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71 -

http://dx.doi.org/10.7230/KOSCAS.2013.33.271

출판만화 칸새의 유형별 특징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Ⅲ. 칸새가 가지는 5가지 유형

Ⅳ. 그 외의 유형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이석재, 윤기헌

초 록

  칸과 칸의 반복을 통해 만화는 그 내용과 이미지를 구동시키고 독자에게 

전달한다. 칸은 시· 공간의 단면적 요소를 담고 있으며, 칸의 반복은 이러

한 단면들을 연속되는 흐름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연속적 흐름을 원

활하게 이어주는 역할은 칸과 칸 사이에 존재하는 칸새에 의해 이루어지고 

초창기 칸새의 운용은 칸에 의한 수동적 의미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칸새

는 단지 칸과 칸을 이어주는 매개체의 역할뿐만 아니라 만화 구성에 새로운 

표현 방식을 창출하는 효율적 참여 장치이다. 칸새의 특징적 기능은 만화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며 만화의 구성에 새로운 연출방식을 제시하며 그 명맥

을 이어왔다. 칸새의 특징적 기능으로는 장면전환 기능, 회상 기능, 말칸 기

능, 팬 기능, 장식적 기능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 이들 유형은 칸새의 직접

적인 표현방식으로 만화연출에 능동적으로 기능한다. 이 기능적 요소들은 

작가가 의도한 바에 의해 표현되고 서술되는 내용에 따라 그 빈도가 일정치 

않지만 보편화된 경우, 작가 개개인의 차이가 누적되어 활용되는 빈도에 따

라 새로운 연출구성의 방향이 제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출판만화, 칸 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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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만화는 칸과 칸의 연속이라는 독특한 구조의 형식을 지닌다. 

칸이라 불리는 범위는 만화의 최소 단위로써 한국어로는‘칸’과 

‘컷(cut)’이라고 표기하며, 영어로는‘프레임(frame)’이라고 

한다. 만화의 최소단위인 칸과 칸 사이를‘칸새’ 혹은‘홈통’

이라고 하는데, 이 빈 공간에는 시간의 흐름이 존재한다. 애니메

이션에서 1초를 보여주기 위해서 24프레임을 연속해서 보여주는 

반면, 만화에서는 두 개의 칸과 칸새를 가지고‘시간’을 표현할 

수 있다.1) 이처럼 칸새는 칸과 칸 사이를 연결하는 매개체로 칸

새 자체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칸에 의한 수동적 매개체로 사용되

고 있다. 칸새에 대한 연구는 칸에 대한 연구와 논문에 비해 그 

수가 현저히 적고 연구되는 칸새의 전제 또한 칸에 의한 수동적 

방향과 정해진 틀 안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칸새가 가지는 수동성과 기존의 틀 안에서 벗어나 칸새 자체가 

만화의 구성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특징적 기능을 가지는 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칸새의 특징적 기능이 

만화연출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만화의 내용전달에 있어 칸이 보

여주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점에 대해 연구할 가치가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칸새의 개념

칸새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홈통(Gutter), 칸 공백, 칸 도랑, 칸 여백’이라고도 하는 

칸 사이의 공간. 칸과 칸 사이의 빈 공간에는 시간의 흐름이 존

재한다. 애니메이션에서 1초를 보여주기 위해서 24프레임을 계속

해서 보여주는 반면에 만화에서는 두 개의 칸과 칸 새를 가지고 

‘시간’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칸 새는 칸과 칸 사이의 움

1) 김일태 외, 『만화애니메이션사전』, 한국만화영상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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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임이나 공간의 이동 등을 표현하는 만화의 특징 중 하나이다.2)

그림 1 . Scott Mccloud3)

  가장 먼저 순 한글로 된 용어‘칸새’의 이름을 주창한 안수

철4)은 칸새에 대한 개념에 대해 칸의 테두리와 테두리 사이의 빈 

공간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 공간에 시간과 공간의 비약과 생략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또한, 시· 공간의 비약과 생략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칸새에 숨겨져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이라고 정

의했다. 한편, Scott Mccloud5)는 칸새를 ‘홈통’이라 칭하고 칸

과 칸 사이의 연상효과를 이어주고 만화의 핵심인 마술과 신비효

과의 주역이라 주장했다. 

이와 같이 칸새가 가지는 뜻은 개념적으로는 조금씩 차이는 있

지만 그 내용은 같은 맥락을 가진다. 나츠메 후사노스케는 이와 

같이 정의된 칸새의 의미를 좀 더 확장된 시각에서 보고 있다. 

‘칸새는 칸과 칸 사이의 것들을 통칭하는 개념이지만 지금까지

의 만화에서 칸새는 다른 모습으로 다양한 역할을 보여준다. 이

러한 칸새를 과연 기존의 칸새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6)라며 

기존의 칸새에 대한 정의와 내용 그 이상의 것을 말했다.

2) 김일태 외, 앞의 책

3) 스콧 맥클루드, 『만화의 이해』, 1998, p.76

4) 안수철, 『만화연출 나도 할 수 있다』, 노마드북스, 2008, p.36

5) 스콧 맥클루드, 『만화의 이해』, pp.74~75 

6) 夏目房之介 외, “マンガの読み方 (別冊宝島EX)”, 宝島社,1995, p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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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칸새의 역사

풍자만화로 시작된 만화는 한 칸 만화의 형식을 유지해 오다 

미국에서 최초로 칸 나누기가 시작되었다. 최초의 만화로 일컫는 

<Yellow Kid>7)는 초기부터 칸 나누기와 말풍선이 있었다. 또한, 

Winsor McCay는 1908년 <리틀 네모 (Little Nemo)>8)를 발표하면

서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칸의 다양한 변화와 말풍선의 변화를 

보여 주었다.

그림 2. Yellow Kid               그림 3. 리틀 네모

          그림 4. Happy Hooligan            그림 5. Krazy Kat 

7) R. F. Outcault, “Yellow Kid”, 1896.10.25  

8) Winsor McCay, “Little Nemo”,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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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때까지도 칸새가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해 제대로 

된 칸과 칸 사이의 홈통역할은 Frederick Burr Opper의 <해피 훌

리건(Happy Hooligan)>9)과 George Joseph Herriman의 <크레이지 

캣(Krazy Kat)>10) 등의 작품이 1900년대 초와 1920년대를 거치며 

칸의 다양한 변용이 이루어졌다.

동아시아는 이와 같은 서구의 세련된 만화양식이 유입되면서 

말풍선과 칸의 분할 등 외국작품에서 나타난 새로운 기법을 모방

하고 직접 배우면서 나름대로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 나갔다.  

일본에서는 칸나누기와 말풍선이 차용된 것은 1923년 아다 노

부츠네(織田小星)글, 카바시마 카츠이치(樺島勝一)그림의 <쇼우

짱의 모험(正チャンの冒険)>11)으로 칸의 밖에 세로로 글이 따라 

붙었고 칸 안에 말풍선이 그려졌다. 

 

   그림 6. 쇼우짱의 모험

한국에서도 칸나누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1924년‘조

선일보’에 연재되었던 시사만화 <멍텅구리>12) 시리즈부터였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칸과 칸 사이의 여백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다. 아직 칸새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후 1940년대 시사만화 

<코주부>13)를 보면 칸새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김용환은 칸새

의 형식을 자신의 스토리 만화인 <코주부 삼국지>에 대입해 1952

9) Frederick Burr Opper, “Happy Hooligan”, 1905.4.9

10) George Joseph Herriman, “Krazy Kat”, 1922.1.21

11) 윤기헌, “근대동아시아만화의 특징”, 경북대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12

12) 이상협 외, 『멍텅구리』, 조선일보, 1924 

13) 김용환, 『코주부』, 동경조선민보,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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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학원’잡지에 연재함으로 칸새의 용도의 폭을 확장하였다. 

<코주부 삼국지>와 같은 시기 제작된 스토리만화의 형식은 현 시

점에 이르기까지 만화의 초석이 되어 왔다. 

       

           그림 7. 멍텅구리             그림 8. 코주부

3. 연구 방법 및 범위

지금까지 칸새에 대해 다뤄졌던 소수의 연구는 주로 칸새의 틀

을 칸과 칸을 연결하는 시·공간적 요소로 중점을 두었다. 안수

철은 칸새의 기능을 만화의 단속성에 중점을 두고 칸새에 일어나

는 시·공간의 비약과 생략의 범위가 적절해야 칸과 칸의 연결이 

자연스럽다14)고 했다. Scott Mccloud15)는 만화를 연상 효과라 말

하고 연상인 칸을 이어주는 것이 칸새이며, 그 칸새의 유형을 6

가지(순간이동, 동작이동, 소재이동, 장면이동, 시점이동, 무관

계이동)로 분류 하였고 이원석16)의 논문 또한, 칸새의 종류를 

Scott Mccloud의 6가지 유형에 입각해 구분 지었다.

나츠메 후사노스케가 말하는 칸새는 위의 내용을 포함하되 그 

분류의 유형이 Scott Mccloud와는 다른 시점에서 칸새를 조명한

다. 그는 칸새를 단순히 칸과 칸 사이를 연결하는 매체에서 벗어

나 칸새 자체를 만화의 독립적인 연출적요소로 제시했다.

14) 안수철, 앞의 책, p.36 

15) 스콧 맥클루드, 앞의 책, pp.75~82

16) 이원석, “만화에서 칸과 칸 사이의 공간 연구: 만화 <꿈속의 여인> 작품 중

심으로” , 세종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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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  데빌맨17) 

       

 <그림 9>는 나츠메 후사노스케가 제시한 칸새의 예이다. 칸새

는 칸의 내부로 침투해 칸을 분열시킨다. 칸의 내부로 침투한 칸

새를 통해 얻어지는 연출적 효과는 칸과 칸의 연상에서 얻어지는 

효과와는 별개의 것이다. 본 연구는 나츠메 후사노스케가 제시한 

<그림 9>과 같이 칸새의 독립적 만화연출의 효과에 입각한 이론

을 바탕으로 연출된 칸새를 찾아 쓰임에 따른 특징을 기준으로 

칸새를 설명하고 분류하였다. 칸새의 분류를 위한 만화선택의 기

준은 출판만화로 국한하고 한국·일본출판만화의 베스트셀러( 

<용비불패>, <신공태랑 나가신다>, <제트맨>, <신암행어사>, <21

세기소년>, <독스>, <베가본드>, <진격의 거인>, <소년매거진> )

를 중심으로 그 범위를 정하고 조사하였다. 앞서 칸새의 역사에

서 보았듯 칸새의 형성과 시작이 잘 나타나 있는 범위가 출판만

화이다. 출판의 역사와 함께 칸새의 역사도 함께 만들어졌다. 칸

새가 가지는 특징적 기능의 진화와 발전은 출판만화를 통해 그 

기틀을 잡았고 만들어졌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는 칸새를 정

확히 정의하고 분류의 틀을 만들 수 있는 출판만화에 그 범위를 

국한시킨다. 한편, 한국만화에서 특별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 다

음(Daum)이 〈만화 속 세상〉이라는 코너를 2003년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웹툰 시장의 성장세는 나날이 치솟고 있다. 웹툰에서 

칸새의 활용은 출판만화의 틀을 넘어 새롭고 진화된 형태로 만화

연출의 구성요소로 쓰인다. 스크롤 형식을 취하는 웹툰은 넘겨보

17) 나가이 고,『데빌맨』, 주간 소년매거진 ,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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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페이지를 통해 보여 지는 출판만화와의 형식과 같이하기 어렵

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출판만화와 웹툰의 뿌리는 같은 분모이

고 출판만화의 형식에서 미디어로 파생되어 나온 웹툰의 칸새는 

출판만화가 가진 칸새의 기능적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출판만화에 국한하여 논지를 전개할 것이다. 

Ⅲ. 칸새가 가지는 5가지 유형 분류

 칸새의 특징적 기능을 다음과 같이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나츠메 후사노스케의 분류와 새롭게 추가한 유형은 장면전

환 기능, 회상 기능, 말칸 기능, 팬 기능, 장식적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각 유형에 대한 사례와 특징을 조명한다.

1. 장면전환( fade in, fade out ) 기능

칸새가 가지는 보편화된 기능 중 하나로 Scott Mccloud11)는 꽤 

먼 시간과 공간 사이를 한 번에 뛰어 넘는 연역추리가 필요한 장

면이동이라고 하였다. 이 논문에서의 장면전환적 효과는 Scott 

Mccloud의 이론에 영상매체의 장면이동(fade in, fade out)을 접

목시킨 표현방법이다.

그림 10. Scott Mccloud18) 장면이동   그림 11.fade in-out 접목시킨 장면이동19)

<그림 10>는 만화에 나타나는 흔한 장면이동의 예이다. 여기서 

칸새는 공간과 시간을 한 번에 뛰어넘는다. 반면 <그림 11>의 장

18) 스콧 맥클루드, 앞의 책, p79

19) 문정후, 『용비불패 1』, 학산문화사 , 1996,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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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이동은 Scott Mccloud의 <그림 10>와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달이 뜬 어두운 숲의 장면에서 모닥불로의 장면전환은 그 사이 

여러 개의 분절된 칸새로 채워져 있다. <그림 11>의 분절 된 칸

새는 <그림 10>의 칸새가 가지는 공간과 시간을 여러 개로 나누

어 장면전환을 서서히 진행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이 효과는 영

상매체에서 접하는 fade in, fade out의 기능을 칸새를 통해 만

화의 장면이동으로 표현된다.

2. 회상 기능

만화의 전개과정 중 과거로의 회상에 대한 부분은 칸 속의 그

림과 내용전개에 모든 것을 의지하지만은 않는다. 회상이 진행되

는 동안 회상의 전개부분을 쉽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칸

새는 회상 시에 검은 옷을 입는다.  

     

그림 12. 회상 도입부20)   그림 13. 회상 전개부21)     그림 14. 회상 결말부22)

<그림 12>의 아랫부분 칸새가 검게 칠해진다. 내용상 전개에서

도 남자의 회상이 시작되는 부분이다. <그림 13>는 <그림 12>의 

회상이 연속되는 부분이며 칸새 역시 검은색으로 덮여있다. <그

림 14>의 우측상단 칸새는 검게 칠해져 있고 나머지 부분은 색이 

없다. 검은 색이 덮인 칸새에서 색이 없는 칸새로 전환되는 부분

20) 카츠라 마사카즈, 『제트맨 5』, 서울문화사, 2005, 190p

21) 카츠라 마사카즈, 앞의 책, 191p

22) 카츠라 마사카즈, 앞의 책, 3권, 22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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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회상이 끝나는 시점을 말한다. 

     

   그림 15. 검은색 바탕 회상효과23)  

<그림 15>의 전장 중에 한 컷은 회상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회

상의 컷 둘레로 칠해진 검은색은 갑자기 들어가는 회상 컷의 존

재를 부각시키고 어색하지 않게 만든다. 

만화에서 회상이 들어가는 부분의 칸새는 검은색으로 칠해지고 

현 시점에 이르기까지 관례화된 통상적 언어로 쓰이고 있다. 

3. 말칸 기능

‘말칸’은 만화에서 대사를 넣는 칸이다.24) <그림 16>은 말칸

이 생긴 초기 만화로 말칸의 구성이 칸과 칸새로 양분화 되어있

다.

   그림 16. 어머니25)

23) 양경일, 『신암행어사 7』, 대원씨아이, 2004, 149p  

24) 김일태 외, 앞의 책, 2008

25) 안수철, 앞의 책, p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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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만화에서는 말칸이 쓰이지 않았다. 말칸이 없는 대신 

그림의 내용을 설명하는 만화소설과 같은 방식이었다. 그러다가 

설명이 줄어들면서 맡칸이 생겨나고, 현재에는 말칸만 주로 사용

된다.26)

이처럼 현 시점에선 말칸만 주로 사용되나 칸새가 말칸으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다. 칸새의 말칸 기능은 만화의 

흐름에 계속되어 왔고 그 형태는 더욱 진화하여 현재의 만화연출

에 이르렀다.

1960년대의 만화<그림 17>에서 2010년대 만화<그림 20>에 이르

기까지 말칸기능의 칸새는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17>

와 <그림 18>은 1960년, 1990년의 만화이고 칸새의 기능은 캐릭

터의 생각과 만화의 부연설명에 대한 것이다. <그림 19>은 캐릭

터의 고함치는 말칸이 그림 중심부의 칸새로 들어간 것이다. 비

어 있는 칸새를 통해 캐릭터가 고함치는 표출의 파장은 그 효과

가 다른 칸들을 같이 둘러싸는 효과를 가진다. 남자의 표호는 

<그림 19> 전체를 공유하고 파장시키는 특성을 가진다. <그림 

20>는 테두리를 가진 대사의 말칸으로 칸새의 빈 공간에 들어왔

다. 칸새의 빈 여백에 홀로 존재하는 말칸은 그림과 결부되지 않

아 대사에 집중도를 향상시킨다.

       

                 그림 17. 생각27)              그림 18. 설명28)   

26) 안수철,『만화연출』, 글논 그림밭, 1996, p204 

27) 水木しげる, “惡魔くん”, 少年マガジン, 1967, p.42 

28) 문정후, 『용비불패 3』, 학산문화사, 1996, 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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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9. 감정29)             그림 20. 대사30)   

 

4. 팬(Fan) 기능

팬 기법은 흔히 영화에서 사용되는 기법으로 삼각대 따위에 촬

영기를 장착하고 렌즈를 좌우 수평으로 이동하면서 촬영하는 기

법31)이다. 이 기법을 통해 촬영 된 결과물은 하나 또는 다수의 

피사체를 위에서 아래로 혹은 좌우 수평으로 이동을 통해 보여 

진다. 

스콧 맥클라우드는 위와 같은 팬 기능을 만화에 접목시켜 <그

림 21>을 통해 풀어놓았다. 카메라 앵글의 이동은 이동하는 동안 

시간을 가지고 그 시간구분은 칸새를 통해 순서를 명확히 한다. 

하나의 큰 장면은 칸새를 통해 여러 컷으로 분절되고 분절을 통

해 각자의 칸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는 효과를 불러온다. 

 

   림 21. 팬 기법으로의 변화32) 

29) 이노우에 타케히코, 『베가본드 20』, 학산문화사, 2004, p.20

30) 미와 시로, 『독스 5』, 삼양출판사, 2010, p.102

3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13

32) Scott Mccloud, 앞의 책, p.105



- 283 -

 아래의 그림은 팬 기법으로 분절되어 시간의 흐름과 강조의 기

능을 보여준다. 

그림 22. 베가본드,200633) 그림23. 독스,201034)    그림 24. 진격의 거인,201235)

<그림 22>, <그림 23>은 좌우로 이동되는 팬 기능을 보여주고 

<그림 24>은 상하로 이동되는 팬 기능을 보여준다. 한 장면임에

도 불구하고 칸새를 통해 분리된 컷은 각자의 독립성을 띄게 된

다. <그림 22>에서 캐릭터의 얼굴을 두 부분으로 분리함으로 인

해 눈이 보는 시각의 독립성을 가진 컷과 붕대를 감은 머리의 생

각을 보여주는 컷으로 분리된다. <그림 23>은 쓰러져 있는 사람

의 허리부분을 분절했다. 일본만화의 읽는 방향을 대입하면 시작

은 쓰러진 사람의 하반신에서 시작해 상반신으로 이른다. 이 장

면을 하나의 컷으로 보면 쓰러진 사람의 손가락이 ‘꿈틀’하고 

움직임으로 이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다. 그러

나 칸새로 장면을 둘로 분산함으로 인해 시작되는 하반신의 칸에

서는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다. 다음 칸으로 넘어가

서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으로 이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을 예측한

다. <그림 24>은 위에서 아래로의 팬 기능을 보여준다. 얼굴에서 

나타나는 이목구비를 분절해 각자의 부분을 독립적 공간에서 더

욱 강조한다. 

33) 이노우에 타케히코, 『베가본드 22』, 학산문화사, 2006, p.162

34) 미와 시로, 『독스 5』, 삼양출판사, 2010, p.12

35) 이사야마 하지메, 『진격의 거인 6』, 학산문화사, 2012,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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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장식적 기능

특정한 장면이나 부분을 인상 깊고 의의 있게 만드는 것을 장

식이라고 한다.36) 칸새는 의도된 형태로 칸 내부에 침투해 칸새

가 가지는 시, 공간의 요소를 배제하고 특정한 의도에 의해 장식

적 기능을 가진다. 이러한 장식적 기능을 가진 칸새에 대해 안수

철은‘칸 테두리의 변화’라고 하였고 테두리의 변화를 통해 대

상의 상태나 상황을 효과적으로 나타낸다고 하였다.37) 

        

그림 25. ARMEN CRY38)                그림 26. 네멋대로 해라39) 

  

안수철은 위의 그림을 예로 들며 <그림 25>은 칸 테두리를 활

용해 말칸의 꼬리부분과 물방울이 튀는 모양을 재미있고 효과적

으로 활용했고 <그림 26>는 테두리 겉을 가위로 자른 듯한 느낌

을 들게 처리했다고 적시했다. 칸의 테두리를 통해 여러 표현적 

효과를 연출하는 안수철의 의견은 그 시야가 좁게 형성되어 있

다. 밑의 그림을 통해 안수철이 제시한 칸의 테두리에 통해 표현

되는 한계의 상황을 볼 수 있다. 

<그림 27>에서 칸 내부로 침투한 칸새는 금이 가는 형태로 캐

릭터의 심적 표현을 반영하고 있다. <그림 28>는 내부로 침투한 

칸새의 형태가 사람의 옆얼굴 라인을 보이고 있다.

36)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13

37) 안수철, 앞의 책, p.212

38) 안수철, 앞의 책, p.212          

39) 안수철, 앞의 책, p.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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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7, 그림 28, 신공태랑 나가신다,1999 40) 41)

 <그림 27>, <그림 28>에서 보듯 칸 전체를 아우르고 세심하게 

묘사된 칸새를 칸 테두리라고 명하는 것은 그 표현의 범위에 제

약이 된다. 따라서 안수철이 제시한 칸의 테두리의 표현은 본 논

문의 장식적 기능의 일부로 편성된다.  

칸 안의 장면과 칸 내부에 침투한 칸새의 의도된 형태의 조합

은 심적 묘사를 보다 용의하게 보여주는 표현 방법임과 동시에 

만화의 연출구성에 장식적 기능을 더한다. 

  <그림 29>의 칸새 중 일부는 칸의 분할을 진행하는 도중에 소

실된다. 소실되는 부분의 칸새는 시· 공간의 성질을 가지지 못

하고 단지 돌출된 칸새의 일부로 그림을 장식하는 도구로 사용된

다. 다시 말하면 칸새는 무의식의 형식을 없애고 그림을 장식하

는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다. <그림 30>는 칸새의 빈 공백에 색

을 넣어 단조로울 수 있는 부분에 장식적 기능을 더하였다. 

     

 그림 29. 류우노 미찌,1969 42)              그림 30. 신암행어사,2004 43)

40) 하루타 다쓰야, 『신공태랑 나가신다 20』, 학산문화사, 1999, p.136

41) 하루타 다쓰야, 앞의 책,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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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그 외의 유형

위의 보편화된 5가지의 유형 이외에 일반화하거나 유형화하기 

힘든 형식의 칸새로 그 기법과 특징이 만화의 새로운 연출구성에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다. 유형의 분류가 난해하여 단순히 칸새

의 특징적 기능을 두 가지 이상 가진 복합적 기능의 유형과 독창

적 특징의 기능을 가진 단편적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1. 복합적 기능

칸새의 특징적 기능의 5가지 유형이 복합적으로 쓰인 경우이

다. <그림 31>, <그림 32>의 경우와 같이 장면전환의 기능과 회

상의 기능, 회상의 기능과 말칸의 기능이 함께 쓰였다. 이  두 

그림의 경우 회상의 기능을 모두가 가진다. 회상 시 칸새가 검게 

칠해지는 것 이외에 칸새의 틀이 변하는 요소가 없음으로 칸새에 

기능을 더해 중복하여 사용하기가 용의하다.  

  

     

그림 31.장면전환(fade in, fade out)          그림 32. 회상 + 말칸44)45)

         + 회상46)47)

42) 이시모리 쇼타로, 『류우노 미찌』, 주간 소년매거진, 1969

43) 양경일, 앞의 책, 9권, p.5

44) 이노우에 타케히코, 앞의 책, p.13

45) 양경일, 앞의 책, 7권, p.203

46) 이사야마 하지메, 앞의 책, 1권, 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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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편적 기능     

     

       그림 33. 제트맨,200448)                그림 34. 21세기 소년,200849)

<그림 33>, <그림 34>는 주마등의 표현효과로 회상의 기능에 

포함할 수도 있으나 쓰이는 방식이 보편화되지 않은 형식으로 작

가의 역량에 따라 그 표현을 달리한다. <그림 33>의 첫 번째 컷

에서 캐릭터의 눈앞에 동전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동안 캐릭터가 

가지는 추억을 회상하는 표현으로 칸새는 속도감을 더하기 위해 

세로로 그어진 효과 선을 사용하였고 회상을 나타내기 위해 톤의 

효과를 주었다. <그림 34> 역시 짧은 순간 머릿속을 스쳐지나가

는 회상의 것으로 칸과 칸을 연결하는 시· 공간적 매개체인 칸

새의 부재를 통해 칸과 칸의 순간적 변화에 대한 효과를 표현했

다.

<그림 35>은 칸의 테두리가 소멸되어 칸과 칸새의 기준이 모호

하다. 더구나 칸새로 짐작되는 공간이 장식적 기능을 더하여 전

체적 분위기를 유도한다. 이 경우 칸의 테두리의 소실은 칸과 칸

새의 경계를 중화시키고 둘의 밀집적인 관계를 확대시킴으로 <그

림 35>과 같이 칸새의 장식적 기능이 칸과 결부된 느낌으로 이 

둘의 조화가 전체적인 하나의 그림을 만든다.    

47) 양경일, 앞의 책, p.183

48) 카츠라 마사카즈, 앞의 책, 1권, pp.138~139

49) 우라사와 나오키, 21세기소년 상』, 학산문화사, 2008, p.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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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5. 유키X츠바사, 201250)

Ⅴ. 결론 및 제언 

칸새는 칸과 칸 사이 존재하는 공백의 부분이다. 이제까지 칸

새에 대한 연구는 칸새가 가지는 시· 공간이 칸과 칸의 연상효

과를 이어주는 매개체의 역할로만 한정지어 졌다. 그러나 칸새가 

가지는 특징적 기능은 만화연출에서 주로 흔히 쓰이는 구성적 요

소이자 초기 만화에서부터 꾸준히 그 명맥을 이어왔다. 

본 연구는 특징적 기능을 지닌 칸새를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

고 서술하였다. 장면전환 기능, 회상 기능, 말칸 기능, 팬 기능, 

장식적 기능들은 칸새의 직접적인 표현방식으로 만화연출에 능동

적으로 기능한다. 이 기능적 요소들은 작가가 의도한 바에 의해 

표현되고 서술되는 내용에 따라 그 빈도가 일정치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분류된 특징적 칸새는 상황에 따른 쓰임의 확률이 

보편화된 경우의 것으로 분류했다. 이러한 보편화된 특징적 기능

일지라도 작가에 따라 표현되는 방식의 미세한 차이는 있기 마련

이고 이 차이가 누적되어 활용되는 빈도에 따라 새로운 연출구성

의 방향이 제시될 수도 있을 것이다. 

5가지의 분류 외에도 일반화되거나 유형화하기 힘들지만 새로

운 기법, 혹은 특징을 지닌 칸새들의 유형도 나타나고 있다. 그 

예로 장면전환의 기능과 회상의 기능이 복합되어 쓰이거나 회상 

50) 타카하시 신, 『유키X츠바사』, 영챔프, 대원씨아이, 2012, pp.25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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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에 말칸 기능이 함께 쓰인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칸새가 가

지는 특징적 기능은 그 틀을 정하기가 모호하다. 

현재까지 분석 가능한 연구는 5가지의 분류가 보편화 된 특징

이지만, 보편화의 기준은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보편화의 기준에 맞는 칸새의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뤄져

야 하고 특별하게 변용되거나 실험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특징

적 기능을 가진 칸새의 연구도 이뤄져야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작가 개개인은 연출할 수 있는 만화의 표현방식에 대한 틀을 넓

힐 수 있고 이러한 시도는 보다 쉽고 특색 있는 만화의 제작에 

활용으로 칸새에 특징적 기능에 대한 유사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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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ypological characteristic of the comics published gutter

lee suk jae · Yoon Ki Heon

                                                         
Cartoons exhibit contents and images and deliver them to readers 

by repeating frames. Frames embody the cross sectional factors of 

space-time, and the repetition of frames makes those cross sectional 

factors into a continuous flow. The gutter, which exists between 

frames, takes the role to make the continuous flow link smoothly, 

and at the beginning stage of the gutter, the operating of the 

gutter was usually passive by the frame meanings. However, the 

gutter is not just a medium for linking the frames, but is an 

efficient participation device for creating new expression methods 

of cartoon organization. By producing new directing methods for 

cartoon organization, the distinctive functions of the gutter have 

been kept alive with cartoon history. The distinctive functions of 

the gutter can be divided largely into transition function, 

reminiscence function, speech balloon function, pen function, and 

decorative function. And those functions perform actively as direct 

expression method of the gutter. When those functional methods are 

expressed by the author's intention and the frequency of them is 

generalized according to described contents,  using each author's 

individual differences can suggest direction for new directing 

organization of cartoons.      

 keyword : comics, framel, gu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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