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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 정의와 역사 규정의 순환적 오류

‘순정만화’라고 부르던 장르가 한참 많은 인기를 끌 무렵인 198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이 장르의 정의에 대해 많은 연구

자나 평론가 들이 글을 발표하곤 했었다. 이 용어 자체의 한계점은 이미 그 당시에도 뚜렷하게 보였다. ‘순정’은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주로 어린이들이 가지는 순수한 감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순정만화의 단어 그대로의 의미로 보자면, 아이들처럼 순

수한 감정이 묘사되는 만화정도일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의미론적 접근과, 현실에서 호명되고 있는 순정만화의 양태들이 완

벽하게 어긋났다는 데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여성만화, 감성만화, 멜로만화, 사랑만화 등이 제기되었지만, 그 어떤 것도

그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순정 만화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다. 순

정만화에 대한 정의를 순정만화의 역사와 함께 통시적으로 다룬 연구는 2000년에 박인하가 발표한 《누가 캔디를 모함했나》정

도이고, 다른 연구들은 동시대적인 작품들에 대한 연구에 그치곤 했다. 1997년 청소년보호법의 제정 이후,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만화계는 서서히 시장이 축소되기 시작했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었던 만화잡지 역시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잡지는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고, 한때 30종을 구가하던 순정만화잡지 역시 최근엔 오프라인 상의 1종, 온

라인 상의 2종정도로 완전히 축소되었다. 2003년 이후 다양한 웹 만화의 실험 중 웹툰이 서서히 주된 웹 만화 양식으로 자리

를 잡으면서, 순정만화를 발견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졌다.

사실상, 순정만화를 정의하려는 노력은 순정만화의 역사에서 막힌다. 1950년대에서 2010년대까지의 순정만화라고 불리는

모든 작품들을 하나의 장르로 다룬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정확히 말해서, 이 시기의 모든 작품들을 관통하는 아주 본질

적이고 핵심적인 특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부차적인 성격들의 변화를 야기해온 것이 아니라면, 이를 하나의 장르로 다루는 것

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 해야 하는 작업은 ‘순정만화’라는 명명을 무시하고, 오로지 시대별로 등장하는 작품군

의 특성에 집중하는 것이다. 물론, 순정만화라는 정의를 먼저 내려야, 이에 근거해서 역사적인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

리가 취하려는 접근법은 역순으로, 순정만화사라는 것이 불균형적인 특성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것

에서 출발하려고 한다. 각 시기별 성격에서 1960년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통일성을 찾아낼 수 없다면, 우리가 지금껏 순정만

화라고 지칭해왔던 장르가 사실 유령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연구자는 순정만화라고 총칭해왔던 장르들을 통

사적으로 크게 세 장르로 구분하려고 한다. 각 시기별 구분에 있어 정확한 년도의 제시는 상징적인 접근일 뿐이라는 점을 지

적해두고 넘어가려고 한다. 

<표 1> 연구자의 구분 방법과 박인하의 구분 방법

연구자의 구분 박인하의 구분

구분 연대 구분 연대 특성

순정(가족)만화 1957~1962 50년대 ~ 가족만화 범주 안에서 기획

순정만화 1세대 60~70년대 초 소녀들을 위한 만화

소녀만화 1963~1975 70년대 초 ~ 위 만화가 코드 화됨

공백기 70년대 중반 ~ 1977부터 일본만화소개

모색기 1977~1984
순정만화 2세대

80년대 초반 ~ 장르가 천천히 형태를 잡음

감성
개화 및 만개기 1985~1996

80년대 중반 ~ 장르의 재탄생

만화
순정만화 3세대

1988 ~ 순정만화잡지 시대

쇠퇴기 1997~ 1988 ~ (2000) 잡지데뷔작가의 활동시기



9만화포럼 칸 2015

01 : 순정만화라는 유령 _ 순정만화라는 장르의 역사와 감성만화의 정의

2. 장르의 역사적 구분

1) 가족만화/순정만화(1957~1962)

손상익은 《한국만화통사》에서 “순정만화의 실질적인 시작이 된 작품”으로 한성학의 《영원한 종》(1957)이라고 선언했다. 하

지만 그는 어떠한 이유로 이 작품이 이 장르의 실질적인 시작인가에 대한 근거들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단지 이 만화의 그래

피즘이 아주 많은 부분 일본의 ‘쇼죠망가’를 닮았다1)고 특정한 비교의 근거 없이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그는 한 장르의

기원에 대해 논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며, 순정만화 장르의 논의에 대해서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후, 많은 연구자들은 이 결과만을 반복해왔다.

박인하는 순정만화를 다루면서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순정

만화로 엮고, 그 차별성을 1세대에서 3세대로 분류한다. 흥미로운

점은, 그의 시선의 날카로움인데, 특히 1세대의 첫 번째 두 시기 구

분은 상당히 인상적이다. 그는 1950년대 순정만화가 가족만화의 범

주 안에서 기획되었다고 언급한다. 당시의 유력한 장르들인 영웅만

화, 유머만화들과는 변별적인 가족만화는 1950년대의 정서, 전쟁으

로 인한 가족의 붕괴와 삶의 빈곤함, 가족애 등을 그리는 만화일 것

이다. 박인하는 “우리는 이 장르에서 주인공들이 모두 귀엽고 사랑

스럽고 친절한 어린 소녀들이며, 전쟁으로 인해 강제로 헤어졌던 가

족들의 상봉을 다루고 있으며, 주인공들이 어떻게 비참한 가난을 극

복하는가를 보여준다. 《영원한 종》은 이러한 종류의 만화들의 기원

이다2)” 그렇다면, 순정만화와 가족만화의 변별점은, 사실상 주인공의 성별이라는 점을 포착할 수 있다. 그런데, 주인공의 성별

이 왜 이 장르를 별도로 구분할 만큼 의미가 있는 것일까? 예컨대, 불행한 어린 작은 아이가 역경을 이겨내고 결국 행복을 찾는

스토리는 해외에서도 많이 찾을 수 있다. 찰스 디킨스(Charles John Huffam Dickens)의 <올리버 트위스트>(1838), 말로

(Hector Henri Malot)의 <집 없는 아이>(1878), 버넷 여사(Frances Hodgson Burnett)의 <소공녀>(1888) 등은, 약간의 결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유사한 맥락에 놓을 수 있다. 예컨대 <소공녀>만을 세라가 주인공이라고 별도로 다룰 필요가 있는 것일까. 

이는 ‘순정만화’이전에 이미 정착되었던 ‘순정’이라는 용어의 2차적 사용법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손상익은 1956년 10월

《만화세계》라는 만화잡지에 처음으로 순정이라는 용어가 등장했3)다고 한다. 아직 순정만화라는 용어가 언제 등장했는지에 대

한 확실한 근거를 보여주는 연구는 없고, 한영주는 “순정만화라는 용어는 이 장르가 아직 고착화되기 이전 1950년대 중반쯤에

나타났다. 순정만화라는 표현은 ‘순정소설’ 또는 ‘순정이야기’이라는 단어들의 영향 하에서 사용되었을 것이다”4)라고 언급한다.

그리고 그녀는 이 ‘순정이야기’의 주요 테마가 사실주의적인 시각 하에서 불행한 삶을 다루고 있으며, 주인공은 작은 소녀이고,

내레이션은 이 인물의 심리적 묘사에 집중된다5), 고 정리한다. 우리는 단번에 1950년대의 순정이야기 등과, 순정만화의 유사

성을 발견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이미 순정이라는 단어는,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여성과 상관적으로 사용되어왔다는 점을

1) 손상익(1998), 《한국만화통사 하권》, 시공사, p.135. 아마도 데츠카 오사무니 미즈노 히데코의 스타일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나, 연구자 스스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2) 박인하(2000), 《누가 캔디를 모함했나》, 살림, p.41 3) 손상익(1998), 앞의 책, p.136

4) 한영주(2001), 《우리만화 다시보기(1950~1969)》, 글논그림밭, p.164 5) 한영주(2001), 앞의 책, p.163.

<그림 1>
한성학, 《영원한 종》, 1957

<그림 2>
내부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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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착할 수 있다. 비록 원래 순정의 사전적 의미는 아이들의 순수한 감정일지 모르나, 실제로 이는 여성에게만 해당하는 단어

이며, 소년이나 남성은 순수할 수는 있으나 순정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냥 가족만화라고 해도 커다란 물의가 없었을

것을, 소녀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고 이를 별도의 순정만화라고 불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아마도, 순정소설이나 순정이야기에서 순정만화로의 전환에는 분명 전자의 영역

에서 활약했던 작가들의 활동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도 가능하다. 이는 특

히 ‘정파6)’라는 인물에서 두드러지는데, 이 저자는 순정그림소설, 순정소녀소설의 글

과 그림을 모두 맡았었다. 표지만 확인하더라도 오히려 《영원한 종》보다 조금 더 진

전한 것으로 보인다. 도판을 참조하면, 표지에 순정그립소설, 순정소녀소설이라는

용어들이 보이고, 1년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작품의 주인공 얼굴 스타일이 유사한

것으로 보아 이 작가의 작화 스타일이 이미 일정 정도 구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추정해볼 수 있다.

여하간 순정에 붙어 있는 은밀하고도 부차적인 의미를 포괄하는 의미라면 이 당

시의 소녀 주인공 만화를 순정만화라고 지칭할 수 있을 것이며, 탈맥락화 한다면 가

족만화라고 지칭해도 커다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가족만화에서 소년이 주

인공이라고 해서 별도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손상익은 일본 쇼죠망가의 영향을 받았다고 언급했으나, 아마도 이 가족만화들

중 소녀가 주인공인 만화는 일본의 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대 중반 모성을 주로

다루는 ‘어머니 이야기’와의 연계성을 더 찾아야할지도 모른다.

2) 소녀만화(1963~1976)

박인하가 ‘소녀들을 위한 만화’라고 지칭하는 1960년대 작품들은, 사실상 일본의 1950년 후반기에서 1960년대, 더 정확히

는 쇼죠망가의 황금시대 대비 첫 번째 준비기(1953~1962)’ 작품들의 영향을 받았다. 이 구분은 요네자와 요시히루(YONE-

SAWA Yoshihirou)7)의 구분에 의거하는 바, 이 연구자는 쇼죠망가의 역사를 5개의 단계로 분류한다. 첫 번째 준비기

(1953~1962), 두 번째 준비기(1963~1968), 장르의 구축기(1969~1974), 장르의 황금시대(1975~1987), 장르 추락의 시작기

(1988~ )이다. 그가 언급하는 이 첫 번째 준비기의 특징을 요약해보자.

•1953년, <리본의 기사>의 출현 ~ 쇼죠망가의 경향들 중의 하나로 ‘낭만적인 판타지’가 긴 길이의 이야기의 형태로 만들어지기 시작

한다.

•1956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들이 생겨난다. 이 시기부터 잡지8)들의 페이지들의 반 이상이 쇼죠망가에 의해 점령된다.

•1955년과 1958년 사이. ‘모성적 멜로드라마’ 스타일의 이야기들이 유행을 이룬 시기. 이 스타일의 이야기들은 주로 모성적 관계

6) 본명은 김정파(金靜波 : 1924~1992). 1950년대에 상당히 많은 일러스트레이션과 그림소설, 만화를 발표했다. 그의 작화스타일은 별도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으나, 자료의 한계가 있다.

7) YONESAWA Yoshihirou(1991), <쇼죠망가연보>, 《쇼죠망가의 역사 1》, 平凡社, pp.4~8.

8) 1956년부터 《리본》과 《나카요시》가 간행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만화만 실린 잡지는 아니었다.

<그림 4> 정파, <꽃을 가슴에>, 1959

<그림 3> 정파, <깨진 거울>,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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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자식의 관계, 혈연에 대한 질문들 등) 주변의 테마들을 다루었음. 이 이야기들은 전쟁 이후 영화에서 먼저 유행을 이루었다.

이러한 경향은 정통 쇼죠망가가 배태되기 이전, 쇼죠망가의 한 경향을 이루었다.

•1958년경 타카하시 마코토의 화려한 그래피즘이 출현함과 동시(그림 7)에 정통 쇼죠망가의 작가군이 될 작가들이 도래했다. 이 작

가들 중, 와타나베 마사코, 마키 미야코, 미즈노 히데코를 대표적으로 언급할 수 있다. 특히 타카하시는 ‘패션화’를 도입하면서 화려

하고 아름다운 페이지 구성의 전형을 만들었다. 이 페이지들은 액세서리, 그리고 마치 인형과 같은 소녀들을 묘사했고, 특히 장식들

과 표현성과 섬세성에 그 무엇보다도 큰 의미들을 부여했다.

우리의 경우, 보통 민애니, 송순히, 엄희자, 장은주 등을 이 시기의 대표적인 작가로 꼽는다. 민애니는 1962년부터 활동을

시작했고, 송순히와 엄희자는 1963년9), 그리고 장은주는 이미 1961년부터 작품을 선보여 왔다. 그녀들은 1970년대 중반까지

는 아주 규칙적인 리듬으로 작품들을 발표했다. 이 외에도 권영섭(그림 6), 조원기, 최상록 등도 유사한 작품들을 발표했다. 우

리가 이 시기를 1963년부터 언급한 것은, 대표적인 작가 중 두 명의 데뷔 시기라는 것 이외의 다른 심각한 이유는 없다. 물론

이 1963년 이전에도 분명히 소녀들을 위한 만화가 존재했고, 이 이후에도 가족만화가 출현했으므로 사실은 기억하기 쉬운 년

도를 언급했다는 것 정도에 불과하다. 박인하가 ‘소녀들을 위한 만화’라고 지칭한 이 시기의 만화를 우리는 그냥 쇼죠망가의 번

역어 정도인 ‘소녀만화’라고 지칭하려고 한다. 이 시기가 이전의 순정만화 시기의 작품과는 확실히 다른 성격의 작품들을 산출

했던 것은 사실이나, 그 이전의 변천사를 도저히 읽어낼 수 없다는 점에서 쇼죠망가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고 본다.

소녀만화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시기의 작품들은 이전 시기의 작품들과는 다른 특성을 내보인다. 첫 번째로 이야기에 있어

서 ‘비현실성’의 증가이다. 순정만화가 현실적 삶의 고단함이 진하게 배어 있었다면, 이제 그 향기는 흩어지기 시작하고, 일종

의 ‘낭만적 판타지’가 늘어나기 시작한다. 두 번째로는 이전에 발견할 수 없었던 화려한 그림체와 장식들의 등장이다. 소녀들

은 갑자기 다리가 길어지기 시작했으며, 머리카락의 색깔들도 변했고, 눈은 반짝이며 속눈썹은 상당히 길어졌으며, 주인공~

마네킹(그림 5 참조)10)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1980년대 후반에 만나게 될 작품들에 비하면 아니라고 해도, 이전의 작

품들에 비하면 상당히 그래피즘이 화려한 편이다. 세 번째 차이점은 서서히 여성작가들이 등장했다는 데 있다. 이는 가족만화

의 작가들이 비록 소녀들을 앞세우긴 했으나 남성작가들에 의해 창작되었다면, 이제는 서서히 여성작가들이 작업 활동을 시작

했다는 점이다. 이는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다. 사실상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만화가들의 대부분은 남성이고, 여성작가의

숫자가 상당히 적은 편이다. 일본의 쇼죠망가 덕분에 어쩌면 일본에는 여성만화가들이 많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 마

찬가지로, 이 소녀만화가 서서히 정착하고, 197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대중적인 인기를 끌게 되면서, 이 만화들의

향유자가 미래의 여성 창작자를 배태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쇼죠망가가 확장, 발전(그림 8 참조)되어간 것과 반대로, 소녀만화는 70년대 초반 이후 추락하기 시작하며,

“1970년대 중반 이후 모든 순정만화들이 거의 한꺼번에 사라졌다.11)” 외부적 요인으로 가장 큰 것은 검열을 꼽아야 할 것이다.

만화의 다양한 장르들 중에서도 이 당시 여성에 대한 일상화된 무시12)는 여성들이 보는 만화들에게도 동일하게 행해졌다. 민

애니 역시 그를 확인해주고 있다.“검열은 만화에서 만약 어떤 여성이 귀걸이를 하고 나오거나 또는 짧은 치마를 입고 나오거

9) 박인하는 1963년이 민애니와 송순히의 데뷔년도라고 말한다. 한영주는 마지막 두 작가들의 데뷔년도는 밝히지 않는다. 이들의 연구를 보자면, 엄희자는 1963년에 작업을 시작했다면
장은주는 1961년 초부터 작업하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박인하, 앞의 책, p.53/한영주, 앞의 책, p.178.

10) 앙리 모르간(Henry Morgan)이 사용한 용어이다. Autres thèmes, autres styles, pp.27~ 52, dans Thierry Groensteen(1991), L’Univers des mangas: une introduction à la bande dessinée japonaise,
Paris, Casterman, p.46

11) 박인하(2000), 앞의 책, pp. 60~63, 백정숙(1996), ‘순정만화의 짧은 역사’, 《마인》3월호. 백정숙은 역시 이 시기에 수많은 망가들이 한국의 작품인 것처럼 독자들에게 소개되었
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12) 우리는 특히 여성들이 주로 향유하고 있는 장르들에 대한 일상화된 무시를 떠올려볼 수 있다. 실상 표절문제도 순정만화에게만 일어난 예외적인 현상은 아니었지만, 순정만화에 더 엄

밀한 잣대를 대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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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또는 소년과 소녀가 한 공간에 같이 있으면 그를 모두 삭제하라고 요구했다13)” 그리고 소년들이 보는 만화보다 소녀들이

보는 만화에, 전통적인 유교사상 덕분에, 더 엄밀한 잣대를 대었다는 사실을 보충했다.

합동이 발휘했던 무소불위의 권력 역시 이 장르의 발전을 저해했다. 합동은 생산과 유통의 독점이었고, 만화가들로 하여금

각 200페이지, 3권으로 제한한 채로 이야기를 완성하도록 요구했다. 이러한 억압적 요소들은 그래픽적인 요소와 서사적인 요

소 들을 잘 조화를 이루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페이지 증감의 자유를 처음부터 차단했다. 처음에 독자들은 새로운 작품들에 시

선을 빼앗겼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작품들은 반복적인 패턴을 유지하게 되었다14).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소녀만화를

그렸던 남성 작가들이 이 장르를 떠난 이유를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여성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화들에게 좀 더 엄격한

요구들이, 그리고 더 낮은 원고료가 책정되는 상황에서 이 장르에 남고자 하는 남성 작가들은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달리 말하자면, 장르를 바꾸어서 활동하는 것이 조금은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상황은 쇼죠망가의 표절이 단지 단행본에서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잡지에서도 되풀이되었다는 점에서, 더군다나 문제

의 심각성은 그것이 1970년대 내내 별 제제 없이 행해졌다는 데 있다. 아마도 잡지는, 만화방과 합동이라는 생산과 유통의

독점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잡지들은 그러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결국

한국의 소녀들을 위한 만화들에게 기회는 사라졌고, 소녀들의 독서는 한국의 소녀만화보다 여러 측면에서 훨씬 더 흥미로

운 일본 쇼죠망가에게로 옮겨졌다. 수많은 일본 쇼죠망가들이 한국만화인 것처럼 소개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청소년들을 위

한 월간지에서도 역시 되풀이되었다. 소녀들을 위한 만화, 동일한 코드들이 계속 반복되어 독자들의 애정에서 벗어나게 된

만화들은 이런 위장한 일본만화와 경쟁이 되지 않았고, 점차 몰락의 길을 걸었으며, 1970년대 중반 이후 사라진 것이다.

3) 감성만화 (1977 ~ 현재)

세 번째의 감성만화 시기를 우리는 1977년부터 현재까지 잡으려고 한다. 모색기로써 1977년에서 1984년까지, 구축기와 황

금기를 1985년에서 1996년까지, 쇠퇴기를 1997년부터 현재까지라고 설정한다. 시기구분의 분수령이 되는 사건은 1977년, 이

13) 박인하의 민애니와의 인터뷰 참조. 앞의 책, pp.56~57. 14) 박인하(2000), 앞의 책, p.69.

<그림 5>
민애니, <꿈의 건반>, 1971

<그림 6>
권영섭, <바람 따라 물결따라>,
1967

<그림 7>
타카하시 마코토, 1958

<그림 8>
다케미야 게이코, <바람과
나무의 시>,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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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시 유미코의 <캔디캔디>의 TV 방영, 1985년 여성작가들로만 구성된 동호회 <나인>의 무크지 《아홉 번째 신화》의 창간,

1997년 청소년보호법의 제정이다. 요네자와의 구분에 따른 ‘장르의 황금시대(1975~1987)’ 및 그 이전 시기 쇼죠망가의 수작

들은 1970년대에 불법으로 복제되어 이미 소녀만화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사실 <캔디캔디>의 방영은 상징적인 사건에

불과한데, 이 애니메이션의 상영은 일거에 이 작품 및 쇼죠망가에 대한 출판 및 유통업자들의 관심을 증폭시켰다. 이 이후 쇼

죠망가는 불법복제나 표절을 통해 한국의 독자층에게 풍부하게 제공되었다. 비록 한국작가들의 작품은 아니었지만, 그래픽적

인 그리고 서사적인 수준들 덕분에 이러한 표절물들은 수많은 독자들을 끌어들였고, 반복적인 코드에 질려버린 한국독자들의

취미와 시선을 높이는 데 기여했으며, 독자적인 훈련을 통해 이와 유사한 작품을 하려는 지망생들의 교과서로도 활용되었다.

일본 대중문화의 합법적인 수입조치는 1990년대에 와서야 이루어졌다. 이 순간까지 쇼죠망가를 읽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러한 표절에 의한 것뿐이었다. 유명한 작품들은 1977년 이후 계속 쏟아져 나왔다. 이케다 리요고의 <베르사이유의 장미>(1972),

<올훼스의 창>(1975), 미유치 스즈에의 <유리가면>(1976), 아리요시 교코의 <스완>(1976) 등이 가장 인기가 많았던 작품들15)

이었다. 당시 독자들은 실제로 이 작품들이 일본작품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왜냐하면 일본 이름들, 주인공들의 이름들이

거나 또는 저자의 이름들을 모두 출판사에 의해 가짜 한국 이름들로 바뀌었고, 페이지 중에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일본적 요소,

특히 기모노 같은 복장들은 전문가나 비전문가들에 의해 다시 그려졌기16) 때문이다.

우리는 이 시기의 작품들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남성작가들

(김동화, 차성진 등)이 창작한 작품들인

데, 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영역을

떠나게 된다. 두 번째는 새로운 여성작

가 세대(이혜순, 황미나, 김진, 김혜린

등)에 의한 작품들이고, 마지막은 쇼죠

망가들의 모방이나 표절작이다. 이 세

번째 그룹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으려고

한다. 왜냐하면 정도의 문제일 뿐, 첫 번

째나 두 번째 그룹의 작가나 작품들도

쇼죠망가의 모방과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첫 번째 그룹의 작가들은 여성 작가들의 활동이 두드러지자 서서히

이 장르에서 떠나게 된다. 이 모색기는 사실상 쇼죠망가의 모방을 통해, 어떤 새로운 미적 질서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인다. 작품

으로만 보자면, 두 그룹 사이의 실제적 차이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이혜순은 특히 1980년대 초의 잡지들에서 활동했다. 그녀

는 <자매의 창>과 <돌아오지 않는 바람>(그림 10)같은 작품들을 잡지에 연재한 후 몇 권의 단행본들을 남겼다. 그러나 이 단행본

들의 초판 출간일은 정확하지 않고, 이 잡지들을 통해 한 시대를 보낸 이후 작업을 그만두었다. 그녀의 스타일은 쇼죠망가에 의

해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특히 칸 1에서 드러나는, 묘한 전환, 오른쪽 페이지에서의 마네킹~주인공으로의 히로인의

출현, 칸들의 활용방법 등이 이를 잘 보여준다. 황미나는 모두가 만장일치로 감성만화의 대모로 다루고 있다. 그녀는 1980년에

15) 여기에 표기된 년도들은 모두 일본 쇼죠망가 잡지에 처음 발표한 년도이다. 이 중에서 하지오 모토, 타케미야 케이코(그림 8 참조)의 작품들은 표절을 통해 한국에 소개되지 않았다.

이 작가들은 당시로서는 커다란 스캔들을 일으켰던 작품들이었는데, 특히 소년들 사이의 동성애적 코드들이 대표적이다. 

16) 흥미로운 점은, 역설적에게도 바로 이런 다시 그려진 그림 때문에 조금 더 능숙한 독자들에게는 이것이 일본작품이라는 것을 지시하는 표시가 되기도 했다. 

<그림 9>
차성진, <은반위의 요정>, 1980

<그림 10>
이혜순, <돌아오지 않는 바람>, 1980년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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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라는 잡지에 <이오니아의 푸른 별>이라는 작품으로 데뷔했다. 이어서 1981년에 <보헤미아의 별들>, 1982년에 <아뉴

스데이>, 이어서 사실상 1년에 한 시리즈씩 계속 발표한다. 김진은 1983년 《여고시대》라는 잡지에서 <바다로 간 새>로 데뷔했다.

김혜린은 1983년부터 벌써 유명세를 얻었는데, 그녀의 첫 번째 작품은 11권으로 완결될 <북해의 별>(1983~1987)이었다. 이 한

국작품들은 쇼죠망가의 모방과 표절작들의 물결 사이에서 힘들게 전쟁을 치렀어야 했다. 게다가 독자들이 어떤 것이 고유한 작

품이고 어떤 것이 표절작품에 불과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더 힘겨웠을 것이다.

감성만화의 개화기의 시작을 1985년으로 보는 이유는 만화의 어떤 장르에서도 볼 수 없었던, 여성만화가들의 적극적인 활

동에 의해 《아홉 번째의 신화》가 창간되고, 이것이 결국 이 장르의 황금기를 이끌어낼 잡지창간까지 견인해냈기 때문이다. 감

성만화의 모색기와 개화기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감성만화가 무엇인가라는 정의에 의해서 가능할 것이다.

3. 감성만화 장르의 정의

연구자는 의도적으로 지금까지 순정만화라는 용어를 피하고 감성만화라는 용어를 사용해왔다. 1977년, 특히 1985년 이후

의 한국의 순정만화라고 불리던 장르는 그 어떤 다른 용어들보다도, 감성만화라고 지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순정만화 논의를 전개해오던 연구자들의 논지를 정리하자면, 접근방식의 차이는 감안하더라도, 여섯 가지의 근거를 부분적으

로, 또는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선 텍스트 내부의 특징들이다. (1)이야기(테마, 서사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함) (2)작화

스타일, 페이지 연출 등 시각적 요소들 그래픽적인 요소들(서구적 인물형, 금발머리, 8등신, 장식물, 주인공~마네킹, 복잡한

칸 배치) (3)(여성의 관점 및 내면 묘사 등을 통해 동일시를 야기하기 위해) 주인공이 여성인 것. 그리고 텍스트 외부의 요소들

로서, (4)여성만화가 (5)여성독자들을 메인 타깃으로 하거나, 여성독자 군이 존재하는 것 (6)작품이 독자들에게 야기하는 효과

로 정리17)할 수 있다.

감성만화를 정의하기 위해, 우리는 이 여섯 가지의 접근법이 필요한 것일까? 이 중에서, 여성주인공, 여성독자, 여성만화가

는 제외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는 우리가 이 장르를 여성만화라고 부르지 않기 위한 의도적인 배제는 아니다. 단지, 이 장르

에서 성담론을 통해서만 해석이 될 만한 아주 핵심적인 요인들이 존재하느냐의 판단 결과일 뿐이다. 우리는 남성 주인공을 통

해서도, 공개적으로 밝히기를 꺼려하는 남성독자들의 존재도, 남성만화가들이 작업한 감성만화를 알고 있다. 물론 이를 상대

적으로 소수이므로 예외로 제외할 수도 있겠으나, 결국 중요한 판단과제는 이 장르가 과연 어떤 여성들만의 현실을 제시하느

냐에 대한 것이다.

우리의 시도는 감성만화의 가장 주요한 요소들과, 그 요소들이 각기 별개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상호관계 속에서 만들어지

는 어떤 총체적인 모습을 제시하는 것이다. 하나의 장르라고 할지라도, 어떤 작품들은 이 장르를 만들어나가거나 변혁해나갈

수 있고, 또 다른 작품들은 이미 생성된 코드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할 수도 있다. 우리의 근거 기준은 전자가 될 것이며, 후자

는 전자의 희석화, 코드화, 전형화의 현상으로 보고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기존의 연구자들이 지적했던 스토리, 작화 스타일, 야기하는 효과를 우리 식으로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스토리의 성

17) 박인하는 ‘순정만화잡지에 연재하는 작품’을 순정만화라고 규정한다. 박인하(2000), 앞의 책, pp.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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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시각적 그래피즘의 성격, 이들의 복합체로서의 연출의 성격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우리는 장르의 본질적 특성들을 단지 텍스트 분석이라는 범주 내부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독서의 분

석이라는 범주 안에서 포착하려고 한다. 함축적 독자들을 향해 기획되고 준비된 텍스트의 특성들은 ‘읽는다’는 행위 없이는 단

지 잠재적인 것으로 머물러 있을 뿐이다. 만화를 읽는다는 것은 모든 다른 표현양식들처럼 행동, 지각행위와 인식행위들을 결

합한 복잡한 작동과정이다. 이 작동과정은 페이지를 넘기는 동작 같은 물리적인 행위만큼이나 시각, 촉각, 그리고 지금 벌어

지고 있는 사건들에 대한 인지활동을 포괄한다. 독서과정 중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정신적인 재현은 이러한 기능에

서 독립적이지 않다. 바로 이러한 과정 덕분에 만화가 이해되는 것이다. 각 독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정신적인 재현을 축조하고,

이 속에서 자기마음대로 주인공들이 움직이고 말하게끔 만든다. 브느와 피터즈(Benoît Peeters)가 제시했던 ‘유령 칸(La case fan-
tôme)18)’이라는 개념은 이러한 특성들을 모두 담기에는 부족하다. 우리는 동시에 여러 칸들이 함께 행위를 생산한다는 측면에

서 오히려 ‘장면(scène)’이라는 용어가 더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적인 장면’의 축조가 만화, 또는 서적 일반의 모든 독서들에 있어서 공통적인 것이라면, 감성만화만의 특

수성들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독서의 구성 요소들의 특성들을 고려해야만 한다. 우리는 ‘감성적

독서’라는 용어를 감성만화의 모든 특정적인 구성요소들이 상관적으로 작용하는 독서를 지칭하기 위해, 즉 다른 모든 독서와 구

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려고 한다. 그리고 ‘감성적 장면’이라는 용어를 감성만화의 독서 과정에서 일어나는 고유한 정신적 재현들

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할 것이다. 결국 감성만화란 독서 과정에서 독자들에게 감성적 장면이 구축될 수 있게끔 하는 작품이다.

우선, 텍스트의 성격부터 차례로 다뤄보자. 스토리는 10대에서 20대에 이르는 남녀 사이의, 또는 그 외 인간관계, 인간들 사

이의 애정 및 감정이 오고가는 관계를 메인으로 다룬다. 남녀 사이의 사랑을 다루는 작품들이 가장 많긴 하나, 그렇지 않은 작

품 군들도 존재한다. 예컨대 김진, 유시진, 권교정, 조주희 등의 작품들을 떠올려보자. 김진의 <바람의 나라>의 경우, 오히려

남녀 간의 애정이 서브스토리로 물러나고 부모자식 간에 죽고 죽이는 불행과 비극의 속살을 보여준다. 중요한 점은 남녀 간의

애정이건, 그렇지 않은 인간관계건, 이를 합리적이거나 냉정한 시선이 아니라 감성적이고 멜랑콜리 한 시선으로 접근한다는

점이다. 열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감성만화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기도 하다.

감성만화의 그래픽적인 특성을 우리는 ‘장식성(décorativité)’이라고 지칭하려고 한다. 등장인물들의 서구적인 이상화, 주로

배경에 드러나는 장식적 요소들, 일러스트 페이지, 그리고 페이지 전체의 구성 방식에서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 특징 즉 페이

지 전체의 구성 방식은 감성만화의 영향으로 이젠 다른 장르에서도 많이 볼 수 있지만, 그 외의 특수성들은 여전히 낯선 방식

으로 감성만화를 규정한다. 이미 소논문19)에서 이에 대해 발표한 바 있는데, 우선 구체적인 페이지 분석을 통해 장식성의 형식

적 특성들을 추출한다. 인물표현 방식, 시각적 코드들, 일러스트 페이지, 양면 페이지 구성 방식을 독자들에게 ‘시각적 즐거움

을 주기 위한 장치’라고 보고 이를 ‘장식성’이라고 부른다면, 이 장치는 두 대립적인 힘의 균형으로 나타난다. 한편으로는 서사

공간의 성격과 연관되면서 서사의 구성 요소로써 서사에 협조하는 측면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선을 빼앗거나 또는 서사공간

외부의 요소들을 끌어들임으로써 서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대립적 측면이 그것이다. 어느 한쪽으로 과도하게 치우치면 장식성

은 서사 장르의 방해물이 될 수 있다. 이어서 우리는 이러한 장식성의 계보를 살펴본다. 장식성이라는 장치는 일본의 ‘쇼죠망

가’(소녀들을 위한 만화) 의 탄생부터 나타났던 현상이며, 그것이 한국의 순정만화로 이식되어 재생산되었다. 이 쇼죠망가 역

18) 그는 이 ‘유령 칸’을 ‘완전히 독자가 구성한 가상적인 칸’으로 정의했다. 칸, 원고 페이지, 서사, Peeters Benoît(1998), Case, Planche, Récit, Casterman, p.32

19) 한상정(2007), 장식성의 반복적 출현에 대한 소고 : 순정만화와 타 장르(포스터, 일러스트, 서정화, 쇼죠망가)를 중심으로, 《만화애니메이션 연구》12호,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pp.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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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프랑스의 1910년대에서 20년대까지 여성용 잡지에 등장했던 ‘패션화’그리고 일본의 ‘서정화(抒情畵)’에서 영향을 받았다.

이 패션화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장식성은 무엇보다도 시각적 즐거움을 부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심미주의는 자

연스럽게 비현실적 특성과 연관된다. 현실세계적인 디테일은 제거되고, 가상적인 여성적 우아미의 극단적 미화 혹은 유미주

의가 나타난다. 맥락만을 집어 본다면, 일본의 서정화가들이 프랑스의 패션화의 이런 특성들을 쇼죠망가에 도입했다. 비록 패

션화에 비하면 재현(再現)대상은 훨씬 더 어린 소녀들로 변화되었고, 서구풍의 인물로 묘사되었지만, 패션화의 가장 기초적인

특징은 여전히 살아 있다. 어떠한 현실도 부재한 채, 오로지 아기자기하게 예쁜 것만을 묘사하는 관습이다. 이어서, 아르누보,

비어즐리, 라파엘 전파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특성들을 파악해낸다.

즉, 조형적으로 드러나는 장식성이라는 특징은, 각 표현매체의 차이를 넘어서, 어떤 공통적인 세계를 재현해왔다. 장식성은

허구성, 비현실성, 현실로부터의 퇴거, 판타지즘에 기반을 둔 유미주의가 주는 즐거움이며, 그것이 허용되는 세계이다. 이러

한 세계는 다양한 매체에서, 다양한 ‘이즘’에서 ~ 본격적이건 또는 부차적이건 간에~ 다양한 형태로 이어져왔으며, 오늘날에

도 여전히 그 맥락을 잇고 있다. 결국은 역사(우연적)요소들과 미학적(본질적) 요소들이 함께 이 독특한 스타일들을 형성해냈

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가 연출에서 볼 수 있는 것, 달리 말하면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이미지 서사’에서, 감성적 장면을 산출할

잠재태로서의 텍스트적인 요소 전체를 ‘연극성’으로 포괄하여 다룰 것이다. ‘연극성20)’은 장식성만이 아니라 서사적인 장치들

까지 모두 포괄하는 더 상위 층위의 장치이다. 우리는 이 장르에서 파악할 수 있는 ‘연극성’을, 독자의 활동을 자극하기 위해

텍스트의 연출 속에 숨어 있는 가장 본질적인 장치로, 시각적 장치와 서사적 장치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한다.

이 연극성은 두 가지 대립적 목적성을 동시적으로 지니는데, 한편으로 독자들이 수동적이라는 인상을 산출하려고 노력한다.

달리 말하면, 각각의 페이지들은 독자들을 연극무대 앞의 관객들인 것처럼 다룬다. 보통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하나는 무

대처럼 구성된 페이지 연출이고, 또 하나는 마치 극적 장면을 보는 것 같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페이지 연출이다. 다른 한

편으로 연극성은 독자의 정신적이거나 신체적인 활동을 자극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은밀한 공감의 시스템, 묵설법, 페이지의

다이내믹한 구성, 한 공간 안에서 두 행위의 동시적 재현이 바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시키는 데 기여하는 네 가지 방식들이다.

연극성이 지니는 대립적인 두 목적 사이의 공존은 강조할 필요가 있다. 만약 독자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면서 독자들의 실질적인 활발한 정서적, 이지적 활동을 숨기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독자들이 독서에 있어서 필요불

가결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연극성이란, 독자들의 활동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비활동적이라는 착각을 부여

하는 장치이다. 특히 이 연극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은, 서사적으로 중요하거나 극적인 순간으로 주변과 단절된 시공간으로

표상된다. 이는 일직선적인 서사의 진행 속의, 아주 순간적인 단절을 요구한다. 이러한 연극성의 표출 형태들은 만화라는 표

현양식의 특성과 본질적으로 엮여있다. 문자언어를 겸비한 이미지, 동작과 소리의 부재, 이러한 특성들이야말로 만화 고유의

‘연극성’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며, 이는 각색에서 항상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연극성은 두 가지 대립적인 지향성들

에 기반을 둘 때에만 드러날 수 있다.

하나가 독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켜보고만 있다는 착각을 부여하기 위한 장치라면, 대립적 장치는 당연히 독자들의

정서적, 정신적 활동들을 자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두 가지 대립적 성향이 사실은 연출 속에서 포괄적으로 독자의 감

성을 일깨우고 지속적으로 페이지를 넘기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 연극성에 대한 연구 역시 연구자의 다음 논문을 참조. 한상정(2007), 감성만화의 이미지 서사의 주 특성으로서의 연극성, 《미학예술학연구》26집, 한국미학예술학회, pp.15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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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만화 텍스트의 이야기, 장식성, 연극성은, 사실상 독자들이 이 텍스트를 접하면서 ‘감성적 장면’을 산출하기 위한 목적

을 노정한다. 현실적인 독서에서, 독자들은 텍스트와의 상호작용을 일으킴에 있어, 인식과 감성적 총체로서의 독자 자신의 성

향과 욕구, 텍스트의 편집과 인쇄상태, 텍스트를 접할 때의 주변 환경 등에 간섭을 받는다. 사실 감성만화 텍스트에 노정된 이

상적 독자, 함축적 독자는 감성만화 텍스트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성향을 가진 자이며, 저자는 당연히 텍스트의 편집과

인쇄상태라든가, 독자와 작품이 만나는 독서 환경이 최상의 것이라고 상정할 것이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즉, 감성적 장면

의 산출을 위해서는 텍스트의 성격만이 아니라 위의 다른 세 가지 요소들도 감안해야 한다.

이 장르의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주요한 특징은, 텍스트 내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독서 과정에서 또는 독서 이후에 독자가

생성하는 ‘감성적 장면(la scène sentimentale)’이라는 정신적 재현(représentations mentales)이다. 이 정신적 재현21)은 모든 감각적

영역과 상관적이지만, 이 작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시각적 재현이다. 이에 관련한 다양한 연구 중에서도, 인지심리학의

바바라 츠베르스키(Barbara Tversky)의 ‘공간적인 정신적 모델(le modèle mental spatial)’이 우리가 생각하는 감성적 장면과 가장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모델은 원래 사물들의 공간적 관계를 묘사하는 텍스트의 경험적 분석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시각적

벡터들을 여기에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개념이다. 이 모델을 요약하자면, “이 모델은 형상을 묘사하는 텍스

트가 취하는 시점에서 독립적으로 일종의 일반화된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건축에서 사용하는 3차원 모델에 유사하며 일종의

구조적 묘사이고 묘사된 장면의 각기 다른 부분들 사이의 공간적 관계들을 감안하는 특정 시점들의 종합본이다. 이 모델은 단

일한 관점에 따른 장면을 재현하는 시각적 이미지와는 차별적이다22). 이 모델의 장점은 우리가 읽어나가는 과정은 결코 한 칸

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준다는 데 있다. 우리는 읽어나가는 칸들을 머릿속에서 섞고 바꾸고 등, 연속체로서의 칸들에서 출발

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이 모델은 역시 실제 작품과 우리 머릿속의 이미지 재현이 왜 다른지도 설명해준다. 또한 한번

구축된 이 모델은 이제 나머지 독서 과정에도 영향23)을 준다. 그리고 이 정신적 모델이 다른 타입의 텍스트보다 서사 텍스트일

경우 더 쉽게 구축된다24)는 것을 지적한다. 1980년대 말부터 이미지들이 정신적 모델에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연구들이 증

가되어왔다. 이 결과들25)에 따르면, 비록 이미지가 심지어 빈약하더라도, 텍스트의 이해에 상당한 도움을 준다. 정신적 모델에

대한 연구는 아니지만, 정신적 이미지와 정서적 충격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주체는 중성적인 단어들보

다 정서성을 지니고 있는 단어들의 이미지를 훨씬 더 빨리 떠올린다26). 무난한 내용보다 격정적인 내용의 영화가 상영될 때,

관객의 머릿속에는 더 많은 정신적 이미지를 야기한다27). 감동적인 이야기를 읽을 때 독자는 더 많은 디테일을 기억한다28). 감

정적인 내용을 담은 이미지들을 독자들은 훨씬 더 오래 기억한다29).

‘감성적 장면’ 이란, 독자가 현재 읽고 있는 페이지를, 지금까지 읽고 보아 온 모든 정보들의 축적 하에 머릿속에 그려 내는

21) Michel Denis(1998), ‘Imagerie mentale’, in Olivier Houdé, Danierl Kayser, Olivier Koenig, Joëlle Proust, François Rastier, Vocabulaire de sciences cognitives, PUF, pp.201~203. 엄밀하게는

시각적 재현 중에서도 정신적 이마저리 분야 연구에 속한다. 

22) Jean~Marie Galliana(1998), ‘Image mentale et compréhension de textes décrivent des configurations spatiales : vers une approche développementale’, pp.115~138, in Jacqueline Bideaud,
Yannick Courbois, Image mentale et développement, PUF, p.116.

23) Marie~France Ehrlich et Hubert Tardieu(1993), ‘Modèles mentaux, modèles de situation et compréhension de textes’, in Les Modèles mentaux : approche cognitive des représentations, Paris, Masson,
pp.47~77

24) Marie~France Ehrlich et Hubert Tardieu, 위의 글, p.71 25)Marie~France Ehrlich et Hubert Tardieu, 위의 글, pp.63~65

26) Selon l’article de Sadalla (E.K) et Loftness (S.), Emotional images as mediators in one~trial paired~associate lerarning , J. exp. Psychol., 1972, n° 95, pp.295~298, cité par Denis Michel, Les images
mentales,Paris, PUF, 1979. 

27) Horowitz (M.J.), Image Formation and Cognition,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1970, cité par Denis Michel, 위의 책

28) 제임스 맥고흐(James MacGaugh)와 그 동료들의 실험결과들이 보여준다. Involvement of hormonal and neuromodulatory systems in the regulation of memory storage , Annual Review of
Neuroscience, n° 12, 1989, pp.225~287 ;  Significance and remembrance : the role of neuromodulatory systeme , Psychological Science, no 1, 1990, pp.15~25. Antonio R. Damasio의 언급을 참조. Le
sentir du sentiment, pp.277~292, in Le sentiment même de soi : corps, émotion, conscience, Paris, Odile Jacob, 1999, p.292.

29) M. Cocude, Generating and maintaining visual images : the incidence of individual and stimulus characteristics , pp.213~222, M. Denis et les autres (éd.), Cognition and Neuropsychological Approches
to Mental Imagery, Dordrecht, Martinus Hijhoff, 1988, 미셀 드니의 언급 참조,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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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히 개인적이며 상상적인 장면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모델이 문자 서사보다는 이미지 서사에서, 일반 연구서보다는 감성적

서사에서 훨씬 더 활발하게 형성되며 더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다. 이러한 장면을 탄생시킬 수 있는 작품만을 ‘감성만화’라고

부르려고 하며, 순정만화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용어로 제안한다. 장르 정의에 있어 감성적 장면의 산출이라는 주장

을 제시하는 것은, 세 가지 정도의 장점이 있다. 첫 번째, 텍스트의 특성을 분석하면서도 텍스트 이외의 현실적인 요소들을 감

안하여 현실에서 생기는 텍스트의 다양한 반응을 이해하게 만든다. 두 번째, 장르의 성격을 규정함에 있어 텍스트의 성격들을

분리하여 다루는 것이 아니라, 최종 목적의 산출을 염두에 두고 상호적인 것으로 다룬다. 세 번째, 만화 장르의 정의에 대한

담론의 확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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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 순정만화의 전제 

1940년, 민족지였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폐간으로 명맥이 끊겼던 식민지 조선의 만화는 해방 이후에 창간된 매체들

에 의해 양적으로 팽창한다. 해방 이후 출판계는 시사, 문예, 기관지, 학술지에서 대중지까지 다양한 층위의 잡지들을 출간했

으며, 여기에는 어린이를 독자로 하는 잡지 출간도 이어졌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복간을 비롯하여 《신천지》, 《신태

양》, 《문예》와 같은 어른용 잡지와 《신소년》, 《어린이세계》, 《파랑새》, 《소학생》, 《새동무》등의 어린이 잡지가 창간되었다. 잡

지 출간은 전쟁 중에도 계속되었다. 피난지였던 부산에서는 《희망》, 《여성계》와 어린이 잡지 《새벗》, 《학원》 등이 출간되기도

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범람하는 잡지들만큼이나 이들 잡지에는 만화가 게재되면서 만화 편 수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단행본 형태가 아닌, 잡지에 게재된 만화는 당연히 잡지의 매체 전략에 따를 수밖에 없다. 즉 다종의 잡지가 출간되고 거기

에 만화가 게재되었다는 것은 만화의 양적 팽창을 비롯하여 다양화를 가져온 계기가 되었다. 식민지기에 만화는 신문이나 잡

지를 통해서만 소비될 수 있었다. 이 시기의 만화는 크게 시사만화와 코믹스로 구별된다. 그 가운데 유머를 제공했던 코믹스

의 경우 주로 신문에 게재되었다. 따라서 신문이 상정하는 독자층에 따라 성인 남성(주로 지식인)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코

믹스가 주로 게재되었다.1) <마리아의 반생>, <옥경의 일생>처럼 여성이 주인공인 만화가 독자층으로 삼은 것도 남성이었다.

그런데 해방 이후에 다양한 잡지가 창간됨으로써 잡지가 대상으로 삼은 독자층이 넓게 상정된 것이다. 잡지의 목적에 따라 시

사지, 문예지, 기관지, 학술지, 대중지가 출간되었으며, 독자 구성에 따라 여성지와 어린이 잡지에 이르기까지, 출간된 잡지들

은 잡지사의 성격에 맞춰 만화도 함께 게재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해방 이후부터 1950년대는 잡지 출간 붐에 따라 만화 역시 양적으로 팽창한 것은 물론이며, 이런 현상은 장르의 분화를 가

져올 기반을 마련했다. 만화는 잡지에 실어야 할 양이 많아지면서 여러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했다. 예를 들어, 식민지기의 역

사 소재 만화는 유명한 재담꾼의 일화나 고전문학에서 소재를 가져온 것에 불과했다면, 1950년대에는 괴기, 활극, 희극, 비극

등으로 파생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파생이 확실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어서 1950년대의 만화계는 상당히 난잡

해 보이기도 한다.2) 하지만 사실은 그 난잡함과 모호함 속에서 만화가 장르적으로 파생되고 확산될 징후들이 산발적으로 포착

되고 있었다. 그로 인해 20~30년 후에 만화가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시기가 바로 1950년대라 할 수 있다. 

순정만화 역시 이 시기에 한 장르로 파생되기 시작했다. 흔히 순정만화는 일본의 쇼죠망가(少女漫画)에 영향을 받은 것으

로 알려져 있다. 그 영향 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순정만화는 쇼죠망가에서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지나치게 명문

화함으로써 순정만화에 대한 논의가 오히려 위축되는 것은 아닐까. 1950년대부터 2000년까지의 순정만화의 계보를 훑어보면

순정만화가 소녀만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논의가 틀린 것도 아니다. 하지만 거시적인 것은 그렇다 쳐도 순정만화가 탄생부터

오늘의 개념으로 정립되기까지 ‘순정만화’라는 큰 장르 개념을 하나의 덩어리로만 여김으로써, 그 과정 속에서 결절들 사이의

미세한 틈들을 메우지 못하고 미해결인 채로 봉인되어 왔던 것은 아닐까. 

순정만화의 처음을 논할 때 많은 논자들은 1956년 게재된 그림 이야기 <흰구름 가는 곳>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이 그림

이야기가 ‘순정’이라는 표제를 단 최초의 사료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발견된 사료 중 만화잡지에서 ‘순정’이라는 표

제가 최초로 쓰인 것은 <흰구름 가는 곳>이 맞다. 하지만 ‘순정’은 이미 다른 매체에서도 등장했으며, 특히 1956년에는 다수의

1) 서은영(2013), 한국 근대 만화의 전개와 문화적 의미,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2) 서은영(2015), 한국 역사 만화의 형성 과정과 양상, 경남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학술대회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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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들이 독자 확보 전략의 하나로 내세운 서사 중 하나가 ‘순정’이었다. 즉 ‘순정’은 이 시기에 통용되는 표제의 하나로서 대중

서사의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용어가 만화에 교착되어 ‘순정만화’라는 장르적 개념을 형성했다

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순정만화에 관한 논의는 만화의 영역에서 벗어나 다른 매체와 사회·문화적인 관계 내에서 밝혀내

야 할 필요가 있다.

만화연구자들은 순정만화의 역사를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첫 번째는 순정만화가 등장하기 시작한 1950년대를 전

후한 시기이며, 두 번째는 1963~4년에 등장한 엄희자를 기점으로 구분한다. 엄희자는 이전 순정만화의 스토리를 따르면서 쇼

죠망가의 그림체를 본 따 순정만화의 조형미를 처음으로 선보였던 작가이다. 즉 연구자들은 엄희자를 기점으로 순정만화의 그

림 스타일이 변화한다는 데 동의한 것이다. 세 번째 시기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대체적으로 동인지인 <아홉 번째 신화>가

창간되었던 1980년대를 기점으로 한다. 오늘날 흔히 순정만화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이미지를 구축한 시기가 바로 1980년대

라는 점에서는 동의하는 것이다. 이 시기가 바로 순정만화의 장르적 성격이 확고해지는 기점이다. ‘순정만화’의 장르성이 지나

치게 일반화되어 있는 탓에, 이 세 시기의 순정만화가 각각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잘 드러나 있지 않다.

한편 순정만화의 초창기에 대한 논의들은 순정만화가 가족만화의 자장 안에 있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그

렇다면 일본의 쇼죠망가와 달리 한국의 순정만화는 왜 가족만화와 접목해야 했던 것일까. 이 의문에 앞서 선행되는 질문은 일

본의 영향을 받았다는 순정만화가 왜 한자어를 번역한 “소녀만화”가 아닌 “순정만화”라는 표제를 정착한 것인가이다. “쇼죠망

가”는 독자 대상을 표제화한 것이지만, 왜 한국 만화는 일본의 “쇼죠망가”를 “순정만화”라는 내용상의 의미로 고착한 것인가.

이는 일본의 쇼죠망가에 영향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이미 한국 내에 있던 어떤 정서가 “소녀”라는 집단이 호명되면서 마침 “순

정만화”라는 만화 장르로 교착된 것은 아닐까라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본고는 이러한 의문들을 풀어감으로써 순정만화의 계보를 잇는 데 있어 결절들 사이의 틈을 메우고자 한다. 이 논의는 그

러한 과정 중 서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1950~60년대 순정만화가 등장하기까지의 과정과, 매체적 지형 및 만화사의 흐름 속에

서 순정만화의 초기 형성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2. ‘순정’의 용례와 여성화 : 순정하라!

1950년대 ‘순정’이라는 표제는 만화에만 붙였던 것은 아니다. 만화에는 195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등장했고, ‘순정’과 ‘만화’

가 장르적 의미로 확고하게 교착된 것은 적어도 1970년대가 지나서 가능한 일이었다. 195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대중잡지들

은 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통속소설들을 게재하게 되는데, ‘순정소설’도 그 중 하나였다. 순정소설의 시작이 언제인지는

아직 정확한 사료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대게는 1950년대 초반을 그 시작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시기의 잡지들에서 순정소

설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잡지 《학원》 에 실린 순정소설 가운데 이봉구의 <창포 꽃 필 때면>(1954년 5월호)을 시작으로 이원수의 <그림 속의 나>(1954

년 6월), 한무숙의 <얼굴>(1954년 7월), 최정희의 <하얀 꽃 한송이>(1954년 8월) 등 1954년을 시작으로 1950년대 말까지 순

정소설은 꾸준히 게재되었다. 이선미는 대중잡지 《아리랑》의 명랑소설 분석을 통해 1955년 7월호에 염상섭이 자신의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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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첩장>을 ‘순정소설’로 명명한 데서 등장하기 시작한 이 장르가, 1956년 후반기에 번성하기 시작해 1957년과 1958년을 거치

면서 명랑소설과 거의 같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점차 명랑소설의 순정화, 순정소설의 에로티시즘화로의 변화 과정을 거친

다고 분석했다.3) 다른 매체에서도 ‘순정’에 관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아서 ‘순정’이라는 장르가 어떤 방식으로 대중예술의 장르

개념으로 고착되어 가는지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장에서는 ‘순정’이라는 장르가 생기기 이전부터 사용되

고 있었던 순정(純情)의 용례를 살펴보고, 그것이 만화사에서 장르적 개념으로 전이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동아일보》 기사에서 ‘순정’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純正, 純情이 가장 흔하게 발견된다. 純正은 순정철학(純正哲學), 순

정과학(純正科學), 순정미술(純正美術)과 같이 주로 학문이나 이론을 나타내는 단어 앞에 붙거나, “순정한 행동(純正한 行

動), 순정한 동기(純正한 動機)”4), “純正 리아리즘”5), “純正한 계통의 露西亞人”6) 처럼 “순수하고 올바른” 라는 의미로 사

용된다. 이 용례들의 쓰임에서 “純”이란 “아무런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결한 상태”로 봐도 무방하다. 여기에 “옳다, 바르

다”라는 “正”이라는 단어가 합성되어 “純正”은 그야말로 오염이 되지 않은 순수의 결정체를 의미하는 단어로 쓰였다. 이처

럼 “純”은 어떠한 티끌도 허락지 않는 순수함의 결정체로써의 의미를 지니며, 이는 감정을 내재한 언사로 사용된 “純情”에

서도 마찬가지의 의미를 지닌다. 

① 아아 감격에 넘치는 순간에는 사람은 능히 저편 쪽의 심리며 진심까지 귀신과 가티 꿰어드려다 볼 수가 잇는 것이다. A군은 C의 눈

에서 純情의 흐르는 것을 보앗다. 그것은 결코 뿌르조아의 자비심이 아니고 진정한 마음에서 나온 우애이었었다. (김동인, <純情

(우애편)>, 《동아일보》, 1930.1.24.) 

② 愛國의 純情을 善用하야 自求自活에의 一路邁進만을 기대 새해의 도소기분(屠蘇氣分)은 천부당 만부당이니 三千萬은 우리의 當

面路線을 냉엄히 파악할 것을 일언. (<횡설수설>, 《동아일보》, 1946.1.1.)

①의 김동인의 <순정(純情)>은 남자들의 우애를 그리고 있다. 졸업 후 자신만 취직을 못해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던 A군의

집에 부르주아인 C가 찾아와 물질적 도움을 베푼다. 이 C의 행동을 A는 처음에는 의심하지만 점차 자비심이 아닌 진정한 우

애에서 나오는 “순정”임을 깨닫는다. 

이러한 순정은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민족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감정의 소양으로 기획되기도 했다. 1934년 7월

24일 삼남 지방에 난 수재로 인해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고, 약 700여 명의 실종자와 부상자가 생겨났다. 23만 여 명은 수재로

인해 이재민이 되었다. 《동아일보》 는 그 해 연말까지 삼남 수재 관련 이재민 돕기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때 《동아일보》가 낸

기사에는 “순정”이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순정의 꽃>(이하 《동아일보》 , 1934.7.30.), <동심의 순정>(1934.7.30.)

<도문성경교생 눈물겨운 순정>(1934.8.26.), <여 교원들의 순정>(34.8.28) 등 신문은 삼남 수재민들에게 보내는 각지의 성금을 보

도하며 이들의 행위에 “순정”이라는 감정어를 덧씌우고 있다. 어린 아이부터 고등학생, 여교사할 것 없이 삼남 수재의 참담한 상황

에서 순정은 동정의 서사로 쓰인다. 즉 순정은 민족적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 가져야 하는 감정으로 상상되기도 했다. 

3) 이선미(2012), 명랑소설의 장르인식 - ‘오락’과 ‘(미국)문명’의 접점, 《한국어문학연구》제59집, pp.81~87

4) <중국에 대한 신차관단성립(2)>, 《동아일보》, 1920.5.24.1면. 

5) <희곡의 리얼리즘>,《동아일보》, 1936.4.12.7면. 

6) <露人의 정치와 유태인의 경제>, 《동아일보》, 1926.11.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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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순정’ 장르의 성립과 순정만화

이러한 순정의 쓰임을 가장 집약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②에서처럼 “愛國純情”이다. 애국순정은 해방과 전쟁 상황에서 특

수적으로 사용되었다. 해방 이후의 국가재건과 전쟁 상황 중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들이 애국순정의 마음으로 국가의

보존과 재건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애국순정은 식민지 조선에서는 식민지라는 특수적 상황으로 인해 쓰이지 못했지

만, 상상된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이라면 가져야할 감각으로 소비된 것은 해방 이후와 마찬가지다. 우애이든, 동정이든, 혹은

애국이든 간에 아무런 계산과 잡음이 없는 순수한 마음, 열정만으로 가득한 마음이 바로 순정이다. ①의 C가 가진 마음도 바

로 순정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순정이 문학 안으로 들어오면 그 순수성이 더욱 표백되어 발화된다. 그것이 바로 純情이다. 純情 역시 “순수

하다”는 범위에서 純正과 그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이 純情은 감정, 감각, 정서의 의미들을 내포한다. 감정이 개인

의 내면을 자각하고 풍경을 발견해야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는 곧 근대에 유입된 의미로 볼 수 있다.7) 

내면의 자각과 풍경의 발견이 순정과 만나는 지점은 문학이었다. 순정이 문학에서 사용되는 순간 청춘의 순정은 대부분 남

녀가 가지는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로 바뀌었다. ③은 코미디 프랑세즈에서 공연된 <크레노 교수>의 삼막극의 내용 중

일부다. <인형의 집>의 로라가 “헬머에게 순정을 희생하여 일군 집”이라든지, <사랑과 죄>의 “순영이 다운 순정이 슴이는 것

을 못깨다를 해춘이는 아니었다”(1927.12.15)는 등 1930년대 들어 문학에서 순정은 더욱 자주 쓰였다. 1930년대에 대중소설

이 양산되면서 1920년대에 발견된 연애는 점차 순정이라는 감정, 정서가 대체해 나가기 시작했다. 

③ 이 극의 내용은 “크레노”라는 장년교수, 그는 연애 경험도 없는데다가 眼病으로 失明에 가까운 불행에 빠젓다. 그러한 중에 “엘리

즈”라는 동리처녀가 난폭한 酒狂인 아버지에게 학대 받다가 드디어 이교수에게 청하려고 뛰어들어왔다. 그래서 교수는 이 처녀의

진실한 보호자가 되어주었다. 그러나 차차 교수는 엘리즈에게 연정을 품게되나 엘리즈에게는 벌써 마음으로의 젊은 청년애인이 있

었다. … 엘리즈는 이 늙은 교수의 순정에 연민을 느끼어 그대로 결혼생활을 계속하는 중 교수는 실명하고 말엇다. …교수는 쓸어

넘어진 엘리즈를 껴안고 이 여자의 죽음에서 비로소 자기는 이 엘리즈를 완전히 소유하게 되었다는 狂喜에서 막은 나려진다.…

(<불란서 극단풍경(3)>, 《동아일보》, 1934.2.9. 3면) 

④ …春情은 이미 황막한 풍경에 低流하얏거늘 이 가느다란 생명의 가지는 뉘몰래 먼저 열여듦 아가씨의 풋마음 같은 새빪안 순정의

봉오리를 아프게도 틀거니아 나의 심사는 고루하야 두더쥐 어찌 이 漂渺한 계절을 등지고서 호올로 가시길을 가랴는고! (유치진,

<북숭아 꽃>, 1934) 

그런데 이 순정이라는 어휘는 다소 ‘맹목적’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③의 엘리즈가 사랑하는 젊은 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늙은 교수와 결혼한 것은 교수의 순정에 연민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교수가 실명하자 엘리즈는 다시 흔들리고 그런

엘리즈를 잃을 위기에 처한 노교수는 자살소동을 벌이지만 오히려 엘리즈가 그 총을 빼앗아 자결하고 만다. 이때 노교수는 엘

리즈를 완전히 소유하게 된 것에 기뻐한다. <크레노 교수>의 평을 쓴 이서구는 노교수의 행위를 “狂喜”로 표현한다. 순수한 사

랑의 감정이 이후 광적인 집착으로까지 번진 것이겠지만, 순정의 서사는 주로 이렇게 맹목성을 동반하기도 한다. <인형의 집>

에서의 로라 역시 자신의 존재를 깨닫기 전까지, 그녀는 남편에게 헌신했다. 

이와 같이 순정이라는 어휘에 순수함, 순결함은 그 정도가 지나쳐서 때로는 맹목성, 광적인 사랑, 헌신을 불러오기도 한다.

7) 가라타니 고진(2005),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 민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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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대훈의 <순정해협>(<조광>, 1936년 1월~8월)은 식민지 시기의 ‘순정’의 의미를 집약해 보여준다. <순정해협>의 소희는 타

락해 부유한 영철을 택하거나 사생아를 낳기도 하지만, 준걸은 소희에 대해 변함없고 고귀한 순정을 보여준다. <순정해협>의

서문에서 함대훈은 “정이란 가장 높은 인생의 보물이외다. 더구나 그것이 틔없는 순정일진댄 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최고 최

귀의 것입니다. 나는 이 소설에서 참된 순정에서 다란한 인생행로를 걸어가는 남녀들의 모양을 그려보려 합니다.”(<조광>,

1936년 1월호, p.368)라고 언급했다. 소희의 타락에도 모든 것을 끌어안는 영철의 순정은 이 시대 청년들의 달뜬 연애의 표상

이었다. <순정해협>은 대중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얻으며 1937년 신경균 감독의 발성 영화로 제작되었다. <순정해협>의 성

공은 ‘순정’이라는 장르의 대중성, 통속성이 입증된 결과이기도 하다.8)

식민지 조선에서 순정은 주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의기를 나타내는 말이었다. 순수함과 의지/열정이 내포된 의미로 사용

되었다. 신문에서는 순정이 청춘만의 특권인양 발화되었다. ①에서처럼 남성들의 우정이기도 했고, <순정해협>의 영철처럼

남성들도 가지는 사랑의 감정이기도 했다. 이 시기에 이미 순정은 다른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들에 비해 감상성, 감수성을 더

농후하게 가지는 어휘였다. 게다가 ④에서 “열여듦 아가씨의 풋마음 같은 새빪안 순정의 봉오리”처럼 여성의 순정은 새빨간,

붉은, 홍조와 같은 색채 이미지와 연결되며, 부끄럼, 쑥스러움, 천진한 여성, 소녀들이 갖는 감정의 발로로 표현된다. 

그리고 이러한 순정은 청춘의 특권이기도 하지만 여성 잡지의 출간과 소녀의 호명, 소녀소설의 전개와 함께 점차 여성의 취

향, 성향으로 전유되어 간다. ‘소녀’는 고어사전에 등장하지 않고 1920년대 들어서서야 활발하게 쓰인 것으로 보아 근대에 유

입된 말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9) 1920년대에 호명된 소녀, 신여성, 모던 걸, 여학생, 기생은 여성잡지의 등장과 연애의 유행

과 함께 연애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통속적인 사랑 소설의 주인공이 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박숙자는 “센티멘털 하고

낭만성이 가득한 존재로 전치” 되는 근대의 소녀 표상은 가부장적 질서에 편입된 타자화 된 소녀라고 주장한다.10) 그로 인해

“소녀의 내면은 무가치하고 미성숙”하다는 편견을 주체의 판타지로 재현했을 뿐만 아니라, 소녀의 내면 속에도 각인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순정’이라는 장르의 소녀가 왜 가녀리고 연약하며 낭만적인 존재로 표상되었는지에 대해 약간의 해답을 제시해

준다. 소녀의 유약함이 순정과 조우해 남성의 판타지, 그리고 타자화 된 여성의 내면에 각인된 여성의 소녀 표상으로 점차 통

속화되면서 ‘순정’이라는 장르로 전개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특유의 관습과 감상성을 내재한 장르

로 고착되었다.

3. 아동 만화잡지 출간과 ‘순정만화’의 성립

해방 이후 잡지 출간이 줄을 이었다. 이들 잡지에는 만화가 게재되는데,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잡지에는 빠짐없이 만화

를 게재했다. 이미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어린이 만화가 한창 형성되었고, 신문 지면의 한 면을 “어린이면”으로 내줄 만큼 점

8) 김송의 <순정기>도 동일선상에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1943년 3월부터 <애정>이라는 제목으로 <야담>에 연재했던 것을 해방 이후인 1948년 단행본으로 출간하면서 <순정기>로

수정했다. 김송은 서문에서 “이 소설은 일제시대에 ‘애정’이란 제목으로 삼판까지 내었다. 이제 해방 판으로 내여 놓음에 있어, 가혹한 일제 검열로 본의 아닌 시사 묘사의 불쾌한 장면을

넣었던 대목을 삭정하고, 제목도 새롭게 순정기라고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남녀 간의 엇갈린 사랑 이야기가 주된 플롯이지만 거기에는 해방 직전 친일행위를 한 작가의 과오를 반성하

는 자기반성의 서사도 깔려 있다. 제목을 애정에서 순정으로 수정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9) 최배은(2014), 한국 근대 ‘소녀소설’의 ‘소녀’연구, 《아시아여성 연구》 제53권 2호, p.116

10) 박숙자(2007), 근대적 주체와 타자의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 《어문학》97집, p.26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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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아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었다. 1938년 중일전쟁을 기점으로 이러한 분위기가 위축되었지만, 해방을 맞이하면서 아동

관련 시장에 대한 관심이 다시 주목되었다. 1930년대에는 부모의 관심을 끌 만한 아동에 관한 정보 기사와 함께 아동만화가

신문 한 쪽에 게재되었던 것이, 해방 이후에는 아동만을 위한 본격적인 잡지로 출간이 이어지면서 아동을 위한 만화시장이 대

폭 확대되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소비시장이 이제 막 형성되려 했던 것이다. 특히 이것이 본격화 된 것은 1950년대의 아동

을 대상으로 한 만화잡지의 출간이었다.

현재 남아 있는 만화잡지가 많지 않아서 추정할 뿐이지만, 1956년 《만화세계》를 비롯하여 《만화왕》, 《만화학생》이 출간되었

으며, 《학원》을 간행한 학원사에서는 《만화학원》이라는 부록 형태의 만화잡지를 출간했다. 아동만화 시장은 어른을 대상으로

한 만화잡지의 성공을 목도한 이후 가능했겠지만, 어린이 만화잡지 역시 꽤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만화세계》의 사장인 김성

옥은 창간 1주년 기념 특대호에서 “흥미가 진진한 가운데 마음 양식을 습취할 수 있는 그림과 만화로 가득찬 잡지가 나온 것도

처음이오. 창간호가 매진 또 매진되어 3판까지 발간된 사실, 제 3호에 10만 부를 돌파한 사실 등은 한국 잡지계에 처음 있은

일이며 1년에 증간호를 6권이나 발간한 것은 세계 잡지계에도 볼 수 없는 일입니다.”며 자축했다. 판매부수는 다소 과장되었

겠지만 거듭 증간호를 냈다는 언급으로 보아 아동 만화잡지가 좋은 반응을 얻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이들 만화잡지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들 잡지의 표지가 유독 소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시기에 출간됐던 《국민학교 어린이》(1954년 12월호)가 남녀 학생을 표지 모델로 했던 것과 비교해도 이들 만화의 표지 모델이

유독 여자 어린이인 것은 특징적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잡지에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여자 어린이 두 명을 대상으로 한 기획

기사가 꾸준히 게재된다. 명랑사진소설 <어깨동무 행진곡>(《만화세계》, 1957.1)이나 순정사진소설에도 두 여자 어린이가 주

인공으로 등장한다. 현재 남아 있는 만화잡지를 표본으로 삼은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단언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만화

잡지들에서 여자 어린이를 독자로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 시기에 있었다는 점이다. 

엄희자 등장 이전의 만화잡지에는 이들 순정서사 이외에 소녀 취향의 만화나 동화를 싣기도 했다. 만화잡지의 대부분은 역

사 소재 만화, 활극, 명랑, 모험, 추리, 스포츠 등으로 채워졌지만, 소녀 독자를 의식한 읽을거리가 꾸준히 게재되었다. 대표적

으로 김학자의 동화시 <스멜 성의 공주>(《만화세계》, 1957.5), 임창의 <호상의 미인>(《만화학원》 미상), 양정의 소녀그림 이야

<그림 1> 《국민학교 어린이》 <그림 3> 《만화학생》 <그림 2> 《만화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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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동백 꽃 공주>(《만화세계》, 1958.4), 이송자의 <이웃집 소녀>(《만화학생》 1958.3) 등이 있다. 그런데 이들 만화의 그림체

가 순정서사의 삽화체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순정그림이야기 <언니를 찾아서>나 순정그림소설인 <우정의 골짜기>처럼 “순정”이라는 표제를 단 삽화는 동양적인 소녀의

이미지를 재현한다(그림 4). 오히려 김학자의 동화시 <스멜 성의 공주>(만화세계 1957.5), 임창의 <호상의 미인>(《만화학원》

미상), 양정의 <동백꽃 공주>와 같은 삽화와 만화가 이국적인 그림체에 가깝다(그림 5). 이 그림들은 디즈니나 일본 소녀만화

의 그림체와 닮아 있다. 사치스런 장식품으로 꾸며진 굵은 웨이브 머리, 갸름한 얼굴에 큰 눈과 오뚝한 코, 드레스를 입은 우

아한 여성의 이미지가 이들 삽화에 간간히 등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 작품은 주로 “성 안에 살고 있는 공주나 귀족 여성”

의 이야기를 그린다. 특히 임창의 <호수의 미인>은 데츠카 오사무의 <리본의 기사>와 그림 설정 및 그림체가 거의 유사하다. 

이는 1950년대에 순정만화가 가족서사를 고수할 때 소녀 취향 그림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즉 ‘순

정’이라는 표제를 단 이야기/소설이 한쪽에서 서사를 형성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일본 소녀만화의 그림체를 모방하는 삽

화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소녀 독자의 부상으로 소녀들의 특정한 취향을 주조할 서사와 이미지가 필요했고, 이것의 재현이 만

화 잡지라는 매체에 의해 실현된 것이다. 이 소녀 취향의 그림들은 순정만화 그림의 과도기적 형태였다. 후에 이런 그림체가

일본의 쇼죠망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서 훨씬 이상적인 그림체로 변화했고, 이것이 엄희자의 그림들로 탄생했다. 다만, 엄

희자 이후의 순정만화에도 한동안은 순정의 서사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리고 순정만화에서 초창기 순정서사는 점차 탈각되

고 쇼죠망가의 이야기로 대체되지만, 순정의 감성은 여전히 지속되었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한국적 순정만화의 성립이었다.

이처럼 1950년대 후반부터 기존의 남자 어린이 중심의 만화 독자의 대상을 여자 어린이까지 확대하고자 했던 잡지사의 노

력이 나타났으며, 지속되었다. 그 노력과 성과 중 하나가 바로 “순정만화”다. 1950년대 들어서 비로소 만화독자로 소녀가 발

견되었고, 소녀를 위한, 소녀만의 만화의 필요성이 부상했다. 만화잡지사는 그것을 1950년대 대중서사 가운데 “순정”의 표제

를 단 서사로부터 취했다. 여기에는 “순정”이라는 서사가 여성에게 적합한 것이라는 젠더 의미가 부여된 것이다. 식민지기에

남녀 모두의 순수한 감정의 발로를 ‘순정’으로 사용했던 것을 상기해보면, 순정은 여성성이라는 함의를 끼어 넣은 의미로 차츰

이동했다. 이것을 가장 먼저 보여준 매체는 아동 만화잡지였다. 결국 이성은 남성적인 것이고, 감정/감성은 여성적인 것이라

<그림 4> 김학자, <스멜 성의 공주> <그림 5> 순정 그림이야기 <언니를 찾아서>



는 사회적 구분이 작동된 것이 바로 이 시기의 “순정”이라는 단어다. 이것이 국가 재건 담론을 지나 근대화론을 거치면서 가부

장적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국가 이데올로기와 맞물려가면서 더욱 강력한 여성성을 부여받으며 여성 독자의 전유물로 확고

해진 것은 1980년을 즈음해서다.11) “순정” 안에 뒤섞여 있었던 혼종성을 거둬내고 장르적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었던 데에

는 바로 1980~90년대를 휩쓸었던 순정만화 붐 덕분이다. 

이처럼 순정만화는 만화잡지사들이 소녀를 독자 대상으로 삼으면서 매체 전략에 의해 그 성격을 다듬어갔다. 오늘날 우리

가 알고 있는 순정만화 속 사랑 이야기가 주된 서사가 되고 가녀린 여성의 이미지가 등장하는 것은 훨씬 뒤의 일이다. 초창기

순정만화는 “순정”이라는 표제가 대중서사 안으로 들어오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읽을거리의 하나로 아동잡지 내에 유입

되면서 형성되었다. 그런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에 “순정”은 사랑이 탈각된 상태의 의미만이 어린이 잡지에 남을 수

있었다. 이는 어린이의 “동심”과도 연결된다. 순수하고 어린이라면 누구나 가져야하는 “동심”의 상상은 이 시기에 “순정”으로

재현되었고, 그것이 가족서사의 한 장을 형성했다. 

4. 소녀소설의 연장으로서의 순정만화

1950년대 순정만화의 주된 내용은 가정의 결핍으로부터 오는 비극에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순정”이라는 장르를 본격적으로 게재했던 잡지인 《만화학생》과 《만화세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순정사진소설, 순정그림

얘기, 순정추리소설, 서부순정이야기, 순정그림소설 등 “순정”이라는 표제가 붙은 경우 그 내용은 부모의 부재나 경제적 궁핍

으로 인해 비극적인 처지에 놓인 소녀를 주인공으로 한다. 

<그날이 오면>은 무용가였던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한 아버지가 어머니를 내쫓으면서 비극이 시작된다. 어머니는 애주에게

자신의 무용 신발을 안겨주며 집을 떠나고 애주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낸다. <흰구름 가는 곳>의 선희는

그간 받았던 어머니의 차별과 구박이 자신이 입양된 고아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가출한다. <우정의 골짜기>의 혜순은 다

리를 저는 장애를 지녔고 아버지는 마차 운전을 한다. 동네에 새로 생긴 버스로 인해 혜순과 아버지는 놀림을 당하고 혜순은

자기 비하와 슬픔에 빠진다. <남매는 살아 있다>의 남매는 악당에게 부모를 잃고 각자 헤어져 오빠는 죽을 고비를 넘겼으나 새

로운 위기에 봉착하고, 여동생은 고모네 집에 맡겨졌으나 갖은 학대와 구박을 받고 있다.12) 

이들 작품은 부모의 부재, 그로 인해 고아가 되거나 경제적 궁핍을 겪으며 어렵게 살거나 신체적 결함으로 장애를 가진 소

녀가 등장한다. 그리고 그들이 위기를 겪으며 자기비하나 자기연민에 빠졌다가 조력자의 도움으로 위기가 해결되고, 권선징

악의 구도에 따라 이야기는 교훈을 전달하며 끝을 맺는다. 이때 조력자의 등장과 결말에 이르는 과정은 우연성이 남발한다. 이

러한 우연성, 자기연민과 비하는 “순정”만의 특징은 아니다. <지평선을 너머>의 수철 남매와 <엄마 찾아 삼만리>의 금준이와

같이 김종래의 만화뿐만 아니라, 역사를 소재로 한 만화 등 1950년대 만화에서 흔히 등장하는 이야기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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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례로 1980년을 전후한 시기에 만화를 읽은 남성 독자들은 순정만화는 철저히 여성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확고했으며, 순정만화를 읽는다는 것이 수치심을 주거나 놀림의 대상이

되는 일이었다는 경험을 종종 이야기하기도 한다. 간혹 그 당시 순정만화를 읽었다는 남성들은 자신의 독서행위가 철저히 은폐되어야 할 것이었으며, 그것을 2000년이 훨씬 지난 지

금에서야 “고백”할 수 있는 행위였다고 말하기도 한다.

12) “순정”이라는 표제는 붙어 있지 않지만 박임주의 <짧은 창살>은 왕이었던 아버지의 별세로 여왕이 된 공주의 이야기이다. 어느 날 나타난 기사의 기지로 여왕의 나라를 구하고 기사와

여왕은 결혼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1960년대로 넘어가면서 서서히 약화되기는 하지만 1950년대의 만화들이 대중성을 지탱할 수 있었던 주요한 이야기 구

조이기도 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특징이 가족만화와 초창기 순정만화에서 똑같이 등장한다는 근거를 들어 가족만화에서 순

정만화가 파생되었다고 단정한다. 가족만화의 대부분의 주인공이 소년이고, 소년의 대쌍으로 등장한 소녀를 위한 읽을거리로

순정만화가 파생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파생과정에서 어떻게 순정만화라는 명칭과 장르적 관습이 형성되었는가에 대한

논의는 없다. 또한 순정만화가 소녀가 독자로 호명되면서 등장하긴 했으나 가족만화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져 나왔다는 근거는

희박해 보인다.13)

오히려 아이들 독물로서 “순정”의 서사적 원류는 식민지 시기의 소녀소설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한국 순정만화의 서사가

일본 쇼죠망가와는 다른 방향에서 전개되었다는 것을 방증하기도 한다. 우선 이를 위해 식민지기에 등장했던 쇼죠망가에서부

터 살펴보자. 

일본의 쇼죠망가는 1930년대 즈음에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35년 <소녀구락부>에 게재된 크라카네 쇼스케의 <도리

짱의 만세(どりちゃん マンザイ)>와 1938년 <소녀의 벗(少女の友)>에 게재된 마츠모토 카츠지의 <빙글빙글 구루미짱> 등 중

일전쟁 이전에 소녀잡지가 활성화되면서 거기에 실었던 만화가 “쇼죠망가(少女漫畵)”라는 하나의 장르로 형성되었다. 여기에

1953년 긴 장편의 스토리를 입힌 것이 데츠카 오사무(手塚 治虫)의 <리본의 기사(リボンの騎士)>다. 

한국에서도 1920년대에 이미 소녀가 등장한 만화가 게재된 바 있다. 1929년 9월 13일부터 《동아일보》에 연재한 <말괄량이

박람회 구경>이 그것이다. 이 만화는 기쿠자와 라쿠텐이 1928년 11월 4일부터 <시사만화>에 연재한 <엉뚱한 하네코 양(とんだ

はね子嬢)>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엉뚱한 하네코 양>은 일본에서 처음으로 소녀가 만화에 등장한 것으로, 1년 후 식

민지 조선에서도 서구의 말괄량이 여성의 이미지들이 유입되면서 일본의 하네코 양과 같은 말괄량이의 캐릭터가 재현되었다. 

1920년대 신문은 신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성인용 코믹스를 게재하면서 자유연애와 서구식 가정생활을 강조하는 신여성의

<그림 6>
<엉뚱한 하네코 양(とんだはね子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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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950년대가 워낙 장르적 개념이 모호하고 혼종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가족만화라는 장르의 정체성이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시기적으로 가족 비극 서

사는 당시 대중 매체의 흔한 이야기 소재였다. 

<그림 7>
<말괄량이 박람회 구경>, 《동아일보》, 1929년



모습이 주된 소재였다. 다소 거친 듯한 신여성의 모습은 가부장적인 전통사회에서 서구식 근대적 사회를 지향하는 여성의 모

습으로 그려졌지만, 그 이면에는 신여성들을 우스꽝스럽게 풍자하면서 희화화할 대상에 불과했다. 결국 이들 만화는 가부장

적 질서를 내면화한 남성들의 시선에 의해 그려진 것일 뿐이었다. <말괄량이 박람회 구경>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신여성에

서 소녀로 바뀌었을 뿐, 서구에서 들여온 여성의 이미지인 “말괄량이”를 재현한 것일 뿐이다. 이 만화의 주체 또한 여성이 아

닌 남성이었다. 

일본의 <엉뚱한 하네코 양>이 소녀 잡지 창간과 더불어 “쇼죠망가”로 장르화 되고 있을 때, <말괄량이 박람회 구경>은 더 이

상 명맥을 유지하지 못했다. 1930년대 들어 신문과 잡지에는 아동만화가 연재되었지만, 이 “아동” 안에 소년과 소녀는 특별히

구분되지 않았다. 주인공들은 주로 소년들이었고 모험과 학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소녀는 소년의 주도 하에 그의 뒤를 쫓

는 부차적 인물에 불과했다. 따라서 <말괄량이 박람회 구경>에서 소녀의 재현은 뜻밖의 것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식민지기의

다른 매체에서도 소녀의 재현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식민지기에 소녀소설은 소녀를 대상독자로 하며, 주요 잡지에 등장하면서 소녀담론을 형성했다. 주로 《어린이》지나 《반도

소년》, 《신소년》, 《동아일보》, 《소년》 등에 “소녀소설”이라는 명칭으로 게재되었는데,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장르다. 그러나 일

본의 소녀소설은 부르주아 가정의 소녀 독자를 대상으로 창작되어 그들의 서구 취향 및 자유주의적 욕망을 반영하는 데 반해,

식민지 조선의 소녀소설은 가난한 소녀의 수난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다.14) 이 시기의 소녀소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소녀는 가련한 신분에 연약한 존재이다. 가족과 물질이 결핍된 소녀의 슬픔과 서러움을 그린다. 둘째, 소녀는 순응적이

고 감상적이며, 의존적인 성격을 지녔으며, 때로는 이러한 순응성이 자신을 위기에 빠뜨리기도 한다. 셋째, 수동적이고 소극

적인 소녀의 성격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머물러 있게 한다.15)

1929년의 <말괄량이 박람회 구경>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만화의 소녀는 상당히 밝고 활달한 말괄량이의 표상이다. 시

골에서 서울 구경 온 부녀가 근대화 된 문물을 처음 보면서 겪는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아버지는 시골촌부지만

말괄량이 소녀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부딪히는 자유로운 캐릭터이며, 천방지축이다. 이는 식민지 조선의 소녀소설은 물론

이거니와 그 외의 아동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생경한 소녀임에 틀림없다. 결국 <말괄량이 박람회 구경>의 소녀는 외부로부

터 유입된 이미지로, 일회적으로 소비되고 사라졌다. 

이와 같이 식민지 조선의 소녀소설은 일본의 소녀소설의 장르적 개념과는 다른 형태로 유통, 소비되었다. 게다가 조선의 소

녀소설의 특징이 소녀소설에만 드러나는 것도 아니다. 1930년대 신문의 어린지 지면에 게재된 동화에서도 흔히 등장하는 이

야기 구조이기도 하다. 즉 소녀소설만의 장르성을 획득하지도 못했다. 이는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소녀’와 ‘소녀소설’은 조선에

서는 그 대상을 찾지 못하고 표박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지녔기 때문이다. 결국 소녀가 주인공이지만 소녀를 위한 읽

을거리가 아니었던 만화 <말괄량이 길들이기>처럼, 소녀소설 역시 소녀를 대상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년과 소녀 모두가

읽는 독물이었을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 

식민지기의 소녀소설의 특징은 1950년대 가족만화에서 부분적으로 찾아볼 수 있지만, 초창기 순정만화에서 상당부분 일치

한다. 게다가 1950년대 대중매체에서 “순정”이라는 표제를 단 서사물이 이미 소비되고 있었다. 물론 이 “순정”의 서사물은 성

인잡지에서 유통된 사랑이야기였으나 어린이 잡지에 유입될 때는 순정의 의미망에서 사랑이 탈각된 상태로 사용되었고, 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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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최배은(2014), 앞의 논문, pp.119~120

15) 최배은(2014), 앞의 논문, pp.121~130



는 식민지기의 소녀소설 류의 어린이 독물에서 가져왔다. 기존의 연구자들이 말하는 가족만화에서 순정만화가 파생되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순정만화와 가족만화가 유사한 서사적 관습을 형성하며 착종되었다.

정파의 <흰구름 가는 곳>에서 선희를 구하려는 고아들의 마음은 “순정”으로 표현된다.16) 주로 친구들과의 우정, 어려운 처

지의 친구를 도와야하는 마음, 불의를 보면 참지 않는 정의로움, 협동심과 같은 주제로 교훈을 주는 이야기들이 순정그림소설,

순정소녀그림이야기, 순정사진소설 등의 표제를 달고 게재되었다. 이것은 식민지 시기의 어린이 독물(讀物)에서도 흔히 볼 수

있었던 이야기 구조다. 

첫째, 소녀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남매는 살아 있다>

와 같은 순정서부소설처럼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은 소녀가 주인공이다. 둘째, 소녀는 결핍을 지니며 그것을

채워줄 가족에 대한 열망이나 유사가족을 만들게 된다. 여

기에는 주로 신체적 장애와 전쟁으로 인한 가족의 해체와

파괴가 수반된다. 신체장애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서술은 없지만 전쟁 이후 소설들에서 흔히 나타났던 장애

모티프가 어린이 독물에서도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

나 어머니, 혹은 부모 역할을 했던 언니나 오빠의 부재는 그

리움을 낳게 된다. 부모 모두 부재한 경우에는 입양아가 느

끼는 서러움이 작품 전반부에 채워진다. 이들은 가출로 이

어져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 이내 이들을 환대해줄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된다. 혹은 고아원에서 협동심을 발휘해 서

로 위로하며 가족의 자리를 대신하면서 유사가족이 형성된다. ‘순정’의 서사에서 엿보이는 가족복원의 욕망은 이전의 어린이

독물(讀物)들에 비해 훨씬 강력한 서사를 형성한다. 

셋째, 이러한 서사를 지탱하고 있는 감성이 바로 신파성이다. 주로 자기연민과 자기 비하의 신파적 감성이 이들 서사의 저

변에 깔려 있다. 정파의 <흰구름 가는 곳>의 선희는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신세를 처량하게 느낀다. 가출 후

들어간 고아원에서도 갖은 고초를 겪던 선희는 자신을 구출하러 온 경찰을 보고 가출아동을 잡으러 온 것으로 착각해 도망다

닌다. 통행금지 시간에 광화문 네거리를 방황하는 선희는 어느 집을 바라보며 “이 집 사람들은 따뜻한 잠자리에서 포근히 잠

들고 있겠지? … 선희는 이런 생각이 들며 울컥 울음이 복받쳐왔습니다. 가련한 제 신세가 새삼스럽게 불쌍해졌습니다. 왜 나

는 남들이 잠자는 밤에 홀로 이런 곳에서 떨고 있어야 하나”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한다. 결국 선희는 죽고 싶다는 생각에 이른

다. 선희의 자살결심은 세 페이지에 걸쳐 서술되는데, “죽자”는 결심 이후의 자기 연민과 서러움이 서술되어 있다. “죽자”는 결

심에서 급기야 한강철교에서 처량하게 우는 모습은 자기 처지에 대한 비하와 연민이 절정으로 치달아 독자의 감성이 폭발하도

록 유도되어 있다. 

이러한 감성이 순정 장르에는 끊임없이 서사화 된다. 1963년 엄희자가 일본 쇼죠망가 풍의 조형미를 앞세운 순정만화를 출

간했지만, 서사는 여전히 초창기의 순정만화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감성은 1960년대 들어 만화검열이 강화되면서 “순정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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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정파(1957), <흰구름 가는 곳>, 《만화세계》5월호, p.245

<그림 8>
정파, 순정그림소설 <흰구름 가는 곳> 6회, 《만화세계》, 19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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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없애야 할 폐단”이 되기도 했지만, 그만큼 순정만화를 떠받치고 있던 주요한 감성구조임엔 틀림없다. 

이처럼 1950년대에 등장한 순정만화라는 장르 역시 일본의 소녀소설이나 쇼죠망가에서 재현한 소녀의 이미지와는 다르다.

이는 순정이라는 장르가 한국적 정서에 기반하여 먼저 성립되어 있었고, 이것이 1950년대와 1960년대까지 소비되다가 일본의

쇼죠망가와 접목하면서 오늘날의 순정만화의 개념으로 변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순정만화가 일본 쇼죠망가에서 영향을 받았

다고 봄으로써 원류부터 무조건적인 영향관계를 설정하는 것보다는, 순정이라는 한국적 장르의 성립, 혹은 순정의 서사적 관

습의 형성을 먼저 고려하는 편이 타당하다고 본다.

5. 결론

만화연구사에서 현재까지 발견된 순정만화 중에서 가장 오래된 작품은 한성학의 《영원한 종》으로 추정되고 있다.17) 이 작품

을 시작으로 권영섭의 <오손이 도손이>(1960.1), <울 밑에 선 봉선이>(1960.7) 등의 단행본이 제작되었으며, 순정만화가 1차

변곡점을 맞이한 시기를 엄희자의 등장 전후로 나누고 있다. 1960년대 엄희자의 등장으로 오늘날 순정만화에서 두드러지는

조형적 특징이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엄희자 이전의 순정만화는 소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지만 동그란 얼굴과 3~4등신의 귀

여운 캐릭터는 다른 장르의 만화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엄희자 이후 순정만화의 주인공들은 별이 반짝거리는 커다란 눈

동자에 8등신의 인형 같은 캐릭터로 변화했다.18)

엄희자 이후의 순정만화는 조형적 특징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특성은 여전히 유지되었다. 서사적 관습과 인물의 성

격이 바로 그것이다. 1960년대 순정만화의 서사와 인물은 정파의 순정소설류와 다를 바 없다. 흔히들 순정만화는 일본의 쇼죠

망가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말한다. 마치 이것이 명문화되어 순정만화가 온전히 쇼죠망가로부터 탄생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

오기도 한다. 그 영향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순정만화라는 큰 스펙트럼을 지나치게 압축해버리는 것은 아닌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순정만화라는 표제에서부터 논의를 출발했다. 영향을 받았다고 전제한다면, 왜 ‘소녀만화’가 아닌 ‘순정만화’인

가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순정”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추출해 보았으며,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순정

만화로 전유되었는지를 고찰했다. “순정”이라는 단어가 감상적이고 감정을 드러내는 어휘로 사용되고, 이후에 감상/감정이 여성

의 전유물로 구분되면서 여성성을 함의하게 된다. 이는 순정만화가 유독 여성들이 읽는 전유물로 굳어지는 계기를 설명해준다. 

만화사에서 소녀를 독자로 대상화한 것은 1950년대 중반이 지나서야 가능했다. 다른 매체에 비해 늦은 출발이었지만 소녀

독자를 위한 읽을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매체는 기민하게 대처했다. 그동안 특별히 소녀를 위한 만화가 없었던 바탕에서 소녀

의 취향을 재현해야 했다.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작업이었다. 이에 따라 매체는 크게 두 가지의 전략을 내세웠다.

잡지사들은 소녀가 이상화할 만한 아름답고 우아한 공주풍의 그림을 보여주며 새로운 조형적 미의 세계를 추구했으며, 다른

한 편으로는 식민지 시기부터 이어져온 소녀소설의 서사관습과 인물의 성격을 “순정”이라는 표제 아래 읽을거리로 제시한 것

17) 손상익은 한성학의 《영원한 종》의 앞뒤 표지가 뜯겨나가 정확한 출판연도는 알 수 없지만, 목차 아랫부분에 작은 글씨로 “1957년 4월 20일 完”이라고 쓰여 있는 것으로 미루어 1957년

발표된 작품으로 추정하고 있다. 손상익(1998), 《한국만화통사 하》, 시공사, p.40

18) 소원(2008), 작가론, 《한국만화 걸작선 ⑨ 엄희자컬렉션》, 부천만화정보센터,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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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사실 소녀소설의 서사관습은 당시 김종래와 같은 작가의 작품군 속에서도 구현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정”이라는

표제를 달며 굳이 김종래의 작품군과 구별 짓기를 시도한 것은 소녀 독자를 상상했다는 것이 자명하다. 그렇기에 소녀의 취향

이 드러나는 장르적 개념으로 “순정”이 만화와 교착되어 순정만화로 표지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동 만화잡지에 게재된 만화에는 독자들이 보내온 문구가 게재되어 있다. 일종의 독자후기로 보아도 무방한데, 작품

에 대한 감상과 바람이 소속과 학생의 이름과 함께 게재되어 있다.19) 순정그림소설인 <흰구름 가는 곳>에 게재된 문구들을 살

펴보면 남학생으로 추정되는 이름들을 발견할 수 있다.20)  이는 “순정”의 표지를 달았지만 남녀 학생 모두가 읽었을 것으로 짐

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즉 순정만화는 남학생 독자가 여전히 우월한 가운데 가족(의 비극)서사에 익숙한 독자들까지 포섭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순정”의 서사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것이 온전히 소녀독자를 위한 읽을거리가 되기 위해

서는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했다. 그러나 순정만화가 여성만화의 표상이 되는 순간, 그것은 또 다른 정치적 의미를 담지하고 있

다는 것을 염두해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여성독자의 등장만큼이나 여성 작가가 만화계 주류로 편입할 수 있었던 계기를 만

든 것이 순정만화였다는 점에서 순정만화를 둘러싼 만화계 내외부의 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후속연구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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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홉 번째의 신화》 (1985~1987년) 동인지 이전의 한국 순정만화의 한계 상황

한국은 유교사상으로 인해 가부장제 중심의 남성 지배 문화적인 성향이 강했기에 과거 여성의 사회문화적 활동에 대한 인

식과 기록은 많지 않다. 게다가 근대 일제식민지시대에는 문화 말살정책으로 한국의 대중문화는 종속적인 식민정치에 의해 정

신·물질적 착취가 자행되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서구보다 늦게 순정만화 장르가 1950년대 하반기에 시작해서 1960년대에 등장했다. 해방 이후 잡지만

화가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작품들이 쏟아졌고 여성만화가들이 등장했으나 지금처럼 확실한 장르 구분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

다. 다만, 수많은 장르 만화 중‘어린 여자아이 취향의 만화’정도로 치부되었다.

1960년대 한국 여성만화를 대표하는 엄희자는 우리나라 초창기 ‘순정만화’의 그림체를 완성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엄희자

는 그때까지의 순정체의 과장된 그림보다 오히려 삽화체의 그림을 보여준다. 초기의 엄희자의 주인공들은 조원기의 주인공 뾰

족코와는 전혀 달랐고, 또 다른 여성 순정만화가들의 크고 예쁜 눈의 인형 같은 분위기가 아닌 평범한 삽화체의 소녀들이었다.

남자주인공 캐릭터 역시 과장되지 않은 삽화체의 평범한 스타일이었고 깔끔했다. 순정만화의 인기는 매우 높았지만, 만화책

에 대한 엄격한 심의, 출판사의 독과점, 만화와 작가에 대한 낮은 인식 등에 의해서 만화문화는 소년만화 중심으로 흘러갔다.1)

그리고 1960~1970년대는 일본 소녀만화의 모작도 많이 이루어졌다. 그 당시 일본만화의 해적판 만화가 유입되었고, 만화

계는 해적판 만화를 교과서로 삼아서 작품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해적판 일본 소녀만화는 한국 순정만화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후 순정만화는 로맨스 플롯이 더해지면서 장식적인 그림체에, 미형적인 캐릭터가 등장하며, 소녀취향의 문화로서

확실하게 자리 잡기 시작한다. 당시 여성만화가들의 활동으로 일본 쇼죠망가(しょうじょまんが, 소녀만화)의 영향을 받으면

서 한국적 순정만화의 그림체와 독특한 연출들이 나왔다. 이것이 하나의 장르 코드로 작용하여 오랫동안‘순정만화’의 이미지

맵을 형성하였다.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유미주의적이고 장식적인 순정만화의 특징이 이 시기에 확립되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5.16 군사쿠데타 이후 자율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만화 심의가 시작되면서 정치적인 요인으로 창작활동이 약화

되었으며, 약 7여 년 정도 창작 순정만화가 만들어지지 못했다. 만화가와 출판사의 손익계산에 의하여 창작보다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모작을 택했고 창작 풍토가 열악해졌던 것이다.2) 이는 소년만화에 비해 소녀만화에 대한 심의 기준이 더 까다로웠

기 때문도 있었다. 그 후로 순정만화를 그리는 남성작가들은 사라지고, 70년대 전반까지 대부분의 여성만화 작가들이 명랑만

화와 같은 만화를 그리거나 심의에 걸리지 않는 내용으로 작품을 창작하였다. 이처럼 1970년대 하반기에 과도한 검열과 출판

사 독점으로 작품의 질적 하락으로 순정만화의 인기와 정체성은 추락하게 된다.

한상정(2009)은 1950년대 하반기에서 1970년대 중반기까지의 순정만화의 내용적·형식적 특성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나

누고 있다. 첫 번째, 작은 소녀가 서술자이고 가족적 문제에 집중하며, 그림체는 단순하며 한국적으로도 보이고, 연출도 단순

한 양식이다. 두 번째, 이야기 구조는 첫 번째 보다는 좀 더 큰 소녀들이 현실의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친구들이나 주변의

언니들과의 관계에 집중하거나, 또는 헤어진 친가족(특히 어머니나 아버지)을 되찾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전통 스타일로는‘공

주’들이 많이 등장하고, 현대물로는 피아노나 스키, 승마, 외국 등 부유한 배경이 등장한다. 시각적으로 소녀들의 얼굴과 신체,

패션의 묘사가 화려해지며, 눈과 키가 커지면서 만화 배경에 특유의 장식들을 지니고 포즈를 잡고 있는 칸들이 자주 등장한다.3)

여기까지가 한국 순정만화 1,2세대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만화라는 개념조차 분명하게 정의되지 않았던 시대였기

에‘순정(純情)’이라는 개념이 논의되면서 그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인지 한국에서 순정만화는 오랜 시간 동안

그 개념과 범주의 모호성으로 불확실한 마이너 문화로서 인지되고 있었다. 

1) 정보영(2005), 한국 여성만화의 발전과제 고찰,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54. 재정리

2) 노수인(1999), 한국 순정만화와 일본 소녀만화와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49

3) 한상정(2009), 그녀들의 세계: 순정이기엔 상당히 다채로운, 《만화, 한국만화 100년 기념》도록,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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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홉 번째의 신화》 동인지의 의미론

1980년대 중반 만화 동호회 ‘나인’4)의 아홉 명의 여성만화가들을 중심으로 한국 순정만화의 발전과 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

하는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 운동은 앞서 단락에서 언급된 한국 순정만화 1,2세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노력들

이 역력하였다. 이들의 노력은 한국적 스타일의 순정만화 그림체 찾기, 소재 및 주제의 다양성을 통해서 보다 더 많은 독자층

확보, 만화 창작 풍토의 활성화 등 어렵지만 꼭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한다.

연구자는 《아홉 번째의 신화》동인지의 의미론을 다섯 가지로 정리한다. 첫 번째, 당시대적 새로운 만화 영토를 찾으려는 운

동 전개의 가치로서 순정만화 잡지시대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두 번째로 소재와 이야기의 변화 및 확대, 세 번째로 순정만화

장르에서 리얼리즘 캐릭터의 시도, 네 번째로 황미나, 김혜린, 신일숙 등의 한국의 대표적 여성만화가의 발견과 개성 있는 신

인여성만화가 발굴, 다섯 번째로 팬덤층의 인식 변화와 확대(확보)를 들 수 있다. (<표 1> 참조) 

1) 순정만화 잡지시대의 견인차 역할

《아홉 번째의 신화》가 만들어지기 전에 순정만화의 그림체와 작품성 등에 대하여 비판이 많았다. 

“제가 볼 때 소녀만화의 문제점은 대별해서 2~3가지라고 봐요. 첫째, 스토리 구성이나 연출이 좀 빈약하고, 둘째, 그 빈약

함으로 인해 스토리가 늘어지고 스피드감이 없어요. 셋째는, 너무 인간적인 냄새, 삶의 냄새가 결여되어 있어요. 왜 꼭 예쁘

기만 해야 되고 화려해야 되고, 공허하고 구구절절한 미사여구가 그렇게 많아야 하죠?(웃음) 정말로 아름답고 감동적인 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공감할 수 있는 컷, 배열, 군더더기가 없는 완벽한 연출, 전체적 일관성, 간결하면서도 함축성 있는 대

사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바라는 것은 좀 더 인간의 냄새, 삶의 냄새가 느껴지는 현실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줬으면 하는 겁니다.” ~ 김수정 인터뷰 중, 《아홉 번째의 신화》1호, p.20

그러나 황미나는 순정만화작가들도 만화 출판사의 횡포나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 같은 외부 제약 없이, 하고 싶은 작

품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지면이 있으면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였다. 1984년 순정만화동호회 PAC가 결

성되어 커뮤니티 활동이 시작되었고, 1985년 아홉 명의 현업 여성만화가들이 ‘나인’이라는 동인을 만들어 《아홉 번째의 신화》

동인지를 만들게 되었다.5)

<표 1>의 《아홉 번째의 신화》 동인지의 구성 내용을 보면 ‘여성만화잡지’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시도이었으며, 다양한 만화문

화를 포용하고 책의 색깔을 드러내기 위해서 실험적인 방법도 모색하였다. 동인지였던 《아홉 번째의 신화》는 한국 여성만화잡

지 시스템이 시작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주었다. 작가들의 단편만화 외에도 1~3호에 거쳐서 유명 작가의 인터뷰 기사, 신

인만화 공모 및 수상작, 만화평론 및 기획기사, 문화적 이슈, 만화작법 강좌 등을 게재함으로써 동인지 이상의 전문 만화잡지

시스템의 틀을 제시하였다. 그리고《아홉 번째의 신화》는 이전의 순정만화 주요 독자 대상이었던 소녀 대상만이 아닌 다양한

문화와 문학적 접근으로 20대 이상 여성의 문화적 취향을 반영하고 공유하고자 노력하였다. 

4) “저희 ‘나인’은 만화에 대한 사랑과 의욕을 가지고 보다 나은 만화 세계를 꿈꾸면서 모인 만화 동호회입니다.” ~ 1권 김수정 작가 인터뷰 중 ‘나인’ 편집자가 언급한 말, p.20. 

5) 백정숙(1996), 성인여성의 꿈을 찾아 나선 황미나,《한국만화의 모험가들》, 열화당, p.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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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당시대적 새로운 만화 영토를 찾으려는 운동 전개의 가치는 한국 순정만화 전문잡지 탄생과 순정만화 황금기의 신

호탄으로 연결된다. 동호회 ‘나인’은 회원 자비로 동인지 1,2호를 인쇄하여 무료 배포하였고, 이후 입소문으로 순정만화 마니

아들에게 점차 알려지게 되자, 3호는 발행 부수의 증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 해결을 위해서 출판사에서 제작비를 부담하고 위

탁 판매하는 형식으로 바꿨다. 1987년 11월 《아홉 번째의 신화》동인지 3호가 마지막으로 출간된 이후, 한국 최초의 풀 순정만

화 잡지 《르네상스》가 1988년 11월 창간되었다.6) 《르네상스》창간호에 작품이 실린 작가들 다수가 《아홉 번째의 신화》에서 활

동했던 작가였고,7) 이 동인지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작가들이 이어져 창간되는 월간 순정만화잡지에서 활동했다. 《아홉 번째의

6) 1970년, 1980년대 잡지에 순정만화가 연재되기는 했지만, 순정만화 중심의 만화잡지는 아니었다.

<표 1> 《아홉 번째의 신화》 1,2,3호 동인지 구성 내용 

1호

1985년 9월 발행 / 258p

표지 일러스트: 황미나

■ 프롤로그 : 일러스트 김혜린

■ 목차 일러스트 : 이정애

■ 단편만화

<愛> / 신일숙 3

<행복> / 황선나 40

<F~랩소디> / 김진 60

<빌리> / 이정애 68

<그대를 위한 방문자:어느 소설가의 체험에서>

/ 김혜린 121

<엘레노아> / 서정희 172

<환절기> / 유승희 189

<의미 없는 탈출> / 이명신 204

<당신에게 드리는 메시지> / 황미나 224

■ 창간 특집 인터뷰

이현세 씨 115

김수정 씨 119

■ 특별기획

자유기고 만화평론 - 한국만화의 현주소와 

그 전망 / 김미자 200

■ 로맨틱·일러스트

<나인은 사랑하고 있다> / 이명신 39

■ ART 살롱 256

■ 나인 소개

~ 신인원고 모집

~ 나인회원 모집

~ 만화평론 모집

~ 편집후기 258

2호

1986년 12월 발행 / 304p

표지 일러스트: 김혜린

■ 목차 일러스트 : 황미나

■ 로맨틱·일러스트

유승희 그림 2

이정애 그림 156

■ 단편만화

<P선생의 똥싼바지> / 이정애 3

<하얀 모자> / 서정희 25

<장미의 계단> / 유승희 48

<영웅> / 황선나 85

<카인의 계곡> / 황미나 98

<A.P.T> / 이명신 157

<히스꽃 필 때에는> / 김혜린 186

■ 카툰 ART / 고상한 78

■ 자유기고란 “습관” / 박흥용(만화가) - 

‘껍질깨기’로 내 ‘화풍’만은 있다! 82

■ 특별기획취재 -“한국적 만화를 생각해 본다”

/ 취재 및 정리 황선나, 이정애 148

■ 나인 안내 220

■ ART 살롱 221

~ 음악 “열정과 한숨의 Korean Rock” 

/ 황선나

- 문학 “램프 아래의 나그네들” / 김혜린

- 영화 “명화의 향기” / 서정희

- 미술 “그들이 남기고 간 빛의 여인들” / 

이명신

■ 신인원고 총평 229

■ 제1회 신인원고모집 당선작

- 대상 <창세기> / 김미림 234

- 우수상 <마음의 십자가> / 이은희 268

■ 나인 앙케이트 298

■ 입회하면서 한마디 / 고상한 303

3호

1987년 11월 발행 / 346p / 정가 2500원

표지 일러스트: 김미상

■ 단편만화 & 카툰

<우리들의 성모님> / 김혜린 10

<마지막 데이트> / 이명신 35

<수상한 아이> / 김미상 70

<해빙> / 황선나 101

<새> / 유승희 140

<사과 한 개> / 황미나 172

<시퀀스 카툰> / 고상한 206

<꿈> / 서정희 227

<얼룩> / 이정애 260

■ 만화사 탐색 기획

“현역 만화가들의 말하는 추억 속의 만화들” 

/ 이현세, 허영만, 김철호, 장태산 90

■ 초대작가 이색코너

- 소설가 이제하의 “시와 카툰:성형시집”96

■ 나인 설문조사 결과발표

- 요즘 만화 ~ “독자에게 물어보라!” 

/ 설문조사 결과발표 152

- 입회문 / 김미상 171

- 만화평론 ~ “전환의 국면과 여성만화” 

/ 최열 199

- 자유기고 ~ “일기산책” / 이희재 203

■ 권말부록

- 제2회 신인원고 모집 결과발표 277

- 제2회 신인원고모집 당선작

- 우수상(대상은 해당작 없음)

- <지난여름의 연가> / 서정아 283

- <나인 대하 기획 시리즈 / 만화작법 연구

(1)> 315

- 나인 안내 314

~ 편집후기 344



37만화포럼 칸 2015

03 : 《아홉 번째의 신화》의 의의 _ 한국 순정만화의 발전과 변화를 모색했던 동인지

신화》동인지에서 활동했던 황미나, 김혜린, 신일숙, 김진 등이 여성 팬들의 커다란 지지를 받으며 한국 순정만화의 제3세대

대표적인 작가들로 인정받게 된다. 이후 《로망스》, 《댕기》 등 순정만화잡지가 연이어 창간되어 순정만화잡지 시스템이 활성화

되고, 상당 분량의 장편 순정만화들을 탄생시켰다. 이때부터 약 10년간을 한국 순정만화의 황금기라고 일컫는다.

2) 소재와 이야기의 변화 및 확대

《아홉 번째의 신화》 이전의 순정만화의 다양하지 못한 소재와 패턴화 된 이야기는 남성 중심의 지배 이데올로기 속에서 ‘여

성’의 문화를 논의하는 데 많은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 점은 각 나라의 사회문화적 토대, 역사적 관점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초기의 순정만화는 여성문화의 토대가 마련되지 않았던 시점에서 시작되었으므로 남성에 의하여 창작이 되었고, 그 문화 속

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그 후에는 대중과 소통하는 것이 아닌 소수의 언더그라운드 만화에 둥지를 틀게 되

었던 관계로, 그 주제와 내용 등이 대중성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대중문화 속에서 독자적으로 장르화 되지 못

했던 것이다.

하지만 《아홉 번째의 신화》는 만화 동호회 ‘나인’이 만든 무료 배포 동인지였기 때문에 이 동인지에 참여하는 현업 작가들과

신인작가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소재와 이야기를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었다.8)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때까지 마이너 문화였기

에 가능한 성적 애정 표현과 남녀의 성적 정체성과 사회, 문화적 주제의식에 대한 정치적 입장 표명도 표현할 수 있었다. 그러

기에 당시 일반화 되어 있는 만화보다는 작가주의적인 실험성 있는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할 수 있었다. 

사례를 살려보자면, 《아홉 번째의 신화》 1호에 게재되었던 신일숙의 <애(愛)>는 서구적인 순정만화 스타일에 신라시대 김유

신과 천관녀의 설화를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각색한 단편만화이다. 스타일과 이야기 구성 방식은 기존 일본 소녀만화의 영향

의 흔적이 있지만, 소재 차원에서 한국의 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이 매우 독특하다. 같은 호의 서정희의 <엘레노아>는 이

전 순정만화의 그림체와 만화 문법을 지향하고 있지만, 소재는 근친상간으로 누이와 결혼해야 하는 남동생의 이야기이다. 이

명신의 <의미 없는 탈출>은 고아원에서 탈출하여 유흥업소를 전전긍긍하는 두 소녀가 자살을 시도하려는 찰나의 순간에 삶의

희망을 깨닫고 죽음 직전에서 삶을 선택하는 이야기이다. 

“아무리 썩은 냄새만 날지라도 나는… 나야… 그런 나일수록 더욱더 아껴주고 사랑해 주어야해… 도망치거나 버려서는 안

돼는 거야…” ~ 이명신의 <의미 없는 탈출> 클라이맥스 대사 중

《아홉 번째의 신화》 2호에서는 유승희 <장미의 계단>에서 화가의 초현실주의적인 심리상태를 표현한 실험적인 작품이며, 황

선나의 <영웅>은 록 가수를 소재로 음악의 희열, 무대 뒤 허무함 등을 표현하여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언만

화 형식으로 제작하였다. 같은 호에 게재된 이명신의 <A.P.T>는 공포 스릴러 장르의 시도로 짜임새 있는 연출이 매우 놀랍다. 

《아홉 번째의 신화》 3호에서는 김미상의 <수상한 아이>는 곤충이 된 사람을 소재로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리고

7) 《르네상스》창간호에 작품이 실린 《아홉 번째의 신화》 활동 작가들은 고상한, 김진, 김혜린, 신일숙, 황미나, 황선나 여섯 사람이다. 김소원(2014), 순정만화에서의 리얼리즘 경향성에

대해: 《아홉 번째의 신화》와 김혜린, 그리고 황미나 작품을 중심으로, 2014년 경남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학술행사 자료집, p.20.

8) 1, 2호 표지에는 ‘이 책은 만화인을 위한 비매품입니다’라는 문구를 적었고, 동인지 맨 뒷장 편집 후기 하단에 ‘이 책은 순수창작집이며 비매품입니다’라는 문구를 넣어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고상한의 카툰은 2호와 3호에서 연재되었는데, 다양한 실험 카툰 형식을 선보였다.

《아홉 번째의 신화》 1~3호를 거쳐서 작가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소재와 이야기를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

되니 소재와 주제, 이야기가 다양해지고 확대되었다. 소재와 이야기가 확대되니 독자층 또한 소녀에서 여성으로 확대되었고,

독자 대상이 확대되니 재미와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훨씬 다양해질 수 있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점차 소녀를 넘어 여성만화의 성격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꾸준히 발표되었고, 대중에게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여성만화가가 작품성을 가지고 독자층과 긴밀한 연계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신하게 되었다.

3) 순정만화 장르에서 리얼리즘 캐릭터의 시도

김소원(2014)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면서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리얼리즘과 과장된 그림체의 사랑

이야기인 순정만화는 어울리지 않는 조합으로 순정만화와 리얼리즘을 연결시키기는 어렵다고 언급하면서도, 《아홉 번째의 신

<그림 1> 신일숙, <애> <그림 1> 황선나, <행복><그림 1> 이정애, <빌리>

<그림 2> 유승희, <장미의 계단> <그림 2> 김미상, <수상한 아이> <그림 2> 이명신, <A.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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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일부 작가의 작품 경향이 리얼리즘을 추구한다고 논의하였다.9)

《아홉 번째의 신화》 에서 활동했던 작가 중 한국 순정만화 2세대와 3세대를 거치는 작가인 황미나는 이전의 여성작가가 도

전하지 않았던 다양한 장르와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작품을 꾸준히 발표하였다.

황미나는 사랑이야기에 과다하게 의존하던 순정만화의 분위기를 바꾸려는 노력을 주인공의 애정관계보다 서사성을 강조하

거나 배경에만 머물렀던 역사에 천작하고, 인간의 본성 구현에 매달렸으며, 현실의 모순에 대해 언급하려고 하였다.10)

또한 김혜린은 대하 서사 장르의 작품들을 주로 창작하여 여성작가의 활동 영역을 확장하였고, 《아홉 번째의 신화》에서 보

여주었던 사회적 문제의식들을 토대로 대하 서사만화를 그려, 삶과 사랑, 혁명 등을 주제로 현실적인 문제의식에 대한 깊이 있

는 해석을 만화로 선보였다.

《아홉 번째의 신화》 1~3호를 거쳐서 황미나, 김혜린은 점차적으로 순정만화 장르에서 리얼리즘 캐릭터를 구축하려는 변화

의 과정을 보여준다.

황미나는 《아홉 번째의 신화》 1호에서 선보였던 <당신에게 드리는 메시지>는 작가의 이전 작품대로의 서구적인 캐릭터와

배경을 그렸지만, 2호부터는 한국적 캐릭터와 배경을 주제로 하였다. 더욱이 소재와 내용도 한국의 현실을 반영하고 문제의식

을 도출하는 사실적인 캐릭터들이 주인공이다. 2호의 <카인의 계곡>은 1호와는 다르게 한국적 캐릭터에 한국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들추며, 불우한 유년으로 인해 겪는 트라우마를 가진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순정만화의 리얼리즘 표현에

대한 실험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3호에 게재되었던 <사과 한 개>는 순정만화와 리얼리즘 연결의 가능성과 완성도를 증명하였다. <사과 한 개>는 단

편만화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이야기 전개의 페이지 한계가 있지만, 반영하고자 했던 현실 문제에 대한 주제의식들을 진솔하게

잘 표현했다.

김혜린은 《아홉 번째의 신화》 1호 <그대를 위한 방문자>에서 주인공 화자의 내면적인 의식의 흐름에 관한 스토리를 전개했

는데, 소설가인 주인공이 내면세계와 현실과의 괴리에서 오는 회의감과 고통 등을 표현하여 실험적인 만화를 선보였다.

9) 김소원(2014), 순정만화에서의 리얼리즘 경향성에 대해 : 《아홉 번째의 신화》와 김혜린, 그리고 황미나 작품을 중심으로, 2014년 경남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학술행사 자료집, p.16.

10) 노수인(1999), 앞의 논문, p.34

<그림 3> 황미나, <카인의 계곡> <그림 3> 황미나, <사과 한 개><그림 3> 황미나, <사과 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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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인간은 누구나 다 나름대로의 내면세계를 가지고 있지요. 존재의 존재. 자아. 즉, 영혼의 핵심. 그 핵심과의 연애가

진정한 자기성찰이자 삶의 의지입니다. 당신은 진정 자신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양심과 이상과 태어남을… 아니면

벌써 그들을 죽여 버렸습니까? 언젠가 당신이 몹시 지치고 외로울 때 그 애인은 당신의 방문을 노크해 줄까요? 그럴 만큼

당신은 살고 있습니까? 고뇌하며 아파하며 사랑하며 열심히… 당신의 시대, 인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 김혜린,

<그대를 위한 방문자> 중 p.171. 

2호에 게재된 <히스 꽃 필 때에는> 유럽을 배경으로 한 주인공이 가진 자들에 대한 증오로 그들을 없애기 위해 완전 범죄를

저지르는 변호인의 내용이다.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비판의식이 포함되어 있다. 3호에 소개된 <우리들의 성모님>이 1~3호 중

가장 리얼리즘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1970년대 한국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묘사도 섬세하고, 학생운동으로 쫓기고

있는 주인공과 마주하는 한국의 민초들의 삶도 심도 있게 그려진다. 게다가 한국 토속 신앙과 정서(자애로운 보살님, 우리들

의 성모)에 대한 언급은 작가의 역사관과 민족의식 또한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 김혜린은 이후 다수의 작품에서도 인간심리 깊

은 곳까지를 탐색하며 ‘시대와 진실’에 대한 새로운 관념과 해석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김소원은 김혜린의 <우리들의 성모님> 단편만화가 1970년대 리얼리즘 소설의 영향을 받은 작품으로 추측한다. 1980년대

데뷔한 일련의 여성만화가들이 70~80년대 다양한 리얼리즘 작품들이 나왔던 영화와 문학에서 그 영향을 받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고 논의한다.11) 

《아홉 번째의 신화》 동인지 지면에서 황미나와 김혜린은 순정만화에 리얼리즘을 연결시켜 모든 연배의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는 것 외에 진정성 있는 깊은 인간 내면의 세계와 갈등, 아픔, 슬픔과 기쁨을 고민하며 표현해 나갈려는 한국적 리얼리즘을

보여주고자 노력했다. 이것은 결국 ‘한국적 순정만화란 무엇인가’라는 궁극적인 고민과도 연결된다. 

“(중략) 한국의 만화계가 뿌리를 두고 있는 현실, 즉 한국적인 일종 독특한 현실은 한국이라고 하는 공간에 뿌리를 둔 작가라면 누구든

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 ~ 《아홉 번째의 신화》 2호, 특별기획 취재 <‘한국적 만화’를 생각해 본다> 중, p.148.

<그림 4> 김혜린, <그대를 위한 방문자> <그림 4> 김혜린, <우리들의 성모님> <그림 4> 김혜린, <히스 꽃 필 때에는>

11) 김소원(2014), 앞의 학술행사 자료집,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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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황미나, 김혜린, 신일숙, 김진 등의 한국의 대표적 여성만화가의 발견과 개성 있는 신인 여성만화가 발굴

《아홉 번째의 신화》에서 활동했던 다수의 작가들이 한국 순정만화의 황금기에 연이어 창간되는 월간 순정만화잡지에서 활

동했다. 그 중에 1980년대와 1990년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했던 한국의 대표적 여성만화가들이 나왔는데, 그들은 황미나, 김

혜린, 신일숙, 김진이다. 이들은 한국 여성만화가로서 독립된 창작 순정만화를 완성하였다. 독립 창작만화를 만들려면 세 가

지 조건이 충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작가만의 철학(세계관, 이야기)이 있어야 하고, 둘째 그 이야기에 맞는 스타일(그

림체, 디자인)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이것들을 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독립 창작만화를 만들 수 없다. 이전까지는 마이너 문화로서 인지되고 있었던 순정만화 장르에서 ‘나인’이 《아홉 번째의 신화》

를 만들었던 궁극적인 목적은 이러한 한국적 순정만화의 독립된 틀을 세워보는 것이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아홉 번째의 신화》에서 활동했던 황미나, 김혜린, 신일숙, 김진은 앞장에서 언급했던 앞선 세대의 일본 소녀만화의 영향에

서 완전히 벗어나 독립적이고 작가들 자신만의 세계로 한국적 순정만화의 장르를 개척했던 작가들이다. 이들은 여성주의 관점

에서 여성의 창작활동, 여성문화 등에 관한 문제를 논하기도 했다.

또한 《아홉 번째의 신화》에서 활동했던 이정애도 개성 넘치는 그림체와 색다른 이야기로 1990년대 많은 인기를 받았던 작

가이고, 작가 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아직까지도 웹 상에서 1990년대 만화들이 뷰어 만화로 작품이 소비되고 있다.

《아홉 번째의 신화》에서 신인작가 공모전을 시도했던 점도 일반 동인지와는 다른 모색이었으며, 공모전 당선 작가들인 김미

림, 이은희, 서정아에게 지면을 만들어주어 활동을 지원했다는 점도 순정만화의 신인작가 발굴에의 의지를 알 수 있다.

5) 팬덤 층의 인식 변화와 확대(확보)

《아홉 번째의 신화》는 현업 여성만화가들의 독립적인 활동과 잡지 시스템의 연계를 활성화시켜 대중과의 소통을 찾고, 개성

있는 신인작가의 발굴로 실험성이 강한 작품과 새로운 시선을 도입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후 등장하는 1990년대 순정만화

를 이끌어가는 대부분의 작가들은 《아홉 번째의 신화》 동인지와 그 영향을 받은 작가들이었다. 이들은 개별적인 작가 역량들

이 커졌고, 다양한 스타일과 이야기를 구사했으며, 독특한 만화연출들을 선보였다. 기성세대의 순정만화를 ‘여성만화’ 확대로

서 새롭게 사고하게 되었으며, 기존 순정만화의 틀 밖에서 출현한 새로운 형태의 만화들, 실험적인 만화들이 나오면서 한국 순

정만화 장르의 위상은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아홉 번째의 신화》 1~3호의 영향으로 《르네상스》가 창간된 이후, 《하이센스》, 《윙크》 등 순정만화 전문 잡지가 연이어 출

판되면서 대본소에서 빌려 보던 만화를 독자들이 서점에서 직접 구매해서 집에서 보게 되었다. 이러한 유통, 판매의 방식이 바

뀌면서 순정만화를 보는 문화 소비자의 인식과 사회 전반적인 시선도 달라졌으며, 대중성을 확대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하게

된다. 다른 장르의 만화에 비해 여전히 독자층의 범주가 넓지 못하지만, 특정 작가들의 마니아들과 순정만화 장르의 독특한 분

위기와 감성을 공유한 팬덤 층의 연대의식이 순정만화를 둘러싼 많은 환경들을 바꾸어 갔다.

“(중략) 가령 자신이 혼을 다한 작품이 비록 전체에게 같은 공감을 줄 순 없다 해도, 그것을 보고 진정으로 느끼고 호흡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또한 가치 있고 만화의 본질적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아홉 번째의 신화》 1호,

‘나인의 생각’, 김수정 인터뷰 중, p.20.

창작에 있어 독립적인 작가 활동과 견고한 시스템의 운용, 순정만화 팬덤 층의 인식 변화와 확대는 한국 순정만화의 새로운

자생력으로서 키워나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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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가는 글 : 《아홉 번째의 신화》 동인지가 한국 순정만화에 미친 영향

《아홉 번째의 신화》 1~3호를 발행했던 아홉 명의 여성만화가들은 만화인으로서 뜻을 같이 하는 작가들이 한 데 모여 자신

들의 문제를 자성하고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길을 모색함으로써, 순정만화 지망생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한다는 노력을 증명

했다는 점이 무엇보다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다. 현업 작가로서 일하면서 주변의 현실적인 여건에 밀려서 점차 잃어갈 수 있는

창작 욕구를 《아홉 번째의 신화》를 통해 발표함으로써 자신들의 창작 욕구를 고무시키고 한국 만화계의 현실적 문제에 조금이

나마 기여해보려는 애틋한 열의도 빛났다. 결국 아홉 명의 여성작가들의 진정성 있고 진솔한 고민들에 대한 해결 방법들이 한

국 순정만화의 발전에 한 걸음 진보를 보여준 행보가 되어, 한국 순정만화 제3세대 작가들을 탄생시켰으며 한국 순정만화 황

금기인 순정만화잡지 시대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아홉 번째의 신화》 이후 순정만화는 앞선 시대와는 전혀 다른 만화들이 등장하고, 이 만화들은 이후 1990년대, 2000년대

한국 여성만화가들에게 많은 자양분이 되었다. ‘로맨스’가 아닌 ‘비로맨스’의 순정만화 탄생, 서사의 다양성으로 탄탄한 서사구

조로 순정만화 장르의 문학성을 높였으며, 순정만화라는 장르의 관습성 탈피와 재생산, 새로운 시스템 구축, 독자들과의 강한

연대감과 팬덤 층 확보 등은 한국 순정만화 3세대를 알리는 시작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실험적이며 개성이 넘치는 작가주의

여성만화가를 다수 배출한 계기는 가장 큰 자산일 것이다. 

1980년대 중반 《아홉 번째의 신화》 를 발간했던 ‘나인’ 동인의 사회문화적 통념의 한계에서도 장르와 코드라는 테두리를 뛰

어넘는 수많은 작업들의 성과가 있음에도, 우리는 아직까지도 전혀 다른 장르 특성을 보이는 ‘순정만화’라는 용어에 익숙하다.

‘여성만화’, ‘감성만화’ 등의 다양한 용어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자세한 검증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작가마다 나름대로의 특성이 다르겠지만 ‘만화’라는 공통된 범주에서 서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다 많은 기회를 만

들려 노력했었던 흔적들이《아홉 번째의 신화》 1~3호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한국 순정만화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서

만화인 스스로들의 노력이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회는 스스로 노력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 《아홉 번째의 신화》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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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정만화의 역사

한국의 순정만화는 전체 한국만화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역사는 일천하지만 장르적으로는 가장 돋보이는 영역을 구

축해왔다. 남성우월주의 사회에서 여성 취향의 만화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발전해왔다는 것은 일본과 더불어(일본의 절대적

인 영향의 탓이 크긴 하지만)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은 사례이다. 

우리나라에서 순정만화의 등장은 해방 이후로 추정되지만 근대에 유사한 움직임은 감지된다. 바로 소녀가 주인공으로 등장

하는 만화이다. 1929년 《동아일보》에서 최초로 소녀 주인공이 등장하는 작자 미상의 만화 <말괄량이 박람회 구경>이 실렸다.

시골소녀 까불이가 소심한 아버지를 모시고 경성 만국박람회장을 가는 줄거리의 네 칸 만화이다. 여성으로서 최초로 만화를

그렸다고 회자되는 근대화가 나혜석1)과 신여성 김일엽2)은 가사 노동과 독서, 집필을 하는 모습을 그렸다. 여성 잡지《신여자》

(1920)가 만화를 실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어디까지나 남성 위주의 주류 만화 풍토에 특이한 곁가지에 불과할 뿐이

었다. 즉, 여성과 소녀는 근대에서 결코 주연(主演)이 아니었다. 

여성과 소녀가 주역으로 자리하는 시기

는 해방 이후이다. 잡지《신소녀》(1946)가

등장하고 1950년대 《현대여성》을 필두로

대량의 여성 잡지가 등장하면서 이들 잡지

가 적극적으로 만화를 실었다. 한국의 여성

잡지들은 가정(家庭)을 범위로 설정한, 전

통적인 질서를 강조하며 교양과 읽을거리

에 치중했다. 그 한 쪽에 만화를 오락의 방

편으로 실은 것이다. 

1950년대 이후 ‘순정(純情)’이란 가장 한국적인(?) 용어

가 등장했다. ‘1956년 《만화세계》 10월 호에 실린 정파4)의

<흰 구름 가는 곳>에서 최초로 발견’5) 되지만 이때까지도

본격적인 순정만화와는 거리가 멀었다. 초기의 발아기를

거쳐 순정만화는 1960년대 초반 작가 권영섭과 엄희자를

거치며 정착했다. 그리고 ‘1960년대 서정성에 기반을 둔 소

녀 취향 만화는 1970년대 정체기를 겪다가 1980년대 김동

화, 한승원, 황미나 등에 의해 지평을 넓혔으며’6) 잡지 《르

네상스》창간의 모태가 밑거름이 되었다. 

<그림 3>
<흰 구름 가는 곳>
(1956)

<그림 4>
<봉선이하고 바둑이>
(1960) 

<그림 5>
<산유화>
(1966)

<그림 1>
말괄량이 박람회 구경, 《동아일보》,
1929.9.14. 

<그림 2>
나혜석, <김일엽 선생의 가정생활>3),
《신여자》제4호, 1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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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혜석(1896~1948):한국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제1회부터 제5회까지 입선하였고, 1921년 3월 경성일보사 건물 안의 내청각에서 한국 여성화가로서 최초의 개인전을 가졌다. 

2) 金一葉(1896~1971) 3) 그림 출처: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View.do?blogid=0Y2iz&articleno=373#

4) 김정파(1924~1992). 1950년대 딱지만화로 출발해 60년대 부엉이문고 전속 작가로 <깨막이>등을 발표하고 이후 어린이 만화를 다수 창작했다. 

5) 박인하, 1956년 2월 만화잡지 《만화세계》창간, http://comixpark.pe.kr/130134185698

6) 박인하, 한국 현대예술사 대계-80년대 만화사, http://comixpark.pe.kr/120015473951?Redirect=Log&from=pos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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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한국만화에서 장르화 된 순정만화는 그 정체성을 더욱 공고화하여 장점을 더욱 부각시킨다. 2002년에 창간된 《슈

가》의 창간사에 기록된 ‘순정만화가 좋은 6가지 이유’7)는 바로 순정만화 장르의 장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꽃미남 천국 : 주연, 엑스트라조차 외모가 출중하다

- 영원불멸 불로장생의 아이돌 : 세월이 지나도 영원한 꽃미남 아이돌

- 달콤 짜릿 황홀한 삐리리~ : 순정만화와 000 잡지에서 배우는 사랑

- 뇌에까지 콕콕 박히는 진품 명대사 : 화려한 말발과 그림발, 스토리 발에 3중으로 사로잡혀 

- 대사와 행동을 따라하고 그들의 러브 러브를 온몸으로 상상한다.

- 나를 주인공으로 펼쳐지는 온갖 드라마 : 나를 향해 순정만화가 움직인다

- 아름다운 현실도피 : 궁극의 카타르시스가 100% 완벽하게 구현되는 곳

2.순정만화 잡지의 역할

어떤 장르를 보급,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매체가 필수 요소다. 순정만화도 콘텐츠를 오롯이 담기 위해서는 잡지가 선결조건이

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순정만화 잡지들은 순정만화 발전의 견인차였다. 편집장 출신의 강인선은 순정

만화 잡지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여성적 감성에 이입되는 만화 및 기타 콘텐츠의 집합체’이며, ‘여성성 취향으로 마니아 요소

가 강하고 독자 만화가 편집자가 함께 공감하는 연대의식이 강한 것’, 그리고 ‘독자의 경험과 사고를 다양화 분화시키고 오락과

즐거움을 추구’8)하는 것이다. 다소 장황하지만 순정만화 잡지가 특정 영역에서라도 완전체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순정만화 잡지의 역할은 장르화를 이끌었던 선구자 《르네상스》 창간호에 잘 나타나 있다. ‘《르네상스》 창간에 부쳐’란 부제

가 붙은 이글에서는 이른바 잡지의 방향이 제시되었다.

- 지명도 높은 작가의 참여

- 장편과 단편의 고른 배분

- 여성 만화지 특유의 개성과 순수한 이미지

-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다룬 밝고 명랑한 순정 

- 로맨틱하며 우아한 순정

상당히 새로운 자리매김에 대한 의욕이 묻어난다. 그리고 《르네상스》는 예비독자의 연령층을 ‘17세에서 20대 초반인 하이

틴 중심’으로 상정하고 다음과 같이 순정만화 잡지의 존재 이유를 설파한다.

지금 시중에 보이는 만화잡지는 대개 ‘아동용 만화잡지’와 ‘남자 성인용 만화잡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르네상

스》” 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하이틴용 만화잡지’가 없었습니다.

7) 장선영,《슈가》창간호, pp.36~37

8) 강인선, 만화잡지 기획과 마케팅-순정만화 잡지를 중심으로, KOCCA, https://www.ckl.or.kr/servlet/controller.library.DownloadServlet?p_savefile=%5Cu-

pload%5Cbulletin%5CStudyAdminData_file1_200606131746331_lee1.pdf&p_realfile=Spl023_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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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순정만화 잡지의 부흥

1970년대 불법 일본만화의 유통과 모작(模作), 1980년대 <캔디 캔디>와 <베르사이유의 장미>로 재 촉발된 순정만화 붐은

우리나라 순정만화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되었다. 김동화, 황미나를 주축으로 한 2세대 작가들의 활약이 더해

졌다.9) 장은영은 ‘1980년대 대작 순정만화의 인기를 통해 순정만화는 소녀 독자들의 문화 중 하나로 확고히 자리 잡았고, 순정

만화 전문잡지가 탄생하는 토대를 마련했다’10)고 지적했다.

잡지의 시작은 미미했지만 상징적이었다. 1985년 동인지 ‘《나인》’이 회지 《아홉 번째 신화》를 무료로 배포(3호부터 유료로

전환)했다. 새로운 수요층을 확인하는 계기였으며, 장편 위주의 대본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단편을 발표할 공간으로서의 역

할도 담당했다. 게다가 작가들 스스로 기획 취재한 기사까지 실린 이 잡지가 ‘뜻밖의 인기를 얻으면서 순정만화 전문지의 시발

점 노릇’11)을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국내 최초의 순정만화 전문지’의 이름을 얻은 《르네상스》가 1988년 11월 화려한 탄생을 알렸다. 가히 장르의 재편을

알리는 신호탄이라 할 것이다. 이 잡지는 신인작가 발굴의 효과를 톡톡히 했는데, 기존의 황미나, 김진, 신일숙, 김혜린, 강경

옥 외에 신인들이 대거 등장했다. 신인들은 단편을 통해 다수 발굴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정애, 이은혜, 원수연, 김기혜 등의

작가들이 있다. 

이후 순정만화 잡지들이 속속 나오기 시작했다. 1994년 르네상스가 폐간되고 이어 《모던 타임즈》와 《로망스》(1989)가 세상

에 선을 보였으나 곧 사라졌다. 그나마 중견 만화가 김영숙이 《하이센스》를 1989년부터 3년간 발행하며 명맥을 이어 나갔다. 

그리고 이후 순정만화 잡지의 전성기가 찾아왔다. 1990년대 들어 《요요》와 《미르》는 1991년 같은 출판사(도서출판 엘

리트)에서 나와 신인 작가 위주로 작품을 실었다. 그리고 같은 해 ‘최초의 격주간지’로 평가받는 《댕기》가 창간되었다.

《댕기》는 ‘《르네상스》의 강인선을 편집장으로 스카우트 해 만든 청소년 대상 순정지로서 격주간지를 정착시킨’ 효과가

있었으며, ‘재미있는 캠퍼스 물과 소위 신전통 창작파(김진, 김혜린)의 역사물, 민족적 색채가 강한 건강한 편집 등의 개

성을 지니고 한 때 최고의 판매부수를 기록’12)한 의미 있는 잡지였다. 이어 1992년 《나나》는 최초로 ‘초등학교 여자’를 대

상으로 설정하고 창간되기도 했다.

1993년은 순정잡지들이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온 해로 기억될 것이다. 나나 자매지인 《투유》가 20대 잡지를 표방하고 의

욕적으로 출발했으나 1년 만에 성인시장에서 무너져 버렸다. 이어 초등학생 대상의 《미니》와 성인 지향의 《실루엣》이 창

간되고 대원에서 발행된 《터치》는 《소년챔프》 《영챔프》의 위세에 힘입어 성가를 드높였다. 탈 멜로 극화와 컬트적인 요소

까지 담은 잡지였다. 서울문화사는 작품의 퀼리티를 높여 잡지 《윙크》를 발행하고 전속 작가제까지 시행하며 2012년까지

드물게 장수했다.

다소 스타일이 불분명한 《칼라》가 1993년 순정만화 잡지 창간 붐에 막차를 장식하고 1994년 《펜펜 매니아》 와 1995년 《터

치》의 자매지 《화이트》가 창간되었다. 《펜펜 매니아》는 ‘마니아를 위한 최고급 순정만화 잡지’를 목표로 하여 깨끗한 구성과 자

료 모음 등으로 관심을 얻었지만, 상업성이 취약하여 격주간지인 1호와 2호가 나온 뒤 3호부터는 월간지가 되었다가 사라졌다. 

9) 장은영(2012). 순정만화의 환상서사 특성 연구, 공주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2

10) 장은영(2012). 앞의 논문, p.22

11) 김영신(1999), 순정만화' 불붙은 3파전, 《동아일보》 http://www.donga.com/docs/magazine/news_plus/news194/np194ii010.html

12) 순정만화 전문 잡지의 역사 http://astro.temple.edu/~moongsil//study/magazin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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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어 초등학생 대상 《밍크》가 시장을 석권했다. 1996년 《쿠키》가 2호만에 폐간되고 뒤를 이어 《이슈》(1996), 《파티》

(1997)가 일본만화를 조금씩 연재하며 시장에 부응했다. 대형출판사의 순정만화 잡지 경쟁은 90년대 말에 다시 불붙었다. 서

울문화사는 과감하게 스타일리시한 《나인》(1998)을, 시공사는 《케이크》(1999)를 창간했다. 1990년대 활성화되었던 순정만화

잡지시장의 상황은 당시 신문기사에서도 엿볼 수 있다. 

 

‘순정만화’ 불붙은 3파전 

‘《윙크》’, ‘《이슈》’ 양분 체제에 ‘《케이크》’ 창간 틈새시장 노려

순정만화 잡지계에 3파전이 시작됐다. 기존의 만화계 판도는 서울문화사와 대원동화가 양분하는 형세였다. 여기에 종

합단행본 출판사인 시공사가 격주간 순정만화지 《케이크(cake)》를 8월1일자로 창간하며 뛰어든 것. 서울문화사는...중

략.... 순정만화로 《밍크》, 《윙크》, 《나인》 등의 만화잡지를 보유한 잡지재벌....중략... ㈜대원동화도 순정만화로 월간

‘《화이트》’와 격주간 ‘《이슈》’를 거느리고 있고...중략... 만화시장의 70, 80%를 점유하는 이런 탄탄한 양대 구도에 시공

사의 등장이 눈길을 끄는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가 소유한 이 회사의 자금력과 단행본 출판에서 쌓은 노

하우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 더구나 전 씨는 ‘스테레오 사운드’ 등의 오디오 잡지와 ‘유행통신’ 같은 패션지 등 및 잡지

영역으로도 착실히 확장을 계속해 오던 참이었다. 새로 창간된 ‘《케이크》’는 ‘《블루》’ 등의 히트작을 가진 이은혜와 ‘《별

빛 속에》’ ‘《노말 시티》’의 강경옥 등을 영입했고, 창간호 부록으로 인기그룹 ‘H.O.T’의 캐릭터를 만화로 그린 족자를 덧

붙였다. 김경란 편집장은 "한 작가의 연재분이 24쪽 정도인 다른 잡지들과 차별성을 갖기 위해 32~40쪽씩 호흡을 길게

하고, 일러스트 등 컬러 페이지를 늘려 화려하게 꾸밀 생각이다. 3000원인 다른 잡지보다 500원이 비싸지만, 그만한

값을 하게 만들 것"이라고 전략을 밝혔다.13)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로 한국만화가 된서리를 맞는 시점에 순정만화 잡지도 예외는 아니어서 2000년대 들어 시장은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잡지들이 선택한 방책은 일본만화의 지면 확대였다. 2000년에는 《주티》, 2002년 《비쥬》, 《슈가》가

순정만화지의 명맥을 이었다. 

2003, 2004년은 마지막 몸부림의 시기였다. 《오후》(2003)와 《허브》(2004)는 잡지시장의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려는 의지

가 강했다. 다음은 《허브》 창간사이다. 

24년 전 ‘《캔디캔디》’ 번역판을 읽고 함몰되었던 기억, 20년 전에는 ‘만화로만 구성된 잡지’의 출현에 감탄했고, 학교 앞의

서점에서 주인의 눈치를 보며 ‘《르네상스》’를 훔쳐봤던 기억, 그리고 그 이후의 우여곡절들.

이렇게 과거를 먼저 추억하고는 당시 만화잡지의 어려운 사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한다. 

“만화시장이 어렵다고 합니다. 출판만화 시장은 더 어렵다고 합니다.(그래서 다들 온라인으로 가는 모양입니다) 만화잡지는

더더욱 전망이 어렵다지요.

그럼에도 자신들이 ‘모니터가 구현하지 못하는 아날로그적 감성으로 매력을 갖고 앞으로 나가겠다’고 선포한다. 《오후》도 창

간사에서 “《오후》가 한국만화의 야윈 어깨에 작음 힘이 될 것”을 다짐한다. 마지막 오프라인 잡지들의 안간힘과 의욕은 비정

13) 김영신(1999), 앞의 기사,《동아일보》



한 현실 앞에 무너져 버렸다. 《오후》는 만 1년여 만에, 《허브》는 2006년 1호(통권 18호)로 사라졌다.

그리고 점점 오프라인 만화가 웹툰에 영역을 내어 주며 다른 일반 만화잡지처럼 순정만화 잡지도 곧 시장에서 잊혀갔다.

1988년 《르네상스》이후 17년여 만에 오프라인 순정만화 잡지시장이 수많은 독자들과 이별을 고한 것이다. 

IT 거품에 편승해 후일을 도모하던 순정만화 웹진도 시장에 안착하지 못했다. 서울문화사의 《아이엠 코믹스》(1999), 대원

의 《캔디333》(1999), 《레이디스 코믹스》(2000년대 초), 《앙큼》(2004), 《옴므파탈》(2004, 야오이, 넷마블)등이 선을 보였으나

곧 사라졌다. 

4. 순정만화 잡지의 의의

4.1. 마케팅으로 진화된 장르 매체

1990년대 순정만화가 부흥하던 시기는 가장 한국 순정만화가 발흥하고 실험성이 강화된 시대로 기록될 것이다. 마케팅과

대상의 차별화 등 기획도 늘어났다. 대표적인 잡지가 《윙크》와 《나인》이다. 강인선은 순정만화 잡지의 마케팅을 ‘세분화’로 설

명했다.

《윙크》는 신세대 입맛에 맞추고 저가정책(2,500원)에 각종 홍보물로 독자를 유도”했으며, 《나인》은 개성 강한 작가 위주로

편성하고 비주얼을 강화하는 판형과 편집, 그리고 중저가(3,900원)정책, 브로슈어 리플릿”으로 승부했다고 밝혔다. 또 마

지막으로 “《오후》는 아날로그적 감성을 호소하며 고가정책(8,000원)으로 서점과 사이트 정기구독 유도 방침을 정했으며 포

털과 프로모션, 과월호 판매 유도 등 기존과 다른 방법의 마케팅을 구사”했다고 정리했다. 순정만화잡지에서 본격적인 마케

팅이 도입된 것이다. 나인은 비주얼과 성인대상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던 잡지로 창간호 22페이지엔 <NINE GALLERY>

에 신일숙의 ‘SEX에 관하여’란 일러스트와 짧은 隨想을 실었다. 

<그림 6> 순정만화 잡지는 다양한 판형을 도입했다.
왼쪽부터 국판(A5), 신국판, 가장 일반적인 형태였던 4.6배판(B5), 그리고 《나인》에서 특별하게 비주얼을 강화한 국배판(A4) 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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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나인》 창간호(1998.01), 유시진,< 신명기>, pp.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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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의 열악한 상황에서 일본처럼 순정지의 연령대 세분화의 잡지발행은 이상(理想)에 가까운 모험이었다. 일본의

분류 즉, 유아, 소학교 저학년용/로우틴(소학교 고학년~중학생)/하이틴(중고생~20대 초반)/레이디스코믹(성인)의 분류를쫓

아 ‘초등학교 저학년과 청소년, 레이디스 코믹’ 정도의 세 가지 분류 시도가 이어졌으나 실험은 장기적으로 보면 실패였다. 일

본처럼 인프라도 독자층도 충분치 않았다. 더구나 1990년대 한국만화 호황기가 저무는 199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서는 모든

시도가 물거품에 이르렀다. 

순정만화사에서 특기할 만한 실험적인 편집은 역시 《나인》이었다. 창간호 유시진의 작품 <신성기>를 보면 양면 펼침 페이

지로 가로 직사각형의 새로운 비주얼이 독자들을 사로잡았다.

이런 시도가 성공했더라면 더 다양한 판형과 편집, 새로운 장르를 선도할 수 있었을 것이다.

4.2. 한국 미디어 시장에서의 한계

한국의 잡지는 100여년을 훌쩍 넘을 정도로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낙후된 유통구조와 21세기 뉴미디어로 인한 잡지

시장의 위축 등 파란만장한 역사를 갖고 있다.

대개 잡지 유통은 정기구독, 총판, 통신판매, 서점판매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총판유통과 정기구

독이 대다수였으나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발달, 그리고 동네서점 폐업으로 인한 서점의 대형화로 총판의 비중은 2000년대 들

어 축소하는 경향14)을 보인다. 그리고 IMF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만화 시장의 위축과 웹툰으로의 편입과 같은 외부적 충격 외

14) 이용준(2006), 한국 잡지산업의 현황과 성장 구조 모델에 대한 연구, 《한국출판학연구》제51호, p.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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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한국잡지 시장은 이미 심각한 불황상태였다. 

이용준은 2002년부터 여성지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잡지 판매가 20~30%, 많게는 50% 가까이 줄었고, 광고비 역시 30%

이상 수주가 감소되어 ‘잡지계는 만성적인 경영난과 발행의욕 상실현상이 광범위하게 퍼져나갔다’15)라고 진단했다.

순정만화 잡지도 결국 한국잡지 시장의 메커니즘과 한계를 고스란히 지닐 수밖에 없었다. 2000년대 이후 벌어진 만화잡지

의 쇠퇴 현상은 만화 분야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이다.

4.3. 1990년대 순정만화 잡지의 공로

1990년대 한국의 대중문화는 매우 혁신과 다양함으로 시대를 풍미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경제위기와 표현의 자유 억압

등 그야말로 극단을 오가는 시기였다. 하재근(2015)의 지적처럼 ‘1990년대는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한국 현대사 발전의 양대

축이 모두 일단락되는 시기’였으며, ‘1980년대의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수혜 속에 개인주의와 소비주의로 무장한 신세대가 나

타나는’16)시대였다. 

순정만화 잡지들도 그 풍토에서 자라났다. 장은영(2012)은 ‘순정’이 탈바꿈했다고 진단했다. 한국 순정만화 잡지들이 중견

작가들의 활발한 활동과 독자와의 피드백이 강화되고, 특히 90년대 중반부터는 당당한 X세대에 걸맞는 로맨틱 코미디(《풀하

우스》, 《호텔아프리카》등)가 흐름을 주도했다고 평가17)했다. 장은영의 표현대로 ‘1980년대 순수정서와 절대적 동경과 이별’한

것이며 뒤이어 새롭게 확산된 야오이, BL 붐과 함께 한국순정만화 잡지는 기존의 순정만화 체질을 바꾸고 새로운 경향을 만

들었다. 

박인하는 순정만화 잡지의 가장 큰 공로로 ‘대본소에서 전문잡지 시장으로의 전근대적 시장구조를 거부’18)하고 역사적 사건

의 기폭제로 작용한 것을 꼽았으며, 성공요인으로는 ‘잡지시장 활성화와 PC통신 동호회’ 등을 예로 들었다. 결국, 한국의 순정

만화 잡지는 새로운 순정만화를 이끌며 시장에 안착했으며, 유의미한 콘텐츠와 만화사적 의의를 남겼다. 만화와 잡지가 공생

하며 꿈꾸었던 세상은 저변확대와 다양한 작품으로 변주된 것이다.

15) 이용준(2006), 앞의 논문, p.404

16) 무한도전 토토가, 눈물겹게 행복했던 90년대, 대중사회문화 칼럼(2015.01.05), http://ooljiana.tistory.com/1361

17) 장은영(2012), 앞의 논문, pp.28~29

18) 박인하(2005), 《골방에서 만난 천국》, 인물과 사상사, p.90



19) 한국만화연표, 2014

51만화포럼 칸 2015

04 : 한국 순정만화 잡지사

[부록] 순정만화 잡지 창간호 일람

자료가 입수, 확인되는 한도 내에서 순정만화 잡지를 연대순으로 정리했으며, 소개는 주로 창간호 중심이다.

•발행기간 : 1985.09~

•출판사 : 여성만화가 동우회

•무크지/4×6배판(B5)/무가지 

•연재 작품 : <愛>(신일숙)/<행복>(황선나)/<F랩소디>(김진)/<빌리>(이정애)/<그대를 위한 訪問者>

(김혜린)/<엘레노아>(서정희)/<환절기>(유승희)/<의미 없는 탈출>(이명신)/<당신에게

드리는 메시지>(황미나) 

•창간 특집 인터뷰 : 이현세, 김수정/특별기획 만화평론(김미자)/로맨틱

•일러스트 : <나인은 사랑하고 있다>(이명신)

9인의 여성만화가가 만든 동호회 성격의 무크지. 무가지에서 3호부터 유료로 판매했으나 이후 발매되지 못했다. 황미나, 황

선나, 김혜린, 이정애, 유승희, 이명신, 서정희, 김진, 신일숙 등이 참여했다.

•발행기간 : 1987.12~

•출판사 : 만화동우회 modoo

•무크지/4×6배판(B5)/1,900원 

•연재 작품 : <윤무>(염숙자)/<혹성 나레이스>(김진)/<캠핑은 즐거워>(이은혜)/<무념의 왈츠>(노유

경)/<회유곡>(박연)/<제목 미상>(이희재)/<바다이야기>(김진)/<열 셀 때까지>(이은혜)

《아홉 번째 신화》와 《르네상스》사이에 걸쳐 있는 획기적인 순정만화 전문지로 이은혜, 노유경, 염숙자, 김진, 박연 등이 결

성한 동호회 modoo에서 기획 및 진행한 무크지이다. 1호의 신인공모를 통해 문계주와 김주현이 데뷔했다.19)

•발행기간 : 1988.11~1994

•출판사 : 도서출판 서화

•월간/4×6배판(B5판)/1,500원

•연재 작품 : <엘 세뇨르>(황미나)/<풋나기 청춘>(이진주)/<바람의 시>(김동화)/<테르미도르>(김혜

린)/<사랑연습>(한승원)/<1999년 생>(신일숙)/<프로덕션 ‘한’>(황선나)

•단편 : <화이트 화이트 데이>(이은혜)/<16시 36분>(김진)

•카툰 : <사랑탑 쌓기>(고상한)/<조그맣고 조그마한 사랑이야기>(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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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의 순정만화 전문 잡지로 풍성한 기획과 카툰까지 동원한 의욕적인 잡지. 별책 부록으로 시화집을 제공했다. 1994

년까지 발행되었다. 《르네상스》가 발굴한 작가로는 이강주, 문계주, 이은혜 등이 꼽힌다. 박인하는 《르네상스》의 의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했다. 

“당시 만화의 주된 독자층인 어린이를 겨냥한 잡지가 아닌 청소년을 겨냥한 잡지였다. 우리나라 만화사상 최초의 실험이었

고 그 실험은 성공했다.”20)

•발행기간 : 1989.06~1989.07

•출판사 : 도서출판 고구려성

•월간/4×6배판(B5)/3,500원

•연재 작품 : 정보 없음 

《르네상스》의 성공을 보고 시장성에 눈을 돌린 잡지사들이 치밀한 준비 없이 순정지를 출간21)했으나 곧 시장에서 사라졌다.

대표적인 잡지가 《모던타임즈》와 《로망스》이다.

•발행기간 : 1989.08~1989

•출판사 : 도서출판 고구려성

•격주간/4×6배판(B5판)/1,500원

•연재 작품 : <하늘 아래 천국>(이정애)/<콤플렉스·콤플렉스>(김지윤)/<달의 신전>(김진)/<B플랫의

환상>(원수연)/<레드땅>(강경옥)/<우리 옆집 발바리 오빠>(강철수)/<솔로몬 혹성>(서정

희)/<사서함 1+1>(박연)/<에피소드>(이명신)/<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이은혜)

‘소녀만화 전문지’를 표방했다. 한편으론 고구려성 출판사의 성인만화 단행본 광고와 강철수의 발바리 시리즈를 따 온 5페

이지 만화도 실렸지만 사실은 잡지《로망스》 창간 축하 내용이다. 창간되던 해 잡지 발행이 멈추어 버렸다. 《로망스》에 대해 박

인하는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1989년 창간된 《로망스》는 격주간으로 창간되어 큰 화제가 되었다. 선발주자인 《르네상스》에서 발굴한 젊은 작가들(이은

혜, 이명신, 김지윤, 이정애, 원수연)이 대거 포진했지만 《르네상스》를 극복하지 못했다.”22)

20) 박인하(2005), 앞의 책, p.90

21) 순정만화 전문 잡지의 역사,http://astro.temple.edu/~moongsil//study/magazine.htm

22) 박인하,한국 현대예술사 대계-80년대 만화사, http://comixpark.pe.kr/120015473951?Redirect=Log&from=pos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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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간 : 1989.11~1994

•출판사 : 도서출판 하얀 샘

•월간/4×6배판(B5판)/2,800원

•연재 작품 : <블랙타임 0시>(김현숙)/<해신제>(김진)/<17세의 나레이션>(강경옥)/<러브 콘트라스

트>(염숙자)/<대제 표트르>(주희)/<죠슈아>(김영숙)/<스카라베>(최은정)

•단편 : <어느 원숭이의 비망록>(김경혜)/<메이크업 페스티발>(유지나)/<혈액형 난도질 좀 합시다>

김영숙이 발행인으로 1980년대 말 분위기로 아직 금발의 주인공이 많으며 앞에 순정만화로 이름을 붙여야 할 정도로 구분

지을 필요가 있었다. 또한 1980년대 일본 소년만화의 잔영이 아직 가시지 않은 채로 남은 흔적이 보인다. 1994년까지 발행되

었다. 김영숙은 남자작가로 다수의 문하생과 공동 작업으로 대본소 위주로 활동했다. 

•발행기간 : 1991.07~1993.

•출판사 : 도서출판 엘리트 

•월간/4×6배판(B5)/3,500원 

•연재 작품 : <또다시 바다로>(김진)/<내 사랑 라니타>(김요세피나)/<M&M>(김은희)/<돼지와 함께

춤을>(박연)/<신화탈출>(백상아)/<긴 머리가 어울리는 남자>(진승미)/<마법의 책>(이

경미)/<세계에서 가장 웃기는 고양이 GARFIELD>(짐 데이비스)/<KISSING A

FOOL>(이세령)/<야비아드>(서타영)/<이건 비밀이거든요>(이영아)/<JULY ES-

PRIT>(호주)/<뮤직비디오>(김숙희)/<킬러 X>(황미나)

‘순정만화잡지 4세대 선언’이란 캐치프레이즈로 나온 잡지로 당대 최고의 황미나, 김진 작가 등이 참가했다. 주로 단편과 중

편을 연재했으며, 권현수, 김숙희, 김옥초, 김은희, 김진, 황미나 등의 작품이 연재되었다. 잡지는 2년 남짓 발행되었다. 창간

호엔 미국의 <가필드>(Garfield)만화가 권중 부록으로 실리기도 했다.

•발행기간 : 1991.10~1993

•출판사 : 도서출판 엘리트

•월간/4×6배판(B5판)/2,000원

•연재 작품 : <퍼플하트>(강경옥)/<붉은 장비관>(서정희)/<무료한 날에는>(박연)/<밀라노 11月>(김

진)/<말하는 용>(김은희)/<비련의 여주인공>(조강연)

•단편 : <시간이 멈추는 바다>(신일숙)/<정수와 동주>(이강주)

•책 속의 책 만화 : <HAGAR>(딕 브라운)

1993년까지 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사라졌다.



23) 김영신(1999), 앞의 기사,《동아일보》 24) 순정만화 전문잡지의 역사,http://astro.temple.edu/~moongsil//study/magazine.htm

•발행기간 : 1991.11~1996.09

•출판사 : 육영재단

•격주간/4×6배판(B5판)/2,000원

•연재 작품 : <Jump Tree A+>(이은혜)/<크리스탈 유>(김수정)/<나는 지구에 살고 있다>(강경옥)/<또정

이와 뚜박이>(박연)/<숨은 그림 찾기>(한승원)/<만화가와 DJ>(신일숙)/<미스테리아>(신

비)/<Metal Heart>(황미나)/<Star Sketch>(김준범)/<생그리라>(김진)/<Lovely 수지>(이보배)

남녀노소 구성이 다양한 작가 군과 다양한 장르가 돋보인다. 김준범은 배우 최재성을 4페이지에 걸쳐 소개했고 별책 부록으

로 황미나의 <불새의 늪> 완전판이 제공되었다. 최초의 순정만화 격주간지 체제를 들고 나왔으며, 기성작가와 신인작가를 적

절히 포진시키는 기획으로 화제를 몰고 왔다. 전성기 때는 15만 부라는 어마어마한 부수를 자랑하기도 했다.23)

“《댕기》는 《보물섬》을 펴내는 육영재단에서 《르네상스》의 강인선을 편집장으로 스카우트해서 발간한 청소년 대상 순정지로

서, 격주간지를 정착시켰다. 현실에 밀착된 재미있는 캠퍼스 물과 소위 신전통 창작파(김진, 김혜린)의 역사물, 민족적 색채가

강한 건강한 편집 등의 개성을 지니고 한 때 최고의 판매부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르네상스》와 마찬가지로 '감성세대 순정지'

를 표방했으며, 독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댕기 모니터 요원'을 선발했다.”24)

•발행기간 : 1992.01~

•출판사 : 예원문화사

•월간/4×6배판(B5판)/4,000원

•연재 작품 : <휴머노이드 이오>(원수연)/<이상한 집>(강경옥)/<빅토리 비키>(한승원)/<엄마는 나빴어>(허

영만)/<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박연)/<꿈속의 기사>(김진)/<맹걸이 소림사에 가다>(황미

나)/<천사 하나 악마 하나>(이보배)/<개구쟁이 찌찌>(최신오)/<아빠와 나>(임준석)/<비밀의

별 하트피아>(김동화)/<오추매의 사춘기일기>(이진주)/<왈패 파이팅>(김영하)/<은빛 크리스

마스>(유지연)/<루루와 지지>(차성진)/<작은 미로>(진아)/<난 초컬릿이 싫어요>(문계주)

‘10대 소녀들을 위한 고급 순정지’를 모토로 내걸었으며 이에 걸맞게 독자선물(팬시제품)을 제공하기도 했다. 당대 최고 인

기의 남녀 작가가 총출동한 분위기로 의욕적으로 출발했다. 허영만, 김영하와 같은 남성 위주 작품을 그리던 작가들도 여성이

주인공인 작품을 창간호에 실었다. 원수연의 SF작 <휴머노이드 이오>가 돋보인다.

•발행기간 : 1993.05~1994.05

•출판사 : 예원문화사

•격주간/4×6배판(B5)/3,000원

•연재 작품 : <Within you, without you>(원수연)/<그대의 戀人>(한승원)/<레이디, 레이디, 레이디>(강모

림)/<모먼트 드리밍>(황미나)/<은빛 아프락사스>(김진)/<야훼의 계절>(서지원)/<2천만 분의

1 닮은 꼴 찾기>(신일숙)/<SAD CAFE>(이빈)/<터치 앤드 터치>(김기혜)/<영혼이 부르는 사

랑의 찬가>(차성진)/<必然살인>(이보배)/<다이어트, 다이어트>(강경옥)/<春日夜話>(김동화)

54 한국만화영상진흥원

part 1 한국순정만화



55만화포럼 칸 2015

04 : 한국 순정만화 잡지사

최초로 성인 대상의 순정만화 잡지를 모토로 창간되었으며, 당대 모든 순정만화가들을 모아 화려한 필진을 자랑하고

‘Lady’s Comic‘을 지향했다. 작품 곳곳에 살인과 섹스가 등장하는 등 성인 대상 작품이 많이 실렸다. 편집장은 손영주이며, 채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발행이 정지되었다. 

•발행기간 : 1993.07~1993

•출판사 : ㈜도서출판 서화

•격주간/4×6배판(B5판)/2,500원

•연재 작품 : <비를 본 적이 있나요>(원수연)/<에덴의 남쪽>(김지윤)/<하늘빛 이야기>(문계주)/<화이팅

젬마!>(김기혜)/<나도 숙녀야>(김미림)/<도연아, 뭐하니?>(우양숙)/<고양이 왈츠에 맞춰 춤

을>(권현수)/<별 그림자>(차성진)/<아빠의 여자친구>(송은아)/<세 마녀와 고양이>(김현자)/

<나비날개>(박연)/<넌 신사, 나 숙녀>(황의웅)/<미니어드벤처>(이빈)/<중요체크>(허정인)

만화가 연재되고 심리 테스트와 같은 읽을거리가 제공된 ‘꼬마 숙녀’ 즉, 초등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잡지이다. 김진, 원

수연, 이빈 등이 참여했다. 창간되던 해 잡지 발행이 중지되었다.

•발행기간 : 1993.07~1994

•출판사 : 도서출판 청조

•4×6배판(B5)/3,500원

•연재 작품 : <짱아의 러브 다이어리>(권현수)/<해머 피크닉>(원수연)/<아미산 월가>(이명아)/<메

모리>(이영란)/<雨地의 여인>(노경해)/<My NAME IS TERRA>(김진)/<말자 씨의 핑

크 수첩>(김영길)/<네 번째 이 겨울에>(박경진)/<지하층의 男과 女>(김지윤)/<청춘 별

곡>(김옥초)/<블루 라이브러리>(김옥선)/<날마다 하늘이 보이는 女子>(한희작)

‘순정만화의 세대교체’를 모토로 내 건 잡지로 세미 누드 사진과 한희작의 성인만화까지 실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점을 분

명히 했다. 1년여 간의 발행 후 폐간되었다. 

•발행기간 : 1993.05~1995.09

•출판사 : 도서출판 대원

•격주간/ 국배판(A4판)/3,500원

•연재 작품 : <열왕대전기>(이정애)/<OASIS>(우현)/<LOVE NO.X>(권선이)/<엑셀런트 1000%>(이

경미)/<레오! 레오!>(이강주)/<은빛수호성>(이영주)/<나의 江>(김은희)/<너의 결혼식

>(이영일, 최미정)/<강철머니 몰리>(한신후)/<들고양이>(김미상)

‘신세대 순정만화’를 표방했다. (주)대원은 일본만화를 적극적으로 수입하여 국내에 <슬램덩크>라는 초유의 히트작을 소개

하기도 했는데, 《터치》역시 <아기와 나>, <세일러 문> 등 인기 있는 일본만화를 간판으로 내세웠다. 하이텔의 권대석(hyntel)



25) 순정만화 전문 잡지의 역사, http://astro.temple.edu/~moongsil//study/magazine.htm

26) 김영신(1999), 앞의 기사,《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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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터치》를 ‘⑴아마추어 동호회 출신의 脫 멜러성 작가 및 만화, ⑵컬트형 작가, ⑶일본만화 등으로 점철된, 여타 국내 순정지

들과는 확실한 차별을 가진 잡지’로 평가했다.25)

•발행기간 : 1993.08~2012.06 (2012.07부터 앱진화)

•출판사 : (주)서울문화사

•격주간/4×6배판(B5판)/2,500원

•연재 작품 : <리 니 지 >(신 일 숙 )/<Normal City>(강 경 옥 )/<BLUE>(이 은 혜 )/<WinkyWinky>(강 모

림)/<OUTSIDE>(유시진)/<에필로그>(김숙희)/<옴니버스: 흐르지 않는 시간들>(나예리)/<그

해 여름이야기>(박희정)/<화창한 비오는 날>(조강연)/<Super Man·Super Girl>(이유정)

•단편 : <자기만 아는 거인의 뜰>(신지상)/<먼 곳에 있는 너>(오경아)/<미니시리즈 :Traciny in

Heaven>(문흥미)/<아침식사는 에그 스크램블>(권현수)/<망나니 時代>(이영수)

연재만화 외에 하트 옴니버스 코너와 단편, 미니시리즈 세분화가 특징이다. 창간 선물로 이은혜 철제 시크릿 케이스와 강경

옥 일러스트를 실었다. ‘기존 A급 작가 외에 편집자가 직접 발굴한 신인작가들이 대폭 강화된 것이 특징’26)이다. 2010년 통권

400호를 돌파했고 2012년부터 월간지로 전환하고 2012년부터 앱진으로 변환했다.

•발행기간 : 1993.12~1994

•출판사 : 도서출판 파랑새

•주간/4×6배판(B5)/1,500원

•연재 작품 : <어떤 새들은 겨울이 오면 남쪽으로 날아간다>(김진)/<포스트모더니즘 시티>(이빈)/

<지붕 아래 소네트>(권현수)/<미스 후레쉬>(우양숙)/<D·D Boy>(김미림)/<쥬노 팜!

팜!>(송은아)/<안드리아>(최경아)/<남자의 방>(김지윤)/<최종분석>(김숙)/<특이체질

>(허정인)/<무용 같은 사랑>(오경아)/<더블 스케치>(문계주)/<우리 오빠는 날라리>(김

옥초)/<꿈·환상·착각, 그리고>(이영란)

‘뜨거운 열정의 예감’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시작했으며, 인기 작가들이 배치되었으나 잡지 자체의 특징은 별반 없다. 1년여

만에 발행이 정지되었다.

•발행기간 : 1994.12~

•출판사 : 발행인 김흥종

•격주간

•연재 작품 : 정보 없음 



1995년까지 발행되었다. 창간 취지 중 하나는 '아마추어 작가 및 신세대 작가의 기용'이었는데, 하이텔의 서광훈(XuShu)은

문제점으로 ⑴너무 무게나 작품성이 없다, ⑵너무 아마추어적이어서 동아리 회지 같은 느낌을 준다, ⑶대상 독자인 중고등학

생들이 공감하기 힘든 내용이 많다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특이한 그림체와 간단하고 강렬한 내용, 기존 잡지와의 차별화 등

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27)

발행기간 : 1995.06~2001.02

출판사 : (주)대원

월간/4×6배판(B5판)/3,500원

연재 작품 : <크리슈티>(신일숙)/<당신을 좋아하는 이유>(원수연)/<모모>(강모림)/<You>(한승원)/<

잘못된 만남>(이미라)/<雪>(김기혜)/<Color Fantasy>(이은혜)/<숲의 이름>(김진)/<진지한 사랑>(조

강연)/<EVE & ADAM>(한혜연)/<원시적 본능>(이영란)/<I Like Trouble>(김지윤)/<아주 특별한 유

혹>(지혜안)/<카시카>(이쯔끼 나쯔미)

‘18세 이상만 보세요’란 타이틀을 걸고 전면에 ‘Lady’s Comic’을 표방할 정도로 성인 독자층 대상 잡지를 전면에 내걸었다.

작품 배열에서는 서서히 일본만화가 배치되고 있다. 단행본은 ‘화이트코믹스(WHITE COMICS/W COMICS)’로 발행되었다. 

•발행기간 : 1995.08~2010.02

•출판사 : 서울문화사

•4×6배판(B5)/3,500원

•연재 작품 : <커피로 주세요>(강경옥)/<해피 더 해피>(권현수)/<엄마는 요술쟁이>(문계주)/<실

키&리오>(이명신)/<천국의 가장자리>(이영아)/<풍선은 하늘로>(김숙희)/<이상한 아

이 묘아>(문흥미)/<낭길리마>(하시현)/<Bi Bi 아이리스>(김강원)/<SS 대작전>(김수

영)/<듀엣>(허정인)

‘《윙크》의 동생’이라는 애칭을 얻었을 정도의 아동용 만화잡지 차별성을 염두에 두었으며 ‘부록 면에서도 유연한 팬시 상품

을 계속 개발’28)했다. 어떤 여성만화가의 표현대로 “《윙크》는 예쁘고 《밍크》는 귀여운 느낌”일 것이다. 2010년까지 발행되어

순정만화 잡지로는 장수했다. 

•발행 기간 : 1995.07~1996.04

•출판사 : 육영재단

•월간/4×6배판(B5)/3,500원

•연재 작품 : 정보 없음 

27) 순정만화 전문 잡지의 역사, 앞의 글 28) ‘《윙크》편집장 강인선 인터뷰’,《쿠키》창간호, 1996.6

57만화포럼 칸 2015

04 : 한국 순정만화 잡지사



58 한국만화영상진흥원

part 1 한국순정만화

《화이트》잡지와 경쟁하는 레이디스 코믹스를 표방했다. 

•발행기간 : 1996.01(창간호 이후 발행 안 됨)

•출판사 : 화평사

•계간/4×6배판(B5)/3,500원

•연재 작품 : 정보 없음 

‘느낌이 있는 순정지’를 표방했으나 일본 소녀 소설과 대본소 만화를 표절 짜깁기했다는 평가29)를 받았으며, 만화가 적고 소

설과 일러스트로 채워졌다. 

•발행기간 : 1996.06~1996

•출판사 : (도)서울기획

•격주간/4×6배판(B5판)/3,500원

•연재 작품 : <RUN>(김언형)/<148시간만의 귀가>(김미경)/<빨래요정>(함형숙)/<왕의 정원>(김시

은)/<하트 잭 패밀리>(백상은)/<BLOOD>(박희정)/<트뤼포에 관한 짧은 필름>(강지

톨)/<익사Ⅰ>(정상희)/<익사Ⅱ>(정상희)/<카루다>(이영주)

•단편 : <회색도시>(박재현)/<DEATH MASK>(소하)/<안젤라의 성지>(김희진)

매우 절실한 창간사가 눈에 띈다. “그래서 ‘우리’의 몇몇이 모여 ‘《쿠키》’를 만들었습니다. 아직은 어리고, 힘도 없습니다. 그

러나 가슴에는 불, 머리에는 칼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특이하게 ‘만화가와 어머니(김혜린, 한승원)’, ‘만화가와 아이들(김동화, 한승원 부부, 이상철, 이명신 부부)’ 기획을 실었다.

여성과 가족을 테마로 삼고 만화 기사와 신인 발굴에 초점이 맞춰졌다. 투니버스와 상명대 만화과도 소개 페이지도 있으며, 2

호만에 폐간되었다 

•발행기간 : 1996.01~

•출판사 : 대원

•격주간/4×6배판(B5판)/3,000원

•연재 작품 : <프린세스>(한승원)/<아만테스>(김혜린)/<Let 다이>(원수연)/<그대 작은 목소리로

>(나예리)/<내가 좋아하는 사람>(권현수)/<ONE THOUSAND MILE>(이향우)/<돌프,

밥풀에 걸려 넘어지다>(김기혜)/<CRAZY Love Story>(이빈)/<열왕대전기>(이정애)/<

우정만세>(김지윤)/<아가와 나>(Marimo Ragawa)

29) 김상하, 정체불명의 잡지《치치》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GiDd&articleno=2663152&categoryId=114499&regdt=2007061711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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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 최고 작가들과 일본 작가의 작품까지 야심차게 대원이 내놓은 잡지. 일본 만화는 뒤에 실려 좌철로 읽게 배치했다. 창간 이

후 월간지, 격월간 발행을 반복했다. 연재작의 단행본이 <이슈 코믹스>로 라이트 노벨 레이블은 <이슈 노벨즈>로 발행되었다.

•발행기간 : 1997.09

•출판사 : 학산문화사

•월간/4×6배판(B5판)/4,000원

•연재 작품 : <핑크+블루>(김강원)/<아기자기 색동>(한승원)/<여우야, 여우야, 뭐하니?>(권현수)/<

안녕?! 자두야!!>(이빈)/<사랑 나와라 뚝딱>(최경아)/<마린블루>(어숙일)/<세라핌>(김

미림)/<로맨스 파파>(이영란)/<우리는 라이벌>(여호경)/<장미의 기사 티나>(사이토

치호)

저학년 상대 《밍크》와 마찬가지로 부록이 화려해 독자들이 환호했다. 학산이 만든 최초의 순정만화잡지이다. 자매지로 《찬

스》《부킹》이 있다. 

•발행기간 : 1997.12~

•출판사 : ㈜야컴

•월간/1998.02까지 순정 호러지

•연재 작품 : 정보 없음 

한국에서 전무후무한 순정 호러 전문잡지이다. 호화장정에 부록으로 음악CD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리고 김대중 당시 야당

총재의 축사가 들어가기도 했으며 의욕적인 출발을 했으나 시장에 안착하지 못했다.

•발행기간 : 1998.01

•출판사 : 서울문화사

•월간/국배판(A4판) /3,900원

•연재 작품 : <신명기>(유시진)/<쇼킹 뷰티>(문흥미)/<캥거루를 위하여>(이강주)/<AB화실의 요리조리>(박

무직)/<너무 오래>(박희정)/<바스트>(최인선)/<우주인>(이향우)/<등화관제>(이진경)/<Channel

Onion>(신후)/<Wow! Zonkie>(이수완)/<당산여협이 간다>(황미나)/<미나비 씨와 편집부장의

마지막 대답>(조민협)/<비스킷통>(강모림)/<OL진화론>(Risu Akizuki)/<체리체리 gogo>(김진

태)/<첫눈에 반함>(천계영)/<내 곁에 잠수함>(김준범)/<Psysketch>(양영순)/<年상年하>(한승

희)/<Oldies but Goodies>(이유정)/<Noname>(이은혜)/<Say Anything>(이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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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얼이 강화된 새로운 판형의 편집과 시각적 느낌을 강조했다. 이전의 순정만화잡지의 개념을 새롭게 바꾼 스타일리시 편

집과 작품들이 선을 보였고 2001년 1월에 폐간되었다. 김낙호는 《나인》을 이렇게 펑하고 있다.

“1997년 잡지 《나인》의 창간은 하나의 ‘사건’이었다. 《나인》은 이미 순정만화의 문법에 익숙한 채로 성장한 성인 여성층을

타깃으로 삼으며 주류와 비주류, 신인과 중견을 아우르는 고품질 지면을 지향했다. 잡지 《MiX》 등을 통해서 페미니즘 자의식

을 드러낸 바 있는 이진경, 이애림 등의 작가는 물론, 이강주, 한혜연, 문흥미 등 1990년대 중반을 관통하는 쿨한 감수성의 작

품들을 발표한 작가들 역시 여기에서 빛을 발했다. 나아가 최인선, 이향우 등 비주류적 감성의 소유자들도 자연스럽게 녹아들

어갔다. 이진경의 <사춘기>, 이강주의 <캥거루를 위하여> 등 이 시기 한국 순정만화의 대표작들을 상당수 배출했다.”30)

•발행기간 : 1999.08~2002

•출판사 : 시공사

•격주간/4×6배판(B5)/3,500원

•연재 작품 : <Pine Kiss>(이은혜)/<Glory age>(나예리)/<두 사람이다>(강경옥)/<新 로미오와 줄리

엣>(이미라)/<赤淚(적루)>(김대원)/<동방해이>(김윤이)/<微熱少女(미열소녀)>(Kaho

Miyasaka)/<그냥, 사랑하니까>(이빈)/<메르헨>(이소영)

청소년에 정확하게 타깃을 두고 감각적인 작품과 편집이 돋보였다. 2002년 5호로 폐간되었다.

•발행기간 : 2000.08

•출판사 : 대원씨아이

•월간/4×6배판(B5)/4,000원

•연재 작품 : 정보 없음 

•발행기간 : 2000.11~2002.06

•출판사 : 학산문화사

•월간/4×6배판(B5판)/4,000원

•연재 작품 : <I.N.V.U>(김강원)/<Click>(이영란)/<Sweet One>(여호경)/<戀愛 다이어리>(유현숙)/<

나의 과외일기>(권교정)/<불면증>(박은아)/<Run to you 1>(김설희)/<My Funny

Lady>(이빈 )/<Zoo Zoo>(김언형)/<꽃미남 모험기>(박원진)/<비룡전설>(전수

현)/<Waiter’s story>(정상희)/<NANA>(AI YAZAWA)/<그 남자! 그 여자!>(MASAMI

TSUDA)/<크레용 신짱>(YOSHITO USUI)

30) 김낙호, 90년대 만화사, 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View.do?blogid=0C8mc&articleno=1378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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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주 타깃으로 만든 잡지로 권교정, 김강원 등이 작가로 참여했다. 일본만화 <NANA>가 큰 인기를 끌 정도로 일본

작품을 다수 수록했다.

•발행기간 : 2002.06~2004.06

•출판사 : 시공사

•격주간/4×6배판(B5판)/3,800원

•연재 작품 : <천행기>(이윤희 글, 카라 그림)/<I’m your man>(이시영)/<T.R.Y>(김현정 글, 박무직

그림)/<엘리제를 위하여>(김정은)/<양의 눈물>(히다카 반리)/<글로벌 가든>(히와타리

사키)/<스킵·비트>(나카무라 요시키)/<Kiss me 프린세스>(김세영)/<주희 주리>(양

여진)/<쇼콜라>(신지상·지오/<코믹>(하시현)/<체크>(이소영)

천계영의 연재소설(노벨 류)이 실리고 일본작가 3명의 만화가 좌철 식으로 실렸다. 창간기념 부록이 화려하다. 2003년 월

간지로 바뀌었으며, 2004년 6월까지 발행되었다. 편집장은 강인선이었다.

•발행기간 : 2002.06~2005.05

•출판사 : 서울문화사

•격주간/4×6배판(B5)/4,800원

•연재 작품 : <그들도 사랑을 한다>(서문다미)/<Replay>(류량)/<하마가>(김나경)/<I want you>(원

수연)/<건드리지 마!>(서현주)/<시니컬 오렌지>(윤지운)/<바닐라 아이스>(김우현)/

<동성이상향>(이상은)/<언년이 이야기>(하시현)/<시화몽>(이종은)/<애니멜 파라다이

스>(유수미)/<트러블G>(김수연)

윙크와 밍크로 시장을 선점하던 서울문화사가 새롭게 만든 잡지로 오프라인 정지 이후 《웹진 슈가》로 이어졌으나 이마저도

2007년 정지되었다. 

•발행기간 : 2003.05~2004.05

•출판사 : 시공사

•격월간/국판(A5)/8,000원

•연재 작품 : <달에서 온 소년>(나예리)/<공상과학전기>(이시영)/<온>(유시진)/<HERSHE>(이빈)/

<도도냥>(장원선)/<말랑말랑>(석동연)/<마담 베리의 살롱>(권교정)/<미스터 레인보

우>(송채성)/<웰컴 투 리오>(한승희)/<백귀야행>(이마 이치코)/<사랑해야 하는 딸들>

(요시나가 후미)

레이디스 코믹을 지향했으며, 가격이 8,000원으로 만만치 않은 가격이다. 콤팩트한 사이즈에 ‘오후의 홍차’같은 콘셉트로

존재감을 인정받고 싶었으나 그 꿈은 오래가지 못해 1년여 만인 2004년 폐간되었다. 초대 편집장, 강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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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간 : 2004.08~2006.04

•출판사 : 도서출판 허브

•월간/신국판/6,000원

•연재 작품 : <조우>(김진)/<숲>(이양우)/<소녀>(양여진)/<행복한 Missy 박>(우양숙)/<Recycle

Life>(임 현 정 )/<그 늘 진  오 후 >(오 경 )/<들 꽃 이 야 기 >(박 연 )/<민 물 고 기 >(변 미

연)/<MINE>(변병준)/<나는 이상한 회사에 취직했다>(에호)/<HER'B NEWS>(난나)

명랑, 극화, 만화가 인터뷰 등 다채로운 시도가 있었으나, 1990년대의 실험정신은 별반 보이지 않는다. 월간지에서 2006년

부터 격월간으로 전환되며 곧 자취를 감추었다. 통권 18호.

•발행기간 : 2007.12~2009

•출판사 : 절대교감

•계간/A5(국판)/7,900원 

•연재 작가 : 나예리, 심혜진, 오은지(도짱), 박설아, 변천, 양여진, 톰톰, 전유호 등 

《뷰티풀 라이프》는 절대교감에서 발행하는 BL(보이즈 러브)을 표방한 19세 이상 구독 가능한 만화잡지이다. 2007년 12월

27일에 제1호가 발행되었다.

•발행기간 : 2008.11~2010.06

•출판사 : 절대교감

•격월간/A5(국판) 

•연재 작품 : <몽환 가족>(이향우)/<NANZO(새)>(이진경)/<푸른 목걸이>(유시진)/<그래도 괜찮아>(문흥

미)/<흑단과 벌꿀>(톰톰)/<수다만화-채은의 방>(채은)/<보바 씨와 수다를>(김나경)

•별책 부록 : <zelo>(전유호)/<여름 2화>(이정아)

2008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만화 특화 프로젝트 지원으로 탄생한 잡지이다. ‘절대교감(Absolute Sympathy)’은 마니아

들이 직접 만든 만화 전문 출판사로 알려져 있다.

31)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 검색어 : 뷰티플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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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한국순정만화

1. 서론

장르를 불문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만화를 꼽으라면 이케다 리요코의 <베르사유의 장미>와 미우치 스즈에의 <유리가면>이

절대 빠지지 않을 정도로 어릴 때부터 필자는 순정만화를 많이 좋아했다. 그러나 자라면서 순정만화 장르에 대한 관심은 멀어

지게 되었고 다양한 장르의 만화들에 빠져들게 되었다. 이러한 만화의 취향 변화는 단순히 연구자의 개인적인 선호도의 변화

에 기인한 부분도 있겠지만 순정만화 장르의 다양성이라는 외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즉, 전통적인 의

미의 순수 순정 로맨스 만화의 쇠퇴와 함께 다양한 장르와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복합적 순정만화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과

거 순정만화의 장르 특성은 간단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디지털 매체의 등장과 웹툰을 통한 만화 시장의 확대 등

으로 인하여 순정만화를 과거의 단순한 순정 로맨스의 틀에서 다루기에는 한계에 이르게 되었다. 현대의 순정만화는 종래의

관습적 서사방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고유한 특징들을 파생시키며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서 출현

한 순정만화의 양상을 대안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14 만화산업백서》에서는 만화의 장르를 코믹, 순정, 무협액션, 공상과학(SF), 학습/교양,

스포츠, 성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이 책의‘만화 장르 선호도 분포’(<표 1> 참조)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코믹

장르가 선호도 1위, 순정이 2위, 무협 액션이 3위를 차지하였으며, 3위까지 순위의 변동은 없었다. 순정 장르는 매년 20% 정

도의 선호도를 보이며 많은 독자가 좋아하는 장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콘텐츠의 영역에서 장르에 대한 연구는 주로 영화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만화에서 순정 장르의 통상적 개념을 영화에

적용시켜 본다면 영화의 장르는 로맨스와 멜로, 에로, 드라마까지 포함 시킬 수 있으며, 로맨스 코미디와 같은 혼합 장르 역시

만화의 순정 장르 안에 포함된다. 또한 TV 드라마의 장르는 만화에서 통상적 개념의 순정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순정이라고 명

<표 1> 만화장르 선호도 분포1)

순 2014년 순 2013년 2011년 2010년

위 장르 % 위 장르(%) 장르(%) 장르(%)

1 코믹 41.8 1 코믹(34.3) 코믹(29.2) 코믹(35.0)

2 순정 20.9 2 순정(25.1) 순정(20.4) 순정(15.7)

3 무협액션 12.3 3 무협액션(15.9) 무협액션(10.3) 무협액션(19.9)

4 공상과학(SF) 9.2 4 공상과학(SF) 공상과학(SF) 공상과학(SF)

5 학습/교양 6.3 5 학습/교양 학습/교양 학습/교양

6 스포츠 6.2 6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

7 성인 1.4 7 성인 성인 성인

기타 - 1.9 기타 - - -

계 - 100.0 계 100.1 100.0 100.1

1) 한국콘텐츠진흥원(2015), 《2014 만화산업백서》, 한국콘텐츠진흥원, p.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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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으며, 멜로드라마, 가족 드라마, 판타지 드라마 등으로 구분되어지고 있다. 

즉, 만화에서 순정 장르는 영화에서 장르로 구분되는 로맨스, 멜로, 에로, 드라마와 TV 드라마에서 멜로드라마, 가족 드라

마, 판타지 드라마 등 세분화 된 영역이 모두 아우르며 단순히 ‘순정’이라는 장르로 구분되어 장르적 특성이 무시되고 있는 것

이다. 이는 국내에 만연한 오랜 관습의 작용이며, 순정 장르에 대한 선입관을 형성하여 순정 장르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따

라서 순정 장르 내의 세분화 된 장르 구분을 통해 순정 장르의 장르 다양성을 검증하고, 장르 혼합의 유연성과 기능성을 검증

하여 순정 장르에 대한 선입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장르 구분은 산업적 측면에서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텍스트 생산을 체계적으로 양산할 수 있다는 이점을 제공하고, 사회적

규제 영역에서는 규범적 분류기준으로 기능하고, 학자나 비평자 들에게는 텍스트의 맥락적 위치를 평가할 수 있는 준거를 제

시하고, 수용자 입장에서는 텍스트에 대한 기대와 인식의 준거 틀을 제시해 줄 수 있다.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순정만화 장르를

세분화 할 것이며, 순정만화 장르의 장르 구성체는 어떻게 나타나며, 순정만화 장르의 장르 혼합에 따른 매체 파생의 기능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또한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연구의 범위는 순정만화의 스토리와 소재로 한정된다. 만화 장르는 스토리는 물론이고 그림

체가 불리는 조형적인 부분에서도 구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각 부분에서 나타나는 장르 특성은 상이하므로 분류 체계가 다르

다. 또한 장르의 유연성과 기능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변형의 가능성이 있는 순정만화의 스토리에 집중하여 연구할 것이다.

2. 만화의 장르

장르는 표현 형식이 반복되면서 일정한 형식의 캐릭터성과 이야기 구조가 고착화 개념으로, 콘텐츠를 내용 및 유형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 장르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내적·외적인 요인들에 근거하여 변화한다. 더글라스 파이는 장르를 반복과 반

복 속의 차이 활동에 의해 의미가 생성되는 컨텍스트로 묘사했다.3) 즉, 장르는 이야기 구조의 발현과 지속적인 노출로 인해 반

복되는 컨벤션에 익숙해지는 독자의 요구에 의해 고착화되어 공통적인 특징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로버트 워쇼는 “장르가 성

공한다는 것은 그 장르의 관심이 일반 대중의 의식을 불쑥 찾아간 다음, 일련의 특정한 태도들과 특정한 미학 효과의 장치를

수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독창성은 기대를 근본적으로 변형시키지 않고 강화하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장르의 특징은 만화 장르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만화 장르에 대해서 박인하는 “장르 만화에서 장르를 이야기하는 것

은 특정 장르의 만화를 이야기하는 것도, 장르 만화의 모든 작품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다. 특정 장르를 그렇게 이름 짓고 구

분하도록 하는 관습의 체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시대에 따라 관습의 체계가 변화하는 것처럼 동일한 장도 시대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하였다.4) 사회적인 관습체계와 관계를 맺고 있는 만화 장르는 다양성이 혼재되어 있으며, 고착화

된 장르 간의 결합으로 인해 새로운 장르로 생성될 수 있다. 

2) 최민재(2005), TV장르와 방송저널리즘: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형식 변화 현상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재단 연구서》2005-3, p.16.

3) Pye.D.(1975), The Western Genre and Movies. in B.K.Grant(ed.), pp.187~202, 권경민(2013), 《만화학개론》, 북코리아, p.85에서 재인용

4) 권경민(2013), 앞의 책, p.84



장르는 컨벤션과 클리셰라는 반복적인 노출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반복적인 체험을 통해 만화 장르의 의미체계가 구성된

다. 컨벤션은 주인공이 앞으로 처할 극의 전개를 관객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하며 외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등장인물

의 성격과 이야기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며 극에 대한 관심을 높여준다.5) 만화에서 클리셰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의문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속성과 같은 것이며, 어느 만화에서나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순정만

화의 꽃미남 캐릭터가 등장할 때 화사한 배경이 함께 등장하는 것이 그러하다. 고착화 된 장르는 반복적인 컨벤션과 통상적으

로 나타나는 클리셰가 존재하며, 이러한 표현은 진부하지만 수용자의 기대감에 의해 큰 변화를 꾀하지 못한다. 만약 독자의 기

대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면 이는 수용자에게 긴장과 박진감을 형성하는 장치로 사용된다. 이때, 독자의 벗어난 형식으로 기대

감을 충족시킨다면 새로운 장르가 형성될 가능성을 갖게 된다.(<그림 1> 참조) 

최근에 웹툰의 등장으로 생성된 병맛만화는 ‘기승전병’6)의 특징을 가진다. 이는 전통적인 서사구조인 기승전결의 구조에 벗

어나는 것이나 개연성을 파괴하는 진행을 통해 독자의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장르가 되었다. 병맛만화는 시대의 흐름에 의해

낯설고 실험적인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에게 기꺼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7)

이렇듯 만화의 장르는 시대적 흐름과 분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변화할 수 있는 유동적인 관념이며, 타 장르와의 결합이

용이한 특징을 가진다. 만화의 장르는 통합과 해체를 통해 새로운 장르로 발전한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예술

적 가치와 상업적 가치를 재고할 수 있다. 

<그림 1> 만화장르의 고착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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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의 장르 탈 장르화

수용자의
반복체험

만화장르의
의미체계 구성

 


수용자의
기대감

▼

서스펜스

▼

◀

5) 권경민(2013), 앞의 책, p.92

6) 기승전병의 ‘병’은 ‘병맛’을 뜻하는 것으로 결말의 부분이 전통적인 서사방식과는 다르게 개연성이 없거나 어이없음 등의 다양한 코드를 내재하고 있다. 

7) 홍난지, 박진우(2014), 병맛만화의 서사 구조에 관한 연구, 《애니메이션 연구》, Vol.10, No.3, p.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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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순정만화의 장르

1) 순정만화 장르의 아이덴티티

국내에서 순정만화라는 용어는 하나의 장르로 구분되어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여성성이 강조되는‘로맨스’를 소재로 한 만화는 대부분 순정만화로 분류된다. 또한 순정만화를 소비하는

소비층이 여성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이 소비하는 만화와 여성을 타깃으로 한 잡지에 연재된 만화를 순정만화로 치부한다. 예

를 들어 이빈 작가 작품 <안녕 자두야>는 초등학생 자두의 일상을 담고 있는 작품으로 개그/명랑 장르로 구분해야 하지만 일반적으

로 순정 장르로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 체계는 <안녕 자두야>가 월간 순정만화 잡지 《파티(party)》에서 연재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순정만화는 ‘로맨스’, ‘여성’, ‘여성작가’, ‘여성 소비층’, ‘여성이 보는 잡지’ 등의 다양한 개념이 포함되어 스토리와 형식, 사회적 소비

형태 등에서 컨벤션과 클리셰로 인해 순정만화에 대한 획일화 된 인식을 기반으로 장르가 고착 된 관습 체계이다. (<그림 2> 참조)

순정만화는 다양한 순정 코드를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장르 혼합이 나타나지만 ‘순정만화’라는 획일적인 콘텐츠로 인식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장르의 획일성은 장르에 대한 틀로 작동하여 선입관을 형성하고, 창조적인 감각을 수동화 할 수 있다. 반면,

순정만화의 범위 안에서 다양한 장르와 접목하는 것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로맨스를 기반으로 한 다기능적인

장르 혼성이 용이하다. 이는 장르를 대중화하는 속성을 이용해야 하는 동시에 장르의 공식과 관습을 끊임없이 변주하고 재창

조하여 진화하는 과정이다.8)

순정만화는 다른 만화와 구별되는 감성의 차이가 존재하며, 남성과 다른 ‘취향의 차이’9)가 반영된 결과물이다. 순정만화는

여성을 위한 매체로 시작했지만 담론의 중심이 성(sex)에서 성(gender)로 전환되면서 자연스럽게 ‘인간’과 ‘삶’에 대해서 이야

기 하게 되었으며, 사회적 주류의 가치관을10)을 표현하며 장르적 진화를 보여주었다. 

<그림 2> 순정만화의 장르 고착화 

순정 만화

장르
복합

로맨스

순정 만화

수용




✚ 타 장르

순정 컨벤션,
클리셰

▶

8) 신정범(2014), 자크 오디아드 영화 연구-히치콕 스릴러의 반복과 변주를 통한 장르의 재창조, 《예술과 미디어》, Vol.13, No.3, p.155

9) 순정만화는 특정한 장르적 관습이라기보다는 남성과 다른 ‘취향’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여성들 간의 정서적 동맹을 토대로 한 하위문화의 한 형태로 보고 있다.김영현(2001),

순정만화, 여성들의 정서적 문화동맹, 《여성과 사회》제12호, p.112.

10) 원윤미(2002), 순정만화 장르에 나타난 섹슈얼리티와 수용양상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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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정만화 장르 구성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순정만화는 로맨스 코드를 기반으로 한 만화이다. 또한 다양한 장르의 혼재가 나타나기 때문에 장르

혼합의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장르는 특징적인 요소들의 결합으로 생성되는 만큼, 로맨스 코드를 전제로 하면서 나타나는 다

른 요소의 해체 작업이 필요하다. 

장르는 가변성(variability)을 지니는데, 이는 하나의 특정장르가 다양한 하위장르로 분화하는 것을 말한다.11) 장르라는 개

념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면서 그 의미가 다원화되어 가고 있으며, 시·공간적 변화와 문화적 특수성 등을 반영하면서 변화,

발전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 SF나 액션, 멜로, 스릴러 등으로 분류 되었던 영화장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SF멜로나 액

션스릴러 등 복합화 또는 탈장르화 되고 있다. 따라서 장르의 분류와 명명은 절대적으로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인 과정이 아니

며, 어떤 유형의 장르이든 그 정의에 있어서도 상당한 이론적 불일치가 존재하는 등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

기 때문에 장르는 경험적으로 실제 존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각 연구자의 접근 방식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추상적인 개념으

로 논의되기도 한다.12)

순정장르는 다양한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진 ‘장르 구성체(genreformation)’로 볼 수 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순정장르는 다

양한 구성요소를 지니므로 장르를 분류, 해체하여 살펴보면 각 장르에서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이 새로운 순정장르를 형성

한다. 장르는 여러 요소들을 모은 복합적 구성체인 만큼 혼성적(hybrid)이미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장르는 학자나 비평가

들에게는 텍스트를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한 단위로 활용되고, 장르 연구는 특정한 매체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다.13)

순정 장르의 혼합은 타 장르와의 혼합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베르사이유 장미>는 역사만화이면서 대하 로맨스로 구분이 가능하

다. 이는 <베르사이유의 장미>가 갖고 있는 요소는 오스칼과 앙드

레의 사랑 이야기와 프랑스 대혁명을 전후로 마리 앙투와네트라는

실존 인물을 기반으로 스토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대하소설(大河

小說)’14) 장르의 요소가 포함된다. 따라서 <베르사이유 장미>는 대하

로맨스로 구분할 수 있다. 다른 예로 <저스트 고고>는 주인공 이데

의 히나코에 대한 사랑과 히나코의 감정을 토대로 하고 있으면서,

테니스를 배우게 되는 이데의 성장담을 그리고 있다. 따라서 세분화

된 장르는 스포츠, 성장 로맨스로 구분된다. 

11) 김길훈 외(2013), 《영화의 창》, 한국문화사, p.34.

12) Schatz,Thomas(1981).Hollywood Genres: Formulas,Filmmaking,and the Studio System. 한창호·허문영 옮김(1995).《할리우드 장르의 구조》, 한나래.

13) 황혜선(2009), 블로그 장르 분류에 대한 탐색적 연구 : 기술과 내러티브 요소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5.

14) 사람들의 생애나 가족의 역사 따위를 사회적 배경 속에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포괄적으로 다루는 소설 유형. 구성의 규모가 크며, 사건이 중첩되고 다수의 줄거리가 동등한 중요성을

띠고 전개된다. 롤랑의 《장 크리스토프》,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등이 있다. 네이버 어학사전

<그림 3> 순정만화 장르 구성체 분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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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순정만화 장르의 구분

박인하는 《장르만화의 세계》에서 SF, 추리&미스터리, 호러&퇴마, 판타지, 학원물, 열혈만화, 격투(액션), 전문&일상, 멜

로, 역사만화, 개그, 미소년&미소녀 만화로 대분류하고 있다. 각 장르의 구분은 소재와 스토리에서 나타나는 구성체의 특징을

분석하여 분류하지만 다양한 소재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만큼 획일화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한 순정 장르의 세분화는 아래 <표 3>과 같다. 장르의 구분은 로맨스를 기반으로 두기 때문에 대분류

는 순정으로 구분하며 소재와 스토리의 특징에 기인하여 순정 장르를 세분화 하여 중분류 하였고, 사례를 제시하였다. 순정 장

르의 세분화는 열혈만화, 멜로, 개그, 미소년&미소녀는 제외되고, 변신소녀, 스포츠, 대전, 명랑 장르를 추가하였다.

장르의 구분을 살펴보자면, SF는 공상 과학과 스페이스 오페라, 디스토피아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과학이 극도로 발전된

세계나 우주를 배경으로 하고, 극도로 발달된 세계를 비판하거나 암울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별빛 속에>는

14) 사람들의 생애나 가족의 역사 따위를 사회적 배경 속에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포괄적으로 다루는 소설 유형. 구성의 규모가 크며, 사건이 중첩되고 다수의 줄거리가 동등한 중요성을

띠고 전개된다. 롤랑의 《장 크리스토프》,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등이 있다. 네이버 어학사전

15) 박인하(2004), 앞의 책, 만화 내러티브 중심 장르 구분을 기반으로 작성

<표 3> 순정만화 내러티브 중심 장르 구분15)

대분류 중분류 특징 사례제시

SF 공상과학, 스페이스오페라, 디스토피아 등이 나타남 <별빛 속에>, <월강천녀>, <나의 지구를 지켜줘>

추리 & 미스터리 정통 추리와 미스터리 장르
<명탐정 키요시로 사건노트>, <별무리 마을 식빵저택>,

<Piece>

퇴마 마물, 요괴등과 맞서 싸우는 장르 <카드캡터 사쿠라>, <나츠메 우인장>

호러 공포를 주는 호러 만화 <호러 콜렉터>

판타지 가상세계나 신비함 힘을 소재로 스토리를 진행 <마스카>, <환상게임>

변신 소녀 미스터리한 힘을 사용해 변신하는 소녀가 등장 <세일러문>, <슈가슈가룬>

학원물
학원 일상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장르와 순정의 혼합.

일반적인 소재로 사례 제시 하지 않음
(순정만화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결합 형태)

순정 스포츠 스포츠 만화의 주된 스타일 장르 <저스트 고고>

액션(전쟁,격투)
캐릭터들이 싸우며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아르미안의 네 딸들>, <바사라>
장르와 순정의 혼합. 전쟁, 모험을 소재로 사용

대전 캐릭터 간의 대립과 승부가 전개 <치하야후루>

전문 & 일상 일상의 전문적 영역을 소재한 장르 <홍차왕자>

역사
역사적 격변기가 서사의 중심에 놓인 대하사극,

<베르사이유의 장미>
대하 로맨스 장르

명랑
웃음을 풀어내는 만화, 패러디, 부조리 개그,

<안녕 자두야>, <야 이노마>
일상명랑 장르

젠더
성(性)의 담론을 다루거나 제3종족의 설정,

<렛 다이>, <뉴욕 뉴욕>
BL 혹은 GL 장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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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공 신혜가 평범한 고등학생이 아니라 카피온의 첫째 왕녀 ‘시이라젠느’로, 그녀를 죽이기 위한 세력들이 나타나면서 그녀

가 왕녀로서의 모습을 찾아가는 스토리이다. 스토리는 지구라는 공간을 뛰어넘어 우주를 배경으로 하면서 평범했던 주인공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고 있다.

추리&미스터리 장르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추리를 펼치는 소재에는 <명탐정 키요시로 사건노트>,

<별무리 마을 식빵저택>, <piece> 등과 작품이 있다. <piece>의 경우 많은 사건에 접하며 추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 미즈

호가 고교시절 친구 하루카의 죽음을 알게 되고, 하루카의 부모에게서 그녀의 남자친구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자신의

고교시절을 답습하게 되는 스토리다. 따라서 앞의 두 작품처럼 사건이 일어난 원인을 찾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하루카가 죽게

된 원인을 찾아가며 그녀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힌다는 것에서 추리로 분류된다.

퇴마 장르는 마물, 요괴등과 맞서 싸우는 장르로, <카드캡터 사쿠라>와 <나츠메 우인장> 등과 같은 작품이 있다. <카드캡터

사쿠라>는 주인공 사쿠라가 우연히 마력을 지니게 되면서 봉인이 풀린 카드를 봉인하기 위한 대결을 펼치는 것이다. <나츠메

우인장>은 요괴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나츠메가 나츠메 할머니가 빼앗은 요괴의 이름을 돌려주는 스토리로 이름을 노리는

요괴들과 대결이 나타난다. 두 작품은 상이한 그림체와 스토리를 보여주지만 주 내용은 요괴 등과 맞서 싸우는 것으로 퇴마 장

르로 분류된다.

호러 장르는 공포감을 형성하는 것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존재로 인해 경악하는 내용을 다룬다. 주로 귀신이나

요괴를 등장시키거나 흑마술 같은 마력이 소재가 되기도 한다. 작품으로는 <호러 콜렉터>가 있다.

판타지 장르는 가상 세계나 신비한 힘을 소재로 하여 스토리가 진행되는 것으로, <마스카>, <환상게임> 등의 작품이 있다.

<환상게임>은 다른 차원의 이세계(異世界)가 배경이 되어, 동양의 사상인 주작, 청룡, 현무, 백호에 기반 한 4개의 세력이 각

각 7명의 전사를 모아 각자를 상징하는 성물을 소환하면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스토리이다. 주인공은 평범한 소녀이지만 배

경이 되는 이차원의 공간이 판타지를 더한다.

변신소녀 장르는 미스터리 한 힘을 사용해 변신하는 소녀가 등장하는 것으로, <세일러문>, <슈가슈가룬> 등 다양한 작품이

있다. 특히 변신소녀 장르는 다양한 아이템을 등장시키며 캐릭터 라이선싱과 연계되는 효과를 갖는다. 변신소녀 장르는 주인

공과 그 주변의 친구들의 성장을 담고 있기도 하지만 특별한 힘으로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을 해결하는 등 다양한 스토리를 보

여준다.

스포츠 장르는 스포츠 만화에 나타나는 열정이 주로 표현되는데, 다양한 스포츠 장르를 소재로 나타낼 수 있다. <저스트 고

고>의 경우 테니스를 소재로 육상을 하던 이데가 히나코에게 반해 육상을 그만두고 테니스를 배우는 스토리이다. 이데는 테니

스 초보자지만 뛰어난 운동신경으로 천재적인 실력을 보이며 성장하게 되는데, 운동에 열혈인 만큼 히나코에게도 열혈인 모습

을 보여주며 로맨스를 형성한다.

액션장르는 전쟁, 격투, 대결이 나타나는 것으로, 캐릭터들 간의 대결이나 캐릭터가 속해 있는 세력 간의 전쟁이 주가 된다.

작품으로는 <아르미안의 네 딸들>, <바사라> 등이 있다. <바사라>는 어지러운 나라의 시국을 정리할 운명의 아이가 태어난다

는 예언 후 남녀 쌍둥이가 태어나 남자 아이만 운명의 소년으로 대접을 받게 된다. 하지만 운명의 소년은 죽게 되고, 쌍둥이 여

자아이는 남자의 운명으로 살면서 각 나라 간의 전쟁을 정리하는 스토리이다. <바사라>는 신분질서를 무시하고 화려하게 변

장하는 것을 즐기는 하극상의 풍조를 일컫는 것처럼 실제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고 변장하며 살아가는 사라사의 운명을 나타

내는 제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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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장르는 캐릭터 간의 대립과 승부가 전개되는 것으로 <치하야후루>와 같이 일본의 전통 경기‘카루타’를 소재로 하여 주

인공 치하야가 카루타 대회에서 다양한 사연을 지닌 캐릭터들과 대결을 진행하는 것이다. 

전문&일상 장르는 전문적인 영역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장르로, <홍차왕자>는 고등학교 생활을 배경으로 하여 홍차로 부를

수 있는 홍차왕자가 소재이지만 홍차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 

역사 장르는 역사적 격변기가 서사의 중심에 놓인 대하사극으로 <베르사이유의 장미>를 들 수 있다. <베르사이유의 장미>

는 혁명 전후의 프랑스를 배경으로 실존 인물인‘마리 앙투아네트’를 등장시킬 뿐만 아니라 실제 프랑스 혁명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은 일본에서 제작되었으나 프랑스 국민들이 프랑스 만화라고 착각할 정도로 프랑스에 대한 묘사가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

받고 있다. 

명랑 장르는 웃음을 풀어내는 만화로, 패러디 부조리 개그, 일상을 유쾌하게 그리는 것이다. 작품으로는 <안녕 자두야>, <

야 이노마>를 들 수 있으며, <안녕 자두야>는 주인공 자두 네 가족의 일상 에피소드를 재미있게 그려내고 있다. 

젠더 장르는 성(性)을 담론으로 다루고 있으며 BL(Boys Love)과 GL(Girls Love)장르로 세분화가 가능하다. 또한 남자와

여자의 이분법이 아니라 제3의 종족으로 설정되어 새로운 세계관을 형성하는 것도 포함된다. 작품으로는 <렛 다이>, <뉴욕뉴

욕>을 들 수 있다. 젠더 장르는 하위문화로 형성되었으나 최근 대중문화로 자리 잡는 추세이며 <버니로즈>, <여고생과 편의점

>등 웹툰으로 연재되는 작품들도 늘어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례를 제시하지 않은 학원물 장르는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로맨스로 순정 장르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결합 형태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만화의 타깃이 10~20대라면 일반적으로 학교가 배경이 되므로 장르의 구분이 매우 광

범위하다. 하지만 특별히 학원내의 생활, 예를 들어 성적, 계급, 친구관계, 특별활동 등이 주가 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결코 장

르 구분에서 제외할 수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순정 장르 내에서도 스토리와 소재를 중심으로 SF, 스포츠, 퇴마, 호러 등 구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소재와 스토리의 다양성에 의해 한 가지 장르로만 구분하기 어려운 작품도 있다. 예를 들어 <세일러문>의 경우 신비한 힘을 갖

게 된 주인공 세라가 변신하여 악의 무리와 맞서 싸우는 스토리로, 신비한 힘과 알 수 없는 세계, 격투 등이 나타나면서 판타

지, 변신소녀, 퇴마, 액션, 대전 등의 특징이 나타난다. 때문에 하나의 장르로 구분할 수 없지만 다양한 장르가 내포되어 순정

장르로 분류하는 국내 만화 장르 구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한다. 

4. 장르 혼합의 유연성

1) 순정 장르의 혼용과 변용

괴테는 18세기에 “예술의 쇠퇴의 가장 두드러진 징조 중 하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예술들 의 혼합”16)이라고 여러 장르의 교

접을 경계하고 비판하였으며 이에 우리는 장르 혼성이 이미 18세기에도 만연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예술 장르의 혼성은 현대

적 징후가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된, 유구한 역사를 지닌 현상인 것이다.17) 장르의 명칭처럼 순정장르는 작가·비평

16) Johann Wolfgang von Goethe(2008), Schriften zur kunst, 정용환 옮김, 《예술론》, 민음사, p.61.

17) 이다운(2011), 멜로드라마의 관습적 장르 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현대문학이론학회》, Vol.45, p.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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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용자 등이 기여한 변함없는 제작과 해석의 산물이다. 

순정만화 장르는 결정적으로 작품에 주어지지도 않고 만화 텍스트 속에 갇혀 있지도 않다. 순정 장르와 장르 만화를 인정하

도록 하는 선결된 협약은 불안정한 균형 재창조의 사용, 이데올로기적 관점, 다양한 해석 유형 등이 서로 교차하고 서로 만나

는 교차로이다. 그러므로 장르와 순정만화와의 관계를 연구한다는 것은 어떤 작품을 어떤 케이스에 놓을지를 명확히 하기보

다, 한편으로 왜 그리고 어떤 배경에서 제각기 작품을 그 케이스에 놓는지에 대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만화와 장르가 창조되

고 존재하며 수용되었던 역사적· 사회문화적인 이러한 다수의 상호 작용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므로 단순한 순정

장르의 명칭보다 복수적 개념을 선호하고 순정 장르의 혼용과 변용에 대해 말하는 것이 적합하다.

순정만화 장르는 광범위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변용 가능성 또한 높다. 순정만화는 그 시대가 이루어놓은 사회와의 관계 속

에서 민감한 변화를 담아낸다. 어떠한 작품이 만들어지고 수용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소비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일은 변화하

는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의미를 갖게 된다. 즉, 순정 장르의 변용, 혼용(혼합)은 자연스러운 시대의 흐름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순정만화의 장르는 모든 묘사과정을 통해 멜로의 관습성에 순응하면서도

저항하는 변증법을 보여주며, 결국 작품은 ‘사랑의 낭만성과 영원성’이라는 멜로의 대전제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장르의 혼

합은 시대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며, 장르가 해체되고 혼합되면서 다양한 예술적 창조의 가능성을 새롭게 제시하는 것이다. 

2) OSMU

최근에 TV 드라마의 장르는 매체의 다양성과 채널의 확대로 인해 다양다종한 작품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영상을 표현 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블록버스터 급 드라마의 제작이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드라마에서도 장르 드라마가 등장 했고

‘하이 콘셉트(high concept)'의 특징을 가진 드라마의 제작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장르 드라마의 등장과 장르혼합은 스토리를 기획하는 데 있어 만화의 효용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만화는 오래 전부

터 드라마의 원작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2003년 <다모>를 시작으로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졌다. 그 중에서 순정만화를 원작으

로 하는 대표적인 작품은 2004년 <풀하우스>, 2006년 <궁>, 2009년 <꽃보다 남자>, 2009년 <탐나는 도다>, 2010년 웹툰

<메리는 외박중>, 2010년 <장난스러운 키스>, 2014년 <노다메 칸타빌레>, 2015년 웹툰 <냄새를 보는 소녀>, 2015년 웹툰

<오렌지 마말레이드> 2015년 <밤을 걷는 선비> 등이 있다. 

<밤을 걷는 선비>는 조주희, 한승희 작가의 작품으로 웹상에서 서비스하였지만, 출판만화의 연출방식을 따르고 있다. <밤

을 걷는 선비>는 서울문화사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 마녀 코믹스(http://www.mcomics.co.kr/)에서 연재되었

다. 작품은 웹상에서 유료보기를 통해 서비스 한 후 종이책의 출간이 이루어졌으며, 드라마로 제작되는 과정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하였다. 이는 종이책을 근간으로 하는 출판만화 시장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 될 수 있다. 또한 조선시

대를 배경으로 한 뱀파이어 이야기로 한국을 배경으로 외국적 소재를 차용하여 글로벌 전략에도 용이하다.

<밤을 걷는 선비>는 양선이라는 여자주인공이 남장을 하고 책쾌의 일을 하던 중 음석골에서 뱀파이어 성열을 만나게 되면

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양선은 자신이 여자임을 잘 숨겼다고 생각하지만 성열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서로에게 도움

을 주며 인연이 이어지는 로맨스 클리셰를 갖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밤을 걷는 선비>는 뱀파이어라는 소재를 차치하고 순

정만화 장르로 구분된다. 하지만 드라마로 제작되면서 조선의 뱀파이어라는 독특한 소재를 부각시키면서 새로운 장르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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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탄생시켰다.

이렇듯, 순정 장르이지만 특이한 소재를 활용하

여 장르 드라마를 탄생시킨 예는 <오렌지 마말레이

드>와 <냄새를 보는 소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오렌지 마말레이드>는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되었

고, <냄새를 보는 소녀>는 올레 웹툰에서 연재되었

다. 각각의 플랫폼에서 <오렌지 마말레이드>는 스

토리 장르로, <냄새를 보는 소녀>는 드라마, 판타지

장르로 구분되었다. 이는 각 플랫폼에 맞는 장르 구

분으로 만화의 장르 특성으로 분석해야 한다. 각각

의 작품은 로맨스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오렌지

마말레이드>는 뱀파이어를 소재로 하고, <냄새를

보는 소녀>는 특이한 능력을 소재로 하기 때문에 판타지 장르로 구분하여 순정 판타지로 분류된다. 

이 같은 혼합 장르 만화의 드라마화는 장르 드라마가 추구하는‘하이 콘셉트’를 추구하기가 용이하다. 혼합 장르는 소재와 배

경, 세계관 등의 다양성으로 나타나는 만큼 드라마를 통해 나타나고자 하는 의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 순정만화 외에도 만

화를 원작으로 하는 <각시탈>, <식객>, <미생> 등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TV 드라마 역시 장르적 차별화를 꾀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이처럼 만화는 소재의 다양성과 장르 혼합성이 유연하게 나타나는 만큼 장르 드라마의 특징에 맞는 콘셉트를 제공 할 수 있

다. 특히 TV 드라마는 여성이 주요 시청자가 되는 만큼 순정만화는 멜로와 로맨스를 형성하기 용이하며, 그외 혼합 장르를 통

해 차별성 있는 장르 드라마를 만들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만화의 장르 고착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순정만화 장르를 분석하였다. 만화의 장르는 사회적 관습이 작용하는

만큼 국내에서 순정만화는 여성이라는 젠더적 성향에 염두를 두고 개념화 하고 있다. 이는 콘텐츠의 특성과 사회적 소비 형태

등에서 나타나는 컨벤션과 클리셰를 통해 순정만화라는 장르로 고착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순정만화를 구성하는 구성체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순정만화는 순정을 기반으로 다양한 소재를 결합하여 창의적인 담론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와 같은 분석은 순정 장르에 대한 변용 가능성과 유연성 등의 특징을 도출하여 장르의 가치를 제고한다. 

장르의 유연성은 만화의 산업적 효용을 내포한다. 최근에 만화 <밤을 걷는 선비>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 동명의 드라마는 만

화의 소재인 뱀파이어라는 소재를 활용하여 판타지 특성을 부각시키는 장르 드라마를 탄생시켰다. 이는 만화가 갖고 있는 장

르와 소재의 특이성에 기인한 것으로, TV 드라마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장르의 서스펜스를 형성한다. 결국, 순정만화는 관습

<그림 4> <밤을 걷는 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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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장르적 획일성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순정만화라는 장르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며 다양한 장르를 혼합 할 수 있는 기

회를 증가시키며 다양한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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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만화잡지의 전성기는 1990년대다. 순정만화잡지 역시 활발하게 만들어지던 시대이기도 하다. 강인선 거북이북스

대표는 순정만화잡지계에서도 가장 왕성하게 활동한 편집자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다.

원래 이번 포럼 인터뷰 관련 기획은 1980~90년대를 풍미했던 유명 순정만화작가를 만나는 것이었다. 개별 작가는 개인사

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갈 수밖에 없는 한계 때문에 이런 저런 고민을 하다가 윤기헌 위원과 우연한 통화에서 차라리 편집

장을 인터뷰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거북이북스의 강인선 대표를 만나게 되었다. 작품과 작가 중심의 순정만

화사에서 편집장의 시각으로 당대를 들여다보는 것도 의미 있는 기획이 될 듯하다.

‘안드로이드 강’이라는 별명에서 말해주듯 매우 강인한 인상과 거침없는 입담을 보여주는 강인선 대표는 인터뷰 내내 웃음

을 잃지 않으며 지난 시절을 추억했다. 소녀적인 감성과 순정만화에 대한 애정이 곳곳에서 묻어났다.

김 : 오며가며 이런 저런 친분을 나누다가 순정만화계의 대모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돼서 새롭습니다.

강 : (웃으며) 제발 순정만화 대모라는 말 좀 쓰지 마세요. 순정만화라는 말도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저도 《나

인》만들 때부터 순정만화라는 단어 안 썼어요.

김 : 그래도 순정만화가 주는 시대적 의미와 각별한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강 : 차성진, 김동화 선생님 등 남성 작가들도 더러 있었지만 손에 꼽힐 수준이고, 순정만화는 여성이 만들어 여성 감성에

호소하는 만화라고 봐야겠죠. 하지만 요즘에는 장르적으로도 거의 구분할 수 없게 된 것 같아요. 솔직히 ‘순정’이 뭐예

요 ‘순정’이(일동 웃음)

김 : 순정만화가 과거일지라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장르이기 때문에 만화 포럼에서는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순

정만화 특집을 하게 됐습니다. 다소 오글거리시더라도 (웃음) 역사 기록을 남기신다는 생각으로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처음부터 순정만화잡지에서 일하셨나요?

강 : 당시 어린이 관련 잡지를 많이 만들던 육영재단에 입사했던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공예를 전공한 미대 졸업생이

어서 육영재단에서 《보물섬》, 《어깨동무》, 《꿈나라》 등 잡지의 미술팀으로 근무했었죠. 여성지에서 취재기자 했던 것도

도움이 됐어요. 취재와 디자인을 모두 경험 한 것이 편집장이라는 직책에는 큰 장점 같아요. 육영재단에서 《댕기》라는

순정만화잡지를 창간했는데 4호부터 편집장을 맡게 됐습니다.

김 : 그럼 《댕기》를 창간호부터 만드신 건 아니고 중간에 들어가신 거네요? 

강 : 《댕기》가 처음 나왔을 때는 약간 함량이 미달이라고나 할까 뭔가 부족한 부분이 많았어요. 제가 4호부터 맡고나서 확

바꿨죠. 표지 콘셉트를 좀 더 세련된 방향으로 다시 잡고, 신인들을 과감하게 기용하기 시작했어요. 소녀독자들을 규합

해서 우리들만의 이너서클을 만든다고나할까, 아무튼 작가와 독자, 편집자가 똘똘 뭉쳐서 잡지를 만들어 간다는 느낌

을 주고 싶었어요. 소녀들의 문화를 대변하는 잡지로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였죠.

김 : 여성편집장으로서 힘드신 점은 없었나요?

강 : 처음에는 육영재단 미술기자였다가 편집기자가 되었어요. 김수정 선생님을 담당하기도 했죠. 술을 못 마셔서 술자리에

서 끝까지는 못 따라 다녔어요. 대부분 뒤처리 담당이랄까. (웃음) 뒤풀이를 하고 나면 저만 멀쩡하니까 대부분 제 차로

모셔다 드리는 일 많이 했어요. 내가 술만 좀 마셨어도 엄청 달라져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일동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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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순정만화잡지 편집장으로서 만개하셨던 서울문화사에는 어떻게 가시게 되었나요?

강 : 《댕기》가 너무 잘돼서 신나게 일하고 있던 시절에 소년지 《아이큐 점프》를 내던 서울문화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어

요. 거기 가서 1991년에 《윙크》를 창간했는데 현대물을 잘하는 이은혜 작가와 《점프트리A+》, 판타지에 일가견이 있던

신일숙 작가와 《리니지》, 강경옥 작가의 SF 《노말시티》를 삼두마차로 해서 나예리, 박희정, 천계영, 박무직 같은 신인

들도 많이 발굴했죠.

김 : 《윙크》하면 대표적인 순정만화잡지로 만화계에 널리 알려졌는데 회사 안에서도 승승장구하셨겠네요.

강 : 《윙크》는 잘나갈 때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6만 부 이상 판매되기도 했죠. 당시 서울문화사 심상기 회장이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밀어줬어요. 1993년에 아동 순정만화잡지 《밍크》, 1995년에 성인 순정만화잡지 《나인》을 만들어서 연

령대별로 3각 편대를 구성하게 된 거죠. 정말 재미있게 일했던 시절이에요. 아침에 출근해서 빨리 일해야 하는데. 밤이

너무 길었어요.(웃음) 

김 : 여성 독자들은 남성과 다르게 한번 필이 꽂히는 작가에게 충성도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강 : 맞아요. 한 작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작가의 모든 것을 수집하는 경향이 있죠. 이은혜 씨 팬시 노트가 100만 권 넘게 팔

렸고, 만화작가로는 처음으로 개인 일러스트 집까지 냈어요. 박희정의 《시에스타》, 권신아의 《인디고》, 원수연 《아쥐

르》까지 연속으로 냈죠. 천계영 만화 《언플러그드 보이》를 활용해서 캐릭터 사업도 했어요. 

김 : 그렇게 잘나가시던 서울문화사였는데 어떻게 해서 그만두시게 되었나요?

강 : IMF 구제 금융 사건이 결정적이었죠. 잡지가 안 팔리기 시작하고, 직원들 잘리고, 노조 생기고 하면서 동력을 크게 상

실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사표를 내고 시공사로 갔죠. 거기서 《비쥬》, 《오후》 같은 작지만 단단하고 콘셉트가 명확한 잡

지를 만들었어요. 나는 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예요.

김 : 창간 당시에도 크게 화제가 되었던 순정만화잡지를 5개나 직접 창간하신 것은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강 : 1990년대에는 ‘순정’이라는 한 우물 만 팠으니 나름대로 역할은 했다고 봅니다. 

김 : 신인들 발굴 잘하시는 걸로 유명하신데 당시에는 어떻게 찾아내셨어요? 

강 : 작가 발굴하는 걸 보면 편집장의 색깔을 알 수 있어요. 공모전도 활성화되던 시기긴 했지만 아마추어 만화동인 행사 같

은데 다니면서 직접 발굴한 작가도 많아요. 나예리 같은 작가는 동인지 행사에서 그림 한 장 딱 보고 픽업한 경우죠. 《댕

기》에서는 유시진을 발굴한 게 기억이 납니다. 《윙크》 공모전에서 천계영, 하시현, 심혜진 같은 작가들을 많이 찾아냈죠.

김 :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신인이면 처음부터 장편 연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강 : 신인이면 처음에는 단편을 의뢰했다가 2부작, 중편 식으로 분량을 늘려가는 방식을 썼죠. 될 만한 작가는 1~2년이면

두각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신인 발굴해서 스타 만드는 것만큼 뿌듯한 일이 없어요.

김 : 작품을 의뢰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강 : 작가 본인의 취향과 강점에 가급적 맞춰서 작품 기획을 같이 해요.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시키는 게 가장 성공

확률이 높았어요. 자신이 좋아 하는 것과 잘하는 것 가운데서는 잘하는 것을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좋아하는 건 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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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면 되지만 상품을 만들고 팔아야 하는 프로의 세계에서는 마냥 좋아하는 것 만 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잘하는 게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김 : 거북이북스는 어떻게 설립하게 되신 겁니까?

강 : 2002년에 시공사를 나와서 만화발전연구소에 참여했었고, 경향신문의 펀 섹션 편집일 등을 하다가 2005년에 거북이

북스를 창립했습니다. 당시에 학습만화가 크게 각광받던 시절인데 투자를 유치하게 돼서 《크로니클스》, 《테일즈러너

킹왕짱》 시리즈 등을 냈어요. 학습만화로 성공을 거뒀는데 차츰 순정만화에서는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테일즈러너》

시리즈로 번 돈으로 내고 싶은 책을 많이 내게 됐죠.(웃음)

김 : 웹툰 시대가 되면서 순정만화라는 장르가 크게 위축되거나 희석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1990년대 순정만화 전성시대

와 비교하셨을 때 어떠십니까?

강 : 웹툰 시대가 완전히 열리면서 이제 출판 잡지시장은 거의 끝났다고 봐요. 순정만화 전문 편집자도 사라지는 것 같고,

그나마 아마추어 동호회 쪽은 일부가 남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서울문화사의 《마녀코믹스》나 《봄툰》처럼 마지막으

로 여성 웹툰 전문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요. 서로 공감하고 정서를 나눌 수 있는 끈끈한 회원제로해서 이너서클, 클럽

같은 여성 웹툰 플랫폼 말이에요.

김 :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강인선이 만드는 여성 전문 웹툰 플랫폼이라. 아무래도 여성 전문 웹툰이나 웹툰 플랫폼은

만화를 잘 아는 사람들이 만드는 게 유리한 게 아닐까요?

강 : 만화를 차라리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과감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웹툰 쪽은 인터넷의 속성이나 웹 마케팅을 전문적

으로 잘 꿰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데 아무래도 잡지만화나 출판만화 쪽 사람들은 그쪽 분야를 잘 모르니 전략적으

로 잘 안되는 게 아닐까요? 웹툰은 문화적으로만 접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웹 비즈니스 생태계를 이해하지 않고 웹

툰 플랫폼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방식이라고 봐요.

김 :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죠.

강 : 가령 과거 잡지 편집장 마인드였다면 강풀이나 이말련 작가는 아예 데뷔가 불가능했을 거예요. 웹툰을 만들고 소비하

는 작가와 독자의 트렌드가 변하고 있는데 10년 전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저 역시도 변하고 싶어요. 내가

뿌리를 내렸던 곳이 여성만화니 웹에서도 여성만화로 마지막 승부를 보고 싶어요. 남자들은 어지간하면 머리 모양도

잘 안 바꾸는 속성이 있잖아요. 남자들은 변화나 바꾸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남성

들은 모르는 여성만의 감성, 팬덤 문화를 여성 웹툰 플랫폼에서 풀어 보고 싶어요. <밤을 걷는 선비>가 드라마나 영화

화 되는 것을 보면 처음 기획 단계부터 드라마 생각하면서 하는 방식이 이제는 보편화 되는 것 같아요. 웹 마케팅 쪽 공

부도 많이 하려고해요.

김 : 혹시 준비를 조금씩 하시나요?

강 : 요즘 아이들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잖아요. 작가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내 모습을 그리기

가 예전처럼 쉽지는 않아요. 54세인 내가 과연 예전처럼 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선에서는 편집장이나 스태프

가 주인공이 되도록 나는 숨어서 뒤에서 활동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요. 더 이상 출판사 시스템으로는 경쟁력이 없겠다

싶어 우리 회사에서도 과거식 직함은 버리고 PD로 부르고 있어요. 프로젝트 디렉터(Project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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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출판 외에 작가 프로모션도 하시나요?

강 : 얼마 전부터 신인 매니지먼트 계약해서 프로모션 중인 작가가 있어요. 과거에는 출판사의 영향력이 가장 커서 편집장

이 절대 권력이었다면 요즘은 네이버 같은 포털들이 만화계에 슈퍼갑인 것 같아요. 격세지감을 느끼죠.

김 : 말씀 듣다 보면 일하시는 걸 굉장히 즐기시는 것 같아요.

강 : (웃으며) 저는 일하는 게 좋아요. 책 한 권, 한 권 나오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김 : 그래서 다들 강 대표님을 안드로이드 강이라고 부르나 봅니다. 별명을 얻게 된 이유는 뭘까요?

강 : 제가 좀 거침없이 밀어 붙이는 스타일이에요. 윙크 창간할 때 뜬금없이 이은혜, 강경옥, 신일숙 작가 데리고 유럽 여행

을 다녀오기도 했어요. 그런 모습들이 작가들과 친하고 끈끈함을 가져다주나 봐요. 선생님들과 고스톱도 치고 식구처

럼 같이 지냈어요. 

김 : 아무리 친해도 마감 안 지키면 힘들지 않으신가요?

강 : 대부분 작가들은 마감을 잘 지키는 편이었어요. 펑크 나려고 하면 너무 속상하고 싸우기도 하고 했지만 요즘 작가들은

너무 너무 마감을 잘합니다. 재능만 있으면 언제든지 작품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돼서 참 좋아요.

김 : 순정만화계에서 라이벌도 있었습니까?

강 : 작가들은 자기 작품 하느라, 편집자들은 자기 잡지 만드느라 그런 것에 신경 쓸 여유는 없었어요. 굳이 꼽자면 이은혜

작가와 원수연 작가가 한때 라이벌 구도였다고나 할까? 본인들은 잘 모르겠지만요. (일동 웃음)

김 : 다른 잡지의 작가 중에 같이 일했으면 하는 작가가 있어나요?

강 : 대원에서 만드는 《이슈》와 《파티》가 있었는데 이빈 작가가 탐났었어요. 나중에 《걸스》라는 작품을 같이 했죠. 지금은

《안녕 자두야》로 학산문화사를 먹여 살린다는 소문이. (일동 웃음)

김 : 연이어 잡지를 성공 시키셨으면 성과급도 많이 받으셨겠네요.

강 : 그때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연봉제도 아니고 호봉제여서 따로 나오는 건 없었어요. 심상기 서울문화사 회장이 인정

해준 것으로도 큰 힘이 됐던 시절이니까요. 1990년대에는 대부분의 잡지들이 잘되던 시절이기도 했고요. IMF가 모든

것을 다운 시켜 버렸죠.

김 : 출판만화잡지 시대를 풍미하셨는데 출판시대가 저무는 것에 대해서 서운하시지는 않습니까?

강 : 책이 주는 감성과 데이터로 보는 감성은 분명 다른 것 같아요. 억수 씨의 《HO!》 는 인터넷에서 다 읽었을 텐데도 책이

팔리는 것 보면 감성이 다른 게 아닌가 싶어요. 데이터와 종이가 주는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책으로 보관하고 싶은 가

치, 책이 주는 감성은 당분간은 유지가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만화책은 이제 황금기가 아니지만 작가들에게는 웹툰

시대가 열리면서 얼마든지 자기 재능을 실현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김 : 순정만화가 장르적으로 독자 생존 할 수 있을까요? 

강 : 할리퀸 문고가 시대를 넘어 계속 나오듯 여성만화도 계속 갈 것 같아요. 여성만화 시장도 계속 될 거구요. 각자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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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순정만화가 모두 달라요. 순정만화라는 단어는 이제 용도 폐기해야 한다고 봐요.

김 : 예전 순정만화와 요즘의 여성만화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강 : 예전 순정만화는 에세이 같은 느낌이 많았어요. 매우 감성적이고 내레이션도 많았고. 하지만 요즘 모바일로 보는 만화

는 조금만 텍스트가 많아도 외면 받기 때문에 인터넷 시대의 순정만화는 새로운 어법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옛날식 순

정만화라면 성공하기 힘들죠. 작가도 작품도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변해야겠죠.

김 : 인터넷 시대에 순정만화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강 : 독자와 소통이 안 되면 안돼요. 여성만화는 특히 공감과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장르적 구분이 점점 없어지는 느낌이에

요. 독자들도 자신에게 맞으면 장르나 형식은 개의치 않아하는 것 같아요. 일상 툰 같이 단순화된 선과 명랑만화 스타

일로 그려지는 여성작가들의 작품들을 보면 순정만화라는 카테고리는 이제 무의미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웹에

서는 모든 만화들이 다 섞여서 수렴되는 것 같아요.

김 : 그래도 미묘하게 여성의 감성을 건드는 작품들은 있지 않습니까?

강 : 미묘하지만 섬세한 차이가 있죠. 《치즈 인 더 트랩》 등 여성이 좋아하는 작품들이 분명히 있는 것은 맞아요. 《HO!》 같

은 경우도 여성들이 좋아하는 만화예요. 장르적 구분이나 성별의 구분이 없어진 거죠.

김 : 사실 웹툰 작가들 보면 딱히 순정이니 하는 건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만화’에서도 떨어져 나가는 느낌입니다. 그냥

‘웹툰 작가’가 있는 거죠.

강 : 맞아요. 더 이상 순정만화에 대해 논하지 말았으면 해요. 물론 연구자적인 입장에서는 다룰 수 있겠지만 최근 만화에서

는 거의 사라졌잖아요. 지금의 웹 만화를 순정만화의 시각으로 볼 수는 없을 정도로 다양화되고 세분화 되어 있다고 봐

요. ‘순정만화의 대모’라는 말은 그래서 정말 쑥스러워요. 나 역시 변화의 시기고 변화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인데 과거

에 머물 수는 없죠.

김 :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가요?

강 : 대중의 트렌드를 분석해서 더 좋은 작품 만드는 것이 목표예요. 그 시대 독자가 아니고, 그 당시 독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독자가 중요해요. 나랑 일 할 수 있는 작가를 모아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요. 나의 영향력 보다 독자의

니즈를 알 수 있는 새로운 PD나 편집자가 필요합니다. 콘텐츠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믿고 계속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성만화, 여자작가 만화는 있을 수 있어도 순정의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김소원 _ 상명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외래교수

서은영 _ 백석대학교 어문학부 외래교수

일 시 : 2015년 11월 6일

장 소 : 김혜린 작가의 자택

‘사람’을 노래는 작가
김혜린 인터뷰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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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린 ] 

본 명 김귀린, 경남 진주 출생

출 생 1962년 9월 4일

1983년 ≪북해의 별≫로 데뷔 (도서출판 프린스)

1999년 한국여성만화인협의회 회장, 영화 <비천무> 개봉

2005년 SICAF 어워드 만화부문 작가상 수상

[ 작  품 ] 

<북해의 별>

분류 출판사/출판잡지 발행일 권수 비고

1권 1983년 3월 15일

2권 1983년 4월 15일

3권 1983년 5월 15일

4권 1983년 6월 15일

5권 1983년 9월 20일

6권 1983년 11월 27

7권 1984년 2월 25일

도서출판 프린스
8권 1984년 5월 17일

전 16권 데뷔작
9권 1984년 8월 31일

단행본 10권 1984년 12월 2일

11권 1985년 3월 20일

12권 1985년 7월 17일

13권 1985년 12월 11일

14권 1986년 3월 21일

15권 1986년 11월 27일

16권 1987년 5월 14일

창만사 1992년 전 19권

세주문화 ‘팀메니아 코믹스’ 1995년 2월 ~ 1996년 4월 전 11권

도서출판 길찾기 2005년 3월 ~ 2005년 6월 전 8권 애장판

<샤만의 바위>

분류 출판사/출판잡지 발행일 권수 비고

잡지연재 ≪마인≫ 1995년 7월호 ~ 1996년 2월호 연재

단행본 도서출판 대원 1998년 전 1권 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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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천무>

분류 출판사/출판잡지 발행일 권수 비고

1권 1988년 2월 17일

2권 1988년 2월 17일

3권 1988년 5월 9일

4권 1988년 7월 24일

5권 1988년 9월 21일

6권 1988년 11월 28일

도서출판 프린스 7권 1988년 3월 26일 전 13권

단행본
8권 1989년 10월 18일

9권 1990년 7월 8일

10권 1990년 10월 17일

11권 1991년 2월 17일

12권 1991년 7월 13일

13권 1991년 12월 14일

창만사 1993년 전 11권

도서출판 대원 1997년 전 6권

대원 씨아이 2005년 2월~ 2005년 3월 전 4권 애장판

<겨울새 깃털 하나>

분류 출판사/출판잡지 발행일 권수 비고

잡지연재 ≪만화광장≫ 1986년 

창만사
전 1988년 8월 18일

전 2권
단행본 후 1988년 8월 18일

도서출판 대원 1998년 전 1권

<테르미도르>

분류 출판사/출판잡지 발행일 권수 비고

잡지연재 ≪르네상스≫ 1988년 11월호(창간호) - 1990년 5월호 연재

1권 1991년 11월 20일 

도서출판 서화
2권 1991년 11월 20일 

전 4권
3권 1992년 1월 25일

단행본 4권 1992년 1월 25일

도서출판 대원 1998년 전 3권

도서출판 길찾기 2003년 5월 전 3권 한정판

도서출판 길찾기 2003년 5월 전 3권 일반판

<로프누르 : 잃어버린 호수>

분류 출판사/출판잡지 발행일 권수 비고

잡지연재 ≪화이트≫ 1996년 12월호 ~ 1997년 7월호 연재

단행본 도서출판 대원 1998년 전 1권 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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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 검>

분류 출판사/출판잡지 발행일 권수 비고

잡지연재
≪댕기≫ 1992년 3월 18일호 ~ 1996년 8월 1일호 연재

≪화이트≫ 2000년 11월호 ~ 2001년 3월호 연재

1권 1992년 12월 25일 

2권 1993년 3월 10일 

3권 1993년 8월 5일

육영재단
4권 1994년 8월 1일

5권 1994년 12월 9일

6권 1995년 1월 20일
전 12권

단행본 7권 1996년 3월 10일

8권 1996년 3월 10일

도서출판 대원 9권 1998년 5월 19일

10권 2001년 3월 15일

대원 씨아이 11권 2002년 5월 30일

12권 2004년 12월 30일

대원 씨아이 2002년 10월~2005년 8월 전 6권 애장판

<아라크노아>

분류 출판사/출판잡지 발행일 권수 비고

잡지연재 ≪르네상스≫ 1992년 2월호-1993년 9월호 연재 

단행본 도서출판 대원
1권 1998년 9월 8일

전 2권 미완결
2권 1998년 9월 8일

<노래하는 돌>

분류 출판사/출판잡지 발행일 권수 비고

단행본 도서출판 길찾기 2003년 12월 전 1권
데뷔20주년

기념 단편집

<인월>

분류 출판사/출판잡지 발행일 권수 비고

잡지연재 ≪팝툰≫ 2009년 10월호 ~ 2010년 2월호 연재

<광야>

분류 출판사/출판잡지 발행일 권수 비고

잡지연재
≪이슈≫, ≪화이트≫ 1998년 연재 

≪보고≫ 2014년 11월호 ~ 2015년 8월호 연재

웹툰 2015년 5월 13일 네이버 웹툰 ‘한국만화거장전 : 순정만화특집’에 외전 <기억> 게재

단행본 도서출판 대원
1권 1998년 10월 20일

전 2권 미완결
2권 1998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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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연재 재개 그리고 다시 휴재, <광야>의 행방은?

Q. ≪보고≫에서 연재 중이던 <광야>가 ≪보고≫ 휴간과 함께 잠시 중단 되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A. 김혜린 : 제목을 <광야>로 지었을 때부터 예상했던 것인지도 몰라. 딱 헤매게 되어 있잖아요.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어

요. 웹 스타일로 진행을 해볼까, 어떻게 할까 아직 확실히 결정은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해가 바뀌기 전에 결

정을 해야죠. 

Q. 다른 인터뷰 기사에서 1930년대에 매력을 못 느낀다고 하신 말씀을 봤습니다.

A. 김혜린 : 빛과 그림자를 보면 꽤나 암울한 시대이기 때문에. 

Q.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그리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A. 김혜린 : 그 시절을 그려야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애들이 태어나고 활동하고 하는 시대를 그리다보니 그 시절이 되었

죠. 설정 상 경술국치와 함께 태어나다 보니, 어쩌자고 그걸 태어나 가지고. 저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 보니 갈

팡질팡 하는 것이긴 하지만, 어디로 가야할지는 모르는 게 아니니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웃음)

작업방식과 웹으로의 전환

Q. 네이버 한국만화 거장전 순장만화특집에 <광야> 외전 식으로 실으셨잖아요. 웹툰 형식은 처음이셨던 거죠?

A. 김혜린 : 원고 자체는 오프라인 형태로 해서 편집을 웹 스타일로 한 거죠.

Q. 그러면 이제 기존 원고 하시던 대로 종이 원고지에 그리신 다음에 작업하신건가요? 

A. 김혜린 : 종이는 아니고 디지털로 작업한 거예요. ≪보고≫에 있는 <광야>는 전부 디지털로 한 거예요. 

Q. 다른 인터뷰 보니까 전에 ≪화이트≫에 연재 중이셨을 때는 배경 같은 건 스캔 하거나 디지털 조금 쓰셨다고 하던데요. 

A. 김혜린 : 근대물이고 해서 느낌상 그때는 완전 수작업 했는데 시절이 바뀌고 보니 공부삼아 프로그램들 하면서 좀 해보

고 있던 중에 그쪽 이야기가 와서 그럼 이걸 디지털로 가 보겠다 그랬죠. 그런데 디지털로 작업을 할 뿐이지 보

기에는 디지털인지 뭔지 상관없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손으로 하든 디지털로 하든 결과물은 컴퓨터를 대고

하든 화판을 대고 하든 결국 사람 손으로 그려야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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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럼 작업 하실 때 펜까지 하시고 스캔 하셔서 톤이나 후반 작업을 디지털로 하신 거예요?

A. 김혜린 : 아니요

Q. 밑그림부터 다요?

A. 김혜린 : 손으로 그린 것처럼 보이게 해야죠. 내가 이건 좀 더 디지털답게 해보겠는 목적의 원고가 아니라 이미 출발을

해 놓은 원곤데 연속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변화를 준다면 조금씩 이어야 하죠. 1부 끝 하고 2부로 휙 가는 거

면, 예를 들어 컬러로 간다든지 하는 변화가 가능하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캐릭터든 배경이든 이야기의 중

심축이든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니까. 작업 자체는 디지털로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디지털이든 뭐든 결국

사람 손으로 하니까요. 

Q. 그렇죠. 컴퓨터가 그려 주는 건 아니니까

A. 김혜린 : 화판이 액정으로 바뀐 거지. 그렇게들 많이들 작업 하고 있죠. 네이버에 실었던 건 웹 스타일로 스크롤로 올라

간다고 해서 콘티를 짜거나 데생을 하거나 할 때 이 부분은 편집을 약간은 염두에 두고 하기는 했어요. 원래도

원고랑 편집용에서는 효과가 약간은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크게는 안 달라지는데, 왜냐면 말 칸이 커져야 하

잖아요. 글씨도 잘 보여야 하니까.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많이 보니까. 일단 뭐라는지 보여야 할 거니까. 말

칸을 새로 배치를 하려니까 아 그래도 솔직히 많이 줄였지만 그래도 아직도 말이 좀 많은 편인데 식자 크기를

이정도로 맞추려니 말칸밖에 안 보이네. (웃음)

Q. 대체적으로 예전 만화와 요새 웹툰이랑 비교 하면 텍스트가 좀 적어요.

A. 김혜린 : 어쩔 수가 없어요. 가독성의 문제기 때문에. 보다 화나면 사람들이 안 보니까. 석 줄 이상 넘어가면 대사가 아

니다.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Q. 요새 웹툰에서 순정만화다운 작품들이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순정만화의 독특한 표현 중에 페이지 펼

쳤을 때 칸 나누기가 일단 소년만화처럼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것 같습니다. 

A. 김혜린 : 화면 분할이 좀 다르니까.

Q. 요즘은 로맨스 만화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예전 순정만화에서 느꼈던 감수성이나 표현 같은 것은 느끼기가 힘들다고 하

는 게 중론입니다. 칸 나누기도 그렇고 서사도 그렇고요. 

A. 김혜린 : 그건 당시에 그런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변한 거니까, 요즘의 십대들에게는 지금 스타일이 굉

장히 익숙하겠죠. 문법이나 보는 방식, 즐기는 방식 자체가 변화 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게 자기에게 더 친숙 하

느냐의 문제 같기도 해요. 지금의 3~40대 혹은 50대까지 포함해서 예전 스타일의 만화를 학창 시절에 보고 살

았던 사람들이 지금의 만화를 보고 즐기려면 뭔가 박자나 호흡이 안 맞는 게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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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크롤로 봐서 재미있는 게 있는가 하면 종이로 넘겨야 맛이 나는 게 있어요.

A. 김혜린 :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 자기에게 친숙한 방법이 있고. 작가들은 그 와중에 합일점을 찾아야겠죠. 오랫동안 이

렇게 봐 왔는데 그걸 여기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하는 건 쉬운 건 사실 아니죠. 

Q. 다른 장르보다도 순정만화가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깝기도 합니다. 예전 여학생들은 순정만화를 많이 봤는데 요

즘 여학생들은 순정만화라는 단어 자체를 생소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A. 김혜린 : 요즘은 로맨스나 BL 이런 쪽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Q. 로맨스라는 명칭으로도 분류되죠. 

A. 김혜린 : 원래도 순정의 주 분야는 그랬을 거예요. 좀 더 스케일 있고 좀 더 깊이감 있는 작품 취향의 독자들에게는 다른

작품들이 먹혔겠지만, 원래 우리들이 열심히 활동하던 시절에도 주류는 그거였어요. 역시 로맨스는 중요한 것

이기 때문에. 나도 항상 사랑 이야기를 그렸는데. 

Q. 그렇죠. 

A. 김혜린 : 사랑이 좀 징하지. 아이고, 징한 것들. 사랑이 그리 좋나 하면서. (웃음)

Q. 금방 말씀하신대로 요즘 웹툰이 대세잖아요. 출판만화 쪽이 어렵기도 하고요. 선생님은 이 사이에서 앞으로의 작업 스타

일을 어떤 방식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A. 김혜린 : 나는 웹에는 별로 저항감은 없어요. 컴퓨터로 노는 것 좋아하고. e-book으로 소설책 보는 것도 재미있고요. 손

으로 직접 종이나 천에 대고 그리는 즐거움은 또 다른 것이지만 이렇게 전부 다들 얼리어답터가 돼서 돌아다니

다 보면, 너무 하늘도 안 보고 땅도 안 보고 이것만 보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마주 앉은 사람 얼굴 보다 이걸 보

잖아요. 왜냐면 이쪽이 훨씬 더 피곤 하니까.

Q. 요즘 사랑 방식도 바뀐 것 같습니다. 이십대들은 스마트폰을 보면서 연애를 하더라고요. 

A. 김혜린 : 왜냐면 그게 직접 부딪히는데서 오는 스트레스는 좀 덜하거든. 장단점이 있는 것 같긴 한데…. 현재 웹툰이 대

세다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즐기는 사람들이 즐기는 방식이 바뀌었고, 이제 내가 거기에 적응을 못해서 고

민을 한다든지 이건 아니에요. 하려면 하지 왜 못해. (웃음) 하려면 하는데 하고 싶은가, 할 만큼 에너지가 있는

가. 그런 걸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지. 누가 나한테 하지 말라고 말린 적도 없고 억지로 하라고 한 적도 없으니

까. 그래도 또 나도 생활인으로서 밥은 먹고 살아야 하니까 생각은 해 봐야죠. 디지털 작업에 대한 어색함은 없

어요. 그런데 아마 적응을 하기 힘든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또 오히려 그것으로만 주로 익숙하게 했던 분들은

또 손으로 그리라고 하면 잘 못 그릴지도 모르지만. 왜 요즘 그림을 그린다 하는 것은 그린다기 보다는 딴다고

그래야 하나. 그런 경우들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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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프로그램은 정교하게 나와서 동작도 세밀히 구분되어 있기도 합니다. 

A. 김혜린 : 그림을 그리는 건 트레이닝이 아니거든. 그림을 그린다 하는 것은 물론 정확한 동작이라든지 이런 것은 항상 참고

는 해야 하지만 한 인물을 모니터 안이든 종이 위든 어디든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단순히 정확한 동작 안에서

나오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 인물에 생명력을 줘야 하니까. 어떻게 생명력이 생기는지는 물론 나도 잘 몰라요. 

순정만화사의 획을 그은 ≪아홉 번째 신화≫

Q. ≪아홉 번째 신화≫는 한국 순정만화사에서 가장 큰 사건 중 하나로 들어갑니다. 

A. 김혜린 : 좀 더 사건스럽게 만들었어야 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모여서 하는 게 오래 가긴 힘들더라고요. 게다가

개성적인 사람들이 모여 하는 거니까. 당시에 황미나 선생님이 애 많이 쓰셨고 수고도 많이 하셨고. 다들 그 때

는 진짜 이십대 시절이었으니까. 그야말로 순수한 열정으로 만들었어요. 

Q. 황미나 선생님이나 여러 선생님들 인터뷰를 보면 당시 만화검열이 심해 자유롭게 하자는 의기투합으로 만든 것이 ≪아

홉 번째 신화≫였다고 합니다. 3호까지 나오고 서화에서 ≪르네상스≫가 나오면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월간 순정만화

지가 나오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A. 김혜린 : 당시는 잡지 같은 게 없던 시절이라. 장편의 디테일에 몇 년씩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단편을 어떻게 발

표해 볼 수 있는 지면도, 기회도 없었잖아요. 당시에는 대본소 체제였어요. 그 상태에서 일종의 동인지 활동인

셈이죠. 일종의 돌파구인 셈이니까. 그게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뻔하지만, 작가 생활 중에는 그런 열망이 생길

때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대본소에서 하는 작품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것과는 또 다른 거니까. 

Q. 당시 작가들끼리 의기투합은 잘되셨는지요?

A. 김혜린 :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해볼까? 하다 보니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쉽게 의기투합이 된 건 물론

아니죠. 삐거덕거리기도 했어요. 그래도 그런 단편이라든지, 다른 작품 세계에 대한 욕구 같은 마음들은 다 있

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의기투합은 어렵진 않았어요.

그런데 실무적인 부분은 쉽지가 않죠. 누가 맡아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고만 하는 것도 아니고 편집작업

이든지, 책을 보면 우리 나름의 기획 기사라든지 그런 것들은 뭐 이렇게 서로 티격태격도 있었고요. 근데 그 정

도야 뭘 해도 동인지라는 걸 편집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 방향으로 가자 저 방

향으로 가자, 뭐 이렇게 여기에 관해서 탐구하는 게 좋지 않냐 이쪽이 더 낫지 않나. 편집회의도 아니고 그걸 뭐

라고 해야지. 굳이 따지자면 편집회의겠네. 동인지들이 만들어질 때 할 법한 여러 가지 것들은 다 있었던 셈이죠.

물론 원고 마감도 쉽지는 않았고. 그리고 식자 같은 거 요즘은 다 쳐서 하지만 그때는 일일이 우리가 다 하나씩

오려서 붙이고……. 궁상궁상 하면서 풀로 붙이고 수작업의 시절이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만들어진 거죠. 조

금씩 멤버가 바뀌었던 것 같기는 하지만, 여하간 그런 식의 작업을 하고 싶다는 욕구는 다 있었기 때문에 어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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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결과물은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황미나 선생님 같은 경우에 애를 많이 쓰셨

죠. 왜냐면 우리들 중에는 가장먼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죠. 책을 내는 과정에 있어서도 컨택이 있어야 인쇄

소에서 찍을 수 있죠. 원고만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필름화 하고 하는 과정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 기

획 기사 같은 건 애를 많이 썼죠. 결과적으로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꾸준히 해마다 항상 한 개씩 낸다는 게

오래 가기는 어려운 계획이기는 했죠.

Q. 2호까지는 완전 무가지로 자비로 나왔습니다. 

A. 김혜린 : 그러니까 거기에 누군가들이 그만한 희생을 치렀겠죠. 서로 조금씩 갹출도 했고. 흔히 말하자면 살짝 맛이 가

야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득 따지고 해서는 못하는 일이죠. 부수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런 실무적인 것

에 관한 거는 황미나 선생님이 기억을 잘하고 계실 거예요. 

Q. ≪아홉 번째 신화≫는 창작자들 스스로가 만들어내서 그게 만화계의 흐름을 바꿨다는 점에서 정말 전무후무 합니다. 

A. 김혜린 : 하도 답답하니까 그랬지

Q. 당시에 느꼈던 부당함 같은 게 있으신지요? 

A. 김혜린 : 부당도 부당이거니와 당시 만화는 대본소 출판 형태 아니면 학습만화 외에는 없었던 협소한 시장의 형태잖아

요. 그런데 우리들은 흔히 말하는 3세대라고 하나. 조금은 다른 토양에서, 다른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아주 희미하지만 조금씩 시대가 변화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욕망, 목마름 같은 것이 이

십대 작가들이 움직이기에는 충분한 토양이었어요. 삼십대만 되더라도 어렵겠지만 다들 이십대고 아직 패기만

만할 때고 그려 보고 싶은 것도 많고 표현 해 보고 싶은 것도 많았어요. 그런데 표현 할 데가 없어.

우리가 당시에 그려 보고 싶던 것들을 대본소용으로도 그리고 있었지만, 대본소용은 어쨌든 3권 이상 만들어야

팔 수 있었어요. 장편과는 다른 호흡이라는 게 있는 거고. 단편을 당시에 프로 작가들 아닌 아마추어 형태의 동

인지들은 많았어요. 프로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또 그거랑은 좀 더 형태를 갖춘 것을 만들어 보자. 일종

의 만화 전문 잡지에 대한 욕구가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Q. 당시 아마추어 동인지도 많이 있었습니다. 

A. 김혜린 : 맞아요. 꽤 괜찮은 것들. 나도 지금 아직도 몇 권 갖고 있는데, 동호회들이 꽤 많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경옥 씨가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ACA쪽 일을 많이 맡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말했듯이 순정만화의 태동이

라든지 흐름 이런 부분에 있어 저는 오히려 대표성을 가지기 힘들다고 한 게 상당히 부외였기 때문에. 지방에서

똑 떨어져 가지고 혼자 있다가 흔히 말하는 ‘갑툭튀’ 였거든. 제가 정식으로 문하생 생활을 했던 것도 아니고 동

호회 활동을 해 본 것도 아니었어요. 저나 신일숙 씨 같은 경우엔 지방 출신 작가들이 흔히 그렇듯 ‘갑툭튀’였

죠. 이름도 없다 뿌리도 없다 어느 날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버린 거니까. 

폭 넓은 저변에 관한 이야기들은 강경옥 씨나 이런 분들이 좀 더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거기서 데뷔해서 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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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으로 활동한 분들도 있고요. 유파라고 말하기엔 뭣하지만 유형들이 조금씩 다르죠. 동아리 활동에서 태동

이 되가지고 성장한 사람도 있고, 혼자 골방에 처박혀 있다가 어느 날 혼자 출사를 한 사람도 있고. 어느 게 좋

다 나쁘다 혹은 옳다 더 좋다 아니다 그런 게 아닌 거니까요. 여러 가지 좋아서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무

엇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작가들끼리는 서로 이야기

잘 안 해요. 내가 소싯적에 이러고저러고 데뷔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들은 잘 안 해요. 

Q. ≪아홉 번째 신화≫에 실렸던 작품들이 나중에 다른 만화 잡지에 실리기도 했고 단편집 ≪노래하는 돌≫에 묶여 나오기

도 했고요. 거기에 보면 작품마다 질문도 있고 선생님의 감상도 조금씩 실려 있는데, <우리들의 성모님>이 황석영의 소

설 ≪객지≫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부분이 있었어요. 

A. 김혜린 : ≪객지≫ 내용은 오래돼서 오히려 기억이 잘 안나요. 당시에는 어디에서 읽었지? 어떤 스토리상의 영향이라기

보다 분위기라고 해야 하나. 그리고 그게 담배농사 짓는 집 이었나. 가물가물한데 정서는 아마 닮은 부분이 있

을 거예요. 나는 어떤 플롯이나 정서의 부분에서……

만화 검열과 심의

Q. 그러면 선생님이 데뷔 하셨을 때랑 ≪아홉 번째 신화≫ 끝난 직후인 1988년도부터 잡지 시절로 바뀌잖아요. 그때는 대

한민국 사회 자체가 많이 변한 시기이기도 했지만 피부로 느끼시는 분위기의 변화라든가 창작 환경 혹은 만화계의 변화

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김혜린 : 일단 잡지 시대가 되었다는 것은 많은 작가들이 바라던 것 이었으니까. 그리고 창작 환경 자체야 뭐 크게 달라

질 게 있나요. 어차피 화판에다 종이 대 놓고 하는 거 자체는 달라진 게 없지만 어쨌든 그런 건 있었죠. 일단은

‘심의’라는 것 자체가 느슨해지는 건 확실히 있었어요. 

Q. 1960년대 만화 자료를 찾다 본 건데, 선생님이 아이를 혼을 내는데 표정이 무섭다고 심의에 걸리는 경우도 있더군요. 사

실 웃으면서 때리면 그게 더 이상할 텐데. 

A. 김혜린 : 예를 들어 “빌어먹을 놈”이라는 대사를 썼으면 걸렸는데 “빌어먹을 놈”을 써도 안 걸리더라는 거죠. 칼싸움을

하는데 칼이 안 돼서 갑자기 몽둥이로 바뀐다든지 그런 말도 안 되는 거는 다소 시정이 되었죠. 판자촌이 있어

서 판자촌을 그렸는데 왜 판자촌을 그렸냐고 하시면 뭐라고 답을 해야 하나요 식의. 

Q. 남자 주인공 머리 길다고 뭐라고 하고 그랬다고

A. 김혜린 : 그래도 시대물은 조금 넘어가 주는 게 있지만, 옛날에는 동서양 할 것 없이 다 길렀으니까. 어처구니없는 그런

것들 꽤 많았어요. 너무 유치해서 일일이 말할 수도 없는데. 어쨌든 심의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 자체가 너무 어

처구니 없는 것에서 어처구니가 가끔씩은 있는 걸로 변했다든지 그런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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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렇다면 작가가 작품을 쓰는 환경 자체는 여전했던 건가요? 

A. 김혜린 : 환경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잡지 시대가 되면 좋은 점 나쁜 점 있겠지만, 일단은 고료 측면에서 좀 좋아졌어

요. 물론 고료가 제때 안 들어오면 소용없지만요. 이런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잡지시대

가 되어서도 잘 버는 사람들은 잘 벌었겠지만 잡지도 한참 중흥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망해 나가는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열심히 일 했는데 소득은 제대로 못 거둔 그런 경험들도 있는 사람이 있는 거 같고. 그런 거

는 꼭 이 분야 일만은 아닐 거예요. 지금이야 어디 노동청에 제소라도 한다지만. 

Q. ≪북해의 별≫ 에서 검열과 관련된 일화는 없었나요?

A. 김혜린 : 물론 그 때는 심의가 시퍼렇게 있을 때니까. ≪북해의 별≫은 흔히 말하는 왕자와 공주가 나오는 만화잖아요.

그래서 간섭이 덜 한 부분은 있죠. 그게 막 현대를 배경으로 하거나 근대를 배경으로 해서 민란이 일어나고 난

리가 났으면 좀 더 신경 써서 봤을지는 모르겠지만 시대가 시대고 사소한 것은 많이 걸렸어요. 

Q.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A. 김혜린 : 예를 들면 뽀뽀 씬 같은 건 옛날에 다 잡았었고. 그런데 군이나 기득권층의 억압에 대해서 검열하는 건 없었는

데, 정말 사소한 대사라든지 별 쓸 데 없는 거에……. 이 사람들은 한 권당 몇 개를 잡아야 한다는 노르마가 있

었는지도 몰라요.

Q. 할당량. 몇 개 잡아 내라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A. 김혜린 : 그런 거 있었는지도 몰라요. 대사가 사납다든지, 비속어가 많다든지 하면 고쳐야 하고. 고치면 되죠. 이야기 전

체적인 틀을 건드리는 거라면 상당히 곤란하지만 그렇지는 않았으니까. 그게 이제 왕자와 공주들이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하니까. 자잘한 거는 비슷하지만 또 다르게. 어쨌든 그쪽에서는 원고에다 줄을 죽죽 그어 놔요. 그

러면 이쪽에서는 ‘이렇게 고쳤습니다.’ 라고만 해주면, ‘그래 고쳤군.’ 하면서 자기들 체면은 섰으니까. 그런 거

는 있었어요.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그래 여기를 걸어라’ 하면서 그리는 거죠.(웃음) 나중에 고쳐주면 되니까

요. 어쨌든 6·29를 기점으로 심의 쪽은 상당히 편해지긴 했죠. 하여간 진짜 할당량이 있는 거처럼 원고에 줄

찍찍 긋고. 우리들은 속이 상하죠. 얼마나 소중하게 만든 원곤데. 거기에 줄 죽죽 긋고, ×표 치고 여기에 동그

라미 쳐 놓고 하면…….

Q. 다른 선생님들도 난도질 당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A. 김혜린 : 그냥 몇 페이지 어느 부분 해주면 차라리 모르겠는데 원고에 푸른 색연필로 줄을 팍팍 그어 놔요. 색연필로 그

림 옆에 표시해서 약간만 이런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여자가 가슴이 파인 드레스를 입었다 치자, 그러면 노출

이니까 고쳐라 하는 뜻으로 가슴에 선을 좍 그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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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A. 김혜린 : 화가로 생각하면 캔버스에 바로 죽죽 그은 거니까. 우리한텐 그게 캔버슨데. 그게 아마 심의위원에 따라 조금

씩 달랐을 거예요. 그래도 조심해서 옆에 체크만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야 말로 자기의 손톱만한 그거

에 취해서 박박 긋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Q. 그렇게 해서 가장 많이 심의에 걸려서 선생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작품이나 장면이 있나요? 

A. 김혜린 : 딱히 뭐 내 경우는… 당시에 ≪북해의 별≫만 하고 있었을 때였으니깐. 시퍼런 거에 익숙해지면 뭐. 아까도 말

했다시피 ‘여긴 걸어 여긴 걸지 마’ 하면서 꼼수를 부리기도 하고요. 그땐 아마 아무것도 안 걸고 넘어가면 안 된

다는 강박관념이 그 사람들에게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대사 같은 경우도 별로 안 걸어도 될 것 같은데 걸어

놓으면 비슷한 느낌의 다른 단어를 써 놓으면 또 통과가 되요. 어쨌든 뭔가 체면을 살려주는 게 필요했던 거지.

그래서 뭐 이제 일일이 다 기억도 잘 안나요. 오래전이기도 해서.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또 줄 좍 그어서 고치라

고 하기 때문에 머리를 굴려가지고 좀 더 낫게 고친 것도 있으니까. 

이 표현이 더 나은 것 같아 하고 그 표현으로 바꾸면 어쨌든 자기들이 건 거를 고쳐서 왔으니까 그건 넘어가고.

고쳤는데도 또 걸리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서로 말하자면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줄다리기를 오랫동안 해온 셈이

죠. 지금도 심의가 남아 있겠지만 옛날처럼 그리 어이없는 짓은 안 하겠지. ‘무서운 얼굴로 때리지 마’ 라는 말

도 안 되는 것도 있고요. 한때 60년 70년대 이럴 때 있었던 액션 물이나 하드보일드 한 그런 것들 그런 거는 총,

칼 뭐 이런 것들이 작품에 등장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런 유형의 작품들은 다 그렇죠. 칼을 확 휘두르는데 갑자

기 손에서 칼이 사라져. (웃음). 그러면 독자도 알고 보는 거지. 이 무슨 눈 가리고 아웅이냐. 순정만화들 경우

는 의도하지 않았던 은근한 키스신이 많아지게 된다던지. 

Q. 실루엣이거나, 꽃으로 가리잖아요. ≪북해의 별≫에도 그런 장면이 있지요? 그리고 예전에 한승원 선생님 작품인데 남

녀 둘이 자는데 내복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A. 김혜린 :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건 흔했어요. 효과상 괴로워한다거나 할 때 전 컷 까지는 뭔가 입고 있다가 그

신에서만 심상적인 분위기를 상체만 나온다거나 할 때는 거기다 파란 색연필로 자기들이 입혀 놔요. 

Q. 아름다운 밤에 내복을 입혔다고 나중에 다른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봤습니다. 

A. 김혜린 : 노출. 남녀가 둘이 섬씽이 있는 신이다 하면 좍 그어 놓으면 남자 컷이 위에 있고 여자 컷이 아래에 있고 나눠 놓죠.

Q. 아, 나눠서 검정 칠해 버린 부분요. 

A. 김혜린 : 하여간 가까이 가지 말라 이거야. 일단 가까이 가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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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사람’을 노래는 작가 김혜린 인터뷰

김혜린 표 순정만화의 감수성

Q. 1990년대에 쓰신 글을 읽었는데, 지금도 공감 가는 글이었습니다. 글에서 사람에 대한 감성과 사람에 대한 따뜻한 관심

이 느껴졌습니다. 물론 작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의 작품에는 태생적인 악인이 없잖아요. 다 나름의 어떤 사연

이 있고, 상처가 있고요. 

A. 김혜린 : 그런 건 좀 아는 척 하려고 하다 보니 그리되었는지 모르지. 뒤집어서 말하자면요 그만큼 사람을 믿고 못 믿고,

이전에 사람이라는 존재가. (웃음). 어떤 비애감을 사실은 바닥에 깔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스스로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지나칠 만큼 인간들이 물론 나오기도 하지만 그건 말 그대로 이제 참 세상에 없으니까 작

품 속에서라도 구현을 해본 것이고요. 

악당도 제 딴에는 다 변명할 거리가 있는 악당들만 나오지. 길 가다 별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악당은 잘 안 나

오죠. 앞으로는 좀 만들어 볼까 싶기도 하지만. 이게 이상적인 선인과 이상적인 악당들이 나오는 거지. 그걸 스

스로 인식 하면서 만들기는 했어요. 제가 꼭 인간에 대한 애정이나 뭐 휴머니즘이 철철 넘쳐서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걸 인지하면서 작업을 한 게 있어요. 인간에 대한 어떤 애정과 증오와

실망 같은 것들이 적절히 섞여 있는 거라고 스스로는 생각 하는데, 보시는 사람들은 ‘아 이 사람 참 마음이 따뜻

한 사람 인가봐’ 라고 착각을 하셔도 어쩔 수 없죠. (웃음)

Q : 선생님은 서사를 구축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계십니다. 그 능력이 문학적 베이스에서 오지 않았나하는 생

각도 듭니다.

A. 김혜린 : 문학적인 역량은 많이 없지만요. 그냥 뭐 좀 끼적거리는 거 좋아하고, 또 글 읽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 약

간의, 아주 미천한 토대 중에 하나겠죠. 우리 어머니께서는 사실 제가 글을 쓰길 원하셨던 것 같지만요. 나는 초

등학교 때부터 그림도 끼적끼적 별로 예쁘게 잘 그리진 못했지만요. 그러고 보면 글 쓰는 것도 좋고 그리는 것

도 좋고 하니까 두 개가 합쳐진 게 이제 만화더라고요. 중학교 때인가, 그때도 뭔가 끼적끼적 했어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반 친구인지 옆 반 친구인지가 그림을 예쁘게 그리는 애가 있었어요. 걔는 흔히 말하는 공주 그림을

잘 그리는 거예요. 경쟁심은 아니었고, 그럼 나도 막 레이스도 그리고 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 때는 국민 학교

였으니까, 그땐 또 다른 놀이도 없잖아요. 가장 별다른 도구나 어떤 금전적인 거 없이도 놀 수 있는 가장 창의

적인 것이었잖아요. 

Q. 부모님들이 싫어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A. 김혜린 : 아~ 밤에 공부하는 줄 아셨겠지. (일동 웃음). 새벽까지 뭔가 열심히 공부를 하나 보다. 그게 노트에 앞에는 필

기하고 뒤에는 그림 그리고 중간에서 딱 만나잖아요. (웃음). 필기를 하면서 동시에 그릴 수 있는 것도 하다보

면 익숙해지기 때문에 중간에서 딱 만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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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북해의 별≫이 데뷔작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건 독학으로 하신 거죠? 

A. 김혜린 : 그 때에는 만화가 일천할 때니까 내가 데뷔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주 기본도 없고 뭐도 없는데 그래도 이제 어쨌거나

해보겠다고 하니까. 기본 소양이 많이 부족한 게 티가 나는데 스스로 공부해 가면서 늘어나는 부분이 보일 거예요.

Q. 1권하고 마지막 권하고 그림체도 달라졌어요. 또 ≪북해의 별≫이 작품의 큰 축이 혁명이고 그리고 실제 당시 대학가에

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무렵엔 남학생들도 좋아했었던 순정만화라고도 하지요. 

A. 김혜린 : 80년대였으니까.

Q. 평론이나 그런 걸 보면 소위 운동권 학생들의 필독서라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는데, 어떤 혁명이라든가 작품 주제에는 특

별히 의식을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스토리로 나온 건가요?

A. 김혜린 : 원래 혁명으로 갈 거는 이야기 시작할 때부터 알고는 있었고. 딱히 의식을 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당시에

80년대였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나한테 영향을 안 끼친 건 아니겠지요. 그런데 뭐 의식해 가지고 흔히 말하는

운동권적인 의식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운동권

으로 쫓겨 나와서 만화를 해서 저걸 푸나 보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웃음)

Q. ≪북해의 별≫이 나왔을 때 독자들도 그랬지만 다른 작가님들도 쇼킹했다고 모 작가님 인터뷰에서도 봤거든요. 보고 충

격 받아서 자기 붓을 꺾을 뻔 했다는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A. 김혜린 : (웃음). 나한텐 그런 말 전혀 없었는데

Q. 다른 인터뷰에 있었어요. ≪북해의 별≫ 하실 때나 혹은 다른 작품 하실 때 동시대의 작가 선생님들과 주고받은 영향이

라든가 아니면 선생님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작가라든가, 혹시 있으신가요?

A. 김혜린 : 제가 처음 작업을 시작할 때는 일본 만화들을 많이 봤으니까. 다들 아시다 시피 이케다 리요코 작품의 영향이라

든지. 다들 많이 본 사람들이라면 아실 거고. ≪북해의 별≫ 은 확실히 어떤 유산의 한 자락을 가지고 있지요.

스스로도 배운 부분도 많고요. 물론 이케다 리요코 만이 아니라. 당시에 좀 더 앞서서 활동을 했었던 많은 훌륭한

작가들의 그거는 창작의 과정에서 공부를 했다고 그래야 하나 보면서. 이런 연출로 그 다음에. 생각을 하죠. 어떤

느낌을 내 놨을 때 어떻게 하면 이걸 어떻게 한 걸까, 어떻게 하면 이런 느낌이 나오나, 이 장면을 고대로 따라

그려야겠다. 음식으로 치자면 어떻게 하면 이 맛이 나나. 그리고 그런 것은 있었어요. 제가 워낙에 혼자 그리는

걸 좋아하고 해서 하다 보니까 시작은 하게 되었지만 이렇게 정식으로 뭔가를 배워 보고 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

렇기 때문에 한 십 년쯤 하면 뭔가 내 것이 만들어 질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은 있었어요. 너무 느긋한 편이었나.

Q. 상당히 용기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A. 김혜린 : 영향은 당시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우리 선배 작가들한테서 마찬가지로 받았고요. 제가 여성작가로 활동했지만

남자 분들 작품도 많이 봤거든요. 지금도 물론 보지만. 그 작가 분들의 어떤 최상의 것들, 느낌, 그 작가가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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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했던 것, 혹은 기법 상의 특징이라든지 그것을 잘 알아보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애정을 가

지고 봐야 보이니까. 단순히 그 다음에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되고 만이 문제가 아닌 공부 하고자 하는 시선으로

보는 거니까. 그러면 확실히 도움이 되요. 그래서 작가마다 작품을 읽을 때 최상의 독법이 있잖아요. 소설가도

마찬가지고. 이 작가의 책을 읽을 때는 이런 느낌으로 볼 때 최상으로 즐기는 것이라는 식의 것들이 다 도움이

되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동시대 같이 활동했던 황미나 선생님이든 신일숙 씨든, 정말 열심히 같이 하고 있는

열정들이 넘치고 재능들이 있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라든지 힘이라든지 개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는 것 자체가

공부고 굉장히 즐거움이고 시너지가 생기고 그런 건 있었죠.

Q. 인터뷰에 보니까, 엄희자 선생님이랑 허영만 선생님 만화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셨는데요. 

A. 김혜린 : 엄희자 선생님은 만화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저희 보다 앞 세대에 활동하셨던 순정 쪽의 민애니

선생님하고 그런 분들. 제가 어릴 때 그 분들 책을 많이 봤었으니까 당연히 무슨 영향이 있지 않았겠어요? 지금

이야 제목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스토리도 기억이 안 나지만 봤었으니까. 그리고 허영만 선생님은 당연히 워낙에

훌륭한 작품도 많고요. 연출이라든지, 그리고 어쨌든 가운데가 있는 작가 분이시거든요. 아무리 곁가지가 많아

도 중앙 도로가 있는 분이시죠. 

Q. 그럼 혹시 지금 재미있게 보시는 만화라든지, 관심 있으신 작가? 아니면 이 작가의 스타일은 정말 부럽다하는 작품이 있

으신가요? 

A. 김혜린 : (인터뷰 하던 테이블 옆 책장의 ≪기생수≫를 말없이 가리킨다.)

Q. 기생수요? 인터뷰 마다 ≪기생수≫는 말씀하셨던 거 같아요. 책장의 책이 상당히 다양하게 있네요. 

A. 김혜린 : 순정만화는 저쪽에 있고요. 저 뒤쪽으로는 한국 남자 만화 작가 분들 책 좀 있고, 저기 일본 순정도 좀 있고. 취

향은 뭐 다양하게.

Q. 만화방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왠지 선생님 책장이 부럽습니다. 

A. 김혜린 : 어쩌다 보니 이렇게 돼가지고. 살인 사건이나 코난, 김전일, 아가사 크리스티하고 그런 건 전부 현관 쪽에. 우

리 집 문 열자마자 시체들이 넘쳐. (웃음) 

Q. 추리물도 즐겨 읽으시나봅니다. 

A. 김혜린 : 추리물 좋아하는데 내가 그린 작품에는 추리물은 없기 때문에. 내가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아니고요. 자기가 만

들고 싶은 거랑 즐기는 건 또 다른 거니까. 모아 두다 보니까 살인은 저 쪽 현관에 문 열자마자 있어요. (웃음)

Q. <불의 검>을 보면 자료 많이 본 것 같이 느껴집니다. 

A. 김혜린 : 자료 별로 많이 안 봤어요. 내가 뻥을 잘 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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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당히 젊은 나이에 ≪북해의 별≫을 그리셨는데요. <테르미도르>도 프랑스 혁명에 관한 것이었고, 예쁘고 멋있게만 그

린 만화와 달리 역사에 대한 관점이나 다양한 시점에서 그려졌습니다. 

A. 김혜린 : <테르미도르>는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 알고 시작한 거예요. 확실하게 라스트를 찍어 놓고 그린 것이기에 정말 심

리적으로 힘들었어요.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확실하게 실패를 예감한 작품입니다.”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나요. 

Q. 이 라스트를 작품으로 꼭 그리고 싶다고 생각할 만큼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A. 김혜린 : 딱히 계기가 있지는 않았어요. ≪북해의 별≫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내가 뭘 생각했겠습니까. 나는 아주 이

상적인, 낭만적인 것을 그리고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죠. 물론 그 뒤에도, 지금도 낭만의 그림자는 이

어지고 있지만, 실제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죠. 그 사이에서 어떤 예술이든 뭐든 인간다운 꿈이나 몽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 가야되는 거니깐. 잘 취하는 타입은 사실 못 돼요. 내가 뭔 짓을 하는

지 명확히 보고 있는 편이죠. 그게 아쉬워요. 아예 취해서 한바탕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딱히 그런 라스

트를 만들어 놓겠다는 계기는 없어요. 안에서 묵직하게 뭔가 쌓이는 데 오래 걸리고, 푸는 데도 오래 걸려요. 그

런데 슬픈 얘기를 할 적에는 작가 자신도 슬프기도 하죠.

Q. 그림도 예뻤지만, 등장인물의 이름이 예뻐요. 어떻게 지었나요. 촌스럽지 않고 세련됐어요.

A. 김혜린 : 당시에는 중국어 발음까지 찾아가면서 지었어요. 진하는 쩐허. 첸허. 첸과 쩐의 중간 발음인데 잘 기억이 안 나

네. 북경어와 광동어는 다르니깐. 

Q. 대본소 시절부터 오늘날 웹툰까지, 어떻게 보면 선생님은 만화의 변화를 몸소 겪으며 한 시대를 살아오셨습니다. 

A. 김혜린 : 만화 작가들이 다 그렇죠. 나는 그 중에서 굉장히 게으른 편이에요. 웹에 연재할 기회도 없었던 것도 아닌데, 애

초에 모범적인 작가와 거리가 멀어요. 

Q. 성실한 자료조사와 연구……

A. 김혜린 : 아니에요. 너무 놀았어요. 원고를 너무 오래 안했어. (웃음)

Q. 그럼 놀 때는 주로 무얼 하며 지내시나요? 

A. 김혜린 : 살인사건이나 보고 만화책, 추리소설도 읽고요. 하여간 책상에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 게 습관이긴 해요. 한

두 시간 만에 일어나 몸을 풀라고는 하지만 잘 안 돼요. 요즘 억지로 스트레칭이라도 하려고 하는데, 몸이 확실

히 너무 안 쓰니깐 살아 움직이는 거라곤 팔 두 개 뿐이고 너무 뻣뻣하게 굳으면 곤란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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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정만화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Q. 순정만화가 유난히 동아시아에서 흥했던 이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김혜린 : 태동은 일본 소녀만화 쪽에서 찾아야겠죠. <리본의 기사> 같은 소년과 소녀의 중간점에 있는 존재로부터 시작

됐다고 봐야죠. 지금은 분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흔히 말하는 소녀만화, 여성만화, 순정만화 이런 것들은 다른

예술과 비슷할 겁니다. 예를 들어 소설 분야도 일단은 남성이 주도를 해왔고, 그 와중에 여성들에게도 입지가

생기면서 여성이 일부러 남성 흉내를 내지 않는 한 당연히 여성적인 뭔가가 섞이죠. 그것이 브론테 작가가 소설

을 썼을 때 동시대 다른 남자 소설가들과 다른 형태가 나오는 것처럼 여자 만화도 그렇죠. 물론 <리본의 기사>

는 여성이 그린 건 아니었지만요. 

소녀상, 여성상이 만화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도 긴 시간 동안 남성 전유물이었는데, 여성작가가 생기고 여성들

이 활동을 하다보면 거기에 여성성이 개입이 되고, 그러다보면 어떤 특성이 생겼겠죠. 일본은 쇼와시대에 여성

잡지들, 거기서 어떤 고유성이 생겨났을 수 있을 거예요. 문예지라고 해도 추리소설이 있었고 지금도 나오는 것

처럼, 그쪽에 관심을 기울이면 특화된 뭔가가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남자의 세계에서 여자라는 것이 인식되고

그러면서 여자들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여자들이 그리게 되면서, 여자의 꿈과 로망, 욕망, 판타지가

더 많이 개입이 되겠죠. 그게 국내에서는 1세대 선배 분들 엄희자, 송순히 선생님들이 활동하시면서 말 그대로

태동기였고, 오리지널리티를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만들어져 나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거죠. 

60년대 자체가 그랬어요. 김종래 선생님도 그렇지만 정식으로 미술 공부를 하신 분들이 부업삼아 만화를 하신

경우도 있었고요. 확실히 동아시아 말씀하셨지만 동아시아 여성의 특이한 뭔가가 개입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서양 쪽은 내가 안나가봐서 모르겠어요. 동아시아 여성들이 다소는 공통점이 있는 문화권, 공감대를 형성했다

고 봐요. 남자도 비슷할 겁니다. 우리는 서로 국가, 민족, 역사적으로 상당히 대별되고 인과관계로 얽혀 있지

만, 문화권, 특히 동북아시아 권으로 얽혀 있죠. 좋은 것 나쁜 것 포함해서요. 그러니 문화권적인 특수성이 개

입되겠죠. 동남아는 잘 모르겠지만 그쪽도 우리랑 겹치는 문화적 특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확실히 동북아는

공유되는 감성적 코드 같은 게 있는 듯합니다. 

Q. 동남아시아에서도 순정만화가 인기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 김혜린 : 그쪽에 우리 예쁜 아이돌들이 인기 있는 걸 보면, 같은 동양권에서 알게 모르게 정서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성의 로망을 얕보면 안 돼요. 결국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보는 거니까요. 웹툰 같은 거는 많이 훑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완성도보다는 접근성, 스토리의 친숙도, 생활 웹툰도 인기가 있잖아요. 보는 사람의 성향 상

가벼우면서도 즐길 수 있는 거죠. 화장실을 갈 때도 편하게 들고 갈 수 있는 책을 선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

랑 이거는 별개인거죠. 나도 죽을 때 무덤에 안고 가고 싶은 책을 화장실에 들고 가고 싶지는 않아요. 예술적으

로 감흥 한다고 해도 편하게 즐기지는 않아요. 에스컬레이터 뮤직과 자기가 평생을 안고 갈 음악이 동일하지는

않은 것처럼. 그런데 양쪽 다 가치는 있죠. 이건 대중문화의 속성에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대중문화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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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 가볍고 그렇진 않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하겠죠. 화장실 들고 가는 책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그거대로 애정이 있고 아끼는 거예요. 근데 또 내가 1년에 한 번 보지 않는 만화

책이라도 그것도 소중해요. 

Q. 학교(부산예술대)에서 강의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계기나 경험담이 있으신가요? 

A. 김혜린 : 잠시 나갔던 적이 있긴 해요. 고려대 평생교육원도 잠시 나가 만화수업도 가르쳤는데, 너무 오래 전이라 가물

가물해요. 부산 살 때, 90년대 말에 여기 올라왔어요. 가르치는 건 별로 잘하지는 못하고, 말을 잘한다고 사람을

잘 가르치는 건 아니니까요. 가르치려면 거기에 재능이 있어야 해요. 내가 사범대를 다니다 말았지만 내가 말

잘하고 수업 잘한다고 좋은 교사는 아닌 거죠. 내가 문하생을 데리고 있어보니, 운이 좋아 좋은 애들이었지만

내가 좋은 스승이었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재주를 가르쳤어야 하는데 쓸데없는 이상한

음악이나 틀어주고. 나이 들어서 고민하면서 집세 걱정하는 거 보면 역시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야하는데. (웃음).

요새 평균수명이 길어졌다고 하는데,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짧아졌으니, 그 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하나. 

Q. 작품에 붓 터치 같은걸 많이 쓰시고 했는데 그런 것도 다 선생님이랑 어시스트분이 함께하셨나요? 

A. 김혜린 : 붓은 대부분 제가 했어요. 붓 쓰는 걸 좋아하니깐. 디지털하면서 힘든 게 붓의 느낌이 안나요. <광야>에서는 붓

느낌을 쓰는 게 효과 상 별로 없는데 , <불의 검> 같은 건 하기가 힘들죠. 붓 느낌 비슷하게 내려고 여러 가지

가져다가 프로그램 열어서 실험을 해봐요. 가장 비슷한 느낌을 구현해보려고. 보는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Q. 어떤 작가님은 자신이 직접 만들어 쓰신다고도 들었어요. 

A. 김혜린 : 아예 자기가 공부해서 브러시를 직접 만들어 쓰는 사람도 있다곤 하지만, 정말 필요하다면 손으로 해서 집어넣을

수 있어요. <광야>는 붓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필요한 부분에서는 해요. 의도한 부분에서 느낌을 살려서 합니다.

아예 안 쓰지는 않아요. 오래된, 20년씩 묵은 붓들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갈필 효과라든지, 그런 붓이 좋아요. 

Q. <불의 검>은 부드럽게 선으로만 그린 것보다는 대장간 같은 거 나올 때 보면 거친 선도 보여요. 

A. 김혜린 : 아주 부드러운 것과 거친 것을 섞으니까. 예컨대 판소리로 치자면 항상 동편제와 서편제 사이에서 방황하게 되

요. 좀 더 세게 들어가 볼까, 좀 더 유연하게 넘어가 볼까. 여기서는 어떤 터치를 해야 내가 원하는 거에 가까워

질까를 생각하게 되니까. 어느 작가든 그림 그릴 적에는, 단순히 그리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맛을 내기 위해서

두 번 그을까, 세 번 그을까 생각하게 되고, 괜히 1mm 가지고 그을까 줄일까를 고민하는데, 보는 사람은 아무

상관도 없어요. 보는 사람은 알면 안 되죠. 보는 사람은 눈치도 못 채야 하고 자연스럽게 봐야 해요. 그런데 그

리는 우리는 다르니까. 

Q. 선생님 작품 중에 ≪비천무≫랑 <불의 검>이 영화와 뮤지컬로 만들어졌어요. 다른 매체로 만든 계기나 작품에 대한 아

쉬운 점은 없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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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사람’을 노래는 작가 김혜린 인터뷰

A. 김혜린 : 아쉽기야 아쉬울 수밖에 없지요. 만들어진다고 할 적에는 어떻게 만들어질까라는 기대, 재미있겠다는 기대가 되죠.

뮤지컬 같은 건 워낙 작업이 촉박해서 그쪽에서 SOS가 와서 나도 관여를 했고, 나중에 어떻게 나올지 알고 있었거

든요. 가사 같은 것도 써줬으니. 요즘 같으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벌써 10년 전이다 보니 그때만 해도 시장성이라

든지 여의치 않아서 재미를 별로 못 봤을 거예요. 작품성 자체로도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당시는 얼마나 고

생했는지 내가 옆에서 봤으니까. 갑자기 오밤중에 쳐들어와서 할 수 없이 그땐 거들곤 했어요. 영화는 어떻

게 나올지 알고는 있었어요. 시나리오는 받아서 봤으니까. 그런데 대해선 그다지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지는 않

아요. 원작을 그대로 재현해주세요는 의미 없는 거지요. 다른 분야의 다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만들어내는가를 보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나를 압도할 정도로 가슴을 벅차게 할 정도로 했다면 좋

았겠지만 솔직히 그거까지는 아니었고요. 아쉬운 점은 있었어요. 이런 부분은 재밌고, 새로운 공부는 됐어요. 

시대와 만화

Q. 혹시 선생님 작품 중에 영화나 드라마로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작품이 있으신지요? 

A. 김혜린 : 다른 작품도 기회가 닿으면 하는 거고, 팬들 입장에서는 가상캐스팅 놀이도 하고. 철저히 만화로서의 완성도를

먼저 노리는 거니까. 근데 <광야>는 만화적 완성도라고 해도 이상하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부분

이 있으니.

Q. <광야>에 대한 어떤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아쉬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오랫동안 휴재를 하셔서 그런 걸까요? 

A. 김혜린 : 그런 것도 있긴 하죠. 기존에 해왔던 리듬이나 스타일 같은 걸 일부러 파행시키고 있는 거라서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하필 시기가 안 좋구나, 라는 생각이. 할 수 없죠 뭐. 

Q. <광야>를 만약 드라마로 하면 재밌지 않을까요? 

A. 김혜린 : 드라마로 어울릴만한 구성이 뭐가 있어요. 뭔 사건이 있기를 해, 특별한 사건이 없이 가는 거거든요. 이 얘기의

모토는 30년대 지질이 궁상이 모토야. 그래서 흥행성이 없어서 안 돼. 

Q. 인물이 매력적인데요.

A. 김혜린 : 인물 자체는 매력이 있다고 보지만, 그 인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있는 매력도 일부러 지워 버린 애

들이라서. 약간 그게 의도적이긴 한데. 일부러 드라마틱한 부분을 거세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놀이를 하기에

는 시절이 좀……

Q. 선생님께서 특별히 좋아하는 시대가 있으시다면 언제인가요?

A. 김혜린 : 그런 게 있을 리가. 옛 역사를 보노라면 눈물이 흐른다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적에는 몇 백 년 단위로 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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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어떤 현상이 몇 백 년을 휩쓸었던 것 같은 그런 공부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 찰

나의 기쁨, 슬픔 다 있었을 텐데, 우린 그냥 몇 페이지를 공부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때도 그냥 딴에는 열심히 살

았던 건데, 내가 아는 짧은 걸로 뭐라 할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장님 코끼리 만지기 아니겠나 싶어요. 내가 아

는 단편적인 거 가지고. 우리는 요만큼 살다 가는데, 어차피 새빠지게 해봤자, 1부는 광복도 안 올 텐데. 

Q. 네이버 댓글을 보니 네티즌들이 남동생은 독립군이 됐을 거라고 써놓았더군요.

A. 김혜린 : 강제독립군이. 미안해서 어떡하지, 가서 깡패가 됐는데. (웃음). 누가 가서 보라고 해서 댓글을 봤는데, 그거 자

체만 보고서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그런 거죠. 본편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딴에는 했는데. 

Q. 선생님은 만화잡지를 통해 엽서를 받아보셨던 세대인데, 실시간으로 댓글 올라온 건 어떤 기분이셨나요? 

A. 김혜린 : 재미나게 봤어요. 내가 악플을 달려다가 참았지. 작가가 맘먹고 악플 달면 야무지게 달수 있거든요. (일동 웃음) 

Q. ≪불의 검≫ 등 몇 작품은 e-book 구매가 가능하기도 하고, 카카오스토리에서 무료로 볼 수 있게 해놨던데 저작권 문제

는 어떻게 되나요? 

A. 김혜린 : 이벤트 한다고 저한테 사전 양해를 구했어요. 컨펌을 해서 하는 거니까요. 

Q.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결말짓는 대단원의 말씀을.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독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A. 김혜린 : 매우 재밌는 시대라고 생각합시다.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딱딱하지 않게 유연하면서도

풍부한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Q. 마지막으로 만화 팬이나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선생님께서 그런 거창한 말을 하기에는 쑥스럽다고 하셔서, 결국 인터뷰를 진행했던 저희에게 하고 싶은 말씀으로 대체했습니다.) 

A. 김혜린 : 만화 연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만화 저변의 인문적 토대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 고맙게 생

각합니다. 만들어내시는 하나하나가 다 토양이 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자부심을 갖고 쭉

해주시고요, 작가들도 무엇으로 작품을 하느냐고 묻는다면 답하기 애매하긴 해요. 무엇으로 에너지로 삼는다는

것이 제각각 다르기도 하고, 결국 애정과 관심은 필요한 것이긴 해요. 북돋워주는 것도 필요하고. 

냉혹한 시대니깐 살아남는 자 남고, 도태되는 자 도태되겠지만, 시장도 변하고 있어서 발 빠르게 적응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는 있어요. 너무 관치적으로 키운다고 해서 키워지는 분야도 아닌 것이고, 계획

을 잘 짜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잘되는 건 애매한 거든요. 눈에 띄는 작품이 있으면 자주 언급해주는 것이 필요

해요. 작가가 스스로 자신의 작품에 대해 북 치고 장구 치면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프라이드만이 아니라, 밖

으로 많이 떠들수록 덜 고이게 되니까. 안에 고이게 하고 그걸 부글부글 끓이는 건 작가의 몫일지 모르지만, “여

기 맛집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건 여러분 같은 분들이 하는 거예요. 재능 있는 분들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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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및 토론

● 아이덴티티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주제라 생각한다. 순정만화라는 용어를 여성만화로 볼 것인가, 감성만화로 볼것인가? 연구자들은

얼마든지 제안 할 수 있지만 ‘카툰’이라는 용어처럼 모든 사람이 규정하고 쓰여지는 용어를 바꾸는 순간 BL 만화도 여성을 대상으

로 하기에 그 범주에 들어가야 한다. 순정만화를 감성만화로 대체하자는 의견은 괜찮지만 그 이전의 만화들에 대한 용어는 순정만

화라고 쓸 수 밖에 없다. 2천년대 웹툰 등장 이후, 순정만화라는 장르가 무색해졌다. 순정만화가 있지만 더 이상 순정만화라는 용어

로 불리지 않는다. ‘순정만화라는 유령’이라는 제목이 문제 제기에 적당하다. 감성만화라고 제안하고 있지만 순정만화라는 용어가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고 보는 문제 제기가 되면 뒤에 연구자들의 연구가 수월 할 듯 하다.

● 소녀라는 개념은 근대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소녀만화를 쇼조망가라고 하는데 중학생 정도의 연령대가 읽는, 눈이 동그랗게 큰

그런류의 만화를 칭한다. 고등학교에서 연령대가 좀 더 올라가는 만화는 레이디코믹스라고 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연구자들은 여성

만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쇼조망가는 눈 동그랗게 큰 전형적인 순정만화이다.

● 영화는 장르 구분을 성과 나이로 하지 않는다. 유독 만화 같은 경우에는 성 구별이 있고 나이 구분이 있다. 나이 구분에 따라서 청소

년물이 될 수도 있고 성인물이 될 수도 있다. 내용상의 장르구분과 성,나이 상의 장르구분이 공존 한다. 영화 등 다른 분야에서는 스

토리텔링만을 가지고 구분한다. 개인 소견은 남자 순정 만화가들이 가지고 있는 유희 콤플렉스라고도 생각된다. 김동화 선생님의 황

토빛 이야기를 보면 유희와 여성에 대한 내용으로 순정만화로 구분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한다. 다른 의견으로 순정만화가 어떤 작가

나 작품 독자에 대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혹시 출판사의 마케팅적인 브랜드성의 전략에 레이디 코믹스든 쇼조 망가든 타켓 마케팅

을 하지 않았을까?

● 저도 유추를 하자면 유교적인 관점이 많았던 동양에서는 데츠카 오사무가 소녀만화를 그리기 이전에는 소녀만화라는 것도 없었다.

애초부터 출발자체가 서구와 다르게 아동을 대상으로 한 형태였고 지금 우리가 쓰는 동아시아의 한자는 거의 대부분 일본인이 만

든것으로, 근대 소년소녀라는 말은 일본에서 만들었을 것이며 청소년이나 남자, 여자 아이를 걸과 보이로 대체하려면 소년 소년이

다. 소년만화가 근간이었다가 해방이후 성인 여자 레이디 코믹스가 없으니까, 여자아이 만화를 대체할 용어가 소녀밖에 없었던 것

이 아닐까? 용어는 그런식으로 온 것 같다.

● 1920~30년대 자료를 보니 순정이라는 용어가 있다. 20년대 초반에는 순정을 ‘바를 正’을 쓰기도 하고 ‘감정 情’을 쓰기도 해서 굉

장히 혼용하고 있다. 연애라는 열풍이 막 들고 나서 그때부터 순정이라는게 감정성이 결합 되면서, 문학으로 갔을 때 문학에서 통

속성,대중성과 결합하면서 훨씬 감정성이 격화된 것이 아닐까 본다. 지금까지 소녀만화가 순정만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데, 50년대 초 가족만화 안의 순정만화 박인하 선생님께서 묶어두었던 작품과 63년 엄희자의 순정만화가 간극이 크다는걸 공감하

고 있지만 그 용어를 순정만화라고 쓰여진 건 뭔가 그 시대에 순정이라는 용어에 대한 감수성이 분명 그 당시 사람들은 공유하는

뭔가가 있었으리라 생각이 든다. 20~30년대 자료를 봤을 때 로맨스, 감수성이 강해지고 점점 여성화되는 용어, 문화로서 점점 더

한국순정만화 : 주요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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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50년대 문학작품에서도 순정소설, 순정영화 이런 용어가 등장 한다. 아이들, 소녀라는 용어를 가지

고 오면서 여성성의 사랑이야기가 조금 탈각된 상태로 온 것이 아닌가 생각 한다

● 50년와 60년대 개념이 동일하지 않고 변화를 거치고, 갈수록 여성에 대한 비하적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등장했을 것이다.

● ‘소녀는 소년의 반대개념인데 소녀만화가 있었지만 순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여성이 주체적이지 못하고, 가정만화류에

당시 여성을 바라보는 한국적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다’는 분석은 흥미롭다.

● 1910년대 최남선이 일본에서 <소년>이라는 잡지를 만들고 한국에서는 일어가 정식과목으로 가르쳤을텐데 왜 소녀란 말은 한국에

서 일반화되지 못한것인가? 소녀라는 말이 있는데도 여성을 상대적으로 비하하는 의미에서 순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인가? 

● 최남선이 쓴 소년의 개념은 성년을 소년으로 한다. 식민지 시대 소녀들은 독자나 소비주체로 선정이 될 수 없었고 여학생, 신여성

이라는 개념이 있었던 것 같다.

● 20~30년대 등장한 아동을 위한 소설 동화는 부모가 없고 항상 힘든 아이들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엄희자 작품을 보면 항상 소녀

는 고아다. 외형상 순정만화에 가깝지만 스토리는 신파적이고 결여 되어 있는 스토리가 통용되고 있다.

● 우리만화가 쇼조만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는데 50년대 일본은 어떤만화가 유행이었는가?

● 50년대 일본에서의 소녀만화가 우리가 말하는 순정만화가 아니다. 주인공이 소녀일뿐이지 탐정, 명량, 모험물이며 리본의 기사같은

류 외 옴니버스 만화, 또래 10대 개그만화, 소녀만화에 가까운 유형이 있다. 잡지에는 여러장르가 동시 연재되던 시기라 딱히 구분

짓기가 애매하다. 50년대는 기승전결 스토리를 갖고 있는 만화이며 스토리상으로는 40년대를 우리가 말하는 순정만화라고 한다.

● <영원한 종>은 자생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 정파의 그림을 보면 당시 일본소설 삽화와 유사하다. 모든 측면을 유사하다고 할 수 없

지만 어느 정도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 출판사나 유통업자들이 일본에서 유행하는 작품을 가져와서 우리 만화 장르를 다양화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작가들의 자발적인 아

이디어보다 시장의 영향, 총판 체제 등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 <북해의 별>과 <영원한 종>을 같은 장르라고 볼수 있는가? 순정만화안에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어서 범주를 정리해 줘야 한다. 순정

만화라는 연구되지 않은 모호한 개념이고 80년대 이후 만화를 규정하는데 모호하고 여성 비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순정만화를

여성만화로 대체하기에는 위험한 요소가 많다. 순정만화는 여자가 보는 만화라른 선입견이 많이 있다. 남자는 순정만화를 보지 않

는다라는 사회적 문화적인 인식을 무시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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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데이 서울>이 구독자 조사를 진행한 바 없지만 유추한 부분은 70년대 초반까지는 남자의 성적 얘기, 유흥가 탐방이었으나 이후

대학가 카페 순방, 헤어스타일 등이 주된 내용이었다. 70년대 중반 실제 여자공장 노동자 독자층을 위한 내용상의 변화가 있었다.

공장내 제복은 여성의 젠더적인 부분이 포기된 것이다. <선데이 서울>은 남자들만의 성적 해방구 창구는 아니었다. 순정만화도 실

제적인 소비층은 다를 수 있다.

● ‘순정만화’이라는 단어가 가장 이르게 쓰인 시기는 언제인지 찾아볼 필요가 있다.

● 순정이라는 용어는 있으나, ‘순정만화’라는 용어가 쓰인 것은 유추할 수 밖에 없다.

● 순정만화라는 것을 작가나 독자가 알고서 그 분야의 책을 보는 것과 뒤에서 하나의 분류에 의해서 순정만화로 불려지는 것은 다르

다. 60년대 만화도 순정만화라고 나왔는데, 50년대는 순정만화라는 타이틀이 붙지 않은 것 같다. 용어에 대해서, 소녀와 순정이 비

슷한 함의가 있지만 결국에는 함의가 다르기 때문에 용어를 계속 이야기 하게 된다.

● 순정만화의 처음 사용이 60년대 중반이 아닌가 싶다. 최초의 만화란 용어가 언제 등장했는지 찾는 것처럼, 순정만화 용어 사용 시

기도 찾아보면 좋을 듯 하다.

● 순정만화의 기본적인 요소를 어떻게 볼 것인가? 표현 수위나 아이텐티디를 구체적으로 뽑는다면?

● 순정만화란 여자가 그린 만화, 여성독자가 대상인 만화를 순정만화라고 전제하였다. 콘텐츠가 복합화되면서 장르가 복합화되어 있

다. 혼용과 변형이 특징이다. 순정만화 분류의 특징을 보면 장르 + 구성체가 있다. 순정+sf, 순정+horror, 순정+퇴마 등 세분화 되

는 구분이 필요하다.

● <순정+퇴마> 는 용어의 앞뒤 순서 배치 기준이 무엇인가?

● 동급이다. 예를 들어 <밤을 걷는 선비>가 순정인가? 애매한 부분이다. 80년대 이후 순정만화만을 놓고 볼 때 사랑을 기본으로 한다

면 순정으로 분류하고, 사랑+여성이 있는 만화라면 순정만화에 포함된다. 구성체를 모두 언급을 해야 복합된 장르가 결합된 만화

라는 인식이 가능할 듯하다.

● 일반적으로 단어를 붙이는 경우 앞에 말이 더 우위라고 생각한다.

● 만화 장르 구분이 모호하고 논쟁 중인데, 소녀는 하나의 소비층이지만 우리나라는 장르로 구분되고 있다. 한국 장르만화 구분의 문

제점과 왜 순정만화가 장르 구분이 아닌 소비층에 따른 분류가 된 것인가? 순정만화가 OSMU 가치로 볼 때 혼용과 변형이 일반 웹

툰이나 만화와 비교해서 유리한 부분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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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론에서 구성체를 언급한 이유가 구성체 하나 하나가 OSMU가 될 수 있다 라는 장르론이다. 순정만화의 구성체가 있기 때문에

OSMU의 강점이 있는 것이다. 하나의 소스를 가지고 OSMU를 하는것보다 순정만화에서 여러 구성체들을 가지고 드라마나 영화로

끝나는게 아니라 게임 등 넓은 범위의 접목이 가능하다.

● 특정한 표현형식의 장르 구분은 만화만이 아니라 영화 등 문화의 다른 영역에서도 한다. 만화만의 특수성에 맞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한다. 정교한 구분으로 보여 지지 않는다. 실제 어느 정도 분류의 의미가 있는지 언급이 필요하다. 순정+SF에서 순정과 SF

가 동일한 무게를 갖고 있으면 안된다. 순정이 메인으로 들어가고 서브로 타 장르가 들어가면 된다. <밤선비>가 순정이냐 아니냐?

를 볼때 당연히 <밤선비>는 순정이다. 판타지와 결합의 문제가 아니라 작화스타일, 작화적인 관습, 연출, 스토리, 로맨스가 다 포함

이 돼서 순정의 영역에 포함 되는지를 봐야 한다. 서브 스토리로 어떤 부분이 결합되어 있느냐? 예를 들어 SF의 그림 스타일로의

특성이 존재하는가, 퇴마적인 연출 스타일이 순정만화에 들어가 있느냐를 확인해야 한다.

● 장르 구분의 문제점은 순정만화만의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안녕 자두야>는 순정장르는 아니지만 여성작가이고 이빈 작가가 전작

이 순정만화여서 순정만화로 분류되는 오류가 있다. 여성이 아닌 BL만화는 일본, 한국의 동인지 시장에서 순정만화의 한 갈래로 가

고 있다. 순정만화를 만들면서 나오는 메커니즘에서 나오는 것이지 여성이라는 용어를 붙이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사랑,로

맨스에 대한 범주는 맞다고 생각한다.

● <르네상스>가 일반적인 논문이나 통계에서 보면 가장 큰 변곡점이다. 90년대 잡지 화랑에 힘입어 수 많은 잡지가 명멸 해갔다. <나

인>과 같은 비주얼적인 획기적인 시도가 있었다.

● 순정만화 잡지사는 어떤 것이 그 당시 영향을 끼쳤고 차별화가 있었는지, 창간시점과 폐간시점, 수록된 대표 작품의 기록이 사적고

찰이 될 듯 하다. 이 시대를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에도 순정만화사에 <르네상스>가 중요했고 <화이트>는 성인 순정만화를 처음 연

의미있는 잡지,<나인>은 여성만화 타이틀을 최초 사용한 순정만화잡지라는 등의 추가적 내용을 보완하면 좋을 듯 하다.

● <르네상스>를 시작으로 <나인> 등 차별화 전략 미흡하다. 한계점에 대한 기술도 필요하다.

● 한 작가의 여러 잡지 연재가 많았다. 작품의 퀄리티는 떨어지는 작품도 많았고 잡지의 만화를 점검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잡지

의 대표적 연혁과 계간지, 월간지 등 발간 형태도 보완 바란다.

● <아홉번째 신화>는 9명의 여성작가들이 만화의 환경, 순정 만화의 범주를 넘어서려고 하는 운동의 가치가 큰 작품이다. 그 이후 한

국 여성만화의 순정만화 3세대를 알릴 수 있는 토대가 된 동인지 3권이다. 동인지 활동이 잡지 시스템의 토대가 되었다.

● 순정만화가 로맨스 중심이었다. 동인지 1~3권을 통해 황미나, 김예린 작가가 캐릭터를 한국식의 캐릭터로 전환 시켰다. 내용면에

서는 로맨스 내용 구사가 아닌 <사강계>는 현실적인 부조리함이 초점이다. 기존 순정만화에 없었던 소재를 적극적으로 보여 줬다.

김혜리 작가는 그 영향을 받아, 대하 서사 안에서 로맨스, 역사관, 그 시대의 철학적 화두를 잡지에 담기 시작했다. 과도기적인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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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만화들이 3권의 동인지 안에 담겨 있다. 이전 순정만화 안에서 리얼리즘을 표현하는 작품이 없었으나, 이때부터 시작 되었다.

● 무크지로 만든 이유는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들의 성모님>이 리얼리즘을 위한 시도로는 볼 수 있지만 캐릭터가 구축됐

다고 보기에는 애매하다. 그 시대상황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몇 번의 실험으로 끝난 상황이었고 90년대 이후 리얼리즘 색채 만화는

소멸되었다.

● 황미나 작가의 <사강계>는 슬픈 서정적인 느낌을 짧은 페이지에 함축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순정만화라는 캐릭터 코드를 가지고 표

현하는 게 놀라웠다. 황미나라는 작가가 개인적으로 완성이 됐구나 라고 생각했다. 동인지 전체 작품이 그런 색채가 아니기 때문에

시도하는 걸로 보는게 맞을 듯 하다.

● 황미나, 김혜린 작가는 장편만화를 발표하고 있었고, 유명세를 얻어 이런 잡지를 내게 된 취지가 어떤 형태로 현실화 됐고 그 이후

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맥락이 이어졌으면 한다. 황미나 작가의 인터뷰가 필요할 듯 하다.

● 한국 순정만화를 되집는 처음 작업이다. 추후 웹툰 이후 트렌드나, 아마추어 만화연합 문화, 순정 동인만화 등의 자료가 추가 연구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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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제 01 : 1970년대 대중잡지의 성문화와 여성상 - 《선데이 서울》을 중심으로

주제어 : 주간지, 선데이서울, 1970년대, 대중문화, 여성상, 가부장주의, 성문화, 문화이데올로기

서론 : 1970년대 4000만의 통속잡지 《선데이서울》

4000만의 교양지?2) 아니, 4000만의 통속잡지 《선데이서울》은 1968년 9월 22일에 창간되었다. 포르노 공

화국의 신호탄을 울린 주간지 《선데이서울》은 창간호 발매 2시간 만에 6만 부가 매진될 정도로 대대적인 성

공을 거두었다(김동원, 1995). 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성스러움이란 눈곱만큼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남성의 말초신경만을 자극하는 야한 기사와 관능적인 여성의 세미 누드 화보로 난무했던 이런 주간지가 박

정희 군사정권의 서슬 퍼런 문화통제 과정 속에서 탄생했다는 점이다. 

1968년은 박정희 정권이 국민교육헌장을 제정하고 주민등록법을 강화하면서 민족중흥과 산업역군의 사명

을 띤 국민 양성에 강렬하게 욕망하던 시기였다. 이런 시기에 순결과 결집, 노동마저 국가의 번영을 위해 아

낌없이 바쳐야 했던 국민들에게 세속적이고 개인주의적 분열을 조장하고 노동시간을 좀먹는 통속잡지 《선데

이서울》은 악의 축이나 다름없어야 했다. 그럼에도 이 잡지는 상업적으로도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었을 뿐 아

니라, 1970년대 대중문화의 섹슈얼리티와 산업화의 기치 아래 강요된 국민의 총체적이고 균질적인 집단 정

체가 분열하는 징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1970년대는 ‘하나로서의 다수’를 강요하던 ‘국민교육헌장’과 ‘하

나일 수 없는 다수’를 확인시킨 《선데이서울》이 공존하는 극과 극의 시기였다(김경연, 2007). 

1970년대 대중잡지의
성문화와 여성상
- 《선데이 서울》을 중심으로1)

박세현 _ 만화문화연구소 엇지 소장, 상명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외래교수

주제발제 01

1) 이 원고는 《한국문학연구》(2013)에 게재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2) 서울신문사는 자사의 주간지 《선데이서울》을 ‘4천 만의 교양지’로 기록했다. 대중의 구미에 맞는 ‘넘치는 멋’과 ‘풍부한 화제’ 그리고 ‘감미로운

내용’을 모토로 80쪽 잡지를 비교적 싼 값인 20원에 내놓아 일약 인기 상품으로 만들었다며 자평했으며, 독자층을 회사원이나 중견 직장인,

사회지도층, 가정주부, 근로자 등 거의 전체 층을 망라하고 있어 이른바 ‘4000만의 교양지’라고 표현했던 것이다(서울신문사, 2004). 서울신

문사의 자평과 달리, 《선데이서울》은 당시의 사회윤리관념상 ‘낯뜨거운’ 내용을, ‘야한 기사’ ‘흥미 위주의 선정적인 화보’ 등으로 가득 찬 통속

주간지로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의 대중통제 이데올로기인 포르노 공화국의 신호탄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김동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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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적으로 순응해야 하는 국민과 감각적으로 욕망하고자 하는 대중 사이에서 적절히 시소를 타면서 출판대중문화의 틈새시장을 장악했

던《선데이서울》은 1970년대의 성(섹스)에 대한 오락적 유희와 성(젠더) 정체성에 대한 의도적인 계몽을 동시에 주도했다. 국민 vs 대중, 섹

스 vs 젠더. 양자의 대립처럼 보이는 이런 키워드들은 이 잡지 속에서는 서로 개별적이면서 동시에 혼재돼 버린다. 이는 정치적 비판의 기능

을 거세당한 신문사가 인간의 원초적 욕망을 대중문화라는 이름의 담론을 재생산한 경우라 할 수 있다(박성아, 2010).

인간의 원초적 욕망을 대중문화라는 이름으로 퇴폐·통속 주간지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탈정치적 오락잡지를 표방했던 《선데이서울》은

1968년에 창간되어 1991년 12월까지 총1,192호를 출간하게 되었다. 재정형편이 어려웠던 서울신문사에게 복덩이 같은 현금 수입원이었다.

1975년을 전후해 한 달 순수익이 1억 원에 달했으며, 1975년 15만 부, 1978년 23만 부, 이 후에도 20만 부 이상을 발행하면서 당시 주간지로

서는 최고의 부수 발행과 최고의 광고 수입을 자랑했다고 서울신문사는 설명했다(서울신문사, 2004). 하지만 사실 당시 최고의 발행 부수를

발행했던 주간지는 한국일보사에서 발간한 《주간한국》이었다.3)

언론계의 극과 극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대중주간지 《선데이서울》은 1970년대 대중문화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매체라는 점에서

몇 가지 남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첫째, 3선 개헌을 획책하고 1967년 6.8 부정선거로 ‘선거제에 의한 쿠데타’를 이룬 박정희 군사정권의

언론탄압으로 척박했던 1970년대 한국 대중문화매체의 찬바람 속에서 일회용 대중잡지로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했다. 둘째, 《선데이서울》에

연재된 <미스터 기막혀>, <고인돌>, <다모 남순이>, <임꺽정> 등은 한국 성인만화의 서막을 열었다. 이 만화들은 당시 성인만화 영역을 처음

일궈낸 고두현, 박수동, 방학기, 고우영, 이홍우, 권평국 등의 작품으로 한국만화 장르의 폭을 넓히고 내용을 살찌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손상익, 1998). 셋째, 1970년대 대중문화와 소비사회가 시작되는 시기의 대표적인 상징잡지로서 다양한 계층의 독자를 타깃으로 한

기획물이 연재되었다. 무엇보다 이러한 기획물들이 퇴폐적이고 지나치게 선정적이었다는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의 사회상은

물론, 산업화로 급변하는 당시의 남성상과 여성상을 가늠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는 대중주간지 《선데이서울》에 대한 평가 가운데 세 번째에 주목하고자 한다. 사실 《선데이서울》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성적기

사들로 채워진 삼류 잡지로 치부되거나, 혹은 언론의 정치적 비판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3S(sports, sex, screen) 정책의 표본이라는 이유

로 기존 문화연구의 대상되지 못했지만(박성아, 2010), 이러한 기사들 속에서 1970년대 한국 사회가 안고 있었던 남성상과 여성상의 모순된

때로 현실적인 시각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1970년대에 주간지가 오락매체로서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며, 왜

1970년대 대중은 주간지를 소비하게 되었는지, 1970년대 주간지의 대표작 《선데이서울》에 실린 기획물들을 통해서 1970년대의 성문화는 어

떠했으며, 박정희 군사정권이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군사정권의 가부장적 성문화가 1970년

대 여성상을 어떻게 조작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론

1. 주간지, 산업집중화와 경부고속도로 개통이 만든 문화사생아

1960년대는 주간지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1955년 12월 26일 창간된 《주간희망》, 1960년 5월 23일에 창간된 《주간 삼천리》, 그 해 7월

14일에 창간된 《주간춘추》에 이어, 1964년 9월 27일에 《주간한국》이 창간되었다. 《주간한국》은 1968~69년 주간지 창간의 붐을 유도하면서

1970년대 주간지 전성시대의 신호탄이 되었다. 《주간한국》의 창간에 이어, 《주간중앙》(1968년 8월 24일), 《선데이서울》(1968년 9월 22일),

《주간조선》(1968년 10월 20일), 《주간경향》(1968년 11월 17일), 《주간여성》(1969년 1월 1일)이 속속 창간되었다. 

3) 1964년 9월 27일에 발간된 《주간한국》은 타블로이드판 32면으로 ‘심층 뉴스나 생활주변의 화제를 재미있게 보도’한 것으로 대한민국 주간지 시대를 연 장본인이었다. 《주간한국》이 발

간되는 토요일이면 새벽부터 신문사에 가판 소년들이 떼로 몰렸을 정도였다고 한다. 당시 《주간한국》은 20만 부 발행을 보이던 《선데이서울》과 달리, 43만 5000부까지 발행되었다(강

준만, 2007, p.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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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국》은 대중오락잡지로서의 면모를 띠면서 도시에서 주말 시간을 소비하는 대중(대부분 산업역군으로 묘사되었던 육체 노동자들)

의 대표적인 소비문화가 되었다. 이는 언론정화를 단행하고 언론통제를 자행했던 박정희 정권이 전근대적 생활관습과 고답적인 전근대 의식

에 빠져 있던 국민들을 근대적 시간과 근대적 라이프스타일을 습성화하도록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그 구체적인 방도로써 대중문화의 세례(주

간지)를 받게 된 것이다(전상기, 2008). 

1970년대 주간지 문화의 전성기를 이룰 수 있었던 계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먼저 텔레비전의 보급을 통한 대중문화의 확산이다. 국영 KBS가 1961년 12월 31일 ‘혁명정부의 크리스마스 선물’로 급조되면서 텔레비전

문화의 서막을 열었다(임종수, 2003)4). 텔레비전 개국과 함께 수상기 보유에도 경쟁이 붙었다. 개국 당시 수상기가 1만 대였지만, 그 이듬해

1962년에 군사정부는 2만 대의 수상기를 미국과 일본에서 긴급 공수하여 월부로 배포하여 텔레비전 시대를 근대화의 숙명처럼 활용했다(강

준만, 2007). 

텔레비전의 보급은 연극이나 영화, 스포츠 관람, 라디오 청취의 상대적 쇠퇴를 가져와 대중문화의 지형을 바꾸어 놓았다. 텔레비전은 가

족 구성원간의 공유(가족)와 차이(개인)를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대중문화의 탄생지는 물론, 자본주의 소비문화의 대표매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주간지는 텔레비전이 가져다 준 개인적 소비오락문화 덕분에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다. 

둘째,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이다. 박정희 정권의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기간인 1968년 2월 1일에 착공되어 1970년 7월 7일에 완공된 경부

고속도로의 개통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기념비적이었지만, 무엇보다 한국 문화사를 뒤흔든 사건이기도 하다. 바로

대중과 대중문화라는 개념을 등장시켰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 초반 이후 대중문화(현상)는 전 사회적이었으며 일상생활의 구석구석

까지 파고들었고, 문화론의 지향과 논의 주체가 엘리트에서 대중에게로 넘어가는 시기였다(송은영, 2011). 

대중의 등장을 만든 결정적인 요인은 경부고속도로 개통과 노동집약적 산업화의 앙상블이 만든 대규모 노동인구의 이동이었다. 월남 특

수로 경제성장률의 올린 1960년대 후반의 한국 경제성장에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으로 늘어난 노동인력은 기름을 부었는데, 이처럼 대도시로

유입된 노동인력이 1970년대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대중이 되었다.5)

전국을 1일 생활권으로 만든 경부고속도로는 사람들의 생활패턴을 바꾸어 놓았다. 당시로선 장시간 장거리 여행을 해야 했던 여행객들이

버스에서 무료한 시간을 때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간지 읽기였다. 시외버스 정류장마다 가판대에는 주간지들이 넘쳐났다. 여행자들은

대중지를 찾기 때문이다. 1970년대 주간지는 ‘고속도로 문화’나 다름없었다(강준만, 2002). 

셋째, 청각과 활자 매체 위주였던 문화패턴에서 시각매체의 소비문화패턴으로의 변화다.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라디오와 일

간신문(혹은 문예지와 정론지) 중심의 대중매체였다(송은영, 2011). 후자의 소비자가 지식인층으로 한정되었다면, 라디오는 전 국민이 즐기는

유일한 미디어였다. 하지만 텔레비전의 보급과 주간지의 창간 붐은 종전의 청각과 활자 매체 위주의 문화패턴을 현란한 이미지를 향유할 수

있는 시각적 문화패턴으로 바꾸어 놓았다. 특히 일반 독자들은 딱딱한 문체의 시사적인 글보다 쉽게 읽고 즐길 수 있는, 화려한 화보에 눈이

끌리는 주간지를 선호하기 시작했다.

박정희 정권은 한쪽에선 채찍을 휘두르는 대대적인 언론통제(《사상계》폐간)6)를 했던 것과 달리, 다른 한쪽에선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에

게 선정적인 당근을 무제한적으로 선사하는 이중적인 대중문화정책을 폈다. 이처럼 이중적인 문화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새마을운

동, 산업수출국, 근대화라는 통제적 성장 이데올로기를 무리하게 수행하는 ‘근대화의 역군’ 즉 육체 노동자들의 스트레스와 과도한 육체적 피

로를 상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에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장밋빛 꿈을 대중에게 주입하는 몫을 선정적인 기사와 가십거리의 대중주간

지가 담당했던 것이다. 결국 국민들은 압축적 근대화를 실현하려는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육체적 착취는 물론, 소비문화를 통해서 소진된 에

4) KBS TV의 개국은 군사정권의 군사작전식 일 처리방식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었다. 1961년 11월 6일 텔레비전 방송국 기공식이 거행되었고, 11월 8일 공보부에서 공모한 제1기 텔

레비전 방송요원들이 배속되었고, 12월 10일 미국에서 방송기자재가 도착했다. 남산에 방송국사를 짓는 공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졌으며 날씨가 추어지자 콘크리트가 얼까봐

소금을 섞어가며 강행군을 했다. (중략) 남들 같으면 아무리 빨리 해야 2~3년은 걸려야 했을 일을 불과 3개월도 안 걸려 해치웠다(강준만, 2007, p.409~410).

5) 급격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군사주의적 성장 정책의 핵심에는 이에 필요한 인력을 충당하기 위한 농촌의 해체, 이른바 ‘이농’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연평균 이농 인구는 1960~65년에 매

연 27만 명, 1966~70년에는 59만 명, 1970~75년 사이에는 50만 명, 1975~80년에는 66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농은 농촌 인구의 급속한 감소를 가져왔다(김원, 2005, p.200) 

6) 1953년 장준하에 의해 창간된《사상계》는 박정희 정권과 맞서 싸우다가 1970년 김지하의 시 <오적>을 실었다는 이유로 폐간 조치되었다. 박정희 군사정부는《사상계》에 대해 이른바 ‘반

품공작’으로 탄압했다.《사상계》가 출간되면 대량으로 주문하여 가수요를 창출한 다음 3개월 뒤에 고스란히 반품으로 되돌려 보내는 방식으로《사상계》의 재정에 큰 타격을 입혔다(강준

만, 2007, p.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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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를 억지춘향으로 충전해야 하는 정신적 착취까지, 다시 말해 이중착취를 당해야만 했다(전상기, 2008). 

그럼에도 우리는 1970년대 대중문화를 선도한 주간지를 이분법적 잣대에서 한걸음 물러서서 평가할 필요도 있다. 물론 주간지가 대중의

일차적인 욕망에서 영합하면서 정치권력의 시녀 노릇을 한 것은 사실이다.7) 비판적 의식의 마비와 퇴폐적 소비풍조를 조장하는 주간지의 오

락적 측면은 박정희 정권의 경제성장에 의해 조장된 정직, 성실, 근면의 이데올로기와 엄숙주의적 사회분위기, 냉전체제 유지를 위한 반공

이데올로기와 대척점(송은영, 2011)에서 현실도피와 대리만족,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라는 오락물의 유용한 기능을 담당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1970년대 주간지는 대중문화 비판자에게는 혹독한 비판의 칼날을 피해갈 수 없었으며, 박정희 정권에게는 소진된 국민의 에

너지를 보충해주는 모르핀 효과의 역할자로 취급받았다. 결국 지배체제에 대한 반감이나 저항 심리를 담보하는 매체의 차원이 아닌, 단지 주

간지 발행사의 뱃속만 채우는 데 일조하기만 한, 대한민국 근대화와 산업집중화와 경부고속도로 개통이 양산한 소비문화의 사생사인지도 모

른다. 결국 대중은 문화의 생산자나 공유자로서의 주체가 아닌, 소비대상의 객체로서만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2. 주간지 읽기, 저학력·저소득·고노동 노동자의 저렴한 취미생활

196~70년대 한국의 국가이념은 산업화를 통한 조국 근대화였다. 이를 위해서 근검절약과 노동윤리를 강조했다. 박정희는 ‘검소 강건한

생활기풍’을 이룩할 것과 ‘소비생활을 저축생활로 전환’할 것을 강조하고, ‘경제지상’, ‘건설우선’, ‘노동지고’ 이러한 국민의 행동강령을 제고

되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당시 노동자는 신성한 조국근대화를 이끄는 수출전사 (군인)나 다름없었다.8) 이런 이념의 바탕에서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에게 여가 시간은 적을 수밖에 없었으며, 적은 여가시간은 결국 노동자의 여가 패턴을 결정하게 되었다.

영국 브루넬대학교 여가학자 크리스 로젝(Chris. Rojek)은 현대의 여가관계는 역사적으로 특정한 권력체계의 맥락 하에서 생산/재생산된

다고 보고, 여가관계를 자본주의 사회의 권력구조와 연결시켜서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에 의하면, 자본주의는 이해관계의 분화, 개별

경쟁, 성취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여가형태는 이러한 원리들을 재생산하는 동시에 손상시키기도 한다(신원철, 2005). 결국 계급

별 여가관계는 사적 영역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논의되고 판단되어져야 한다.

1970년대 서울 근로자의 여가활동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고학력 관리직과 저학력 생산직의 여가 패턴 차이를 엿볼 수 있다. 고학력 관리직

은 낚시, 등산, 테니스, 심지어 골프, 요트까지 즐기면서 여가를 보냈지만, 저학력 생산직은 취미가 없다거나 무응답이 많았다(신원철, 2005).

그만큼 고노동·장기 노동시간 때문에 물리적으로 여가시간을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생산직 노동자의 유일한 여가는 텔레비전 시

청과 술자리, 그리고 주간지 읽기였다.9)

1970년대 초반 당시 주간지를 읽고 소비하는 주체는 대부분 남성, 그것도 남성 노동자들이었다. 그러다 1970년대 중반기에 들면서 주간지

는 도시에서 생활하는 봉급생활자, 직장인 여성(특히, 생산직 여성 노동자), 청소년, 주부로 확대되었다. 특히 저소득 저학력일수록 주간지를

읽는 것이 취미이며, 대체로 이들의 분류는 술집접대부, 바걸, 직업윤락여성들이 훨씬 많이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대학생과 중고교

생도 주 독자층으로 나타났다(송은영, 2011).10)

그런 주간지들 가운데 《선데이서울》은 단연 압권이자 성에 관한 이미지, 지식, 상상력의 보고였다. 출판 허가를 받은 정기간행물, 그래서

7) 《선데이서울》은 1970년대 내내 매년 새해에 출간하는 잡지에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5개년의 청사진을 장밋빛으로 칭송한 만화를 연재했다. 대표적인 홍보만화로 ‘만화로 본 3차 5개

년계획이 끝나는 76년 파노라마’(1969년 10월 12일, 제2권 41호), ‘잘살게 될 내일의 살림, 일하는 정부의 미래 설계도’(1971년 4월 18일, 제4권 15호), ‘무엇이 달라졌나, 대통령

취임 한돌’(1972년 7월 16일), ‘희망 부푼 76년 우리 살림’(19 76년 1월 25일, 제9권 3호), ‘여의도의 새 명물 KBS 방송센터’(1976년 11월 7일, 제9권 44호), ‘우리도 잘살게 된다

: 대통령 연두회견으로 내다본 올해의 살림’(1977년 1월 23일, 제10권 3호), ‘더 좋아집니다. 78년 청사진 : 박대통령 연두 회견 내용을 그림으로 쉽게 풀어 보면’(1978년 1월 29

일, 제11권 4호) 등이 있었다.

8) 박정희는 모든 길은 수출로 통한다는 슬로건 아래, 수출 전사로서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했다. 자신의 집무실엔 기업별 수출 현황을 막대그래프로 그려 놓게 했으며, 수출 실적을 매달 체

크하면서 관계부처와 기업들의 ‘고지 점령’을 독려했을 정도였다(강준만, 2002, p.24).

9) 1970년대 생산직 노동자의 노동시간 추이에 대한 노동부의 ‘노동통계연감’에 의하면, 1974년과 1978년을 비교해보면 218시간에서 260시간으로 노동시간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으

며, 월 노동시간은 1980년에 이르기까지 25~27일로 늘었다. 그러나 이는 잔업 등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노동시간은 더욱 늘어난 것으로 추정한다(김원, 2005, p.203).

10) 언론인 송건호는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가 조사한 주간지 내용 분석’을 인용하면서, 주간지 독자층을 “생활수준에 따라 분류해보면 상류층이 21.1%, 중산층이 25.5%, 서민층이 51.4%

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일수록 주간지를 보는 율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돈 많은 주간지가 아니라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많은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처럼 다른 오락을 즐길 수 없는 데서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분석했다(송은영, 2011, p.203 재인용). ‘주간지의 문제점’,《고난의 길 진리의 길》, 한길사, 2002, p.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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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제 01 : 1970년대 대중잡지의 성문화와 여성상 - 《선데이 서울》을 중심으로

검열 필터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기사 내용과 구성 그리고 소재의 화끈함과 선정성은 당대 최고라고 할만 했다. ‘색기발랄’하기 짝이 없기

에 가히 ‘한국의 플레이보이’ 잡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이성욱, 2004). 한국의 플레이보이 잡지 《선데이서울》은 1974년 중반을 분기점

으로 이전과 이후 《선데이서울》의 기획물들이 다른 구성을 보여주었다는 데서 주간지의 독자층에 대한 변화현상을 짐작할 수 있다.11)

창간호부터 1974년 초중반까지의 기획물은 시쳇말로 잘나가는 남자들의 경력, 재산, 여성편력을 다룬 기사12), 재클린 케네디(1969년 7월

13일, 제2권 28호)나 프랑스 섹스 심볼 브리짓 바르도(1969년 12월 21일, 제2권 51호), 마릴린 먼로(1971년 3월 28일, 제4권 12호) 등 해외 유

명인의 섹스 스캔들, 해외 유명 섹스촌 탐방기13), 국내 유명 살롱과 카페의 마담 소개14), 윤정희 등 국내 유명 여배우의 섹스 스캔들 등과 같

이 섹스 스캔들 가십거리기사와 섹스 관련 도색적이고 야한 기획물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선데이서울》이 창간 당시에는 평균 독자층을

남성(특히, 샐러리맨 남성이나 남성 노동자)으로 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1974년 중후반부터 섹스 관련 기사가 조금 줄고 국내외 연예계 소식이나 여성 연예인들의 남성관 앙케이트 조사, 일반이나 여성 노

동자들의 성실한 삶에 대한 소개15), 행복한 결혼생활과 가족계획을 다룬 기사16), 담배 피는 여성이 알아야 할 매너(1975년 4월 6일, 제8권 13

호), 대학가 탐방(1978년 5월부터 연재), 여고생이 본 한국의 며느리상(1976년 3월 28일, 제9권 12호), 주부들의 알찬 부업 소개, 검정고시 광

고 등장(1976년 12월부터) 등 같이 다양한 일상적 소재의 기획물을 다루면서 《선데이서울》은 대중문화 연예잡지로 변화를 모색했다.17)

언론인 송건호는 주간지의 독자층 가운데 서민층(그는 서민층을 가난한 사람으로 간접적으로 규정한다)이 51%라고 조사되었다고 발표했

고, 오인환은 당시 대학생과 중고교생의 10~20%가 정기독자로 나타났다는 기사를 실었으며(송은영, 2011, p.202 재인용)18), 1978년 12월 1

일에 《경향신문》이 ‘한국문화의 현주소’를 조사한 기사를 살펴보면, 1970년대 주간지의 주된 독자층은 성별로 보면 당연히 남성이며, 연령

층, 거주지, 교육수준, 직업 및 소득층 별로 보면 30~40대, 농촌과 중소도시, 초등학교 이하의 낮은 교육층, 농업종사자와 서비스업 종사자,

그리고 월 수익 5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송은영, 2011, p203 재인용).

이런 조사결과를 보면 주간지의 독자층의 폭이 한정적으로 넓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주간지의 독자층은 계층별 수직구조

에서 확대된 것이 아니라, 하위 계층 내에서 수평적으로 확산되었다는 점이다. 결국 낮은 교육, 저소득, 농촌, 노동자, 서비스업(바걸, 윤락녀,

판매원 등) 등에 속하는 계층 구성원들만의 유일한, 그것도 싼 값19)으로 즐길 수 있는 저렴한 출판오락문화였던 셈이다. 

산업화 시대에 맞는 독서물로서 주간지는 다양한 소재의 감각적인 구성과 분량과 내용의 간편함이라는 원칙을 따름으로써 독서의 긴 시

간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독서의 생각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다. 그 이유는 일회성으로 소비돼야 하기 때문이며, 읽는 바로 그 자리에서 즉각

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그 외의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다. 퇴근용 및 주말용 읽을거리라는 용도에 맞게 양식화되어야 했다.

그래서 대중이 부담 없이 읽고 난 다음에 휴지통에 버려도 아깝지 않는 10~20원이라는 저렴한 값으로 책정되었다. 결국 대중은 산업화 시

대의 충실한 산업전사로서, 그리고 정치적·사회적 사안에 관심을 두지 않고 가벼운 흥밋거리만을 찾는 ‘주간지 소비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전상기, 2008). 

11) 이런 분기점의 요인을 박정희 군사정권의 경제개발 계획단계에서 찾을 수 있을 것같다. 경제개발 계획단계는 1960년대 말부터 본격화된 ‘문화재 개발 5개년 계획(1969~1974)’과 ‘문

예중흥 5개년 계획(1974~1978)’로 나누어져 있다. 1974년을 중심으로 전통성 고수를 넘어서 근대화 개발의 과속화가 드러난다(임종수, 2003, p.100 참조).

12) 남성적 관점에서 기획된 연재기사들은 창간호부터 있었다. ‘인기영화감독의 신상조서(1969년 7월 6일, 제2권 27호)’와 ‘인기가요작곡가의 신상조서(1969년 7월 27일, 제2권 30

호)’ 등에서 대중적 유명인의 재산, 경력, 취미, 잡기뿐만 아니라, 술과 여자관계까지 다루고 있었다. 그 외에는 ‘예비재벌’, ‘30대 사장’, ‘재벌 2세’ 등 성공한 남자들의 성공담과 사적

취향을 심층적으로 인터뷰한 기사를 실었다.

13) 섹스촌 탐방 관련 ‘흑민빈민굴의 섹스 실태 보고서’(1970년 2월 1일, 제3권 5호), ‘덴마크의 집단가족 사회의 공동섹스 공동육아’(1970년 3월 22일, 제3권 12호), ‘미국 워싱턴 정계

의 사교 고발’(1970년 12월 13일, 제3권 50호), ‘술따라 여자따라 특파원 풍류 실험여행’(1969년 7월 27일, 제2권 30호), ‘북유럽 복지국가의 성 해방과 자율, 그리고 다부다처제

의 실체’(69년 10월 19일, 제2권 42호)

14) ‘봉수아 마담’(73년 7월 22일, 제6권 29호), ‘밤과 돈 그리고 인생, 그 이름 호스테스’(73년 11월 18일, 제6권 46호)

15) 직장인 여성을 다룬 기사들로는 ‘일 잘하는 아가씨’(75년 7월부터 연재), ‘밝은 내일을 사는 젊은이’(1976년 3월 21일, 제9권 11호), ‘여사원의 하루’(1977년 3월 13일, 제10권 10

호), ‘푸른 내일을 산다’(1977년 3월 20일, 제10권 11호) 등이 있다. 이처럼 기사의 연재 제목만 바뀌었지만 기사의 중심은 직장인 여성이나 여공을 인터뷰한 것들이다. 대부분 성실

하게 산업역군의 몫을 이뤄내면서 저축까지 하는 알뜰한 여성상을 칭찬하는 기사들이었다. 

16)  대한가족계획협회의 주관으로 피임을 권장하는 계몽성 광고도 등장했다. ‘피임하여 건강한 생활을 합시다’(1975년 2월 2일, 제8권 4호), 1974~75년 이전에는 성병 치료에 대한 광

고들이 많이 등장했다면, 그 이후에는 즉석 피임약 광고가 많이 등장했다. ‘레이디 시대, 즉석 피임약 우리나라에도 수입되었습니다’(1976년 7월 25일, 제9권 29호) 등. 

17) 이런 기사들과 함께, 《선데이서울》의 독자층 추이변화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잡지에 게재된 광고였다. 1970대 초반에 게재된 광고는 ‘남성 기성복 광고’ ‘냉동기술학원’ ‘자동차운전면

허학원’ ‘탈모증 치료제’ ‘고급 스테레오 전축’ ‘성병 치료제’ ‘맥주홀이나 나이트클럽’ 등이었다면, 1970년 중후반의 광고는 ‘영화’ ‘피임약’ ‘생리대’ ‘화장품’ ‘유망직종 미싱자수’ ‘검정고

시학원’ ‘결혼용품’ ‘껌’ 등이었다. 여기서 보면, 전자는 성인 남성을 겨냥한 광고라면, 후자는 여성, 청소년 등을 타깃으로 하는 광고들이다. 따라서 광고의 변화가 《선데이서울》의 독자

층 변화를 간접적으로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18) 오인환, ‘주간지 자극적인 범죄기사가 22%’, 《동아일보》, 1975년 11월 28일.

19) 선데이서울》은 창간 당시에는 지면 80쪽에 값이 20원이었나, 1978년에는 지면 132쪽으로 52쪽이 늘었으며 값도 200원으로 올랐다(서울신문 100년 편찬위원회, 2004, p.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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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지식인들은 1970년대 주간지의 선정성과 퇴폐성, 반문화성, 반근대성을 지적하면서 주간지 독자층이 하류계급에 편중된 원인을 남

성 노동자, 주부, 직업여성, 청소년, 하층민을 통제하려는 군사정권의 문화지배 이데올로기에서 찾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것은 도시의 공

장노동자와 여공, 식모, 직업여성, 청소년 들이 실제로 주간지를 읽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이 주간지에 심취한 무

식한 하층민들이었으며, 주간지의 범람, 더 나아가 1970년대 문화퇴폐성의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고 비판하는 1970년대 대중문화담론은 근

거 없는 허상이나 다름없다.20)

3. 《선데이서울》, 1970년대의 억압된 성문화를 스펙터클하게 까발리다

대중문화는 일반적으로 대중매체라고 일컫는 텔레비전, 라디오, 영화, 신문, 잡지, 음반, 만화 등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여 즐

길 수 있는 ‘통속적’이고 ‘가벼운’, ‘시간 때우기’ 오락물을 의미한다(박성봉, 1994). 그래서 대중문화는 고급예술이 지향하는 진지성에 비해서

통속성을 띤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대중미학자 박성봉은 대중예술(대중문화)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의미로 풀이하고 있다.

1) 대중예술(대중문화)은 전통적인 제도권의 예술 논의에서 대체로 소외된 장르를 묶은 일련의 문화산물이다.

2) 대중예술(대중문화)은 전통적인 제도권의 예술 논의에서 소외된 대중성 또는 통속성을 띤다.

3) 대중예술(대중문화)은 자신의 통속성을 양보하지 않으면서도 전통적인 제도권의 예술 논의에 포함될 수 있는 자기완성을 지향하는 가

능성을 내포하고 있다.21)

대중문화의 바탕에 깔려 있는 통속성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현실도피나 오락만을 추구하면서, 순간적이고 자극적인 흥밋거리만을

제공한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 대중문화는 폭력과 섹스 같은 소재를 다룸으로써 독자들의 이성과 현실인식을 마비시키거나, 사회적 윤리성

을 훼손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속성22)을 띤 대중문화는 고급예술의 미학적 관점에서 평가되거나 이해되기보다는 구성원

들의 사회적·심리적 상태를 반영하는 혹은 규정하는 기저로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중문화 이론가들도 있었다. 

대중문화 이론가 존 카웰티(John Cawelti)는 《대중문화의 미학(Aesthetics of popular culture)》(1971)에서 ‘대중문화의 친구이건 적이건

간에 대중예술의 문화산물이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이유는 대중문화가 효과적이고도 직접적인 방식으로 대중의 마음 속 가치를 형상화하고

표현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결국 상업주의적 대량생산과 대량분배의 구조 속에서 놓여 있는 대중문화의 통속성은 그 시대 대중의 심

리, 더 나아가 대중의 계급의식을 반영하기도 하고 그것을 규정하기도 한다.

1970년대 한국 대중문화의 통속성에 대한 평가는 1960년대 전 세계를 휩쓴 변혁운동의 분출과 자유의 표상이 된 포크와 록의 유입에 대

한 이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1960년대 미국에는 흑인인권운동,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젊은 세대의 반전운동, 프리섹스로 표상되는 여성운

동, 서구 전통사회에 대한 반란의 깃발을 치켜든 히피문화들로 가득했다. 이런 반제도적, 반체제적 문화현상의 유입과 짐 모리슨, 지미 헨드

릭스, 밥 딜런 등 혁명적 기류를 보여준 음악적 표현들이 1970년 세대들에게는 가히 혁명적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우리의 1970년대는 대중매체에게 부정적 존재, 부정적 대중문화의 생산자로, 저급 이데올로기와 저급 문화의 확산자 그리고 외래

문화의 브로커라는 혐의를 뒤집어 씌웠다. 박정희 군사정권은 대중문화가 우리나라 고유문화 즉, 민족문화를 손상하는 것으로 취급했으며,

1970년대 대학문화, 즉 청년문화도 저급한 것으로 간주해 대대적인 대중문화 정화운동을 벌였다(원용진, 1996). 가장 대표적인 정화운동이

대중가요계에 몰아친 대마초 사냥과 외국 가수를 흉내 냈던 장발에 대한 단속, 그리고 대중가수들의 영어 이름을 국어로 바꾸기였다.23)

20) 송은영의 논문 ‘1960~70년대 한국 대중사회와 대중문화의 정치적 의미’, 《상허학보》(32호), 2011. p.205를 의미에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재작성했다. 

21) 박성봉(1994),《대중예술의 이론들 : 대중예술 비평을 위하여》, p.22, 동연.

22) 본 연구는 ‘통속성’의 개념 논쟁에 초점을 두지 않으며, 대중문화이론가 로버트 패티슨(Robert Patison)의 ‘통속성’ 정의를 따르고 있다. ‘통속성은 세련된 교양의 결핍이며, 세련된

교양이 없는 다수의 사람들은 통속적이다. 통속성은 범속하고, 소란하고, 조잡하고, 무엇보다도 비초월적인 것을 뜻하며, 통속적인 인간이 존재하게 되는 본래의 환경은 소란스럽고

무모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군중이라고 하는 집단이다(박성봉, 같은 책, p116~117).

23)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국어사랑정책’은 영어로 된 가수 이름을 모두 국어로 바꾸라고 규제했다. ‘어니언스는 양파들로’ ‘투코리언즈는 두 한국인으로’ ‘라나에로스포는 두꺼비와 개

구리로’ ‘투에이스는 금과 은으로’ ‘패티김은 김혜자로’ ‘김세레나는 김세나로’ ‘키보이스는 열쇠소년으로’(이성욱, 2004,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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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제 01 : 1970년대 대중잡지의 성문화와 여성상 - 《선데이 서울》을 중심으로

1970년대 대중문화는 논쟁 vs 확산, 수용 vs 단속, 청년문화 vs 군사문화, 복종 vs 대립, 미국식 vs 한국식, 강요 vs 도피 등 얽히고설킨

문화적 혼란의 사슬 속에서 급속히 발전하는 미디어 환경 덕분에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1970세대들은 자본주의 대중문화를

수용하는 본격적인 첫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유신시대의 폭압성과 우리 사회의 전통적 폐쇄성을 잔존했던 시기에 전 세계를 휩쓴 히피문화

와 미국 대중문화의 유입은 1970년대 세대들에게 현실도피라는 숨통을 터줬다. 이런 숨통 터주기에 한몫을 담당한 것이 바로 성(sex) 문화,

즉 섹슈얼리티의 향취다. 전방위 문화평론가 이성욱은 ‘섹슈얼리티 문제는 전혀 손색없는 우리 시대(1970년대 세대)의 딜레마’라고 토로할

정도였다(이성욱, 2004). 

‘이 문제(섹슈얼리티)에 대한 아랫세대의 보다 자유로움, 윗세대의 보다 완고한 신념 등에 비교해 보면 성에 대한 우리 세대의 태도나 표

상은 자기 혼란의 와중이라고 보는 것이 온당할 터이다. 위아래 세대 양측이 끌어당기는 원심력에 의해 찢어질 지경이다. 이미지 문제에 관

한 한 윗세대는 우리와 동병의 이웃일 수 있지만 성문제에 관해서는 아닌 것이다. 그렇기에 성 문제는 이미지의 문제보다 오히려 더 큰 강도

의 파동과 파괴력으로 우리 세대를 괴롭히고, 교란시키고, 무너뜨리고, 혼란스럽게 하며 찢어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리해서 그 양상은 우리

세대들로 하여금 기왕의 것과는 아주 다르고도 새로운 성윤리나 성과학에의 급진적 질문을 요구하고 동시에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한 엄정

한 해명으로 밀어붙이는 것이다.’24)

섹슈얼리티 문제만큼은 낀 세대가 돼버린 1960~70년 세대. 하지만 주간지 《선데이서울》은 마땅히 성적 욕망을 표출할 수 없었고 성에

대한 호기심에 비해 성 관련 지식이 부재했던 ‘이 낀 세대’의 억눌린 섹슈얼리티 향취를 유감없이 충족시켜 주었다. 돈이 없는 자들이 직접

즐기지 못하는 대신 보는 것만으로 대리만족하려는 ‘시각쾌락증(scopophilia, 박종성, 1996)의 일환으로 시대의 양면성을 반영했던 것이다.

사실 섹슈얼리티의 충족은 직접적 촉각(섹스)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시각쾌락증과 관음증(voyeurism)은 남성에게 가장 자극적인 시각을

통한 성적 쾌락을 능동적으로 즐기는 것이다. 

특히 주간지라는 인쇄매체는 가족과 함께 공유하는 텔레비전이나 많은 관람자들의 동일한 시선을 유도하고 통제하는 영화와 달리, 개인

의 시선을 따라 대상을 향유하는 지극히 사적인 매체다.25) 이처럼 다른 관람자들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는 내러티브 구조방식은 관음적 쾌락

을 더욱 배가한다. 그런 점에서 《선데이서울》은 대중의 민감한 말초신경을 각개전투(개별적으로) 식으로 적절하게 건드려 주면서, 적당히 정

치권의 권위를 동시에 세워주고, 자신(발행자인 신문사)도 적당히 편승하여 즐기면서 남는 장사를 했던 것이다. 결국 최소한의 값으로 최대

의 성적 대리만족과 정치적 억압수단이라는 일거양득을 이뤄냈다.26)

3-1. 망각의 모르핀으로 작용됐던 섹스 기획물과 컬러 누드 화보 

1968년부터 70년대 초반 남성의 섹스 호기심과 성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선데이서울》의 기사들은 국내의 이야기들보다 해외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다. 아마도 국내 자료가 많지 않았으며 취재가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 섹스 가십거리나27) 해외 유명 여배우들의 섹스 스

캔들을 소개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외 유명인의 섹스 스캔들 가운데 흥미가 갔던 기사로 미국의 존 F 케네디의 부인 재클린 케네디에

대한 것이었다. 미국의 영부인으로서 우아함의 상징처럼 세계 모든 여성들이 선망했던 대상이었던 여자, 재클린 케니디. 하지만 신비화된 재

클린의 이면에 정숙하지 못한 생활(섹스 스캔들, 낭비벽, 히스테리 성격 등)을 여실 없이 까발리는 기획기사를 독점적으로 연재했다(1969년

24) 이성욱, 같은 책, p.82. 

25) 주로 텍스트로 이루어진 대량인쇄 매체물은 그 속성상 맨투맨의 소비구조를 따르고 있다. 생산자의 텍스트 형성은 다수를 상대로 진행되지만, 소비의 주체는 한 개의 인쇄물을 읽는

‘나’라는 개별 독자로 지정된다.

26) 1970년대 후반부터는 섹슈얼리티 욕구를 대리만족해주었던 대중문화는 에로 영화였다. 흔히 ‘여자’ 시리즈로 알려진 이 에로 영화의 주된 소재는 유흥업소의 호스티스들이었다. 음성

적인 포르노그래피라고 할 수 있었던 에로 영화는 포르노그래피의 대용물이라는 기능을 담당했고, 1980년대를 접어들면서 그 공급과 수요는 급격히 증가되었는데, 종로 세운상가나

청계천이 시쳇말로 ‘삐짜’ 포르노테이프의 메카로 떠올랐다(박진형, 2001). 1960년대 대중의 라이프스타일과 소비욕망을 흡입한 세운상가(쇼핑공간과 유흥공간의 상징)는 산업자본

주의의 전성기인 1970년대에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된다(이동연, 2009).

27) 1970년대 한국 남성의 여성관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기획물이 1969년 송년호에 실렸다. ‘60년대 세계 여성을 논하다 : 서울신문 기자 7명이 모여 세계 여성을 논하다’(1969년 12

월 21일, 제2권 51호)의 이야기들을 잠깐 보자. “노랑머리 좋다 해도 한국 아가씨가 역시 좋아.” “공창하면 역시 서독이죠. 입구 정리는 기마 경관이” “얼굴은 인도, 몸매는 태국, 서

구선 스웨덴 여성을 쳐” “이색적인 터키의 공장가, 간통한 여인은 봉사 속죄” “한국 남성도 자신 가질 만, 반하는 외국 여성들 많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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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3일, 제2권 28호/1970년 2월 8일, 제3권 6호).28)

다음 <표 1>을 보면 선정적인 기획물은 1970년대 내내 다양한 주제로 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인터넷 동영상 포르노그래피 세대에겐 약발이 떨어질지 모르나, 이 기획물들은 1970년대 대부분 남성들의 성적 욕망과 충족되지 못

한 관음증을 보충해줄 만한 내용이었으며, 부재한 성지식과 성교육을 자극적으로 알려주는 10~20대들의 성문화 교과서나 다름없었다. 기사

텍스트와 함께 버무려져 삽입된 사진들은 독자들에게 시각적으로 자극하면서 텍스트 읽기에 대한 흥분을 더욱 배가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

전방위 문화평론가 이성욱은 이 당시 《선데이서울》의 섹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했다.

28) 그 외에 프랑스 패션계의 대모로 86세에 컴백한 코코 샤넬의 남성편력(1970년 1월 18일, 제3권 3호). 미 대통령 백인 비서가 흑인으로 분장하여 흑인 빈민굴의 퇴폐적인 섹스 실태

를 잠입하여 취재한 보고서(1970년 2월 1일, 제3권 5호), 재산도 섹스도 아이도 공동 소유하는 덴마크의 집단가족사회의 성문화(1970년 3월 22일, 제3권 12호), 미국 워싱턴 사교

계의 성욕의 삼각관계를 다룬 르포기사(1970년 12월 13일, 제3권 50호), 마릴린 먼로의 사생활 밀착 취재(1971년 3월 28일, 제4권 12호) 등이 있었다.

<표 1> 선정적인 기획물

제목 내용 게재일

전라의 뜨거운 연기 영화감독 김수용의 에로 영화 촬영기 1969년 8월 3일(제2권 31호)

여보의 마음 잡으려고 데리고 온 딸의 순결까지 바쳐 남편의 바람기를 막으려던 40대의 여심 1970년 1월 11일(제3권 2호)

누드 모델 기근으로 골치 앓는 대학가
누드 모델의 기근으로

1970년 3월 9일(제3권 13호)
대학가 미술대학이 몸살을 앓고 있다

여비서가 쓴 프리섹스 시나리오 실화에서 취재한 30대 여인의 애정행각 1970년 4월 26일(제3권 17호)

유방수술 좋다더니 내 가슴 어디 갔나? 돌팔이 수술에 미모도 인생도 망친 여인들 1970년 11월 15일(제3권 46호)

허덕이는 수놈과 암놈의 생리 야수들의 성생활. 만족할 때까지 놓아주지 않는다. 1970년 11월 15일(제3권 46호)

과학이 밝혀 낸 50대 섹스의 피로도 심장이 약한 신사는 외박을 조심하세요. 1970년 12월 13일(제3권 50호)

1971년 3월 21일(제4권 11호) 부터

관능적인 남성이 되는 법 여성이 좋아하는 남성이 되는 법 1971년 4월 11일(제4권 14 호) 까지

4회 연재

1972년 5월 28일(제5권 22호) 부터

에릭 웨버의 걸헌팅 속공법 연재 여자를 유혹하는 절대 비법 소개 1972년 8월 27일(제5권 3호) 까지

13회 연재

남자들이 가장 끌리는 여성의 타이프 스웨덴 남성 100명 인터뷰 결과 1972년 5월 21일(제5권 21호)

늘어가는 불임증 남편과 불임증 아내 불임증과 성교불능의 임포텐스 현상이 광범위하다 1973년 10월 28일(제6권 43호)

얼굴만 봐도 아는 침실의 감도 콧날이 뾰족한 남자는 섹스 테크닉이 뛰어나다 1974년 2월 3일(제7권 15호)

첫눈에 알 수 있는 여성 감별법 아내를 삼아도 좋을 여자와 그렇지 못한 여자 1974년 2월 10일(제7권 6호)

직장여성 OL 전선에 이상 있다 상사와의 은밀한 혼외정사 등 1974년 2월 17일(제7권 7호)

다방마다 철새 아가씨는 예뻐 지방 다방의 여성 종업원 실태 설문조사 1974년 4월 21일(제7권 16호)

창간 6주년 기념 처녀 스타들의 뽀뽀 선물
당시 인기 여자 연예인들의 입술 도장과

1974년 9월 22일(제7권 38호)
창간 인사를 선정적으로 표현

여성의 성감대 : 해부학적 성감대론
여자의 나체 사진에 극히 민감한 곳,

1975년 1월 19일(제8권 2호)
조금 약한 곳으로 친절하게 표시

생각보다 더 많은 하이틴 성 경험자들 남녀 고교생 200명의 성경험 설문조사 1975년 4월 20일(제8권 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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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제 01 : 1970년대 대중잡지의 성문화와 여성상 - 《선데이 서울》을 중심으로

‘성과 관련된 무궁무진한 기사는, 관심 대상에 대한 호기심의 점착도가 생애 최고의 수준에 도달해 있던 나에게 보면 보는 대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텍스트였다.’29)

이런 섹스 기사 읽기로 한껏 흥분된 성적 상상력에 기름을 부은 것은 해외 여배우들 컬러 누드 화보였다. 사실 《선데이서울》을 보는 가장

큰 재밋거리는 역시 관능적인 여자들의 벗은 몸을 볼 수 있었다는 데 있었다. 그것도 흑백이 아닌 컬러로 비키니 수영복을 입거나 상반신을 아

예 벗은 여자의 누드를 말이다. 점잔 빼는 한국 사회의 출판매체에서 여자의 벗은 몸을 여과 없이 즐길 수 있다는 것은 당시로선 혁신적인 아

닐 수 없었으며, 1970년대 남성들에게 여성 육체에 대한 교본이 될 법한 기획물이었다. 이 컬러 누드 화보 때문에 주간지 《선데이서울》은 포르

노그래피에 준하는 호색 잡지라는 오명이 덧씌워졌으며, 반대로 이 컬러 누드 화보 덕분에 《선데이서울》이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

이성욱은 이 컬러 화보에 대한 추억도 남겨놓았다. 

‘잡지 뒤편에 실린 해외화보 같은 것에서는 여성의 나체를 수시로 볼 수 있었다. 특히 여성의 맨가슴을 그대로 보여 주는 대단한 스펙터클

이 아닐 수 없었다. 그 스텍터클로서의 나체 사진과 그것을 보는 눈 사이에 오갔던 긴장도와 에너지의 밀도 또는 거기에 서린 기(氣)는 먼지

하나 틈입할 수 없는 완벽한 강도의 피드백이었을 터이다. 비록 키치 수준이었을지라도 거기서 아마 나는 육체를 감싸고 흘러내려가는 선의

미학을 처음으로 배우기 시작했었던 것 같다. 벌거벗고 백주대로를 질주하는 스트리킹 사진 같은 것도 나체의 인화임은 분명했다. 스트리킹

은 이를테면 60~70년대에 폭발하던 근대주의에 대한 반란적 표현 가운데 하나였지만 그것의 의미를 알기에는 아직 너무 어렸다. 스트리킹

은 단지 성적 호기심을 위한 즉시적 오브제로만 다가왔을 뿐이다.’30)

이런 상업적 컬러 화보의 기원은 1940년대 미국에 유행했던 ‘핀업걸(pin-up girl) 아트’에서 찾을 수 있다. 1940년대 미국의 대중예술가들

은 프랑스 만화잡지에 등장하는 보헤미안 경향의 유럽 여자 캐릭터에 매혹되었었다. 그런 보헤미안의 집시 캐릭터에서 착안돼 창조된 히로

인 캐릭터가 바로, 미국식 발랄하고 명랑하며 섹시하기까지 한 ‘핀업걸’이었다. 사실 핀업걸 아트는 예술을 위한 예술보다 2차 세계대전에 참

여할 병사들을 모집하는 포스터에 이용(목적을 위한 예술)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다. 결국 핀업걸 아트는 제2차 세계 전쟁에 참여할 청

년들에게 전쟁의 참혹함에 대한 두려움을 잊게 만들었으며, 전쟁참여는 애국자나 성공적인 미국 남성의 의무라고 조작했던 미국 정부의 정

치적 프로파간다의 역할을 톡톡히 해낸 셈이었다(박세현, 2012). 

“더 이상 대중의 사고는 신성하다거나 특별히 현명하고 고결하지 않으며, 대중의 사고는 결국 대중이 신뢰하는 지도자와 여론 조작에 능

한 사람들에 의해 조작될 뿐인 것이다”(에드워드 버네이스, 2009)라는 말처럼, 1940년대 미국 정부는 핀업걸을 프로파간다의 수단으로 활용

하면서 미국 청년들을 피 흘려야만 하는 전장으로 몰아 넣었고, 1970년대 한국의 군사정권은 주간지 《선데이서울》에 등장한 컬러 누드 화보

를 프로파간다의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고된 노동과 스트레스에 찌든 남성 노동자들에게 망각의 모르핀을 주입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대중문화의 상품으로서 《선데이서울》은 수용자(독자) 집단의 공통분모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통속적 취향, 도식화, 모

호성에 대한 거부, 새로움과 관습의 조화, 센티멘털리즘, 현실도피주의, 대리만족, 유치함, 관능성 등의 특징을 띨 수밖에 없었다. 이런 특징

들은 서로 배타적 것이 아니라, 겹치기도 하고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기도 한다(김혜련, 2005). 

이런 특징을 다시 풀이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뻔한 이야기 틀을 갖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이야기에 빨려 들고, 손에 땀을 쥔다(유치함

과 도식성). 로맨스와 폭력, 섹스 같은 것은 일시적으로 강한 자극성과 현실도피를 제공한다(현실도피주의). 새로운 문화를 추구하지만 그 범위는

전통문화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새로움과 관습의 조화). 카타르시스와 감동을 제공한다(센티멘털리즘). 대중문화는 너나 나나 다를 것 없는

족속으로 인정하며 나를 억압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으며 오히려 나를 인정하고 후원한다(통속성). 진짜가 아니면 어때! 대중문화의 관능성이

생존을 위한 노동으로 찌든 몸과 마음의 긴장과 고단함으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배설하게 하는, 억눌린 성의 표현의 장(場)이다(관능성).31)

29) 이성욱, 같은 책, p.87. 30) 이성욱, 같은 책, p87~88

31) 이 글은 김혜련(2005)의 ‘대중예술의 센티멘털리즘의 원천’에 실린 대중예술의 특징을 재구성한 것이다. 김혜련(2005), 《아름다운 가짜, 대중문화와 센테멘털리즘》, p81~1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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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데이서울》, 군사정권의 유흥문화와 호스티스 문화를 미화하다

1961년 5·16 쿠데타 직후 매매춘 문제에 대한 군사정권의 대대적인 단속이 벌여졌다. 모든 정권의 초기가 그러하듯 군사정권는 퇴폐풍조

와 매매춘 자체를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정화운동을 벌였다. 그러나 달러를 벌 수 있다면, 박정희 군사정권은 예외를 두었다. 미군 위락 시설

을 위해 건립된 워커힐은 마땅한 휴양지가 없어 일본으로 떠나는 주한 미군의 달러를 벌기 위해서 구상된 매춘굴, 카지노, 미인 호스티스 등

을 갖추었다. 그래서 일까. 워커힐은 당시 미8군 사령관 월튼 워커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미군에 충성스런 군사정권의 잔머리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미군 장병 유치에 실패한 워커힐은 박정희의 기생 파티를 위한 안가가 돼버렸다(강준만, 2012).32)

1973년, 박정희 군사정권은 외화 벌이를 위해 매매춘의 국책 사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매춘부들에게 허가증을 주어 자유롭게 호텔

을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매매춘 장려 정책은 ‘수출 정책’의 일환이었으며 한국관광산업의 효자 노릇을 담당했던 셈이었다. 이는 국민

을 정치적 관심이나 저항을 무력화시키려는 박정희 군사정권의 통제 이데올로기였다.

이처럼 박정희 군사정권은 매매춘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도 매매춘 여성을 외화를 버는 애국자, 심지어 ‘민간외교관’이라고 칭송하기도

했다(강준만, 2012, p.101, 재인용). 정치인이나 군부 고위층이 즐기던 요정에서 봉급자와 일반 서민층도 즐길 수 있게 한다는 이유로 ‘빠’와

‘카바레’를 더욱 활성화하는 정책을 폈다. 즉 고급 요정의 대중화 혹은 범용화라고 할 법하다. 결국 군사정권은 자기들만의 요정문화를 유흥

문화의 평등주의라는 명목으로 베푼 셈이 되었다. 

매매춘 행위와 권력은 태생은 같으나 어쩌면 서로 다른 공간 속에서, 너무도 다른 환경 속에서 비슷하게 커간 두 생명체의 이종동본(het-

erogeneous homogeneity)이나 다름없다. 속성상 일란성 쌍생아의 태생적 한계를 면키 어렵다. 억압할 수 없는 성 본능의 발산이 허용되는

사회. 그것을 알면서 근거리에서 위협하는 국가. 권력으로 포장한 감옥과 제도 권력의 영속적 지배욕구. 감시와 처벌이 끝없는 반복. 배설과

즉시적 욕망의 재충전이 빚어내는 자발적 복종 기제의 순환논리. 도피와 억압의 공포가 반복되는 매매춘 사회의 구성원들은 철저한 외압과

기만적 자기충족의 논리 속에서 끊을 수 없는 공생틀과 끈끈한 서식조건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박종성, 1996). 그럼에도 군사정권은 요정

단속은 시늉만 했고, 늘 단속에 걸려든 것은 요정이 아닌 일반 유흥업소들이었다고 한다.

1970년대 유흥업소문화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 사회의 ‘끼리끼리’라는 기형적 공동체33)와 접대 문화가 사회에 만연했기 때문이

었다. 압축성장의 후유증과 부작용 해소를 위해 사람들은 술과 종교에 의지해야만 했다(강준만, 2011). 특히 음주, 가무, 호색은 국민적 놀이

문화가 부재했던 시대에 가장 화끈한 스트레스 해소문화였다. 

다른 한편으로 유흥업소문화가 1970년대의 기이한 문화를 만들어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호스티스 문화였다. 이런 호스티스 문화를 꽃피우

는 데 한몫을 담당한 것이《조선일보》가 1972년 9월 5일자부터 연재한 최인호의 <별들의 고향>에 등장하는 여자 주인공, 호스티스 우경아였다.34)

이 소설 속 비운의 여자 주인공, 호스티스 우경아는 유흥산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호스티스들을 매료시켜 자신의 가명을 ‘경아’로 바꾸게

할 정도의 반향을 일으켰다. 최인호의 《별들의 고향》이 성공하자, 조선작의 《영자의 전성시대》(1974), 조해일의 《겨울여자》(1976) 등과 같은

소설이 호스티스 문학의 전성시대를 열었다. 1970년대 호스티스 문화에 대해 영화평론가 호현찬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1970년대에 이르면서 경제사정이 좋아지고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향락산업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경기가 좋아진 기업인, 주머니에

여유가 생긴 샐러리맨들, 수출로 신이 난 사장들이 점점 늘면서 시중에는 고급 술집인 ‘룸살롱’ 같은 것이 우후죽순처럼 생겼고, 거리는 향락

으로 흥청대기 시작했다. ‘호스티스’라는 새 유행어도 등장했다. (중략) 박정희 정권 역시 퇴폐적인 사회풍조에는 오히려 너그러울 정도였다.

물론 표면상으로 장발단속, 퇴폐풍조 일소 등을 표방하기는 했지만. 고급 술집 룸살롱은 주로 신흥재벌과 소비성 장사꾼들의 사교장인 반면,

32) 박정희가 워커힐 건설상황을 체크하기 위해 거의 매일 왕래했다고 한다. 그런 왕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은 도로가 바로 1969년 3월 22일에 준공된 3·1고가도로(청계고가도

로)였다(강준만, 2012, p.78). 박정희는 야당 정치인들에게 정치 보복을 하더라도 여자관계만큼은 건드리지 말라는 지시를 내릴 정도로 기생 파티의 가치를 인정하고 높게 평가한 인

물이었다. 그 덕분에(?)에 육영수 여사와 육박전을 벌일 정도였다고 한다(강준만, 2011, p.39).

33) 위계에 따라 서열화된 경직된 단일주체로 독점과 지배를 도맡아온 권력지향적이고 가부장적인 남성, 어른, 중산층들이 ‘따로와 끼리 문화’를 만들어냈다. (중략) 이를 각 개인의 생김에

까지 쓰며들도록 “일상생활의 영역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가부장주의 또는 부계 혈통주의와 결합함으로써 파시즘의 아비투슬 강화”시켜 나간다(정유성, 2001, p.23). 

34) 연재소설 <별들의 고향>은 이 소설을 보기 위해 《조선일보》를 산다고 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1973년 단행본으로 출간된 이 소설은 1975년까지 40여만 부가, 지금까지 100만 부

이상 판매가 되었다. 그리고 1974년 4월 26일에 이장호 감독에 의해 영화화로 상영되었으며, 같은 해 8월 8일까지 105일간 46만 4000명의 관객을 동원한 대기록을 세웠다. 강준

만(2011),《룸싸롱 공화국》, p.48~49, 인물과사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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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제 01 : 1970년대 대중잡지의 성문화와 여성상 - 《선데이 서울》을 중심으로

도시의 뒷골목에 있는 사창가, 유흥업소는 대중이 성을 배설하는 곳이었다. 이러한(호스티스) 영화가 대중에게 흥미 있는 소재가 된 것은 당

연했다.”35)

사실 룸살롱의 매출은 술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얼마나 괜찮은 호스티스가 있느냐에 결정되었다. 호스티스가 1970년대 밤문화의

꽃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다 보니, 《선데이서울》에 호스티스를 미화하는 기획 인터뷰가 생기기 시작했다. 술집마담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

었으며, 돈 잘 쓰고 사치하고 남자교제를 많이 하는 그런 여자라는 식의 개념으로 술집마담을 쳐다보지 말라는 충고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도 했다. 처음에는 ‘1급 정보’라는 타이틀 제목을 달았지만, 나중에는 ‘봉수아 마담’, ‘호스티스’ 등 직접적으로 직업명을 내세워 아름다운 야

화를 좋아하는 남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이 당시 마담에 대한 소개는 좀 남달랐다. 마담을 직업여성과 같은 등급이 아닌 화려한 전직을

가진 교양과 지조를 갖춘 조선기생 황진이나, 1970년대의 성실한 직업인으로서 평범한 사회의 한 구성인자로 되려고 노력하는 산업역군으

로 묘사했다.36) 이런 호스티스, 나이트클럽이나 카바레의 마담에 대한 인터뷰 기사는 1970년 중반에 조금 뜸해졌다가 1977년 1월부터 다시

재개되었다.

1970년대 초반에는 강남(지금 영동), 명동 지역을 중심으로 카바레, 바, 나이트클럽 들이 서울의 유흥문화를 주도했는지, 이 당시에는 강

남 지역의 바, 클럽, 나이트클럽 등의 광고가 주로《선데이서울》에 등장했다. 그러다 1976년부터 서울의 유흥가 판도가 강남과 명동에서 북창

동, 종로 국일관, 신촌로터리, 영등포 시장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기획물 ‘서울 유흥가의 새판도’가 있었다. 경제개발과 고성장 산업

화 덕분에 샐러리맨들이 여러 지역에서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는 이런 기획물은 수요(샐러리맨)가 늘면 당연히 공급(유흥업소)이 느

는 자본주의 유흥문화의 시장구조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위에 소개된 지역 내의 중국집, 맥주 집, 나이트클럽 심지어 호텔에 대한 위치까지 세세하게 제공한 이 기획물은 심지어 윤락의 단속이 심

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마저 만화지도로 그려 넣어 조목조목 알려주었다. 여기에 아리따운 호스티스가 술을 따르고 있는 만화장면도 그

려 넣어 남자들의 소비욕구를 직간접적으로 부추겼다(1976년 9월 19일, 제9권 37호). 

5. 1970년대 여성상 = 현모양처 아니면 공순이, 그것도 아니면 포르노 배우

이미 논의한 대로, 1970년대 여성의 현실을 가장 도식적으로 보여주었던 대중문화는 문학 장르에서 나왔다. 바로 최인호의 《별들의 고향》

으로 이 작품은 천박한 호스티스 소설의 원조이며 포르노 상업주의 문학의 표본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상업주의 소설의 대명사

처럼 여기진 작품이지만 작품의 내용으로 보면 1970년대 일반적 여성의 현실과 상황을 변증하는 작품적 가치를 지닌다’거나 여주인공인 ‘경

아’는 산업화로 인한 이농인구의 도시노동자화, 서비스업 종사의 등장이라는 당대 상황을 반영한 ‘현실의 적극적인 축도’라는 점에서 1970년

사회상을 반영한 작품으로 긍정적이기도 하다(김은하, 2003). 경아는 근대화된 사회가 요구하는 전사적 여성상을 대변하지만, 결국 남성적

문화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군사정권의 퇴폐문화라는 3박자가 난무하는 도시에 의해 희생된 인물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경아라는 캐

릭터는 ‘타락한 사회 속에서 소외된 타자’였다.37)

그런 관점에서 1970년대 《선데이서울》에 나타난 여성관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노동집약적 산업화와 타락한 사회라는 앙상블이 만든 소

외된 타자’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하나 더 부언한다면, ‘가부장적 가족주의가 만든 소외된 타자’를 추가할 수 있다. 이 3가지 키워드는 1970

년대 《선데이서울》에 나타난 여성관을 고찰하는 시발점인 동시에 도착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장의 결론부터 말하면, 《선데이서울》은 철저히 남성 중심의 상업적 대중문화의 관점에서 1970년대 여성을 도식화하고 개념화했다. 물

35) 강준만(2011), 같은 책, p.51. 

36) 전국피겨스케이팅 챔피언에서 살롱 마담이 된 홍성애(1969년 11월 16일, 제2권 46호), 전위미술학도로 유학자금을 벌기위해 마담이 된 쉘부루의 정강자(1973년 7월 29일, 제6권

30호), 단 한 번의 사랑도 해본 적이 없는 31살 순수파 마담 쉐리의 백숙(1973년 9월 16일 제6권 37호), 동생을 위해서 첫사랑도 버린 가장마담 예그린의 민진숙, 목돈 만들려고 일

숫돈 부어 비어홀 차린 로열박스 윤미현, 사랑에 속고 돈에 운 26세의 N 나이트클럽 이호선, 죄인처럼 가슴 죄는 여대생으로 가족의 생계와 학비를 버는 F살롱 박미애(이하 1973년

11월 18일, 제6권 46호)

37) 경아의 욕망의 대상은 딱히 ‘도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현모양처의 삶이며, 파멸의 원인은 가부장제의 가족 질서 속으로 들어갈 자격 상실의 징표인 순결을 상실한 몸의 ‘불구성’ 탓이기

때문이다(김은하, 2003, p.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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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1970년 중반에 들면서 1970년대 신여성의 권리나 여성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여대학생들의 성과 술, 그리고 담배의 자율권을 소개

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논조의 바탕에 철옹성처럼 버티고 있는 평가 잣대는 가부장적 남성의 시선의 틀을 벗어나지 않거나, 여성은 산업화

를 위해 계몽돼야 할 존재라는 점이었다. 

이번 장의 연구는 1970년대 《선데이서울》에 나타난 여성관을 다음 세 가지 시선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5-1. 억척스러움은 근대화 여성의 덕목이자, 전통적 이조여인의 승계

20세기 초 미국작가 헨리 아담스(Henry Adams) 는 유럽에서 성은 힘이자 에너지였지만 미국 자본주의에서 성은 에너지가 상실되었다고

말했다. 이때 성의 에너지 상실은 주로 여성에게 해당되는데, 바로 엄마로서의 성, 즉 “모든 에너지 중에서 가장 위대하면서도 가장 신비스

러운 것”으로서의 재생산의 힘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관점에서 ‘신여성’은 독신여성이나 노처녀, 남성과의 관계를 거부하는 여성 동성애자

등이 여성의 본성을 거스른다는 이유로 공격받았던 데에는 여성성은 곧 모성이라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다(정소영, 2004). 

1970년대 여성성은 두 가지 담론으로 형성되었다. 

첫째, 여성은 여전히 가족이라는 순혈적 전통주의에서 신성화된 모성 이미지로 강요받았다. 이렇게 만들어진 담론이 바로 ‘이조여인’이다

(정지영, 2007). 이 시기의 ‘이조여인’의 모습은 국가 주도의 지배담론에 의해 특정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조국근대화와 탈식민 국가

건설, 가부장이 상실된 가족의 새로운 가장, 신사임당의 순수정신 계승자, 여성동원의 주체 등 복합적인 이미지로 형성되었다. 

박정희 군사정권이 ‘이조여인’에 주목했던 이유는 1970년대가 추구하는 여성(특히 어머니)상은 한국적 전통을 지켜나가는 주인공으로 ‘안

방마님과 같은 이조여인’의 이미지가 아니라, 억압과 수모를 견디며 남편과 가족의 버팀목이 되는 여성들 위에 구축된 만들어진 ‘근대화된

이조여인’의 이미지였기 때문이었다.38)

1960~70년대에 재현된 근대화된 한국적 여성상은 자신과 가족의 삶을 억척스럽게 꾸려가는 캐릭터로 압축된다. 한마디로 이 시대의 주

부는 ‘억척 아줌마(엄마)’의 표상인 셈이다.39) 《선데이서울》은 한국 여성 특히 어머니를 강인하고 그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은 채 남편과

자식을 봉양하며 노동하는 억척스런 엄마(혹은 아줌마)40)의 이미지로 형상화했다. ‘부럽지 정보(1970년)’, ‘예비재벌(1970년)’, ‘맹렬 여성(1972

년)’, ‘여류 경영자(1974년)’, ‘여걸열전(1976년)’ 등 여러 제목이 시기에 따라 다르게 붙었지만, 결국 이 기획물들은 인내와 희생을 덕목으로

삼으면서 ‘실사구시의 덕목을 갖춘 능동적 이조여인’(정지영, 2007)의 이미지를 직간접적으로 조장했던 것이다(<표 2> 참조).

다른 하나는 산업근대화라는 목적 앞에서 1970년대 여성은 남자가 벌어다 주는 것에서 벗어나야 할 능동적 존재였다. 이 때 여성은 도시

에서 부족한 노동력의 산업역군으로, 술과 노름으로 찌든 농촌을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변혁해야 할 진취적인 여전사로 형상화되었다. 그런

과정에서 여성에게 부여되었던 모성의 권위와 신성함은 희석되고 그 자리를 노동력으로 무장한 여성 노동자, 즉 ‘여공’이라는 개념이 대신하

게 되었다. 경부고속도로 개통과 노동집약적 산업구조라는 앙상블이 소도시와 농촌에 있던 많은 여성(누이)들이 대도시로 몰려 들어왔다. 생

계유지, 신분상승 등의 욕망을 안고 도시로 공단으로 몰려 들어온 그들에게 주어진 이름이 바로 ‘여공(공순이)’이었다. 본 연구자는 앞서 논

의한 1970년대 여성상의 특징에 ‘억척 아줌마’와 함께 ‘억척 여공’을 하나 더 추가한다.41)

1970년대 박정희 군사정권은 여공을 산업근대화의 전사로서 남성과 같은 계급 노동자로 인정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여공은 무시와 차

별 그리고 계몽의 대상이라는 지배담론이 깔려 있었다. 남성 노동자와 동일한 계급적 존재로서 여성 노동자가 되고자 했던 그들이었지만, 여공들은 도

덕적인 주체인 중심부 남성(혹은 여성)에 의해 계몽, 선도되어야 할 대상이었다. 노동력을 제공해야 할 목적을 위해서 여공의 정체성은 근면과 성실이

38) 정지영(2007), 1970년대 ‘이조여인’의 탄생 : ‘조국근대화’와 ‘민족주체성’의 타자들, 《여성학논집》(제24집 2호), p.51 내용을 참조하여 재정리함.

39) 1960~70년대 여성의 사회적 활동과 가정적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억척스러움을 재현하는 영화들이 많았다. <모범운전자 갑순이>(1972), <왈순 아지매>(1963), <나는 여자 운

전자>(1965), <날개 부인>(1966) 등이 대표작품이다. 특히 당대 최고의 스타인 윤정희와 신성일이 주인공이었던 <모범운전자 갑순이>는 “억울하면 돈 벌어라. 행복을 물어뜯는 왈가

락 아가씨”라는 카피로 ‘코믹 청춘영화’로 홍보했지만,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는 고속버스가 나오는 첫 장면, 청계고가도로를 달리는 택시, 한복차림의 갑순이와 유니폼 차림의 왈순이의

대조, 근대적 고급 노동인력을 상징하는 운전면허증, 핫팬츠와 선글라스를 낀 갑순이의 모습 등은 박정희 정권의 근대화에 대한 함축적인 홍보 아이콘이었다(황혜진, 2009,

p.121~122). 

40) 억척 엄마 이미지는 현대 사회에서 선거 전략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를 뉴마미즘(New Momism)이라고 하는데, 뉴마미즘은 여성 정치인의 선거 전략에서 점점 중요하게 떠오르

고 있다. 이런 모성정치는 여성 리더가 모든 여성을 대표한다는 상징성을 의도하고, 부드럽고 따스한 엄마의 마음으로 남성 정치인이 놓치는 감성주의를 마케팅하는 효과를 준다(권김

현영, 2012, p.28).

41) 이 시대의 많은 가정이 엄마, 특히 누이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본 연구자의 가족사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연구자의 두 명의 누이도 학업(중학교)을 포기한 채 가족의 생

계와 두 남동생의 학비를 벌기 위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산업화의 역군으로 내몰려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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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제 01 : 1970년대 대중잡지의 성문화와 여성상 - 《선데이 서울》을 중심으로

라는 덕목 안에 갇혀 있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세 가지밖에 없었다. 과도한 노동과 가족생계를 위한 저축, 그리고 신분상승을 위한 결혼. 

1975년부터《선데이서울》에 여성 노동자의 생활을 다룬 기획물이 늘기 시작했다. ‘일 잘하는 아가씨 현장 인터뷰(1975년)’, ‘밝은 내일을 사

는 젊은이(1976년)’, ‘여사원의 하루(1977년)’, ‘푸른 내일을 산다(1977년)’, ‘직장 아가씨들의 보람과 꿈(1977년)’, ‘여성 시리즈(1978년)’, ‘알뜰

안내양들의 생활(1978년)’ 등의 연재물이 여공이나 서비스업(대부분이 버스안내원이거나 백화점 판매원)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인터

뷰를 실은 기획물들이다. 

이들 인터뷰 기획물의 제목을 들여다보면, 이 시대의 여성상이 얼마나 도식적이고 획일적으로 조장되었는지 알 수 있다. ‘매달 월급을 아

껴 적금을 하며 억척같이 사는’, ‘2년 안 돈 벌어 동생들 자립시키겠다는’, ‘남보다 갑절을 산 11년 여공의 알찬보람, 낮에는 직장 밤에는 풀빵

장수 누에치기로 오빠와 세 동생 공부시킨’, ‘봉제공 9년 만에 지각 두 번뿐인 처녀가장’, ‘경리사원과 호스티스 이중생활을 청산하고 통닭구

이집 사장이 된 처녀주인’, ‘가장 노릇을 하는 여공들, 저축으로 좋은 남자 만날 거예요’, ‘꽃다운 아가씨들, 이들은 여공이 아닌 여사원의 대

우를 받으면서’, ‘억센 남자도 지쳐 쓰러져 갈 때 혼자 잠 안자고 일했다’ 등이다. 

이들 기획물들의 공통 키워드는 ‘성실’, ‘근면’, ‘억척스러움’, ‘저축’, ‘소녀가장’ 그리고 ‘결혼’이다. 1970년대 《선데이서울》은 여공들에게 생

존본능에 입각해서 어떤 어려움과 외로움이 와도 ‘들장미 소녀 캔디’처럼 굳건하게 ‘공장’과 ‘버스’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면서 저축을 하면

언젠가는 장밋빛 미래가 올 것이라고 설파하고 있다. 여기서 여공들의 장밋빛 미래는 그동안 뒷바라지 했던 오빠나 남동생의 후원(?)이거나

성실하고 번듯한 직장을 가진 남자와의 결혼이었다. 사실 오빠나 남동생들의 후원은 요원하고 그녀들의 유일한 생존전략과 계급이동은 결혼

을 통해서 여공계급과 먼지투성이 공장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는 일이었다.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저축이었고, 다른 하나가 외모 가꾸기

였다.

<표 2> 억척 아줌마(어머니) 관련 기획물

기사 내용 게재일

부럽지 정보
아기 키우며 포기했던 사법고시를 다시 도전하여

1970년 8월 30일(제3권 35호)
꿈을 이룬 주부

7남매를 키우는 경찰관의 아내 이명숙 주부
청렴결백한 남편 뜻 좇아 불평 없이

1970년 1월 31일(제4권 4호)
생활 뒷바라지 하는 아내

한국최고 지구를 17바퀴 최고참 여자 운전사 1972년 1월 23일(제5권 4호)

맹렬여성 남성복 디자이너 겸 양복점 여 사장 1972년 2월 6일(제5권 6호)

가난과 슬픔을 극복하고 책으로 꽃피운 엄마의 기적42) 소아마비 큰아들과 작은 아들을 판검사 만든 장한 어머니 1972년 11월 26일(제5권 48호)

상이라면 모두 휩쓰는 퀴즈 아줌마 MBC-TV <알뜰살림 퀴즈>에서 200점을 딴 퀴즈 프로 주부 1974년 2월 10일(제7권 6호)

알뜰 주부의 알뜰 살림 비결 월부 일절 안 하고 수입의 60% 꼭 저축하는 채소행상 주부 1974년 4월 7일(제7권 14호)

맨몸으로 상경하여 꽃장사로 성공한
맨주먹으로 자수성가한 억척주부 1974년 6월 9일(제7권 23호)

남대문시장 아줌마

현모양처의 길이 여류 경영인으로 이어졌다
뒤늦게 경영학 공부하면서 사회 참여하여

1974년 9월 8일(제7권 36호)
사업체를 일궈낸 주부

세뱃돈 심부름 값을 키워 세운 억대 빌딩 여사장
7남매 모두 결혼할 때까지 가정부 없이

1974년 9월 29일(제7권 39호)
혼자 뒷바라지한 저축 아줌마 

42) 소아마비로 불구가 된 큰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 사법시험에 합격시키고, 둘째 아들까지 사법시험에 합격시킨 장한 어머니 황을연 여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

은 이 기사 바로 옆 커다란 세로형 박스 안의 표어다. 그 표어의 문구는 ‘유신의 횃불 아래 뭉치자 너도나도’로, 이 당시《선데이서울》의 매체적 정체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글귀다.

43) 이런 기획물로 표지 모델들의 패션 스타일, 인기 연예인들의 관심사와 남성관, 수영복 스타일, 직장 여성들의 화려한 유니폼, 여대생의 하루와 먹거리 문화 그리고 연애이야기, 대학가

의 유행, 가슴을 탄력 있게 가꾸는 미용체조, 미니와 미디의 유행 스타일, 톱디자이너가 추천하는 패션 스타일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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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선데이서울》은 후자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기획물43)을 통해 여성 독자들을 흡수하려 했고 박정희 군사정권의 홍위병 역할을 유감없

이 발휘했다. 이 당시 다수 여공들은 자신들의 훼손된 여성성을 회복하기 위해 여대생 등 중산층 여성의 아름다움을 추구했다(김원, 2004).

공장에서 여공에게는 여성으로서 성적 주체성은 제거되었고 여성의 몸은 노동이라는 담론 하에 무성(無性)화 되어갔다. 이렇게 훼손된 자신

의 여성성을 회복하려는 여공들의 순수한 욕망을 전략적으로 교묘하게 이용한 셈이다. 

특히 여공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여대생의 대학가 문화(이대나 명동의 양장점과 화장품점 , 먹거리 소개)와 일상과 그들의 패션 스타일

을 소개한 기획물은 “너도 열심히 일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라는 암묵적인 열등감과 주된 소비층으로 떠오른 여공들의 소비풍조를 부추기

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런 열등감의 반감으로 여대생의 외양을 모방하는 유행이 여공들 사이에 급속하게 번졌다. 작업장의 리본(본래 중산

층 대학생들의 유행인데 여공들에게 전파됨), 화장, 고가의 할부 옷 구입 등으로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본 여공들은 여대생들의 라이프스타일

과 일치시키려 했다. 또한 그녀들에게 잃어버린 여성스러움을 증명하는 길은 버스비와 월급을 아껴 마련한 멋진 옷을 야유회나 회식 때 입

고 사진관에서 기념사진으로 남겨두는 일뿐이었다(김원, 2004).44)

5-2. 여성의 육체는 성기관이 아닌, 성감대

사실 1970년대 《선데이서울》에 연재된 많은 선정적인 기사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화보들은 당시의 전형적인 한국 남성상을 제시한다기

보다, 실추되고 있는 가부장적인 권위와 결핍을 인정하지 못하는 남성 콤플렉스를 만회하고자 하는 자기 타협점이라 할 수 있다.45) 이러한 타

협점은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서 여성을 바라보는 남성적 관음주의로 해석된다. 가부장적 사회구조에서 여성을 남성적 시선의 대상으로 객체

화시키는 주물주의(fetishism)는 남성의 거세 콤플렉스에 대한 반감에서 형성되었다. 여성의 노동가치가 상승된 1970년대의 노동시장에서 남

성은 자신의 노동력 상실에 대한 원인 제공자로 여성을 지목했으며, 여성을 낮추어보고 부정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공격성을

드러내게 되었다(정유성, 2003).46)

이런 현상은 할리우드 영화의 내러티브 구조와 일맥상통하는데, 영화는 대부분 능력 있고 행동적인 남자주인공에 의해 사건이 일어나고

이야기가 전개된다. 영화의 줄거리는 주인공이 어떤 욕망을 가지는 것에서 비롯하여 그가 여러 가지 장애를 극복하고 욕망을 성취하는 것으

로 끝을 맺는다(이수연, 1995). 할리우드 영화에서 대부분 여자 주인공은 남자 주인공의 보조적 역할47)이거나, 남자 주인공을 위협하는 듯하

지만 결국 남자 주인공의 성취욕을 고취시키고 성욕을 자극하는 팜므파탈(femme fatale)이라는 모습으로 등장한다.48)

팜므파탈은 남성을 죽음이나 절망적인 상태로 몰고 가는 요부, 창녀 또는 악녀를 지칭하는 말이다. 이러한 팜므파탈의 부각은 문화적 측

면에서는 근대적인 예술정신으로 이해되지만, 사회적 측면에서는 19세기 초 자본주의 사회의 남성과 여성 간의 계급적 분쟁과 갈등을 담고

있다. 팜므파탈을 소재로 한 그림들은 대부분 남성적 관점에서 그려졌기 때문에 그림 속 여성들은 섹슈얼리티가 부각되어 나타났다. 이런 현

상은 근대화와 함께 여성의 성적 자유와 사회적 지위 상승이 대두되면서 남성들의 상상력이 극단화되었기 때문이다. 팜므파탈의 화신이 된

여성은 이브, 들릴라, 막달라 마리아, 다나에 유딧 그리고 살로메 등이다. 결국 팜므파탈은 19세기 남성들이 거세 콤플렉스에 대한 대항으로

만든 여성 판타지였다.

44) 이 당시 여공들의 여대학생 모방하기 유행에 대한 부작용을 보여주는 기사가《선데이서울》에 실린 적이 있었다. ‘가짜 꽃뱀 여대생 사건 : 남학생을 후린 가짜 여대생(1975년 6월 8일,

제8권 22호)’라는 제목의 이 기사를 보면, 20살 아가씨가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누비며 남자 대학생을 상대로 사랑과 돈을 갈취하다가 사기혐의로 경찰에 잡혔다. 가슴에 배지를 달고

옆구리에는 책을 낀 이 가짜 여대생에게 1년 동안 5명의 남자 대학생이 재물과 순정을 바쳤다. 그중 한 학생은 이 여자 때문에 어이없는 탈선의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했다. 1974년 서

울대학교에 응시했으나 낙방한 후 부모에게는 합격했다고 속이고 초등학교 가정교사로 전전긍긍하다, 대학에 못 들어간 것에 대한 분풀이로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한다. 이 기사는 병

(여성의 욕망) 주고 매(주홍글씨)까지 주는 주간지《선데이서울》의 교활한 기획의도를 가늠해보게 한다.

45) 남성의 가부장적 위치는 텔레비전의 보급 덕분에 서서히 가정에서부터 실추되기 시작했다. 그 예로 1960년대 후반 가정에서 텔레비전 채널 선택권이 남편이 아닌 아들딸과 아내에게

더 많았다는 데 있다. 임종수는 이런 현상을 생득적 지위(ascribed status)를 가진 남성과 성취적 지위(achieved status)를 보유하게 된 여성의 존재론적 특성이라고 설명했다(임

종수, 2003, p.102 참조)

46) 1970년대 실추되고 있는 가부장성을 우려하는 남성들의 걱정을 반증해주는 ‘한국 최다처 최다산 기록의 매머드 가족(1974년 1월 13일, 제7권 2호)’라는 기사를 살펴보자. 호적상 부

인이 12명에 33명의 자녀를 둔 매머드 가장이 한국에 있었단다. 경남에 사는 C시에 본적을 둔 이 행복한(?) 가장의 호적원부는 무려 18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었다. 호적대로라

면 본 부인이 15명의 자녀를 낳았고 혼외 출생이 18명. 쌍둥이 3번, 3쌍둥이를 1번 낳았고 1960년에는 무려 6명의 자녀를 얻기도 했단다. 본부인이 딸만 낳은 4명을 낳아 아들이 필

요해서 혼외 자식을 얻었던 게 습관이 되었다고 한다. 이 기사를 읽었던 당시의 남자들은 기가 찼을까, 아니면 부러워했을까.

47) 여자 주인공의 보조적 역할은 1970년대나 지금 할리우드 영화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2013년 어린이 애니메이션에도 남자 주인공의 강인함에 비해 요조숙녀의 이미지를 강조

하는 여자 주인공의 이미지가 그대로 담겨 있다.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로보카 폴리>에는 4명의 주인공 트랜스포머(폴리스카 폴리, 소방차량 로이, 앰뷸런스 엠버, 헬리콥터 헬리)

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앰버는 여자다. 주제곡을 들어보자. ‘폴리는 용감하고 빠르죠, 로이는 누구보다 강해요, 앰버는 상냥하고 똑똑해’다. 

48) 매스미디어에서 여배우는 배우 자체의 캐릭터를 넘어, 여전사 이미지로 나오지만 결코 종국적으로는 남성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며, 더 나아가 대중의 욕망을 창출하고 대

리만족을 제공하는 섹슈얼리티로 가득한 상품가치로 평가된다(정소영, 2004, p.5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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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제 01 : 1970년대 대중잡지의 성문화와 여성상 - 《선데이 서울》을 중심으로

1970년대 주간지 《선데이서울》에서 나타나는 여성에 대한 팜므파탈 이미지는 두 가지 성향으로 압축된다. 하나는 남자들도 성공하기 힘

든 사회에서 어려움을 딛고 돈과 명예를 이룬 여성 기업인이며, 다른 하나는 남성의 성적 욕망을 대리충족해 줄 객체로서 존재하는 여성이

다. 전자의 여성상은 ‘5-1. 억척스러움은 근대화 여성의 덕목이자, 전통적 이조여인의 승계’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후자의 여성상을 중심

으로 논의할 것이다.

1970년대 대중문화가 만든 팜므파탈 형 여성상은 19세기 예술에서 발현된 팜므파탈과는 미묘한 시각차가 존재한다. 19세기 예술작품에

나타난 팜므파탈 이미지는 거세 콤플렉스에 대한 남성의 수동성(공포)이 엿보인다면, 1970년대 대중문화 속 팜므파탈 이미지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공격성(폭력)으로 드러난다는 점이다. 1970년대 《선데이서울》의 기획물 속에서 드러나는 남성의 공격성은 물리적 폭력이 아닌, 시각

적 관음증 폭력과 가부장적 여성관에 대한 강요로 압축될 수 있다.

영국 페미니스트 영화평론가 로라 멀비는 시각적 관음증 폭력은 남성을 시선(욕망)의 소유자로, 여성을 그 시선(욕망)의 대상으로 위치시

킴으로써 남성을 능동적으로 욕망하게 만들고, 여성은 수동적인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성차별적 관람방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결국

시선(남성적 주체) : 대상(여성의 육체 이미지)의 구조를 갖는다는 점이다(박진형, 2001). 여기서 여성의 육체는 주체가 아닌 소외된 타자로서

존재한다.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서 소외된 타자가 돼 버린 여성의 육체는 생물학적 기관(몸)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이 공략해야 할,

혹은 남성의 쾌락에 종속되어 있는 성감대로만 치부된다. 

이처럼 여성의 육체를 성 기관이 아닌 성감대로만 인지했던 부분을 1970년대 《선데이서울》에 연재된 선정적인 기획물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49) 다음 사례는 선정적인 기획물(<표 1> 참조) 가운데 여성의 육체를 하나의 성감대로만 표현한 기사들이다. 

사례 1) ‘아마추어 인상학’(1969년 9월 28일, 제2권 39호)

여자들의 애정생활, 여자의 입을 보면 섹스 감도를 점칠 수 있다!

●아래가 위가 다 두꺼운 입술은 정력적인 여자로 남자는 최고의 행복을 맛보게 된다. 이런 입술을 가진 여자와 맞는 남성은 오히려 입술

이 얇은 것이 좋다.

●모서리가 팽팽한 입술은 내성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여자로 욕구불만에 빠지기 쉽다. 

●조그마한 입술은 사교성이 좋으며 상대를 배반할 타입이다.

●늘어진 입술은 어리광을 부리면서 지낼 타입의 여성이다. 

●입가를 비트는 버릇이 잇는 여성은 섹스를 즐기는 타입이다. 

사례 2) ‘남자들이 가장 끌리는 여성의 타이프’(1972년 5월 21일, 제5권 21호)

스웨덴 남성 100명을 인터뷰한 내용.

●남성은 얼굴보다 몸매부터 먼저 본다. 

●히프 큰 여자는 매력 없으며 긴 머리는 섹시해서 좋다. 

●초육체파, 말라깽이 싫어한다. 

그 외 어떤 히프에 끌리나, 어떤 헤어스타일에 끌리나 등을 그림 자료를 삽입하여 자세히 설명함.

사례 3) ‘얼굴만 봐도 아는 침실의 감도’(1974년 2월 3일, 제7권 15호)

얼굴을 인체에 비유하는 침실 관상을 알아냄. 

49) 1970년대 《선데이서울》의 선정적인 기획물을 몇 가지 키워드로 압축해보면 다음과 같다. ‘에로 여배우’ ‘여자의 과도한 욕망’ ‘성전환자의 실체’ ‘누드 모델’ ‘여비서와 애정행각’ ‘야수들

의 성생활’ ‘성형 부작용’ ‘고령 남자와 처녀의 결혼(혹은 그 반대, 고령 여자와 총각의 결혼)’ ‘섹스 비법’ ‘관능적 여자(혹은 남자) 되기’ ‘헌팅 속공법’ ‘관상과 인상, 혈액형, 색깔로 본 섹

스 성향’ ‘남편의 바람기 vs 아내의 바람기’ ‘직업여성(고고걸, 호스티스, 다방 레지, 매춘부 등)’ ‘성병’ ‘여성의 성감대 해부’ ‘유명인의 섹스 스캔들’ ‘요정 혹은 유흥업소 탐방기’ ‘해외 유

명 섹스촌 밀착 취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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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보이는 코 뿌리 높고, 쌍꺼풀눈이 관심이 더 간다. 귀가 붉으면 건강하고, 두툼한 입술은 평범한 섹스를 좋아하지 않는다. 코 날개

가 크면 남성 심벌이 크고 정력왕성하다, 얇은 입술은 섹스에 담백하다, 콧날이 뾰족한 남자는 섹스 테크닉이 뛰어나다

사례 4) ‘첫눈에 알 수 있는 여성 감별법’(1974년 2월 10일, 제7권 6호)

아내를 삼아도 좋을 여자와 그렇지 못한 여자를 감별하는 비결 소개.

남자들은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몸매가 날씬한 여자라면 좋아하기 쉽지만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그저 놀아 줄 상대와 결혼상대는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 

●아내로 삼아선 안 될 여자 : 눈(흰자위가 탁한 여자), 눈썹(찔끔거리며 이야기하는 여자), 코(뭉툭한 코는 공격적), 살결(윤기 없이 허예면

불감증), 입술(윤곽이 희미한 여자)

●유혹에 약한 여자 : 머리를 자주 만진다. 가슴이 드러나거나 초미니 등 화려한 옷차림, 무릎 살이 찌고 발목이 잘록하다. 다리가 가늘고

털이 많다, 엉덩이가 처져 있다. 여자와 팔짱을 잘 낀다. 

●손 : 손가락을 벌린 채 내놓는 여자는 성생활도 개방적이다. 담배를 깊이 낄수록 남자 경험이 많다. 손을 꼭 모아서 내미는 여자는 조심

성이 깊다. 새끼손가락을 떼어놓는 여자는 우아하다. 

●앉음새 : 오른쪽 무릎을 올려놓는 여자는 성생활에 집념이 세다. 발을 벌리는 모양은 여자는 자신의 탄력을 나타낸다. 의자를 앉아서 발

을 뒤로 끌어들이는 여자는 자의식이 강하고 칭찬에 약하다

사례 5) ‘부위별 여성의 성감대’(1975년 1월 19일, 제8권 2호)

두 명의 백인 여성의 나체 사진 위에 성감대가 극히 민감한 곳, 조금 약한 곳으로 친절하게 표시해놓았다.

●극히 민감한 곳 : 귀, 뒷목, 입술과 혀, 목, 유방, 성기와 치골, 허벅다리

●조금 약한 곳 : 머리칼, 이마, 히프, 겨드랑이, 아랫배 

5-3. 가부장적 가족주의가 만든 짝짓기의 표본으로서 현모양처 

1970년대 내내 《선데이서울》에 연재된 기획물 가운데 단 한 번도 연재 타이틀이 바뀌지 않은 게 딱 하나 있다. 다름 아닌, ‘딸자랑’이란 연

재물이다. 1969년에 10월에 시작된 이 기획물은 1979년에도 계속 연재가 되는데, 국내 사회적·문화적·경제적으로 유명한 명사들의 딸자

랑 이야기를 인터뷰 형식으로 실었다. 이런 명사들의 프로필은 살펴보면 쟁쟁했으니, 그 딸들의 입지조건(대학, 직업, 취미 등)은 어떠했을지

짐작이 가능하다.50)

이 연재물에 실린 각 딸의 소개한 수많은 문구들51)에서 재미난 공통점을 하나 발견하게 된다. 바로 ‘현모양처’다. 당대 유명인의 모든 딸들

은 ‘알뜰살뜰하며’ 거기에 ‘고상하고 우아하며’ 더 나아가 ‘현모양처로 딱 어울리는’ 신붓감으로 통했던 모양이었다. 아니면, 고급문예지도 아

닌 주간지 《선데이서울》을 ‘잘나가고 값진 신랑감’을 구하는 중매쟁이로 생각했는지 모를 일이다. 매주 10년 동안 연재되었으니(1970년대에

한정할 경우) 족히 400여 명이 넘는 유명인사들의 딸들이 소개된 셈인데, 짝짓기 경쟁 앞에서 그 많은 딸들은 1970년대 대한민국을 대표하

는 ‘다소곳한 현모양처며 고상한 요조숙녀’였다. 

50) ‘딸자랑’에 실린 딸들의 부모의 직업군이 당시 한국 사회를 대표한다고 할 정도로 대단했다. 숙명여대 총장 이인기 박사, 서울대학교 음대 이왕규 교수, 한일은행 조달과장 정종식, 대

미산업주식회사 강대석 대표, 대한어머니회 총무 김연신, 서울식품공업 대표, 현대모직주식회사 차정규 대표, KAL 경리이사, 해외개발공사 월남지사장 김병길, 대한항공협회협회

회장 김동배, 농어촌개발공사 총재, 경희대 음대교수 홍종균, 오뚜기식품 성태호 대표 등. 편집부의 의도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이 있었다. ‘딸자랑’ 코너

다음에 ‘여공’을 다룬 기사들이 있거나, 혹은 그 반대 순서로 편집이 구성된 경우가 의외로 많았다.

51) ‘딸자랑’의 각 카피들은 다음과 같다. ‘언제나 재치 있는 위트로 딸 4형제의 교량역 맡는’ ‘모양 안 내도 타고난 미모에 바느질이 취미인’ ‘지성미 겸비한 현모양처’ ‘예능, 스포츠 뭐든지

하는 스튜어디스, 자기 일은 자기가 책임지는 아가씨’ ‘어려서부터 집안의 기둥, 바쁜 엄마의 오른팔 노릇까지’ ‘아버지의 멋을 연출하고 수예 솜씨로 안방장식도 하는 살림꾼’ ‘고교 때

부터 부엌일 돕고 아빠 시중 잘 드는 글래머’ ‘무용가 꿈꾸던 재롱둥이, 요즘은 충실한 주부지망, 묵화와 글씨 배우며 틈틈이 양재공부도’ ‘엄마 솜씨 익히려고 부엌도 자주 출입하는’ ‘엄

마 없는 집안일 도맡은 차분하고 알뜰한 살림꾼’ ‘아빠 내조에 정성 다하는 다재다능한 1급 신붓감, 새 올케, 식모와 의좋게 지내기도’ ‘딸 부잣집의 살림꾼으로 자라 엄마 도우며 다섯

동생에겐 용돈도 주기까지’ ‘사치, 낭비 모르는 건실한 성품에 허약한 체질을 의지로 이겨낸 여의사’ ‘너그럽고 꾸밈없는 아가씨 수업 끝나는 즉시 집에 와 가사돌보기도’ ‘착한 딸, 너그

러운 큰 어니, 고전적인 아름다움 그윽, 신부자격 모두 갖춘 훌륭한 색싯감’ ‘곱게 자란 딸, 사윗감은 생활의욕이 강한 남성을’ ‘조용하고 순종적인 성격’ ‘타고난 고운 마음씨, 미장원 모

르는 소박한 일상, 신부수업도 착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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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제 01 : 1970년대 대중잡지의 성문화와 여성상 - 《선데이 서울》을 중심으로

1970년대 현모양처 이데올로기는 1970년대 한국 사회에서 남성중심적 역할관계가 조금씩 약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여전히 남

편의 내조자로서 역할분담, 가정과 사회의 권력관계의 보수성을 유지하겠다는 남성의 헤게모니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산업근대화가 가져다

준 1970년 가정주부의 역할과 지위 상승에 대한 남성의 우려가 짝짓기 경쟁 앞에서는 여성의 젠더역할을 무기력화시켰던 것이다. 가족, 모

성, 현모양처 이데올로기 등은 가족과 주부, 어머니로서의 여성이 하는 일에 대해 긍정적 의미를 의도적으로 부여했다.

‘가사’는 더 이상 힘들고 귀찮은 일이 아니라, 애정과 헌신의 표현, 상징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재구성되었다. 전통적 가부장제가 직접적으

로 여성을 예속화시키는 억압체계라면, 근대적 가부장제는 ‘형식적 평등’이라는 외피를 쓰고 있다(장미경, 2007, 재인용). 이러한 형식적 평

등은 결국 여성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권력자로 만들고자 하는 지배계급(혹은 남성계급)의 의도가 깔려 있었다.52) 이런 남녀 간의 형식적

평등은 심지어 당시에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노동계의 남자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습성처럼 만연해 있을 정도였다.53) 결국 남성들은 계급평등

을 인정해도 양성평등을 본능적으로 바라지 않는지도 모른다. 

짝짓기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현모양처 만들기 이데올로기는 ‘딸자랑’에서처럼 ‘귀한 집 귀한 딸들’에게만 통용된 것만도 아니었다. 주부,

직장여성(흔히 OL), 여대생, 여공, 심지어 여중고생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현모양처가 되기 위한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목조목 충고하는 기획물도 많았다.54) 학교에서 교육이 가능했던 여중고학생들과 달리, 제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직장에서 교육이 쉽지

않았던 직장여성이나 여공 들에게는 잡지를 통한 현모양처 세뇌는 나름 중요했던 것이었다.

이 당시 《선데이서울》의 현모양처 기획물은 여공들에게는 ‘순결 이데올로기’를, 직장여성에게는 ‘상사와 동료에 대한 예절’을 세뇌했다. 한

편 아내에게는 외모나 예절을 가꾸는 것까지도 현모양처 형의 내조라고 설파했다. 아내는 항상 정돈성이 있어야 하며, 몸가짐, 살림, 그리고 사

고에 이르기까지 정돈이 있어야 어떤 경우에도 부닥쳐도 명석한 판가름을 할 수 있으리라 보았다(장미경, 2007, 재인용. 《여원》, 1968, p.262). 

다음 사례들이 대표적인 기획물들이다. 

사례 1) ‘사랑받는 여성이 되려면 : 매너와 상식 테스트를 통해본 사랑받는 여성과 여성직장인의 본보기’(1975년 4월 6일, 제8권 13호)

●사무실에선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가

엘리베이터에서는 상사나 손님에게 먼저 양보한다/퇴근 시에는 자기 것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책상까지 정리정돈 한다/상사에게 서류를

건넬 때에는 양손으로 공손히 전한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상사를 보면 깍듯하게 인사한다/화장실에 갈 때에는 최소한 눈에 안 띌 정도로 빨

리 다녀온다/상사가 접대 중일 때 귓속말로 소곤소곤 이야기한다/화장실에서 나오는 상사와는 약간 목례로 인사한다/상사와 복도를 함께 지

날 때는 한 발짝 뒤에서 따라간다/선배에게 일에 대한 질문을 할 때, 방해되지 않게 한다/상사가 병으로 결근하면 안부인사를 꼭 한다.

●결혼식에 초대됐을 때 신부다음으로 멋있다는 말을 듣는 차림

결혼식에는 순백의 옷을 입지 않는다/축사를 거절하지 않고 반듯하게 이야기한다/식장에는 15분 전에 미리 도착한다/두 집안의 부모들에

게 축하인사를 건넨다/먼저 자리를 떠야 할 때는 웨이터에게 메모를 남긴다

●맞선에서 첫눈에 들도록 하기 위한 차림

상대방의 위아래를 훑어보지 말고 미간 사이를 보고 이야기하라/첫 데이트에서 남성이 팔짱을 끼려 하면 자연스럽게 이것을 피하라/맞선

시간에는 10분전에 가고 남성이 들어오면 백을 손에 들고 일어선다/식사가 끝나면 “잘 먹었습니다”라고 감사인사를 전한다/밝고 가벼운

52) 현모양처 형 여성상을 계몽하는 역할은 남성들만 담당했던 것은 아니라, 흔히 제도권이나 지배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계급들도 1970년대 여성상을 현모양처 형으로 규정하고 무

지한 여성은 계도되어야 한다는 글을 실었다. 1970년대 《선데이서울》에 실린 기획물 가운데 여성 지도층이 여성(특히 여공)의 순결, 근면, 성실, 내조를 강조하는 기사로 ‘젊은 풍속

도를 진단한다 (1975년4월 6일, 제8권 13호)’가 있다. 목영자라는 병원장의 기고연재글로 그 내용은 대략 이러하다. ‘여자가 겁도 없이 알지도 못하는 남자와 자는 행위는 금해야 하

며’ ‘결혼할 상대는 철저하게 완전무결해야’ ‘후회하는 신세대보다는 차라리 보수적인 여자가 낫다’ ‘술집 드나들며 호기부리다 남자와 어울려 불장난까지 그 책임은 모두 여자에게 있다’

등 주로 신세대와 기성세대의 성에 대한 차이점을 구술하면서 보수적인 성 관념을 계몽하는 기고기사였다.

53) 1970년대 노동현장에서 남성 노동자들에게 의해 작업장 폭력을 당한 여성 노동자의 사례는 흔하다. ‘사나이다움’이란 미명 하에 자행된 성폭력, 성관계, 폭행 등은 노동계급 남성들에

게 '자존심‘처럼 여겨졌다. 이런 작업장 내의 여성 폭력은 심지어 노조운동 내부에서도 일어났다(김원, 2005, p.346~356 참조).

54) 1970년대에 여학생의 경우는 남학생보다 가방이나 블라우스 색깔은 물론 스커트 길이, 신발, 양말, 머리핀의 종류와 색깔, 크기 등에 이르기까지 훨씬 더 규제에 노출되었다. 이 당시

여고생들은 방학기간 동안 강원도에 위치한 신사임당 교육원에서 이삼일 간의 훈련을 받았고, 그 훈련의 내용은 ‘현모양처’에 관한 것으로, 한복 입는 법, 차 끓이는 법, 서예 하는 법,

예절 교육 등이었다(나윤경, 2008, p.323~3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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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를 나누고 정치와 종교이야기는 금물이다/둘만 있게 됐으면 2시간 정도에서 일어선다/ 이야기 중간중간의 상대방의 이름을 섞어서

질문한다

●품위 없는 식사태도

나이프, 포크, 젓가락 들을 휘저으면서 수다 떨지 마라/빈 접시를 절대 겹쳐두지 마라, 그건 설거지할 때나 하는 짓이다/나이프와 포크를

접시에 닿는 소리가 안 나게 하라/작은 접시에 덜어서 음식을 얌전하게 먹어라/젓가락을 무는 것 핥는 것은 금물이다/한식의 경우 식탁

위에 손이나 팔을 짚고 먹지 말라/조미료를 쓰지 말라

●그를 따분하게 만드는 비상적인 매너들

그가 보는 데서 루즈를 고치지 말라/스트로로 테이블에 낙서를 하거나 빠는 소리를 내지 말라/그를 제쳐두고 웨이터에게 주문하지 말라/상점

에 데려가서 쇼핑에만 열중하지 말라, 만약 쇼핑을 골딱지 한 번 안 내는 남자는 바보거나 당신의 육체만을 바라고 온 남자다/어머 그래요,를

연발하지 말라/음악에 맞춰 흔들거나 장단을 맞추는 건 천박한 행동이다/데이트할 때 길을 가다 마주친 친구와 오래 수다 떨지 마라 

●키스의 에티켓 

입내는 그로 하여금 정나미 떨어지게 한다/이가 더러운 것도 파행길이다/말수가 적은 것은 입내의 원인이다/남성을 리드하는 키스는 금

물이다/가슴에 딱딱한 브로치, 펜던트를 달지 말라.

사례 2) ‘바람직한 직장여성상’(1978년 1월 7일, 제11권 1호)

1978년 통계에 따르면, 산업취업자 1,408만 명 가운데 40% 586만 명이 여성이라고 한다. 대우 면에서는 남성보다 못하다는 게 많은 직장

여성들의 말이다. 왜 그럴까? 기업이나 동료들이 바라는 바람직한 직업여성이란 어때야 할 것인가 얘기를 들어보자. 

●원인 : 일에 보람을 못 찾아/자기영역개발에 소극적/결혼 뒤에도 계속 일할 수 없어 

●남성 직장인이 바라는 여성상 : 여성다움 잃지 않고 분위기에 동화돼야/어려운 일은 서슴지 말고 동료와 상의를/동료와 상사에게 인사

말을 건네는 여사원/화장실을 출입할 때 거울보고 옷매무새를 다듬는 여사원/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동료들에게 상냥하게 도움을 요청하

는 여사원/사환 애의 손이 모자랄 때 옆 동료의 사무용품을 챙겨주는 여사원 

●보기 흉한 여성 직장인 : 출근길에 버스 속에서 졸고 있는 여성/출근시간에 늦어 계단을 뛰어올라 숨을 할딱거리며 사무실에 들어서는

여사원/책상 앞에 앉아 거울을 자주 꺼내보는 여사원/일이 뜻대로 안 된다고 책상에 엎드려 훌쩍거리는 여사원/친구가 찾아오거나 전

화가 걸려 왔을 때 어머나 높은 기성을 질러는 여사원 

사례 3) ‘담배 피는 여성들이 알아야 할 매너’(1975년 10월 19일, 제8권 41호)

필터에 루즈 묻히면 꼴불견/담뱃불 끝이 아래로 향하게 되면 천박하게 보여/팔에서 손을 비스듬히 한다/입에 담배를 물때에는 입술 1/3

위치에/연기의 행방도 고려해서 내뿜는다/빨 때는 고개를 갸웃거린다/숨을 일단 멈추고 내 뿜는다/담배를 불에 가져가는 것은 금물/불을

붙이기 전에 담배를 물지 않는다/스스로 불을 붙이지 않는다/절반가량 피웠을 땐 깨끗이 꺼버리도록

사례 4) ‘당신의 의자에 어떻게 앉나 : 여자들이 의자에 앉는 자세에서 그 여자의 성향과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1973년 11월 5일, 제5권 45호)

다리를 위로 포개 앉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흐르기 쉬운 여자다/헤벌렁이 자세는 재교육이 필요하며 의지가 박약하다/한쪽 다리를 꼰 자

세는 사치를 좋아하는 여자다

사례 5) ‘성교육의 부재가 부른 외국인과 쾌락에 빠진 성맹 세 아가씨’(1974년 6월 6일, 제7권 1호)

20대의 세 아가씨가 외국과 모르는 사이인데도 서로 쾌락의 구렁에 떨어진 원인은 성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외국 풍조를 덮어 놓

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올바른 이성관계가 필요하다. 아가씨들은 윤락녀가 아닌 여염집의 딸들로 호기심에 자신도 모르게 일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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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제 01 : 1970년대 대중잡지의 성문화와 여성상 - 《선데이 서울》을 중심으로

질렀다. 여고를 나와야 직장을 다니건만 마리화나 피우며 자극적인 조명을 켜놓고 섹스를 즐겼다. 오히려 그들은 “사랑하는 게 뭐 나쁘

냐!” 고 말했다고 하는데, 제 정신이 아니다. 

사례 6) ‘여공 아가씨들은 중매결혼이 좋아’(1976년 7월 4일, 제9권 26호) 

혼전 순결, 지켜야 한다(94%), 둘만 낳겠다(62%). 400호 특집으로 400명의 여공을 인터뷰 하여 그들의 순결과 결혼관을 들어보았다. 그

녀들의 정조관념은 의외로 보수적이었으며 배우자는 외모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기를 원했으며, 매달 저축하는 알뜰한

예비신붓감이었다. 

결론 : 남성에 의한, 남성을 위한, 그리고 남성의 배설 잡지 《선데이서울》

이 연구는 1970년대 대표적인 대중잡지로서 20여년 이상 지배적인 위치를 점했던 《선데이서울》을 개관하고 사회적, 문화적으로 어떤 여

성상을 표상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1970년대 주간지 《선데이서울》은 기본적으로 억압적 정치경제문화적 환경에 처해 있던 당시 남성

들의 억눌린 섹슈얼리티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매체였다. 그런 만큼 《선데이서울》의 텍스트들은 여성에게 착취적이고 사악하기까지 했다.

1970년대 중반에는 성적 담론을 넓혀 연예인, 유명인의 사생활이나 취향 등을 건드림으로써 여성 독자를 겨냥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런 점

에서 《선데이서울》은 대중적인 관심사와 욕망을 건드려 줄 뿐만 아니라 대리만족까지 선사함으로써 적당히 유신지배의 권위를 세워주면서

경제적 성공도 거두는 성과를 이뤄냈다. 선정적인 기사와 선정적인 몸이 드러나는 《선데이서울》의 텍스트들은 1970년대 가부장적(혹은 군사

정권) 유흥문화를 미화했으며 포르노그래피 대중문화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할 만하다.

이 연구에서 주목했던 《선데이서울》이 표상하는 여성과 섹슈얼리티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남편과 자식들을 봉양하며 억

척스레 살지만 무성화, 탈성화 된 아내 혹은 어머니, 둘째 현모양처 혹은 산업역군으로 예비된 미완의 성으로서 여대생 혹은 여공(혹은 직업

여성), 셋째 여성에 대한 관음증은 물론 분절화 된 성 육체 등이 그것이다. 여성이 근대사회에서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전통적

여성상의 근대적 버전이라 할 수 있는 현모양처였다. 하지만 여기에는 여성의 성적 매력이나 성적 주체가 들어설 여지가 그리 없어 보인다.

《선데이서울》도 이러한 여성상을 칭송하지만 성적인 면에서만큼은 ‘노력’이 요구되는 타자일 뿐이다. 여대생이나 공순이로 알려진 여성들은

미완의 몸으로서 미래의 현모양처가 되기 위해 수련하거나 그렇지 못하면 남성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대상으로 전환되는 존재다. 마지

막으로 여성은 철저하게 몸의 인격체보다 성을 수행하는 분절적 몸으로 해체되어 관음증과 행위의 대상으로 위치지어진다. 이 같은 시각은

대체로 산업화와 함께 성장한 유흥문화, 다시 말해 매매춘, 호스티스 문화와 결부된다. 그 층위와 무관하게 『선데이서울』은 철저하게 남성의

지배 욕망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구조화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분석은 여성을 근대적 주체로 상정하지 못했던 1960~70년대 근대화 프로젝트의 ‘문화적 근대성’으로 풀이된다. 이는 또한 여성

의 성에 대한 남근적 로망으로도 해석된다. 그러나 그 로망은 당시 체제가 유신이라는 절대 강자의 시대라는 점을 염두에 보면, 현실에서는

어떤 문화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남성들이 ‘성적 상상력’으로 그 허기를 대신해야 했던 사악함과 허약함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이 《선데이서울》의 독자연구가 아니어서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내용이나 소비 정도를 통해 유추해 보면, 그들은 성 지식이나 태

도 등이 여물지 않았지만, 성적 욕망을 소비하게끔 하는 사회적 조건을 회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1970년대 근대화 과정에서 여성

의 몸은 생물학적 혹은 해부학적 실체로서의 자연적인 요소를 지니지 못한 채 남성적 담론을 통해 사회적으로 통제되었다. 실제로 당시 여

성의 성과 몸은 제도 안에서만 용인되었던 데 비해 남성의 성이 결혼제도 안팎에서 자유로웠는데(유진월, 2011), 이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

적 상상력은 물론이고 실천적 차원의 소비도 가능케 했다. 《선데이서울》은 이 같은 남성-여성의 불균등한 성적 주체의 조건에서 가장 잘 기

생할 수 있었던 잡지였다. 따라서 그 속의 인물들, 특히 여성의 몸은 소비사회의 심리코드와 맞물려 섹슈얼리티로 포장된 가상의 아름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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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남성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섹슈얼리티 시뮬라크르(sexuality simulacre)였다. 생물학적 성(sex)뿐만 아니라, 사회학적 성(gender)

또한 남성(여기서 남성은 군사정부나 가부장체제를 상징하기도 한다)적 시선에 의해 형상화되고 조작되었다.

따라서 1970년대 여성을 ‘소비’하게 하는 불균형적 남성-여성 주체관계성과 당대의 문화적 맥락에서 제공된 이같은 성적 상상력은 《선데

이서울》이 1970년대식 ‘성정치’(sexuality politics and gender politics)의 공간이었음을 함의한다. 《선데이서울》은, 유신의 엄혹함으로 보면

성은 물론 문화적 상상력의 확장에 기여한 텍스트로 읽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선의 확장, 다

시 말해 서울이 지방을, 고학력자가 저학력자를, 자본가가 노동자를 바라보는 것과 같이 남성이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일관한 성정치의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선데이서울》은 근대화된(혹은 근대화 되고 있는) 국민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노동이 아닌 여가의 시간에 전혀 정치

적이지 않은 듯 보이는 성을 통해 억눌린 상상력을 촉진하면서도 매우 농도 깊은 권력작용을 수행해낸 대표 텍스트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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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2015년 제1차[11회] 만화포럼

1970년대 대중잡지(선데이서울)의 성문화와 여성상 : 박세현 위원 

[주요 발표]

● 발제문 참고

[주요 토론 내용]

● 60년 후반부터 문화예술 및 영화계에서 성적담론을 담고 있는 대중잡지들이 봇물처럼 발간되기 시작함. 그 중 가장 많은 판매부수와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던 ‘선데이 서울’의 성문화와 여성상을 연구하고 2000년대의 대중문화와 어떻게 다른지 비교 연구하고자 함.

● 본 자료에서 성담론 요소가 보이지만 기존의 명랑에서 이미 잠재되어 있던 내용과 비슷하다. 명랑과 선데이 서울 두 개가 대중문화잡지로서의 특성에

대한 변별성을 연구할 필요하고, 74년 기점으로 기사가 전환된 배경(사회변화)에 대한 비교 조사가 필요하다.

● 74년에는 박정희 정권이 경제개발 5개년 사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면서 모든 집중이 산업화에 맞추고 있다. 그에 따른 대중문화의 상이 변화하는데, 주제

가 노동자, 여공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부담을 음성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대중문화잡지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 성담론는 향유자와의 연동이 필수적이다. 실제로 수용자 입장에서 어떤식으로 체화가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 기사들이 현장조사 형태인걸로 보인다. <선데이 서울>이 주간 잡지인데 당시의 취재방식(현장조사, 인터뷰)으로 소화하기 어려운 기사분량인 것 같다.

때문에 상당부분 일본 잡지 등의 기사들을 한국화하는 작업이 있었을 것이다.

● 그 당시 성담론을 생산하던 드라마, 영화, 잡지 부문을 비교해 보면 시대의 성담론을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이다.

● <선데이 서울> 초창기 기사는 파편적이고 주제가 일관성이 없음. 중반부에 갈수록 정치적 의도가 있는 카피, 기사배열의 일관성이 나타남. 여공 인터뷰 ▶

딸자랑 기사의 순으로 기사를 배열함. 여공기사 → 여대생 성인문화에 대한 기사를 배열하기 시작함.

● 서울신문사가 국영언론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

● 80년대의 청소년이나 청년들은 <주간중앙> 및 각종 스포츠신문들이 있다. <선데이 서울>에도 만화가 한국만화를 견인하는데 주요한 역할이 있을 것이다.

<선데이 서울>에서 만화만을 제한적으로 논지를 잡아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 <주간 한국>이 만화에서 70년대에 청춘만화에서 장태산 선생님을 등단시켰고 60년대에 허어의 유머카툰을 공모전을 했다. 대중문화잡지와 만화를 엮으면

좋은 테마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 <선데이 서울>에서 한국의 성인만화의 태동이 시작되었고, <선데이 서울>에서 만화 콘텐츠의 역할이 후반부로 갈수록 심도가 깊어지고 배면량이 늘어남.

<선데이 서울>의 성공요인이 만화콘텐츠에 있다고 본다.

주제토론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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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제 02 : 엄희자의 등장과 한국 순정만화의 변화

서론

순정만화는 소녀 혹은 여성을 주된 독자층으로 하며 작가 역시 여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만화로 인물

의 표현, 칸 나누기 구성, 배경의 묘사 등 독특한 그림체와 연출 스타일을 가진 만화이다. 일본을 비롯해 아시

아의 일부 국가에서 특히 발달된 장르로1) 일본에서는 ‘쇼죠망가(少女マンガ, 소녀만화)’로 불린다. 순정만화

는 독특한 스타일과 뚜렷한 독자층을 가진 탓에 폭넓은 독자층을 가질 수 없었고 그 평가 또한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오랫동안 특정 독자층의 지지로 성장해 왔다는 점에서 다른 장르 만화보다 뚜

렷한 장르적 특징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었다. 순정만화는 만화가 가진 장르적 특징으로 인해 쇼죠망가에서

큰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구체적인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다.

쇼죠망가는 1900년대 초부터 활발히 창간되며 당시의 소녀들에게 널리 읽히고 있던 ‘소녀잡지2)’에 실린

‘서정화(抒情画)3)’와 소녀소설에서 영향을 받아 발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1900년대 초부터 1920년대까지 다

수의 소녀잡지가 창간되었고 이들 잡지의 중심은 서정화와 소녀소설이었다. 특히 몇몇 화가들은 잡지의 판매

량을 좌우할 만큼 독자들에게 절대적인 인기를 누렸다. 이러한 서정화의 전통은 그림뿐 아니라 칼럼니스트,

잡지 발행인, 디자이너 등 다방면으로 활약한 나카하라 준이치(中原淳一, 1913~1983)4)에 의해 좀 더 현대적

엄희자의 등장과
한국 순정만화의 변화

김소원 _ 상명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외래교수

주제발제 02

1) 쇼죠망가적인 특성을 지닌 만화들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북미와 유럽 일부 국가에도 존재 하지만 하나의 장르로 분화되고 전문잡지의

발행 등을 통해 독자들에게 널리 읽히고 있는 나라는 동아시아 일부국가로 제한된다. 

2) 일본에서는 1872년 근대적인 교육이 실시되면서 글을 읽을 수 있는 여학생 독자가 증가 했고 이들을 주 독자로 해 소설과 시, 삽화, 패션 화

보 등을 담은 ‘소녀잡지’가 인기를 끌게 된다. 일본 최초의 소녀잡지는 1902년 창간된 ≪소녀계(少女界)≫이다. 뒤이어 1906년에는 《소녀세

계(少女世界)》가, 1908년에는 《소녀의 벗(少女の友)》이 창간된다. 이후로도 《여학생(女学生)》(1910년),《소녀화보(少女画報)》(1912년),

《소녀(少女)》(1913년),《소녀 클럽(少女倶楽部, 후에 俱樂部를 가타카나로 바꾼 ‘少女クラブ’로 제호 변경)》(1923년)을 비롯해 다수의 소녀

잡지가 창간된다. 米沢嘉博(2007), 戦後少女マンガ史, ちくま文庫, p.22

3) 소녀잡지의 삽화를 특정해 서정화(抒情画)로 부른다. 서정화는 ‘소녀잡지’의 권두 일러스트, 표지화, 소녀소설, 시 등의 삽화로 그려진 그림이다. 잡지의 삽화

로서 소녀의 이미지를 형식화 한 것은 다케히사 유메지(竹久夢虹)에서 시작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림의 주제 역시 대부분 소녀이고 비현실적인 인체 비율

에 패션 스타일화와 같은 특징을 보여준다. ‘서정화’라는 표현은 후키야 코우지(蕗谷虹児)가 자신의 화풍에 대해 정의하면서 명명된 것이다. 

4) 삽화가이자 저널리스트. 전쟁 중 화려한 그림에 대한 군부의 검열로 인해 소녀잡지의 표지를 더 이상 그릴 수 없게 되자 통신 판매용으로 패션

일러스트 작품집을 발행했고 전쟁이 끝난 후 직접 잡지를 창간하고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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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상징적으로 가다듬어진 후 다카하시 마코토(高橋真琴, 1934~)5)의 만화로 계승되었다.6)

나카하라 준이치는 탁월한 재능을 바탕으로 매우 현대적이고 세련된 그림을 그렸고 당시의 인기 소녀잡지 ≪소녀의 벗≫의 전속화가로

10년 동안 표지그림을 담당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화려한 의상을 입은 소녀들의 스타일 그림을 자주 그렸는데 다카하시 마코토는 만화의 페

이지를 세로로 기다랗게 분할해 나카하라의 영향을 받은 스타일 그림을 그렸다. 스토리의 흐름에 상관없이 화려한 의상을 입고 정면을 바라

보는 포즈로 서 있는 이러한 스타일 그림은 ‘3단 통합 스타일 그림(3段ぶち抜きスタイル画)’로 불렸고 많은 작가들에 의해 반복되며 당시

쇼죠망가 특유의 스타일로 유행했다.7)

이와 같이 장르 형성에 영향을 준 선행 매체가 뚜렷이 존재하며 장르의 생성과 변화의 흐름이 파악되는 쇼죠망가와 달리, 순정만화는 만

화에 앞서 등장한 선행 매체와의 영향 관계와 연결 고리를 좀처럼 찾기 힘들다. 그리고 쇼죠망가가 다른 나라에서 찾기 힘든 독특한 시각적

표현의 특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순정만화와 쇼죠망가는 놀랍도록 닮아 있다. 한국의 순정만화가 일본의 쇼죠망가에서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이유이다. 

필자는 초기 쇼죠망가와 순정만화의 특징을 다각도로 비교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1950년대 말 다카하시 마코토가 시도한 ‘3단 통합 스

타일 그림’과 유사한 연출을 엄희자의 작품에서 발견했고 이를 통해 쇼죠망가와 순정만화의 관계에 대한 확답을 얻었다. 엄희자는 특히 순정

만화의 표현에 혁신을 가져온 작가로 순정만화의 선구자로 평가받는다.

본 논문에서는 엄희자에게 영향을 준 일본의 만화가 누구의 어떤 작품인지를 살펴보고 엄희자가 모방을 넘어 이후의 한국 순정만화에 미

친 영향에 대해 평가해 보도록 한다. 

쇼죠망가의 등장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는 쇼죠망가에 대한 장르적 정의가 다소 모호한 반면, 독자들의 성별과 연

령에 따른 잡지의 구분이 분명한 일본에서는 쇼죠망가 잡지에 연재되는 만화로 쇼죠망가를 정의

하기도 한다.8) 많은 만화 연구가들은 일본 최초의 장편 쇼죠망가로 월간 소녀잡지 ≪소녀클럽(少
女クラブ)≫(1953년 1월호)에 연재를 시작한 데츠카 오사무(手塚治虫)의 <리본의 기사(リボンの
騎士)>를 꼽는다.(그림 1) 

<리본의 기사> 이전에도 10대 소녀를 대상으로 하는 잡지에 연재되는 만화는 존재 했다. 그러나

<리본의 기사>는 남장 소녀의 등장이라는 파격적인 소재로 판타지 세계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소

녀를 주인공으로 그렸으며, 다양하고 개성 있는 조연들을 통해 짜임새 있게 스토리를 전개했다. 장

편 연재물 보다는 옴니버스 스타일의 만화나 단편 만화가 많았던 당시의 작품들과는 다른 장편 스

토리는 이후의 쇼죠망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리본의 기사>의 히트 이후 소녀잡지의 연재만화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한 회의 연재 분량이

기존만화보다 길어진 장편 만화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다. 잡지에서 만화의 비율 또한 늘어나

5) 1953년 카시홍(貸本)으로 데뷔한 후 소녀잡지에 만화를 연재했고 1960년대 중반 이후로는 삽화와 표지화, 잡지 부록의 일러스트에서 주로 활동했다. 

6) 김소원(2010), 일본 소녀만화의 시각적 표현의 원류에 관한 고찰, 《만화애니메이션 연구》제18호,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pp.5~10

7) 藤本由香里(2007), 少女マンガの起源としての高橋真琴, マンガ研究 vol.11, 日本マンガ学会, pp.64~66.

8) 일본을 제외한 나라들의 경우 출판시장에서 만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으며 월간지와 주간지로 발행되는 만화 전문 잡지의 비율 또한 낮은 편이어서 잡지 중심의 만화보다는 단행

본을 중심으로 한 만화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만화의 주요 독자의 성별과 연령, 만화의 내용 등으로 전문화 된 잡지가 만화의 주된 매체로 확립되어 있는 일본의 경우는 이러한 정의가

가능하다.

<그림 1>
데츠카 오사무, <리본의 기사>,
≪소녀클럽≫, 1953년 1월호,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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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957년에는 잡지의 4분의 1정도가 만화로 채워졌고 <리본의 기사>는 잡지 권두에 연재 분량 전 페이지가 컬러로 그려지는 등 잡지에서 만

화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커진다.9) 만화 연재 분량의 증가에 따라 만화의 스토리 구성 또한 풍부해져 판타지, 개그, 모험, 탐정물 등 다양한 종

류의 만화들이 등장 한다. <리본의 기사> 이전의 만화들은 주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에피소드들을 통해 웃음을 자아내는 만화가

많았으며, 한 회 분량도 그리 길지 않았다. 10세를 전후한 연령대의 어린 소녀를 주인공으로 소녀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해프닝을 그

린 2~3페이지 분량의 ‘생활만화’가 대다수였다. 만화보다는 소설이나 기사가 잡지의 중심이었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잡지 한 권을 모두

만화로 채운 증간호가 발행되었지만 잡지에서 만화가 차지하는 분량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리본의 기사> 이후로 소녀잡지에는 뚜렷한 변

화가 시작된다. 

1958년 이후의 작품들은 많게는 32페이지까지 연재되는 등 10페이지 이상의 연재물이 주종을 이루었다. 그리고 이 무렵부터 마키 미야코

(牧美也子), 와타나베 마사코(わたなべ まさこ), 미즈노 히데코(水野英子) 등 여성작가들이 등장해 남성작가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만화계

에서 독특한 그림체와 작가의 개성을 살린 스토리 만화로 인기를 끌며 쇼죠망가의 기반을 닦기 시작했다. 이들의 작품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3~4등신의 개그만화와 달리 6등신 이상의 길고 가느다란 몸을 가졌고, 긴 곱슬머리와 속눈썹, 동그랗고 큰 눈으로 묘사되었다. 점차 만화가

차지하는 분량이 많아지고 연재중인 인기 만화의 단행본을 특별부록으로 주는 등 점차 만화가 잡지의 중심이 된다. 그리고 1962년 12월 고

단샤(講談社)에서는 ≪소녀 클럽≫이 폐간되고 1963년에 ≪주간 소녀프렌드(週刊少女フレンド)≫가 창간된다. 일본 최초의 주간 소녀 만

화잡지의 탄생이었다. 이와 함께 슈에이샤(集英社)에서는 같은 해 5월 ≪주간 마가렛(週刊マーガレット)≫이 창간되는 등 본격적인 쇼죠망

가 전문지의 시대가 열린다.

순정만화 전사(前史)

소녀잡지가 쇼죠망가의 근간이 되었듯 한국의 독자들이 순정만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배경이 된 것은 무엇일까? 일본에서 소

녀들만의 문화가 발달한 것과 유사한 움직임이 당시의 한국 사회에서도 있었던 것은 아닐까 살펴보자. 한국에서는 어린이 혹은 소년에 대한

연구들에서 짐작하기에 ‘소녀’라는 단어는 1920년대 이전에는 활발히 쓰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근대에 유입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10). 이

무렵 ‘소년’은 오늘날 ‘소년’의 일반적인 개념과 달리 남녀 모두를 일컫는 것으로 사용되었으며 지금 보다 다소 폭넓은 연령대를 지칭했다.11)

또한 일본과 달리 한국의 잡지 중 제호에 ‘소녀’가 명시되어 있는 잡지는 극히 드물어서, 1920년대에 발간된 ≪소녀계≫와 1940년대에 발

간된 ≪신소녀≫ 정도가 선행연구에 등장 할 뿐, 잡지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행 기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12)

한국에서 ‘소녀’라는 개념이 언제 등장했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1920년대 초 일본에서 유입된 ‘소녀소설’이라는 용어

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3) 김복순은 논문 <소녀의 탄생과 반공주의 서사계보 ~ 최정희의 ‘녹색의 문’을 중심으로~>에서 한국에서

소녀에 대한 개념이 정립된 것은 1950년대 이후로 보고 있다. 한국에 근대적인 교육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한 1880년 무렵부터 70년에 가까

운 시간이 흐른 후의 일이다. 이에 대해 김복순은 한국의 높은 문맹률을 지적하면서 한국에서 소녀의 개념이 등장한 것은 1950년대 한국전

쟁 이후로 분석하고 있다. 김복순은 1920년대 소녀잡지가 활발히 창간된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 소녀를 위한 잡지가 거의 없었던 원인을 여

9) 1950년대 이전의 소녀잡지는 소설과 기사, 화보가 주를 이루었고 만화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지 않았다. 이 시기 소녀잡지의 권두 화보는 주로 인기 스타의 사진이었다. 그러나 만화가

인기를 끌게 되면서 권두 화보는 인기 만화가의 작품이나 컬러 화보로 바뀐다.

10) 최배은(2014), 한국 근대 ‘소녀소설’의 ‘소녀’연구, 《아시아여성연구》53권 2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p.116

11) 소년이 미디어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된 예는 1908년에 창간된 잡지 ≪어린이≫에 1925년 18세의 독자가 잡지의 담당자에게 소년은 몇 살까지이며 자신이 이 잡지에 투고가 가능한가

를 물었고, 이에 대해 담당자는 조선에서는 일반적으로 소년을 20세까지 정의한다며 투고가 가능하다고 일러 주고 있다. 이에 앞서 이 광수가 발표한 <소년에게>라는 글에서 소년을

20세의 남녀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천도교의 소년운동 지도자 이었던 김기전은 "7세부터 19세까지의 어린사람"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기훈(2003), 1920년대 '어린이'

의 형성과 동화, 《역사문화연구》 8호, p.15

12) 당시에는 잡지사에서 발간되는 잡지뿐 아니라 기관이나 단체에서 발간하는 잡지가 많았으나 ≪소녀계≫와 ≪신소녀≫ 모두 일반 잡지사에서 발간된 잡지로 기록되어 있다. 이윤희

(2006), 한국 근대 여성잡지의 표지화를 통해 본 여성 이미지- ≪신여성≫과 ≪여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pp.7~8

13) 최배은(2014) 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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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낮은 취학률에서 찾고 있다.14) ‘소녀’라는 개념이 정립되고 소녀잡지와 같은 소녀들의 문화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근대적인 의무교육의

도입과 그로 인한 여성에 대한 교육의 확대와 문맹률의 저하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도 일본과 시기적으로 차이는 크지만 의무교육이 시작되고 문맹률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간 후에 소녀를 대상으로 하는 전

문 잡지가 등장했다는 부분에서 한국과 일본의 소녀 잡지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공통점은 소녀 잡지의 특징을 정의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한국의 경우 1945년 독립 당시에는 64%의 취학률을 보였고, 3년 후에는 74.8%로 증가해 1959년에는 96.4%의 취학률을 기록하게 된다.

일본보다 뒤늦은 1950년대 중반 이후에야 잡지 창간이 증가한 것은 국권 회복 이후 의무교육의 시작과 취학률의 증가, 전쟁 후 사회정치적

인 안정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한국에서는 한국전쟁 중인 1952년 교육법시행령이 발포되어 같은 해 6월 의무교육이 시행된다. 의무교육

이 시행되면서 전체 학생 중 여학생 비율은 1952년에는 36.3%에서 1959년에는 44.5%로 늘어나며 전체 학생의 남녀 학생이 거의 같은 비율

이 된다.15) 이처럼 1952년 이후 한국사회의 취학률 변화는 1899년 고등여학교 령이 발포된 이후 일본에서 소학교 취학률이 1901년 여자의 경

우 81.8%에서 1917년에는 98.4%로 급증했던 시기16)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100%에 가까운 여학생의 취학률, 즉 문맹률의 저하는 한국에

서도 여학생을 주요 독자로 하는 잡지의 등장과 무관하지 않다. 

1950년대 말에 ≪여학생≫이라는 잡지가 창간되었으나 곧 폐간되었고 1965년 별개의 잡지로 창간된 ≪여학생≫은 여자 고등학생을 주요

독자로 하는 종합 잡지로 패션, 연예기사등과 함께 소설, 만화 등도 개제되는 종합 월간지였다. ≪여학생≫의 창간은 1920년대 일본의 소녀

잡지들의 연이은 등장과 비슷한 맥락에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학생≫과 일본의 소녀잡지들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 차이가 존재 하

지만, 소녀의 개념이 생겨나고 10년가량의 시간이 흐른 후에 여학생을 독자로 겨냥한 잡지가 창간되었다는 것은 일본의‘소녀문화’처럼 일정

성별과 연령대를 겨냥한 문화가 한국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여학생≫은 여학생사에서 발행한 잡지로 1965년 11월에 창간되어 1990년 11월에 폐간되었는데 당시의 문인과 교수들이 대거 필진으로

참여하는 등 ≪여학생≫의 인기는 당시의 잡지로는 꽤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17) 1982년 통권 200호를 기록했을 무렵 발행부수는 10만 부수

정도로 성인 여성잡지의 발매부수와 비슷한 것이었다18). 

다수의 소녀들이 그들만의 문화를 향유하기 위한 문자 해독이라는 필수적 요소를 갖춘 후 여학생 혹은 소녀들의 취향을 충족시키는 읽을

거리가 필요해진 시점에서 등장한 것이 일본은 잡지였고 한국은 순정만화였다. 시대적인 간극으로 인한 차이점은 어쩔 수 없이 존재하지만

특정성별과 연령대의 독자들만을 위한 새로운 오락거리의 탄생이라는 점에서 소녀잡지와 순정만화는 유사성을 갖는다.

순정만화의 탄생

많은 만화연구가들이 한국 최초의 순정만화로 1957년 단행본으로 발행된 한성학의 《영원한 종》을 꼽는다. 《영원한 종》은 전쟁이 끝난 직

후의 한국을 배경으로 부모와 생이별을 한 주인공 소녀가 전쟁 중에 헤어진 친 언니를 찾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영원한 종》은 이후의 순

정만화에 자주 등장하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전쟁, 어머니 혹은 아버지의 부재, 가난, 착한 소녀, 소녀의 시련, 행복한 결말이 그것

이다. 

《영원한 종》의 순희는 전쟁으로 친부모를 잃었지만 전쟁에서 두 딸을 잃은 어머니에게 친딸처럼 길러진다. 순희는 거리에서 담배를 팔며

자신을 길러준 병든 어머니를 돌보지만 길러 준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난다. 어느 날 길에서 쓰러진 순희는 영옥과 영옥 아버지의 도움을 받

14) 김복순(2008), 소녀의 탄생과 반공주의 서사계보-최정희의 ‘녹색의 문’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회, pp.203~207.

15) 김재인 외(2000), ≪한국 여성교육의 변천과정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pp.117~120.

16) 今田絵里香(2007), ≪｢少女｣の社会史≫, 頸草書房, p.68.

1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7), ≪청소년기 사회화 담론의 근대적 기원과 그 영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p.93~94.

18) <월간 여학생 200호 돌파 자축 잔치>, ≪경향신문≫ , 1982년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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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고 순희를 길러 준 어머니가 실은 영옥의 생모이며 영옥에게는 전쟁으로 헤어진 자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영옥이 요양을 하기 위

해 지내게 되는 바닷가 시골 마을에서는 가난한 아버지와 단 둘이 살지만 심성이 착한 정순과 사친회 회장의 딸로 전학생 영옥의 인기를 시

샘하는 옥분이 등장한다. 이야기는 이들 소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결말에서는 영옥과 정순이 친 자매라는 것이 밝혀진다.

지나치게 남발되는 우연과 매끄럽지 못한 스토리 전개를 보여주긴 하지만 착한 소녀들을 주인공으로 그녀들이 여러 가지 시련 – 주로 가

난이나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 을 이겨내고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되는 이야기는 이후의 순정만화에서도 자주 볼 수 있

는 설정이다.

앞서 말했듯 《영원한 종》은 여명기의 순정만화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몇 가지 전형성을 가지고 있다. 전쟁, 혈육의 부재, 가난, 착한 소녀

의 행복한 결말. 순희는 전쟁으로 자신을 낳아 준 부모를 잃었고, 자신을 길러 준 어머니의 죽음 이전에 이미 거리에서 담배를 팔며 생계를

책임졌다. 빈곤과 부모님의 부재가 순희의 불행이다. 그리고 정순 역시 가난 속에서 병든 아버지를 부양해야 한다. 편모와 함께 생활했던 순

희와 달리 정순은 어머니가 없다. 부잣집 딸로 등장하는 영옥 역시 자신을 기른 것이 진짜 부모가 아니라는 혈육의 부재라는 문제를 안고 있

다. 그러나 이들 소녀들은 자신이 처한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착한 심성의 소유자들이다. 그러한 착한 심성

덕분에 그녀들은 각각 간절히 원하던 것을 손에 넣는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된다. 

《영원한 종》은 이러한 스토리의 특징 이외에도 몇 가지 시각적 표현에 있어서도 순정만화적인 특징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먼저 순

희, 영옥, 정순의 세 소녀와, 정순의 라이벌 역할을 맡은 옥분의 네 소녀가 등장을 한다. 악역인 옥분을 제외 한 세 소녀는 모두 긴 속눈썹을

가지고 있으며, 소제목을 꽃그림으로 장식하기도 하고 출생의 비밀을 밝히는 중요한 소품으로 활용되는 장미 모양이 조각된 목걸이가 등장

한다. 장미는 순정만화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꽃 모티프로 화려함을 더 하기 위해 등장인물의 배경으로 빈번하게 사용된다. 배경 등으로 활

용되지는 않았으나, 장미꽃 모티프의 한 예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영원한 종》의 이러한 특징은 이후의 순정만화에서도 빈번하게 등장

하면서 착한 소녀의 고난과 시련극복과 해피엔딩 이라는 순정만화의 전형적인 이야기 구조로 정착된다.

엄희자의 등장과 순정만화의 변화

《영원한 종》이후 한국의 순정만화에 혁신이 일어난 것은 1960년대 엄희자의 등장과 함께였다. 권영섭, 최상록 등의 작가가 소녀들이 주인

공인 만화로 인기를 얻었지만 이들 작가들의 만화는 소년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작품과 그림체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늘날 ‘순정만화’라는

정의 속에 떠올릴 수 있는 시각적 표현은 이들보다 몇 년 뒤에 등장한 엄희자에 의해 시도된다. 

한국만화의 역사, 그 중에서도 순정만화의 역사는 엄희자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엄희자는 1942년 신의주에서 태어

났고, 해방 후 서울에서 거주했다. 여고를 졸업한 후 한국 최초의 만화학원으로 기록되어 있는 ‘한국만화연구소’에서 만화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이범기와 조원기의 문하를 거쳐 프로 작가로서 데뷔한다19). 1964년 엄희자의 이름을 표지에 실은 첫 작품이 세상에 나오게 되는데, 조

원기 구성, 엄희자 그림으로 세상에 나온 <행복의 별>이 그것이다. 이 작품에서 엄희자는 그때까지 한국만화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표현

을 시도한다. 커다랗고 반짝거리는 눈동자, 긴 속눈썹, 오뚝한 콧날, 길고 가는 팔과 다리를 한 주인공, 꽃을 배경에 사용한 장식적인 표현,

유럽의 어딘가를 배경으로 공주와 왕자가 등장하는 판타지적 설정의 이야기. 한국만화사에서 전에 없던 파격적인 작품이 등장한 것이다. 순

정만화의 시초로 흔히들 한성학의 《영원한 종》을 꼽지만 시각적 표현과 이야기의 특징으로 좀 더 엄밀히 따진다면, 엄희자의 등장은 곧 한

국 순정만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엄희자의 이러한 혁신적인 시도는 이후의 다양한 작가들을 통해 순정만화의 정형으로 정착되기에 이

른다.

엄희자는 조원기의 문하에서 작품활동을 시작했고 훗날 부부가 되어 같은 화실에서 창작활동을 하게 된다. 엄희자의 데뷔작인 <행복의 별

19) 백정숙(1995), <소녀세계의 창을 연 엄희자>, ≪한국만화의 선구자들≫, 열화당, pp.17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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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성을 조원기가 맡았고 조원기의 작품 일부를 순정만화 장르로 분류하는 만화연구가20)도 있는 만큼 엄희자가 조원기의 스토리 구성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높다. 엄희자가 데뷔 했을 무렵의 순정만화란 소녀들을 주요 독자층으로 하는 감성적인 스토리의 만화로 독특한 시

각적 표현을 특징으로 하지는 않았다.

엄희자에의한 순정만화 스타일의 혁신은 엄희자의 데뷔 이전부터 활동하던 다른 작가들과의 비교로 더욱 명확해진다. 엄희자보다 앞서

소녀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대표적인 작가로 권영섭을 들 수 있다. 권영섭은 1960년 발표한 <봉선이> 이후 소녀 ‘봉선이’를 주인공으로 하는

시리즈 작품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봉선이> 시리즈는 주인공을 소녀로 설정하고 어린 소녀가 여러 가지 고난을 극복해나가는 이야기 구조

에서 순정만화적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3~4등신의 단순화된 인물 표현에서 권영섭이 발표한 다른 만화들과 시각적 표현상의 차이

점은 찾기 힘들다. 그러나 1965년 작품 <푸른 등대>에서는 이전의 작품에서 완전히 변화한 전형적인 순정만화적 화풍을 보여준다. 가늘고 길

어진 몸과 커다란 눈동자, 리본과 레이스가 달린 의상을 입은 소녀를 등장 시키는 등 이전의 작품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을 보여준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새어머니의 괴롭힘을 받고 있고 바닷가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평범한 아이지만 옷차림은 다른 어떤 등장인물과도 어

울리지 않는 화려한 원피스 차림이다. 주인공 소녀뿐 아니라 소녀의 아버지도 반짝이는 눈동자를 하고 있다. 스토리의 진행과는 전혀 상관없

는 꽃 그림이 인물의 배경이나 칸 나누기 선의 일부로 그려져 장식적으로 사용되는 컷이 빈번히 등장하기도 한다. 이는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초 일본의 쇼죠망가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꽃 모티프의 활용이다. ‘명랑만화’에 가까웠던 권영섭의 그림이 엄희자의 데뷔 후 이렇

듯 달라진 것이 결코 우연만은 아닐 것이다.(그림 2, 3)

이렇듯 ‘엄희자’의 존재는 한국 순정만화의

역사에 있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엄희자 만화의 독특한 스타일은 어

디에서 온 것인가? 순정만화는 최근까지 일본

과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 일부 국가에만 존

재하는 만화 장르였다. 그리고 한국의 순정만

화는 일본의 영향을 받아 생겨났다는 것이 많

은 만화 연구가들의 견해이다. 즉 엄희자가 일

본만화에서 영향을 받아 시도한 새로운 스타

일이 다른 작가들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는 추측이 가능하다. 엄희자와 쇼죠망가의 접

점을 살펴보자. 

엄희자의 순정만화와 쇼죠망가

엄희자의 초기 작품에는 주간 쇼죠망가 잡지가 막 등장했던 시기의 만화의 영향이 뚜렷하게 드러난 작품들이 있다. 엄희자의 데뷔작인

<행복의 별>의 표지 그림은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서 발행된 주간 쇼죠망가 잡지인 ≪소녀 프렌드≫의 컬러 일러스트와 구도나 색상, 인물의

표현이 거의 일치한다. 1964년 4월 5일부터 ≪소녀 프렌드≫에 연재된 타니 유키코(谷悠紀子)의 작품 <방울꽃 천사(スズラン天使)>의 속

표지 그림이 그것이다. (그림 4, 5)

20) 한영주(2001), ≪다시 보는 우리만화 1950~1969≫, 글논그림밭, pp.182~184.

<그림 2>
권영섭, <바람아 불어라 2>, 1967, p.7 (일부)

<그림 3>
권영섭, <푸른 등대 3>, 1967, p.7 (일부)



1964년 5월 24일자 ≪소녀 프렌드≫에 실린 《방울꽃 천사》의 속표지 그

림으로 사용된 컬러 일러스트는 1964년 9월 26일에 발행된 《행복의 별》1권

의 표지 그림과 거의 일치한다. 《행복의 별》에는 이 밖에도 주인공 소녀의

옷차림이나 머리모양 등에서 일부 유사한 장면이 등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행복의 별》과 《방울꽃 천사》의 내용에는 별다른 연관성은 보이지 않는다.

《행복의 별》은 유복한 집안의 외동딸인 주인공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녀를

도우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렸다. 그러나 《방울꽃 천사》는 평범한 집안의

딸인 스즈코가 대부호의 딸인 친구 란코로 오해를 받으며 벌어지는 소동과

함께 스즈코의 가족을 집에서 내 쫓으려 하는 재개발회사 직원들로 인해 일

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함께 그리며 총 20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그리고 또 다른 엄희자의 작품 《공주와 기사》에 등장하는 공주와 왕자의

옷차림과 머리모양 등 전체적인 생김새가 매우 유사한 작품이 있다. 마찬가

지로 ≪소녀 프렌드≫(1965년 5월 4일호)에 실린 타니 유키코의 단편 <왕녀

카테리나(王女カテリーナ)>이다.(그림 6, 7)

《공주와 기사》는 마법에 걸려 인질로 잡혀 있는 공주를 구하는 왕자의 이

야기를 그렸고 <왕녀 카테리나>는 카테리나 공주와 공주의 약혼자인 왕자

를 주인공으로 공주의 오해가 불러온 비극을 그린 단편이다. 이와 같이 두

작품에서 이야기 구조의 유사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왕녀 카테리나

>의 표지 구도와 인물 묘사가 ≪공주와 기사≫의 표지와 상당히 일치할 뿐

만 아니라 만화에 등장하는 왕자의 생김새나 옷차림 또한 매우 흡사하다.

《공주와 기사》의 발행 날짜는 1965년 8월 28일로 두 작품 사이에는 약 4개

월의 시간 차이가 존재한다.

한편 엄희자의 또 다른 작품인 <노래의 날개>의 일부 장면이 ≪소녀 프렌드

≫(1965년 1월 5일)에 실린 <아코(亜子)>(후카자와 이치오(深沢一夫)원작, 호

소노 미치코(細野みち子) 그림)의 한 장면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그림 8, 9)

<그림 4>
카츠라 마사키(桂真佐喜) 원
작, 타니 유키코 그림, <방울
꽃 천사>, ≪소녀 프렌드≫,
1964년 5월 24일호

<그림 5> 
조원기 구성, 엄희자 그림,
《행복의 별》, 1964

<그림 7>
타니 유키코, <왕녀 카테리
나 >, ≪소 녀  프 렌 드 ≫,
1965년 5월 4일, p.83

<그림 6>
엄희자, 《공주와 기사》 
표지, 1965

<그림 8>
후카자와 이치오 원작, 호소노 미치코 그림, <아코>, 
≪소녀 프렌드≫, 1965년 1월호 pp.130~131

<그림 9>
엄희자, 《노래의 날개 5》, 1967, pp.44~45

139만화포럼 칸 2015

주제발제 02 : 엄희자의 등장과 한국 순정만화의 변화



140  한국만화영상진흥원

part 2 2015년 제1차[11회] 만화포럼

장래를 촉망 받는 피아니스트였던 소녀 아코가 사고로 손을 다치고 손의 재활 치료를 받는 장면은 《노래의 날개》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

다. 그러나 이들 두 작품 역시 스토리의 유사성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1963년 일본 최초의 쇼죠망가 주간지로 창간된 ≪소녀 프렌드≫는 쇼죠망가가 다른 장르의 만화들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하나의 장르로

정착해가는 과정을 잘 보여 준다는 부분에서 일본 쇼죠망가의 역사에서 갖는 의미가 크다. 창간 초기인 1964년 무렵까지는 소녀를 주인공으

로 하지만 탐정물이나 명랑, 모험물의 성격의 작품이 많았다. 그러나 1965년부터는 여성작가들의 작품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서양의 신

화나 전설을 모티프로 하는 장편, 러브 코미디 등 당시 소년만화잡지에 연재되던 작품들과는 다른 부류의 이야기가 늘어난다. 특히 엄희자가

참고한 타니 유키코와 호소노 미치코의 그림은 당시 연재되던 다른 작가들의 그림과 비교해 화려함과 섬세한 묘사가 한층 뛰어났다. 이와 같

이 쇼죠망가가 장르로 정착되어가던 시기의 작품이 한국에 유입되어 엄희자라는 작가에 의해 이후의 순정만화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일본 만화의 공식적인 수입은 훨씬 이후의 일이다. 1960년대에 이미 일본으로부터 잡지가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되고 있었기에 당

시 일본에서 출판된 만화 잡지를 작가 스스로나 출판 관계자가 접했을 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21)

맺으며

한국만화는 오랜 시간 일본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적지 않은 작품이 일본만화를 참고했고 일본만화를 한국 작가의 이름으로 한

해적판이 공공연히 출판되기도 했다. 일본문화 개방과 함께 일본만화가 정식으로 수입된 후에도 주인공의 이름과 지명을 우리식으로 바꾼

‘번안 작품’과 정식 번역 작품이 오랫동안 공존했다. 순정만화의 경우 일본의 쇼죠망가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발전했다는 부분에서 순정

만화가 가진 개성과 작품성이 폄하되기도 했다. 

1970년대 초부터 1980년대 초까지 만화에 대한 검열로 인해 슬픈 이야기나 사랑에 대한 묘사, 화려한 의상과 인물 묘사 등 순정만화의 특

징적인 부분들이 직접적인 규제를 받았다. 그리고 이러한 만화 규제의 틀 안에서는 더 이상 독자들에게 인기를 끄는 작품의 창작이 어려워

진 작가들이 대부분 창작작업을 포기했고 이러한 공백기에 일본 소녀만화의 황금기를 열었던 일부 작품이 해적판으로 유통되었다. 그리고

이들 일본만화를 보고 자란 세대가 1980년대 초 순정만화가로 데뷔한 역사에서 볼 수 있듯 순정만화가 쇼죠망가에서 받은 영향은 부정할 수

없다. 

엄희자가 시도한 표현기법들은 당시 한국의 독자와 만화가 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이후의 작가들도 큰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당시

의 순정만화는 어떤 면에서는 쇼죠망가보다 더 소녀 취향의 작품 이었다. 당시 일본에서는 소년만화잡지에서 활동하던 많은 작가들이 쇼죠

망가 잡지 연재를 병행했고 이들 남성작가의 대부분은 주인공을 소녀로 내세워 명랑, 모험, 탐정물 등 기존의 소년 만화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이야기 구조를 가진 작품을 그렸다.22) 그러나 비슷한 시기 한국의 순정만화는 가난하고 마음 착한 소녀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고난을 이겨내는 슬프지만 행복한 결말의 이야기들을 주로 그렸다. 이러한 정형성과 반복되는 이야기는 이후 순정만화의 팬들을 만화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지만 ‘순정’이라는 정체성에 가장 잘 부합하던 만화가 나왔던 시기라 할 수 있다.

21) 일본의 신간은 2, 3일 간격을 두고 서울의 신간이 된다. 그런 책은 보통 10%는 값을 더 주어야 산다. (중략) 61년부터 63년에 이르기까지 일본 서적은 정규 ‘루트’로 무려 1백만 어치

나 들어왔다. 외서수입업을 하는 D 상사의 통계로는 수입 도서의 80%가 일본 서적이다. <일본은 들어오고 있다>, ≪경향신문≫, 1965년 2월 22일 / 16일 상오 서울시경은 외국도

서수입판매상 경인신사 대표 최한표 씨에 대한 관세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수사에 나섰다. 최 씨는 작년 2월 수입이 제한된 인기품목 중 일본 월간잡지를 수입하기 위

해 문교부에서 발급한 단행본 수입허가 신청서를 위조, 월간잡지품명, 수량, 가격 등을 임의로 기재하여 합법을 가장 영화잡지, 부인잡지 등 1천권 1천 2백 불 상당을 들여온 혐의이

다. <허가장을 위조 일본 잡지 천권 수입>, ≪경향신문≫ 1965년 2월 16일 / 5일 공보부 방국자는 상공부의 64년도 상반기무역계획에서 일본의 주, 월간신문, 정기간행물 수입이 삭

제됨으로써 앞으로는 일본으로부터 학술, 기술 잡지를 구독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63년도 하반기에는 약 4만 5천 불어치의 정기 간행물이 수입되었다. <일 신문잡지 등 수입 쿼

타 삭제>, ≪동아일보≫, 1964년 2월 5일

22) 이시노모리 쇼타로(石ノ森章太郎), 아카츠카 후지오(赤塚不二夫), 후지코 F 후지오(藤子·F·不二雄), 치바 테츠야(ちばてつや) 등 훗날 소년만화를 통해 크게 이름을 알리는 작가들

도 데뷔 초에는 소녀잡지에 만화를 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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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희자의 등장과 한국 순정만화의 변화 : 김소원 위원

[주요 발표]

● 발제문 참고

[주요 토론 내용]

●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비자가 콘텐츠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가 소비자가 콘텐츠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60년대 만화총판들이 합동출

판사와 협력해서 만화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시점이었음. 출판사에게 있어 대본소 시장 장악을 위해서는 공급수량이 가장 큰 조건이었다.

● 비인기 만화가의 경우 생계유지와 물량공세를 목적으로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일본만화를 모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 소비자가 책을 보는 것이 아니다. 대본소에서 책의 회전율 및 구독률을 보는 것이 중요했다. 그래서 순수하게 창작자와 독자의 관계가 아닌 소비구조의 제

도적인 부분으로 인해 창작들에게 빨리 많이 만들게 하고자, 일본만화에서 주제 및 그림을 표절하게 되는 시장구조가 만들어졌다.

● 엄희자 선생님의 그림을 보면 일본의 순정만화의 요소가 많은 부분 사용되어 있다. 순정만화 장르적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것은 영향이 아니라

표절이라고 봐야겠죠. 하지만 그 당시의 여러 사회적 환경이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그림체에 있어서 영향정도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 정확한 표현으로 그림체의 표절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 한국 순정만화와 일본 순정만화가 같은지 모르겠다. 그림은 같지만 내용을 다르다. 사실은 일본만화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은 분명 있고, 그것이 순차적 영

향 또는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다. 60년대 만화작품의 주요내용이 전쟁, 고아, 부모 찾기 등이 주류였다.

● 50년대 일본의 모성영화, 모성만화들이 한국의 <울밑에 선 봉선이> <영원한 종>이와 상관성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내지는 못하고 있다.

● 한국의 순정만화라는 개념은 80년대에 와야 한다고 본다. 60~70년대의 작품 중 순정만화의 의미에 가장 근접한 만화는 <울밑에선 봉선이>라고 생각한

다. 가족을 생각하는 순수한 마음을 보여주는 원형이 그 속에 있다.

● 순정만화 장르성으로서는 80년대에 와서야 확립 된 게 아닌가 싶고, 일본의 그래픽적, 내용의 서사성 측면이 비슷한가에 대한 선행조사를 통해 개념적 정

의가 필요한 것 같다.

● 순정만화의 내용적 구성요소인 "전쟁 가족 가난 그리고 해피엔딩"의 구조만으로는 장르적 변별성이 확보되는 어렵다. 순정만화에 대한 개념 정의 정의가

우선되어야 하고, 확립된 근거를 토대로 순정만화를 구분해야 할 것 같다. <울밑에 선 봉선이>, <영원한 종> 같은 경우 시대적 배경으로 감성적인 작품이

인기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

● 만화의 장르의 구분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독자 같다. 순정만화라 하면 독자성별이 뚜렷하다. 남자·여자작가가 창작시 만화의 독

자층을 구분하는 자아의식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장르분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창작을 하다가 보면 어떤 시발점에 따라서 장르적 분화가 이루어지고 그

시점에서 소녀 대상의 만화가 나올 수도 있다.

● 시장이 중요하는 것 같다. 문화시장(출판시장, 영화시장의 사례)의 형성에 따라서 장르가 세분화 된다고 생각된다.

● 전쟁의 영향이 있다고 본다, 일본은 패전국의 상처, 한국은 식민지국가와 한국전쟁의 당사자로서 상처로 인해 처한 환경이 비슷한 구조로 가다보니 가족,

전쟁 등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다.

주제토론 02



들어가며

최근 1967~8년도에 한국아동만화자율위원회1)에서 사전 심의를 기록했던 장부가 한국만화박물관에 입수

되었다. 이 장부는 근현대 유물 경매 사이트인 코베이에 출품되었고 박물관은 경매를 통해 이 물품을 구입했

다. 장부에 작성된 심의 기간은 1967년 7월 1일부터 1968년 8월 28일까지이다. 이 장부에는 작가명, 작품명,

검열 날짜가 기록되어 있다. 장부에 기록된 특정 날짜가 당시 출판된 만화책의 표지에 심사필로 찍힌 도장의

날짜와 일치해 사전 심의를 기록했던 장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금번 들어온 이 장부의 내용을 정리한 결과 당시의 활동 만화가 및 작품 목록 전체를 알 수 있어 당시 만

화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면모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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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8년
한국아동만화자율위원회
사전 심의 장부 연구

이용철 _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본부장

주제발제 03

1) 만화 사전 심의가 시작된 것은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군사정부부터다. 초기에는 군인들이 심의를 하다가 곧 만화인들이 자율적으로 운영

하는 것이 좋겠다 하여 한국아동만화자율위원회라는 심의 기관을 만들었다. 심의 위원으로는 원로 만화인과 출판인, 외부 전문가 등으로 이루

어졌다. 모든 아동만화가는 이 위원회에 가입되어 원고 심의를 맡아야 했으며 만화가들이 내는 심사료로 위원회를 운영하였다. 1968년 8월

말 문화공보부 산하에 한국아동만화윤리위원회가 생기면서 사전 심의 업무가 이곳으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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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부의 형태 

1) 외형

- 크기 : 가로215×세로300×두께13mm

- 외관 : 두꺼운 하드 보드지가 내지를 감싸고 있다. 

- 속지 : 표지를 넘기면 기록할 수 있는 노트가 나오기 전에 속지가

있다. 이 속지에 장부의 기록 시기가 대략 적혀있다. 

2) 내지

내지는 총 200페이지로 되어 있다. 수기로 쓴 글과 숫자가 있고 도장

이 중간 중간 찍혀 있다. 

2. 장부 작성 기간의 특이성 

이 심의 장부를 작성한 주체는 여러 가지 단서로 보아 분명히 아동만화자율위원회이다. 그러면 이 장부는 공식적인 기록물인 것이다. 그

런데 이 장부가 작성된 기간은 비정상적이다. 보통의 기록물들은 연 단위를 기준으로 1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

데 이 장부가 작성된 기간, 정확히는 장부에 기록된 심의 기간은 1967년 7월~1968년 8월인 것이다. 이상한 일이다. 특히 이 기간은 한국만

화사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라는 점에서 더욱 이채롭다.

1967년 7월은 당시 만화출판사를 연합하여 만화 제작 및 유통의 독점적 위치를 차지한 ㈜합동이 본격적으로 출범한 시기이다.2) 그리고 이

심의 장부의 기록이 끝나는 시기인 1968년 8월 말엔 심의 기관이 바뀌는 일이 벌어진다. 문화공보부에서는 그때까지 만화인들이 자율적으

로 심의하던 체제를 중단시키고 그 대신 문화공보부 산하에 만화 심의를 담당하는 조직인 한국아동만화윤리위원회를 1968년 8월 31일에 창

<그림 1> 표지 <그림 2> 속지

<그림 3> 내지 1~2쪽 

2) 손상익(1998), 《한국만화통사(하)》, 시공사, p.256 ㈜합동은 1967년 7월 이영래 사장의 ‘진영’, ‘진흥’, ‘삼진사’ 등의 출판사와 박기당의 ‘오성문고’, 오학운의 ‘부엉이 문고’등을 연합

하여 출발하였다. ‘합동’은 만화방 용 만화책을 거의 독점에 가까운 형태로 공급을 시작하면서 1980년대 초반까지 만화방 만화를 좌우했다. ㈜합동은 주식회사였다고 하며, 합동출판사

라고 부르기도 하고, 책에는 발행처 합동문화사라고 표기가 되어있다. 이후로는 편의상 ‘합동’이라고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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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시킨다. 한국아동만화윤리위원회는 9월 9일부터 심의 업무를 시작한다.

이러한 사건과 연관 지어보면 이 심의 장부가 작성된 시기가 특별한 이유는 무엇보다 ‘합동’의 본격적인 출범과 관계가 깊다고 보인다. 만

화출판사와 만화작가를 통합한 ‘합동’에서는 만화인이 심의를 진행하는 한국아동만화자율위원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었다.3) 7. 1일부

터 기록되는 심의 작품들은 거의 ‘합동’에서 출판된 작품들이거나 적어도 깊은 연관이 있었을 것이다.4) 그러므로 새로운 심의 장부는 합동문

화사의 출판 장부나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이 심의 장부가 새로운 기간을 선택한 것은 ‘합동’의 출발도 기념하고 또한 ‘합동’의 출판 상황도

파악할 겸 장부를 새로 시작한 것이라고 보인다. 간단히 말해 만화계의 최고 권력자가 된 ‘합동’이 위세를 부려 공적 서류를 자신의 출판사

입장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보인다. 

3. 기록 내용 분석

<그림 4>는 장부의 내지 첫 장 상단을 확대한 것이다. 글자와 기호들은 하나의 순서를 따르고 있다. 우선 기록된 순서는 작품 이름의 첫 자

음을 기준삼아 ㄱㄴㄷ 순으로 미리 페이지를 나누어서 정리하고 있다. 내지 1페이지를 보면 <9명의 전우>, <기관단총 케리>, <국제도시> 등이

적혀 있는데 첫 자음인 ‘ㄱ’에 해당하는 작품들이다. 그리고 작품이 기록되는 순서는 날짜 순이다. 다음으로 각 작품에 따른 각 줄의 기록 순

서에 대해 정리해봤다. 기록순서는 ①작품명 ②작가명 ③A~F부여 ④심의 작품 편수 ⑤심의 번호 ⑥심의일 ⑦날인 순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작품의 다음 권들이 심의될 시에는 종전에 쓰인 줄 오른쪽에 칸을 만들어서 ④~⑦번이 반복되는 순으로 적혀 있다. 여기서 심의일을 보

자. <9명의 전우> 첫 번째 심의일은 7. 1일이고, 두 번째 심의일은 8. 4일로 적혀있다. 하단의 <기관단총 케리>는 첫 번째 심의일이 7. 3일이다.

그러므로 검열일 순에 맞춰서 작품을 위아래 순으로 정렬하고, 각 작품 별 차기 심의일이 같은 줄의 오른쪽 칸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다. 

③번의 A~F부여는 계속된 것은 아니고, 1967년에는 7월 한 달만 쓰였고, 1968년에는 같은 칸에 A~F가 아니라 ‘동’, ‘우’, ‘대’, ‘신’, ‘백’,

‘합’ 등의 약자로 기재되어 3월~8월 기간에 작성됐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박물관에서 현재 소장하고 있는 작품과 비교하여 확인한 결과 완

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출판사 이름을 약자로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A~F 기호는 명확치는 않으나 합동문화사, 진명출판사, 오성문화사,

해동문화사, 진영문화사 등을 임의적으로 알파벳 기호를 부여해 분류한 것 같다. 그리고 1968년 3월부터 표기된 ‘동’ 은 동일문화사, ‘우’는

우주문화사, ‘대’는 국제문화사, ‘신’은 신진문화사, ‘합’은 합동문화사로 추정된다. 1968년 8월부터 1968년 2월까지는 아무런 표기도 없는데,

그 이유는 이 시기에 나온 만화들은 발행처가 모두 ‘합동문화사’여서 굳이 분류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1968년 3월 이후에 우주문화사, 신진

문화사, 동일문화사 등으로 여러 개의 출판사 이름이 다시 등장했던 것은, ‘합동’이 해체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출판사로 매출액을 분산시

켜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썼던 방식이라고 보인다.5) ⑤번은 심사필의 일련번호이다. 장부에 기록된 것과 발행 작품의 표지에 있는 심사필 내

3) 손상익(1998), 앞의 책, p.260 한국아동만화자율위원회 심의위원이던 원로 만화가 이재화의 회고

4) 한국만화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책을 대조해보면, 1967년 7월까지는 합동문화사 외에도 진명출판사, 오성문화사, 해동문화사, 진영문화사 등이 여전히 책을 발간하였고, 8월부터 다

음해 2월까지 모든 만화책이 합동문화사라고 표기되어 나온다. 그러나 7월부터는 이 출판사들이 이미 합동문화사와 상당한 연관성이 보인다. 이상호 작 <성난피리> 시리즈의 경우를 보

면, 같은 해 6월까지는 발행처가 해동문화사이고 표지엔 ‘부엉이 씨리즈’라고 표기되어 있었는데, 1967년 7월 7일에 발간된 <성난 피리 (7)>편에서는 발행처는 동일하게 해동문화사이

지만 표지엔 ‘합동문고’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작가의 만화 <신기한 달걀> 시리즈를 보면 2부 2편이 7월에 발행되었을 시에는 해동문화사라고 표기되어 있었는데, 8월 발

간되는 2부 3편부터는 발행처가 합동문화사로 변경되어있고, 김종래의 <별똥(1)>은 1967년 7월 20일 진명출판사에서 발행한 것으로 나와 있으나 <별똥(2)>는 8. 1일 합동문화사에

서 발행하였다. 그러므로 8월 달을 기점으로 이 출판사들은 합동문화사로 이름이 변경된 것이다.

5) 손상익(1998), 앞의 책, p.258

<그림 4>. <그림 3>의 좌측 상단 확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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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 동일하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장부에 적혀 있는 것은 대체로 당시 제출한 만화원고에 부여한 심의 번호와 심의일에 대한 것이다. 여기에는 심의

한 결과 수정 사항이라든가 하는 세부적인 내용은 없다. 

4. 작가 수 및 작품 수량

장부에 기록된 내용들을 풀어 이를 다시 작가 기준으로 정리를 했다(자료 별첨). 정리한 결과 대장에 기록된 작가는 총 184명이며, 작품의

종수는 총 1,358종, 작품의 수량은 총 13,326편6)이 나왔다. 작품 수를 작가 1명 기준으로 나눈다면 작가 1인당 7.4종 72편이다. 그러나 작가

별로 작품 수의 편차가 심했다. 가장 많은 작품 수가 기록된 작가는 하청으로 총 482편이 등록됐다. 작품수가 많은 순으로 상위 20명의 작가

는 모두 200편 이상이 기록되어 있다. (<표 1> 참조) 

그리고 한 작품 당 평균 편수는 약 10편이다. 이 중 가장 많은 편 수를 기록한 작품은 박부성의 <태권도>로 총 68편이 기록되었으며, 이 외

에도 한 타이틀로 40편을 넘는 작품이 13종이 있었다(표2). 

작가 수와 작품 수를 비교해 봤을 때, 간단히 보기에도 작가 수 대비 작품량이 상당히 많다. 여기서 당시의 만화방 만화는 1편 당 분량이

대부분 50~60페이지7)였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는 있다. 그렇다 해도 <표 1>에 있는 인기 작가들은 월 700~1,700페이지를 그린 셈이니 상

상을 초월하는 분량인 것이다. 이런 분량을 해내기 위해선 상당수의 작업 보조자들이 있어야 했을 것이다.8)

<그림 5>
심의 장부의 기록 내용과 해당 작품의 표지 이미지 비교
김종래의 1967년 작품 <서낭당>의 심의 기록을 통해 비교했다.
위의 검열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제목, 권수, 심사필 번호, 날짜
등이 해당 만화책 우측 하단의 심사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동일하다. 

6) 이 글에서는 종은 작품의 타이틀, 편은 각권 개념으로 쓴다. 

7) 1966~1967년 만화책의 일반적인 분량이다. 1961~1964년 사이에는 70페이지가 일반적인 분량이었다. 만화의 페이지가 일반 도서에 비해 얼마 되지 않는 이유는 출판사들이 대여

유통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다 많은 권수를 내는 것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이다. 출판사들이 이익을 높이기 위해 1960년대 초기보다 점차 분량을 줄여간 것이다. 

8) 당시 인기 만화가 정한기 씨의 창작 과정

“저의 경우에는 같이 일하는 브레인들이 두서너 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칠팔 명 어떤 때는 한 이십 명 작업을 합니다. 아침에 시나리오를 써서 옆으로 넘기고, 대본을 대강 작성해

서 넘기고, 주인공 그려서 넘기면, 벌써 옆에서는 인물 그리고 저쪽에서는 배경 연필로 그리고, 저쪽에서는 인물 터치하고, 저쪽에서는 배경 터치 그리고, 저녁이 되면 저쪽에서는 지우

개질 하고, 저쪽에서는 먹칠하고 수정하면은, 아침에 시작하면은 하루에 한 권 정도, 한 달에 이십 일 정도 일하는 데 스물 네 다섯 권정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

어디 말을 해도 그걸 곧이듣는 분도 안 계시고… 어찌됐든 다 내 손을 거쳐서 나가는 건데, 시나리오만 해도 하루에 한 권 꼴로 써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때는 백 이십 페이지 정도지

만… 혼자하게 되면 아무래도 하루에 여섯 일곱 페이지 그리는 게 고작이니까, 한 달, 한 달 반 그려야지 한 권이 되지 않은가 싶은데… 시간적으로 출판사에서 시리즈를 잡았다 하면은,

일주일마다 하나씩은 딱딱 나가야지 그 시리즈가 살지, 열흘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나가면, 그 시리즈는 죽어버립니다. 대본집에서도 사지도 않고, 독자 다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독자

를 위해서도 일주일에 한 권씩은 나가야 되니까, 무조건 닷새에 한 권씩은 책이 나가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게 되는 거지.”한영주(2007), 《한국만화사 구술채록 연구② 정한기》, 부천

만화정보센터, pp24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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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제 03 : 1967~8년 한국아동만화자율위원회 사전 심의 장부 연구

맺으며(두가지의 관점)

만화가들의 창작물을 심의 대상으로 봤던 사전 심의 제도의 결과인 심의 장부가 당대의 만화문화를 증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됐다는

것에 아이러니를 느낀다. 이 한국아동만화자율위원회의 심의 장부를 분석한 결과를 단순히 수치를 넘어 좀 더 깊이 있게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1960년대 중반의 만화업계가 큰 성황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00종 13,000편이 넘는 다양한 만화책들이 제작되어 독자들

에게 읽혔고, 그 중에는 수 십 편이 이어지며 독자들에게 사랑받은 작품들도 많았다. 또한 당시 만화가들의 작품 정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도 주요한 성과이다. 하청이 당시 최고 다작가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만화사 연구에서 드러난 적이 없었다. 또한 대부분의 작품

이 소실되어 그간 거의 잊혔던 송순희 등의 작가들도 새롭게 비춰진다.9) 이 자료를 통해 그녀는 연간 200편이 넘는 만화를 제작했으며, 40

편이 넘는 장편만화가 2종이 있어 독자들에게 큰 인기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록에 대한 수치적인 분석보다는 이 장부의 작성이 ‘합동’의 출발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이 더욱 중요하게 보인다. 다른 시각

으로 보면 이 많은 만화책들이 제작된 것은 당시 ‘합동’이 출범하며 만화방에 공격적으로 만화공급을 한 증거인 것이다. 당시 합동에선 만화

책을 세트로 묶어 만화방에 독점 공급했으며, 만화방 영업자에게는 “세트를 모두 구입하던가, 아니면 그만 두라”는 방법으로 강요했었다.10)

이 일로 많은 만화방 업주들이 고통을 당했을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방식은 출판사와 작가들에게 ‘그리기만 하면 팔린다.’ 라는 기대를 주었

을 것이고, 작가들에게 중요한 건 ‘어떤 작품을 그리느냐’가 아니라 출판사에서 ‘얼마나 많이 편수를 배당받느냐’가 됐을 것이다. 편수를 배당

받기만 하면 수 십 명을 고용해서라도 그려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한 방식이 한 명의 작가가 연간 수 백 편의 만화를 만드는 기형적

인 만화문화를 만든 것이다. 이러한 공장 시스템은 결국 만화의 작품 수준을 하락시켰을 것이다. 다른 면을 보자. 14개월 동안 13,000편의 만

화가 생산됐다는 것은 이 정도의 만화량을 생산해낼 수 있는 만화 창작 종사자들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만화가가 184명에 불과하다는 것

은 그만큼 신인작가들이 드물었다는 이야기이고, 다시 말하면 신인작가들이 들어설 수 있는 길이 극히 폐쇄적이었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점 역시 당시의 만화 창작 수준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다. 결국 당시의 만화업계는 겉으로는 번성했다고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

은 만화책을 마구 만들어 판매한 ‘합동’에게나 좋은 시절이었을 것이다. 우리 만화문화는 거꾸로 한참을 후퇴했던 시절이라고 보인다. 

이 연구는 단지 장부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고 상당 부분을 추론했다는 데에서 한계를 지닌다. 향후 가능한 한 이 장부 목록에 있는 만화를

찾아서 작품을 분석하고, 또한 당시 활동한 생존해 있는 작가들을 인터뷰한다면 훨씬 더 입체적인 당대의 만화문화를 그려낼 수 있을 것이다. 

9) 송순희 씨의 1960년대 작품은 한국만화박물관에 4권만이 소장돼 있다. 한국만화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1960년대 만화는 총 1,983권, 1967~68년 사이의 만화는 728권이 있다.  

10) 손상익(1998), 앞의 책, pp.258~259

<표 1> 1967.7~1968.8 기간 중 작품 수량 상위 작가 20명

성 명 작품수량 성 명 작품수량

하  청 482 권  웅 251

박부성 366 손의성 251

박부길 353 최상록 239

박기당 345 김용도 232

산  호 335 권영섭 228

경  인 333 박기정 225

향  수 320 이재은 212

김기백 316 김종래 211

엄희자 266 송순히 206

이정민 256 문  철 201

<표 2> 1967.7~1968.8 기간 중 타이틀 당 40권 이상 작품

작가명 작품명 권수

박부성
<태권도> 68

<검술사> 48

산  호 <팔만검> 60

송순희
<꿈속의 공주> 51

<소녀 왕비> 45

향  수 <투견 챔피언> 50

정한기 <총각 암행어사> 48

경  인 <어쩔꼬> 48

권  웅 <707 켈로 부대> 47

이소풍 <억세게 재수 좋은 소년> 46

박부길 <명마킹> 44

하  청
<행복을 팝니다> 42

<팔도강산>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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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작품 목록

no. 작가명 제목 권수

달려라 실버 9

무적 소년 18

스피드 맨 12

아마추어 007 28

아마추어 007 위기 8

1 강철 악마의 인형 10

위기 3

유랑객 15

장군의 아들 2

쾌걸 번개 12

황금의 칼 8

2 강철수
돌아온 사나이 9

멋대로 쫓아라 3

3 경익 공기총 30

3남 1녀 20

거가리 10

꽈가리 10

나무아미 9

독수리와 보라매 8

뒤죽이와 박죽이 25

발발발 3

백곰 6

변덕 군수(서장) 13

변덕 면장 17

4 경인 부락곰 4

쌍가리 10

어쩔꼬 48

옹가리 20

왈 17

왕가리 10

외인 부대 20

짝짝 2

짝짝군 16

칠성이 솔로 18

패잔병 20

피마키오 27

5 계월희
백호성의 동굴 6

낭자 불가사리 3

6 구성천
배짱이 6

팔방천재 6

그리운 남쪽 하늘 17

날이가고 달이가고 17

7 권영섭
낮에나온 반달 3

눈물길 7

눈물의 바우고개 16

눈물의 오작교 13

물새 우는 마을 16

바람따라 물결따라 10

밤마다 꿈마다 13

봄이오는 고갯길 13

산울림 8

새벽종소리 9

7 권영섭
아줌마 16

언덕위 초가집 16

엄마의 눈물 4

외로운 천애 17

울밑에선 봉선이 16

찢어진 우산 17

707 캘로 부대 47

격전 13

독립전선 14

백금 마인 × 16

백금마인 15

보물섬 1

8 권웅 북간도 19

아파치 추장 46

전선없는 전쟁 3

전쟁 27

철 십자 훈장 15

켈로 707 14

탱크 21

9 권웅,호세 폭파대와 인간S 5

10 권진 폭풍지대 6

11 권철
용장 쎄네카 6

지령 특파 9

고압 소년 8

만사, OK 8

12 기백이
시원 섭섭 8

아리랑 카우보이 6

잠수왕 15

탑소년 6

13 김경아 꿈꾸는 리나 6

경상도 차돌이 8

기동 타격대 9

나그네 도령 24

나의 대성공 8

14 김기백
남아 대장부 8

달나라 옥토끼 16

대성공 32

동동동 16

서울 깍두기 2

아 명탐정 2

no. 작가명 제목 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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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씨 운전사 8

아차차 기동 타격대 10

아차차 명탐정 27

여학생 사장 29

14 김기백
왕자님 미워요 24

즐거운 만화학교 18

차돌이 만세 8

출세 작전 8

토라진 아가씨 24

행운아 29

경상도 머스마 7

꿀꿀이 일가 18

도토리 박사 6

도토리 향토 방위대 9

봉이 김선달 6

15 김기율 싸우는 컹컹이 6

이랴 낄낄이 6

철갑 상어 3

첩보원 10

캥거루씨 9

킹고 6

깔깔 비서실 6

나온다 꽝 8

도깨비삼형제 6

동백 아가씨 6

머스마 식모 8

16 김기창 멋지게 살자 7

명물때때 8

섬소녀 뚝순이 7

세콤비 6

쫄랑 검사 5

추적 6

검은 알고있다 9

국경 7

돌파 8

먹구름 8

17 김기태
반역 8

방랑의 검호 4

새벽의 탈출 10

최후의 전선 4

탈출명령 2

필사의 검 8

레슬링 전투단 6

18 김명진
복면 스피드왕 3

자랑스러운 골군 6

쩐 9

18 김명진
철권 백호 레슬러 9

황금박사와 미스터 코리아 6

강풍 3

개골산의 왕자 6

나에게 맡겨라 7

눈보라 7

따이한 박중사 7

모험왕 5

19 김석
바다의 마왕 13

비밀 서커스단 6

삼팔기동대 작전개시 14

운명의 계곡 14

쾌속왕 설 20

호랑이 사냥 6

황금 박쥐 7

황금의 총 7

20 김성록 사과장수 딸 11

21 김성수 먼동이 틀때 3

검은달 1

광해군 1

단종 애화 1

22 김세용 대밀림 1

마검 1

선비 1

임금님 1

목숨을 걸고 8

불타는 메콩강 6

23 김송 성난 학도병 10

성난 해병대 11

폭발 명령 14

방황 6

24 김수연 적 2

필살의 검객들 5

양녀곱살이 7

25 김영수
오빠와 희야 8

의형제 검객 3

총알 같은 소년 3

26 김영재 폭탄 삼용사 3

두둥실 8

땅굴 5

27 김영총 미안합니다 2

아 멕시코 5

황금 부엉이 5

사하라 순찰대 6

28 김오성 전설 고개 5

정글북 6

no. 작가명 제목 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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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매 6

29 김완기
달달 밝은달 8

유령 탱카 6

이강산 좋을시고 8

나도 배짱 6

닐리리 결사대 6

30 김용기 신사초년생 6

영광을 내품에 3

파란 고향 13

(돌배마을) 꽃분이 8

99방울의 눈물 8

고향의 봄 15

귀여운 계집애 11

눈길 꽃길 9

눈보라 비보라 6

마지막 종소리 8

모나코에서온 편지 11

물망초 12

발레 14

별아빠 8

별에게 물어봐 8

31 김용도 별장 아가씨 3

새 선생님 16

새해 안녕 8

섬마을 여선생님 21

순정 만리 7

슬픔은 끝없이 6

엄마 생각 12

오빠 돌아와요 8

월남에서 온 소녀 9

일곱 여학생 7

패션쇼 1

푸른 잔디 8

흰눈 타고온 공작아가씨 8

고모령 6

32 김윤명
색동 아씨 8

작은 머슴 6

푸른 사냥 수첩 3

33 김이율 격파 특공대 6

거짓 14

금수 강산 14

돌개바람 5

34 김종래 명인 10

반달 공주 14

별똥 6

붉은 이리 7

서낭당 18

성난 비수 13

신기 15

언약 18

34 김종래 하리 마오 18

하리마오 쳐라 13

형제 14

흑마성 18

흑면 동자 14

35 김창 시골 뜨기 15

멸치와 뺑돌이 6

36 김태곤
멸치전 2

붉은 글럽 6

황금동물과 꽃 6

내곁을 떠날때 4

37 김행운 소문난 아이 5

안녕은 싫어 2

38 김혁 챔피온과 도전자 6

공포의 세계 6

도전아 6

39 김현수 솔로 6

용문의 제일검 10

유도 12

40 김혜성
밤의 왕자 3

흑고양이 6

41 나미수 눈물어린 초상화 3

42 나미자 별아 내가슴에 8

랄랄라와 붕붕붕 1

43 남규
행복한 왕자 1

호박 장군 1

흥부 놀부 1

검정 사마귀 6

44 남상철 청색 카드 3

코브라 3

007 시계 5

고추 할멈 6

금 싸라기 5

동물 발명왕 6

명동 울보 3

45 남수
발명왕 2

빨간 수건 4

산꼬마 7

신기해라 털 8

알쏭 달쏭 9

왕 잠자리 8

요술 샘물 8

no. 작가명 제목 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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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남수
위대한 주먹 8

자동 인간 6

46 동남아 떠돌이 왕자 6

47 동우
기분파 꼬마 5

요술 칼바람 6

괴사당 3

귀먹은 도깨비 6

48 동해 꼴뚜기전 7

신판 얄개전 3

태백산 늑대 2

판자촌의 사고대장 1

49 마서지 까투리 보안관 9

50 문수 무적 선발대 6

검은별 9

고약장수 솔개 8

고인돌 9

귀신잡는 동자 15

도둑 왕자 4

독 11

동글 납작 흥신소 11

동서 남북 7

소래 왕자 7

쌍검무 8

쌍동이 세갈래 8

51 문철 안개 고개 8

염라대왕과 조개 8

옥구술 7

요술따라 구만리 14

유령탑 9

일도 8

일도와 벼락검 8

자갈밭 8

지옥 무사 6

천년굴 6

피리부는 왕세자 13

하늘소년 바람 9

7통 7반 아이들 3

검은 머플러 16

경아의 일기 8

달빛 소녀 8

52 민애니
뜨거운 우정 8

마지막 정거장 7

백일홍 아줌마 8

비의 노래 8

슬픈 새벽길 6

슬픈 인어언니 6

아름다운 추억 14

엄마의 소원 3

엄마하고 나하고 15

52 민애니 인어 언니 29

인형의 전설 16

파란돗대 6

포도원 소녀 8

53 민호 황금탈 6

54 박경신 철수의 일기 3

거짓말 공화국 16

검호 6

괴승 노지섬 20

꿈의 사인교 1

네사람 6

달밤의 비밀 3

대장군 26

마귀성 6

백용검 6

불청객 8

붉은 독사 6

비호 12

샛별 도령 8

서유기 29

55 박기당
아렉탄 8

옥동전 9

옥황상제 13

일사검 9

제갈 공명 27

좁쌀대장 8

천길 만길 9

쾌걸 와룡성 16

태풍 어사 6

팔방 미인 9

한강 애화 7

황마검 19

회오리 8

흑광대 14

흑룡전 24

흑피리 6

56 박기당, 김오성 의적 백면 도령 6

57 박기당, 민호 밤 나그네 6

58 박기당, 박성래 날으는 검 8

가라 사대 9

59 박기정
검은 얼굴 26

고백 9

까마귀 15

no. 작가명 제목 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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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슬러 74

마도로스 9

불발탄 13

사이곤 4

59 박기정 살려주 20

운명 5

진짜 배짱 1

파이터 16

황혼에 오다 24

맹수 17

멀뚱이 삼총사 24

명견 키치 4

비밀 특파원 7

60 박기준 스포츠 가족 21

승자와 패자 19

올림픽 소년 3

제 3부두 14

챔새 가족 8

61 박기준(박민), 대지문고 대탐정 16

62 박만철
깨알 독립단 2

땅꼬마 인형 6

검은 바람 2

두학생 12

63 박민 세친구 2

올림픽 소년 23

특명 1329호 5

고양이 기습 28

노도 27

대강풍 18

대땅벌 8

독수리 킹 19

땅벌 30

링고 27

마론 12

매떼 24

64 박부길
명마킹 44

밤나비 10

북만주 명마킹 9

불타는 도화선 17

새땅벌 6

성난 명마킹 9

이탈자 6

쟘파노 3

전선 합창 3

직 사포 20

타이거킹 7

64 박부길 토치카 2

9명의 전우 23

검술사 48

고드름 32

고추 남매 21

그믐밤 22

꼬마 동이 25

65 박부성
바보 갑돌이 26

삼투견 22

유랑 곡마단 3

제멋대로 24

지혜로운 보브 23

짝자꿍 전우 22

태권도 68

투우사 7

66 박성길
고양이 기습 10

5형제 켄 6

가을이라 가을바람 3

구름따라 가고파 15

별밤의 잔치 3

67 박수산
뽀뽀 공주 5

아줌마 5

엄마품에 가고파 3

울긋불긋 꽃다발 7

은물결 금물결 14

구슬림 7

꽃의 눈물 1

눈오는 밤길 1

뜨거운 이별 1

68 박은성 막차로 온 아이 8

안개낀 호수 1

용궁 엄마 8

진주 소년 7

포도원 아씨 1

69 박준 신입생 11

70 박진우 호걸풍 3

71 박철 원자력 철갑선 6

5원짜리 소년 8

간장공장 공장장 7

고집 불통 9

단돈 일원 10

72 박현석 도둑 괭이 6

쇳 덩이 4

와장창 오빠 5

울산 뜨내기 3

웃지마 7

no. 작가명 제목 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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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4촌 3

72 박현석
잃어버린 얼굴 4

주먹 구구 10

주인없는 만화가게 3

깍두기 형제 7

달려라 청운아 3

뒷골목 빈집 6

73 박형 모험왕 검둥이 10

밤에 걸려온 전화 6

산팔자 물팔자 6

층층대 3

군번없는 철인 8

꼬마형사와 멍멍 8

착한 유령 6

철인 권투왕 3

철인 독립군 8

철인 손오공 35

철인 아파치 8

74 배봉규 철인 알통 16

철인 일등병 14

철인 임금님 14

철인 전쟁 8

철인 타잔 5

철인 홍길동 7

철일 손오공 11

황금 철인 13

75 백기당작 백화천 충돌 15

가엾은 소녀 1

공주바위 1

공주의 비밀 1

구름 도깨비 1

금침대 은침대 1

꽃님이 꽃님이 8

꽃의 훈장 6

꿈꾸는 인형 1

딸 삼형제 1

76 백마문고 멀고먼 고향 1

밀림의 왕자 1

방앗간집 딸 1

불타는 월남 1

양녕 대군 1

엄마 학생 1

여우 낭자 1

옥색 고무신 6

울어라 신문고 1

자장가 1

전설따라 팔도강산 6

전설의 공주 1

조국의 별 1

76 백마문고 태극 결사대 1

평원아 1

흑산도 마마 1

흰눈 공주 1

77 백마문고 편집부
경상도 아가씨 1

울보 공주 1

100년후의 스포츠 12

25시의 도장 8

7 코치 8

가정 교사 8

거인의 별 6

꼬마 마인 14

두개의 태양 11

마견 루푸 8

백선풍(신진) 8

스포츠가의 왈패들 19

78 백산
야수 9

여자 레슬러 왈숙이 14

왈패와 왈숙이 8

위대한 유산 3

유도 일가 1

일대일 16

일발 KO 8

제 3의 사나이 8

최후의 대결 8

추적자 6

황금의 펀치 8

희야 6

79 백산, 최철 파이팅 석 13

80 백일석
다이카 6

방랑 삼천리 3

살무기 21

81 백호 원한 18년 14

쟝바고 (추적자) 8

82 백화헌 나그네 3

나를 웃겼어 6

83 봉학 만고의 영웅 오자서 6

안개 속에서 5

귀여운 꽃님이 20

그리운 목소리 8

84 부호 나혼자 외로와 5

비단치마 6

슬픈 영자 12

no. 작가명 제목 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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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주 6

임금님의 딸 옥주 8

84 부호 중전 마마 10

홀어머니 16

효녀 심청 6

5인의 결사대 9

G.맨 15

p 51 9

골드키 황금망또 17

대공룡 18

대지의 아들 15

대폭발 10

도지네 14

라이 맨 18

85 산호
라이 칸 18

백팔 무사 15

불개미 9

불사신 14

서라벌 18

속사 0.3 9

수리 검 7

원한 18년 27

팔만검 60

폭풍의 언덕 16

흑검풍 17

86 서병간
검객 몽치 7

요술은 즐거워 6

0시의 미녀 13

강남 제비 5

검은 달 8

금호박 8

까치 유령 7

매 6

목적 6

밤마다 8

백발 소년 7

87 서정철 불 강아지 8

붉은 엽전 5

성난 칼 22

술법 10대1 14

아기 백발 8

아기검객 8

유령 무사 6

장검 7

칠보검 15

태백산맥 14

태양 소년 6

87 서정철 태양의 아들 5

풍운검 9

덩어리 7

88 선우헌 밤에 걸려온 전화 7

부서진 탱크 7

89 성민 이층집 아씨 6

신나는 동물기 6

90 성영
안다이 박사 6

유쾌한 김일병 6

해군 김일병 8

고슴도치 선생 22

괴승의 제자 14

91 성창
로봇 일등병 23

바람과 함께 나타나다 10

유쾌한 오부자 18

한국에서 왔우다 23

92 소평 좁살 맹호 2

4명의 소녀와 혁 9

4번지의 사나이 혁 5

4번째 사나이 혁 22

4시의 사나이 혁 16

4차 대전 5

그녀석 9

남과 북 9

눈보라치는 만주벌판 12

돌아온 사나이 혁 8

93 손의성
무적의 따이한 9

뱀사나이와 혁 18

북만주의 독수리 24

비정가의 왕자 9

싸이안 9

유령 열차 17

육혈포 15

제 4제국 2

포화속의 따이한 18

하인 17

흑색 가면 18

가정교사의 비밀 9

기러기 엄마 16

꿈속의 공주 51

94 송순히
바다속의 여왕 3

셋방 살이 8

소녀 왕비 45

아기 비서 11

아기 사장 10

no. 작가명 제목 권수



155만화포럼 칸 2015

주제발제 03 : 1967~8년 한국아동만화자율위원회 사전 심의 장부 연구

no. 작가명 제목 권수

엄마의 기도 9

여우소녀 5

94 송순히
윤희의 엄마 8

인형의 슬픔 1

파도를 넘어 8

호동왕자와 낭공주 22

아라비안 나이트 6

진짜 사나이 3

95 송칠성 천년묵은 거짓말 4

천연색 꿈 7

쾨걸 수마왕 6

96 수영이 올망쫄망 골목안 8

97 숙이 마음의 진주 2

개골성 7

사이곤 조 4

98 신현성 쌈보 9

요격대 5

칠보 장군 2

99 심명섭 아쭈 홍두깨 4

꼬마 학사 7

100 안동민 유디티 3

재수생 6

101 엄국진
명탐정 오돌이 9

박소년과 쾌남아 6

가야만 하나 9

고운정 미운정 23

귀족의 딸 3

꿈의 궁전 5

끝없는 오해 11

노래의 날개 3

모녀 합창 18

발레리나 9

봄 아가씨 18

소라의 일기 12

102 엄희자 스타 지망생 21

슬픈 멜로디 9

엄마와 귀부인 21

은반의 여왕 9

잊지 못해 16

차가운 눈길 9

춘향전 9

춤추는 리본 9

카나리아 19

하와이 소녀 18

흑진주 15

103 오명천 권총왕 5

그림자 7

까옥이 신사 2

두 사나이 6

멸치 아저씨 8

무서운 여행 2

무스탕 8

방랑자 7

변장 신사 6

성난 사자 8

순간 3

103 오명천 쏴라 2

앗 2

용감한 소녀들 8

우정의 맹세 3

의형제 6

인조 인간 6

중국소년 18계 12

철 6

탕 6

팡팡 15

혈 7

검은 안개 7

세털 졸병 2

얼룩 술법자 8

우주에서 온 팽이 6

104 왕현 자동총 4호 9

탱크 돌격 8

푸른꿈 6

호걸 11

호위관 12

105 용호 사마귀 6

106 우공 말썽 이등병 3

맨발의 소년 22

배팅 찬스 17

아마추어 레슬링 10

107 유성 요절 불가사리 8

잔지바르 6

추풍 낙엽 10

태권왕 4

나그네 칼 3

대마신 6

독수리 5

108 유세종 돌아온쏀 7

물뱀 6

바람 09 3

바람대군 7

no. 작가명 제목 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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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룡 10

백마 기사 7

용마검 6

108 유세종 우주타잔 3

천하장사 6

코코 6

타이거 7

55 × 7

남아의 한 8

무명초 17

백인추장 6

사라센 7

사자청 10

쌍칼 8

어명 8

109 유종 일지매 7

잃어버린 태양 5

체포령 7

충신 8

한양천리 8

황금 마패 12

훈장은 싫다 5

흑골성 13

흑수선 17

110 유철 팔파매 3

그게 그래요 12

꼬마 왕서방 16

나는 왕이다 13

내힘의 산다 6

달리는 소년 9

111 윤성
두아이 21

여러 가집니다 9

왕자의 비밀 8

울보 공주님 6

잃어버린 왕자님 15

폭탄같은 소년 12

화 내지마 10

112 윤애경 달래 공주 3

강강 수월래 22

갯마을 소녀 8

꽃섬의 비밀 1

113 윤정일
눈물의 갈림길 9

눈물의 노들 강변 7

달님 별님 8

망향초 6

맹꽁이 도령 3

빨간 산유화 7

순이의 고백 8

113 윤정일
슬픈 미소 6

슬픈 수평선 1

아리 낭자 1

행복을 파는 소녀 7

114 은하
쌩쌩쌩 8

아슬 아슬 7

그것봐 6

115 이공칠
내가 형이다 3

대머리 검객 6

반창고 폴카 6

116 이광조 4호 작전 6

국제 도시 17

기관 단총 케리 23

사마이 35

117 이근철 영웅 27

영웅 카르타 24

카르타 6

필사 1발 42

그리움은 별처럼 8

118 이명래
뜨거운 눈시울 8

비운의 쌍곡선 8

아롱진 꿈 6

눈물의 단종대왕 7

119 이범기
달님공주 별님공주 8

백조 낭자 7

아기 며느리 7

120 이산호 행운의 마스코트 22

검은손 8

괴인 싸이코 8

도마뱀 6

도전 6

랭킹 8

반항하는 아프리카 13

불거미 7

불타는 대륙 7

121 이상석 십자로 8

안개낀 십자로 5

암호 15

철인 몬스타 3

철인왕 22

칼맨 9

폭파 7

혈육 9

흑태양 8

no. 작가명 제목 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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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이상석 흑풍 13

괴상한 짝 16

난장이 비서 12

마술동전 9

성난 피리 1

소꿉동창 6

122 이상호
신기한 달걀 30

신기한달걀 요술달걀 33

신나는 전등알 14

신비스런 풋고추 3

춤추는 할로 7

폰팔 8

한밤의 접시왕국 31

달걀귀신 꼬끼오 23

돌아온 뿔 16

땡코띵코 돌격대 7

백발 백중 12

뿔 12

123 이서지
뿔 라구 14

사또 아뢰오 6

쐬 24

알아 모셔라 9

철견 치치 7

출세벼락 6

태양은 내거다 8

124 이섭 대지의 별 4

노마킴 6

밀림 전쟁 6

바라딘 3

바람 왕자 6

블래크 나인 1

125 이성룡 안개 마차 8

유리감투 7

전설의 왕자 6

필사의 도전 3

홍길동 작전 8

흑룡강 6

겨울 소년 7

꼬마 하숙생 4

농뗑이 사냥군 9

맹꽁찡꽁 일기장 5

126 이소풍 별을 따라 1

셋방집 아이 5

소문난 악돌이 1

쌍칼 잡이 8

억세게 재수좋은 소년 46

영웅 또또 12

오글오글 합숙방 1

오빠부자 9

왈가락 수호지 5

위대한 구두쇠 9

이남이녀 4

126 이소풍 이러쿵 저러쿵 4

찰떡 장군 14

텍사스 호랑이 8

하늘땅 별땅 17

하숙주인 홍고추 10

하하 배꼽이 6

해뜨는 벌판 6

127 이영구 순찰병 6

128 이영일 최후의 길 3

129 이우봉
검둥이 6

누가 왕이냐 3

130 이후헌 기막혀 14

바람 20

131 이윤경
아들자랑 6

유쾌한 낙제생 7

진격돌이 11

132 이은주 얼굴의 비밀 7

거짓말 마 5

꿈 8

별하나 나하나 8

손좀 보소예 7

쉿 적이다 6

133 이재성 알리바이 3

얼룩진 일기장 6

왕꼬마 8

위를 보고 걷자 3

장발장 7

플로스의 남매 3

(일곱살새서방의개레)검객새서방 3

고향의 징검다리 8

깔깔 미남자 6

나는 둘이다 6

돌아온 요시꼬 14

134 이재은
배꼽 사또 17

서러운 백조 8

서부의 방랑아 6

소녀의 메아리 8

소설가의 딸 9

슬픈 토요일 10

얼간이 팽군 8

no. 작가명 제목 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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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세레나레 8

열두 대문 8

유령의 침대 8

이별의 편지 8

이슬비 8

134 이재은 인기도 좋아 11

일곱살 새서방 23

장미의 약속 8

종로구두쇠와을지로깍정이 10

철부지 임금님 8

행복은 어디에 9

구슬 아씨 5

135 이재하
녹두 임금 5

아톰 28호 6

천당과 지옥 1

20세기 손오공 8

까까중 목탁이 7

까불이 손오공 12

꿈꾸는 약 7

136 이재화 바람개비 5

아톰 전쟁 6

여학생 6

탱크돌이 세계일주 17

판자촌 꽁이 5

333 쟝글 6

가면 가족 6

강철인 9

검은 마패 6

검호알파칸 4

곤충 전쟁 7

공격 6

기회 6

노랑 잠수함 9

대새 루파 6

137 이정문 도깨비 나라 7

레인져 7

새 7

샬티오 5

세균 전쟁 20

아기 장승 6

우주마왕 카카 7

유보트 4

초립 검객 8

톱날 4

팔팔 염주 3

138 이정민 007 검객 18

검객 흑가면 6

꼬마 호호김 3

꿈의소녀 이나 5

달랑어사 8

도깨비야 도깨비야 11

도돔바 출세했어 4

될까요 5

똘랑이 만세 10

레슬링 왕국 8

맹호전투 6

밥통들 6

불같은 소년 6

138 이정민
아 세상에 6

얄미운 도돔바 9

얌치박사 심술박사 15

엉터리 사또 7

오늘 들은 얘기 6

와 엉터리 7

왜 웃기느냐 22

울릉도 8

울면 바보 15

웃겼어 25

전투병 9

출세 왕지미 8

호화판 돼지꿈 13

홀, 뚱 행진곡 10

공군 22

기사도 5

땅꼬마 15

성난 용사들 12

인간폭탄 9

잃어버린 열쇠 7

139 이종진
제 3지대 10

태백산 호랑이 3

태양을 향해 도전하라 17

태풍소녀 하리케인 9

특파 55호 5

폭풍 7

필살의 일격 땅꼬마 10

황야의 검객 6

140 이종진작 이영일 최후의 길 3

44번째의 링 6

141 이종찬
붉은 날개 6

유단자 16

합기도 5

142 이창훈 가는봄 오는정 8

no. 작가명 제목 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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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공주 8

검은 매회 1

검은 백조 1

공주마마 미워요 8

눈물의 밤배 1

들국화 필때 1

바다건너 행복이 8

사랑의 구름다리 1

142 이창훈 선생님 미워요 1

소녀의 꿈 1

슬픔은 내가슴에 8

왕자의 언약 1

이슬맞은 백합 1

진눈개비 1

추억의 오솔길 1

푸른 낙엽 1

하얀 반달 1

골드 스파이맨 26

사바다 8

스파이 대결 12

143 이필승 시카코 9

처녀림 3

투우 우르스 9

필승의 어퍼컷 8

까불이 부채 6

꼬마 점장이 6

144 이행남 대머리 가족 6

요술 만화 박사 6

쿠당탕 형제 3

145 이현 산속의 충견 2

146 이화주 소녀 화가 15

갈팡이와 질팡이 7

까아불 까아불 졸보기 6

147 이화춘 꾸러기 삼총사 11

야호 10

후레이 후레이 졸보기 11

사각의 철권 12

148 이희덕
경비망 5

대돌파 6

위기 돌파 6

149 임성민 웃어 봅시다 9

개구장이 어사 3

150 임수
이상한 쇼하이 6

중국판(거짓말박사) 9

호랑이 김형사 3

151 임창 날개 28

내가 최고 32

내일은 웃으리 5

땡이별 8

로봇왕 16

백마야 가자 22

151 임창 소년 삿갓무사 3

스승과 제자 19

아리랑 탱코 28

악동전 6

옛날 옛날 26

학병 3

고무돌이 3

곱빼기 11

나는 곰이다 24

딸랑 딸랑 12

옹달샘의 찌끔이 6

152 임탁 요술 갓 1

이상한 꼬마 노인 15

이상한 별똥 3

콩거물 삼남매 14

항아리 박사 16

햐 이게뭐꼬 1

78계 9

7번가의 리루 8

게쉬타포 2

구름 타고온 사나이 6

끝없는 추적 6

독사검객 살무사 8

독사귀 6

153 장미나 동경 유학생 16

동경 철 5

비검 16

영광의 맨발 6

유랑검객 낭 11

태양의 거리 8

포수 8

황금의 복서 8

154 장병욱
마술사 8

복면의 기사 5

155 장은주
빨간 카네이션 11

외로운 언덕길 3

156 정창규 꼬마형사 수첩 6

부전 자전 10

157 정파
비밀 많은 애 6

아 소년 항공병 2

억세게 돈많은개 8

no. 작가명 제목 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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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작가명 제목 권수

올챙이 탐정 5

157 정파 전투 10

통학생 6

검도왕 14

꽃가마 14

너털 나그네 5

돼지 바우 17

로보트 인간 나폴레옹 8

158 정한기
방랑천리 8

벌거벗은 정글 7

사자 소년 6

장구의 탐정수첩 8

천하장사 흑곰 8

총각 암행어사 48

택이 총각과 삿갓 낭자 24

159 정호
얼룩진 누나볼 15

원자소년 쌩이 8

20세기 원시나라 5

거지 재벌 6

골라잡아 보세요 8

귀신의 침실 2

꼬마 인디언 10

다이너마이트 킹 7

못난이 대회 9

보라매 5

세계일주 돛단차 8

160 정훈
소년 국회의원 9

소년 특전단 8

심령의 소리 7

엽총을 들어라 14

요술 나팔 2

우주 어선단 8

인체 탐험 5

총각 모델 21

칼과칼 8

퀴즈 나라 8

특파원 특종이 27

대답없는 엄마 7

무지개 타고온 소녀 6

161 조애리
벙어리 소녀 7

병아리 대학생 7

슬픈백조 8

요술박사 3

162 조원 정다운 얼굴 8

163 조원기
고추장군 나가신다 9

꼬돌이 6

나일의 왕관 14

미미와 리리 11

밀림의 왕녀 17

박호순 6

붉은 검 7

스포칭 7

옹달샘 3

163 조원기
왕자 미카엘 11

전진이와 돌격이 3

짱이의 멋 9

철권 6

총각 대머리 8

텔레비 소동 9

푸른 태양 12

풍운의 기사 8

훌쩍이 동네 3

깜박이는 가로등 6

먼 훗날 7

164 조은희
무지개 소녀 7

버림받은 옹주 7

성난 갈대 4

외로운 아기별 6

기다림 5

마의 종소리 5

비단꽃신 5

165 조태선 은모래 금모래 16

행복한 옥이 3

흐느끼는 옥이 9

흰구름 검은구름 3

날개 장군 9

멋대로 뛰어라 6

목격자 8

166 조한규
무사수업 4

소문난 악동이 8

아가미 박사 8

어떤 마을에 3

오동동 총각 8

고드름 5

167 주성 좁쌀 탐험대 13

나폴레옹 4

눈물피리 6

돌팔이 검객 6

168 주영 마법사와 대장군 6

유령검 8

풍운동자 3

169 주영, 박기당 구사일생 6

no. 작가명 제목 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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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작가명 제목 권수

놀랐어 2

170 주태
도술 낭자 9

백운의 제자 3

잠못자는 소년 6

171 진영 어린이나라 3

172 진호
개골 대장 4

청 6

군화 3

깡고리 연대 3

꼬마 짱고 8

꼬마 타이깡 8

도바킹 8

동물 3차 대전 8

동물 삼용사 7

번개 킹 6

173 차형 번개끄마 카투사 8

빤삐 장군 8

사수 키리만 6

제일검객 지라노 3

철조망 9

캉 5

콩 9

특수부대 8

폭탄꼬마 쾅 6

광해군 8

그림자(살아있는) 3

174 천광석
명장 김유신 8

묘술 9

천지개벽 6

혈육풍 8

633 동물 전차대 27

격추왕 솔개 25

꼬마 복덕방 7

꼬마 사단장 19

너구리 신문기자 6

다람쥐 특공대 12

175 최경 동물 대전쟁 7

동물 전쟁 21

두더지 일등병 7

명탐정 진도 3

척척 박사 6

토끼와 여우 1

포위망을 뚫어라 8

막내아들 6

176 최상록 만화가 아저씨 8

멋장이 6

명랑 백화점 15

백년문 11

빨간 양옥집 아이 9

빵 6

서울은 크다 16

순이 8

슬픈별 10

아가씨 12

176 최상록
아차 아저씨 8

여왕님 16

연두 저고리 8

오빠 14

울지않을께 24

유관순 16

인어 바위 16

일요일 16

제비야 물어보자 9

파란 버스 5

177 최옥자 푸른 눈동자 8

경상도 꼬마 6

까불까불 까살이 14

말썽꾸러기 야살이 11

멍텅구리 박사 6

178 최운정 살살이 001호 8

살살이 무사 2

살살이 별일이야 9

아빠 살살이 6

팽이와 꼬마스타 14

나치스 6

179 최정수 서부의 사나이 쟝고 3

포화속의 종소리 9

방랑검 3

180 최철 야생견 진도 6

일격 케이오 3

검사의 길 6

기사 쥬리앙 9

꽃과 벌 6

내손녀 19

벼락 6

181 추동성
보이지 않는 사나이 9

비밀 결사대 8

비포 4

손바람 7

용두창 9

이미 늦었다 9

저승 약속 12

no. 작가명 제목 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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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작가명 제목 권수

181 추동성
짱구 박사 13

해녀의 비밀 8

귀양 살이 7

다홍 치마 6

목숨 7

182 태호 백년한 7

비명 7

삭풍 6

유령 낭자 6

4인의 건맨 8

맹수 부대 8

백두건 8

백호 결사대 6

산다볼 특수작전 6

183 토니장
세기의 도전자 6

양키 6

여해적 다이아나 6

왈가닥 3총사 3

쟈니기타 11

제임스 본드 6

텍사스 11

184 편집부
눈물젖은 왕관 1

행복한 약속 1

귀하신 몸 22

어리 벙벙 14

185 하성 어쩌면 좋아 9

웃기지 마라 11

일류 멋장이 7

갈비전 29

나도 오빠다 25

돌덩어리 32

말썽 각하 19

맨주먹의 청 25

바이바이 한국 16

배꼽쥐는 꼬마 34

배짱 좋은 소년 13

186 하청
백만불 옹고집 16

성난 오똑이 20

외톨 박이 25

일류 기분파 26

일류 멋장이 31

캬 놀라겠네 24

쾌남아 쌍권총 34

파이팅 6

팔도 강산 41

행복을 팝니다 42

186 하청
회오리 쌍칼 10

흰 독수리 14

187 한웅
보살고개 5

켈로 공수단 11

188 향로
공과지 6

소년 각하 5

달려라 실버 27

맘모스 8

맹견 빅터 20

배팅 찬스 31

아마추어 레슬링 34

악마성 18

어린 영웅들 12

189 향수 왈패 6

잔지바르 32

케이오 펀치 8

태권왕 32

텍사스여 아디오 13

투견 챔피언 50

폭격 15

홈런 14

190 향원
강슛 9

대투견 9

남장한 공주 1

191 허윤석
두남매 1

저산넘어 행복이 1

콩쥐 팥쥐 1

100검객의 비밀 3

검은 두건 6

192 호세
검은 산맥 7

기억 4

마적 17

바이킹 11

골동품 3

구멍 가게 6

나도 일학년 3

도토리 섬의 각하들 6

몬스터 6

193 황정희 소년 정보원 철 7

여덟개의 발 6

용이와 풍이 6

이조 오백년 3

정글 킴 1

푸른 언덕 2

합 계
1,358종

13,326권

no. 작가명 제목 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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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8년 한국아동만화자율위원회 사전심의 장부 연구 : 이용철 간사

[주요 발표]

● 발제문 참고

[주요 토론 내용]

● 심의 미통과 된 작품이 더 많을 수 있다. 합동출판사에서 아동만화자율위원회를 총괄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합동출판사 발간 만화는 대부분 심의통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향수(만화가 지망생 집단)의 작품이 99% 일본의 작품을 트레이싱 작품이다. 이 문제로 인해서 만화가협회에서 제명되었지만, 자율심의는 통과되었다. 이

것을 고려해 본다면 심의에 있어 주안점은 반체제적 내용 걸러내기가 중요사안인 걸로 보인다.

● 그 당시의 심의 목적이 아니었을 것이다. 본 심의가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합동출판사에서 심의를 통과한 작품에 대해서 도매상에서

받을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관리하기 위한 장부로 보는게 타당할 것 같다.

● 본 심의가 규모가 커지면서 자율심의 1년만에 정부에서 심의제도를 회수하는 것은 기존에 법적인 체계가 없었다는 것이다.

● 본 자료에는 심의 통과 작품에 대한 내용만 있는데 심의 미통과 작품에 대한 원내용과 변경 내용을 알 수 있으면 심의와 관련한 연구에 유용할 것 같다.

● 1년동안 심의통과 후 유통된 작품수량이 13,000여편 정도라면 대본소에서 몇 %나 소화했는지에 대한 통계자료가 나와야지, 작품의 수명, 유통주기등의 계

량적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

● 손의성 선생님 구슬에 따르면 대본소 유통시 세트로 판매하는데, 대본소에서는 모든 작품을 살 수가 없어서 비인기 작품은 작은 대본소에 재판매(유통)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심의와 관련하여, 실증적인 사료가 없어서 조사가 힘들고, 심의기준에 있어 통일성이 부족하다. 내용으로 보면 폭력성에 있어서 수위가 정확하지 않음.

● 일본작품 모작, 색감이 조악하다든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60년대 전반에 걸쳐서 불량만화에 대한 검열이 있었지만 실증적 자료가 부족해서 분석이 어

려움.

● 자율심의위원회가 출범당시에 68년 중학교 입시제도가 폐지됨. 학부모단체 등에서 불량만화에 대한 성토가 기사화됨. 이를 기점으로 자율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불량만화와 만화방을 통해 유통되는 만화를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되었고, 동시에 합동출반사가 대본도 만화유통망을 장악하게 됨.

68년이 지나면서 자율심의위원회의 역확을 정부에서 흡수한 것으로 같음.

주제토론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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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 기준과 심의결과자료가 있지 않을까요? 남아 있을것 같다.

●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지적사항에 대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 6~70년대 타문화(비디오, 음반)의 심의를 조사해보면, 심의주체가 관련문화제작유통단체(협회)였다. 심의제도가 법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단체에게

위임되어 있었다. 그리고, 타문화 심의와 관련해서도 현재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연구자체가 어렵다. 그 당시 심의와 관련된 어르신들의 취재를 통해서 연

구해야하는 문제점이 있다. 향후에는 심의와 관련해서는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다.

● 독립된 논문 및 학위논문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복수적인 자료 분석이 필요한데, 현재는 로우데이터 분석으로 판단된다.

● 합동출판사 출범과 본 심의문건이 제작된 시기(7월에) 동일함. 이런 거대규모의 출판유통사가 나옴에 따라서 정부의 관리가 쉽지 않았을까 싶다. 합동출판

사과 관련한 연구나 증거가 보강이 된다면 좋을 것 같다.

● 원로만화가 김규택, 김용환 등 60년대에 일본에 있었고, 일본에서는 "자유규제"가 있었다. 국내심의가 일본에서 가져왔을 수 있을 것 같다.

● 국내와 일본의 심의제도를 비교하면 당시의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유추가 가능할 것 같다.

● 소장한 자료임에는 틀림이 없다. 대본소 만화시장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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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한국만화영상진흥원 5층 세미나실
●참석자 만화포럼 참석위원 총 26명

- 포럼위원(10명)
: 한상정, 이화자, 이승진, 김병수, 박세현, 이원석, 김소원, 윤기헌, 서은영, 이용철 본부장(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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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메이션학과 교수), 김일림(연구가), 김민정·강은원·류유희·홍란지·윤보경(박사과정 연구원)

●회의 내용
- 주제 발제 
•김종선 전문위원 : 웹툰 산업화와 문화정책의 상관관계

•김병수 위원 : 웹툰 산업화와 만화교육의 변화

•이승진 위원 : 대한민국 웹툰시장의 현재와 미래

●2015 연구프로젝트 주제 논의
- 세부연구주제(안) 및 연구자 선정 
•한국 순정만화의의 역사와 정의(한상정) •1960년대 소조망가와 순정만화의 관계(김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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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정만화잡지사(윤기헌) •순정만화에 대한 성적 담론 분석(이원석)

•순정 장르만화(예술, 스포츠, SF 등)의 분류와 분석(이승진)

•원로 순정만화가 인터뷰(65세 이상)(김병수) •주제미정(박세현)

- 발표시기 : 2015년 09월(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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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제 01 : 웹툰 산업화와 문화정책의 상관관계

문화와 문화정책과 정부의 역할

웹툰 산업화와 문화정책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문화정책을 논하기에 앞서 우선 ‘문화’와 ‘문

화정책’, ‘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문화’는 딱히 규정하기 어렵지만 포괄적으로, 추

상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그 무엇’인 것 같다. 삶의 양식이기도 하고, 놀이이기도 하고, 예술이라는 고차원적

인 요소이기도 하고, 딱히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혼란스럽다.1) 그런데 우리는 ‘문화정책’의 대상인 ‘문화’조차

도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문화정책’을 논하고 있다. 더 나아가 보자 ‘문화정책’은 일반적으로 ‘문화체육관광

부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정부의 사무’2)라고 하면 너무 안이한 정의일지 모르지만, ‘문화정책’은 ‘문화’만큼이

나 아리송하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라기보다는 예술, 콘텐츠 산업, 체육, 관광, 국가홍보, 종교 등을

관장하는 직제를 가지고 있다. 포괄적 의미의 문화라기보다는 단순히 예술과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책을 수

립하여 집행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정책’에 대하여 우리는 예술과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부의 당연한 역할,

필수적인 요소,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 업무 정도로 대략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여기서 더 원론적인 질문을 해보자. ‘문화’는 발전이나 진흥의 대상인가? 그리고 그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하

웹툰 산업화와
문화정책의 상관관계

김종선 _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전문위원

주제발제 01

1) 문화 culture, 文化-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한 사회의 개인이나 인간 집단이 자연을 변화시켜온 물질적·정신적 과정의 산물.

[문화의 정의] 문화라는 용어를 한 마디로 정의하기란 불가능하다. 문화는 그것이 속한 담론의 맥락에 따라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다담론

적 개념이다. 서양에서 문화(culture)라는 말은 경작이나 재배 등을 뜻하는 라틴어(colore)에서 유래했다. 즉, 문화란 자연 상태

의 사물에 인간의 작용을 가하여 그것을 변화시키거나 새롭게 창조해 낸 것을 의미한다. 자연 사물에는 문화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

지만, 인위적인 사물이나 현상이라면 어떤 것이든 문화라는 말을 붙여도 말이 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야생화 문화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지만 원예 문화라는 말은 성립한다. 즉 가장 넓은 의미에서 문화는 자연에 대립되는 말이라 할 수 있고, 인류가 유

인원의 단계를 벗어나 인간으로 진화하면서부터 이루어낸 모든 역사를 담고 있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정치나 경제, 법과

제도, 문학과 예술, 도덕, 종교, 풍속 등 모든 인간의 산물이 포함되며, 이는 인간이 속한 집단에 의해 공유된다. 문화를 인간 집단

의 생활양식이라고 정의하는 인류학의 관점이 이런 문화의 본래 의미를 가장 폭넓게 담은 것이라 할 수 있다.

2) 정부조직법 : 제35조(문화체육관광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문화

체육관광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문화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화재청을 둔다. ④ 문화재청

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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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 아니 정확히 정부가 중심이 되어 해야 하는가? 굳이 답을 구하고자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아니다. 오늘 논의하고자 하는 기본 주제인

‘웹툰과 문화정책’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 보기 위해 고민의 지점을 미리 정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화정책’이 한국에 자리 잡은 것은 채 20년이 되지 않는다. 그것도 실질적인 국가 행정체계가 온전히 갖춰졌다고 보긴 어렵다. 문화체육

관광부의 역사3)를 살펴보면 문화부는 정부의 홍보담당부서로서 역할이 중심이었고 이를 위해 문화를 이용하거나, 더 나아가 만화의 심의, 탄

압의 역사에 문화부가 있어온 현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행정의 전통은 아직 문화체육관광부에 없어지지 않고 있다. 마치 문

화가 정부의 의지에 따라 진흥되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부가 없는 나라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문화부의 소관 사무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권력기구인 문화부가

바꿔야한다는 의미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웹툰에 대한 정책변화를 논하는 데 괜한 고민을 먼저 던져 뚱딴지 같은 느낌이 들지만 웹툰 관

련 정부의 정책변화가 어떤 과정을 거쳐 작용하는 가에 오랜만에 만화계에 생기를 불러 넣고 있는 ‘웹툰’의 미래가 달려 있다. 만화가나 만화

학자도 아직 정확하게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데 단지 행정 전문가인 문화부가 내놓는 정책에 웹툰의 미래를 걸어야하는 것이 타당한지 생각

해보아야 한다. 음악산업처럼, 망가지는 데 더 큰 역할을 정부가 하는 것은 아닌지, 부처 간의 어긋난 정책으로 엉뚱한 피해가 만들어지지 않

을지 고민해야 한다. 아이튠 서비스가 안 되는 어이없는 인터넷 1등 국가4)가 한국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웹툰의 정체와 콘텐츠 산업 진흥

웹툰의 정체가 뭐냐고 찾아 봤다. ‘인터넷에 연재하는 만화’5)가 웹툰이라고 한다. 외국이 쓰는 ‘웹 코믹’보다는 발음하기가 용의해서인지

왜 한국 인터넷 연재만화는 ‘웹툰’인지 궁금한 것처럼, 아직 정체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 것 같다. 특히 ‘모바일 튠’이라고 하기까지 하는 스

마트폰에서 보는 ‘웹툰’도 대세로 자리잡혀가고 있으니.

웹툰의 정체가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있다. 앞서 뜬금없이 거론했던 ‘문화’와 ‘문화정책’, ‘정부의 역할’을 규정하는 데 이 웹툰의 정체가 대

단한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웹툰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정부에서도 3개 부처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 만화라는 장르로서 문

화부의 관심을6), 통신 서비스라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관심7)을, 미래창조과학부의 관심8)까지 3개 부처에서 서로 놓고 싶지 않은 매력

적인 존재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음악산업의 예에서 보듯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이 잘 먹히지 않는 현실이 문제다. 

3) 문화체육관광부의 역사 : 1948년 공보처로 출발한 것을 모태로 삼고 있다. 1956년 공보처가 폐지되었다가 1961년 공보부가 신설되고, 1968년 공보부와 문교부 문화국을 합쳐 문화

공보부가 되었다. 1989년에는 문화부와 공보처가 다시 분리되었다. 1993년 문화체육부를 거쳐 1998년 2월 28일 문화관광부가 되었다. 공보처는 1998년 공보실로 낮춰졌다가 이듬

해 국정홍보처로 바뀌었다. 그러다 2008년 폐지된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국정홍보처를 흡수하여 현재의 문화체육관광부가 되었다. 게다가 지식경제부의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받았다.

4) 한국의 음악산업은 KT, SK와 모바일 회사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 기반의 산업형태를 가지고 있어 제작사나 뮤지션이 음악산업의 중심이 아니라 하청인 수준으로 전락한 상태이다. 특히

과거 정보통신부의 비호(?) 아래 불법 음원 다운로드의 영향으로 기형적인 산업 수준을 가지고 있다. 음악이 주인공이 아닌 음악산업 국가가 한국이다. 

5) 웹툰 Webtoon / Webcomic - 앤하위키 미러 : 한국 인터넷 연재만화는 웹툰, 외국 인터넷 연재만화는 웹 코믹이라 용어를 통칭함.

6)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한국만화 진흥의 기본방향  2.만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3.만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  4.만화 창작 활성화를 위한 방안  5.만화 및 만화산업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6.만화산업과 관련된 기반 조성  7.만화산업 및 디지털 만화 관련 기술·표준의 개발과 보급  8.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9.만화 및 만화산업 관련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

방안  10.그 밖의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위원회의 소관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3.3.23’

1.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방송진흥기획, 방송정책기획, 지상파방송정책, 방송채널정책에 관한 사항  2.조사기획총괄, 방송통신시장조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 시청자 권익

증진, 개인정보보호윤리에 관한 사항  3.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방송법> 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2.<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  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4.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5.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에 관한 사항  6.심의위원회의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심의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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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제 01 : 웹툰 산업화와 문화정책의 상관관계

웹툰을 포함한 ‘콘텐츠 산업 진흥정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최대의 관심사9)이다. 특히 한의 문화체육관광부에 한해서 콘텐츠 정책은 사활

이 걸린 중요한 사업이다. 따라서 정부 주도로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문화 콘텐츠 정책이 정부가 의지를 갖고 방향

을 정하고 이끌어 간다고 될 수 있는 문제인가.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부처 간의 소통도 부족한 가운데 문화 콘텐츠의 진흥을 위한 가장 기

본적인 창작자의 보호와 저작권의 신장,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의 확대 등 문화적 정책 요소에 집중하지 않고 결과를 먼저 보려고 하지는 않

는지, 돌아봐야 한다. 

웹툰 진흥 정책

이제 원래의 주제로 돌아가 웹툰 진흥 정책에 대하여 논해 보고자 한다. 한국의 웹툰 역사는 2004년 네이버가 웹툰에 대한 본격적인 서비

스를 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10)할 것이다. 그리고 웹툰은 급성장과 다른 장르, 즉 드라마와 영화화 되면서 그 영향력을 확장해간

다. 그러나 사실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2년 8월에 발효된 것처럼, 만화정책이 정책이라 할 만큼 역할을 하지 못했다. 특히 웹툰의 경우

여론과 만화가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힘입어 일부 유료화 모델이 진행되어 온 것이 최근의 일이고, 레진코믹스를 비롯한 유료 만화 서비스

가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최근의 일이다. 웹툰에 대한 정부 정책의 변화에 대하여 실상 논의할 만한 정책 사항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웹툰 진흥의 관건이라 할 수 있는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에 대한 연관이 부족하다. 오히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

회의 영향력이 훨씬 과대한 것이 현실이다. 결국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이 실질적인 웹툰 진흥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소위 정부가 이야

기하는 국가 3.0, 즉 부처 간 협력과 소통이 먼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말뿐인 협력과 소통이 현실인 상황에서 과연 웹툰 진흥이 가능한지 의

문이다. 올해 정부는 물론 경기도 역시 웹툰 진흥을 위한 예산이 배정하는 등 웹툰 진흥 정책을 내 놓고 있지만 과연 그 효과가 실질적인 웹툰

의 과제를 해결하거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 가장 근본적인 창작자의 보호와 콘텐츠의 가치가 지켜지는 시장의 형성되지 않고.

최근 웹툰과 관련하여 <웹툰, 1조 원 시장을 꿈꾸다>는 보고서가 KT경제경영연구소에서 발표되어 많은 기대를 품게 하고 있다. 보고서의

전망과 상황 진단에 대하여 공감하는 바가 많다. 그러나 예측되는 위기에 대한 대응에서 주체가 불분명하다. 더구나 국내 웹툰 시장의 정상

화는 일단 배제하고 만든 느낌이다. 한국영화가 지난해 2년 연속으로 관객 2억 명을 넘겼다. 그러나 지난해 관객 천 만을 넘긴 <변호인>의 제

작자가 어느 인터뷰에서 실제 이것저것 정산하고, 나니 실제 제작자에 남은 것은 다음 영화에 투자할 초기 자금밖에 남지 않더라는 말을 했

다. 이는 결국 콘텐츠 산업이 균형 있는 산업의 모습을 갖기보다는 자본의 과도한 영향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웹툰 역시

그러하다.

8)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8조(방송통신 기본계획의 수립)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을 통한 국민의 복리 향상과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방송통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2.방송통신콘텐츠에 관한 사항  3.방송통신설비 및 방송통신에 이용되는 유·무선망에 관한 사항  4.방송통신광고에 관한 사항  5.방송통신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6.방송통신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및 공공성 확보에 관한 사항  7.방송통신의 남북협력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방송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9) 품격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정책자료집-3.콘텐츠 제1장 콘텐츠정책 개관 中) 콘텐츠산업은 신한류에서 입증되고 있는 바와 같이 집중 육성을 한다면 스마트 환경에서 세계 최고

(world Best)로 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스마트 융합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적 역량결집을 통해 콘테츠 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10) 최초의 웹툰은 한희작의 1996년 작 《무인도》라고 한다. 그만큼 역사가 매우 짧다. 1990년대 말 ~ 2000년대 초에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스노우캣》부터 《마린블루스》와 같은 개인 다

이어리 툰이 대세를 이루었으며, 몇 신문사나 스포츠 신문에서는 인터넷에 신문만화를 게재하였다. 차차 디시인사이드, 웃긴대학 등을 통한 작가들이 배출되고 이에 따라 장르도 늘어

김풍의 《폐인가족》, 강풀의 《순정만화》, 강도하의 《위대한 캣츠비》 같은 장편도 등장했다. 플래시 애니메이션의 사례처럼 캐릭터를 팬시 상품에 사용하고, 출판으로 큰 수익을 얻는 이

들도 나타났다. 2004년에 네이버가 네이버 웹툰을 만들고 본격적인 투자를 하면서 급격히 확대된다. 그러면서 장르의 다양성도 증가하고 조회수가 증가하며 원고료도 생겨난다. 그리

고 오늘날 웹툰은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만화 매체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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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처 업무보고를 통하여 콘텐츠 진흥 계획11)을 발표했다. 그러나 찬찬히 들여다보면, 과연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찾기가 어렵다. 나열형, 그 동안 실패한 정책의 답습, 문화에 대한 정부 정책의 지배력 강화가 먼저 보인다.

문화정책이 실질적인 행정으로 문화진흥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 자체가 조정되어야 한다. 특히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하에

서 문화 역시 생산성의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을 지양하여야 한다. 문화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자 행복 추구를 위한 국가의 책무이다.

예술이 돈이 된다는 사고에서 벗어나 대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문화산업 역시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서 기본적

인 역할이 우선 되어야 한다. 웹툰을 포털이 손을 떼더라도 시장의 건강성은 확보 되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공공 서비스 형태의 시장이 재편

될 필요가 있다. 영국식 예술위원회나 프랑스 방식의 사회적 합의가 통하는 문화예술기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행정위주의 부처, 기관 운

영으로 기본적인 정책이 가능할 수 없다. 웹툰 정책 역시 마찬가지이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야 한다. 1998년 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함께 꿈꾸었던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문화정책이 절실하다. 결국

현재 문화정책은 정부 주도의 겉만 화려한 포장에 지나지 않는다. 영화든 웹툰이든, 한류든 이렇게 오기까지 정부의 역할은 중요하지 않았

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정당한 시장, 보호받는 예술가, 기본권 차원의 문화향유권 보장이 필요하다. 웹툰 진흥정책도 다시 검토가 되어야 한

다. 지금까지의 정책은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문화 콘텐츠 창조역량 강화

 융합형 디지털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

문화 콘텐츠 선순환 플랫폼 구축

■문화 콘텐츠 창조 생태계 조성

•문화 콘텐츠와 디지털 문화가 결합된 새로운 플랫폼 구축 

•기획에서 제작-유통-확산으로 이어지는 콘텐츠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이야기 유통 플랫폼 신규 구축하여, 콘텐츠 창작자의 유통확대 지원 

■콘텐츠코리아랩을 통한 창업지원 확대 (미래부, 지자체 협업) 

•전국 콘텐츠코리아랩 연계 강화(미래부 등) 및 쌍방향의사소통 가능한 버츄얼센터

(Virtual center) 설치로 네트워크 공고화

•아이디어 융합 예비 창업팀 지원확대(‘14년 100여 명→’15년 200여 명)

※ 미래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 운영을 통해 창업지원 기능 강화 

■콘텐츠 스타트업 확대 및 한국형 ICT 공연·전시장 확산 

•문화 콘텐츠 분야 1인 창작자·스타트업·중소기업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 

•콘텐츠 스타트업의 프로젝트 등을 공연·전시하는 쇼케이스 거점 확대 

콘텐츠 창작·창업 확대 

■콘텐츠 창작 공간 마련

•스토리 창작자 지원 위한 ‘스토리클러스터’ 조성(제천, ~‘16년 완공) 

•지역 고유 인문자산 이야기를 발굴하는 ‘지역 스토리랩’ 운영(10개소) 

•음악인 창작 지원 위한 ‘음악창작소’ 구축(5개소) 

•웹툰 소비 및 창작확산 위한 ‘웹툰 창작체험관’ 구축(20개소) 

■콘텐츠 금융 및 R&D 선진화 (중기청, 미래부 협업) 

•모태펀드(문화계정) 운영 등 창작자 애로사항 해소(‘15년 2천억 조성) 

•완성보증, 콘텐츠공제조합, 콘텐츠 가치평가 체계 등 확대

•스마트 공연, 전시·전통문화 등 융합형 문화기술(CT) 개발(33개 과제) 

 선순환의 예술 창작 생태계 조성

창작 지원 강화

■저소득·고위험 예술인에 대한 복지 강화

•저소득 예술인이 창작준비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창작준비금

사업 확대(81억 원, 1,600명 → 110억 원, 3,500명)

•무술연기자·무용수와 같이 상해 위험이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

험료 50% 지원 제도를 가입등급 기준으로 확대

※ (‘14년) 최저등급 기준 50%(월 6,875원) → (‘15년) 최고등급 기준 50%(월 30,735원)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연극, 미술, 무용 등 순수예술 분야 서면계약 의무화(예술인 복지법 개정)

※ 서면계약 경험이 없는 예술인 비율 : 43.7%(예술인 복지사업 인식조사, ‘13)

•미술작가의 창작활동 권리를 인정하여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는 ‘작가보수제도(Artists’

fees)’ 도입(’15.하)

■순수예술 창작지원 확대

•공연예술 공연장 대관료 등 간접 지원(60억 원), 창작부터 유통까지 단계별 지원을 연

계한 창작산실 사업 지원(50억 원) 

•시각예술 신진·유망·중견·원로 작가의 경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미술사

적 가치가 있는 작가 전작도록 발간 지원

•명동정동극장에서 명동예술극장을 분리하여 (재)국립극단으로 통합 출범, 연극 창작ㆍ

극장 기능의 시너지 창출, 대표성·현장성 강화 

메세나 및 예술시장 활성화

■기업 메세나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 추진 (기재부 협업)

•기업이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 또는 문화예술분야 기부금에 대한 조세지

원 강화(조특법 개정) 

•문화예술후원 우수기업 발굴·인증, 후원기업 등 우수 문화예술후원자 대상 ‘문화훈장’

지원, ‘기업과 함께 예술나무 키우기’ 캠페인 추진

■범국민 문화예술후원 캠페인 ‘예술나무 운동’확산

•유명 예술인 등을 홍보대사인 ‘예술나무 친구들’로 위촉, 100인의 릴레이 후원약정 운

동 등을 통해 ‘예술나무’ 브랜드 인지도 제고

•예술교육ㆍ참여ㆍ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한 후원 프로그램 확충, 예술나무 통장·신용

카드 등 편리한 후원시스템을 도입

■기업문화를 바꾸는 문화접대비 제도 활성화 (기재부 협업)

•문화예술 관련 강연회 참석 및 강사 초빙료 등도 문화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

용범위 확대(‘15년 조특법 시행령 개정) 

•문화접대비 활성화 공익광고 캠페인 시행, 회계실무자 대상 문화접대비 제도 교육, 중

소기업중앙회 내 문화접대비 상담창구 마련

■미술품 유통체계 선진화

•미술품 거래정보 온라인 제공시스템을 구축하여 작가 및 작품의 가격대별 검색기능, 분

석자료 등 통합정보를 제공

•전국 문화예술의 거리, 유휴공간 및 전시장에 ‘미술장터’ 개설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연계 확대

•통합전산망 운영과 공연장의 가입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공연법 개정)

•정확한 통계정보 제공을 위해 공연입장권 판매집계 정보 연계 확대

11) 2015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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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제 01 : 웹툰 산업화와 문화정책의 상관관계

웹툰 산업화와 문화정책의 상관관계 : 김종선 전문위원

[주요 발표]

● 발제문 참고

[주요 토론 내용]

●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3개 부서사이에서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웹툰 지원 정책이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다 적절하다

고 볼 수는 없다.

● 실제로는 웹툰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나 기관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다.

● 만화계나 진흥기관은 정부 부서별로 필요한 사항을 요구를 하고, 관리 할 필요가 있다.

● 정부는 웹툰 산업 정책(산업진흥 및 국제화)에 있어서 민간이 정책 결정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전달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 정부의 정책은 사실 웹툰을 알고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물론 학계 및 현장의 이야기를 듣기는 하지만, 결정권은 정부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 웹툰 시장의 경우 변화가 빠르다. 하지만 차년도 문화정책 및 예산편성이 3월부터 시작되는 것을 감안하며, 빠르게 변화는 웹툰 시장에 적절하다고 말하

기가 어렵다.

● 그건 대학교육도 마찬가지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장에 비해서 대학 교육도 한참을 늦다.

● 거꾸로 질문을 해야 할 것 같다. 정부에서는 만화(웹툰)계에 만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해 예산을 준다면, 과연 그 예산을 받아서 잘 운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같다.

● 정부에서는 “맡겨봤더니 안 되는 사례가 많다”라는 말을 많이 한다.

● 정부는 정당한 관리자로 돌아가려고 시도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기 혼란이 있을지라도,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판을 제공

해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만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역 지자체까지 만화산업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정책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할 것 같다.

주제토론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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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 자유도 그렇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웹툰 규제에 대한 조사 및 개선방안 제시도 필요하다.

● 추가로 창작자 보호는 예술인 보호법에 만화가 들어가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고, 만화진흥법은 현재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야 할 것 같다.

● 저작권법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나, 현재 만화계에서 가장 큰 고민은 대한민국 문화콘텐츠 중에서 유일하게 무료시장이라는 것이 있다. 

● 2013년 이후 웹툰 시장이 초고속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굳이 정부가 웹툰 산업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 레진, 탑툰 등에서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웹진들이 대부분 유료화 모델을 성인물에서 찾고 있다.

● 기존에 이동통신사들도 만화콘텐츠사업을 할 때 성인콘텐츠를 통해 돈을 많이 벌었던 사례가 있다.

● 올해 성인콘텐츠를 활용한 유료화의 모델로 한 다양한 업체들이 나올 것 같다.

● 이런 업체들이 수익을 위해서, 콘텐츠의 수위를 높여 유료인원을 확보하려고 할 것이다. 지금도 모자이크만 되어 있다 뿐이지, 일본의 성인 상업지 수준으

로 가고 있다.

● 문제는 예전에 이동통신사들이 성인만화콘텐츠로 인해 정부 규제를 받은 것처럼 반복될 경우 웹툰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될 수 있다.

● 한국만화가협회에서 자율심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 우리 만화계에서 정책을 정교하게 다듬고, 위기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준비해둬야

할 것 같다.

● 건전한 성인만화콘텐츠 시장의 육성에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

● 웹툰은 방송통신위원화의 심의를 받는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봐라보는 심의 수준이 영화 심의에 비해 너무 낮다.

● 한국에서 자율심의가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크다. 자율심의를 해놓고 여론에서 문제를 삼아서 심의주체 및 정책이 변한 사례가 많다.

● 이런 심의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재판 같은 경우 판례를 중심으로 하듯 일종의 합의가 되는 기준을 웹툰 사업자들과 심의 가이드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

● 만들어진 기준안에서 심의가 된다면, 향후 문제발생시 대응할 논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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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제 02 : 웹툰 산업화와 만화교육의 변화

1. 웹툰 산업과 만화교육

2000년대 이후 불기 시작한 웹툰 바람이 더욱 맹위를 떨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통해 웹툰

을 소비하는 앱 사용자가 ‘웹’을 초월하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전국의 만화 관련 전공 학과들이 웹툰 관련 전공 과목의 비중을 높이고 웹툰 작가를 교육자로

초빙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만화가협회,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대전문화산업진흥원 등에서는 전문

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웹툰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관련 학과 개설과 관련 전문 교육 개설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직업전문학교에서도 웹툰 인기에 힘입어 관련 전공이 여러 개 개설되었다.

현재 국내에 만화전공이 개설된 대학 관련 학과는 약 18개 정도다. 만화 관련 전공이 설치되던 초창기는

커리큘럼과 교재, 전문 교육자의 수준이 매우 부실했다. 그러던 것이 상당한 시행착오를 거쳐 2000년대 중

반부터는 어느 정도 해소되기 시작했고 현재는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기준 ‘만화’ 명칭 사용 전공 관련 학과 현황

웹툰 산업화와
만화교육의 변화

김병수 _ 목원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과 교수

주제발제 02

학제 학과명 누계

4년제
공주대학교/극동대학교/대불대학교/목원대학교/상명대학교/세종대학교/순천대학교

13
신라대학교/예원예술대학교/전주대학교/조선대학교/중부대학교/청주대학교

2~3년제
경민대학/공주영상대학/대구미래대학/부산예술대학

7
부천대학/인덕대학/청강문화산업대학

총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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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명칭은 없으나 만화 관련 교과목과 만화전공 교육자가 있는 학과

2011년 조사에서 ‘만화’라는 명칭이 전공 관련과는 모두 20곳이었다. 남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은 학과 명칭에는

‘만화’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지만 ‘만화 전공 교수’가 ‘만화 창작’ 관련 과목을 개설하여 가르치고 있어서 넓게 적용하면 23개 정도로 추산

되었다.

사회문화적으로 ‘웹툰’의 인기가 높아지고 관련 학과의 경쟁률도 높아져 가는 추세였지만 관련 학과는 오히려 사라지는 기현상을 낳았다.

2015년 현재는 기 조사된 23개 학과를 포함하여 현재 관련 학과가 유지되는 비율을 조사하면 18개만 남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신라대, 전주대, 부산예대가 폐과되었으며 대불대는 세한대학교로, 공주영상대학은 한국영상대학교로 학교명이 바뀌었다. 예원대학교는

만화와 애니메이션이 분리되어 만화게임영상학과가 독립하였다. 극동대, 백석대, 부천대, 경민대 등은 전공명에서 ‘만화’를 뺏으나 관련 교과

목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상명대는 만화디지털콘텐츠학부에서 만화애니메이션과로 구조조정을 거쳤으며 청강대학은 콘텐츠스쿨로 확대

하여 신입생수를 160명까지 늘리는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 5년간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직업전문학교에 관련 학과가 대거 개설되었다는 점이고 웹툰을 중심으로 한 사설 교육도 늘어나

는 추세라는 점이다.

2015년 기준 만화 전공 관련 학과 현황

학제 학과명 누계

4년제 남서울대학교 / 부산대학교 / 한국예술종합학교 3

구분 대학명 신입생 수 지역 전공명 비고

공주대 35명 공주 만화학부 국내 최초 만화과 개설

극동대 25명 음성 미디어콘텐츠학과만화애니메이션 전공

남서울대 45명 예술영상디자인학과

목원대 37명 대전 만화·애니메이션과

백석대 50명 천안 디자인영상학부

4년제
부산대 20명 애니메이션전공

상명대 50명 천안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세한대 32명 당진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순천대 46명 순천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예원예술대 40명 임실 만화게임영상학과

중부대 40명 금산 만화애니메이션학과 2015년 이후 고양 일산 이전

청주대 40명 청주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경민대 의정부 디지털콘텐츠과

대구미래대 30 경산 만화창작과

2·3년제
부천대 60명 부천 영상·게임콘텐츠과

인덕대 52명 서울 만화·영상애니메이션과

청강대 160명 이천 콘텐츠스쿨_만화창작전공

한국영상대 50명 세종 만화콘텐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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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이후에는 웹 만화나 장르 만화를 세분화하여 커리큘럼에 적극 반영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깊이

있는 교육안과 교재 연구는 갈 길이 멀다. 대체적으로 강의자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다보니 들쑥날쑥한 경우가 많다. 초보 강의자의 경우 강

의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도 상당히 애를 먹는다.

본 글에서는 전국 주요 대학의 만화 관련 커리큘럼과 2000년대 초 만화교육 포럼 회원들이 대거 참여하여 만든 ‘만화가’ 직능 분석 프로

젝트의 결과물을 살펴보고 그 결과물들과 최근 만화 관련 학과들의 커리큘럼 방향을 분석하고 그 변화를 살펴보고 자 한다.

2. 한국 웹툰 산업 현황

1) ‘출판만화에서 ▶ 웹툰으로’ 만화시장 판도 변화

전통적인 출판만화시장의 위축

- 만화 출판 시장의 축소 : 일일만화, 대본소, 대여점 급격한 축소

- 만화 전문 잡지, 서점판매용 만화시장도 위축

- 만화잡지 원고료 20년 이상 동결로 주요 작가 ▶ 웹툰, 학습만화로 이탈 가속화

- 게임, 인터넷, 모바일 등 다양한 여가 문화 보급 확산으로 콘텐츠 시장 경쟁 치열 

- 1990년대 형 빅 이슈 일본 작품(<드래곤볼>, <슬램덩크>, <원피스>) 나타나지 않음 

- 종이 중심의 출판시장에서 ▶ 전자책 및 디지털 기기 중심의 시작으로 변화 가속

웹툰, 학습만화의 비약적인 발전

- 2000년대 이후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형 포털사이트를 통한 ‘웹툰’ 급성장 

- 2000년대 이후 ‘《그리스로마신화》’, ‘《마법천자문》’, ‘《WHY》시리즈 등 대형 시리즈 중심의 학습만화 시장 폭발적 성장

- 7천억 원 가량의 한국만화시장 : 학습만화 및 웹툰이 70% 이상 차지

- 웹툰은 2013년 이후 네이버, 다음 등 주요 대표 포털 중심에서 네이트, KT 올레, 카카오웹툰, 레진코믹스 등 급속도로 분화 중

구분 대학명 신입생 수 지역 전공명 비고

서울예술직업전문학교 서울 웹툰창작과

직업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서울 만화애니메이션학과

학교 한국it 직업전문학교 40명 서울 만화예술학과

성신여대 평생교육원 서울 만화창작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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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현재 웹툰 주요 서비스 업체

- 작가 부족 현상으로 신진 작가 영입 경쟁 치열

- 온, 오프라인 웹툰 이용 비중 및 연재 작품

웹툰 시장 규모 1600억원 시대. 작년 말 기준으로 포털사이트와 유료 웹툰 사이트 등 28개 매체에 연재 작품 수만 4,661개다. 급성장한 웹

툰 시장과 웹툰 작가들의 경제적 대우를 정리한 보고서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0월 세종대 융합콘텐츠산업연구소에 연구 용역

을 맡겨 지난 6일 <웹툰 산업 현황 및 실태조사> 보고서를 완성했다. 웹툰 작가 총 1,419명의 연간 고료는 536억 3800만 원, 총수익은 1004

억 1600만 원으로 추산됐다.1)

만화 원작의 드라마, 영화, 뮤지컬화 활성화

- 《풀하우스》, 《이끼》, 《대물》, 《타자》 등 만화 원작 영화, 드라마의 성공으로 2차 판권시장 활성화

- 할리우드의 경우 <엑스맨>, <아이언맨>, <배트맨>, <슈퍼맨>, <스파이더맨>, <어벤져스> 등 슈퍼 히어로물 중심의 만화 원작 블록버스터가 대세

기반 서비스명 개요

네이버 웹툰 국내 최대 웹툰 서비스 포털 최근 독립법인 분사

포털 다음 만화 속 세상 국내 2위 웹툰 서비스 드라마 영화화 가능한 서사 중심

네이트 만화 SK 순정, 액션, 코믹 장르별 만화 및 웹툰 서비스

올레마켓 웹툰 KT 신인작가들의 등용문과 같은 역할을 많이 함

코미코 NHN엔터테인먼트에서 제공하는 한국/일본의 인기만화, 웹툰 글로벌 서비스

카카오페이지 앱 중심의 웹툰 서비스

레진코믹스 성인물 중심으로 유료화 서비스 성공한 앱 기반 만화 서비스

탑툰 성인, 섹시, 코미디 등 성인 웹툰 포함 다양한 장르 서비스

티스토어 웹툰 SK플래닛의 티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웹툰 서비스

미스터블루 광고, 마케팅을 많이 하면서 떠오르고 있는 웹툰 플랫폼

말풍선코믹스 콘텐츠 전문 기업 넥스큐브(만화유통, 만화 콘텐츠 제작, 에이전시 등)에서 만든 웹툰 플랫폼

베틀코믹스 게임웹툰 서비스 전문 플랫폼. 최근 스타트업계에서 대표의 인터뷰나 기사가 다수 노출

앱 서비스 이코믹스 만화포털 플랫폼. 순정만화 및 무협, 일본만화, 애니메이션, 소설, 영화 등 제공

티테일
19금 웹툰을 지양하고 10대 후반~20대 초반이 좋아하는 요일별 및

장르별 웹툰, 연재만화 및 일러스트 등 서비스

곰툰 움직이는 웹툰을 서비스하는 차별화된 웹툰 플랫폼

허니앤파이 프리미엄 웹툰, 웹소설 서비스 플랫폼

웹툰스타 서사 웹툰 전문 플랫폼

만화몬 최근 오픈한 신규 웹툰 플랫폼 일본 코믹스 중심

코믹스토리 최근 오픈한 신규 웹툰 플랫폼

프라이데이코믹스 최근 오픈한 신규 웹툰 플랫폼

달툰 중소매체와 웹툰 작가의 상생플랫폼 지향하며 오픈한 곳

1) 정상혁(2015), <800:1 경쟁률 뚫은 웹툰 작가, 최고 月 2500만원까지 받아>. http://blog.donga.com/zmon21/archives/26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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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 만화출판 기업이 영화, 드라마 산업의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거듭남

- 문화산업 전반에 원천 스토리를 제공하는 ‘만화 원작’의 중요성 새롭게 조명됨

- ‘다음 웹툰’은 영화, 드라마 원작으로 활용 가능한 웹툰을 집중 육성 중 

- 웹툰의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의 파급력 및 영향력 확대 일로

-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2014년 6월 27일부터 8월말까지 우리나라의 대표적 디지털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한 ‘웹툰’의 모든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웹툰 체험전 <올 웹툰>을 개최

2) 문화콘텐츠 시장 미래 전망 

스마트폰 중심의 뉴미디어와 웹툰

- 웹툰 소비가 데스크톱, 노트북 컴퓨터에서 ▶ 모바일 기기로 급격한 변화 중

- 스마트폰, 스마트 TV에 걸 맞는 새로운 오픈마켓 만화작품 출현 가능

- 모바일, 태블릿PC, 스마트 패드 잠재적 만화시장 성장 가능성 큼

- 네이버, 다음, 네이트 PC 포털 중심의 웹툰 콘텐츠에서 뉴미디어 시대 맞아 더욱 강력한 문화콘텐츠로 급부상 중  

웹툰 전성 시대 

- 통계에 따르면 전 국민의 1/3이 한 달에 한번 이상 ‘웹툰’을 보는 독자임

- ‘네이버 웹툰은 2013년 3월 자체 추산 결과 순방문자가 1,700만 명에 이름.(월 1회 이상 방문하여 한 번 이상 보는 사람) 

- 조사기관인 코리안 클릭은 다음 웹툰의 같은 시기 순방문자가 190만 명이라고 발표’2)

- 네이버 웹툰의 월간 페이지뷰는 15억 4000만 회에 이름

- 모바일 앱을 통해 웹툰을 구독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네이버 웹툰앱은 다운로드만 2012년 하반기 이미 1000만 건 돌파. 

- 네이버 웹툰앱의 이용 순위 또한 전체 앱 중 9위를 차지할 만큼 인기 높음 

- 네이버는 2015년 1월 네이버 웹툰을 독립법인으로 분사시킴

오프라인 및 온라인만화 이용 비중 웹툰 연재작품 수

34.2

66.8

2010

46.9

53.1

2011

60.4 네이버

▒ 온라인

▒ 오프라인

2 3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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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205

39.6

2012

21

48

104

123 120

15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다음

2) 윤형중(2013). <만화전문지 삼켜버린 도서대여점 웹툰 전성시대 위협하는 모바일>. 한겨



3. 주요대학 만화 관련 커리큘럼 비교

1) 2002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만화가 교육훈련 코스 일람

2001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민간 위원들을 위촉하여 작성한 만화가 직무능력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 개발에서는 일반적인 만화교육

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다. 디지털 분야의 경우도 ‘웹툰’과 같은 결과물을 내기 위한 교육과정이라기보다는 포토샵과 같은 디

지털 소프트웨어 도구를 활용한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오늘날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2006년와 2015년 현재 주요 대학 만화 관련 커리큘럼 비교 

경민대

2006 2015

공주대

2006 2015

캐릭터창작

만화미학

그래픽스토리

디지털코믹스

드로잉

카투닝

서사만화

인체해부학

카툰

재료연습

코믹스

웹툰

판화

연재만화

멀티카툰

만화비평

만화포트폴리오

드로잉
컴퓨터그래픽

기초디자인연습
카투닝서사만화
디지털이미징

카툰
서사만화
컬러링

인체해부학
배경과 스타일

만화연출
3D코믹스
만화예술사
연재만화

만화스토리
만화미학

웹툰
현장실습
멀티카툰

모바일코믹스
만화워크샵
실험만화

그래픽스토리
디지털스토리텔링

설치만화
만화비평

만화프로젝트

목원대

2006 2015

발상과 표현
인체드로잉
입체조형
초급만화

다장르만화연습
디지털페인팅

만화분석
만화시나리오

배경미술
색채학실습

극화
세계만화사
순정만화

웹만화창작
일러스트

카툰
학습만화

만화문화와 만화미
학비평

산학협력프로젝트
웹만화프로젝트

디지털만화프로젝트
문화콘텐츠기획
포트폴리오제작

전공의이해

컴퓨터 그래픽

사진기법

인체드로잉

초급만화

디지털만화작화기법

색채실습

만화스토리텔링

드로잉 인체와 동물연구

조형디자인

만화기획제작 및 시연

극화창작

디지털만화

문화원형워크숍

만화편집

만화스토리텔링과 콘티실습

통합예술교육프로그램

직업지도

뉴미디어만화

졸업작품워크숍

웹디자인

포트폴리오제작

만화캐릭터개발과 마케팅 실습

만화교수학습방법

소묘

스토리보드 작법

색채디자인 실습

인터넷만화애니

메이션

조형실기

동작표현기법

캐리커쳐

카툰과 캐릭터

만화영상편집

편집디자인실습

기획만화

입체케릭터연구

포트폴리오 제작프

디지털컨텐츠기획(만화기초)

소묘 / 기초캐릭터실습

기초디지털만화

디지털스토리텔링

만화편집실무

만화캐릭터실습

카툰기획

만화시나리오작법

디지털카툰제작

멀티미디어컨텐츠개발

스토리만화

디지털조형실습 / 작화

제작실습 / 웹툰실무

출판만화 / 작화실무

창작만화 / 연재만화실무

디지털만화제작

캐릭터기획실무

편집일러스트

캐릭터졸업작품제작

표현기법실무

카툰졸업작품제작

스토리만화졸업작품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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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실기 관찰과 표현 / 시각과 상징 / 스토리작법 / 색채학/ 인쇄와 편집 / 만화조형 / 풍경화 실습 / 공간 드로잉 / 동물드로잉 / 인체드로잉 / 만화 해부학 

극화 단편만화제작 / 교양만화제작 / 장편만화제작 / 만화발상 / 취재와 자료수집 / 텍스트 이해와 분석 / 원고제작실습 

카툰 만화와 유머 / 카툰의 이해 / 캐리커처 / 유머카툰제작 / 시사카툰 제작 

기획 이론
만화 감상과 분석 / 대중매체의 이해 / 만화의 미래 / 만화 기획 워크샵 / 만화와 커뮤니케이션 / 세계만화사 / 만화와 심리

장르만화의 이해 / 출판 기획 / 작품집 제작

만화연출 작화 연출 기법 / 만화연출 개론 / 이야기 연출법 / 콘티 제작 실습

작화 만화 재료 / 만화표현기법 / 원고제작 기법 

디지털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페인터, 플래시) / 디지털 원고제작 / 디지털 카툰 / 편집과 출판 

뉴미디어 만화창작 / 멀티미디어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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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제 02 : 웹툰 산업화와 만화교육의 변화

상명대

2006 2015

세종대

2006 2015

라이프드로잉

만화기초

미술해부학

단편만화창작

이야기구성

시나리오연구

중편만화창작

만화워크샵

뉴미디어콘테츠론

디지털콘텐츠연구

스토리보드제작

만화미학사

색과디자인

편집디자인

텍스트분석론

졸업작품

연구인턴제

라이프드로잉

만화기초

디지털제작도구연구

만화제작

콘텐츠기획

디지털제작기법연구

디지털만화제작

만화워크샵

순천대

2006 2015

일러스트레이션

편화

수채화 실기

색채학 실기

미술해부학

만화도학

크로키

컴퓨터그래픽

스토리발상연습

기초시나리오

포트폴리오 제작

카툰

만화미학

캐릭터디자인

수묵화

연출기법

만화마케팅

출판만화제작

응용캐릭터

만화기초드로잉

서사만화

만화표현연구

크로키 / 만화도학

만화애니메이션기초실습

컴퓨터 그래픽 

발상과 표현

만화표현연구

캘리그라피

연출기법

만화배경실습

회화연구

스토리텔링

만화&일본어 

디지털이미지메이킹

동작표현연구

캐리커쳐

스토리보드 실습

서사만화 / 에세이 툰

일러스트스타일연구 

창작만화 / 디지털 만화

카툰 / 작품연구&현장실습

일러스트레이션

포트폴리오 연구

시사만화연구

시각예술사

대중문화론

만화기초

기초회화

아이디어 발상

컴퓨터그래픽기초

극화기법

캐리커쳐

시나리오연구

실험만화

해부학

만화배경

만화연출

시사만화연구

만화비평

극화창작

디지털만화실기

만화사

현장실습

졸업작품워크샵

카툰

만화기초 / 드로잉
대중문화워크샵

컴퓨터그래픽기초
만화적상상력

페인팅 / 극화표현기법
디지털만화영상기초
캐리커쳐 / 유머만화

만화스토리작법
만화배경 / 무빙툰워크샵

스토리텔링워크샵
만화콘텐츠실습

만화·애니메이션교육론
웹툰워크샵 / 만화&웹툰연출
그래픽노블워크샵 / 극화창작
만화미학과 비평 / 풍자만화
3D만화영상실습 / 만화연출

만화와 시각예술사
전공과 취업(만화)

만화콘텐츠매니지먼트
실습만화 / 카툰
인턴십(현장실습)

만화·애니메이션기획제작 및
시연 / 실험만화

게임그래픽 / 인턴십

청강대

2006 2015

세계만화읽기
인체해부학

만화시나리오와 콘티연
출

만화인물설정
극화창작

시사유머카툰
디지털원고제작기법

앱만화제작
동화스토리

통화일러스트
디지털일러스트
캐릭터일러스트

북 메이킹
편집디자인기초

카툰의 활용
생태만화

만화의 역사
장편콘티제작
단편만화분석

만화가를 위한 의상
기획만화워크샵
3D 만화캐릭터
조형일러스트

일러스트레이션의 역사
만화기획과 마케팅

기획만화제작
만화출판팀프로젝트

단편만화제작

웹만화제작

디지털콘텐츠워크샵

3D만화배경제작

편집디자인심화

동화일러스트창작

미디어일러스트레이션창작

캐릭터일러스트창작

팝업북창작

출판일러스트

만화&일러스트 비즈니스

장르만화

문예만화

다큐멘터리만화

기획만화

앱만화

3D만화프로덕션

일러스트 잡

편집디자인 포트폴리오

동화일러스트 제작

캐릭터일러스트 제작

미디어일러스트 제작

팝업북 제작

조선대

2006 2015

기초회화

기초디자인

컴퓨터그래픽스

연기

기초소조

미술의 이해

만화기초

입체조형

디지털페인팅기초

프로젝트

워크샵

정보이미지표현

출판만화

현장실습프로젝트

만화스타일연구

북디자인연구

연극영화교육론

만화워크샵

멀티미디어 제작

포트폴리오 제작

만화애니메이션마케

팅론

디자인기초

페인팅기법

프로젝트기획워크샵 

컴퓨터그래픽스

인체드로잉

만화애니메이션원칙

디지털페인팅

만화드로잉

만화애니메이션기초

카툰·일러스트레이션

컨셉디자인

스토리텔링

실험만화

만화창작 

실무만화

만화연출 

스마트앱콘텐츠

게임컨셉아트

캡스톤디자인

만화애니메이션비평

취업진로

관찰과 표현
만화드로잉

캐릭터의 이해
인체표현과 캐리커쳐
만화조형과 색채표현

일러스트레이션
만화스토리 기초

극화
만화스토리 작법
원고제작실습
기획만화제작
단편만화제작

시나리오와 연출
기획만화창작

극화창작
카툰의 발상과이해
카툰기법과 표현

창작카툰
만화의 이해

매체의 이해와분석
만화기획과 마케팅

멀티미디어제작툴의활용
만화프로젝트 실습
북디자인과인쇄편집

출판작품
디지털 툴의 기초

이미지편집툴의활용
만화웹진제작
미디어만화

디지털포트폴리오제작

만화와 일러스트레이션의 이해
만화인체드로잉
만화조형연출
읽기와 쓰기

발상법
포토샵

만화기초드로잉
모션코믹스

수채화표현기법
만화가를 위한 미술사

만화인체드로잉2
공간과배경

일러스트레이터
만화연출

장르만화의 연구
카툰일러스트
만화창작실습

인터렉티브 만화제작
캐릭터 컨셉스케치

그림책의 이해
컨셉페인팅(페인터)
아크릴 표현기법
만화배경설정

만화인체드로잉3
생태드로잉

개인미디어의 활용



180 한국만화영상진흥원

part 2 2015년 제2차[12회] 만화포럼

2006년 만화교육 포럼에서 필자가 발표한 <대학 커리큘럼 연구>에서 8개 대학의 커리큘럼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여전히 일반적인 만

화창작 교육에 학점 대부분 배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크게는 회화와 드로잉과 같은 기초 분야와 컴퓨터 그래픽, 만화창작, 스토리, 카툰

분야 등의 일반적인 만화교육이 주를 이룬다. 

진한 서체로 구분한 커리큘럼을 기준으로 2006년과 2015년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알 수 있다. 우선 웹툰과 관련한 수업(디지털,

컴퓨터 그래픽, 웹툰, 모바일 등)이 대폭 늘어 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해 보면 더욱 확연하다.

2006년에는 8개 대학에서 관련 과목이 17개에 불과 했던 것이 2015년 현재 47개로 276% 급성장했다. 청강대학 신입생 정원이 160명으

로 크게 늘어나면서 4배 가까이 웹툰 관련 과목이 증가 한 것도 기여를 했다. 한편 목원대, 세종대, 조선대처럼 적게는 1개 과목이 늘어난 것

에서 경민대처럼 6개 과목이나 관련 과목이 늘어난 대학도 있다. 

눈여겨 볼 점은 공주대의 ‘모바일 코믹스’, 목원대의 ‘뉴미디어 만화’, 조선대의 ‘스마트앱 콘텐츠’, 청강대의 ‘앱 만화’처럼 2006년에는 거

의 볼 수 없는 모바일과 앱 관련  커리큘럼이 2015년에는 개설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최근 몇 년 사이의 웹툰 이용자 트렌드가 모바일로

옮겨가면서 이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관련 대학의 발 빠른 대응에 따른 결과라 볼 수 있다. 모바일, 앱 관련 과목은 향후에도 더욱 늘어 날

것으로 전망된다.

2006년과 2015년 교과목 편성의 또 다른 특징은 대부분의 대학에 졸업 후 진로와 직업과 관련된 과목이 편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공주대

‘현장실습’, 목원대 ‘직업지도’, 상명대 ‘인턴십(현장실습), 순천대 ’작품연구&현장실습‘, 조선대 ’취업진로‘ 등 개설되어 있고 청강대에는 ’만

화&일러스트 비즈니스‘, ’만화출판 팀프로젝트‘, ’일러스트 잡‘과 같은 진로와 취업 관련 세부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이는 대학교육의 정부정책 기조에 취업률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각 대학 관련 과 마다 취업률 전쟁을 벌이고 있는 현실이 반영될 결과라

하겠다.

웹툰 시대를 맞이한 각 대학들의 커리큘럼은 당분간 관련 과목의 개설이 더욱 눈에 띄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모바일, 앱 관련 과

목의 증가세도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3년 레진코믹스의 성공적인 등장 이후 30여개 이상 늘어난 유료 플랫폼과 덩달아 크게 성

장하고 있는 에이전시 매니지먼트사에 필요한 실무 인력을 공급할 커리큘럼의 등장도 전망해 볼 수 있다.

성인만화의 비중이 크게 늘어 난 점도 커리큘럼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볼 부분이며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기 위한 플랫폼들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해외에서도 통할 웹툰 작품을 내놓을 작가 양성도 업계에서는 필요로 하는 지점이다.

최근 플랫폼들에서 작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이 필요한 인재를 대학 전공과목에 직접 개설하여 플랫폼과 공동

운영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레진코믹스에서 일부 유력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여 졸업 예정 작가를 선점하려는 시도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서울직업전문학교 웹툰 창작과를 비롯하여 직업 전문학교들에 만화, 웹툰 과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일부 수도권 대학에서는 학과 통폐합

과정에서 ‘웹툰’ 관련 학과를 개설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시대 변화에 맞게 관련 커리큘럼을 정비하여 발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도태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웹툰 산업과 관련 대학이

안고 있는 딜레마이자 숙제다.

대학명 경민대 공주대 목원대 상명대 세종대 순천대 조선대 청강대 합계

2006 1 2 4 2 2 1 2 3 17

2015 7 6 5 7 3 4 3 12 47



181만화포럼 칸 2015

주제발제 02 : 웹툰 산업화와 만화교육의 변화

웹툰 산업화와 만화교육의 변화 : 김병수 위원

[주요 발표]

● 발제문 참고

[주요 토론 내용]

● 20개 대학의 만화학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조사하셨는데, 웹툰학과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만화학과가 있는지?

● 조사 한 20개 대학 내에는 없으며, 직업전문학교에는 있습니다.

● 현재 신라대학교, 부천대학교, 부산예술대학교의 경우 만화관련학과는 없어졌습니다. 

● 몇 년전 다른 자료에서는 국내 만화관련학과가 약 40개정도의 수치가 잡혔는데, 현재 20개 정도라면 절반정도가 없어진 걸로 볼 수 있겠네요.

● 전반적으로 만화학과 자체의 인기는 오히려 더 높아진 것 같다. 전체 수험생이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양극화가 된다고 해야 할 것 같다.

● 전통적으로 인기가 있고 대외적으로 잘되고 있는 대학들로 쏠림현상이 있고, 학교 의지가 부족한 대학들은 폐과를 하고 있다. 교육부의 대학평가의 기준

이 취업에 맞쳐져 있어 취업이 잘되는 과로 변경된 경우도 많다.

● 하지만 만화가 지망하는 학생의 비율은 높은 것 같다.

● 주대학교 설치 만화수업은 만화와 전시를 연계한 수업이다. 교육부에서 취업률을 중요시하고 대학의 평가에 있어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어 현장실습수업

도 개설함.

● 향후 대학 내에서 학과끼리 융합되고 있어, 실제로 만화학과에서도 새로운 교과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다.

● 현재 웹툰 시장의 팽창으로 인해 작가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신진만화가 영입이 치열하다. 이런 수요와 공급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 같은지?

● 향후 2~3년간은 작가 부족현상이 발생할 것 같다. 이 부족현상은 신규 웹진에서 작가를 찾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웹툰 시장이 1~2년 사이에 빠르

게 변화다보니까 아주 길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 올해나 내년정도에 어느정도 웹툰 시장내 구조조정이 발생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주제토론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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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 웹진들은 레진이나 탑툰의 성공을 보고 대부분 뛰어드는 상황이고, 업체들이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보는게 아니라, 단기(6개월)전략으로 들어오고 있다.

● 현재 서비스가 중단된 업체도 많다. 아직은 웹진이 돈이 된다는 소문이 있어서 2~3년내에 1차적인 구조조정이 발생하고, 비인기 작가들이 정리 될 것으로

보인다.

● 국내시장의 포화로 인해 해외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이 되면 많은 작가들에게도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싶다.

● 자료에 따르면 전국민 1/3이 한 달에 한번이상 웹툰을 보는 독자라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이것은 과장된 자료인 것 같다.

● 2013년 3월 네이버에서 발표한 자료기준이다. 한 달에 한번 1회 이상 웹툰을 보는 사람이 1,700만 명이라고 한다. 현재는 성인만화콘텐츠 서비스도 늘어

서 더 늘지 않았을까 싶다.

● 학습만화는 말 그대로 수요층 자체가 초등학생 이하이고, 출판 만화형태가 아닌 웹, 앱 형태로 신규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자체가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

은 것 같다.

● 현재 네이버 주니어, 다음카카오 키즈 등에서 초등학생 이하 대상으로 하는 동화나 게임서비스를 하고 있고, 콘텐츠 중 일부는 학습만화 스캐닝 서비스도

있습니다.

● 코믹스토리에서 어린이 웹툰 서비스 계획을 가지고 있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학습만화(스캐닝 서비스)의 비중을 절반정도로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의

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음.

● 아직은 어린이 만화콘텐츠 시장은 책시장이고 업체들이 단계적으로 모험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학습만화 신규시리즈가 성공하지 못하고 기존의

오래된 시리즈(마법천자문, why, 메이플 스토리 등)이 계속 이어가는 수준이다.

● 학습만화의 전자책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살아남을지는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다.

● 2013~14년 정부에서 전국학교에 디지털도서관 및 디지털교과서를 보편화시키기로 정책을 세웠으나, 정책에 수반되는 예산부족으로 인해 시행되지 못했다.

● 디지털 도서관 및 교과서를 활성화 시키게 되면 교과서 중심의 출판사(금성, 교학사 등)들이 교과서를 디지털형태로 변화 및 만화로 버전 업 계획이었다.

● 하지만 예산의 문제 및 도서관들의 만화에 대한 거부 및 디지털 공유방식에 대한 기술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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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제 03 : 대한민국 웹툰 시장의 현재와 미래

1. 웹툰 시장의 현황

1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성장해 온 한국의 만화산업은 한국사회의 네트워크 특성에 기반으로 웹툰의 성장

과 확대를 가져왔으며, 이를 통해 문화산업을 선도하는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인터

넷이 보편화되고 매체 환경 또한 온라인으로 확대되면서, 만화대여점, 잡지, 서점용 단행본으로만 인식되어

있던 만화의 외형도 디지털 형식으로 확대되었다. 국내 포털 사이트의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네

이버(www.naver.com)는 해당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만화를 ‘웹툰’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포털 사이트 다음(www.daum.net) 역시 마찬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만화’라는 용어보다 ‘웹툰’이라는

용어를 네티즌들이 보다 더 익숙하게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는 2004년 6월 23일 네이버 웹툰을 정식 출시한 이후 10년 간 총 520편의 작품이 연

재되었다. 연재 작품의 회차를 종합하면 4만 여 회이며 누적 조회수는 290억을 넘었다. 네이버 웹툰의 하루

방문자도 약 620만 명에 이른다.2)

1980년대가 출판만화 임대시장 형태인 만화방과 만화대여점의 황금기라 한다면, 현재는 웹툰의 황금기라

할 정도로 대다수의 만화들이 웹툰의 형식으로 연재되고 있으며, 예술성을 평가받는 작가주의 작품들도 인터

넷 웹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 

국내 웹툰 서비스는 최초로 포털 사이트 다음(다음카카오)이 2003년 3월 4일 미디어 다음에 ‘만화 속 세

상’이라는 이름으로 무료 서비스하게 되었으며, 그 뒤 포털 사이트 네이버 역시 2004년 6월 23일 ‘네이버

웹 툰’을 정식 출시하여 무료 서비스를 실시한다. 뒤이어 포털 사이트 파란닷컴, 야후 코리아 등도 웹툰 서비

스를 실시하게 되지만, 파란닷컴은 2012년 7월31일 서비스 종료, 야후코리아 ‘카툰세상’은 2012년 6월로 서

비스를 종료하였다. 2012년 5월 네이트가 만화 서비스를 출판만화의 온라인 판 게재에서 웹툰 중심으로 전

대한민국 웹툰 시장의
현재와 미래1)

이승진 _ 경기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주제발제 03

1) 이 원고는 본 연구원이 참여한 <만화산업 중장기 정책 방안 수립 연구>, 《웹툰 산업 현황 및 실태 조사>(2014)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밝힙니다.

2) http://gamefocus.co.kr/detail.php?number=35356



184 한국만화영상진흥원

part 2 2015년 제2차[12회] 만화포럼

환하면서, 네이버 다음 네이트 3사를 중심으로 웹툰의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며, 웹툰 시장의 전성기를 촉발시킨다. 

또한 2013년 기 플랫폼의 웹툰 서비스 부분 유료화의 시작으로 2013년 6월7일 웹툰 전문 플랫폼 ‘레진코믹스’가 프리미엄 유료 웹툰 서비

스를 시작하게 된다. 레진코믹스보다 한 달 가량 뒤인 2013년 7월17일엔 KT가 ‘올레마켓 웹툰’이라는 서비스를 오픈한다. 뿐만 아니라, 일본

의 웹툰 서비스 ‘코미코(comico)’가 2014년 10월 13일부터 한국어 서비스를 시행하게 된다.

현재, 웹툰은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를 중심으로 네이트, 올레웹툰, T스토어, 타파스틱, 레진, 탑툰, 라인웹툰, 카카오페이지, 코미코 등에서

서비스 되고 있으며, 네이버에 연재되는 작품 수는 161편, 다음카카오는 135편으로 포털에 연재되는 작품이 가장 많으며, 참여하는 작가 수

도 다음카카오가 485명, 네이버가 368명으로 조사되었다. 

<표 1> 플랫폼 별 연재 작품 수 (2014년)

플랫폼 연재작품수 완결작품수 작가수

프로 161

네이버
아마

베스트도전 1,575 322 368

도전 만화 103,799

프로 135

다음카카오
웹툰 리그 5,279

409 485
아마 1부 리그 10

2부 리그 15

네이트 32 88 116

올레웹툰 52 20 68

T스토어 19 46 62

타파스틱 3,324 204 2788

스투만화 15 17 30

팍스넷 1 2 3

헤럴드 1 8 9

더팩트 20 0 10

스포츠조선 만화 1 4 4

OSEN만화 15 21 24

골닷컴 5 0 5

레진 191 92 221

티테일 28 3 31

웹툰스타 12 9 21

탑툰 118 38 99

판툰 13 0 13

겜툰 6 0 6

허니앤파이 9 0 9

타다코믹스 25 0 25

달툰 22 3 24

라인웹툰 54 2 56

카카오페이지 77 0 77

곰툰 15 3 18

코미코 56 0 61

스핀에이 8 0 8

프라이데이코믹스 20 0 20

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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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이버 

네이버는 2006년 1월 도전 만화 코너를, 2008년 11월에는 도전 만화의 승격 작품이 모이는 베스트 도전 코너를 만들었다.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지금까지 도전 만화 코너에서 활동한 사람은 약 14만 명이며, 베스트 도전에서 활동한 사람은 약 1,600명이다. 이중 175명은 네이

버 정식 웹툰 작가로 등단했다. 지금까지 네이버에 정식 연재한 작가 365명 중 절반 정도가 아마추어 승격 제도를 통해 새롭게 등장한 셈이

다. 또한 네이버는 2013년 4월 30일 콘텐츠 창작자들의 수익 다각화를 위한 PPS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작가들은 이를 통해 웹툰 페이지 하

단에 텍스트나 이미지 광고를 붙이거나 미리보기나 완결보기 등의 방식으로 콘텐츠를 유료로 판매하거나 웹툰을 활용한 파생상품을 노출시

키는 등, 원고료 외의 추가 수익을 만들 수 있다. PPS를 통해 수익이 증대되면서 네이버 연재작품을 통해 최근 한 달 동안 약 7,800만 원의

수익을 거둔 웹툰 작가도 생겼다.3)

10년 동안 완결 웹툰 약 300타이틀 및 주 1회 이상 약 160타이틀에 대해 무료 서비스, 하루 20타이틀 이상의 웹툰이 요일 별로 일주일을

주기로 지속성을 가지고 서비스 되고 있으며, 일간 조회 수 1위 작품의 경우 2~4만 개 정도의 댓글이 달리며, 별점주기 항목에 참여하는 독

자수도 3~5만 명 정도를 기록하고 있음. 일 평균 620만 명, 월 평균 1,700만 명의 독자를 보유하고 있다.4) PPS 프로그램을 도입, 기존 무료

기반 웹툰을 통해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네이버 포털이 주력하는 서비스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2) 다음카카오

매주 연재 기준 80타이틀의 작품이 서비스 되고 있으며, 완결 작품 포함 총 500편 정도의 웹툰 타이틀을 제공하고 있으며, 월간 방문자수

300~400만 명 정도의 규모를 보인다. 타 웹툰 플랫폼과는 다르게 한국어 디지털 연재권만을 확보하고 있으며, 다른 권한에 대해서는 작가

가 관리하는 시스템이 특징으로, 타 플랫폼의 독자층보다 연령대가 높고 서상성이 강조 된 스토리 웹툰 중심의 작품들이 주요 서비스의 대

상이 되고 있다.

3) 레진코믹스

2013년 6월 7일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레진코믹스는 180종의 작품이 연재되고 있으며 이중 30%가 유료 결제되는 부분 유료화 결제 방식

으로 웹툰은 무료라는 인식을 깨고 다음 편을 기다리지 않고 보기 위해서 결제해야 하는 사업모델을 도입하였다. 레진코믹스는 콘텐츠에 대

한 투자만이 아닌 기술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앱 디자인과 프로그램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세로 스크롤 방식에서 독자의 취

향에 따라 뷰어 전환 기능을 사용하여 페이지 만화로의 전환 또한 가능하다. 결제방식은 한 권 당 결제하는 방식이 아닌 한 번 충전 후 사용

하는 방식으로 웹툰 업계에서는 흔하지 않은 방식을 도입하여 이후 등장한 유료 전문 플랫폼들 역시 비슷한 결제방식을 따르고 있다. 2014

년 6월 레진코믹스의 1주년 기념 인포그래픽 공개에 따르면 네온비 작가의 <나쁜상사>는 2억 8천 만 원 누적 매출 수익을 기록하였다. 

2. 웹툰 산업의 시장 규모

2013년 기준 국내 만화산업 매출액은 8천 억 원에 육박한 7,976억 원으로 전년 대비(2010년 7,419억 원) 5.2% 증가했고, 만화산업 수출액

은 1,721만 달러로 전년 대비 111%(2010년 815.3만 달러)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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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의 《만화산업 중장기 정책 방안 수립 연구》(2013)에서는 기존의 만화산업 분류표와 업종별 매출표를 기준으로 최근 새

롭게 대두되거나 미집계 된 영역에 대한 실증 조사를 진행하여 2012년 만화산업의 매출액이 1조 32억 9천 만 원이라고 보고하였다. 누락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만화산업 매출액에 집계되지 않았던 일반출판사의 교양· 학습만화 매출 2,006억 원, 포털 웹툰/브랜드 웹툰 390억 원, 만화 관련 지

원사업 112억 원, 만화교육사업 128억 원, OSMU 및 에이전트 사업 82억 원, 전시 79억 원, 만화박물관 9.7억 원 등 총2,812억 원의 시장

영역이 도출 됨. 이를 포함할 경우 만화산업의 매출 규모는 연 1조 32억 9천 만 원으로 추정됨(단, 이 지표는 향후 만화산업 발전 방향

설정과 매출목표 설정을 위한 참고 자료로만 제한적으로 사용함)

<표 2> 2013 만화산업 총괄(《2013 만화산업백서》)

구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부가가치액 부가가치율 수출액 수입액

(개) (명) (백만 원) (백만 원) (%) (천 달러) (천 달러)

2009년 10,109 10,748 739,094 290,833 39.4 4,209 5,492

2010년 9,634 10,779 741,947 297,632 40.1 8,153 5,281

2011년 8,709 10,358 751,691 307,558 40.9 17,213 3,968

2012년 8,856 10,161 758,525 313,877 41.4 17,105 5,286

2013년 8,520 10,077 787,649 322,569 40.4 20,982 7,078

전년대비증감률(%) △3.8 0.8 5.2 2.8 - 22.7 33.9

연평균증감률(%) △4.2 1.6 1.9 2.6 - 49.4 6.5

<표 3> 재검토 분야 포함 매출액 추정
(단위 : 백만 원)

구분
콘텐츠산업 통계 기준 매출액 신규 활성영역 시장 추정 규모

(2011년 기준) (2012년 기준)

만화 출판사 97,727 -

만화출판업 일반 출판사(만화부문) 241,419 -

미분류 교양학습만화 - 200,600

인터넷모바일 만화콘텐츠 제작 15,262

온라인 만화 인터넷 만화 서비스 34,564 -

제작/유통업 모바일 만화 서비스 11,252 -

포털 웹툰/ 브랜드 웹툰 - 39,090

만화책 임대업
만화 임대 22,663 -

서적 임대(만화부문) 49,624 -

만화서적 및 잡지 도매 60,126 -

만화 도소매업 만화서적 및 잡지 소매 162,021 -

인터넷서점(만화 부문) 57,033 -

만화 지원사업 - 11,243

만화 OSMU 8,200

만화관련산업영역
만화교육 - 12,881

만화 레지던스 - 280

만화 전시 - 7,950

만화박물관 - 970

계 751,691 281,214

합계 1,032,905



KT 디지에코 보고서 《웹툰, 1조원 시장을 꿈꾸다》에서는 웹툰이 창출하는 총 시장 규모는, 2015년 4,200억 원에서 2018년에 8,800억 원

으로 2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웹툰의 1차 시장 규모는 정부 육성책과 웹툰 플랫폼 활성화 등으로 2013 년 1,500억 원에서

2015년 약 2,950억 원으로 2018년 약 5,000억 원 성장을 예상하였다. 온라인 및 모바일 제공 매출, 유료 웹툰, PPS 등을 고려하여 2015년

약 2,950억 원 수준으로 추정하며, 이후, 정부의 《만화산업 육성 중장기 계획》과 다음카카오의 웹툰 사업 강화 등에 힘입어 1차 시장 규모는

2018년에 5,097억 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또한 웹툰의 중요 가치를 2차 활용과 글로벌에서 창출, 부가가치 및 해외 수출까

지 고려한 총 시장 규모라고 언급하며 2015년 약 4,200억 원, 2018년에는 약 8,800억 원으로 추정하였다.

<그림 1> 웹툰 창출 총 시장규모
(단위 : 억 원)

<표 4> 3차 만화산업 중장기 정책방안 수립 연구 계획 달성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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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 국내 만화시장

- 만화산업 매출 7,712.1억 원(추정)

※ 2011년 기준 7,516억 원

▶ 불법복제 만화시장

- 불법복제만화 침해 규모 923.9억 원(추정)

※ 2011년 기준 807억 원

▶ 해외수출액

- 만화 해외 수출실적 2,39.4만 달러(추정)

※ 2011년 기준 1,721만 달러

▶ 만화 구매소비 및 유료이용 경험

- 만화 구입 경험 22.7%(2011년 기준)

▶ 만화산업 정책 예산

- 국고 기준 만화분야 예산 55억 원

※ 2013년 추경 30억 포함 시(85 억 원) 지방비 매칭 포함

시 100억 원 상회











2018년

▶ 국내 만화시장

- 만화산업 매출 1조 816.6억 원 목표

▶ 불법복제 만화시장

- 불법복제만화 침해 540.8억 원으로 축소

※ 만화산업 매출 대비 5% 미만으로 관리

▶ 해외수출액

- 만화 해외 수출실적 4,815.9만 달러 목표

※ 만화산업 매출 비중 5% 목표

▶ 만화 구매소비 및 유료 이용 경험

- 만화 구입 경험 57.7% 목표

▶ 만화산업 정책 예산

- 국고 만화 분야 예산 년 307.2억 원 목표(5년 간 총

1,536억 원 목표)

1,500
21,00

2,950
3,570

4,283
5,097

2013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10,000

4,200

5,845

7,240

8,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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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수출

▒ 웹툰 2차 부가가치

▒ 웹툰 1차 매출

•1차 매출 : 온라인 만화제작, 유통업 매출 참고(한
국콘텐츠진흥원), 포탈의 웹툰 원고료 및 PPS,
유료콘텐츠 등을 고려(업계 관계자 인터뷰 등 참고)
문화체육관광부 ‘만화산업 육성 중장기계획’ 내 만
화산업 매출액 목표액 근거하여 산출(‘15년 이후부
터는 2차 저작권료 및 판권 수입 등은 2차 부가가
치로 별도 분리)

•2차 부가가치 : OSMU(One Source Multi
Use)에 따른 수입, 캐릭터 상품/광고 매출, 연관
산업 고용창출 등을 고려

•해외 수출 : 문화체육관광부 ‘만화상업 육성 중장
기계획’ 내 만화산업 수출액 목표에 근거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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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의《웹툰 산업 현황 및 실태 조사》(2014)에서는 웹툰 산업 시장 규모 산정을 2014년 웹툰 총 시장 규모는 1718.77억 원으

로 추산 각 항목은 제작시장, 플랫폼, 에이전시로 구분하였다. 제작시장에서 웹툰 작가 수익은 814.81억 원, 보조 작가 수익은 268.19억 원으

로 총 1083억 원으로 추산, 플랫폼에는 각종 광고수익과 유료 콘텐츠 이용 수익을 통해 총 589억 원으로 추산, 에이전시에서는 저작권관리

수수료로 46.77억 원 추산되고 있다.

1) 웹툰 플랫폼별 연재 작품 및 유료화 작품

웹툰은 포털에 가장 많은 웹툰이 연재되고 있지만 웹툰 전문 플랫폼의 활성화로 플랫폼이 확장되고 있다. 레진코믹스를 포함한 웹툰 전문

플랫폼은 대부분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료 정책은 작가 수익 확대 및 웹툰 유료화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플

랫폼에는 각종 광고 수익과 유료 콘텐츠 이용 수익을 통해 2014년 총 589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에이전시에서는 저

작권 관리 수수료로 46.77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표 5> 웹툰 산업 시장 규모 산정 (수익 기준)

구분 수익 항목 규모(억 원) 근거/추정 기준 규모(억 원) 근거/추정 기준

한국콘텐츠진흥원 536.38
웹툰 수/등급별 작가비율

원고료 272 * 평균 원고료
2013 보도자료 인용

78.4 유료콘텐츠 판매수익

수익 쉐어 광고료 84
전자신문 2013년 보고 인용

84 동일
(월 매출 7억 원 기준)

웹툰
한국콘텐츠진흥원

전문가 인터뷰 참조

제작 작가 광고웹툰 원고료 102.9 31.2 브랜드 웹툰 평균 원고료

시장
2013년 보도자료 인용

650만 원×40개×12회

PPL사용료 51.45 광고 웹툰 웹고료 50% 규모 추정 31.2
광고 웹툰 웹고료

100% 규모 추정

2차 저작권
27.2 원고료 10% 규모 추정 53.63 원고료 10% 규모 추정

리이센싱 수익

보조
인건비 수익 136 원고료의 50% 규모 추정 268.19

원고료의 50% 규모 추정

작가 (전문가인터뷰 참조)

소계 689.55 1,083

코리안 클릭 네이버 웹툰 광고 소개서

광고 수익 324
2012년 8월 자료 인용

405
및 전자신문

(18억 497만 건 기준, (22억 5천 만 건 기준,

1클릭 당 1.5원 기준) 1회 노출 당 1.5원 기준)

브랜드 웹툰
전문가 인터뷰

플랫폼 - - 48 회당 약 1,000만 원×
광고 수익

40편×12회

PPL 수익 - - 24 광고 웹툰의 50%

유료 콘텐츠 한국콘텐츠진흥원
신문기사 참조

16 112 레진 24억/ 탑툰 76억
이용 수익 2013년 보도자료 인용

네이버 4억/다음카카오 8억

소계 - 589

에이전시
저작권 관리

136.4
전체 비용 발생 현황의

46.77
원고료 제외

수수료 10% 규모 추정 작가 수익의 10%

계 1,500.6 억 원 1718.77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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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웹툰 작가 수익

<표 6> 플랫폼별 작품 수 목록(2014년 11월 기준)

플랫폼
연재 완결

작가수
브랜드웹툰 유료화 작품수

작품수 작품수 (2014) 미리보기 부분유료 전체유료 유료총합

네이버 161 322 368 24 15 2 55 72

포털 다음카카오 135 409 485 10 0 30 111 141

네이트 32 88 116 0 0 0 0 0

통신사
올레웹툰 52 20 68 0 0 0 12 12

T스토어 19 46 62 0 0 0 0 0

해외 타파스틱 3,324 204 2,788 0 0 0 0 0

스투만화 15 17 30 0 0 0 0 0

팍스넷 1 2 3 0 0 0 0 0

헤럴드 1 8 9 0 0 0 0 0

스포츠 신문 더팩트 20 0 10 0 0 0 0 0

스포츠조선 만화 1 4 4 0 0 0 0 0

OSEN만화 15 21 24 0 0 0 0 0

골닷컴 5 0 5 0 0 0 0 0

레진 191 92 221 4 98 5 137 240

코미코 56 0 61 0 0 0 51 51

스핀에이 8 0 8 0 0 0 0 0

프라이데이코믹스 20 0 20 0 0 0 17 17

티테일 33 0 31 0 8 1 3 12

웹툰 웹툰스타 12 9 21 0 0 0 0 0

전문 탑툰 118 38 99 2 49 14 140 203

판툰 13 0 13 0 0 0 0 0

겜툰 6 0 6 0 0 0 0 0

허니앤파이 9 0 9 0 0 0 0 0

타다코믹스 25 0 25 0 0 0 0 0

달툰 22 3 24 0 0 0 0 0

라인웹툰 54 2 56 0 0 0 0 0

모바일/SNS 카카오페이지 77 0 77 0 0 0 0 0

곰툰 15 3 18 0 0 0 0 0

합계 4,440 1,288 4,661 40 170 52 526 748

<표 7> 웹툰 작가의 수익(2014년 기준)

구분 최저 최고 비고

신인 작가 120만 원 200만 원
포털 (월) 중급 작가 280만 원 320만 원

SA급 작가 500만 원 600만 원 신인 : 중급 : SA =

신인 작가 140만 원 200만 원 3 : 5 : 2
웹툰 전문 플랫폼 (월) 중급 작가 300만 원 340만 원

SA급 작가 520만 원 620만 원 

브랜드 웹툰 (회 당) 300만 원 1,000만 원

유료화 작가 수익 70% 90%

판권료 5,000만원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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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의 원고료는 플랫폼 별 그리고 작가 인지도 별로 고료가 다르게 지급된다. 공통적인 점은 모든 플랫폼에서 신인 작가, 중급 작

가, SA급 작가의 보상 기준이 다르다는 것과 조회수와 별점 등 자체 평가 시스템에 따라 작가 별 배상 기준을 차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브

랜드 웹툰의 회 당 수익은 최저 3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다양하다. 웹툰 원작에 대한 판권료는 콘텐츠 장르 별로 5000만 원에서 최고

1억 원까지 다양하지만 최근 미생의 성공으로 판권료는 더욱 상승할 전망이다. 또한, 신인 작가의 경우 2015년부터 회 당 40만 원의 원고료

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며 월 15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다. 

3) 에이전시의 수익

웹툰 전문 에이전시는 웹툰 작품을 다양한 플랫폼으로 유

통시키고 2차 저작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 관리를 대행

하고 있다. 현재 포털 서비스가 에이전시 역할도 대행하고 있

으나, 웹툰 전문 에이전시가 더 증가하고 있다. 작가가 에이전

시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보통 조금 더 인상된 고료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작가가 작품기한 등의 문제를 야기할 위험

성이 줄어들고 용두사미의 작품이 될 가능성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보험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3. 웹툰의 2차 판권

1) 웹툰 원작 연계 콘텐츠 

한류의 위상이 일본을 시작으로 아시아, 유럽 및 남미까지 전해지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한국 문화 콘텐츠는 각국으로 끊임없이 전해

지고 있다. 웹툰을 통한 한류는 보다 파급속도가 빠를 것이며, 웹툰이 보여주는 한국의 문화적 요소가 문학적, 음악적, 미학적 장치를 통해서

보다 쉽고 빠르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파급효과는 콘텐츠의 질적 하락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파급효과 역시 간과할 수 없지만, 이

러한 파급효과의 긍정적인 면도 간과할 수 없다. 웹툰 산업의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웹툰 원작 연계 콘텐츠의 제작이 중

요하다. 현재 웹툰 원작의 활용은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뮤지컬, 연극 등 많은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표 8> 웹툰 에이전시의 소속 작가 수(2014년 기준) 

에이전시 소속작가수

㈜한국데이타하우스((KDH) 8명

누룩미디어 33명

투유엔터테인먼트 59명

드림컴어스(Dreamcomeus) 13명

㈜YLab(와이랩) 16명

㈜재담미디어 61명

㈜투니드 엔터테인먼트 30명

코멘트프로덕션 15명

크릭앤리버 10명

합계 235명

<표 9> 웹툰 원작 연계 콘텐츠

플랫폼 웹툰 원작 제목 년도

<미생> <미생 : 프리퀄> (모바일무비) 2013

<은밀하게 위대하게> <은밀하게 위대하게> 2012

다음카카오 영화
<전설의 주먹> <전설의 주먹> 2012

<26년> <26년> 2012

<이끼> <이끼> 2012

<이웃사람> <이웃사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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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웹툰 원작 제목 년도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2010

영화 <바보> <바보> 2009

<아파트> <아파트> 2006

<미생> <미생> 2014

<사춘기 메들리> <사춘기 메들리> 2014

<예쁜남자> <예쁜남자> 2013

<아빠는 변태중> <아빠는 변태중> 2012

드라마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2012

<매리는 외박중> <매리는 외박중> 2010

<위대한 캣츠비> <위대한 캣츠비> 2007

<호구의 사랑> <호구의 사랑> 2015

<지킬박사는 하이드 씨> <하이드지킬, 나> 2015

<발광하는 현대사> <발광하는 현대사> 2014

애니메이션 <타이밍> <타이밍> 2014

<0.0MHz> <0.0MHz> (스토리볼 무빙툰) 2014

<순정만화> <순정만화> 2005

다음카카오
<바보> <바보> 2006

<위대한 캣츠비> <위대한 캣츠비> 2007

공연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2008

<12월> <12월> 2010

<사춘기메들리> <사춘기메들리> 2014

<다이어터> <다이어터> 2014

<늑대처럼 울어라>(예정)

<다이어터>(예정)

<파인>(예정)

<당신의 모든 순간>(예정)

<내부자들>(예정)

예정작
<미확인거주물체>(예정)

<조명가게>(예정)

<고양이 장례식>(예정)

<술꾼 도시 처녀>(예정)

<저녁 같이 드실래요?>(예정)

<다이아몬드 더스트>(예정)

<미생>(애니메이션 예정)

<패션왕> <패션왕> 2014

영화 <절벽귀> <무서운 이야기 2>(절벽편 에피소드) 2013

<더 파이브> <더 파이브> 2013

<후유증> <후유증>(웹 드라마) 2014

<연애세포> <연애세포>(웹 드라마) 2014

드라마
<닥터 프로스트> <닥터 프로스트> 2014

네이버 <무한동력> <무한동력>(웹 드라마) 2013

<나는 매일 그를 훔쳐 본다> <이웃집 꽃미남> 2013

<가족사진> <가족사진> 2012

<놓지마 정신줄> <놓지마 정신줄> 2014

<혈액형에 관한 간단한 고찰> <혈액형에 관한 간단한 고찰> 2013

애니메이션 <쌉니다! 천리마마트 <쌉니다! 천리마마트> 2011

<미호이야기> <미호이야기> 2011

<와라! 편의점> <와라! 편의점> 2010



192 한국만화영상진흥원

part 2 2015년 제2차[12회] 만화포럼

2) 웹툰을 통한 광고 수익 

웹툰의 파급력이 확대되자 기업에서도 홍보수단으로 웹툰을 활용하는 사례 증가하고 있다. 기존에 기업들은 자사의 상품을 알리거나, 기

업 자체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TV나 라디오를 통해 상업광고(CF)를 만들거나,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 카탈로그 형태의 광고를 소비자에

게 노출하는 방식을 사용했지만 인터넷이 보급화 되고 모바일 기기가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지금은 광고를 전달하는 매체가 다양해졌을 뿐

만 아니라 웹툰이 새로운 광고 플랫폼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는 기업의 이미지와 광고 전략에 적합한 캐릭터를 활용, 감성적이고 친근한 이

미지 전달이 가능하다는 것과 웹툰은 진입장벽이 낮고 드라마나 영화 등에 비해 제작 단가가 낮으며 스토리를 기반으로 광고가 제작되기 때

문에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거부감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웹툰 콘텐츠에 자연스럽게 제품을 노출하는 PPL이 가능하며 연재를 통한 지속적

인 노출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웹툰의 광고 수익 모델은 플랫폼 별로 상이하나 브랜드 웹툰, 간접 광고, 텍스트 형 광고, 웹툰 공모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경우 PPS5)라는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광고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하였다. 또한 웹툰 연재 페이지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막대 모양 광고 형태인 배너 광고도 많이 노출되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노출되기 위

한 새로운 광고 형태이며 인터넷 사용자가 배너 광고를 클릭하면 관련 사이트로 자동적으로 이동하는 형태이다. 

더불어 브랜드 웹툰을 통해서도 직간접적인 광고가 가능하다. 브랜드 스토리를 담은 웹툰을 연재, 유저에게 친근하게 다가가 높은 바이럴

마케팅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브랜드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스토리텔링 안에 노출함으로써 소비자에게서 긍정적인 반응을 유

도할 수 있으며, 포털 내의 브랜드 웹툰 연재와 기업 블로그 및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한 브랜드 웹툰이 연재되고 있다.

간접광고 PPL(Product PLacement)6) 역시 웹툰에 사용되고 있다. 웹툰 PPL은 일반적으로 작품 속에 광고 소재가 노출되는 방식과 작품

플랫폼 웹툰 원작 제목 년도

<안나라수마나라> <안나라수마나라> 2015

공연 <우연일까?> <우연일까?> 2014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 2012

<목욕의 신>(예정)

<신과 함께>(예정)

<3단합체 김창남>(영국 예정)

네이버 <보톡스>(예정)

예정작
<낢이사는 이야기>(예정)

<스토커>(예정)

<고삼이 집나갔다>(예정)

<치즈 인더트랩>(예정)

<살인자0난감> (예정)

<프린스의 왕자>

올레마켓 <냄새를 보는 소녀> <감각남녀>(드라마) 2015

네이트 <여자만화구두> <여자만화구두>(드라마) 2014

레진코믹스 <사이> <사이: 여우비 내리다> (웹 드라마) 2014

기타 플랫폼 파란 <삼봉이발소> <삼봉이발소>(연극) 2011

개인사이트 <다세포소녀> <다세포소녀>(영화) 2006

야후 <사이코 스릴러 엄마>(예정)

네이트 <살롱 H>(예정)

5) PPS(Page Profit Sharing) : 네이버 웹툰 페이지에 수익 모델을 도입하고 그 수익을 작가와 나누는 비즈니스 패키지로 네이버 웹툰 페이지를 중심으로 웹툰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용자를 대

상으로 유료 판매, 광고 보이기, 파생 상품 판매하는 공간으로 사용됨

6) 작품 속에 소품으로 등장하는 상품을 일컫는 것으로 브랜드가 보이는 상품뿐만 아니라 이미지, 명칭 등을 노출시켜 관객들에게 홍보하는 광고 마케팅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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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의 캐릭터를 활용하여 광고소재를 제작하는 창작 형 배너 광고가 있다. 웹툰 PPL은 연재되는 작품 속에 기존 브랜드의 이미지, 명칭 등을

이미지 또는 대사 등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기존 영상 PPL과 동일한 형태로 표현된다. 창작 형 배너 광고는 연재 중인 작품 하단에 광고 노

출함으로써 작품 속 캐릭터와 광고의 연계를 통해 기발하고 재미있는 광고 소재를 보여주어 일반 배너 상품 내비 높은 광고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텍스트 형 광고도 등장하고 있다. 네이버 PPS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되는 광고로 작가가 자기 작품의 주요 주제를 선택하면 관련 텍

스트 형 광고가 웹툰 하단에 노출이 되고 있다. NBP가 운영하는 클릭 초이스로, 웹툰 작가가 자기 웹툰 페이지의 일부를 네이버 광고에 내

어주는 콘셉트로 광고 매출은 웹툰 작가에게 50% 이상 돌아가도 있다. 웹툰 공모전을 통한 광고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포털의 공모전 솔루

션을 활용하여 공모전 기획부터 심사, 당선작 선정까지 손쉽게 진행할 수 있는 광고 상품이다. 공모전은 아마추어 웹툰 창작자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므로, 만화작가로 데뷔를 준비하는 아마추어 창작자를 비롯한 웹툰 독자들에게 공익적인 기업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다. 

4. 웹툰 이용 실태7)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실시한 《웹툰 산업 현황 및 실태 조사》(2014)에서 웹툰 이용 실태에 관한 조사를 15세 이상 49세 미만의 웹툰 이용

자 총 500명을 대상으로 11월 17일부터 11월 23일까지 7일 동안 온라인 서베이를 실시하였다. 웹툰 이용 현황, 웹툰의 이용 동기, 웹툰 이용

행위의 특징, 웹툰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평가, 웹툰 이용 만족도와 충성도, 웹툰 유료 서비스 이용 정도의 항목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웹툰 이용자들의 최근 일주일 동안의 웹툰 이용 정도는 2~5편 정도 보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매일 웹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

음. 웹툰을 이용하기 위해 하루 평균 웹툰 서비스에 접속하는 빈도는 2~3회임. 웹툰의 주이용 서비스는 포털이 88.5%로 압도적인 비

중을 차지함

● 선호도가 높은 웹툰 장르는 1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개그/코믹 장르가 가장 높음. 10대는 스토리 웹툰을 가장 좋아함. 웹툰 이

용 경로는 스스로 찾아보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웹툰 앱의 조회 수, 별점 순, 업데이트 순을 보고 웹툰을 이용하는 것으로

밝혀짐

● 웹툰 이용 동기를 요인 분석한 결과, 정보 획득 및 주관적 규범 동기, 접근 용이성 및 오락적 동기, 긴장 해소 및 현실 도피 동기로 유

목화 됨. 그러나 웹툰 플랫폼별로 이용 동기가 차별적인 특징을 보이는데, 정보 획득 및 주관적 규범 동기 차원에서 T스토어 웹툰이 가

장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접근 용이성 및 오락적 동기 차원에서는 네이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웹툰 이용자들의 주이용 플랫폼은 네이버, 다음카카오 네이트 순이며, 포털의 이용률이 압도적으로 높음. 10대와 20대는 네이버를 가

장 많이 이용하며, 30대와 40대는 다음카카오를 가장 많이 이용함. 

● 이용자들은 ‘사용 편의성이 뛰어난 레이아웃’이라는 특성에 있어서는 플랫폼별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지만,‘차별적인 서비스 제공’차원

에서는 플랫폼 별로 차별성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음. 사용편의성이 가장 뛰어난 레이아웃을 구축하고 있는 플랫폼은 네이버로 밝혀짐.

그러나 유료결제의 편의성 유용한 웹툰 추천 기능, 임시저장기능 등의 면에서는 다음카카오가 네이버보다 앞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으로 밝혀짐

● 웹툰 플랫폼에 대한 만족도는 올레 웹툰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5.44), 네이버(5.42), 다음카카오(5.19) 순으로

밝혀짐. 그러나 지속 이용 의향 차원에서 네이버가 가장 높은 5.80의 점수를 받았으며, 올레웹툰이 4.89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함. 특

히 네이버는 이용자 만족도는 다음카카오보다 높지만, 이용자 충성도는 다음카카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7) 한국콘텐츠진흥원(2014), 《웹툰 산업 현황 및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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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툰 이용자들은 웹툰은 무료 서비스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며, 유료로 이용할 경우 지불의사는 3,000원까지가 최대한 지출 가능한 것

으로 나타남. 유료로 이용 시 웹툰 이용자들의 1회 평균 지불비용의 경우 5,000원으로 나타나 유료 이용 경험이 있는 이용자들은 지불

의사가 더 높게 나타남

5. 웹툰의 미래

현재, 시장규모 1조 원 규모를 바라보고 있는 한류 중심 대한민국 웹툰은 장기적 안정화를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

요한 것은 가치 있는 웹툰 제작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만화 콘텐츠 개발 및 원작 산업 활성화, 다양성 만화창작 및 활동 확대, 만화창작 공

간 및 기반 시설 운영 지원, 만화 예술인복지 제도 및 일자리 확대 등을 이루며 만화창작 생태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며, 만화 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 지원, 만화 콘텐츠 공정유통 기반 강화, 만화원고 보존 및 활용 확대, 만화유통 공정 환경 조성을 통해 만화 콘텐츠 대안 유통망 활

성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만화 한류 지원, 만화 세계화 콘텐츠 개발 지원, 만화 현지화 제작 지원, 글로벌 코믹스타 육성을 통해 만화수출 시장 확대를 이루어

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만화소비 풍토 개선하고, 만화관련 법·제도 운영 기반을 마련하여 만화 성장의 기반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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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웹툰시장의 현재와 미래 : 이승진 위원

[주요 발표]

● 발제문 참고

[주요 토론 내용]

● 본 자료는 최종본이라서 외부 노출이 되어도 상관은 없으나 혹시라도 본문이 수정(수치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인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공개

는 어렵다.

● 다음카카오의 웹툰 리그가 5,279편인데 1부 리그는 10편, 2부 리그는 15편이다. 상식적으로 리그가 높아질수록 더 전문적인 작가군(지망생)이 더 많은 것

으로 예상되는데 의문이다.

● 네이버 같은 경우 베스트도전이 1,575편, 도전만화 10만편인데, 다음카카오는 아마추어리그 자체가 5,279편임.

● 어떤 절대적인 수치를 두고 뽑는 것이 아니며, 2014년 12월 현재의 수치임.

● 예를 들어 100편이 항상 들어가고 그 중에서 10편만 올라간다는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료는 유동적으로 변한다고 보는게 맞음.

● 해외 타파스틱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합계부분이나 전체적인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 같다. 타파스틱이 해외이고 작가·작품수가 압도적이다. 타파

스틱이 어떤 서비스인지? 그리고 과연 이 웹툰 통계에 포함되어도 되는 건지?

● 플랫폼을 선정할 때 웹툰을 연재되고 있는 도전만화나 웹툰리그를 제외한다면, 1년 미만의 신인작가들이 많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작가들이 들어가는 플랫

폼이기 때문에 제외시킬 수는 없다.

● 타파스틱은 신인작가 및 지망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인가?

● 그렇지는 않다. 타파스틱 2,788명 작가 중에 국내작가는 780여명임. 타파스틱 미디어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시작된 사업체임. 총 2,788명의 작가

중 2,000여명을 뺀 780여명이 국내 작가수임.

● 국내 웹툰 작가수가 4,661명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중복된 작가들이 빠진 것인지? 플랫폼이 많은데 한국 웹툰 작가가 4,661명이라는 건 무리가 있다.

● 국내 웹툰작가는 약2,000명이다. 왜 그러냐 하면, 네이버 368명, 다음카카오 485명으로 중복 될 수 있다. 플랫폼안에서는 중복이 안되지만, 플랫폼별로는

중복이 될 수 있다.

● 타 콘텐츠인 영화, 드라마, 연극에서는 유통 및 수입 통계가 얼마든지 나온다. 그런데 만화콘텐츠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캐릭터인데, 타

요, 라바, 와라편의점 같은 경우 몇 년전만 해도 우유, 아이스크림까지 어마어마한 매출이 있는걸로 예상된다. 또 다른 예로 마린블루스는 약10년 동안 캐

릭터 상품이 팔렸는데, 만화 캐릭터 산업매출을 산정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가 없다.

● 만화콘텐츠의 캐릭터 시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캐릭터 산업쪽은 자료를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OSMU 관련 자세한 보고서를 가장 두려워하는 곳

이 에이전시임. 세무조사와 직결되는 문제가 있어서 자료협조 및 인터뷰가 어렵다.

● 2014년 1월 기준으로 한국에서 원고료를 받는 플랫폼에 대한 만족도가 올레웹툰 서비스가 가장 높은데 혹시 정확한 이유가 궁금하다.

주제토론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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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결재 서비스의 만족도가 올레웹툰이 가장 높게 나옴.

● 유료서비스 만족도에서 네이버의 5.42%는 네이버 북스를 기준으로 산출 한 것임.

● 올레웹툰이 유료결재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

● 정책유료서비스를 사용해서 만화를 보는 사람의 입장과 올레마켓과는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음.

● 레진코믹스보다 올레웹툰이 유료결재서비스가 더 편하다는 것인가?

● 그렇지는 않다. 레진코믹스 이용자는 설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 연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레진 및 탑툰을 보는 이용자는 설문에 응답하지 않는데 있다.

● 웹툰 작가중 월급을 받거나 웝고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작가는 약2,000명 이하임. 결국은 웹툰 시장에서는 1.5%의 작가만이 월급 또는 원고료를 받은 경

험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정부가 가고 있는 서비스 시장의 방향성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마이너시장의 대안은 그대로 방치 했을 경우에 메이저에 공급될 수 있는 마이너 시장이 희석이 될

수 있는지,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장르를 공적영역으로 둘 수 있는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앞으로 웹툰 플랫폼에서 지향점도 보고서에 들어 있음.

● 웹툰 작가의 수입이 개괄적으로 나오는데, 네이버에서 원고료 산출에 있어서 17가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17가지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 신인작가는 1년 미만의 작가를 신인작가로 보고 있음.

● 네이버는 17가지의 기준을 공개하지 않음. 

● 이용자 만족도를 보면 네이버는 10대, 20대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다음카카오는 30대, 40대가 주류임. 그럼 네이트의 독자층은 어떻게 되는지?

●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 네이트에 대한 응답은 없다. 이를 바탕으로 본다면, 네이트를 보는 웹툰 이용자는 거이 없다고 봐야 할 것 같다.

● 사실 네이버, 다음카카오, 레진 또는 올레웹툰이지만, 레진 응답자가 적어서 정확한 이용률 확인이 어렵다.

● 10대가 스토리 만화를 좋아한다는 것은 신선한 결과인 것 같다. 

● 현재 10대 및 20대는 웹툰 시장의 초창기 멤버라고 볼 수 있다. 초반에는 개그 만화를 시작하지만 시간에 지남에 따라서 스토리 만화로 넘어간 것인 아닌

가 생각 든다.

● 환타지 장르 속에서 사는 10대들이 의외로 많다.

● 거꾸로 이야기하면, 웹툰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토리 만화를 해야한다는 결론인 듯 하다.

● 향후에는 30~40대가 더 많이 볼 수도 있다.

● 연예 산업쪽에서 아이돌, 걸그룹이 되는 확률이 2% 정도 되지 않을까 싶다. 만화산업계에서도 2%라는 시각도 있을 꺼 같다. 또 마이너 시장을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도 있지 않을까 싶다.

● 헐리우드 엔터테인먼트가 말하는 스타마케팅은 1%임.

● 국내시장 현황을 기초로 적정한 전업작가의 규모를 얼마쯤으로 추정하고, 그 안에서 지원정책의 시장규모 및 성장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좀 더 세

심하게 나올 수 있을 꺼 같다.

● 웹툰 지망생이 많다고 무작정 지원정책 및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을꺼 같다. 그렇게 되면 시장자체가 무너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고민도 필요

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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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만화포럼 참석위원 총 18명

- 포럼위원(9명)

: 한상정, 김병수, 김소원, 서은영, 윤기헌, 이승진, 이원석, 이화자, 이용철(간사)

- 진흥원관계자(4명)

: 김종선(전문위원), 김충영 팀장, 김태훈 과장, 심현필 대리

- 참 관 인(5명)

: 김민정, 강은원, 류유희, 홍란지, 윤보경(박사과정 연구원)

●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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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헌 위원 : 한국 최초의 만화 단행본 조사와 연구

•이원석 위원 : 19금 웹툰의 실태와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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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제 01 : 《토끼와 원숭이》는 ‘한국 최초의 만화 단행본’인가?

한국만화는 1909년 《대한민보》 만평 이래 100여년의 역사적 자산을 갖고 있다. 특히, 해방 이후 근대만화

와 이별하고 새로운 현대만화를 개척하며 많은 만화사적 성과를 이루었다. 따라서 수많은 ‘최초’의 기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이는 공개적 논문과 자료로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만화사적 사건들이 사료수집과 검

증으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사적연구의 특성상 새로운 사료가 발견되거나 최초의 주장을 뒤엎는 주장이 나오

면 재론(再論)의 대상이 된다. 본 조사에서는 1946년 발간된 《토끼와 원숭이》가 ‘한국 최초의 만화단행본’이

라는 기존의 규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새로운 논의의 시작을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문화재로 등록된
‘한국 최초의 만화단행본 《토끼와 원숭이》’

1) 만화 단행본 《토끼와 원숭이》 

현재까지 한국에서 발행된 최초의 단행본으로 기록되고 인정받은 것은

김용환(金龍煥, 1912~1998)의 《토끼와 원숭이》이다. 1946년 5월 1일자로

발간된 단행본으로 조선아동문화협회(아협으로 줄여 부름)에서 출간되었다.

아협은 1945년 12월 1일 민병도, 정진숙, 조풍연, 윤석중 네 명이 을유문화

사를 세운 이후 부대사업으로 설립한 단체로 1946년 2월 11일 《소학생》 잡

지(초등학교 학생 대상)를 만들고1) 동화책 등을 출판했다. 특히, 창작동화,

전래동화, 세계명작동화를 소재로 ‘만화문고’를 기획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

가 바로 《토끼와 원숭이》이다. 이른바 아협 그림책 시리즈는 당대 최고 퀼

《토끼와 원숭이》는
‘한국 최초의 만화 단행본’인가?

윤기헌 _ 부산대학교 디자인과 교수

주제발제 01

[그림 1] 토끼와 원숭이 본문 

1) 1947년 5월 1일자로 《월간 소학생》으로 제호를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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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티를 자랑했다고 한다.

이 책의 원작자는 마해송2)으로 이미 1931년 《어린이》 잡지에 <톡기와 원숭이>로 연재되다가 중단3)된 내용을 김용환이 아협문고로 펴내면

서 그림책 형태로 다시 재구성 했다는 기록은 있으나 이를 검증할 후속자료는 아직 없다. 

줄거리는 옛날이야기 형식을 빌려 뚱쇠나라, 토끼나라, 센 이리나라, 원숭이 나라가 이웃해 있는 가운데 원숭이나라가 토끼나라를 침범하

는 이야기이다. 일제강점기 열강에 둘러 싸여 고통 받던 조선을 비유적으로 다루었다. 잔혹하면서도 폭력적인 원숭이나라가 토끼를 괴롭히

는 장면들에서는 굳이 비유가 아니더라도 독자들이 쉽게 식민지배의 고통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게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토끼와 원숭이》가 나온 1946년은 김용환이 아협 출판물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어 이 책이 1946년 발행되었다는 것은 확

실해 보인다. 

2) 등록문화재로서의 《토끼와 원숭이》

한국만화영상원은 이 책이 한국 최초의 단행본이라는 사실

에 근거하여 문화재로 등록을 추진하고 그 결과, 문화재청은

2013년 2월 21일 등록문화재 제 537호로 지정했다. 

문화재청 해설 란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다. (굵은 활자 본인)

『토끼와 원숭이』는 아동문학가 마해송(1905~1966)의 원작을 김용환(1912~1998)이 그린 만화로 1946년 5월 1일에 조선아동문

화협회를 통해 간행되었으며, 총 34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쇄용지나 인쇄품질이 우수하고 보존상태도 양호하며, 만화 단행

본으로는 가장 시대적으로 앞서는 작품으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2012년 5월에 경매를 통해 구입하여 소장·관리중이다. 토

끼와 원숭이 등의 동물들을 등장시켜 자주독립국가에 대한 염원을 해방 전후의 정치상황에 대한 비유와 상징으로 풀어내고 있

으며, 일제의 부당한 침략행위와 식민통치를 고발하였다. 우리나라 현존의 가장 오래된 만화 단행본으로 해방 후 예술·문학

등 문화사 및 만화사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서, 만화적 동물의 캐릭터가 성공적으로 탄생된 최초의 만화책으로 우리나라 만

화사 및 해방 후의 생활문화사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이다.4)

1946년 9월 1일 김용환 삽화의 <흥부와 놀부> (조선아동문화협회),

1946년 9월 1일 김용한 삽화의 <손오공> (아협그림 얘기책 2, 조선아동문화협회)

1946년 10월 1일 김용환 삽화 <보물섬> (아협그림 얘기책 2, 조선아동문화협회)

1947년 8월 김용환 삽화 <토끼전> (아협그림 얘기책 2, 조선아동문화협회)

1947년 12월 25일 <삼국지>(신소년사)

[그림 2]
최초의 만화단행본 관련 기사

[그림 3]
문화재청 홈페이지

2) 馬海松. 본명 마상규(馬湘圭)이며, 아동문학가, 시인, 언론인, 수필가. 1920년 일본 니혼 대학교 예술학과 재학 중에 홍난파 등과 유학생극단 ‘동우회’를 조직하였고, 1929년 《분게이

슛쥬(文藝春秋)》사 초대 편집장을 거쳐 1930년 《모던닛폰》을 창간하기도 했다.

3) 이원석(2014). 영인본 《토끼와 원숭이》 해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p.40 4)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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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초의 단행본이라는 근거들

《토끼와 원숭이》가 갖고 있는 최초의 단행본이라는 타이틀을 뒷받침하는 사료들과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처음 이 책을 최초의 단행본이라고 주장한 사람은 손상익이다. 그는 《한국만화통사》(1996)란 책에서 ‘해방 이후 우

리나라에서 첫 발행된 만화책으로 <토끼와 원숭이>가 꼽힌다’라고 적었다.5) 근거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더구나 이

주장은 90년대까지 별반 이의제기가 없었다. 

두 번째로 근거가 된 자료는 《고려대학교 출판연감》6)이다. 이 연감에서는 《토끼와 원숭이》를 지칭하지 않고 시기

적으로 전후(前後)관계 논란이 있었던 《홍길동의 모험》 단행본 출간 일을 1947년 3월로 적시함으로써 《토끼와 원숭

이》가 1년여 남짓 빨랐다는 근거[그림 4] 로 활용되었다. 

이외에도 《홍길동의 모험》 이 1947년이라는 기록은 또 있다. 해방 이후 출판기록물인 《해방기 간행도서 총목록

1945-1950》7)에 보면 출판사 소개에 ‘신성문화사(新星文化社) 국어문화보급회 교남동 155’로 기재하고 당시 이 출판

사가 발행한 도서목록이 나온다.[그림 5] 

따라서 2013년 당시 《토끼와 원숭이》를 최초의 단행본이라고 보는 견해는 이런 근거들로 인해 당시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데 아무 문제

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 조사에서 《홍길동의 모험》이 《토끼와 원숭이》보다 더 일찍 발간되었다는 기록들을 여러 가지 발견함에 따라 이 정

설은 재론의 여지를 갖게 되었다. 

2. 《홍길동의 모험》이 《토끼와 원숭이》보다 앞서 발간되었다는 근거들

1) 김용환의 《홍길동의 모험》

신성문화사에서 나온 《홍길동의 모험》 은 페이지 당 6칸, 16페이지의 3도 색으로 된 단행본이다. 고전 <홍길동전>을 간략하면서도 알기

쉽게 요약했다고 보는 편이 빠르다. 전체 칸을 일련번호 화해서 모두 84칸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동우화백의 <홍길동전>에서 익히 보던 초

<조선동요전집1>,정태병 편,1946.2.2.5 94쪽 8원 태성인쇄소, 李周洪표지

<홍길동의 모험>, 신성문화사 아동출판부(신당동393-17) 1947.3 14쪽 80원

조선 동요전집,아동문예춘추사,1948,100쪽,150원

5) 손상익(1996),《한국만화통사》, 프레스빌, p.38

6) 한국만화영상원에서 받은 자료로 연감의 출판연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7) 오영식 편저(2009),《해방기 간행도서 총목록: 1945-1950》, 소명

[그림 5] 신성문화사 출판기록

[그림 4]
고려대학교
출판연감



립동이 모자와 무사복장은 이미 이 당시에 그려졌다. 《토끼와 원숭이》가 글과 삽화 식으로 이루어진 것에 비해 이 만화는 말풍선, 칸 나누기,

만화기호들이 모두 포함된 지금의 만화와 거의 똑같은 형식을 담고 있다. 

이 책의 단행본의 인쇄사항을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인 뒷면 표시 상태

는 애석하게도 훼손되어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다만 뒷면에는 다음과 같은

광고가 실려 있어 유사한 아동 대상 만화가 연속 발행되었거나 출간계획이 있었

음을 알 수 있다. (굵은 활자, 밑줄 본인)

신성문화사의 《이순신》과 《안창남 비행사》 단행본 기록을 찾으면 《홍길동의 모험》책 발간시기를 증명할 텐데 이 마저도 해방 후 출판기

록에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 여기에서 그 마나 이 책이 해방 직후라는 것을 암시하는 문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은 해방된 기

쁨을 갖이고 매일 공부와 운동에 열심하고 계시지요.”란 표현이다. ‘해방된 기쁨’이 1945년 8월 15일을 기점으로 가까운 시기에 주로 쓰였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마저도 추측일 뿐이다.

<그림 6> 홍길동의 모험 본문 페이지 

어린 동무들에게 드릴 다음의 선물

여러분은 해방된 기쁨을 갖이고 매일 공부와 운동에 열심하고 계시지요.

튼튼하고 억센 일꾼이 될 여러분에게 재미있고 유익한 만화 『홍길동의 모험』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은 길동이와 같이 힘있고 씩

씩한 용감한 소년이 되십시요. 그래서 제일의 새조선을 위해서 훌륭한 사회의...(파손 부분)...그리고 다음의 책을 기다려 주십시요..

★이순신0000  ★안창남 비행사  ★김00 장군  ★김샀갓 방랑기  ★국제탐정 00000  ★똘똘의 무인도00  ★모험의 깜동이

<그림 7> 홍길동의 모험 뒷면 표지 <그림 8> 뒷면 표지 서지사항 확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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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47년이 아닌 1946년 출간의 기록들

가) 《자유신문(自由新聞)》 1946년 4월 5일자 <신간소개(新刊紹介)>

《홍길동의 모험》이 《토끼와 원숭이》보다 먼저 출간되었다는 기록은 당시 신문기사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다. 《자유신문(自由新聞)》8)

1946년 4월 5일자에는 다음과 같은 새 책 소개가 있다. [그림 8]

소개가 실린 신문이 1946년 4월 초이므로 기존 ‘신성문화사의 책 《홍길

동의 모험》 1947년’이라는 기록은 당연히 정정될 수밖에 없다. 신문 신간소

개가 1946년 봄이라면 결국 책 발간은 최소한 1946년 4월 5일 이전에 발행

된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 《동아일보》 1946년 4월 19일자 <신간소개>란

같은 해 4월 19일자 《동아일보》 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온다. 신문 신간소개(新刊紹介)란에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따라서 일간지 신문 두개 이상의 매체에서 분명히 《홍길동의 모험》 발행

소식을 전하고 있으므로 발행시기가 《토끼와 원숭이》보다 앞선 출판물임을

알 수 있다. 이 주장에서 한 가지 실증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만화’가 아닌

‘그림책’으로 표기되어 있어(당시 만화와 그림책이 혼용되어 쓰여졌다 하더

라도)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홍길동의 모험> (김용환 그림) 發行所 市內 新堂町 新星文化社=定價 8圓

홍길동의 모험(그림冊) 新星文化社兒童出版部 發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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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자유신문 1946.04.05 

<그림 10> 동아일보 1946.04.19

8) 1945년 10월 5일 창간되어 약 4만여 부가 발행되던 중도계열 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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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천만화정보센터의 《삼팔선 불루스에서 성웅이순신까지》 단행본

세 번째 근거는 현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전신인 ‘부천만화정보센터’가 2005년 펴낸 책에 이미 언급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김용환을

기념하는 책 《코주부 김용환의 재발견-삼팔선 불루스에서 성웅 이순신까지》 에서는 《홍길동의 모험》에 대해 ‘1945년 9,10월 경 출간된 최초

의 만화단행본’이라고 적시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김용환의 회고에서 ‘20면 정도’와 ‘5원’이라는 설명이 실제 20면에 8원이라는 사실과 상이하지만 이는 10여년이 흐른 뒤의 기억이므로 오

차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범위이다, 이밖에도 다른 연구자들의 평론에서도 이 책의 연도에 대한 기술이 있다. 

4) 홍지민의 기술

홍지민(2013)은 2013년 만화규장각 칼럼에서 관련 《동아일보》 기사를 소개하고 있다.

5) 백정숙의 해설

만화연구자 백정숙은 근대서지학회에 다음과 같이 해설을 실었다.

김용환 자신은 《홍길동의 모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만화단행본으로서는 그때 신당동에 있던 신성문화라는 출판사에서 46판 20면 정도로 내가 그린 《홍길동》이라는 5원짜리 책이 단

행본으로서는 제일 처음 나온 책일 것이다.”

(나는 왜 만화가가 되었나 : 만화가가 그리는 만화가의 생리,《신태양》,1954. 3월호)

또한 당시 이를 본 한 인사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10세 때이던 1945년 11월 1일 만화책 《홍길동》을 빌려서 보았다.”

(《한 한국인의 삶과 발자취》, 김안제박사 화갑기념사업회,1996.12)

(현실문화연구, 2005, p.49)

“단행본의 효시를 거론할 때 등장하는 또 하나의 작품이 있다. 김용환의 ‘홍길동의 모험’이다. 일각에서는 이 작품의 발간 시기를

1945년 하반기로 추정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니다. 신성문화사아동출판부에서 펴냈다. 그런데 ‘홍길동의 모험’은 1946년 4월 19일

자 동아일보 2면 신간 소개에 등장하기도 한다.” 

- 디지털 만화규장각, 《한국의 만화 출판사를 찾아서》 - 서론(2013.09.24.)9)

<홍길동의 모험>

김용환의 작품으로 1945년 10월에 신성문화사에서 발행하였다. 총 16 쪽이고 가로로 긴 판형이다. 한 쪽 당 6칸으로 구성되어 있고

삼도 인쇄를 하였으며 좌철(左綴)제본인데, 말풍선 안의 글은 가로쓰기이다. 글씨는 필서이다. 칸의 흐름은 위아래로 구분되어 각

세 칸씩 구성되어 있고, 오른쪽 상단부터 시작하여 왼쪽 하단으로 끝난다. 각 칸에는 번호가 매겨져 있다. 원작인 허균의 <홍길동>

내용보다는 홍길동의 신출귀몰한 활동상에 더 초점이 맞춰진 묘사를 했다. 홍길동이 자기 분신을 여럿 만들어서 포졸을 골탕 먹이

거나 거짓 자수를 하게 하면서 아버지 병을 구완하기 위해 당나라로 가기도 하는 등 훨씬 재주가 많은 홍길동을 다루고 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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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글에서도 ‘1945년 10월’ 발행이라는 근거는 제시되고 있지 않다. 

3. 주변 상황들

두 개의 신문과 해설서에 기록된 1945년 9,10월 경, 또는 최소 1946년 3월 이전에 《홍길동의 모험》이 발행되었다는 사실은 기존에 이 책

이 1947년에 발행되었으며 《토끼와 원숭이》책이 앞 서 발간되었다는 기존 학설과 대치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그 이유를 나름 분

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정확하지 않은 해방 직후 출판계 자료

1945년 10월 30일, 미 군정청 출판등록제 이후 남한 전역에서 1945년 말까지 총 49개 출판사가 정식으로 등록11)되었다고 하며, 학계에서

는 해방 후 최초의 단행본으로 고 월추산인(月秋山人)’ 편 《조선인민에게 고함》(1945년 9월)12)을 꼽고 있다. 그리고 1945년 8월 해방 이후 국

내 출판계 사정은 나쁘지 않았다고 한다. 기록에 따르면 “출판시장은 수개월간 ‘판매자 시장’을 형성할 정도로 호황을 누렸으나, 1946년 가

을 이후부터는 경기 침체와 심각한 용지난으로 인하여 서적판매 시장은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고 도서유통 질서도 문란해지기 시작했다.”13)

고 한다. 

그러나 해방 이후 출판계 사정을 다루는 통계나 기록은 현재 제대로 남아 있지 않다. 특히 1945년 8월

이후부터 1946년 새해 벽두까지는 출판 기록 대부분은 서로 수치의 오차가 커서 이를 근거로 삼기엔 부

족한 형편이다.

2) 신성문화사의 기록

《홍길동의 모험》 을 출간한 출판사 정보는 여럿 있지만 대개 1946년부터이다. 현재로서는 신성문화사

(新星文化社)가 잡지 《新星》을 발행했으며, 신성문화출판부란 곳에서 잡지 《학생 영어주보》를 발행했다

는 사실과 기타 출판물에 대한 기록만 나오고 있다. 다만 [그림 11]처럼 1946년 2월 《한글입문》이란 책을

발간했고 《조선 동요전집1》(정태병 편)이 1946년 2월 25일 발행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최소 신성문화

사는 1946년 2월 이전에 다양한 출간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홍길동의 모험》이 1945년 연

말부터 3월 사이에 출간되었다고 해도 이상한 일14) 은 아닌 것이다. 

3) 김용환의 1945년 해방 전후 활동내역

김용환의 행적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판단근거가 조금 되기도 할 것이다. 일본에서 기타 코우지로 삽화가로 이름을 알린 김용환은 국내에

1936년 《신동아》에 만화 <춘풍>으로 데뷔한다. 이어 1945년 일본 국책 만화영화사에 잠시 근무한 뒤 1945년 5월, 고단샤(講談社) 추천으로

《렌세이도모(錬成の友)》의 한국 내 발행 편집을 맡았다. 

9) 디지털만화규장각, www.komacon.kr 10) 백정숙(2014), 해방기 만화목록, 근대서지 10, 근대서지학회(2014.12), pp.456~457

11) 박몽구(2008), 해방 이후 한국전쟁 이전 시기 미확인 출판물 연구, 韓國出版學硏究, 통권 제34권 제2호(통권 제55호), 한국출판학회, p.106

12) “8월 15일에 대전 거주의 한성우 씨가 사가본으로 출간한 『數理硏究』,또는 8월 말에 출간된 월북 작가 이동규의 소설 『낙랑공주』일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도 밝혀졌다”.-박몽구(2008),

앞의 논문,p.134

13)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홈페이지, <국내 정가제의 약사>, http://www.kfoba.or.kr/pub/price/price03010101.asp

14) 신성문화사는 당시 대전에 같은 이름의 출판사와 잡지가 있었다.대전부 中洞120에 위치하고 朴東根 발행인 명의의 허가번호24(1946.6.18)의 新聲文化社로 여기서도 《新聲》이란 잡

지가 나왔다. 하지만 한자가 다르고 《홍길동의 모험》을 출간한 풀판사는 서울의 신성문화사가 확실해 보인다.

<그림 11>
동아일보 1946.02.05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기점으로 김용환은 국내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기 시작한다. 가장 먼저 1945년 9월, 영자신문 《서울타임

즈》에 네 칸 만화 코주부를 연재하며 시사만화가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준다. 11월 1일 창간한 《중앙신문》15)에 촌철살인의 시사만화를 연재하

는데 ‘박헌영이 이승만을 후려갈기는 만화를 연일 발표했다’라고 스스로 공언할 만큼 매우 뛰어난 시사평론으로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중앙

신문에서의 활동은 6개월 만에 마감되고 이어 문화면에 성인 대상 네 칸 만화 <박첨지>를 연재한다. 12월에는 《어린이신문》에 아동용 만화

<복남이의 모험>을 연재했다. 따라서 만일 1945년 가을부터 1946년 봄 사이에 그가 《홍길동의 모험》을 펴냈다면, 시사만화와 아동만화를 한

참 창작하던 시기였으므로 충분히 가능한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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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미 군정은 이 신문을 중립으로 분류했으며 타 신문이 타블로이드 2면 정도로 발행할 당시 대판형태로 매우 압도적이었다”.-부천만화정보센터(2005),《三八線 블루스에서 성웅 이순

신까지》, p.30

1945년 9,10월~1946, 3월 경 《홍길동의 모험》 신성문화사

1946. 05. 01 《토끼와 원숭이》 조선아동문화협회

1946. 09. 01 《흥부와 놀부》 조선아동문화협회

1946. 09. 01 《손오공》 협그림 얘기책②,조선아동문화협회

1946. 10. 01 《보물섬》 아협그림 얘기책④,조선아동문화협회

1947. 08 《토끼전》 아협그림 얘기책⑦,조선아동문화협회

1947.12. 25 《삼국지》 신소년사(1집,신소년사 그림책)

[표 1] 1945~1947 김용환의 단행본 출간 내역

창간 무렵부터 1946년 8월까지

서울타임즈 1945년 9월 6일 – 1946년 말 코주부 매일 2면 게재

1946년 말까지는 <헨리>와 격일제로 게재

어린이신문 1945년 12월 1일 복남이의 모험

주간 소학생 1942년 2월 – 1946년 12월 흥부와 놀부 이 외에도 <서동지> 등 여러 만화를 발표

신세대 창간호 1946년 3월 해방 후 이모저모

중앙신문 창간호-약 5개월간 박첨지 4칸 만화이지만 사실적인 필치

중앙신문 1946년 3월 31일 기차안 풍경

새한민보 1946년 6월 표지

중앙신문 1946년 8월 18일

[표 2] 1945~1947 김용환의 미디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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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제 01 : 《토끼와 원숭이》는 ‘한국 최초의 만화 단행본’인가?

4.결론

《토끼와 원숭이》의 발행일인 1946년 5월 1일 보다 《홍길동의 모험》 이 더 이른 시기에 간행되었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다만 현존하는 《홍

길동의 모험》 과 이 책이 동일한 책인가, 또는 정확한 발간 시기를 증명하는 사료가 더 있는가, 신성문화사란 출판사는 언제 등록되고 1945

년 8월 이후 어떤 출판활동을 했는가를 검증하는 과제가 앞으로 남아있다. 또한 《홍길동의 모험》이 1947년 재 발간했거나 중쇄의 가능성은

없는지도 검증되어야 한다. 보다 정확한 연구를 위해 해방 이후 언론자료와 기타 출판 자료를 더 조사 연구해 본 연구를 보강할 계획이다.

참고문헌

박몽구(2008), 해방 이후 한국전쟁 이전 시기 미확인 출판물 연구, 韓國出版學硏究, 통권 제34권 제2호(통권 제55호), 한국출판학회

백정숙(2014). 해방기 만화목록, 근대서지 10, 근대서지학회(2014.12)

부천만화정보센터(2005), 《三八線 블루스에서 성웅 이순신까지》

손상익(1996), 《한국만화통사》, 프레스빌, 

오영식 편저(2009), 《해방기 간행도서 총목록: 1945-1950》, 소명

이원석(2014), 영인본 《토끼와 원숭이》 해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홈페이지, <국내 정가제의 약사>,

- 디지털만화규장각,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서울타임즈 1946년 9월 18일 –1949년 2월 시사만평 1면 게재

경향신문 창간호 1946년 10월 6일 미스꽈리 최초로 여자를 주인공으로 한 여성만화

시사만평, 르포만화, 스케치만화,
동아일보 1947년 1월 1일 삼팔선 불루스

삽화만화가 가끔 나오는 수준

새한민보 1947년 7월 표지



208 한국만화영상진흥원

part 2 2015년 제3차[13회] 만화포럼

한국 최초의 만화 단행본 조사와 연구 : 윤기헌 위원

[주요 발표]

● 발제문 참고

[주요 토론 내용]

● 여러 정황상 ‘홍길동의 모험’이 ‘토끼와 원숭이’에 비해 시대가 앞선 작품으로 볼 수 있지만, 구체적인 증거 발굴이 더 이루어 져야 한다. 

● ‘홍길동의 모험’(권오웅 개인소장)이 사료(동아일보 기사 등)들이 최초의 단행본이라고 지목하는 바로 그 자료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 이를 위해서는 ‘홍길동의 모험’을 출판한 ‘신성문화사’의 존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연구에 따르면 당시 신성출판사는 대전과 서울 두 곳에 소재한 것

으로 파악되며, 서울의 출판사는 ‘홍길동의 모험’에 기재된 주소지와는 일치한다. ‘신성문화사’는 최소 1946년 2월 이전에 다양한 출간작업을 하였던 것으

로 보인다.. 

● ‘홍길동의 모험’에 인쇄된 출판인인 ‘安◯◯’의 소재도 명확히 해야한다. 마침 을유문화사의 대표도 안씨 성을 가진 인물(안춘근)인데 이 둘의 상관관계에

서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것도 방법이다.. 

● ‘토끼와 원숭이’에는 각 칸마다 순서가 적혀있다. 이는 이전에 일본식으로 읽다보니 엉뚱한 순서로 읽지 말라는 것에 대한 표기로 보인다. 칸마다 보이는

숫자 표기가 언제 등장해서 언제 사라졌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주제와 별개로 친일의 성향이 매우 짙은 김용환 선생이 일제의 폐혜를 풍자한 만화를 그린 것과, 이 작품이 등록문화재가 된 것은 역사적인 아이러니이다. 

주제토론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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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제 02 : 19금 웹툰의 실태와 시선

1. 들어가며

2015년 5월 현재, ‘19금 웹툰’은 모바일 만화를 서비스하는 ‘레진코믹스’와 ‘탑툰’에서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성인 콘텐츠이다. 연구자 자신이 글쓰기를 하기 위해 손바닥만 한 크기의 스마트폰을 통해 19금 웹툰을 보지

만, 그전부터도 꾸준히 연구자 자신이 궁금해 하는 것은 아래와 같다.

그들은 왜 그 상황에서 벗는가? 

과연 적절한가? 

그들이 벌이는 성행위는 개연성을 갖는가? 

좀 더 그럴 듯한 이유나 상황을 만들면 어떨까?

위에서 열거한 연구자만(?)의 의문점은 ‘우연-개연-필연’으로 요약할 수 있는 세 가지 ‘연’에 관한 개념에

서 출발한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래로 인하여 전혀 인과관계가 없어 보이는 ‘우연’, 아마 그럴 것이라는

‘개연’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필연’에 관한 사유이다. 거기에 사회적 관습을 관통하는 ‘핍진성’

을 더하여 19금 웹툰을 대하는 연구자 자신의 ‘의문점’을 접근한다.

또 이러한 불만족한 껄끄러움은 ‘왜 만족할 만한 정도의 19금 웹툰은 드문가?’라는 의문점으로 나타난다.

20살인 넘으면서 자연스럽게 감상하게 되는 ‘포르노’에서 느끼는 허탈함, 아쉬움이 그대로 묻어나는 작금의

웹툰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러한 자의적인 질문과 신변잡기와 같은 여러 생각과 대답으로 ‘19금 웹툰’

의 실태와 시선을 살펴본다.

19금 웹툰의
실태와 시선

이원석 _ 공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교수

주제발제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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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코믹스와 탑툰에 연재하는 19금 웹툰을 소재, 주제, 상황이나 사건, 스토리 라인 위주의 데이터로 접근하고 ‘성애’장면의 표

현수위나 빈도 - 우연성, 그럴 듯한 상황의 여부 - 개연성, 사건의 인과관계 - 필연성, 사회문화적 혹은 관습적 수용 - 핍진성 등

을 고려하여 분석한다.

연구에서 새로운 용어나 개념들 특히 신조어, 합성어가 등장하는데 출처나 근거는 차근차근 밝히기로 하고 각주에 난무하는 ‘연구자 주’

는 확인을 한 번 더 거쳐야 함을 밝힌다.

2. 용어정리

성인만화 ≠ 성애만화

성인만화란 ‘소재의 제한’이 없는 만화를 말한다. 

성인이란 법적으로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를, 또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세월의 경과를 의미한다. 또 성인의 반대(?) 의미인 미성

년이란 보거나 맛보거나 출입하면 안 되는 등 여러 제한을 갖는 세월의 미경과를 말한다. 이런 측면에서 성인만화란 성인이 되기 이전의 미

성년 기간에 제한을 받았던 ‘소재’를 다루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성인이 즐기는 소재는 ‘술, 도박, 성애, 회사생활, 결혼생활’등이

등장한다. 

소제의 제한이란 우리나라에서는 ‘19금’으로 대변할 수 있다. 원래 의미는 ‘19세 미만 구독금지’에서 유래하지만, 최근 야한 자료를 지칭하

는 것으로 특정되었다. 야동, 야설, 야사, 야겜 등등. 여기에서 ‘야’라는 접두어는 ‘야하다’라는 동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논

지에서 ‘19금’은 ‘야해서 미성년자가 즐기기 부적절한 자료’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는 ‘19금’이 성인만화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

의 ‘성애만화’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1)

성애만화는 ‘성’을 소재로 다룬다. 만화 작품이 어떤 소재와 주제를 갖고, 어떤 스토리를 갖는지 집중하기보다 주로 ‘성’이 작품 전체를 관

장하는 측면이 강할 때 이를 ‘성애만화’라 부르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성애만화(性愛漫畵), 2008년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출간된 <만화

애니메이션사전>을 찾아보면, ‘성적 본능에 따른 애욕을 소재로 그린 만화’를 말한다. 그렇다면 ‘성적 본능’은 무엇인가? 이는 동물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번식이나 생식이 목적인 동물적 본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매우 남성적인(대부분의 포르노그래피) 혹은 적당히 여

성적인(BL이나 백합물?) 애욕을 말한다.

19금 = 성애만화

근래 성애만화 부분에서 두각을 보이는 ‘레진코믹스’와 ‘탑툰’에 선보이는 19금 만화는 이러한 성적 표현의 수위를 기준으로 얼마나 성행

위가 등장하는지 그리고 그 묘사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그 수위는 각 서비스 회사의 담당기자나 피디가 자의적으로 조절

하지만 최근의 일련의 사건을 보면 기준 자체가 명쾌하지 않다.

2015년 3월 25일 윈도 기반 PC에서 레진코믹스가 방통위에 의해 불법유해정보(사이트)로 지정되어 잠시 동안 ‘워닝사이트’로 분류됐었던

사건 후, 19세 이상 로그인을 통해서 ‘19금’ 만화의 썸네일을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강했다. 이러한 사단을 일으킨 이유는 ‘성인인증’ 문제

와 성행위의 표현 수위 및 일부 일본 번역물의 노골적 묘사 등으로 밝혀졌다.2) 마치 우리나라가 ‘포르노’를 금지하는 것처럼, 19금 웹툰은 ‘외

설문학’의 일종으로 취급받고 있다. 

1) 물론 ‘고어(gore)물’이 갖는 폭력성으로 ‘19금 딱지’가 붙는 경우도 있지만. - 연구자 주

2) “일단 민원이 들어왔다. 청소년도 볼 수 있는 음란한 정보를 유포한다는 민원이 들어와 조사를 하게 됐다. 들어가 보니까 좋은 웹툰도 있었지만 일본의 음란한 만화들이 상당히 많았다. 성행위

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성기가 등장하는 만화들이 많았다. 일본의 음란만화를 그대로 한글화 시킨 것들이며, 최소한의 삽화 조치도 없었다.”

<방심위 청소년보호 팀장 인터뷰> ,《디지털데일리》, 2015.03.26 -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2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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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설의 심의기준

우리나라 형법 제 243조와 244조의 규제법규는 외설물의 제조 및 판매를 금하고 있다.

아래는 ‘외설의 심의 기준’이다.

1. 나체, 성교, 부도덕한 성행위의 묘사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내용 

2. 가정의 가치, 혼인의 순결 등을 모독하는 내용 

3. 매춘의 조장, 기타 부도덕한 내용으로 사회 가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내용 

4. 미성년자의 성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 

5. 예술 및 문학작품 중에서 외설한 부분만 발췌한 내용 등이다. 

예외 : 성을 소재로 한 작품이라도 그것이 전문가에 의 한 학문적 연구발표나 교육 또는 계몽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예술작품 창작물 중에

서 그 일부에 성기나 성행위 등 성에 관한 표현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그것 이 색욕적인 흥미에 호소하고자 하는 작가의 저의가 없

거나 또는 필요 이상의 선정적인 표현이 있다고 인정될 수 없는 것.

그렇다면 1번은 수치심 유발에 초점이 맞추어 있으므로 ‘개연성 부족’2번, 3번, 4번은 사회적 관습적 터부를 말하니 ‘핍진성 결여’5번은 인

과관계를 짐작하기 어려우니 ‘필연성 미달’에 해당한다. 그러나 예외조항을 보면, 예술작품에서 위 모든 항을 피해가는 논쟁의 여지가 남는

다. 그래서 오랜 세월 ‘예술과 외설’의 경계에 관한 담론이 지루하게 이어져 왔다. 과연 ‘색욕적인 흥미에 호소하는 작가의 의도’는 누가 어떻

게 판단하는가에 관한 줄다리기. 무엇이 적절한 표현 수위이고 무엇이 필요 이상의 선정적인 표현인가? 그러나 이 논쟁은 19금 웹툰을 바라

보는 시선의 기준을 조금이나마 제시하는 도구로 사용하는데 그쳐야지, 논쟁 자체는 요점을 피해가므로 이만 줄인다.

3. 작품분석

19금 웹툰 즉 성애만화는 또한 ‘보여주기(상황) / 행위수위(사건에 따른) / 소재(능력이나 핸디캡 등)’으로 바라 볼 수도 있다. 이 또한 ‘우

연-개연-필연-핍진’ 구조와 비슷하게 연관하여 살펴본다. 주로 개연성과 필연성 위주로 분석한다.

연구의 대상은 레진코믹스 경우, 서사를 가진 작품과 옴니버스 전개를 가진 작품을 각각 순위에 따라 나누어 분석한다.탑툰 경우, 인기 순

베스트 5작품을 분석한다.

레진코믹스나 탑툰의 ‘예고편, 프롤로그, 미리보기’ 등은 자체 원고를 재편집한 내용이 많아서 대상에서 제외하고 1화부터 시작하여 약 3

화 정도의 분량을 분석한다. 네이버와 다음에 연재하는 작품도 일부 분석한다. 한편 내용 분석을 위주로 하므로 작품의 주인공 캐릭터 이름

을 비롯한 고유명사는 생략함을 밝힌다. 

1) 레진코믹스

레진코믹스는 우선 사이트 혹은 앱 상단의 19 아이콘을 활성화시켜야 성인만화를 구경(?)할 수 있다. 2015년 5월 13일 현재, ‘Top 50’카테

고리를 보자. 이 중 10위권 안에 19금 웹툰 즉 성애만화는 이원식/박형준 웹툰 <몸에 좋은 남자>가 1위, 동굴곰 웹툰 <어린 그녀>가 2위 등으

로 총 5작품이 포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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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장르-19성인’ 카테고리에는 ‘백합’3)류인 팀가지 작품 <What Does the Fox Say?>이 3위를 차지하고 있고, 장르 카테고리 안에 주로

여성독자를 노린 듯 보이는 ‘BL’4) 코너가 따로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물론 BL을 남자가 싫어한다는 선입견을 버리고 봐야 하지만.

이원식/박형준, <몸에 좋은 남자>

만지는 여자를 모두 반하게 만든다는 진한 남성판타지의 표현하고 있다. 레진코믹스는 아래처럼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평범하다 못해 인기 없는 남자. 호상. 어느 날 그에게 일어난 사고. 사고 후 그의 몸에 생겨난 기묘한 능력! 그 능력으로 인해 여자들과 상

상도 못한 방식으로 얽히게 되는데…….! 

<도사랜드>의 이원식 작가와 <여친만>의 박형준 작가의 초대형 신작!

<몸에 좋은 남자> 1화를 보자. 화장실에 남자 몸을

만지고 싶은 여자가 있다. 남녀는 페팅(petting)5)을 거

치고 정사를 한다는 내용. 1화 자체는 정사의 필연성

이나 인과관계를 짐작하기 어렵다. 다만 일반적인 포

르노그래피(외설문학)6)이 갖는 수준 낮은 개연성에

기대고 있다. 예를 들면, 택배 남자가 알몸으로 문 앞

에선 여자와 눈이 맞아 정사를 나누는 설정 정도. 1화

중후반부는 남자 주인공의 평범한 직업과 일상, 이어

서 퇴근 후 옆집에 사는 예쁜 여자와 복도에서 만난

다. 물론 복도에서 마주친 여자와 언젠가 성(性)스러

운 행위를 할 것이 뻔하고. 1화의 이러한 독자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자극적인 설정은 독자를 ‘꾀기’ 차원에서 전개되는 일종의 ‘보여주기’ 전

술의 일환7)으로 볼 수 있다.(<그림 1>)

2화는 주인공 남자와 오랜만에 만난 고등학교 동창 여자와의 상상 성애

장면이 서비스된다. 그러나 표현 수위는 포르노그래피의 그것을 보는 착각

에 들만큼 사실적이고 섬세하다.(<그림 2>) 그리고 남자가 ‘접촉을 통해 남

녀를 불문하고 상대방에게 쾌감을 주는 ’특별한 능력을 어떻게 갖게 되는지

설명하지만, 감전으로 이러한 능력을 갖게 된 다는 설정이 다소 억지스럽

다. 전기와 능력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작가는 너무 쉽고 가

볍다. 하지만 아직 연재가 진행 중이고 또 어떤 사연을 추가할지 모르는 탓

에 어설픈 개연성으로 판단하기는 이르다.(<그림3>)

3) 여성이 여자를 좋아하거나 여성간의 성애를 말함. 레즈비언

4) Boy’s Love, 남성이 남성을 좋아하거나 남성간의 성애.

5) 남녀 사이의 성적인 애무 행위. 

6) 그럴듯하지만 인과성 없이 행위자의 애욕만을 위주로 일종의 보여주는 서비스 차원의 장면연출. - 연구자 주

7) 포르노그래피의 보여주기 행위처럼 B급 에로 비디오(영화)가 이러한 우연, 혹은 낮은 개연성으로 전개되는 스토리를 보인다. - 연구자 주

<그림 1>
이원식/박형준, <몸에 좋은 남자>, 1화 중에서 화장실에 남자 몸을 만지고 싶은 여자
가 있다. 남녀는 페팅을 거쳐 정사를 한다는 내용. 

<그림 2>
이원식/박형준, <몸에 좋은 남자>, 2화 중에서 남자는 고등학
교 동창과 섹스를 상상한다. 그러나 표현수위는 매우 강도 높
다. 심지어 체모를 묘사하는 모험을 감행(?)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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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화 옆집 여자가 감전으로 인한 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남자의 문을 두드

리지만 아무런 접촉은 없다. 남자는 감전의 원인인 허리강화 운동 보조기구

를 버리고 – 나중에 복선으로 나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는, 1화에 등장한 지

하철 여자와 접촉하게 된다. 그리고 여자의 이상한 반응의 원인에 의구심을

가진다. 하지만 특별한 정도의 성애장면 묘사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바

로 4화에 이어져서 나오는 에로틱한 장면과 설정은 독자를 잡기에 충분하다.

<몸에 좋은 남자> 그림 작가 박형준은 ‘여자를 어떻게 하면 예쁘고 섹시하

게 그릴 줄 아는 재주’를 터득한 것으로 보인다. 2화에서 보여주는 사실적 묘

사는 물론이거니와 야릇하고 아슬아슬한 남자의 로망을 잘 안다. 특히 3화와

4화는 실전을 앞둔 뜸들이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터치에서 페팅까지 수위를

낮추지만 에로틱하다. 그리고 5화에서 마음껏 성애 장면을 묘사한다.

동굴곰, <어린 그녀>

결혼과 연애, 친구와 가정문제로 소홀해진 커플이 과거를 돌아보며 다시

사랑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이야기인 <어린 그녀>. 

1화 내용은 10년째 사귀고 있는 현재의 여자와 사정 못 하는 섹스가 문제

이다. 여전히 사랑하지만 유독 성행위는 발사가 불가하다. 이 문제를 지인과

고민하고, 아련한 복선을 깔면서, 두 명의 여자와 동거하는 행복한 상황을 예

견한다. 또 다른 여자는 풋풋했던 19살 시절의 여자친구.(<그림 4>)

사정불능 환자를 소재로 한 이 웹툰은 충분한 개연성을 가진다. 많은(?)

남자들이 이러한 증상을 호소하는 것이 사실이기에 동굴곰의 설정은 나름

그럴 듯하다. 하지만 2명의 여자와 매끄러운 사랑을 나누고 동거한다는 설

정은 남성의 꿈이자 로망으로 도망친다. 그리고 이 두 여자 모두 넘치는 외

모와 성격을 갖는 것 또한 ‘전생에 나라를 구한 공덕’쯤으로 설명하기에는

우연에 가깝다. 

2화에서 가벼운 서비스 장면(topless, 란제리 등) 외에 성애 장면은 없다.

하지만 19살의 소녀의 몸으로 당시 여자 친구가 일종의 ‘시간여행’을 왔다는 설정은 다소 무리가 따른다.

3화에서도 성애 장면은 없다. 19살 전 여자 친구는 자신의 ‘시간여행자’임을 주장하고, 남자는 의심한다.

<어린 그녀>는 무료로 감상할 수 있는 1화에 진한 성애 장면을 연출하면서 독자를 유료 결재로 유인하는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4

화 이후에서도 전개상 필요한 경우 즉 충분한 개연성과 필연성에 의해서 성애 장면이 등장한다.

네온비, <나쁜 상사>

인생의 나락(호스트바)까지 떨어졌던 남자의 처절하고 더러운 복수를 다룬 <나쁜 상사>.

예고편과 프롤로그에는 작품의 중반부를 재편집하여 이야기를 요약하는 기능을 갖는다. 1화는 과거 호스트바에서 처절한 돈벌이를 하던

남자 주인공의 이야기. 충분히 진하게 묘사할 수 있는 표현 수위를 절묘한 말칸이나 롱샷으로 처리하는 노련함 혹은 자기검열(?)로 연출한

다. 호스트바 손님인 사모님들을 위한 투철한 서비스, 그리고 2차 장면이다. (<그림 5>)

<그림 3>
이원식/박형준, <몸에 좋은 남자>, 2화 중에서 남자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은 다름 아닌 감전이다. 

<그림 4>
동굴곰, <어린 그녀>, 1화 중에서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사정
까지 가지 못하는 남자의 섹스. 주변에 흔한 소재와 설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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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상사>는 서사에 입각한 성애 장면을 연출하는 노력이 엿보인다. 하지만 적절한 서비스를 잊지 않는다. 2화에서 등장하는 성애 장면

은 악역 캐릭터인 주인공의 후배의 상상을 그렸는데 이러한 묘사수위는 포르노그래피의 장면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상상이나 꿈을 그리는

데 어떠한 제한이나 수위를 두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수요자인 독자의 요구 혹은 편집자, 피디의 은근한 압력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그림 6>)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흐름을 보면 무리한 설정도 없고, 과도한 성애묘사도 삼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적절한 ‘가리기’ 전술을 사용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3화도 이러한 서비스 칸을 잊지 않는다. (<그림 7>)

네온비가 최초로 시도한 19금 웹툰 <나쁜 상사>는 그동안 보여주었던 성애만화의 전형 중 수위가 낮은 표현에 머문다. 그러나 내용과 전

달하는 강도는 실제 보여주는 수준을 넘어선다. 이것은 사실적 표현이나 묘사가 이야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기보다 적절한 표현으로도

충분히 작가의 의도를 나타낼 수 있다는 반증이다.

은야, <나인틴>

레진코믹스 편집팀에서 인터넷 화제의 여체 만화가8)로 소개한 작가 은야.

실제로 있었던 경험담을 바탕으로 작가의 손으로 옮겨진 섹시하고 풋풋한 만화라고 강조한다.

그런데 인터넷에 올라오는 이러한 익명의 경험담을 일명 ‘썰’ 이라고 부르고 이를 만화로 그린 것

을 ‘썰만화’9)로 일부에서 부르기 시작하였다.

<나인틴>은 옴니버스 형식의 단편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1화만을 분석한다. 원작인 썰 대사를 빌

리면 ‘졸라 친한 누나가 있었는데 –중략- 별 개드립, 섹드립 다하는 사이였음’으로 시작한다. 시

작부터 노골적인 성애묘사가 포함된 듯한 암시가 등장한다. 이들은 ‘옷 벗기 젠가’ 보드게임을 하

고, 남자 동생은 세 판을 내리 이긴다.(<그림 8>) 

시작은 그럴 듯 했으나, 결과는 완전 포르노다. 더 이상 언급이 필요 없다. 여체를 잘 그리는 작

가는 맞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런 놀이를 하는 옆집 누나를 둔 다는 설정 자체가 남자의 로망에

기댄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이다. 물론 개연성에 철저히 기댄 이야기가 썰이기에 이것을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은 수위

의 문제에 귀결된다.

<그림 5>
네온비, <나쁜 상사>, 1화 중에서 호스트바 손님인 사모님의
질펀한 대사가 주인공의 표정과 대조된다.

<그림 6>
네온비, <나쁜 상사>, 2화 중에서 주인공
후배(악역)의 상상 속 성애를 묘사했다.

<그림 7>
네온비, <나쁜 상사>, 3화 중에서

<그림 8>
네온비, <나쁜 상사>, 3화 중에서

8) 여자를 잘 그려서 붙은 이름으로 추정됨. - 연구자 주

9) 옛날 이야기 즉, 설(說)을 강하게 발음하여 ‘썰’이라 쓰고, ‘썰을 푼다’ 등으로 활용된다. 있을 법하지만 꾸며낸 경험담일 수도 있다. 이를 만화로 제작한 것을 썰만화라 부른다. - 연구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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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썰만화에 등장하는 여체는 매우 아름답게 묘사되는 경향을 보이고, 남자의 묘사 남체(?)는 간단하게 카툰화 시킨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는 썰만화를 즐기는 대상이 주로 남성이고 이들이 보고 싶은 것을 보여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적절하다.

개호주/도자기월드, <태양초 고추장 연구소>

변태 의학 박사 ‘고추장’ 박사와 여자 조수 ‘태양초’가 연구소에서 벌이는

에로틱 코미디.

<태양초 고추장 연구소>의 주인공 이름은 그대로 쓰기로 한다. 남녀보다

더 직관적으로 캐릭터를 해석하기 쉬우므로. 비뇨기과를 찾는 환자를 해결

해주는 내용으로, 1화만 분석한다. 권투선수인 환자는 상대가 자신의 성기

를 물어뜯어서 잘려서 없어졌다. 이에 연구팀은 오른쪽 주먹을 인조장기를

이용하여 성기로 만드는 수술을 한다. 그리고 섹스(?)도 잘하고 권투 또한

오른손에 전해지는 감촉(?)으로 인해 승승장구한다. 말도 안 돼는 내용이

다.(<그림 9>)

글 작가 개호주는 인터넷에서 다작을 하는 작가로 알려져 있다. 그의 무

궁무진한 성적 개그와 그림 작가의 완성도 떨어진 그림이 절묘하게 어울린

다. 한편 <태양초 고추장 연구소>는 우선 모자이크를 이용하여 성기를 가린

다. 이는 그려도 그다지 색스럽지 않은 그림체 탓이기도 할까? 하지만 9화

에서 머리가 성기인 설정(모자이크 안 했음)이 나오는데 이것이 방통위를

껄끄럽게 만들었지 않았나 하는 추측이 난무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머리를

모자이크 하기는 너무 넓은 면적이지 않는가? (<그림 10>)

레진코믹스 상위권을 형성하는 19금 웹툰, 성애만화의 소재는 아래 표와

같다. 자극적이고 말초적인 소재가 야한 것의 상징인 19금에 어울리고 우연

에 기대는 경향 또한 두드러진다.

백합물 팀가지 작품 <What Does the Fox Say?>은 미처 분석하지 못했다.

<그림 9>
개호주/도자기월드, <태양초 고추장 연구소>, 1화 중에서

<그림 10>
개호주/도자기월드, <태양초 고추장 연구소>, 9화 중에서 방
통위 유해매체 선정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추측을 일으켰던 머
리가 귀두인 설정.

작가 작품 소재 비고

이원식, 박형준 그림 몸에 좋은 남자 찌질남의 인생역전, 페로몬, 옆집자취녀, SM 우연

동굴곰 어린 그녀 미성년자, 집착, 권태기커플의 갈등, 결혼과 연애의 갈등 우연, 개연

네온비 나쁜 상사 연예계거물과 호스트바, 사채, 복수 개연, 필연

은야 나인틴 실제로 있었던 혹은 있을법한 야한 사연들 우연, 개연?

개호주 글, 도자기월드 그림 태양초 고추장 연구소 인체개조 희화화, 변태박사와 치녀조수, 성희롱, 음담패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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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탑툰

성인만화 선두주다. 아니 성애만화의 선봉이라는 표현이 어울린다. 인기순으로 서사장르 4개 작품과 옴니버스 3개 작품으로 구분하였으

나, 확보한 데이터만 제시한다. 심심한 사과를. 시간이 모자라서 분석하지 못했다. 이미지 또한 너무 세서(?) 매우 작게 임시로 처리한다.

(1) 서사장르

 암퇘지

글 : 향무량 / 그림 : 스파크

그녀에게 잡혀서 살아 있을 수 있는 시간은 단……. 7일! 

채팅 어플로 불륜남을 꼬드겨 유인한 뒤 납치, 감금, 강간, 살해를 일삼는 닉네임 “암퇘지” 그녀에게는 어떤 과거가…….

•소재 : 성매매, 납치, 감금, 강간, 고문, 살인

•주제 : 여자의 복수,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 

 오필리아

글/그림 : 아는여자

그녀는 그 어떤 예술 작품 속 여인보다……. 깨끗하고 순수하다!

겉보기에는 고귀하고 순수해보이지만 속은 그 누구보다도 속세에 찌든 여자와 그녀에게서 순수한 아름다움을 찾으려는 예술가 남

자의 순수하면서도 더러운 이야기.

•소재 : 치녀, 꽃뱀, 누드모델, 강간

•주제 : 돈만 보고 접근한 여자와 외모만 보고 접근한 남자, 두 인연의 비극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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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박한 년

글 : 태발 / 그림 : 돌콩

천박한 그녀에게는 결코 길지 않을 슬픈 사랑의 유통기간…….

어렸을 적 고아원에 버려지고 고아원에서 탈출하고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내던진 그녀. 살기위해 천박해진 그녀에게 어떤 구

원이 있을까 

•소재 : 아동학대, 성매매, 성상납

•주제 : 사회에 홀로 남겨져 살아남기 위해 몸을 내던진 여자의 비극적인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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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트라에게 인생은 없다

글 / 그림 : 꿀똥이

평범한 대학생에게 찾아온 다단계의 늪! 혹시……. 네트워크 마케팅 아세요?

지방에서 올라온 평범한 대학생, 친구의 권유로 시작하게 된다단계…….그녀는 그 늪에서 빠져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소재 : 다단계, 성매매

•주제 :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다단계의 유혹과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사회에 대한 불신.

(2) 옴니버스 (썰만화류)

 금관아(금지된 관계일수록 아름답다)

글 / 그림 : 블랙옥토버

누군가 보기에는 금지된 관계…….하지만 나에겐 아름다운 사랑! 금지된 관계를 소재로 한 다양한 사랑 이야기들. 

•소재 : 근친, 불륜, 패륜

•주제 :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관계에서 오는 애틋하지만 비극적인 로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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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색전기

썰만화 일상 속 야릇한 경험~ 그 핑크빛 살색의 향기에 취하다!

•소재 : 친구의 누나, 원나잇, 자취방 

•주제 :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봤을 있을 법한 야한 이야기들 

 썰만화 the original

글 / 그림 : 다수 작가 

썰만화 은밀하고 섹시한 우리들의 이야기!

•소재 : 여자친구, 원나잇, 썸

•주제 : 인터넷 혹은 술자리에서 들어본 듯한 실제로 있었을 것 같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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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이버

성인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는 작품은 잔인한 묘사로 인해 분류.

성적 묘사로 분류된 작품은 동비 작가의 <아빠를 찾습니다> 정도. 그러나 네이버 연재 당시 유두 묘사를 했다가 항의를 받고 수정되었음.

그 후로 성인 묘사는 전부 빠진 채 완결. 성인 등급을 받은 출판 단행본으로 소화함.

4) 다음

폭력성이나 소재로 인해 성인 웹툰으로 분류된 듯. 추가자료 확보 중. 

다음 성인만화는 찾아봤는데 이쪽은 성적인 묘사가 있어서 성인으로 분류된 게 아니라 

레진코믹스와 탑툰에서 모자이크나 블러 효과를 사용하여 사실적인 묘사를 피해가는 차이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레진이 작가에게 어

느 정도 재량권(?)을 주는데 반하여 탑툰은 일괄적으로 블러(blur)효과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임.

4. 비교하기

문학에서는

고대 그리스로마 신화에 대해 칼럼니스트 이계삼은 일간지 《한겨레》의 칼럼 <세상 읽기>에서 만화 《그리스로마 신화》를 언급하면서 아래

와 같이 일갈한다.

“아버지가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만나는 여자마다 건드리고 바람을 피우는, 불륜과 치정과 패륜으로 도배가 되는 이

‘하드코어’가 이렇게 ‘아동 보호’와 ‘윤리’를 생명으로 하는 어린이책 시장의 절대 강자로 등극하고 ‘국민교양도서’가 될 수 있었을까.”10)라고. 

그리스로마신화는 완전 근친상간을 기반으로 한 패륜작이다. 정말!

1785년 프랑스 사드(Sade) 후작이 바스티유 감옥에서 쓴 미완성 소설 <소돔의 120일(Les Cent Vingt Journées de Sodome)>11), 사드의

첫 번째 본격적인 작품으로 타인을 괴롭히면서 성적 쾌감을 얻는 사디즘의 기원이 된 소설을 어떻게 볼 것인가? 고문, 강간, 살인이 난무하

는 이 소설은 분명 외설인가? 과연?

1928년 영국 극작가 로렌스(Lawrence)의 작품 <채털리 부인의 사랑>, 전쟁으로 성불구자가 된 남편을 뒤로하고 산지기와 정을 통한 끝에

완전한 인간성에 눈을 뜨고 –중략- 현대문명과 일상성 속에 묻혀 버린 성의 참뜻을 추구한다? 진짜?

1955년 발표한 <롤리타(Lolita)>는 러시에서 태어난 미국의 소설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Vladimir Vladimirovich Nabokov) 작품으로 12세

소녀에게 성도착증을 보이는데 정상인가? 감옥행인가?

회화에서 성애는 에로티시즘

고야의 <옷 벗은 마야>. 이 마하 연작은 고야의 가장 널리 알려진 그림들 가운데 하나이다. 1800년에 <옷 벗은 마하>를 그렸고 1803년에

는 <옷 입은 마하>를 그렸다. 같은 여인이 똑같은 포즈로 그려져 있는 이 두 그림은 어떠한 비유나 신화적 연관성이 없는 현실의 여인을 대

상으로 한 그림으로, “서양 예술 최초의 등신대 여성 누드”로 평가받는다. <옷 벗은 마하>는 신성 모독 논란을 일으켰고 고야는 그림에 옷을

입히라는 압력을 받았다. 이에 고야는 그림에 옷을 입히는 것을 거절하고 <옷 입은 마하>를 새로 그렸다. -위키 피디아

쿠르베 <세상의 기원>, <Femme nue couchée, 1862> 등도 참조 바람.

10) 이계삼, <세상 읽기: 학원가기 싫은 날>, 한겨레, 2015.5.12

11) 사드 후작이 감옥에서 폭 12cm 작은 종이조작 들의 끝과 끝을 이어 붙여서 만든 10m의 긴 두루마리의 앞뒷면에 쓴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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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제 02 : 19금 웹툰의 실태와 시선

영화에서도

최근인 2015년 3월에 개봉한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Fifty Shades of Grey)>는 E. L. 제임스(E. L. James)의 에로 소설이지만 전 세계

여인들의 폭발적인 열광을 받았다. 남자 주인공이 가진 재산과 배경을 걷어내면 사드 후작의 아류 혹은 무라카미 류의 복제판인 SM을 소재

로 한다. 그러나 너무 멋진 장면의 연속으로 영화는 관객을 후리고 있다. 연구자 입장에서는 ‘잘 만든, 포장 잘 한 포르노’에 불과할 지도? 멋

있는! 이태리 에로 영화의 거장 틴토 브라스의 영화를 참조 바람.

5. 나가며

19금 웹툰 그리고 성애만화. 누가 찾는가? 누가 그리는가? 누가 공급하는가? 그리고 누가 이 콘텐츠에 돌을 던지는가?

우리는 영화를 즐긴다. 많은 인구 심지어 성인의 절반이 특정 영화를 보기도 하지 않는가? 그런데 이러한 1천 만 관객을 넘기는 대작부터

몇 백 만 관객이 즐기는 성인 영화도 있지 않는가? 그들이 벗고, 빨고, 천박한 대사를 날려도 성인이라는 이유로 너그러이 넘어가지 않는가? 

만화는 어떠한가? 청소년이 볼지도 모른다고 가리고 막고 혼내는 것이 다인가? 

원하는 수요가 있기에 공급이 있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생리라면, 서구 자본의 막장인 포르노와 일본의 넓고 깊은 AV문화와 H망가를

여기저기서 감상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만화가 걸핏하면 삿대질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마도 이러한 질문들은 좋은 작품으로 대접받는 기준과 각기 다른 민족과 문화가 받아들이는 문화의 차이로 봐야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냥 놔두면 알아서 흥망성쇠를 할 텐데, 무엇을 걱정하는지.

만화는 왜 이 따위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그냥 인정하면 안 되나?

연구자의 감정과 주관적 호불호가 개입된 원고를 읽어주어서 감사하고, 부끄럽다.

아래 만화라면 그래도 19금 딱지가 자랑스럽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추가한다.

이런 19금 만화라면

양영순, 《누들누드》

강성수, 《스위트홈》

도가도, 《낙장불입》

박무직, 《필링》

이유정, 《변태가 되자》

August25, 《구로막차오댕한개피》

이미영, 《기생충》

이 뿐만 이겠는가?

명확한 결론을 대신하여 ‘나가며’로 가름함을 미안해하는 동시에, 부족한 원고를 읽어 준 관련 연구자들과, 이를 묶어 인쇄하는 진흥원에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성애 만화를 그린 일본 만화가

타나카 마사시 (田中 政志)

만화 <Gon>으로 유명하지만, 신인 시절 그린 성애만화 <X-western Flash>

유이 토시키(唯 登詩樹)

1995년 소년독자를 설레게 했던 만화 <키라라(Kirara)>, 그러나 일부 모자

이크가 된 ‘성년코믹’인 19금 만화 <Misty Girl, 1990> <X2 Kakerun-ni,

1992> 그렸다. 여전히 지금도 이러한 성애 코드 작품이 주를 이루고 있지

만.

이 밖에도 훨씬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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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 웹툰의 실태와 시선 : 이원석 위원

[주요 발표]

● 발제문 참고

[주요 토론 내용]

● 연구를 위해 유료결재를 하며 작품을 보았는데 모르는 사이에 7만원이나 소요되었다. 단행본을 구입하는 것 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었다. 

● 성인만화의 경우 작가들 사이에 몇가지 룰이 존재한다. 특히 결재 방식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너무 길게 연재하지 않고, 6개월 안쪽으로 짧게 짧게

해야 수익이 높아진다고 한다. 

● 결재는 토요일 밤 저녁시간에 주로 이루어지는 추세이다. 성인만화가 남성물의 전유물로 인식되지만 여성의 결재비율도 상당히 높다. 특히 발표자료의 ‘나

쁜상사’는 별도 커뮤니티가 있을 정도이며, 여자들이 좋아하는 코드가 분명 존재한다. 

● 작품을 보기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데.이는 현금을 코인화 한 것도 좋은 전략이다. 화폐의 단위가 다르다 보니 돈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크게 들지 않는다. 레진코믹스와 탑툰이 성행할 수 있는데에는 경영진들의 치밀한 전략이 주효했다. 

● 하지만 이들이 성행하면서 양영순의 ‘누들누드’라던지 강성수, 강도하 등으로 대표되는 감성적인 성인만화들이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는 점이 우려된다. 

● 레진코믹스나 탑툰은 심의기준(?) 준수에 적극적이다. 탑툰의 경우 방통위와 긴밀한 접촉을 통해 가이드 라인을 받아서 연재를 진행하고 있다. 

● 얼마 전 레진코믹스와 관련된 사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칫 잘못하면 한순간에 사라진 성인오락실이나, 애로비디오 사업 등은 시대의 철퇴를 피해갈

수 없었다. 업계를 보다 양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주제토론 02



2015년 제4차[14회] 만화포럼

일  시 2015. 7. 10(금) ~ 11(토)(1박2일)

장  소 부산대학교 일원

참석자 만화포럼 참석위원 총 14명

- 포럼위원(7명)

: 한상정, 김병수, 김소원, 서은영, 윤기헌, 이화자, 

이용철(간사)

- 진흥원관계자(4명)

: 오재록 원장, 김충영 팀장, 심현필 대리, 심리나 주임 

- 참관인(3명)

: 최인수(만화가, 강사), 정규하(만화가, 강사),

이태구(부산대학교 디자인학과 석사과정)

만화
포럼



회의 개요

●일 시 2015. 7. 10(금) ~ 11(토)(1박2일) 

●장 소 부산대학교 일원

●참석자 만화포럼 참석위원 총 14명

- 포럼위원(7명)

: 한상정, 김병수, 김소원, 서은영, 윤기헌, 이화자, 이용철(간사)

- 진흥원관계자(4명)

: 오재록 원장, 김충영 팀장, 심현필 대리, 심리나 주임

- 참 관 인(3명)

: 최인수(만화가, 강사), 정규하(만화가, 강사), 이태구(부산대학교 디자인학과 석사과정)

●회의 내용

- 주제 발제 

•이화자 위원 : 만화에 나타난 청년 캐릭터 표상성

•이용철 간사 : 웹툰 결제 통합전상망 구축제안

•한상정 위원 : 월북 이후 정현웅의 만화관련 활동부재 원인에 대한 추론

- 논의사항 

•2015년 연구프로젝트 <한국 순정만화> 진행경과 논의

•5차 포럼개최논의

•차기(제3기) 포럼위원 구성관련 예비논의

2015년 4차[14회] 만화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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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제 01 : 만화에 나타난 청년 캐릭터 표상성 _ <비트>의 ‘이민’과 <미생>의 ‘장그래’를 중심으로

1. 들어가며

만화가가 창조해낸 캐릭터가 대중 및 감상자 들의 뇌리에 고정된 이미지로 각인되어 시대별 사회, 문화적

아이콘으로 해석될 때, 그 캐릭터를 창작한 작가들은 영광이겠거니와 만화문화를 향유하는 팬들도 함께 즐거

움을 누린다. 2014년 <미생> 열풍을 통해서 ‘장그래’라는 캐릭터가 시대적 청년 아이콘으로 대중들에게 주목

을 받았다. 또한 ‘더 할 나위 없었던(yes!)’장그래를 통해서 대중들은 깊은 공감과 위안을 받았다. 

만화에서 ‘캐릭터’는 장르화 된 만화의 스토리텔링 초반부터 마지막까지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캐릭터를 통해서 작가의 개입(작가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이 적극적으로 연

결되게 하는 장치이다.

그리고 ‘청년 캐릭터’는 어떤 사회의 현재와 미래의 성격을 담는 캐릭터이며, 만화가가 이들을 어떻게 관찰

하고 규정하느냐를 분석하면 만화 속 등장하는 청년상의 표상1)을 고찰해 볼 수가 있다. 청년 캐릭터의 정체성

혼란과 확립 과정을 통해 그들이 놓인 현실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본 글의 목적이다.

본 글에서는 우선 만화매체와 캐릭터에 대해서 고찰하고, ‘청년’의 개념과 범주를 정리해 보았다. 그리고

만화에 나타난 시대별 당대성을 지닌 청년 캐릭터 두 개를 논의한다. 두 개의 청년 캐릭터는 1990년대 <비트

>의 ‘이민’, 2010년대 <미생>의 ‘장그래’이다.2)

만화에 나타난 청년 캐릭터 표상성 
_ <비트>의 ‘이민’과 <미생>의 ‘장그래’를 중심으로 

이화자 _ 공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교수

주제발제 01

1) 표상(representation, vorstellung)'은 철학이나 인지 심리학 등의 분야에서 사용된 인식론적인 맥락의 개념이다. ‘앞에 두다, 앞에 세우다’라는

어원처럼 무언가 마음속에 떠올리는 심적인 현상과 그 구체적인 형상을 의미하는 개념. 즉 “어떤 실재를 심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재현전화(再現前

化)한 것(representation)이다. - 이효덕(2002),《표상 공간의 근대》, 소명출판, p.19. 

‘재현(再現, representation)’이라는 플라톤의 모방(mimesis)에서부터 시작된 ‘실재하는 세계의 모방’, 재생(再生)과 같이 예술적으로 ‘다시 나타

내는’의미와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미메시스의 관점에서 ‘재현’은 ‘현전(presentation)'의 의미들을 온전하게 수용하지 못한다.

2) 연구자는 대중성을 획득하면서 당대의 현실 문제를 표상하는 청년 캐릭터에 기준을 두고, 1990년대 <비트> ‘이민’과 2010년대 <미생> ‘장그래’를 분

석 캐릭터로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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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화매체와 캐릭터

만화는 서사를 창작하는 주요한 매체이며, 모든 만화 속에는 이야기를 이끄는 캐릭터의 역할이 있다. 서사만화의 측면에서 보면 만화의

핵심적 속성은 이야기의 주기성(연재성)과 동일한 주인공의 반복적 등장에 있다. 이것은 근대 만화가 대중적 인기를 얻는 중요한 요인이며,

만화 장르가 매체와 필요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비사실적 만화 캐릭터는 문자문화인 만화가 애니메이션이라는 예술 장르로 영화 매체와 접목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1914

년 윈저 맥케이(Winsor Zenis McCay, 1867-1934)가 제작한 <공룡 거티(Gertie the Dinosaur)>는 최초의 애니메이션 동물 캐릭터이다. 현대

캐릭터와 유사한 출발점이 되었던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즉 만화는 비현실적이며 비사실적인 캐릭터를 창조하는 예술 장르라고 할 수 있다. 만화 캐릭터는 반복되는 매체 활용과 커뮤니케이션 전

달 효과에 의해서 시간과 장소를 넘어 관습성과 자의성이 생겨 강력한 상징언어로서 작용한다.

시각예술인 만화는 비가시적 세계의 표현 매체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상징적 감정이입을 기호화한다. 이것은 감상자에게 모조 감정과

대리 감정을 주며, 풍자, 유머, 환상적 상징성의 의미작용으로 이끈다. 

만화매체는 비물질성을 반복하는데, 만화의 도상적 상징성이 다양한 매체 및 오브제 속으로 들어가 지표가 되고, 언어와 그림이 합쳐진 제3의 발화

체로서 역할을 한다. 만화의 비사실적 이미지는 보편화와 압축 재현성으로 강력한 아이콘이 되며, 시, 공간을 초월하여 무한성을 가지게 되기도 한다. 

그리고 만화의 복식, 배경, 캐릭터 등에서 문화 관습과 시대를 읽게 하며, 소통매체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3) 그리고 사회, 문화적 메커

니즘을 산출한다. 만화 캐릭터 안에는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어 그 이야기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이미지의 2차원적 고정이 필요했다. 그리고

만화 이미지 중에 만화 캐릭터는 이야기를 떠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도상적 상징성이 된다.4)

연구자는 만화매체 속에서 캐릭터가 대중들에게 주목될 수 있는 기능(대중성을 획득하게 되는)을 세 가지로 해석한다. 그 세 가지는 ①시

각성(이미지성, 도상성) ②연재성 ③서사성(사건성)이다.

①시각성(이미지성, 도상성)은 우선 만화는 이미지로 표현된다는 점과 생략과 변형을 통해서 그려진 전달 효과를 높인 그림 양식이며, 형

상을 단순화하여 작가의 의도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인 기능이5) 우리의 관심을 한 개념에 집중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성은 비주얼

스토리텔링의 표상성도 포함하고 있다.

②연재성은 만화는 많은 작품들이 신문, 잡지 혹은 웹 사이트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연재’로 만들어진다. 연재는 전체 큰 사건 사이에 발생

하는 작은 에피소드가 개입될 수 있어서 긴장감이 계속 유지된다. 작가는 독자에게 끊임없이 다음 회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 그

래서 혹자는 만화는 두 시간짜리 영화보다 드라마의 대본에 어울린다고도 한다.6) 이야기를 일정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들려주는 형식에서

만화는 ‘연재만화’라는 용어가 생겨났고, 연재성은 제작 및 소비 패턴에도 영향을 미친다.

③서사학에서 서사성(narrativity)은 주로 사건성으로 정의되었다. 사건성이란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변형을 일컬으며 이러한 변형의

재현이 곧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7) 만화가는 추상적(개념적) 이야기를 내러티브와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서술적 캐릭터 정체성을 구성하게 된

다. 만화 캐릭터가 추구하는 강렬한 정서적 상태나 극적 정태(情態)에 이르기 위해서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하나의 사건이

이야기의 흐름에서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해야 한다.

3) 박인하는 만화 캐릭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만화에서 독자의 눈을 사로잡는 핵심은 캐릭터이다. 대부분의 독자들이 모두 캐릭터의 형상(도상)을 최초로 인지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상업만화들이 작품의 초반부에 캐릭터의 매력을 전면에

내세운다. 독자와 캐릭터 간의 관계는 매우 직관적이고 직접적이다. 따라서 최초에 조우한 캐릭터의 선호도에 따라, 직관적으로 받아들인 칸의 그림에 만화를 수용하는 태도에 많은 변화가 따

른다. 흔히 이러한 측면에 대해 독자들은‘나는 그 만화의 그림체가 마음에 들어’라는 식으로 표현한다.” - 박인하(1997),《만화를 위한 책》, 교보문고, pp.121-122.

4) 이화자(2008), 만화의 상징성 연구: 동물 캐릭터의 의인화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요약글 

5) 이는 세부 묘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부분에 초점을 맞춰나가는 것이다. 

6) 만화책 한 권은 180페이지 기준이며, 웹툰은 한 회(주 1회 혹은 2회 연재)에 60~80개 컷으로 구성된다. 미니시리즈 드라마 60분 한 편 평균 60~80개의 신(scene)으로 구성되어 있다. 흥미

롭게도 웹툰의 60~80개의 컷은 드라마의 60~80개의 신과 거의 일치된다. 주 단위로 연재되는 웹툰을 즐겨 ‘읽는’독자는 스크롤을 내리며 자신만의 호흡으로 이를테면‘만화 드라마’를 보는 셈이

다. 만화 캐릭터들은 연속적인 스토리텔링, 즉 연재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자신의 성격을 완성해 간다. 이러한 과정으로 감상자들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만화는 영화나 애니

메이션 매체처럼 제한된 시간 안에 압축적으로 플롯을 전개해야 하는 제약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만화가는 감상자의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 이야기 전개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기도 한

다. 연재성이 독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한다는 말이다. - 장상용(2015), 만화 원작의 스토리텔링 과정에서 나타나는 발화점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24, 재정리.

7) 장상용, 앞의 논문, p.4.



227만화포럼 칸 2015

주제발제 01 : 만화에 나타난 청년 캐릭터 표상성 _ <비트>의 ‘이민’과 <미생>의 ‘장그래’를 중심으로

3. ‘청년’의 개념과 범주

‘청년’에 대한 네이버 검색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청춘(靑春), 靑 푸를 청春 봄 춘, 움직일 준

“만물(萬物)이 푸른 봄철이라는 뜻으로, ①십 대 후반(後半)에서 이십 대에 걸치는, 인생(人生)의 젊은 나이 ②또는, 그 시절(時節)” 

청년(靑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 

성년 남자 

비슷한 말 젊은이, 반대말 노인, 노년

유럽에서 ‘청년’은 자본주의 발생 무렵인 19세기, 중세 유럽의 신분 질서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대두되었다. 이는 사회경제적 구성에 의해

범주화 된 집단도, 특정한 계급이나 계층으로 소속되는 집단도 아니었다.8)

청년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는 제1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독일에서 청년단이 ‘활용’되었던 역사적 맥락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쟁에서 ‘청년’이 어떻게 국가를 위해 동원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청년기에 대한 연구는 교육학이나 발달심리학적 측면애

서 더욱 많이 논의되었다.9)

‘청춘’ 역시 ‘청년’ 처럼 젊음을 상징하지만, ‘청춘’은 보다 더 유연하고 정서적이며 낭만적인 성격을 지닌 인생의 어느 한 때로 해석하게 한다.

정하늬는 청년이 젊은이의 사회적인 표상으로, 정치, 사회와 역사의 장 내에서 진취적으로 움직이는 존재라면, 청춘은 낭만적 감상적 이

미지와 더불어 조금 더 개인적·문화적으로 움직이는 존재라고 이야기한다.10) 청년은 사회적인 측면에선 성숙해버린 어른과 대립되는 것이

며, 열정을 가진 진취적인 존재이면서 아직 성숙되지 않은 개인성을 지닌 존재라고도 할 수 있다. 

청년기에는 정체성(identity)의 개념이 약하기 때문에 사회, 문화, 정치적 분위기에 휩쓸리기 쉽고, 이 점이 청년의 특성이 되기도 한다. 청

년이 ‘청년’이라는 하나의 기표로 묶이긴 하지만 아직 고정되지 않은 정체성과 규정되지 않은 다양한 ‘차이’를 지닌 개인성들로 받아들일 수

도 있다. 그러므로 청년은 사회적·문화적으로 절대로 완성되지 못하고 늘 과정 중에 있는 어떠한 존재로서 무엇이 ‘되기’ 위한 ‘~ing(행동,

실행)’를 하는 ‘소년’과 ‘어른’사이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만화에 나타난 ‘청년’캐릭터의 청년 정체성도 사회적·문화적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다. ‘청년’은 원래 빈 기표이고 시대와 문화마다 다른

정체성을 가졌음을 생각해 본다면, 각 시대, 문화마다 다양한 정체성이 존재해왔고, 정체성을 구성하도록 하는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정체

성의 수도 그만큼 늘게 된다. 즉 다양한 체계의 수만큼 청년 캐릭터는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 

4. 캐릭터 설명 및 표상성

1) 1990년대 <비트>의 ‘이민’

1990년대 중반 《영점프》와 《영챔프》가 비슷한 시기에 창간되고 허영만은 각 잡지에 <세일즈맨>과 <비트>를 동시에 연재했다. 이전에 허

영만이 아동잡지에 연재를 해왔던 상황이어서 새로운 청년 캐릭터 등장에 처음부터 화제를 모았다. <비트>는 대체적으로 빠른 전개와 감각

8) 박철하, 신주백, 이준식(1995), 한국 청년운동사(1920-1946)의 새로운 이해를 위하여, 한국역사연구회 근현대청년운동사 연구반,《한국 근현대 청년운동사》, 풀빛, p.20.

9) 박철하, 신주백, 이준식91995), 앞의 책, p.16. 10) 정하늬(2014), 일제 말기 소설에 나타난 ‘청년’표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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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세련된 펜 터치로 대중성 있는 그림과 무협물 스토리를 써왔던 박하(글 작가)11)와의 만남이 이루어낸 걸작이라고 평가했다.

<비트>는 허영만의 분신처럼 따라 다니던 ‘이강토’ 외에 신세대(X세대)12) 캐릭터로 창작 변신에 성공한 첫 번째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13)

<비트> 이전의 작품인 <오, 한강>(1987), <카멜레온의 시>(1986), <48+1>(1994) 등에서 ‘이강토’는 어떤 장르의 작품을 발표하더라도 허영만의

이름만 들으면 특정 캐릭터(이강토)의 모습을 떠오르게 했던 시절이 있었다(허영만 = 이강토). 허영만은 <비트>를 통해서 ‘이강토’성인 캐릭

터를 벗어나 신선하고 강력한 청년 캐릭터 창작에 성공한다. 허영만이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영챔프》에 장기 연재한 <비트>에는 당대 아

웃사이더 청춘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이름은 ‘이민’이다. 1990년대 젊은이들이 겪는 고민과 방황이 주인공 ‘이민’을 통해서 작품 속에 투영

된다.

8학군에 다니던 ‘이민’이 강북고등학교로 전학 오면서 이야기는 시작되며, 내세울 것이라곤 꽃미남 같은 외모와 천부적인 파이터의 재능

밖엔 없는 이 청년은 ‘냉면처럼 가늘고 길게 살고 싶다’는 말로 자신의 소박한 꿈을 이야기 하지만, 속한 사회에서 아웃사이더 삶을 살고 있

는 현실은 음습하고 참혹하다.

<비트>에서 가족의 붕괴, 세대 간 갈등, 계층 간 갈등, 대학입시문제, 남녀 간의 애정문제, 폭력조직의 그늘 등 현실에 존재하는 많은 갈등

과 문제들을 소재로 다룬다. 1970년대 이래 한국 사회를 뒤덮은 물질 만능주의 사고, 특히 중산층의 밑도 끝도 없는 물욕, 허위의식, 천박함,

허영심, 도박심리, 한탕주의, 간교함 등을 비판적 시각으로 묘사하고 있다. 1990년대 서울 중산층의 물질적 생활수준은 눈에 띄게 나아지나,

그 내면은 더욱 황폐해지고 조잡스러워진다. 이런 세태풍자를 <비트>를 통해서 작가는 도덕적 타락의 징후를 보이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그

려낸다. 

만화 전체에서 민이를 움직이게 하는 축은 여자주인공이자 여자친구인 ‘유로미’이다. 로미는 이민과 처한 환경이 반대인 상류층에 내신

1등급 학생이지만, 모두 그 시대의 비주류 청춘들의 모습이다. 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척박한 현실 속에서 이민은 한 명의 인간으로서

자신에게 작지만 소중한 부분을 지키기 위해 크고 작은 사건마다 치열한 싸움을 해야만 한다. <비트>는 주인공인 이민과 유로미를 통해서 당

대 청춘이 사회에서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찾고 지키며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준다.

민과 로미는 고등학교 때 클럽 노예팅에서 처음 만나게 되고, 로미가 민이를 10만 원에 사며 노예의 징표로 ‘삐삐(무선호출기)’를 민이에

게 사준다.14) 민이는 자신의 속한 세계와 다른 계층에 살고 세련됨과 섹시함을 갖춘 로미에게 첫눈에 반하게 되고, 민의 첫사랑이기에 청춘

의 모든 열정을 로미에게 쏟는다. 하지만 로미는 자기 멋대로 생각하며 살고,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공부는 항상 1등을 해야 하는(S대 입학

이 인생의 목표) 이기적이면서 염세주의적인 캐릭터이다. 민이를 노예팅에서 샀던 이유도 경쟁하는 친구에게 ‘로미는 공부 안하고 남자 만나

나 보네’하고 방심하게 만들게 함이 이유였다. 그 때문에 1등급 성적에서 떨어져 비관하여 자살하는 친구(애선)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생이 전

환되는 캐릭터이다. 친구의 자살을 눈앞에서 지켜봤던 로미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되고 이후 엄청난 트라우마15)를 겪게 된다. 이민 또한 아

버지의 자살로 인한 트라우마를 안고 사는 캐릭터이다. 민이가 가출을 하게 된 계기는 경제적 극복을 위해 재혼한 어머니 때문이었다. 가출

이후 민은 소년에서 청년으로의 삶의 변화를 체험하게 된다.

<비트>에서 자신의 정체성으로부터의 갈등, 트라우마, 죄책감 등 수많은 내적, 외적 갈등이 작품 속 ‘청춘’들을 괴롭힌다. 모든 갈등과 트

라우마가 스토리의 전개와 만남의 필요성을 제공하며 강력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민과 로미는 서로의 갈등과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서로 구원의 상대로서 그리워하지만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게 되고, 갈등과 트라

우마는 해소되지 않는다. 둘 다 자신의 한계와 상처를 고민하고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단계까지만 보여준다. 감상자는 두 청년 캐릭터가 죄책

11) 박하는 <비트>, <짜장면>, <촉산객>, <건달본색> 등의 스토리를 담당하며 1990년대 출판 만화계에서 대작을 선보인 글 작가이다. 

12) <비트> 감상자 대부분도 포스트모던 세대 수용자이다. 이들은‘서태지와 아이들’ 등의 X세대 대중음악을 통해서 한국 대중문화 수용자의 변화를 이끌었던 세대이기도 하다. 이 세대는 이전 시

대의 노력의 결과를 향유하는‘신세대’로 표현되었고, 자유와 대중문화의 아이콘이 되기도 했다. 

13) 허영만은 1947년생이다. <비트>를 연재했던 나이는 47~50세이다. 불혹을 넘긴 작가가 새로운 스타일의 감각적인 그림체로 변신하고, 이전 작품보다 훨씬 스피드하고 스마트한 액션 장면

연출을 표현했다는 점이 지금 생각해도 놀랍다. 

14) ‘삐삐(numeric pager)’는 호출 전용의 소형 휴대용 수신기(통신기기)로 영어 pager란 ‘고용하인이나 심부름 소년’을 말한다. 그렇지만 이들은 호출신호를 듣고 다녀도 됨으로 사람 자체보다

호출 장치를 뜻하게 되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로미가 민이에게 사준 ‘삐삐’는 만화 전반에 두 사람을 연결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고, 민이 로미에게 사랑의 순정파임을 상징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15) 트라우마(trauma)는 일반적인 의학용어로는 ‘외상(外傷)’을 뜻하나, 심리학에서는 ‘정신적 외상’, ‘(영구적인 정신 장애를 남기는) 충격’을 말하며, 보통 후자의 경우에 한정되는 용례가 많다.

트라우마는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를 동반하는 일이 극히 많으며 이러한 이미지는 장기 기억된다 한다. 트라우마의 예로는 사고로 인한 외상이나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사고 당시와 비슷한 상

황이 되었을 때 불안해지는 것을 들 수 있다. -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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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제 01 : 만화에 나타난 청년 캐릭터 표상성 _ <비트>의 ‘이민’과 <미생>의 ‘장그래’를 중심으로

감과 트라우마를 견뎌내고 조금씩 성장은 하고 있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 긍정적인 미래를 꿈꾸기 보단 조금 더

성장한 자신을 성찰하기 정도에서 마무리한다. 

로미처럼 민이를 갈망하는 또 한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민이의 고등학교 친구 태수다. 태수는 부유층 자제로 미국 유학을 떠나기 전에 민

이에게 자신의’고급 오토바이(스즈키 RGV 250 GAMMA)’16)를 선물로 준다. 태수는 나중에 미국 유학에 실패해서 한국으로 돌아와 강남에 명

분 있는 폭력조직을 만들려고 애쓰며 성공하기를 꿈꾸는 카리스마적인 인물이며, 신세대 폭력집단의 리더로 묘사된다. 민이는 태수로 인해

조직폭력집단에서 ‘어깨’가 되어 일하기도 한다. 

만화 중반부터는 로미와 태수 둘 다 이민을 원하는 캐릭터이다. 한 명은 남자친구로서 또 한 명은 사업 파트너로서. 두 사람의 욕망의 목

표는 당연하게도 성공 사회로의 진입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대한민국 상류층으로 물질적 부와 사회적 포지션의 강화이다. 그러나 로

미와 태수 둘 다 민이 꿈꾸는 ‘냉면처럼 가늘고 길다란 삶’으로의 욕망에 부합하지 못하는 청년들이다. 민은 본능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자

신이 그런 욕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어쩌면 ‘냉면가락 같은 삶’이란 물신숭배에 관한 민이식의 거부적 표현이고, 개인으

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삶의 태도일 수도 있다.

“너 몇 등급이야?” - 로미가 민이를 처음 만났을 때 던진 질문

“열심히 벌어서 초라하지 않은 나를 보여줄게” - 민이의 독백

“서울시 5백여 학교(중, 고)에 평균 3개의 주먹서클이 있다. 즉 예비 건달이 만 오천 명 깔린 셈…” 

- 민과 태수의 고등학교 허리케인 폭력서클 선배 전갈형님의 대사

이 만화의 백미는 결론에 있다. 성인(어른)으로 성장한 이민이 청년 이민으로서 삶의 종착점을 감상자가 알게 되는데 누구도 예상하지 못

했던 결말이었기 때문이다.

이야기 마지막에서 자신의 청춘을 함께 견뎌냈던 로미 대신 일하면서 드나들던 식당 아주머니의 못생긴 딸과 결혼한다.17) 로미는 이를 모

르고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민이를 찾아왔고, 두 사람의 마지막 이별이 이 만화의 마지막 장면이다. 민이는 조직폭력

16) 1990년대 흔들리는 청춘의 아이콘이었던 이 오토바이는 ‘스즈키 RGV 250 GAMMA’ 모델이다. 당시 젊은이들의 로망이었고, 만화 속에서는‘가질 수 없는 물건에 대한 갈망’으로 상징화 되

어있다.

17) 로미가 세련되고 날씬한 미녀 캐릭터였기 때문에 민이가 결혼한 상대역은 그 반대 이미지로 그려졌다. 

<그림 > <비트> 단행본 1권(좌), 민이의 상징적 오토바이 ‘스즈키 RGV 250 GA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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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의 과거를 청산하고 단칸셋방에서 딸을 하나 낳아 기르는 가장이 되었으며, 테이프 리어카 장사를 하며 살고 있다. 그런데 딸의 이름은 ‘이

로미’, 민이는 로미에게 “네 이름을 따서 지었다. 이제 헤어질 시간”이라고 말한다. 두 사람은 밤길에서 눈물을 흘리며 완전한 작별을 고한다. 

로미 : “자식! 뭐가 그리 급해? 3년 전 나를 일생이 끝날 때까지 간직하고 의지하며 사랑하는 신 같은 존재라 했으면서.” 

민 : “신은 마음으로 섬기는 거야. 세파에 시달리며 함께 살 순 없다고 생각했어. 신을 무능한 내 옆에서 퀴퀴한 아줌마로 늙는 걸

지켜봐서야… 나…행복해 보이지? 그럼 축하해줘.” 

‘청춘’이라는 찬란하고 열정적인 시절을 어른 민이는 현실로서 단절시킨다. 민이의 현실은 계층상승을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신과 같았던

사랑의 추억을 잃지 않기 위해 로미를 포기하는 결단을 내린다. 민에게 로미는 신처럼 기능하는 존재였고, 그 신에게 믿음의 증명을 끊임없

는 열정으로서 그 관계를 지켜왔었다. 민이는 사랑하는 여자에게 어떤 존재가 되고자 열심히 노력했으며, 그 존재의 궁극점은 로미를 마주했

을 때 ‘어떤 당당함’을 얻고 싶었다. 민이는 서울대를 나오고 사회적 성공가도의 발판을 가졌지만 병약한 몸 때문에 사회라는 정글에서 떠밀

려 술로 폐인이 된 아버지를, 결국에는 자살을 맞는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에게 그 당당함이란 사회적 성공과 일치하는 것

은 아니었다. 또 자신이 속한 계층이 소위 말하는 사회적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음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

하지만 질풍노도(疾風怒濤)와 같은 청년시절을 헤쳐 나오는 과정에서 그가 확인한 것들은 사회의 부조리함과 비정함의 현실이었다. 로미

는 사랑하지만 실존이고 언젠가는 늙어갈 한 인간이다. 그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열정적으로 살았던 청년시절과 관계의 단절

을 통해, 그 시간을 자신의 기억(추억) 속에 봉인하고자 한다. 민이는 ‘신(로미)’이 오염되고 늙어가는 것을 보느니 기억 속에서 영원함을 간

직하겠다는 로맨티시스트(낭만주의자)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의 젊었던 열정을 소유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이고, 자신의 청춘의 시

간을 단절시키는 결과이기도 하다. 그 순간 이민은 이 아이러니한 결단에서 ‘청춘’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는 기성세대의 허물을 부수고 어른

이 되어갔다.

만화 단행본 2권에서 캐나다 작가 더글러스 쿠플랜드(Douglas Coupland)의 장편소설 《Generation X(1991)》가 소개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소설의 주인공들은 기성세대가 인정할 만큼 교육받았고 좋은 직장에 종사하고 있다가, 권위적인 것이 싫다는 이유로 자신의 직업을 포기

한다. 즉 생존경쟁의 대열에서 이탈하면서 자연과 함께 단순한 삶을 지향하면서 세상에 대한 야심을 버리는 것이다. 핵심은 ‘담백한 생활’이

었다.18) 민이는 학력이 낮고 가난하고 가족사적 불행을 체험한 청년이지만, 1990년대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가 허우적거리게 만든 우리사회를

뒤덮은 물질 만능주의 사고, 허위의식과 뒤틀린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소신 있게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담백하고 소박한 삶을 지향하게 되었

다. 자신이 일한만큼 정직하게 사는 소소한 행복을 아는 어른으로, 욕망을 버리고 도덕적 타락을 하지 않는 어른으로. 더글러스 쿠플랜드의

소설 《Generation X》의 주인공들처럼 말이다. 

삶에 대해서 고뇌하고 갈등을 겪지만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적절하게 절제할 줄도 아는 젊음의 우상 이민. 그를 통해서 우리는 미

처 발견하지 못했던 ‘젊음’의 또 다른 의미를 되새겨 보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서울 하늘 아래서 힘차게 고동치는(BEAT!) 이민의

숨소리를 함께 들어보자 - 《비트》(1권) 작가의 말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사랑을 할 줄 안다는 건 일종의 귀중한 능력이다. 비트의 작중 인물 중에 그런 귀중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한 명이라도 제대로 그려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 《비트》(5권) 작가의 말

18) 1991년 뉴욕에서 초판되었다. '점점 빨라져가는 문화이야기'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주인공 앤디, 댁, 클레어는 스물에서 서른 살 사이의 20대들이다. 이들은 중산층 가정에서 자라나 배울 만큼 배웠고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미국의 젊은이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출세, 가

족, 돈 등에 전혀 관심이 없고, 캘리포니아 주 팜스프링스에서 시간제 일을 하고 여가를 보내면서 지낸다. 그러는 가운데 자신들이 무척 나이가 들었다는 느낌을 받고, 모든 것을 끝냈다고 생

각한다. 이들이 생각하는 미래는 암울하고 어쩌면 원자폭탄의 섬광 속에 종말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 앤디와 그의 친구들은 아메리칸 드림에서 빠져나온 인간들로서 직업적인 성공 없이도 좋

은 친구들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1991년 이 소설이 출간되자 쿠플랜드는 일약 유명 작가가 되었고, 이 소설은 그 후 몇 년 동안 16개 언어로 번역·출판되었다. 이 책이 출간되자마자 'X세대'는 1960년대와 1970년대 서구

산업국가에서 태어난 세대를 가리키는 유행어가 되었는데, 이들의 삶은 공허함과 우울함으로 특징지어지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다. -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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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시절을 방황과 고뇌 속에서 보내면서 부모나 사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자란 이들에 대해 질투를 보내곤 했다. 때로는 그

질투가 반항으로 이어졌고 누군가 이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해 줄 수 있었으면 하고 생각했었다. 그리고 언젠가 이 길고 어두운 터

널을 지나가면 터널 저쪽 편에 있는 그들을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했다. 젊은 날의 나를 포함해 이 시대의 주 무대에서

밀려난 모든 사람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으로 <비트>를 그렸다. - 《비트》(9권) 작가의 말

‘이민’은 반항적이면서도 자기색깔이 강하고, 1990년대 후반을 살아가는 10대 청소년과 20대 청년들의 고민과 사회에 대한 반항을 적절

히 조화시킨 ‘X세대’다운 청년 캐릭터이다. 첫사랑 여자친구 ‘로미’에 대해 끝없는 그리움을 간직한 로맨티시스트이며, 타고난 파이터의 재능

을 억제하며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결말에 도달하는 캐릭터이다.

2) 2010년대 <미생>의 ‘장그래’

‘청년’이라는 존재의 발달론적 특성을 고려할 때, ‘청년’은 아직 그 속성이 고착되지 않은 존재, 만들어져가는 존재, 즉 ‘부정형(不定形)’이

자 ‘미정형(未定形)’의 존재이다.19) 만화 <미생(未生)> 역시 ‘아직 살아 있지 못한 자’의 의미로 ‘완생(完生)’이 되기 위한 청년 장그래의 사회

적 성인으로 성장과정을 보여주는 만화이다. 청년기는 장래 사회의 체제 안정과 유지를 위해 필요한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로, 장그래

역시 사회적 지각의 변화를 포용하면서 발전하게 된다.

<미생>은 윤태호가 다음의 <만화 속 세상>에 연재한 만화(웹툰)이다(2012~2013). 바둑을 소재로 다룬 작품으로, 바둑이 갖고 있는 특성을

절묘하게 직장인의 삶에 빗대어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 각 화 앞에는 제1회 잉씨 배 결승 5번기(조훈현 : 녜웨이핑) 제5국의 기보가 나온

다. 각 화마다 한 수씩 진행되며, 각 화도 수의 진행을 따라 ‘제145수’ 따위로 불린다. 초반에는 만화의 내용이 바둑의 진행 상황과 절묘하게

어울리며 화제가 되었다. 예를 들어, 65수는 상변 백에 큰 타격을 입히는 수인데, ‘65수’는 장그래에 의해 박 과장의 배임 행위가 발각되는

내용이다. <미생> 연재 중에는 18수부터 ‘허허허’라는 누리꾼이 계속해서 기보를 해설하면서 화제가 되었고, 윤태호 작가는 후기에서 따로 감

사를 표시했다. 단행본에서는 박치문 기자가 기보를 해설하고 있다.20)

<미생>에서 ‘청년’은 ‘대학, 입학 및 졸업, 취업, 결혼 등의 인생의 과제 수행이 진행되는 집단으로 교육의 종료 이후 경제적·사회적 자립

이 시작되는 시기의 세대’를 범주로 하고 있다. 앞서 3장 ‘청년의 개념과 범주’에서 살펴보았던 네이버 검색 사전에서의 청년의 나이 때보다

연령층이 높아졌다. 이렇게 ‘청년’의 소재 범주 및 연령층이 달라진 이유 중 하나는 2000년대 이후 청년 관련 담론은 무엇보다도 경제적 어

려움(=경제적 담론과 직결)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00년대 이후 청년세대는 ‘88만 원 세대’, ‘삼포 세대’ ‘이태백 세대’등으로

불리며 기성세대와의 불평등한 경쟁에 패배한 루저 취급을 받기도 한다. 또한 ‘스펙(spec)’ 같은 단어가 일상화 되는 청년세대 간의 과도한

경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세대이기도 하다. 

<미생>은 열한 살에 한국기원 연구생으로 들어가 프로 기사만을 목표로 살아가던 청년 장그래가 입단에 실패하고, ‘회사’라는 전혀 새로운

세계에 들어서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작가는 다양한 업무가 숨 돌릴 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종합상사의 낙하산 인턴 사원으로 장그래를

배치한다. 장그래를 포함한 장백기, 안영이, 한석율 등의 청년 캐릭터가 등장하고, 원 인터내셔널에 2개월 인턴으로 입사해 정규직이 되기 위

해 입사시험을 준비하는 에피소드부터 청년고용 불안정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정규직 전환율이 매우 낮아(23수) 인턴들이 불안해 하는 모습

이 자주 묘사된다(23수, 26수, 28수).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고용 상태이지만 잠재적으로는 실업 상태에 직면해 있는 것과 같다. <미생>의 장

그래가 만화 전반에 업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뒤 정규직 전환에 실패하는 에피소드들이 청년들이 직면한 고용 불안

정이란 문제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미생>은 조직(사회생활)과 일상의 소시민적 삶의 다양한 인터페이스(Interface)를 다양하게 잘 구성·배치했다고 할 수 있다. 비정규직을

포함한 신자유주의 시대 무한경쟁 속 한국 직장인의 삶의 애환을 묘사하는 데 성공하여, 감상자들은 이 만화를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고, ‘나

만 힘든 게 아니구나’라고 위로받았고 주인공 장그래에게는 물론 스스로에게도 응원을 보냈었다.

19) 정하늬(2014), 앞의 논문, p.16. 20) https://ko.wikipedia.org/wiki/ 만화 미생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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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에서는 자본주의의 실체, 기계적 삶, 인간성 말살, 가족의 붕괴(형성의 불투명) 등의 현 한국사회에 대한 거시적인 비판주제의식이

녹아 있으며, 또 한편 장그래가 갖추지 못한 자격들로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선입견이나 편견들의 문제들도 미시적으로 묘사되어 있

다.21) 이러한 미시적인 문제들은 장그래의 시점으로 내러티브를 전개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심리상태를 읽을 수 있게 하였다. 장그래의 경험,

능력 부족으로 오는 소외감, 심리적 위축, 방황, 자격지심, 조직 부적응, 경제적 어려움 등의 심적 상태를 개인적 내레이션으로 감상자에게

만화 전반에 거쳐 직접 전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그래의 성장의 한계와 그 극복 가능성 그리고 삶의 전환점(혹은 기회들)들을 독자와 함

께 공유하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 <미생>은 이미 ‘애어른’ 같은 의기소침하고 열등감에 고개를 푹 숙였던 장그래가 점차 미래를 향해 고

개를 들게 되는 과정이랄까.

<미생>에서 인생을 바둑에 비유하고, 청년 장그래가 마치 바둑기사처럼 사건을 해결해야 할 어떤 상황에 따라 바둑의 한 수, 한 수를 대비

시켰던 점이야말로 재미의 묘수였던 것 같다. 이렇게 캐릭터 이야기란 인간 삶의 여러 ‘경우의 수’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삶에 관한 수많은 경우의 수를 픽션과 논픽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이야기 만들기라고 할 수 있다.22) 이 세상의 수많은 ‘경우의 수’ 속

에서 인간적 ‘삶의 의미’를 포착하여 ‘삶의 재미’를 찾아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이야기 속에 있어야 하며, 모든 이야기 속으

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구심력이기도 하다.

이승연(2013)은 청년 세대의 내외적 연대의 가치 조명에 대해 언급하며, 청년 세대 간의 경쟁 또는 협업을 통한 관계가 그들이 직면한 문

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지적하고 재현한다고 논의한다.23) 개인의 노력과 함께 다른 청년 캐릭터들

의 도움을 한 청년세대 구성원 간의 연대를 재현함으로써 문제 해결 과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장그래는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격증은 컴퓨터 활용능력 2급밖에 없으며, 전공 지식과 실무 경험이 전혀 없는 회사에 낙하

산 인턴으로 입사해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문제들과 직면한다(2수, 5수). 어려울 때마다 장백기의 전공 지식 공유 도움을 받기도 하고

(38수, 57수), 안영미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위로와 조언을 받기도 한다(42수, 57수). 반대로 장그래는 장백기에게 업무에 대한 동기부

여와 애사심을 심어주기도 하고(75수, 89수), 안영이가 조직 문화에 적응하지 못해 방황하거나 사업 아이템 선정에서 부장과의 의견 충돌로

성차별적인 모욕을 받았을 때(108수, 114수) 위로를 해주고 극복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준다(115수, 116수). 이를 통해서 성별이나 능력의 개인

차를 떠나서 동료, 청년세대로서 서로 연대하고 문제 해결의 노력을 함께 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도 앞에서 언급했듯이, 인턴 30명이 1~2개의 정규직 자리를 두고 입사 PT를 하는 등 청년 간의 경쟁 과열로 불화가 묘사되는 부분도 있다. 특

히 팀별 PT 이후 개별 PT에서는 팀별 과제 파트너에게 팔고 싶은 물건과 이유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구매의사를 결정을 해야 하는데, 서로의 물건에

이의를 제기하고 구매하지 않겠다는 등의 상대방을 이겨 경쟁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모습도 있었다(31수). 이때 장그래는 상대 파트너였던 한상율과 함

께 한상율이 제시한 물건 중 하나는 구매하고(현장수첩) 또 다른 하나(천)는 함께 팔고 싶다고 재치 있게 제의함으로써 ‘주제에 속지 않고 합심하는 모

습을 보인’장면으로 궁극적인 청년 연대를 위한 장그래의 마음가짐을 표현한다. 검정고시 출신 고졸에 취미도 특기도 없지만 진지함과 통찰력, 따뜻함

을 지닌 청년 장그래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여는 장면이기도 하다. 한상율과는 팀별 과제를 준비하면서 입장 차이로 서로 말다툼과 주먹질

도 하지만 개인 PT를 통해서 진정으로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심을 획득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25수). 

<미생>에서는 청년 장그래의 사회적 성장을 돕기 위한다양한 멘토가 등장한다. 다른 만화에 비해서 장년층의 기성세대의 역할이 두드러

지는 만화가 <미생>이기도 하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신입인턴사원 장그래의 멘토는 회사 상사들과 바둑 기원의 사수이다. 오상식 차장,

김동식 대리, 천관웅 과장, 선영 차장, 김선주 부장, 요르단 대사, 장백기의 사수 등이 그러하다. 

예를 들어, 김 대리는 회사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회사가 공유하는 포맷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일하는 장그래를 혼내기도 하지만, 그가

오 차장에게 업무 미숙으로 혼이 날 때는 그를 감싸주거나 업무에 대한 전공 지식을 익힐 수 있도록 정보와 기회를 제공한다(11수, 57수). 바

둑 기원의 사수도 종종 등장해서 백기의 솔직한 의견도 이성적으로 존중해주며 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작은 일이더라도 올곧은 안목을 키울

21) 근대 철학자 베이컨(F.Bacon)은 인간의 사상이나 관념이 편견을 떨쳐 버리기 어렵다는 견해를 《우상론》에서 펼치고 있다. 베이컨에 의하면 인간 정신에는 여러 가지 편견이 도사리고 있어서

객관적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베이컨은 그 편견을 우상(idola)이라고 불렀다. 그가 주장하는 우상은 모두 네 가지인데, 그 중에서 ‘동굴의 우상’이란 ‘개인의 기질, 교육,

독서 내용 그리고 그가 숭배하는 인물의 영향 등으로부터 유래하는 편견’을 말한다. 우리 개개인은 이 세계의 어떤 대상을 파악하는 데 가로막거나 왜곡하는 각자의 동굴 속에 살고 있는 것이

다. 이런 점에서 일상생활은 편견과 선입견의 세계인 셈이다.

22) 김용석(2002),《깊이와 넓이 4막 16장》, 휴머니스트, pp.78-79, 재구성 23) 이승연(2013), 웹툰이 재현하는 청년세대와 청년문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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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조언을 하는 멘토이다(38수, 39수, 40수). 그리고 <미생>에서 오상식 차장이 장그래 뿐만 아니라, 자기 보신에 급급한 이 시대에

‘사람’을 책임지는 제대로 된 어른의 대명사가 된다. 이런 멋진 멘토들의 존재 덕분에 감상자는 청춘의 고민에 동조하는 동시에 멘토들이 제

시하는 길을 통해 위로와 희망을 얻어 더욱 만화에 매료되는 것이다. 어쩌면 <미생>의 재미는 청춘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런 청춘을 제대로

된 길로 인도하는 ‘멘토’의 존재가 있어서 일지도 모른다.

장그래와 반대로 청년 캐릭터 중 한석율은 자신에게 모든 업무와 책임을 미루는 상사를 만나 기성세대와 대립하는 캐릭터이기도 하다(100

수, 101수, 102수).

‘바둑판 위에 의미 없는 돌은 없다’

<미생> 에피소드 중 나왔던 대사인데, 청년세대는 기성세대에게 있어 일방적으로 의지해야만 하는 존재도 아니고 더욱이 연민이나 동정

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 <미생>에서는 같은 시대를 사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청년세대처럼 세대 간의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서로 간의 도

움이 협력이 될 수 있도록 일을 도모해야 함을 ‘장그래와 오상식’을 통해서 대변하고 있다. 장그래와 오상식은 몸담았던 회사를 떠나 새로운

조직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결론을 마무리한다. 청년 장그래의 사회진입은 시작은 나약했지만 점점 외유내강(外柔內剛)형으로 성장함으로

써 어떤 식으로든 이 사회구조에 잘 안착할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성이 자리 잡기 힘든 구조적 이유를 담고 있으며, 인간성이 자본 권력의 아래 놓여 있고 그로 인해 ‘인간’으로

존중받기 힘든 구조가 현시대이다. <미생>에서는 청년 장그래를 통해서 자본주의 사회와 신자유경제주의 체제 안에서의 인간의 평등 또는

존엄성에 대해 해석을 하고 있다. 인류의 전체가 아이와 청년이라는 인생의 과도기를 넘어오며, 인간의 삶은 연속적이다. 인생 전환의 시기

에도 돌아서 가는 시간과 그 시간 속의 삶이 존재한다. 청년들이 장그래처럼 불완전, 불공정, 불합리 등으로 인해서 불안감으로 점철된 과정

을 겪는 과장들을 축소시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일 것이다.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현재를 잘 구성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후 문명의 성

격과 삶의 질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5. <비트>와 <미생>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

내 용 설 명

1. 시대 별 당대성을 지닌 청년 표상을 구축 본문 기술 내용

2. 우리를 둘러싼 현실을 직시함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성찰하게 했다는 점

이민, 장그래 모두 아버지의 부재, 가족의 해체 등으로 ‘브로맨스(bromance,

남자와 남자 간의 친밀한 관계 혹은 애뜻한 감정을 뜻함)' 장치가 있다.

3. 브로맨스 장치
<미생>에서 ‘상사와 부하직원’의 패턴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패턴도 찾을 수 있다.

오상식 차장은 장그래라는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들’ 캐릭터에 대해 포용적, 보호적

‘아버지’ 역할을 한다.

민이는 친구 환규와 태수와의 의리를 매우 중요시하고, 형제 같은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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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

6. 나가는 글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만화에 나타난 청년 캐릭터의 표상을 통해 당대 청년이 처한 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의미를 지니는 존재

들이었는지 파악해 보았다. 또한 이러한 논의를 통해 시대 별 ‘청년 캐릭터’를 구성하고 있었던 공통점과 차이점도 간단하게 기술해 보았다.

앞으로도 만화 속 청년 캐릭터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감상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청춘’, ‘청년’이란 주제와 정체성을 소재로 작업하는 만화가들은 다수 있다. 예를 들어 강도하는 ‘청춘 삼부작’이라는 주제를 붙여 그 연작

시리즈로 20대의 <위대한 캣츠비>(2004), 30대의 <로맨스 킬러>(2006), 10대의 <큐브릭>(2007)을 웹툰으로 제작한 바 있다. 하지만 성적 트

라우마의 소재 및 그로테스크한 연출로 인해 마니아층은 확보하고 있으나 대중성은 약하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두 청년 캐릭터를 통해서 ‘청년’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도출되기도 하고. 현실적인 공감대를 얻어 문화적으로도 향

유가 된다. 두 캐릭터를 통해서 당대의 사람들은 혹은 이 시대의 우리사회는 무엇을 고민하고, 지향하는가에 대한 질문들과 답들을 모색해

보기도 하였다. 만화에 나타난 청년 캐릭터의 분석은 현재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현재성의 틀로서의 가능성도 제기할 수 있겠다. 만화 캐릭

터가 픽션의 삶을 연결하는 것만이 아닌 논픽션의 삶을 기반으로 하고도 있고, 이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하고 있다는 자료가 될 수도 있다.

이승연은 웹툰은 일부 주류 미디어가 재현하듯이 청년세대와 청년문제를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

24) 이승연(2013), 앞의 논문, p.3.

내 용 설 명

오늘날 젊은이들은 하이퍼스타(Hyperstar) 같은 영웅을 원한다.

4. 하이퍼스타(Hyperstar) 같은 높은 곳에서 빛을 발하는 별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적 삶에 스며들고 동화되는 능력을 지닌

영웅성(대중성) 영웅을 원한다. 슈퍼스타 같은 영웅의 타자성은 수직적 격리와 추앙에 있지만,

하이퍼스타 같은 영웅의 타자성은 수평적 침투와 동화에 있다. 

만화 캐릭터의 힘, 캐릭터 스토리텔링이 성공한 만화원작은 영화화나 드라마화가 된다.

5. 만화 원작 OSMU
만화 <비트>는 1997년 김성수 감독에 의해 정우성, 고소영 주연으로 영화화되었고,

만화 <미생>은 김원석 프로듀서에 의해 2014년 10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tvN에서

금토 드라마로 제작되어 방영되었다. 

내 용 설 명

1. 시대 별 청년상의 변화 <비트>는 사회 부조리에 대한 이야기라면, <미생>은 사회 불균형에 대한 이야기이다.

2. 매체 차이
<비트>는 잡지 연재만화이며, <미생>은 포털(웹툰) 연재 만화이다.

그리고 아날로그 제작과 디지털 제작의 차이가 있다.

3. 장르, 소재의 차이 <비트>는 학원물&로맨스 장르이며, <미생>은 전문&일상 장르이다.

4. 멘토의 등장
<비트>에서는 이민을 이끌어주는 멘토가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생>에서는 다양한 멘토가 등장한다. 장그래의 멘토는 회사 상사들과 바둑 기원의 사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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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원인과 양상을 거론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논의하고 있다.24) 청년세대와 그들의 문제를 재현하는 방식에 있어 웹툰이 주

류 미디어와 뚜렷이 구분되는 뉴미디어적 특징을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웹툰은 이러한 현실적이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청년 캐

릭터’를 독자들과 호흡하기에 용이한 매체이며, 모바일 플랫폼의 활성화로 앞으로 더 기대되는 장르이기도 하다. 

20세기부터 문화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소수의 귀족이나 부르주아지가 아니라 다수의 대중이 사람답게 문화를 누려 본 대중문화의 시대

이다. 현실의 삶 속에서 공감대 형성을 충족할 수 있는 대중성을 획득한 다양한 만화 캐릭터들의 등장을 더욱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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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에 나타난 청년 캐릭터 표상성 : 이화자 위원

[주요 발표]

● 발제문 참고

[주요 토론 내용]

● 왜 작품선정이 <비트>이고, <미생>인지 설명이 필요하다.

● 시대별로 사회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캐릭터이다. 하나는 90년대, 다른 하나는 2000년대를 대표한다 할 수 있다. 강도하의 로맨스 3부작이 대표적이지

만 대중성을 다루지 못했다. 때문에 ‘장그래’, ‘이민’을 담고 싶었다. ‘이민’은 80~90년대 정체성을 그대로 떠 안고 있고, 2000년대는 장그래를 기점으로

‘경제적 기준’을 적용하여 청년을 구분할 수 있는 상징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선정했다. 

● 청년의 개념이 10~20대 후반이지만 남자에 국한되어 있다. 때문에 서론에 이 부분이 언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두 작품은 현실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데에 대한 전제가 필요하다. 

● 왜 두 작품인지를 설명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 시대와의 연계점 보다는 캐릭터의 비교연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특성이 있다는 식 보다는 표상을 바탕으로 시대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다고 정리

하는 것도 좋을 듯 하다. 

● 두 작품의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윤태호의 <야후>와도 비교가 필요할 것 같다. 

● 비교에 대한 포인트가 필요하다. <비트>의 글 작가인 박하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 남자로 대표되는 ‘청년’에 대한 반댓말은 무엇이 있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좀 더 고민하여 발제문을 정리토록 하겠다.

주제토론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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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최근 1~2년 사이 웹툰의 유료결제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만화산업의 형태에 질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2013년 카카오 페이지가 웹툰의 유료화를 공격적으로 시도했고, 네이버도 연재가 완료된 웹툰을 네이

버 북스를 통해 유료로 판매하기 시작했다. 네이버에서는 주호민의 <신과 함께>가 2013년 1~2월 두 달 만에

3천 5백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발표했다. 2013년 6월에 시작한 레진코믹스가 유료 서비스 사례는 더욱 고

무적이다. 레진코믹스는 네온비의 <나쁜 상사> 한 작품으로 2억 8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발표해 큰 관심

을 모았다. 

그러나 이러한 웹툰의 판매 정보가 회사에서 발표하는 특출한 사례 외에는 전반적으로 공개되는 정보가

없어 웹툰의 산업적 효과를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어떤 상품의 제작자와 유통업자, 소비자는 모두 그 상품

의 판매 결과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그 산업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다. 어떤 웹툰이 얼마나 판

매가 되었는지는 업계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중요한 정보이다. 

웹툰의 판매 정보가 불명확한 것과는 달리 영화 분야에선 입장권의 판매 정보가 실시간으로 집계되어 영

화의 이용 형태, 박스오피스, 전체 매출액 등이 상세하게 공개되어 영화산업 발전의 중요한 인프라로 자리 잡

고 있다. 2004년부터 시작한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은 현재 영화관의 99%이상이 가입하고 있으며 영

화진흥위원회의 감독 하에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웹툰의 판매 정보 역시도 영화와 같은 형태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어떤 웹툰을 보기 위해 이용자가

결제하는 순간 그 웹툰을 제공하는 회사엔 바로 그 판매 정보가 입력된다. 웹툰 몇 화를 얼마의 금액(또는 코

인)으로 구입했는지 바로 알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유료 웹툰을 제공하는 회사에서는 이 정보를 작가에게 주

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작가의 작품에 한해 매일 또는 하루 몇 번에 걸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

성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웹툰의 결제 정보는 관계자들에게는 공개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별 정보들이

웹툰 결제 통합
전산망 구축 제안

이용철 _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본부장

주제발제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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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합된다면 그것이 웹툰 유료 결제의 통합 전산망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웹툰은 현재 한국만화의 미래를 밝게 비추는 자랑스러운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그 공로에는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역할이

크다. 그러나 웹툰의 성장 이면에는 아쉬운 점도 컸다. 웹툰이 무료 콘텐츠이기 때문에 수익이 불투명했고 대다수 웹툰 작가들은 열악한 원

고료를 받으며 불안정한 창작활동을 이어가야 했다. 또한 웹툰과 관련하여 포털에서 공개하고 있는 정보도 폐쇄적이다. 어떤 웹툰의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경제적 효과는 어떻게 산출되는지 공개된 것이 없다. 물론 포털 사이트 측에서는 공개하기 힘든 기업비밀이라고 판단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만화업계 종사자들이 웹툰 산업을 명확히 이해할 수 없게 만들었다. 

지금이 이러한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적기라고 보인다. 사이트의 이용자 정보와 달리 현금 흐름에 대한 정보는 국가 세무와 관련하여

공개해야 하는 정보이다. 유료 결제 이용이 크게 증가 하고 있는 지금, 웹툰의 결제 내용을 자동 집계하는 통합 전산망을 통해 투명한 산업

정보를 구축할 수 있는 시점인 것이다. 

2. 유료 웹툰 현황

세종대학교 융합콘텐츠연구소에서 발표한 <웹툰 산업 현황 및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4년 웹툰의 플랫폼 수는 총 27개이며 게재 작품 수

는 2,240개이다. 그리고 이 중 유료 웹툰 수는 모두 748개이다.1)

전체 웹툰 중 유료 웹툰의 비율은 34%로 높지 않다. 그러나 이는 플랫폼 별로 큰 차이가 있다. 네이버의 경우 유료 웹툰의 비율은 15%, 다

음은 26%, 레진코믹스는 84%이고 탑툰의 경우엔 129%이다.3) 비율로 보면 포털 사는 웹툰 전문사에 비해 유료 웹툰 정책에 있어 아직 소극

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1) 세종대학교 융합콘텐츠연구소(2015), <웹툰 산업 현황 및 실태 조사>, 73p, 이 논문의 자료를 인용하되, 웹툰 플랫폼 중 해외 플랫폼인 타파스틱은 수량에서 제외하였다. 원래 실렸던 표는 별

도로 첨부하였다. 

2) <표 1>은 위 논문의 표를 인용하여 유료 서비스를 하는 플랫폼의 작품 수만 별도로 정리하였다. 

3) 탑툰의 경우엔 보고서의 수량에 오기가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탑툰도 높은 유료 비율을 갖고 있어 글의 맥락엔 별 문제가 없다. 

<표 1> 유료 플랫폼별 작품 유료 작품 수2)

플랫폼 전체 작품
유료화 작품 수

미리 보기 부분 유료 전체 유료 유료 총합

포털
네이버 507 15 2 55 72

다음 카카오 554 0 30 111 141

통신사 올레 웹툰 72 0 0 12 12

레진코믹스 287 98 5 137 240

코미코 56 0 0 51 51

웹툰 프라이데이 코믹스 20 0 0 17 17

전문 티테일 33 8 1 3 12

탑툰 158 49 14 140 203

합계 1,687 170 52 526 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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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웹툰 산업 시장 규모 산정

<웹툰 산업 현황 및 실태 조사> 에서는 2014년 웹툰 산업 시장 규모가 1,718억 원이라고 추산하고 있다.(<표 2> 참조). 이중 작가 원고료 등

제작 시장이 1,083억 원, 플랫폼 등에서 얻은 수익이 589억 원, 에이전시 수익이 49억 원이다. 플랫폼에서 얻은 수익은 광고 수익, 유료 콘텐

츠 이용수익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 중 유료 콘텐츠 이용수익은 총 112억 원으로 레진코믹스 24억 원, 탑툰 76억 원, 네이버 4억 원, 다음

카카오 8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출 근거는 신문기사를 참조했다고 되어 있다.4)

위 결과를 보았을 때 플랫폼의 총 수익 589억 원 중 유료 콘텐츠의 이용 수익 비율은 19%로 웹툰 산업은 아직 무료 웹툰을 바탕으로 한

포털 플랫폼의 광고시장이 주류라고 보인다. 연구서의 한계로 보이는 것은 유료 콘텐츠의 이용 수익 산출근거가 신문기사를 참조했다는 것

이어서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4) 앞의 논문. 77p 

<표 2> 2014년 웹툰 산업 시장 규모 산정

구분 수익 항목 규모(억 원) 근거/추정기준

원고료
536.38 웹툰 수/등급별 작가비율 ✽평균 원고료

78.4 유료 콘텐츠 판매수익

웹툰작가
수익 쉐어 광고료 84 동일

제작시장
광고 웹툰 원고료 31.2 브랜드 웹툰 평균원고료 650만 원 x 40개 x 12회 (전문가인터뷰 참조)

PPL 사용료 31.2 광고 웹툰 웹고료 100% 규모 추정(전문가 인터뷰 참조)

2차 저작권 라이센싱 수익 53.63 원고료의 10% 규모 추정 (전문가인터뷰 참조)

보조작가
인건비 수익 268.19 원고료의 50% 규모 추정 (전문가인터뷰 참조)

소계 1.083

광고수익 405
네이버 웹툰 광고 소개서 및 전자신문

(22억 5천 만 건 기준,1회 노출 당 1.5원 기준)

플랫폼
브랜드 웹툰 광고 수익 48 전문가인터뷰 참조 회당 약 1,000만 원 x 40편 x 12회

PPL 수익 24 광고 웹툰의 50%

유료 콘텐츠 이용수익 112 신문기사 참조 레진 24억/ 탑툰 76억/ 네이버 4억/ 다음카카오 8억

소계 589

에이전시
저작권 관리 수수료 46.77 원고료 제외, 작가 수익의 10% (전문가인터뷰 참조)

소계 46.77

합 계 1,718.77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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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 운영 현황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은 대한민국 영화관의 입장권 발권 정보를 전산으로 실시간 처리 및 집계하는 시스템으로 투명하고 정확한 한

국영화산업의 통계 자료를 확보하여 한국영화시장의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004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전산망에 가입되

어 있는 영화관 가입률은 2005년에는 78%였으나 현재는 99%이상이다. 운영 주체는 영화진흥위원회이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영화 상영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의 운영 및 가입 의무’에 관련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5) 이를 보면 영화 상영관 경영자는

해당 영화 상영관의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을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전송하도록 되어 있다. 영화

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의 구조도는 아래와 같다. 

영화관에서 발권된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전산망 사업자 시스템으로 전송되며, 전송 처리된 데이터는 송신 모듈을 통해 통합 센터로 실시

간 전송 처리가 되는 방식이다. 영화관 발권 시스템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렇게 취합된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통합 전산

망에서는 상영 영화 별로 매출액, 관객 수, 스크린 수, 상영 횟수 등의 누계가 가능해진다. 어떤 영화의 관람객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알 수 있

는 영화의 박스오피스는 통합 전산망의 데이터를 가지고 작성되는 것이다. 

<그림 2>에서 보듯이 일별 박스오피스는 매출액을 따라 순위가 매겨지고 있다. 그림에서 박스오피스 1위는 <터미네이터 제니시스>로 일일

매출액 26억 원이 기록되어 있다. 2위는 <연평해전>, 3위는 <극비수사>, 4위는 <쥐라기 월드>로 해당 영화들의 매출액, 누적 매출액, 관객 수,

누적 관객 수 등을 한 눈에 비교해서 볼 수 있다. 해당 일에 영화는 총 79위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최하위권 작품 중에는 관람수입이 10,000

원 미만의 작품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림 1>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 구조도

<그림 2> 2015년 7월 6일자 박스 오피스 부분

(※ 참고.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 www.kobis.or.kr )

(※ 참고.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 www.kobis.or.kr )

5) 관련 법률 조항 별첨



241만화포럼 칸 2015

주제발제 02 : 웹툰 결제 통합 전산망 구축 제안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영화 분야에서는 연간 총 관객 수와 매출액, 박스오피스 등이 추산되어 영화산업의 주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며

영화 관람객들에게 중요한 정보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5. 유료 웹툰 사이트의 결제 정보 사례

현재 유료 웹툰 사이트에 연재하고 있는 작가는 해당 사이트로부터 자신의 작품이 하루에 얼마나 결제되었는지를 바로 다음 날 또는 일일

몇 차례에 걸쳐 알 수 있다. 회사에서 작가에게 제공하고 있는 웹페이지 계정으로 들어가면 자신의 작품을 몇 명이 보고 얼마의 금액(몇 개

의 코인)으로 결제했는지가 나와 있다. 이 데이터는 일별, 월별 누계로 제공된다. 매출액에서 회사와 작가가 정해진 비율을 나누어 가지는 것

이니 작가 입장에서는 대단히 민감하고 흥미로운 정보인 것이다. 만약 이 정보들이 모두 실시간으로 한 곳에 취합된다면 어떨까. 이것이 바

로 웹툰 결제 통합 전산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전체 웹툰 중에서 일별 월별 어떤 작품이 가장 많은 매출을 올렸고, 이용

자는 몇 명이나 됐는지, 전체 웹툰의 매출액은 얼마인지 한 눈에 알 수 있을 것이다. 

6. 웹툰 결제 통합 전산망 구축 방안

1) 소요 예산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 시스템은 2004년 구축되었는데 약 18억 원이 소요됐다. 그리고 구축한 이후엔 해마다 통합 전산망 유지·개

선, 운영 비용이 소요되는데, 올해 관련 예산은 9억 원이 책정되어 있다. 웹툰 결제 통합 전산망의 구축과 운영도 이와 비슷한 규모의 비용이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금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만화 관련 예산이 94억 원임을 고려할 때 웹툰 결제 통합 전산망의 구축 운영은 가능하다

고 보인다. 영화와 차이점이 있는 것은 웹툰 사이트는 영화관처럼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작품 수는 훨씬 많다는 점이다.

2) 관련 업계 공청회 

웹툰 결제 통합 전산망 구축은 모든 만화 분야 종사자에게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화창작자, 업계 종사자, 만화단체,

만화학계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공청회가 열려야 한다. 

3) 법률 근거 마련

웹툰 결제 통합 전산망이 효력이 있으려면 관련 업체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선 현재의 만화진흥법을 개정하여 ‘웹

툰 결제 통합 전산망의 운영 및 가입 의무’ 조항을 넣어야 한다. 

4) 운영 주체

운영 주체는 관련 기관으로서 장기적으로 이 일을 책임 질 수 있어야 한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해당된다. 

5) 운영 시기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률을 개정하는 준비시기가 1~2년은 걸릴 것이라고 본다. 빠르면 2017년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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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 범위 

이 사업은 유료 웹툰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이유는 결제과정을 통해 정보를 전송받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웹툰으로 분류되는 작품

은 아니나 전송을 통해 결제가 되는 만화는 이 통합 전산망의 사업 범위에 포함한다. (예 : 스캔 만화)

추가로 고려해봐야 하는 영역은 온라인 서점을 통해 만화 단행본이 구입되는 것도 이 정보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냐는 점이다. 콘텐츠

이용을 통한 결제는 아니지만 만화산업의 기초 데이터를 구축한다는 점에선 필요한 범위라고 보인다. 

7. 웹툰 결제 통합 전산망의 사업 기대효과

1) 만화산업의 규모 파악

웹툰 결제 통합 전산망은 한국 만화산업의 규모를 실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다. 만화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적

요소로 활용된다. 

2) 웹툰 업계 투자 활성화

웹툰에 대해 각각의 매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것이며 이는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다. 정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는 투자가 이루어질 수 없다. 

3) 작가 권리 보호

발권 정보의 자동 집계 시스템을 통해 작가들은 본인 작품 판매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된다. 회사가 작가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에서는 정보 조작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4) 국가 세수 증대 

투명한 판매 정보를 통해 국가의 세수가 증대된다.

5) 이용 활성화 

웹툰 결제 정보를 통해 매출 순위가 일일 공개될 것이며 이를 따라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이용을 촉진시킬 것이다. 이는 국민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요소이다. 

8. 맺으며

현재 웹툰의 유료 콘텐츠 수익은 전체 웹툰 시장규모에 비해 미미해 보인다. 또한 영화산업 시장과 비교한다면 더욱 왜소할 것이다. 그러

므로 이 통합 전산망을 통해 나타날 웹툰 산업의 매출액은 생각보다 초라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웹툰 결제 통합 전산망의 구축은 만

화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필히 갖춰야 할 인프라이다. 정보가 차단되어 있는 상태에선 남보다 한발 빨리 정보를 얻는 것 자체가 과장되

게 중요시된다. 그러나 이는 현 정보화시대에는 전혀 맞지 않는 구시대적 발상이다.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덜어지게 된다. 정보를 찾기 위해 소모될 숱한 시간이 보다 창조적인 것을 만드는 데 쓰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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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웹툰 산업 현황 및 실태 조사> P. 73 

별첨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중 관련 조항 전문

제39조(영화 상영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

① 영화진흥위원회는 공중이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여 영화 상영관의 관객 수 그 밖의 영화 상영관에 관한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화 상영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7., 2015.5.18.>

② 영화 상영관 경영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 상영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10.3.17.>

③ 제2항에 따라 영화 상영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가입한 자는 해당 영화 상영관의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영화 상영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화 상영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의 운영,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5.18.>

<표 1> 유료 플랫폼별 작품 유료 작품 수2)

플랫폼
연재 완결

작가 수
브랜드웹툰 유료화 작품 수

작품 수 작품 수 (2014) 미리 보기 부분 유료 전체 유료 유료 총합

네이버 161 322 368 24 15 2 55 72

포털 다음카카오 135 409 485 10 0 30 111 141

네이트 32 88 116 0 0 0 0 0

통신사
올레웹툰 52 20 68 0 0 0 12 12

T스토어 19 46 62 0 0 0 0 0

해외 타파스틱 3,324 204 2,788 0 0 0 0 0

스투 만화 15 17 30 0 0 0 0 0

팍스넷 1 2 3 0 0 0 0 0

헤럴드 1 8 9 0 0 0 0 0

스포츠신문 더팩트 20 0 10 0 0 0 0 0

스포츠조선 만화 1 4 4 0 0 0 0 0

OSEN 만화 15 21 24 0 0 0 0 0

골닷컴 5 0 5 0 0 0 0 0

레진 191 92 221 4 98 5 137 240

웹툰전문 코미코 56 0 61 0 0 0 51 51

스핀에이 8 0 8 0 0 0 0 0

코믹스 20 0 20 0 0 0 17 17

티테일 33 0 31 0 8 1 3 12

웹툰스타 12 9 21 0 0 0 0 0

탑툰 118 38 99 2 49 14 140 203

판툰 13 0 13 0 0 0 0 0

프라이데이
겜툰 6 0 6 0 0 0 0 0

허니앤파이 9 0 9 0 0 0 0 0

타다코믹스 25 0 25 0 0 0 0 0

달툰 22 3 24 0 0 0 0 0

모바일/SNS 라인 웹툰 54 2 56 0 0 0 0 0

카카오 페이지 77 0 77 0 0 0 0 0

곰툰 15 3 18 0 0 0 0 0

합계 4,440 1,288 4,661 40 170 52 526 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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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결제 통합전상망 구축 제안 : 이용철 간사

[주요 발표]

● 발제문 참고

[주요 토론 내용]

● 만화의 산업규모를 추산할 때에는 포털의 원고료부터 조사가 필요한데 이 부분부터 수월하지 않다. 

● 대부분 세금문제와 귀결된다. 소규모 플랫폼과 매체 관계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가 궁금하다. 법률이 제정되지 않는 한 불가능한 문제이다. 업체의 반발이

매우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 제정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 세무적인 문제는 어차피 원고료로 지급 시 오픈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 생각한다. 

● 작가의 반대가 심할 것 같다. 작가들도 인기순위가 메겨진다는 의미이다. 다른 사람도 내 통계를 보는 것은 반대할 것이다. 물론 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2000년대 초판발행부수 open에 대해 공개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넘어야 할 산이 ‘다음’, ‘네이버’를 넘을 수 있을까 싶다. 기업정보 공개에 대한 거센 반

발이 예상된다. 영화계는 ‘영화발전기금’이라는 당근이 있지만, 만화는 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위 얘기하는 ‘당근책’이 없다. 

● 작가가 반대하거나 말거나 하는 문제도 아니다. 문화부나 국가적 차원에서 만화산업 통계는 매우 부풀려져 있다. 정확한 산업규모를 추산하기 위해서는 필

요하다면 국가적으로 ‘당근책’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작가들이 움직이면 기업들도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단초가 필요하다. 

● 작가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작가들의 개인정보 일 수 있다. 영화분야 외에는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만큼 작가들의 의견수

렴이 필요하다. 

● 연구자 입장에서는 만화산업통계가 ‘장님 코끼리 만지기처럼’ 상당히 모호하기 때문에 뭔가 확실한 정보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 영화전산망과는 비교하기 어렵다. 수익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기업 간의 논의가 더 필요하다. 

주제토론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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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정현웅(1910~1976)은 월북 이전에 남한에서 만화 관련 활동을 활발하게 보였던 작가였다. 물론 회화와 삽

화, 표지화, 단행본 장정도 있었지만, 그를 제외하고도 한 칸짜리 시사만평, 연속적인 스토리 만화, 만화 유사

형태들을 내보였다. 연구자는 이전에 발표했던 <월북 이후 정현웅의 출판미술 궤적 분석 - 정현웅과 북한 만

화개념 형성의 연관성에 대한 기초연구>1)를 수행하면서 그의 월북 후 창작활동을 분석했었다. 1950년 9월에

월북한 이후 곧바로 그해 10월에 평양의 국제미술제작소 회화부장에 선임되었고, 1952년 9월부터 붕괴되어

가는 고분벽화를 후세에게 전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였던 모사도를 본격적으로 제작하기 시작했다. 이후

1957년, 그해 창간된 《조선미술》(조선미술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로 창간)의 편집위원을 맡음과 동시에

1966년까지 10년간 조선미술가동맹의 출판화 분과 위원장을 맡았다. 1967년부터 일반 동맹원으로 강등되었

다가, 1976년에 타계한다. 

북한에서의 출판화는 초기에는 ‘그라휘크(그라피크)’라고 지칭했다가 이후 출판화, 출판미술이라는 용어로

정착된다. 종종 소품 장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그가 출판화 분과 위원장을 맡았던 10년간 출판미술은 주

로 포스터, 삽화, 판화, 만화, 수채화를 포괄하고 있었다. 분명 만화가 포함된 출판미술의 분과장을 맡고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만화창작물을 남기지 않았고, 만화 관련 원고도 거의 없으며 만화에 대한 언급2)을 두

번 정도 했을 뿐이다. 《조선미술》의 차원에서만 보자면 만화만이 아니라 사실상 정현웅은 출판화 분과 위원

장으로서의 현황 분석이나 방향성 제시가 적은 편이다. 반면, 아동미술, 삽화, 장정, 포스터, 력사화 같은 세

부 장르들에 대해서는 발언하고 있다. 그 중에서 그가 여러 번 다룬 것은 아동미술과 력사화(역사화)이며, 삽

화와 장정에 대한 논문3)은 오늘날에 읽어도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문제의식을 내보이고 있다. 논설을 실

월북 이후 정현웅의 만화 관련
활동 부재 원인에 대한 추론 

한상정 _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주제발제 03

1) <정현웅 기념사업회>의 2013년도 정현웅 연구기금을 지원받아 수행한 연구임. 《인물미술사학(비등재)》제 10호, 인물미술사학회, pp.75~102.

2) 《조선미술》을 보면, 1957년 <전국미술전람회 - 그라휘크에 대한 소감> 1965년 당 창건 20주년 경축미술전람회 이후 작가동맹과 함께 한 <작가들

과의 좌담회>에서 언급한 정도이다. 

3) 이에 대한 자세한 목록은 위의 연구자 논문을 참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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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표기되어 있기는 하나 직접 읽어볼 수 없는4) <당 정책과 정치 포스터>는 그가 정치 포스터를 창작하지 않았기에 의외의 부분으로 보

인다. 

북한 문헌 접근성의 한계점을 감안하며 결론짓자면, 정현웅은 만화창작 작업만 부재했던 것이 아니라, 만화만 다루는 글들도 저술하지 않

았다. 그렇다면 그는 왜, 월북 이전만 하더라도 활발하게 창작하던 만화 영역을 월북 이후 그만 둔 것일까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작가가 창작의 영역을 바꾸는 것을 극히 개인적인 결심으로 치부할 수도 있으며, 그런 부분을 헤아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의

그러한 결정에 당시 북한의 만화에 대한 인지 방식, 그리고 미술가 동맹의 분과 구분의 문제가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이전에 《북한에서의 만화 개념이 남한에서의 만화 개념과 다르다는 연구5)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어쩌면 정현웅의 만화 영역에서

의 활동 부재에서도 그러한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가 활동하지 않았던 이유가 만화에 대한 개념적 차이와 더불어 만화에 대한 개념

이 그렇게 형성되었던 역사적 상황을 파악한다면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같은 맥락에서 그가 남한에서 작업하던 스타일

의 만화작품들은 그의 활동시기에 출판 분과가 아니라 아동 분과에 포함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견해 역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차이들을 구분해낼 수 있다면 정현웅이 북한에서 만화 관련 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를 좀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남

북한의 만화에 대한 접근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도 개념적으로, 역사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선행 연구6)에서 이미 동시대 북한에서의 만화 개념이 ‘유머와 풍자 스타일의 그림체 또는 이런 스타일을 이용한 만화’를 지시하는 것이며,

반면, 남한의 ‘만화’가 지시하는 대상은 북한의 만화가 지시하는 대상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남한의 만화라는 형식을 지칭하

는 북한어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지만, 만화라는 형식을 책 위에 얹은 ‘만화책’은 일단 출판물이기에 ‘출판미술’이 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미

술, 출판미술의 영역에 해당되고, 더 정확히는 ‘그림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결론을 제시했었다. 유머와 풍자 스타일로 그린 만화는 만

화라고 칭하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스타일의 경우는 (출판의 경우) 그림책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선, 단어는 동일하지만 다른 대상을 지칭하고 있다는 현실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으로는, 만화와 출판미

술과의 관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의 만화 개념 역시 역사적으로 변화해왔으며, 이는

출판미술의 변화와도 상관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현웅이 출판화 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었을 시기의 개념과 현재의 개념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먼저 최근의 언급들을 살펴본 후, 정현웅이 활동하던 1950~60년대의 만화의 개념을 《조선미술》을 중심으로 살펴보도

록 하자.

1. 1990년대 이후 서적에서의 만화와 출판미술에 대한 언급들

1990년에 발간된《조선미술사 2》는 정현웅이 활약했었던 1954~1966년 시기7)의 출판화를 선전화, 판화, 삽화, 수채화, 만화로 분류하고 있

다. 이 시기의 만화는 “계급적 원쑤를 폭로 비판하는 예리한 무기로서 널리 장려되었”으며, “이 시기에 삽화형식의 만화와 련재 형식의 만화

들도 많이 창작되었는데 그러한 작품들에는 다 풍자적인 글이 안받침되여 형상 내용의 통속성과 평이성이 보장되었다8)”

《조선대백과사전》의 ‘미술(1999)’ 항목 안의 출판미술(출판화)에 대한 설명을 보면, 수채화와 만화 항목이 사라진 대신 아동화가 포함되어

있다. “출판미술은 출판인쇄와 밀접히 관계를 맺고 있는 미술 형식으로서 여기에는 선전화, 판화, 삽화, 아동화 등이 속한다.9) ”반면, 같은 서

적의 ‘출판미술(출판화:2001)’ 항목을 보면, 아동화는 사라지고, 만화는 다시 나타난다. “출판미술에는 출판 인쇄를 전제로 하는 선전화, 삽

화, 판화 등이 포함된다. 처음에는 채색을 기본으로 하는 회화와 구별하여 선을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그리는 회화(그라피크라고 부른다)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었으나, 이러한 그림 종류들이 주로 출판 인쇄사업에 널리 리용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출판미술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출

4) 통일부의 북한자료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조선미술》에서 이 글이 실린 호가 누락되어 있다. 

5) 한상정(2012), 남북한 ‘만화’ 의미의 차이 ~ 북한 ‘그림책’ <서산대사>의 혼종성(混種性)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6) 위의 논문.

7) 주체미술의 전성기라고 하는 1967~1982년 시기도 동일하게 분류하고 있으며, 1953년까지는 별도의 출판화 항목을 두고 있지 않다.

8) 사회과학출판사, 1990, pp.87~89.

9) 《조선대백과사전》 9권, 백과사전출판사, 1999, p.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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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미술은 크게 두 가지 류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액틀 그림으로 창작되는 판화이고 다른 하나는 출판물로 실현되는 삽화, 선전화, 만화

등이다.10)”

2년 뒤인 2003년의 《출판미술에서의 새로운 전환》에서는 다시 만화가 사라지고 아동화가 등장한다. ‘주체적 출판미술의 종류와 형태’에

서 선전화, 판화, 삽화, 아동화로 분류하고 있는데, 삽화를 설명하는 중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삽화그림책은 문학 도서를 그림책으로

만든 출판물의 한 종류이다. 다시 말하여 글을 기본으로 하는 서사적 언어로 된 문학작품의 내용을 그림을 기본으로 하는 삽화적 언어로 보

여주고 있는 출판물의 한 종류이다.11)”

아동화는 이 중 유일하게 향유 대상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 논리는 “아동화가 출판미술의 한 형태로 되는 것은 (...) 한 장의 그림

이 아니라 아동 그림책이라는 출판물의 성격을 띠고 창작 보급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아동화는 아동 삽화와 아동 영화 미술로 분류하고,

아동삽화는 아동 그림책 삽화와 아동 소설책 삽화로 나누며, 아동 그림책 삽화는 동화 그림책 삽화, 우화 그림책 삽화, 지능 그림책 삽화, 과

학 환상 그림책 삽화, 련속 그림책 삽화로 나눈다. 

동화와 우화 그림은 그에 반영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교육 교양적 가치가 있는 문제를 다루면서도 조형적 형식에 있어서는 의인화 수법과

환상 수법, 만화 수법을 통하여 해학적으로 형상한 다(...) 아동 삽화에서는 련속 그림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

수법으로 형상한 그림책들이 속한다. 련속 그림은 말 그대로 화면이 련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어린이들을 이야기 세계에로 흥미 있게 이끌어

가도록 한다. 련속 그림은 그 조형적 형식에 있어서는 의인화 수법과 풍자의 수법으로 형상함으로써 내용의 본질을 예리하고 간단명료하게

보여준다. 련속 그림은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의 어린이들을 모두 대상으로 한다. 련속 그림책은 다양한 내용을 다양한 형식으로 담아 도서

의 실용성을 높이고 있다. 이야기 내용과 출판효과 그리고 창작가의 의도 등을 타산하여 단색 혹은 2가지 색과 담채 형식으로 그리며 책의

규모 즉 책의 판형도 여러 가지로 선택하여 꾸밈으로써 어린이들의 흥미를 끌게 한다.”

1990년부터 2003년이라는 기간 동안, 출판미술의 분류가 변화하고 있다. 수채화는 동시대로 가까이 올수록 없어지는 반면, 만화와 아동

화가 번갈아가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2003년의 자료에 의거하면, 만화는 아동화의 하위 장르인 것처럼 보인다. 련속 그림책 삽화가 남한

의 2칸 이상의 연속 만화 형식일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12)하다. 

물론, 북한의 출판미술의 하위 분류 자체가 적절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선전화는 대중적 선전선동이라는 목적에 따른 정치 포스터적 형식,

판화는 인쇄가 아닌 다른 방법의 복제 기술, 삽화는 독자적이라기보다는 문학과 상관적으로 존재하는 형식, 아동화는 향유 대상에 따른 분류

이다. 달리 말하면 분류의 기준과 근거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층위의 분류라고 보기 어렵다. 출판미술이라고 규정하고 분류하고 싶다

면, 판화를 우선적으로 제외하고 - 엄밀히 보자면 기계적 인쇄가 아니므로-, 목적이나 의도, 내용, 향유 대상이라는 분류 근거도 제거하고,

아예 표현 형식에 따른 분류가 적절해 보인다. 그렇다면 포스터, 삽화, 만화 정도로 깔끔하게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더 엄밀하게 접근

하자면, 문학도 미술도 아닌 제3의 영역인 만화 형식을 출판미술이건 아니건 여하간 미술의 영역에 포괄하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출판미술의 하위 영역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다.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분류상의 혼돈 - 특히 만화와 아동화가 반복적으로 선택되는 – 이, 북한의 문화사적인 전통에 따른 결과물일 것이라는 점이다. 이를 논증하

기 위해 우리는 정현웅이 활동하던 시기의 만화가 어떤 것이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2. 정현웅이 활동하던 시기, 《조선미술》에서의 만화의 개념 

1957년 전국미술서클 전 그라휘크(만화) 부문 1등상을 탄 리춘엽의 수상 소감은 “만화에서 풍자는 생명이며, 풍부한 풍자에 의해서만 정

치적으로 더욱 예리해지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강한 직관적 감수를 느끼게 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관람자들은 한 폭의 만화를 보

10) 《조선대백과사전》 21권, 백과사전출판사, 2001, p.248. 

11) 김영일, 리재일(2003) 주체미술총서 7, 《출판미술에서의 새로운 전환》,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p. 110. “그 중에서 대표적 그림책은 <세 아동 단원에 대한 이야기>(1959년, 백학훈)와 그림

책<아리랑>(1985년, 차형삼).” 

12) 러나 2장에서 보듯이 련속 그림이라는 용어가 존재하는 이상, 향후의 연구에서 련속 그림책 삽화와 련속 그림과의 차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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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감정이 격발되어 웃음을 금치 못한다13)”이다. 풍자를 통한 정치적 예리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점을 보면, 시사만평 카툰에 가깝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 당시 대부분의 만화라고 일컬어지는 작품들은 시사만평 카툰(박승희, 백인균, 리영춘, 홍종호 등, 이미지 1~3)이며, 리영춘

만 세로 4칸 만화(이미지 4)를 보여주고 있으나, 동일하게 만화라고 지칭하고 있다.14)

1962년의 경우, 약간 다른 뉘앙스의 글을 발견할 수 있다. “만화가는 동시에 훌륭한 연출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작품 속에 인

물들의 심리상태로부터 하나의 행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격 변화를 통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긍정할 수 있게끔 유도하여야 하기 때문이며, 련

속 만화의 경우에는 더욱 그럴 것이다15)” 예로 든 작

품들은 한 칸, 두 칸, 여섯 칸(무성)의 만화들이며, 특

히 두 칸 만화는 말풍선도 명확하게 등장한다. 그러

나 이 작품들 모두를 ‘만화’라고 지칭할 뿐, 딱히 ‘련

속 만화’라는 지적은 하지 않는다. 미술 관련 공식기

관지인 《조선미술》에서 ‘련속 만화’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셈인데, 2칸 이상의 칸을 사용한다는 의미로

활용하고 있다16). 이 용어 역시 최근엔 ‘련재 그림’ 또

는 ‘련속 그림’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되고 있다. 리재

현이 《조선력대미술가편람(증보판)》에서 허능택(<그

림 2> 참조)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주목할 필

요가 있다. “35년생. 화가. 1951년 평양미술대학 유화

과, 문학수, 김석룡에게서 그림을 배워 1957년에 졸

업. 1958년부터 화살사 화가로 출판미술에 발을 들여

놓은 다음 40년 동안 군중문화출판사, 미술출판사,

문학예술종합출판사에서 잡지《천리마》의 미술가로

활동하였다. 잡지를 담당한 미술가로서 주로 련재 그

림을 많이 그렸다. 길돌이, 아리랑운전수, 명중탄, 철

갑탄, 결투, 시한탄, 만리경, 돌쇠령감, 덕보령감(<그

<그림1>
박승희, <리승만의 출마단장>,
《조선미술》, 1957.3

<그림 2>
허능택, <광물성야자수>, 《조선미술》,
1966. 8 

<그림 3>
<거리의 말썽꾼>, 《아동문학》,
1957.2 

<그림4>
리영춘, <등치고 간 뽑아먹
는  자 들 >, 《 조 선 미 술 》
1957.3 

<그림5>
덕보령감 외, <천리마>. 1961.1

13) 리춘엽(1963), <전국 미술 서클전~그라휘크(만화)1등 ~ 자기의 온갖 창조적 힘을 미술 련마에…>, 《조선미술》5호, p. 50 참조.

14) 장진광(1957), <만화부문에 제기되는 실질적인 문제>, 《미술》3호, p.31 15) 박승히(1962), <만화작품들을 보고서>, 《조선미술》 1962년 3월호. 

16) 향후 다음호에도 계속해서 연재된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는 련속 만화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다 연재 형 작품이기 때문이다. 카툰 형식에 대해선 련속 그

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걸로 보아, 2칸 이상의 만화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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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5> 참조) 등이다. 이 련속 그림들은 보통 1~2년을 기한으로 매호당 2~40점의 그림으로 구성되여 있는 바, 문학적 구성으로부터 미술적

재현에 이르기까지 그가 혼자서 구상하고 직관적 형상으로 창조한 것이다. <명중탄> <시한탄> 등 련속 그림들은 극적인 주제내용과 이야기

거리, 표현적인 인물들의 각이한 성격과 심리 형상으로 하여 많은 독자 대중에게 지울 수 없는 강한 인상을 남기였다17).” 물론 이 작품들은

모두 남한의 관점에서 보자면 만화형식에 다름없다. 

1964년 리기의 <만화에서의 주제 문제>를 보면, 당시 북한에서의 만화가 어떤 것인지 좀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만화는 회화적 언어

의 수법을 적용하여 모든 사회현상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부정적인 것들을 예리하게 풍자 폭로하며 그를 통하여 웃음이 나오게 하는 유

력한 사회교양자적 기능을 수행하는 우리 당의 유력한 사상 선동 수단의 하나이다 (...) 례외 없이 우리 당 정책의 본질과 국제 국내 정세에

대한 평가가 고도의 전투성과 평론적 예리성, 날카로운 풍자성으로 선명하게 그리고 집약적으로 부여주어야 한다 (...) 만화에서 풍자, 이것

은 그의 예술적 특질이다 (..) 풍자만화와 함께 우리 제도 하에서의 아름다운 제사실들을 예술적 형상을 통하여 부각하고 강조하는 긍정만화

개척에도 일정한 주목이 돌려져야 할 것이다. 긍정 만화18) -이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앞당기기 위한 천리마 시대 새 인간들에게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과 정확성을 보다 심오하게 인식시키며 그들을 당 정책 관철에로 조직 동원하는 데 고무적 힘을 주게 된다 (...) 끝으로 만화 창

작가들은 그 누구보다도 매 시기 제기되는 정책적 문제들에 민감해야 하며 시시각각으로 벌어지는 국내외의 사변들에 가장 예리해야 한다. 그

리고 작가적 긍지와 창조적 열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도록 하며 미학 리론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현실에 대한 체험과 표현 기량을 높여

야 한다19).”

즉 당시 만화는 사회주의사회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긍정 만화)하거나 부정적인 것들을 폭로 비판하는 풍자만화로 구분하며, 어떤 만화들

이건 정치성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결국 1950~60년대에 만화는 정치적 카툰을 주로 지칭했으며, 그 외 코믹스 형식 역시 만화라고 불렀

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3. 만화의 행정적, 실제적 분류 양태 분석 – 아동화와 상관적으로

1956년, 《조선미술》의 전신이었던 《미술》20)에서 만화를 언급할 때, ‘그라휘크’라고 포괄하거나 또는 ‘포스타, 조선화, 유화, 조각, 만화, 무

대미술, 스케치’라고 언급하기도 한다. 출판미술이라는 상위 범주 대신 만화를 직접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만화의 중요성이 상당히 컸었다

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1957년 《조선미술》창간호의 최초 술어 해설이 ‘그라휘크’라는 것을 참조하면, 정현웅이 조선미술가동맹의 출판화

분과 위원장이 된 시기, 이 분과의 중요성21)에 대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아마도 시대적 지역적 특수성에서 기인하는데, 해방 이후

1946년 이후부터 만화잡지에 실렸던 만화(물론, 시사만평 형식)가 지역에서는 포스터도 각색되어 활용22)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전통이 그대

로 남아 한국전쟁 이후에도 전투적인 내용의 포스터와 만화가 양적으로 상당히 많이 제출되지 않았을까 추정할 수 있다. 조선노동당의 가장

큰 행사 중의 하나가 전당 대회인데, 1956년 3차 노동당 전당대회의 경축 전람회에서 포스터 33점, 만화 49점, 조각 32점이 제출되었기 때

문이다. 

한국전쟁 이후 지속적으로 출판미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었다면, 1960년대 들어와서는 아동미술에 대한 언급들이 출판미술 부분과

실제적으로 종종 겹쳐지고 있다. <아동 미술 전람회에 대한 몇 가지 의견>(정현웅, 1960), <지난 해 아동 미술 분야에서 거두 창작 성과>(최은

석, 1961), <아동 그림책의 질을 높이자>(1962) 등을 보았을 때, 이미 아동미술에 대한 관심과 실천들이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을 추

정할 수 있으며, 거기에 정현웅 역시 한몫을 제대로 하고 있다. 출판 분과보다는 오히려 아동미술에 대해 관심이 더 많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17)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9.

18) 김1963년에도 김응보가 ‘긍정 만화’, ‘풍자만화’라는 표현을 이미 사용했다. 

19) 리기(1964), 만화에서의 주제 문제~ 잡지 <화살>에 게재된 만화작품을 중심으로, 《미술》 2호, pp.39~44.

20) 1956년 1호(루계 제5호) 8월15일.

21) 조선 로동당 제3차 전당 대회 경축 선전 미술 전람회 - 포스타 33점, 만화 49점, 조각 32점.

22) 함창연(1965), <전투적인 출판화와 그의 발전>, 《조선미술》, 8호 참조. “풍자적 포스타의 발전은 당시 풍자적 만화의 발전과 밀접히 결부되었다. 해방 직후인 1946년에는 만화잡지 《호랑이》

(《화살》의 전신)가 창간되어 당의 예리한 선동 수단으로 자기의 특성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만화잡지의 작품들은 지방에서 포스터로 ‘각색’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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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처음으로 출판미술 분야에서 만화가 사라지고 아동화가 표면에 등장하는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성 조선미술가동맹중

앙위원회가 주최하는 <전국미술써클전람회 작품 모집 요강>에 출품 종목이 ‘조선화, 유화, 조각, 출판화 및 아동미술, 공예 및 장식미술, 영화

및 무대미술, 기타 조형예술 작품 등’으로 언급되었다. 다음 해인 1964년 2월호 <제7차 국가미술전람회 입상 작품들>을 언급할 때는 ‘조선화,

유화, 조각, 만화, 삽화, 수채화, 아동미술, 선전화, 공예, 도자기, 산업미술, 영화 및 무대미술’로 언급하고 있다. 다음 해인 1965년 백학훈23)

은 출판화에 대한 논설에서 수채화, 판화, 포스터, 만화, 삽화를 다룬다. 반면 같은 해 7월엔 출판미술을 다루면서 만화와 아동화를 함께 포

함24)해서 다루고 있다. 같은 해 8월 함창연 역시, “최근 시기에는 만화가들 속에서 아동들을 위한 련재 아동만화 창작에 창작적 주의가 돌려

지기 시작하였다25)”라고 언급하고 있다. 1966년 1월호, 조선로동당 창건 20주년 경축 미술전람회 특간호에서도 “우리 당 정책의 선전자적 역

할을 수행하고 있는 정치 포스타, 만화를 비롯하여 판화, 수채화, 삽화, 아동화 등 다양한 출판화 작품들”이라며 만화와 아동화를 함께 출판

화 영역에 포함하고 있으며, 같은 해 3월에도 출판화를 판화, 만화, 포스터, 수채화, 아동미술, 삽화 등26)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아동미술 영역에서도 만화를 포함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박근수는 1965년, “실감이 깃든 묘사와 함께 련속 만화, 아

동 그림책, 삽화, 동물화, 정물화에 이르는 많은 장르의 아동미술 창작에서 금년에 높은 수확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27)”라고 지적하고 있다.

리동춘 역시 1967년 “아동들은 새것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새것을 즐겨한다. 그러자면 교양 내용을 차요시하고 기법에 매달리거나 흥미 본

위로 아동화가 창작되는 경향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다 (...) 만화인 경우 이러한 점에 특히 류의하여야 한다고 본다. 즉 만화의 흥미 있는

요소에 도취되여 교양내용과 리탈되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화가들이 아동들을 위하여 그림을 그리며 그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것은 사회적 의무로서 응당하다. 앞으로 아동화의 특성과 창작방

법 및 소재와 쟌르 개척에 더 많은 심혈을 기울일 것을 기대한다28).”

이러한 언급들을 살펴보면, 출판미술과 아동미술의 관계는 현재도 그렇지만, 정현웅이 활동하던 시기와 그 이후에도 경계가 뚜렷하지 않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향으로 보자면 출판미술에 원래 분리되어 있던 아동미술이 함께 포함되기 시작하는 것은 대략 1965년 전후라고 볼

수 있으며, 이 시기 아동화 영역에서도 서서히 만화에 대한 언급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물론 이 시기는 정현웅의 출판

미술 위원장 시기가 마무리되어가던 시기와도 상통한다.

사실상 조선미술사의 구분상 전후 복구 건설시기(1954~1966)는 정현웅이 출판화 분과 위원장(1957~1966)을 역임하던 시기와 거의 겹친

다. 이 시기, 정치적이고 과격한 시사만평 형태는 《조선미술》(조선노동당 미술가동맹 공식잡지)에서 명확히 출판미술이라는 범주 안에서 만

화라고 지칭되고 있었고, 《천리마》같은 대중잡지나 아동문학잡지, 아동잡지에서는 만화, 련재 그림, 련속 만화, 그림 이야기 등의 명칭으로

일종의 코믹스 형태(우리나라의 스토리 만화)가 소개되고 있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북한에서 남한과 마찬가지로 한 칸짜리 시사만평과 두 칸

이상의 스토리만화를 종종 똑같이 ‘만화’로 혼용해서 쓰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아예 그가 남한에서 작업을 하던 스타

일의 아동만화 쪽의 창작능력이 없을 리 없었으나, 동시에 요구받을 수 있는 정치만평에의 회피를 위해 아예 두 분야 모두 손을 대지 않은

것은 아니었을까, 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는 월북 이전의 궤적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현재덕과는 아주 대조되는 행보이다. 리재현29)에

따르면, 1939년에 서울신세기출판사에서 잡지 《신세기》 삽화를 그렸고, 그림책 <똘똘이의 모험>30)을 창작했다가 한국전쟁 시기 월북한다. 전

후 문학작품을 창작하며 주로 잡지 아동문학의 예술 삽화를 담당하여 그렸다. 결과 1954년에 조선작가동맹 맹원, 조선미술동맹 맹원으로 된

후, 정식으로 미술창작에로 방향을 전환하며 1955년 이후부터 동맹 아동미술 분과 지도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분과 위원장은 림홍은이었다.

1960년 이후 10년간 그는 아동 그림책 <토끼형제>, <호랑이 잡은 이야기>, <곰형제>, <용감한 깡충이> 등 13종에 달하는 그림책들을 창작”했

다는 점을 보면, 이 서술은 1990년대 이후 서술 방식이므로, 여기의 그림책은 만화책을 의미한다. 결국 그가 1960년대 대표적인 아동용 만화

23) 백학훈(1965), <전투적인 기백으로 충만시키자 - 출판화를 보고>, 《조선미술》1월호.

24) 백학훈(1965), <미술창작에서 민족적 특성과 현대성 구현을 위하여>, 《조선미술》1965. 7, “우리나라에 고유한 조선적인 감정이 있는데 우리 만화에서도 이런 감정이 풍겨야 참다운 조선적

인 만화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동화 창작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아동화 창작에서도 민족적인 풍격을 창조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론의하면서 일부 아동화에서 보여

주는 의인화의 경우에 민족적인 감정을 안겨주지 못한다고 하였다.”

25) 함창연, 윗 글. 26) <분과들에서 무엇이 론의되었는가>, 《조선미술》1966년 3월호.

27) <동심세계에로~최근에 발행된 아동잡지 꽃봉오리를 중심으로>, 《조선미술》1965년 3월호.

28) <아동미술에 대한 몇 가지 소감>, 《조선미술》1967년 3월호 p. 15.

29) 리재현, 앞의 책, p.306. 

30) 그림책이라고는 하나, 만화책일 확률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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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을 창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50~1960년대 20

여년간 주요 잡지와 신문들에는 그의 삽화들~ 아마도 만

화와 유사한 형태들이거나 만화들 - 이 독점하다시피 계

속 실렸다고 한다.

만약 정현웅이 출판화 분과가 아니라 림홍은(1914~ )

대신 아동미술 분과 위원장이었다면 어떠했을까. 아마도

우리는 오늘날 현재덕 만큼이나 정현웅의 만화작품을 볼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출판화 분과

와 아동미술 분과가 1990년대 이후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

분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정현웅은 출판화 분과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아동미술에 대한 담론

및 작업 활동을 진행했었다. 그렇다면 출판화와 아동화

분과의 구분이 그의 만화작업을 방해한 이유가 될 수 없

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는 오히려 만화 개념의 불명확성,

출판화 분과에서도 만화를 다루고, 아동화 분과에서도 만

화를 다루기 때문으로 파악할 수 있다. 물론 출판화 분과

의 만화는 실제적으로 정치만평이고, 아동화 분과의 만화

는 좀 더 스토리 만화쪽에 가깝다고 하더라도, 만화라는

용어로 두 가지 내용과 형태 모두를 지시했던 것은 여러

잡지들에서 파악할 수 있다. 그가 만약 아동화 분과의 스

토리 만화에 손을 댔다면, 그는 출판화 분과의 정치만평

의 창작도 요구받을 수 있을 것이며, 출판화 분과 위원장

으로서 그것을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다. 즉, 달리 말하면,

그는 정치만평 스타일의 작업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 이 당시의 정치만평들은 그 예술적 성취도가 높다고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정현웅이 남한에서만이 아니라 북

한에서 남겼던 작업들을 보면, 주로 어린이 영역의 만화

작업이었거나 카툰 형식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에세이이

거나 생활에 대한 단편이지, 본격적인 정치색을 띈 작품

들은 아니었다. 특히 그가 고분벽화 모사도를 오랫동안

진행한 뒤 출판미술 분과 위원장이 되었다는 점을 상기하

면, 그가 형태적으로 거칠고 정치적으로 전투적인 당시의

시사만평에 대한 관심이 없지 않았을까 하고 추정할 수

있다. 

<그림6>
현풍, <비밀지팽이>, ‘그림이야기’,
《아동문학》1963.5 

<그림7>
허능택, <길돌이>, ‘련재 만화’, 《천리
마》1964.2.

<그림9>
박승희, <누가 침략자인가를 조선인민
에게 무러라!>, 《활살》, 1951. 22호. 

<그림10>
장진광, <쏘베트군대 창건 33주년>,
《활살》, 1951. 22호.

<그림8>
허능택, <명중탄, 암흑의 땅 남조선에서>, ‘련재 만화’, 《천리마》19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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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며

북한에서 1950~60년대만 하더라도 만화라는 용어로 정치성이 강한 정치만평, 즉 카툰(한 칸 만화, <그림 10> 참조) 형식과 어린이들을 위

한 사상적 또는 생활적이거나 긍정적인 코믹스(다 칸 만화) 형식을 함께 지칭할 수 있었다. 전자는 주로 출판화 분과의 활동 영역에 포함되

었고, 후자는 주로 아동미술 분과의 활동 영역에 해당되었다. 정현웅이 활동하던 1950~60년대에 그가 만약 아동들을 위한 만화를 그렸다

면, 동시에 정치만평을 제작해야 하는 상황을 감내해야만 했다. 이를 만약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의 북한 문헌들에 의한 관점으

로 보자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 것이다. 왜냐하면 1990년대만 하더라도 만화는 점점 더 ‘그림’이라는 용어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른바 코믹한 유머러스한 작품들만 만화라고 부르고, 그 이외의 작품들은 그림책으로 지시하고 있는 것이 현황이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개념

상 만화는 더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1950~60년대에 정현웅이 만화작업을 하지 않았던 이유를 추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1990년대 이후 만화를 왜 점점 더 그림이라고 부

르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유는 정확하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1970~80년대, 출판화와 아동화, 그리고 그 속에서의 만화의 위치와 개념의 변

화를 더 탐구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차후의 과제로 남겨두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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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정현웅은 1950년 9월에 월북하여 10월에 평양의 국제미술제작소 회화 부장에 선임되었다. 1951년 7월부

터 물질문화유물 보존위원회의 제작 부장으로 1957년 2월까지 이 직책을 맡았다. 1957년에 창간된《조선미

술》의 편집 위원이었고, 같은 해부터 1966년까지 조선미술가동맹의 출판화 분과 위원장이었다. 1967년부터

는 일반 동맹원으로 강등되었다가 1976년에 타계했다. 

월북 전 그의 창작활동은 순수미술 영역도 있었지만, 동아일보사의 삽화가(1935~1936), 조선일보사 출판

부(1936~1940), 조광사(1940~1945), 서울신문사(1946~1950)에 근무하며 신문과 잡지의 삽화, 표지화를 그

렸고 단행본 장정과 시사만평에서 스토리 만화까지, 다양한 장르의 활동을 포괄했다. 스토리 만화의 영역에

있어 근대 시기의 주요한 만화가로 다양한 스타일의 만화, 또는 유사 만화작품들을 출간2)했으며, <삽화기>(1940)

등의 글을 통해 만화에 대한 사유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북한의 문법으로 보자면 이 장르들은 초기의 ‘그라휘

크’, 그 이후의 ‘출판화’, ‘소품 장르’ 또는 ‘출판 미술’이라고 지칭하는 영역에 포함된다. 그가 활발하게 활동

하던 시기 북한에서의 출판 미술은 주로 포스터, 삽화, 판화, 만화, 수채화를 포괄하고 있었고, 이렇게 보면

조선미술가동맹의 출판화 분과의 위원장이라는 직책도 자연스럽게 보인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월북 후 출판화 분야에서의 정현웅의 창작활동은 판화, 그림책이나 소설의 삽화에

제한되어 있다. 표지 장정 작품도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연구자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화작품도 발견되

지 않고 있다. 그의《조선미술》에서의 저술 활동 역시 <불가리아 기행>(1957 창간호), <아동미술을 더욱 발전

시키자>(1959)3), <력사화와 복식문제>(1966) 정도로 언급되어왔다. 판화와 삽화는 물론, 표지 장정이나 만화

월북 이후 정현웅의
출판미술 궤적 분석

_ 정현웅과 북한 만화개념 형성의 연관성에 대한 기초연구1)

한상정 _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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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논문은 <정현웅 기념사업회>의 2013년도 정현웅 연구기금을 지원받아 수행한 것으로 《인물미술사연구》(2014년)에 실렸으나 논문을 찾기 힘들

어 여기 싣는다.

2) 정현웅의 만화작품들에 대해선 다음의 책을 참조. 정현웅기념사업회(2012), 《만화가 정현웅의 재발견》, 현실문화.

3) 신수경, 최리선은 이 글이《조선예술》에 실려 있다고 했으나, 리재현은《조선미술》에 실려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당시의 상황으로 보자면《조선미술》

에 실려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이나, 실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신수경, 최리선(2012), 《정현웅, 시대와 예술의 경

계인》, 돌배게, p,324/리재현(1999), 《조선력대미술가편람》(증보판), 문학예술종합출판사, p.277.



에 대한 글들 역시 보이지 않는다. <불가리아 기행>은 그 나라 그라휘크 동맹원들과의 토의 내용이 포함되어있어 출판화와 상관적이지만, ‘아

동미술’과 ‘력사화’는 출판화의 하위 장르는 아니다. 

우선 이 연구는 정현웅과 북한의 만화 개념 형성의 상관성을 밝혀내기 위해 선행연구들이 밝히고 있지 않은, 월북 이후 정현웅이 출판화

라는 범주와 그 속에서 만화에 대한 글쓰기와 작품 활동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자료 조사 및 분석, 그리고 그 당시의 만화에 대한 담론 분석

에 집중하려고 한다. 연구영역을 만화만이 아니라 출판 미술 전체로 확장한 것은, 출판 미술의 범주 안에 포함되는 포스터, 삽화, 판화, 만화,

수채화 등과 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이다. 그가 월북 전부터 글쓰기에 능숙했었고 만화작업을 남겼기에 월북 이후에도 출판화 분과 위원장

으로서 만화에 대한 글쓰기와 만화창작을 지속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차후에 우리는 그의 활동과 북한만화 개념 형성의 상

관성을 밝혀내는 데 주력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월북 이후 더 이상 만화에 대한 글을 발표하거나 만화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북한의 만화

개념 형성에 정현웅이 커다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경우 차후의 과제는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될 것이

다. 물론 북한 자료라는 접근성의 한계는, 이러한 연구들이 모두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위험성을 노정하고 있다는 점은 지적해두자. 

이를 위해 우리는 그가 자신의 작업을 발표했거나 그에 대해 언급했을 만한, 또는 제3자에 의해 언급될 수 있는 북한자료들을 탐색해야

한다. 195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의 관련 잡지들, 1957년에 조선미술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로 창간한《조선미술》과 그 전신인《미술》4)을

중심으로, 《아동문학》, 《조선문학》5), 《천리마》잡지를 참조할 것이다. 특히《조선미술》은 미술 분야의 공식적 담론의 장이기에 가장 중요한 참

고 자료이다. 이 잡지들에 접근하며 우리는 세 가지 과제에 집중할 것이다. 우선, 정현웅의 출판화 작품들, 또는 그의 출판화 작품들에 대한

정보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미술》과《조선미술》에서 정현웅의 출판 미술 담론들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출판화 전체,

또는 출판화의 만화 및 각 하위 장르들에 대한 그의 사유에 접근하게끔 인도할 것이다. 세 번째로 이 시기 북한에서의 만화에 대한 담론들이

어떠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1. 월북 이후 정현웅의 출판화 분야 창작 활동 

아래의 <표 1>은 북한에서 출판화라고 분류하는 장르에 해당하는 정현웅의 작품들을 정리한 것이다. 권행가6), 신수경·최리선7)의 선행연

구들이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점검했다. 두 연구의 결과물이 상충될 경우, 발표 연도로 보았을 때 후자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가능

성이 크지만 최대한 근거를 찾아보려고 했다.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차후의 확정을 위해 각주 상에 표기를 해두려고 한다. 새롭게 발견

한 정현웅의 작품들은 회색 칸으로 표기했다. 흐릿하나마 이미지들이 있어 그 면모를 약간이라도 짐작해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문헌

상의 기록만 있는 작품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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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고지점령>, 1952 <그림 2> <포로>, 1952 

4) 물론《미술》및《조선미술》자체가 국내에서 빠지지 않고 소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에 정현웅에 대한 정보가 빠져 있을 수도 있다. 참조한 자료들은 참고문헌에 표기했다. 권행가는 이 잡지가

1956년에 창간되었다고 하지만, 1956년 8월 15일에 발간된 1호가‘루계 5호’라고 표기되어 있고 ‘창간호’라는 병기가 없는 것으로 보아 1956년 창간 여부는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권

행가(2010), 1950, 60년대 북한미술과 정현웅, 《한국근현대미술사학》 제21집, p.156. 

5)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의 기관지로 1948년에 창간.《문화전선》에서《문학예술》, 1953년에《조선문학》으로 제호가 바뀌었다.

6) 권행가(2010), 앞의 논문. 7) 신수경·최리선(2012),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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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발견한 작품들 중 가장 오래된 것은 1952년의 목판화, <고지점령>(<그림1>)과 <포로>(<그림 2>)이다. 두 작품 모두《문학예술》1월호

와 6월호, 겉표지 다음의 내면 표지에 실려 있다. 7월호 목차에도 겉표지 항목에 정현웅의 이름이 표기되어 있으나 겉표지가 누락되어 있어

작품을 확인할 수 없다. 이 작품들이 1952년의 잡지에 게재되었을 뿐, 재작년도나 사이즈 같은 세부 자료는 없다. 단지 정현웅이 1952년 9월

부터 본격적인 고분벽화 모사를 시작했다8)고 하고 있으니, 아마 세 작품 모두 청탁을 받고 그 이전에 제작된 것이 아닐까 추정할 뿐이다. 

그 다음은 1957년《아동문학》5월호의 2~21페이지에 등장하는 남궁만의 단편소설 <피어린 투쟁>에 들어간 각기 크기가 달라 보이는 총 5

점의 삽화이다. 이 시기라면 그가 고분 모사를 일단락 짓고 미술가동맹 출판화 분과 위원장을 맡은 지 2달째 지점이다. 특히 시작 부분의 큰

삽화는 전 페이지의 목차가 베어 나와 정현웅의 진면목을 알아보기 힘들었다. <그림>3의 오른쪽 아래 부분에 ‘玄 57’9)이라고, 그의 삽화에 보

이곤 했던 사인과 년도가 표기되어 있다. 

1959년에 정현웅이 제작한 <아름다운 만경대>10)에 대한 정보는 1962년《조선

미술》9월호에 강천숙이 쓴 <어린이들에게 더 좋은 그림책을 ~ 최근 출판된 아

동 그림책에 대한 몇 가지 의견>에 실려 있다. “그림책 <꽃봉오리>(1961년 1호),

그림책 <아름다운 만경대>, 그림책 <친한 동무> 등에 실린 그림을 비롯하여 많은

그림들이 어린이들을 교양하는 데 훌륭한 교양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어린

이들을 위한 그림들은 이와 같이 그림의 내용을 어린이들 자신이 파악하고 리해

할 수 있도록 선명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실감이 있게 그려져야 한다는 것을 느

끼게 되었다11)” 저자가 꼽은 대표작 모두 정현웅의 것이다. 리재현 역시 이 작품

에 대해 “(...) 섬세한 선묘와 담채방법으로 처리한 부드러운 색조로 이야기의 장

면들을 선명하게 펼쳐놓은 그림책은 매 장면들이 독자적인 회화작품의 화폭같

이 높은 수준에서 형상되여 이 시기 그림책 창작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되고 있다”12)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현웅의 이 작품이 당시 누구나 알 만한 작품이었다는 점을 추정하게 해준다. 아쉬운 점은 흑백 잡지

출판의 상태에서 본 것이라 그 완성도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이 작품의 이름이 <무지개>라고 하나, 무지개의 모습은 식별할 수 없다. 

엄흥섭이《평양신문》에 게재했던 <동틀 무렵>에 정현웅이

삽화를 그렸고, 이 작품이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는 이야기는

신수경·최리선, 그리고 리재현의 책13)에도 실려 있다. 신수경

과 최리선은 이 작품이 1961년부터 3~4년간 연재되었다14)고

했으나, 정현웅이 표지 장정을 한 이 작품의 단행본이 1960년

에 출판되었음(<그림 6>, <그림 7>)을 보면, 신문 연재 시기는

1960년 이전으로 보인다. 단권으로 된 이 단행본의 내부에는

연재했던 당시의 삽화들은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단지

표지 장정에만 정현웅의 이름이 표기되어 있다. 그가 고분벽

화들을 모사했다는 사실을 떠올린다면 이 장정의 의미는 새롭

<그림 3>
<피어린 투쟁>, 1957

<그림 4>
<피어린 투쟁>, 1957

8) “맨 처음에 모사작업을 수행한 것이 안악3호 고분이다(...)이래 저래(17)시험모사를 거쳐 거의 확신을 얻게 되자 1952년 9월부터 본격적인 모사에 달라붙어 그해 겨울을 나고 이듬해 4월에 끝

냈다. 이 모사는 손영기 동무와 같이 진행하였다.” 정현웅(1965), 기백에 찬 고분벽화에 대한 회상,《조선미술》7월호, pp.16~17.

9) 월북 후 창작한 작품들은 거의 한글로만 사인이 되어 있었기에, 한자로 된 그의 사인을 발견한 것은 발견한 자료 중엔 처음 있는 일이다.

10) 권행가가 정리한 정현웅의 작품리스트의 <아름다운 만경이>는 오타라고 보인다. 권행가(2010), 앞의 논문, p. 159.

11) 강천숙(1962), 어린이들에게 더 좋은 그림책을 ~ 최근 출판된 아동 그림책에 대한 몇 가지 의견, 《조선미술》9월호, pp.18~19. 

12) 그는 정현웅의 그림책에 대해 “<콩쥐팥쥐>, <친한 동무>, <아름다운 만경대>, <토끼전>, <청개구리에 대한 이야기> 등은 어린이들의 년령 심리적 특성에 맞게 제기된 내용을 알기 쉽게 그

리여 깊은 인상을 자아 내였다”고 지적한다. 이를 보자면, <콩쥐팥쥐>만 월북 이후의 그림책 삽화 리스트에서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월북 전에 발표했던 만화책 <콩쥐팥쥐>와

는 다른 서적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남한에서 작업했던 작품들에 대해선 그 전의 페이지에서 따로 언급했기 때문이다. 리재현(1999), 앞의 책, p.273~274

13) “많은 삽화들이 있지만 28장면에 달하는 소설 <량반전>의 삽화와《평양신문》에 련재된 소설 <동틀무렵>에 대한 삽화는 그의 가장 우수한 작품의 하나로 되고 있다.” 리재현

(1999), 앞의 책, p. 276. 14) 신수경, 최리선(2012), 앞의 책, p.288.

<그림 5> <무지개>(그림책, 아름다운 만경대 중에서),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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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다가온다. 푸른색은 청룡 같으나, 사실상 사신도의 청룡과는 머리 방향이 다르다. 그 아랫부분에 희미하게 주황색으로 또 다른 유사한 이

미지가 있으나 이 역시 청룡인지 백호인지 뚜렷하지는 않다. 푸른 청룡도 머리와 꼬리가 가볍게 잘려 있고, 아래의 주황색 용은 마치 청룡의

이미지를 약간 조작하여 아랫부분에 깔아둔 것처럼 보인다. 이 이미지 역시 전체 이미지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지장

정으로서의 세련됨을 보여준다. 그의 표지 장정들 중,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15)해 볼 수 있는 유일한 작품이기도 하다. 

사실상 정현웅의 아동용 그림책 삽화들은 그 자체로 독자적인 작품이 될 경우도 있다. 물론 삽화의 특성상 모든 작품들이 독립적이기는

쉽지 않다. 그러다보니 그 작품을 아동화라고 해야 할지, 또는 삽화라고 지칭해야 할지 곤란한 경우도 있다. 아동화라고 알려진 <복숭아>(<그

림 9><그림 10>)16) 역시 독자적인 작품이었던 것만은 아니고 표지 장정이자 삽화였다는 점을 발견했다. 그 당시 아동 그림책 삽화가인 최은

석이 1961년에《조선미술》1호에 실은 글17)에서 이 작품에 대한 언급이 등장한다. 

“정현웅의 <복숭아> 등의 단행본 그림책은 1960년도 성과작들이면서 동시에 이 작품들은 아동미술의 발전 면모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그림 6>
<동틀 무렵>, 엄홍섭, 표지 장정,
1960 

<그림 8>
<강서대묘 사신도> 중 청룡과 백호(동
북아역사재단 2D 복원 이미지)

<그림 7>
<동틀 무렵>, 엄홍섭, 표지 장정,
1960

<그림 9> <복숭아>, 겉표지, 1960 <그림 10> <복숭아>, 겉표지, 1960 <그림 11> 정현웅의 표지장정

15) 이 작품은 통일부 산하 북한자료센터에서 찾아볼 수 있다. 1부밖에 없고, 복사본이라 상태가 아주 깔끔한 것은 아니다. 

16) 권행가(2010), 앞의 논문, p.159. 정현웅의 작품 리스트 참조.

17) <지난 해 아동 미술 분야에서 거둔 창작 성과>, pp. 20~23. 이 작가는 정현웅의 이 작품 외에도 림홍은, 함창연, 리건영, 남현주, 현재덕 등의 그림책들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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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되고 있다. 수상동지의 어린 시절을 형상한 정현웅의 <복숭아>는 한설야 작 <만경대>를 내용으로 하는 그림책이다. 이 그림들은 어린

아이들의 인상이나 몸의 균형이나 몸차림 등이 아주 귀엽게 그려져서 우선 매혹을 끈다. (...) 이것은 화가가 민족적 흥취와 동심세계에 대한

무한한 애착을 의식적으로 창작에 고조시킨 결과이다.” 

<량반전>에 대해서 리재현만 정현웅의 대표적 삽화 중의 하나로 꼽은 것은 아니다. 김응보18)는 이 책이 리갑석의 글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작품에 대해 반 페이지 이상을 설명한다. “삽화 미술가들이 자기 작품의 사상 예술적 형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이며,

특히 이 작품은 “사상적 내용과 그 시대적 특성을 옮게 고려하여 조선화적인 능숙한 기법으로 풍자적으로 작화함으로써 독자들이 바로 그

시대의 생동한 화폭을 보는 듯한 감을 가지게 하여 준다”고 극찬해마지 않는다. 

한편, 채용찬은 <도서 장정의 몇 가지 문제>19)에서 림홍은의 <신기한 구슬>, 정현웅의 <원수님의 어린 시절>(<그림 11>), 리동춘의 <아버지>,

강진의 <장막희곡>등의 장정을 대표적 작품들로 언급하고 있다. “정현웅의 표지는 아동도서로서의 아름다움과 품위를 훌륭하게 보장하고 있

으며 어린 독자들의 감정과 기호에 맞게 내용의 중심 사상을 충분히 부각시켜 주고 있는 점에서 성과작이라고 할 수 있다 (...) 일부 더 거둘

수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부족점도 있다. 그것은 칠골 풍경 묘사가 다소 아름답게 정리되지 못하고 수상 동지의 생가가 나무와 꽃

들에 의하여 지나치게 파묻힌 점이다20)” 그의 또 다른 성과작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돌쇠 이야기>는 작품명만 언급하고 있어 그 서지 사항을

파악할 수 없다. 이는 <지주>도 마찬가지인데, 박근수가 <동심 세계에로~최근에 발행된 아동 잡지《꽃봉오리》를 중심으로>21)라는 글 중에서

정현웅의 이 작품에 대해 언급만 하고 넘어가서 그렇다. 이 글이 1965년 3월에 발표되었으므로 아마 1964년 즈음이 아닌가 하고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지금까지 조사한 것에 따르면 그가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 그의 출판화 영역은 판화, 삽화, 표지 장정을 포괄한다. 판화나 삽화는 재론

의 여지가 없고, 그의 표지 장정이 높이 평가를 받고 있었던 만큼 발견된 자료가 적을 뿐이지 그의 표지 장정 활동이 많았을 것이라는 추측

이 가능하다. 반면, 그의 만화작품이나 그가 만화작품을 했다는 언급은 전혀 찾을 수 없다. 

18) <삽화미술의 사상예술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조선미술》, 1962년 1월호, pp.9~12. 19) 《조선미술》, 1962년 2호(5월 5일 발간), pp.45~48.

20) 위의 글, p.46. 21) 《조선미술》, 1965년 3월호, pp.12~14. 

22) 권행가는 <토끼전>을 1955년, 1966년 두 번을 언급하나, 신수경·최리선은 1955년만을 언급한다. 리재현이 그림책 <토끼전>을 언급하며 “옛 이야기의 줄거리를 따라가면서 화폭적인 맛이

나게 그려 전람회에 내놓은 <토끼전>(1955년, 45X65cm)”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보아, 1955년 단 한번 출간된 것이 아닐까 추정할 수 있다. 물론 1966년에 재판했을 가능성도 있다.

23) 권행가는 <리순신>이, 신수경·최리선은 <조선민족해방투쟁사>에 삽입된 삽화 <리순신>이 조선인민군 창건 5주년 기념 문학예술상 제 4회 그라휘크 부문 1등을 수상했다고 한다. 리재현은

“<조선민족해방투쟁사>, <리순신>등은 문학예술상 1등을 받았다(앞의 글, p.273)”라고 한다. <리순신>이 조선민족해방투쟁사의 삽화 중 하나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아 보인다. 

<표 1> 정현웅의 월북 후 출판화 부문 작품 리스트

제작년도 작품명 장르 비고

1952 고지점령 목판화 《문학예술》 1952. 1월호

1952 포로 목판화 《문학예술》 1952. 6월호

1952 (표지화) 미상 《문학예술》 1952. 7월호. 표지 누락

1955 토끼전22) 삽화 유족소장

1956 친한 동무 삽화

1956 리순신23) 삽화 문학예술상 1등

1957 남궁만 <피어린 투쟁> 삽화 《아동문학》 1957. 5월호

1957 백석 <집게네 네 형제> 삽화

1957 어느 때가 좋은가 삽화

1959 아름다운 만경대 삽화 《조선미술》1962. 9월호

1959 청개구리에 대한 이야기 삽화 조선미술박물관

1959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 목판화 유족소장

1960년대 엄흥섭 <동틀 무렵>✽ 삽화 《평양신문》연재

1960 엄흥섭 <동틀 무렵> 표지장정 조선작가동맹출판사



24) 《조선미술》1964년 4호의 편집후기에서 이때까지 전문가들을 위한 미술리론잡지였으나 4호부터 다시 월간으로 되면서 미술 전문가들만 아니라 광범한 대중까지 볼 수 있게 편집내용을 전문

가들을 위한 부분, 미술상식을 위한 부분, 산업미술을 위한 부분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25) 《조선미술》 1960년 12월호의 마지막 부분에 1960년 잡지 분 전체의 목차에 따른 것. 실물 내용은 없다. 

26) 리재현에 따르면 정현웅이 이 논설을 《조선미술》 1959년에 게재했다. 앞의 책. p.277.

258 한국만화영상진흥원

part 2 2015년 제4차[14회] 만화포럼

2. 정현웅의 담론 활동에 대한 분석

《미술》에서《조선미술》로 이어지는 전후 조선미술가동맹 기관지의 역할은 1964년 이후 일반 독자들을 위한 부분도 개설24)했지만, 주로 전

문적 창작자들에게 작품창작활동의 방향을 지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잡지에 실린 정현웅의 글들은 동맹원들을 지도해야 하는 분

과위원장의 글로써 바라볼 필요가 있다. <표2>에 회색 칸들은 정현웅의 논설이 새롭게 발견된 부분이다. 

그의 논설은 기행문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단순히 불가리아의 풍광을 거론하는 것은 아니고 같은 재료를 사용하면서도 어떻게 민족적 특

색을 나타낼 것인가에 대해 토론했다는 등의 출판화분과 위원장으로서의 활동성을 보여준다. 1957년「전국미술전람회~그라휘크에 대한 소

감>에서 “수채화, 판화, 포스터, 만화 등의 각 장르가 한 칸씩은 차지하게끔 되어야만 조선의 그라휘크가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고 할 것”이라

며 출품한 각 장르의 작품들에 대해 평가한다. 맹원들이 ”매문업자로서 만족하려는 환쟁이 근성과 봉건적 노예 근성을 버리고 좀 더 예술가

다운 태도를 가지라고 말하고 싶다“며 가차 없이 비판하기도 한다. 이 논설만이 출판화 분과 위원장으로써 출판화 전체에 대해 자신의 의견

을 내세운 것이다. 

제작년도 작품명 장르 비고

1960 복숭아 장정. 삽화 아동도서출판사,《조선미술》1961. 1호

1961 리갑석 <량반전>✽ 삽화 28면

1962 윤복길 <원수님의 어린 시절> 표지장정 아동도서출판사,《조선미술》1964. 2호

1962(?) <돌쇠 이야기> 표지장정 《조선미술》 1964. 2호

1963 계백장군 삽화 유족소장

1964(?) 지주 삽화 《조선미술》 1965. 3월호

1966 배비장전 삽화 유족소장

1966 흥부전 삽화 유족소장

1960년대 적후에서 삽화

1968 소관리공 목판화 유족소장

<표 2> 《조선미술》에 실린 정현웅의 글과 출판화 전체에 대해 언급한 제 3자의 논설들

년호 제목 저자 페이지

1957 창간호 불가리아 기행 정현웅 pp.39~43

1957 5호 전국미술전람회~그라휘크에 대한 소감 정현웅 pp.41~44

1959 아동미술을 더욱 발전시키자 정현웅 X

1960 7호 아동미술 전람회에 대한 몇 가지 의견25) 정현웅 X

1961 1호 서적 출판 미술의 질을 제고하자~몇 개 대중 도서의 장정 및 삽화를 보고 정현웅 pp.16~19

1961 당 정책과 정치 포스터26) 정현웅 X

1963 1호 최근 년 간 창작된 출판화들에 대하여 김응보 pp.9~15

1964 2호
제7차 국가 미술 전람회 : 전투적인 주제와 선동성 ~

최태경 pp.18~26
출판화 작품들을 중심으로

1965 1호
공화국 창건 16주년 경축 전국 미술 서클 작품 전람회

백학훈 pp.27~28
평)전투적인 기백으로 충만시키자~ 출판화를 보고

1965 2호
혁명적 작품 창작에 모든 힘을 집중하자 ~

pp.4~9
미술가동맹 중앙위원회 연구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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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부터 1965년까지 3년간 <최근 년 간 창작된 출판화들에 대하여>, <전투적인 주제와 선동성 - 출판화 직품들을 중심으로>,<전투적

인 기백으로 충만시키자 - 출판화를 보고> 같은 글들은 사실 분과 위원장이 쓸 만한 글이다. 별도의 논설은 아니나, 1964년 12월 9일부터 4

일간 진행되었던 미술가동맹 중앙위원회 연구토론회<혁명적 작품 창작에 모든 힘을 집중하자>27)의 토론 주제는 총 6가지였다. ‘주제와 사상

에 대하여/남반부 인민의 구국투쟁을 주제로 한 작품 창작에 대하여/조국해방전쟁/1930년대 항일 무장투쟁/계급 교양에 관한 작품 창작에

대하여/전투적 소품 창작에 대하여’이다. 이 중 정현웅은 5번째의 주제 ‘계급 교양에 관한 작품 창작에 대하여’에서 력사화 창작에 대해 발표

한다.28) 그러나 그 다음 주제가 ‘전투적 소품 창작’이고, 당시 전투적 소품은 출판화를 지칭했기에 정현웅의 이러한 행보는 의외로 보인다. 이

발표는 오히려 함창연29)이 맡는데, 전투적 소품은 ‘정치 포스터, 삽화, 만화 등 가장 기동적이고 전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조형 예술작품으

로서 혁명의 요구에 적응하게 인민들을 귈기시키며 고무하는 예리한 전투적 무기30)’라고 강조한다. 1965년 7호에서 정현웅이 이미 2년 전에

끝난 작업31)인 <기백에 찬 고분벽화에 대한 회상 - 고구려 고분벽화를 모사하고서>을 싣고 있는 것은 다음 호의 논설과 비교해보면 이해가

힘들다. 다음 호에서 중대한 당 창건 20주년 기념 제8차 국가미술 전람회를 준비하며 <당 창건 20주년을 앞두고 - 전투적인 출판화와 그의

발전>32)으로 출판화 전체를 언급하는 것은 이번에도 함창연이다. 10호에서 정현웅은 「당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하여 일심 전력하겠다>를 게

재한다. 이번 전람회를‘조선미술발전의 20년을 총화하는 동시에 매개 미술가의 20년간의 창작생활을 총화 하는 전람회’로 규정하고,“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 작품이 시대와 인민의 요구에 보답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하여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가책에 사로잡히게 된다”고 고백

한다. 그러면서 지난 창작생활을 총화하면서 창작 중의 세 작품, ‘내용과 형식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로동당 시대의 정신을 선명하게 반영한

작품’의 완성을 다짐33)한다. 이때 제작한 조선화 <실뜨기>가 입선을 했고, 다른 두 작품에 대한 정보는 없다. 1966년 8월호에서 이 전람회의

출판화 작품들에 대한 평가,<출판화 전람회 관평-전투적 소품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최태경이 발표하는 동안, 정현웅은 <력사화와 복식 문

제>를 게재했다. 

실제로 어떠했는가는 파악하기 힘드나《조선미술》의 담론 차원에서만 보자면, 정현웅은 출판화 분과 위원장으로서의 현황 분석이나 방향

성 제시를 거의 하지 않았다. 반면 아동미술, 삽화, 장정, 포스터, 력사화 같은 세부 장르들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그 중에서 그가 여러 번 다

룬 것은 아동미술과 력사화이며, 삽화와 장정에 대한 논문은 오늘날에 읽어도 훌륭한 이론적 분석이기도 하다. 논설을 실었다는 것만 알 수

있는<당 정책과 정치 포스터>는 그가 정치 포스터를 창작했다는 정보가 없기에 의외의 부분으로 보인다. 결국, 정현웅은 만화 작업만이 부재

했던 것이 아니라, 만화를 다루는 별도의 논설조차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장르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 것은 아닐까 하는 추정을 하게 된다. 

27) 이 원고 자체는 《조선미술》, 1965년 2호에 게재되었다. 

28) “력사를 대할 때 피동적으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하며 긍정적 측면을 발견하고 예술적 허구의 힘을 과장해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허구는 사건을 뒤집어 놓는 것이 아니라

당대 력사적 합법칙적 론리에 타당하게 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 다음으로 의상 고증문제와 관련하여 유산이 남아 있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는 창작하여야 하며 적

들의 의상에 대하여서는 지나치게 정확하게 처리할 필요가 없겠다. ”pp.9~10. 

29) 1933년생. 평양미술학교 도안 학부에 입학하였으나 1952까지 전선에 있었다. 전쟁 후 유학을 했고, 판화로 여러 번 국제대회에서 입상했다. 귀국하여 1960년부터 평양미술대학 출

판화 학부에서 35년간 후진양성을 하며 창작활동을 했다. 30) p.10.

31)  “안악 3호 고분만 하여도 세 차례 묘사했다. 정전 직후에는 일부만 하고, 1962년부터 63년에 걸쳐서 진행했으니까 도합 네 차례 모사한 셈이다.” 또한 “1962년 11월 15일부터 안악

고분(3호분)에 대한 벽화의 최종모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는 화가 정현웅, 손영기 동지들이 참가하고 있는데 (...) 모사 완료 예정일은 2월 말이다”(《조선미술》, 1963년 1월호, p.

19. 미술소식 참조)

32) 출판화의 역사와 오늘날까지를 언급하고, 그 성과물들 중에서 정현웅의 작품 두 점 <청개구리에 대한 이야기>, 신문 삽화 <동틀 무렵>을 언급하고 있다.

33) 이 ‘미술가들의 결의’란에 글을 쓰고 있는 작가는 도예가 김성택, 붉은 자수가 전숙자, 그리고 화가 리석호(1904~1971)이다. 전숙자를 제외하곤 모두 《조선력대미술가편람》에 기록

되어 있을 정도로 유명한 작가들이다. 화가 리석호는 어찌 보면 정현웅과도 비슷한 맥락을 보인다. 전쟁 후 월북하여 1958년까지 조선미술가동맹 현역 미술가, 1959년부터 1963년

까지 조선미술가동맹 조선화 분과 위원장, 1963년 이후 현역 미술가로 있으며 작품을 창작하였다. <그림을 인민들 속으로 보내야한다>라는 이 글을 쓸 당시 그는 현역 미술가로 강등

되어 있던 상태였다. 창간된《조선미술》휘호 역시 리석호의 것이라고 한다. 리재현(1999), 앞의 책, pp.247~252. 

년호 제목 저자 페이지

1965 7호 기백에 찬 고분벽화에 대한 회상 ~ 고구려 고분벽화를 모사하고서 정현웅 pp.16~17

1965 8호 당창건 20주년을 앞두고) 전투적인 출판화와 그의 발전 함창연 pp.4~7

1965 10호 미술가들의 결의) 당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하여 일심 전력하겠다 정현웅 pp.24~25

1966 2월호 작가들과의 좌담회 기자 백혜숙 pp.14~15

1966 8월호 력사화와 복식 문제 정현웅 pp.12~14

1966 8월호 출판화 전람회 관평~전투적 소품에 대한 시대적 요구 최태경 p.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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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화에 대한 《조선미술》의 담론들 

비록 정현웅이 만화를 개별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만화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지는 않고 2번 나타난다. 1957년, 전국미술전

람회 그라휘크 부문 중 몇몇 만화작품들에 대해 “착상은 좋으나 표현 능력이 부족하다. 이러저러한 부차적인 사건들을 많이 넣으려 하지 말

고 집약적으로 자기의 의도한 바를 단적으로 간결하게 표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설명이 많아지면 그만큼 목적이 애매해진다34)”고 지적한

다. 1965년 당 창건 20주년 경축 미술전람회 이후 작가 동맹과 함께 한 <작가들과의 좌담회>35)에서 작품들에 대한 총평이 있었다. 출판화가

어땠냐는 정관철 위원장의 질문에 대해 작가들이 수채화, 포스터, 판화를 언급하다가 “만화들도 흥미롭게 보았다. 유우머 만화가 더 있었으

면”또는 “정치만화들이 좋다”라고 하자 “이번에 유모어, 긍정 만화가 좀 적었습니다. 만화가들이 만화의 대상을 넓히고 긍정 만화를 발전시

키기 위해서 많이 고심하지요”라고 정리하는 것이 마지막 언급이다. 

그렇다면,《조선미술》의 기조에 만화에 대한 논설이나 비평이 부재한 것인가? <표 3>에서 보듯이, 만화에 대한 별도의 담론들은 적지 않은

편이다. 1957년부터 1967년까지 만화만 다룬 논설들이 7회가 있었으며, 출판화 영역 전체를 다룰 때 만화를 다루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었

다. 오히려《조선미술》이 만화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만화란, 우리가 보기엔 한 칸에서 구성되는 정치적 ‘만평’, 카툰 형식37)을 지칭한다. 이를 시사만화나 정치만화라고

부르기도 하며 주로 풍자에 연결한다. 반면 그렇지 않은 작품들은 유우머 만화 또는‘긍정 만화’라는 특이한 용어로 지칭하고 있다. 《조선미

술》에서 만화를 언급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잡지 이름은《화살》이다. 이 잡지는 여러 번 이름이 바뀌었는데, 1946년 창간될 때의 이름은

《호랑이》였다. 해방 이후 만화가 주로《호랑이》의 후신인《활살》을 중심으로 발전했다는 언급은 여러 번 등장38)한다. 1951년과 1953년의《활

살》잡지의 이미지를 백정숙의 연구38)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두 권 모두 책임 주필은《조선미술》의 편집위원이자 처음으로 만화에 대한 글을 실

은 장진광이다. 온라인 상에서 우연히 발견한 1955년 광복 10주년 기념 특대호《활살》은 정현웅, 신불출(등)이 편집했다는 겉표지만 읽을 수

있다. 1957년에 중국 만화가 강 유생이 조선의 만화잡지사인 ‘활살사’를 방문하여 조중 만화가들 간의 창작 경험들을 교환했다는 기사40)는

1957년까지도 이 잡지가 이름을 유지했다는 것을 알려준다. 많은 만화작품을 창작했던 화가 허능택이‘1957년에 평양미술대학 유화과를 졸업

하고, 1958년부터《화살》사 화가로 활동했다’41)는 점을 미루어보아 이 무렵부터《화살》지가 된다. 그리고 1964년의 논평<만화에서의 주제 문

제>도 시사만화잡지《화살》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적어도 북한미술의 1960년대까지의 공식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이 잡지가 다루는 정치적

<표 3> 만화만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논설들

년호 제목 저자 페이지

1957 3호 만화 부문에 제기되는 실질적인 문제 장진광 pp.31~33

1960 10호 풍자만화의 예리성36) 량연국 X

1962 3월호 만화 작품들을 보고서 – 전국미술써클전람회 박승희 pp.18~19, 22~23

1963 4호 만화에서 부정 인물의 형상에 대하여 최한진 pp.31~34

1964 2호 만화에서 주제 문제 – 잡지《화살》에 개재된 만화작품을 중심으로 리기 pp.39~44

1966 5월호 만화 <출로는 없다>를 창작하고 김성엽 pp.11~12

1966 6월호 풍자의 초점 허능택 pp.16~17

1967 5월호 만화의 대상과 허구 김교련 pp.23~25

34) 정현웅(1957), <전국미술전람회~그라휘크에 대한 소감>,《조선미술》5호, p.44. 35) 이 원고 자체는 1966년 2월호에 게재되었다.

36) 이 논설이 있었다는 것은 조선미술 1966년 12월호에 1년간 목차들을 정리한 것이 실려 있었기 때문이다.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37) 만화를 카툰 형식과 코믹스 형식으로 나누어 다루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제기한 연구자의 논문 참조. 만화의 정의에 대한 문제제기들과 “근대만화”에 대한 역사적 정의,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11호, 2007년 8월. 

38) 장진광(1957), <만화부문에 제기되는 실질적인 문제>, 《조선미술》3호, pp.31~33 참조. “해방 후 조선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두터운 배려 밑에 만화는 주로《활살》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해

왔다.《활살》의 전신이던《호랑이》나 창간 당시의《활살》을 돌이켜본다면 질량적으로 얼마나 큰 발전을 해왔는가 하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을 것이다.(p.31)” 장진광은 원래《활살》의 편집주간

이기도 했고,《조선미술》의 초기 편집위원이기도 했으나 종파주의로 배격당해서 1958년부터 제외 되었다. 권행가, 앞의 글, p.156과 각주25 참조.

39) 백정숙의 수다만화 참조. http://sudamana.tistory.com/category

40) <중국 만화가 강 유생 조선을 친선 방문>,《조선미술》, 1957년 3호, p. 17.

41) 리재현(1999), 앞의 책, pp.586~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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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적 만평들이 자신들에 있어서 ‘만화’라는 점을 포착할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이 당시 만화는 제국주의자들과 싸워왔던 전통을 살려‘ 가

장 기동적이고 전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조형예술 작품으로서 혁명의 요구에 적응하게 인민들을 귈기시키며 고무하는 예리한 전투적 무기’

이자 ‘미제와 그 주구의 재침 책동을 분쇄하는 데 예봉을 돌리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장진광이 1957년42)에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보자. ‘적은 인원의 만화가들이 5~6백 편의 작품을 매년 그려내고 있으며, 만화가의 숫자가

만화를 상시적으로 게재하고 있는 정기 출판물의 수효보다도 훨씬 적다 (...) 따라서 역량 있는 미술가들이 만화에 참여해야 하고, 만화가의

대열이 확장되어야 하며, 미술가 동맹이나 미술학교에서 만화가 육성을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강구해야한다.’ 이 정도의 작품 숫자를 감안

하면, 이 당시의 만화는 거의 한 칸 정도만 차지하는 시사만평 스타일이 대부분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칸짜리 만평이 아니라 여러 개의 칸을 활용하는 만화가 이 시기에 아예 부재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1950년대에는 희귀한 편이었고,

1960년대 들어서야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들은 ‘련재 만화’라고 불리거나 여전히 ‘그림이야기’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은 여전히

전투적 무기에 가까웠다. 이른바 긍정 만화 창작 영역은 1960년대 중반 이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색되기 시작한다. “만화가들은 현실 속에

들어가서 취재하고 인민들의 요구와 기호를 연구하여 자기의 풍자적인 표현력을 더욱 풍부히 하고 세련화해야 한다 (...) 속담, 격언 등 민족

고전을 리용하여 (...) 우리 생활문제의 취급에서는 새로운 형의 긍정 만화창작의 경험이 축적43)”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화

가들의 “창작적 주의가 돌려져야 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논의들은 정현웅에게 도달하기엔 너무 늦은 것처럼 보인다. 

나오며

적어도 지금까지의 자료들에 따르면 정현웅은 만화창작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장정이나 삽화에 비해 그의 관심이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그 이유를 이 당시의 만화가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정치적 만평으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유추했다. 만약 긍정 만화, 유모어

만화에 대해 공식적 담론 차원에서 조금 더 개방적이었다면 북한에서의 그의 만화작품을 발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논지

의 전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정현웅은 사실상, 월북하기 전에도《서울신문》에 종종 시사만평을 게재해 왔다는

점이다. 어린이들을 위한 단편이나 중편의 스토리 만화를 제작하지 않았던 것은 당시의 창작 조건 또는 이 형태들을 만화로 받아들이지 못

하고 있던 관습상 납득할 수 있지만, 그가 한 칸의 정치만평을 하지 않을 이유는 되지 않는다. 전쟁 이후 반종파주의 등 지속적인 사상적 검

열에서 그가 남쪽에서 했던 만평이나 스토리 만화작업이 서구적이라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또는 비판을 받지 않았더라도 스

스로 주체적인 미술로 이끌어갈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도 아니라면 그의 심리적 선택이나 취향의 문제로 귀결될 수

밖에 없으며, 이 모든 가설들을 논증하기는 쉽지 않다. 

사실상 이 당시의 북한에서의 만화 개념은 오늘날의 만화 개념과도 또 다르다. 오늘날 북한의 만화란 용어는 코믹한 그림체44)에 더 가까

운 것이며, 그렇기에 만화책이라는 용어대신 그림책을 사용한다. 만화가라는 표현이 없고, 단지 화가일 뿐이다. 만화라는 개념 자체가 여전

히 흔들리고 있었고, 공식적 담론의 영역을 벗어나서는 다양한 형태의 만화들이 만화, 그림이야기, 련속화 등과의 용어들과 혼재하고 있었던

시기로 보인다. 또한 출판화의 범주와 개념 자체도 약간씩 변화하고 있는 것이 감지되었다. 이러한 변화와 정현웅의 만화관련 활동의 부재에

대한 탐색은 차후의 연구로 남겨두려고 한다. 

42) 장진광(1957), 앞의 글, pp.32~33. 사실 장진광의 글이 더 놀라운 이유는 그가 스스럼 없이 ‘만화가’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 단어는 현재 북한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아

니다. 심지어 허능택이 만화를 위해 태어난 작가라고 언급할 때도 그는 ‘화가’라고 분류한다. 1957년 《조선미술》에만 이 용어가 여러 번 사용되고 있다. 각주 39 참조. 

43) 함창연(1965), 앞의 글, p.5

44) 한상정(2011), 남북한 만화용법의 차이 - 북한 그림책 <서산대사>의 혼종성(混種性)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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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 이후 정현웅의 만화관련 활동부재 원인에 대한 추론 : 한상정 위원

[주요 발표]

● 발제문 참고

[주요 토론 내용]

● 안석영 등과 같이 정현웅에게는 친일의 행적이 있다. 노수현도 친일을 했지만 그 제자가 친일행적을 연구하여 교수직을 박탈당한 경우도 있다. 정현웅의

경우 그 아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한미약품 부사장) 아버지에 대한 행적을 덮으려고 했다. 우리사회 뿐 아니라 만화계에서도 친일에 대한 문제

는 매우 심하나 그 문제를 제대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정현웅도 적극적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친일한 것은 사실이다. 

● 정현웅 연구를 위해 동기간 활동한 작가들의 연구가 필요하다. 왜 정현웅은 역할을 못했을까에서 문제의식이 시작된다. 정현웅의 글 이라던지 행적 추적

이 필요하다. 아동미술도 만화가 편입되었다면 만화에 대한 위상이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아동의식 고취를 위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자의식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만화가로 활동하기에는 어렵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다. 정현웅도 생계수단으로 만화를 그렸을 것이다. 실제로 순수미

술에 애착이 많았을 것이다. 

● 북한에서의 만화는 상업적인 발달이 불가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의 영역에 묶어두지 않았나라고 추론할 수 있다. 

● 추론으로 근사치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정보(근거)는 매우 제한적이다. 북한자료센터 등을 통해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수집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논의사항]

● 2015년 연구 프로젝트 <한국 순정만화> 진행경과 

- 원고마감은 8월 15일 까지로 하고, 분량은 A4용지로 20매 

- 세부연구주제 및 연구자

•한국 순정만화의 역사와 정의(한상정)

•1960년대 소조망가와 순정만화의 관계(김소원)

•여성 순정만화가의 등장과 그 의미(서은영)

•<아홉 번째의 신화(1985-1987)>의 의의(이화자)

•순정만화잡지사(윤기헌)

•순정만화에 대한 성적 담론 분석(이원석)

•순정 장르만화(예술, 스포츠, SF 등)의 분류와 분석(이승진)

•원로 순정만화가 인터뷰(권영섭, 황미나 등)(김병수)

•주제미정 : 박세현

● 차기(제3기) 포럼위원 구성관련 예비논의 

- 젊은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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