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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다양한 만화 장르 중에서 한국의 순정만화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

는 '소녀만화'는 일본에서 시작되어 세계 각국으로 전파 된 만화 장르이

다. 그리고 소녀만화를 다른 장르와 구분 하는 특징의 하나는 내면의 세

계를 그리는 독특한 시각적 표현이다. 본 논문에서는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초에 발간된『소녀』,『소녀 클럽』,『소녀 북』등의 소녀 잡지

에 실린 만화의 시각적 표현, 특히 꽃의 표현과 칸나누기 연출, 속표지의 

구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했다. 그리고 그러한 분석을 통해 이 시기의 

작품들이 소녀만화의 기본적인 특징들을 내포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시각

적 표현은 특히 당시 소수의 여성 작가들에 의해 활발하게 시도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내면세계와 주인공의 심리를 시각적으로 표현 하는 

특징들은 이미 1960년대 초의 소녀만화에서도 드러나 있었다. 

 소녀만화는 많은 선행 연구자들로부터 1970년대 초반 '황금기'를 맞이

하며 그 형식과 표현 방법을 완성 시킨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일본 소녀만화 연구는 소녀만화의 황금기라 불리는 시기에 초

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 시기에는 다양한 작품이 등장하고 스토리와 시

각적 표현에서 완성도가 높아졌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로 독자들의 지지

를 받는 인기 작가들이 등장했고, 인기 작가의 등장은 소녀만화 독자층의 

확대로 이어졌다는 부분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들 소녀만화

가 갖는 독특한 시각적 표현이 언제부터 등장 했는가에 대한 연구, 즉 초

기 소녀 만화 연구는 많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듯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초의 소녀만화는 1970년대의 소녀만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

평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58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판된 소녀 

잡지 만화의 시각적 표현의 특징을 고찰함으로써 소녀만화가 성립되는 과

정에 있어 큰 역할을 담당했던 작품과 작가들에 대해 재평가 하고자 한

다. 본 연구는 소녀만화의 시각적 표현의 원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특징들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에 대한 새로운 제시가 될 것이다.

주제어 : 만화, 소녀만화, 소녀 잡지, 다카하시 마코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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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일본의 소녀만화는 우리의 순정만화와 같은 개념의 만화장르로 

독특한 시각적 표현이 그 특징의 하나이며 일본에서 처음 시작되

어 동아시아를 비롯해 유럽과 미국으로 전해진 만화 장르이다1). 

지금까지의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일본 소녀만화의 형성에 

영향을 끼친　매체로　소녀소설과　소녀 잡지의　삽화2)를 들 수 

있다. 즉 소녀 잡지에 실린 소녀소설은 소녀만화의 서사구조에 

영향을 주었으며 소녀 잡지에 실린 삽화는 소녀만화의 그림체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받는다. 소녀소설과 소녀 잡지의 삽화를 

비롯한 소녀문화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활발히 진행되어 왔

다3). 그리고 소녀만화의 시각적 표현의 특징에 관한 연구도 다수 

존재 한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대부분 1970년대의 소녀만화를 

다루고 있다. 전후 일본 소녀만화의 역사에 대해 서술한 요네자

와 요시히로(米沢嘉博)의 『전후 소녀 만화사(戦後少女マンガ

史)』에서도 소녀 잡지와 초기 소녀만화의 상관관계, 그리고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초까지 소녀 잡지에 실린 작품들의 스

토리적 특성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요네자와는 이 시

기에 등장한 여성 작가들이 감성과 심리 묘사에 변화를 주면서 

1)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도 소녀만화 전문지가 발행되기도 했고 최근에는 소녀만

화의 스타일을 모방해 유럽과 미국 등의 지역에서도 소녀만화와 유사한 장르

의 만화가 생겨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여성 작가에 의한 소녀 취향의 만

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Archie Comics』의 「Sabrina」, Sonia 

Leong의 『Romeo and Juliet』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들 작품의 표현 기법

에서는 소녀만화와 흡사한 얼굴 묘사, 화려한 의상등을 도입한 인물의 표현. 

배경에 환상적인 분위기를 극대화 시킨 꽃 그림이 등장하는 등 소녀만화와 비

슷한 특징이 드러나 있다. 大城房美、「手塚治虫と少女マンガのグローバル化

－北米における『リボンの騎士』の受容を中心に－」、『マンガ研究』、

Vol.14(2008)、pp.72-76.

2) 서정화(抒情画)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3) 소녀와 소녀 잡지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일본 사회의 근대화와 함께 등장한 의

무 교육 제도 하에 탄생한 근대적 의미의 ‘소녀’라는 개념에 대한 정립을 

시도 한 本田和子(혼다 마스코)와 소녀 잡지를 통한 ‘소녀’상의 성립을 연

구한　이마다 에리카(今田絵里香), 근대 일본에서 소녀 잡지와 교육제도를 통

해 ‘소녀상’의 전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연구 한 와타베 슈코(渡部周子)의 

저서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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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소녀만화 스타일을 구축 했다고 평가 한다4). 그러나 이 

시기 소녀만화의 시각적 표현의 변화가 어떤 작가에 의해 어떻게 

시도 되었는가에 대한 자세한 서술은 없다. 1960년대 초 소녀 잡

지의 만화는 1970년대 소녀만화의 스타일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쳤으나 아직 깊이 있게 연구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밖에도 여러 선행연구에서 다카하시 마코토(高橋真琴)는 소

녀만화의 인물 표현과 칸나누기 구성에 새로운 시도를 한 작가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5). 그러나 다카하시 마코토로부터 시각적 

표현을 계승 해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초 소녀만화 특유의 

감수성과 심리 표현을 시도한 만화와 작가들에 대해서는 연구가 

매우 드물다. 본 논문에서는 『소녀(少女)』에 다카하시 마코토

의 「폭풍우를 넘어서(あらしをこえて)」가 연재된 1958년부터 

『소녀』,『소녀클럽(少女クラブ)』,『소녀북(少女ブック)』등의 

잡지가 각각 주간 소녀 잡지 창간을 위해 휴간 되거나 폐간 되었

던 1963년을 전후한 시기에 이르기까지 소녀 잡지에 연재된 만화

를 대상으로 시각적 표현의 변화에 대해 고찰 한다6). 이러한 고

찰을 통해 본 논문에서는 1960년대 초 주간 소녀만화잡지가 등장

하기 이전의 소녀만화에서 시각적인 표현 스타일이 어떻게 변화 

했는가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 가에 대해 밝혀 

본다. 

Ⅱ.소녀만화 표현의 변화

1. 잡지 출판 체제의 정착

4) 米沢嘉博、『戦後少女マンガ史』、ちくま文庫、2007、pp.98-111.

5) 米沢嘉博 위의 책, 藤本由香里、「少女マンガの源流としての高橋真琴」、『マ

ンガ研究』、Vol.11(2007.３) pp.64-91, 増田のぞみ、「少女雑誌における瞳の

変貌」、化粧文化研究者ネットワーク第21回研究会、2012年 3月 9日, 大阪. 

6) 『소녀』는 1963년 휴간되었고,『소녀클럽』은 1962년 폐간되고 『주간소녀프

렌드(週間少女フレンド)』로 재편 되었다. 『소녀북』의 경우 1963년 휴간되

었고 이를 대신 해 『주간마가렛(週間マーガレット)』이 창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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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근대적인 교육 시스템의 도입은 1871년 중앙 기구로서 

문부성이 설치되면서 시작 된다. 1872년에는 일본 최초로 근대적

인 교육 체계가 법으로 정해지면서 학제가 공포 된다. 학제는 미

국을 모델로 해 소학교, 중학교, 대학교의 세 단계로 나누어 구

성 되었다. 이후 1879년에는 교육령이 공포 되고 1년 후인 1880

년에는 개정교육령이 공포되면서 학제가 개정된다. 이 후 1898년

에는 의무교육의 취학률이 69%까지 증가 했고 1900년에는 의무교

육을 4년간으로 통일 하고 소학교에서의 수업료 징수를 폐지한

다. 7년 후인 1907년에는 의무교육 기간을 4년에서 6년으로 연장

한다. 이후 소학교 뿐 아니라 중학교도 크게 증가하는데 1895년 

전국에 96개에 불과했던 것이 5년 후인 1900년에는 218개로 늘어

난다. 이후 의무교육 취학률이 99%에 도달하는 등 1920년을 전후

해 일본의 근대적인 학교 시스템은 거의 완성 되었다고 볼 수 있

다7). 

취학률의 증가는 문맹률의 감소로 이어졌고 문맹률의 감소와 

함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읽을거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 한다. 이렇게 읽을거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 되면서 다양

한 잡지가 창간된다. 일본 최초의 소녀 잡지는 1902년 창간된 

『소녀계(少女界)』이다. 1906년에는 『소녀세계(少女世界)』가 

창간되고 1908년에는 『소녀의 벗(少女の友)』이 창간되고 이후

로도 『여학생(女学生)』(1910년),『소녀화보(少女画報)』(1912

년),『소녀(少女)』(1913년),『소녀 클럽(少女倶楽部)』(1923년)

을 비롯해 소녀 잡지가 다수 창간된다8).

이들 잡지에는 소녀소설이 연재되고 유명한 삽화가들이 소설의 

삽화와 패션화보, 칼라 일러스트를 그리면서 일본 소녀 잡지의 

기본적인 형식을 만들어 냈다. 그리고 이는 소녀만화의 등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1945년 태평양 전쟁이 끝난 후에는 이

들 잡지에 연재되던 만화 지면이 증가 하고 소설과 기사가 중심

이었던 잡지는 만화로 그 중심 지면을 옮기게 된다. 1955년을 전

7) 国際協力総合研究所、『日本の教育経験』、国際協力機構、2003、pp.12－16.

8) 米沢嘉博、앞의 책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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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해 일부 잡지에서 1월 15일의 정월 특집과 8월 15일의 여름방

학 특집이라는 이름의 증간호를 발행 해 만화로 대부분의 지면을 

채우기도 한다. 잡지 연재중인 인기 만화는 단행본 한 권 분량에 

가까운 특별 부록으로 제공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잡지 매체에

서 만화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등장 한 것이 만화 전

문 주간지였다. 소년, 소녀 잡지에서 만화가 큰 인기를 끌자 만

화전문 월간지가 등장했고 이들 잡지의 성공은 만화 주간지의 창

간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와 같이 잡지 창간이 활발해지고 만화의 주요 매체가 잡지로 

정착 되자 각 잡지의 독자 연령과 성별, 잡지의 편집 방침에 따

라 잡지에 연재되는 작품들의 성격도 분명하게 나뉘게 된다. 독

자의 연령, 성별, 작품의 내용에 따라 잡지가 분화되면서 출판 

만화는 양적, 질적으로 성장 하게 된다. 이 시기 잡지 시장 규모

의 성장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으로 당시 잡지의 광고시장 규

모의 변화를 볼 수 있는데　1951년 10억 엔 규모였던 것이 1955

년과 1956년의 35억 엔을 기점으로 급상승 해 1957년에는 50억 

엔으로 1958년에는 55억 엔으로 1959년과 1960년에는 80억 엔과 

125억 엔으로 10년 사이에 열배 이상 급증 한다<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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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950년대 잡지광고액수의 추이10)

9) 中野晴行、『マンガ産業論』、筑摩書房、2004　pp.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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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녀만화의 시작

일본 최초의 장편 소녀만화가 무엇인가에 대해 많은 만화 연구

가들은 1953년 1월부터 월간소녀 잡지인 『소녀클럽』에 연재되

었던 테즈카 오사무의「리본의 기사(リボンの騎士)」를 꼽는다. 

「리본의 기사」가 소녀만화의 시작으로 꼽히는 것은 스토리 구

성에 있어서 이전의 만화들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차이점을 가지

고 있기 때문이다. 「리본의 기사」가 등장하기 이전의 소녀만화

들, 특히 1940년대의 소녀만화는 주로 평범한 가족과 그 가족의 

구성원의 한명인 소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 되었다. 학교와 

가정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상을 배경으로 한 이들 작품은 소녀

소설11)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 받고 있다. 만화가 대중적으

로 인기를 끌기 이전에는 각종 소녀 잡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었던 것이 이들 소설 이었고 일부 소설가와 삽화가들은 독

자들에게 큰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12). 1940년대의 소녀만화도 이

러한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소학교 저학년 여자아이를 

주인공으로 해서 가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린 만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들 만화의 스토리는 크게 학교와 가족

들 사이의 소소한 일상에서 웃음을 이끌어내는 개그물과  가난한 

어린 소녀와 어머니를 주인공으로 한  슬픈 이야기로 나눌 수 있

다. 

 이 시기의 만화들은 현재의 일본에 머물러 있던 시대적 배경

을 에도 시대 등으로 확대 하거나 평범한 가족 이야기에서 벗어

난 스토리 구성을 통해 변화를 시도했다. 그리고 이러한 시기에 

등장한 것이 테즈카 오사무의 「리본의 기사」이다. 「리본의 기

사」는 공주와 왕자, 마법사, 천사가 등장하는 판타지 세계로 배

경을 설정 하면서 스토리 구성을 획기적으로 변화 시켰다. 가상

10) 中野晴行, 앞의 책, p.29.

11) 소녀들을 주된 독자로 하는 소설을 말하나 본 논문에서는 1902년에 창간된 

『소녀계』부터 1940년대 중반까지 소녀 잡지에 연재된 소설들을 '소녀소설'

로 정의 한다.

12) 米沢嘉博, 앞의 책, pp.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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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가에서 남장 여자인 주인공 소녀가 펼치는 판타지적인 스토

리와 로맨스는 그때까지의 소녀만화와는 완전히 다른 지점에 놓

인 작품 이었다. 그리고 이는 소녀만화에도 좀 더 밀도 있는 이

야기 구성이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그러나 테즈카 오사무의 획기적인 스토리 구성이 소녀만화의 

시각적 표현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었다. 「리본의 기사」

의 인물의 표현은 테즈카 오사무가 소년지에 그린 작품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소녀만화의 독특한 시각 표현 방식의 하나인 칸나

누기 구성의 변화도 두드러지지 않았다. 소녀 잡지에서 작품 활

동을 하고 있던 작가들은 대다수가 남성이었고 이들은 소년지와 

소녀지에서 동시에 작품을 연재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

들 작품에서 소년잡지 연재작과 소녀 잡지 연재작 사이의 시각적

인 차이점은 찾아보기 어렵다. 주인공의 성별이 결정적인 차이점

일 뿐 이야기 구성과 시각표현에서 소녀 잡지의 연재만화와 소년

잡지의 연재만화의 차이점은 거의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소녀 

잡지의 연재만화에서 시각적인 변화가 뚜렷하게 시작된 것은 

1958년의 일이다. 월간 소녀 잡지인 『소녀』 1958년 1월호에서 

연재를 시작한 「폭풍우를 넘어서」에서 다카하시 마코토가 시도

한 '3단 통합스타일화13)'가 그것이다<그림 1>.

 다카하시 마코토는 단행본 만화를 중심으로 활동 했으나 1957

년부터『소녀』에 「슬픈 해변가(悲しみの浜辺)」를 연재 하면서 

월간 소녀 잡지로 활동무대를 옮긴다14). 다카하시 마코토는 크고 

13)３단　통합스타일화(三段ぶち抜きスタイル画)　페이지를　세로로　끝에서　끝

까지（혹은　최저　３단　이상의　칸）을　사용한　스토리와는　직접　적인　

관계가　 없는　 소녀의　 전신상（ページの縦いっぱい(あるいは最低三段以上の

コマ)を使った、ストーリーとは直接関係のない少女の全身像)藤本由香里、앞의 

논문、p.66. 다카하시 마코토의 작품은 '3단 통합스타일화'가 등장하기 전과 

후에 전체적인 칸나누기 구성이나 칸의 크기, 한 페이지에 사용되는 칸의 개

수 등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3단 통합스타일화'는 이야기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그림이 다수였으나 점차 이야기의 흐름과 관련 있는 옷차림을 한 

그림이 사용되기도 했다. 다카하시 마코토의 작품에서는 남성 등장인물의 스

타일화도 볼 수 있으나 여성 등장인물을 그린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연출

은 크게 인기를 끌었지만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다. 

14) 高橋真琴, http://www.macotogarou.net, 2012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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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거리는 눈동자와 긴 속눈썹, 길고 가늘게 과장한 신체의 표

현으로 인물 묘사에 큰 변화를 가져 오게 된다. 선행 연구에 따

르면 다카하시 마코토는 별 모양의 반짝임을 눈동자에 그려 넣은 

첫 번째 소녀만화가로 꼽히고 있기도 하다15). 다카하시 마코토는 

인물의 묘사뿐만 아니라 칸나누기 구성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변

화를 가져온 작가로 평가 받고 있다. 만화 속의 스토리 전개와는 

크게 상관없는 소녀의 전신을 그린 컷을 만화 페이지의 맨 윗단

에서 맨 아랫단까지를 통합한 세로로 긴 칸 안에 그려 넣는 '3단 

통합스타일화'의 시도가 그것이다.

 

그림 1. 폭풍우를 넘어서16)

 이는 과거 소녀 잡지에서 인기를 끌었던 패션 스타일화를 소

녀만화에 도입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17). 다카하시 마코토의 '3단 

통합스타일화'는 이후 여러 작가들에게 차용되어 당시 소녀 잡지

에 연재된 많은 만화에서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18). '3단 통합

15) 藤本由香里, 앞의 논문, pp.84-87.

16) 高橋真琴、「あらしをこえて」、『少女クラブ』、1958年 1月.　

17) 米沢嘉博,　앞의　책,　pp.44-45.

18) 다카하시 마코토의 「폭풍우를 넘어서」이후 소녀 잡지에 연재된 많은 만화 

중에서 개그만화와 4칸 만화 등 일부 만화를 제외 한 장편 연재작에서는 ‘3

단 통합스타일화’의 칸나누기 구성을 활용한 페이지를 쉽게 확인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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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화'의 등장 이후 소녀만화의 칸나누기 구성은 좀 더 자유

롭게 변화할 수 있는 여지를 얻었다. 그때까지 만화의 칸 나누기

는 거의 균일한 크기로 칸을 나누어 그 모양이나 크기에 큰 변화

가 없었다. 칸 나누기는 스토리의 진행을 이어가기 위한 기본적

인 요소로 존재 할 뿐이었다. 한 페이지에 들어가는 칸의 숫자도 

거의 비슷했다. 그러나 ‘3단 통합스타일화’처럼 시각적인 표현

을 극대화하기 위해 스토리의 흐름과는 상관없는 커다란 칸이 자

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은 그때까지 칸나누기 연출 방식의 새로운 

전환이 되었고 이후 소녀만화에서 좀 더 자유로운 칸나누기 구성

을 사용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19).

 다카하시 마코토는 인물과 칸나누기 구성뿐만 아니라 작품속

의 등장인물들이 입고 있는 의상과 소품, 배경 등 전반 적인 화

면 연출에 있어서도 화려한 꽃 장식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소

녀만화의 묘사에 변화를 가져왔다. 다카하시 마코토의 이러한 시

각적 표현은 당시의 소녀 독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그 인기

를 바탕으로 그는 연재작품들의 속표지를 칼라로 그려 넣게 된

다. 당시의 소녀 잡지의 표지화는 인기 스타의 사진이나 인물 일

러스트가 주를 이루었고 연재 중인 작품의 일러스트가 표지에 등

장하는 경우는 없었다. 연재되는 만화의 지면은 짧게는 4페이지

에서 8페이지 정도의 작품이 대부분이어서 연재작 마다 속표지를 

따로 넣기에는 지면이 풍부하지 않았다. 속표지를 한 페이지 온

전히 할애 하는 것은 한 회의 연재 분량이 많은 몇몇 인기 작품

에 한정 되어 있었다. 따라서 작품의 속표지에 칼라 일러스트를 

사용하거나 인기 연재만화의 권두 컬러 페이지와 같은 개념을 소

녀만화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것도 다카하시 마코토라고 볼 수 있

다. 이와 같이 다카하시 마코토에 의해 소녀만화에는 시각표현 

전반에 걸쳐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뒤이어 등장한 여성 작가

들에 의해 등장인물의 심리와 작품의 분위기를 그림으로 표현 하

는 특징과 결합 해 독특한 소녀만화적인 표현방법이 확립 되어간

19) 김소원, 「일본 소녀만화의 시각적 원류에 관한 고찰: 나카하라 준이치의 작

품을 중심으로」,『만화애니메이션연구』, 통권18호(2010), pp.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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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시각 표현의 변화

1) 꽃 표현의 특징

소녀만화의 독특한 시각표현의 한 가지는 꽃 모티브의 적극적

인 활용에 있다. 특히 소녀만화에 등장하는 꽃은 배경이나 작품 

속의 소품 등으로 실재하는 꽃이 아니라 독자와 작가간의 암묵적

인 약속처럼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꽃은 이야기의 

분위기를 표현하거나 등장인물의 심리 상태를 표현하기 위한 하

나의 효과로 활용되어 실재로 작품 속의 공간에 존재하지는 않는

다. 즉 소녀만화의 특징 중 하나로 이야기하는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이라는 것은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심리와 이야기의 분위

기를 효과적으로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그려졌지만 이러한 꽃

잎들은 작품의 밖에 있는 독자의 눈에만 보이는 것일 뿐 실재로 

작품 속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꽃의 표현은 일본 소

녀만화의 ‘황금기’로 불리는 1970년대 만화에서 절정을 이루었

으나20) 1960년대의 초창기 소녀 만화에서도 그 예를 볼 수 있다. 

소녀만화에 꽃 장식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작가 역시 

다카하시 마코토이다. 다카하시 마코토가 사용한 꽃의 표현은 크

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의상과 모자 등에 사용된 

꽃, 두 번째는 꽃다발, 화단, 나무 등 배경과 소품의 일부로 표

현된 식물로서의 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칸을 나누는 선의 일

부, 내레이션이 들어가는 칸 등을 장식하기 위해 그려 넣어진 꽃 

이다.  

첫 번째 예인 의상에 사용된 꽃을 살펴보면 의상의 무늬로 그

려진 꽃 이외에도 모자, 가방, 구두, 장신구등에 입체적인 꽃 장

식으로 사용되어 만화에 화려함을 더 했다. 특히 다카하시 마코

20) 1970년대의 소녀 만화는 夏目房之介,　米沢嘉博, 竹内オサム、藤本由香里 등

의 선행 연구로부터 소녀만화 특유의 스타일을 완성 시킨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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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는 잡지의 부록21)에 사용된 칼라 일러스트도 많이 그렸는데 이

들 칼라 일러스트에서는 다양한 꽃이 정확하고 자세히 그려져 있

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등장인물의 의상 장식 이외에도 기

둥을 장식한 꽃 넝쿨, 화단에 심어진 꽃과 나무, 가구의 장식 등

으로 다양하게 꽃 모티브가 사용되었다. 이들 꽃 모티브의 공통

점은 작품 안에도 실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작품 속의 등장

인물들도 꽃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다. 의상의 장식과 자연속의 

꽃나무 등으로 사용되던 꽃 모양은 점차 만화 화면의 장식적 효

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게 된다. 다카하시 마코토는 만화 칸의 

모서리 부분에 꽃을 그려 칸나누기 선위에 장식적인 효과를 살리

기도 했다<그림 2>. 그리고 작품속의 대사가 아니라 시간의 흐

름, 이야기의 진행 등을 설명하는 내레이션이 들어간 칸 혹은 이

야기 진행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장면전환이나 인물의 설명이 

들어간 칸의 배경에 꽃무늬를 그려 넣어 화려함을 더하는 표현도 

자주 사용했다<그림 3>.  

      

    그림 2. 프린세스 앤22)         그림 3. 폭풍우를 넘어서23)

그러나 다카하시 마코토의 50년대 작품에서는 아직 공간 속에 

21) 당시의 소녀 잡지에는 노트, 수첩, 엽서, 편지함, 인형 등 다양한 부록이 제

공되었다.

22) 高橋真琴、「プリンセス・アン」、『少女クラブ』、1960年 4月.

23) 高橋真琴、「あらしをこえて」、『少女クラブ』、1958年 7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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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날리는 꽃잎은 찾아 볼 수 없다. 실재로 꽃이나 나무가 존재하

는 배경을 그린 장면에서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의 표현을 볼 수 

있으나 실내를 그린 장면과 심리적인 묘사가 극대화 된 장면에서 

꽃잎이 바람에 흐르는 듯 한 묘사는 등장 하지 않는다. 

그러나 1961년 4월호 『소녀클럽』에 실린 호소카와 치에코(細

川智栄子)24)의「엄마 이름을 부르면(母の名をよべば)」에서는 주

인공 소녀가 발레리나가 된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는 장면에서 화

면 전체에 흐르듯이 그려진 꽃잎의 묘사를 볼 수 있다<그림 4>. 

 

그림 4. 엄마의 이름을 부르면25)

특히 이 장면은 한 페이지 전체를 칸을 나누지 않고 주인공 소

녀의 모습과 이야기의 중요한 실마리가 되는 소품을 배치하고 이

제까지 일어난 사건들의 설명을 소녀의 독백으로 세 단에 나누어 

넣었다. 이와 같이 꽃잎이 화면에 흩날리는 묘사와 칸을 나누지 

24) 1958년　『소녀　클럽』여름방학　증간호에　「붉은　들장미（くれないのば

ら)」로 데뷔. 이후 동지에 「검은 박쥐(黒いこうもり)」、「엄마의 이름을 

부르면」、「백조 두 사람(ふたりの白鳥)」등을 발표. 少女マンガラボラト

リー図書の家, 少女漫画資料室, 

http://www.toshonoie.net/shojo/05_list/hosokaw a-works.html, 2012年 4月 

1日.

25) 細川智栄子、「母の名をよべば」、『少女クラブ』、1960年 4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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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화면 전체를 활용하는 연출은 이제까지는 거의 볼 수 없었

던 것이다. 작가 호소카와 치에코는 소녀만화적인 시각 표현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초기 소녀 만화의 대표적인 여성 작가의 한명

으로 현재까지도 소녀만화가로 활동하고 있다.

꽃 모티브의 활용은 여성 작가들이 등장 하면서 더욱 활발해졌

는데 마키 미야코(牧美也子)가 『소녀』1958년 8월호부터 연재한 

「소녀 셋(少女三人)」에서는 그때까지 소녀 잡지 만화에서 볼 

수 없었던 표현이 한 가지 등장 한다<그림 5>. 

그림 5. 소녀 셋26)

이야기가 진행 중인 칸에 등장하는 소녀의 배경으로 꽃이 그려

진 부분이다. 이 장면은 소녀가 꽃을 가지러 가야 한다는 대사가 

있는 칸의 다음 장면으로 장미 송이를 손에 들고 있는 소녀가 그

려져 있다. 이 장면에서는 소녀가 손에 들고 있는 장미꽃과는 무

관하게 수국 여러 송이가 소녀의 등 뒤로 그려져 있고 소녀의 아

래쪽으로는 국화로 보이는 꽃들이 몇 송이 그려져 있다. 이것은 

소녀의 심리 상태를 보여줌과 동시에 주인공 소녀를 강조하고 작

품에 화려함을 더하기 위한 연출로 볼 수 있다. 

다카하시 마코토의 경우 이야기의 흐름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장면에서 인물 뒤로 꽃을 간단히 그려 넣어 장식적 효과를 

살린 경우는 있다. 그러나 스토리 속 등장인물의 배경에 꽃이 등

장하는 경우는 볼 수 없었다. 이와 같이 작품 속에 실존하지 않

26) 牧美也子、「少女三人」、『少女』、1958年 8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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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꽃, 즉 독자들만이 볼 수 있는 꽃을 작품 속에 그려 넣어 인

물의 심리 상태와 이야기의 분위기를 묘사하는 연출은 여성작가

들에 의해 시도 되었다. 다카하시 마코토가 꽃 모티브를 작품 전

반에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 하면서 꽃을 소녀만화 연출의 한 가

지 장치로 활용 했지만 이러한 꽃 모티브를 작품의 분위기와 심

리 묘사의 한 방법으로 변화시킨 것은 50년대 말부터 60년대 초

에 걸쳐 데뷔한 여성 작가들 이라고 할 수 있다. 다카하시 마코

토의 경우도 이후의 작품에서는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는 장면에

서 인물의 배경이나 인물 주변을 감싼 형태로 다양한 꽃이 등장

하는데 이는 이들 여성 작가들로부터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을 것

이다. 

2) 칸 나누기의 변화

소녀만화의 칸나누기 연출에 대한 이론은 일본의 경우 지금까

지 충분히 논의 되어 왔고 어느 정도 이론으로 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27). 칸나누기는 만화를 이루는 구성 요소 중 가장 기

본 적인 요소이며 일반적으로 이야기가 있는 만화는 칸의 연속으

로부터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28). 따라서 만화를 가장 최소 단위

로 분해했을 때 남는 것은 칸과 선이며 칸나누기는 작가와 독자

사이의 규범으로 확실한 형식을 보여 준다29). 소녀만화의 칸나누

기는 만화의 스토리를 진행 해 나가는 기본적인 역할 이외에도 

심리의 묘사, 이야기의 분위기 전달 등의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 

따라서 소녀만화의 경우 칸나누기의 흐름이 반드시 시간의 흐름

과 일치 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특징은 소녀만화가 눈에는 보이

지 않는 내면의 언어를 중요시하는 특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다30). 소년만화의 칸나누기 연출이 기본적으로 이야기가 진행되

27) 大塚英志、夏目房之介、伊藤剛、増田のぞみ 등의　논문과　저서에서　소녀만

화의　칸나누기의　특징에　대한　연구를　볼　수　있다．

28) 竹内オサム、『マンガ表現学入門』、筑摩書房、2005,　p.152.

29) 夏目房之介、『夏目房之介の漫画学』、ちくま文庫、1992　p.158.

30) 夏目房之介、『マンガはなぜ面白いのか-その表現と文法』、NHK出版、pp.156-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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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가는 시간의 순서대로 흘러간다면 소녀만화의 경우는 시간의 

흐름과 관계없는 칸이 들어가거나 시간의 흐름과 일치 하지 않는 

칸이 들어가기도 한다. 그리고 수직과 수평을 기본으로 하는 칸

나누기 선 대신에 사선 혹은 불규칙한 형태의 칸이 빈번히 사용

되며 때로는 칸나누기 선이나 칸과 칸 사이의 흰 공간이 생략이 

되기도 한다. 

다양한 칸나누기 구성의 특징은 소녀만화의 칸나누기가 단층 

적인 것이 아니라, 다층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과 관련 해 다케우치 오사무(竹内オサム)는 소녀만화

의 칸나누기 구조에 있어 두 가지의 시간이 한 페이지 안에 존재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 한다. 기본적인 시간의 흐름을 가지

고 현재진행형으로 흐르는 스토리상의 시간과 그것을 곁에서 바

라보는 회상적 인물의 시간이 존재 하며 이것은 또 다시 내레이

션을 통해 이야기 전체를 아우르는 화자의 시점이 더해지면서 이

야기의 진행이 좌우 된다는 것이다31). 

이러한 칸나누기 변화의 시작은 앞서 서술 했듯이 다카하시 마

코토의 '3단 통합스타일화'부터이다. 다카하시 마코토의 작품을 

살펴보면 '3단 통합스타일화'가 등장하기 이전의 작품들의 칸 크

기는 대부분 규칙적이며 한 페이지에 들어가는 칸의 수도 평균 

12칸 정도로 ‘3단 통합스타일화’ 이후의 작품에 비해 칸의 크

기가 작다. 그러나 '3단 통합스타일화'가 등장 한 이후에는 한 

페이지에 들어가는 칸의 수가 9칸 정도로 줄어들고 전체적인 칸

의 크기도 커지고 각 칸의 크기도 다양 해 진다. 칸의 크기뿐만 

아니라 칸을 나누는 선도 직선 이외에도 곡선, 꽃 모양으로 장식

을 한 선 등이 사용되기도 한며 때로는 선의 일부 혹은 전체를 

생략하기도 한다<그림 6>. 

31) 竹内オサム,　위의　책, pp.21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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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프린세스 앤32)

이후에 등장한 여성 작가인 호소카와 치에코는 좀 더 대담한 

칸나누기 연출의 변화를 시도 한다. 호소카와 치에코는 만화 페

이지 전체를 칸으로 나누지 않고 인물과 인물의 일부를 겹쳐 그

리거나 사선을 이용하고 칸 밖으로 말풍선과 신체의 일부가 벗어

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 해 칸 나누기 구성에 변화를 주었

다. 그리고 칸과 칸 사이의 공백을 균일 하게 나누었던 기존 작

가들과 달리 칸과 칸 사이의 공백의 넓이에 변화를 주어 전체적

인 칸의 흐름에 리듬감을 주기도 했다<그림 7>.

그림 7. 엄마의 이름을 부르면33) 

32) 高橋真琴、「プリンセス・アン」、『少女クラブ』、1960年 10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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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카와 치에코의 「엄마 이름을 부르면」의 일부를 보면 소

녀가 상상하는 미래의 자신과 현재 소녀의 모습이 한 페이지 가

득 그려져 있다. 이 페이지에는 칸 나누기 선은 전혀 사용되지 

않았고 각자 다른 공간과 시간에 있는 등장인물들이 한 화면 안

에 겹쳐져 있다. 소녀만화 칸나누기의 한 특징인 '다층적인 특

성34)'이 1961년에 이미 등장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그림 8>. 

특히 소녀가 상상하고 있는 장면의 배경은 검정색으로 표현 해 

선으로 구분 하지 않고도 흰색 원피스를 입은 소녀와 구분되는 

느낌을 주었다. 그리고 페이지 하단과 우측 여백 부분을 다른 페

이지 보다 넓게 남기고 여백 위에 별이 반짝이는 것과 같은 무늬

를 그려 넣어 화면의 여백도 작품 속으로 포함 시켰고 그 위에 

장식적 효과도 더 했다. 

그림 8. 엄마의 이름을 부르면35)                       

33) 細川知栄子、「母の名をよべば」、『少女クラブ』、1962年 4月.

34) 각기 다른 시공간의 인물과 소재가 한 페이지 안에 레이어를 겹치듯이 배치

하는 연출. ‘소녀만화의 칸나누기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 하면 소녀

만화에서 표현하는 시공간은　‘다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정의 할 수 

있다.’ 雨宮俊彦、住山晋一、増田のぞみ、「マンガ表現の時空：レイヤー分

解･少女マンガのコマ･マンガ表現の感性認知記号論」、『関西大学社会学部紀

要』、第33券第2号(2002)、pp.53-55.

35) 細川知栄子、「母の名をよべば」、『少女クラブ』、1961年 8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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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페이지를 보면 좀 더 다양한 연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①번 칸의 경우 칸나누기 선 밖으로 신체 

일부와 말풍선의 일부가 벗어나 있다. 획일적인 사각형의 구획 

안에 인물과 말풍선을 담는 것이 일반적 이었던 연출과 달리 배

경 위로 인물과 말풍선을 겹친 듯한 효과를 주었다. 그리고 ②번 

칸은 칸을 나누는 네 개의 기본 선 중에서 두 개의 선만을 사용 

해 열린 칸을 구성 했다. 그리고 ②번 칸 속의 소녀를 오른쪽을 

향하고 있는 옆모습으로 그려 넣어 ①번 칸 속의 인물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이는 네 개의 선 모두를 사용 

해 칸을 구성 하는 대신 선의 일부만을 사용해 인물을 다른 칸과 

완전히 차단하지 않음으로서 가능한 연출 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도로 각자 다른 칸 안에 있는 두 사람이 마주 보고 있는 것과 

같은 연출을 보여 준다. ③번 칸은 칸과 칸 사이에 하얀 공백을 

넓게 살린 연출이다. 따로 선을 사용하지 않았고 주인공 소녀의 

독백을 넣어 앞으로 일어날 일과 지금까지의 일, 그리고 소녀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 직접 적으로 표현 했다. 소녀만화의 경우 이

와 같이 말풍선 밖에도 문자정보가 많이 존재 하며 이와 같이 말

풍선 밖의 문자 정보에 비중을 두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

라 소년만화와 구분할 수 있다고 보는 연구자도 있다36). 그리고 

마지막 ④번 칸은 화면의 가로 공간 전체를 사선으로 나눈 가로

로 긴 칸 안에 주인공 소녀의 독백과 주인공 소녀에게 외치는 다

른 인물의 대사를 함께 담았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하나의 칸 안에 각기 다른 두 인물의 대사와 내레이션을 넣은 다

층적 구조로 볼 수 있다.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1960년대 초에는 기존의 규칙적인 

칸나누기 구성에 변화를 시도 하는 작가들이 등장하기 시작 했고 

칸나누기 구성의 변화는 기존 만화의 이야기 진행 방법에도 변화

를 가져 오게 된다. 규칙적으로 나열 된 칸과 칸 안에 존재하는 

인물이 이야기 하는 대사를 담은 말풍선을 기본으로 한 구성으로

36) 大塚英志、『戦後まんがの表現空間－記号的身体の呪縛』、法藏館、1994,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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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점차 내레이션의 양이 늘어나게 된 것은 이러한 칸나누기 

변화와 큰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이야기의 흐름과 직

접 적인 연관이 없는 그림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인물이나 배경 없

이 문자정보만으로 채워진 칸도 존재 할 수 있게 되었다. 칸의 

형태 또한 자유로워지면서 칸나누기 연출은 기존의 규칙을 넘어

서는 새로운 연출 방식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3) 속표지 그림의 특징

전쟁 직후부터 1950년대 초반까지는 잡지에서 만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았고 한회의 연재 분량 또한 그리 많지 않아서 첫 

페이지의 일부에 연재작품의 제목과 작가이름을 써 넣는 것으로 

표지를 대신 하는 것이 일반적 이었다. 그러나 한 회에 10페이지 

이상이 연재 되는 만화가 증가 한 후 한 페이지 전체를 표지로 

사용하는 만화가 생겨났다. 칸나누기 구성과 꽃 모티브의 묘사 

이외에도 차이점이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러한 속표

지 그림의 구도 이다. 

여성작가들이 활발하게 등장하기 전의 속표지 그림의 특징은 

연재 내용의 일부를 알 수 있는 구성이라는 것이다. 등장인물을 

한 명 이상 등장 시켜 작품 내용의 한 장면을 배경에서부터 인물

까지 모두 묘사한 구도가 많고 인물의 경우 전신을 그리는 구도

가 많다<그림 9,10>. 반면 1950년대 후반 이후에 데뷔한 여성작

가들의 경우 주인공 소녀를 화면의 중심에 배치한 구도가 많다. 

정면을 바라보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초상화와 같은 형태로 화려

한 의상과 모자를 착용하고 가방, 꽃다발, 애완동물 등을 안고 

있는 등 화려하고 이국적인 소품을 활용하는 구도를 많이 사용한

다<그림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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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 세 개의 구슬37)       그림 10. 내 이름은... 유리!38)   

       

       그림 11. 소녀들39)       그림 12. 엄마의 이름을 부르면40)

이러한 구도의 표지화의 경우 대부분이 주인공인 소녀를 표지

에 등장 시키지만 작품 속의 캐릭터와 일치하는 옷차림을 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표지화의 배경 묘사 또한 만화 속의 시공간

37) 石森章太郎、「三つの珠」、『少女クラブ』、1958年 10月.

38) 望月あきら、「わたしの名は…ゆり！」、『少女』、1961年 11月.

39) 牧美也子、「少女たち」、『少女』、1962年 3月.

40) 細川知栄子、「母の名をよべば」、『少女クラブ』、1961年 6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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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배경과 일치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일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만화라고 하더라도 표지화는 유럽을 연상 시키는 건물을 배

경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소녀를 그려 넣거나 이국적인 화려한 

꽃과 나무들로 배경을 장식한 구도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구도는 

소녀 잡지 표지의 전형적인 구도이기도 했다. 전쟁 전부터 발간

되어 만화전문 잡지가 창간되기까지 오랜 동안 소녀 독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소녀 잡지들은 인기가 높은 삽화가를 기용해 표지

화를 그리도록 했다. 이들 표지화는 삽화가의 개성에 따라 약간

의 차이는 있으나 일본 전통 의상이나 원피스 등 화려한 의상을 

착용하고 정면을 향해있는 소녀들의 구도가 주로 사용되었다. 

1950년대에 들어서서는 삽화 보다는 소녀스타를 표지모델로 기용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표지 사진 역시 기존의 삽화에서 자

주 볼 수 있는 구도를 취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소녀 잡지의 표

지는 물론 삽화나 패션화의 특징 중 하나가 화려한 옷을 입은 아

름다운 소녀들을 그렸다는 점이다. 소녀 잡지는 이처럼 독자들이 

마음속에서 꿈꾸는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소녀상을 표현 했

고 이것을 계승 한 것이 소녀만화였다.

표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남성작가들이 만화속의 

내용, 즉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에 중심을 두었다면 여성 작가들

의 경우 잡지 표지화와 삽화의 전통을 이어 받으면서 이야기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 이외에도 화려한 시각적 효과를 중시 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인기 작품들의 경우 칼라 

일러스트로 속표지를 그리는 경우가 많았다. 아카홍(赤本)41)이라 

불리던 대본소용 단행본이 만화의 주류를 이루던 시기에 비해 작

가들이 칼라 일러스트를 그릴 기회가 늘어났다. 그리고 잡지의 

부록으로 제공되던 각종 물품도 삽화가들 보다 만화가들의 칼라 

일러스트를 사용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칼라 일러스트가 소녀만

화에서 중요한 표현 방법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된다. 

41) 조악한 품질의 대여점 용 단행본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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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본 논문에서는 1960년대 초 소녀만화 잡지에 실린 만화의 시각

적 표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본 소녀만화

가 형식면에서 완성되었다고 평가 받는 것은 주간 소녀만화 잡지

가 등장하고 몇 년 후인 1970년대부터이다. 그러나 주간 소녀만

화 잡지가 등장하기 이전에도 소녀만화에는 다른 장르 만화와 구

분되는 분명한 차이점이 드러나고 있었다. 선행연구에서 강조되

었던 스토리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림에 있어서도 그 변화는 분

명 한 것 이었다. 특히 당시 짜임새 있는 스토리로 인기를 얻으

며 활발히 활동하던 남성 작가들에 비해 그 수는 적었으나 몇몇 

여성 작가들은 시각적인 표현에 있어서 남성 작가들의 표현 방법

과 분명한 차이점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이러한 시각적 표현의 

차이점은 꽃의 표현, 칸나누기 구성, 속표지 그림의 구성 등에서 

더욱 뚜렷하다. 

꽃의 표현은 장식적인 표현 이외에도 등장인물의 감성과 심리

묘사를 위한 도구로 이용된다. 꽃에 대한 표현은 다카하시 마코

토에 의해서 장식적 표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 되었으나 이를 시

각적인 화려함으로부터 심리적인 묘사의 방법으로 변화시킨 것은 

여성 작가들 이었다. 특히 꽃 표현의 변화에서 주목 할 점은 꽃

의 표현이 의상과 소품 혹은 작품 속 배경의 식물 등으로 작품 

속에 실재 하는 것으로 묘사 되었으나 점차 작품 속에는 실재하

지 않고 독자의 눈에만 보이는 ‘독자와 작가 사이의 약속’과 

같은 존재로 변화 한다는 것이다. 즉 꽃의 묘사가 단순한 시각적 

묘사로부터 감성의 시각화로 전환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녀만화의 칸나누기 구성의 특징들, 즉 1) 작품 속에

서 흐르는 시간과 일치 하지 않는 다는 것, 2) 이야기의 흐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칸이 존재한다는 것, 3) 선의 일부를 지우거나 

사선을 활용하는 등 사각형에서 벗어난 칸이 등장한다는 것, 4) 

시 공간의 다층적인 칸 구성 과 같은 특징들이 단순 하기는 하나 

1960년대 초부터 시도 되었고 이러한 시도는 거의 여성 작가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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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였다. 이들은 만화에서 스토리를 진행시키기 위한 장치 였

던 칸나누기 구성을 심리 묘사와 감성 묘사의 영역으로 끌어 들

였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 고찰 했던 잡지의 속 표지화는 주인공 소

녀를 중앙에 커다랗게 배치하고 꽃과 화려한 의상을 활용해 장식

적 표현을 극대화 시킨 특징을 갖는다. 다카하시 마코토 역시 칼

라 일러스트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 했던 작가로 당시 여성작가

들의 칼라 일러스트는 그의 작품과 흡사한 구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작품의 구도는 당시의 남성작가들이 주로 보여 주었

던 스토리 요약과 전달을 위한 구도와는 차이점을 보인다. 이는 

당시 여성작가들과 다카하시 마코토가 독자들이 요구하는 소녀적 

감성을 한 장의 그림 안에 표현한 것으로 풀이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소녀만화의 감성과 심리묘사의 시각화는 여성 작가들에 의

해 적극적으로 시도되었고 이러한 시도가 바탕이 되어 1970년대 

소녀만화 표현의 전형 즉 소녀만화의 시각적 표현이 시각에만 머

물지 않고 감성과 심리로 이어지는 특징이 완성되었다. 본 논문

에서는 이러한 감성과 심리의 묘사라는 소녀만화의 특징이 언제 

어느 작가가 어떻게 시도 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1960년대 초반의 소녀만화에 대한 연구는 거의 존재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시기의 만화는 1970년대 황금기의 소녀

만화를 다카하시 마코토와 연결 하는 고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

는다. 1950년대 말에 등장한 소녀만화의 새로운 표현기법에 감성

이라는 소녀만화의 결정적 특징을 더 했기 때문이다. 1960년대 

초 소녀만화 작품들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 했다는 것에 본 논문

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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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hanges of Expression Technique in Shojo Manga 

: Focusing on the Manga of Shojo Magazine in 1958-1963

Kim, So-won · Jeung, Kiu-ha

Shojo manga, one of Japan’s comic genres, is well-known around 

the world. There is an equivalent manga genre in Korea and it is 

called Sunjeong Manhwa. What distinguishes shojo manga from other 

comic genres is its unique visual representation of the inner world 

of comic characters. In this study, shojo manga depicted in various 

shojo magazines in the early 1960s are analyzed.  The magazines 

reviewed include Shojo, Shojo Club and Shojo Book. Among the visual 

representations, flower expression, panel composition and title 

page design are selected for analysi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basic elements of shojo manga are portrayed well in 

manga published in theearly 1960s, during which several female 

cartoonists actively led the creation of the said genre. These 

findings confirm that the representations adopted in shojo manga for 

the purpose of expressing the inner world and psychological aspects 

of the main characters were already evident in the early 1960s. 

According to earlier studies, shojo manga reached its golden age 

in the 1970s, when the genre’s format and representation method 

were developed to its full extent. Therefore, studies investigating 

shojo manga often focused on this golden era, during which a variety 

of comics emerged and stories and presentation skills further 

improved. An increasing number of readers began reading shojo manga. 

Popular cartoonists also emerged, further accelerating the genre’s 

burgeoning popularity. However, there has been no investigation on 

the unique representations found in shojo manga. This means that the 

shojo manga published between the late 1950s and the early 1960s 

were underestimated compared with those published inthe 1970s. The 

aim of this study, therefore, is to reassess the comic works and 

cartoonists that led to the establishment of shojo manga by 

analyzing visual representations of shojo manga published from 1958 

to 1963. This study proposes new ideas on when the unique 

representations of shojo manga first emerged and how th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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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ations were descri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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