 거인>붐이 일어났다. 만화로도 뛰어난 작품이었지만, 애니메이션이 원

작의 인기를 함께 견인했다. 마블과 디씨를 디즈니와 워너브러더스가 소

유했다는 것과, 미국의 슈퍼히어로 만화가 영화화 되며 다시금 인기를 되

찾고 있다는 건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3)글로벌이다. 아이북스나 아마존에 만화를 업로드하면 한국시장이 아

니라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한다는 걸 의미한다. 미디어믹스

콘텐츠도 당연히 투자 금액이 올라가고, 거기에 걸맞는 거대 시장으로 나

가는 걸 의미한다. 

(4)대자본과 소셜 펀딩이라는 서로 상반된 모델이 주요 이슈로 등장할

것이다. CJ E&M이 콘텐츠 발굴을 위해 만화에 투자를 시작했다. 대자본

의 참여는 지금까지 만화계가 접해보지 못한 상황의 변화와 접하게 될 것

이다. 만화는 지금까지 철저하게 ‘우리끼리의 리드’였다. 더불어 대자본

의 참여와 함께 역설적으로 소셜 서비스를 활용한 펀딩, 배포 등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킥스타터(http://www.kickstarter.

com/)를 보면 변화의 힘을 알 수 있다.  

(5)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변수인 UX(사용자경험)의 측면이다. 이에

대해서는 김낙호의 ‘카카오페이지와 그 한계, 사용자는 무엇을 바라는가’

(http://ppss.kr/archives/7502)라는 글을 참고 바란다. 사용자경험은

단순한 인터페이스 문제가 아니다. 좀 더 확장적으로 만화독서경험의 문

제다. 대여점의 등장 이후 만화독자들이 양으로 만화를 소비하는 행태를

갖게 되었고, 이런 행태가 웹툰-스캔본 소비로 이어지는 것도 모두 독서

경험 때문이다. 따라서 달라진 디지털 플랫폼에서 독서경험에 대한 새로

운 탐구가 필요하다. 

10 _만화포럼 칸

커버스토리 _ 뉴미디어시대의 한국만화 

2) http://store.steampowered.com/?l=kore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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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3년 상반기 디지털 플랫폼 만화 대전
카카오페이지의 선공과 네이버의 반격   

2013년 디지털 플랫폼의 강자 카카오는 콘텐츠 유통 플랫폼 카카오페이

지를 오픈했다. 카카오페이지의 킬러 콘텐츠는 만화 그 중에서도 허영만

작가의  「식객2」다. 카카오페이지는 홍보 동영상에 허영만 작가와 「식객2」

를 내세운다. 허영만 작가와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되는 홍보 동영상은 “허

영만에게 카카오 페이지란 대한민국 만화가의 희망. 새로운 맛과 인생 이

야기. 「식객2」 독점연재”라는 나레이션으로 끝이 난다. 한국에서 가장 각

광받는 디지털 플랫폼의 킬러 콘텐츠가 만화라는 건 꽤나 뿌듯한 상황이

다. 카카오페이지의 도전에 대한 대응으로 네이버는 웹툰으로 수익을 창출

하는 PPS(Page Profit Share) 정책을 지난 3월 20일에 발표했다. 티스토

어도 의욕적으로 웹툰 서비스를 시작했다. 티스토어 웹툰 서비스의 특징은

「야후」(윤태호), 「미스터 초밥왕」(테라사와 다이스케), 「풀하우스」(원수연),

「삼국지」(고우영)과 같은 기존 출판만화 인기작은 물론 「인천상륙작전」(윤

태호)과 같은 새로운 화제작, 마인드C, 귀귀, 미티 등 웹툰 작가들의 신작

도 서비스한다는 것이다. KT도 올레만화를 대대적으로 재편할 예정이다. 

눈을 외국으로 돌려보면, 아이북스는 일본에 진출을 발표했고, 아마존

킨들은 중국진출과 한국진출을 발표했다. 애플은 아이북어서-아이북스-

다양한 iOS기반의 디지털 기기로 연결되는 디지털 출판 플랫폼이다. 

아이북스의 특징은 작가가 애플에서 제공한 저작프로그램을 통해 비교

적 간편하게 이북을 만들어 유통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이북 서비

스가 주로 출판사와 공급사의 계약을 통해 진행되는 폐쇄형 서비스라면,

아이북스는 개별 창작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개방형 서비스다. 아이

북스의 한국진출이 진행될 경우, 만화 작가들도 효과적으로 자신의 만화

를 유통시킬 수 있다. 아마존킨들은 가장 강력한 이북 플랫폼이다. 킨들파

이어를 출시하며, 흑백화질에서 HD화질의 컬러로 서비스되고 있다. 역시

만화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아마존이 일본에 이어 중국에도 진출했

기 때문에 한국 진출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본다. 자, 그럼 진짜 2013년

에 디지털 플랫폼 만화의 르네상스가 시작되는 걸까?

만화에서 난데없이 디지털 플랫폼일까? 디지털 만화에서 디지털 플랫

폼 만화로 사고 전환을 처음으로 거론한 콘텐츠진흥원의 보고서 <글로벌

차세대 디지털플랫폼에서의 만화 수익모델 연구>3)를 보면, “출판물 중심

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디지털 플랫폼 만화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사고

전환을 가져오기 위해 단순히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어떻게 다른지를

점검하는 정도가 아니라, 디지털 개념을 만화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해 오

늘에 이르렀는지를 점검하며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디지털 만화로 통

칭되는 것은 창작 측면과 유통 측면을 혼용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플랫

폼 만화로 한정지을 때, 이는 일반적인 창작 측면보다 유통에 집중”한다고

디지털 플랫폼의 유용성을 언급했다. 기존 디지털 만화가 창작과 유통 단

계를 포괄하는 개념이라면, 디지털 플랫폼 만화는 만화를 제작-유통-소

비하는 구조를 ‘플랫폼’으로 부른 것이다. 디지털 만화를 제작-유통-소

비하는 공통된 구조의 차별성은 이 플랫폼의 참여자가 늘어가면, 직간접

적인 네트워크 효과로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참여자

는 작가, 독자, 제작자 모두를 통칭하는 말로 사용한다. 개별적으로 지칭

할 필요가 있으면 작가, 독자, 제작자 등으로 명확하게 호명하겠다. 

디지털 플랫폼의 대두와 변화한 한국만화 
한국만화는 지난 10년 동안 전통적인 출판 플랫폼의 위축과 새로운 디지

털 플랫폼의 확산이라는 극심한 변화를 겪어왔다. 이 변화는 보는 이에 따

라 매우 격렬하거나, 아니면 가랑비에 옷 젖듯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다. 매

우 격렬하게 변화를 겪은 이들은 출판 플랫폼 위축에 따라 연재 지면이 사

라진 잡지-단행본 플랫폼의 참여자들, 아니면 통째로 시장이 사라진 만화

방 만화 참여자들이다. 반면 가랑비에 옷 젖듯 자연스럽게 플랫폼 변화를

받아들인 이들은 일반 독자들이다. 일반 독자들은 자신이 소비하기 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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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인하 외(2010), 『Kocca 연구보고서 10-17』, 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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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와 스마트폰 등으로 일상적 소비가 가능한  디지털 플랫폼을 선택했다. 

구체적인 통계를 보면 플랫폼의 명암이 확연하게 갈라진다. 2011년 발

행한 《한국출판편람》에서는 한국서점조합연합회의 자료를 인용해서 문구

점이 포함되지 않은 전국 서점 수를 2009년 1,825개라고 밝혔다. 《한국출

판편람》에 따르면 연도별 서점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전국 서

점 수는 2003년 이후 2년 단위로 2,477개에서 2,103개, 2,042개, 1,825

개로 줄어들었다. 2003년에서 2005년에는 374개, 2005년에서 2007년

은 61개, 2007년에서 2009년은 217개가 줄어들었다. 

6년 간 총 652개가 줄어든 것이다. 2003년에서 2009년까지 2,477개의

동네서점이 1,825개가 되었으니 총 26.3%가 감소했다. 특히 심각한 것은

동네의 소형서점들이다. 같은 자료에 실린 10평 미만의 서점이 2003년에

는 914개에서 2009년에는 82개로 줄어 무려 91%가 줄어들었다.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중요 출판 플랫폼이었던 대여점의 상황도

동네서점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2012년 현재 만화

대여점은 전국적으로 약 2,000개가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이들도

거의 폐업 일보 직전에 있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2 인터넷 이용조사

실태’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가구 중에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가구

의 비율은 2002년 49.8%에서 2012년 82.1%로 늘어났다. 2012년 7월 현

재 만3세 이상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은 78.4%. 10-20대 젊은 층의 인터

넷 이용률은 무려 99%를 넘어선다. 만 6세 이상 인구의 63.7%가 스마트

폰 및 스마트 타블렛 등 스마트기기를 보유하고 있다. 소수의 정보 소외계

층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일상적으로 초고속 인터넷을 통해 네

이버, 다음에 접속해 정보를 획득한다.4) 

이런 상황이니 대부분 만화시장을 예측할 때 웹툰 양대 포털의 과점화가

지속되고, 출판만화의 불황은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디지털 플랫폼으로 웹툰을 바라볼 때 상황은 조금 더 복잡해 진다. 디지털

플랫폼으로 포털의 강력한 독점력이 조금씩 금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모바일 플랫폼의 등장과 네이버의 고민 
늘 승승장구하고, 해가 지지 않을 것 같은 인터넷 제국 네이버가 고민에

빠졌다. 모바일 플랫폼의 등장때문이다. 네이버 웹툰을 기준으로 트래픽

의 변화가 감지되었다. 

2012년 하반기(9월~11월) 네이버 주간 UV(코리안클릭 기준)는 PC에서

접속한 인원이 300만 명 선이었고, 모바일에서 접속한 인원이 100만 명

선이었다. 인터넷 리서치 회사인 코리안클릭(http://www.koreanclick.com/)

에서 2011년에는 모바일에서 사이트에 접속하는 트래픽을 별도로 산출하

지 않을 정도로 미비했던 트래픽이 1년 만에 3대 1 수준으로 급속도로 성

장한 것이다. 즉, 소비자의 인터넷 사용 환경이 달라진 것이다. 

사실 포털사이트는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급격히 모바일 중심으로 인

터넷 사용 환경이 이전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네이버나 다음도 그에

발맞춰 꾸준히 만화 앱을 출시했다. 

하지만, 2009년 6월 출시한 네이버 웹툰 앱은, 기존 네이버 웹툰을 무료

로 내려받아 볼 수 있도록 되어있었지만, 앱 만화 시장도 무료로 진행될 것

을 우려하는 만화계의 거센 항의에 부닥쳤다. 2011년 6월 출시한 다음의 아

이패드 기반 만화앱은 우리나라에 아이패드 시장 확대 실패로 특별한 반향

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그러던 사이 어느새 모바일 플랫폼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섰다. 그리고 놀라운 경쟁자가 등장했다. 

바로 카카오다. 카카오 톡이란 모바일 기반 인스탄트 메신저를 런칭하

며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급격히 사용자를 넓혀갔다. 물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매출이 늘어나지는 못했다. 대신 서

버 확충 등 투자해야할 돈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그렇게 사용자를 늘리기

시작한 카카오는 사용자가 임계점에 이르자, 네트워크의 긍정적 효과가

작동했다. 카카오를 플랫폼으로 서비스한 게임 ‘애니팡’이 2,500만 명이

즐기는 전대미문의 히트를 기록했다. 그 결과 2012년 매출액 461억원, 영

업이익 69억원, 당기순이익 52억원을 기록했다.5) 2011년 영업손실 127억

을 애니팡 한 방에 날린 것인데, 더 중요한 전환 포인트는 8,300만 명의

사용자. 카카오는 8,300만 명이 사용하는 거대한 모바일 플랫폼이다.  

12 _만화포럼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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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2년 12월 11일 코리안클릭 발표 PC 웹 검색 점유율기준으로 인터넷 접속자의 73.5%가 네이버에, 20%
에 다음에 접속한다. 네이버, 다음 양대 포털 사이트의 점유율은 93.5%에 달한다. 
*출처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2121202010631699002

▲ 폭발적으로 확대한 사용자들을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한 카카오 게임 애니팡.

(왼쪽) 2011년까지 적자확대에 시달리던 카카오는 2012년 애니팡으로 흑자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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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카카오톡 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사업계획을 발표하는데, 그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모은 서비스가 바로 콘텐츠 유료 유통 플랫폼인 ‘카

카오 페이지’다. 기존 포털의 웹툰은 사용자의 트래픽을 기반으로 광고수

익을 올리는 구조다. 트래픽이 수익으로 연결되지만, 트래픽이 얼마만큼

의 수익이 되는가는 웹툰 작가도, 사용자도 알 수 없었다. 그러니, 웹툰 작

가들의 경우 포털측이 정한 기준에 의해 고료를 받게 된다. (포털은 다양

한 방법으로 작가의 인기와 기여도를 평가해 고료를 책정한다고 말한다.)

많은 작가들이 지금 내 수익이 정당한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붕괴한 출판플랫폼 작가 중 상당수는 웹툰으로 이주하지 못했다.

오늘도 아슬아슬 출판만화를 그리던 작가들은 ‘유료구매 모델’이라는 익

숙한 수익모델을 들고 나온 카카오페이지에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2012년 연말 카카오는 모바일 유료 콘텐츠 플랫폼인 카카오페이지를

발표했다. <동아일보>에서 2012년 12월 27일자(온라인 입력기준)에 ‘[단

독] 뉴스 등 공짜없는 ‘유료 콘텐츠 장터’ 문연다’라는 기사로 카카오 페

이지 서비스 계획을 발표한다. 여기서 <동아일보>는 웹툰 서비스 방식이

라는 그래픽을 활용해 카카오페이지와 네이버의 서로 다른 정책을 선명하

게 대비시켰다. 심지어 한국을 대표하는 만화가 허영만 작가가 신작을 카

카오페이지에 연재하겠다고 밝혔다. 많은 작가들이 만화도 제2의 애니팡

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카카오 페이지의 공개를 기다렸다. 마치 엘도

라도처럼, 엄청난 이주가 시작될 것처럼 보였다. 1라운드는 카카오의 선공

이었고, 선공은 효과적이었다. 네이버 입장에서 보자면, 모바일 트래픽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시점에서 카카오의 도전은 반갑지 않았다. 

네이버는 2013년 3월 20일 전격적으로 PPS프로그램을 발표한다. PPS

프로그램은 Page Profit Share의 약자로, 웹툰에서 추가 수익을 창출하

고 이를 작가에게 배분하는 프로그램이었다. PPS프로그램은 크게 (1)콘텐

츠 유료 판매 (2)광고모델과 파생상품 노출로 이루어졌다. PPS프로그램

발표 이전에도 콘텐츠 유료 판매 모델은 다양하게 시도되었다. 미리보기

우료화나, 완결 작품 유료화, 베스트 콜렉션 유료화 등 작품의 성격에 맞

는 유료화는 조금씩 성과를 내던 차였다. 

그러나 광고수익을 나누거나, 파생상품을 노출하는 링크를 제공하는

정책은 '트래픽을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시도되

지 않았던 정책이었다. 한국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자랑하는 네이버에

서는 엄청난 힘을 지닌 대형 폭탄이었다. 이런 대형폭탄을 웹툰 작가,

그것도 도전게시판의 작가들과 공유하겠다니, 발표를 들은 웹툰 작가

들은 술렁거렸다. 

네이버가 밝힌 전략을 요약하면, (1)웹툰에 광고를 삽입할 수 있도록 했

다. 그리고 그 수익은 네이버와 작가가 나눈다. (2)키워드를 분석해, 지능

형 광고를 띄운다. 클릭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네이버와 작가가 나눈다. 배

너광고 삽입 허락과 판매와 수익배분도, 키워드를 추출해 광고를 띄우는

지능형 광고도 모두 트래픽을 수익으로 전환하는 기술들이다. 누구도 네

이버가 저렇게 전향적 정책을 들고 나올지 예상을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네이버는 철저히 폐쇄적 플랫폼을 지향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포털

사이트는 외부로 링크를 중계해 주는 관문 역할에 불과했다. 그러나 네이

버는 포털 내부로 모든 서비스를 끌고 들어왔다. 이메일, 커뮤니티, 카페,

저장공간, 백신, 쇼핑, 뉴스 등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사용자를

자신의 서비스 내부에 가둬두는 락인(Lock-In) 전략을 통해 부가가치를

만들고, 압도적 점유율을 유지해 왔다. 그런데 PPS프로그램은 네이버 특

유의 락인 전략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네이버가 트래픽으로 만들어 내는

수익(광고료)를 작가와 나누기로 한 것이다. 락인전력과 다른, 개방전략이

다. 네이버 서비스의 기본 개념을 뒤바꾼 카카오에 대한 반격이 웹툰을 통

해 일어났다는 건, 네이버에서 웹툰의 위치를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

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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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카카오가 지난해 게임·광고 플랫폼의 성장 덕에 설립 6년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카카오의 감사보고서
에 따르면 2012년 매출액은 461억원, 영억이익 69억원 당기순이익 52억원을 달성했다. 2011년도에는 매출
액 17억원, 영업손실 127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국민메신저로 성장한 카카오톡은 사용자는 8300만명을 넘
어섰으며, 지난해 게임플랫폼인 카카오톡 게임하기와 기업광고 플랫폼인 플러스친구 등의 선전으로 수익성
을 확대하고 있다. 카카오 흑자전환의 일등공신은 게임플랫폼인 카카오 게임하기다. 카카오는 지난해 11월
신규 플랫폼 발표회에서 게임하기 거래액은 8월 47억, 9월 138억원, 10월 400억원을 달성해 월단위 흑자에
돌입했다고 밝힌바 있다. 현재 게임하기 수의 게임은 100여개를 훌쩍 넘었으며 매주 새로운 게임이 출시되
고 있다.”(<파이낸셜뉴스>, 2013. 4. 1.)http://www.fnnews.com/view?ra=Sent0901m_View&corp
=fnnews&arcid=201304010100006190000072&cDateYear=2013&cDateMonth=04&cDateDay=01

▲ 2013년 4월 9일 구글플레이용으로 출시한 카카오페이지.

만화포럼Kan내지최종_만화포럼Kan내지3차  14. 1. 13.  오후 3:41  페이지 13



PPS프로그램의 유불리와 다음의 행보 
네이버 PPS프로그램은 '개방형 무료 플랫폼'인 네이버 웹툰 플랫폼에 유

료화 전략을 도입하며, 동시에 트래픽을 통한 부가가치의 배분을 목표로

한다. 유료 판매는 인기작이나 영화나 드라마 원작처럼 이슈와 밀접한 과

련이 있는 작품들로 성과가 집중되었다. 하지만, 네이버를 비롯해 다음, 레

진 코믹스 등 디지털 플랫폼 만화의 유료화가 확대되면서, 유료화에 대한

장벽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즉, 여전히 유료화에 대한 사용자의 반대가

존재하지만, 완결된 작품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연제원 작가의 <흐드러지

다>의 경우 화당 100원, 전체 90화는 8,000원에 대여)에 볼 수 있어 조금

씩 유료화 결재가 올라가고 있다. 

네이버 측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 기준 190여 종의 연재 작

중 22종이 작품이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완결 유료화 매출

도 2013년 기준 월 평균 20%가 증가하고 있다. 판매매출의 70%가 작가에

게 제공되고 있어, 앱 스토어나 e-북의 수익 배분보다 작가에게 유리한 조

건으로 진행되고 있다. 

트래픽을 통한 부가가치 배분은 더욱 혁신적이다. 포털의 주수익원 중

하나인 광고수익을 작가와 나누는 전략은 인기 작품의 경우 높은 부가가치

를 창출하는 요인이 된다. 

PPS프로그램의 광고는 광고는 <패션왕>의 사레처럼 하단부에 배너광고

를 부착하는 것과 키워드를 분석해 하단부에 웹툰을 본 독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사이트를 제시해 주는 지능형광고로 나뉜다. 지능형광고의 사례

로 네이버는 <마음의 소리>에서 <스타크래프트 2 군단의 심장>을 노출하

고 이어 검색으로 이어진 결과를 공개했다. <마음의 소리>의 에피소드에 <

스타크래프트 2 군단의 심장>이라는 키워드를 자연스럽게 노출하면 만화

를 본 뒤 자연스럽게‘군단의 심장’을 검색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바로 연

이어 최저가 사이트를 광고하면 엄청난 트래픽이 나올 수 있다. 네이버 웹

툰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건 당연히 웹툰전용광고다. 그런데 웹툰의 성격

에 따라 광고에 따른 수익배분이 큰 차이를 갖게 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철 작가의 <본초비담>은 다양한 약초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만화다.여

기에 어떤 배너광고와 어떤 키워드를 노출시킬 수 있을까?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한약방 광고 정도 뿐이다. 종료했지만 꼬마비 작가의 <살인자ㅇ난

감> 같은 사이코패스를 다룬 만화는 더 심각하다. 반면, 흔히 일상툰이라고

이야기하는 웹툰이나 <마음의 소리>처럼 트래픽도 엄청나고, 소재도 확장

성이 있는 개그만화는 PPS프로그램의 광고저략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

할 수밖에 없다. 

트래픽을 기반으로 한 카카오와 네이버, 네이버와 카카오의 싸움에 소

외된 다음의 행보도 또한 주목된다. 다음은 2012-2013년 최고의 화제작

<미생>이 연재되고 있고, 최근에 개봉한 <전설의 주먹> 원작이 연재된, 또

한 강도하와 강풀로 대표되는 한국 웹툰을 화려하게 꽃피운 플랫폼이다.

그런데 네이버와 점유율에서 3배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 것 또한 현실이

다. 때문에 개방형으로 전개되는 카카오와 네이버, 네이버와 카카오의 플

랫폼 대전에 똑같은 방식으로 참여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다. 그럼

다음은 어떤 전략을 들고 올까? 다음의 핵심 전략은 콘텐츠가 될 것이다.

<미생>, <전설의 주목>, <은밀하게 위대하게> 같은 화제작을 전면에 내세

워, ‘콘텐츠의 다음’을 내세울 것이다.

14 _만화포럼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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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PPS 프로그램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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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카오페이지 1개월의 명암과 다음의 행보
2013년 4월 9일 카카오 페이지가 서비스를 시작했다. 9일 오픈과 함께

공개된 콘텐츠는 8,000여개에 달한다고, 보도되었다. 하지만, 상황은 크

게 변하지 않았다. 허영만 작가는 4월 9일부터 카카오 페이지에 「식객 2」

를 연재하고 있다. 허영만 작가는 4월 24일 넥슨개발자컨퍼런스 13(NDC

13)에 참여해 목표로 4만 명의 유료 독자를 이야기했다. 파이넨셜뉴스에

따르면, 허영만 작가는 “카카오페이지에서 4만명 가량 봐주면 성공 이라

고 생각한다. 지금 내 나이가 66세이니 앞으로 10년은 더 만화를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과연 허영만 작가가 내세운

목표에는 어느 정도 근접할 수 있을까? 5월 22일 현재 정확한 수익현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오프 더 레코드로 들은 수익은 기대 이상으로 참혹하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5월 10일자 아이티투데이(http://www.ittoday.co.kr)의 기사에 따르

면, 카카오페이지의 다운로드가 10만을 돌파했다고 한다. 같은 기사에서

유통플랫폼으로 의미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1000만 다운로드는 넘어

야 한다고 한다. 카카오톡과 카카오스토리 가입자 추이와 비교해 보면 카

카오페이지 가입자(다운로드) 성적은 초라하다.

같은 기사에서 인용한 일간사용자수(DAU)도 “미미한 수준”이다. “앱

통계 서비스 업체 앱랭커가 스마트폰 사용자 10만명을 패널로 조사한 결

과 카카오페이지의 DAU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1만3072명(5일 기준)

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카카오페이지보다 2달 먼저 출시된 ‘카

카오 앨범’의 같은 기간 DAU 수치인 8만9747보다 훨씬 뒤떨어진다”고

밝혔다. (http://www.it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115)

카카오톡은 2010년 3월 서비스를 시작해 12월에 500만 명을 돌파했고,

2011년 7월 2000만, 11월 3000만, 2012년 3월 4000만, 2012년 6월 5000

만 명으로 고속성장을 구가했다. 카카오톡의 후광을 입은 카카오스토리는

2012년 3월 20일

출시된 이후 3일

만에 500만, 8일

만에 1000만을

달성했다.

카카오페이지

의 초반 흥행 참

패는 어느 정도

예견될 일이었

다. 먼저, 카카오페이지는 5월 22일 현재 안드로이드 버전만 제공 중이다.

안드로이드에 먼저 집중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OS기준으로 안드로이드

의 점유율이 iOS를 이미 추월했다. 가트너에서 발표한 2013년 1분기 스마

트폰 OS점유율을 보면 안드로이드가 74.4%, iOS가 18.2%다. 2012년 점

유율은 안드로이드 56.9%, iOS 22.5%였으니 여전히 안드로이드는 급상

승 중이고, 그에 비해 iOS는 보급확대가 천천히 늘어나고 있어, 점유율에

서는 안드로이드가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가트너 발표

http://www.gartner.com/newsroom/id/2335616)

앱 스토어의 매출을 확인해 보면 상황은 좀 달라진다. 앱 조사분석 기업

인 앱 애니(App Annie)의 앱시장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애플 앱스토어의

매출이 구글플레이의 매출보다 4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글플레이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돈이 도

는 시장은 애플

앱스토어다. 이런

상황에서 카카오

페이지는 iOS 보

다 먼저 안드로이드에 집중한 것이다. 게다가 서비스 초기에는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지가 서로 연동되지도 않았다. 5월 초반이 되어서야 겨우 카카

오톡과 카카오페이지가 연동되기 시작했다. 아무리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출발해도, 기초 조건이 열악하다면 초기 흥행돌풍이 일어날 리 없다. 런칭

초기 기사에서 “카카오페이지 오픈하자마자 8천 개 콘텐츠”가 모였다는 식

의 기사들이 나오고, 허영만 작가의 신작으로 홍보를 해도 구체적인 작품

하나하나의 실적은 우울하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_ 15

2013년 한국만화와 플랫폼

▲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가입자 추이(출처 : 세계일보)

▲ 카카오페이지 일간 사용자수(앱랭커)

▲ 2013년 1분기 OS 점유율(가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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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만 보면 좀 절망적이다. 하지만, 카카오톡이나 스토리와 달리

카카오페이지는 유료 플랫폼이다. 게다가 아직 iOS용은 출시되지도 않았

다. 효과적인 런칭에 실패하고, 초기 홍보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적어

도 많은 이들에게 ‘카카오페이지’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기는 했다. 1

차 런칭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면 iOS용 서비스 오픈 이후 추가적인 홍보/마

케팅 방안이 필요하다. 심지어 초대형 콘텐츠 제작, 유통사인 CJ E&M이

카카오페이지의 콘텐츠 판매에 뛰어들었으니 여전히 상황은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식객2」의 성적은 어떨까? 만화/애니 카테고리에서는 부동

의 1위. 전체 랭킹에서도 1위다. 하지만 런칭 이후 성적부진의 문제로 5월

24일 카카오페이지 파트너사 간담회를 시행한 것으로 미루어 카카오페이

지의 전체 유료 성적 자체가 긍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허영만 작가가 목표로 한 4만 명 유료독자에는 못 미치는 성적

일 것이다. 그러나 모바일 유료 플랫폼에서 킬러 콘텐츠로 ‘만화’(더 정확

히는 허영만의 만화이지만)가 대접받고 있고, 유료판매 1위를 달리고 있는

사실은 추후 긍정적 사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좋은 시절’까지 버티고 개방형 플랫폼에 자기 작품을 연재할 작가가 얼마

나 있을까다. 2013년 우리나라 만화의 구조에서 작가에게 모든 걸 맡겨

두는 건, 작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은 (1)카카오페이지의 대대적 개편(이 부분은 5월

24일 간담회에서 발표했다. http://comixpark.pe.kr/130169088984)

(2)자본과 진행을 책임지는 기획, 제작사다. 예를 들어  CJ E&M 같은 막

대한 자금과 콘텐츠를 기반으로 할 경우 스마트폰에 적합한 콘텐츠 개발

과 홍보로 성공을 끌어낼 수 있으리라고 본다. 

앞서 소개한 아이티투데이의 기사를 보면, 페이지스토어에 랭킹을 확인

할 수 있다. 1위는 「식객 2」, 2위는 재담미디어의 「공포실화 시즌 2」가 올

라있다. 재담미디어는 그리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이지만, ‘공포’라는 익

숙한 킬링타임용 콘텐츠와 음향효과를 결합시켜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

카카오페이지의 가장 큰 장점은 개방형 플랫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 규모의 전문 기획사와 결합해 작가는 일정한 작업비용을 받고 만화

를 만들고, 기획사는 전문적으로 홍보, 마케팅을 하고 2차적 활용까지 연

계하는 그런 상생모델이 필요하다.  

다음, 콘텐츠에 집중하다
2013년 5월 1일 다음 만화속세상의 유료 서비스인 만화마켓에 ‘아트림

미디어관’이 오픈했다. 대워CI와 일본 등에 작품을 공급한 아트림이 왜 다

음에 프리미엄 서비스를 시작했을까? 플랫폼의 변화를 눈여겨 보면, 다음

이 왜 아트림미디어와 손을 잡았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다음은 카카오와 네이버가 서로 맞붙은 플랫폼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

트래픽에서는 절대적으로 밀리기 때문이다. 미디어다음, 즉 웹툰으로 초

점을 맞추면 다음은 카카오페이지와 같은 개방형 오픈플랫폼을 도입하지

도 않았고, 네이버와 같은 광고형 수익쉐어프로그램을 발표하지도 않았

다. 대신 장르만화 전문스튜디오인 아트림미디어의 전용 유료서비스 채널

을 오픈했고, 만화속세상 홈을 통해 <전설의 주먹>에서 <은밀하게 위대하

게>로 이어지는 다음 웹툰 영화라인업을 끈질기게 홍보하고 있다. 심지어

다음은 모바일 앱 전용 드라마로 <미생> 프리퀄을 공개하고 있다. 

<미생> 프리퀄은 다음이 ‘모바일 무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행하

고 있으며, 다음앱으로 먼저 공개한다. 10분 정도의 분량이며 장그래, 안

영이(2013년 6월 5일 공개분) 등 인물의 과거를 설명하고 있다. 

(모바일 무비 미생 프로젝트 http://mobile.daum.net/web/

promotion.daum?serviceId=misaeng) 

<미생>의 사례는 포털 사이트, 웹툰, 모바일 앱, 영상 등이 수직으로 결

합되는 것이 아니라 수평으로 통합되어 N스크린 플랫폼으로, 모바일 플랫

폼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플랫폼의 전형적 상황이다.6)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네이버의 PPS 프로그램에서 절대

적으로 불리한 서사만화는 다음이 책임지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배치다.

서사만화를 책임지는 방식으로 ‘영화화’를 들고 나왔고, 동시에 유료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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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5월 1일 아트림미디어는 만화속세상 웹툰마켓에 ‘아트림미디어관’을 오픈했다

6) 신문, 방송, 음악, 통신 업계가 과거에 CPND가 수직결합된 형태로 서로 독립적인 시장을 만들었다면 지금
의 경쟁은 수평 통합된 플랫폼간의 경쟁이다. 즉 디바이스가 N 스크린 플랫폼으로 업계를 넘어서 모두 기술
이 통합되고 있고, 네트워크는 이미 통합된지 오래다. 서비스플랫폼으로서의 Platform은 기존에 분리되어
있던 것이 웹기반으로 통합되어간다. 마지막으로 콘텐츠가 서서히 기존에 Hold-back이나 유통플랫폼간의
분리 판매를 하던 개념이 사라지고 있다. 결국 다른 미디어라는 것이 상호 보완적이기도 하지만, 상호 경쟁
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디지탈 경제를 전체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지” 알지 못하게 된다.(http://futurewalker.kr/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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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로 ‘장르만화’를 들고 나온 것이다. 

콘텐츠의 다음, 서사웹툰, 영화화라는 수순을 밟아간다면 제휴처는 어

디가 될까? 

2013년 CJ E&M이 만화(원작)자를 양성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CJ

E&M은 향후 5년간 매년 14억원 내외를 투입, 250명 규모의 인재를 육성

한다고 20일 밝혔다. 역량 있는 신인 작가를 발굴해 미래 콘텐츠 산업 성

장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라고 발표했다.7) 신인 작가 발굴 프로그램 다섯

개 중 하나로 ‘원작 작가(신인 만화가) 육성’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은 왜 만화사업에 뛰어들었고, 차후 누구와 손을 잡을 것인가와 같은 미래

예측도 가능하다. 

아트림미디어와 CJ E&M은 전혀 다른 사례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다음이 있다. CJ E&M이 2013년 초반 발표한 만화(원작)자 양성 프로젝

트는 CJ E&M이 비용을 투자해 만화콘텐츠를 만든다는 것이다. 그럼 연

재처가 필요하다. 자연스럽게 콘텐츠의 다음=서사웹툰=영화화의 공식이

떠오르고, 여기에 CJ E&M이 들어가면 퍼즐이 맞춰진다. 

물론 CJ E&M이 다음과 단독 제휴를 하는 것 보다는 다양한 채널 중 하

나로 다음을 활용할 것이다. CJ E&M의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한 것이 아

니라 웹툰의 빅2 중 하나인 다음의 행보다. 

다음은 트래픽 싸움, 즉 플랫폼 싸움에 나서지 않고 ‘영화화된 웹툰’

이라는 이슈와 함께 장르만화와 연대를 시작했다. 콘텐츠로 승부하겠

다는 것이다. 당연히 더 좋은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제휴도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2013년 플랫폼은 만화의 오늘과 내일을 읽는 중요한

방법론이 된다. 

4. 다가올 미래는 장미빛일까?
네이버 PPS프로그램, 카카오페이지, 레진코믹스, D모닝

2013년 6월 4일자 <한국경제신문>에 ‘네이버 웹툰에 ‘광고’넣었더니...

한 달 만에 매출 6억’이란 기사가 실렸다. 2013년 4월 네이버가 전격적으

로 도입한(‘2. 2013 디지털 플랫폼 만화대전’ 참조) PPS(Page Profit

Share) 프로그램 시행 결과를 결산한 기사였다.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은 4일 PPS 매출액을 공개하고 이제 막 형성

되기 시작한 디지털 콘텐츠 유료 시장에서 가능성을 보였다고 밝혔다. 

현재 네이버 웹툰에 연재 중인 작가 108명은 자신의 작품과 어울리거나

제작 방식이 마음에 드는 광고 모델을 선택해 지난 5월31일까지 한 달 간

평균 255만 원의 부가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각 모델별 1개월 간 총 수익금은 ▲텍스트형 광고 2억1909만원 ▲이미

지형 광고 7380만 원 ▲콘텐츠 유료 판매(미리보기, 완결보기) 3411만 원

이다.”8)

전체 광고수익이 5

억8900만원, 이 수익

을 작가 108명으로

나누면 255만 원. 이

간결한 계산식으로만

따지면, 네이버 웹툰

에 연재하는 작가들

은 PPS 프로그램을

도입한 후 매달 수입

이 255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 정도면 대다수의 작가들은 고료만큼의

비용이 올라간 셈이 된다. 

네이버 PPS프로그램은 장미빛일까? 
네이버 웹툰에 참여한 모든 작가에게 월 255만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

다. 당연히 수익은 작가별로 다르게 산출된다. 콘텐츠 유료 판매는 당연히

작품마다 다르고, 텍스트형 광고나 이미지형 광고의 경우에도 ‘클릭’이

얼마나 유입되느냐에 따라 수익이 다르게 편성된다. 그러니까 255만원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_ 17

2013년 한국만화와 플랫폼

▲ 2013년 5월22일자 만화속세상 메인화면

7)지디넷코리아 2013.3.20. ‘CJ E&M, 신진 작가 육성에 5년간 투자’(전하나 기자) http://www.zdnet.co.kr
/news/news_view.asp?artice_id=20130320144136&type=xml

▲ 2013년 6월 5일 현재 서비스되는 <낢이사는이야기>의 이미지형 광고

8) 「한국경제」 2013.6.4.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5&aid=00028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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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치에 불과하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5억8900만원의 새로운 수익은 분명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를 108명으로 나눈, 작가별 255만원은 무의미한 숫자다. 차라리

등급을 나누어 평균 수익을 구간별로 계산해 주었으면 훨씬 의미가 있을

지 모르겠다. 아니면 몇몇 주요 작가별로 예시를 들어주거나. 

대략 오프 더 레코드를 약속하고 조사한 결과 작가들에게 돌아갈 수익

은 천단위 / 수백단위 / 수십단위 정도로 등급화될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천단위 혹은 수백단위라는 표현도 모호한 단위이지만 네이버 측에

서 공식적으로 밝혀주지 않는 한 정확한 데이터를 알 수도, 또 알았다 하

더라도 공개하기도 힘든 것이 현실이다. 

더 궁금한 사항은 어떤 작품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하는 문제다. 

결과가 나오기 이전 대략 (1)트래픽이 많이 나오는 만화(인기 만화) (2)

다양한 키워드를 전략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일상툰이 유리할 것으로 판

단되었다. (1)은 당연한 상식이고, (2)는 초기 네이버가 PPS프로그램을 발

표했을 때 사례로 든 <마음의 소리>에서 ‘군단의 심장’을 키워드로 노출했

다는 사례를 들어 이런 유추가 가능했다. 결과적으로는 (1)트래픽이 많이

나오는 만화가 PPS프로그램에서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사에 나온 ‘텍스트형 광고’나 ‘이미지형 광고’가 모두 사용자가 광고

창을 클릭해야 수익이 나오는 구조다. 따라서, 높은 트래픽(높은 인기)가

더 많은 클릭이 나올 수 있다.

PPS프로그램의 도입으로 인기작가의 수익은 더 올라갈 것이다. 인기작

가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플러스 요인이 발생할 것이다. 

작가들에게 새로운 수익 구조를 창출하는 네이버의 PPS프로그램, 그것

도 어마어마한 트래픽을 수익으로 바꿀 수 있도록 설계된 PPS프로그램은

작가들에게 새로운 수익구조이고, 당연히 환영한다. 

그런데 방문자의 클릭에 기댄 광고모델이 과연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몇 가지 문제들을

예측해 본다.  

첫 번째, 광고 클릭의 효과에 대한 검증이 요구될 것이다. 네이버는 블

로그에도 ‘애드포스트’란 광고 매칭 및 수익 공유 서비스가 있다. 네이버

에 애드포스트를 신청하면,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등에 애드포스터를

부착하고, 사용자가 그 광고를 클릭하여 발생하는 광고료를 네이버와 배

분하는 서비스다. 당연히 의미있는 클릭만 수익으로 인정한다. 운영정책

에 따르면, “애드포스트 광고에 대한 클릭은 방문자의 관심에 의해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하고 따라서, “무의미한 반복 클릭, 대량 클릭, ‘클릭유도’

문구 등으로부터 발생한 클릭과 같이 인위적으로 광고주의 비용을 늘리거

나 특정 회원의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클릭을 ‘무효클릭’으로 판단”한

다. 때문에 클릭을 유도하는 문구의 게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웹툰은 작품마다 팬덤을 보유하고 있으며, 팬덤은 팬 카페를 만들어 열

심히 활동한다. PPS프로그램에 따라 클릭이 수익으로 연결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팬 카페를 중심으로 ‘자발적 클릭’ 혹은 ‘구독료 클릭’을 유

도한다. 이렇게 유입된 클릭이 광고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될 경우, 네이

버 웹툰의 PPS프로그램은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 

팬덤에 의한 의미 없는 클릭을 기술적으로 걸러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팬덤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광고클릭-구독료

지급’이라는 논리가 정착되었을 경우 유저들의 무차별적 댓글 테러가 벌

어질 수도 있다. 지금도 많은 웹툰 작가들이 독자들의 댓글을 보기 힘들어

하는 지경인데, 광고클릭이 구독료라는 논리가 형성, 확산될 경우 그 후폭

풍은 꽤 강력할 수 있다. ‘난 광고 클릭으니 덧글단다’는 식의 악성 댓글들

이 대거 몰려올 수 있다. 

두 번째, 네이버 PPS프로그램은 작가에게 있어 꽤 강력한 수익창출 구

조다. 광고가 되었건, 아니면 7월부터 시행될 연관상품 노출(작품의 캐릭

터 상품이나 만화책을 홍보하고, 클릭하면 마켓으로 연결시키는)하는 정책

이 시행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로 인해 광고 수익이 나오지 않는

작가라 하더라도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도구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에 연재하는 작가들은 네이버에서 빠져나가려

고 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작가들은 네이버로 진입하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강력한 네이버 구심력은 이후 한국만화의 기반 자체를 흔들어댈

수 있다. PPS프로그램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네이버 웹툰의 구심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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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우스전자> 하단부의 텍스트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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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다. 이는 다시 독점 문제로 확산되고, 역으로 네이버 웹툰 서비스를

흔들 수 있다. 

문제점을 예측해 보았지만, 분명한 것은 PPS프로그램은 작가의 수

익 구조를 개선하여, 창작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정책이란 점이다.

또 하나, PPS프로그램으로 시작된 적극적 유료화 정책은 이후 레진 코

믹스 등에 도입되어 한국 디지털 플랫폼의 유료화 모델의 정착에도 일

정한 기여를 하고 있다. PPS프로그램의 운영과 의미에 대해서는 구체

적인 성과자료를 기반으로 다각도로 접근해 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

이 글이 쓰여지고, 발표한 2013년 상반기 시점과 책으로 묶여 나오는

2014년 1월에는 엄청난 간극이 존재한다. 때문에 만화포럼의 발표문과

이를 보완한 디지털만화규장각 매거진의 기고글과 달리 상당 수의 문

장을 삭제했다. 시의성있는 내용들의 시효가 모두 지났기 때문이다. 그

리고 수정을 통해 몇가지 자료를 더 보충했다.) 

카카오페이지, 서비스 개선 후
리런칭은 장미빛일까?

지난 5월 24일 카카오페이지 파트너사 간담회가 열렸다. 한 달 반 동

안 카카오페이지의 현황이 발행자도 사용자도 만족하지 못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카카오페이지 측은 불편함을 지적받은 탭 형식의 UI를

개선하고, 회차권 소진, 충전 방식을 도입하는 등 부분유료화방식을 재

설계하고, 다운로드 없이 바로보기 등이 가능하게 하며, 소셜 피드&발

행자 마케팅 수단을 강화하고, iOS뷰어를 개발하는 등 서비스 개선 후

리런칭 마케팅을 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지는 여전히 개방형 플랫폼으로 콘텐츠의 효과적 유료판매

를 통한 수익구조 창출에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창작자가 관심을

갖는 부분도 바로 이 지점이다. 김수용 작가는 <힙합>의 후속편 <브레이

킨>을 2013년 7월 카카오페이지에 연재하겠다고 밝혔다. 스튜디오 지하

의 페이스북은 <브레이킨>의 티저 일러스트레이션을 공개하고, “달라진

힙합씬만큼 달라진 태하와 바비도 기대해주세요. 오는 7월!! 카카오페이

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한국만화의 대표작가의 대표작품인 김수용의 <힙합> 후속편을 카카오

페이지에 독점연재할 경우 <식객>과 함께 좀 더 많은 이들이 카카오페이

지의 만화에 주목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 편을 보기 위해 불편을 감

수하고 편당 결재를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카카오페이지가 새롭게

도입할 정책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모르겠다. 

카카오페이지가 잡지여야한다는 지적을 하는 이들도 있다. 만화칼럼니

스트 서찬휘 씨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카카오페이지는 앱스토어가 아

닌 잡지여야 하지 않았을까’(http://seochanhwe.com/188051450)라는

글에서, “카카오 페이지는 잡지여야 했다. 앱스토어일 수도 없었고, 사람

수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건 게임 정도였으니 가능했으며 다른 콘텐트는 게

임이 아니었다. 잡지로서의 정체성을 주도적으로 품을 수 없다면 이건 더

해 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강력한 의견을 밝혔다. 

일본에서 활동 중인 보이치 작가는 “자체 만화컨텐츠를 만들 것. 그걸

위해 가장 뛰어난 편집부를 구성할 것. 유료 만화 컨텐츠란 무엇인지 진지

하게 연구할 것”이라는 유사한 주문을 했다. 

서찬휘 씨와 보이치 작가의 주문은 유사한 맥락에 존재한다. 서찬휘 씨

의 카카오페이지는 잡지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보이치 작가의 편집부를 구

한국만화영상진흥원_ 19

2013년 한국만화와 플랫폼

▲ 김수용 작가는 <힙합>의 후속편 <브레이킨>을 2013년 7월부터 카카오페이지 연재하

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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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 유료 만화 콘텐츠 제공은 결국 유료 만화를 구매할 독자들을 고려해

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연 카카오페이지에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를 고민하기 위해 먼저 질문

이 필요하다. 

개방형 플랫폼으로 제공된 카카오페이지의 만화를 개방형 플랫폼인 카

카오톡 사용자가 유료로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을까? 

카카오톡을 무료로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만화를 보려면 어떻게 할까?

다른 무료 플랫폼에 제공되는 만화를 볼 것이다. 이들을 카카오페이지로

끌어들이고, 만화를 구매하게 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다. 결국 유료구매가

가능한 독자층, 유료구매를 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서찬휘

씨나 보이치 작가의 의견의 공통된 맥락은 바로 이 지점이다. 이건 작가가

개인적으로 들어가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3. 카카오페이지 1개월의

명암과 다음의 행보’에서 CJ E&M같은 콘텐츠를 기획, 개발할 수 있는 회

사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5월 24일 간담회에서 밝힌 카카오 페이지의 변화는 이후 9월달에 이르

러 구체적인 면모를 드러냈다. 

2013년 9월 UI 및 결제 방식을 개편했으며, e북의 인기 콘텐츠인 장르

소설과 만화를 전면에 배치했다. 모바일 콘텐츠 마켓에서, 모바일 e북 서

비스로 방향이 전환된 것이다. 이후 만화 단행본이나 장르소설 단행본을

중심으로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같은 개편 이후 카카오페이지는

만화를 핵심 카테고리로 내세우고 있다.

홍은택 카카오 부사장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출판만화 시장은 PC가

오면서 죽었습니다. 웹툰이라기보단 잡지가죽으면서 콘텐츠를 알릴 기회

가 없어진 거죠. 출판만화 시장을 복원하려고 해요.”라고 카카오 페이지가

페이지 만화 기반의 서비스, 즉 e북 서비스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카카오페이지의 마중물, 장르소설과 만화’ 블로터닷넷

2013.11.4 http://www.bloter.net/archives/168704)

개편 이후 카카오페이지는 인기있는 콘텐츠를 전면에 노출하고 있고,

결제 수단을 캐시로 바꿔 최소가격을 500원에서 100원으로 낮췄다. 또한

분배율을 5대5(구글 2)에서 7대3으로 콘텐츠 공급자의 지분을 높혔다. 카

카오페이지의 목표 수치는 1000만 다운로드에 하루 순사용자 100만명이

라고 한다. 2013년 12월 현재 카카오페이지측은 다운로드 수치를 밝히지

않고 있다.

2013년 카카오페이지는 상반기 모바일 콘텐츠 마켓을 내세우며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가 런칭 이후 찻잔 속의 태풍으로 전락했다. 하반기에는 e

북 서비스로 개편해 '달빛조각사'와 같은 장르소설, '밤을 걷는 선비'와 같

은 만화를 전면에 내세워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레진코믹스, 성공할까? 
카카오페이지의 그랜드 오픈이 베타테스트 정도의 위상으로 정리되어

갈 무렵, 대형 블로거 레진이 들고 나온 레진코믹스가 일약 돌풍을 일으키

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그것도 단지 작

가와 작품을 오픈

하는 페이스북 ‘좋

아요’ 누르기 이벤

트를 통해서. 1만3

천 명이 ‘좋아요’

를 눌렀다. 페이스

북 기업 페이지들

이 ‘좋아요’를 누

르게 하기 위해 다

양한 상품을 내걸

고 이벤트를 하는 것과 비교하면, 레진코믹스는 단지 ‘연재작품공개’ 이

벤트 정도였다. ‘좋아요’ 숫자가 올라가면 연재작을 하나씩 공개했다. 감

추어진 실체를 공개하는 ‘티저방식’의 익숙한 이벤트이지만, 그걸 만화

서비스에 적용했고, 다시 페이스북 ‘좋아요’ 누르기와 연계시켰다. 익숙

한 것들이 모여 참신한 흥미를 자아낸다는 전력이다.

낯선 전략은 아니다. 누적 조회수 5천만 명을 자랑한다는, 성인 취향의

인기 블로그 레진의 운영 방식이다. 일본 성인콘텐츠 여배우 리뷰를 올리

고, 스스로를 파괴하며 소통하는 콘텐츠 생산 전략을 썼으며, 자발적인 참

여로 콘텐츠를 개발하는 방식은 늘 익숙하면서도 참신한 콘텐츠였다. 인

증사진이 그랬고, 아스카에 대한 몰입이 그랬으며, 웹툰 연재가 그랬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뜨거운 SNS인 페이스북을 통한 사전홍보는 적

절한 입소문을 동반했다. SNS를 통해 서서히 레진코믹스에 대한 기대감

이 높아졌다. 선두에서 꼬마비, 가스파드, 네온비처럼 웹툰에서 독특한 작

품 세계를 보여주는 작가들이 달렸고, 베스트도전, 웹툰리그 등에서 역시

참신한 작품 세계를 보여준 작가들이 든든하게 팬들을 모아나갔다.

역시 가장 결정적인 전략은 성인독자 타겟. “성숙한 독자를 위한 어른의

20 _만화포럼 칸

커버스토리 _ 뉴미디어시대의 한국만화 

▲ 레진코믹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안드로이드 앱 출시를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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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서비스, 코믹스 콘텐츠의 프리미엄 채널 레진코믹스”라는 컨셉처럼,

레진코믹스는 20대 이상 성인독자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

2013년 6월 7일 앱이 런칭되었고, 48시간이 지난 6월 9일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도서부문 최고매출에 도달한다. 이어 6월 24일 안드로이드 앱

10만 다운로드, 7월 26일 20만 다운로드, 그리고 9월 14일에 30만 다운로

드에 도달한다. 8월 17일 iOS앱 출시와 함께 애플 앱스토어 도서부문 무

료 다운로드 및 매출 1위를 기록했다. 

레진엔터테인먼트측의 자료에 의하면, 월간 앱다운로드수 대비 활성 사

용자 전환 비율이 무려 83%에 달하고, 월간 활성사용자수 대비 유료사용

자 전환 비율은 5.2%에 달한다. 9월 14일 기준 안드로이드 앱 30만 다운

로드라면, 그중 24만9천명이 앱을 활성화시켰다. 다시 이중 유료화 전환

을 계산하면 12,948명이 유료화 사용자다. 권정혁씨 블로그의 글 ‘레진코

믹스 이야기 : 매일 밤 12시를 기다리는 회사’에 의하면, ARPPU

(Average Revenue PerPaying User, 유저별 월 평균 지출)이 무려 만원

이 넘는다고 한다.

여러 기사에서 레진코믹스의 성공이 보도되고 있다. 

문제는 콘텐츠다, D모닝 앱 출시 
지난 2013년 5월 16일에 엑사이트(excit japan co., Ltd)가 제작한 고

단샤의 대표 주간지 「모닝」의 앱, 「D모닝」이 일본 앱스토어에 올라왔다.

놀랍게도 기본적으로는 종이 지면과 같은 구성(그러니까 같은 만화를 볼

수 있다는 말이다)으로, 고화질에, 월 500엔으로 매주 「모닝」을 볼 수 있

게 된 것이다.

오프라인 잡지 「모닝」과 앱 잡지 「D모닝」은 약간의 차이는 있다. 기본

적으로 <우주형제>, <쿠킹파파>, <자이언트킬링>과 같은 「모닝」의 인기 연

재작을 볼 수 있는 것은 맞다. 여기에 더해 「D모닝」은 <침묵의 함대> 복각

연재같은 「D모닝」 오리지널 연재 만화가 추가된다. 안타깝게 <베가본드>

와 <빌리배트> 두 편은 「D모닝」에서 볼 수 없다.

우선, 「D모닝」을 다운받은 후 월 500엔의 유료 결재 회원에 가입하면

매주 최신호를 다운받을 수 있다. 유료 가입 이후 특별한 탈퇴의사를 밝히

지 않으면 매월 자동갱신. 최신호 업데이트는 목요일 자정. 한 호의 분량

은 약 500MB로 구성되어있고, 다운로드할 때 지루하지 않기 위해 다운로

드 시 전용 만화인 「고양이투성이(ねこだらけ)」을 볼 수 있다. 유니버셜 앱

으로 iOS의 모든 기기에서 동일하게 볼 수 있다.

자동갱신을 통한 전자잡지 구매. 「모닝」 1권에 300엔 정도인데, 한 달

유료결재가 500엔이면 저렴하고 편안하게 볼 수 있다. 매력적인 콘텐츠를

편안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니 일본 만화잡지의 디지털 잡지 실험은 희

망적이라고 본다. 게다가 「D모닝」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라인에 소식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해 SNS를 통한 홍보도 가능하게 했다.

일본만화산업구조의 핵심은 어쨌든 만화 팔아서 돈 버는 것,이다. 안 팔

리면 안녕,은 당연한 거고. 솔직히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스마트 디바이스

보급이 떨어지는 일본인데도 대표 잡지를 앱으로 출시했다. 많은 이들이 「D

모닝」 앱의 출시에 관심을 갖고 있다. 역시 문제는 콘텐츠다. 그러니까 만화

가 콘텐츠의 힘을 갖기를 원하다면, 만화 그 자체로 수익을 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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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6일에 출시한 고단샤 대표 만화주간

지「모닝」의 앱 만화잡지 「D모닝」

만화포럼Kan내지최종_만화포럼Kan내지3차  14. 1. 13.  오후 3:41  페이지 21



5. 에필로그, 두 개의 길
한국만화 최대의 격변기인 2013년을 보내고, 2014년을 맞

이하면서

‘한국만화와 플랫폼’에 대한 글은 2013년 5월 24일 제1차 만화포럼에

서 처음 발제했다. 이 원고에 수록된 내용은 1에서 3까지가 만화포럼에 발

표된 내용이다. 당시 디지털 플랫폼은 네이버, 카카오페이지를 중심으로

수많은 이슈를 생산하고 있었다. 허영만 작가의 「식객2」 카카오페이지 연

재는 파괴력 있는 이슈를 제공했고, 네이버의 PPS 프로그램 도입 역시 그

에 못지 않았다. 그리고 성인용 유료 콘텐츠를 내세운 레진코믹스가 안드

로이드 앱을 6월 7일 출시했다. 출시 이후 3일만에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도서부문 최고 매출을 기록했고, 6월 24일에는 안드로이드 앱 10만 다운

로드를 돌파했다. 한편, 다음은 영화 및 출판만화와 적극적 제휴를 통해

콘텐츠 인지도를 끌어올리고 유료 판매를 시도했다. 

2013년 상반기는 디지털 플랫폼을 둘러싼 다양한 시도들이 소용돌이치

기 시작한 시기였다. ‘한국만화와 플랫폼’이라는 글은 한국만화를 플랫폼

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변화 추이를 지켜보자는 글이었다. 따라서 단순히

2013년 하반기의 변화를 함께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한국만화 생태계의 조망
일단 거시적 조망이 필요하다. 이 논의는 한국만화 생태계의 여러 구성

중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생태계에 국한한다.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는

작동원리에 따라 무료 웹툰, 유료 앱, e북 서비스(만화방 서비스)로 나뉜

다. 4개의 주요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중 가장 전통적인 방식은 e북이다.

e북은 90년대 후반 등장한 스캔 만화방 서비스와 크게 다르지 않다. 스캔

만화방 서비스는 웹 사이트와 뷰어를 개발해 유료로 서비스를 하거나 콘

텐츠를 포털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존재했다. e북 플랫폼 역시 이와 유사하

다. 단, 스캔 만화방 서비스가 만화 중심이라면 e북은 도서 전체를 아우르

는 서비스다. 대부분 출판 기반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콘텐

츠 판매 플랫폼으로 화려하게 등장했던 카카오페이지는 1차 런칭 실패 이

후 현재 e북 기반 플랫폼으로 변신을 꾀하고, e북 판매에 일정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우리가 살펴본 디지털 플랫폼에 적합한 방식은 포털을 통해 등장한 무

료 웹툰 서비스다. 네이버, 다음 등의 웹툰 서비스는 포털 기반의 무료 웹

툰 서비스인데, 2013년을 기점으로 네이버의 경우 부분 유료화와 광고 등

으로 부가이익을 산출하는 정책을 진행 중이고, 다음은 웹툰마켓과 웹툰

마켓 내부 프리미엄관의 도입으로 적극적 유료화와 제휴모델을 추구하고

있다. 네이버와 다음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 네이버는 플랫폼 비즈니

스의 관점에서 웹툰을 바라보고 있고,  다음은 콘텐츠의 관점에서 웹툰을

바라보고 있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웹툰을 바라보고 있는 네이

버는 전체 서비스 플랫폼(서비스 모델)을 해외에 판매하려는 전략을 갖고

움직인다. 반면, 다음은 CJ E&M이나 스퀘어에닉스 등과 제휴를 통해 콘

텐츠를 개발하는 전략을 갖고 움직인다. 이 같은 차별성이 뚜렷해 진 것이

바로 2013년이다. 

네이버 웹툰이 보여주는 플랫폼 비즈니스는 한정된 자원의 한국시장이

아니라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해야한다. 2013년 10월 18일 일본의 엔에이

치엔 아트플레이(NHN Artplay)에서 네이버의 웹툰 서비스와 동일한 사

업모델을 갖고 있는 ‘코미코’를 런칭했다. 아마추어 작가 연재, 인기만화

와 연재계약 주1회 연재, 짧게 소비할 수 있는 만화와 같은 전략은 네이버

웹툰과 동일하다. 네이버 역시 해외 진출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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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북 웹툰 유료 앱

형식 페이지 스크롤, 스마트툰 스크롤, 페이지

발표시기 재발표 신작 신작, 재발표

비용 인세(수익배분) 고료 수익배분

오프라인 출판 연계 출판 완료 일부 2차 출판 일부 2차 출판

디바이스 웹 중심 � 앱 추가 웹 � 앱 추가 개별OS기반 � OS 및 웹 통합

주요 서비스 교보, 리디북스, 카카오페이지
네이버 웹툰, 다음 웹툰, 열혈강호 앱, 김성모 웹툰 앱,

올레마켓, T스토어 레진코믹스

[표] 디지털 플렛폼 기반 만화 생태계의 주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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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성과를 기반으로 2014년에 네이버 웹툰의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의 해외진출 드라이브가 시작될 것이다. 

다음은 8월 26일 스퀘어에닉스관을 오픈했다. 일본 만화의 직배가 온라

인에서 시작된 것인데, 예전과 같은 저항 없이 자연스럽게 안착했고 상업

적 성과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또한 다음 만화 공모전의 포맷도 바

꿔, 기획안으로 심사하고 CJ E&M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콘텐츠 프로듀

싱 개념을 도입했다. 

2013년을 기점으로 웹툰 플랫폼에 기반한 만화 생태계의 방향이 플랫

폼 비즈니스와 콘텐츠 비즈니스의 길로 양분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비포

털 기반의 웹툰도 가세했다. KT의 올레마켓웹툰과 SK의 T스토어 웹툰이

그것이다. 국내 양대 통신사인 KT와 SK는 공고룝게도 2013년 웹툰 서비

스를 개편하거나 신설해 서비스 중이다. 

마지막으로 유료 앱 플랫폼 생태계가 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스마

트폰, 스마트태블릿 시장을 형성하며 만화의 대안으로 급격히 떠올랐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아이패드를 통한 만화 구독 서비스가 크게 성장하

며, 장미빛 미래를 전망하게 했었다. 그러나 김성모 만화를 보여주는 앱

‘김성모 웹툰’ 등 몇몇 앱을 제외하면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

에 레진코믹스가 출시되어 성과를 내놓으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6월 7일 안드로이드앱을 출시한 이후 6월 24일 10만 다운로드, 7월 26

일 20만 다운로드를 돌파하고, 8월 17일 iOS 앱을 출시하여 같은 날 도서

부문 무료 다운로드와 매출 1위를 기록했다. 9월 20일 웹 서비스까지 오

픈한 이후 2013년 12월 현재 100여 편의 웹툰을 서비스하고 있다.  

레진코믹스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월부터 9월 기준 앱다운로

드 대비 활성 사용자 전환 비율이 무려 83%에 달하고, 월간 활성사용자

수 대비 유료 사용자 전환 비율이 5.2%에 달해 약 1만 4천명이 유료로 만

화를 구매했다고 한다. 이 같은 성과는 기존 웹툰에서 볼 수 없었던 성인

콘텐츠(예를 들어 네온비의 ‘나쁜상사’ 같은)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기존

앱 서비스가 대부분 구작을 한꺼번에 구매하는 앱이었다면, 레진코믹스는

신작으로 일정한 성공의 가능성을 확인시켜줬다. 

디지털 플랫폼 기반 만화 생태계는 앞서 웹툰 플랫폼이 그랬던 것처럼

크게 플랫폼과 콘텐츠 두 개의 길을 간다. 

두 개의 길 
2013년 현재 한국만화는 크게 두 길이 존재한다. 하나는 ‘만화=콘텐츠

=유료=저작권’의 길이다. 콘텐츠 모형이라 부르자. 이름처럼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독자들에게 선보인다. 독자는 콘텐츠를 유료로 구입해

구독, 소유한다. 독자들이 비용을 지불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말끔하

게 다듬어진 작품들이 ‘데뷔’라는 허들을 넘어야 한다. 보통 저작권은 작

가에게 귀속되고(일부 작품은 저작권을 합의에 의해 기획사나 출판사가

갖기도 한다), 매체는 사용권을 얻는다. 인기가 많은 작품은 저작권 비용

이 올라간다. 많이 팔리기 때문에 수익도 함께 커진다. 

다른 길은 ‘웹툰=플랫폼=무료=트래픽’의 길이다. 플랫폼 모형이라 부르

자. 요즘 젊은 작가들에게 익숙한 등식이다. 개방된 플랫폼에 무료로 작품

을 서비스하고, 작품을 많은 이들이 찾게 만들어 트래픽을 발생시킨다. 웹

에서 트래픽은 돈으로 바뀐다. 높은 트래픽을 보이는 작품은 트래픽을 필요

로 하는 웹 서비스에 발탁되거나, 트래픽을 근거로 광고를 수주할 수 있다.

작품의 완성도보다 대상이 되는 독자와 즉각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어디에서, 어떻게 내 만화가 읽힐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대세는 플랫폼 모형이다. 플랫폼 모형을 흔히 ‘웹툰’이라 부른다. 한국

인터넷의 거대 포털 네이버는 웹툰에서도 독점적 사업자다. 네이버는 매

년 공격적으로 작품의 종수를 확대해 오고 있고, 계속 확대할 것이다. 차

순위 사업자인 다음은 제휴모델을 선보였다. <전설의 주먹>, <은밀하게 위

대하게>, <미생> 등의 작품이 영상화되어 사용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영화화 전략 이후 다음은 프리미엄 유료관을 만들었다. 유료모델은 콘텐

츠 모형이지만, 다음의 제휴모델은 웹툰 플랫폼 모델을 활용해 디지털 유

료화 모델을 개척하고 한다. 다음의 제휴모델이 기존 디지털 유료만화와

다른 것은 ‘플랫폼 모형’ 즉, 웹툰과 공존하는데 있다. 

대형 통신사인 KT와 SK도 각각 올레웹툰과 T스토어 웹툰을 공격적으

로 밀어붙이고 있다. 여기에 레진코믹스 같은 신생 앱 만화업체들과 스투

닷컴, 일간스포츠, 헤럴드경제와 같은 경제신문의 연재 웹툰, 심지어 교보

문고처럼 다양한 사이트에 웹툰이 연재-소비된다. 

플랫폼 모형은 성인층에서 시작해 청소년, 그리고 최근에는 어린이까지

시장을 확대했다. 어린이들에게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이미 학습만화

시장도 위기에 빠졌다.특히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웹툰을 소비하는 시대가 되었다. 플랫폼 모형의 핵심은 ‘일상적 만

화 소비’다. 일상적 소비라는 건, 특정한 독서 준비 대신 출퇴근, 등하교,

친구를 기다리는 시간 등 아주 작은 틈새 시간에 스마트폰을 통해 웹툰을

소비한다는 말이다. 당연히 속도감 있게 볼 수 있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만화들이 대세가 된다. 복선이 깔린 스토리나 연출이나 그림은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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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소비에서는 많은 호응을 얻지 못한다. 

한국만화는 21세기 들어 확실한 분기를 맞이했다. 웹툰의 탄생으로 만

화는 언제, 어디서라도, 아무 준비 없이 소비될 수 있는 콘텐츠가 되었다.

웹툰의 압도적 힘은 다른 가능성을 잠식하는 것처럼 보인다. 맞다. 마치

도심 한 가운데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난 듯, 울창한 숲에 거센 산불이 일

어난 듯하다. 하지만 늘 폐허에서 새로운 모색이 시작된다. 웹툰의 진격은

출판만화의 새로운 판짜기를 가져왔다. 

2014년 현재 플랫폼 모형이 한국만화의 대세를 이루었다. 그렇다고 해

서 전자의 콘텐츠 모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상적 소비 콘텐츠 웹툰과 달리 출판만화는 어른이라는 새로운 만화

수요층을 발굴했다. 그들은 만화를 본 경험이 있고, 만화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세대들이다. 게다가 웹툰의 속도와 양이 버겁기도 하다. 어른들의 이

야기를 보여주면, 그들은 환호한다. 윤태호의 <미생>이 거둔 성과는 그래

서 의미있다. <미생>은 콘텐츠의 완성도로 웹툰과 출판만화 양쪽에서 모

두 성공을 거두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른들을 위한 만화다. 어른들을 위한 만화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지식만화와 다큐만화, 다

른 하나는 문예만화다. 얼마 전 한국의 대표적 지식만화인 <박시백의 조선

왕조실록>이 20권으로 완간되었다. 10년에 걸친 작가와 출판사의 끈기가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또 지식만화는 여러 출판사에서 관련된 해외 출

판물을 수입하고 있다. 다큐멘터리 만화는 보리에서 꾸준히 평화발자국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다. 나머지 빈 영역이 바로 문예만화다. ‘문예만화’

라고 하면 낯설고 어려워 보이지만, 만화 특유의 과장되고 판타지한 상상

력보다 어른들이 즐길 수 있는 현실적 스토리텔링을 보여주는 만화정도로

설명할 수 있다. 

2014년 오늘, 한국만화에는 두 길이 있다. 이 두 길은 모두 매력적이다.

보다 더 많이 대중과 만나고자 한다면 플랫폼 모형을 선택하면 된다. 조금

더 진지하게 어른들을 위한 이야기를 풀어내고 싶다면 콘텐츠 모형을 선

택하면 된다. 어느 때보다 작가도, 독자도 즐거운 시대가 되었다. (끝)

24 _만화포럼 칸

커버스토리 _ 뉴미디어시대의 한국만화 

만화포럼Kan내지최종_만화포럼Kan내지3차  14. 1. 13.  오후 3:41  페이지 24



한국만화영상진흥원_ 25

뉴미디어시대의 한국만화 토론 Ⅰ

● 급변하는 플랫폼에 대한 아마추어 프로작가들의 대응방안은?

● 개방형 플랫폼은 협업(펀딩, 투자 및 작가에게 정당한 원고료 지급)을 통한 정당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수익 발생하는 사업모델이 적합하다.

● 종이책과 스마트폰으로 만화를 볼 수 있는 화면 모듈을 만드는 진흥원의 역할이 필요. 만화계가 업계 모델을 아가는 게 아닌 리딩하는 구조여야 한다.

● 교육업체에서는 디지털교과서 제작가이드를 만들어 각 전자출판사에 배포하고 있으며 벤치마킹이 필요한 상황이다.

●매체 활용을 못하면 소멸되는 예술장르가 있음. 2차, 3차 제작자의 법률적인 규제나 제한이 없다. 외국기업 유입 시 국내업체는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어있다.

● 만화가 포털에서 차지하는 입지, 중요성은 어떠한가?

●네이버의 웹툰 전략은 ‘메트리스’. 순위 상관없이 모든 장르만화는 매트리스를 채우는 효과임. ‘뉴스서비스’가 포털에 들어오는 컨텐츠라면, ‘만화’

는 웹툰 소비자를 잡아두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인터넷 공적망을 활용하는 포털은 만화연구를 위한 자료를 오픈해야 한다 .웹툰에 대한 객관적 자료 요청이 필요하다. 

● 30~40대의 신문만화 소비층이 스마트폰 이용자로 전환되고 있다. 편리하고 지속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면 만화소비층으로 잡아둘수 있음.

● ipTV의 보급으로 동시간대 같이 TV를 보는 것(시청률)은 의미가 없어진다.

● 3G에서 LTE의 환경변화로 데스크탑에서 네이버의 역할은 사라질 수도 있다.

● 환경에 맞는 기획자가 있고, 협업과 지원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네이버의 만화 연재료를 절대적 기준으로 측정하면 안되고 국회와의 협조 단계를 거쳐 콘텐츠활용기본법이 만들어져 투명하게 측정되어야 한다.

김봉석, 박인하, 윤기헌, 이용철, 이화자, 이희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사장), 한상정,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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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 원작 영화, 드라마 현황

1⃞
1926년 <멍텅구리 헛물켜기>를 각색한 <멍텅구리>가 첫 만화 원작 영화.

애니메이션으로는 1967년 신동우의 <홍길동>의 극장용 애니메이션인 <홍길동>.

2⃞
만화 원작 극장용 애니메이션은 <아마겟돈>이 흥행에 실패하면서 제작이

뜸해졌다.

2008년 천계영의 <오디션>이 극장용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었지만,

2009년 단관 개봉.

3⃞
이현세의 <공포의 외인구단>(1986, 1988), 박봉성의 <지옥의 링>(1987),

강철수의 <발바리의 추억>(1989), 허영만의 <비트>(1997) 등이 영화로. 

이현세의 <폴리스>(1993), 허영만의 <아스팔트 위의 사나이>(1995), <미스

터Q>(1998), 김수정의 <일곱 개의 숟가락>(1996), 황미나의 <우리는 길 잃

은 작은 새를 보았다>(1999) 등이 TV드라마로.

4⃞
2000년대 만화 원작 활용에서 주목할 분야는 TV 드라마. 2003년 방학기

의 <다모>(시청률 19%), 2004년 원수연의 <풀하우스>(시청률 32.1%),

2006년 <궁>(시청률 22.6%), 2008년 허영만의 <식객>(시청률 20.3%)과

박인권의 <쩐의 전쟁>(시청률 30.5%) 2010년 박인권의 대물(시청률

25.8%)

5⃞
2000년 이후 김혜린의 <비천무>(2000)를 비롯한 많은 만화 원작들이 영

화로 제작. 그러나 허영만의 <식객>(2007, 관객 수 303만)과 윤태호의

<이끼>(2010, 관객수 337만> 정도만 흥행에 성공 했을 뿐 실패 사례가 더

많음. 2013년에는 HUN의 <은밀하게 위대하게>만 성공. 이종규·이윤균

의 <전설의 주먹>과 허영만의 <미스터 고>는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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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툰을 왜 영화로 만드는가

1⃞소재 개발
영화에서 시나리오 개발비는 적어도 1억 이상은 들어간다. 소재 발굴, 아이

디어 개발에서 시놉시스를 만들어내는 과정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

웹툰을 가져온다면, 캐릭터와 설정, 기본적인 이야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무조건 사 놓고 보는 일도 많다. 반면 개발 과정에서 시나리오까

지 가지도 못 하거나, 시나리오를 몇 번 쓰다가 엎어지는 경우도 부지기수.

2⃞지명도와 팬덤
요즘 영화의 마케팅비는 거의 제작비와 1 대 1 이상이 된다. 그리고 마케

팅의 첫걸음은 일단 영화 자체의 존재를 알리는 것. 그런 점에서 이미 지

명도를 확보한 인기 웹툰의 경우에는 분명한 이점이 있다. 또한 주요 팬이

10대인 경우는 급속하게 입소문을 퍼트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가시>

와 <은밀하게 위대하게>가 이런 이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했다. 요즘은 웹

툰도, 아이돌 스타도 팬덤으로 인기를 얻고 퍼져나가는 경우가 많다.

3⃞그림으로 본다.
만화는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 소설로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영상으

로 치환하여 상상하는 수고가 필요하다. 하지만 만화는 직관적으로 영화

의 장면을 미리 그려볼 수도 있다. 슈퍼히어로 영화가 한창 붐을 일궈가던

2천년대 초반 할리우드에서는 미리 캐릭터와 장면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

는 것이 만화의 장점이라고 이야기했다.

4⃞한국 웹툰의 특수성
해외에서는 주로 대중소설이 원천 스토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만, 한국에서는 대중소설이 대단히 취약하다. 개인이 기발한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무수한 이야기들이 외국에서는 대중소설로 세상에 선을 보이지

만, 한국에서는 웹툰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소설이 주로

판타지와 무협, 로맨스 등 특정 장르에서만 팬덤을 만든 것도 한 가지 이

유. 한국에서 개성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 일상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다

루고 있는 매체가 웹툰.

# 왜 성공하는가, 왜 실패하는가

1⃞각색
<올드보이, <미녀는 괴로워>는 일본 만화의 설정만을 가져온다. 현지화라

고도, 영화적인 에피소드와 스토리 라인을 다시 만드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만화는 만화일 뿐 영화의 모든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영화의 이

야기와 설정을 가지고 완전히 다시 만드는 것.

2⃞리얼리티의 문제
영화에서는 리얼리티가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영상은, 현

실에서 보는 익숙한 풍경이 그럴듯하게 나타나야 한다. 어느 정도의 과장

이나 왜곡, 생략 등이 허용되는 만화의 장르적 특성이 영화에서는 허용되

지 않는다. 사실적인 영화에서 드러나는 미숙함이나 부자연스러움은 배우

가 직접 연기하는 연극보다도 적나라하게 까발려진다. 마찬가지로 원작에

허점이 많다 해도 각색하는 과정에서 치밀하게 보완하고 새로운 요소를

투입하여 영화만의 완결성을 갖춰야 한다.

웹툰 <절벽귀>와 영화 <무서운 이야기2>의 <절벽>

3⃞강풀의 만화
2008년 <아파트>를 시작으로 <순정만화>, <바보> 등이 영화화. <그대를

사랑합니다>(2011), <이웃사람>(2012), <26년>(2012) 등은 흥행에 성공.

<순정만화>(2005)와 <바보>(2007), <그대를 사랑합니다>(2008)는 연극화

되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장르성이 강한 영화들이 대체로 성공. 강풀 만화의 장점인 세밀한 감정 묘

사와 여운이 남는 만화적 연출이 영화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않음.

4⃞<은밀하게 위대하게>의 경우
기존의 팬덤. 

미소년 청춘 스타. 김수현 등등.

세 미소년의 BL적 코드.

신파와 코미디, 액션 - 최근 한국 대형 영화의 보편적인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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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미스터 고>의 경우
<오! 브러더스>, <미녀는 괴로워>, <국가대표> 등 어디선가 본 영화를 낄

끔하게 재구성하며 잘 만들어내는 김용화의 연출, 그래픽도 좋았다.

하지만 타겟이 문제. 고릴라가 나오는 야구만화를 ‘가족’중 누가 좋아할

것인가.

고릴라는 얼마나 사실적이어야 하는가.

6⃞일본 만화 원작 영화의 성공사례
사토 슈호의 <해원>. 드라마로 성공한 후 극장판.

<나나> <디트로이트 메탈 시티>는 만화에서 들을 수 없는 음악을 직접 들

려주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는 것으로 어필.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원작의 코어한 부분은 대부분 밋밋하게 전형적으로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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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화 시장의 현황과 웹·모바일 만화
한국만화시장은 2000년대 이후 그전 시대와는 확연하게 다른 변화의

길을 걷고 있다. 1909년 현대적인 한국만화가 탄생1)한 이래 9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만화는 인쇄를 통해 유통되고 소비되는 출판의 한 분야였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웹툰’2)이 큰 인기를 끌면서 만화의 중심을 출판

에서 인터넷으로 바꾸어 놓았다. 2010년 이후에는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

일 기기를 이용한 만화 소비가 급증하면서 조만간 데스크톱과 노트북을

통한 만화 소비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웹툰 서비스가 시작된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화면 구석에 미끼 상

품처럼 자리해 있던 웹툰 배너가 이제는 각 포털사이트 메인 페이지 가운

데에 배치돼 있다. 웹툰은 더 이상 포털로 유저를 유인하는 수단이 아니라

중요한 상품으로 대표적인 웹서비스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김준구 네이버 웹툰서비스 팀장은 “2000년대 초반이 웹툰 서비스 자체

를 홍보하는 시기였다면 2010년 무렵부터는 본격적인 콘텐츠 발굴을 위

한 투자를 진행 중인 단계”라며 “좋은 콘텐츠를 발굴하고 알려 웹툰 시장

자체를 키우는 것 외에 작가들과 상생 모델을 개발하는 데에도 적극적으

로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3)

오늘날 한국의 대중문화산업 전반에 만화가 끼치는 영향은 눈부실 정도

다. 통계에 따르면 전 국민의 1/3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웹툰’을 보는 독자

다. ‘네이버 웹툰은 올해 3월 자체 추산 결과 순방문자가 1700만 명에 이

르렀고, 조사기관인 코리안클릭은 다음 웹툰의 같은 시기 순방문자가 190

만명이라고 발표했다’4) 네이버 웹툰의 월간 페이지뷰는 15억4000만 회에

이를 정도다. 모바일 앱을 통해 웹툰을 구독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네이

버 웹툰앱은 다운로드만 2012년 하반기 이미 1000만 건을 넘어섰다. 네이

버 웹툰 앱의 이용 순위 또한 전체 앱 중 9위를 차지할 만큼 인기가 높다. 

현재 네이버에서 126개, 다음에서 64개의 작품이 연재되고 있다. 네이

버, 다음, 네이트와 같은 한국의 대표적인 포털사이트들은 무료 웹툰을 유

료로 전환하면서 주요 서비스로 인식,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웹툰작가로 데뷔하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해 지고

있다. 네이버의 도전만화 코너에는 매달 8만7000여 작품이 새롭게 올라

오고 있으며, 도전만화에서 승격된 작품이 모이는 ̀베스트 도전만화’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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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모바일

만화의

유료화 및

수익 창출방안
   

김병수
만화가 / 목원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

1) 1909년 6월 2일 <대한민보>에 실린 이도형 화백의 ‘삽화’를 최초의 현대적인 만화로 보고 있음.  
2) ‘웹툰’은 한국에서 생겨난 인터넷 만화를 지칭하는 용어로써 포털사이트나 만화전문사이트,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해 보여지는 인터넷전용 만화이다. 대부분 세로로 긴 형태로 이루어져 아래로 스크롤하여 감상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3) 이정흔, <웹툰경제학 경제가치 커지는 웹툰시장>, 잡지 《머니위크》 2012.10.26.
4) 윤형중, <만화전문지 삼켜버린 도서대여점 웹툰 전성시대 위협하는 모바일>, 신문 『한겨레』 201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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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작품별로 팬 카페가 생길 정도다. 

온라인 만

화 유통 플랫

폼을 기반으

로 웹툰 작가

도 빠르게 늘

고 있다. 현재 네이버, 다음, 네이트에서 정식으로 웹툰을 연재하고 있는

작가는 300여 명이며, 네이버 웹툰의 베스트도전 코너에서는 1,000여 명

의 아마추어 작가가 활동하고 있다.5)

웹툰을 비롯한 한국만화는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연극, 뮤지컬,

캐릭터 상품 등 문화콘텐츠 전반에 원작을 제공하며 새로운 전성기를 구가

하고 있다. 만화작가들의 수입도 과거에는 연재 고료와 출판 인세 등으로 한

정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연재 고료와 인세 외에도 이모티콘, 직접적인 광고

출연, 만화작품상의 PPL6)광고, 캐릭터상품, 판권수입 등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 이면에는 어두운 그늘도 있다. 과거 출판

만화 시대에는 만화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스승의 문하에서 오랫동안 수련

을 쌓아 일정 수준 이상의 내공이 갖추어져야 작가데뷔가 가능했다면 오

늘날 웹툰 만화가가 되기 위해서는 간단한 절차(단지 인터넷에 올리기만

하면 된다)만 있을 뿐이다. 그로 인해 바로 나타나, 바로 사라지는 젊은 작

가의 비율이 너무 높다. 공이 많이 들어가는 진중한 서사극보다는 짧게 보

고 마는 개그, 일상 중심의 가벼운 만화에 대한 선호도가 지나치게 높은

것도 웹툰의 딜레마다.

포털사이트에 연재되는 대부분의 웹툰은 그동안 무료로 서비스되기 때

문에 인기있는 작가의 원고료 및 2차 판권 판매 수익과 갓 데뷔하거나 인

기가 떨어지는 작가의 수익 간의 간극이 너무 큰 것도 문제다. 출판만화

시절에는 1급 작가와 신인 간의 연재 고료 차이가 3~4배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오늘날 웹툰에서 원고료 차이는 20배 가까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많은 한국의 만화가들을 포털의 만화담당자들과 함께 무료 웹툰

의 유료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연재한 지 오래된 작품에 대한 유료화, 미

리보기 유료화 서비스, 선택형 수입모델인 ‘PPS(Page Profit Share)의 도

입 등 포털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다양한 유료서비스들이 선보이는 추세다. 

‘포털이 만화콘텐츠 강화에 주력하는 것은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웹툰 수요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기관인 PWC에 따르면 전

세계 디지털 만화 시장은 올해 6억 2,000만 달러 규모이며 매년 평균

13.9% 성장해 오는 2016년엔 1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순정만화’, ‘이끼’, ‘이웃사람’, ‘아파트’ 등 인기 웹툰이 영화화되며 원

작만화의 페이지뷰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도 정착되고 있다. 포털 업계 관

계자는 “갤럭시노트2, 옵티머스G와 같이 대화면 스마트폰 출시도 웹툰 증

가의 한 원인”이라며 “포털 업계로서도 웹툰이라는 독점 콘텐츠를 통해

안정적인 트래픽 유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콘텐츠에 대한 투자는 계

속될 것”이라고 말했다.’7)

모바일만화 시대로 진입하면서 유료화 모델이 더욱 다양화될 것으로 전

망된다. 레진코믹스, 카카오스토리 등 유료만화 서비스들이 속속 등장하

고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말 공론화된 키위툰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에 대

한 시비, 카카오페이지의 대대적인 재정비에서 보듯 디지털만화 수익구조

에 대해 우리 만화계가 해결하고 가야할 과제들은 여전히 산적해 있다.

이 글은 웹툰을 중심으로 모바일만화 등 다양한 디지털 디바이스 기반

만화의 수익 현황과 구조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유료화 모델을 찾아내는

데 목적이 있다. 

웹툰 모바일 만화의 수익 구조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웹툰과 모바일만화의 유료화는 상당한 진척을 이

루었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웹툰=무료’라는 등식은 점차 사

라지고 있다. 웹툰은 간접적인 유료서비스라는 개념으로 해석되고, 궁극

에는 직접적인 유료서비스까지 병행되어 가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간접유료서비스의 개념은 지상파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과 곧

잘 비교된다.

‘박인하 청강문화산업대 교수는 “지금의 포털은 일종의 TV 방송국 같

은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쉽게 비교하자면 이렇다. 기존의 만화 시장

이 콘텐츠에 대한 관람료를 지불하는 극장 영화 시장이었다면, 지금의 웹

툰은 TV 시장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소비자는 콘텐츠를 무료로 시청

한다. 이 시청률을 통해 콘텐츠의 경제적 가치가 결정되고 시장에서 이익

을 만들어내는 식이다.’8)

TV 방송프로그램들이 유료다운로드, VOD 서비스 등을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찾은 것처럼 웹툰도 유사한 방식의 유료 수입 경로를 찾아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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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양철민, <웹툰 콘텐츠 공들이는 포털업계>, 《서울경제》, 2012.11.1.
8) 이정흔, <웹툰경제학 경제가치 커지는 웹툰시장>, 《머니위크》, 2012.10.26.

5) 김나리, <̀웹툰·웹소설`로 문화콘텐츠 창작자와 상생>, 《디지털 타임즈》, 2013.5.28, p8. 
6) 연재중인 만화작품에 특정제품을 노출하여 광고비를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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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오히려 TV보다 훨씬 다양한 방식의 유료화 모델들이 앞다투어 선보

이고 있다. 특히 2012년과 올해 유료화 바람이 뜨겁다. 

현재까지 알려진 웹툰과 모바일 만화의 수익은 문화콘텐츠 가운데 가장

다양한 경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바일 만화 수입의

경우 카카오페이지처럼 모바일 사이트에 직접 작품을 게재하여 얻는 경우

도 있으나 대체로 웹에 1차 연재하고 2차로 모바일로 옮겨 가거나 웹과 모

바일 동시 연재가 되는 사례가 많아 웹툰의 수입 구조로 일원화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웹툰 만화가의 수익은 만화 자체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 수

입과 만화의 부가가치 창출로 인한 2차 수입, 그리고 외주제작과 광고출

연 등의 과외 수입 등 세 갈래 정도로 나눠진다.

수입규모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포털사이트의 1차 연재

웹툰은 독자들에 의한 직접적인 매출이 이뤄지지 않는 구조여서 정확한

시장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화나 드라

마 등 부가가치 시장이 급속도로 확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사정은 마찬가

지다. 웹툰 원작자에 대한 저작권료가 작품에 따라 워낙 천차만별인데다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9)

사실 인터넷과 모바일에 유료만화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정액제 혹은 일

간 단위의 금액을 정해놓고 만화를 보는 서비스는 인터넷이 보편화되던

초기부터 있어 왔고 스마트폰 시절 이전의 모바일에서는 성인용만화 유료

서비스가 통신사에 수백억 원대의 수익을 안겨주기도 했던 시절이 있다.

직접 수입 
1) 웹툰 원고료

웹툰만화가의 가장 직접적인 1차 수입은 연재에 따르는 원고료를 들 수

있다. 현재 ‘웹툰 작가의 평균 원고료는 월 100만~150만 원이다. 신인 작

가는 월평균 50만 원 정도로, 스타 작가에 비해 원고료가 현저히 낮은 게

사실이다. 베스트 도전 등에서 등단을 기다리는 아마추어 작가 1,000여

명은 연재를 꾸준히 이어가기 어려워 수입이 들쭉날쭉하다.10)

인기를 끌고 있는 ‘스타 작가’들은 원고료로 한 달에 수백만 원에서 많

게는 수천만 원을 받는다. 네이버와 다음을 통틀어 최고 대우인 강풀의 경

우 한 달에 2천만원 가량을 받는다고 전해진다.  

네이버의 경우 인기도에 따라 3개월마다 원고료가 인상되나 다음이나

네이트는 작품마다 원고료 산정이 달라진다고 한다. 

2) 다음 회 미리보기 / 완간 만화 유료서비스 

가장 먼저 도입된 유료화 서비스가 다음회 미리 보기와 완간(혹은 구

작)에 대한 유료화 서비스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매주 1~2회씩 연재되는

작품 중 정상적인 연재 속도보다 빨리 앞으로의 줄거리가 궁금한 이들이

연재분을 값을 지불하고 보는 방식이다.

완간 만화에 대한 유료서비스는 확실한 유료화 모델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2012년 강풀은 ‘26년’을 제외한 9개 작품을 유료로 전환하여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밖에 전극진·박진환 작가의 ‘브레이커’ 시

리즈를 시작으로, 허영만 화백의 ‘말에서 내리지 않는 무사’(말무사), 정연

식 작가의 ‘더 파이브’, 홍성수·임강혁 작가의 ‘피크’를 차례로 유료화했

다. 원수연 작가의 ‘매리는 외박중’은 2012년 10월 웹툰 서비스를 중지하

고 아예 유료 만화 서비스로 자리를 옮겼다.

브레이커는 오프라인 단행본 한 권에 해당하는 온라인 분량을 보는 가

격이 300원, 강풀 작품은 500원, 피크는 600원, 더 파이브는 1000원, 말

무사는 1600원으로 책정됐다. 유료화 여부나, 가격 책정은 전적으로 작가

들의 선택이라는 게 ‘다음’ 쪽 설명이다. 또 수익 대부분이 작가들에게 배

분된다고 했다

연재 종결 후 유료로 사서 보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도 했다. 수익

은 작가와 포털이 7 대 3 정도로 나눠 갖는다. 지난 1월 연재를 마친 ‘신과

함께’는 네이버에서 두 달 동안 완결작을 유로로 판매해 3800여만 원의

수익을 냈고 단행본도 8권까지 13만 부가 판매됐다. 

‘네이버에서는 ‘미리보기’ ‘완결보기’외 가장 인기 많았던 회차별 작품

을 모아보는 ‘베스트 콜렉션’과 연재 시 다루지 못했던 이야기를 담은 ‘외

전’ 등 다양한 방식의 선택적 콘텐츠 유료 판매 모델을 제공할 계획이다.11)

그러나 미리보기나 완간작 유료로 보기가 웹툰 작가 전체의 수익 증대

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한 웹툰 작가는 “그러나 모든 만화가 유료화

로 잘 팔리는 것이 아니므로 완전한 수익을 내는 구조라고 볼 수 없고 포

털의 기본적인 원고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꼬집어 말했다.’12)

이를테면 유명 작가와 일반 작가의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을 가

속화 시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잘 버는 작가는 더 잘 벌고 못 버는 작가

는 현상 유지하는 상황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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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정흔, <웹툰경제학 경제가치 커지는 웹툰시장>, 《머니위크》, 2012.10.26
10) 김보람, <인기 폭발’ 웹툰 만화가들 얼마나 버나>, 《한국경제 비지미스 매거진 제 921호》, 2013. 7. 22.

11) 조윤주,  <NHN, 문화 콘텐츠 창작자 수익 높인다>, 《파이낸셜 뉴스》, 2013. 3. 20.
12) 김보람, <인기 폭발’ 웹툰 만화가들 얼마나 버나>, 《한국경제 비지미스 매거진 제 921호》, 2013.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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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행본 판매

인기 있는 웹툰의 경우 오프라인 단행본 판매도 주요한 수입원이다. 최

근 완간된 윤태호의 ‘미생’은 웹툰 연재 당시부터 단행본 판매를 염두해

두고 연출을 진행하였으며 단행본 판매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주호민 작가는 ‘신과 함께’ 13만부, 조석 작가는 ‘마음의 소리’ 40만부,

김규삼 작가는 ‘입시명문 사립 정글고등학교’와 ‘쌉니다 천리마마트’ 15

만부, 정다정 작가는 ‘역전 야매요리’로 1만부 판매고를 올렸다.

그러나 출판 시장의 불황으로 일부 스타작가를 제외하고 단행본 판매로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점점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간접 수입 
1) 2차 판권(영화, 드라마, 게임, 캐릭터팬시 등)

2차 판권 시장이 크게 확대됨으로써 작가들의 수익구조가 크게 개선 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특히 최근 만화 원작의 영상물이 크게 성공하면

서 영화나 드라마 판권 가격이 급상승한 것이 눈에 띈다. 웹툰의 영화 판

권은 ‘최근 몇 년 새 3~4배 올라 인기 웹툰은 6000만~7000만 원, 많게

는 1억 원대의 판권을 받는다. 한 영화 제작자는 “영화의 핵심 타깃 층과

웹툰 독자층이 겹치는 데다 인기가 검증됐기 때문에 영화·드라마·연극

제작자들이 판권 구입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13) 대형 영화사에서 웹툰

들을 입도선매식으로 판권 계약을 싹쓸이했다는 풍문도 들려온다. 

다행인 것은 대부분의 포털이 만화가 영화나 드라마 판권, 단행본 출판 인

세, 모바일 메신저 이모티

콘, 간접 광고, 캐릭터 사

업 등 다른 2차 상품으로

거듭날 때 저작권을 작가

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연재 완료됐

거나 현재 연재 중인 네이

버 웹툰 중 극화 작품의

70%가 영화나 드라마 등

의 판권계약을 체결했다. ̀

신과 함께’(주호민), `목욕

의 신’(하일권), ̀보톡스’(황미나), ̀패션왕’(기안84), ̀쌉니다 천리마마트’(김

규삼), ̀닥터 프로스트’(이종범) 등이 해당된다.14)

2) 이모티콘 등 캐릭터 상품화 사업

최근 웹툰 만화가들의 수익 개선에 가장 직접적으로 이바지하는 것 중

에 하나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한 이모티콘, 스티커 판매다. 

카카오톡이나 라인 등 스마트폰 메신저에 사

용되는 이모티콘, 스티커도 작가들의 수익원으

로 인기가 높다. 인기가 높은 웹툰의 캐릭터 라

이선스는 작가에게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수

입이 생기는 것도 있다. 현재 인기를 끄는 캐릭

터로는 철수와 영희의 ‘철수와 영희만의 독한

매력’, 호조의 ‘시니컬토끼의 쿨한 하루’. 판다

독의 ‘판다독’, 이말년의 ‘이말년 시리즈’ 등이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다. 이는 대개 ‘러닝 개

런티’ 계약으로 이모티콘이 팔리면 팔리는 대로 작가는 돈을 벌게 된다.15)

카카오톡에서는 30여 명의 네이버 웹툰 작가의 이모티콘이 판매되고

있고 라인에서도 15명의 웹툰 작가들이 이모티콘을 판매 중이다. 인기 웹

툰 캐릭터들은 애니콘, 스티콘, 스티커 등으로 모바일 메신저 등에 탑재되

며 1.99달러의 유료 이모티콘으로 재탄생하기도 한다. 일부 웹툰 작가는

아예 사업설명회를 직접 열고 캐릭터 사업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

장 개척에 나서고 있기도 하다.

캐릭터 상품으로서의 웹툰의 인기도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

다. 백화점에는 웹툰의 인기 캐릭터를 상품화해 판매하는 팝업스토어가

들어서기도 했다. 정철연 작가의 ‘마조앤새디’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는

‘마조앤새디 카툰샵’이 롯데백화점 팝업스토어로 등장하자 모든 백화점

에서는 웹툰 작가 모시기 경쟁에 들어간 것이다.16)

‘인기 웹툰 작가들은 모바일 메신저를 넘어 오는 8월부터 소품들의 판매

사이트 링크를 자신의 웹툰 페이지 내에 거는 ‘파생상품’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기도하다.  웹툰을 좋아하는 독자들이 캐릭터 상품의 주요 구매층인

경우가 많아 링크 노출이 바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17)

김우준 작가는 자신의 웹툰 ‘언더클래스히어로’가 주로 구매력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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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김보람, <인기 폭발’ 웹툰 만화가들 얼마나 버나>, 《한국경제 비지미스 매거진》 제 921호, 2013. 7. 22.

14) 김나리, <̀웹툰·웹소설`로 문화콘텐츠 창작자와 상생>, 《디지털 타임즈》, 2013.5.28. p8.
15) 김보람, <인기 폭발’ 웹툰 만화가들 얼마나 버나>, 《한국경제 비지미스 매거진 제 921호》, 2013. 7. 22.
16) 김보람, <인기 폭발’ 웹툰 만화가들 얼마나 버나>, 《한국경제 비지미스 매거진 제 921호》, 2013. 7. 22.
17) 강현주, <웹툰 작가들 이제는 ‘캐릭터 사업’으로 승부>, 《아이뉴스24》, 2013.07.23.

만화포럼Kan내지최종_만화포럼Kan내지3차  14. 1. 13.  오후 3:41  페이지 32



30대 남성들에게 소구한다는 점에서 착안, 이들을 겨냥할 수 있는 사무용

품, 액션피규어 등의 제작을 제안하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시장개

척에 적극 나서고 있다.18)

3) 광고와 네이버의 PPS

그동안 웹툰을 활용한 광고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오기는 했으나

2013년에는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특히 최근 웹툰의 이미지를 활용한 캐

릭터 결합형 광고가 부쩍 눈에 뛴다.  

캐릭터 결합형 광고는 라디오나 TV 프로그램에서 끝날 무렵 진행자가

직접 협찬 회사를 소개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를테면 웹툰 캐릭터가 직접

네이버의 ‘라인’을 소개하는 컷이 웹툰 에피소드 아래에 들어가는 모습을

그릴 수 있겠다. 이와 별도로 NHN은 웹툰 캐릭터를 활용하여 자사의 모

바일 응용프로그램(앱) 광고를 제작한 바 있다. 소비자에게 친근한 캐릭터

로 광고에 대한 거부감을 던다는 이점을 노린 것으로, 김준구 팀장은 “단

순한 배너 광고보다 마음의 소리 캐릭터가 라인을 홍보하는 광고가 클릭

률이 더 높았다”라며 “관련 상품 판매가 8배 높아지거나 실시간급상승검

색어에 오르는 걸 목격했다”라고 말했다.

조석 작가는 네이버에 연재 중인 ‘마음의 소리’ 웹툰 한 컷에 ‘스타크래

프트-군단의 심장’이라는 글귀를 PPL로 노출해 광고주인 게임사에서

200 만원을 받았다. 이 한 컷 만화는 나오자마자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3

위에 오르는 주목도를 보였다.19)

일부 인기작에만 광고가 몰릴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김준구 네이버

웹툰서비스 팀장은 “조회수가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광고주가 공략하려

는 소비자와 맞는) 타겟 독자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가를 본다”라며 “인

기도와 무관하게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 광고는 3

월 중 도입될 예정이다. 

클릭 수에 따라 수익을 올리는 텍스트형 광고 역시 새로운 수익 모델이

다. 텍스트형 광고는 베스트도전 작가도 이용할 수 있는 광고 상품이다.

웹툰 작가가 자기 작품의 주요 주제를 선택하면 그에 관련한 텍스트형 광

고가 웹툰 하단에 보인다. 이 광고는 NBP가 운영하는 클릭초이스로, 웹툰

작가가 자기 웹툰 페이지의 일부를 네이버 광고에 내어주는 콘셉트이다.

광고 매출은 웹툰 작가에게 50% 이상 돌아간다.

웹툰의 파급력이 커지면서 기업의 광고나 이벤트 등에 웹툰을 활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LG유플러스에서 070플레이어 서비스의

홍보를 위해 웹툰 공모전을 진행한 바 있다. 영화 <늑대 소년>은 거꾸로 영

화 홍보를 위해 웹툰을 제작했다. 영화를 보기에 앞서 작품의 감성이나 분

위기 등을 웹툰으로 먼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20)

4) 네이버의 PPS

네이버는 웹툰 작가의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올해 4월  문화콘텐츠 창

작자를 위한 비즈니스 패키지 PPS(Page Profit Share)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콘텐츠 유료 판매’와 ‘텍스트형 광고’, ‘파

생상품’을 적극 적용하는 것. 네이버 웹툰 페이지가 중심인데, 웹툰 페이

지는 웹툰을 보여주고, 이를 보러 오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료 판매, 광

고 보이기, 파생상품을 판매하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매출의

70%는 작가 수익으로 돌아간다. <신과 함께>(주호민), <삼봉이발소>(하일

권)이 적용하여 한 달에 4000만 원, 25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한다. 

김준구 네이버북스 팀장은 “PPS프로그램은 네이버 웹툰 페이지에 수익

모델을 도입하고 그 수익을 작가와 나누는 비즈니스 패키지를 의미한다”라

며 “네이버 웹툰은 12년을 바라보고 기획했는데 3년 투자기와 3년 성장기,

3년 비즈니스 모델 도입기를 거쳐 이제 네 번째 단계에 왔다”라고 말했다. 

네이버 웹툰 광고는 작품 속에 광고 상품이 노출되는 간접광고(PPL)과

캐릭터가 직접 광고하는 캐릭터 결합형 광고, 웹툰 에피소드의 주제와 관

련 있는 광고를 웹툰 페이지 하단에 보이는 텍스트형 광고로 구성된다.

과외 수입
1) 외주

외주는 만화연재 외에 기타 매체 연재, 홍보 만화, 광고만화, 사보만화

등의 만화작품을 제작하는 과외일을 의미한다. 서사극보다는 개그나 일상

툰을 연재하는 작가에게 특히 일이 많이 몰린다. 골방환상곡으로 유명한

박종원 작가는 “일에 따라 보수는 천차만별이었다. 때로는 거의 공짜나 다

름없는 가격에 사회적기업을 위한 만화를 그리기도 하고, 때로는 대기업

들로부터 작품 당 몇 백만 원을 넘어서는 광고 만화를 그리기도 했다. 금

융권의 펀드설명만화부터 관공서의 정책홍보나 공공기관 홍보 만화까지

다양하게 활동을 이어갔다.”21)고 한 매체와 인터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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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강현주, <웹툰 작가들 이제는 '캐릭터 사업'으로 승부>, 《아이뉴스24》, 2013.07.23.
19) 김보람, <인기 폭발’ 웹툰 만화가들 얼마나 버나>, 《한국경제 비지미스 매거진》 제 921호, 2013. 7. 22.

20) 이정흔, <웹툰경제학 경제가치 커지는 웹툰시장>, 《머니위크》, 2012.10.26.
21) 이정흔, <웹툰경제학  “교과서 실렸으니 격세지감”>, 《머니위크》, 20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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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고 출연, 강연, 사인회

웹툰 작가들의 인기가 일반 연예인 수준에 이르면서 작가들이 직접 광

고에 출연하거나 강연, 사인회에 나서는 빈도도 높아졌다. 만화가가 광고

모델로 등장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이현세 작가는 한동안 맥주, 금

융회사 광고모델로도 상당한 지명도를 갖고 있었고 최근에도 유니클로 광

고를 찍기도 했다. 고우영, 강철수, 허영만 화백, 원수연 작가 등도 광고모

델로 활동한 바 있다.

최근 웹툰작가들의 광고 출연은 작품의 인기와 더불어 새로운 수익원으

로 등장하고 있다.  

‘네이버 앱피소드’ 캠페인은 모바일 네이버앱의 기능을 만화 에피소드

로 표현한 시리즈 광고 캠페인으로, 2012년 8월부터 총 14명의 인기 웹툰

작가들의 작품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 화제를 모았다. 네이버에 마련된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이 광고 캠페인을 본 사람들은 총 520만 명에 이르

며 7,300개의 덧글이 달리는 기염을 토했다.22)

다음은 강풀을 단독 모델로 내세워 다음 웹툰 앱을 광고하고 있기도 하다. 

강연의 경우 대학이나 교육원 등의 특강이 많지만 대기업에서 유치하는

강연은 상당한 수준의 강연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작가들의 광고, 강

연, 사인회 붐은 작품의 인기를 넘어 작가에 대한 인기로 이어진다는 점에

서 긍정적인 반향을 낳고 있다. 

웹툰 모바일 만화의 유료화 및 수익 창출방안 

유료화의 방향성
- 비인기 만화가, 신진의 처우 개선이 시급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웹툰, 모바일 만화의 유료화는 상당한 수준

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익은 인기작가, 유명 작품에만 집중되

어 있다. 

류호준, 윤승금은 `생태계 관점에서의 문화콘텐츠 산업 구성 및 구조’에

서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환 구조의 확립이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1차 생산자의 존재”라고 강조했다. 손쉬운 기술적 접근, 편리한 생산

구조, 철저한 보상체계 마련, 생산자 중심 사고, 원활한 소비자 만남 보장,

기존의 명성보다 콘텐츠 중심 전개 등이 문화콘텐츠 1차 생산자의 양과 질

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는 설명이다.23)

20~30명 가량의 상위 10% 이내 작가들의 수입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50만원~150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신진 작가와

비인기 만화가의 처우나 수익 구조가 지나치게 열악하다는 것이다.

최근 김수용 작가는 힙합의 리메이크 버전인 ‘브레이킨’을 7월 말부터

매주 카카오페이지, T스토어, 네이버북스, 다음만화마켓에서 회당 500원

선에 유료 판매하기 시작했다. 기존의 웹툰 연재 경로로는 안정적으로 작

품 창작활동을 하기 힘든 구조 때문이다.

새로운 모바일 유료화 시도 
1) 레진 코믹스

웹툰 유료화의 기치를 내건 레진코믹스가 `다이어터`의 `네온비 ̀`살인자

ㅇ난감`의 ̀꼬마비 ̀같은 유명 웹툰 작가들을 앞세워 모바일 웹툰 시장 공략

에 뛰어들었다. 

레진 코믹스는 포털과 차별된 장편 스토리텔링 기반, 수준급 작화력을

선보이는 작품들로 초기 라인업을 갖췄다. 이 작품들은 프리미엄 채널을

선호하는 좀 더 높은 연령대의 독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된

다. 독자층을 넓히고 유료화에도 연착륙할 수 있는 조건으로 평가된다.

레진코믹스가 연재하는 대부분의 웹툰은 무료지만, 최신 에피소드들의

경우 소액 결제로 미리 볼 수 있는 부분 유료화 정책을 적용할 계획이다.

34 _만화포럼 칸

커버스토리 _ 뉴미디어시대의 한국만화 

22) 박민지, 코카뉴스, 만화가 이말년, 조석, 정다정.. 광고모델 되다, 2013.01.20. 23) 김나리, <̀웹툰·웹소설`로 문화콘텐츠 창작자와 상생>, 《디지털 타임즈》, 2013.5.28,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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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발생한 수익의 상당분을 작가에게 재배분해 안정적인 웹툰 창작

환경을 제공하고, 웹툰 창작과 소비의 선순환적 생태계를 이루는 것을 지

향점으로 잡았다.24)

2)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톡 국내가입자 3,500만 명 중 10%만 다운받는다 해도 350만 명,

이 중에 10%만 유료 가입자가 돼준다고 해도 35만명이다. 이 사람들이 한

달에 500원 정도만 우리 상품을 사 준다면… 이라는 기대를 품고 출발한

카카오페이지는 현재 시점에서는 실패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카카오페이지가 부진한 원인으로는 먼저 카카오 측의 준비 부족을 들 수

있다. 카카오톡과의 연계가 부진했고 모바일에서 이 마켓에 찾아 들어가기

도 어려웠다. 또 너무 복잡한 과금체계, 스토어-보관함 이중구조, 다운로드

방식의 보기 등등. 왔던 손님도 “뭐 이렇게 복잡해”라며 떠나가게 했다. 아

직 손님들이 지갑을 열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구경하기 위해 잠시 들렀다가

그 복잡함과 유료설정을 보고 질려서 다시는 찾지 않는 상황이 이어졌다.25) 

9월로 예정된 카카오페이지의 대대적인 개편에 만화계의 관심이 집중

되는 것은 카카오페이지가 웹툰, 모바일 만화 유료의 리트머스 시험지 역

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일본 라인 

네이버의 모바일 서비스인 라인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웹툰 유료서비

스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라인의 인기가 가장 높은 일본에 모바일 만화

장터를 열었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일본어로 번역된 한국 웹툰 60여 편을 무료로 즐

길 수 있다. 포털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연재하는 한국의 유통 모델을 그

대로 적용한 것이다. 엔터테인먼트회사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웹툰 < 이엔티(ENT) > (글 박미숙·그림 강은영)가 특히 인기를 끌고 있

다. 컬러 화면, 스크롤 형식에 에스엠(SM) 음원까지 삽입해 웹툰에 최적화

한 콘텐츠를 만든 것이 인기 요인이다.26)

무료 서비스가 성공하면 한국에서와 같은 PPS 유료화 프로그램을 시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웹툰 모바일 유료화 및 수익 창출 방안 제언 

콘텐츠 유료화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목표다. 디지털콘텐츠 유료화

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이미 음악 온라인 음원시장이 증명했다. 국내 온라

인 음원시장 규모는 2011년이 약 7,000억원, 올해가 8,000억원, 2015년

에는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화나 동영상 다운로드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27)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페이지가 유료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으로 자리

잡으려면 콘텐츠를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콘텐츠 자체로도 새로운 경험

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글로벌 기업들과 대항할 새로운 모델이 끊임없이

나와야 하고 규모도 글로벌하게 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8)

무료 웹툰 페이지에 유료 웹툰 동시 게재 
현재 포털이나 웹툰 앱에서 선보일 수 있는 유료서비스는 나와 있다.

유료의 경우는 네이버 북스나 유료만화방과 연동되어 있거나 레진, 카카

오페이지처럼 독립된 앱을 통해 제공되는 상황이다. 마지막 남은 단계로

무료와 유료를 같은 사이트에 노출하여 독자들이 선택하여 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일 것이다. 

공짜로 보는 웹툰과 연재 초기부터 돈을 내야 볼 수 있는 프리미엄 웹툰

이 공존하는 시기가 머지않아 올 것이라는 이야기다. 서찬휘 만화 칼럼니

스트는 “무엇을 봐야 할지 모를 정도로 웹툰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와 피로

를 느끼는 시점이라 프리미엄 웹툰은 충분히 통할 수 있다.”면서 “그동안

포털이 벌여 놓은 판에서 작가들이 알아서 활동해 왔지만, 앞으로는 포털

이 웹툰을 제대로 팔기 위해 적극적·전략적으로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

고 내다봤다. 다만 “이번 유료화에 대한 독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작화와

스토리텔링의 퀄리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B급 취향 웹툰 등이 유료화

됐을 때 반응은 쉽게 예측할 수 없다. 이러한 것도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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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전지연, <레진코믹스, 웹툰시장 무서운 신인이 떴다>, 《전자신문》, 2013.6.9.
25) 안의식, <카카오페이지는 실패했나>, 《서울경제》, 2013.08.28
26) 유소연, <‘K팝’ 이은 한국 웹툰, 세계 시선 잡는다>, 《시사저널》, 2012.11.7. 

27) 안의식, <카카오페이지는 실패했나>, 《서울경제》, 2013.08.28.
28) 문보경, 카카오 플랫폼 또 대박 터뜨리나, 《주간동아》 883호, 2013.04.15, p17.
29) 홍지민, <만화 공정 소비를 말하다>, 《서울신문》, 2012.07.16,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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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시스템의 간소화
우리나라의 웹툰 유료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복잡한 결제 시

스템이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나서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막는 나라이

며, 결제를 위해 필요한 절차가 매우 복잡다단한 구조로 돼 있는데다 지원

브라우저도 IE로 한정돼 있다.

만화뿐만 아니라 대중문화 콘텐트를 전자데이터로 구매하기 어려운 실

정이다. 한국에서 웹 기반 콘텐트의 유료화란 결제 편의성 부분을 해결하

지 않고 타국과 경쟁할 수 없다.  작가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

지만 개선 환경을 위한 활동은 필요하다고 본다. 

공인인증서, ISP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IE 전용 activeX 환경을 개선

하려는 캠페인을 관련업계 등과 공동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미국에는 페

이팔 계정만 있으면 소액결제가 가능,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 배

너 클릭과 결제 연동을 통해 수익을 내는 작가도 다수 존재한다고 한다. 

웹툰 작가 조합 활성화
위에서 언급한 캠페인을 비롯하여 작가 권익 옹호를 위한 강력한 조합

형태 기구의 출범이 필요하다. 불합리한 계약 및 저작권 보호에 대한 신인

작가, 신진 업체에 적극적이고 강력한 계도활동을 아울러 실시해야한다.

작가, 작품 매니지먼트 전담하는
대형 만화기획사 육성

작가, 작품을 체계적으로 관리, 육성하는 대형 기획사 역시 필요하다. 신

인 육성을 학교나 개인의 역량에 두지 않고 대형음반사의 육성 시스템처럼

체계적으로 관리 육성하는 대형기획사가 만화계에서도 나와야한다. 다행히

국내 만화계에 조심스럽게 대형기획사로의 성장을 도모하는 회사들이 나타

나고 있다. 최근 누룩코믹스라는 자회사까지 출범시킨 누룩미디어와 스토리

작가 윤인완의 Ylab, 만화편집자 출신의 황남용씨가 설립한 재담미디어 등

이다. 이상의 회사들은 연재 계약, 2차 판권 및 외주 계약을 대행하는 에이

전시 시스템을 만화계에 체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

다. 장기적으로 다양한 수익 사업을 전개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프로그램

을 발굴, 운영하는 한편 펀드, 대기업 투자 유치 등 과거 작가 개인에게 맡겨

졌던 만화 작품 창작과 프로모션을 기업의 마인드로 꾸려가는 중이다.

다양한 중소웹툰 사이트 지원 육성
문화체육관광부는 웹툰이 온라인·모바일 생태계에 핵심 콘텐츠로 확

실히 자리 잡았다는 판단을 갖고 육성, 지원에 팔을 걷고 나서고 있다.  유

진룡 장관은 유명 웹툰 작가들을 직접 만나 유통 시스템, 수익 배분, 창작

환경 개선을 약속한 바 있으며 이 중에 웹툰 유통구조 다변화는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30)

문체부는 한편, 만화 유통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중소 웹툰 미디어를

발굴해 육성할 계획도 갖고 있다. 문체부 모 사무관은 “최근 웹툰의 인기

와 한국 만화 수출액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만화 산업 규모는 정체기에

머물러 있는 등 한국 만화의 호황이 만화 생태계의 구석구석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만화 창작자가 대우

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만화 유통 구조 합리화 및 산업화와 창작자 처우

개선,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31)

다양한 중소웹툰 사이트 및 관련 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일부 포털에 집

중된 웹툰 및 모바일만화의 종다양성을 확장하고 상호 간 경쟁을 유도한

다면 웹툰, 모바일만화는 문화콘텐츠 전반에 큰 활기를 불어 넣는 군불의

역할을 지속적이고 항구적으로 수행할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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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전지연, <레진코믹스, 웹툰시장 무서운 신인이 떴다>, 《전자신문》, 2013.6.9. 
31) 김보람, <인기 폭발 웹툰 만화가들 얼마나 버나>, 《한국경제 비지미스 매거진》 제 921호, 2013.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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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시대의 한국만화 토론 Ⅱ

●국내 애니메이션 극장판 성인용 성공사례는 현재까지 없다. 영화는 기획부터 완성까지 일반적으로 3년이 소요된다. 애니메이션은 성공 감독이 드물

고, 여러 수정과정을 거치며 투자자가 없어지게 된다. 추후 중고생 이상 성인용 애니메이션을 지원하는 콘텐츠 진흥원의 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알

고 있다. 또한 방송국 내 성인 및 청소년 전용 애니메이션 사업팀을 만들 필요가 있다

●모바일기반 결재 시스템은 프로그램 자체가 난해하다. 만화는 특히 투자자본이 없어, 안드로이드 앱을 먼저 오픈하여 서비스를 돌리고 투자자본을 만

들어 ios 개발 등 추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웹툰의 유료화 논쟁은 빈익빈 부익부가 강화되는 효과이다. 포털의 유료화를 확대하고 집중하자는 논리보다, 비인기만화와 신진작가에 대한 처우 개

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신선하다 .

●유료화에 대한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털의 전체 웹툰 작가에 대한 원고료를 지속적으로 인상해야한다.

●현재 포털 구조에서 무료와 유료가 공존하는 건 시장의 논리이다. 그 안에서 유료구조를 만들 때 어떤 장치를 만들 것인지, 포털 외 새로운 매체에서

의 유료구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고 포털의 최저 원고료 설정은 불가능하다.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는 원고료의 직접 인상보다는 간접형

태로, 공공의 영역에서 못하는 부분에 대한 포털의 지원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간접적 지원 형태가 필요한 상황이다.

●문화예술진흥법 내 만화가를 예술가의 범주로 보는 영역이 필요하다.

●만화가 최저생계비를 예술인의 복지 차원에서 처우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웹툰의 활성화로 시나리오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영화 쪽에서 웹툰을 제작하고 싶어한다. 웹툰작가는 1인이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영화사 측에서

웹툰 시나리오를 제공받고 만화를 그리자는 컨소시엄을 제의 받은 적이 있다. 시나리오 개발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한다 

●영화가 만화보다 리얼리티가 높은 것은 아니다. 만화는 생락과 과장이 많이 있지만 시나리오와 텍스트 부분에서 리얼리티가 높은 작품이 많이 있다.

만화는 캐릭터, 스토리텔링 등 리얼리티 표현 방식이 영화와 많이 다르다

●김병수 교수의 발제문 중 모바일 만화 유료화 수익창출방안에 대한 연구는 없는 것 같다. 현상적인 방법에 대한 나열뿐이어서, 앞으로의 모델이나 연

구를 진행해주기 바란다.

●만화계 전체가 거시적 안목으로 양질의 콘텐츠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웹툰의 구조는 학생들은 졸업하고 만화가가 되면 기성 작가들과 경쟁하게

됨. 신진작가들이 많이 있지만 소모적으로 없어지는 콘텐츠들이 있다. 신직작가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토론 Ⅱ

웹툰에서 영화로

웹툰,
모바일 만화의 유료화 및 수익 창출 방안
김병수, 김봉석, 박인하, 윤기헌, 이용철, 이화자, 한상정,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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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웹툰 채널이 모바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모바일의 기술적인 문제들을 인지하고 저작권,불법복제, 결제방법 등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영화 쪽 소비자 연구가 발빠르다. 만화도 문화이며 매체를 통해 나가는 콘텐츠이다. 소비자 성향에 대한 만화계의 분석이 필요하다.

●모바일기반 유료화는 계속 시도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오프라인과 디지털 시장이 상호 연동되어 시너지를 낸다. 오프라인으로 책이 판매되고 디지털

플랫폼 아이패드를 통해 볼 수 있고, 아이패드를 통해 디시나 마블을 본 사람들이 다시 책을 구입하고 영화화 되고 있다.

●대중의 만화 소비는 무료화 되어간다. 스퀘어 애닉스 사례에서 보듯 성인들의 편리한 결재구조가 이루어지면 소비는 지속되고. 웹툰은 무료화로 가고

프리미엄 유료 시장은 성인시장으로 바뀌고 있다.  초등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게 되면서 학습만화시장은 축소되고 있고 머지않아 웹툰스타일의

학습만화가 나올 것이다.

●만화 원작의 애니메이션화는 그간 <오디션>, <아마겟돈> 등 실패의 연속이었다. 앞으로 예상을 한다면?

●애니메이션 업계의 열악함이 가장 큰 문제이다.<마당을 나온 암탉> 성공 이후에도 가장 결정적인 것은 만화 원작의 애니메이션화 성공 케이스가 없다

는 것이다. 또 영화 제작과정이 보통 3년인데, 애니메이션은 성공사례 감독이 없으니 제작여건이 힘들고 기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이

원작은 봉준호에게 맡겨야지, 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감독이 국내에 찾기 힘들다. 따라서 방송용 애니와 성인용 특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메이저 만화출판사들의 대응 미숙과 대중의 무료소비 경향과 유료결제의 복잡함으로 경쟁력이 생각만큼 강하지 않다.

● 결제시스템은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더구나 유료화 앱을 표방한 업체들도 안드로이드-애플-웹 순으로 사업을 확장해 유료독자들이 오히려 떨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복잡한 프로그램, 액티브엑스와 통신사들의 문제가 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중소 만화유료업체들이 영세하다는 것이다.

●소비층 타켓으로 하는 성인을 위한 콘텐츠가 필요하다.

●성인층이 공감할 수 있는 성인용 만화를 그릴 작가가 필요하고 공공의 영역에서는 시장에서 하지 않는 걸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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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화, 최초의 사건들+토론

김종래 역사만화의 대중성 연구

만화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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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을 찾는 담론
우리만화를 연구하는 데 있어 장벽은 크게 두 가지이다. 빈약한 자료와

선행연구, 그리고 연구자들의 섣부른 판단이나 확신. 한영주(2001)는 ‘연

구하는 사람들은 먼저 기초적인 자료 부족과 싸워야’하며 ‘선행연구는 물

론  작품 자체가 제대로 보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1)에 만화연구가 간단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낙호(2011)는 연구자의 자세를 언급하며 ‘담론 리셋 좀 그만해!!!’라는

글에서 ‘심심하면 최초, 최고, 전례 없이, 어제 막 찾은 새로운 발견이란다.

세상 대부분의 것은 어떤 흐름 속에 있고, 그전에 있던 단서들의 영향을 받

고 이후에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단언으로 끊어버리기

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맥락을 찾고 사례를 연결하여 발전적으로 담론을 키

워나가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작금의 학술이론과 평론을 비판했다. 그의

결론은 이렇다. ‘역사정리는 한 시대의 덩어리가 지닌 함의를 묶어 규명하

는 것, 그리고 특정 방식의 흐름을 캐내는 것’ 이어야 한다는 것2)이다.

잘못된 연구결과의 악순환
‘한국만화의 최초’라는 수식어를 우리가 논할 때도 본인

을 비롯해 많은 만화사 연구자들의 오류는 바로 그런 ‘새

로운 발견’에 도취되어 거시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

진다는 데 있다. 그런 반성에도 불구하고 만화포럼 자리를

빌려 ‘한국만화 최초의 사건’을 논하고자 하는 이유는 간

단하다. 아직 빈약한 한국만화사 연구에서 검증 안 된 사실

들이 난무하는데다 그 결과, 많은 후발 연구자들에게 잘못

된 인용사례를 주고 연구결과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다. 출처와 주석의 악순환이다. 석박사 학위논문조차도 선

행연구의 잘못된 사실을 뒤집거나 논증하려 하지 않고 인

용처리로 사실(史實)화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만화연구

의 질적 저하를 가져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 들어 ‘일본 최초의 만화는 <호쿠사이 망가( 

)>다’라는 주장은 한국에서는 꽤 오랫동안 인용되어 왔다.

그러나 일본의 만화연구자나 평자들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만 자의적으로 해석해 일부 논문과 단행본

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단지 만화(漫畵)라는 이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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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화,

최초의 사건들

윤기헌
부산대 디자인학과 애니메이션전공 부교수

1) 한영주(2001), 『다시 보는 우리만화』, 글논그림밭, p6.
2) 김낙호(2011), http://capcold.net/blog/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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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었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역사’일 뿐이며, 만화본질론

적 입장에서 보면 초기의 일러스트집일 뿐이다. 더구나 당시엔 ‘만화’라는

단어가 지금과 같은 뜻으로 쓰이지 않았다.

바로 잡고 토론하고 얼마간의 정리 차원에서 한국만화 최초의 사건들에

대한 정리를 하고자 한다.

한국만화 100년의 시작점
한국만화는 100년을 훌쩍 넘겼다. 한국은 수많은 만화적 자산을 지니고

있는 세계에서 얼마 안 되는 만화소강국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장르의

시작은 일본제국주의의 침략 전야로부터 시작되었다. 만화란 용어도 만화

의 형태와 문법도 모두 그 시기 일본 또는 서구 제국에 의해 조금씩 유입

되었고 언론과 인쇄술의 발전에 힘입어 급속도로 전파되었다.

한국만화는 근대와 해방, 그리고 현대만화 시기를 거치며 최초의 기록

들을 양산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반드시 최초라고 해서 만화사적으로 모

두 의미 있는 것은 아닐 터이며, 또한 그것은 사료의 발굴에 따라 갱신될

것이다. 나아가 논쟁도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게다가 어떤 관점을 두느

냐에 따라 연구자들의 정의는 다르게 되어 있다.

이도영의 <대한민보> 삽화는 최초의 만화인가?
‘최초의 한국만화’라는 수식어를 갖는 이도영의 <대한민보> 만평 이전

에 유사한 그림이 있었다는 주장은 최근에도 나오고 있다. 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가뎡잡지>3) 제3호의 표지화나 유길준의 <노동야학독본>이다.

<노동야학독본>의 제작 시기는 1908년 7월 13일 자이며 이도영의 만평보

다 1년 가량 앞섰다. 하지만 <대한민보>의 그림이 풍자만화 속성에 부합하

는데다 <노동야학독본>은 단행본 형태에 속한 일러스트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게다가 그림의 형태나 구성이 비슷해 이도영의 그림

이 아닐까 하는 추측성 의견도 많지만 확인할 사료는 아직 없다.

한편, 학위논문에서 언급된 풍자화 기록도 있다. 이해창(1982)은 ‘독일

인 여행가 헤쎄 바르텍이 1904년 출간한 <코리어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여름철의 여행> 책에서 조선의 정치풍자만화를 보았다’4)는 기록이 있다고

적었다. 그러나 이는 1894년경에 이미 정치풍자 만화가 존재했다고 하는

사례라고 하기엔 증거가 없어 존재 가능성에 그치고 만다. 따라서 현재 시

점에서 이도영의 <대한민보> 만평이 한국만화의 시초라고 명기되는 데 있

어 큰 이론은 없다.

만화(漫畵), 어원을 둘러싼 동아시아의 논쟁
서구에서 명명되고 정착된  Cartoon과 Comics의 개념이 동아시아에

서는 한자로 된 ‘만화(漫畵)’용어로 통칭된다. 기원에 대해 각종 문헌과 논

문 등에서 다양한 주장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관련 대상국들의 만화연

구가 연계되어 있지 않고 각기 다른 논거를 갖고 있어 역사적 자료로서의

검증과 합의가 이루어지 않고 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_ 41

한국만화, 최초의 사건들

<           (호쿠사이망가)>, 8편（1818）‘자토와 고제(            )’

<노동야학독본> 1908 <대한민보> 제7호,1909.6.9.

3) 1906년 6월 창간하여 같은 해 8월 통권 3호로 끝났다. 국판. 50면 내외. 발행인은 유일선으로 상동교회 상
동청년학원 내의 가정잡지사에서 발행하였다. 당시 표지는 한자 표제와 함께 ‘가뎡잡지’로 되어 있다. 가정
부인을 깨우치자는 뜻으로 창간되어 우리나라 여성잡지의 효시가 되었으며, 당시로서는 순 한글로 된 유일
한 잡지였다. 

4) 이해창, 『한국시사만화사』, 일지사 1982, p9~11. 여기서는 김종옥, 「한국근대만화 특징에 관한 연구-1900
년대 초부터 1945년까지를 중심으로」, 상명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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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각국의 만화의 어원에 대한 선행연구는 이렇게 정리될 수 있다.

결국 ‘붓 가는 대로 마음대로 그린 그림’이라는 현대의 해석과 가장 가

까운 단어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일본에서 메이지시대(1868~)부터 쓰

이기 시작하면서 근대 초기 자연스레 중국과 한국에 전파되었다는 추론

이외에 개별 연구자 사이에서의 합의는 없는 상태이다. 이런 논쟁들은 자

국의 역사관에 함몰되어 있는 상태로 앞으로 동아시아 만화학자들이 머리

를 맞대고 결론을 지을 문제이다.

국내 만화용어 사용 최초의 논쟁들
한국에서 만화에 필적할 대체용어는 ‘삽화(揷畵)’, ‘다음엇지’, ‘번취’,

‘철필사진(鐵筆寫眞)’ 등으로 불렸다. 이어 1919년, <매일신보(每日申報)>

에 일본작가가 그린  만화에서 용어가 최초로 사용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세모만화’가 그것이다.

또한 한국인으로서는 김동성이 같은 신문에 1919년 12월부터 <시절만

화(時節漫畵)>를 그리면서 본격적으로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김동성은

이미 미국에서 신한민보에 1917년부터 풍자만화를 그린 터였다.

“1908년 <조선> 잡지의 광고가
최초의 만화용어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반론이 나온다. 정희정(2010)은 “1909년 1월 <조선만

화>8)가 서울에서 출판되었고 이보다 먼저 1908년 7월 일본인 잡지 <조선>

에 실린 광고를 통해 ‘만화’라는 용어가 등장함으로써  용어가 한국에 처

음 사용된 것을 1908년으로 앞당기고자 한다.9)”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용어 최초사용 시기는 최소한 10여 년 앞당겨지게 된다. 만

화란 단어 자체가 1908년 국내에서 간행된 매체에 실렸다는 것에 이의를

달 생각은 없다. 더구나 조선과 직간접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던 이웃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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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송나라 시대 학자. 자가 이도(以道)이며, 호는 경우(景迂). 서화에 능하였고, 육경(六經)에 통달했다. 
저서로는 『유언(儒言)』, 『조씨객어(晁氏客語)』가 있다

6) 북송시대(960~1127), 남송시대(1128~1279) 
7) 수필 만권의 책을 탐욕스레 섭렵했다는 뜻으로 쓰였다. (           2001)

차오이다오(晁以道)5) (陳星,2004:조정래,2004:72).6) 만가쿠(漫畵)7)

쌀값 폭등을 풍자한 삽화 <매일신보> 1918.8.2 김동성, 시절만화 <매일신보> 1919.12.22

<조선> 제2권 제3호의  ‘경성의 변소가 매우 불결하다’는 내용의 삽화10)

<朝鮮>  잡지

<조선만화>를 출판한 일한

서방의 잡지로 1908년부터

1911년까지 발간된 일본어

종합잡지로 총 46호를 발

행했다. 문예, 시사, 평론,

등이 실렸다.

8) 島越靜岐 그림,薄田斬雲 글,日韓印刷株式會社,1909: 지은이는 도리고에로 京城日報 (1906년 한성신보와 통
합한 통감부 기관지)에 그림을 그렸던 만화가로 귀국 후 호소키바라 세이키로 개명하고 일본만화회 회원,
1924년 日本漫畵史(雄山閣)를 펴냈다. 출판사 일한서방은 지금의 충무로 인근인 경성 本町 2町目 14番號에
주소를 둔 森山美夫 발행인 이름의 일본인 출판사였다. 대개 일본인을 위한 조선풍속집을 주로 펴내는 회사
로 <조선풍속사진>과 <암흑의 조선(                  )> (斬雲·薄田 ,1908) 지리집 등을 펴냈다.

9) 정희정, 근대기 재한 일본인 출판물 『朝鮮漫畵』,미술사논단, 한국미술연구소, Vol.31, 2010, p308.
10) 식민지 일본어문학·문화연구회, 『제국의 이동과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들』, 도서출판 문, 2010, p383.

북송시대(960~1127) 차오이다오(晁以道)의 <경우생집(境迂生集)>의 시문(詩
文) 중에 새(鳥)를 뜻하는 명칭으로 등장

남송시대(1128~1279) 홍마이(洪邁)의 『용재수필(容齋隨筆)』에도 같은 의미로
한자어가 등장 (陳星,2004:조정래,2004:72).

일본, 헤라사기(     ), 즉 ‘넓적부리 저어새’를 지칭하며, 이 새처럼 ‘지치지
않고 섭렵한다’는 의미로 쓰였다가 나중에 회화용어(           )로 정착

청나라 시대, 중국의 진농(金農, 1687~1764)의 책, <名匠 冬心의 여러 가지
회화의 이름>이란 책에서 ‘자유필법에 의한 그림이란 뜻’. 

1771년 스즈키 칸쿄의 만가쿠(漫畵)라고 표기되고 이 용어가 ‘만필(漫筆)에서
만필화(漫筆畵)’로 진화를 거쳐 '만화'란 용어가 파생되었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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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일본에서는 이미 만화의 형태가 안착되고 본격적으로 ‘만화’ 용어가

널리 퍼져 있었다. 1891년부터 만화란 용어, 즉 현재의 의미와 같은 용어

가 쓰이기 시작했으니 그보다 17년 후 조선에서 일본인들이 즐겨보는 잡

지에 실리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다만 문제는 당시 만화란 용어가 현재의 만화매체를 지칭하는 것 이외

에 광범위하게 쓰여졌다는 사실이다. 풍자만화도 삽화, 일러스트도 모두

만화란 용어를 구별하지 않고 썼다. 더구나 <조선>과 <조선만화> 간행물

은  재조(在朝) 일본 거류민들을 위한 잡지였다. 

재조(在朝) 일본인 출판물의 한국만화사 편입의 문
제와 본질의 문제
결국 재조 일본인 출판물을 한국만화사에 편입할 수 있는가,

또는 당시 그림이 만화의 본질과 유사한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이 부합되어야 할

것이다.

1) 만화 본래의 본질과 유사한가? 

2) 주변 조선의 만화작가나 만화계에 영향을 끼친 정도 

재조 일본인 출판물을 한국만화사에 편입시키는 문제는 복잡하다. 일본

인을 위한 일본인의 출판물이라는 것이다. 물론 당연히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일본의 <저팬펀치(Japan Punch)>도 일본만화의 시초라고 공인

되지만 이것 역시 요코하마 외국인 거류민지에서 나온 출판물이다.’ 그러

나 우리와 사정이 많이 다르다. 왜냐하면 <저팬펀치>는 영국인 저널리스

트가 만든 전형적인 풍자카툰집이다.  

1) 만화 본래의 본질과 유사하지 않다.

광고에서 만화란 용어가 제기된 것에 대해 이미지를 현재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평할 수 없으나 어떤 내용과 개념으로 쓰여졌는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자료를 아직 본 연구자의 능력으로 구할 수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 

<조선만화>의 경우, 전형적인 만화책이자 최초의 만화라는 완역자들의

설명은 책을 찬찬히 보다 보면 만화연구자들이라면 대부분 고개를 갸웃거

릴 것이다.  ‘만화로서 한국의 최초의 사용과 역할’이라는 주장과 달리 글

을 보조하는 삽화 형태로 내용도 당시 유행하던 제국주의의 미개한 나라

의 풍물 소개의 유행에 편승한 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결국 만화란 용

어만 사용되었을 뿐, 만화의 본질과 떨어져 있다.

더구나 일본에서 이미 만화용어 쓰임새가 정착되어
있었다

특히, 만화용어 쓰임새가 다르다는 것은 일본에서 본격적인 풍자만화가

시작(1862)된 지 40여 년이 지났음에도  <조선만화>의 그것이 만화냐, 하

는 것이다.11) 비슷한 예로 오카모토 잇페이의 조선풍물지 <조선만화행 (朝

한국만화영상진흥원_ 43

한국만화, 최초의 사건들

<조선만화> <조선만화행>

11) “일본의 시국풍자는 1874년부터 18889년까지 자유민권기에 극에 달했다”고 할 정도로 이미 대중적이었다:
서은영, 「한국 근대만화의 전개와 문화적 의미」,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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鮮漫畵行,1928)>도 글과 그림으로 조선의 관광을 장려하는 제국주의의 팸

플릿에 불과하다. 따라서 당시 만화는 풍자만화뿐 아니라 삽화, 일러스트

형태에도 두루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미 조선은 <한성순보>12)에서부터 기

사뿐이긴 하지만 일본과 중국의 풍자만화가 실

린 신문을 인용했었다. 후쿠자와 유키치의 명령

을 받은 이노우에가 한성순보를 만드는 데 일조

했고, 외국 기사 원 출처에 후쿠자와의 <지지신

보>를 인용했다. 또 근대 화제의 일러스트인 점

석재화보(點石齋畵報)가 실리던 중국의 <신보

(申報)>도 인용했다.13) 이와 같은 사실은 국내 언론인이나 지식인들은 능히

외국의 풍자만화 존재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결국, 일본이나 조선에서 풍자만화의 형태가 지금의 만화와 가장 유사

한 형태임에도 전혀 형태가 다른 <조선만화>가 단순히 만화라고 제목에서

명명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만화냐 하는 것이다.14)

2) 한국만화계와 작가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나?

<조선> 잡지와 <조선만화> 단행본이 국내 작가들에게 읽혀졌을 수는 있

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인을 위한 잡지나 단행본이었다. 내용 또한 조선인

을 비하하는 수준이었으므로 기꺼이 그 책을 텍스트 삼을 작가는 많지 않

았을 것이다. 참고수준이었을 것이다. 광고에서 ‘만화’용어가 쓰이기 시

작해 범용화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추정은 가능하나 발간된 책과 잡지들이

국내 만화가나 만화 발전에 끼친 영향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저팬펀치>의 예를 보더라도 많은 일본 만화작가를 워그먼이 키

웠으며, 뒤이어 수많은 일본 풍자만화잡지 발간의 기폭제가 되었다. <조선

>잡지와 <조선만화>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매일신보>에 실린 만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총독부 기관지의 만화는 한국만화사인가?

<매일신보>의 만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총독부 기관지였던 <매일

신보>에 일본작가와 조선작가가 그렸던 만화와 공모전 등이 새삼 조명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일방적 식민지 기관의 매체의 만화가 한국만화사에 편

입되긴 문제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연구자들의 매일신보에 대한 태도와 정의를 보자.

정희정과 손상익의 토론(2002)16)

/ 정희정
당시 만화의 발달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조선총독부의 기관지도

함께 연구되어야 한다. 그 이유로 국한문 혼용으로 한국인 대상이었으며,

필진 중 한국인 필진과 경험을 쌓은 국내 언론인이 많았다.

/ 손상익

44 _만화포럼 칸

만화사연구

12) 漢城旬報, 1883년 10월 31일 창간, 순간(旬刊) 신문. 최초의 근대적 신문. 민영목·김만식(金晩植) 등이 주
재했고, 일본인 이노우에 가쿠고로(井上角五郞)가 고문으로 있었다. 문장은 순한문(純漢文)이며, 1884년
12월 4일 갑신정변으로 《한성순보》를 발행하던 박문국이 불타자 12월 6일부터 발행이 중단되었으나, 1886
년 1월 25일에 《한성주보》로 맥을 이었다. 위키백과

13) 서은영(2013a), 「한국 근대 만화의 전개와 문화적 의미」, 고려대학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p47.
14) 일본은 <시사신보(時事新報)>1891년 2월 6일자 사고(社告)에 이미 ‘만화(漫畵)’와 ‘우의만화(寓意)’란 용어

가 있었다. 당시 이마이즈미 잇표(今泉一瓢)는 이제부터 만화란 용어로 통일하자고 주장했다. 따라서 일본
에서는 현재의 만화형태를 만화로 부르기 시작한 것은 1882년 <시사신보> 창간이래. 1890년 정도일 것으
로 추정된다. . 1901.

<매일신보>

1910년 8월 30일 민족지 대한매일신보를 통감부가 인수하여 매

일신보로 개칭하고 총독부 한국어판 기관지가 되었다.15)

1910년 8월 30일자 매일신보 창간호 조선연초의 신축낙성 축하광고(1914. 11. 8 매일신보)

15) 박순애(2919), 조선총독부의 사상동원과 만화매체, 한중인문학연구, 한중인문학회, Vol 31, p197.
16) 한국근현대미술사학, Vol.1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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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나 미술에서 주체성을 빼면 남는 게 없다. 치욕스런 문화말살 시기

에 총독부신문은 우리 언론의 역사로 볼 수 없다.

/ 정희정
‘한국만화의 아버지’라 불리는 김동성도 <매일신보>에 글과 그림을 실

었고 민족주의 기준의 학문파악은 객관적 상황판단이 힘들다.

가치관의 문제이며 미술사연구에서 조선전람회의 한국작가들을 제외할

수 없는 것처럼 <매일신보> 만화도 한국만화사에 편입시켜야 한다.

/ 손상익
1960년대 우리 학계가 총독부 기관지는 역사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결

론 냈다. 총독부 80%의 사람들이 한국인인데 그렇다면 조선총독부를 인

정해야 하는가?

서은영(2013)

“무단통치기의 만화사 서술에서 ‘다음엇지’와 『신한민보』에 게재된 만화

는 서술하면서 『매일신보』만 제외했다는 것은 민족/혈연/종족 중심, 더 나

아가서 조선인에 의해 발간된 매체로 한정했다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이

는..(중략)...민족 혹은 네이션(nation)의 정의 자체를 자의적으로 해석함으

로써 한국만화사에서 1910년대를 ”암흑기"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17)

“1910년대 만화사는 신문관이 간행한 잡지에 게재되었던 ‘다음엇지’와,

『매일신보』에 게재되었던 만화로 구분할 수 있다” 18)

“특히 1909년의 『대한민보』와 1920년의 민간지에 게재된 만화 사이에

서 1910년대 『매일신보』는 지속적으로 만화를 게재할 수 있는 유일한 매체

로서, 교량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다.” 19)

“한국 최초의 만화공모전은 <매일신보>이다.” 20)

<매일신보>의 정체성
이제까지의 연구자들은 <매일신보>에 대해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인정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근대만화사를 서술하는 부분에서는 조금씩 인정해

왔다. 결국 서은영에 와서 도발적으로 만화사 부분에 공식 편입하자는 주

장이 나오기까지에 이른다.

1910년대 강제병합으로 인해 오직 유일매체였던 <매일신보>. 일방적인

기관지, 그것도 식민지 지배 기관의 매체에 실렸다고 해서 인정하지 말아

야 하느냐,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자산이므로 인정해야 하느냐 이것이  우

리 연구자들 앞에 놓인 과제이다.

<매일신보>가 갖는 당시의 위치를 좀 더 살펴보자. 만화가 대중적인 매

체에 실려야 하는 속성을 놓고 볼 때 <매일신보>는 그런 면에서 보면 대중

성은 떨어진다. 

매일신보의 당시 매체로서의 상황을 살펴보면 ‘1910년 합병 직후「매일

신보」의 간행부수는 매일 1,200여부 정도였으며, 행정조직을 통한 의무적

구독, 총독부가 각 군, 면 등 지방행정 단위별 「매일신보」의 구독을 의무

화하여 「매일신보」의 구독을 여러 방면으로 도와 민간지보다 유리하게 판

매를 할 수 있었지만 「매일신보」로 일반 독자들의 인기를 얻지 못하였다

(정진석, 1982, 555쪽). 이는 일제 지배 초기는 일본에 대한 심리적 거부

감이 큰 데다, 구한말 가장 강력한 항일 논조로 독자들의 큰 호응을 받던

「대한매일신보」가 총독부의 기관지가 되면서 그 논조가 완전히 달라지자

독자들이 신문을 끊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었다.’21)

일반 대중이 접하기 힘든 매체라면 만화가 갖는 대중성에서 매우 약점

이 큰 것이다. 더구나 한국 언론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일제식민지 시대 중

앙, 지방의 일어신문 25~26종의 언론과 분석은 거의 배제해 왔으며,22) 최

근 들어 신진 연구자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한 상태이다. 물론 연구

테마로 활용될 뿐이지 한국언론사에 편입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보면 한국만화사에 <매일신보> 부분을 편입하기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근대만화사는 일제강점기의 역사성으로 인해 친일문제와 함께

아직도 뜨거운 감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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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서은영(2013b), 「1910년대 만화의 전개와 내용적 특질 : 『매일신보』 게재 만화를 중심으로」, 『만화애니메이
션연구』, Vol.30, p140.

18) 서은영(2013), 앞의 논문, p141.
19) 서은영(2013), 앞의 논문, p162.
20) 서은영(2013b), 앞의 논문, p89.

21) 어일선(2010), 1910년~1945년「매일신보」의 영화광고로 살펴 본당시의 영화적 시대상에 대한 연구, 한국영
상제작기술학회, Vol.12, 45, http://www.mitak.or.kr/upload/data/3%20Film%20Advertisements.pdf

22) 홍순권(2012), 「일제강점기(日帝强占期) 신문사(新聞史) 연구(硏究)의 현상(現狀)과 향후(向後)의 과제(課
題) -식민지 일본인 경영의 신문 연구의 진척을 위한 제언」, 『石堂論叢』, 동국대학교 석당학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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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사연구

한국인이 그린 최초의 만화
1909 / 이도영
대한민보

최초의 만화용어 사용(기존 학설)
1919. 12 / 김동성
매일신보 <시졀만화(時節漫畵)>

최초의 만화용어 사용(기존 학설)
1919 / 일본 작가
매일신보 <세모만>

최초의 만화용어 사용(새로운 학설)
1908. 7 / 정희정
잡지 『조선』에 실린 광고에 ‘만화’용어 등장

최초의 네 칸 만화&
최초의 연재만화
1920.4.1~7.25 / 김동성
동아일보 / 전(田)자 형식의 그림이야기
◀ 그림은 1920년 7월 26일자) 동아일보 

최초의 만화공모전
1920. 2. 2
매일신보 <學生뻔취화募集>

최초의 만화이론, 평론
1923.2.25~5 / 김동성
東明 <만화 그리는 법> 11회 연재

국내 최초의 해외계약 전재만화
1924.3.31~4.30 / George Mcmanus
<엉석바지> 『時代日報』

최초의 아동만화
1925 / 안석주(석영)
<어린이> 잡지 2주년 기념호 〈씨동이의 말 타기〉
씨동이라는 주인공이 아버지와 곡마단 말 타
는 구경을 갔다가 돌아와 고단하게 자다가 잠
결에 옆에 곤히 자는 아버지를 타고 말 타기
하다 혼이 난다’는 식의 이야기이다. 

최초의 만문만화 <漫文漫畵>
1925 / 안석주
시대일보 <만화로 본 경성(京城)>
일본 만화만문(漫畵漫文)
장르의 아류

최초의 만화원작 영화화
1924.10.13~11.30 / 멍텅구리 헛물켜기
기획:金東成 / 글:安在鴻, 李相協 / 그림:盧壽鉉 
1926년 영화 ‘멍텅구리’로 각색

최초의 만화단행본
1946 / 김용환
마해송 원작 <토끼와 원숭이>
현재 공인된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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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사연구 토론

●‘조선만화’와 ‘조선만화잡지’의 만화용어 최초 사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번 발제를 통해 만화에 대한 용어 사용이 후진 연구자들의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는 고민을 만드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다.

●재조(在朝) 일본인 잡지의 광고에 만화가 실렸기에 조선만화라고 보는 관점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만화라는 용어의 최초 사용 시점을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 만화라는 용어의 의미는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고 현재의 만화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는

지, 아닌지를 전문가들이 고민해야 한다. 용어 자체의 출처에 대한 의미는 사도의 문제라 생각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화가 아닌 당시 만화는 일러스

트컷도 포함했다. 내용과 상관없이 형태적으로 만화는 언제 등장했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의 만화가 언제 등장했는지는 별도로 생각해야 한다.

●만화의 용어를 명확하게 하려면 최초의 카툰, 신문만화, 신문삽화 등 세부적인 구분이 필요하다. 

●이도영의 <대한민보1909>를 한국 최초의 만화라고 규정하는 근거는 선행연구자들이 풍자카툰과 유사한 형태로 시대를 비판하는 만화로 카툰이라는

합의된 형태에 있는 만화이기에 만화연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시사만화협회 측에서는 이도영 작품 이전의 카툰 형태 작품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다만 체계화하지 못할 뿐이었다는 의견이 있다. 사료라는 건 언제든지 변동이 가능한 부분이다. 

●시대를 풍자해야만 카툰이냐..현시대를 그대로 보여주면 카툰이 아닌 것이냐, 다시 말해 카툰의 형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토론 속 삽화 형태는 만화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 속에서도 이도영의 만화가 최초의 만화라고 할 수 있다면,  조선만화도 같은 선상에서 논의되어야 하

지 않는가? 

●일본만화사를 보면 만화라는 글자를 사용했다고 만화로 편집되는 것은 아니고 매체를 통해 연재가 되고 , 공인이 되고, 사료가 충분한 경우, 구체적인

삽화냐 아니냐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으나, 지금 우리의 역량으로 토론하기에는 광범위한 부분이 있다 

●찰스 워그먼의 <저팬펀치>가 일본에서 출간한 작품이기 때문에 일본 만화의 시초라고 인정하는 점이 재미있다.

●풍자카툰이 석판화 최초로 형성된 곳은 영국의 펀치라는 잡지로 일본에 가져와서 저팬펀치라는 이름으로 똑같은 형태로 적용을 하였다. 그러나 <조

선만화>는 그러한 역할이 아니었고, 펀치 형태도 아닌 일러스트 형태인데 왜 최초 만화로 보는 의견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유명 수필가가 글을 쓰고

글을 보조하는 일러스트 수단이다.

●<조선만화>가 최초의 만화가 아니라는 의견은 펀치와 형태가 달라서가 아니다. 카툰이 아닌 일러스트라는 범주에서 접근해야 한다.

토론
한국만화, 최초의 사건들

윤기헌, 이용철, 이화자, 한상정, 오재록(한국만화영상진흥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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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사연구

●만화의 본질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때 실제 제작할 때의 작가 의도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광고로 쓰여지든, 사진으로 쓰여지든 만화의 반

정도의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 아닌가? 1908년 <조선만화>의 광고를 최초의 만화로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매일신보 시대의 특수적인 부분,

제국주의, 정체성을 배제하고 과연 문화적인, 독립적인, 역사적인 곳에서 찾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 만화연구를 위해서는 문헌이나 출처에 대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 잘못된 정보가 그대로 정착되고 잘못 인용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조선

만화>에 최초 만화용어 사용을 이야기하는 정희정씨의 주장과 대비되는 심층적인 토론이 필요하다.

●1908년 7월 잡지<조선>에 만화라는 용어가 등장 했다면 그간의 만화 이론은 수정되어야 한다. 그전에 조선만화 저자인 국문학자들이 ‘<조선만화>가

한국 최초의 만화다’라는 인용을 하고,  이론(理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구자들은 다시  <조선만화>책에 대한 인용을 하게 된다. 이러한 염려

에 대한 담론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언어를 가지고 있는 만화를 최초 만화로 봐야하지 않느냐? 땅의 개념으로 봐서 우리의 언어를 가진 만화를 최초 만화로 봐야할 것 같다.

●일본의 경우 영어로 된 <펀치> 잡지를 일본 최초 만화로 인정한다. 인정하는 근거는 풍자하는 만화이며, 카투니스트 양성 등의 활동에 있다. 우리나라

에서는 <조선>이라는 잡지에 광고 만화가 실렸다, 그 책에 실린 만화를 만화로 인정하는 순간 당연히 사료로서 인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독자를 위한 만화가 아니라 일본인을 위해 출판된 만화인데, 일본만화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목적이 일본독자를 위한 것이었다. 의도로

판단할 수 있다면 <조선>의 작품은 제작의도를 알 수 없기에 평가할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만화형식과 부합되지 않는다.

●1946년 김용환의 <토끼와 원숭이>가 최초의 만화 단행본이라는 의견과 1945년 <홍길동의 모험>이 최초의 만화 단행본이라는 엇갈린 의견이 있다. 최

초의 만화 단행본은 어떤 작품인가?

●<홍길동의 모험>은 진흥원에서 최초로 주장하였다. 당시 김용환 전시를 진행하면서 자료 수집 중 만화 <홍길동의 모험>을 찾았으나 간인이 사라진 자

료이다. 그러나 관련된 사료 <만화통사>에 1945년에 홍길동이라는 최초 만화를 봤다는 글과 1950년대 초 김용환 작가가 1945년 10월경 신성문화사

에 발간한 책이라는 증언이 있었다. 고려대학교 출간목록. 해방 전 출간목록에는 1948년 홍길동의 모험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1948년에 재인쇄된 만

화라고 판단된다. 1945년에 홍길동의 모험은 발간되었다고 추측되지만, 현재까지 실증된 것은 없다. 현재까지 실증된 것은<토끼와 원숭이> 이다.

●최초의 네 칸 만화는 1920년 4월 1일부터 연재된 것인데. 많은 논문에서는 최초 연재만화를 <멍텅구리>로 보기도 한다. <멍텅구리>는 한국 최초 연재

만화가 아니다.

●최초의 1칸만화, 4칸만화, 스토리만화에 대한 정의 구분이 필요하다. 스트립은 스토리만화로 포함이 되지만 캐리커쳐는 기법이기에 카툰에 포함시키

면 안된다. 캐리커쳐를 우리 편의를 위해 카툰의 범위에 넣는 것은 안된다. 만화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카툰, 코믹스가 세분화 되어 연구되어야

한다. 캐리커쳐, 카툰, 스트림,4컷 만화 등 용어를 명확하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최초의 ~ 라는 용어 사용에 제한이 있다. 제기한 문제는 깊은 문제가

아니라 논란의 여지가 있다란 점을 인지하자는 것이다. 만화라는 장르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변수가 생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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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만화와 플랫폼+토론

●대부분의 카툰에서 만화의 원류를 찾고 있다. 카툰이 코믹스보다 먼저 나온 형태이고 서양에서는 카툰, 코믹스를 명확하게 정의하지만 수십 년 간 한

국 만화계가 특히 동양에서는 세분하여 정의내리지 않고 넓은 범주의 만화라고 인식되고 사용되어 왔다.

●만화 카툰, 코믹스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면 논의가 힘들어진다. 최초의 1칸만화 최초의 4칸만화. 최초의 스토리만화 등으로 분류하면 혼란의 여지가

줄어든다고 생각된다.

●현대만화사 체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만화라는 용어를 광범위하게 정의하는 건 옳지 않다는 문제 제기는 올바르나, 논의의 초점이 현재 체계화나 일원

화가 부족하고 한국만화사에 대한 정리가 안된 상황에서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한국 만화사에 위험 부담이 있을 것 같다.

●연구자들은 용어에 대한 세분화된 정의가 중요하다. 합의를 위해서는 연구자들이 문제에 대해 인지 해야 한다. 서서히 고민이 시작되고 많아지면 논

의를 하게 되고, 카테고리를 만드는 건 연구자들의 몫이다. 

●모든 문제의 기본은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이다. 그래야만 다음 사람이 출처를 보고 그 내용은 아니라고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글을 쓸

때는 출처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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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이 글은 만화가 김종래(1927~2001)의 작품들 중 ‘역사만화’ 장르를 전

체적으로 조명함으로써 그가 성취해낸 ‘대중성’의 근원을 고찰함을 목적

으로 한다. 대중성이란 말 그대로 대중적인 ‘인기’를 가리킨다. 이 글에서

필자는 작가의 작품1)에 대한 분석, 특히 ‘당대의’ 독자 대중들로부터 가장

큰 호응을 받았던 역사만화들을 살펴봄으로써 작가가 인기 만화가로 군림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는지를 짚어볼 생각이다.

대중성이라는 요소는 대중문화 전반에 있어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

본 잣대 중 하나지만, 작가가 왕성하게 활동했던 시절(1950~70년대)에는

작품의 가치를 결정짓는 거의 유일한 기준2)이었다. 소위 ‘잘 팔리는’ 만화

가 ‘좋은’ 만화라는 등식이 성립했으며, ‘잘 팔리는’ 작가가 ‘최고의’ 작

가로서 평가받았다. 이런 맥락에서 작가는 현역 시절 언제나 ‘최고’라는

찬사를 받았던 것이다. 오늘 날 대중성과 작품성 혹은 작품의 예술적 완성

도는 별개의 문제이며, 따라서 작가의 예술적 성취에 관한 평가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이 글의 취지를 넘어서는 것

이므로 논외로 하고, 필자는 과거의 평가로부터 액면가 그대로 김종래가

한국 출판 만화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기 작가였다는 사실만을 취하여 이

글의 출발선으로 삼고자 한다.

흔히 대중의 인기란 뜬구름 같다지만, 작가가 누렸던 인기는 여러 가지

수치를 통해 증명 가능할 듯 보인다. 예컨대 초기 대표작 중 하나인 <엄마

찾아 삼만리>(1958)는 1960년대 중반까지 10판에 걸쳐서 발행되었다고

하며, 1970년대에는 부분적으로 개작(改作)되어 새로운 작품들3)로 재탄생

되는 등 기나긴 생명력을 보여주었다.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황금가면>

역시 <백가면> 등으로 제목을 바꿔가며 수차례 간행되었고, 이후 배경과

캐릭터에 변화를 주면서 4부4)에 걸쳐 창작되었다. 1970년대의 대표작인

<도망자 시리즈>의 경우에는 1969년에 시작되어 이후 7~8년 동안 수십

편이 장기 연재되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1978년, 작가가 절필을 선언하기 전까지 창작했던

전체 작품의 수가 수백 종5)에 달한다는 사실은 100년이 넘어가는 한국만

50 _만화포럼 칸

만화사연구

김종래

역사만화의

대중성 연구

한영주
만화연구가

1) 본 글에서 언급되는 작품들은 『김종래 만화도록』(구성해설 한영주,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10)에 수록된 것
을 기준으로 한다.

2) 1970년대 만화계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불량/우량의 잣대는 논외로 치자.
3) <엄마 찾아 머나먼 길>(1972), 『엄마 찾아 삼천리』(1980).
4) <황금가면>은 1963년에 처음 발행된 것으로 추정되며, <백가면>이라는 제목으로 발행되기도 했다. 1968년

에 복간되면서 이듬해 후속 시리즈(2부 <십자성 검객>, 3부 <흑가면>, 4부 <쾌걸 흑가면>)를 연달아 발표했
다. 현재 남아있는 <쾌걸 흑가면>이 미완인 점을 감안하면 이후 후속작이 더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5) 만화계에서는 흔히 500여 종(복간, 개작 포함)에 달하는 작품을 창작했다고 말해지는데, 제자였던 만화가
이희재는 400여 종으로 추정한다. 필자는 한국만화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200여 종의 작품과 잡지 연재
물, 그리고 분실된 작품 등을 감안하여 300~350여종 정도가 아니었을까 추측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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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역사 전체를 훑어보아도 흔치 않은 대기록이다. 특히 작가가 활동했

던 시절에는 만화들이 서점을 통해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대본소를 통해

대여의 형태로 유통되었으며, 당시에는 작품의 수가 곧 작가의 인기를 반

영하는 척도였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유로 수백 편에 달하

는 작품의 종수는 곧 작가의 높은 인기를 입증하는 것이다.

도대체 김종래의 작품 속 무엇이 독자들을 그렇게 열광하게 만들었을

까? 사람들은 그것을 ‘서사’ 즉 ‘이야기’의 힘이라고 말한다. 1950년대 중

반 한국 만화계에는 소위 ‘극화’6)라고 불리는 장르가 등장하면서 박광현,

박기당, 이병주, 김종래 등으로 대표되는 작가군이 형성된다. 이들은 ‘역

사’나 ‘모험’을 소재로 한 다소 긴 호흡의 작품을 <만화세계>나 <만화학생>

등의 잡지를 통해 발표하였다. 당시 김종래의 작품들은 “박광현, 박기당의

만화에 비하면 미숙한 느낌이 있었으나, 수려한 스토리텔링으로 독자들을

사로잡았다”7)는 평가를 받았다. 확실히 ‘보는’ 맛보다는 ‘읽는’ 맛이 있는

작품들이었다는 의미다.

이 시기의 작풍은 ‘삽화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한편에는 지문과 대

사를 포함한 장문의 글을 배치하고, 다른 한편에는 움직임이 거의 없는 사

실적인 그림과 함께 캐릭터의 주요 대사를 말풍선으로 처리하는 방식이었

다. 글은 작품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배경과 상황에 대한 세세한 묘사는

물론이고 인물들의 감정까지도 전지적 작가시점에서 서술하고 있어 한 편

의 ‘소설’을 읽는 느낌을 준다. 이러한 만화문법은 작가가 만화라는 매체

에 아직 적응하지 못했던 결과로 탄생한 과도기적인 것이었지만, 소설을

즐겨 읽었던 성인 독자층을 만화로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8) 이러한 작풍은 <울지마라 은철아>(1962년)를 기점으로 일반적

인 만화체로 바뀌게 된다.

필자는 작가의 작품들이 대중성을 획득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으로

‘익숙함’을 꼽으려 한다. ‘서사구조’와 ‘장르’의 익숙함! 하늘 아래 새로운

이야기는 없다지만, 작가의 작품들은 대부분 언젠가, 어디선가 들어 본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그것은 바로 근대라는 이름으로 생겨나 대중들의 일

상 속으로 파고들어온 여러 가지 대중문화와 대중예술에서 연원한 것이

다. 특히 작가는 어린 시절 일본으로 건너가 해방을 맞아 환국할 때까지

일본에서 살았는데9), 이 시기 국내에서 살았던 작가들에 비해 한층 풍요로

운 문화를 접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주지하듯 1930년대의 일본 사

회는 한국보다 한층 더 발전된 문화를 이룩하고 있었는데, 작가는 그러한

선진문화를 향유하면서, 자연스럽게 체득했던 것이다. 그 시절에 보고 들

었던 모든 것이 이후의 작품 창작에 있어 자양분이 되었음은 두말할 필요

도 없다.

그러므로 그의 작품들 속에서 근대의 연극, 소설, 영화, 라디오 극 등 근

대의 대중매체와 대중예술들이 생산해낸 정형화된 서사의 틀이 엿보이고,

그런 이야기들이 담고 있었던 정서들이 환기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구

체적으로 작가가 가장 선호했던 분야는 신파성이 짙은 ‘비극들’과 ‘야담’,

그리고 ‘역사소설’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작가가 창작했던 작품들 중

에서 비극적인 드라마10)나 역사만화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서 쉽

게 유추할 수 있다. 작가는 대중들에게 익히 알려진 영화나 소설 등을 만

화로 각색하기도 했는데, 국내 원작의 경우에는 비교적 충실하게 각색하

였고, 해외(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몇몇 설정을 변형시키고 있다. 이러한

번안이나 각색은 당시 여러 분야에서 흔하게 행해지던 것이었는데, 도작

이나 표절과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

요컨대 필자는 작가의 작품들이 이전 시기에 성립된 대중문화의 토양 속

에서 배출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에 작가가 기존의 대중예술 분야를 적극

활용했던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며, 특히 작가의 작품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역사만화들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앞

서 이 글의 목적은 작가의 작품들이 대중성을 획득할 수 있었던 이유들을

고찰하는데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작품들은 현대적인 잣대가 아니라, 가

능한 당대의 대중문화 지형도 안에서 파악하려고 노력했으며, 결과적으로

작품의 완성도와 예술적 성취에 관한 부분은 대부분 유보되어 있다. 같은

이유로, 동시대에 활약한 다른 작가들과의 비교도 생략하였음을 밝힌다. 

1. 김종래 역사만화의 전체적 특징
대중예술 분야에서는 역사적인 사건이나 인물을 소재로 하여 허구적인

상상력을 발휘하는 서사물들이 아주 오래 전부터 있어왔는데, 이러한 것

을 일컬어 ‘역사허구물’이라 한다. 역사허구물은 “실재했던 인물이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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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래 극화(       , dramatization)라는 용어는 1950년대 이후 일본에서 대본소 전문 만화가들이 '어린이 취향의 스토리 만화'에서 벗어나 청년층을 공략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인데, 인데, 국내에서는 극적인 갈등구조를 갖춘 서
사만화들 지칭하는 작품으로 사용되고 있다. 김일태 외, 『만화 애니메이션 사전』, (재)부천만화정보센터, 2008, p.26.

7) 이용철, 「1958년, 국민의 심금을 울린 소년의 여정」, 『엄마 찾아 삼만리』,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08, p.390.
8) 이런 맥락에서 초창기 작품 속 글에 대한 '문체' 연구를 통해 문학, 특히 소설과의 연관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9) 작가는 1927년 충남 당진에서 태어났으나, 곧 가족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1946년 환국할 때까지 줄곧 교토(京都)에서 살았다. 즉 유년기에서 청년기 초기에 이르는 긴 시간을, 즉 기본적인 학문을 습득하고 교양을 쌓는 중요

한 성장기를 일본에서 보냈던 것이다. 이런 성장과정으로 인해 작가의 작품 중에는 일본의 문학이나 영화, 민담 등을 차용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에 관해서는 향후 별도의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0) 만화의 하위 장르 중 '드라마'는 그 성격이 매우 모호하다고 판단되지만, 일단 명랑, 추리, 모험, 액션, 역사 등 장르성이 강한 작품을 제외한 일반적인 서사만화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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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역사물을 비롯하여 역

사적인 배경이나 설정만을 빌려 오는 시대물까지 아울러 지칭하는 것이

며, 역사소설을 비롯해 근대 야담, 역사극, 사극영화, TV사극, 대하역사만

화 등을 포괄하는 것”이다.11) 이러한 역사허구물의 기원은 조선 중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양란 이후에 실기류나 몽유록 등 기존의 산문

양식을 변화시키며 역사 허구화의 기틀이 마련되어 가고, 근대 초기에

신문매체를 중심으로 지식인들의 계몽적인 역사서사물이 번성하고,

근대문학의 전형기(銓衡期)라 일컫는 1930년대에 야담과 역사소설이

발달하며, 한국전쟁 이후 어려운 상황에서도 역사적인 배경을 빌려 오

는 여성국극과 일제강점기 역사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사극영화가 대

거 제작되고, 1950년대 신세대 작가들이 1960년대 이후에는 역사소

설에 투신했던 일은 이를 말해주는 듯하다.12) 

일반적으로 역사허구물은 “가치관의 혼란이 극심해지는 시기나 급격

한 지각변동 앞에서 현재의 위치를 가늠하기 힘든 시기에 특히 유행한다”

13)고 하는데, 한국의 근현대사가 바람 잘 날이 없어서일까, 조선 중기에 기

틀을 마련한 이후로 역사허구물이 없었던 때를 찾기가 어려워 보인다. 여

하튼 역사허구물은 시대적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매체와 형식을

달리하여 긴 명맥을 유지해 왔는데, 이 중에서도 개화기의 계몽적 역사서

사물과 1930년대의 야담과 역사소설 등은 역사만화의 출현과 밀접한 관

련을 맺고 있다.

작가의 작품들 중 역사만화 혹은 역사허구물에 해당하는 작품들은 상당

히 많은 편인데, ‘역사’에 대한 비중과 이를 다루는 방식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인다. 일단 비교적 정확한 고증을 통해 정사(正史)를 재현해낸 대하역사

물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역사만화, 혹은 소위 ‘팩

션(faction) 사극’이라고 불리는 작품들로 과거의 특정 시기를 배경으로

삼고, 실존 인물들도 소수 등장하지만, 대부분의 내용을 작가의 상상으로

재구성한 작품들이다. 이렇게 ‘역사’와 ‘허구’가 적당히 섞여 있는 작품들

로는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황금가면 시리즈>를 비롯하여 <갈매기

는 울어도>, <조국>(1964), <마검 애꾸>(1965), <잃어버린 그림자>(1965),

<성난 비수>(1967), <하리마오 시리즈>(1967~1968), <무궁화 삼총사>(91969)

등을 꼽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역사적인 배경이나 설정만을 빌려 오는 시

대물과 야담, 고전소설을 각색한 작품들이며 <박문수전>(1955), <효녀 숙

향 시리즈>, <전설과 기담>(1967) 등을 꼽을 수 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구

체적인 역사적 설정 없이 불특정한 과거를 배경으로 삼고 있는 단순 시대

물을 들 수 있는데, <엄마 찾아 삼만리>14)를 비롯하여 1970년대의 <도망자

시리즈)가 이에 해당한다. 세 번째, 네 번째와 같이 역사성은 탈각되어 있

는 작품들이 전체 작품 중 과반 수 이상을 점하고 있다.

작가의 작품들 속에서 배경이 되는 시대를 살펴보면, 조선시대 중후기

와 삼국시대 혹은 그 이전의 고대국가 시기가 가장 많다. 삼국시대나 그

이전을 배경으로 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여러 국가들의 대립과 연합, 전쟁

그리고 멸망을 묘사하기에 가장 수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일본의 시

대물을 각색하거나 일본적 이야기를 차용하는 경우, 막부 중심의 지방분

권체제는 고려나 조선과 같이 단일 국가 체제에서는 묘사하기 어렵기 때

문에 삼국시대나 그 이전을 선호했던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은 작품에서 배경이 되었던 시대는 조선시대 중후기로 한마디로

‘혼란함’이 극에 달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자질이 부족한 왕15) 때문에

국운(國運)은 기울대로 기울고, 재상들은 당파싸움에 여념이 없으며, 중간

관리들은 매관매직하는 등 치부에만 열을 올린다. 그리고 탐관오리(말단

관리)들의 횡포로 민중들은 땅을 버리고 산적이 되거나 민란을 일으키는

등 사회적 안전망이 전혀 없는 사회로 묘사되어 있다. 특히 작가는 임진왜

란 이후부터 광해군 재위기를 거쳐, 인조반정, 이괄의 난, 그리고 정묘호

란과 병자호란에 이르는 시기를 자주 배경으로 삼았는데, 이를 아루르는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황금가면>이다. 두 차례의 전쟁과 왕권 교체, 그리

고 바로 이어지는 반란이라는 사건들의 연속이 그 자체로 드라마틱한 구

성을 보여주며, 특히 이 시기는 명·청 교체기였다는 세계사적 사건도 흥

미를 자아낸다.

“역사소설이 현대사의 전사(前史)”16)라는 루카치의 말처럼, 작가가 생각

하는 ‘추상적 과거’란 한 치의 숨도 돌릴 틈 없는 변화무쌍한 시대이며, 어

디서나 핍박받는 민중을 구원할 영웅 혹은 구원자적 존재를 갈망하는 그

런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식민기(植民期)를 거쳐 해방, 분

단과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작가가 실제 겪었던 과거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역사만화는 과거를 빌어 현재를 비춰보는 작업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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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중서사장르연구회, 『대중서사장르의 모든 것-역사허구물』, 이론과 실천, 2009, p16.
12) 앞의 책, p16.
13) 앞의 책, p16.

14) 이 작품은 역사만화라기보다 신파성이 강한 드라마에 더 가깝지만, 과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함시켰다.

15) 광해군이 가장 많으며 간혹 철종이 포함된다. 당시 소설과 영화에서 단골 소재가 되었던 연산군을 소재로
한 작품은 거의 없다.

16) 게오르그 루카치, 이영옥 옮김, 『역사소설론』, 거름,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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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과거에 대한 평가기준이 현실 자체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독자들의 공

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한편 “역사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관과 정치적 입장이고 결국

역사소설의 성패 여부는 민중생활에 대한 작가의 태도에 달려 있다”17는 루

카치의 말처럼 역사만화를 고찰함에 있어 작가의 ‘세계관’과 ‘정치적 입

장’ 그리고 ‘민중에 대한 태도’는 가장 핵심적인 분석 지점이다. 작품에 따

라 큰 편차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간략하게 말

하면 작가는 다분히 개인주의적이고, 계몽주의적이고, 영웅주의적인 입장

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예컨대 일국(一國)의 멸망도 전체적인

사회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왕의 자질부족 혹은 향락과 방탕에 기인한다

고 생각하거나, 이렇게 부패한 사회질서를 걸출한 영웅 한 사람의 출현으

로 바로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민중들에 대

한 평가는 다분히 이중적이고, 양가적이다. 즉 탐관오리나 권세가로부터

고통 받고 핍박받는 ‘수동적인’ 모습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생존을 위해 결속하고 집단화하는 과정을 통해 민중의 힘을 보여줄 때도

있다. 그렇지만 민중의 결속은 많은 경우 내부적인 배신과 반목 등으로 허

무하게 와해되어 결국 소수의 개인만이 살아남는 구조가 대부분이다. 이런

점에서 작가의 역사만화는 시대정신을 드러내기보다는 걸출한 개인의 활

약을 다루는 등 다분히 통속적이고, 오락성이 강한 편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고전소설의 영향
작가의 작품들 중에는 역사만화의 비중이 높은데, 이는 작가의 첫 창작

물18)이라고 볼 수 있는 <박문수전>(1955)에서부터 시작된다. 작품의 부재로

이 작품을 보지 못했지만, 이후 다른 작품들에서 발견되는 ‘어사들’의 이

미지를 익히 알고 있으므로 이야기는 대강 짐작가능하다. 사실 작가의 다

른 작품을 보지 못했다 해도 상관없는데, ‘어사 박문수’라는 캐릭터는 우리

가 어린 시절 많이 보았던, 청렴하고, 지혜로우며, 공명정대한, 모범적인

관리의 표본과 같은 인물이다. 그런데 그런 캐릭터의 이미지는 실제 박문

수의 성격과는 전혀 다르며, 애국 계몽기에서 근대(1910년대)의 역사소설

들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성립된 ‘날조되고’ ‘조작된’ 것이라고 한다.

역사계몽기에서 근대의 역사소설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다양한 역

사 고소설이 여러 가지 출판형태로 간행되며 크게 성행하는데, 특히

역사적인 인물을 다룬 소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는 영웅의 출현에

대한 당시의 기대를 반영한다. 당시의 대중이 어떤 영웅을 갈망하고

있었는가는 <박문수전>에서 잘 드러난다. <박문수전>은 창작 고소설

로, 실록의 기록과는 달리 허구화되는 지점에서 당시 대중의 기대를

읽을 수 있다. 실록에 의하면 박문수는 학문이 부족하고 성질이 불같

으나 솔직하여 영조의 총애를 받았고, 백성의 생활개선을 위해 세금감

면 문제나 진휼 문제로 상소를 자주 올렸다고 한다. 이런 박문수가

<박문수전>에서는 유연함과 지혜로 백성의 입장을 대변하여 불의를

물리치는 공명정대하고 우국애민하는 이상적인 관리의 모습으로 형상

화된다. 이는 문장에 능하고 윤리적인 교양으로 무장된 이전 시대의

학자적 영웅이 아닌, 학문이 부족하더라도 시대의 변화에 유연하고 실

질적인 지혜나 불같은 완력으로 눈앞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 줄 수 있

는 영웅이 희구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영웅상은 다

시 설화로 재구성되어 구비 전승되거나 아동문학으로 살아남는다.
19)

영웅 혹은 구원자로서의 ‘암행어사’라는 캐릭터는 <춘향전>을 비롯하여

우리 문화에 비교적 깊이 뿌리박혀 있다. 그런데 <춘향전>의 경우 남녀 간의

애정을 중심으로 한 가공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소

설 <박문수전>의 경우는 ‘실존인물’을 소재로 했다는 점에서 ‘가공’의 소

설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에게 ‘사실’로 받아들이게 하는 효과를 발생

시킨다. 즉 대중들에게 탐관오리로부터 핍박받는 민중을 구하는 암행어사

가 과거의 역사 속에 실재했었다는 믿음을 줌으로써, ‘정의란 언젠가 승리

한다’는 확신을 갖게 하고, 그것을 이뤄줄 영웅의 출현을 기다리면서 현실

의 고통을 감내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신화’적인 존재로서의 암행어

사는 현재까지도 유효한 듯 보인다. 작가의 만화가 소설 원작의 내용을 얼

마나 참고했는지는 확인 불가능하나, 소설의 내용을 상당부분 차용했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고전소설이 일궈놓은 텃밭에 손쉽게 안착할 수 있

었을 것이다.20)

한편 고전소설의 발간 붐이 일었을 때, 대중들로부터 가장 큰 인기를 누

렸던 작품은 <춘향전>이었다. 그런데 그런 <춘향전>을 제외하고, 작가가 <

숙향전>을 택했다는 사실은 자못 흥미롭다. 작가는 1968년 <숙향전>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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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루카치, 앞의 책.
18) 일반적으로 작가의 데뷔작은 1954년의 <붉은 땅>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작품은 군복무 중 선무공작의 일

환으로 그려진 반공선전만화다. 군복무 후 이 작품을 민간 출판사에서 재간하기는 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정식 데뷔작이라고 볼 수 없고, 사실상 <박문수전>을 통해 만화가로 데뷔했다고 봐야한다.

19) 앞의 책, p23-24.
20) <박문수전>은 만화가로서의 제의를 받고 그려진 첫 작품이라는 점에서 편집자(출판사 사장)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 짐작되며, 아마도 편집자가 <박문수전>을 권했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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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하여 <효녀 숙향>을 펴냈고, 이후 <운명과 숙향>(1970), <숙향>(1970)으

로 이어지는 후속 작품을 펴내는데, 후속 작품은 원래의 소설에는 없는 내

용을 작가가 창작하여 만화로 그린 것으로 보인다. 이 작품들은 대중적으

로 많은 인기를 누렸고, 1980년대까지 여러 차례 복간되었다.

소설 <숙향전>은 구전설화가 정착된 소설이 아니라, 조선 후기에 창작

된 ‘영웅소설’ 혹은 ‘영웅군담소설’의 하나로 영웅군담소설이란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바탕으로 하고 ‘전쟁 이야기’를 동시에 보여주는 작품을

지칭한다. 그러나 <숙향전>은 전쟁의 묘사에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

는, ‘고난 극복 여부’를 중시하는 영웅소설에 좀 더 가까우며21), <춘향전>

역시 이 범주에 속한다.22)

<숙향전>은 고전소설로서는 인기가 있지만, 오락성이 떨어진다는 점에

서 다른 매체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았던 작품이다. 그럼에도 작가가 <숙

향전>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숙향전>은 <춘향전>이나 <흥부전

> 등 비교적 단선적인 구조를 갖춘 고전소설들에 비해 등장인물이 많이 등

장하고 서사구조가 매우 복잡한 얼개를 갖고 있다. 작가는 이를 축약하지

않고 원본에 가깝게 각색하고 있는데, 이러한 서사구조의 복잡성이야말로

다른 작품들과 통하는 작가의 고유성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작가는 대

중성을 중요시했지만, 남들과는 다른 것에 도전하는 기질을 갖고 있었다

고 생각한다. 앞서 연산군보다 광해군을 선택했던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데, <춘향전>은 이미 다른 매체를 통해 자주 언급되었기에 의도적으로 기

피했을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남녀 간의 애정묘사에 대한 불편함 때문

일 것이다. 당시의 만화가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춘향전

>은 꽤나 불편한 소재였음에 틀림없다. 특히 작가는 다른 작품에서도 남녀

간의 애정이나 사랑 묘사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으며, 꼭 필요한 경

우에는 플라토닉하게 처리하곤 했는데 이런 점이 반영되었을 것이다. 그

리고 원작 소설과는 달리 제목에 ‘효(孝)’를 내세우는 등 남녀 간의 사랑보

다 가족 간의 정을 우선시하는 성향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박문수전>이나 <효녀 숙향>과 같이 고전소설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작품 이외에도 작가는 고전소설의 전형적인 구조들을 적극

차용하고 있다. 예컨대 <엄마 찾아 삼만리>는 영웅소설의 ‘고난극복서사’

의 구조를 답습하고 있으며, 주인공 ‘금준’이 암행어사가 된다는 결말은 <

박문수전>을 떠올리게 한다. 그리고 <황금가면>이나 <흑가면> 등의 가면

시리즈는 ‘의적’을 소재로 한 <홍길동전>이나 <일지매전>에서 차용한 것

으로 짐작할 수 있다. 

특히 <황금가면>23)은 ‘역사’에 ‘활극(액션)’이 가미된, 본격적인 오락 만

화로 작가의 역사만화의 중요 요소가 모두 들어간 종합선물세트와 같은

작품이다. 처음 발표된 것은 1958년 경24이지만, 1960년대에 만화체로 전

면 개작되어 여러 차례 복간되었고, 시리즈물로도 출간되었다. 이 작품은

줄거리의 요약이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하고, 등장인물도 다수에 이르는

데, 이후 작품들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작품이므로 별도의 단독 분석이

필요한 작품이다. 전체 구조만 간단히 짚어보면 ‘의적’25)물에서 시작해서,

정치적인 내용이 심화되는 부분에서는 ‘첩보물’의 양상을 보여주고, 후반

부에는 검객들의 ‘활극’이 펼쳐진다.26) 검객물은 다음 장에서 소개할 일본

의 시대물의 영향을 받은 것이며, 나머지는 한국의 고전소설과 1920~30

년대 일본의 대중소설과 영화 등에서 유행했던 장르들이다.

3. 역사소설과 일본 시대물의 영향
<박문수전> 이후, 작가는 <충신비사>, <황금가면>, <낙화>, <바보 온달

>, <이길 저길> 등의 역사만화들을 비교적 짧은 시기에 연달아 발표한다.

이 중 <낙화>는 “일제가 조선을 강점한 직후를 배경으로 한 무장 독립투사

이야기”이며, <이길 저길>은 “신라시대를 배경으로 왕의 아들로 태어난

자가 운명의 장난에 의해 그 자리에서 뒤바뀌어 온갖 모험과 고난 끝에 왕

의 자리에 복귀한다”는27) 내용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기에 발표한

작품들(특히 초판본)은 거의 남아 있지 않아서 정확한 발표년도를 알 수

없으며, 작품 분석 역시 불가능하다. 다만 1960년대에 개작된 작품을 참

고하여 <충신 비사>와 <바보 온달>, <이길 저길> 등에 대해서 살펴보려 하

는데, 이들 작품은 <성난 비수>(1967), <전설과 기담>, <꿈의 인생>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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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이상택 외, 『한국고전소설의 세계』, 돌베개, 2005, p.75.
22) 흥미로운 점은 <숙향전>과 <춘향전>이 고전소설 연구 분야에서 종종 비교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즉 <춘향전>이 현실적이고 세속적인데 비해, <숙향전>은 “작품 전체가 신이의 영험과 이적으로 넘치고 있는 전형적인 초월주

의적 구조물이라는 점에서 대칭적인 위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숙향전>이 “초월주의와 순환론적 사관을 바탕으로 장엄하고 숭고한 작품세계와 미학”을 보여주는데 반해, <춘향전>은 “상스럽고 조야하고, 익살맞으며 빠른
템포”를 보여주는 등 세속소설의 최고 경지를 보여준다. 또한 숙향이 신령스러움을 지닌 “천상적, 초월적” 존재를 상징한다면, 춘향은 “목적 성취를 위해 수단(열녀의식)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 사회적이고 이
익 사회적 인간형”을 대변하고 있다고 평가된다.(앞의 책, p.23-28)

23) <황금가면>은 <백가면>, <흑가면> 등으로 변주되는데, 이 중 ‘황금’가면은 1955년 <학원>에 연재되어 소년층에 인기가 높았던 김내성의 소설 <황금박쥐>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24) <도록>에서는 초판년도를 1963년으로 잡았는데, 김영임에 따르면 1950년대 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김영임, 「아동만화가 김종래의 작품세계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26) 
25) 한국의 고전소설에 등장하는 의적들은 대부분 복면을 하지 않는다. ‘복면’의적이라는 설정은 다분히 일본문화(특히 추리소설)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생각한다.
26) 검객들의 대결 장면은 소설 <미야모토 무사시>를 차용한 듯하다.
27) 김영임, 앞의 글, 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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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1920년대 일본에서 유행했던 ‘시대물’과 1930년대 한국에서 유행했

던 야담과 역사소설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작품들이다.

우선 <충신비사>는 일본의 다케다 이즈모 등이 쓴 <쥬신구라(忠臣藏)>

을 각색한 것으로, 1966년 전면 개작하여 <장부>라는 이름으로 재간한다.

원작은 47명의 가신들이 억울하게 죽은 영주의 원수를 갚은 뒤, 집단 할복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코 낭인 무사 사건’이라는 실제의 일을 소재

로 한 이 이야기는 18세기 말부터 인형극과 가부키 등에서 자주 상연되었

으며, 현재까지도 영화나 TV드라마로 제작되는 등 일본대중문화에서 가

장 대중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작가는 이를 조선 광해군 재위시절로 옮겨 억울한 친구의 원수를 갚는

복수극으로 각색하였는데, 다분히 작위적인 설정이라는 느낌이 드는 작품

이다. 하지만 이 작품은 제법 인기를 누렸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선 이후

에 개작되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또 다른 이유는 1950년대부터 1960년대

는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대중들이 일본문화에 대해 해박했

으며, 일본문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문화를 접

하는 것은 식민지 시절 일본어로 교육받은 세대와 일본에서 유학했던 엘리

트층에게, 한편으로는 ‘향수’를 자극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련된 감각을

느끼게 해준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받았다고 한다.28)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 작품은 특히 성인 대중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길 저길>은 1960년대에 <앵무새왕자>로 개작29)되는데, 중기를 대표

하는 작품으로 높은 인기를 누렸다. 이 작품은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

吉)의 일생을 그린 것이라 말해지는데, 내용은 실제의 인생과는 사뭇 다르

다. 따라서 작가의 상상이 첨부된 창작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원

작이 있었는지는 좀 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이 작품은 ‘강담(講

談)’ 문학이라고 하는, 일본의 초기 역사소설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라 판

단된다. 강담 문학이란 1910년대 일본에서 유행했던 초기 역사소설 등을

일컫는데, 민족의식을 고취할 목적으로 이전 시대 위인들의 생애를 소재

로 한 전기물(傳記物)이 많은 편이다.

한편 1920년대의 일본은 ‘시대물’의 시기였는데, 시대물이란 “일본문

학의 독특한 형태의 하나로 통속적인 역사소설 또는 역사를 배경으로 한

대중문학으로서 1920년경 일본에서 크게 유행”한 문학을 말하며, 이 소설

들은 “17세기에서 19세기 중엽 사이 에도시대 또는 그 이전의 시기를 배경

으로 하여 사무라이들의 의리와 싸움을 다룬 것으로 부모나 상전의 원수

를 갚기 위해 자녀들이나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평생을 보내는 전형적인

전개방식”30)을 보여주는 소설들을 가리킨다. 이러한 시대물은 역사성보다

는 재미와 흥미를 위주로 한 통속적인 성격을 강하게 보여주며, 문학사에

서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1930년대 한국에서는 야담과 역사소설이 크게 유행하였는데, 이들은

앞서 살펴본 일본의 강담 문학이나 시대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작가의 작품 중에서는 <성난 비수>(1967)를 들 수 있는데, 이 작품의 원작

이 되는 김동인의 소설 <젊은 그들>31) 자체가 일본 시대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때 내가 쓴 <젊은 그들>은 일본에 있어서의 시대물과 같은 것으

로써 조선에서의 첫 시험이었다.”(김동인, <처녀 장편을 쓰던 시절>)

라고 말한 대목을 먼저 주목하고 있다. (중략) 이에 비추어 본다면 대

원군의 추종자들이 부모와 그 상전의 원수를 갚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실패하자 집단적으로 자결한다는 <젊은 그들>의 내용은 이

러한 일본 시대물의 정석을 따르고 있음에 틀림없다.32)

<젊은 그들>은 작가가 “순수문학의 길에서 벗어나 신문소설 곧 통속소

설로 접어들게 된 첫 작품”이란 점에서 그간 문학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는 못했지만, 근래에 들어 “1930년대의 역사소설의 다양화와 증식화 현상

에 일익을 담당했다”33)는 평가와 함께 문화사적으로 중요하게 위치 매김하

고 있다.

사실 1930년대의 역사소설은 이광수34), 김동인과 같은 거물급 작가들의

이름이 언급됨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통속적인 경향이 있다. 즉 “상업논리

속에서 대중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중서사로서의 자질”을 강하게 지니고 있

는데, 주로 “영웅의 복수담을 다루며 추격·격투·살인 등으로 이어지는

활극을 전면화하고 있는 것이나, 연애담 안에서 성애나 여성의 육체에 대

한 관능적인 묘사에 상당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35) 등이 바로 그렇다.

이들은 이전 시기의 역사서사물, 혹은 역사전기소설36)들과는 차별되는

데, 즉 표기 방식과 독자층, 그리고 필자는 물론이거니와 글쓰기가 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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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권보드래, 천정환 공저, 『1960년을 묻다』, 천년의 상상, 2012, pp515-530.
29) 줄거리의 유사성으로 <이길 저길>이 <앵무새왕자>로 개작되었다고 추정하였다.

30) 김윤식, 「역사소설의 네 가지 형식」, 『한국근대소설사』, 을유문화사, 1986. p141.
31) <젊은 그들>은 신문연재소설로, 1930년 4월 15일자 <동아일보>에 연재가 예고되었고, 1930년 9월 2일부

터 1931년 11월 10일까지 총327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32) 정인문, 『1910·20년대의 한일 근대문학 교류사『, J&C, 2006, pp335-336.
33) 김강호, 『한국근대 대중소설의 미학적 연구『, 푸른사상, 2008, p69.
34) 이광수는 <마의 태자>, <단종애사> 등을 썼다.
35) 대중서사장르연구회, 앞의 책, p26.
36) 애국계몽기에 애국심 고취를 목적으로 쓰인 박은식, 신채호 등의 전기문학을 일컫는다. 대표작으로는 신채

호의 <을지문덕전>(1908), <이순신전>(1908), <최도통전>(1909)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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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향한 목적에서도 양자는 판이하게 달랐으며, “전자가 계몽적 구도

아래서 광범위한 민족주의에 역사를 접목시키려 한 일종의 강화(講和)였

다면, 후자는 신문기사의 하나로서 문화적 상품”이었던 것이다.37) 하지만

통속적인 서사구조와 오락성 등으로 인해 대중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고,

바로 이런 점에서 라디오 극이나 영화, 만화 등의 다른 형식의 대중매체로

쉽게 변환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이렇게 역사소설이 유행할 무렵, ‘야

담’ 문학이라는 것이 유행하기도 했다.

야담은 <삼국유사>, <삼국사기>, <고려사>를 비롯해 각종 야사 문헌

들, 조선 후기의 단편 사사물 등에서 발췌, 번역, 변개된 것으로, 한문으

로 쓰여 있어 대중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기존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한문 소양과 이야기꾼의 재능을 지닌 야담가들이 당대 대중의 요구에

맞게 풀어낸 것이었다. (중략) 그러나 야담은 대중의 호응을 바탕으로

라디오 방송, 신문, 잡지, <월간 야담>이나 <야담>과 같은 전문지, 그리

고 야담대회 등을 통해 널리 유통되었다. 이는 야담이 당대의 요구에 부

응했던 최고의 역사 관련 ‘문화상품’ 중 하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38)

김영임의 논문에 보면 작가가 해방 후 “환국한 뒤 일본에서 배우지 못했

던 우리 역사에 큰 관심을 갖고 공부하기 시작했다”39)는 언급이 있다. 필자

는 작가가 이 시기에 1930년대 유행했던 이광수와 김동인의 역사소설이나

야담 등을 탐독했을 것이라 추측하는데, 이는 작가의 작품들 중 이러한 역

사소설이나 야담을 비롯하여 문헌설화 등을 참고한 작품이 유독 많기 때문

이다. 야담을 소재로 한 주요 작품은 이광수의 단편소설 <꿈>을 각색한 <꿈

의 인생>을 비롯하여 <전설과 기담>을 들 수 있으며, 구전설화나 전설, 민

담과 기담 등을 소재로 한 작품들로는 <벼슬>(1965), <백호검>(1966), <마

검>(1966), <나그네>(1969), <다섯 사람>(1970) 등을 꼽을 수 있다.

4. 대중소설의 영향
지금까지 작가의 역사만화는 고전소설과 야담, 역사소설, 그리고 일본

시대물들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뿐 아니라 1950년대 이후의 대

중소설에서 영향을 받기도 했다. 특히 김내성의 작품을 주로 각색하였는

데, <쌍무지개 뜨는 언덕>을 각색한 <배짱>(1966)과 <쌍갈래길>(1974), 그

리고 <청춘극장>을 각색한 <무궁화 삼총사>(1969)가 있다. <배짱>과 <쌍

갈래길>은 현대물이므로 생략하고 <무궁화 삼총사>를 살펴보기로 하자.

<무궁화 삼총사>는 1940년대 경성(서울)과 상해, 만주 등을 배경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는 젊은이들의 우정과 엇갈리는 사랑을 다룬 드

라마로, 원작만큼 인기를 끌었던 작품은 아니다. 원작인 소설 <청춘극장>

은 “1949년부터 1952년까지 <한국일보>에 연재된 후, 이후 전5권으로 발

간”되었는데, 연재 당시부터 최고의 인기를 누렸고, 단행본은 당시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한다. 한편 “세 차례(1958년 홍성기 감독, 1967년

강대진  감독, 1975년 변장호 감독)에 걸쳐 영화화되었으며, TV드라마로

도 여러 번 리메이크 될”40) 정도의 초 베스트셀러였음에 분명하다.

<청춘극장>은 연애소설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첩보물·범죄물 등의 요소도 강하게 띠고 있어, 단지 시기적으로

만이 아니라 작품 경향으로서도 추리물과 연애물의 중간에 존재하는

작품이라 할 만하다. 특히 이제 막 지나온 역사를 반추하는 대작의 규

모를 지님으로써, 김내성의 작품으로서는 물론 이 시기의 다른 작가의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보적 위치를 지니게 되었다.41)

필자는 아직 <청춘극장>을 읽지 못했고, 따라서 <무궁화 삼총사>와의

엄밀한 비교는 불가능하다. 다만 서사구조에 있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몇 장면 있었다는 점과 작가가 평소 원작에 충실하게 각색해왔던 것에 비

해 이 작품은 남녀 간의 연애부분과 삼각관계에 관한 부분을 다소 단순하

게 처리했다는 점만 밝혀둔다.

<조국>은 <무궁화 삼총사>와 비슷한 시기를 다뤘다는 점에서 함께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 작품은 3·1운동에서 시작하여 태평양 전쟁이 한창인

1940년대 중반까지를 배경으로 한 시대물이다. 작가의 일본에서의 생활

이 부분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해서 자전적인 작품으로 거론되지만, 전

체적으로 보면 ‘허구’의 이야기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3

·1운동 직후, 일본으로 건너간 ‘석균’의 가족이 겪는 비극적 삶에 관한 것

이다. 이 작품은 매우 흥미로운데 특히 전형적이지 않은42) 의외의 캐릭터

들을 통해 균형 잡힌 시선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렇다. 예를 들어, 석균

의 가족을 도와주는 일본인 가족이라든가,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일본인

56 _만화포럼 칸

만화사연구

37) 김병길, 『역사소설, 자미(滋味)에 빠지다』, 삼인, 2011, p20.
38) 대중서사장르연구회, 앞의 책, p24-25.
39) 김영임, 앞의 글, p18.

40) 이영미 외, 『김내성연구』. 소명출판, 2011, p28-29. “이 소설은 전쟁 중에도 1만 부가 팔려나갔고, 15만 질
이 팔렸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고 한다.

41) 앞의 책, p29-30.
42) 이것은 필자의 자의적인 판단이며, 대중문화 속에서 이런 캐릭터(한국인에 우호적인 일본이) 설정이 일반

적이었는지에 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듯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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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의 모습이 담담하게 그려지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돈 때문에 인륜을

저버리는 한국인의 모습이 동시에 묘사되어 있다. 한편 전쟁 중 공장에서

군수품을 만들게 되는 학생들이나 학도병으로 차출되어 전쟁터로 끌려가

는 모습 등은 대단히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다.

작가는 항상 불특정한 과거를 배경으로 이야기를 전개함으로써, 과거를

빌려 현재를 말해 왔다. 이 작품 역시 과거를 빌려 현재를 말하는 것이지

만, 과거는 ‘과거라는 이름의 현재’이며, 말하고 싶은 것도 현재가 아닌 과

거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보여주는 것’과 ‘말하려는 것’이 구조적으로 역

전되어 있다. 접근 방향 탓일까, 작품의 분위기가 다른 작품들과 사뭇 다

르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역사만화가 진짜 현실이 아닌 불특정한 과거를 실

재로 믿게 만들기 위해, 캐릭터들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넣고 감정을

자극했다면, <조국>은 그 자체가 실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감정을 절제하는 듯 보인다. 이 작품에서 간간히 느껴지는 이 이

질성은 무엇일까? 작가는 직접 경험한 과거는 역사일 수 없다는 것을 말하

고 싶은 듯하다. 이미 흘러가버렸을 때조차도, 자신의 과거는 자신의 인생

속에서 현재 진행형인 삶일 뿐 역사라는 단어로 객관화하거나 추상화할

수 없는 것은 아닐까?

한편 비슷한 시대를 그리고 있지만, <눈물의 별밤>이나 <파도>는 역사

허구물이라고 하기보다 신파성이 강한 드라마라고 분류해야 하는데, 이들

은 시대를 현대로 옮긴 ‘개인고난서사’에 가까우며, 끊임없이 덮쳐오는

잔혹한 운명을 맞서거나, 묵묵히 감내하는 개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5. 영화와 TV드라마의 영향
영화를 각색한 작품들로는 <무호마쓰의 일생(無法松の一生)>(감독 이와

시타 슈운사쿠 岩下俊作, 1939)을 각색한 <억척이 갑보>(1971)와 <사운드

오브 뮤직>(감독 로버트 와이즈 Robert Wise, 1965)을 각색한 <심술천사

>, 그리고 <이키루>(감독 구로자와 아키라 黑澤明, 1952)를 각색한 <시한

생명>(1970년대) 등이 있다. 이 중 영화 <무호마쓰의 일생>은 1920년대에

서 1930년대 말을 배경으로 인력거꾼과 한 소년 가족과의 관계를 담담하

게 그린 작품이다. 이 영화는 군국주의가 득세하던 일본에서 ‘전쟁’과 상

관없이 휴머니즘을 구현해낸 수작으로 평가받는 작품이며, 1958년 이나가

키 히로시(          )에 의해 리메이크되어 베니스 영화제 금사자상을 수상

하는 등 영본 영화사에서 중요하게 거론되는 작품이다.

하지만 만화 <억척이 갑보>는 원작의 서사구조가 작가의 다른 작품들과

는 상이하다는 점에서 생경한 느낌을 주는 작품이다. 무엇보다 한국적 상

황에 맞게 각색하는 과정이 자연스럽지 못했다. 우선 캐릭터의 성격을 보

여주는 점이 매끄럽지 못했고, 밋밋한 갈등구조에 대한 처리가 미숙했으

며, 무엇보다 영화가 갖고 있는 여백의 미를 잘 살리지 못했다는 느낌을

준다. 하지만 원작을 보지 않은 독자들에게는 충분히 흥미를 유발할 수 있

는 작품이라고 생각하며, 당시에도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고, 1980년에 동

명의 작품으로 복간되었다.

TV드라마를 차용한 작품은 1970년대의 <도망자 시리즈>가 있다. 주인

공은 윤태호라는 젊은 남성(20대 중반)으로 서울에서 의원공부를 하고 고

향으로 돌아가던 길에 안동에서 목에 점이 있는 처녀로 인해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게 된다. 처형되기 직전에 극적으로 탈출, 이후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진범을 쫓아 필사의 도주를 시작하는데, 그를 놓친 안동의

포교 다섯 명이 사방으로 흩어져 윤태호의 뒤를 쫓게 된다.

주지하듯 이 시리즈는 미국 드라마 <도망자>(TheFugitive, 1963-1967)

에서 영감을 받았던 작품이다. 아내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사형선고를

받게 된 한 의사(리처드 킴블)가 열차에 실려 이송되던 중 의외의 열차사고

로 도망을 치게 되고, 이후 진범(외팔의 사나이)을 추적한다. 4년간의 천신

만고 끝에 진범을 잡아내어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고, 조용히 은퇴하여 행

복한 여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다.43) 국내에서는 1965년 10월 1일부터

중앙방송(JTV)에서 주 1회 방영44)되었고, 주인공의 목소리는 성우 출신의

원로배우 김성원(金聖源, 1936년 생)씨가 맡아45) 열연하였다.

만화 <도망자 시리즈>는 마치 드라마처럼 작품의 앞과 뒤에 반복되는

장면을 삽입함으로써 동일한 시리즈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시작할 때에는

본편의 줄거리를 요약·소개하고, 끝을 맺을 때에는 “아, 나는 언제 누명

을 벗어,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가.”라고 신세한탄을 하며 천천히

등을 돌려 떠나가는 주인공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시리즈가 점차 큰 인기

를 얻게 되면서 그 내용이 분화되고 확대되기에 이르는데, 첫 번째 도망자

윤태호를 비롯하여 서의현과 임인걸, 그리고 가설랑까지 총 4명의 도망자

가 등장한다. 앞의 세 명은 동시대(조선 중기)의 인물들이어서, 여러 명의

도망자가 동시에 등장하는 작품들(콜라보레이션!)도 간혹 시도되었다. 네

번째 도망자인 가설랑은 고대(삼국시대 전반기)의 인물로 이전 작품들에

서도 동명의 캐릭터가 등장하기는 했지만, 설정 상 동일한 인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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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네이버 영화정보
44) <새 프로 도망자>, 『동아일보』 1965.9.14.
45) <도망자의 김성원, 데이비드 잰슨>, 『경향신문』 196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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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도망자>는 한국뿐 아니라 독일, 스페인 등 각국으로 수출되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누렸으며, 종영된 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영화로

각색되고 수많은 아류작을 양산하는 등 드라마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작

품이다. 작가의 <도망자 시리즈> 역시 이러한 원작의 인기에 힘입어 기획

된 것이나, 드라마의 전체적인 골격만 차용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온전

히 작가의 창작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도망자 시리즈>는 미국 드라마

의 아류가 아니라, 작가가 창작해왔던 수많은 ‘역사 만화’의 연장선상에

있는 작품들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나가며
지금까지 작가의 작품들 중 역사만화를 위주로 하여 대중예술 분야의

여러 작품들과 연관성이 있음을 서술하였다. 작가는 고전소설과 야담, 역

사소설, 시대물(일본), 대중소설, 영화와 TV 드라마 등 사실상 거의 모든

대중예술 분야의 역사허구물들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으며, 이들을

직접 각색하거나 이들의 서사구조를 참고하는 등 기존의 대중예술을 십분

활용하고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대중들이 좋아하는 이야기와 장르를 그렸기 때문에 대중성을 획

득했다는 설명은 아무래도 동어반복적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에 관해 부연하고 싶은데, 하나는 작가가 이전에는

없었던 만화의 형식으로, 즉 탄탄한 스토리와 사실적인46) 그림체를 갖춘

극화로 승부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매체의 전환은 이야기의 익숙함을 극

복하며 새로운 문화로서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는 점이다. 물론 이

에 관해서는 매체 전환에 따른 비교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

로 작가는 대중성이 강한 이야기들로 만화를 그림으로써 만화라는 매체를

대중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는데, 시쳇말로 표현하자면 대

중문화에 관한 한 매우 발달된 촉(!)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른 한편으로, 아무리 서사 구조나 장르적 공식을 꿰뚫고 있다 하더라

도 ‘누구나’ 흡입력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다. 어쩌면 익숙한 이야기를 차용하여 새롭게 느껴지는 이야기를 만들어

낼 때, 또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때 작가의 진정한

역량이 발휘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점에서 다시 작가의 작품들로 돌아가

서사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진부한 소재를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작가만

의 세밀한 전략과 고유한 장치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점을, 그리

고 이 글에서 부족한 모든 부분을 차후의 연구과제로 남기며, 김종래 역사

만화에 대한 분석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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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여기서 사실적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만화체(만화적인 변형이나 왜곡을 심하게 한 그림체)가 아니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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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한국만화 주요 이슈는 올 1년 간 만화에 관련하여 나온 언론기

사를 토대로 선정했다. 여러 차례 보도가 되거나 민감한 사안이라고 판단

되는 것을 골라 선정하였으며, 만화포럼 회의를 통해 한차례 검토 받아 수

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1. 한국만화의 주류는 웹툰 
현재 한국만화의 주류는 잡지나 신문, 단행본 등 지면을 통한 작품이 아

니라 인터넷에 연재되는 작품인 웹툰이다. 올해 하반기 네이버에서는 네

이버 웹툰 서비스의 순방문자가 하루 700만명, 월 1,700만명이라고 밝혔

다. 순방문자는 중복 방문을 제거한 숫자다. 다시 말해 1,700만대의 컴퓨

터에서 네이버 웹툰을 봤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 다음, 네이

트 등을 합하면 아마도 월 2,000만명은 넘으리라 추측된다. 

현재 연재되고 있는 웹툰의 수를 보면 네이버 웹툰이 148편, Daum 만

화속세상 웹툰이 71편, 네이트 웹툰이 45편으로 주요 3개사만 하더라도

총 262편의 웹툰이 연재되고 있다. 완결된 웹툰을 보면  네이버 263편, 다

음 368편, 네이트 51편으로 총 682편이 서비스 되고 있고, 스포츠신문 등

다른 웹툰 서비스들을 고려하면 1,000여 편 이상의 웹툰이 온라인에서 이

용 가능한 것이다.  

또한 웹툰 원작의 영화들도 연이어 개봉하고 있어 웹툰에 대한 관심을

한층 증폭시키고 있다. Hun 작가의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동명영화인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관객 수 696만명을 기록하며 큰 화제를 모았고,

이윤균·이종규의 <전설의 주먹>, 정연식의 <더 파이브> 등도 각각 동명

영화화되었다. 

웹툰의 특징 중 하나는

소재의 다양성이다. 웹툰

마다 각기 다른 다양한 이

야기가 성별, 연령별, 취

향별로 다양한 팬들을 확

보하고 있다. 올해 최고의

화제 작품이었던 윤태호

의 <미생>은 대학생, 직장

인 등 성인독자들에게 더

욱 큰 인기를 끌었다. 계

약직 사원 장그래의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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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분투를 그린 이 작품은 올해 7월까지 약 1년 6개월간을 연재하며 직

장인을 위한 최고의 만화란 평가를 받았다. 장그래는 결국 정사원이 되지

못하고 계약 종료되었다. 그러나 먼저 퇴사하였던 박차장이 차린 작은 사

무실로 다시 팀원들이 모이는 것으로 마지막 장면으로 끝나며, 내년 가을

부터 2부 연재를 예고하고 있다. 1부가 마무리가 되어가던 올 여름 <미생>

이 모바일 무비로 나오며 화

제를 모았고, TV 드라마 제작

도 준비되고 있다. 또한 <미생

>의 주인공들이 ‘롯데’의 캔

커피 모델로도 나왔는데 만화

의 인기에 힘입어 평균 매출

을 3배나 높였다고 한다. 

네이버의 최고 인기 웹툰으

로는 ‘신노갓’이라는 약칭으

로 불리는 작품들이 있다.

SIU의 <신의 탑>, 손제호·이광수의 <노블레스>, 박용제의 <갓오브 하이

스쿨>이다. 환타지 액션 장르의 만화들로 각각 독특한 설정과 초인적 격투

를 테마로 인기를 끌고 있다. 강풀이 <마녀>로 2년 만에 돌아와 화제를 모

았다. 

그러나 이러한 웹툰의 떠들썩한 성과 뒤에는 여전히 웹툰은 ‘만화는 무

료’라는 인식의 주범이자 ‘형편없는 작가 원고료’라는 부정적 인식이 존재

하고 있다. 근 몇 년 사이 스마트기기의 사용이 크게 늘어가고 있고, 만화

계 전반적으로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만화유료화에 대한 기대가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포털사이트에서도 이러한 인식과 주위 변화에 대해 보다 민

감하게 대응하기 시작했다. 올 초 네이버 웹툰으로 연재되었던 주호민의 <

신과 함께>가 유료결제를 시작했고 1월, 2월, 2개월 만에 3천 7백만 원 매

출을 올렸다는 보도가 있었다. 네이버에서는 올 5월 초 웹툰 유료결제뿐

만이 아니라 광고 등을 연계한 다양한 유료모델인 PPS(Page Profit

Share)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1개월 뒤 이 시스템을 통해

매출 5.9억이 발생했다고 공개했다. 이는 네이버 웹툰에 연재 중인 작가

108명에게 한 달 간 평균 255만원의 부가수익이 돌아가는 금액이며, 각

모델별 1개월 간 수익금은 텍스트형 광고 2억 1909만 원, 이미지형 광고

7380만 원, 콘텐츠 유료 판매 3,411만 원 등이라고 한다. 

미디어다음 웹툰에서도 유료결제 방식을 도입했다. 또한 웹툰작가의 처

우 개선을 위해 ‘웹툰 작가 힐링 프로그램’을 만들어 작가들의 종합 건강

검진과 프로필 사진촬영 등을 진행했다. 

2. 스마트 플랫폼의 유료화 모델 약진
현재 4,000만 명의 이용자를 가지고 있는 카카오 톡을 서비스 하고 있

는 (주)카카오에서는 올 4월 콘텐츠 오픈마켓인 카카오페이지를 새롭게 오

픈하며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카카오페이지에서는 특히 콘텐츠의

유료화를 중심으로 이슈를 제기하였고, 대표적 만화가인 허영만은 카카오

페이지에 <식객>2를 연재하기로 결정하며 간판작가로서 인터뷰와 더불어

홍보모델로도 등장했다. 허영만은 현재 우리나라는 “만화는 공짜”라는 인

식때문에 좋은 만화가 성장하기 힘든 구조라며 디지털 플랫폼에서 만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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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원작의 인접장르 연계 활동 내용

만화 원작 작가 연계 매체 시작일 관객 수

전설의 주먹 이윤균(그림), 이종규(글) 영화 4. 10 174만

은밀하게 위대하게 Hun 영화 6. 5 696만

미스타 고 허영만 영화 7. 17 132만

더 파이브 정연식 영화 11. 14 73만

미생 윤태호 모바일 영화 5. 24

무한동력 주호민 SNS 드라마 11. 12

야왕 박인권 SBS 드라마 24부작 1. 14

예쁜남자 천계영 KBS 드라마 16부작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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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화를 확산시킬 매체로서 카카오페이지에 큰 기대를 보였다. 그러나 기

대와 달리 카카오페이지에 대한 이용객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다. 불편한

사용자 환경, 히트 콘텐츠의 부족, 마케팅 실패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아직 이렇다 할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달리 소자본으로 출발한 유료서비스 성공모델로 레진 코믹스가 주

목을 받고 있다. 레진 코믹스는 스마트기기

플랫폼에서 무료와 유료를 혼합한 방식으로

현재 107편의 웹툰을 서비스하고 있다. 레

진코믹스는 출시 첫 달인 6월 1억원의 매출

을 올린 데 이어 매달 20%씩 매출이 성장하

고 있다며 서비스 개시 1년 안에 억대 연봉

을 받는 작가들이 여러 명 나올 것이라고 호

언했다. 아이폰 앱스토어 도서부분과 구글 플레이스토어 만화부분에서 매

출 1위를 기록했다. 

3. 아청법, 만화창작의 족쇄될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2000년도에 아동성범죄를 가중

처벌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다. 그

런데 2011년 법이 개정되어 “아동 청

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및 사

람’이 등장하여 성행위를 하는 매체물

의 제작과 소지”도 아동성범죄로 규정

하면서 법의 적용이 큰 논란을 일으키

고 있다. 검찰과 경찰에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하면서 2,000

여 명이 조사를 받았으며, 일본 애니

메이션 하청작업을 하던 많은 애니메이터들은 작업을 끊었다고 한다. 만

화 애니메이션 작품들 또는 성인배우가 학생코스프레를 하고 나오는 작품

들에도 이 법을 적용하면서 1천여 명 이상이 이런 작품들의 파일을 업로드

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 또는 약식벌금을 받는 사태가 발생했다. 만

화나 애니, 영상물 역시도 이 법에 해당되어 자칫 만화창작자가 만화창작

으로 인해 아동성범죄자로 체포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법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인터넷 사용자 권리 구현을 목적으로 설립

된 (사)오픈넷에서 사이트와 토론회 등을 통해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으

며, 올 6월 초에는 오픈넷에서 활동중인 박경신 교수가 만화가를 대상으

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4. ‘갑의 횡포’를 상기시켜 준 키위툰 사태
키위툰은 온라인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만화를 제공하는 서비스 업

체이다.(현재는 사이트 운영을 중단하고 있다.) 키위툰에서는 네이버 도전

만화가 등의 커뮤니티에서 작가로 활동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키위툰의

작가로 섭외해왔는데, 웹툰작가들의 정보 공유 커뮤니티인 ‘카툰부머’를

통해 계약서가 공개되면서 만화계에 상당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 내용을

보면, 작품의 전송권 뿐만 아니라 출판권도 작가가 아니라 회사가 가져가

며, 계약만료기간도 없으며, 번역텍스트에 대한 저작권도 작가가 아닌 회

사에 있는 것으로 되어있고, 작품에 대한 간접광고 수익도 회사가 가져가

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작품에 문제가 있어도 작품에 대한 서비스 중지 요

청이 불가능하며, 만약 연재를 중단하고자 할 경우 고료를 받지 않는 조건

으로 3개월 분의 원고를 제출해야만 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 아직 작가

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해보지 못한 신인들이어서 데뷔에 급급한 처지를

악용하여 정식연재를 준다는 미끼 하나로 터무니없는 횡포를 부린 것

이다. 

9월 2일 ‘키위툰’에 연재하던 작가들은 회사를 향해 항의 성명서를 발

표했고, 9월 10일 ‘키위툰’은 성명서를 발표했던 작가들에게 민형사상의

소송을 걸겠다고 선언해 논란을 부채질했다. 9월 11일 한국만화가협회에

서는 ‘키위툰’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결국 9월 12일,

‘키위툰’은 자신들의 변호사를 통해 작가 전원의 요구대로 계약해지를 하

면서 상황은 일단락되었다. 

이러한 일단의 사태는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약자의 입장이 되는 작

가들의 경우, 피치 못하게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

다는 점에서 깊이 생각해볼 사례이다. 최근 그림책 분야의 대표적 성공사

례로 손꼽히는 작품 <구름빵>의 저작권 계약 건도 마찬가지이다. 단행본

이 40만 권 이상이 판매되고, 오픈마켓의 앱 분야에서도, 뮤지컬로도 큰

성공을 거두며 화제를 모았으나 작가 백희나씨에게는 단지 1,850만 원만

주어졌을 뿐이다. 더구나 작가 본인이 ‘구름빵’의 캐릭터나 스토리를 이용

해서도 안되는 처지이다. 출판사인 한솔교육과 매절계약을 했기 때문에

‘구름빵’을 통한 모든 영리활동과 수익은 출판사에서 가져간다. 

62 _만화포럼 칸

트렌드

레진코믹스 앱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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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화의 문화예술적 위상 강화
작년 2월 ‘만화진흥에 관한 법

률’이 제정되어 한국만화의 위상

을 굳건히 한 데 이어 올 7월에는

문예진흥법이 개정되어 만화도 문

예진흥법의 한 분야로 포함되며

만화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쾌거

가 있었다.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안에는 문화예술의 개념에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

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에 이어 만화를 추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도종환 의원 등 의원 21명

이 발의했다. 

또한 만화 3편이 문화재청의 심의를 거쳐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다. 만

화 분야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등록문화재가 된 세 편의 만화는 50년

간 시사만화로 연재되었던 김성환의 <고바우 영감> 원고, 김용환의 <토끼

와 원숭이> 단행본, 김종래의 <엄마 찾아 삼만리> 원고이다. <고바우 영감

>은 1950년부터 2000년까지 동아일보, 조선일보, 문화일보를 거치며 50

년 간 연재되었던 세계 최장기 연재 시사만화이다. <토끼와 원숭이>는

1946년 5월 1일 아협에서 발간된 작품으로 현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만화책이다. 아동문학가 마해송의 동명 원작을 김용환(1912~

1998)이 만화로 그린 작품이다. 토끼, 원숭이 등으로 의인화된 동물들을

통해 일제 식민지 통치를 풍자적으로 고발하고 자주국가의 염원을 그렸

다. 김종래(1927~2001)의 <엄마찾아 삼만리>는 1958년 발표된 고전 사극

만화이다. 엄마를 찾아 헤메는 주인공의 애타는 여정은 전쟁으로 이산의

아픔을 겪은 국민의 가슴을 울리며 최초의 만화베스트셀러라고 불릴 정도

로 큰 인기를 끌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만화박물관에서는 12월 20일부

터 ‘만화, 문화재가 되다’라는 제목의 전시를 개최할 예정이다. 

6. 국내 외 다양한 만화행사 열려
제17회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발(SICAF 7.23~)이 올해는 코엑

스몰이 아닌 명동과 남산 일대에서 개최됐다. 거리축제 개념의 다양한 전

시와 벽화, 퍼레이드 등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다. 제20회 DICU페스티발

(7. 27~28)이 개최됐다. 동인만화전, 작가 사인회 등이 열렸다. 제16회 부

천국제만화축제(BICOF 8. 14~18)는 역대 최고 11만 명이 입장하며 성황

을 이루었다. 특히 그 시기 봉준호 감독의 영화로 큰 화제였던 <설국열차>

의 원작자인 장마르크 로세트, 뱅자맹 르그랑 등이 BICOF에 초청 방문하

며 행사장을 한층 뜨겁게 달궜다. 경남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발

(10.14~15)이 김해 문화의 전당에서 열리며 전시, 컨퍼런스 등의 프로그램

을 가졌다. 제6회 들꽃만화페스티벌(11.2)이 울산들꽃학습원에서 개최됐

다. 애니메이션 상영회, 웹툰작가 사인회, 박재동 초청토크 등이 열렸다.

해외의 주요 행사에서도 한국만화가 빛나는 한 해였다. 올 1월에 프랑

스에서 열린 앙굴렘 국제만화페스티벌에서는 ‘한국만화특별전’이 개최되

어 이두호, 김동화 거장전을 비롯해 앙꼬, 최호철, 박건웅 등 젊은 작가를

중심으로 한 한국만화의 새로운 경향과 한국의 웹툰 등을 알렸다. 전시장

에는 국내외 다양한 언론사를 비롯해 많은 관람객들이 몰려들었고 출판상

담이 이어지며 유럽에 다시 한 번 한국만화를 알리는 성과를 올렸다. 

10월에 개최한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는 네이버의 웹툰 전시가

열려 높은 인기를 끌었다. 다양한 관람객의 반응을 통해 유럽의 팬들 역시

웹툰에 높은 관심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시였다. 

7. 주목할 만한 작품 소식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이 10년 만에 완간됐다. 지난 2003년 조선의

개국을 다룬 제1권 ‘개국’편을 펴낸 지 10년 만인 올해 마지막 제20권 ‘망

국’편을 내놨다. 책의 총 판매량이 100만 부를 돌파했다고 하며, 8월에는

부천만화대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일본만화 <진격의 거인>이 큰 화제를 모으며 올해 한국의 구글검색어 1

위를 차지했다. 갑자기 나타난 식인거인들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한 인류

가 거인에 맞서싸우는 내용을 담은 만화이다. 2011년 첫 권이 나왔고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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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권까지 출간됐는데, 올해 4월부터

애니메이션으로 방영되면서 더욱

큰 인기를 모았다. ‘진격’이라는 단

어는 MBC 무한도전에서 ‘진격의

준하’로 패러디되는 등 각종 매체와

누리꾼들에 의해 인기리에 활용됐다. 그러나 작가 이사야마 하지메가 ‘조

선은 일본통치로 인해 인구와 수명이 두 배로 늘었다’는 등의 우익성 발언

을 한 내용이 보도되며 국내 팬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연상호 감독의 극장용 애니메이션 <사이비>가 발표되어 11. 21일부터

극장에서 상영되기 시작했다. 종교와 믿음을 주제로 한 이 작품은 전작

<돼지의 왕>에 이은 사회풍자애니메이션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스페인

히혼국제영화제에서 애니메이션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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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 논문

1 3D 입체영상 콘텐츠의 몰입에 관한 연구 : 영화 <아바타>의 분석과 문화콘텐츠의 타 장르
적용을 중심으로
김현식 / 건국대학교 대학원 / 2013.2

2 디비디(DVD)를 활용한 수업이 초등학생의 영어 말하기에 미치는 영향 : 슈렉 2를 중심으로
김영희 / 목표대학교 대학원 / 2013.2

3 순정만화의 환상서사 특성 연구
장은영 / 공주대학교 대학원 / 2013.2

4 웹툰 원작활용의 가치측정 연구 : ‘웹툰 연계지수’ 개발을 중심으로
이승진 / 세종대학교 대학원 / 2013.2

5 한국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디자인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 : 1960s~2000s 한국 만화영화
캐릭터를 중심으로
김정연 / 건국대학교 대학원 / 2013.2

6 한국 근대 만화의 전개와 문화적 의미
서은영 / 고려대학교 대학원 / 2013.8

7 『大韓民報』(1909~1910)의 시사만화 연재와 성격
박지훈 / 동국대학교 대학원 / 2013.2

석사학위 논문

8 2D 디지털 한국화 애니메이션 제작기법에 관한 연구 : 작품 ‘안녕,’을 중심으로
김혜원 / 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 / 2013.2

9 만화책과 연어 : 어학 교육에 미치는 결과
Jeran Miller / 숙명여자대학교 TESOL대학원 / 2013.2

10 Mind-map을 적용한 학습만화 활용 수업이 초등학생의 역사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노수혜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2013.2

11 과학만화 독서가 초등학생의 학업성취도, 과학 흥미도 및 과학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송지정 /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2013.2 

12 대한민국 국가 재건시기 여성의 재현 방식에 관한 연구 : 1950년대 여성잡지 『여원』,
『여성계』의 만화와 만평을 중심으로 
고은채 / 중앙대학교 대학원 / 2013.2 

13 만화를 활용한 언어중재가 지적장애 아동의 언어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박현정 / 원광대학교 동서보완의학대학원 / 2013.2 

14 만화를 활용한 특성화고 학습자의 영어 어휘 능력 향상 방안 
김해인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2013.2 

15 만화를 활용한 한국어 반언어적 의사소통 교육
윤소정 /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2013.2

16 문화예술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 방향 연구 : 만화·애니메이션 분야를 중심으로
선 걸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2013.2

17 법원 판례로 본 만화저작물 관련 분쟁 사례 연구
김지예 / 한양대학교 대학원 / 2013.2

18 아동의 학습만화 선호도와 어휘력의 상관관계 연구 
이성인 /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2013.2

19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독서지도 : 「오세암」을 중심으로 
윤서연 / 경일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 2013.2

20 역사 교육만화 「먼 나라 이웃나라」와 세계사 교육
김선웅 /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 2013.2 

21 원작의 영화화 제작사례 및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 만화, 소설이 원작인 한국영화 중심으로
구나영 /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 2013.2

22 웹툰 서비스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을 중심으로
김서린 / 중앙대학교 대학원 / 2013.2 

23 웹툰의 언어적 특성 및 교육적 활용 방안 
김효경 / 안하대학교 교육대학원 / 2013.2

24 웹툰이 영화로 전환되면서 발생되는 변용에 관한 연구 : 〈순정만화〉를 중심으로 
임창빈 / 경기대학교 대학원 / 2013.2

25 중국만화산업 발전방안 연구 : 만화전문 에이전시를 중심으로
마효청 / 한양대학교 대학원 / 2013.2

26 중등 미술교육에서 창의적 표현의 신장을 위한 웹툰의 활용연구 
남동훈 /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2013.2

27 캐릭터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원혜진 /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 2013.2

28 한국 동성애 만화의 장르 특성 연구 : 페미니즘적 관점을 중심으로
김종은 / 세종대학교 대학원 / 2013.2

29 한국 형성기 장편 만화영화의 서사와 인물 특성 연구 
윤지혜 / 경북대학교 대학원 / 2013.2

30 한국어 교육에서의 만화 활용 교수·학습 방안
김수진 / 한양대학교 대학원 / 2013.2

31 환상의 신화적 표현 연구 
맹희원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2013.2

32 「요괴·괴이」가 등장하는 일본만화 특징에 관한 고찰 
박미리 /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2013.8 

33 동서양 3D 애니메이션 속에서의 조명 기법과 연출의 차이에 관한 연구 : 공포장면 연출을
중심으로
광엽 / 건국대학교 대학원 / 2013.8

34 디지털 만화 플랫폼에서의 애플리케이션 만화 연구
김순정 / 상명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 2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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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디지털만화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산업분석과 반구조화된 면담을 활용한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김수영 / 호서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 2013.8 

36 만화를 활용한 협동 어휘 활동이 초등학생의 어휘 학습과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
방예슬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 2013.8

37 만화매체의 교육적 효율성에 관한 연구 : 초등학교 영어만화 교재분석
이메지 /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2013.8 

38 만화전시의 성격과 전시 기법에 관한 연구
이소현 / 상명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 2013.8

39 신기한 스쿨버스 만화영화 도입이 식물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초등학생의 개념 이해와 흥
미에 미치는 영향
최섭 / 서울대학교 대학원 / 2013.8

40 어린이 책에서 나타나는 만화적 표현기법에 대한 연구 : 본인작품〈아기쥐 벤 시리즈〉를 중
심으로
박채리 / 상명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 2013.8

41 영어 만화 활용 학습이 초등학생의 읽기?쓰기 능력 및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 : 초등
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최창원 /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2013.8

42 웹툰의 이용 동기 및 효과 : 출판만화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민태 /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 2013.8

43 웹툰이 재현하는 청년세대와 청년문제에 관한 연구 : 웹툰 <당신과 당신의 도서관>, <목욕
의 신>, <무한동력>, <미생>을 중심으로 
이승연 / 고려대학교 대학원 / 2013.8

44 음악을 소재로 한 문화콘텐츠의 파급 효과와 그에 따른 현대 클래식 음악의 전망 : 국내외
웹툰·만화·애니메이션·영화 및 드라마를 중심으로
김송이 / 울산대학교 대학원 / 2013.8

45 인포테인먼트 카툰의 창작방법 연구 : 연재만화 〈디딤툰〉의 창작과정을 중심으로
안종만 / 상명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 2013.8

46 재난 만화장르의 표현기법 및 서사구조 특성 연구 : 〈야후〉와 〈드래곤헤드〉를 중심으로
백종성 / 상명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 2013.8

47 출판만화에 나타난 효과글자의 상징어적 의미 분류와 그에 따른 용례 : 허영만의 작품을
중심으로 
오율석 / 부산대학교 대학원 / 2013.8

48 출판만화의 효과선을 활용한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감정표현 연구
최영귀 / 홍익대학교 대학원 / 2013.8

49 캐릭터 구성의 호감도 요소에 대한 연구 
정예군 / 세한대학교 / 2013.8

50 캐릭터를 통한 정크아트의 현대성에 대한 연구 : 본인 작품’슈렉 시리즈’를 중심으로 
김근아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2013.8

51 키스해링 작품의 만화적 요소를 응용한 펑키팝 패션디자인 연구 
조윤수 /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 2013.8

52 키스해링 작품의 만화적 요소를 응용한 펑키팝 패션디자인 연구 
조윤수 /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 2013.8

53 학습만화 읽기 활동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의 내용 지식 기억에 미치는 영향 연구 
손균욱 /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2013.8

54 학습만화를 활용한 독서지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하현주 /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2013.8 

55 학습정리단계에서 역사학습만화 활용이 초등학생의 교과흥미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김중한 /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 2013.8

56 한·중·일 『서유기』 캐릭터디자인 비교연구
유건 / 건국대학교 대학원 / 2013.8

57 한국형 만화 에이전트 시스템을 통한 만화산업 전략모델 연구
박재홍 / 세종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대학원 / 2013.8

58 모바일 디지털 만화 콘텐츠에 대한 사례연구
유성원 / 숭실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 2013

59 만화를 기반으로 한 이야기 바꿔쓰기(fractured writing) 활동이 영어쓰기와 정의적 측면
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중심으로 
손지은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2013

60 3D입체 카툰일러스트레이션 제작기법 연구 : 본인 작품 <무서운 이야기 3D>을 중심으로 
김성진 / 상명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 2013

학술지

61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아동의 사회학습과 연관된 만화의 윤리적 표현 분석 
박경철, 정선진, 정선미 /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30호 / 2013.3 

62 1910년대 만화의 전개와 내용적 특질 
서은영 /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30호 / 2013.3 

63 부천국제만화축제의 브랜드가치 요인과 도시 활성화에 대한 부천시민인식 연구 
임학순 /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30호 / 2013.3 

64 허영만의 작품에서 나타난 효과태의 상징어적 특징과 활용 
오율석, 윤기헌 /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30호 / 2013.3 

65 한국 동인문화와 야오이 : 1990년대를 중심으로 
김효진 /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30호 / 2013.3 

66 키네틱 타이포 그래피를 활용한 영화 오프닝 타이틀 시퀀스 표현연구 
방윤경 /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31호 / 2013.6 

67 <배가본드>에 타나난 캐릭터의 대척적 구조화 전략: MBTI 성력유형론의 심리기능에 근거하여 
양세혁, 김대권 /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31호 / 2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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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카툰과 만평의 유머와 풍자 비교 분석 
박경철 /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31호 / 2013.6 

69 디지털 저작도구의 창의적 특성과 교육에 관한 연구 
김대우 /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31호 / 2013.6 

70 문화예술교육에서 애니메이션에 대한 논의 분석 
조정래 /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31호 / 2013.6 

71 디지털영상으로써 미디어 파사드의 매체적 의미성 연구 
이종한 /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31호 / 2013.6 

72 한국형 전통 하이브리드 캐릭터 형상연구 
이채론, 이영숙 /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31호 / 2013.6 

73 N스크린 환경에서 TV프로그램 시정 행태 변화에 대한 연구 
김종하 /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31호 / 2013.6 

74 게임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의 미니멀리즘 특성에 관한 연구 
김윤경 /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31호 / 2013.6 

75 토리야마아키라의 드레곤 볼에 나타난 운동 표현선 연구 
조대호, 박경철 /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31호 / 2013.6 

76 미셀 오슬로의 <밤의 이야기>를 통해 본 디지털실루엣 애니메이션의 미학적 특성 연구 
김영옥 / 문재철 /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32호 / 2013.9 

77 <더 월>과 <노란 잠수함>의 스토리텔링 비교연구 
최돈일  /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32호 / 2013.9 

78 얀 슈반크마이에르의 <영원의 대화>에 나타난 이미지 분석; 들뢰즈 『시네마』 이론의 이미
지 분류를 중심으로 
염동철, 임용섭 /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32호 / 2013.9 

79 애니메이션 교육 표준 분석 및 개선점 연구 
김재웅, 박유신 /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32호 / 2013.9 

80 디지털 화면에 구현된 한국의 웹툰과 프랑스의 만화의 차이점 
윤보경 /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32호 / 2013.9 

81 리얼리즘적 그래픽 노블: 파스칼 크로시의 <세슘 137> 
박유신  /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32호 / 2013.9 

82 전공자 대상의 만화교육에 있어서 기호학적 방법론의 역할 제안 
권경민  /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32호 / 2013.9 

83 디지털만화에 대한 학술연구의 동향과 함의 
전경란 / 박성대 /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32호 / 2013.9 

84 3차 만화산업중장기발전계획 수립과 전문인력 양성 정책 
김병수 / 이원석 /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32호 / 2013.9 

85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이야기하기; 영화적 재현의 한계에 대한 인식론적 고찰 
이성욱 /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32호 / 2013.9 

86 타셈 싱의 영화에 나타난 숭고 연구;<더 폴>을 중심으로 
이윤희 /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32호 / 2013.9 

87 정평면적 카메라 앵글이 갖는 우연성에 관한 연구 

이용수 /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32호 / 2013.9 

88 브랜드 아이덴티티 기반 OSMU전략 모델의 타당성 연구: <해리포터(HarryPotter)>를 중심으로 

김영재 /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32호 / 2013.9 

89 혼합현실의 단초 - 20세기 영상예술과 인터랙티브 아트를 중심으로 
김희영 /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32호 / 2013.9 

90 드라마 속에 재현된 외국인과 한국의 다문화주의 
주혜연 / 노광우 /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32호 / 2013.9 

91 모바일 웹 캡쳐 메모 시스템의 학습 완성도에 대한 연구 
이연란 / 임영환 /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32호 / 2013.9 

92 초등학교 3학년 영어 디지털 교과서의 디자인 연구 
김정희 /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32호 / 2013.9 

93 논문 : 지역 기업의 만화 인식과 활용 가능성 탐색
임학순, 채경진, 이상민 / 한국문화경제학회 / 2013 

94 부천국제만화축제의 브랜드가치 요인과 도시 활성화에 대한 부천시민 인식 연구
임학순 / 한국애니메이션학회 / 2013 

95 3차 만화산업중장기발전계획 수립과 전문인력양성 정책
김병수, 이원석 / 한국애니메이션학회 / 2013 

96 지역의 만화 거버넌스 실증분석
임학순, 이상민, 채경진 / 한국디지털정책학회 / 2013 

97 초등학생의 학습만화 선호 성향이 국어어휘력에 주는 영향 분석
김영환, 이성인, 이현아 / 한국교육정보미디어학회 / 2013 

98 1950년대 구성되는 기억,아동,문학26) 『새벗』을 중심으로
장수경 / 현대문학이론학회 / 2013 

99 제6분과 : 개인발표 1 ; 대규모 학급에서의 의사소통 전략 교수 방안 - 만화와 번역과 트
위터 활용 사례 연구 - 
조인정 /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2013 

100 웹툰의 재매개 양상 연구 
조진경 / 이화여자대학교 스크랜튼대학 스크랜트학부 / 2013 

101〈전설의 주먹〉 OSMU 가치측정 연구
이승진 / 한국애니메이션학회 / 2013 

102 만화 콘텐츠의 서비스화 연구
이충영 / 한국애니메이션학회 / 2013 

103 토론문 : <대규모 학급에서의 의사소통 전략 교수 방안 만화와 번역과 트위터 활용 사례
연구->의 토론문 
우창현 /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2013 

104 한국만화! 웹툰으로 날개를 달다? 
박현길 / 한국마케팅연구원 / 2013 

105 출판 만화 기업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게시글의 속성이 소비자 호응도에 미치는 영향
전혜선, 신형덕 / 한국콘텐츠학회(The Korea Contents Society) / 2013 

106 만화 『노근리 이야기』1 · 2의 사건 구현 방식과 미적 형상화 연구
안미영 /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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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만화 도서 식별 시스템을 위한 핑거프린트 기법
오태근, 최낙연, 이상훈, 강호갑 / 2013 

108 일본 만화가 한국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고찰 
정연욱 / 한국일본어문학회 / 2013 

109 동화와 만화의 결합, 그 새로운 시도 
정선우 / 아동문학평론사 / 2013 

110 만화의 전문 소재 확장 연구
김치훈, 백수희 / 한국디지털디자인학회 / 2013 

111 일본 여성만화 수용에 나타난 ‘미녀’ 이데올로기 형성과정 고찰
김일림 /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 2013 

112 TV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성격 연구 : ‘뽀롱 뽀롱 뽀로로’의 캐릭터를 중심으로
공현희 / 한국일러스트레이션힉회 / 2013 

단행본

113 2012 한국만화 연감 
이희재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 2013.03.20

114 만화로 돈을 벌자 
김낙호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 2013.07.20

115 만화를 비평하다 
상명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 학과 학생들 / 팬덤북스 / 2013.07.30

116 만화비평 2 
상명대학교 만화학과 편 / 풀빛미디어 / 2013.06.10

117 만화학개론:CARTOON THEORY FOR BEGINNERS
권경민 / 선학사(북코리아) / 2013.07.20

118 미래소년 코난 탐구백과:미야자키 하야오 작품의 원점을 찾아 
황의웅 / 돌도래 / 2013.04.26

119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 연구:토토로, 키키, 치히로 그리고 포뇨를 읽다 
황의웅 / 돌도래 / 2013.02.22

120 박기준의 세계 속 한국만화 야사 
박기준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 2013.07.20

121 실전 웹툰 작법 
길문섭 / 타임스퀘어 / 2013.10.31

122 애니메이션 연구 제26호2013 Vol.9. NO.3.(통권 제26호)  
문영순, 최유미, 임학순, 조성수, 김동우, 이영주, 최철영 / 커뮤니케이션북스 /
2013.09.30

123 장상용의 만화와 시대정신(1960~1979) 
장상용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 2013.11.15

124 코믹스의 세계 
박석환 / 살림 / 2013.07.26

125 한국의 만화가 
김봉석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 2013.07.20

학술기사

126 출판 만화 기업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게시글의 속성이 소비자 호응도에 미치는 영향 
전혜선, 신형덕 / 한국콘텐츠 학회 / 2013.01.28

127 만화캐릭터에 빠진 소이증 장애아동의 모래놀이치료 사례연구 
장현숙 / 한국놀이치료학회 / 2013.02.28

128 현업 만화가가 전하는 생생한 제작 현장 
정철 / 한국저작권위원회 / 2013.04.01

129 지역의 만화 거버넌스 실증분석 
임학순, 이상민, 채경진 / 한국디지털정책학회 / 2013.04.28

130 동인녀(同人女)’의 발견과 재현 : 한국 순정만화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효진 /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 2013.06.28

131 학습만화에 대한 초등학생의 인식 연구 
이지영, 이은영 / 청람어문교육학회 / 2013.06.30

132 디지털 만화의 내추럴 인터페이스 모델 : 손 제스처 인터페이스를 중심으로 
백수희, 김치훈 / 한국디지털디자인협회 / 2013.07.25

133‘인기 폭발’ 웹툰 만화가들 얼마나 버나 : 배고픈 시절은 ‘추억’… 스타 작가 ‘돈방석’ 
김보람 / 한국경제매거진 / 2013.07.31

134 만화문화산업 미래발전전략 토론회 : 디지털시대의 만화창작 생태계 현안을 중심으로  
만화를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 국회문화관광산업연구포럼 주최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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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본 포럼의 명칭은 ‘만화포럼(The Comics Forum)’이라고 하고, 만화포럼에 소속된 회원을 ‘포럼위원’이라고 명칭한다. 

제2조(목적)본 포럼은 만화연구자 및 관련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한국만화의 문화적 가치 고양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그 연구의 소통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운영) 본 포럼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① 정기포럼은 격월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매회 포럼 시 위원이나 위원들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발제를 준비하고, 그 결과물은 자료집 형태로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③ 정기포럼의 결과물과 추가자료를 담아 1년에 2회 이상 학술지를 발간한다.

④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4조(회원의 구성 )
① 본 포럼은 학계, 평론계, 산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한다.

② 포럼위원은 구성비를 조율하여 10명 내외로 한다. 

③ 위원의 선발은 포럼 회의에서 추천하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최종 선정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임원의 종류)본 포럼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대표 1인

② 간사 1인

제6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대표는 포럼위원들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고 선출할 수 있다.

② 대표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표가 지명한 위원 또는 위원 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위원 자격 소멸 시 자동 종료된다.

④ 간사는 포럼과 관련된 운영과 사무를 담당 처리한다.

제7조(면직)포럼위원이 연속 3회 이상 불참인 경우, 포럼위원들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 해당 위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제8조(해산)본 포럼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포럼위원의 3분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제9조(기타)이 세칙에 정한 것 외에 만화포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포럼위원들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0조(효력발생)본 세칙은 만화포럼 회의로부터 통과된 직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13년 11월 22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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