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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만화에서의 다양한 연출은 웹툰의 대중화와 함께 세로 스크롤 연출이 

기존의 출판만화의 페이지 연출과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며 새로운 장르를 

구축해냈다. 많은 출판만화의 연구가 페이지를 위시한 컷 연출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웹툰에는 페이지의 개념이 없다. 대중 지향의 만화는 시대

의 변화에 따라 구심점이 지면에서 컴퓨터 모니터로 옮겨가며 매체의 특

성 또한 달라졌으며, 매체는 점점 다원화되고 있다. 스마트폰의 유행으로 

인한 모바일의 강세, 공교육에서의 태블릿 PC의 보급화 전망과 같이, 만

화는 급변하는 매체환경에 속해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만화의 변하지 

않는 중요한 정체성중의 하나를 꼽자면 그림과 텍스트의 조합이 만들어 

내는 연출이다. 

이 논문에서는 허영만의 작품을 중심으로 만화 의태어인 효과태가 가진 

상징어적인 특성과 효용가치를 분석하였다. 효과태는 단지 소리뿐만이 아

니라 모양, 느낌, 상태 등을 전달하며 문학적 상상구조를 발동시킴으로써 

함축적 특성을 가진다. 현대국어의 장점인 다양한 언어 표현과 자모체계

는 미세한 어감과 정서의 차이점을 느끼게 해주며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

을 통한 기억을 떠올려서 뉘앙스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서 허영만의 대표작들은 상업성과 작가성을 동시에 지니고 오랜 세월동안 

대중과의 소통을 해왔으며 한국적인 만화의 소양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

다. 허영만의 만화에 나타난 효과태의 특징은 만화의 표현과 전달에 있어

서 일반적인 기대 이상으로 효과태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피수용자인 독자는 그림과 글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지적인 추리를 

하면서 그 과정 자체를 즐기며, 그러한 과정에 대사 텍스트 이상으로 상

상력을 자극하는 장치가 효과태이며, 효과태는 상징적 구조를 장점으로 

하는 독자의 능동적 참여 장치이다. 

        

주제어 : 효과태, 효과음, 허영만, 상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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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배경

세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페이지 형식의 작품과 출판만화는 

한국에서는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만화는 웹

툰이 강세를 보이며 그 중심은 네이버, 다음 양대 포탈에 있으며 

웹툰의 역사는 깊지 않아서 연구의 양과 질이 부족한 형편이다. 

웹툰은‘스크롤만화’라고 칭해지며, 양면  페이지 펼침 형식으

로 서비스 하는 작품은 그 수 또한 적다. 따라서 출판만화의 주

요특성인 페이지 연출을 웹툰에서는 기대하기 힘들다. 또한 작은 

화면의 스마트폰과 앱을 통한 만화 서비스 증가와 큰 화면의 태

블릿PC의 보급률이 증가하는 등의 만화의 매체환경이 예측이 어

려운 다변화의 흐름은 계속될 전망이며, 위와 같이 모바일의 강

세로 인해 게임, 영화, 드라마 등의 경쟁관계의 콘텐츠들의 접근

성이 용이해진 반면에, 비교적으로 휴대와 공유가 쉽던 것이 장

점이었던 단행본 만화의 경쟁력은 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시

점에서 만화의 정체성이 가진 강점을 최대한 살리는 연구가 필요

하다고 본다.

만화의 정체성은 글과 그림의 조합이라는 점에 있다. 문학과 

영화의 경계에 있는 만화는 직접적인 사운드가 없으며 이미지가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이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은 만화에서

의 글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다. 특히 의태 상징어에 해

당하는 효과태는 만화의 내용전달에 있어서 종종 핵심으로 작용

한다.     

 

그림 1. 동적 연상효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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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의 “탁탁탁탁탁”은 한 컷의 정지된 그림을 독자의 

머릿속에서 발소리를 내며 움직이게 한다. 평면 예술인 만화에서 

독자는 상징어를 통해 상상을 하게 되며 이런 과정의 연속을 즐

기게 된다. 즉, 효과태는 독자가 만화에 몰입하게 하는 핵심적인 

촉매인 것이다. 이러한 원리와 장치에 집중한 연구는 그 수가 많

지 않으며, 또한 의성어와 의태어의 경계 또한 모호하기 때문에 

쓰임새에 따른 객관적인 구분을 위해 연구를 결심하게 되었다.  

 2. 연구 목적

움직임, 심리, 감정, 상태, 상황, 분위기, 오감을 표현하는 효

과태는 정지된 그림 이상의 정보를 덧붙이며 스토리텔링을 풍부

하게 확장시킨다. 예를 들어 ‘엉금엉금’, ‘후다닥’과 같이 

움직이는 모양새를 나타내는 효과태는 정지된 한 컷에 동적인 상

상력을 불러일으킨다. ‘안절부절’, ‘후덜덜덜’, ‘버럭’과 

같은 효과태는 감정을 직관적이면서도 객관성 높게 표현 해 낸

다. 영상매체와 비교해 볼 때, 효과태는 단순한 음향효과나 모양

새만을 나타내는 기능 이상의 높은 상징어적 가치를 가졌다는 것

이 이 연구의 중심내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각적 효과 가 

아닌 언어적 상징효과에 집중했음을 밝혀둔다. 이러한 효과태의 

기능을 매체의 특성에 따른 개념정의와 함께 국문학의 상징어 연

구를 토대로 작동 원리를 밝히고 허영만의 만화를 분석하여 체계

화된 용례를 만드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3.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방법으로는 효과태의 분석을 위해 한경진(2010)2)의 <표

1) 박무직, 박무직의 만화공작소, 중급편, 바다출판사, 2002, p.113.

2) 한경진, “한국어 교육을 위한 상징어 분석 :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상징

어를 대상으로”,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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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국어 대사전>3)에 의거한 분류법을 적용하여 [1.소리 2.모양 3.

소리 또는 모양 4.느낌 5.상태]로 의미론적인 특성을 분석하였

다. 이 분류법은 상징어가 ‘~하는 소리’, ‘~하는 모양’, ‘~

하는 소리 또는 모양’, ‘~하는 느낌’, ‘~하는 상태’등으로 

사전적 의미에 분류가 뚜렷이 나타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활

용되었다. 또한, 한경진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6153개의 상

징어 전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분류 및 판정이 애매한 경우

에 충분한 근거가 되었다. 효과태의 용례를 특성 별로 분류하여 

상징적 효용을 증명하고, 허영만의 작품에 쓰인  효과태를 매체

의 특성에 따른 효과태의 개념정의와 함께 허영만의 작품에서의 

활용을 분석하고, 효과태의 주목할 만한 표현들을 연상효과, 객

관화된 표현,  서사의 틀로 실례를 제시하였다. 

연구범위는 허영만의 작품을 장르별로 선정한 <식객>4) ,<각시

탈>5), <비트>6) ,<오 한강>7), <타짜>8) 다섯 작품이다. 이 중, 

각시탈은 복간된 단권 분량이며, 나머지 작품들은 1~4권까지의 

분량을 조사하였다.  

Ⅱ. 선행연구

 1. 효과태의 정의

“안수철에 따르면” 효과태는 움직임이나 모양을 보충하고 설

명하는 역할을 하는 글자로, 문학에서는 ‘의태어’라고 한다.9) 

만화규장각 용어사전에는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있다.

3)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

   .jsp, 2012.08.10.

4) 허영만, 식객, 김영사, 2003.

5) 허영만, 각시탈, 거북이북스, 2011.

6) 허영만, 박하, 비트, 대원문화출판사, 2001. 

7) 허영만·김세영, 오! 한강, 팀매니아, 1995.  

8) 허영만·김세영, 타짜, 4권, 랜덤하우스코리아, 2006 .

9) 안수철, 만화연출 나도 할 수 있다, 노마드북스, 2008, p.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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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등에서 나타나는 소리를 표현한 그림 글자. 만화에서는 

움직임이나 모양을 보충하고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살금 살금’, ’두둥’과 같은 표현을 그림 글자로 표현하는 

것.”10) 

또한, 의성어에 해당하는‘효과음’이 있으며 ‘효과태’와 

‘효과음’은  말풍선 안의 일반적인 텍스트에는 포함되지 않는

다. 국문학에서 쓰는 용어인 의성어와 의태어는 말풍선 안의 내

용도 포함하므로 이러한 차이를 명확히 구분 짓기 위해 효과태, 

효과음을 채택했다. 효과태와 효과음은 안수철의 저서에서 소개

된 만화용어로 학술적으로 정론화 된 단어는 아니지만, 본 논문

에서는“대사에 포함되지 않는 만화의 의태어와 의성어”라는 뜻

으로 표기한다. 

그림 2. 오! 한강11)

<그림 2>에 쓰인 의태어 “슥슥슥”과 “꿈틀”의 경우, “슥

슥슥” 만이 효과태에 해당되며 “꿈틀”은 의태어이지만 효과태

에는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림 3>의 범주 표와 같이 효과음

과 효과태는 만화에서 기술된 의성어나 의태어의 범위에 포함되

나 대사 또는 내레이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 추려진다. 

10) 만화규장각, 용어사전, http://www.kcomics.net/Codic/search_view.asp?

    scidx=1217, 2013.01.25.

11) 허영만·김세영, 오!한강 1권, 팀매니아, 1995, 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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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상징어 범주 관계

또한 범주 표의 가장 진한 부분은 의성성과 의태성의 중복구간

으로써 뒤의 <표1>과 부연 설명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2. 상징어12)로서의 효과태

정혜윤13)의 연구는 출판만화의 글자를 시각적인 차원에서 분석

하여 본 논문에 큰 도움이 되었다. 만화기호를 언어기호, 그림기

호, 복합기호 세 가지로 나누고 만화의 의성어와 의태어가 언어

기호가 아닌 복합기호에 해당된다는 그림문자로써의 시각성에 주

목한 오시로 요시타케14)의 저서와 궤를 같이한다. 하지만 정혜윤

의 연구는 타이포그라피로써의 의성어 의태어의 시각적 효과에 

집중했으나 언어의 의미 자체가 주는 효과는 보충되어야 한다. 

왕우남15)(2012)은 의미자질로써 ±의태성을 의성어와 의태어를 

분류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들었다. 여럿이 나직한 목소리로 정답

12) 상징-어(象徵語)｢명사｣언어 소리와 의미의 관계가 필연적인 것으로 여겨지

는 단어. 의성어와 의태어로, ‘멍멍’, ‘탕탕’, ‘아장아장’, ‘엉금엉

금’ 따위가 있다.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http://stdweb2.korean.go.

   kr/search/List_dic.jsp, 2012.08.10.

13) 정혜윤, “출판만화에 나타나는 '글자'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6).

14) 오시로 요시타케, 김이랑 역, 만화의 문화기호론, 눈빛, 1996, pp.30-31.

15) 왕우남, “한·중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상징어의 대비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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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이야기하는 소리인 ‘도란도란’과 같이 [+의태성]과 [+의성

성]을 가진 경우도 있어서 분류가 애매하다. 한영아16)(2001)는 

상징어의 의미론적 분류에서 일원적 분류는 서양식 오노마토페이

므로 부정했고 이원적 분류는 구별이 명확치 않으며 감각적 분류

는 일반 어휘에도 적용 가능하므로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했으

며, 삼원적 분류인 의성어 의태어 의정어 이론을 지지 하였다. 

한편, 한경진17)은 표준국어대사전18)에 의거하여 [1.소리 2.모양 

3.소리 또는 모양 4.느낌 5.상태]로 형태론적인 특성을 나누었

다. 빈도수가 매우 낮은 ‘6)동작’이하의 6)~9) 항목은 제외시

킨 결과이며, 이에 따르면 상징어라는 것은 소리나 모양, 느낌, 

상태 등을 상징하는 단어인 것이다. 

 

그림 4. 표준국어대사전의 상징어19)

 효과음은 소리를 상징하며, 효과태는 모양, 느낌, 상태를 상

징한다. 한편, 소리 또는 모양의 항목은 음과 태의 자질을 동시

16) 한영아, “국어 상징어의 통시적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

문(2001).

17) 한경진, 앞의 논문.

18) 표준국어대사전, 앞의 사이트.

19) 한경진,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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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닌 상징어가 상당수 존재하며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

며, 이는 안수철의 연구에서는 다뤄진 적이 없는 부분이다. 한

편, 신중진20)(1998)은 의성성과 의태성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를 

의성태어로 상징어 분류를 하였다. 이를 빌어서 <표1>과 같이 대

사나 내레이션 등을 제외하고 (소리)를 표현하는 의성어를 효과

음으로, (모양, 느낌, 상태)에 해당하는 의태어는 효과태로, (소

리와 모양을 동시)에 포함하는 경우는 효과태음으로 재분류하고

자 한다. 아래의 <표1>은 정리된 결과이다.

표준국어사전 문학 만화

소리 의성어 효과음

소리 또는 모양 의성태어 효과태음

모양· 느낌· 상태 의태어 효과태

표 1. 효과음 효과태의 재분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른 한경진의 분류법은 상징어 연구 상으로

는 최초로 실행된 것으로, 앞선 두 방법보다 확실한 근거를 가지

며, 더욱 섬세한 분류를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분류는 상징어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속성 파악이 용이하게 하고, 효과태의 사용

에 체계성을 준다. 본 연구에서는 효과태와 효과음을 나누고 세

분하여 연구할 수 있는 객관적인 틀로 활용되었다.

Ⅲ. 허영만의 작품에 나타난 효과태 비교분석

연구 대상인 허영만의 작품들은 철저한 취재와 만화적 고찰에 

의한 공감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사회적인 메시지와 그에 

따른 인물의 반영에 있어서 디테일한 묘사를 보여준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서 상업성과 작가성을 동시에 지니고 오랜 세월동

20) 신중진, “현대국어 의성의태어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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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대중과의 소통을 해온 허영만의 작품들은 한국적인 만화의 소

양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 완숙하며 히트작이 많은 허영만의 

대표작 다섯 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효과태와 효과음의 비교

0.0

0.2

0.4

0.6

각시탈 오! 한강 비트 타짜 식객

소리

소리 또는 모양

모양

느낌

상태

분류의 객관적 기준 제시를 위해 한경진과 같이 <표준국어대사

전>의 기준을 적용하여 [소리], [소리 또는 모양], [모양], [느

낌], [상태] 다섯 가지로 나누었다. 

 2. 효과태와 효과음의 작품별 분석

  1) 각시탈

가장 많이 쓰인 효과태는“탁”으로, 발을 내딛거나 가벼운 느

낌의 타격에 주로 쓰였으며 두 번째는 “……”로 인물이 말없이 

무언가를 생각하는 장면에 쓰였다. “퍽”의 경우, 조사대상중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액션장르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한편 

<그림 6>은 [소리 또는 모양] 효과태 “딸랑”을 활용해 전장에 

걸쳐서 긴장 상태를 고조시키는 효과적 연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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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 소리 또는 모양 21

…… 상태 19

퍽 소리 또는 모양 15

턱 모양 14

철컥 소리 또는 모양 11

? 느낌 9

     표 2. 각시탈 효과태 빈도순 상위6개  

그림 6. 딸랑21)

  2) 오! 한강

척 모양 38

탁 소리 또는 모양 29

턱 모양 27

꿀꺽 소리 또는 모양 21

와글 소리 또는 모양 16

탁탁탁 소리 또는 모양 15

표 3. 오! 한강 효과태 빈도순 상위6개

21) 허영만, 각시탈, 거북이북스, 2011, pp.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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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 오! 한강 척-122) 

  

그림 8. 오! 한강 척-223)

“척“이 가장 많이 쓰였으며 <그림 7>에서는 인민군의 질서정

연한 행군을 직선 배치로 나타냈다. <그림 8>은 조교의 기계적인 

반동을 “척”을 마구 반복 배치하여 표현한 예이다. 

  3) 타짜 

 

22) 허영만·김세영, 오!한강, 4권, 1995, 팀매니아, p.40.

23) 허영만·김세영, 앞의 책, p.113.



180

! 느낌 240

탁 소리 또는 모양 103

…… 상태 94

턱 모양 46

퍽 소리 또는 모양 43

툭 소리 또는 모양 38

표 4. 타짜 효과태 빈도순 상위6개

         

            그림 9. 타짜 !-1 24)             그림 10. 타짜 !-2 25)

“!”가 현저히 많았으며, 도박만화의 특성이 드러나는 결과이

다. 화투를 치는 동작은 액션만화에 비해 훨씬 정적이지만, 정서

적인 측면이 매우 치열하며 극적인 반전이 많다. 

  4) 비트

  “턱”과 “탁”은 일상적 동작효과를 표현하는데 쓰였다. 

청춘드라마 장르로써, 전반적으로 가벼운 느낌의 연출과 감정표

현이 대사의 디테일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았다. 심각함을 나타내

는 “……” 효과태의 빈도가 낮은 것도 그 이유이다. 

24) 허영만·김세영, 타짜, 1권, 랜덤하우스코리아, 2006, p.75 

25) 허영만·김세영, 앞의 책, 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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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 모양 47

탁 소리 또는 모양 47

휙 소리 또는 모양 25

철컥 소리 또는 모양 23

! 느낌 21

팍 소리 또는 모양 17

표 5. 비트 효과태 빈도순 상위6개

비트에서는 다른 대상작품의 상위 빈도에서 흔히 중복되는 단

어가 많았다.

그림 11. 턱26)

      

                   그림 12. 턱-227)               그림 13. 탁28) 

  5) 식객

타짜와 마찬가지로 “!” 빈도가 현저히 높으며, 이를 통해서 

손쉽게 반전 연출을 했다.  요리만화의 결정적 순간인 맛을 보는 

장면을 “!”와 표정의 조합으로 표현했다. <그림 14>는 “!”을 

26) 허영만·박하, 비트, 1권, 대원문화출판사, 2001, p.94. 

27) 허영만·박하, 앞의 책, p.86. 

28) 허영만·박하, 앞의 책, p.13. 



182

효과적으로 중복하여 쓴 예로, 코믹한 분위기와 잘 어우러진다. 

! 느낌 176

…… 상태 74

턱 모양 53

팍 소리 또는 모양 24

? 느낌 23

탁 소리 또는 모양 23

 표 6. 식객 효과태 빈도순 상위6개

           

       그림 14. !29)                     그림 15. !-230)

 3. 효과태와 효과음의 유형별 분석

  1) 소리 또는 모양

각시탈 오! 한강 타짜 비트 식객

탁 21 탁 29 탁 103 탁 47 팍 24

퍽 15 꿀꺽 21 퍽 43 휙 25 탁 23

철컥 11 와글 16 툭 38 철컥 23 툭 22

툭 8 탁탁탁 15 팍 21 팍 17 와글 18

딸랑 8 휙 14 휙 19 부욱 16 삭 17

탁탁탁 7 철컥 13 뻑 16 툭 15 퍽 14

표 7. [소리 또는 모양] 효과태/음 상위 빈도 10항목

위는 소리와 모양의 자질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진 경우로, 연구 

대상의 평균 절반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탁”은 빈도별 순위

가 가장 높은 단어로 특히 타짜는 도박을 전문적으로 다룬 만화

29) 허영만, 식객, 1권, 김영사, 2003, p.36. 

30) 허영만, 앞의 책, p.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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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에 딱딱한 화투장의 부딪힘을 표현한 빈도가 높았다. 

또한 대상 작품 전반의 일상적 장면에서도 빈번히 쓰였음을 알 

수 있었다. “탁”은 청각적, 시각적 기호로써 아주 흔하고 익숙

한 상징어이다. 

  2) 모양

[모양] 효과태는 각시탈과 오! 한강에서 빈도수가 비교적 높았

다. 역시 일상적 행동을 표현하는 “턱”, “척”이 가장 많이 

쓰였다. 무협 액션 장르의 각시탈에서는 동적인 느낌이 강한 

“확”, “후다닥”이 빈도 상위에 나타났다. 

각시탈 오! 한강 타짜 비트 식객

턱 14 척 38 턱 46 턱 47 턱 53

척 8 턱 27 착착착 31 끄덕 14 척 11

확 7 콱 9 콱 12 콱 10 벌떡 9

꾹 6 터벅 7 꾸욱 8 꾹 9 콱 5

후다닥 5 쿡 7 척 7 쿡 5 쭈욱 4

쿡 4 벌떡 6 확 6 뒤적 4 확 4

표 8. [모양] 효과태 상위 빈도 항목

  3) 느낌

[느낌] 항목의 빈도수는 오! 한강에서는 매우 적고 타짜에서는 

매우 높다. 타짜에서는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 항목에 빈도

가 몰려있으며, 작품별 [느낌] 효과태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뒤

에 만들어진 작품일수록 종류의 수는 늘어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근대와 현대의 만화적 특성이 달라졌음을 시사

한다. 일본만화는 태평양 전쟁 후에 데스카 오사무의 만화적 실

험을 필두로 효과음과 효과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현대만화에 이르기 까지 사용빈도 수는 점층적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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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시탈 오! 한강 타짜 비트 식객

? 9 ? 6 ! 240 ! 21 ! 176

! 1 찌잉 1 !! 1 !! 1 !! 11

?? 1 ?! 1 !!! 2 ? 15 !!! 6

! 1 ? 15 ?! 1 ? 23

?? 2 ??? 1

뜨끔 1

표 9. [느낌] 효과태 상위 빈도 항목

만화연출에 있어서 효과글자의 상징성이 작가와 대중에게 점차 

익숙해지고 널리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다음의 

[상태] 항목에서도 시사된다.  

  4) 상태

각시탈 오! 한강 타짜 비트 식객

…… 19 …… 5 zzz 1 …… 6 … 14

… 1 zz 1 조용 2

…… 94 … 8 …… 74

……

……

…

1

……

……
1

표 10. [상태] 효과태 상위 빈도 항목

<표 10>은 연도순의 작품 배열로, 각시탈을 제외하면 [상태] 

효과태가 증가했으며, 종류 또한 증가했음을 알 수가 있다. 작가 

특성상, 일본 만화 특유의 극대화된 과장은 절제하고 있지만, 언

어의 변용을 허용하는 대중적 시류가 맞물려서 타짜 이후의 작품

에서는 “zz"나 “……”의 변형인 “…”, “…………” 등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상태]에 해당하는 효과태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만

화에 더욱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림 16~18>은 개그 웹툰의 한 

장면으로, “초집중”, “긴장…” 등의 매우 구체적인 단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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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러스하게 표현한 예이다.

       

   그림 16. 초집중 31)        그림 17. 긴장 32)      그림 18. 떡실신 33)

<그림 18>과 같이 진지한 액션만화에서도 개그적인 요소로 쓰

였다. 대부분의 효과태는 부사형이지만 <그림 16~18>와 같이 명

사형인 경우가 많았다.

Ⅳ. 허영만의 효과음/효과태 활용 사례

만화에서 글과 그림이 가지는 성질의 조합은  연출 상으로 중

요한 부분이다. 다음의 사례들에서는 허영만의 만화에 쓰인 상징

작용을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1. 연상 효과

 1) 동적 연상 효과

동적 연상효과는 효과태음을 포함한 효과태의 핵심적인 기능으

로써, 의태어의 의미와 뉘앙스가 정지된 한 컷의 그림에 움직임

을 부여한다. 

이 때 생기는 움직임은 영화나 애니메이션처럼 실제로 보여 지

31) 네온비, <결혼해도 똑같네>, 다음 만화속세상, 7화,   http://cartoon.media

   .daum.net/webtoon/view/afterwedding, 2012.08.10.

32) 네온비, <결혼해도 똑같네>, 앞의 작품, 4화.

33) 이재헌·홍기우, 야뇌 백동수 1권, 대원CI, 2006,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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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이 아니라, 문학과 같이 “키워드”를 이용해서 상상속의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상징과정에 쓰인 효

과태를 찾아보았다. 

상징 찰싹

개념 액체가 단단한 물체에 마구 부딪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대상

표 11. 찰싹 34) 

상징 와글

개념
사람이나 벌레 따위가 한곳에 많이 모여 잇따라 떠들거나 움직이는 

소리. 또는 그 모양.

대상

표 12. 와글 35)

34) 허영만·김세영, 타짜, 1권, 랜덤하우스코리아, 2006, p.135.

35) 허영만, 식객, 2권, 김영사, 2003,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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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 절뚝

개념 한쪽 다리가 짧거나 탈이 나서 자꾸 뒤뚝뒤뚝 저는 모양.

대상

표 13. 절뚝 36)

<표 11>은 액체가 부딪히듯이 찰진 타격의 질감이 느껴지며, 

한 프레임의 정지된 동작에서 “찰싹”이 반복되며 연속된 동작

으로 인식하게 한다. <표 12>에서는 군중의 묘사 장면과 더불어 

“와글”이  반복적으로 배치되어 한 컷의 그림에서도 움직임과 

소리가 연상되게 한다. <표 13> 는 인물이 절뚝이며 걷는 모습이

다. 역시 정지된 장면이며 걷는 동작 또한 불분명하나 “절뚝

“의 반복이 동적연상을 일으킨다. 

위와 같이 수용자는 언어적 상징과 그림을 토대로 연결고리인 

개념을 추리하게 되는 과정을 거친다. 그림은 현물 적이며 가시

적인 대상으로, 글에 비해서 주관적이며 즉흥적으로 받아들여지

는 반면에 글은 개념적이고 규범적인 대상으로, 그림에 비해 객

관적이며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만화에서는 대상으로 쓰인 

그림의 주관성에 효과태라는 객관적 언어의 약속이 작용하여 연

출의도를 수용자의 뇌리에 개념화하는 것이다. 

36) 허영만·박하, 비트 4권, 대원문화출판사, 2001,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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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표 11>의 변형

  

그림 20. <표 12>의 변형

  

그림 21. <표 13>의 변형

<그림 19~21>은 효과태를 제거한 결과물로, 여러 번을 때리는 

동작으로 인식되지 않으며,  식당의 시끄러운 소리가 느껴지지 

않고, 인물이 절뚝거리며 걷지 않고 서있는 듯하다. “찰싹”, 

“와글”, “절뚝” 이라는 단어의 뜻과 심상이 그림과 결합해서 

완벽해진다. 결합의 과정은 독자가 주체가 되어 글과 그림 사이

에서 스스로 상상하고 그것을 즐기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만화 장르의 주목받지 않는 정체성 중 하나이

다. 영화, 애니메이션과 같은 영상매체의 경우에는 수용자가 흐

르는 영상을 피동적으로 따라가는 반면, 출판만화와 웹툰은 페이

지를 넘기거나 스크롤을 내리는 과정을 능동적으로 조절하며 참

여한다. 이 때 작용하는 능동적 요소로써 칸의 연출이 각광 받아

온 반면, 또 다른 능동적 요소인 효과태는 그렇지 못하다. 

  2) 정적 연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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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인 연상을 불러일으키는 효과태가 단일 컷에서의 동작흐름

을 만들어내는 반면에 동작흐름을 끊고 심리적인 시간흐름을 만

드는 것이 정적 연상효과에 속하는 효과태의 기능이다. 이와 같

은 기능을 가진 효과태로는 “!”, “?”, “…” 3종류와 그것

들의 혼합형으로, 문장부호에 해당된다. 문장부호는 문장을 만들 

때 쓰는 보조적인 수단으로써 대부분 외국에서 들어 왔으며 그 

자체는 음운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표기‘와 ‘발음‘이 다르

지만, 정적 연상효과에 쓰이는 3종류 문장부호는 ’표기‘와 ’

의미’ 와의 관계가 뚜렷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상징 ……

개념 말없이 침묵한다.

대상

표 14. …… 37)

상징 ……

개념 말없이 침묵한다.

대상

표 15. ……-2 38)

37) 허영만·김세영, 오!한강 1권, 팀매니아, 1995, p.216.

38) 허영만, 각시탈, 거북이북스, 2011, pp.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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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는 오른쪽 인물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을 침묵

을 상징하는 효과태 “……”로 나타내었다. 어떤 생각에 잠겨있

음을 표현하고 있다. <표 15>도  마찬가지로 침묵하는 인물을 나

타낸다. <표 14>와 다른 점은 클로즈업 화면을 이용하여 심각한 

표정 묘사와 독자의 몰입을 더욱 끌어낸다는 점이다. 반면 표

<14>은 횡으로 긴 배경공간을 이용해 시간적인 정적에 중점을 두

었다.

상징 !

개념 깜짝 놀란다.

대상

표 16. !39) 

상징 ?

개념 궁금해 한다.

대상

표 17. ?40)

상징 ?!

개념 궁금함과 놀라움을 동시에 느낀다.

대상

표 18. ?!41)

39) 허영만·김세영, 타짜, 3권, 랜덤하우스코리아, 2006, p.15.

40) 허영만·김세영, 앞의 책, 4권, p.49.



191

<표 17~18> 역시 느낌표와 물음표를 통해 궁금하거나 놀라는 

감정에 집중된다.

 2. 객관화된 표현

  1) 객관화된 상황 표현

아래는 객관화된 상황표현의 예로, 효과태가 내용전달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그림에 비해 매우 크다. 해당 컷의 구체적인 상황

을 지정하는 단어를 효과태로 사용하였다. 

 

상징 조용

개념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고 고요함

대상

표 19. 조용42)

상징 조용

개념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고 고요함

대상

표 20. 조용43) 

41) 허영만·박하, 비트 3권, 대원문화출판사, 2001, p.25. 

42) 허영만, 식객, 4권, 김영사, 2003, p.74.

43) 허영만, 위의 책, 1권, 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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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 썰렁

개념 서늘한 기운이 있어 추운 듯함.

대상

표 21. 썰렁 44)

<표 19>는 염전 견학을 온 유치원생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장

면이다. 인물들의 얼굴이나 표정묘사 없이도 말없이 조용히 있다

는 것이 전달된다. <표 20~21>은 인물이 아닌 배경환경에 대한 

표현이며, 객관화된 상황표현이 아니라면 한 컷으로 표현하기 힘

들다. 

위 예시들에서는 효과태의 구체적인 상황표현이 스토리텔링의 

핵심이다. 동적 연상효과와의 차이점은, 인물이나 배경 등을 매

우 설명적이고 구체적인  단어로 핵심 상황을 표현하는 경우로 

스콧 맥클라우드는 이처럼 글이 그림을 지배하는 경우를 “글 중

심의 결합”45)이라 칭하고 시간과 정보를 압축을 해내는 문자 언

어의 장점을 설명하였다.

2) 객관화된 정서 표현

대상이 느끼는 정서 또는 대상에게서 느껴지는 정서에 구체적

인 심리를 표현하는 단어를 효과태로 활용한 경우이다. <표

22~23>의 용례를 통해 주관적인 느낌을 뚜렷하고 구체적인 뉘앙

스를 가진 문자로 표현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단일 컷에서 

정서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다.

44) 허영만·박하, 비트 3권, 대원문화출판사, 2001, p.42. 

45) 스콧 맥클라우드, 김낙호 역, 만화의 창작, 비즈앤비즈, 2008, 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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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 시무룩

개념 마음에 못마땅하거나 시답지 않게 여기는 기색이 있는 모양.

대상

표 22. 시무룩 46)

 

상징 울먹울먹

개념 울상이 되어 자꾸 울음이 터져 나오려고 하는 모양.

대상

표 23. 울먹울먹 47)

 3. 서사

  1) 다중 복합 서사

<그림 22~24>와 같이 다수의 효과태를 한 칸 안에서의 읽는 순

서에 따라서 배치하여 여러 종류의 이어지는 행동이나 사건 등을 

표현한 경우로, 연상효과나 객관화된 표현을 포함할 수도 있으

며, 대사와의 복합 효과 역시 뛰어나다. 이와 같이 다중 복합 서

사는 효과태의 복합을 통해 동적 연상효과 이상의 압축성을 가진

다.      

46) 허영만, 식객, 3권, 김영사, 2003, p.27.

47) 허영만, 박하, 비트, 4권, 대원문화출판사, 2001,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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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 다중복합1 48)             그림 23. 다중복합2 49)  

그림 24. 다중복합3 50)

  2) 압축 전환 서사 

  

          그림 19. 압축전환 151)                  그림 20. 압축전환2 52)

<그림 19~21>에서처럼, 독자의 시점이 배경으로 이동하며 효과

태를 반복으로 사용하여 대상의 동작이 긴 시간의 흐름으로 지속

됨을 암시한다. 주로 시간 전환 기능으로 쓰이며 시간의 흐름이 

압축적으로 이루어져서 시퀀스의 일단락 표현에 적합하다.

48) 허영만, 식객 3권, 김영사, 2003, p.252.  

49) 허영만, 위의 책, 2권, p.22. 

50) 허영만·김세영, 타짜 3권, 랜덤하우스코리아, 2006, p.71. 

51) 허영만·김세영, 위의 책, 2권, p.37. 

52) 허영만·김세영, 위의 책, 4권, p.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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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 압축전환3 53)

Ⅴ. 결론

만화는 매체의 한계이자 특성이었던 양면을 펼쳐보는 페이지에 

국한되지 않고 시대의 요구에 맞춰 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프

레임의 붕괴는 만화가 가지는 모든 정체성의 붕괴가 아니며, 본

질적인 특성은 독자의 상상 효과이므로 만화의 언어상징이 중요

한 기능적 본질의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만화적 상징이 

효과태라는 형태로 허영만의 작품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효과태는 상징효과의 개념 작동장치를 통해, 가상의 움

직임을 독자가 스스로 만들며 참여하고 조절하게 만든다. 즉, 효

과태는 상징적 구조를 장점으로 하는 독자의 능동적 참여 장치이

다. 또한 연속적, 반복적 사용이나 정지된 그림을 움직이는 듯 

상상하게 하는 기능은 작가가 그림에 쏟을 노동적 기회비용을 스

토리텔링에 더 투자할 수 있게 하여 탄탄하고 풍부한 작품을 생

산하고 영화, 드라마, 연극 등의 원재료로써의 가치도 높인다.

둘째, 언어가 가지는 의미와 뉘앙스는 동적 연상, 정적 연상, 

객관화된 상황, 객관화된 정서, 압축 전환 서사, 다중 복합 서사 

등의 개념을 불러일으킨다. 기대효과가 뚜렷한 대입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항목들로써, 연구를  깊게 진행한다면 특징적 사례들을 

더욱 찾아내고 분류해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53) 허영만·김세영, 오! 한강 1권, 팀매니아, 1995,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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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안수철의 효과태/효과음 분류법은 모양과 소리 자질을 

동시에 가지는 ‘효과태음’영역이 추가됨으로써 보다 더 객관적

인 분류와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의성어나 의태어의 전형적 품사인 부사뿐만 아니라 문장

부호, 명사형 등의 상징어가 자유로이 쓰였다. 이러한 특성은 세

대에 따른 언어문화를 통한 공감대 형성은 물론, 사회적 이슈를 

소재로 한 공감대 형성을 선구적으로 유도하는 기능을 증명하며 

신조어나 유행어 혹은 작가가 창작해낸 효과태 등의 활용 가능성

을 말해준다. 

본 연구는 효과태의 상징과 그에 따른 용례를 분석하고자 허영

만의 작품을 통해 효과태와  효과음을 수집했지만, 분량과 종류

가 충분하지 못하며 다른 작가들의 예 또한 수집되어야 할 것이

다. 본 연구가 제기한 효과태의 효용 가능성은 언어표현의 다양

성만큼이나 무궁무진 하나, 효과태에 집중한 연구는 없었으므로 

유사 연구가 더욱 많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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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ymbolic Characteristic of Mimetic Words in Published Cartoon; 

Focusing on Works of Heo, Young Man

O Yul Seok · Yoon Ki Heon

In various directions of cartoon, vertical stroll direction is opposite to the 

page direction of existing published cartoon with the popularity of webtoon 

and established new genre. Lots of studies on published cartoon focus on 

the cut direction by page, but webtoon doesn't have any concept of page. 

The pivot of cartoon oriented people is changed from paper to computer 

monitor as times go by, characteristics of media are changed and media is 

gradually diversified. Like the strengthening of mobile caused by smart 

phone's popularity, tablet PC' s propagation in public education, etc. cartoon 

is included to the environment of media which is rapidly changed. In this 

situation, one of cartoon's unchanged important identities can be the 

direction made by harmony between picture and text.  

This thesis analyzed symbolic characteristics and effective value of 

hyogwatae, mimetic words of cartoon, focusing on works of Heo, Young 

Man. Hyogwatae just delivers not only sound but also shape, feeling, status, 

etc. and has significant characteristics by invoking the imaginary structure of 

literature. Strengths of modern Korean, various linguistic expressions and 

syllabic systems, let people feel minute feeling of language and difference of 

emotion and remember the memory through the direct and indirect 

experiences, so it makes it nuance.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representative works of Heo, Young Man have commercialization and writer 

characteristics, have communicated with people for a long time and have 

plentiful knowledge of Korean cartoon. The characteristics of hyogwatae in 

Heo, Young Man's cartoon make a lot of effects for the expression and 

delivery of cartoon more than the general expectation. When conducting the 

study focusing on the symbolic process of language, uncertainty and vague 

standard of judgement caused by the wide factors of study on the direction 

of general cartoon could be endured. And, through the Heo, Young Man's 

deep analysis on hyogwatae's direction, readers enjoy the process while 

inferring actually and intellectually between pictures and sentences. In the 

process, the equipment stimulating imagination more than pictures, effects 

and dialogues is hyogwatae. It's reader's equipment of active participation 

and its strength is symbolic structure. 

Key Words : mimetic words, Heo, Young Man, symbolic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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