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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급한 것으로 취급받고 있는 예술형식을 합법화시키려는 욕망으로 인해, 어떤 연구자들은 종종 만화를 동굴벽화나 이집트

프레스코에 연결시키곤 한다. 이러한 관점의 제일 큰 문제점은 재현의 일반사에 있어서 만화의 특수성을 분리해내는 부분

이다. 한 ‘근대적 매체(표현형식)’를 몇 천 년 전통의 ‘시각적 표현(스타일)’과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1).   

●사전 논의

: ‘만화’ - 두 칸 이상을 지닌 형식만을 다룸. 캐리커처, 카툰, 애니메이션은 제외 

●아시아권 : 만화(漫畵) 

●영미권/유럽권  : 카툰, 코믹스, 애니메이션을 학문적 차원에선 구분함. 일상적은 아님  

- 카툰(cartoon) : 한칸(컷)만화, 시사만평, 신문카툰 

- 코믹스(Comics) : (개념상) 두칸 이상 만화, 스트립(Strip), 서사(스토리)만화, 페이지만화, 웹툰  

- 애니메이션 : Animated film

●이러한 원인 : 용어와 그 개념의 변천사, 또는 연구역사의 짧음, 사회적 영향력의 문제? 

●캐리커처 

- 카라치 형제들에 의해 16세기 말 탄생 

- 작업대상의 얼굴을 동물의 얼굴 아니면 생명이 없는 도구의 모습으로 변형하는 장난 같은 기법 또는 그런 기법을 주된 특징으로 하는 표현형식

- 유사함과 차이에 대한 이론적 발전을 전제

- 영국에서 초기적 정의는 1716년에 나타남2)

- 어원 : 18세기 중반(1740 50) - earlier caricatura (Italian)3) 

- 형태가 먼저 생기고, 용어가 차후 고정됨

만화,
“시각적 특성이 지배하는 서사적 종(種)”을
다루는 본질적 문제들

상지대학교 교수  한 상 정

1) Groensteen, Thierry, “Töpffer, the Originator of the Modern Comic Strip”, pp. 105-114 in Dierick, Charles & Pascal Lefèvre(eds.), Forging a New Medium :

The Comic Strip in the Nineteenth Century, Brussels, VUB University Press, 1998, p.108.

2) http://en.wikipedia.org/wiki/Caricature 3) http://dictionary.referen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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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툰(Cartoon)의 어원과 확장 

- 1671년 불어 carton, 이탈리아어 cartone 에서 유래 

- 재질이 강하고 무거운 종이, 또는 이런 종이 위에 예술가들이 시험 삼아 그리는 스케치를 의미 

- 1843 : 신문과 잡지에 실리는 코믹한 그림이라는 의미로 확장 

- 1843년 6월 25일자 <펀치>지 : “펀치는 예리한 그림들의 출간으로 의회 위원들을 놀라게 할 예정인데, 우리는 이것을 <펀치의 카툰들

(Punch’s Cartoons)>이라고 부를 것이다 !” 

- 펀치의 카툰들 : 최초 : <부와 그늘(Subtance and Shadow) 

- ‘카툰’이라는 ‘표현형식’이 생긴 이후, ‘카툰’이라는 확장된 의미가 용어로써 정착 시작 

●카툰이라는 표현형식의 가장 본질적인 조건 : 자기완결성(역사화 전통)

●만화 사전 형태들 

- 하나의 동일한 공간을 복수의 공간으로 분할하여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

- 텍스트 유무, 색채 유무 다양한 경우 존재. 

- 공통점 : “모두 아는 이야기(특히 텍스트가 없을 경우)” - 카툰도 그렇지 않은가?  

●코믹스의 어원과 의미 확장  

- 카툰 : 먼저 등장했으므로, 코믹스라는 형식이 생기고 나서도 그대로 (현장에서, 또는 관습적으로) 사용했을 여지가 큼

- 영어사전 참조 

형용사 

1. of, pertaining to, or characterized by comedy: comic opera.

2. of or pertaining to a person who acts in or writes comedy: a comic actor; a comic dramatist.

3. of, pertaining to, or characteristic of comedy: comic situations; a comic sense.

4. provoking laughter; humorous; funny; laughable.

명사 

5. a comedian.

6. comic book.

7. comics, comic strips.

8. the comic, the element or quality of comedy in literature, art, drama, etc.: An appreciation of the comic came naturally to her.

- 어원 : 1350~1400 : 라틴어 cõmicus 에서 기원한 중세 영어단어(즉, ‘희극‘에서 기원) 

- 만화형식으로서의 코믹에 대한 기원은 나타나지 않으나, 6번. 코믹북의 기원은 1940-1945 사이라고 보고 있음(아직 결정적이진 않음). 

●합의할만한 정의가 필요  

- 완벽하지 않더라도 학문적 접근의 적합성 필요 : 너무 간결, 너무 포괄 - 비학문적(만화의 일부만을 포함하거나 또는 만화이외의 다른

것들까지 모두 포함)

- 기존의 사회적 인식에 대해 반박할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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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표현형식들과 대비하여, 만화라는 표현형식이 지니는 ‘고유성’을 추출할 수 있어야 함

- 또는 만화가 부여하는 지각경험의 특수성에 대해 언급할 수 있어야 함 (유사형식들 - 카툰, 캐리커처, 포스터, 애니메이션 등등과의 차

별성마저도) 

- 비판과 재접근이 가능한 담론생산의 필요성 : 서로 다른 맥락에서 다른 주장만을 반복 

●우리나라에서의 만화에 대한 정의 경향 

- 과한 포괄성 : “만화의 기원은 라스코 동굴벽화”

- 내용중심적 정의 : “만화는 웃기는 것이다” “사회풍자, 비판”

- 특정 ‘스타일’적 정의 : “간결하고 익살스럽게 그린 그림”, “붓가는대로 아무데나“ 

- 카툰, 코믹스, 애니메이션의 포괄적 접근 : 모두 “만화”

●사전적 정의들  

네이버 : 명사

1 . 이야기 따위를 간결하고 익살스럽게 그린 그림. 대화를 삽입하여 나타낸다. 

2 . 사물이나 현상의 특징을 과장하여 인생이나 사회를 풍자ㆍ비판하는 그림.

3 . 붓 가는 대로 아무렇게나 그린 그림.

4 . 웃음거리가 되는 장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출처 : 이병주, 행복어 사전 

5 . 유사어 : 풍자화, 캐리커처, 만필화

●해외의 정의들 

- 알랭 레이(Alain Ray),  <만화의 스텍트럼Les spectres de la bande>4)

“이 표현형식은 단지 (개별적인) 이미지와 텍스트 사이가 아니라, ‘형상성’과 ‘서사성’ 사이의 창조적인 투쟁이며, 텍스트는 이야기의 한

측면-가장 피상적인-만을 맡고 있을 뿐이다”5)

: 분명 만화를 잘 설명해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제안들 사이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지는 않음. 모두 다 만화를 일부 설명하

지만, 정의라고 할만한 규정이 없음 

- 데이비드 쿤즐(David Kunzle), <The Early Comics : Narrative Strip and Picture Stories in the European Broadsheet from c. 1450 to

1825>6)

“내 정의에 따르자면 하나의 만화란, 시대와 나라를 막론하고 네 가지 조건을 지녀야만 한다 : 1/만화는 분리된 칸들의 시퀀스이어야 한

다 ; 2/ 이미지들이 텍스트보다 더 우월성을 지녀야만 한다7) ; 3/ 이 매체는 재생산으로 여겨져야 하며, 인쇄된 지지대, 말하자면 대중적

전파에 적당한 지지대 위에 나타나야 한다 ; 4/시퀀스는 도덕적이며 동시대적인 이야기를(?) 해야 한다8)” 

- 빌 블랙비어드(Bill Blackbeard)

4) Ray, Alain, Les Spectres de la bande, Paris, Minuit, Critique, 1978.

5) Ibid., p.200. 괄호안은 내용의 원할한 이해를 위해 필자가 삽입한 것이다. 

6) Kunzle, David, The Early Comics : Narrative Strip and Picture Stories in the European Broadsheet from c. 1450 to 1825,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3. 유럽의 만화 사전(事前) 형태들이 미국만화의 탄생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보여준 중요한 연구서

7) 이미지가 텍스트보다 더 우월성을 지녀야 한다는 말은 만화에서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라기 보다는, 시지각적 역할이 더 본질적이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8) Ibid.,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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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하고도 유명한 주인공이라는 주체와 연관된 드라마틱한 이야기 또는 일화들의 시리즈로, 에피소드별로 그리고 지정된 결말 없이, 연

속적인 그림들이라는 형태로 이야기하면서 규칙적으로 인쇄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연속적 그림들은 자주 말풍선이나 때로는 그와 유

사한 형태 속에 들어가 있는 대화들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최소한의 서사적인 텍스트를 보유한다”.9)

- 그로엔스틴 : 이 두 정의가 모두 총체적으로 틀렸다고 강도 높게 비판. 그에 따르자면 양자 모두 “추상적인 역사적 구분”을 지지하기 위

해서 교조적 태도를 지닌다는 것

- 쿤즐은 만화사의 출발점을 인쇄술의 발명으로 선택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조건들을 나열

- 블랙비어드는 신문만화의 형식을 만화 일반으로 확대시키면서 만화의 기원이 1896년 <옐로우 키드>라는 주장을 명문화하려는 시도라는 것

●만화정의의 어려움 

피에르 쿠페리(Pierre Couperie) : “만화란 이야기(그러나, 항상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이어야 하며, 한 명의 또는 여러 명

의 예술가들의 손으로 제작한(영화와 사진소설을 제외시키기 위해서) 칸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정지된(애니메이션과 구분하기 위하여) 칸들

이어야 하며, 또한 이 칸들은 병렬되어야(일러스트와 목판으로 만들어진 소설들과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하여)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

는 여전히 ‘트라얀의 원주’나 ‘바이유 태피스트리’에도 아주 잘 적용될 수 있다”10).

●결국 그로엔스틴이 70년대의 프랑스 또는 미국의 연구자들의 논의를 아우르면서 주장하려고 했던 것

어떠한 정의도 그다지 합당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만화의 모든 형식을 포괄하는 정의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만화의 정의는, 만화가 아닌 것은 확실히 가려내야 하지만, 기존의 정의로는 포괄해내지 못했던 다른 모든 형식들, 예컨대 무

성만화(즉, 텍스트가 부재한)라든가, 이야기를 하지 않는 실험만화라든가, 역사적으로 배제되어왔던 형식을 모두 포괄해야 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그에게 유일하게 가능한 것은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조건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다.  

●그로엔스틴의  “칸의 결속성(Solidarité iconique)11)”의 유용성

- 만화를 규정하는 가장 기초적인 조건 : 칸의 결속성. 즉, ‘복수(複數)의 칸을 지니면서도 동시에 이 칸들이 상호적으로 연관될 것’이라는 의미

- 그 이전의 정의 : “나는 (근대적) 만화를 시각적 서사로서, 그려지고 고정된 칸들이 동일한 지지대 위에 함께 모여 형성하는 시퀀스가 전

달하는 이야기로 정의할 수 있다고 본다...그 외의 다른 어떤 특성들도 내게는 본질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특히 말풍선이 그러하

다”12). (만화의 아버지로 주장하는 루돌프 퇴퍼(Rodolphe Töpffer)의 작품을 정당화하기위한 접근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됨)

●놉 마스(Nop Mass)는 독일만화의 역사를 서술하면서 한스 말타(Hans Malta)의 정의를 차용 

“만화란...텍스트가 있건 없건 간에, 일련의 그래픽적인 칸들이 서로 엮여서 하나의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13) 

●스콧 맥클루드(Scott MacClude)

“정보를 전달하거나 보는 이에게 미적인 반응을 일으킬 목적으로, 그림과 그 밖의 형상들을 의도한 순서로 나란히 늘어놓은 것”14)

9) Blackbeard, Bill, “Mislabeled books”, Funny World, n°16, Michigan, 1974, p. 41, 그로엔스틴의 책에서 재인용, op.cit., p. 16.

10) Couperie, Pierre, “Antécédents et définition de la bande dessinée”, Herdeg, Walter et David Pascal(éds.), Comics : l’art de la bande dessinée, Zürich, The Graphis

Press, 1972, p,11, 그로엔스틴의 책에서 재인용, op.cit., p.17.

11) 이 챕터에서 인용된, 만화의 시스템에 등장하는 그의 논의들은 아래에서 인용된 것이다. 그로엔스틴, op. cit., pp.21-29. 

12) Groensteen, Thierry, “Töpffer, the Originator of the Modern Comic Strip”, op .cit., p.108.

13) Maas, Nop, “The Archeology of the Dutch Comic Strip”, pp. 51-78, in Dierick, Charles & Pascal Lefévre(eds.), op. cit., p. 51 과 p.78 주 1 참조. 마스는 다음의 책을

인용했음. Malta, Hans, Stripkatalogus, The Hague, ninth revised and enlarged edition, 1998, p.6.  

14) MacCloud, Scott, Understanding Comics, 고재경 이무열 옮김, 『만화의 이해』, 서울, 아름드리, 1994,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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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해외연구의 정의에서 반복되는 지적들  

‘복수의 칸’과 이 칸들이 함께 모여 시퀀스를 형성한다는 것

●그로엔스틴과 맥클루드의 주장의 장점과 한계점 

- 만화의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모두 포괄할 수 있다는 점은, 초역사적인 정의 

- 만약 우리가 만화라는 표현형식이 시간의 흐름 속에 변하는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다시 말하자면, 특정 시대에 형성된 만화의 정의에

대해 천착하는 편이, ‘초역사적인 정의’(맥클루드)나 ‘포괄적인 기초적 조건(그로엔스틴)’을 생각하는 것보다 만화의 특성을 더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다. 또한 ‘종이 위에 인쇄된 만화’라는 기존의 형태와 더불어, 새로운 지지대(컴

퓨터 화면)를 사용하는 만화(웹툰 또는 넷툰)가 등장하고 있는 지금, 전자에 대한 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내리는 것이, 둘 모두를 포괄하

는 거대한 정의나 기초 조건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후자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   “우리는 단지 시공간적 제약을 지닌 만화의 다양성만을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21세기의 만화가 어떻게 될

지 누가 알 수 있겠는가? 만화는 계속해서 새롭게 탄생한다”15). 

●‘카툰’과 ‘코믹스’의 차이마저도 사소하다고 보는 우리의 짧은 논의의 역사를 고려한다면, 좀 더 논란을 불러일

으킬 수 있는 접근방식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만화의 정의에 대해 ‘본질주의‘적이 아니라, ‘역사적’ 접근

- ‘역사적’이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두 가지를 주장할 수 있다. 첫 번째는 3,000년 전의 형태도, 또는 아직 잠재성을 보이는 형태도 아닌,

구체적인 기간(1896년부터 현재까지)을 지닌 표현형식으로서의 만화를 “근대 만화”로 규정하고, 이 만을 연구대상으로 제한하는 것

- 두 번째로는 한 번 이 표현형식의 특성들이 확고히 자리를 잡고나면, 그 이후 상대적으로 덜 본질적인 특성들의 가감이 원활하게 일어

나게 된다는 점이며, 이러한 현상이 기존의 역사적 정의를 뒤엎는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 : 예컨대 말풍선

●만화의 정의에 대해 ‘내용‘적이 아니라, ‘형식적’ 접근

- 스콧 맥클루드 : “만화라는 예술형식은 어떤 생각이나 형상도 담는 그릇입니다...중요한 것은 내용물과 그것이 담긴 그릇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지요”16)

- 그 형식이 향후 어떤 서사적 내용에 변화를 야기시켰는가? 

●근대적 만화에 대한 정의 

1. ‘칸들의 상호의존성’ : ‘‘카툰“과 대비되는 형태로서의 ‘만화’의 물질적 조건과 기초적 성격에 대한 조건 

2. 이미지와 텍스트의 공존 : 시각적인 부분이 우세한 서사적 형식 

3. ‘종이’라는 지지대와 이의 대중적 전파 : 무성의 독서방식 전파(책 고유의 독해법) 

- 실지로 인쇄된 종이(신문이건 잡지건, 또는 만화책이건)가 독자의 손에 들어가며, ‘독자가 그것을 직접 자신의 눈과 손을 사용하여

읽을 수 있다’는 의미해야 함. 

- 이전의 독서방식 : 심지어 부르조아 계급에 있어서도 18세기 중반까지 독서의 대표적인 형태는 집단으로 모여서 한 명이 높은 목소

15) Dierick, Charles & Pascal Leèvre(eds.), “Introduction”, pp. 9- 25, in Forging a new medium : the comic strip in the nineteenth century, Brussels : VUB University

Press, 1998, p.13.

16) MacCloud, Scott, op. cit.,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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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로 읽으면 그것을 ‘듣는’ 것이었으며, 노동계급 사이에서는 이러한 집단적 독서의 형태가 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까지 지속되

고 있었음

- 1870년에서 1900년 사이, 일간지의 총 인쇄부수는 260만부에서 1,500만부로 확대. <옐로우 키드>는 당시 거의 40만부에 이르는 가

장 대중적인 만화 시리즈. 

- 결국, 대중적 매체가 되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인쇄술이 발명된 이후 최초로 독자가 자신의 손 안에 무엇인가를 넣고

읽을 기회를 얻었고 그로 인해 집단적 독서가 아닌,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새로운 개인적 독서를 산출하는 배경이 되었기 때문

- 달리 말하자면, 근대적 만화란 독자와의 가깝고도 친밀한, 또는 은밀한 ‘거리’를 전제17) : 대상과 주체의 거리는 만화의 내용에 영향을

미침. 

4. 말풍선 : 만화에 현장성과 구어체를 선사함으로써 이야기의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을 부여. 즉 만화의 내용을 다양화 하는 것에 기여 

- 세 번째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은 이미 근대만화의 탄생 이전에 존재하던 것.

- 이들이 인쇄된 종이라는 지지대를 통해서 만화라는 형식이 새로운 지각경험을 제공할 때, 그러한 역사적 순간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근대 만화가 시작됨  

●만화라는 표현형식만이 부여하는 지각적 경험의 특성  

- 정지성 : 자율적이고 느린 독서 가능 

- 무성(청각의 부재) : 다수의 대사가 동시에 가능 

- 시간의 공간적 표현 : 시간의 흐름은 공간적으로 형성됨 

- 무엇보다 독자의 연상력 필요 : 부재 (움직임, 목소리, 생략 등) 를 채움 

    

17) 이런 특성은 왜 19세기 말에서 20세기의 초까지 소설이 급신장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