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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20세기 초 미래주의 화가 중 일부는 2차원 그림에 ‘속도감’과 ‘역동성’을 표
현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림 속 이미지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한
속도감과 역동성의 표현은 다양한 시각적 기호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움직임
을 나타내는 시각적 기호는 만화에서 중요한 운동표현의 선으로 정착하였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은 토리야마 아키라의 <드래곤볼>은 속도감과 역동
성이 강조되어 있는 액션장르의 만화로써, 운동표현에 관한 선을 연구하기에
좋은 작품이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용어사전과 <만화 애니메이션 사전>
에는 운동표현에 관한 선으로 속도선, 동작선, 효과선의 세 용어가 있지만 문
맥적으로 의미가 유사해서 구분해 사용하기에는 쉽지 않은 면이 있다. 본 연
구에서는 <드래곤볼>의 운동표현에 관한 선을 연구하기위해 기존의 운동표현
에 관한 선의 의미상 문제점을 밝히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운동표현에 관한 선을 기호적인 관점에서 분류하고 쓰임에 맞
추어 새롭게 정의하고자 하였으며, 기존의 속도선, 동작선, 효과선에서 잔상선
을 추가하여 네 가지 선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속도선은 ‘움직이는 대상의
운동표현을 속도성의 개념으로 표현한 선’으로 정의하였다. 표현함에 있어서
속도선이 대상의 형태와 결합했을 때는 직접속도선, 대상의 배경과 결합했을
때는 간접속도선으로 세분하였다. 두 번째, 동작선은 ‘움직이는 대상의 이동형
태나 이동경로를 단순화시킨 선’으로 정의하였다. 세 번째, 효과선은 ‘움직이
는 대상의 운동표현을 감각적 표현 혹은 감정적 표현으로 강조하는 선’으로
정의하였다. 네 번째, 잔상선은 ‘느리게 움직이거나 흔들리는 대상의 운동표현
을 잔상효과로 표현한 선’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용어는 <드래
곤볼>의 운동표현에 관한 선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드래곤볼, 속도선, 동작선, 효과선, 잔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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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0세기 초 미래주의 화가 중 일부는 2차원 그림에 ‘속도감’
과 ‘역동성’을 표현하고자 시도하였다.1) 그림 속 이미지가 움
직이는 것처럼 보이도록 보이기 위한 속도감과 역동성의 표현은
다양한 시각적 기호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시
각적 기호는 만화에서 중요한 운동표현의 선으로 정착하였다.
토리야마 아키라의 <드래곤볼>은 2012년까지 약 3억 5천만 부
이상의 판매를 보이며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 만화 <드래곤볼>
은 주인공(손오공)이 소원을 들어주는 용신을 불러내기 위해, 7
개의 구슬을 찾아가는 모험만화이다. 만화 속에 등장하는 초인적
인 캐릭터들은 속도감 있고 매우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작가는
다양한 운동표현의 선을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드래곤볼>은 만화의 운동표현에 관한 선을 분석하기에
좋은 작품으로 판단된다.
<그림 1>은 <드래곤볼> 속 운동표현의 선을 보여주는 그림 중
하나로 A인물이 B인물의 얼굴을 주먹으로 빠르고 강하게 때리는
장면이다. 이 한 칸 안에는 대표적인 네 개의 운동표현의 선이
쓰이고 있다. 주먹에 맞는 강한 타격효과를 강조하는 선(ⓐ), 빠
른 속도로 휘두르는 주먹을 강조하는 선(ⓑ), 배경에서 인물들의
속도감을 강조하는 선(ⓒ), 몸의 떨림을 강조하는 선(ⓓ)의 운동
표현에 관한 선들이 그려져 있다. 하지만 기존의 운동표현에 관
한 선에 대한 용어만으로는 명확히 구분해 정의하기 쉽지 않다.

* 제 1저자: 조대호, 교신저자: 박경철.
1) 김창숙, “속도감과 시간성의 심상 표현에 관한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
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9, 8), p.12.

155

그림 1. <드래곤볼>에 나타난 운동표현에 관한 다양한 선

현재까지 만화에서 사용하고 있는 운동표현에 관한 선에 대해
찾아보면, <한국만화영상진흥원2)>의 용어사전과 <만화 애니메이
션 사전>에‘속도선’, ‘동작선’, ‘효과선’의 세 용어가 정
의되어 있다. 하지만 세 용어가 문맥적으로 유사한 의미를 가지
고 있어 <드래곤볼>에 나타난 운동표현에 관한 선을 구분해 내기
란 쉽지 않다. <표 1>은 기존 용어인 ‘속도선’, ‘동작선’,
‘효과선’의 내용과 핵심적인 내용을 표로 만든 것이다. ① 속
도선의“움직이는 대상의 속도감을 표현하기 위해 넣은 선”을
“속도감을 표현하기 위해 넣은”으로 함축하였으며, ② 동작선
의“움직이지 않는 등장인물이나 사물의 주변에 움직이는 방향으
로 선을 추가로 그려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더해 주는 보조선
또는 효과선”을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더해주는”으로 함축
하였으며, ③ 효과선의 “인물이나 배경 따위의 움직임에 방향,
속도 등을 더해주기 위해 그려 넣는 선”을 “방향, 속도 등을
더해주기 위해 그려 넣는”으로 함축하였다. <표 1>을 보면 세
용어의 핵심적인 내용이 “속도감표현”, “움직이는 느낌”,
“방향과 속도”로 문맥적으로 구분해 사용하기가 매우 애매하
다.

2) 디지털만화규장각, 원본 URL; http://www.kcomics.net/search/codic_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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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이름

내 용

핵심적인 내용

①

속도선

움직이는 대상의 속도감을 표현하기
위해 넣은 선

속도감을 표현하기
위해 넣은

②

동작선

③

효과선

움직이지 않는 등장인물이나 사물의
주변에 움직이는 방향으로 선을
추가로 그려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더해 주는 보조선 또는 효과선
인물이나 배경 따위의 움직임에 방향,
속도 등을 더해주기 위해 그려 넣는
선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더해주는
방향, 속도 등을
더해주기 위해 그려
넣는

표 1. 기존의 운동표현에 관한 선의 핵심적인 내용

가령 <드래곤볼>의 한 컷인 <그림 2>와 같이 <장면 1>의 A인물
이 뛰어오르는 운동표현에 관한 선(ⓐ)의 용어를 지칭하고자할
경우, 기존의 속도선(속도감을 표현하기 위해 넣은), 동작선(움
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더해주는), 효과선(방향, 속도 등을 더해
주기 위해 그려 넣는) 중 어떤 용어를 선택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즉 용어의 정의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드래곤볼>의 운동표현에 관한 선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드래곤
볼>에 나타난 운동표현에 관한 선을 쓰임에 맞추어 명확히 구분
이 가능하도록 새롭게 정의하고, 만화의 운동표현에 관한 선에
대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는데 있
다.

그림 2. 기존의 운동표현에 관한 선에 대한 선택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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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범위 및 방법
만화 속‘움직임’에는 ‘시간’의 속성이 있다. <드래곤볼>의
칸 안에도 다양한 시간의 흐름을 표현해주는 기호들이 존재한다.
칸 안의 시간은 다양한 운동표현을 나타내는 시각적 기호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운동표현을 위한 선은 칸 안의 시간을 결정하
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선을 사용함으로써 움직이는 대상
을 빠르게 또는 느리게 표현이 가능하며, 이러한 속도의 차이는
시간의 차이를 나타낸다. 이러한 시간적 차이는 개념적 설정이기
때문에 정확히 몇 초 단위로 정의할 수 없지만, ‘아주 빠름’,
‘빠름’, ‘보통’, ‘느림’, ‘아주 느림’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운동표현에
관한 선의 시간을 아주 빠름, 빠름, 보통, 느림, 아주 느림 5
가지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선의 시간은 한 칸 안에서도 빠르게
움직였다가 느려지는 등의 다양한 속도표현이 한 번에 복합적으
로 나타날 수도 있다.
<드래곤볼> 속 운동표현에 관한 시각적 기호의 요소는 선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존재한다. 상황을 극적으로 보이기 위한 칸의
형태, 효과음이나 대사, 때로는 인물의 형태 자체가 운동표현을
위한 시각적 기호의 요소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운동표현
에 관한 선에 대한 연구이기에 운동표현에 관한 선이 아닌 요소
들은 연구에서 제외시켰으며, 인물의 움직임을 강조하고 있는 운
동표현에 관한 선으로 범위를 제한하였다. 또한 어떤 대상의 형
태적인 요소가 아닌 인물의 움직임을 강조하기 위한 선의 다양한
쓰임에 따라 분류하였다.
<드래곤볼>의 운동표현에 관한 선은 속도선, 동작선, 효과선,
잔상선의 네 가지 선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속도선은 ‘움직
이는 대상의 운동표현을 속도성의 개념으로 표현한 선’으로 정
의하였다. 표현함에 있어서 대상의 형태와 결합할 때는 직접속도
선, 대상의 배경과 결합할 때는 간접속도선으로 세분하였다. 두
번째, 동작선은 ‘움직이는 대상의 이동형태나 이동경로를 단순
화시킨 선’으로 정의하였다. 세 번째, 효과선은 ‘움직이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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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운동표현을 감각적 표현 혹은 감정적 표현으로 강조하는
선’으로 정의하였다. 네 번째, 잔상선은 ‘느리게 움직이거나
흔들리는 대상의 운동표현을 잔상효과로 표현한 선’으로 정의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운동선을 운동표현에 관한 선으로 포괄적 정
의를 하였다. 운동선은 움직이는 대상의 운동표현을 한 선으로
써, 속도선, 동작선, 잔상선, 효과선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의 용
어이다.

Ⅱ. <드래곤볼>의 운동표현에 관한 선
1. 속도선
1) 속도선의 정의
칸딘스키는 ‘선은 점의 운동으로 생긴 것이며, 움직이는 점의
궤적’이라고 하였다.3) 선은 운동성을 나타내는 방향과 속도의
기호적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의 방향성은 점의 이동 형태를 뜻한다. <그림 3>을 보면, <A
점>는 하나의 점으로 시각적 고정을 나타내며, 시각적 고정은 움
직임이 없는‘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B 연속적인 점>은 시각
적 이동을 나타내며, 시각적 이동은 고정되지 않고 움직이는‘동
적’인 것을 의미한다. <C 선>은 움직이는 점이 그려낸 산물이기
때문에 <B 연속적인 점>과 같이‘동적’인 것을 타나내며, 점이
어떤 형태로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방향성’의 의미가 내포되
어 있다.

3) 장임, “일러스트레이션 표현을 위한 선의 연구”, 세종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4.08), pp.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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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속적인 점과 선의 방향성

선의 길이는 점의 이동거리를 의미하며, 속도의 차이를 나타낸
다. <그림 4>와 같이 물체의 속도는‘거리/시간’이라는 물리적
공식에서 점의 이동거리는 얼마나 더 빨리 움직였는지를 결정하
는 속도성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선의 길이는 동적인 점의 이동
거리이며, 선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속도도 빨라지는‘속도성’의
의미를 가진다. 속도성의 의미를 가지는 선은 자연스럽게 방향성
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림 4. 선의 길이와 속도의 관계

연속된 선의 개수에 따라 속도성의 차이도 달라진다. <그림 5>
의 <A 두 개의 선>과 같이 나란히 배열된 두 개의 선에는 선과
선 사이의 긴장이 형성된다. 그리고 <B 세 개의 선>과 <C 네 개
의 선>처럼 선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선과 선 사이의 긴장은 반복
되고 시각적 자극을 증폭시키며, 속도성의 의미를 증가시킨다.
이는 속도성의 의미를 가지는 선이 연속적으로 배열될수록 속도
가 더욱 빨라진다는 의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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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선 개수의 증가에 따른 속도성의 의미 변화

<드래곤볼>에서는 위와 같이 속도성의 의미를 가지는 선의 기
호적인 속성을 활용해 다양한 운동표현이 연출되어 있다. 본 연
구에서는 <드래곤볼>의 운동표현에 관한 선으로써‘움직이는 대
상의 운동표현을 속도성의 개념으로 표현한 선’을 속도선으로
새롭게 정의하였다. 속도선은 선의 길이와 선의 개수에 따라 움
직이는 대상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를 나타내는 기호적인
의미를 가진다.
<드래곤볼>의 속도선은 빠르게 움직이는 격투신과 같은 장면에
서 주로 사용되며, 움직이는 대상의 형태나 배경으로 구분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림 6>의 <A>와 <B>는 ‘움직이는 대상의 운동
표현을 속도성의 개념으로 표현한 선’으로 속도선을 쓰고 있지
만 움직이는 대상의 형태나 배경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예이
다. <그림 6>의 <A>는 속도선이 움직이는 대상의 형태와 결합하
여 직접속도선에 해당한다. <B>는 속도선이 움직이는 대상의 배
경과 결합하여 간접속도선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선의 기호적
속성은 같지만 쓰임의 방식이 다르며, 직접속도선과 간접속도선
으로 구분되어 진다.

161

그림 6. 속도선이 움직이는 대상과 배경에 다르게 결합한 예

2) 직접속도선
직접속도선은 속도선이 움직이는 대상의 형태와 결합한 것이
다. <그림 7>의 <A>는 빠르게 움직이는 인물을 카메라로 찍었을
경우, 화면에서 이동하는 대상의 형태가 연속된 잔상으로 인해
늘어지거나 흐리게 나타난 현상이다. <드래곤볼>에서는 <그림 7>
의 <A>와 같은 사진 속 현상을 활용해 <B>에서처럼 움직이는 대
상의 형태를 늘어지거나 흐려지는 형상으로 그려, 수용자가 그
대상을 빠르게 움직이는 것으로 인지하도록 연출하고 있다. <드
래곤볼>에서는 이런 착시현상을 활용할 때, 늘어지거나 흐리게
보이도록 대상의 형태를 직접속도선으로 대신하고 있다.

그림 7. 사진 속 현상과 직접속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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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의 <A>처럼 a지점의 공이 b지점으로 이동하는 표현을
할 때, <B>와 같이 공에 직접속도선을 결합하면 빠르게 움직이는
공의 운동표현이 가능해진다. 또한 직접속도선으로 움직이는 대
상의 운동표현을 한다는 것은 대상이 칸 안에서 직접적으로 이동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8. 직접속도선으로 공의 이동 표현

대상의 형태와 직접속도선의 결합은 빠르게 움직이는 대상의
운동표현을 할 때 효과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드래곤볼>의 운동
표현에 관한 선으로써‘움직이는 대상의 형태와 결합하여 속도감
을 표현한 선’을 직접속도선으로 정의하였으며, 직접속도선의
시간을 ‘아주 빠름’, ‘빠름’으로 정의하였다.
<그림 9>은 <드래곤볼>에 나타난 직접속도선의 예로써, 직접속
도선이 대상의 형태와 결합하는 정도에 따라 속도성의 차이가 달
라진다. 이것은 직접속도선의 길이와 개수가 대상의 형태에 얼마
나 접목되었는지 따라 움직이는 대상의 속도감도 다르게 느껴지
기 때문이다. <그림 9>의 ⓐ와 ⓑ같이 <드래곤볼> 속 직접속도선
중 움직이는 대상의 형태를 대신해 형태 자체를 없애고 직접속도
선만 남아 있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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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드래곤볼>에 나타난 직접속도선

3) 간접속도선
간접속도선은 속도선이 배경과 결합한 것이다. <그림 10>의
<C>와 <D>처럼 배경에 속도선이 사용될 경우는 대상이 칸 안에
고정된 상태로 있고, 배경이 움직였음을 의미한다. <C>는 배경의
평면적인 이동을 나타낸 것이며, <D>는 배경의 입체적인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드래곤볼>에서는 간접속도선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흐름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움직이는 대상의 운동표
현을 강조하고 있다. 주의해야할 점은 <그림 10>의 <D>의 경우,
간접속도선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용어사전에 정의된 집중선
(강조하려고 하는 인물이나 사물에 역동성을 강조하기 위해 긋는
선)과 형태적으로 같지만 움직이는 대상의 운동표현만을 위한 운
동선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그림 10. 배경의 이동과 속도선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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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은 집중선과 간접속도선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예이
다. <그림 11>의 <A>는 집중선으로 수용자의 시선을 어느 한 지
점에 집중시키는 효과만을 얻고 있지만, <B>는 간접속도선으로
움직이는 대상의 운동표현을 강조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본 연
구의 간접속도선은 수용자의 시선을 집중시키기보다 움직이는 대
상의 운동표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목적
이 운동표현에 관한 연구로써 운동표현에 대한 유무에 따라 집중
선과 간접속도선을 구분하였다.

그림 11. 집중선과 간접속도선의 차이점

본 연구에서는 <드래곤볼>의 운동표현에 관한 선으로써‘움직
이는 대상의 형태 주변이나 배경에 간접적으로 결합하여 속도감
을 표현한 선’을 간접속도선으로 정의하였으며, 간접속도선의
시간을 ‘아주 빠름’으로 정의하였다. <그림 12>는 <드래곤볼>
에 나타난 간접속도선의 예이다. 특히 <드래곤볼>에서는 초인적
인 힘을 가진 캐릭터의 움직임을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게 묘사하
기 위한 결정적인 장면에서 자주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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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드래곤볼>에 나타난 간접속도선

2. 동작선
스콧 맥클라우드는 카툰화법을 ‘단순화를 통한 전달효과 확
장’의 한 형식으로 보았다. 카툰화는 물질세계의 겉모습을 줄이
고 형태라는 관념을 취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개념의 세계에 위치
시킨다고 하였다.4)

단순화되고 추상화된 아이콘은 수용자가 다

양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의미를 확장시키는데, <드래곤
볼>에서는 운동표현에 관한 선으로 발견할 수 있다. 복잡한 형태
의 관념을 단순화시켜 표현한 선은 함축적 의미를 가진 기호가
된다. <그림 13>은 <A>과 같은 복잡한 공의 이동 형태 및 이동
경로를 <B>처럼 함축적 의미를 가진 선으로 단순화시켜 나타낸
예이다.

그림 13. 복잡한 공의 이동을 단순화시킨 선

4) 스콧 맥클라우드, 김낙호 역, 만화의 이해, 비즈앤비즈, 2010, pp.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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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래곤볼>에서는 대상의 이동형태나 이동 경로를 극도로 단순
화되고 추상화시킨 기호로 동작선을 쓴다. 본 연구에서는 <드래
곤볼>의 운동표현에 관한 선으로써‘움직이는 대상의 이동 형태
나 이동 경로를 단순화시킨 선’을 동작선으로 새롭게 정의하였
으며, 동작선의 시간을 ‘보통’, ‘느림’으로 정의하였다. 동
작선은 형태적으로 곡선형이며, <드래곤볼>에서는 주로 가벼운
율동이나 몸짓의 운동표현에서 나타난다. <그림 14>은 움직이는
대상의 중간 과정을 단순화시켜 운동표현을 하고 있는 <드래곤
볼>에 나타난 동작선이다. 특히 <그림 14>의 ⓐ와 ⓑ에는 이동
형태나 이동 경로를 단순화시킨 동작선의 개념과 얼마나 빠른 속
도로 움직였는지를 표현하는 속도선의 개념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드래곤볼>에는 동작선과 속도선의 의미가 혼용
되어 사용이 가능하며, 동작선과 속도선은 서로 상호보완적 개념
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14. <드래곤볼>에 나타난 동작선

3. 효과선
스콧 맥클라우드는 자신의 저서인 만화의 이해에서 사람은
시각적 정보만을 가지고 다른 감각적 혹은 감정적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림 15>은 시각적 정보만을
가지고 다른 감각적 정보인 청각, 후학, 촉각, 미각의 정보를 얻
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예이며, <그림 16>은 시각적 정보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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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다른 감정적 정보인 분노, 평온, 긴장, 불안의 정보를 얻
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선에는 형태적 특징에 따라
보는 사람이 감각적 혹은 감정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적
요소가 잠재되어 있으며,5) <그림 15>과 <그림 16>은 선의 형태에
따라 감각적 표현 혹은 감정적 정보를 전달 할 수 있는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림 15. 시각적 정보로 다른 감각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선의 표현

그림 16. 시각적 정보로 다른 감정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선의 표현

그리고 선의 형태적 특징은 움직이는 대상의 운동표현을 할 때
도 사용된다. 윤봉식, 신진희는 캐릭터의 동작과 심리를 분석하
는데 감성기호6)를 사용하고 있으며, 여기서 움직이는 대상의 운
동표현에 관한 선도 감성기호의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림

17>은 감각적 혹은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는 운동표현에 관한 선
으로써, 어떤 움직이는 대상이 부딪치거나 강한 충격을 받았을
때, 심한 떨림을 표현할 때, 가볍게 물건을 잡을 때 나타난 예이
다. <드래곤볼>에서는 사람의 감각적 혹은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
는 기호가 움직이는 대상의 운동표현에 관한 선으로 났다. 본 연

5) 스콧 맥클라우드, 앞의 책, pp.126-145.
6) 윤봉식·신진희, ｢감성기호로써 만화ㆍ애니메이션의 동작에 관한 연구｣, 만
화애니메이션연구, 통권 제5호(2001), pp.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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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드래곤볼>의 운동표현에 관한 선으로써‘움직이는 대
상의 운동표현을 감각적 표현 혹은 감정적 표현으로 강조하는
선’을 효과선으로 새롭게 정의하였으며, 효과선의 시간은 정의
하지 않았다. 이러한 효과선은 움직이는 대상의 운동표현에 있어
‘쿵’, ‘쾅’, ‘부들부들’, ‘사뿐’과 같은 만화의 효과음7)
을 가시화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림 17. 감각적 혹은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는 운동표현에 관한 선

<그림 18>는 <드래곤볼>에 나타난 효과선으로 움직이는 대상에
수용자의 감각적 혹은 감정적인 개입을 유도하여 운동표현을 하
고 있다.

그림 18. <드래곤볼>에 나타난 효과선

7) 한국만화영상진흥원(디지털만화규장각), http://www.kcomics.net, 검색어 :
효과음, 사물의 소리를 흉내 낸 말. 만화에서는 ‘휙’, ‘풍덩’과 같은 음
향효과를 글자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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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잔상선
사람은 움직이는 어떤 물체를 보았을 때 잔상이라는 착시현상
을 경험한다. 잔상의 사전적 정의는 “외부 자극이 사라진 뒤에
도 감각 경험이 지속되어 나타나는 상8)”으로써 움직이는 대상의
형태가 흔적 형태로 지나온 위치에 남아있는 것을 의미한다. <드
래곤볼>에서는 감각 경험이 지속되어 움직이는 대상의 형태가 지
나온 위치에 흔적으로 남아있는 현상을, 선으로 표현함으로써 대
상의 운동표현을 하기도 한다. 잔상효과의 감각 경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사라지는 것이 특징이며, <드래곤볼>에서도 움
직이는 대상 주변에 점점 줄어드는 형태의 선으로 표현하고 있
다.
<그림 19>의 <A>는 공이 이동하면서 생긴 형태를 잔상효과로
표현한 것이며, <B>는 <A>의 잔상효과로 남아있는 형태의 부분적
인 선을 표현한 것이다. <드래곤볼>에서도 느리게 움직이는 대상
의 운동표현을 잔상효과의 흔적을 가진 선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림 19. 공의 이동에 따른 잔상효과 표현

<그림 20>의 <A>는 공이 좌우로 반복적으로 움직이면서 생긴
잔상효과를 형태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B>는 <A>의 잔상효과로
남아있는 형태의 흔적을 선으로 표현한 것이다. <드래곤볼>에서
도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흔들리는 움직임을 가지는 대상의 운동
표현을 하는데 있어서도 잔상효과의 흔적을 가진 선이 사용된다.

8) 네이버사전, http://krdic.naver.com, 검색어: 잔상, 2013.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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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드래곤볼>의 운동표현에 관한 선으로써‘느리게
움직이거나 흔들리는 대상의 운동표현을 잔상효과로 나타낸 선’
을 잔상선으로 정의하였으며, 잔상선의 시간을 ‘아주 빠름’,
‘아주 느림’으로 정의하였다.

그림 20. 공의 반복적인 이동에 따른 잔상효과 표현

<그림 21>은 <드래곤볼>에 나타난 잔상선으로 느리게 움직이는
대상의 운동표현을 할 때와 흔들리는 대상의 운동표현을 할 때
나타났다. 잔상선은 움직이는 대상의 형태 주변에 2~3개의 짧은
선으로 쓰이며, 느리게 움직이는 대상의 운동표현을 할 경우 대
상이 운동하는 반대방향에서 묘사된다.

그림 21. <드래곤볼>에 나타난 잔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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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결론적으로 <드래곤볼>의 운동표현에 관한 선의 의미는 ① 속
도선 : 움직이는 대상의 운동표현을 속도성의 개념으로 나타낸
선 ② 동작선 : 움직이는 대상의 이동형태나 이동경로를 단순화
시킨 선 ③ 효과선 : 움직이는 대상의 운동표현을 감각적 표현
혹은 감정적 표현으로 강조하는 선 ④ 잔상선 : 느리게 움직이거
나 흔들리는 대상의 운동표현을 잔상효과로 나타낸 선으로 정의
하였다. 속도선은 직접속도선 : 움직이는 대상의 형태와 결합하
여 속도감을 표현한 선,

간접속도선 : 움직이는 대상의 형태 주

변이나 배경에 간접적으로 결합하여 속도감을 표현한 선으로 구
분하여 정의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 <표 2>과 같이 변경 전에는 문맥적으로 서로
유사했던 기존 용어의 핵심적인 내용을 변경 후에는 보다 구분하
기 쉽게 정의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속도선은 핵심적인 내용이
‘속도감을 표현하기 위해 넣은’으로 감각적인 접근을 했지만,
본 연구의 속도선은 ‘속도성의 개념으로 나타낸’으로 기호적인
접근을 하무로써 선의 속성을 밝히고자 했다. 기존 동작선은 핵
심적인 내용이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더해주는’으로

너무

많은 범주를 가지고 있어 명확한 구분이 힘들었지만, 본 연구의
동작선은‘이동형태나 이동경로를 단순화시킨’으로 의미를 축소
시켜 새롭게 정의하무로써 명확한 구분이 가능했다. 기존 효과선
은 핵심적인 내용이 ‘방향, 속도 등을 더해주기 위해 그려 넣
는’으로 속도선과 같은 개념을 사용하여 명확한 구분이 힘들었
지만, 본 연구의 효과선은‘감각적 표현 혹은 감정적 표현’의
운동표현에 관한 기호적인 개념으로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무로써
명확한 구분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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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변경전

핵심적인 내용

①

속도선

속도감을 표현하기
위해 넣은

②

동작선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더해주는

효과선

방향, 속도 등을
더해주기
위해 그려 넣는

③

순번 변경후

→

핵심적인 내용

①

속도선

속도성의 개념으로
나타낸

②

동작선

이동형태나 이동경로를
단순화시킨

③

효과선

감각적 표현 혹은 감정적
표현

④

잔상선

잔상효과로 나타낸

표 2. 본 연구에서 정의한 운동표현에 관한 선의 핵심적인 내용변화

<표 3>은 핵심적인 내용변화에 따른 <그림 22>의 적용을 나타
낸다. <표 3>과 같이 변경 전 기존의 용어가 분류할 수 없었던
<그림 22>의 운동표현에 관한 선(ⓐ,ⓑ,ⓒ,ⓓ,ⓔ,ⓕ)이 변경 후
보다 명확하게 구분되었다. <표 3>에서와 같이 본 연구는 기존의
표현기법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닌 기존 분류체계의 혼
돈을 막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된다.

그림 22. 운동표현에 관한 선
순번 변경전

<그림 22>의 적용

순번 변경후

<그림 22>의 적용

① 속도선

<그림 22>의
ⓐ(직접속도선),
ⓑ(간접속도선)에 해당

<그림 22>의 ⓐ,ⓑ,ⓒ,ⓓ,ⓕ에 →
② 동작선
해당

<그림 22>의 ⓓ에 해당

① 속도선 <그림 22>의 ⓐ,ⓑ,ⓓ에 해당
② 동작선
③ 효과선

<그림 22>의 ⓐ,ⓑ,ⓓ,ⓕ에
해당

③ 효과선 <그림 22>의 ⓒ,ⓔ에 해당
④ 잔상선

<그림 22>의 ⓕ에 해당

표 3. 핵심적인 내용변화에 따른 <그림 22>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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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운동표현에 관한 선의 기호적인 관점으로 쓰임에 맞
추어 구분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속도선과 동작선의 상호
보완적 관계로 인한 공통분모를 해결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

는 속도선과 동작선을 기호적 개념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밝혔지
만, <드래곤볼>에 적용되어 쓰이는 선들을 모두 분류하기에는 한
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운동표현에 관한 선을
기호적인 관점으로 쓰임에 맞추어 새롭게 정의하무로써 만화발전
을 위해 한 단계 나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아직 <드래곤볼>에는 운동표현에 관한 다양한 시각적
요소들이 존재한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상황을 극적으로 보이
기 위한 칸의 형태, 효과음이나 대사, 때로는 인물의 형태 자체
가 운동표현을 위한 시각적 기호의 요소일 수 있다. 본 연구가
선이라는 주제의 범주에 있어 운동표현에 관한 다른 요소는 제외
시켰지만 만화의 운동표현이라는 넓은 측면에서 연구할 가치가
많은 분야라고 생각한다. 향후 만화에서 사용되는 수많은 운동표
현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일태·윤기헌, 만화 애니메이션 사전, (재)부천만화정보센터, 2008.
로저 새빈, 김한영 역, 만화의 역사, 글논그림밭, 2002.
랜달 피 해리슨, 하종원 역, 만화와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실천,
1989.
스콧 맥클라우드, 김낙호 역, 만화의 창작, 비즈앤비즈, 2008.
스콧 맥클라우드, 김낙호 역, 만화의 이해, 시공사, 2002.
윌아이스너, 이재형 역, 만화와 연속예술, 비즈앤비즈, 2009.
윤봉식, 신진희, “감성기호로써 만화·애니메이션의 동작에 관한 연
구”,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2001.11).
김창숙, “속도감과 시간성의 심상 표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
사학위논문(2009, 8).
박경철, “만화영상 캐릭터의 도상기호적 분석”, 공주대학교 만화예술

174
전공 석사학위논문(2005, 2).
박경철, “카툰기호의 의미작용 연구”,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1,
2).
장임, “일러스트레이션 표현을 위한 선의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2004, 8).
전재혁, “만화의 기호적 의미에 관하여”, 공주대학교 만화예술 전공
석사학위논문(2005, 2).
홍영표, “3DAnimation 에서의 캐릭터 동작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8, 8).
네이버사전,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2007900, 검색
어: 잔상. 2013.01.15.
한국만화영상진흥원(디지털만화규장각),
http://www.kcomics.net/search/codic_index.asp

175
ABSTRACT
A line study on movement expression
in Dragonball of Toriyama Akira

Cho, Dai-Ho ․ Park, Keong-Cheol
In the early 20th century, the some of futurist painter was
attempted to represents the 'fast-paced' and 'dynamism' on a
two-dimensional picture. The expression of fast-paced and dynamic
for look like move image in the painting have evolved as a variety of
visual symbol. Visual symbols that represent these movements were
settled as the line of the most movement expression in the comic.
The <Dragon Ball> of Toriyama Akira gained worldwide popularity
is emphasized speed and dynamism as the action genre in cartoon,
is nice a data to research the line of the movement expression of
cartoon. There is three terms as the action line, The speed line, the
effect line on the movement expression in The glossary of <Korea
Manhwa Contents Agency> in the dictionary of <Comics & Animation
Dictionary>, but it not easy to Separate them by means similar. This
study is willing to says the semantically problem of previous lines on
the movement expression and to present a new alternative in order
to study the line on the movement expression of <Dragon Ball>.
This study Separate the line on movement expression from
symbolic the perspective and try to newly define by using, was
classified lines of four kinds by add the afterimage line on existing
the speed line, the motion line, the effect line. First, the speed line
was defined as 'The line expressing the movement expression of a
moving target as the concept of speed'. It on the way of expression
was subdivided the direct as speed line when it alter the shape of
the target and the indirect speed line when it alter the background of
the target. Second, the motion line was defined as 'The line
simplified the moving form or the moving path of moving target'.
Third, the effect line was defined as 'the line emphasizing the
movement expression of a moving target by Sensory expression or
emotional expression. Fourth, the afterimage lines was defined as
'The line expressing slowly moving or swaying the movement
expression of target to the afterimage effect. The terminology
presented in this study will be able to help the understanding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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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on the movement expression <Dragon Ball>.
Keywords: Action Line, Afterimage Line, Dragon Ball, Effect line,
Speed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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