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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만화책을 읽을 때 드는 시간은 제각각이다. 이는 독자의 주관으로 만화 

속의 시간이 해석됨을 의미한다. 물론 만화의 시스템 안에서 시간성, 즉 

만화의 타이밍을 조절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를 만화 안에 배치시키는 

것은 작가지만, 만화에 몰입하여 그 시간 감각을 읽고 상상하는 일은 독

자의 몫이다. 즉, 종이만화에서 일반적으로 만화의 타이밍을 주관하는 주

체는 독자였다. 반면 종이만화에서 전자만화로 매체가 바뀌게 되면서 새

롭게 포착되는 현상은, 독자의 상대시간에 작가가 개입하여 절대시간으로 

이행되는 양상이다. 게임 매체에서의 에이전시 이론에 따르면, 에이전시

란 게임 안에서 독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재현해주는 게임 속의 대행을 의

미하며 그에 수반되는 강제성으로 하여금 게임에 만족할 수 있게 한다. 

전자만화 중 일부,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등의 매체의 성격을 흡수한 형태

의 전자만화에서는 출판만화에서 독자가 누릴 수 있었던 주관적인 타이밍

이 작가에게 이행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전자만화에서의 질료적 제약인 

서사의 질 혹은 정보량, 형상적 제약인 조작이 균형을 이루어야 타이밍 

에이전시가 높아진다. 적절한 에이전시는 전자만화의 가독성을 높이지만, 

서사와 조작 사이의 불균형은 독자의 타이밍 에이전시를 빼앗게 된다. 멀

티미디어와 혼합된 전자만화를 연출할 때 그 점 역시 고려하여야 할 것이

다.

주제어 : 전자만화, 디지털 만화, 타이밍, 에이전시, 인터랙티브 스토리

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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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만화는 이미지를 통해 독자와 많은 감각을 상호작용한다. 특히 

독자들은 공간에 배치된 칸과 칸 사이를 읽으며 서사를 인지하

는, 관절의 이음(Arthrology)1) 혹은 완결적 연상(Closure)2)이라

는 만화 고유의 성질에 의해 공간 요소를 통해 시간 감각을 인식

한다는 특성을 가진다.

타이밍(Timing)이란 만화를 읽을 때 시간성에 관련되는 속도, 

리듬, 템포, 박자 등의 모든 시간적 인지를 가능하게 만드는 만

화의 원리이며, 독자가 만화를 해석할 때 시간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발생시키는 원동력이다. 작가들은 만화책 속에 다양한 기

법을 장치해둠으로써 속도, 리듬, 템포 등을 조절한다. 예를 들

면 빠른 템포를 위해 칸을 작고 촘촘한 간격으로 배치하거나, 역

동적인 효과선을 첨가하거나 하는 연출 등이다.

그러나 만화책 속에 숨겨진 이러한 기법들을 해독하고 감상하

는 일은 독자의 몫이며, 독자가 느끼는 만화의 타이밍은 일반적

으로 각자의 주관에 달려 있는 상대시간으로 인식된다. 그렇기에 

만화 속에서 흘러가는 상대시간은 정확하게 측량할 수 없으며, 

만화를 읽는 시간이 독자마다 다른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종이의 영역을 벗어나 무한 캔버스, 즉 컴퓨터 

모니터나 전자책 단말기, 혹은 태블릿 PC 등의 디스플레이에 출

력되는 전자만화는 출판만화와는 사뭇 다른 읽기 체계를 가지고 

있다. 칸과 칸 사이를 마우스 클릭으로 이동하거나, 페이지를 넘

기는 대신 스크롤을 내려 읽는 형식을 가지기도 한다. 

더 나아가 멀티미디어와 혼합된 전자만화들 중에는 출판만화와 

확연히 멀어진 방식의 읽기 체계를 가지는 것들이 있다. 이러한 

전자만화에서 작가들은 기존의 종이만화에서 보지 못 했던 새로

운 기법으로 타이밍을 연출하기도 한다. 한 가지 예로 음악과 만

1) Groensteen, T., B. Beaty, & N. Nguyen, The system of comics, Univ Press 
of Mississippi, 2007.

2) McCloud, S., Understanding comics: The invisible art, Tundra Publishing,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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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접목시킨 탭툰 같은 콘텐츠를 들 수 있다. 탭툰을 만화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논란 역시 존재한다. 탭툰

은 독자가 행해야 할 페이지 넘김이나 스크롤 전환 이벤트가 필

요 없이 만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에 맞춰 칸 전환이 자동적

으로 진행되므로, 독자에게 상대시간이 아닌 절대시간 인식을 유

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칸과 칸 사이를 독자가 능동적으로 

읽어 내려가며 공간 개념을 시간으로 환원시키는 만화 고유의 특

성을 다소 잃은 것이다.

때문에,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등 다른 미디어의 특성이 결합된 

전자만화에는 다른 미디어의 이론을 적용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전자만화에서 일어나는 타이밍이 출판만

화와 어떻게 다르며 또 독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게

임서사학의 에이전시(Agency) 이론을 끌어와 설명하고자 한다. 

그를 위해 본문에서는 먼저 에이전시 이론을 소개하고, 전자만화

에서 나타나는 타이밍 에이전시의 양상을 예를 들어 분석할 것이

다.

Ⅱ. 타이밍 에이전시

1. 에이전시 이론

에이전시 이론은 사용자가 직접 조종하는 캐릭터(character) 

개념이 존재하는 컴퓨터 게임 분야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이론으

로,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 전반에 적용되고 있다. 멀티미디어가 

혼합된 만화 역시 서사적 구조를 가진 하나의 놀이 미디어

(playable media)이므로 에이전시 이론이 적용되는 영역에 해당

된다.

에이전시(Agency)라는 용어는 직역하면 대행, 이행이라는 뜻이

다. 자넷 머리(Janet Murray)는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의 세 가

지 요소로 ‘몰입(immersion)’과 ‘에이전시’, 그리고 ‘변형

(transformation)’을 들고 있다. 머리가 정의한 에이전시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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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있는 액션과 우리의 결정 및 선택의 결과를 볼 수 있게 하는 

만족스러운 힘이다. 또한 마음에 드는 순종적인 물질에 힘을 행

사하는 흥분감이다3). 그러나 마티어스(Michael Mateas)와 프루인

(Noah Wardrip-Fruin) 등은 컴퓨터 화면에서 문서를 열어보기 위

한 단순 마우스 클릭 같은 행위는 자넷 머리가 정의한 진정한 에

이전시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왜냐면, 서사가 들어가는 조건이 

우선되기 때문이다. 머리는 “항해(navigation)의 기쁨”을 들면

서 게임이 픽션의 유의미한 내러티브와 결합하여야 한다고 말하

고 있다4). 

마티어스는 이에 덧붙인다.

질료적인 제약(행동유도(material constraints(affordance)))과 형

상적인 제약(행동유도((formal constraints(affordance)))의 강제

가 균형을 이룰 때 사용자는 에이전시를 느낄 수 있다. 플롯 상의 

드라마틱한 개연성을 매개로 한 형상적 제약에서 일어난 액션이 광

경, 패턴, 언어, 생각의 층위로부터 가능하게끔 만들어진 질료적 

제약에 상응할 때, 사용자는 에이전시를 경험할 것이다. 두 제약의 

불균형은 에이전시를 저하시킨다5).

질료적 제약과 형상적 제약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나오

는 드라마 이론에서 차용된 것이며, 세부적으로는 6개 범주로 설

명되고 있다. 마티어스가 정리한 도식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

3) Murray, J. H., Hamlet on the Holodeck: The future of narrative in 
cyberspace, Free Press, 1997, p.126.

4) Wardrip-Fruin, N., M. Mateas, S. Dow & S. Sali, “Agency reconsidered”, 

Breaking New Ground: Innovation in Games, Play, Practice and Theory, 

Proceedings of DiGRA 2009, London Brudel University, 2009.9.

5) Mateas, M.,“Cyberdrama”, in Wardrip-Fruin, (eds.), First Person, 2004,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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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아리스토텔레스의 드라마 구현 모형6)

위 모형에 따르면 형상인(Formal cause)은 완성된 줄거리, 작

가가 재현하려는 전체적인 형식과 장르, 패턴을 포함한 액션에 

해당되며 물질인(Material cause)은 연극을 만드는 재료이자 눈

앞에 펼쳐지는 상연 그 자체이며 스펙터클(경이감)을 추구한다. 

플롯에 가까워질수록 형상적 요소가 강해지고, 행동(상연)에 가

까워질수록 질료적 요소가 강해진다. 또한 형상인과 질료인은 상

반되는 관계에 있다. 이야기와 플롯을 만드는 작가의 위치는 형

상인의 시점에 가깝고, 관객은 작가의 반대편인 질료인에 가까운 

시점에서 상연되는 드라마를 본다. 

이 두 가지 요소는 사용자가 의도대로 조작을 가하여 재미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게임 등의 미디어에서는 제약

(constraints)처럼 작동한다. 게임 내 사용자가 캐릭터를 이용하

여 어디까지 행위 구현이 가능한가, 그리고 게임 내 목표와 퀘스

트 의무가 얼마만큼 주어지는가는 게임 내의 제한사항과도 같다.

이를 전자만화에 대입해보면 전자만화의 타이밍 에이전시가 형

상적 제약과 질료적 제약의 균형으로 발현된다고 할 때, 형상적 

요인은 만화의 이야기 자체와 정보량 등의 요소에 가깝다. 질료

적 요인은 만화를 읽기 위한 독자의 물리적인 조작인 시선 이동

을 포함한 터치, 마우스 스크롤과 클릭 등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6) Mateas, M.,“Interactive drama, ar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Carnegie Mellon University, School of Computer Science, Ph.D. 

Dissertation(2002.12),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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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 전자만화에서의 타이밍 에이전시

일반적인 출판만화에서 독자는 두 가지 종류의 타이밍을 인지

한다. 읽는 순간 현재 시제로 인식되는7) 칸 속의 이미지 자체에

서 인식되는 속도감이 첫 번째이다. 독자는 칸 속 인물의 움직임

이나 집중선 등의 요소에서, 그리고 말풍선 속의 텍스트를 “마

음의 귀(the mind’s ear)8)”로 들으며 시간을 느낀다. 두 번째

는 시간의 지도(temporal mapping)9), 즉 만화책 위 칸들의 배치 

구성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의 흐름이다. 

후자의 경우 스콧 맥클라우드(Scott Mccloud)에 따르면 타이밍

은 시간=공간의 원리를 지킨다. 칸에서 칸으로 독자의 시선이 공

간적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현재 시제의 칸을 과거로 보내고 다음 

칸을 현재 시제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물리적 공간(physical space) = 물리적인 읽기 동작(physical reading 

motion) = 상상의 시간(fictive time)10)

그림 2. 만화에서의 시간(temporal) 이동과 공간 이동11)

7) McCloud, S., 앞의 책, p.95.

8) Khordoc, C., “The comic book’s soundtrack: Visual sound effects in 

Asterix”, in Varnum, R. & C.T. Gibbons (eds.), The language of comics: 
Word and image, University Press of Mississippi, 2001, p.156. 

9) 스콧 맥클라우드, 김낙호 역, 『만화의 미래』, 비즈앤비즈, 2008, p.213.

10) Cohn, N., “The limits of time and transitions: Challenges to theories 

of sequential image comprehension”, Studies in Comics, Vol.1, 

No.1(2010), 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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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작가들은 칸의 간격(intervals)을 진열하는 것으로 리

드미컬하게 이야기를 안배하는 등12), 칸의 모양, 간격, 위치 등

을 조절하여 타이밍을 연출하고 있다. 이를 그로엔스틴

(Groensteen)은 칸 새는 한숨 쉬기(sigh), 단과 단 사이는 반 일

시정지(semi-pause), 페이지 사이는 일시정지(pause)에 빗대어 

공간과 시간의 관계를 설명했다.

반면, 전자만화에서는 타이밍을 인식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 

우선 마블 코믹스의 종이 만화책과 초기 아이패드 버전의 마블코

믹스 앱 만화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초기 아이패드 버전으로 전

환된 마블코믹스의 전자만화들은 아이패드의 한 화면 안에 하나

의 칸만 보여주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터치를 하면 화면은 다음 

칸으로 스스로 이동하며, 독자들은 함께 이동하고 있는 칸과 칸 

사이의 칸 새가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시간의 지도

(temporal mapping)를 조각낸13)’ 셈이다.

그림 3. 클릭 이벤트로 칸을 전환하는 전자만화에서의 시간 이동과 

공간 이동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자만화에서의 형상적 요소가 만화 자체

11) Cohn, N., Early writings on visual language, EMAKI, 2003, p.70의 도식 

일부 수정.

12) Groensteen, T., B. Beaty, & N. Nguyen, 앞의 책, p.45.

13) McCloud, S., 앞의 책, p.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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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과 정보량이며, 질료적 요소가 독자의 터치 이벤트라고 

할 때 이와 같은 방식의 전자만화는 한 칸 당 하나의 터치 이벤

트를 이행해야 하므로 종이만화에 비해 형상적 요소와 질료적 요

소가 불균형하다. 즉 종이만화에 비해 타이밍 에이전시가 낮아 

독자가 원하는 대로의 매개 혹은 만족감이 덜 충족된다고 할 수 

있다. 종이만화에서 독자는 칸과 칸 사이 혹은 단에서 단으로 시

선을 이동시키는 행위, 페이지를 넘기는 행위 등의 결과로 서사

를 보상받는데 이것이 작가가 시선 이동을 강제적으로 유도한 결

과라면, 전자만화에서는 형상적 요소의 제약과 질료적 요소의 제

약으로 독자의 읽기 행위를 유도한다. 다시 말하면 전자만화에서 

작가는 형상적 요소인 한 화면에 비춰지는 만화의 정보량과 질료

적 요소인 클릭 이벤트를 어떤 식으로 제한할 것인지 결정한다. 

기본적으로 종이만화에서 독자의 시선 이동의 제약보다 마우스 

클릭과 터치 이벤트, 스크롤 조작이라는 질료적 제약이 독자에게

는 더 수고로운 행위이므로 기본적으로 전자만화에서 질료적 제

약이 크다. 

또한 몇 칸을 보여줄 것인가, 몇 번의 클릭을 유도할 것인가 

등의 제약을 작가가 의도함으로써 종이만화에서 독자가 주도했던 

타이밍의 인식은 작가가 개입하여 주도할 수 있게 되고, 독자 타

이밍 에이전시가 줄어드는 만큼 작가 측에서는 작가가 의도하는 

작가 타이밍 에이전시가 높아진다. 더 많은 애니메이션과 음향이 

혼합된 전자만화에서는 작가가 타이밍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진다. 

두 번째로, 자동으로 칸이 재생되는 모션코믹스와 종이만화를 

비교해보자. 만화는 개별적인 정지 이미지인 칸의 집합을 독자가 

읽어나가면서 서사를 이해한다. 모션 코믹스는 애니메이션처럼 

약간의 움직임이 첨가된 칸의 재생, 혹은 칸이 해체되어 영화나 

애니메이션의 모습에 가까운 시퀀스로 재구성된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서사를 이해해 나간다. 이 모션코믹스라는 매체에서 독자 

혹은 시청자는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시간에서 전개되는 눈

앞의 영상을 시청하기만 하면 된다. 정적 이미지에서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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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내려고 칸과 칸 사이를 해석하거나 페이지를 넘기는 액션은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만화가 모션코믹스로 매체 전환되

면서 독자가 쥐고 있었던 타이밍의 해석이 작가에게로 이행, 혹

은 작가가 대행하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극단적인 예이지만 상대

시간이 절대시간으로 변하면서 작가가 작가의 의도대로 서사 속

의 시간을 이끌고 있다. 타이밍 에이전시의 주도권이 독자에게서 

작가 쪽으로 가버린 것이다.

그림 4. 모션코믹스에서의 시간 이동과 공간 이동

이처럼 전자만화에서는 타이밍의 주체가 작가로 이행되는 경향

이 많다. 특히 소리, 움직임 등의 멀티미디어 요소는 작가의 의

도 아래 있으므로 독자의 타이밍 에이전시를 빼앗고 작가에게 타

이밍에 대한 수행권을 부여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타이밍의 주

체로서의 작가와 독자와의 관계는 서로 뺏고 빼앗기는 관계로도 

볼 수 있다. 

그림 5. 전자만화에서의 독자-작가 타이밍 에이전시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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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전자만화의 타이밍 에이전시 활용

질료적 제약과 형상적 제약이 불균형하면 독자의 타이밍 에이

전시가 낮아지는데, 멀티미디어가 혼합된 실험적인 전자만화들에

서 종종 두 제약 사이의 불균형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정보량

에 비해 너무 많은 조작을 요구하는 전자만화는 독자가 주도하는 

타이밍 에이전시가 낮아질 것이다. 반대로, 많은 정보량에 반해 

조작을 거의 하지 않도록 제작된 전자만화 역시 불균형으로 인해 

독자의 타이밍 에이전시가 줄어들고 만족감이 낮아진다. 그렇기

에 전자만화를 제작하는 작가들은 독자의 타이밍 에이전시를 크

게 빼앗지 않는 선에서 멀티미디어를 표현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림 6. Chris Ware, 아이패드용 만화「Touch Sensitive」

<그림 6>은 크리스 웨어(Chris Ware)가 Mcsweeney’s라는 아

이패드용 매거진의 in app purchase 방식으로 게재한 단편이다. 

위 작품에서 크리스 웨어의 타이밍 활용은 크게 세 가지 양상으

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출판만화 원리를 답습한 타이밍이

다. 칸과 칸 사이를 읽을 수 있도록 독자에게 종이만화 방식의 

시선의 흐름을 허용했다. 그 중 부분적으로 애니메이션과 접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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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움직임을 준 칸 역시 독자의 시선을 오랫동안 해당 칸에 지연

시키는 타이밍을 수행한다.

두 번째 스타일은 화면에서 칸이 그려져 있지 않은 공백, 즉 

비활성공간을 터치를 통해 활성화하여 빈 공간에 칸들이 생겨나

게끔 만든 타이밍 효과이다. 독자가 시선을 화면 전체에 두고 거

시적으로 바라보고 있더라도 현재 독서 상황의 미래 시제인 비활

성공간의 서사 영역(앞으로 볼 다음 칸)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를 그로엔스틴의 비유로 말하자면, 이때 독자가 하는 터치 조

작은 과거의 칸, 현재의 칸, 미래의 칸을 모두 조망할 수 있었던 

출판만화의 한 페이지 공간의 한숨(칸과 칸 사이)이나 반 일시정

지(단과 단 사이)와는 조금 다르다. 그렇다고 보이지 않는 다음 

칸을 보기 위한 쪽넘김, 즉 일시정지에 대응되는 것도 아니다. 

종이만화에서 페이지를 넘기면 과거의 칸은 비가시영역이 되지

만, 위 전자만화에서는 터치 조작을 해도 과거의 칸들을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Touch Sensitive」에서의 터치 

행위는 단과 단 사이를 이동하는 행위와 쪽 넘김 행위의 중간쯤 

되는 제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시선의 이동

보다는 물리적으로 더 수고롭다. 이를 통해 출판만화 형태로 자

리 잡은 질료적, 형상적 제약의 균형은 질료적 제약에 보다 무게

가 실리게 됨과 함께 작가 쪽이 제약한 강제성이 더 커지면서 독

자가 가지고 있었던 타이밍 에이전시가 조금 낮아지고 작가에게

로 넘어온다. 이 작품에서는 칸 하나당 하나의 터치 이벤트를 대

응하지 않고 한 번의 터치 이벤트에 여러 칸의 정보량을 제공함

으로써 질료적, 형상적 제약의 불균형을 피했다.

세 번째는 절대시간을 활용한 것이다. <그림 6>의 여섯 번째 

칸의 지하철 문은 수 초 동안의 로딩 시간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

로 다음 칸을 볼 수 없게끔 만들어져 있다. 이는 모션코믹스의 

예처럼, 만화읽기의 주체였던 독자의 능동을 제재하고 시간을 수

동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작가가 타이밍 에이전시를 완전히 주도한 

방식이다. 이러한 효과로 하여금 만화의 서사 내용에 맞춰 지하

철 문이 열리는 지연 시간을 실감나게 표현했으며 해당 칸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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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하고 기대하게 하는 효과를 노렸다.

그림 7. 호랑, 웹툰 「봉천동귀신」

포털에서 정형화된 형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웹툰은 컴퓨터에

서 마우스 휠 또는 스크롤 클릭을 이용하여 아래쪽으로 화면을 

옮겨가며 가시영역 내 세로로 배치되어 있는 칸과 칸 사이로 시

선을 이동하는 방법으로 읽는다. 이는 독자로 하여금 칸과 칸 사

이를 능동적으로 읽게 하는 출판만화의 타이밍 기법을 상당 부분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공포만화인 봉천동귀신의 하이라이트 부

분에서는 짧은 순간 여러 칸을 스크롤 제약으로 강제적으로 내리

게 하여 정지된 칸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기법이 사용

되었다. 분위기에 맞는 음향 효과도 더해졌다. 이는 독자에게 강

제한 작가 의도의 타이밍 에이전시이다. 짧은 순간에 독자의 에

이전시를 빼앗음으로써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독자에게 긴장감

을 안기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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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호랑·김윤아 탭툰 다하지 못한 말

앞서 본 모션코믹스의 형태와 비슷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 <그

림 8>의 탭툰 같은 경우는 가장 낮은 타이밍 에이전시를 보인다. 

같은 제목의 노래에 맞춰 화면에는 정적인 만화 칸이 마치 한 편

의 뮤직비디오처럼 순서대로 재생되어 나타난다. 말풍선과 칸을 

가지고 있는 이 매체가 만화의 영역인지 아닌지 논란이 있을 정

도로 이 자동으로 재생되는 만화의 타이밍에 독자가 끼어들 여지

는 없다. 혹은 이미 지나간 칸이나 곧 미래에 재생될 칸이 현재 

시선이 가 있는 칸 곁에 투명하게 자리 잡고 있으나, 양 칸과 칸 

사이로 시선을 이동시켜 서사를 상상하려는 행위를 굳이 할 필요

가 없다. 노래에 맞춰 곧 현재의 칸이 넘어가고 다음 칸으로 이

동하리라는 것을, 작가가 작가의 의도대로 절대시간의 타이밍을 

준비했다는 것을 독자들은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유형에서 독자의 에이전시를 높이기 위해서는 독자가 개입하여 

조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만화 내용의 정보량, 즉 

형상적 요소와 균형을 맞춰야 한다. 작가측은 독자에게 오른쪽에 

위치한 스크롤을 이용하여 원하는 노래 부분 혹은 원하는 칸 부

분으로 건너뛸 수 있는 터치 이벤트 기능을 허용해 놓았다. 모션 

코믹스 유형의 만화에서 독자 에이전시를 높이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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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여동현, 아이패드용 만화 ｢Money Makes Me Happy｣

모션코믹스의 낮은 타이밍 에이전시를 높이는 대안으로 쪽 넘

김 이벤트를 두는 방법도 있다. ｢Money Makes Me Happy｣는 모션

코믹스처럼 대사와 함께 칸이 자동적으로 재생되나 페이지 개념

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종이만화의 한쪽 분량인 5~6개의 

칸이 자동 재생된 후, 화면은 재생을 멈추고 터치를 요구한다. 

다음 쪽으로 넘기면 다시 한쪽 분량인 대여섯 개의 칸이 자동 재

생되고 멈추는 식이다. 칸이 자동 재생되는 동안에도 언제든지 

터치 이벤트를 통해 다음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 독자에게 페이

지 단위로 이동할 수 있는 자유도를 부여한 것으로 독자의 타이

밍 에이전시가 낮아지는 것을 막았다.

Ⅴ. 결론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에 관한 화두가 새로운 미디어를 대

상으로 집중을 받은 지 오래지만, 만화는 원래부터 그 자체로 상

호작용이 풍부하게 이루어지는 쿨미디어(cool media)였다. 칸과 

칸 사이로 시선을 훑어가며, 혹은 페이지를 넘겨가며 만화 속 이

야기에 집중하던 그 감동은 전통적으로 종이만화책 읽기의 묘미

다. 그 감성을 전자만화에서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여전

히 고민을 계속해야 하는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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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은 그 과제의 하나로서 전자만화의 타이밍 에이전시에 대

해 고찰해 보았다. 

기존의 작가들은 만화의 서사를 존속시키고 독자들의 흥미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소였던 타이밍을 종이 위에서 여러 가지 기

법으로 연출할 수 있었다. 완결적 연상이 거듭되는 공간을 끌어

들여 작가들은 독자가 만화를 읽는 템포와 리듬을 조절하고 서사 

속에서 흐르는 시간 전개 속도를 맞췄다. 

반면, 멀티미디어 요소를 차용하는 것이 가능해진 무한 캔버스 

위의 전자만화들은 기존 종이만화의 타이밍 기법을 넘어 다른 형

태의 연출을 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상호작용 스토리텔링을 기

반으로 하는 게임 분야에서 다루던 에이전시 이론을 적용해 전자

만화의 타이밍 에이전시를 분석해 보았다.

전자만화에서 타이밍 에이전시의 특성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전자만화의 타이밍 에이전시는 형상적 제약인 서사와 정

보량, 질료적 제약인 조작의 균형으로 발현된다. 만화에서의 서

사가 한 화면 안, 혹은 칸 안에 제공되는 이야기와 그 정보량이

라면, 조작은 화면을 터치하거나 스크롤을 움직이거나 하는 독자

의 행위를 의미한다. 정보량이 조작의 수고에 비해 적거나 많은 

정보량에 조작을 할 기회가 적어진다면 두 제약 사이에 불균형이 

생겨 타이밍 에이전시가 낮아진다. 기본적으로 시선의 흐름을 질

료적 제약으로 쓰는 종이만화보다, 수고로운 동작을 요구하는 전

자만화가 두 제약 간의 불균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둘째, 독자의 타이밍 에이전시와 작가의 타이밍 에이전시는 서

로 빼앗기는 관계이다. 출판만화의 이상적인 독자 타이밍 에이전

시에 가까워지려면 멀티미디어를 포기해야 하고, 작가가 많은 멀

티미디어를 만화에 포함하려는 의도가 있으면 독자의 타이밍 에

이전시를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셋째, 특히 전자만화에 청각 요소가 포함되면 절대시간을 타이

밍에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작가의 타이밍 에이전시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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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만화는 정지 이미지가 주가 되는 출판만화에 움직임이나 

소리 등 다른 미디어를 혼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출판만화보다 

많은 감각을 표현할 수 있는 작가의 선택 폭이 넓어진다. 특히 

탭툰의 예처럼 작가가 전자만화가 절대시간을 운용해야 하는 청

각적 요소를 포함하려는 의도를 가질 때, 독자의 타이밍 에이전

시의 감소를 막는 연출 전략이 우선 과제일 것이다. 전자만화에

서는 작가의 타이밍 에이전시와 독자의 타이밍 에이전시가 서로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질료적 제

약과 형상적 제약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연출이 요구된다. 

그러한 점에서 작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불균형을 피하고 있

다. 또한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작가의 타이밍 에이전

시를 이용해 종이만화에서 볼 수 없었던 특이한 효과들을 연출하

여 독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고 있다.

본 연구는 전자만화의 타이밍 메커니즘을 에이전시 이론을 통

해 매체적인 입장에서 고찰해본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정확

한 측정이 불가능하며 주관에 따라 결정되는 요소인 타이밍이라

는 개념을 설명하기에는 객관적이지 못 했거나 다소 명확하지 못 

한 결론에 도달한 것이 한계이다. 또한 에이전시라는 한 가지 요

소만으로 만화 전체의 재미와 만족도를 판단하는 것 역시 한계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전자만화에서의 타이밍 에이전시 이론은 더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여 모호한 개념들을 더 구체화하고, 사용자 실험 

등을 통해 가설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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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iming Agency in Digital Comics 

: Focused on Multimedia Comics

Yoh, Mi-ju

Comic book readers have respectively different reading 

speed and this means that time in comics is translated by 

readers’ view. The authors arrange panels and gutters to 

control time, but time recognition in comics depends on the 

readers and generally it is the readers’ role. On the contrary, 

the phenomenon having occurred by infinite canvas varied the 

authority of timing. Infinite canvas can give the comic book 

authors more authority of controlling timing than the readers 

by intervening in readers’ relative time as an agents and 

transforming their fictive time into absolute time. 

 Following to the concept of “Agency” in games, agency is 

the power which satisfies the players by reemergence of their 

intentions. Since some of digital comics absorbed the 

properties of other media such as animation and sound, we 

can see that the reader’s timing agency is shifted to the 

author’s timing agen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is phenomenon 

and to remind that agency motivated by the balance between 

material constraints and formal constraints becomes a 

condition of readability of digital comics but excessive timing 

constraints given to the readers causes a decrease of the 

readers’ timing agency. This also can be a considerable 

matter when we produce digital comics.

Key Words : digital comics, e-comics, timing, agency, 

interactive storyt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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