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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다메 칸타빌레>는 클래식 음악을 다룬 장르만화이다. 만화가 니노

미야 도모코에 의해 2001년부터 연재가 시작되어 2009년 10월까지 총 

23권으로 출간된 이 작은 노다메 신드롬이라고 불릴 정도의 각광을 받아

왔다. 본 연구는 <노다메 칸타빌레>라는 음악 장르를 대상으로 한 만화에

서 나타난 내러티브 구조의 특징을 기호학적 모델을 통해서 분석함을 목

적으로 한다. 내러티브 구조는 먼저 그레마스가 제시한 세 가지의 시련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의 흐름이 어떻게 주어져 있는 지를 분석하고자 한

다. 그리고 행위자 모델과 기호학적 사각형 모델을 적용하여 이야기 구성

의 행위자들이 어떻게 배치되어있는 지와 행위자들을 둘러싼 사회적 담론

의 의미 구조가 어떻게 생성되어있는 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분석에 따르

면, 만화에서 클래식 음악에 대한 사회적 담론으로 채택된 것은 천부적 

재능과 도제식 교육방식의 관계이다. <노다메 칸타빌레>는 천부적 재능

의 발현을 가로막는 대립 항으로 도제식 교육을 설정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현실 세계를 주도하는 음악 교육의 방식에 대한 비판적 견해라

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노다메 칸타빌레, 일본만화, 장르만화, 클래식 음악, 그레마스, 

행위자 모델, 기호학적 사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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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노다메 칸타빌레>는 만화가 니노미야 도모코에 의해 2001년부

터 연재가 시작되어 2009년 10월까지 총 23권으로 출간된 만화이

다. 그리고 2010년까지 번외편 형태의 2권이 추가로 출간되어졌

다. 10여 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연재된 작품의 생명력에서 나타

나듯이 <노다메 칸타빌레>는 일본에서만 누적판매부수가 총 3천

만 부 이상이 이루어질 정도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은 작품이다1). 

만화는 일본에서의 관심만 불러일으킨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도 번역본이 출간되면서 해외에서도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일본 만화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내면서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1960년대 이후 로봇, 스포츠, 그리고 음식 

등의 영역을 새롭게 개발하면서 만화는 온 국민이 함께 할 수 있

는 출판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새로운 장르의 개발은 만화를 교

양물의 수준으로 격상시키면서 소설과 수필 등의 문학물이 차지

하고 있던 출판물로서의 가치를 공유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발전

은 결국 만화는 청소년 세대가 즐겨보는 매체가 아니라 연령대와 

관계없이 온 국민이 함께 즐겨볼 수 있는 매체로 자리 잡게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영상물의 문화적 가치가 증대되는 현대 사회

에서 만화는 꾸준히 영상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콘텐츠 공급

원의 역할을 한다. 일례로 만화의 영화화는 매우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는데 1960년대 이후 최근까지 150편 이상이 영화로 제작

되었고, <자토이치>, <나나>, <데쓰노트>, <게게게 노 키타로>, 

<러프> 및 <허니와 클로버> 등 2000년 이후의 작품을 보더라도 

세계 최대의 만화콘텐츠 보유국답게 공포, 로맨스, 드라마, 및 

SF 장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들을 활발하게 영화로 전환되

어왔다2). 현재 한국에서도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는 만화의 출판

1) 임다함, 「치아키 선배와 노다메의 충격적인 마지막!」, 『10아시아』, 2009

년 12월 17일, http://10.asiae.co.kr/Articles/new_view.htm?tsc=S1N54&a_id 

=2009121716070694021&pg=.

2) 박승현ㆍ이윤진, 「만화의 영화로의 전환: 영화 <식객>의 사례연구」,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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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로서의 가치 상승은 일본 만화계가 지난 수십 년간 보여준 경

향들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클래식 음악을 대상으로 구성된 <노다메 칸타빌레>는 음악장르

라는 영역을 만화계에 도입케 하였다. 음식만화가 음식에 대한 

해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식문화에 대한 자연스러운 이해와 즐거

움을 제공하는 것처럼 음악만화 또한 음악에 대한 해박한 견해를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클래식을 좀 더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만화란 결국 어떤 콘텐츠를 담는 그

릇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음악장르의 선택은 만화가로 하여금 스

스로 깨달은 음악적 식견을 펼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다루는 

스토리가 단순히 음악을 전공하는 남녀의 사랑이 아니라 그들의 

전문 연주자로서의 성장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성장 단계

마다 보여줄 수 있는 곡의 구성이란 클래식 음악에 대한 식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허영만의 <식객>에서 

만화가는 단순히 음식을 소재로 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

니라 음식 전반에 대한 식견을 바탕으로 진정한 맛이란 무엇인 

지에 대한 성찰까지도 작품 속에 투영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식객>은 단순히 음식을 하나하나씩 소개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

라 음식을 통해 삶과 인생을 아우르는 것이다. 

본 연구는 <노다메 칸타빌레>라는 음악 장르를 대상으로 한 만

화에서 나타난 내러티브 구조의 특징을 기호학적 관점에서 분석

하고자 한다. 내러티브 구조의 특징은 기호학의 행위자 모델과 

기호학적 사각형 모델의 적용을 통해서 파악하고자 한다. 행위자 

모델과 기호학적 사각형은 그레마스의 기호학 연구에서 가장 잘 

알려진 도식이다. 행위자 모델은 세 쌍의 대립 항을 통해 주어진 

내러티브의 기본적인 서사구조가 무엇인 지를 분석하는 기호학적 

도구이다. 이에 반해 기호학적 사각형은 텍스트 내 형성된 의미

지형이 현실에서는 어떤 맥락으로 엮여져있는 지를 파악하고 이

를 통해 이야기의 의미생성 경로를 시각화하는 모델이다. 행위자 

애니메이션연구』, 통권17호(2009), pp.9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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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이 이야기의 기저에 깔린 의미를 구조화한 것이라면, 기호학

적 사각형은 서사적 차원에서 주어진 의미지형을 통해 사회적 의

미를 탐색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호학적 모델

의 적용을 통한 분석은 <노다메 칸타빌레>의 행위자 중심으로 이

야기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어있는 지를 파악하게 할 것이다. 그

리고 이야기 구조의 기저에 깔린 의미의 심층구조를 파악함으로

써 작가 니노미야 도모코가 음악 장르 만화를 통해서 예술가의 

삶과 재능의 발아에 어떤 사회적 의미를 표출시키고자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그레마스의 기호학 모델 

1) 행위자 모델

그레마스가 제시한 행위자 모델은 이야기 구조에 관계되는 역

할을 지칭하는 추상적 개념으로 ‘주체와 가치대상’, ‘송출자

와 수령자’, ‘협조자와 반대자’ 등 세 쌍의 대립항이 주어져

있다3). 주체와 가치대상은 주체가 객체를 욕망한다는 상호관련성

에 의해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행위소다. 송출자와 수령자는 소

통에 근거하는 관계로 송출자가 가치대상을 수령자에게 전달하는 

일방적 관계이며, 주체가 중간의 매개체로 작동한다. 협조자와 

반대자는 화용적인 범주로 주체의 목표 추구 과정에서 주체를 돕

거나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행위자 모델이 서술구조 내 주어진 

모든 행위자들을 포함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텍스트 내 의미 

형성과 관련된 이야기의 전개 구조를 발견하도록 해준다는 게 장

점이다4).    

3) 이윤진ㆍ권재웅, 「<슈렉> 3부작의 기호학적 분석」,『만화애니메이션연구』, 

통권16호(2009), pp.101-112. 

4) 김성도,『구조에서 감성으로』, 고려대 출판부, 2002,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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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행위자 모델

2) 기호학적 사각형

그레마스는 행위자 모델이 세 쌍의 대립항 구조가 의미 자체를 

단순하게 제시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여겼다5). 이와 같은 

특성은 텍스트 내 이야기에 내재된 의미 체계들의 구조와 그것의 

사회적 함의를 적절히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그레마스는 

이와 같은 단점을 인식하면서 기호학적 사각형 모델을 새롭게 제

시하였다. 그레마스의 기호학적 사각형의 핵심개념은 아리스토텔

레스의 저서 <오르가논(Organon)>중 해석 부분에서 빌려온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 여기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대립과 모순을 통

한 논리적인 논증도식을 제안하는데, 기호학적 사각형의 중요한 

개념인 이항대립과 모순관계, 그리고 함축관계가 여기서 기인한

다6). 기호학적 사각형은 텍스트 내 의미작용의 가치사슬의 체계

를 시각적으로 배치하면서 특히 이분법적 이항대립을 넘어 의미

생성 과정과 주체의 서사적 행로를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는 장점

을 가진다. <그림 2>는 기호학적 사각형의 기본모형에 해당되며, 

<그림 3>은 이것의 변형이다. 

그림 2. 기호학적 사각형

5) 김성도, 위의 책, p.62.

6) 이윤진․권재웅, 위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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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에서 S는 기표의 총체성의 세계를, 그리고 non-S는 그

것의 부재를 의미한다. 사각형 자체는 결여적 대립들(S1과 

non-S1, 그리고 S2와 non-S2)과 범주적 대립들(S1과 S2)이라는 

두 개의 대립 유형들 사이의 교차로부터 나온 산물이다. 사각형

은 요소들 간의 세 가지 관계를 통해 설명된다. ‘<--->’로 연

결된 S1과 S2, 그리고 non-S1과 non-S2는 ‘반대’ 관계에 있다. 

‘<─>’로 연결된 S1과 non-S1, 그리고 S2와 non-S2는 양립 불

가능한 ‘모순’ 관계를 의미한다. ‘─’로 연결된 S1과 

non-S2, 그리고 S2와 non-S1은 ‘함의’관계에 의해 설명된다. 

기호학적 사각형은 역동적인 의미변형과정을 보여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S1은 부정을 통해 non-S1로 이동하고 다시 non-S1이 

함의하는 S2로 이행할 수 있다. S1→ non-S1 → S2, S2 → non 

S1 → S1 등으로의 가치의 변화양상이나 주체의 서사경로를 보여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림 3. 기호학적 사각형의 변형

레비스트로스에 의하면 인간사회는 그들의 의미세계를 두 개의 

차원, 즉 문화와 자연으로 나누는데, 문화는 인간 사회가 긍정하

고 수용하는 내용으로 정의되며 자연은 인간 사회가 부정하는 내

용들로 정의된다. 그레마스는 이를 기호학적 관점에서 <그림 3>

과 같이 도식화 한다.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성(性)을 통해서 이

를 이해하면, ‘지시된’ 관계는 남녀 간의 정상적 형태의 사랑

이다. 이와 반대선상에 놓이는 ‘금지된’ 관계는 동성연애와 근

친상간, ‘금지되지 않은’ 관계는 남자의 부정한 간음, ‘지시

되지 않은’ 관계는 여자의 부정한 간음이라 할 수 있다7).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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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관계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허용된 성의 관계이다. 금지된 관

계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관습이나 법률로 허용되지 않은 관계들

이다. 예를 들어, 남성과 남성 또는 여성과 여성 사이의 동성애

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구축한 가정 내의 남성과 여성

의 역할을 해체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 금지되지 않은 관계는 남성의 허용되지 않은 이성관계이

다. 결혼을 한 남성이라면 배우자 이외의 다른 여성과의 교제는 

통념적으로는 허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가

부장제 사회에서 지시된 관계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지시되지 

않은 관계는 여성의 허용되지 않은 간음형태이다. 

이 점을 <춘향전>에 적용해서 이해를 하면 이도령과 성춘향의 

사랑이 ‘지시된’ 영역으로 주어질 때 춘향이 다른 남자와 애정

관계를 만드는 것이 ‘지시되지 않은’ 영역으로 설정이 된다. 

<춘향전>에서 춘향이의 수청 문제가 중심 테마로 설정된 것은 지

시되지 않은 영역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춘향이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 지를 헤아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도령의 다른 이

성에 대한 관심은 표출되지 않더라도 변학도를 포함한 양반의 기

방 출입에 대한 허용은 함의적 관계에서 수용되는 것이 되며, 따

라서 ‘지시되지 않은’ 항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남자의 부

정한 간음은 여자의 간음과 반대 관계로 놓여있다. <춘향전>에서 

‘금지된’ 영역에 해당되는 동성연애와 근친상간은 이야기 내 

지칭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텍스트 내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부재(不在) 자체가 바로 텍스트가 어떤 사회적 담론틀을 가지고 

있는 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전혀 다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텍스트 자체가 이를 남녀가 할 수 있는 사랑의 범주에 포

함될 수없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기는 사회적 관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사 이와 같은 금지된 영역의 사랑이 실

제 존재하더라도 작가의 관점에서 전혀 의미 있게 다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된 것이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의 간음형

7) 김성도, 위의 책, p.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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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는 금지되지 않은 관계로 주어지고, 이에 반해 여성의 간음형

태는 지시되지 않은 관계로 주어져있다는 점은 성적 관계망에 대

한 기호학적 사각형의 분석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별적 역할이 존재함을 일깨워준다. 따라서 기호학적 사각형은 

<춘향전>을 가부장적 사회의 지배적 관점이 자연스럽게 투영된 

텍스트로 재해석할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이 기호학적 사각형은 

텍스트 내 의미지형의 파악을 통해서 현실 세계의 사회적 의미를 

되짚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Ⅲ. <노다메 칸타빌레>의 내러티브 구조에 대한 분석  

<노다메 칸타빌레>는 치아키와 노다메를 중심축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두 사람은 모모케자카 음악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다. 같은 원룸형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던 두 사람은 우연히 치아

키가 집을 잘못 알고 찾아와서 조우한다. 모모케자카 음악대학 

학생들은 이미 뛰어난 음악성으로 천재 평가를 받고 있던 치아키

의 존재를 알고 있었기에 노다메 또한 첫 만남이지만 그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노다메는 다른 학생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존재였기에 치아키가 알 길이 없었다. 우연한 만남 이후 치아키

는 노다메의 뛰어난 음악성을 발견하면서 그녀의 음악적 재능을 

꽃피울 수 있게끔 때론 동료로, 때론 멘토의 역할을 하며 자극과 

관심을 보여준다. 치아키를 알고부터 그에게 애정을 느끼게 된 

노다메 또한 천재성을 드러낼 만큼의 노력을 점차 하게 된다. 도

쿄의 음악대학 과정을 마친 후 그들은 유럽으로 무대를 옮겨 음

악활동을 지속한다. 치아키는 콩쿠르를 통해서 지휘자로 입봉하

게 되면서 점차 전문 지휘자로서의 입지를 굳혀간다. 노다메는 

파리의 음악원에서 레슨을 받으면서 성장의 기회를 바라보고 있

다. 

치아키와 노다메, 두 사람 모두 어린 시절의 충격으로 인해 정

신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노다메는 뛰어난 음악성을 가지고 있

지만 전통적인 도제 교육에 의해 천재성이 점차 상실되어가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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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다. 암기를 통한 반복 교육은 그녀에게 즐거움이 없는 음악

생활을 제공하면서 점차 피아노에 대한 사랑을 놓치게 하고 있었

다. 이와 같은 도제 교육에 대한 비판은 <노다메 칸타빌레> 전편

에서 내재된 관점이다. 반면 치아키는 어릴 적 경험한 사고로 인

해 비행기를 탑승하지 못하는 정신적 충격을 가진 인물이다. 치

아키가 비행기를 탈 수없는 것이 왜 심각한 문제인 지를 음미해

볼 수 있는 대목은 모차르트의 일생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되새겨

진다. “모차르트의 인생은 겨우 35년 10개월 9일이었지만, 그 

중 10년 2개월 8일은 이렇게 여행을 했지요”(15권 67쪽)란 말은 

음악가란 수많은 사람과 언어를 접하면서 연주와 작곡을 하는 운

명의 존재인 것이다. 

치아키는 본인의 재능을 펼치려면 해외로 나가야 함에도 불구

하고 트라우마 때문에 일본에만 머문다. 치아키란 인물은 트라우

마로 인해 좌절하는 인물 유형은 아니다. “혼자 이런 공부를 한

들”이라며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2권 34쪽), 꾸준히 

자신의 꿈을 향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 모습 때문에 결

국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로 동경에서 지휘계의 거장인 슈트라

제먼과 인연을 맺게 되면서 다시 배움의 기회를 갖게 되다. ‘악

보에 충실하라’는 교과서적 지적이지만 항상 기본에 충실하라는 

내재된 말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그는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기

회를 얻게 된다. 치아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 다양한 방

법이 시도되었지만 실패한다. 그러나 우연히 노다메의 최면 요법

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극복할 용기를 가진다(8권 55쪽). 동경에

서 나고야로 가는 비행기를 타면서 스스로 극복의 가능성을 발견

하고 그는 유럽의 콩쿠르에 참여하게 된다. 그랑프리 수상과 더

불어 전 세계 각지에서 연주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는 자신을 한

동안 억눌렸던 비행기 사고의 충격으로부터 벗어난다. 

<노다메 칸타빌레>에서 노다메와 치아키 두 사람이 음악적 재

능을 발휘하는 과정은 천재성이 기저에 갖고 있다. 하지만 천재

성만으로 재능은 발휘되지 않기에 수없이 많은 노력이 동반돼야

만 한다. <노다메 칸타빌레>에서 작가는 치아키라는 인물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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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가로의 성공은 천재성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노력이 가미되어

야 함을 강조한다. 이런 관점은 손 루이라는 피아노 연주자를 통

해서도 강조된다. 이미 천재 연주가로 유명함에도 불구하고 내내 

연습실에 틀어박혀 있으면서 또 연습하는 자세를 통해서 천재적 

재능이란 노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쓸모없는 것임이 강조된다. 노

력은 성공의 조건이지만 결실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에 쉼 없

는 노력은 조급함 없이 진행되어야 함 또한 주요한 자세로 강조

되고 있다(17권 52쪽). 음악가로서의 성공은 재능과 노력 이외에

도 주변 인물들의 도움과 자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관점을 보

여준다. 치아키는 사쿠마라는 평론가와의 대화에서 평론가의 관

심이 자신이 노다메에게 보여주는 관심과 동일함을 깨닫고 타인

의 진심어린 충고를 이해하게 되는 계기를 갖는다(6권 33쪽). 그

는 후에 사쿠마와 대화에서 자신에게 “왜 그렇게 잘 해주십니

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평론가는 브람스에게 요제프나 코셀이 

있었듯이 그 자신도 그런 사람 중 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서 역사

에 이름을 남긴 음악가에게는 재능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소중한 

만남이란 운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9권 79쪽). 

이러한 과정에서 조력자들의 등장은 주목을 받는다. 조력자는 

때로는 애정 어린 관심을, 때로는 자극을 전해주는 인물이다. 노

다메는 치아키를 필두로 자신의 재능에 부합하는 레슨을 통해 성

장을 이끌어내는 파리 음악교육원의 오클레르 교수, 그리고 슈트

라제먼 등의 거장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자극과 관심을 통해서 발

전하는 모습을 갖추어 간다. 음악가로서의 성공에 마지막으로 강

조되는 요소는 자기만의 색깔이다. 치아키와 노다메는 초기부터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내는 천재적 가능성을 미리 엿보이게 만들

었다. 노다메가 처음으로 참석한 콩쿠르에서 수상은 하지 못했지

만 그녀는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주면서 파리로의 유학 그리고 오

클레르 교수의 레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기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감정을 전달할 줄 아는 능력이 보다 중요함을 오클레

르 교수는 레슨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강조한다. 자신의 색깔이란 

테크닉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관객들에게서 연주자만의 감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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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내게 만드는 것이다. 

음악가로서의 성공은 노다메와 치아키를 포함한 전문 음악가들

이 꿈꾸는 욕망일 것이다. 물론 성공이란 용어 자체는 모든 사람

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8권의 에피소드에서 드

러난 치아키와 동년배의 주목받는 지휘자인 마츠다에게 음악인으

로의 성공이란 세속적인 의미의 성공과 동일하다. 좋은 집안의 

여자와 결혼해서 돈 걱정 없이 사는 인생을 꿈꾸는 그에게 성공

이란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 가진 세속적인 의미의 성공과 다름이 

없다. <노다메 칸타빌레>에서 음악적 성공이란 다름 아닌 독립적 

활동이 가능한 전문 연주자로서의 자리매김이다. 독립적 활동이 

가능한 전문 연주자는 세계 각지의 수많은 무대에서 연주를 하면

서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달해주는 존재이다. 

경제적 가치로 모든 것이 평가받는 현대 사회에서 여전히 음악이 

필요한 이유는 음악을 통해 위안을 삼고 감동을 받고 삶의 희망

을 찾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다메에게 필요한 욕

망이란 처음에는 부재한 상태였다. 노다메의 욕망이란 즐겁게 자

유롭게 음악을 하는 것이었다. ‘자유롭게’란 말이 악보에 충실

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색깔로 작곡가가 곡에 

담은 의도를 펼쳐낸다는 걸 노다메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다. 즐거움이란 노력의 고통을 동반해야 한다는 점 또한 망각하

고 있었다. 즐기기 위해서 노력의 고통이 필요함을 깨달으면서 

노다메는 음악적 재능을 주변에서 서서히 인정을 받는 것과 더불

어 차츰차츰 연주자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한다. 노다메는 독립

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연주자로서의 음악적 성공을 꿈꾸기도 하

지만 그녀 안에 내재된 구체적 욕망은 치아키가 지휘하는 오케스

트라와 협연을 하는 것이다. 노다메는 자신의 구체적 욕망을 투

영하여 치아키의 구체적 욕망 또한 읽어낸다. 오랫동안 접촉하지 

않은 아버지와의 협연을 치아키가 꿈꾸고 있다고 지적한다. 치아

키의 아버지는 독립적 연주활동을 하는 저명한 피아니스트이다. 

초등학생 시절 부모의 이혼 후에 제대로 된 대면을 하지 못한 아

버지는 치아키에게 음악의 길을 열어준 사람일 뿐 자극체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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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로는 작동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면에서 자극체로서 존재함

을 노다메의 입을 통해 발견하게 된다. 

1) 시련의 구성요소에 대한 분석 

다양한 민담 분석을 통해서 내러티브의 공통적 구성 요소를 분

석한 프롭(1988)과 톰슨(1948) 등의 연구자들은 민담들이 금기를 

위반하는 대가로 행위자에게 시련을 부과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고찰하였다. 민담이 지닌 기본 유형은 일반적으로 두 개

의 운동, 즉 싸움과 승리, 선행과 보은, 어려운 임무와 그것의 

완수 등의 쌍으로 주어져 있다. 여기에서 금기의 위반과 시련도 

이렇게 두 개의 운동으로 함께 맞물린 대표적 쌍이다. 그레마스

(1970)는 이와 같은 두 개의 운동 조합에 주목하여 금기의 위반

이 야기하는 시련을 크게 자격 시련, 주요 시련, 그리고 영광 시

련 등 3가지로 구별 지어서 설명한다. 그레마스에게 행위 주체의 

시련은 서사 전개의 모티브로 작동하며, 혹독한 시련의 주체가 

역량(competence)을 갖고 있느냐, 또는 역량을 갖고 있다 해도 

직접 그 역량을 수행(performance)했느냐의 두 과정에 집중되어 

있다8). 자격 시련은 행위 주체가 욕망에 부응하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지를 검증하는 경우이다. 주요 시련은 결정적인 행동을 동

반하는 것으로 행위 주체는 여기에서 어려운 임무를 부여받게 되

며, 주체가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수행해가는 지에 초점을 맞추

게 된다. 영광 시련은 부여받은 어려운 임무를 완수한 업적에 대

한 상에 해당된다. 임무를 완수한 단계에서 주어지는 시련은 업

적에 대한 상으로만 제공되지는 않는다. 해피엔딩이 궁극적으로 

주어질 지라도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단

계이다. 

<노다메 칸타빌레>에서 노다메가 가지는 자격 시련은 전문 연

주자로의 성공에 걸맞지 않은 자격이 존재함을 지칭한다.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노다메는 도제 교육에 의한 정신적 충격으로 악보

8) 오장근, 「문화콘텐츠 분석을 위한 인문학적 분석 도구: 텍스트-기호학에 기

반한 문화연구를 위하여」,『언어과학연구』, 제38집(2006,9), pp.18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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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를 내면적으로 거부한다. 악보를 읽을 수 없지만 한 번 듣는 

것만으로 곡을 암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음악대학까지는 무

사히 진학할 수 있게 되었다. 악보에 충실하지 않은 연주는 노다

메의 연주를 언제나 담보상태에 놓이게 만든다. 클래식 음악이란 

장르를 다루면서 만화가 니노미야 도모코는 악보에 충실한 연주

를 만화 전편에서 강조한다. 악보에 충실하라는 말은 작곡가를 

이해하란 말과 다름없는 것으로 쓰인다. 악보에 충실한 다음 자

신만의 색깔을 가미하는 것은 훌륭한 것이지만 충실하지 않은 상

태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곡을 잘못 받아들이는 행위로 간

주된다. 일례로 노다메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바이올린 전공의 

미네 류카로는 처음에는 클래식 음악의 따분함을 지적하며 재즈

를 하겠다면서 재즈의 자유로움과 즉흥성을 매력으로 꼽는다. 그

는 슈트라제먼이 구성한 S오케스트라에 가입한 후 치아키와의 연

습을 통해서 클래식 음악의 참맛을 깨닫는다. 그리고 졸업 후 설

사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지속적으로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한다. 이런 방식은 노다메의 변천에도 그대로 드러

난다. 그녀는 즐겁게 치겠다고 다짐하면서 실제로는 본인의 노력

이 필요한 곡을 만나면 외면하는 행동을 오랫동안 하여왔다. 에

토 교수와의 레슨을 통해 콩쿠르를 준비하면서 그녀가 보여주는 

천재성에 감탄하면서도 에토 교수는 한편으론 콩쿠르에 나가기엔 

역부족임을 직감한다. 잘 치는 곡은 너무나도 잘 치지지만 그는 

소화하기 어려운 곡에 대해서 어떻게 노다메의 마음을 열 수 있

는지를 모르겠다며 한탄한다. 이런 한탄은 그냥 두기엔 너무 아

까운 그녀의 천재성 때문이다. 노다메의 천재성은 에토 교수와 

치아키의 주목만 받은 것이 아니다. 한 번 듣는 것으로 곡을 암

기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의 색깔을 연주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

는 능력은 파리에서 손 루이라는 천재 피아니스트에게서도 부러

움을 받을 정도이다. 22권에 등장한 거장 슈트라제먼과의 협연에

서 보여준 그녀만의 색깔은 언제나 논란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반

향은 동반하지만 그 누구도 노다메의 천재성을 부인할 수 없다. 

노다메에게 주어진 주요 시련은 전문 연주자를 본격적으로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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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는 단계인 파리의 음악교육원에서 가지게 되는 일련의 과정 속

에서 나타난다. 레슨을 통해서 단계적 발전을 이루어가면서도 본

인만이 느끼지 못해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심리적 좌절, 치아키가 

보여주는 독립적 활동에 발맞추지 못한 채 낙오된 느낌으로 인한 

심리적 좌절 등의 내면적 좌절은 결국 노다메가 주변인들의 도움

을 통해서 극복해나간다. 노다메에게 주어진 영광 시련이란 그녀

의 천재성이 인정을 받더라도 천재성에 걸맞은 음악적 성공이란 

어쩌면 존재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에 있다. <노다메 칸

타빌레>는 성공신화를 다룬 내용은 아니다. 음악가에게 성공이라

는 요소는 정점을 찍는 최고의 순간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진

행형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레마스의 분석으로 제시

된 시련의 세 번째 단계인 영광시련의 표출은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는다. 마지막 권에서 노다메와 치아키 두 사람의 음악 인생의 

정점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정점을 위해 다시 한 번 출발선에 서 

있는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 치아키는 파리의 유서는 깊지만 하

락세에 놓여있는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가 되었지만 전문 지휘

자로의 자리를 굳힌 것은 아니다. 노다메는 슈트라제먼과의 협연

을 통해 성공적인 데뷔 무대를 가지게 되었지만 그 자체가 그녀

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어쩌면 만화 독자는 명

성과 관계없이 작은 무대를 위주로 즐거운 공연을 하는 노다메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다. 

치아키의 자격 시련은 비행기 사고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다. 

세계 각지에서 공연이 해야 하는 음악인이 비행기를 탈 수 없다

는 것은 음악적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자격 시련으로 인

해 음악적 성공이 어려움을 알고 치아키의 여자 친구는 그의 곁

을 떠난다. 하지만 노다메가 우연히 행하게 된 최면요법을 통해 

그에게 주어진 자격 시련은 극복된다. 주요 시련은 전문 지휘자

의 길로 들어서면서 시작된다. 플라타니 국제지휘자 콩쿠르에서

의 입상이 음악적 성공을 의미하진 않는다. 보조 지휘자로, 객원 

지휘자로, 그리고 작은 오케스트라의 상임 지휘자로 경험하게 되

는 수많은 시행착오는 치아키를 진정한 음악인으로 자리 잡게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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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다. 치아키에게도 영광 시련은 노다메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

진다. 더불어 그가 아무리 훌륭한 음악가가 된다고 해도 아버지

와의 관계는 늘 멀리서 서로를 인정하는 관계로밖에 놓이지 않을 

것이다. 치아키의 욕망 대상인 아버지와의 협연은 잃어버린 아버

지란 존재의 복원이 아니기에 승자에게 부여되는 행복 가득한 영

광의 술잔만은 아닌 것이다. 

2) 행위자 모델의 적용 

그레마스는 행위자 모델을 통해서 내러티브의 통합체적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지를 고찰하였다. 행위자 모델의 기본 축

은 주체와 욕망 대상이다. 그리고 주체가 욕망을 실현해가는 과

정에서 조력자와 적대자가 드러난다. 욕망 대상은 그것이 발현하

게 만드는 발신자와 욕망 실현을 통해 얻어지는 무언가의 수혜자

인 수신자의 역할이 주어진다. 행위자 모델을 <노다메 칸타빌레>

의 중심인물인 노다메에 맞추어 적용을 하면 다음과 같은 도식이 

주어진다. 

발신자  ---------------  대상  ---------------  수신자 

재능 부여자         전문 연주자              음악 애호가  

  (신)            치아키와의 협연            노다메 본인

조력자  ---------------  주체  ---------------  적대자 

치아키                 노다메                도제식 교육 

오클레르교수                                  에토교수

지휘자 슈트라제먼     

그림 4. 행위자 모델의 적용  

노다메를 행위 주체로 설정했을 때 주체와 대상은 이야기의 구

성에서 직접적인 관계로 설정이 가능하다. 노다메에게 욕망이 되

는 대상은 전문 연주자로서의 자리매김이다. 노다메는 이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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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의 하나인 천재성은 이미 갖추고 있다. 노력과 제대로 

된 자리매김의 방향의 여정을 살펴보면, 그녀의 천재성을 제대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조력자가 형성됨을 알 수 

있다. 노다메의 천재성을 발견하고 발전을 자극하는 존재로 치아

키가 처음 등장한 이후 그녀는 다수의 조력자들을 만나게 된다. 

대표적인 조력자를 살펴보면, 우선 치아키를 들 수 있다. 치아키

로부터의 인정은 천재성을 담보하고 있는 예비 거장으로부터의 

인정과 다름없다. 그의 관심과 자극을 통해서 숨겨진 재능들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그녀는 모모케자카 음악대학에서 가장 인정을 

받는 에토 교수로부터 지도를 요청받는 기회를 얻는다. 에토 교

수의 레슨과 콩쿠르의 참여를 통해 노다메는 또 다른 조력자를 

만나게 된다. 콩쿠르에서 본인의 독특한 색깔을 드러내지만 기본

적 자세가 부족하기에 노다메는 수상을 할 수 없었지만 이를 계

기로 파리의 고등음악원으로 진학하게 된다. 그리고 파리 음악원

에서 사사를 받게 된 오클레르 교수와의 만남은 그녀의 재능이 

만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치아키를 포함해서 파리 음악

원에서 사사를 받게 된 오클레르 교수에 이르기까지의 조력자들

은 노다메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노다메의 관계망에서 적대자는 추상적 수준에서는 어린 시절 

트라우마 형성을 만들어 낸 도제식 교육 방식으로, 구체화된 인

물로는 어린 시절 강압적으로 암기를 강요한 선생님과 에토 교수

가 표상화된다. <노다메 칸타빌레>에서 적대자로 위치한 도제식 

교육은 노다메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재능 있는 음악인들에게 성

장의 기회를 박탈하게 만든 주범임이 강조된다. 이런 관계에서 

주목을 받게 되는 인물은 에토 교수이다. 획일화된 도제식 교육

으로 유명한 그는 치아키와 노다메를 만나면서 학생의 재능에 맞

는 개별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스스로를 변모시킨다. 가끔

씩 회초리로 사용되는 부채로 유명한 에토 교수는 “난 이런 학

생을 가져본 적이 없다. 때문에 어떻게 가르쳐야 할 지 모르겠

다”면서 변화의 계기를 스스로 마련한다(8권 183쪽). 그는 노다

메와의 만남에서 부채를 던져버리고 그녀의 재능에 부합하는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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슨을 이끌어내는 변화를 통해서 <노다메 칸타빌레>의 작가는 현

실에 팽배한 음악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행위자 모델에서 

발신자의 역할은 음악적 재능을 내려 준 추상적 존재에게 돌려진

다. 수신자는 음악적 재능을 발현하게 된 노다메로부터 그녀의 

음악으로 기쁨과 감동을, 그리고 위안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만화 전편에서 클래식 음악의 연주에 감동하고 냉혹한 

평가를 내리는 관객들의 모습은 다양하게 펼쳐진다. 만화에서 오

케스트라의 연주회 또는 피아노 독주회와 같은 공식 무대뿐만 아

니라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연습 등이 수없이 많이 펼쳐지고 그 

곳에선 음악을 통한 즐거움을 수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항상 존

재한다. 

그레마스의 행위자 모델에서 주체와 대상은 시점에 따라서, 상

황과 사건에 따라서, 그리고 관계 설정의 방식에 따라서 다원적

으로 구성될 수 있다. 또 다른 주체인 치아키를 적용하게 되면 

그의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누구나에게 인정받는, 구체적으로

는 피아노 연주자인 아버지와 협연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전문 지

휘자로의 자리를 잡는 것이다. 

발신자  ---------------  대상  ---------------  수신자 

재능 부여자             지휘자                 음악 애호가  

  (신)              아버지와의 협연           치아키 본인  

조력자  ---------------  주체  ---------------  적대자 

슈트라제먼             치아키       비행기 탑승의 트라우마  

비에라                                     도제식 교육  

동년배의 지휘자 

그림 5. 행위자 모델의 변이형 

3) 기호학적 사각형 모델의 적용 

행위자 모델은 노다메와 치아키란 인물이 자신에게 주어진 천

부적 재능을 어떻게 발현시킬 수 있는 지를 시각적 구조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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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한다. 하지만 기호학적 사각형은 이와 같은 개체화된 인물

의 재능 실현 과정을 진단하는 게 아니라 천부적 재능과 교육 제

도를 둘러싼 사회적 담론이 어떠한 의미사슬로 엮여져있는 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노다메 칸타빌레>에서 작가는 천부적 재

능을 부여받은 노다메가 어떠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그의 음악적 

재능을 발현시켜가는 지를 스토리의 중심이 되는 여정으로 설정

하고, 재능과 교육 과정을 둘러싼 관계의 의미생성 다층적 구조

를 펼쳐 보인다. 이를 기호학적 사각형을 통해서 분석해보면 <그

림 6>과 같이 나타난다. 

그림 6. 재능과 도제식 교육을 둘러싼 의미생성구조

지시된 영역에 해당되는 것은 천부적 재능과 그것의 실현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등장인물은 만화의 주인공인 노다메와 치아키이

다. 이와 모순 관계에 놓인 지시되지 않은 영역은 도제식 교육과 

그것으로 인한 재능의 미실현이다. 만화에서 도제식 교육과정은 

천부적 재능의 발현을 방해하는 역할군으로 주어져 있다. 노다메

와 같은 인물이 도제식 교육과정에서는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못

하다가 그 틀을 깨고 난 다음에서야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은 재능

과 교육과정을 모순 관계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같은 교수 밑에

서 배우는 학생들은 모두 똑같은 식으로만 연주를 하게 만드는 

교육방식은 “빚 독촉하는 빚쟁이 같은 레슨”이라는 표현(1권 

15쪽)은 도제식 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작가의 관점이 투영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만화 텍스트는 천재성과 현실의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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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교육 시스템의 관계를 보완적이라기보다는 충돌적인 것으로 

그리면서 재능을 발현시키지 못하는 현실 사회의 음악 교육에 대

한 비판적 관점을 드러낸다. 노다메는 실제 존재하는 교육 제도

가 재능을 발아하기보다는 오히려 억압하게 만들고 있음을 보여

주는 대표적 인물 기제이다. 비록 만화에서는 노다메가 억압적 

형태의 교육 과정에서 벗어나면서 자신의 재능을 표출시켜가는 

단계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작가 니노미야 도모코가 

직접 만난 다양한 음악가에 대한 소개가 담긴 만화의 권별 부록

에는 만화 속 인물인 노다메와 달리 현실의 도제식 교육과정에 

의해 음악적 재능을 발휘하지 못한 채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다. 그들은 음악적 재능은 부여받았지만 도

제식 교육과정에 적응하지 못한 실패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일례로, 4권에서 번외 이야기로 다룬 “리카 선생님의 즐거운 바

이엘”에 등장하는 리카라는 인물은 재능을 발현하지 못한 현실

의 노다메로 그려진다. 작가 또한 그를 통해 만화 속 주인공의 

이미지를 설정하였음을 피력하고 있다. 만화 속의 노다메는 치아

키를 포함한 다양한 협조자들을 만나지만 현실의 노다메는 그렇

지 못한 채 즐겁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유치원 음악교사로 살아가

고 있다. <노다메 칸타빌레>에서 대학 졸업 후 노다메의 꿈이 아

이들을 가르치는 음악교사라는 점은 실제 세계의 노다메의 이미

지를 그대로 표상화한 것이다. 

금지된 영역은 도제식 교육과정을 통한 사회적 성공이고, 금지

되지 않은 영역에 해당되는 것은 맞춤식 교육과정을 통한 재능의 

개발이다. 도제식 교육과정을 통한 사회적 성공이 금지된 영역으

로 설정되어 있지만 좀 더 협의의 개념을 적용하면 음악가로서의 

성공을 기업가 등의 직업군에서의 세속적 의미의 성공과 다름없

는 것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부와 명예에 천착하는 음악가로서의 

성공이다. 작가 니노미야 도모코는 <노다메 칸타빌레>에서 이와 

같은 금지된 영역에 대한 관심을 거의 표출시키지 않는다. 예술

과 삶을 다루면서 음악이 삶의 에너지를 증대시키고 즐거움을 음

악가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청중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을 다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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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회적 부와 명예에 천착하는 인물에게 많은 분량의 페이지를 

할당하면서 비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금

지된 영역에 해당되는 담론이나 인물군에 대한 관심의 표출은 매

우 제한적이다. 음악을 통해 사회적 성공을 꾀하는 마츠다와 같

은 인물의 표상화에서만 잠시 나타날 뿐이다. 

금지되지 않은 영역에서의 교육과정은 도제식이 아니라 자기 

개발을 창의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형태의 교육이다. 작

가는 이를 도제식 교육의 한계를 스스로 깨닫게 되는 이토 교수, 

그리고 파리 음악원의 오클레르 교수의 교습법을 통해서 보여주

고자 하였다. 이것은 또한 치아키의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서도 

표출되어진다. 일례로, 류카로는 천부적 재능은 아니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그려진다. 그는 클래식이 아니

라 재즈 연주자로서의 삶을 추구하려고 하다가 치아키와 오케스

트라 활동을 하면서 악보에 충실한 연주를 하는 재미를 알게 된

다. 금지되지 않은 영역에서의 재능은 어쩌면 지시된 영역의 천

부적 재능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일 지도 모른다. 작가는 이를 노

다메가 다닌 동경의 모모케자카 음악대학에 재학한 여러 학생들

을 통해서 구체화시키기도 하지만, 비범한 재능을 갖춘 손 루이

라는 인물을 통해서도 구체화시키고 있다. 어릴 때 신동 피아니

스트라고 불린 손 루는 파리의 음악원에서 오클레르 교수가 자신

에게 하는 레슨과 다른 방식으로 노다메를 왜 지도하는 지를 이

해하고 결국 이를 받아들이게 된다. 이것은 바로 그녀 스스로 노

다메의 연주를 들으며 그 속에서 누구도 추종하기 어려운 천재성

을 감지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시된 영역과 금지되지 않은 영역은 모순이나 반대 영역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호 소통이 이루어지는 대상들

이다. 각자에게 부여된 재능은 차이가 있는지 몰라도 노다메, 치

아키, 손 루이, 그리고 류카로와 같은 음악가들의 재능 개발은 

도제식 교육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

통성을 띤다. 작가는 <노다메 칸타빌레>에서 제대로 된 음악가의 

탄생은 타고난 재능, 개인적 노력, 그리고 그에게 합당한 창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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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교습법이 적절히 결합되어야만 가능함을 강조한다. 재능을 발

현할 수 있게 만드는 교육 방식은 이러한 재능과 노력이 지속적

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드는 필수 조건의 장치이다. 

Ⅳ. 결론 

<노다메 칸타빌레>의 중심인물인 노다메와 치아키는 천부적 재

능을 타고 났지만 자격 시련의 단계에서 자신들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지 의문시되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자격 시련

의 극복 이후 그들이 맞이하는 주요 시련은 도제식 교육의 틀에 

안주하지 않고 창의성의 개발을 가능하게 해주는 협조자의 역할

로 인해 단계별로 극복되어간다. 천부적인 재능에 부합하는 교육 

과정과 연주자들 각자의 시행착오는 그들이 부여받은 역량을 실

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게 한다. 만화에서 외부

의 적대자는 주요한 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사라진다고 해서 위기가 극복되고 갈등의 해소와 화해로 귀착되

지 않는다. 끊임없이 위기의 기원은 결국 외부가 아니라 주인공

의 내부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이는 만화가 성장 스토리의 

구조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원래 행위자 모델의 도식에서 수신자

는 주체-주인공으로 내재화된 경향9)을 가지고 있다. 노다메가 꿈

꾸는 욕망의 대상으로 치아키와의 협연을 설정되면 실질적인 수

신자는 노다메가 되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위기의 해소와 화해의 

궁극적 행로는 주체 스스로에게로 환치되는 것이다. 

<노다메 칸타빌레>에서 사회적 담론으로 채택된 것은 지시된 

영역의 천부적 재능과 그것의 실현이다. 이와 모순관계에 놓여있

는 지시되지 않은 영역은 천부적 재능의 실현을 방해하는 도제식 

교육과정이다. 이를 기호학적 사각형으로 분석해보면 텍스트 내

에서 이 둘의 관계는 충돌을 빚고 있다. 도제식 교육과정은 천부

적 재능의 발현시키지 못하게 하는 존재로 설정된다. 노다메의 

9) 김성도, 위의 책, p.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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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정은 천부적 재능의 개발이 도제식 교육과정이 아닌 방식으로 

주어져야만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현실 세계를 주도하는 

음악 교육의 방식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보여준다. 기호학적 사

각형에 의해 분석된 의미생성 구조에서 도제식 교육이 천부적 재

능이 있는 사람마저도 실패자로 귀착시킬 수 있음은 물론이고 음

악을 하는 즐거움마저 빼앗아가는 체계로 존립한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능이 있는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기본적으로 음악을 하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교

육, 그리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창의적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 현실에서의 노다메는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협조

자를 만나지 못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작품에서 노다메는 시행착

오를 겪으면서 자신에게 적합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천부적 재능

의 개발에 한층 더 가까워지고 있다. <노다메 칸타빌레>는 성장 

드라마의 스토리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완성된 형태의 자기만

족이나 사회적 성공의 결말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그러한 과정으

로 나아가고 있음을 여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표출시키고 있다. 

<노다메 칸타빌레>는 기존의 젊은 세대들이 접하지 못한 클래

식이라는 음악을 소재로 선택하여 감동과 재미를 동시에 제공하

면서 다양한 클래식 음악들을 소개하고 여러 가지 오케스트라 프

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을 통해서 장르만화가 갖추어야 할 전문분

야에 대한 식견을 보여준다. 장르만화란 해당 장르에 대한 전문

성을 담지하는 걸 전제로 한다. <식객>이 음식문화에 대한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연재가 가능했던 것은 만화가 허영만이 내용으로 다루어야 

할 개별 음식의 선택과 그에 대한 치밀한 자료조사가 있었기 때

문이다. <노다메 칸타빌레> 또한 10여년의 기간 동안 연재를 진

행할 수 있었던 점은 클래식이라는 해당 장르에 대한 치밀한 조

사를 통해서 리사이틀과 공연, 그리고 레슨 등의 국면마다 어떤 

곡을 소개할 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전 조사가 바탕이 되었

기 때문이다.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로부터 20세기 현대 작곡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악가들이 소개될 뿐만 아니라 각각의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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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평가와 해석, 그리고 그의 음악세계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은 다른 문화영역의 독자들에게 클래식 음악에 대한 심도 깊

은 이해를 이끌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은 만화가 단순히 

유희의 대상만이 아님을 보여준다. 만화는 사회적 담론을 통해서 

현실 세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

다. 음악이라는 장르 만화를 통해서 독자들이 깊이 인식하지 못

하고 있던 영역에 대한 교육적 기능 또한 갖추면서 만화가 소설 

등의 활자 매체에 버금가는 교육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을 보

여주었다. 이와 같이 만화의 지평을 확대시킨 것은 한국의 만화

가 향후 모색해야 할 길이 무엇인 지를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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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emiotic analysis of narrative structure in <Nodame Cantabile>

Jae-Woong Kwon · Seyoung Choi

Created by Tomoko Ninomiya, <Nodame Cantabile> was serialized in 

Japan from July 2001 to November 2009 and collected in 23 volumes. 

It has become a cultural syndrome after it was transferred to other 

media. Giving an attention to this cultural syndrome, this study 

aims to analyze narrative structure by means of semiotics. This 

study tries to use 'modele actantiel' and 'carre semiotique' of 

Greimas in order to clarify not only the meaning structure but also 

the course of narrative revealed in <Nodame Cantabile>. The meaning 

structure of <Nodame Cantabile> shows a unique relationship of 

genius and training. Although Nodame, a main character of this 

Japanese manga, is a straggler in music school because she does not 

show any passion for learning, she is depicted as a music genius. An 

education method called as apprenticeship is represented as the 

mechanism to bring out misfits in music. Dealing with her long 

journey to be a professional musician, this manga suggests how 

Nodame can be developed from as a misfit to as a professional 

pianist through introducing diverse education methods. Revealing 

critical perspective on music education in real world, <Nodame 

Cantabile> gives a chance to rethink the relationship between genius 

and education in music. 

Key Words : Nodame Cantabile, Japanese manga, comics, classic 

music, Greimas, modele actantiel, carre semiot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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