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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에서는 1980년대 초반에 형성된 이후 한국 만화문화와 함께 성장해온 

한국의 동인문화, 그리고 동인문화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야오이와의 관계를 1990

년대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고 있다. ‘동인’ 및 ‘동인지’ 등의 용어를 공통적으로 사

용한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동인문화는 일본 동인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성장해 온 한편, 한국사회의 특수한 맥락을 반영한 독자적인 특성을 보여주

고 있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 1990년대에 주목하는 

이유는 1980년대에 만화동호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국의 동인문화가 

여러 변화- 야오이의 수용 및 정착, PC통신을 통한 커뮤니티화, 청소년보호법의 

시행 및 코믹월드의 시작-를 겪으면서 현재 존재하는 한국 동인문화의 토대를 만

들어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성행위를 포함한 남성간의 동성애 및 2차 

창작이라는 특성을 지닌 야오이의 수용 및 정착은 프로지향의 아마추어 만화가로 

이루어진 만화동호회 중심이었던 한국의 동인문화를 팬중심의 문화로 변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기존의 만화동호회 중심의 창작만화동인과 야오이로 대표

되는 팬중심의 동인문화가 공존하고 있었지만 1997년 청소년보호법의 시행과 

1998년 일본대중문화 개방으로 인해 한국만화산업이 위축되면서 창작만화동인도 

그 영향을 받게 된다. 이는 1999년 시작된 동인이벤트 <코믹월드>의 인기와 함께 

2차창작으로서 동인문화가 대세로 자리잡는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정리하자면, 

야오이의 수용과 정착은 1990년대 한국 동인문화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변화로

서 1) 성행위를 포함한 남성간의 동성애라는 파격적인 내용을 통해 여성들이 향유

하는 새로운 하위문화로서 자리잡았고, 2) 2차 창작으로서 기존의 창작만화동인과

는 다른 새로운 인구를 한국 동인문화의 주류로 부상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주제어 : 동인문화, 동인지, 야오이, 보이즈 러브(BL), 일본대중문화 개방, PC통

신,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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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릿말

2008년,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에 실린 한국의 동인문화에 대

한 기사에서 대담자인 여성 기자 2인은 그 당시 개봉한 영화 ｢앤
티크｣를 사례로 들면서 '동인물'을 ‘남성과 남성의 게이로맨

스’를 다룬 작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동인은 원래 동인지 내는 사람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좋

아하는 원작에 대해 팬들 스스로 팬픽을 창작하고 자기들끼리 돌려

보는 거거든요. 원작에 나오지 않는 부분을 상상력으로 메꾸어서 

뭔가를 생산하는 사람들이니까, 소비하면서 동시에 스스로 생산하

고 자기들끼리 유통하는, 소비자와 창작자를 겸하는 사람들인 거

죠.1) (강조는 필자)

흥미로운 것은 이때, 이 인용문에서 소개된 동인 및 동인지의 

사전적 정의는 이와는 다르다는 점이다. 비교를 위해 국문학에서 

논의하는‘동인잡지(同人雜誌)’를 살펴보자.

사상·주의주장 또는 수법과 경향 등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 

공동으로 출자(出資)하거나 또는 독지가(篤志家)의 원조를 받아 편

집, 발행하는 잡지. 줄여서 동인지(同人誌)라고도 하며, 그 잡지에 

참여한 사람을 동인(同人)이라고 한다. (중략) 동인잡지는 주로 문

학·예술인들이 많이 내지만 학술연구나 취미·오락을 같이하는 사

람들이 내기도 한다.2) (강조는 필자)

동인이라는 동일한 용어에 대해 이 두 설명은 완전히 다른 두 

현상을 논의하고 있다. 전자가 주로 1970-80년대 이후 만화와 소

1) 김숙현·이솔, “더 이상 금기가 아니다, ｢앤티크｣로 알아보는 동인문화: 수

면 위로 떠오른 동인문화 집중탐구(1)”프레시안, 2008년 11월 21일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81121172430&s

ection=07, 2012. 10.19.

2) 네이버, www.naver.com, 검색어: 동인잡지, 2012.10.19.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94626&categoryId=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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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발달한 여성들의 하위문화

(subculture)3)및 그 작품군을 가리킨다면, 후자는 20세기 전반, 

문학사적인 흐름의 하나로서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문인

들의 잡지 및 그에 관련된 사람들을 가리킨다.4) 

그렇다면 여기서 본 논문의 대상인 현대 한국의 동인 및 동인

지, 동인문화에 대해 보다 자세히 정의해 보자. 우선 동인이란 

동인지즉매회(同人誌卽賣會) 등의 동인이벤트에서 자신의 창작물 

(1차, 2차를 모두 포함)을 제작, 판매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동인이라는 용어는 일본의 아마추어 만화 시장에서 수입되어 한

국에서도 널리 쓰이게 되었는데5), 일본에서 동인이라는 용어 역

시 한국과 유사하게 ‘소수의 문인들이 창작활동을 위해 만든 문

예잡지’6)인 동인지라는 용어에서 유래하였다. 흔히 기존의 만화

나 애니메이션, 게임 등의 패러디를 다루는 2차 창작이 대표적이

지만 원래 1차 창작, 즉 오리지널 작품의 아마추어 출판이야말로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일본 동인문화의 시초를 이룬다.7)

‘한국의 동인문화는 일본의 동인문화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으며 

형성되었고, 각종 용어들이 일본으로부터 그대로 수입되어 사용

되고 있다’는 지적8)을 받아들인다면 동인이라는 용어 자체는 일

본과 한국에 있어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견 유사해 보이는 한국과 일본의 동인문화는 실제 그 내용과 

역사를 살펴보면 많은 차이점이 발견되며, 일본 동인문화와의 관

3) 이때 하위문화는 “주류문화로부터 주변화된 것, 지배적인 가치와 윤리로부터 

배격당한 것, 동시대의 지배적인 문화적 형태와는 다른 새롭고 이질적인 문

화”로 정의할 수 있다. 구체적인 것은 헵디지 (1998)을 참조하라. 

4) 흥미로운 것은 내용상의 극명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인문화의 시초는 일본

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는 현대 일본사회에서 상업출판과 

함께 일본만화 및 서브컬처 시장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동인문화의 직접

적인 영향권 아래에서 성장해 왔으며, 후자의 경우 최초의 동인지가 일본 도

쿄에서 발간되었다는 점도 의미심장하다. 

5) 박세정, “성적환상으로서의 야오이와 여성의 문화능력에 관한 연구”이화여

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6), p.22. 

6) 정현숙 ,일본만화의 사회학, 한울아카데미, 2004, p.239. 

7) 김효진, ｢‘귀여운’ 역사는 가능한가?: 헤타리아를 통해 본 초국가시대의 
일본오타쿠문화｣, 日本學硏究28집,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09, p.187.

8) 박세정, 위의 논문,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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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또한 시기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인다. 

특히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것은 일본의 동인문화에 비해 한국

에 있어 ‘동인’이라는 용어가 여성과 보다 친화성을 보인다는 

점이다.9) 여성을 위한 남성과 남성간의 동성애적 관계를 다루는 

장르로서 ‘야오이’ 및 보이즈 러브(Boys' Love. BL)', 더 넓게

는 팬픽(fanfic)까지10) 포함하는 한국의 동인문화는 주로 여성들

에 의해 주도되고 지금까지 발전되어 온 분야이다. 첫번째 인용

문의 대담자들이 동인물을 ‘남성과 남성간의 게이로맨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일본과는 다른 한국적 동인문화

의 맥락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여성중심적인 특성을 지닌 한국 동인문화의 역사에서 

1990년대에 일어난 변화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990년대야말

로 1980년대에 만화동호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국의 

동인문화가 중요한 변화-1) 야오이의 수용과 정착, 2)PC통신의 

보급 및 커뮤니티화, 3) 청소년보호법의 시행, 그리고 4) 새로운 

동인이벤트로서 <코믹월드>의 등장-를 겪으면서 2013년 현재 우

리가 ‘동인문화’라고 인식하고 있는 여성이 중심이 되는 하위

문화의 토대가 만들어진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성을 위한, 성행위를 포함한 남성간의 동성애’와 ‘2차 창

작’이라는 특성을 갖는 야오이는 한국 동인문화의 중심을 프로

지향의 아마추어작가로 대표되는 만화동호회에서 PC통신과 인터

9) 장민지·윤태진은 인디/동인게임인 <어이쿠 왕자님>을 생산, 소비하는 여성게

이머의 경험을 분석하면서 “‘동인’이라는 용어가 내포하는 ‘남성 동성애

물’ 성격”을 지적하고 그 근거로 “동인녀들이 동인이라는 용어 자체를 

‘남성 동성애물’을 통칭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장민지·윤태진, ｢미소년을 기르는 여성들  :  인디/동인게임을 플레

이하는 여성 게이머 연구｣, 미디어, 젠더 & 문화Vol. 19(2011), p.150) 또
한 일본의 경우, 남성간의 동성애적 관계를 다루는 동인지 외에도 미소녀에 

대한 성적행위의 묘사로 대표되는‘에로동인지(エロ同人誌)’ 및 평론동인지

가 다수 나오고 있는데 비해, 한국에서 제작되어 관련 이벤트에서 배포되는 

동인지에는 남성과 남성의 동성애적 관계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

다. 이것은 실제 2013년 현재의 <코믹월드> 등, 동인이벤트에서도 흔히 나타

나는 현상이다.

10) 남성과 남성간의 성애를 다룬 만화나 소설 텍스트로, 창작/ 패러디 여부나 

소재, 장르에 따라 분류된다. 자세한 것은 후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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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등 가상공간에 토대를 둔 2차창작 팬덤으로 이동시키는 역할

을 했다는 것이 필자의 가설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논문은 야오이가 본격

적으로 한국 동인문화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 1990년대에 초

점을 맞추어 한국 동인문화의 흐름을 개괄적으로 살피는데 그 목

적을 둔다. 특히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의 동인문화가 

시대에 따라 그 내용은 달라도 주로 여성에 의해 창작되고 여성

독자가 주독자층을 이루는 여성 중심의 문화로서 향유되어 왔다

는 점을 반영하여, 여성을 위한 남성과 남성간의 동성애적 관계

를 다루는 장르의 총칭인 ‘야오이’의 수용이 1990년대 한국 동

인문화에 끼친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II. 야오이의 정의 및 선행연구 고찰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한국 동인문화의 역사를 다루기 전에 중

요한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흔

히 여성을 위한 남성간의 동성애적 관계를 다룬다고 알려진 ‘야

오이’‘BL’ 과 ‘팬픽’은 과연 무엇이고, 서로 어떻게 다른

가? 그리고 앞에서도 간략히 다루어졌지만 ‘동인’및 ‘동인문

화’라는 용어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으며 어떠

한 의미 변화의 과정을 거쳤는가?  

우선 야오이(やおい)는 일본의 동인문화에서 만들어진 용어로 

기존의 만화나 애니메이션, 게임에 등장하는 남성캐릭터 간의 동

성애적 관계를 묘사하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여성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클라이막스가 없고(｢やまなし｣)’‘이야기의 완결이 없

고(｢おちなし｣)’, ‘이야기의 의미가 없다(｢いみ（意味）なし

｣)’고 평한 데에서 기원하였다고 한다. 여성동인들이 자신들의 

작품에 대한 자조적인 의미를 담아 사용한 이 용어는 유명한 만

화가인 사카다 야스코(坂田靖子)와 하츠 아키코(波津彬子)가 소

속된 만화동인회 ‘라브리’의 기관지인 랏포리(らっぽ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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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2월 20일자에서 처음으로 ‘야오이특집’호를 내세운 것

이 그 시초라고 알려져 있다.11) 

이러한 작품들이 나타나게 된 요인으로서는 이미 1970년대 일

본의 소녀만화(少女漫畵)에서 소년간의 동성애적 관계를 중심으

로 한 미소년물 및 남성과 남성간의 파멸적이고 탐미적인 동성애

적 관계를 추구하는 JUNE계12) 작품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다만 미소년물과 JUNE계 작품이 상업지를 중심으로 

한 창작 작품으로 인간성의 탐구 및 특유의 탐미적인 미학을 추

구하는 분위기를 강하게 띄고 있었던 데에 반해, 야오이는 그러

한 의미 자체를 부정하고 기존 작품의 남성캐릭터 간의 관계성을 

동성애적으로 재해석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동인지를 중심

으로 나타난 야오이는 기존 원작의 패러디라는 점에서 보다 많은 

창작층과 팬층을 견인하여 동인문화의 확대 및 현재 여름과 겨울

의 이벤트마다 50만명에 이르는 인원을 동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코믹마켓(Comic Market)>의 저변 확대에도 큰 공헌을 했다. 

한편, BL은 보이즈 러브(Boys' Love)의 약자로 일반적으로 상

업적으로 출판된, 오리지널의 남성과 남성간의 동성애적 관계를 

JUNE계보다 보다 가볍고 밝게 다룬 작품군을 지칭한다. 이 용어

가 처음 사용된 것은 1990년대 중반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 야

오이와 대비되어 야오이는 주로 패러디나 2차 창작, 그리고 BL은 

상업출판된 작품을 가리키는 것으로 굳어졌다. 그러나 BL이 1990

년대 이후에 등장하였고, 야오이의 전성기였던 1980년대에 활동

했던 동인작가들이 프로작가로 데뷔하여 BL작품을 출판하는 사례

가 많았기 때문에 BL의 직접적인 기원을 야오이에서 찾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런 점에서 야오이는 2차 창작, 오리지널 작품 모

두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일본에서 탄생한 야오이는 일본의 동인문화에 그 근원

을 두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동인문화에도 만화동호회를 중심으

11) 일본어 위키피디아, http://ja.wikipedia.org, 검색어: やおい, 2012.10.19

    http://ja.wikipedia.org/wiki/%E3%82%84%E3%81%8A%E3%81%84, 

12) 1978년 창간된 여성을 위한 남성동성애 전문 만화잡지의 이름. 탐미적인 작

품경향으로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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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980년대 초반부터  유입되기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일반 독자

층이 야오이를 접하기 시작한 1990년대에 이르러 큰 영향을 끼치

게 된다. 하지만 야오이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일본 동인문화의 

영향으로만 환원할 수 없는 다양성을 보여주는 한국의 동인문화

를 그 자체로 분석이나 역사서술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야오이

와 BL이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원인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들

이 탄생한 배경으로서 일본 동인문화에 대한 고찰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노수인·남은지는 여성만화팬덤이라는 측면에서 왜 

여성만화팬들이 야오이를 즐겨 읽는지에 대해 인터뷰를 중심으로 

분석한다.13) 또, 박성희는 야오이의 대표적인 사례로 오자키 미

나미(尾崎南)의 ｢절애｣를 분석하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야오

이 수용상황을 설문조사를 통해 살피고 있다.14) 안은선은 한국보

다 먼저 동성애만화의 시장이 구축된 일본 BL만화의 구성 및 내

용을 논의하고 <코믹월드> 참관객을 대상으로 BL만화의 수용 현

황을 조사하고 있다.15) 이 세 논문 모두 수용자가 왜, 그리고 어

떻게 야오이텍스트를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논의하

고 있는 귀중한 연구결과로 평가할 수 있지만, 한국 동인문화의 

역사라는 맥락에 대한 언급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은 아쉽

다. 

한편, 한국 동인문화의 역사 및 현황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

는 논문으로는 앞에서도 소개한 박세정과 秋菊姬의 논문을 들 수 

있는데, 박세정의 경우 한국 동인문화의 역사 및 현황에 대해 개

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이 역시‘야오이패러디텍스트’의 젠더

적 함의에 대한 분석이 논문의 초점인 관계로 한국 동인문화의 

역사에 대한 서술이 면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16) 한편, 秋菊姬

13) 노수인,남은지, “여성만화팬들의 ‘야오이물’ 읽기: PC통신 만화동호회 회

원들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1998년 언론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문, 1998.

14) 박성희, “｢やおい(야오이)｣세계의 연구,”세명대학교 일어교육학과 석사학

위논문, 2005.

15) 안은선, ｢국내 동성애만화에 대한 현황연구: BL (Boys Love) 만화를 중심으

로｣, 한국만화애니메이션연구, 통권 24호(2011), pp.83-105. 

16) 박세정,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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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논문은 한국 동인문화의 초창기인 1980년대에 출판된 다양한 

동인지를 토대로 순정만화의 발달 및 동인지문화가 이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논증한 귀중한 논문이지만, 초점이 1980년대

에 맞춰져 있는 관계로 그 이후부터 2012년에 이르는 약 20여년

간의 시기에 대한 논의는 빠져있다.17) 

그렇다면 1990년대 한국의 동인문화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

를 겪었고 그 과정에서 야오이는 어떻게 수용되었으며 이후의 변

모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살펴

보도록 한다. 

Ⅲ. 1980년대: 한국 동인문화의 형성기

1990년대 한국 동인문화의 변모를 논하기 위해서는 1980년대 

한국 동인문화가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으며, 어떠한 성격을 

띄고 있었는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

해서 현재 참고가능한 학술적 문헌으로는 앞에서도 언급된 秋菊

姬의 논문이 유일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秋菊姬의 논문을 토대

로 간략하게 재구성하였음을 미리 밝혀두며, 앞으로 지속적인 사

례 수집이 절실함을 강조하고 싶다. 

우선 한국에 있어 최초의 만화동호회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는 명확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다만 1982년 만화동호회 

KWAC(Korea Woman Amateur Comics)가 자비출판한 동인지가 한국 

최초의 동인지였다고 秋菊姬는 밝히고 있다. 그 당시 한국만화시

장은 대본소체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고, 대여료가 빌려보

는 권수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보다 많은 권수

를 생산할 수 있도록 양산형의 만화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그 당시 군사정권은 문화 전반에 대한 엄격한 검열을 실시

하고 있었고 이는 만화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러한 현실 아래서 

17) 秋菊姬,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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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아마추어 작가들은 보다 실험적이고 자유롭게 자신들이 원

하는 만화를 그릴 수 있는 동인지를 중요한 활동근거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당시 만화동호회는 KWAC 이외에도 PAC(1983년), 아람, KGB 

(모두 1984년) 등이 잘 알려져 있는데 이들은 10명에서 25명 정

도의 회원으로 구성되었고 이들 동호회 간의 연합단체인 ‘크레

파스’도 만들어져서 매년 1번 정도 백화점 등에서 연합전시회 

및 소규모 동인지 판매를 행했다고 한다. 1980년대 후반에는 서

울을 중심으로 이미 7개의 만화동호회가 존재하였고 회원수가 

100명에 이르렀다. 

                그림 1. 아홉번째 신화 제 1호18)

이들 만화동호회의 회원은 프로작가를 포함하여 프로작가가 되

기를 희망하는 아마추어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단순히 취미로 

만화를 그린다는 사람은 극히 소수였다. 즉, 만화동호회는 만화

가를 지망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활동하면서 프로를 지향하

는 집단이라는 측면이 매우 강했다. 예를 들어 현재 한국 최초의 

18) Naver, www.naver.com, 검색어: 아홉 번째 신화, 2013, 02.20. 

    http://blog.naver.com/awingfaye?Redirect=Log&logNo=90102325800&from=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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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정만화잡지로 알려져 있는 9번째 신화(1985년 창간, 1987년 

3호로 폐간)는 대부분이 프로작가이긴 하지만 분명히 ‘만화동호

회 나인’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스스로도 제 1호에서 “국내 초

유의 순수만화동인지”19)라고 밝히고 있듯이, 실제 서점을 통해 

판매된 3호를 제외한 1,2호의 경우 동인지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

가 없다. 그리고 이러한 동인활동의 주체가 만화동호회였다는 점

은 한국 동인문화의 형성기에 있어 만화가 그 중심에 있었으며 

소설은 동인문화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의미한다. 

秋菊姬는 1970년대 일본소녀만화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기 시작

한 1980년대 한국의 순정만화, 그리고 그를 뒷받침했던 프로만화

가를 지향하는 만화동호회 중심의 동인문화에 대해 그 당시 군사

정권 및 남성중심적인 한국사회에서 억압되었던 여성들이 자신들

의 목소리를 표출할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매체였다는 점을 높

게 평가하면서, “여성만의 문화로서 탄생한 한국의 동인지문화

는 일본 소녀만화의 연애코드와 한국여성의 정치적 욕구를 포함

한 문화로서 정착했다”고 분석하고 있다.(2009: pp.69-70, 필자

번역)

IV. 1990년대: 야오이와 한국 동인문화의 새로운 흐름

 1. 1990년대 전반: 야오이의 수용과 PC통신   

군사정권이 무너지고 서울 올림픽이 개최된 1988년부터 1990년

대 전반까지 한국사회는 다양한 변화를 겪었다. 경제성장을 배경

으로 국민의 소비능력이 높아진 결과 문화산업이 태동하기 시작

한 시기이기도 했다. 해외여행의 자유화는 젊은 세대의 해외 경

험을 촉진했고 외국의 문화상품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켰다. 그리

19) Naver, www.naver.com, 검색어: 아홉번째 신화 제 1호, 2012.11.12.,    

http://blog.naver.com/awingfaye?Redirect=Log&logNo=90102325800&from=sect

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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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는 당시 공적으로는 수입이 금지되어 있었던 일본의 대중문

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 여성중심의 만화동인회가 주도하는 1980년대

의 동인문화와는 달리, 1990년대에 접어들어 전반적인 한국만화

의 활황기 속에서 동인문화는 야오이(Y물)의 수입과 PC통신의 발

달이라는 요인으로 인해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우선 1989년부터 

1990년대 전반기에 모던타임즈, 로망스, 댕기, WINK등 

순정만화 전문잡지가 잇달아 창간되면서 새로운 작가들이 대거 

프로로 데뷔, 활동하게 되었다. 이때 프로로 데뷔한 작가들의 대

다수가 80년대 만들어진 만화동호회에서 활동한 멤버들로, 제 3

세대로 분류되는 작가들이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만화동호회에

서의 활동을 바탕으로 순정만화전문잡지의 공모전을 통해 데뷔했

다. 실제 한국 최초의 대중적 순정만화잡지 르네상스에서 고정

적으로 그 당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던 만화동호회를 소개하

는 코너를 연재하였다는 사실20)은 아마추어가 중심이 되어 이끌

어나가는 만화동호회 활동이 만화잡지로 대표되는 프로페셔널한 

세계와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하겠

다.

물론 이는 순정만화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드래곤 볼>의 

인기를 바탕으로 소년만화잡지도 보다 넓게 보급되기 시작했고 

그 수도 늘어났는데, 이는 역시 만화동호회 활동을 통해 실력을 

닦은 신인 소년만화가들의 데뷔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예

를 들면 IQ점프(1988년 창간)는 초기에는 대본소시스템에서 성

장한 작가들을 중심필진으로 삼고 있었지만 1991년 창간된 소년

챔프의 경우, 만성적인 작가 부족을 일본소년만화의 번역 및 신

인작가를 기용함으로써 타개해 나갔다. 이 당시 데뷔한 작가로는 

유현, 양재현 등을 들 수 있는데, 해오름·그라피티·AAW 등의 

만화동호회 활동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은 일본만화의 

20) 구체적인 자료는 다음의 url을 참조하라. 선정우 "[칼럼:한국] 코믹플러스 ｢
만화문화교류기｣7회：｢나의 동인지 판매전 답사기①：한국의 동인지 판매전｣" 
http://blog.daum.net/mirugi/4874246, 201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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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즉, 만화산업의 발

달과 만화독자층의 확대와 분화에 바탕하여 다양한 장르에 특화

된 만화잡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동인문화라는 구도가 성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 바로 이렇게 증가한 만화독자층과 해적판을 통한 

다양한 일본만화의 유입이 창작만화동인이 중심이었던 한국 동인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게 되었다는 점 또한 확실하다. 즉, 팬덤

으로서 2차 창작이 중심이 되는 동인문화의 성립, 더 나아가 그 

당시 전세계적으로 점차 인기가 높아지고 있던 일본 대중문화에 

열광하는 오타쿠층의 탄생이라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림 2. 만화동호회 <해오름>의 회지 해오름IV (1998)21)

그리고 이것이 과거에 비해 보다 쉽게 확산되었던 배경에는 PC

통신의 보급이라는 현상이 존재한다. 1990년대 이후 ‘X세대’등 

소비사회적 징후가 보다 뚜렷해진 한국사회에서 젊은 세대의 일

부는 그 당시 아직 공식적으로 수입되지 않았던 일본의 만화와 

애니메이션, 게임 등을 밀수입하거나 해적판을 통해 접하게 되었

는데 이때 관련정보가 수집되고 교환된 것이 바로 PC통신이었다. 

한편, 일본 동인문화의 경우, 1980년대에 ‘아니파로(애니메 

21) Egloos, www.egloos.com, 검색어: 해오름, 201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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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アニメ・パロディ)의 준말)’와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에 등장하는 남성간의 성행위를 동반한 동성애적 관계를 묘사

하는 야오이가 큰 인기를 끌게 되면서 오자키 미나미, 고가 융

(高河ゆん), CLAMP 등, 2차 창작 동인 출신의 프로작가가 등장하

게 되었고, 이들의 상업 작품은 1990년대 초에  한국에 해적판 

형태로 소개되었다. 이들의 작품은 역사와 운명에 의해 희롱당하

는 남녀의 로맨스가 많았던 한국의 순정만화와는 완전히 다른 유

형의 만화로 한국 순정 만화팬들에게 매우 신선하게 받아들여졌

고 열광적인 팬이 발생했다.22) 특히 이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1993년 해적판이 출판된 오자키 미나미의 <절애>, 

<BRONZE>였다. 특히 많은 순정 만화팬들이 <절애>를 야오이 입문

의 계기로 꼽고 있다는 점에서 <절애>해적판의 출판이야말로 한

국에 있어 야오이의 수용과 정착을 생각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

건이다.23) 

그리고 이런 유행은 1991년에 서비스를 개시한 하이텔, 천리안

(1992년 개시), 나우누리(1994년 개시) 등의 PC통신상에 개설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공식적으로는 일

본대중문화 수입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규제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일본의 만화, 애니메 등으로 대표되는 오타쿠문화 뿐만이 아니라 

영화, 음악, 드라마 등의 팬들이 정보를 찾아 모여들었던 PC통신

은 그 당시 정보가 극히 한정되어 서울 및 부산 등 일부 도시지

역이 중심이었던 일본대중문화의 수용상황을 급격하게 변화시켰

다. 보따리장수 등을 통해 몰래 수입되었던 만화단행본과 잡지들

에 실려있던 정보들을 팬들 스스로가 번역하여 PC통신의 커뮤니

티에서 공유함으로써 보다 많은 팬층이 형성되었고, 더 나아가 

1990년대 초반 실시된 해외여행자유화로 인해 이들 팬들은 직접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의 만화, 애니메, 게임 등을 입수할 뿐만 

아니라 직접 일본의 대규모 동인 이벤트인 ‘코믹마켓(Comic 

22) 실제 이 당시 필자는 PC통신의 한 순정만화동호회에서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

었는데 이 당시 같이 활동하던 사람들 중에는 고가 융 및 클램프작품의 열광

적인 팬이 많았다. 

23) 차효라, 앞의 논문, p.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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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등을 방문하여 동인지를 구입하기도 했다. 

야오이가 한국에 수입된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남

아있지는 않다. 하지만 힌트가 되는 것은 한국 순정만화 제 2세

대와 제 3세대 사이에 데뷔한 이정애의 사례이다. 그녀는 기존의 

순정만화와는 달리 남성과 여성이라는 젠더 규범을 넘어선 제 3

의 성을 지닌 주인공들의 연애와 인간관계에 초점을 맞춘 작품을 

발표해 왔다. 특히 1990년부터 르네상스에 연재한 <루이스씨에

게 봄은 왔는가?>에서는 19세기 영국을 배경으로 남성등장인물들 

간의 연애를 직접적으로 묘사하여 센세이션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정애는 스스로 자신이 일본의 만화 및 실험성이 높은 동인지에

서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공언하고 있다24)는 점에서 야오이가 한

국에 수입되기 시작한 시점을 생각할 때 참고가 된다. 이정애 본

인이 자신의 작품을 ‘야오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

지만 팬들은 그녀를 ‘한국형 야오이’를 창작한 최초의 만화가

로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야오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선정우는 이미 1995년 즈음에는 

PC통신에서 그가 만들어낸 용어인 ‘Y물’이 통용되기 시작했다

고 밝히고 있다.25) 따라서 1995년 이전에 이미 야오이라는 용어

는 수입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야오

이라는 용어가 일본어적인 뉘앙스가 강하다는 점과 그 뜻을 유추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호모물’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존재했고 

역시 그 약어로 ‘H물’이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Y

물, H물 모두 현재는 사용되지 않으며 야오이와 BL이 현재는 보

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PC통신에 의한 야오이의 전파에는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한다. 

첫째, 야오이 작품의 소개와 정보가 공유되었다(어디서 구입할 

수 있는지 등)는 측면과 둘째, PC통신의 기술적인 특징에서 유래

한 텍스트(소설) 중심의 야오이 번역이라는 측면이었다. 1990년

24) 노수인, 앞의 논문, p.27.

25) 선정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Y물과 건전의 유래”http://blog.daum.net/

    mirugi/4874230,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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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반에는 PC통신을 이용한 2차 창작이 점점 퍼져나갔는데 유

선전화망을 사용하여 접속시간이 길어질수록 요금이 증가하는 PC

통신의 경우, 파일의 용량이 크기 때문에 전송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이미지보다는 텍스트를 송수신하는데 더 적합하였기 때문

이다. 즉, 만화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던 한국의 동인문화에서 소

설(텍스트)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흐름이 등장하여 점차 확산

되어가는 계기로서 PC통신이 큰 역할을 하였다. 

특히 2차창작으로서 소설은 PC통신의 보급과 함께 급격하게 증

가하였다. 한국에 있어 최초로 2차 창작으로서 야오이작품-동인

지 및 2차 창작 소설 등-이 대량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일

반적으로 <슬램덩크>로 간주되고 있다. 1991년 창간된소년챔프
는 창간호부터 <슬램덩크>를 별책부록으로 연재하기 시작하여 당

시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던 NBL(미국프로농구)의 붐에 힘

입어 크게 인기를 얻었다. 그리고 이는 기존의 소년만화 독자뿐

만이 아니라 여성독자에게도 어필하였다. 비슷한 시기, 일본의 

동인에서도 <슬램덩크>는 큰 인기를 누리기 시작하여 1990년대 

중반까지 그 인기가 지속되었다. 더 나아가 1998년에 애니메이션

판이 한국에서 방영된 것을 계기로 <슬램덩크>의 한국내 인기는 

더더욱 높아졌다. 일본의 <슬램덩크>동인지를 개인이 입수하여 

번역한 후 이를 동인이벤트나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하는 소위 

‘번역동인지’를 전문으로 발행하는 동인서클이 등장한 것도 

<슬램덩크>가 처음이었다.26) 

그 외에도 1991년, 해적판으로 출판된 다나카 요시키(田中芳

樹)의 <은하영웅전설>은 남녀모두에게 인기를 끌었고 여기에 영

향받은 패러디소설이 PC통신을 중심으로 인기를 모았다. 이렇게 

PC통신상에서 패러디소설이 널리 인기를 얻었던 사례로는 1996년 

방영된 <마법소녀 리나>도 포함되는데, 이 애니메이션은 남녀시

청자 모두에게 큰 인기를 얻었고 PC통신상에서 패러디소설이 융

26) 실제 1994년 시점에 이미 한국의 열광적인 <슬램덩크>팬들은 일본에 건너가

서 동인이벤트 및 동인지 전문 중고서점에서 <슬램덩크>동인지를 구입하고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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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 장르로서 여전히 기억되고 있다.27) 그러나 이 당시 패러디

소설의 작가나 독자층 모두 남성과 여성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

에 야오이적인 패러디작품에 대해서 커뮤니티 내부에서 찬반양론

이 갈리게 된 결과, 남성팬들과 여성팬들이 분화되기도 했다. 

그림 3. ACA 제 1회 공모전 당선작 모음집 (1997)28)

이처럼 PC통신과 함께 소설중심의 2차 창작을 행하는 새로운 

동인문화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나, 동인이벤트는 여전히 

1980년대의 흐름을 이어온 만화동호회 중심의 흐름이 대세를 이

루고 있었다. 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1989년 창립된 이

후 2005년 마지막 행사를 끝으로 막을 내린 만화동호회의 연합서

클 ACA (Amateur Comic Association)였다. 10대~20대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었던 만화동호회간의 연합체로

서 1990년 2월에 열린 첫 연합전시회를 시작으로 ACA는 이후 한

국 동인문화의 상징적인 존재로 활동하게 된다. 1990년대 열린 

동인이벤트를 대표하는 ACA는 강한 프로지향과 함께 창작만화를 

27) 한국에서 평론을 다루는 동인지는 극히 적지만 장은선이 쓴 한국 슬레이어

스 팬픽사(2007, 현재 ebook으로 구매가능)라는 예외가 존재한다. 이 책에서

는 PC통신에 투고된 마법소녀 리나의 팬픽을 망라하고 PC통신상의 커뮤니티

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전체적으로 고찰하여 출판 당시 한국의 동인계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28) Egloos, www.egloos.com, 검색어: ACA, 공모전, 201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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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시하여 소설에 대해서는 2차 창작뿐만이 아니라 창작소설이라

고 해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29) 2차 창작은 만화, 애니메, 

게임 등 일본작품을 대상으로 한 것이 많다는 점이 문제시된 한

편, 대부분의 참가자가 만화동호회 출신인 ACA에서 소설은 만화

에 포함되지 않는 독자적인 장르라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이러

한 ACA의 태도는 당시 한국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던 ‘문화

산업으로서 만화’라는 관점에 영향받은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직접 만화산업과 연결되지 않는 2차 창작은 그 경제적 효과가 낮

고 일본 대중문화와 관련이 깊다는 점에서 한국문화산업의 경쟁

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무런 가치도 창출될 수 없었기 때문이

다. 

그림 4. Pig Wash의 패러디동인지 (1997)30)

그러나 이 당시 점점 더 2차창작(소설을 포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던 상황에서 ACA와는 다른 새로운 동인이벤트가 만들

어졌다. 1996년을 전후하여 2차 창작과 소설동인에 대한 입장 문

29) 한국 최초의 창작BL소설 동인지는 1994년 열린 ACA연합전시회에서 동호회 

<삼인칭의 네버랜드>가 판매한 동명의 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를 계기

로 이후 ACA에서는 소설동인지의 판매를 금지하게 된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

음의 url을 참조하라: 엔하위키미러, 보이즈러브, http://mirror.enha.kr/

    wiki/%EB%  B3%B4%EC%9D%B4%EC%A6%88%20%EB%9F%AC%EB%B8%8C, 2013.2.26.  

30) Egloos, www.egloos.com, 검색어:Pig Wash, 201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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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ACA에서 분화된 일부의 동인인구가 <블랙체리전>, <게토

전>, <NOH전> 등의  독자적인 이벤트를 개최하게 되었다. 창작만

화, 프로지향의 입장을 견지하는 ACA에 반발한 일부 작가와 팬들

이 번역동인지와 소설동인지를 판매할 수 있는 이벤트로서 이들

을 창설하여 참가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번역동인지의 대부분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2차 창작의 동인지로서 자연히 이 이벤트들에

서는 만화와 소설의 2차 창작으로서 야오이와 함께 한국의 창작

소설동인지도 함께 판매되었다. 

그림 5. 건전소녀의 슬램덩크 번역동인지 Delta (1999)

또 1996년을 전후하여 PC통신을 중심으로 한국의 제 1세대 남

성아이돌그룹 (H.O.T와 젝스키스 등)의 팬픽 붐이 일어났다. 주

로 10대 소녀를 중심으로 열광적인 팬덤을 낳은 이 아이돌그룹에 

대한 팬활동으로서 팬픽은 청소년문화의 일부를 이루는 등, 큰 

인기를 누리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도 지적되어야 할 점은 1980

년대 한국에서 <쟈니스계>로 불리는 일본이 남성아이돌 팬덤이 

한국에서도 발생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일본의 

야오이동인지가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수입, 번역되고 있었

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2. 1990년대 후반: 청소년보호법의 시행과 <코믹월드>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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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같이 두 가지 흐름이 형성되기 시작한 1990년대 

전반의 동인문화는 1997년 청소년보호법의 시행으로 인해 큰 타

격을 입었다. 청소년보호법은 유해한 환경과 매체물에서 청소년

을 보호한다는 목적 하에 만들어졌지만 그 시행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군사정권 당시부터 심의를 행해온 

<사단법인 간행물윤리위원회>를 법률상의 기관으로 격상시키고 

심의 결과에 따라 수정뿐만 아니라 해당 작품의 폐기도 명할 수 

있는 사법권을 부여한 점, 그리고 유해매체물의 조건이 매우 애

매하고 포괄적이라는 점이 문제시 되었다. 

그러나 당시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보도되고 있었던 청소년의 

성문제와 폭력사건 등의 주범으로서 만화, 특히 일본만화의 악영

향이 강조된 결과, 한국의 만화계에서 맹렬하게 항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화산업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특히 성인만화

를 발표해온 중견작가들 중에는 이로 인해 구속되거나 절필을 선

언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그 영향으로 당시 발행되고 있었던 

한국의 성인만화잡지는 대부분 폐간하게 되었다. 이는 작가의 창

작의욕을 꺾는다는 직접적인 결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작가들에

게 경제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성인을 위한 매체가 발달하지 

않은 한국의 상황에서 <청소년유해매체>로서 지정된다는 것은 판

매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도 의미하는 것

이었다. 실제로 그 결과, 한국의 만화시장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에 의해 만화동호회를 중심으로 형성되어온 한국

의 동인문화도 크게 동요하였다. 프로지향이 강했던 한국의 만화

동인에 있어서 만화 표현의 자유가 약화될 뿐만 아니라 만화시장

의 축소를 가져온 이 법률의 시행은 동인문화의 발전에 대해서도 

커다란 벽이 되었던 것이다.31) 

한편 소설중심의 이차창작에서는 PC통신과 인터넷이 아직 젊은 

31) 실제로 1999년 말의 ACA판매전에서 남성간의 키스신이 있다는 이유로 판매중

지라는 처분을 받았다는 증언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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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의 전유물이었다는 점으로 인해 엄격한 규제에 바로 노출되

지는 않았다. 이러한 소설중심의 새로운 동인문화의 흐름은 만화

에 대한 엄격한 규제에 의해 기존의 만화동호회 중심의 동인문화

가 약화되기 시작했을 무렵, 일본대중문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세대에 의해 새로운 소녀들의 하위문화로서 나타나게 되었

다. 그리고 그 당시 한국사회에서도 본격적으로 등장한 남성아이

돌을 대상으로 한 아이돌팬픽은 만화동인 및 이러한 번역, 소설

동인과는 다른 보다 대중적인 맥락에서 보다 젊은 연령층 (중고

등학생 중심)에 의해 PC통신에서 공유되면서 큰 인기를 누리게 

되었다.32) 

다만 ACA의 쇠퇴가 온전히 청소년보호법과 같은 정부의 규제로 

인한 결과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보다 본질적인 원인은 ACA, 그

리고 만화동인의 내부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팬문화의 성

장에 의한 팬덤의 일부로서 2차 창작의 증가, 즉 1차 창작만이 

아닌 2차 창작을 기존의 만화동인문화 안에 어떻게 위치지울 것

인가를 둘러싼 갈등이었다. 

1980년대의 만화동호회에서 발생한 한국의 동인문화는 창작만

화를 중시하는 경향이 매우 강해서 소설과 2차 창작은 암묵적으

로 창작만화보다 열등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ACA가 발

족된 이후 이러한 경향은 점차 더 강해져서 소설작품과 2차 창작

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몇 번이나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기

본적으로 ACA판매전은 창작만화 중심의 이벤트로서의 성격이 강

했으므로, 소설과 2차 창작은 환영받지 못했다. 또한, ACA판매전

에서는  회원서클과 비회원서클을 구분하여 회원을 우대하였는

데, ACA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회비를 지불할 뿐만 

아니라, ACA의 다양한 활동에도 참가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었

다. 이렇게 ACA는 개인보다는 서클 중심의 활동이 중심이었으며, 

발행되는 동인지의 대부분이 현재의 동인이벤트에서 주류를 이루

32) 이 당시 팬픽의 인기는 최근 방영되어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 <응답하라 

1997>에서도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당시 여고생이었던 주인공은 인기남성 

아이돌그룹의 팬픽을 써서 그것을 PC통신에서 공유하는 것을 취미로 삼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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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인지가 아니라 200페이지 전후의 창작만화앤솔로지의 형태

를 취하고 있었다. 따라서 1990년대 전반기부터 활성화되기 시작

한 2차 창작 인구를 ACA가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9년, 일본기업인 DELETA가 모체인 <코믹월

드> 제 1회가 개최되었다. 평균 2개월에 1회 개최되는 코믹월드

는 참가비만 지불하면 누구라도 참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창

작과 만화지향이 강한 ACA와는 달리 2차 창작을 전면적으로 허용

하는 방침으로 폭넓은 지지를 받게 되었다.33) ‘참가비만 내면 

누구라도 간단히 참가할 수 있다’라는, 2013년 현재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전제가 만화동호회의 연합체였던 ACA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본기업이 주최하는 코믹월드에 의해 처음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컬한 동시에 1980년대 이후 2차 창작 

중심으로 변화한 일본 동인문화의 침투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

로 볼 수 있다.34) 이 당시 소위 대세였던 장르로 손꼽히는 것은 

｢봉신연의｣와 ｢바람의 검심｣ 등으로 2차 창작이 수적으로 우세를 

점하고 있었으며 동인지의 형태도 점차 만화동호회 중심의 회지

보다는 개인이나 소수의 지인이 모여 출판하는 개인지의 형태가 

늘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코믹월드도 ACA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만화중심이라는 

입장을 유지하여 2차 창작소설에 대해서는 허가하고 있지만 창작

소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참가를 금지해 왔다.35) 이 점에서는 

코믹월드도 ACA와 같이 만화중심이라는 입장에는 큰 차이가 없다

고 할 수 있다. 야오이를 중심으로 한 2차 창작만화를 그리고 공

유하고자 하는 인구를 주 타겟으로 한 코믹월드는 2013년 현재, 

한국 동인이벤트의 대명사가 된 반면, ACA는 2005년의 판매전을 

최후로 막을 내렸다. ACA 내부의 문제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

33) 미상,  “코믹월드와 ACA-ACA는 왜 코믹에 졌는가”,  http://ress.egloos

    .com/m/1694944, 2012.11.13.

34) 박세정, 앞의 논문, pp.29-30.

35) 2차 창작 소설에 대해서는 원작이 만화, 애니메, 게임인 경우 묵인하고 있

다. 창작소설에 대해서는 창작소설이벤트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이유로 금지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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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져 있지만, 참가자의 입장에서 보면 동인문화의 흐름이 변화하

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측면이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소설동인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가? 1990년대 

중반 이후 개최되기 시작한 <블랙체리전> 및 <게토전> 등 소설관

련 이벤트 및 PC통신을 중심으로 한 야오이소설동의 인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견 만화동인에 비해 순조롭게 성장한 것 같은 

이 흐름도 2000년에 큰 벽에 부딪히게 된다. 2000년에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와 건전한 정보통신질서의 확립에 관한 법률>은 

유해정보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 콘텐츠에 등급을 

부여하여 청소년의 접속을 막는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유해정보에 

<동성애>라는 항목이 포함된 것이다. 2차 창작의 대부분이 야오

이이고, 점차 창작BL소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한국의 상황에서 

이 규제는 큰 위기를 의미했다. 이 법률은 동성애를 다른 작품도 

청소년에 유해한 표현으로서 규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에서 보면 야오이는 물론, 팬픽 등도 동성애적인 관계를 묘

사한다는 점에서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법률이 

시행된 당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시민운동단체뿐만 아니라, 

야오이와 팬픽 사이트 운영자들도 사이버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

가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결국 법률은 그대로 시행

되었고 많은 야오이 및 팬픽사이트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

었다. 

그리고 이 흐름은 PC통신 이후 당시 보급되기 시작했던 인터넷

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던 야오이와 BL붐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출판만화는 포장과 경고 문구를 표시하면  청소년의 구

입을 막을 수 있는 기본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PC통신과 인터넷에서는 청소년의 접속을 막는 것은 그리 쉬운 일

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한 연령인증만으로

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이유

로, 정부는 그 책임을 관련 사이트가 실려 있는 PC통신과 인터넷

사이트에 묻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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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야오이를 포함한 동성애를 취급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성의식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성묘

사를 포함하지 않아도 엄격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이

상의 규제는 야오이 뿐만 아니라 팬픽사이트에도 대부분 해당하

는 것으로 실제 신문기사를 살펴보면 2000년도부터 야오이 및 팬

픽에 대해 극히 부정적인 논조(주로 청소년에 대한 악영향을 그 

이유로 들고 있음)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36) 

이런 상황에 대해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야오이소설 및 창작소

설동인들이 택한 전략은 엄격한 비밀주의였다. 야오이가 주내용

으로 하고 있는 동성애가 법률적으로 규제되는 유해한 콘텐츠로

서 사회적으로 낙인찍히는 상황에 대해, 많은 소설동인작가 및 

팬들은 철저한 비밀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인터넷상의 커뮤니티 

및 창작BL소설만을 취급하는 동인이벤트(<BNB> 등)를 만들어 그 

안에서 활동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ACA는 물론이고 코믹월드에서

도 판매가 어려웠던 창작BL소설이 중심이 되는 이러한 싸이트들

은 흔히‘성인동’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들은 2013년 현재도 대

부분이 외부자의 접근을 거부한 채 철저한 비밀주의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다.  

1980년대에 형성되어 1990년대, 창작만화동인을 비롯한 2차 창

작중심의 팬문화적 동인문화 등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었던 한국

의 동인문화는 결국 정부의 법률적 규제에 의해 만화동인과 소설

동인 모두가 큰 타격을 입었고 이는 2000년대 이후로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V. 맺음말

지금까지 1990년대 한국 동인문화의 변화를 야오이의 유입 및 

36) 강수진, 일간스포츠 “日 성인만화 무방비 노출: ‘고교생 절반이 구독’ 보 

고서 충격”, 일간스포츠, 2000년 9월 21일, 링크는 다음을 참조.

   http://203.241.185.12/asd/read.cgi?board=BOARD&y_number=41&nnew=1. 

2012.11.30



286

그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한국의 동인

문화는 일본소녀만화의 강한 영향을 받아 1980년대에 꽃핀 한국

의 순정만화를 배경으로 발생하여. 창작 및 프로지향의 만화동호

회를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서 한국 대

중문화 전반에 걸친 팬문화의 성장과 함께 ｢절애｣등 일본의 야오

이, BL작품의 수입과 함께 2차 창작으로서의 동인문화라는 새로

운 흐름이 만들어져 PC통신을 중심으로 퍼져나갔다. 그러나 기존

의 창작만화동인은 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1997년 청소년보

호법의 시행과 1999년 코믹월드의 등장에 의해 점차 약화되어 갔

다. 한편, 2차 창작과 소설동인, 팬픽은 1990년대 후반부터 PC통

신과 인터넷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게 되었지만 2000년의 인터넷 

규제에 의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그리고 창작 BL소설동

인은 정부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철저한 비밀주의에 기반하여 독

자적인 판매전을 정기적으로 열 정도의 규모로 성장하였다. 2013

년 현재, 한국의 동인문화는 일본 동인문화의 세계화에 기반한 

한국동인들의 일본 진출37) 및 웹툰의 형태로 발표되는 아마추어 

만화의 증가를 제외하면 대략적으로 이러한 흐름이 여전히 유지

되고 있다. 

그리고 앞에서 다룬 변화 중에서도 야오이의 수용과 정착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선행 연구에서 

논의되었던 것처럼 내용적 측면에서 남성과 남성간의 동성애적 

관계를 성적인 표현과 함께 묘사하는 야오이는 그때까지 남녀간

의 로맨스를 플라토닉한 표현을 중심으로 그려왔던 한국의 순정

만화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표현으로서 한국의 여성만화팬들

에게 충격을 주었다. 둘째, 2차 창작으로서의 측면에서 야오이

는, 이들에게 프로작가를 지망하지 않아도 팬 활동의 일환으로서 

창작이 주는 즐거움과 가능성을 발견하는 계기로서 기능하였다. 

37) 한국의 만화동인(2차 창작 중심)의 일본 동인시장 진출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대세로 보인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Hyojin Kim.“Crossing Double 

Borders: Korean Female Amateur Comics Artists in the Globalization of 

Japanese Dojin Culture,”International Journal of Comic Arts, Vol.13, 

No.2, 2011. pp. 116-133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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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90년대 후반이 되면 일본에

서 급속하게 성장한 BL만화, 소설이 정식으로 한국에 번역, 출판

되기 시작하여 야오이 팬층의 증가에 크게 기여하였다.38) 

그러나 바로 그 이유로 야오이는 한국사회 뿐만이 아니라 한국

의 만화계와 동인문화에 있어서도 문제시되어 왔다고 할 수 있

다. 우선, 야오이의 내용이 성행위 묘사를 포함하는 남성간의 동

성애라는 점은 여성의 섹슈얼리티뿐만 아니라 성표현에 있어 매

우 엄격한 한국사회에서 항상 문제시되어 왔다. 또한 저작권 문

제를 항상 동반하는 2차 창작, 그리고 그 대부분이 일본의 콘텐

츠를 대상으로 삼은 야오이가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한

국의 만화관계자들, 더 나아가 동인들조차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

는 경우가 많다. 어디까지나 팬의 취미활동인 2차창작이 증가함

에 따라 기존의 프로를 지향하는 창작동인들의 품이 소수파가 된 

결과, 한국 동인문화 전반의 질적인 저하가 초래되었다는 것이

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 일본대중문화가 공식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었던 1990년대 한국에서 야오이의 수용과 정착이 새로운 표현

을 원하는 여성들의 능동적인 노력에 바탕하여 행해졌고 또 한국

의 동인문화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었다는 점은 간과되어 왔다. 

또한 한국의 만화계에서 야오이와 야오이 팬은 어디까지나 팬문

화의 일종으로서만 취급될 뿐, 그 수용의 역사와 영향은 제대로 

연구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39) 

본 논문은 야오이에 대한 전형적인 비판 대신, 한국 동인의 역

사에서 야오이가 지녔던 의미와 가능성을 재평가하고자 한 시도

38) 2차 창작으로서 야오이는 저작권의 문제 등으로 인해 공식적인 수입은 어렵

지만 창작 작품인 BL은 성인용이라는 카테고리로 성행위의 묘사에 약간의 수

정이 더해진 후 한국 출판사에 의해 정식으로 출판되어 왔다. 

39) 박인하·김낙호는 <인디, 언더만화>와는 별개로 순정만화의 흐름의 일부로서 

“속칭야오이물로 대표되는 매니아지향의 문화가 새롭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90년대가 저물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다.박인하·김낙호, 한국현대만화사

, 두보북스, 2012, p.237, 작가지향의 창작동인만화는 동인문화의 일부라기 

보다는 만화운동의 일부로서 파악하는 한편, 팬중심의 동인문화 및 야오이와

는 선을 긋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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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실제로 사회적으로 어떠한 평가를 받는다고 해도 1990년대 

한국에 있어 동인문화의 변화는 야오이의 수용과 정착에 의해 촉

발된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 

<코믹월드>가 중심이 된 만화동인과, 온라인 중심의 창작소설동

인 및 팬픽이 별도의 영역을 이루고 있는 상태의 원점이 1990년

대에 일어난 변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1990

년대에 일어난 야오이의 수용과 정착이 한국의 동인문화에 끼친 

영향이 지대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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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orean Dong-in Culture and Yaoi: Focusing on the Changes in the 

1990s

Kim, Hyojin 

In this article, I analyze Korean Dong-in culture and its relationship 

with Yaoi, focusing on the changes in the 1990s. While Korean 

Dong-in culture has developed under the influence of Japanese 

Dojin culture, it is not well-known that Korean Dong-in culture has 

its own characteristics, reflecting the unique situations surrounding 

the Korean society. The reason that I pay attention to the changes in 

the 1990s is that they have created the foundation of the current 

Korean dong-in culture through changes such as the import and 

reception of Yaoi, the creation of ‘virtual community’ in PC 

telecommunication, the enforcement of Juvenile Protection Law, and 

the inauguration of ‘Comic World,’ Among them, the import and 

reception of Yaoi, a genre characterized by homosexuality including 

sexual relationship and fanwork, played a decisive role in the change 

of dong-in culture from manwha circle by highly motivated amatuer 

artists to fandom. 

The circumstances that original manhwa dong-in by manwha circle 

and Yaoi by manhwa fandom coexisted by the mid-1990s, the 

enforcement of Juvenile Protection Law and the lift of ban on 

Japanese popular culture rapidly weakened original manhwa dong-in. 

Also, the popularity of Comic World as a new type of dong-in 

events reflected the spread of fanwork as a new trend of Korean 

dong-in. In summary, the import and reception of Yaoi should be 

considered as one of the important changes in the 1990s Korean 

Dong-in culture, because 1) Korean women considered Yaoi as a 

liberating subculture by its powerful contents-homosexuality with 

sexual relationship, and 2) Yaoi succeeded in attracting new 

population favoring fanwork as a major trend in Korean Dong-in, 

differentiated from original manhwa circle population. 

Key Word : Dong-in Culture, Fanzine, Yaoi, BL (Boys’ Love), the 

opening of the south Korean market to Japanese popular culture,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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