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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내 만화전문 기업 설립에 부쳐
김현지 (만화정책분과 연구원, 상명대 외래교수) 

2013년 <레진코믹스>의 웹툰 유료화에 성공한 이후 

웹툰 플랫폼들은 경쟁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했다. 갑작

스런 플랫폼의 증가는 웹툰 작가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이어졌고 신진작가 영입경쟁도 치열해졌다. 이런 경쟁 

속에서 생겨난 웹툰 플랫폼들의 단점은 에이전시 및 매니

지먼트 회사를 통하던 신규 작가 인력을 연계하는 대학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못했다는 데 있었다.

웹툰작가가 되는 길은 크게 두 가지다. 기성 작가의 

어시스턴트로 들어가 현장교육을 통해 작가로 성장하

거나, 학교 대학 교육과정을 통해 작가로 데뷔하는 경

우다. 그러나 점차 웹툰 작업환경이 1인 창작시스템으로 

변해감에 따라 웹툰 작가들은 어시스턴트를 쓰지 않는 

경향이 강해졌다. 웹툰 작가 육성시스템에 변화가 생기

면서 웹툰 업계에서는 좋은 콘텐츠와 작가부족에 대한 

문제를 대학교육을 통해 해결해 주기를 바라게 되었다. 

이러한 웹툰업계의 바램과 졸업생의 취업률에 대한 

정부의 관심 속에서 학교기업들이 생기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청강문화산업대학에서 창립한 학교기업 

‘청강 콘텐츠랩’이 있다. 학교가 직접 투자한 청강콘텐

츠랩은 청강대 만화학과 재학생과 졸업생을 작가를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다. 목원대에서도 교내 만화전문 

‘스튜디오 아이레’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한편,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 지난 10월 26일 서울 상명대 캠퍼스에

서는 상명대 산학단과 만화애니메이션학과에서 설립한 

학교기업 ‘상명툰 팩토리’의 발대식이 있었다. 상명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는 현장실습교육을 위한 교과목을 

별도로 개설하고 학생 현장실습을 실시하여 현장의 웹툰

창작 시스템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된다.

국내 관련 대학들의 만화기업은 작가 수급을 비롯해 

창작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상품화하는데 새로운 실험

모델로 작용할 것이다. 새로운 시장을 이끌어 가는 구심점

으로서 웹툰 전문 플랫폼과 학교기업을 중심으로 한 연계

시스템의 조직화, 전문화가 필요하며, 학교기업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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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보는 한국만화

2015년 콘텐츠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콘텐츠 매출기준 만화는 1%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그래픽에서 보듯 방송, 지식정보

를 다 합해 만든 자료이다. 애니메이션도 1%이며 

만화는 음악시장의 5/1 선이다. 방송과 광고, 출

판, 지식정보 등을 빼고 만화와 유사 창작콘텐츠 

즉,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캐릭터만 따로 

떼어 내어 비교해도 만화분야의 매출점유율은 

아직 크지 않다.  

2015 한국 콘텐츠 시장 매출액 - KOCCA, 2016년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통계자료 출처
KOCCA,2015 2016년 콘텐츠산업통계조사

KOCCA,2016해외콘텐츠시장동향조사-국가별콘텐츠시장동향, 중국/대만

KOCCA,2016해외콘텐츠시장동향조사-국가별콘텐츠시장동향,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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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분야 중 만화 2.8% / 애니메이션 1.9% / 음악 

15.4% / 영화 15.8% / 게임 33.1% / 캐릭터 31% 

순이다. 

전체 콘텐츠시장에서 만화가 차지하는 비율은 

일본과 중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일본은 2016년 

콘텐츠 총 매출 규모 190,149백만 달러에서 만화는 

1.4%를 점하고 있으며, 중국은 전체 2016년 

194,443 백만 달러 중 만화는 0.2%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콘텐츠 시장 매출 기준 만화산업은 1% 차지 
일본은 1.4%, 중국은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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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되는 이 코너는 최신 만화관련 논문을 선별해 요약 발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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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동 향
Trend in comic study

논문 제목
DISC 행동유형에 따른 만화애니메이션학과 대학생들의 만족도 차이 연구 

-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영문 제목

A study of DISC Behaviour Patterns on the satisfaction difference of Comic-

Animation Department students 

 : Focusing on satisfaction in the major and satisfaction of the university life  

저자(소속) 김신(중부대 교수)

게재지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논문지 <만화애니메이션연구> 통권 제47호, 

(2017.06), 217-239

 본 연구는 만화애니메이션학과 대학생들의 

DISC 행동유형을 측정하여 개인의 차이를 이해하고 

학생들의 강점을 최대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핵심역량을 극대화함에 

목적이 있다. 또한 행동유형별 전공만족도와 대학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행동유형을 이해하고 구성원 

개개인의 강점과 약점을 지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DISC 행동유형 모델을 활용하고자 한다. 

DISC 행동유형 모델은 1928년 Marston에 의해 

인간의 유형과 그 성격관의 관계를 의학적 측면이 

아닌 사회적 측면에 적용하여 좀 더 다양하고 개선

된 인간관계를 유도하고자 연구한 자료를 Carlson 

Leaming Company에서 교육의 일환으로 접목한 

이래로  신뢰도와 타당성이 입증된 검사이다. 

검사결과에 따라 D형(Dominance 주도형), I형

(Influence- 사교형), C형(Conscientiousness- 

신중형), S형(Steadiness- 안정형)의 4개 유형으로 

분류한다.

연구결과, 만화 애니메이션학과 학생들의 DISC

유형은 I형(사교형)이 41.7%로 가장 많았고 가장 

적은 유형은 S형(안정형)으로 10%이었다. 연구대

상자의 만족도 평균은 교수들의 조언에 대한 만족

도가 3.8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내용 

전공 적합성이 3.71과 교과 내용 흥미가 3.68로 높게 

나왔고 행정서비스나 복지시설 만족도가 2.56으로 

낮게 나타났다. DISC 행동 유형에 따른 만족도는 

학과 만족도와 학교 분위기 만족도, 행정 및 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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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만족도에서는 가장 만족도가 높은 유형은 

I형(사교형)이고, 가장 낮은 유형은 C형(분석형)

으로 나타났다. 특히 I형(사교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전체적으로 밝은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겠지만 산만하고 일의 정확도가 다소 

떨어질 수 있으므로 중간 점검이 필수적이며 두 번

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C형(신중형)은 내성적

이고 스트레스가 많은 성향으로 적극적인 소통과 

정확한 조언으로 대학생활을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행동 유형의 특성은 정확한 진로 탐색과 졸업 후 

업무와도 연결이 되므로 학생 스스로도 본인의 행동 

유형을 인지하고 교수들은 유형별 선호하는 환경

이나 작업형태를 파악하여 매칭 한다면 취업률과 

직업 유지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학과의 소그룹 형태의 프로젝트나 작품 

활동에서도 학생들의 DISC의 행동유형 적절하게 

잘 구성한다면 유익한 리더십과 팔로우십으로 

프로젝트 성공률을 높일 수 있으며 학과의 분위기도 

향상시키어 중도 탈락률을 감소시키고 학과의 응

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행동 유형 파악으로 서로 다음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유형이 다르므로 배척하거나 제외

하는 오류를 범하면 안 될 것이며 만화애니메이션

학과 교수는 학생들의 행동유형별 특성과 장단점을 

잘 파악하여 교수법으로 활용하고 유형별 맞춤 

상담을 한다면 교수와 학생 간의 신뢰도와 충성심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행동유형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학과 교수나 지도교수는 맡은 학생들의 

유형을 잘 파악하여 개인 맞춤 응대가 이루어진다면 

좀 더 깊은 상담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다.

이는 전체 학과의 분위기를 향상시킬 수 있고 

학과 응집력을 향상시켜서 부적응이나 불만족 등의 

이유로 중도 탈락을 예방 및 감소시킬 수 있다. 

행동 유형의 특성은 졸업 후 업무와도 연결이 되므로 

학생 스스로도 행동 유형을 인지 시키고 행동 유형 

특성과 업무의 특성을 잘 매칭 한다면 정확한 진로 

탐색과 취업에도 좀 더 유익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DISC 행동유형의 활용은 비단 긍정적인 측면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행동 유형 진단자는 진단 

환경을 잘 이해하고 측정해야하며, 행동유형 활용

자는 환경에 의하여 행동 패턴은 변할 수도 있고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는 것을 인지하여 쉽게 판단

하고 특정화 시키는 것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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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ispositional Theme Exhibition

이색 테마 전시

일본 교토만화뮤지엄의 요리만화전 

최근 일본 만화계의 특징을 언급할 때, 음식만화,

요리만화 (食マンガ)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테마 

중 하나이다. 요즈음에는 가장 인기있는 장르 중 

하나로 자리 잡았지만, 만화가 우에야마 토치가 

<주간 모닝> (週刊モーニング)지에 ‘아빠는 요리사’ 

(원제: 쿠킹파파; クッキングパパ) 연재를 시작한 

1985년 당시에는 지금만큼 대중적인 테마라고는 

보기 힘들었다. 작가인 우에야마가 “(처음 연재를 

시작할 때) 30년 이상 이 작품을 연재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고 회상하는 배경에는 그러한 

이유도 한 몫 할 것이다.

이처럼 ‘아빠는 요리사’는 30년이 넘는 세월에 걸쳐 

요리 및 음식을 통한 인간관계를 그려온 작품으로,

애니메이션 및 TV드라마로도 제작되었다. 제목에서 

추측할 수 있는 대로, 회사원인 동시에 가족들에게는 

요리를 좋아하는 다정한 아빠인 주인공 아라이와 

카즈미(荒岩一味;한국어판 이름은 ‘일미’)의 이야기

를 그린 만화이다. 2017년 10월 현재 단행본 142권

까지 발행된 일본의 최장기 연재만화 중 하나이며, 

한국에서도 133권까지 출판되어 지금까지 한국에서 

출간된 일본 만화작품 중 가장 긴 작품으로 기록되어 

있다. 오랜 연재기간 외에도, 만화의 배경이 되는 곳이 

일본 큐슈지방에 있는 후쿠오카 현 하카타로 한 

지역을 자세히 보여주는 지역성 짙은 만화라는 점과, 

쿠킹파파
(아빠는 요리사)전 

‛여행하고
먹고
요리하고’
旅する。食べる。料理する。

クッキングパパ展

유수경 (일본 객원연구원, 교토국제만화뮤지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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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요리도 등장한다는 

점에서 본 작품은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이렇듯 일본 만화사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갖는 작품, 

‘아빠는 요리사’의 전시회가 교토국제만화뮤지엄

에서 9월 16일 부터 2018년 1월 14일까지 열리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한국, 중국, 일본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최

되고 있다. 2017년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각각 

선정된 대구광역시와 중국 창사시를 작가가 직접 

방문해 요리를 체험, 취재한 사진 수백여 장과 그 취재

를 바탕으로 그린 만화의 콘티, 원화 150점 등이 같이 

전시되어 있어 만화가 완성되기까지의 과정도 엿볼 수 

있다. 전시회장에서는 현지의 시장과 부엌에서 녹음한 

각종 소리가 배경음악으로 흐르고 있어서 현장의 

생생함이 전해져온다.

본 전시회의 관련 기획으로는 11월 12일에 예정된 

‘만화 쿠킹(マンガクッキング)’ 이벤트가 있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하는 만화 쿠킹 이벤트는, 작가인 우에

야마 토치가 직접 ‘아빠는 요리사’에 등장하는 

레시피로 요리를 하는 만화와 요리, 그리고 토크쇼를 

더한 독특한 이벤트이다. 관람객들은 작가의 이야기

를 들으며 요리를 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조리과정

의 냄새를 맡으며 요리가 끝나면 일부 시식도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오감(五感)으로 즐기는 만화 이벤

트라 할 수 있다. 

이번 전시회 및 이벤트는 한중일 3국을 요리와 

만화로 아우른다는 것만으로도 흥미를 끌지만 그 

의의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최근 발매된 <모닝> 43호 (2017년)에서, 주요 등장

인물 중 하나인 타나카 (田中; 한국어판 이름은 ‘전

중’)는 “생활과 습관이 달라도, 그 나라의 사람들과 

밥을 먹고 술을 마시며 이야기 하다보면 그 나라도 

좋아진다. 싫어하게 된 나라는 없다”는 대사를 남겼다. 

정치적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최근 동아시아 

사회의 긴장감을 누그러뜨리는 문화적인 접근이라는 

점에서도, 요리와 만화로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

고자 하는 작가의 바람을 그대로 이어받은 본 전시의 

가치를 재확인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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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류축제 
웹툰 전시 체험 존

2
Dispositional Theme Exhibition

이색 테마 전시

최승춘 (사무국장, 부산대 대학원)

연구소  송작가님. 자기 소개좀 부탁드

립니다. 

송진우 안녕하세요. 만화가 송진우라고 

합니다. 2001년에 출판만화로 데뷔하여

국내, 일본 잡지에 연재하였고, 작년에는 

1회 <글로벌 웹툰쇼> 사무국장, 올해는 BOF

(부산 원아시아페스티벌, 이하 BOF) 웹툰 

전시체험존 큐레이터를 담당하게 되었

습니다.  

연구소  해운대 구남로에 와보니 BOF가 

굉장히 크게 열리는 것 같습니다. BOF에 

어떻게 만화, 웹툰이 들어오게 되었나요?

송진우  BOF가 워낙 큰 행사라서 전체 

행사에서 일부 ‘체험 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BOF 오락실 존’에 포함 된 

프로그램인데요. 시민과 함께하는 전시, 

체험 존의 일부 입니다. 

부산경남만화가연대와 유명 부산작가 

30명의 전시, 부산을 대표하는 유명작가 

토크콘서트 및 사인회, 웹툰작가 드로잉

쇼, 웹툰작가 라이브 마감쇼, 웹툰 작가님

의 캐리커쳐 등 그야말로 남녀노소 시민

들과 함께하는 웹툰 오락실입니다. 

여기 행사장 BOF 구남로에선 반응이 가

장 뜨거운 것 같네요.(웃음) 작가님들이 

정말 고생 많으세요.

연구소 작년에 <부산 글로벌 웹툰쇼>를 

사실상 모든 구성을 하셨던 실무자로 알고 

있는데, 이번 BOF와 작년 웹툰쇼와 비교

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송진우  작년 <글로벌 웹툰쇼> 개최는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준비하면서 고생한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BOF(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는 국내에서 가장 큰 한류 축제이다. 

올해는 특별하게 축제 부대행사로 

부산 만화가들의 전시가 열리고 있다. 

원로만화가에서 20대 신인만화가까지 

다양한 만화가 전시되고 있다. 큐레이

터를 맡은 중견 만화가 송진우작가를 

인터뷰했다.

만화가  송진우 

여운은 아마 죽을 때까지 잊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웹툰쇼와 BOF 웹툰의 공통점은 둘 다 

장소가 부산 해운대라는 점과 아시아 

콘텐츠의 중심, K팝 등 음악이 주 콘텐

츠인 BOF 행사에 웹툰이 포함된 것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그만큼 웹툰의 관심과 위상이 높아

졌다는 뜻이겠지요. 작년의 <글로벌 웹

툰쇼>의 개최는 웹툰의 위상을 높이는

데 상징적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이어서 부산에서 웹툰 페스티발, 2회 

웹툰 쇼등 웹툰관련 행사가 또 준비 중

인데, BOF웹툰이 흥행해서 향후 치러질 

웹툰 잔치에 시민들의 관심이 또 증폭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모두 1회 행사에만 담당하게 되었

네요.

연구소  조금은 곤란한 질문인데, 만화

작가이신데도 이런 행사나 기획을 자주 

맡으십니다. 기획력이 좋으시네요?

송진우  글쎄요. 전 한 번도 기획력이 좋

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그랬으면 

작품으로 진즉에 뭔가 멋진 것이 나오지 

않았을까요?(웃음) 

웹툰쇼도 그렇고 BOF웹툰도 기획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이였죠. 음식으로 비유

하자면 메뉴는 이미 정해져 있었고, 전 

좋은 재료를 구해 와서 요리하기 좋은 

위치에 세팅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

리고 작가님들과 시민이 함께 요리를 완성

하게 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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돗토리현(鳥取県)은 동해 쪽 한국과 맞닿아 있는 연안

지역으로 인구(56만)와 면적이 비교적 작은 일본 동중부

에 있는 현이다. 농업과 수산물이 풍부하고 자연이 수려

한 곳이다. 이 변방의 지역이 내세운 지역 효자상품은 바

로 ‘만화’이다. 일본의 지자체 대부분이 지역 출신 만화가

들을 발굴하여 기념관, 관광 상품으로 콘텐츠 화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비해 돗토리현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 개발

하고 있다. 만화왕국의 테마를 만들고 지역출신 작가를 

내세웠다. 

일본의 만화문화 시설을 찾아서 (5)
윤기헌 (소장, 부산대 교수)

기획연재

‘만화왕국’ 돗토리의 

미즈키시게루 
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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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요금     일반 700엔, 중고생 500엔, 초등학생 300엔
단체 20명 이상 개인당 100엔 할인

기획연재

미즈키시게루기념관 (水木しげる記念館)

홈페이지     http://mizuki.sakaiminato.net

주 소          〒684-0025 鳥取県境港市本町5番地(本町アーケード通り)

이용시간     09:30 ~ 17:00 연중무휴(여름에는 18:00까지 개관)

가장 돗토리가 내세운 작가는 일본 요괴만화의 

거장1미즈키0시게루(水木しげる,1922~2015)

이다. 그는 이제 고향 항구 사카이미나토시(境港

市)를 비롯해 돗토리 전부의 대표 얼굴이다. 

오래된 요릿집을 개조해 미즈키시게루기념관

(水木しげる記念館)을 짓고 미즈키시게루 거리

(水木しげるロード)를 만들었다. 캐릭터 상품을 

만들고 공공시설에 캐릭터 이름을 부가하고 아예 

지역 요나고 공항을 요나고게타로공항(米子鬼太

郎空港)으로 만들 만큼 적극적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세계요괴회의 같은 이벤트도 꾸준하다.

돗토리현의 만화콘텐츠 적극 활용은 <명탐정 

코난>의 아오야마 고쇼와 역시 동향인 다니구치 

지로에게 까지 이어진다.(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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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조선대 대학원

정배영 조선대 대학원

이해광 상명대 교수

이화자 공주대 교수

고경일 상명대 교수

성문기 청주대 교수

김 신 중부대 교수 황중환 조선대 교수

이진희 순천대 교수

고  문

만 화 정 책 분 과 교 육 분 과

국 제 교 류 분 과

지 역 1 분 과

만 화 융 합 산 업 분 과 외 국 객 원 연 구 원만 화 산 업 분 과

지 역 2 분 과

소  장

사 무 국 장

부 소 장

감  사

조 직 도

연 락 처

PRIC 사단법인 우리만화연대 부설 만화정책 연구소 

‘만화정책연구소’ 

(약자: 만정연, Comics Policy Research Institute, CPRI) 

박재동  이희재  김형배 윤기헌 부산대 교수

최승춘 부산대 대학원

김병수 목원대 교수

최정규 우리만화연대 부회장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선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수도권,충청권) (영호남,제주)

김병수 목원대 교수

김현지 상명대 외래교수

김세종 목원대 대학원
정혜원 공주대 대학원

김소원  만화연구자

김광수 청주대 대학원 장슬기 순천대 대학원

백종성 중부대 겸임교수 

소장 윤기헌 •010-2704-9126 •chihe2002@naver.com

카페 •http://cafe.naver.com/comicspolicy 표지•편집디자인 최유남 •hiyunami@nate.com 

사무국장 최승춘 •010-3837-8614 •icartoonist@naver.com 

쉬위안      중국 런민대 교수

우하오란   중국 만화연구자

유수경     일본 교토국제망가
                      뮤지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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