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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만평은 특정인물 또는 사회현상을 풍자하기 위해서 특정인물 또는 사회현상에 

비유되는 인물캐릭터를 등장시킨다. 만평 속 인물캐릭터의 말과 행위를 통해 부정

행위를 한 권력자나 부조리한 사회현상을 드러낸다. 본 연구의 인물캐릭터인 국정

원 여직원은 장기간에 걸쳐 만평에 등장하고 있으며, 실제 인물 대신에 사회현상을 

비유하고 있다. 이처럼 국정원 여직원이 장기간에 걸쳐 만평 속 인물캐릭터로 등장

하는 이유는 관련된 사회현상이 종결되지 않고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 

인물 대신에 사회현상을 비유하는 이유는 국정원 여직원의 숨겨진 얼굴로 인해 얼

굴을 알기 쉽지 않은데 기인한다. 숨겨진 얼굴은 인물의 특징을 과장하기 힘들게 

한다. 숨겨진 얼굴은 야구모자와 목도리로 상징되는 숨고 싶은 욕망의 표현이기도 

하다. 숨겨진 얼굴과 숨고 싶은 욕망은 실제 인물 대신에 관련 있는 다른 인물 혹

은 사회현상으로 치환하기 쉽게 만든다. 즉 국정원 여직원의 외형적 특징은 만평에

서 ‘추가된 기의’를 결합시키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만평 속 인물

캐릭터인 국정원 여직원은 실제 국정원 여직원과 무관하게 여러 의미가 필요에 의

해 결합하여 실제 인물은 사라지고 다른 인물 혹은 집단 또는 사회현상으로 치환

된다. 이처럼 본 연구는 만평에서 ‘국정원 여직원’으로 등장하는 인물캐릭터를 기

호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만평 속 인물캐릭터의 역할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만평 속 인물캐릭터의 기호적 분석을 통해 다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만평은 사회현상을 풍자한다. 만평 속 인물캐릭터가 실제 인물을 대신하여 

사회현상을 풍자한다. 두 번째, 만평은 정치가 만들어내는 부조리한 사회현상의 핵

심적이거나 감추고 싶은 치부를 드러내어 풍자한다. 만평 속 인물캐릭터가 실제 인

물을 대신하여 사회현상의 핵심적이거나 감추고 싶은 치부를 드러내어 풍자한다. 

세 번째, 만평은 정치가 만들어내는 부조리한 사회현상의 책임자에게 경고의 메시

지를 보낸다. 만평 속 인물캐릭터가 실제 인물을 대신하여 정치가 만들어내는 부조

리한 사회현상의 책임자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다. 네 번째, 만평은 정치가 만

들어내는 부조리한 사회현상에 의해 개인이 받게 되는 상처 혹은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게 카타르시스를 제공한다. 만평 속 인물캐릭터가 실제 인물을 풍자하고 조롱

함으로써 부조리한 사회현상에 의해 개인이 받게 되는 상처 혹은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게 카타르시스를 제공한다. 

주제어 : 기호, 국정원 여직원, 만평, 인물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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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1)

1. 연구배경과 목적 

신문의 만평은 사회에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소리를 내는 만화 

장르이다. 만평은 사랑ᐧ모험ᐧ판타지 등의 이야기 소재를 사용하

는 만화와 구분되는 특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정치ᐧ사회

의 사회현상을 이야기 소재로 사용하여 풍자한다. 이 때문에 만

평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성을 지닌다.

첫 번째, 이야기 수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시간적 제한

성’이다. 시간적 제한성은 신문 기사의 ‘시간’과 긴밀한 관련

을 맺고 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날 있었던 사건은 그날

의 기사나 그 다음 날의 기사에서 파급력이 가장 높은 ‘시간적 

제한성’을 가진다. 신문에서 시간이 지난다는 의미는 기사의 가

치가 그만큼 낮아짐을 의미한다. 만평은 통상 기사와 연계되어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만평의 가치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히 

낮아지는 시간적 제한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내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정치ᐧ사회적 풍

자’이다. 정치ᐧ사회적 풍자는 신문 기사의 ‘내용’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신문은 주로 최근의 정치ᐧ사회ᐧ문화면의 기사

를 다루지만 그중에서도 정치와 사회면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런데 신문 기사와 만평은 차이를 가진다. 즉 신문 기사가 사회

현상에 대해 ‘정치ᐧ사회적 사실’에 주안점을 두거나 신문사가 

지향하는 ‘정치ᐧ사회적 방향성’을 가지는데 반해, 만평은 사회

현상에 대해 ‘정치ᐧ사회적 풍자’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물론 

만평은 소속된 신문사의 ‘정치ᐧ사회적 방향성’으로부터 독립적

이지 않으며, 목소리를 같이 내는 경향을 보인다.

만평은 기사에서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를 뛰어넘어 권력을 가

진 이들을 향해 풍자부터 조롱까지 쏟아내는 장르적 특성을 지니

고 있다. 권력을 가진 이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듯 보이는 사회

* “이 논문은 2014학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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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은 개인에게 무기력함을 주기도 한다. 만평은 그들을 풍자함

으로써 개인에게 대리만족과 대리배설의 카타르시스를 제공한다.

만평은 특정인물 또는 사회현상을 풍자하기 위해서 특정인물 

또는 사회현상에 비유되는 인물캐릭터를 등장시킨다. 인물캐릭터

의 말과 행위를 통해 부정행위를 한 권력자나 부조리한 사회현상

을 드러낸다. 이것은 부조리함에 대한 저항이자 비난이다. 수용

자인 독자는 부조리한 권력과 사회현상을 향한 만평의 풍자와 조

롱에 감정이입함으로써 카타르시스에 의한 마음의 정화를 가진

다. 이는 만평의 사회적 역할 중 하나이며, 인물캐릭터에 의해 

주도되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는 만

평에서 ‘국정원 여직원’으로 등장하는 인물캐릭터를 기호적으

로 분석함으로써 만평 속 인물캐릭터의 역할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내용과 방법 

만평은 풍자가 생명이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한 권력자나 부조

리한 사회현상의 주체인 인물을 향해 우호적인 방향성을 가지면 

풍자의 칼날이 무뎌질 수밖에 없다. 김용민의 만평은 부조리한 

사회현상과 권력을 가진 이들을 향해 풍자의 날이 시퍼렇게 서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대상을 경향신문의 <김용민의 그림마

당> 만평을 선정하였다. <김용민의 그림마당> 만평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캐릭터들이 있지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대통

령을 제외하고 드문 편이다. 그런데 특정의 인물캐릭터가 반복적

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 인물캐릭터의 실제 인물은 이름이 아닌 

‘국정원 여직원’으로 통상 불리는 여성이다. ‘국정원 여직

원’은 <김용민의 그림마당>에서 2013년 2월 4일 처음 인물캐릭

터로 등장하여 2014년 1월 9일까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연구범위는 2013년 2월 4일 만평부터 2014년 1월 9일까지 총 20

회 등장하는 인물캐릭터인 ‘국정원 여직원’으로 한정하였다.

연구방법은 첫 번째, ‘국정원 여직원의 외형적 특성과 만평 

속 인물캐릭터化’에 대해 분석한다. 국정원 여직원을 상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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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진 속 인물을 분석하여 특징적인 요소를 살펴보고 실제 

인물이 만평 속 인물캐릭터가 되는 의미를 간단히 살펴볼 것이

다. 두 번째, ‘국정원 여직원과 기호’에 대해 분석한다. 국정

원 여직원이 만평 속 기호인 인물캐릭터로 등장하면서 기존의 기

의인 ‘국정원 여직원’ 외에 추가된 기의에 의해 의미가 확대되

는 것을 살펴볼 것이다. 세 번째, ‘만평 속 인물캐릭터인 국정

원 여직원과 표기의 기호적 결합’에 대해 분석한다. 만평에서는 

인물과 관련된 사회현상을 구체적으로 표기함으로써 수용자가 분

명히 인지할 수 있게 한다. 이름이나 사회현상을 인물캐릭터 옆

에 표기하는 만평의 대표적인 기호라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만평 속 인물캐릭터인 국정원 여직원과 다른 인물의 기호적 결

합’에 대해 분석한다. 실제 인물인 국정원 여직원은 국정원에 

소속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만평 속 인물캐릭터인 국정원 여직

원이 전ᐧ현직 대통령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실제 인

물과 다른 특정의 인물을 비유하는 만평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다섯 번째, ‘만평 속 인물캐릭터인 국정원 여직원과 사회현상의 

기호적 결합’에 대해 분석한다. 국정원 여직원이 만평 속 인물

캐릭터로 등장하면서 개인을 벗어나 사회현상을 반영하는 기호로 

재탄생한데 대해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에서 만평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은 <그림 1>의 <창작자

와 수용자의 의미작용 모형>이며, 소쉬르의 기호를 토대로 하여 

카툰기호를 분석하기 위하여 만든 모형이다. 이를 만평기호에 적

용시켜 인물캐릭터를 분석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창작자는 기

표와 기의를 결합하여 만평을 창작하고, 수용자는 만평을 감상하

는 의미작용을 한다. 창작자는 새로운 기의를 만드는 과정에서 

기존의 기의와 추가된 기의를 결합한다. 수용자는 기의를 해석하

는 과정에서 기존의 기의만을 해석하거나 추가된 기의만을 해석

하기도 한다. 동시에 두 가지  해석을 하기도 하며, 수용자의 주

관적인 의미를 첨가하거나 첨삭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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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창작자와 수용자의 의미작용 모형

Ⅱ. 만평 속 인물캐릭터인 ‘국정원 여직원’의 기호적 분석

1. 국정원 여직원의 외형적 특성과 만평 속 인물캐릭터化

<표 1>은 2013년 1월 4일 자 경향신문에 ‘[경향포토]의혹의 

국정원 여직원’으로 실린 사진 속 실제 인물의 특징적인 요소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1) 사진 속 인물은 민주당이 ‘대선개입’이

라고 주장하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회현상의 중심에 

있었던 국정원 여직원이다. 대중은 국정원 여직원의 성별이 여성

이며, 직업은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을 기사와 보도를 통해 알

고 있다. 국정원 여직원은 야구모자, 안경, 목도리, 외투를 걸치

고 있다.

여성의 인권 침해 논란과 국정원 부정선거 개입의 진실공방이

란 혼란 중에 해당 여성이 모습을 드러내었다. 하지만 대중은 야

구모자와 목도리로 인해 국정원 여직원의 얼굴을 제대로 알 수 

없었다. 비밀스런 모습은 대중의 호기심을 유발시켰다. 실제 얼

굴이 아닌 걸치고 있는 야구모자와 목도리 등의 외형적인 요소가 

‘국정원 여직원의 숨겨진 얼굴’을 대신하게 된 이유이다. 사진 

속 실제 인물의 특징적인 요소들은 <김용민의 그림마당> 만평에

서 기호가 되어 특정인물 또는 사회현상을 비유한다.

1) 김창길, [경향포토]의혹의 국정원 여직원,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

   tid=201301041433261&code=910110, 20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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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인물의 특징적인 요소

1 성별 여성

2 직업 국정원

3 복장 모자/안경/목도리/외투

4 모자 야구모자/파란색

<표 1>. 실제 인물의 특징적인 요소, 경향신문, 2013년 1월 4일.

2012년 12월 12일에 국정원 여직원과 관련된 TV 뉴스2)가 처음 

등장한다. 2013년 2월 4일 자 만평에 국정원 여직원의 인물캐릭

터가 처음으로 등장하며, 2014년 1월 9일까지 총 20회에 걸쳐 등

장하고 있다. 2013년 2ᐧ4ᐧ5ᐧ7ᐧ9월에 월 1회, 6ᐧ10월과 2014년 1

월에 월 2회, 2013년 12월에 4회, 11월에 5회 등장한다.

<그림 2>에서 국정원 여직원은 2013년 1월 9일 만평에 ①‘국

정원 여직원 수사 흐지부지’란 표기로만 나타난다. 인물캐릭터

로서의 기호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후 2월 4일 만평에서야 비로

소 국정원 여직원은 ② 만평 속 인물캐릭터로 등장한다.3) 국정원 

2) 김종수, <야 “국정원 선거 개입”...여 “대국민 사과해야”>, KBS NEWS, 

http://news.kbs.co.kr/news/NewsVi

   ew.do?SEARCH_PAGE_NO=1&SEARCH_DATE=2012.12.12&SEARCH_NEWS_CODE=2581998, 

2012.12.12.

   뉴스에 등장하는 국정원 여직원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원을 고발했습

니다.…….이에 대해 국정원은 이 오피스텔은 여직원 개인 거주지 일뿐 이번 

대선과 관련해 일체의 정치적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선관

위 역시 여성의 신원과 오피스텔 내부를 확인한 결과 불법선거운동을 했다고 

단정할만한 증거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주요 단어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대선ᐧ선거 개입ᐧ국정원ᐧ
여직원ᐧ불법선거운동’이다.

3) 경향신문, 김용민의 그림마당,  ① 

http://news.khan.co.kr/kh_cartoon/khan_index.html?artid=20130108213943

   2&code=361101, 2013.1.9. ② 경향신문, 김용민의 그림마당, 

http://news.khan.co.kr/kh_cartoon/khan_index.

   html?artid=201302032158092&code=361101, 2013.2.4.

   본 연구에 등장하는 <김용민의 그림마당>의 만평은 경향신문에서 인용한 것임

을 밝히는 바이다. 이후 각 만평의 출처는 따로 표기하지 않으며, 만평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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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이 사회현상과 함께 등장하지 못하고 인물캐릭터로 등장하

기까지 시간이 꽤나 걸린 셈이다. ②에서 처음 등장한 만평 속 

국정원 여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정원 여직원은 사라지고 

상징적 국정원 여직원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대상인 실제 

인물 대신에 새로운 기의가 추가된 기호가 되어 등장한 것이다.

 

그림 2. 김용민의 그림마당, 경향신문, 

① 2013년 1월 9일 → ② 2월 4일.

2. 국정원 여직원과 기호

<그림 3>은 실제 인물인 국정원 여직원의 실체는 사라지고 기

호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한 그림이다. ①은 안

경을 끼고 있는 일부 노출된 얼굴이다. ②~④는 대중성을 얻게 

된 국정원 여직원이 걸친 외형적 특징의 복장이다. 캐리커처는 

인물의 특징을 과장하여 해당 인물을 강조하고 드러낸다. 대중적

으로 얼굴이 잘 알려진 실제 인물은 만평에서 캐리커처의 형태로 

종종 등장한다. 그에 반해 국정원 여직원은 숨겨진 얼굴로 인해 

얼굴의 특징을 찾기가 쉽지 않다. 숨겨진 얼굴은 인물의 특징을 

과장하기 힘들게 한다. 숨겨진 얼굴은 야구모자와 목도리로 상징

에 경향신문에서 연재된 날짜로 대신하고자 한다. (20회 연재일은 2013년 

0204, 0423, 0527, 0612, 0618, 0726, 0906, 1011, 1016, 1101, 1106, 1120, 

1122, 1129, 1202, 1213, 1217, 1218이며, 2014년 0106, 010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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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숨고 싶은 욕망의 표현이기도 하다. 숨겨진 얼굴과 숨고 싶

은 욕망은 실제 인물 대신에 관련 있는 다른 인물 혹은 사회현상

으로 치환하기 쉽게 만든다. 즉 국정원 여직원의 외형적 특징은 

만평에서 ‘추가된 기의’를 결합시키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②~④의 외형적 특징은 만평에서 기호가 되어 ①의 

실제 인물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특정 인물이나 

사회현상을 상징하는 상징적 인물로 그려지는 환경을 구축한다. 

만평 속 인물캐릭터는 실제 국정원 여직원과 무관하게 여러 의미

가 필요에 의해 결합하여 실제 인물은 사라지고 다른 인물 혹은 

집단 또는 사회현상으로 치환된다.

그림 3. 실제 인물의 ① 노출된 얼굴과 ②~④ 외형적 특징

국정원 여직원은 여성임이 밝혀졌고, 이를 대중이 알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만평에서는 남성으로 유추되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 

실제 국정원 여직원이 안경을 착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

수 만평 속 국정원 여직원은 안경을 착용하고 있지 않다. 안경을 

착용하지 않게 창작했다는 것은 창작자가 만평 속 인물캐릭터를 

수용자가 실제 인물인 국정원 여직원으로 해석하기를 원하지 않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창작자는 수용자가 추가된 기의로 해석하

여 의미작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즉 만평 속 국정

원 여직원은 ‘부정선거’와 ‘댓글요원’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의미의 사회현상이 강하게 결합하여 ‘국정원 여직원’은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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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의해서 벌어진 부정선거 혹은 대선개입”이라는 기호가 되

고 있다.

<그림 4>는 만평의 <창작자의 의미작용 모형>이다. A. 실제 인

물의 기존의 기의에 B. 추가된 기의가 의미 결합하여 C. 만평 속 

인물캐릭터가 되는 과정이다. 실제 인물의 성별이 여성일지라도 

만평 속 인물캐릭터는 여성이나 남성 혹은 불분명하게 표현된다. 

그에 반해 수용자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인물캐

릭터의 머리 위나 몸 주변에 사회현상을 구체적으로 표기한다. 

B. ‘국정원’, ‘국정원 대국민심리전’, ‘국정원 대선개입’, 

‘부정선거’와 같은 국정원과 관련된 사회현상의 기의가 추가되

어 인물캐릭터 주변에 표기됨으로써 인물캐릭터와 강하게 결합한

다. 그럼으로써 수용자가 다른 의미로 의미작용하는 것을 방지하

고자 한다. 이처럼 원 의미에서 확장되어, 실제 인물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 사회현상을 비유하는 기호의 ‘의미 확장’이 일어나

는 것이다.

그림 4. 만평의 <창작자의 의미작용 모형>

3. 만평 속 인물캐릭터인 국정원 여직원과 표기의 기호적 결합

1) 이름 표기와 사회현상 표기

기호가 되기까지는 대중에 의해 기호로 인정받는 과정이 필요

하다. 대중성을 획득한 인물은 이름 표기가 없어도 대중에게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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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소통한다. 이는 인물캐릭터가 수용자에게 분명한 소통을 하는 

기호로 정착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림 5>에서 ① 이름 표기 : 

“‘남재준’이란 이름 표기가 없다면 인물캐릭터만으로 수용자

에게 실제 인물을 떠올릴 수 있느냐?” 즉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

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답하기 쉽지 않다. 기

호가 되기 위해서는 의미가 결합하여야 한다. 창작자는 이를 고

려하여 결합하지만 수용자는 만평 속 인물캐릭터의 실제 인물에 

대해 아는 정보가 없거나 부족하여 의미에서 소통하지 못하는 경

우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만평의 기호적 특징 

중의 하나는 ‘구체적인 표기’ 방식이다. 인물캐릭터의 실제 인

물이 ‘남재준’이란 이름임을 표기로 알려줌으로써 수용자가 의

미작용하는 데 실패하지 않게 한다. 인물캐릭터만으로 분명하고 

구체적인 인물을 지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름 표기는 

인물캐릭터만으로 부족한 소통을 보완해 주는 만평의 주요한 기

호로 자리 잡고 있다.

② 사회현상 표기 : 국정원 여직원의 인물캐릭터 위에는 ‘댓

글요원’이라는 사회현상 표기가 있다. 국정원 여직원과 댓글요

원이 결합하여 ‘댓글을 다는 국정원 직원’ 또는 ‘댓글을 지시

한 국정원’이라는 의미가 결합하여 댓글과 관련한 사회현상을 

풍자한다. 

그림 5. 만평 속 인물캐릭터의 이름 표기와 사회현상 표기,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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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평 속 표기

<그림 6>에서 국정원 여직원과 관련된 뉴스가 ① 2012년 12월 

12일에 TV 뉴스를 통해 최초로 보도된 이후 ③ 만평에서 인물캐

릭터로 등장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② 

2013년 1월 9일에 글로 국정원 여직원이 처음 등장하는데, 이때

까지도 인물캐릭터로 등장하지는 않는다. 2013년 2월 4일에서야 

비로소 만평 속 인물캐릭터로 등장하기 시작하여 2014년 1월 9일

까지 등장한다. 만평의 특성 중 하나로 ‘시간적 제한성’을 들

었다. 이를 생각해 보면, 특이한 경우임을 알 수 있다. 2013년 1

월 9일 글로 등장하여 2014년 1월 9일 마지막으로 등장하기까지 

정확히 1년이 지난 셈이다. 마치 국정원 여직원의 사회현상이 시

간적 제한성이라는 측면과는 어긋나는 현상처럼 보인다. 만평 속 

인물캐릭터로서 국정원 여직원이 장기간에 걸쳐 등장하는 이유는 

관련된 사회현상이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은 시간적으로 지나가거나 지난 듯한 사회현상을 보도로 

자주 듣게 되면 환기되기보다 짜증스럽게 수용할 여지가 많다. 

그에 반해 만평은 사실을 전달하는 ‘보도적 성격’을 넘어선다. 

여러 사회현상의 요소에서 연결고리를 찾아 이를 하나의 이야기

로 풀어내는 ‘이야기적 성격’이 강하다. 만평은 잊히는 사회현

상을 되새기고 각인 및 환기시키는 효과를 대중이 쉽게 수용할 

수 있게 한다. 

그림 6. 국정원 여직원과 만평의 횟수 및 등장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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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날짜

이름ᐧ사회현상 

표기
지문ᐧ말

1
02.0

4
민주당

‘종북세력’과 선 긋고/‘우클릭’으로 살길 

찾자!

<표 2>는 국정원 여직원이 인물캐릭터로 등장하는 만평 속 

‘이름 표기’와 ‘사회현상 표기’, ‘지문’, ‘말’을 정리한 

표이다. ‘이름 표기’로 등장하는 이름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권은희, 김용판, 황교안, 남재준, 원세훈, 이석기, 이명박근혜, 

프란치스코, 남재준이다. 이 중에서 이석기와 프란치스코만이 국

정원 여직원이 상징하는 부정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름

이다. 이름 표기로 등장하는 집단 이름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민

주당, 국가보훈처, 감사원, 국정원, 경찰, 보훈처, 군, 법무, 국

정원, 군, 보훈처, 국정원, 군, 국정원, 국정원, 국정원이다. 이 

중에서 야당인 민주당을 빼면 모두 정부 산하 기관이며, 국정원

은 여섯 번에 걸쳐 표기되고 있다.

‘사회현상 표기’로 등장하는 사회현상을 살펴보면, 국정원 

대국민심리전, 국정원녀, 내부감찰, 국정원 대선개입, 경찰이 

‘국정원 사건 축소수사’ 증거삭제, 원세훈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부정선거, 기밀유출 남재준, 정치개입 원세훈, 2012년 22

만 명 대상 1411차례 ‘보수정권 창출’ 안보교육, 외교ᐧ안보정

책, 댓글요원, 댓자보요원, 새누리 휴대폰 감청지원법 추진, 친

일미화ᐧ옹호/독재미화ᐧ유신옹호/역사왜곡/사실왜곡, 독재찬양/부

정선거/친일/공산ᐧ종북몰이/성추행/돈봉투ᐧ차떼기이다.

‘지문과 말’로 드러나는 사회현상을 2월 4일자만 살펴보면, 

“(민주당) ‘종북세력’과 선 긋고 / ‘우클릭’으로 살길 찾

자!”, “(국정원 대국민심리전) 바보 아냐? 정부여당 비판하면 

전부 ‘종북’이야!!”이다. 만평에서는 지문과 말을 이용하여 

부조리한 사회현상의 본질을 드러낸다. 특히 부조리한 사회현상

의 책임자나 주된 인물캐릭터의 입을 통해 치부를 드러내곤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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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국민심리전

바보 아냐? 정부여당 비판하면 전부 

‘종북’이야!!

2
04.2

3

국정원녀, 

내부감찰

국정원 수사의 외압ᐧ은폐ᐧ축소의혹 다시 

조사하겠다!!/이렇게
권은희 

수사과장

3
05.2

7

국정원 

대선개입

대선 직전/야당이다 문 열어라 → 지금 

여성인권을 짓밟는 거냐?
경찰이 

‘국정원사건  

축소수사’증거

삭제

압수수색 직전/경찰이다 문 열어라 → 지금 

대한민국 경찰을 

무시하는 거냐?

4
06.1

2

김용판, 원세훈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황교안

성공한 선거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대선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 30일/이미 지나도.../한참 

지났네!! 

5
06.1

8

‘국정원 개입’들통 날 땐/야당이 한 여성의 

인권을 침해...
‘부정선거’결론 나니/운동권 출신 검사가 

한 여성의

6
07.2

6
부정선거

부정선거 → 이제 → 다 끝난 건가? → 

호호호
NLL 논란 → 대화록 실종 → 국정조사 파행 

→ 민주당 자중지란

7
09.0

6

기밀유출 

남재준, 

정치개입 

원세훈, 

이석기

어이~‘내란음모’! 뭐 시켜줄까? 말만해!/

덕분에 살아났는데 이쯤이야...

8
10.1

1

국가보훈처, 

2012년 

22만 명 대상 

1411차례 

‘보수정권 

창출’ 

안보교육

국정원 ‘댓글공작’만 생각했지??/하수들!

9
10.1

6

감사원 ‘4대강’.../MB에게 일정부분 책임

이명박근혜, 

국정원, 

경찰, 보훈처, 

군

‘4대 부정선거’...?/당연히 이 양반 

책임이지!!

10
11.0

1

‘박여사’시리즈??/민주주의 상황/18대 대선

내 법과 원칙으로 책임을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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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야!!/헐...

11
11.0

6

법무, 국정원, 

군, 

보훈처

곡조가 점점 ‘절정’으로../

민주적 질서 위해세력~통진당 

해산~/좋고/ㅋㅋㅋ

12
11.2

0

연말연시, 공항검색 

강화해야../사이버사령부, 댓글작업 상황 

매일 청와대에 보고/

아니, 저 지경인데 MB 소환조사 안하고 

뭐하나?

13
11.2

2

대선 끝난 지 11개월이다! 고작 댓글 몇 개로 

대통령이 

바뀌기라도 한 줄 아나?!!
왈칵/추가 발견 불법댓글만 121만개!!/이제 

그만 덮...

14
11.2

9

프란치스코 

교황

통제받지 않는 자본주의는 새로운 

독재..동시대 현실을 

분석하는 것은 비인간성의 시대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우리 

모두의 책무..
이러고 남을../교회가 손에 흙 묻히는 것 

주저 말라!/

헐! 바티칸에도 ‘종북’이... 

15
12.0

2

외교ᐧ안보정책
시험대와../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라!

국정원, 군
한계..??/들었지? 지금부터 중국의 여론을 

댓글로...

16
12.1

3

남재준, 

댓글요원

조삼/‘국내정치 개입금지 서약’/국정원 

개혁? 까짓거~
모사/이건 ‘대북심리전’이야! 토 달면 

종북!!/ㅋㅋㅋ

17
12.1

7

세상이 이 지경인데 모두 안녕들 하십니까?

국정원

장성택 처형으로 급변사태! 북이 저 지경인데 

무슨 국정원 

개혁이냐?/안녕하다 못해 하품이 다 난다! 

ㅋㅋㅋ

18
12.1

8

댓자보요원, 

국정원

댓글요원에 이어...?/박근혜 정부 덕분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안녕하다!! -대학생 일동-/어때요? 대학생 

같아 보입니까?/

짱!! 이런 게 진정한 ‘개혁’이다!

19 01.0국정원, 새누리 2014, ‘말의 해..?/이제부턴 댓글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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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휴대폰 

감청지원법 

추진

’말조심‘도 해야 

할 거다!/특히, 6월 지방선거 앞두고...

20
01.0

9

친일미화ᐧ옹호, 

독재미화ᐧ유신

옹호, 

역사왜곡, 

사실왜곡

누더기 교과서/채택률 0%대...

독재찬양, 

부정선거, 

친일, 

공산ᐧ종북몰이

성추행, 

돈봉투ᐧ차떼

기

그 교과서만도 못한/그래도 지지율 50%대! 

하하하...

표 2. 만평 속 사회현상의 이름ᐧ사회현상 표기와 지문ᐧ말
이처럼 만평은 인물캐릭터 외에도 이름 표기와 사회현상 표기 

및 지문과 말을 직접 표기하여 실제 인물 혹은 사회현상에 대해 

분명하고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4. 만평 속 인물캐릭터인 국정원 여직원과 다른 인물의 

기호적 결합

만평 속 인물캐릭터 중에서 주요 인물캐릭터는 실제 인물을 직

접 비유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이름 표기’를 하지 않더라도 

수용자가 실제 인물을 떠올리는데 어려움이 없는 경우가 있다. 

실제 인물이 대중에게 유명하며, 만평 속 인물캐릭터가 실제 인

물을 닮은 캐리커처여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할 때이다. 물론 반

복에 의해 닮았다고 인식하는 소통의 과정을 거친다. 연구 대상

의 만평 중에서 국정원 여직원 캐릭터가 특정의 실제 인물을 직

접 비유하는 만평은 총 2회이다. 또한 이름 표기가 없다는 점에

서 특정의 실제 인물이 대중적 유명인임을 짐작할 수 있다. 

<표 3>과 <표 4>의 만평 속 인물캐릭터는 전ᐧ현직 대통령이라

는 공통점이 있다. 국정을 수행하는 대통령은 정치ᐧ경제ᐧ사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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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 국정 최고 책임자의 위치에 있다. 정치ᐧ경제ᐧ사회적으로 혼

란스런 여건이 많은 국내외 상황에서 자연스레 만평의 풍자 대상

일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표 3>을 보면, ① 실제 인물은 전 대통령이며, 만평 속 인물

캐릭터는 얼굴의 특징을 살려 캐리커처로써 ‘이름 표기’ 없이

도 실제 인물을 잘 구체화하고 있다. ② 국정원 여직원의 기호인 

야구모자ᐧ목도리ᐧ외투ᐧ부츠를 인물캐릭터가 입고 있다. 즉 전 대

통령의 얼굴 캐리커처와 국정원 여직원의 외형적 특징을 결합한 

인물캐릭터 기호이다. 이처럼 기존의 기의에 추가된 기의가 결합

하여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전 대통령이 국정원 여직원의 행위

와 연결되어 있음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다. ③ 주된 인물

캐릭터를 부각시키고 사회현상의 국민정서를 드러내기 위해 뒷배

경에 뉴스를 보고 있는 경찰 복장의 인물캐릭터를 등장시켜 메시

지를 전달한다. “아니, 저 지경인데 MB 소환조사 안 하고 뭐하

나?” 이 메시지는 수용자의 생각과 일치할 확률이 높으며, 수용

자의 생각을 대신하여 만평 속 인물캐릭터를 통해 말하는 셈이

다. 만평과 수용자의 생각이 일치할 때 감정 이입하기 쉬워진다. 

경찰은 지문인 ‘연말연시, 공항검색 강화해야’과 손에 들고 있

는 탐지기로 공항검색과 관련된 경찰임을 독자는 인지하게 된다. 

④ 뉴스 자막인 ‘사이버사령부, 댓글작업 상황 매일 청와대에 

보고’는 실제 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사회현상을 만평에서 다

시 보여줌으로써 감정 이입하기 쉬운 여건을 구축한다. 

실제 인물 → 인물캐릭터

① 인물 얼굴 : 전 대통령 캐리커처

② 국정원 여직원 : 

야구모자/목도리/옷/부츠

③ 말풍선 글 : “MB소환조사 안 하고 

뭐하냐?”

④ 뉴스 자막 : ‘사이버사령부, 

댓글작업상황 매일 청와대 보고’

표 3. 실제 인물과 다른 인물캐릭터,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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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를 보면, ① 실제 인물은 현 대통령이며, 만평 속 인물

캐릭터는 얼굴의 특징을 살려 대통령 캐리커처로 ‘이름 표기’ 

없이도 실제 인물을 잘 구체화하고 있다. ② 국정원 여직원의 기

호인 야구모자ᐧ목도리ᐧ외투를 인물캐릭터가 입고 있다. 즉 대통

령의 얼굴 캐리커처와 국정원 여직원의 외형적 특징을 결합한 인

물캐릭터 기호이다. 이 만평의 특징은 4칸 만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인물캐릭터가 두 번째 칸부터 야구모자ᐧ목도리ᐧ외투를 

네 번째 칸까지 단계적으로 벗고 있다. 즉 네 번째 칸에서 비로

소 인물캐릭터가 비유하는 실제 인물이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는 

구조이다. 또한 ③ 뉴스를 보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 복장의 인물

캐릭터를 통해 메시지를 강조한다. “이제...”, “다 끝난 건

가?!”, “호호호” 이 말들은 외형적 특징을 하나씩 벗는 칸과 

텔레비전의 자막이 결합하여 수용자의 감정 이입을 유도하기 쉽

게 만든다. 이 감정이입은 부정선거 물타기 정국에 대한 수용자

의 거부반응이자 작가가 의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⑤ 첫 번째 

칸에서 인물캐릭터 머리 위에 있는 ‘사회현상 표기’인 ‘부정

선거’ 표기와 ③ 두 번째 칸부터 네 번째 칸까지의 말풍선 글, 

④ 첫 번째 칸부터 네 번째 칸까지의 뉴스 자막이 결합하여 부정

선거라는 사회현상을 다른 사회현상으로 비켜나감을 풍자하고 있

다. 즉 부정선거라는 사회현상에 대한 해결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 전달하고 있다.

실제 인물 → 인물캐릭터

① 인물 얼굴 : 현 대통령 캐리커처

② 국정원 여직원 : 야구모자/목도리/옷

③ 말풍선 글 : “이제”, “다 

끝난건가?”, 호호호”

④ 뉴스 자막 : ‘NLL 논란’, ‘대화록 

실종’, ‘국정조사 파행’, ‘민주당 

자중지란’

⑤ 사회현상 표기 : 부정선거

표 4. 실제 인물과 다른 인물캐릭터, 20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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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평 속 인물캐릭터인 국정원 여직원과 사회현상의 기

호적 결합

정작 국정원 여직원 캐릭터가 국정원 여직원을 직접 비유하는 

만평은 총 20회 중에서 1회뿐이다. 또한, 표기되어있다는 점에

서, 국정원 여직원 캐릭터가 실제 인물인 국정원 여직원을 상징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국정원 여직원 캐릭터가 개인을 벗어나 사회현상을 반영하

는 기호로 재탄생한 데 기인한다.

<표 5>를 보면, ① 실제 인물은 국정원 여직원이다. 만평 속 

인물캐릭터는 <표 3>과 <표 4>에서 나타나는 캐리커처의 특징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② 국정원 여직원의 기호인 야구모자ᐧ목
도리ᐧ외투를 인물캐릭터가 입고 있다. 숨겨진 국정원 여직원의 

얼굴이 대중적이지 않으며, 사진에 나타나는 안경조차 그리지 않

았기 때문에 수용자가 국정원 여직원을 연상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표 3>과 <표 4>에서는 얼굴의 특징을 살려 캐리커

처만으로 표기 없이도 실제 인물을 잘 비유하고 있지만 정작 실

제 인물인 국정원 여직원에게는 표기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⑤ 김용민은 ‘사회현상 표기’인 ‘국정원녀’를 사용하여 실제 

인물을 비유하는 인물캐릭터와 행위를 한 자의 의미로써 ‘부정

선거 댓글작업을 한 국정원 여직원’의 사회현상을 동시에 상징

하고 있다. 부조리한 사회현상의 주체인 책임자와 다르게 국정원 

여직원은 소위 댓글작업을 하는 말단 직원이다. 국정원 여직원의 

이름이 아닌 ‘국정원녀’라는 표기를 붙이는 이유는 책임자의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책임의 무게와 시킨 일을 열심히 하는 말

단 직원의 사회적 책임의 무게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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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인물 → 인물캐릭터

① 인물 얼굴 : 알 수 없음

② 국정원 여직원 : 야구모자/목도리/옷

③ 말풍선 글 : “이렇게!”

④ 말 : “국정원 수사의 

외압ᐧ은폐ᐧ축소의혹 다시 조사하겠다!!”

⑤ 사회현상 표기 : 국정원녀

표 5. <국정원녀>의 사회현상 표기, 20130423

<표 6>의 만평은 <김용민의 그림마당>에서 처음으로 국정원 여

직원인 인물캐릭터로 등장한 만평이다. 국정원 여직원의 기호인 

야구모자ᐧ목도리ᐧ외투를 걸치고 있지만,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날카로운 눈매의 얼굴이다. 첫 등장부터 실제 인물인 국정원 여

직원은 사라지고 알 수 없는 인물이 국정원 여직원의 외형적 특

징을 하고 있다. 또한 키보드를 치고 있는 손 위로 ‘사회현상 

표기’를 하고 있다. ‘국정원 대국민심리전’ 표기는 국정원이 

인터넷상에서 대국민심리전을 하는 부조리한 사회현상에 대한 구

체적인 풍자이다. 즉 국정원 여직원이 인물캐릭터로 처음 등장할 

때부터 실제 인물은 사라지고 ‘국정원’의 상징적 의미가 결합

하여 국정원의 부조리한 행위를 상징하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과 정부 편인 국정원을 두 개의 상하 칸으로 나

누고 있다. 위의 칸에서 ① ‘민주당’이란 이름 표기가 된 인물

캐릭터를 통해, ‘종북’과 선을 그어 살길을 찾고자 하는 민주

당을 풍자한다. 아래 칸에서는 ② ‘국정원 대국민심리전’이란 

사회현상 표기가 된 인물캐릭터를 통해, ‘정부ᐧ여당 비판’만으

로도 종북(從北)으로 내모는 정치 상황을 풍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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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ᐧ사회현상 표기 내용

① 민주당

‘종북세력’과 선 

긋고...

‘우클릭’으로 살길 

찾자!

② 국정원 

대국민심리전

바보 아냐?

정부여당 비판하면 

전부 ‘종북’이야!!

표 6. <국정원 대국민심리전>의 사회현상 표기, 20130204

<표 7>의 만평에서 왼쪽 칸에, 국정원 여직원의 외형적 특징을 

한 알 수 없는 인물캐릭터가 키보드를 치고 있다. 인물캐릭터를 

향해 ‘국정원 대선개입’이라는 ‘사회현상 표기’를 화살표로 

지시하고 있다. 이 인물캐릭터는 ‘국정원 대선개입’을 상징한

다. 오른쪽 칸에는 국정원 여직원과 같은 목도리를 한 경찰 복장

의 인물캐릭터가 키보드를 치고 있다. 인물캐릭터를 향해 ‘경찰

이 ‘국정원사건 축소수사’ 증거삭제’라는 ‘사회현상 표기’

를 화살표로 지시하고 있다. 이 인물캐릭터는 국정원 사건을 축

소수사하고 증거를 삭제한 경찰을 상징한다.

① ‘대선 직전’이라는 지문과 ‘국정원 대선개입’ 표기의 

인물캐릭터가 있는 왼쪽 칸은 “야당이다. 문 열어라!”는 질문

과 “지금 여성인권을 짓밟는 거냐?”는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

다. 대선 직전의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

서 여성인권을 들고 나온 정부의 당시 사회현상을 보여주고 있

다. ② ‘압수수색 직전?’이라는 지문과 ‘경찰이 ‘국정원사건 

축소수사’ 증거삭제’ 표기의 인물캐릭터가 있는 오른쪽 칸은 

“검찰이다. 문 열어라!”는 질문과 “지금 대한민국 경찰을 무

시하는 거냐?”는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시점에서 경찰이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관련한 수사를 축소하려는 사회현상을 대선 

직전과 직후의 상황을 비유하며 현 정치를 풍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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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현상 표기 내용

① 국정원 대선개입

• 지문 : 대선 

직전...

야당이다. 문 

열어라! → 

지금 여성인권을 

짓밟는 거냐?

② 경찰이 

‘국정원사건 

축소수사’증거삭제

• 지문 : 압수수색 

직전...

검찰이다. 문 

열어라! →

지금 대한민국 

경찰을 무시하는 

거냐?

표 7. <국정원 대선개입>의 사회현상 표기, 20130527

<표 8>은 국정원 여직원에 해당하는 인물캐릭터에 ‘이름 표

기’나 ‘사회현상 표기’가 없는 경우의 예이다. 국정원 여직원 

캐릭터는 전면에 배치된 세 명과 관련된 사회현상을 이해시키기 

위한 배경적인 장치로써 조연의 역할이다. 원세훈은 전 국정원장

으로서 대선개입의 주된 인물이며, 남재준은 현 국정원장으로서 

국정원을 이끄는 인물이다. 두 명의 공통점이 국정원장이라는 것

으로 미루어 국정원 여직원으로 보이는 인물캐릭터는 국정원의 

불특정한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국정원의 부정한 행

위’를 상징한다.

①에서 인물캐릭터에 ‘기밀유출 남재준’이라는 사회현상 표

기를 하고 있다. ‘남재준이 기밀유출을 한 사회현상’을 상징한

다. ②에서는 인물캐릭터에 ‘정치개입 원세훈’이라는 사회현상 

표기를 하고 있다. ‘원세훈이 정치 개입한 사회현상’을 상징한

다. 전 국정원장에 의해 이루어진 부정선거 개입을, 현 국정원장

이 국가 기밀유출을 하면서까지 부정선거라는 사회현상을 ‘이석

기’라는 내란음모로 상징되는 사회현상으로 대중의 눈길을 돌리

는 데 성공했음을 풍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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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ᐧ사회현상 표기 내용

① 기밀유출 남재준

어이~

‘내란음모’! 

뭐 시켜줄까? 

말만해!

② 정치개입 원세훈
덕분에 살아났는데 

이쯤이야...

표 8. 표기 없는 예, 20130906

Ⅲ. 결론

만평은 특정인물 또는 사회현상을 풍자하기 위해서 특정인물 

또는 사회현상에 비유되는 인물캐릭터를 등장시킨다. 만평 속 인

물캐릭터의 말과 행위를 통해 부정행위를 한 권력자나 부조리한 

사회현상을 드러낸다. 본 연구의 인물캐릭터인 국정원 여직원은 

장기간에 걸쳐 만평에 등장하고 있으며, 실제 인물 대신에 사회

현상을 비유하고 있다. 이처럼 국정원 여직원이 장기간에 걸쳐 

만평 속 인물캐릭터로 등장하는 이유는 관련된 사회현상이 종결

되지 않고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 인물 대신에 사회현

상을 비유하는 이유는 국정원 여직원의 숨겨진 얼굴로 인해 얼굴

을 알기 쉽지 않은데 기인한다. 숨겨진 얼굴은 인물의 특징을 과

장하기 힘들게 한다. 숨겨진 얼굴은 야구모자와 목도리로 상징되

는 숨고 싶은 욕망의 표현이기도 하다. 숨겨진 얼굴과 숨고 싶은 

욕망은 실제 인물 대신에 관련 있는 다른 인물 혹은 사회현상으

로 치환하기 쉽게 만든다. 즉 국정원 여직원의 외형적 특징은 만

평에서 ‘추가된 기의’를 결합시키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

는 셈이다. 만평 속 인물캐릭터인 국정원 여직원은 실제 국정원 

여직원과 무관하게 여러 의미가 필요에 의해 결합하여 실제 인물

은 사라지고 다른 인물 혹은 집단 또는 사회현상으로 치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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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인물은 얼굴이나 외형적 특징을 이용하여 만평 속 기호인 

인물캐릭터가 된다. <그림 7>은 만평 속 인물캐릭터가 사회현상

을 상징하는 과정이다. (A) 이 과정에서 ‘기존의 기의’를 가진 

인물캐릭터에 사회현상과 관련된 ‘추가된 기의’를 결합시킨다. 

창작자의 의미작용을 위한 결합에 의해 (B) 만평 속 인물캐릭터

인 국정원 여직원이 창작된다. 사회현상이 결합하여 의미가 확장

된 인물캐릭터는 (C) '기호화된 인물의 상징化'에 의해 다음을 

상징한다.

① ‘해당 인물’은 실제 인물을 만평 속에서 구현해 내며, 실

제 인물을 직접 풍자한다. ② ‘다른 인물’은 실제 인물과 다른 

인물이며, 실제 인물이 가진 상징을 빌린다. ③ ‘집단(단체)’

은 실제 인물이 속한 집단이나 속하지 않는 집단이지만 실제 인

물이 가진 상징을 빌린다. ④ ‘사회현상’은 실제 인물이 가진 

상징과 관련된 사회현상 그 자체를 빌린다.

그림 7. 만평 속 기호화된 인물의 상징化

만평 속 인물캐릭터는 실제 인물이나 다른 인물, 집단 또는 사

회현상을 대신한다. 인물캐릭터가 의미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를 가진 기호로 작용하며, 이로 인한 정치ᐧ사
회적 사회현상에 대한 창작자의 메시지가 수용자와의 관계에서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기호가 되기까지는 대중에 의해 기호로 인정받는 과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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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대중성을 획득한 인물은 이름 표기가 없어도 대중에게 쉽

게 소통한다. 하지만 만평 속 인물캐릭터가 대중성을 획득한 인

물이 아닐 경우, 인물캐릭터 옆에 ‘이름 표기’를 함으로써 구

체적인 인물을 비유한다. 수용자는 만평 속 인물캐릭터의 실제 

인물에 대해 아는 정보가 없거나 부족하여 의미에서 소통하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만평의 기호

적 특징 중의 하나는 ‘구체적인 표기’ 방식이다. 이름을 분명

히 알려줌으로써 수용자가 의미작용하는 데 실패하지 않게 한다. 

이처럼 이름 표기는 인물캐릭터만으로 부족한 소통을 보완해 주

는 만평의 주요한 기호이다(예 : <그림 5>의 ①). 인물캐릭터 옆

에 집단을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집단을 대표하는 인물이나 집

단과 관련된 사회현상의 주체인 집단 속 인물을 등장시켜 집단을 

비유한다(예 :<그림 2>의 ‘민주당’). 

의미가 확장하여 사회현상을 비유하기도 하는데, 인물캐릭터 

옆에 ‘사회현상 표기’를 함으로써 구체적인 사회현상을 비유한

다(예 : <그림 5>의 ②, ‘댓글요원’). 국정원 여직원과 댓글요

원이 결합하여 ‘댓글을 다는 국정원 직원’ 또는 ‘댓글을 지시

한 국정원’이라는 의미가 결합하여 댓글과 관련한 사회현상을 

풍자하는 것이다. 이처럼 만평 속 국정원 여직원은 개인보다 부

조리한 사회현상의 행위를 한 집단 또는 사회현상을 상징한다. 

즉 국정원 여직원이 만평 속 인물캐릭터로 처음 등장할 때부터 

실제 인물은 사라지고 ‘국정원’의 상징적 의미가 결합하여 국

정원의 부조리한 행위를 상징하고 있다.

만평은 신문의 일부분이지만, 글이나 사진으로 메시지를 전달

하는 방식이 아닌 만화로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신문 기사와 차이를 가진다. 또한, 만화기호의 특징상 상징적 의

미를 가진다. 예를 든 국정원 여직원은 만평 속에서 국정원의 부

정선거라는 상징성을 획득하여 대중과 소통하는 기호로 정착하고 

있다. 상징성을 획득한 기호는 창작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수용자가 의미작용하기 쉽게 소통시키는 기호적 특성이 있다.

개인의 심리적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 치유의 한 방법이듯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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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심리적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 치유의 한 방법일 수 있다. 

기사에서 드러내지 못하는 집단의 심리적 상처를 만평은 좀 더 

자유롭게 만화라는 형식 안에서 드러낸다. 정치가 만들어내는 부

조리한 사회현상은 이를 수용하기 힘든 대중들에게는 개인의 상

처이자 집단의 상처로 남는다. 만평은 부조리한 사회현상의 치부

를 드러내며, 이를 풍자하고 조롱함으로써 정치권에는 경고의 메

시지를 던지고 대중에게는 카타르시스를 통한 상처의 부분적인 

해소와 각성의 메시지를 던지는 역할까지 한다는 점에서 만평이 

가진 사회적 역할은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만평 속 인물캐릭터의 기호적 분석을 통해 다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만평은 사회현상을 풍자한다. 만평 속 인

물캐릭터가 실제 인물을 대신하여 사회현상을 풍자한다. 두 번

째, 만평은 정치가 만들어내는 부조리한 사회현상의 핵심적이거

나 감추고 싶은 치부를 드러내어 풍자한다. 만평 속 인물캐릭터

가 실제 인물을 대신하여 사회현상의 핵심적이거나 감추고 싶은 

치부를 드러내어 풍자한다. 세 번째, 만평은 정치가 만들어내는 

부조리한 사회현상의 책임자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다. 만평 

속 인물캐릭터가 실제 인물을 대신하여 정치가 만들어내는 부조

리한 사회현상의 책임자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다. 네 번째, 

만평은 정치가 만들어내는 부조리한 사회현상에 의해 개인이 받

게 되는 상처 혹은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게 카타르시스를 제공

한다. 만평 속 인물캐릭터가 실제 인물을 풍자하고 조롱함으로써 

부조리한 사회현상에 의해 개인이 받게 되는 상처 혹은 스트레스

를 견딜 수 있게 카타르시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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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ymbolic Analysis of a Figure Character in Satirical Cartoon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Female Agent’ 

Park, Keong-Cheol

Satirical cartoon features figure characters that liken to 

particular figures or social phenomenon to satirize particular 

figures or social phenomenon. Through the words and actions of 

figure characters in satirical carton, fraudulentact of man in power 

or irrational social phenomenon is reveale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female agent that is the figure character 

of this study has been appearing in satirical cartoon for a long 

time and it likens to social phenomenon instead of a actual figure. 

The reason why the NIS female agent has been appearing as a figure 

character in satirical cartoon for a long time is because related 

social phenomenon has not ended and is still in progress. In 

addition, the reason why it likens to social phenomenon instead of 

an actual figure is based on the fact that it is not easy to 

identify her face that has been hidden, which makes it difficult to 

exaggerate the characteristic of the figure. Her hidden face is also 

an expression of the desire to hide that is symbolized by baseball 

cap and muffler. Her hidden face and the desire to hide make it easy 

to substitute to other related figure or social phenomenon instead 

of actual figure. Namely, outward appearance of the NIS female agent 

has a good condition for combining ‘added significance’ in 

satirical cartoon. Irrelevant to actual NIS female agent, a 

satirical cartoon figure of NIS female agent is being combined with 

various meanings when needed and it is substituted as another 

figure, group or social phenomenon as the actual figure disappears.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role of 

figure character in satirical cartoon by symbolically analyzing the 

figure character that appears in satirical cartoon as ‘NIS female 

agent’.

The followings were revealed through the symbolic analysis of 

figure character in satirical cartoon in this study. First, 

satirical cartoon satirizes social phenomenon. Figure character in 

satirical cartoon satirizes social phenomenon in place of ac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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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Second, satirical cartoon satirizes core or embarrassing 

area of irrational social phenomenon created by politics. Figure 

character in satirical cartoon satirizes core or embarrassing area 

of social phenomenon by revealing it in place of actual figure. 

Third, satirical cartoon sends a message of warning to a responsible 

person of irrational social phenomenon created by politics. Figure 

character in satirical cartoon sends a message of warning to 

responsible person of irrational social phenomenon created by 

politics in place of actual figure. Fourth, satirical cartoon 

provides catharsis for enduring wound or stress received by 

individual due to irrational social phenomenon created by politics. 

Figure character in satirical cartoon provides catharsis for 

enduring wound or stress received by individual due to irrational 

social phenomenon through satirizing and ridiculing actual figure.

Key Word : symbol,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female agent, 

satirical cartoon, figure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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