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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고는 1910년대 매일신보에 게재되었던 만화를 수집·발굴하여, 기존 만화사

에서 간과되었던 이 시기 만화의 의미와 가치를 해명하고자 했다. 매일신보에 실

렸다는 이유로 외면했던 기존 연구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다소 유연한 태도로 접근

하여 1910년대 만화의 다양한 층위를 보여주고자 했다. 1910년대 전체적으로는 

신문관 간행 잡지에 게재된 ‘다음엇지’와 매일신보가 모두 아우러져서 서술되어

야 하겠지만, 본고에서는 “1910년대 만화사 재고”라는 목표로 매일신보만을 우

선 대상으로 삼았다. 1910년대는 한국 만화의 시초라 일컬어지는 1909년의 대한

민보‘삽화’의 등장과, 신문 만평이 본격화되고 최초로 코믹스가 실렸던 1920년대

를 이어주는 교량적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총독부 기관지라는 매일신보의 특

수성과 대중문화의 주체가 태동한다는 시기적 특수성이 중층적으로 존재하는 시기

이다. 본고에서는 강점 직후의 특수성 안에서 만화가 매일신보지면에 배치되게 

된 배경과 전개 상황을 서술했다. 초기에는 근대적 만화양식이 모호한 상태였지만 

후기로 갈수록 양식상의 정립이 이루어졌다. 이 시기의 만화는 하나의 란(欄)으로 

고착되어 지속되지는 않았지만, 기사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재현해 가장 극적인 부

분을 만화로 시각화하는 방법으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등 다양한 만화가 시

도되었다. 본고에서는 게재된 만화 가운데 대표성을 띠는 것을 분류하여 매일신보

만화의 성격을 대략 세 가지로 구분했다. 조선의 일상 풍경과 풍속을 통해 ‘가장 

조선적인 것’을 재현하는 동시에 반문명의 조선의 모습을 배치하는 제국의 이중적 

시선을 담지한 것, 조선인의 부의 축적을 공익의 관점에서만 타당한 것으로 재현한 

것, “경성”이라는 공간에서도 생활고를 겪는 조선인과 호화로운 연말을 보내는 진

고개의 일본인을 대별함으로써 공간을 차별적으로 구분하는 시선을 담지한 것으로 

분류했다. 이처럼 매일신보는 만화를 통해 피식민지인을 규율하고 식민지 권력

의 담론을 자연스럽게 노출하기도 했다. 

주제어 ; 매일신보, 1910년대, 만화(만평), 식민 권력, 쾌락, 유머, 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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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한국 근대 만화의 시작은 1909년 대한민보의‘삽화’이다. 

이도영의 ‘삽화’는 1년 여 가까이 연재되었지만, 불행히도 대
한민보의 폐간과 함께 그 자취를 감추었다. 그리고 많은 만화사

가들은 대한민보‘삽화’의 다음 장을 1920년대 만화로 서술하

고 있다. 한국신문만화사의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한 윤영

옥은 식민지 시기의 만화사를 매일신보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지

만, 1910년대를 건너뛰고 1923년 신년만화에서부터 서술하고 있

다.1) 손상익은 1910년대 만화사를 서술할 때 신한민보와 ‘다

음엇지’를 약술하고 있지만, 그는 1910년대가 병탄으로 인해 

“암흑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말한다.2) 한일병탄으로 시작된 

1910년대는 제국 일본에 의해 언론 탄압이 자행되었고, 그로 인

해 만화가 설 자리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단통치기의 

만화사 서술에서 ‘다음엇지’와 신한민보에 게재된 만화는 서

술하면서 매일신보만 제외했다는 것은 만화사를 민족/혈연/종

족 중심, 더 나아가서 조선인에 의해 발간된 매체로 한정했다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3) 이는 “한국만화사”에서 “한국”에 방점

을 두고 민족 혹은 네이션(nation)의 정의 자체를 자의적으로 해

석함으로써 한국만화사에서 1910년대를 “암흑기”로 만들어버리

는 결과를 가져왔다.  

＊ 저자 서은영,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 이 논문은 2013년 1월 25일 우리어문학회 동계학술대회 <우리 어문과 인접학

문의 통섭>에서 발표된 내용으로, 토론을 맡아주신 김남석 선생님과 본고의 

심사를 맡아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한, 이 

논문의 텍스트인 매일신보 만화들은 저자의 자료조사를 기반으로 하지만, 

권보드래 선생님의 1910년대, 풍문의 시대를 읽다,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8.에 빚진 바 크다는 것을 밝힌다.

1) 윤영옥, 韓國新聞漫畵史 1909-1995, 열화당, 1995.

2) 손상익, 한국만화통사, 시공사, 1999, p.120. 손상익은 이후에 발표한 논문

에서는 1910년대는 아예 서술하고 있지 않다. ｢한국신문시사만화사 연구-풍자

성과 사회비판적 역할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12.  

3) 그러나 그는 1920년 이후의 만화사를 서술할 때는 매일신보를 만화사 안에 

다시 편입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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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기존의 만화사 서술에서 ‘암흑기’라는 규정에 균열

을 가하고 이 시기의 만화사를 재구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정희

정은 1910년대 만화사에서 제외되었던 매일신보 만화를 조사해 

통사적으로 기술했다.4) 이는 1909년과 1920년 사이의 만화사의 

공백기를 메우는 시발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시사만화 초

기 형성을 서술하는 과정의 하나로 매일신보를 다루고 있어, 

1910년대 만화의 성격을 다각도로 구성하는 데에는 미치지 못하

고 있다. 또한 편년식 기술이긴 하지만 그에 의해 매일신보에
도 만화가 게재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긴 했지만, 정희정이 대상

으로 삼은 자료로는 1910년대 만화 전체를 조망하기에는 부족한 

형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자료를 보완하고 발굴하여 매일신보

 만화의 성격을 고찰하고, 더 나아가 1910년대 만화사에서 매
일신보가 차지하는 위치를 재정립하고자 한다.5) 

1910년대 만화사는 신문관이 간행한 잡지에 게재되었던 ‘다음

엇지’와, 매일신보에 게재되었던 만화로 구분할 수 있다.6) 이 

구분은 1913년 발행된 신문관 잡지-붉은져고리, 아이들보이, 
새별-와 매일신보라는 매체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다소 거

친 면이 있지만, 1910년대 만화가 이 두 매체를 통해 게재되었다

는 점에서 이들을 연구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7) 뿐만 아

4) 정희정, ｢한국 근대초기 시사만화 연구 ; 1909-1920년｣, 한국근대미술사학, 
제 10집(2002). pp.119-151.

5) 그동안 한국 저널리즘에서 ‘만화’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1920년 

이후라고 알려져 왔다. 이해창은 1923년의 동아일보, 손상익은 1922년 동
명이라고 하였으나, 정희정은 1919년 매일신보의 ｢세모만화｣와 ｢시절만화｣
를 근거로 들어 매일신보를 통해 ‘만화’라는 용어를 받아들였고, 이후 김

동성에 의해 확산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서은영은 그의 연구에서 ｢역
촌만화｣를 발굴하고, 한국 저널리즘에서 ‘만화’라는 용어가 최초로 쓰인 시

기가 1913년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 ‘만화’ 용어에 대한 

문제제기 및 제언｣, 인문콘텐츠, 제 26호(2012.9), pp.101-128.   

6) 본고는 “1910년대 만화사 재고(再考)”라는 측면에서 ‘다음엇지’에 이은 

후속 연구라는 점을 밝힌다. ‘다음엇지’가 출현하게 된 배경을 출판자본주

의의 등장과 최남선의 근대잡지 기획과 관련하여 서은영, ｢최남선의 근대잡지 

기획과 ‘다음엇지’｣, 만화애니메이션학회 정기학술대회(2012.12.1)에서 발

표한 바 있다. 이 논문에서는 ‘다음엇지’를 유머만화의 측면에서 고찰하였

다. 이는 1924년, 처음으로 등장한 “코믹스”라는 장르 이전에도 유머 기능

에 충실한 만화의 존재를 밝히고 그 특수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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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두 매체의 독자 구성이 뚜렷이 구분된다는 점과 각 매체의 

만화가 장르와 형식상으로도 구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두 

매체를 중심으로 한 1910년대의 만화사 서술이 가능하다. 이 가

운데 매일신보의 만화들은 정치·시사만평이나 유머 위주의 만

화들과도 차이가 있다. 병탄 이후 일본 국내에서는 조선 병탄이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위한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고무하

면서 조선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치할 방법들에 대해 만화를 통해 

대중의 동의와 지지를 구했다.8) 정치적인 문제를 웃음으로 접근

할 수 있으면서도 시각적인 면에서 단번에 집중시킬 수 있는 수

단으로 만화가 이용되었던 것이다. 매일신보의 만화 역시 제국

주의의 후발주자였던 일본의 입장에서도 조선인들에게 식민통치

의 정당성을 공감시키고 그들의 동의를 구하는 역할을 이행했

다.9) 이에 따라 매일신보 만화가 식민지 조선에서 주조하고자 

한 내용은 무엇이며, 만화는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1910년대 전반에 걸친 매일신보 만화

의 전개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 대한민보폐간 이후 사라졌던 만

화가 다시 등장하게 된 배경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쾌락의 대두와 매일신보의 만화배치

1900년대 애국계몽이라는 거대 담론 아래 이념적이고 정치적으

로 무장된 ‘국민’의 자리가 한일병탄을 계기로 균열을 일으키

기 시작했다. 식민지 조선인들은 활동사진과 연극과 같은 공연관

람을 통해 근대문화를 체득해 나갔고10), 이 과정에서 쾌락도 부

7) 1910년대 만화가 게재되었던 매체는 1913년 발행된 신문관 잡지와 매일신보
를 제외하고는 신문계가 유일하다. 

8) 한상일·한정선, 일본, 만화로 제국을 그리다, 일조각, 2008. pp.236-242. 

9) 윤상길은 매일신보가 지배적 공공영역으로서 기관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피식민자인 조선인들의 저항적 공론장의 역할도 일부 수행하여, 

적극적으로 지배적 공론장과 저항적 공론장을 중개하는 위상으로 자리매김하

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윤상길, ｢‘식민지 공공영역’으로서의 1910년대 매
일신보｣, 한국 언론학보, 55호(2001), p.67.

10) 1910년대 공연 관람과 관람문화의 제도화를 ‘취미’와 연관시켜 논의한 대

표적인 연구 성과로는 문경연, “한국 근대초기 공연문화의 취미담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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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했다. 매일신보는 여가 담론을 조직하면서 ‘쾌락’의 필요

성을 제창하고, 실제로 굵직한 문화행사를 주관함으로써 1910년

대 ‘대중’을 문화주체로 구성해 나갔다.11) 이와 동시에 신문 

독자 확보를 위한 전략 가운데 하나로, 1910년대 내내 다양한 신

문 연재소설들을 게재했다.12) 1900년대의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내용들은 탈각되기 시작했고 재미와 쾌락이 그 자리를 대신해 갔

다. 최남선을 비롯한 일본 유학생 출신의 그룹이 서구의 근대지

식과 문명을 통해 조선의 문학 장을 새롭게 재편하고자 했다면, 

다른 한편에선 억눌려있던 쾌락을 공시화시키고 개인의 사적 욕

망과 요구에 부합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었다.13) 지식인층이 대

중의 취향과 그들이 요구하는 쾌락을 배제하려는 한편, 그것을 

이끌어 내어 소비로까지 이어지게 만들려는 전략도 동시에 중층

적으로 존립하고 있었던 것이다.14) 

1912년 단행된 매일신보의 지면 개편은 이러한 분위기에 박

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면개혁을 단행하기 바로 직전인 

1912년 1월에는 처음으로 만화가 게재되었으며, 연재를 시작한 

<春外春>에도 삽화가 함께 게재되기 시작한다.15) 소설에 삽화가 

경희대박사학위논문(2008.2)이 있다. 

11) 권보드래, ｢1910년대의 새로운 주체와 문화; 매일신보가 만든, 매일신보
에 나타난 대중｣, 민족문학사연구, 36집(2008), pp.159-160.

12) 매일신보의 연재소설들이 구독자 확보를 위한 철저한 기획의 산물이었다는 

논거를 제출한 최근의 연구성과로는 함태영, 1910년대 매일신보소설 연구

,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8.12) 

13) <자유종>에서 “춘향전은 음탕 교과서요, 심청전은 처량 교과서요, 홍길동전

은 허황 교과서라 할 것이”라며 대중들이 즐기는 소설에 대해 비판하며 소설 

개량론을 주장하던 이해조가 불과 1년 후인 1912년으로 들어서면서 ‘독자들

의 취미’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주라, “1910-1920년대 대중문학론의 전

개와 대중소설의 형성”,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32. 2010.12.) 이와 같

은 이해조의 태도는 문화적 지형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일면을 보여준다. 

14) 매일신보가 탄금대의 연재를 선전하면서 “미”를 강조했던 사실은 바

로 이런 기획의 연장선상이었다. 

   “긔묘고통분고상쾌야독자졔군의칠졍을감발케만탄금(彈琴臺)라
신소셜을흐브터긔겟오니일층더미잇게구독심을라오.”매일신보

, 1912.3.14
15) 신문 소설에 삽화가 게재되기 시작한 것은 식민지 조선에 근대 신문이 형성

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주로 경성일보에서 활동 중이던 일본인 화가

들에 의해 그려졌지만, <春外春>을 계기로 시작된 신문 삽화는 한국인 삽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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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면서 소설이 지면의 상단(주로 1-2단)에 위치하게 되었는

데, 이는 독자의 눈길을 끌기에 적합한 편집방법이었다.16) 1912

년 1월 1일에 처음으로 선보인 만화는 신년호 특집으로 마련된 

한 컷 짜리 카툰이었다. 이 날에만 총 여섯 편의 만화가 게재되

었는데, 그 중 네 편은 조선의 풍속에 관한 것이다. 강점 이후 

일본 총독부의 기관지 역할을 하며 총독정치의 타당성을 선전하

고 조선인에게 총독정치의 안정성을 선전해야했던 매일신보가 

1912년 이후 부터는 노골적인 선전체제를 버리고 보다 흥미본위

의 대중적 신문으로 발돋움하고 있었다. 이러한 대중의 요구에 

부합하고자 하는 움직임과 매일신보의 기획력이 맞물리게 된 

것이 바로 이때부터였다. 또한 ‘다음엇지’가 등장하고, 매일

신보에 만화 연재를 시도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시기를 즈음

한 1913년부터였다.17) 다년간의 출판 경험을 통해 발간한 잡지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최남선과, 일본의 선진적인 출판·편집 기

술을 확보하고 있던 매일신보가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로 인해 

이 시기에 앞다투어 만화를 게재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12년부터 주로 연재소설 삽화를 게재해 나갔던 매일신보는 

1914년까지 만화를 1면에 게재한다. 1913년 매일신보에서 선보

였던 만화는 주로 조선인의 풍속과 일상의 풍경을 그린 것으로, 

만화적 형태를 갖춘 것보다는 삽화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18) 

1914년, 신문계, 청춘의 독자층인 청년학생층이 주요 독자로 

가 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일본인들에 의해 그려진 소설 삽화

는 단순히 소설의 줄거리를 해설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다양한 표현형식의 시

도가 이루어졌으며, 내용을 부차적으로 설명할 뿐만 아니라 나름의 ‘창의

성’을 부여해 신문 애독자들에게 보는 즐거움을 더해주기도 했다. 이상, 

1910년대 매일신보에 게재된 삽화의 전개와 특징에 대해서는 강민성, “한

국근대신문소설 삽화연구; 1910~1920년대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

문(2002.7)

16) 강민성, 위의 논문, p.17 참조. 

17) 매일신보에 만화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912년 1월 1일이지만, 만화를 

꾸준히 싣기 시작한 것은 1913년 2월 1일부터였다. 이 시기에 매일신보는 

만화를 1면의 3단에 배치함으로써 만화를 통해 독자의 시선을 한 번에 끄는 

편집 방식을 취했다. 참고로 신문관 간행 출판물에 처음으로 ‘다음엇지’가 

실리기 시작한 것은 붉은져고리, 1913년 1월 1일이었다.  

18)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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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되고, 매일신보가 이들을 포섭하기 위해 서구 번안소설을 

게재하기 시작19)하면서 삽화에서 벗어나 풍자성이 가미된 만화의 

형태로 서서히 옮겨가게 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만화가 게재된 

지면도 1면에서 3면으로 확장, 배치된다. 제 1차 세계대전이 발

발한 이후에는 그와 관련된 만화를 집중적으로 게재하기도 했다. 

전쟁과 관련한 만화 중에는 ‘內國新聞揭載’라는 문구가 적혀있

는 것으로 보아, 주로 일본에 실렸던 만화를 轉載한 것으로 보인

다.20) 이와 같이, 시각을 자극하는 매일신보의 지면배치로 식

민지 조선인들은 또 다른 시각적 체험들을 경험해 나갔다. 

매일신보에 꾸준히 실렸던 만화들은 정치에 관한 비평적 입

장을 내포한 만평의 종류는 아니었다. 제국 일본의 식민지 지배 

체제를 안정화 시켜야 하는 이 시기에 총독부나 일본 내지의 정

치적 사정에 관한 비판적인 기사를 싣는 것은 적합하지 않았다. 

이것은 매일신보가 총독부의 기관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

했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시기에 일본 내지의 신문·잡지

에서도 정치 만평이 감소하는 것은 눈여겨 볼 지점이다. 일본은 

19세기 중반부터 에도시대 풍자화와 서구에서 유행하는 풍자만화

를 접목해 자신들만의 만화 잡지를 창간해 나갔다. 특히 자유민

권기에는 재팬펀치와 폰치, 마루마루친분과 같은 다양한 

만화잡지가 창간되고 만화를 게재한 신문들이 붐을 이루었다. 이

들 만화는 정부뿐만 아니라 천황과 황실에까지 통렬한 풍자의 대

상으로 삼았으며, 메이지 말기에 이르면 시국 풍자는 더욱 치열

해졌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 역시 신문지 조례에 의거해 발간 

허용을 금지하는 등 탄압을 가했고, 1911년 1월 대역사건의 피고

자 12명이 사형 집행된 사건을 계기로 만화잡지의 붐은 퇴조기를 

맞이했다. 이로 인해 일본 내지에서도 1912년부터 1918년까지는 

만화잡지의 다채로움이 결여되어 가는 상황이었으며, 그것이 폐

간·종간으로 이어졌다.21) 이러한 일본 내지의 만화 사정은 조선

19) 함태영, 앞의 논문, p.172.

20) 정희정, 앞의 논문, p.143.

21) 이상, 메이지기 일본의 만화사정에 대해서는 시미즈 이사오, 장영순 역,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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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영향을 미쳤다. 1907년 신문지법이 제정된 이후인 1909년 
대한민보에는 정치 만평이 실렸었지만, 대한민보가 폐간된 이

후에는 1910년대 전반에 걸쳐 조선인이 발간하는 잡지에서 정치 

만평은 게재되지 않았다. 심지어 재조일본인이 발행하는 신문 잡

지에도 만평은 찾아보기 힘들다. 일본 정부는 일본 국내와 식민

지인 조선에서 긴장관계를 촉발할 정치적 사안에 대한 비판을 미

리 차단했으며, 이에 매일신보는 제국의 건설을 합리화하고 국

민을 신민의 자리로 재위치 시킴으로써 제국 일본의 정당성을 내

재화 시키는 방향에서 만화를 게재했다. 

   

   그림 1. ｢口中에 大砲聲｣22)            그림 2. ｢喜劇 ‘甕中의 頭’｣

<그림 1>과 <그림 2>는 사건·사고 기사 내용을 만화화한 것이

다. 1910년대 중반이 되면 이처럼 기사의 내용을 압축해 만화적

으로 표현하기도 했다.23) <그림 1>은 한 남성이 길가에 떨어진 

과자를 주워 먹고 씹는 순간 과자가 입 안에서 터져 중상을 입었

다는 내용이다. 알고 보니 그것이 짐승을 잡으려고 설치해 두었

던 자기황이었다. 만화는 사건의 핵심인 과자가 터지는 순간을 

포착해 그리고 있으며, 표제 역시 ｢口中에 大砲聲｣으로 부기했

다. 기사에는 “경찰이 범인을 잡으려고 수색 중”이라는 보고를 

통해 총독부가 치안과 안정을 담당하는 국가권력으로서의 역할을 

자인했다. 이는 1915년 6월 24일자에 실린 기사에서도 마찬가지 

이다. 물이 반쯤 찬 독 안에 고의 하나만 입고 들어앉은 남자의 

자만화로 보는 근대일본, 소명출판, 2011, pp.38-93의 내용을 참조했다. 

22) 매일신보, 1915.1.24. 
23) 본고에 게재한 것 외에 ｢一腰帶에 兩頭懸｣, 매일신보, 1914.4.21. ; ｢車上

에 花欲散｣, 매일신보, 1914.7.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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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을 적은 기사에 만화를 그려 넣었다. 이것은 기사 내용을 한 

컷 안에 압축시켜 풍자적으로 구현함으로써 기사에 대한 호기심

을 증폭시킨다.24) 더군다나 이 기사의 제목을 ｢喜劇 ‘甕中의 

頭’｣으로 표제화하여 “우미관, 대정관에서도 보기 힘든 ‘희

극’”으로 규정하였고, 기사 내용 중에 가장 극적인 부분인 

‘甕中의 頭’를 추출해 만화로 구성했다. 이로써 기사는 한층 

더 재밌어졌고, 남자의 모습은 더욱 우스꽝스러워졌다. 당시 식

민지 지배 권력에 의해 부랑자취체가 시행되었던 것과 관련해 본

다면, 이 남성이 표상하는 “우스꽝스러움”은 ‘무위도식’하는 

부랑자의 이미지를 만들고, 단속의 ‘부당함’이나 ‘공포’의 

폭력성을 지워버렸다. 

한편, 1910년대 만화는 김동성의 등장을 기점으로 서서히 자리 

잡아가게 된다. 매일신보는 1918년 김동성의 ｢미주의 인상｣을 

연재하고 그를 “폰화가”로 명명했다. 1910년대 만화의 대부

분은 낙관이 없거나 저자를 밝히지 않아 작자를 알 수 없었지만, 

김동성은 예외였다.25) 그러나 김동성이 매일신보에 본격적으로 

만화를 게재하기 시작한 것은 1919년부터였다. 그는 미국에서 귀

국한 직후,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수학한 후 1919년에 매일신보

에 ｢시졀만화｣를 게재하게 된다. 바로 이때 게재한 만화들은 그 

이전의 매일신보에 게재되었던 만화들에 비해 풍자성이 가미되

24) ｢喜劇 ´甕中의 頭´, 독 속에서 사람의 머리｣, 매일신보, 1915년 6월 24

일. 

   신문·잡지에 실렸던 범죄, 통정, 사고, 파업 등의 기사를 싣고, 그 내용을 

다시 만화로 표현한 것은 1920년대 동명에서 보다 본격화, 대중화 되었다. 

서은영은 앞선 논의에서 동명의 <사회면> 기사를 만화로 그림으로써 기사의 

내용을 가벼운 읽을거리로 만들고, 그 과정을 통해 만화가 공론에 개입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 서은영, ｢1920년대 매체의 대중화와 

만화-1920년대 초, 동아일보와 동명의 만화를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8집, 대중서사학회(2012.12).      

25) 그 중, 고희동은 1917년 1월 3일 새해를 맞이하여 한 해를 회고하는 ｢大正五

年畵史｣를 그렸다. 大正5년인 19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

을 상하 2단으로 싣고 있다. 1910년대에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지만, 이러한 

회고만화는 이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에서도 볼 수 있다. 또한 1918년 

3월 10일 매일신보에 게재된 김동성의 만화에는 “천리구”라는 아호가 찍

혀 있다. 이상, 김동성의 귀국과 행적에 관해서는 서은영, 위의 논문

(2012.9),pp.118-1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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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풍선과 같은 근대만화적인 형태들을 갖추게 된다. 

            

     그림 3. 음력세모(1)26)           그림 4. ｢시절만화- 돈받을 사람｣27)

매일신보에 게재된 이 두 만화는 모두 빚 독촉에 시달리는 

연말 풍경을 그리고 있다. <그림 3>은 채귀(債鬼)가 찾아와 “여

보 일모레가 금음날안이오”라며 독촉하고 있다. 다리를 꼬고 

마루에 걸터앉아 채근하는 채귀의 성화에 안주인은 어지간히 곤

란했을 것이다. 그러나 부기된 자막을 가리면 그림은 왜곡과 과

장이 없는 사실적인 삽화에 가깝다. 반면 김동성이 그린 <그림4>

는 채권자 집의 문을 빚쟁이들에 비해 훨씬 커보이도록 과장함으

로써 상황을 전도시키고 있다. 여기에 “안계시다고 엿주어라”

는 말풍선이 더해져서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그 이전의 만화들

이 부기된 자막과 상황묘사를 통해 웃음을 유발했다면, 김동성은 

과장과 왜곡이라는 만화 자체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다. 특히 말

풍선은 근대 이후에 형성된 것으로 한 컷 안에 그림과 말풍선을 

적절히 배치하는 기법은 1910년대 후반에 정착된 것으로 보인

다.28) 이로써 조선의 만화계는 새로운 가능성을 낳게 되었다. 

1910년대는 매일신보에서 만화를 싣는 동안에도 잡지계에서는 

26) 매일신보, 1913.2.1.
27) 매일신보, 1919.12.23.
28) 한국에서 처음으로 폐곡선으로 말풍선이 모양을 갖춘 것은 1911년 3월19일자 

매일신보에 게재된 仁円광고에서 이다.(신인섭, 일본의 광고, 나남, 

1993, p.35.) 그러나 ｢역촌만화｣에서 보듯이, 1910년대 중기까지도 만화와 그

림(혹은 삽화)의 경계가 모호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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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엇지’를 제외하면 더 이상 만화가 등장하지 않았다. ‘다

음엇지’ 역시 1913년을 끝으로 보이지 않았다. 1910년대에는 만

화가 전문적 영역으로 인정받거나 장르로 고착된 것은 아니었지

만, 대한민보이후 잠시 사라졌던 만화가 매일신보의 지면을 

통해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1920년대 민간지에 만화가 게재

될 수 있도록 교량적 역할을 담당했다.

 3. 매일신보에 표상된 ‘조선’과 식민권력

  1) ‘조선적인’ 것으로부터 ‘문명한 신민’으로

매일신보에 게재된 첫 만화는 조선의 일상을 그린 풍경이다. 

1912년 1월과 1913년 2월의 그림들은 웃음이나 풍자적 면모를 지

니기 보다는 조선의 풍속을 묘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1912

년 1월 1일에는 신년을 맞이하여 널뛰기, 연놀이, 제기차기, 목

각인형을 판매하는 상인의 모습이29), 1913년 2월에는 ‘陰曆歲

暮’, ‘陰曆歲首’의 풍경이 한 컷 안에 담겨있다.30) 음력 세수

의 첫날인 2월 6일을 전후해 게재한 이 만화들은 조선인이라면 

매해 치르는 것으로 새로운 것 없는 세모와 세수의 풍경을 한 컷

의 삽화로 담아내고 있다.(<그림 5>) 

그러나 1910년 병탄 이후 3년 동안 쌀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했

으며, 같은 시기 물가는 2배 이상 뛰어올랐다.31) 1910년대 초기

의 만화에는 강점 이후에 불안과 공포, 불만에 휩싸였던 조선인

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은 1913년 11월 14일

부터 11월 28일까지 거의 매일 연재된 ｢櫟村漫畵｣에서도 엿볼 수 

29) 연날리기 그림 하단에는 “飛鳶”, 목각인형 판매상에는 “製俑”, 널뛰기에

는 “跳板”, 제기차기에는 “튀기”라고 적혀있다. 나머지 두 편은 구식세배

와 신식세배를 대비하고 있다. 

30) 남자들은 세수에 먹을 떡국의 떡을 찧고(2.2) 여자들은 포목점에 가 설빔 준

비에 분주하다(2.5). 설날 아침이 되면 준비해둔 설빔을 곱게 차려입고(2.6) 

연을 날리거나(2.8) 널뛰기를 하거나(2.13) 제기를 차는(2.11) 등 조선의 일

상 풍경은 평온하기만 하다.

31) 권보드래, 1910년대, 풍문의 시대를 읽다,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8, 

p.309.



150

있다.32) 물긷는 아낙네에서부터 놀이를 하는 아이, 손자 재롱에 

기뻐 어쩔 줄 몰라하는 촌옹에 이르기까지, 이 일상의 풍경은 무

사하며 안온하기만 하다. 

    

 그림 5. 跳板33)      그림 6. ｢櫟村漫畵 開城에서｣34) 그림 7. ｢臥柳生心水動搖｣35) 
    

그런데 이 만화의 관찰 대상이자 독자는 다름 아닌 조선인이

다.36) 음력세모와 세수에 행해지는 조선의 일상적인 모습을 만화

로 재현해 독자들에게 선보인다. 특별히 이상할 것도 없는, 매 

해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것을 한 컷의 프레임 안으로 가둬버림

으로써 조선인 스스로가 자신들의 일상을 바라보게 된다. 더군다

나 이 일상의 풍경이 음력세수와 세모와 같이 명절과 의복, 놀

이, 음식에 이르기까지 가장 “조선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다. 

32) 만화라는 용어는 이 ｢역촌만화(櫟村漫畵)｣라는 제목에서 근대 이후의 조선에

서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다. 왼쪽 하단 부분에 ‘檪’이라는 낙관이 찍힌 것

으로 보아 ‘檪村’이라는 사람이 그렸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작가가 누구인

지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다. 대한민보에 ‘삽화’를 그렸던 이도영을 비롯

하여 1909년 시각성을 전면에 드러내며 조선의 근대적 잡지편제를 선보였던 
소년과, 그 이후에 발행된 신문관 출판사에서 간행한 잡지들에 이르기까지 

당시에 간행되던 신문, 잡지에 삽화를 담당했던 안중식과 조석진 등, 당시 삽

화가의 낙관 가운데 ‘檪’자를 새겨 넣은 것은 이것이 유일하다. 또한 ‘만

화’라는 용어가 자연스럽게 사용된 것과 내용을 보았을 때, 작가가 일본인일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33) 매일신보, 1912.1.1.
34) 매일신보, 1913.11.14. 
35) 매일신보, 1913.2.28.1면.                      

36) 陰曆歲暮, 陰曆歲首는 뒤이어 나오는 ‘역촌만화’의 문채(文彩)와 유사한 

형태를 지닌다는 점에서 삽화가 아니라 만화, 혹은 일본의 풍자화의 자장 안

에 놓이는 만화의 범주에 들 수 있을 것이다. 



151

1912년부터 매일신보에는 ‘사회’라는 개념이 등장하며 ‘(조

선) 민족’에게 ‘(일본의)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었

는데, 이때 ‘사회’는 민족이나 전국(全局)과 같은 용어를 동원

하여 조선을 제국일본에 통합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의 독자

적인 단위로 상상하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있었다.37) 명절과 전통

놀이와 음식은 가장 민족적인 것으로, 공동체의 공유감각이 가능

한 것이다. 독자를 조선인이라고 상정했을 때, 이들 만화는 조선

의 가장 전통적이며 토속적인 부분 안에 머물게 하고, 하나의 

‘조선사회’를 상상하게 한다. 이 ‘조선적인’ 프레임은 여기

에서 멈추지 않는다. 제국 일본이 문명한 국가라면 조선은 아직 

미발달되고 원시적인 ｢천연｣38) 그대로의 모습으로 남아있다. 매
일신보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만화가 전통적인 조선의 모습, 가

장 조선다운 모습을 담고 있으며, 또 이 만화들이 주로 여자와 

어린아이로 재현되고 있다는 점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39) 

 매일신보는 조선인 ‘사회’가 이와 같은 전근대적인 영역

에 머물러 있으며 개발되고 계몽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다 구체적

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수도가 각 가정으로 보편화되지 않은 조

선에서는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물가로 나가 물을 긷고(<그

림 6>), 오리가 떠다니는 개울가에 걸쳐진 외나무 다리를 이용해 

물을 운반해야 한다.40) 작자는 물동이를 든 조선여인의 아슬아슬

한 걸음을 “臥柳生心水動搖”라 표현하기도 한다(<그림 7>). 당

시 서울의 상수도 이용률은 30%를 올라가고 사용자가 직접 수돗

37) 김현주, ｢1910년대 초 매일신보의 사회담론과 공공성｣, 현대문학의 연구
39집, 한국문학연구학회(2009), pp.247-249. 

38) 매일신보, 1913.11.28.
39) 서양이 동양을 타자화할 때 주로 여성과 어린아이로 표상한다는 점을 굳이 

근거로 들지 않더라도, 일본이 조선을 타자화시키는 방식은 서양의 오리엔탈

리즘을 닮아있다. 

40) “일본은 1891년 도쿄부청 내에 수도개량사무소를 개설하고 수도공사 착공을 

시작하였으며, 1898년에는 도쿄도 간다구와 니혼바시구에 최초로 수돗물이 공

급되었다. 초창기에는 우물물을 사용하는 가정이 많아 수도 수요가 늘지 않았

으나 그 편리함과 위생상의 이점이 알려지면서 1911년에는 에도상수(근대적 

수도가 아닌, 나무관을 통해 물길을 끌어오는 형식이다.)가 폐지되었다.” 이

상, 일본의 수도공급에 대해서는 유모토 고이치, 일본근대의 풍경, 그린비, 

2004. pp.190-19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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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떠가게끔 규정이 바뀌었지만, 이는 우물물 급수가 비위생적

이라는 설득작업이 있은 후의 일이었다.41) 일본에 비해 뒤쳐졌지

만 수도개량 사업이 한창이었던 조선의 풍경 가운데서도 이 만화

들은 공동수도전이라는 문명의 이기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조선의 

아낙들을 그리고 있다. 이 만화 가운데에서도 ｢에그머니 저것이 

무엇인가｣와 ｢조금 가만잇소｣는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시선이 한층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 

  

     그림 8.42)                그림 9.43)              그림 10.44) 

 

이 만화들은 자동차와 전차라는 근대문물과 갓 쓰고 도포 입은 

전통을 답습한 조선인의 복식이 한 컷의 프레임 안에서 분할·대

비되어 있다. 연기를 뿜으며 내달리는 자동차를 본 선비는 “에

그머니 져것이 무엇인가”며 놀란다(<그림 8>). 커진 눈과 턱하

니 벌어진 입, 뒤로 젖혀진 양 팔이 이 선비의 놀람을 보여주며 

웃음을 자아낸다.45) <그림 9>는 떠나는 전차를 잡으려고 뒤쫓아 

가는 모습과, 처음 탄 열차의 차창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다가 터

널 벽에 부딪히는 조선 선비의 모습은 “우습다”.46) 특히 일정

41) 권보드래, 위의 책, pp.114-115. 

42) ｢櫟村漫畵 ; 에그머니 저것이 무엇인가｣,매일신보, 1913.11.18. 
43) ｢櫟村漫畵 ; 조금 가만있소｣, 매일신보, 1913.11.22.1면.

44) ｢두 손에 ｣, 매일신보, 1914.3.23. 1면. 

45) 그도 그럴 것이 자동차는 1911년에 조선에 도입되었다고 한다. 김영근, “일

제하 일상생활의 변화와 그 성격에 관한 연구 ; 경성의 도시공간을 중심으

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9),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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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간과 장소에 정차하는 전차는 근대적 규율과도 관련 있다. 

근대 문물과 규율에 적응하지 못해 허둥대는 사적 주체의 모습이 

충돌하고 , 조선 선비가 희화화된 모습은 조선인 독자들에게는 

웃음을 통해 자각하게 함으로써 식민지적 주체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만화가 유독 다케우치가 발행한 매체에서 일관적으로 보

인다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47)

이 처럼 매일신보가 구현한 조선 사회의 일상이 발견되었을 

때 그것은 새로운 자각을 요구한다. <그림 10>은 1914년 도쿄에

서 개최된 대정박람회를 선전하는 만화이다. “실익”을 추구하

고 “농공기타 문물제도”를 “견학”하며, 동시에 명승지를 

“관광”할 수 있는 “취미” 또한 실현시킬 수 있으니 대정박람

회야말로 ｢두 숀에 ｣을 쥘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과시하

고 있다. 대정박람회는 서양문명을 내세워 일본이 아시아에서 서

양문명의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재차 강조하는 전람회였다.48) 다

채로운 기술문명과 전시품들을 진열하여 동아시아의 패권을 담당

할 제국 일본의 역량을 과시하고, 그와는 반대인 낙후된 조선을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고자 했다. 여기에서도 조선 사람은 두루마

기를 입고 갓을 쓰고 있다. 이 만화가 문명을 선전하지만 여전히 

두루마기와 갓이 조선인을 표상하며 등장하는 것처럼, 조선인은 

명절과 의복, 음식과 같은 ‘조선적인 것’으로 조선인을 대변하

며 조선 사회를 표상할 뿐이었다. 제국의 시선에서 조선인들은 

서구의 문물에 호기심을 가지고 욕망하지만 여전히 반문명에 머

물러 있다. 이러한 식민지인들에게 본토의 박람회가 실익과 취미

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일본이 문명국임을 자임하고 조선인은 

그런 제국의 臣民, 혹은 한 ‘사회’가 될 것을 요구한다. 이것

46) 신문계, 제 2권 제 9호, 1914. 09. 

47) 이러한 점에서 한기형은 “신문계가 추구하는 근대적 지식이란 현실의 다

양한 문제들에 대한 관심과 분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지식과 문명의 말초적 왜

소화였다”고 말한 바 있다. 한기형,｢근대잡지와 근대문학 형성의 제도적 연

관-1910년대 최남선과 竹內錄之助의 활동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24집
(2004.12), p.15.

48) 하세봉, ｢20세기 전환기 박람회에서 동아시아 각국의 인식과 시선｣, 동아시

아 문화와 사상, 6집(2001),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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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장 극적이고 강렬하게 대비시키는 것이 바로 1912년 1월 1

일의 지면이다. 

 

그림 11. ｢구식세배｣, ｢신식세배｣49)

1912년 새해는 구식과 신식의 대비를 통해 새로운 세상이 도래

했음을 알린다. 이 두 컷을 같은 날 게재했다는 점과 동일한 주

제선상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하나의 컷으로 연속

해 살피는 것이 가능하다. 조선의 것을 “구식”으로 지정한데서 

조선을 반문명, 반개화의 시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반면, 조선인 

복장을 한 선비와 양복을 차려입은 사람이 서로 모자를 벗으며 

서양식 인사를 하고 있으며 자막에는 ‘오메데도-’라고 쓴 점에

서 일본을 문명과 개화의 표상으로 해석 가능할 것이다. ｢신식세

배｣의 컷 구도 안에는 신식세배라는 글자와 일장기가 컷의 중심

을 이루고 있다. 특히 병탄이 갓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일장기 

아래의 조선인과 일본인의 조우는, 이것을 한 컷 안에 가둠으로

써 마치 두 민족의 화합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리

고 그 화합은  일장기를 중심에 둠으로써 문명을 앞세운 힘의 질

서가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으며, 결국 조선인은 문명한 제국 일

본의 한 ‘사회’라는 것을 담지하고 있다. 

49) 매일신보, 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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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선인 부자(富者)의 부정적 표상과 “공익심” 

매일신보 만화에 그려진 조선인의 부의 축적은 위법적인 행

위로 이루어진 것이거나 “수전노”와 같이 부정적 이미지로 표

상되었으며, 이들에게는 한결같이 “공익심”이 강조되었다.  

 

    그림 12. ｢富者學校｣50)             그림 13. ｢땅만흔 사의 행틀｣51) 
 

 <그림 12>은 제목 그대로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을 가르치는 

“부자학교”의 모습이다. 선생의 말풍선에는 “여러분의 직히는 

바 그 목뎍 일본속담(日本俚諺) 寶持腐(タカラモチグサレ）”라

고 적혀있다. 원래 “寶持腐”는 “寶の持ち腐れ”로, 그 뜻은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활용하지 못하고 썩히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한 청중-일본어를 할 줄 아는 듯이 보이

는-이 선생의 설명에 의문을 표시한 것으로 보아 여기에서는 부

자란 “보물을 가지고 쌓아두기만 하는 것”정도로 해석이 가능

하다. <그림 13>는 “세금을 안내면 집행”하겠다는 관리와 “돈 

없다”며 버티는 대지주의 대립을 그리고 있다. “뒤에 잇 것

은 무엇이고 고 안진 것은 무엇인데 셰금일 돈이 왜업서…요

러고도 명이 대디쥬야”라는 논평에서 드러나듯이, 조선인 대

지주는 돈과 쌀을 쌓아놓고 있으면서도 세금조차 내지 않고 있

다. 이처럼 매일신보에서 그리고 있는 조선인 부자의 모습은 

50) 매일신보, 1914.3.24.
51) 매일신보, 191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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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축적할 줄만 알았지 그것을 베풀 줄 모르고 재산을 지키기

에 혈안이 되어있는 인간형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런데 조선인의 부의 축적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마치 근

대적 사유재산에 대한 부정(否定)인 것 같은 인상을 풍긴다. 이

는 일본이 조선을 식민화하자마자 토지조사 사업을 착수하면서 

시작된 근대적 사적 소유권의 확립과 자본주의로의 재편과 위배

되는 것이다.52) 조세 시스템이 정비되고 각종 조세가 신설·증가

했던 1910년대, 매일신보는 세금에 대한 반감이나 거부를 ‘무

지’와 ‘공익심 부족’이라는 각도에서 해석하는 편파성을 노출

했다.53) 이것은 바꿔 말하면, 조선인의 사유재산은 ‘공익’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었다. 

  

       그림 14.54)             그림 15.55)              그림 16.56)

 

 <그림 14>는 양반과 신사 모두에게 공익심을 요구하고 있다. 

“공익”이라는 것은 모두가 공유하는 사회나 민족, 국가가 존재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57) 이 안에서는 개인이나 어떤 계층/계급 

52) 조선을 자본주의 세원의 확대와 자본주의 경제 도입을 목표로 토지조사 사업

에 착수했다. 김동노, ｢일본제국주의의 조선 지배의 독특성｣, 동방학지 133

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6, 217-219. 

53) 권보드래, 1910년대, 풍문의 시대를 읽다, 동국대학교출판부, 2008. 

p.328. 

54) ｢公益心! 公益心, 암만 들쳐 보아야｣, 매일신보, 1914.3.25.
55) ｢공익심을 오직야보겟소 栢斫楠斫을｣, 매일신보, 1914.3.23.3면 

56)  매일신보, 1920.2.7. 
57) 황병주는 이 ‘공익’이라는 형용모순에 가까운 불가능한 조어의 등장이 바



157

보다도 사회가 우선된다. “공익심”이라는 표제 아래 양반과 신

사를 한 컷 안에 넣음으로써 사회를 위한 이익 실현에 계층과 문

명의 구분 없이 하나의 공동체로 상상하게 한다. 여기에는 실업

가도 예외가 아니다. 조선인 실업가가 기생을 불러 유흥을 즐기

는 것도 지탄의 대상인양 비춰졌는데, 여기에서도 비판의 핵심은 

공익심의 결여에 있었다.58)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식민지 시기

에 재구성된 이 ‘공’의 개념은 거의 모든 일상의 영역을 지배

하며 제국 일본의 식민 지배 초기부터 피식민 주체를 규율화하는 

지배권력으로 작동했다.

조선인에게 공익심을 강요하는 것은 부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다. 부의 축적이 부자에게는 잉여재산의 증식으로써, 또 

그것을 공공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공익심을 실현하는 것으로 강

요되었지만, 때로는 공공을 위한 도덕적 관점에서 구성되었다. 

총독부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명분 아래 식목사업을 강화

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곤 했다. <그림 15>의 자막은 “오죽

하면 장작의 무게를 재어보겠냐”고 한탄하고 있다. 일본은 1908

년 삼림법에 의해 국유화했던 사유지들을 병탄 이후 재원확보를 

위해 다시 사유화하며 소유자들에게 식림비용, 지방세 등 조세부

담자를 양산해내는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했다.59) 1911년 시행된 

삼림령에 의하면 임야소유자가 소유지에 자의로 입산하거나 개간

로 의미심장한 사회변화를 함축한다고 말한다.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이 자신

의 욕망에 근거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기본 원리인 근대 사회는, 이 

사적 개인들 간의 갈등과 대립, 사회적 적대를 조율하는 사회계약이 존재하

며, 바로 이 사적 이익 추구의 장으로서의 시장에 대한 공의 개입이 가능하게 

된다. 황병주, ｢식민지 시기 ‘공’ 개념의 확산과 재구성｣, 식민지 공공성-

이론적 탐색, 책과함께, 2010. pp.72-73. 

58) ｢實業家? 否!｣ , 매일신보, 1914.3.21.
59) 최병택, 위의 논문, 54-58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선인의 채벌은 국유지, 

사유지를 막론하고 엄격했다. 총독부는 새로이 식재된 묘목의 생장을 조장한

다는 목표아래 조선인들이 나무 혹은 잔가지를 벌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폭

력적인 제재를 가했고, 잡초, 덩굴, 가시, 고사한 가지, 소수의 유해수목을 

채취하는 것에는 상층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엄격했다. 이상, 식민지 시기 

일제가 행한 삼림 정책에 대한 내용은 최병택, ｢1908-1945년 일제의 임야소유

권 정리와 민유림운영｣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을 참조했음을 밝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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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입산을 허락받은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법령에 규정된 바를 어겨 자의대로 채벌할 수는 없었다.60) 그럼

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들의 도벌은 끊이지 않았다.61) 이에 총독부

는 법령의 강제에도 발생하는 불법 채벌과 도벌과 같은 위법 행

위에 대해서는 공익심에 기대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했다. 

<그림 15>에서와 같이 일본은 삼림정책 취지에 맞춰 그날 채벌한 

나무의 무게를 정확하게 재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역시 사적 욕망에 앞서 공공의 이익

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조선인 부자/조선인의 부의 축적의 부정적 이미

지는 1910년대 전반(全般)을 지배했던 것으로 보인다. 1920년 청

년회에 소속되어 있던 학생이 그린 만화에는 금고 앞을 지키던 

남자가 강도한테 위협당하는 장면을 만화로 구성했다. 작자는 재

산을 지키는 남자를 “됴션의 슈젼로”로 명기하고 있다. 조선인 

부자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공공을 위한 행위에 위반되는 이미지

로 형상화되는 것과 맞물려 이 시기에 사회주의 사상이 서서히 

유입되고 있었다. <그림 16>은 매일신보에서 표상된 조선인 부

자의 부정적 이미지가 사회주의 유입과 맞물려 계급의 문제로 치

환되고 있었던 지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3) 생활난과 진고개의 호황

   

 그림 17.62)                그림 18.63)                그림19.64)     

60) 최병택, 앞의 논문, pp.99-102

61) ｢山林盜伐에 뇌물: 쌀 뇌물에 나무 도적｣, 매일신보, 19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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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만화는 1918년 연말의 풍경이다. 이 만화들은 1910년대 

경성이라는 공간을 대비적으로 압축해 보여주고 있다. <그림 17>

에서 조선인 가장인 김첨지는 “기 것은 쥐리만고 빗은 

산터미갓흔데 벽이후 쳐음으로 물가고등 음력년죵”을 지내

느라 곤란하다. “새 신과 허리띠를 사달라고 조르는 아들과 새 

댕귀 새 주머니를 사달라며 발버둥치는 딸, 정월초하룻날 먹지 

않고 굶냐며 쌀 안사온다고 바가지를 긋는 부인, 늙은 놈이 냉돌

에서 과세를 한다며 나무해오라는 아버지” 때문에 김첨지는 지

갑을 아무리 만져 보아도 빈털털이다. 가족의 요구사항을 그린 

컷을 김첨지를 원심점으로 하여 동서남북으로 배치함으로써 가족

의 성화에 어쩌지 못하는 가난한 가장의 난처한 상황이 그림 안

에 잘 표현되어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림 18>의 일본인 가

정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진고개 구경에 나섰다. 아이를 업은 유

머의 손에는 쇼핑한 물건들이 들려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한 차

례 쇼핑을 마치고 인파와 볼거리로 가득한 진고개 거리를 구경하

고 있다. 연말이 되면 진고개는 그야말로 성황이다. “좁은 골목

이 더 죱어셔 병아구리로 밋구리쏘다지듯 사이 우굴우굴 몰녀

단이 닥한눈을 팔다가 발등을 발필디경이다”. 1918년 

연말은 상여금도 두둑히 받아 “일본사들 즁에 문을 밧겻흐

로 잠거바리고 집안식구로 몰니여나와서 셜흥졍을 단이” 식

구들이 눈에 많이 띤다. 호객꾼들은 손님에게 물건을 파느라 손

이 여러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다. <그림 19>는 이러한 진고개의 

호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흥정꾼의 바쁜 손을 “쳔슈관음과 

갓치 활동”하고, 그 앞에서 물건을 사려는 손님들은 “제발 좀 

팔어달나고 관음보살 앞에 츅원을 드리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런 진고개의 호황이 경성 전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

다. 

62) ｢생활곤란의 연말｣, 매일신보, 1918.2.10.
63) ｢연말잡관｣, 매일신보, 1918.12.23.
64) ｢연말잡관｣, 매일신보, 19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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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첨지”와 같이 조선인들에게는 이런 진고개의 풍경이 

낯설기만 하다. <그림 17>에서 아들과 딸의 정월 선물은 그렇다

쳐도, 쌀과 땔감이 떨어진 상황은 계속된 조선의 생활난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일본인들에게는 진고개의 성황과 달리 “됴선사
만 사 시가를 단이며보면 세밋이라고 도모지 감감”한 풍경이 

오히려 신기하다. 그 이유를 작자는 “조선인은 일본과 달리 음

력과세를 하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두 민족의 과세풍속의 차이

에서 연유한다고 할 수 없을 만큼 <그림 17>과 <그림 18>, <그림 

19>의 풍경은 극단적으로 대조되고 있다.65) 

 강점 직후부터 시작된 물가 불안과 가격 상승은 조선인 생활

에 궁핍함을 초래했으며, 제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물가난은 극

심해졌다.66)      

   

    그림 20.67)                  그림 21.68)             그림 22.69)

65) 참고로, 일본은 식민지 조선의 음력과세풍속을 없애고 일본과 같이 양력으로 

과세할 것을 선전했다. 주로 음력과세를 함으로써 나타나는 폐단과 양력과세

의 이로운 점을 중심으로 기사화했다. 그 가운데 1915년 12월 2일자 기사에는 

양력과 음력 과세로 인해 두 번씩이나 채귀에게 쫓겨 다녀야 하는 현실을 풍

자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채귀(債鬼)란 “악착같이 이자를 받고 빚 

갚기를 몹시 졸라대는 빚쟁이를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鬼”라는 어

휘가 말해주듯이 만화에서도 채귀의 모습은 험상궂고 표독하다. 원근법을 무

시하고 도망가는 채무자보다 뒤편에 서 있는 채귀의 모습을 더 크게 부각시키

고 있다.  

66) 권보드래, 앞의 책, pp.309-311. 

67) ｢이러케올라가셔야사이견일슈가잇나｣, 매일신보, 1916.2.13.
68) ｢米價昻騰과 一喜一悲｣, 매일신보, 1915.1.20. 
69) ｢可恐의 米價, 可憎 穀商｣, 매일신보, 19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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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종이, 약품, 화장품, 함석, 염료, 양주, 구두 등 서양이 

원산지인 품목의 가격이 크게 올라 물가난을 초래했다. <그림 

20>에 동반된 기사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지중해와 기타 항구 등, 

수입경로가 막혀 원료제공이 원활하지 못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물가고에 못지않게 쌀값 역시 폭등했다. 강점 직후, 쌀 이출로 

인해 쌀값은 서서히 올라 쌀값 상승에 대한 우려를 기사화하기도 

했다. <그림 21>은 쌀값이 오르자 농민은 “펄펄 올라가거라. 사

죰살게”라며 쌀값 상승을 반기는 반면, 관리는 “이러케 올라

가셔야 살슈가 잇나”며 낙담하고 있다. <그림 22>은 천정부지로 

오르는 쌀값을 쌀가마니가 사람을 잡아먹으려는 만화로 에둘려 

표현하고 있다. “사이 쌀을 먹지 안이고, 쌀갑에 사이 도

혀 잡아먹힐 무셔운 쌀시에,…｢설마｣가 사을 잡아먹다더

니, 요사이 쌀시세가 졍말 ｢설마이다｣…”며 쌀값 폭등의 한탄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러나 <그림 21>과 <그림 22>를 보면, 당시 

쌀값 상승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림21>은 농

민=수혜자 대 관리=피해자라는 대립 구도로 이루어져 있는70) 반

면, <그림 22>는 쌀값 폭등이 심해져 이제는 공포의 수준까지 이

르렀음을 짐작케 한다. 실제로 쌀값이 서서히 오르기는 했으나 

1916년까지는 크게 요동치지 않았다. 그러나 1917년에 접어들면

서 가뭄으로 인한 흉작, 전쟁의 영향, 매점매석의 기교가 겹치면

서 1918년 쌀값은 수직적으로 상승했다.71) 몇 년째 계속되는 물

가난과 쌀값 상승으로 조선인의 과세 풍경은 쓸쓸할 수밖에 없었

다.72) 그런데 이 경제난이 같은 공간인 경성에서도 진고개만은 

해당되지 않은 듯 보인다. 조선인 공간인 종로의 쓸쓸한 풍경과 

일본거류지인 진고개의 호화로움은 민족 공간의 이분화와 더불어 

이미 그 차별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다.73)

70) 권보드래, 앞의 책, p.351. 

71) 권보드래, 앞의 책, pp.310-311 참고. 

72) 매일신보, 1915.2.4.
73) 권보드래는 그의 책에서 “식민지 시대 내내 번화한 진고개 대 초라한 종로

라는 대비는 민족적 의미화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고 말한다. 권보드래, 

앞의 책, pp.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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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본고는 기존 연구사에서 간과되어왔던 1910년대 만화사에 문제

를 제기하고, 이를 다시 서술하기 위한 시론적 차원에서 매일신

보에 게재된 만화를 대상으로 그 내용적 특질과 전개과정을 분

석했다. 1910년대 만화는 신문관이 발행한 잡지에 게재된 ‘다음

엇지’와 매일신보에 게재된 만화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두 매

체는 독자 대상의 차이점뿐만 아니라, 내용과 양식상에서도 뚜렷

한 구분을 보이기 때문이다. ‘다음엇지’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만화로 유머를 부각시켰다면, 매일신보는 신문 독자를 대상

으로 한 다양한 층위의 만화를 게재했다. 또한 ‘다음엇지’가 2

컷 이상, 주로 4컷 만화를 선보인 반면, 매일신보는 한 컷을 

게재했다. 특히 1909년의 대한민보와 1920년의 민간지에 게재

된 만화 사이에서 1910년대 매일신보는 지속적으로 만화를 게

재할 수 있는 유일한 매체로서, 교량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다. 

이러한 가운데 매일신보라는 지면, 더 나아가서는 김동성의 등

장과 그의 일본 체재 경험은 우리나라 만화 형성기에 영향을 미

쳤다.

강점 직후에 횡행했던 불안과 동요가 점차 가라앉고 서서히 쾌

락이 대두되고 대중의 문화 참여가 촉발되기 시작하면서, 매일

신보 역시 시대적 분위기에 편승했다. 이에 도상 도입이 본격화

되고 흥미본위의 신문으로 변모해 가는 과정에서 만화 역시 자연

스럽게 신문 지면에 등장하게 되었다. 지면 중간에 만화를 삽입

함으로써 문자 일변도인 지면에 시각적 자극을 주었으며, 사건·

사고 기사에는 상황을 과장해 그린 만화를 함께 게재함으로써 기

사에 대한 가독율을 높였다. 1910년대 매일신보의 만화들은 정

치 풍자나 사회 비평적 입장을 내포한 만평들은 아니었다. 이것

은 식민지를 관리해야 하는 제국의 입장에서 적합하지 않은 통치

방법 이기도 했겠지만, 무엇보다 일본 내지에서도 신문지 조례 

등에 의거해 거센 언론 탄압이 가해졌던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일본에서도 만화 잡지가 폐간되고 만화 역시 설 자리를 잃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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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이기도 했다. 따라서매일신보에서 만화 게재가 이루어졌던 

것은 어디까지나 제국의 통치 메커니즘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가

능했던 것이고, 그것은 역시매일신보 가 총독부 기관지 역할에 

충실했다는 점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총독부 기관지로서 매일신보가 재현하고 

주조해내려는 당대 현실이 그 층위나 폭이 넓지 않다는 사실 또

한 인정할 수밖에 없다. 본고에서는 매일신보 가 만화를 통해 

구성해내는 당대현실을 ‘신민’, ‘공익심’,‘민족공간의 이분

화’를 주제로 분류했다.매일신보에서 가장 자주 접할 수 있는 

만화는 조선의 연말(혹은 음력세모)을 주제로 한 것이다. 조선의 

풍경과 풍속은 그 자체로 ‘가장 조선적인’ 프레임으로 구성된

다. 또한 풍속을 그린 만화들 사이에 자동차와 전차와 같은 근대

적 기반 시설에 당황하는 조선인의 모습이 배치되어 있다. 이 전

략적 배치가 조선인 독자를 대상으로 자연스럽게 노출됨으로써 

새로운 자각을 일깨우고 식민지 주체를 형성하고 있다. 또 하나, 

조선의 연말 풍경은 진고개의 연말과 대조적이었다. 1914년부터 

시작된 제 1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1917년 물가난은 심해졌고, 

1918년에는 쌀값 폭등이 일어났다. 같은 경성 공간 아래 있었지

만, 종로와 진고개의 상황은 상당히 대비적으로 재현되었다. 이

러한 공간 분화는 이미 차별을 내포하고 있었지만 기관지인 매
일신보에는 그것을 발화하지 않았다. 한편, 제국의 신민으로서, 

혹은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조선인의 부의 축적은 공공의 이

익을 실현하는 방향에서만 가능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조선인 

부자는 수전노, 혹은 도적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로 재현되었다. 

피식민 주체를 규율화하는 지배권력은 이렇듯 교묘한 방식으로 

재현되고 작동되었다.  

1910년대 내내 관심의 대상이었던 조선의 연말 풍경과 과세(過

歲)의 풍속에는 강점 이후의 불안과 공포, 불만은 표면화되지 않

았다. 1910년대를 지나는 동안 지속된 경제난과 생활고에도 만화

에서는 식민국가의 수탈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보면 매일신보 게재 만화는 한쪽에 경도되어 표현될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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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보인다. 즉, 자료부족과 기관지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당대 현

실과의 낙폭이 어쩔 수없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0년대 만화사를 서술할 때, 매일신보에 

게재된 만화의 가치와 의의를 밝히는 것 또한 타당한 작업이다. 

특히 이 시기는 만화가 민간지에 본격적으로 실리기 시작하는 

1920년에 선행되는 것으로써, 한국 만화사 형성기에 만화의 다양

한 가능성을 보여준 시기이기도 하다. 다만, 본고는 향후 해결해

야할 몇 가지 문제점 또한 안고 있다.‘가장 조선적인 것’에서

부터 문명하지 못한 조선과 조선인의 모습이 웃음거리가 되었을 

때, 생활고와 물가난이 마치 제 1차 세계대전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처럼 회자될 때, 조선인 부의 축적이 비도덕적인 면과 결

부될 때, 1910년대라는 시기가 이러한 표상으로 만화화 되었을 

때 이를 접하는 조선인 독자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매일신보가 독자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다양한 독자군(群)들 사

이에서 만화는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 더불어, 재현하고자 하는 

것과 수용해야하는 입장 사이에서 발생하는 간극은 어떠했을까? 

이것을 확인하기에는 자료가 한정적인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향

후 과제로 남기고, 여기에서는 매일신보에 만화가 게재되게 된 

배경과 전개과정, 그리고 내용적 특질을 파악하는 것으로 마치고

자 하며, 이를 통해 1910년대 한국 만화사의 재고가 이루어지기

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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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and Content Characteristics of Cartoons in 

the 1910s; focusing on cartoons published in Maeilsinbo  

Seo, Eun-Young

This article aims to explain the significance and value of cartoons in 

the 1910s which were largely passed unnoticed in the preceding cartoon 

studies by scrutinizing cartoons published in Maeilsinbo in the 1910s. 

Until now, Korean cartoons in the 1910s has been neglected just 

because it were published in Maeilsinbo. However, this writing analyzed 

cartoons in this period on the base of the fact that the cartoons in the 

1910s printed in Maeilsinbo diversified the horizon of the Korean cartoon. 

Cartoons in Maeilsinbo functioned as a bridge connecting cartoons 

published in Daehanminbo in 1909 reputed as a root of Korean cartoon 

and 1920s, the time when satirical cartoons and comics started being 

printed in newspapers. The characteristics of Maeilsinbo as a bulletin of 

government general and periodical characteristics that the agent of 

popular culture begun to move reside as multi layers in the cartoons in 

the 1910s. In this article, the process and the development of how 

cartoons published in Maeilsinbo. As pleasure became important in 

everyday life in Korea, cartoons were able to earn a portion in the 

newspaper. In the beginning, modern cartoon style seemed vague, but 

as time goes by, its own style gradually settled. Cartoons in this period 

were not fixed in specific section but various kinds of cartoons were 

developed during the time since works of Korean as well as Japanese 

cartoonists and illustrators were published. Among them, representative 

cartoons in Maeilsinbo were analyzed in this article under three 

categories: first, cartoons represented ‘Choseon-ness’ through scenes of 

daily life and customs concurrently contained a view of 

anti-civilization/enlightenment; second, cartoons represented the 

accumulation of wealth as valid from the view point of public interest; 

last, cartoons divided Koreans who suffered from hardships of life in 

Kyungsung and Japanese in Jingogae in order to divide space. In 

conclusion, Maeilsinbo disciplined the colonized, Koreans, and exposed 

the discourse of the colonial power via cartoon. 

 

 Key Word : Maeilsinbo, 1910's, cartoon, colonial power, humor, Kim 

dong-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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