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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화에 있어 대상의 사실적 표현과 

그래픽 노블의 연관관계에 대한 연구 

- 권가야의 <남한산성>작품을 중심으로 -

Ⅰ. 서론
Ⅱ. 사실적 표현
Ⅲ. 작품의 표현기법과 특징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박희복, 김광수

초 록

회화에 있어서 대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작품들은 19세기 중반 프랑스에서 G.쿠르베가 당

시의 아카데미즘 화풍에 반항하면서 사실주의를 주창하였고 이에 동조하는 H.도미에나 F.밀레

와 같은 화가들에 의해 사실주의풍의 작품들이 본격적으로 제작되었다. 이후 사실주의는 미술

을 비롯해서 문학영역 전반에까지 확대되었고 예술작품과 문학작품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만화 또한 회화의 한 형식으로서 그 역사적 맥락을 같이하며 사실주의적인 만화가 당시의 

화가나 만화가들에 의해 제작되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실주의 만화(Realism Comics)는 

사실에 기초해서 이야기를 다룬 만화로서 내용적으로는 당대의 사회적 현실을 객관적으로 묘

사하고 재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였지만 시각적 측면 즉, 대상의 표현 면에

서는 반드시 사실적이라고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었다.

그러던 중 1980년대 이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만화와 소설의 중간 형식을 띈 그래픽 

노블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래픽 노블은 슈퍼 히어로물이 넘쳐나던 미국 만화시장에 문학성과 

예술성이 강한 형식과 양식을 갖추고 나타났으며, 그 주요 특징으로는 내용적으로나 시각적으

로나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마치 그 서사구조나 그림들이 그래픽으로 

연출된 소설이나 문학작품을 보는 듯 복잡하고 섬세하며 예술적 작품성까지 지니고 있다. 그래

픽 노블에서 보여 지는 사실적 표현의 특징들은 이전의 만화작품과 비교하여 볼 때 상당히 큰 

차이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시대의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개성이 강한 작가주의적 그림 스타일

의 특색을 보이며, 작품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으면서도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표현기법이나 방

식들로 인해 회화나 일러스트와 같이 예술작품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

다.

최근 국내에서도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가 잇따라 개봉되어 흥행에 성공하면서부터 원

작 그래픽 노블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되었다. 따라서 많은 원작 그래픽 노블이 번역되어 

판매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과 유행에 발맞추어 한국의 일부 작가들이 그래픽 

노블류의 작품들을 제작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래픽 노블을 표방하며 제작되어진 국내 작

품들을 살펴보면 그 형식과 정통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

는 한국적 그래픽 노블의 대표적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권가야의 <남한산성>에 초점을 맞추

었으며, 특히, 대상의 사실적 표현이라는 시각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그 특징들과 유사성 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그래픽 노블에 대한 정체성과 현주소를 되짚어보고 미국이나 유럽 그

리고 일본의 그래픽 노블과는 차별화된 우리만의 독창적인 소재를 개발, 활용함으로써 한국적 

그래픽 노블이 경쟁력을 갖춘 만화의 한 장르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

으면 한다. 더 나아가 침체되어 있는 국내 만화시장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를 희망한다. 

주제어 : 만화, 사실주의(Realism), 그래픽 노블(Graphic Novel), 권가야의<남한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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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만화의 역사는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카툰

(Cartoon), 코믹스(Comics)등과 같은 형태로 발전해왔다. 이후 

자본주의사회가 대중매체의 시대로 접어들며 발달된 인쇄술을 바

탕으로, 오늘날 대중들에게 가장 친근한 매체로 자리 잡았다.1) 

만화는 글과 그림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대중들에게 

쉽게 정보전달을 하며, 현재도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장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저평가되어 온 것도 사실이

다. 윌 아이스너(Will Eisner)의 주장에 따르면, 만화가 쉽게 읽

히기 때문에 생겨난 만화의 효용성에 대한 저평가는 낮은 읽기와 

쓰기능력 그리고 제한된 교양을 가진 사람들과 결부되었다. 그리

고 수십 년 동안 만화의 내용은 그런 독자들에게 영합했다.2) 라

고 하였다. 하지만 현대만화의 제작에 있어 문학적인 형식과 틀

이 더해지고 작화에 있어서 작가들만의 다양한 스타일이 결합되

며 만화에서도 예술적인 면이 많이 부각되어졌으며 다소 저급한 

예술에서 벗어나 영화, 드라마, 대중음악과 같이 대중예술의 한 

분야로 완전히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는 만화 작품의 질적 향상과 대량생산 그리고 사

회적 인식의 변화와 같은 요소들도 상당히 큰 역할을 담당하였지

만 21세기 초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만화와 소설의 중간 형식을 

띈 ‘그래픽 노블(Graphic Noble)’3)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장르

* “이 논문은 2013~2014년도 청주대학교 연구장학 지원에 의한 것임”

1) 박인하, 『만화를 위한 책』, 교보문고, 1997, p.41

2) 윌 아이스너, 조성면 옮김, 『그래픽 스토리텔링과 비주얼 내러티브』, 비즈

앤비즈, 2009, p. xv

3) 1. 만화와 소설의 중간 형식.

2. 미국과 유럽의 문학 형식의 문장이 많고 강렬한 예술적 성향을 강하게 표

현한 작가주의(인디) 만화. 컬러와 흑백 두가지 형식이 있으며, 특별히 흑백 

형식을 ‘블랙 앤 화이트’라고 한다. 슈퍼 히어로물이 범람하던 미국 만화계

에 문학성과 예술성이 강한 형식과 양식을 갖추고 나타난 만화를 가리킨다. 

‘Graphic Novel’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것은 윌 아이즈너(Will Eisner)

의 처녀작 ‘A Contract with God’과 ‘Other Tenement Stories’(1978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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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탄생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이후 현재까

지 미국 만화시장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유럽을 비롯한 

아시아의 만화 및 영화시장에도 상업성과 결부되어 상당히 큰 파

급효과를 미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만화는 문학작품과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단순한 

서사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시각적인 측면에서도 단순화 된 대상 

묘사는 순수 회화작품에 비해 그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

다. 또한 재료의 사용에서부터 기법까지 상당히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 이는 만화가 시간적 제약과 함께 어떤 대상이나 사물의 형

태 또는 사건의 성격을 과장하거나 생략하는 방법으로 표현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래픽 노블의 출현은 이전의 만화가 보여주

던 표현 방식에서 벗어나 그 표현의 가능성을 더욱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즉, 만화의 전통적인 표현방식위에 회화

적 표현 기법 및 재료 사용으로 인해 더욱 사실적이면서도 예술

성이 있는 작품 제작이 가능해 졌다고 할 수 있다.  

<남한산성>은 대상을 표현하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만화와 그래

픽 노블과의 어느 중간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만

화의 특징과 그래픽 노블적인 특징이 혼재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

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아직까지도 그래픽 노블의 형식이 

확실히 정의되지 못하고 여전히 진화되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단

순히 비교하여 판단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남한

산성>을 통해서 국내에서 제작되어지는 그래픽 노블의 현실과 앞

으로의 전망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권가야의 <남한산성>에서 보여 지는 대상의 사

실적 표현과 기법 그리고 특징 등을 살펴보고 그래픽 노블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후 우리만의 특징과 장점들을 발견해 내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더 나아가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월)의 표지에 이 용어를 쓰면서부터이다. 프랭크 밀러 ‘300’, ‘신 시티’ 

등의 작품을 예로 들 수 있다.

   네이버, www,naver.com, 검색어:그래픽노블, 2014년 8월 24일,

   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47899&cid=42627&categoryId=4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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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적인 정서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지극히 한국적인 차별화된 

소재와 표현기법을 사용한 작품들이 제작될 수 있도록 한국적 그

래픽 노블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만화에 있어 대상의 사실적 표현에 관해 자세히 연구하기 위하

여 사실적 표현이 두드러지는 만화 작품들 중 대표적으로 권가야

의 <남한산성>을 선정하였으며, 작품 속에서 보여 지는 사실적 

표현들과 기법 그리고 특징 등에 대하여 시각적 측면에서 중점적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그래픽 노블에서 나타난 사실

적인 표현들과의 유사성 및 차이점 그리고 연관 관계를 연구 분

석하고자 한다. 

사실적 표현에 대해 연구함에 있어서 방법적으로는 Ⅱ장에서 

사실적 표현에 대한 개념과 역사를 미술사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표현 방식에 있어서 회화와 만화와 그리고 그래픽 노블간의 차이

점에 대하여 간략하게 비교해 본 후에 사실적 표현을 내용적인 

측면과 시각적인 측면으로 분류하고 이 범주에 의해서 국내는 물

론 해외의 유명 만화 작품들의 사실적 표현과 특징들을 살펴볼 

것이다.

Ⅲ장에서는 <남한산성>에서 사용된 표현기법과 특징들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특히 사실적 표현은 회화적 기법과 만화적 기법

들이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 대상을 보다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도입된 회화적 기법과 특징에 대하여 심도 있게 

연구함은 물론 그래픽 노블과 유사성과 차이점 등을 비교 분석하

고, 이를 통해 우리만의 장점들을 발견하여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한국적 그래픽 노블로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사실적 표현

1. 사실적 표현의 개념과 역사

회화에 있어서 ‘사실’의 개념은 있는 그대로의 형상이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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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등을 묘사하는 객관화 된 것을 뜻하며 우리의 눈앞에 있는 일

상적인 이미지의 세계를 반영하는 것이다.4) 즉 사실적 표현이란 

대상을 추상화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형태를 객관

적으로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미술의 역사에 있어서 대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려는 시도는 

광의적 해석으로 본다면 구석기시대 동굴벽화에서부터 그 기원을 

찾아 볼 수 있다. 이후 고대 그리스에서는 모방(Mimesis)을 바탕

으로 하는 예술양식이 등장해서 중세 르네상스를 거쳐 현대까지 

이어져 왔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 대상의 사실적 표현은 1850

년대 구스타브 쿠르베(Gustave Courbet, 1819~1877)를 중심으로 

일어난 사실주의(Realism)을 들 수 있다. 문학과 조형미술의 역

사적 운동인 리얼리즘은 프랑스에서 일관성 있게 형성되었으며, 

(중략) 이 리얼리즘은 1840년경부터 1870~80년까지 펼쳐진 운동

이었다. 그것은 그 시대의 생활을 세심하게 관찰하여 그러한 현

실세계를 진실하고 객관적이며 편견 없이 표현하는 것을 목적으

로 삼았다.5) 사실주의는 대상의 표현 또는 서술적 측면에서 어떤 

사상이나 이념에서 탈피하여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존중하고 철

저하게 객관적으로 묘사하려는 시도로서, 묘사대상을 양식화한다

던지 왜곡하는 방식을 철저히 배제하였다. 이러한 특징들은 당시

의 유명한 화가들이 종종 만화 작품도 병행하였으므로 만화작품

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로부터 120여년이 지

나 1970년대 말에 이르러 이전의 만화작품과 비교하여 더욱 사실

적 묘사된 그래픽 노블 이라는 장르의 만화소설이 등장하게 되었

다.

2. 표현방식  

회화는 색채와 선, 형체를 기본 표현 수단으로 2차원적 공간 

범위 내에서 현실미를 반영하고 인간의 심미적 감수로서 때로는 

4) 양다정, 「물의 흐름에 대한 사실적 표현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2011.8), p.14

5) 린다 노클린, 권원순 옮김 『리얼리즘』, 미진사, 1988,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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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의 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예술이다.6) 다시 말해서 회화는 

표현의 근본 수단으로 색채의 혼합에 의한 명암의 변화, 선과 면 

그리고 색채의 리듬, 구도 등에 의해서 정적인 것들을 표현하게 

되는데 좀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원근법이나 

투시법 그리고 명암법 등과 같은 회화의 기본 원리들이 생겨났고 

이를 작품 제작에 적용하여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다 더 실재감 

있게 표현하여 왔다.

만화는 그림과 글을 비롯한 상징화된 형상을 통해 수용자에게 

연속된 연상 작용을 일으키며, 미적인 반응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효과를 거두는 것 혹은 정보를 전달하거나 미적인 반응을 일으킬 

목적으로 그림과 글을 비롯한 상징화된 형상을 의도적으로 늘어

놓거나 배치하여 수용자에게 연속된 연상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다.7) 이러한 만화는 대상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 만화적 장르와 

작가의 표현 방식에 따라 대상의 성격을 과장하거나 생략하여 익

살스럽고 간명하게 인생이나 사회를 풍자∙비판하는 그림의 한 형

식이며 자유로운 과장법과 생략법을 써서 단순∙경묘(輕妙) 및 암

시의 특징을 노리는 것이 순수회화와 구별되는 점이다.8) 

이와 같이 회화와 만화는 그 표현방식에 있어 구별되는 차이점

이 있다. 그러던 중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기

존의 전통적인 만화와 회화적 표현방식이 접목된 새로운 개념의 

만화장르가 대중화 되었는데, 바로 그래픽 노블이다. 그 특징으

로는 대상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작품의 완성도

가 상당히 높다. 특히 재료의 사용은 물론 기법적인 면에서도 회

화적인 요소 들이 도입되어 더욱 사실적인 표현이 가능해졌다. 

한편, 현대 미술에 있어서도 회화와 만화의 경계는 더욱 모호해 

지기 시작하였으며 실제로 회화작품에서도 만화적 기법이나 표현 

방식들이 차용되었고, 만화에서도 회화적 원리와 표현기법을 사

용한 작품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만화적 기법이 사용된 대

6) 장인영, 『미⦁예술이란 무엇인가』, 세종출판사, 1997, p.16

7) 박인하, 앞의 책, p.35

8) 박인하, 앞의 책,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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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 회화 작품의 한 예로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을 

들 수 있으며,  회화적 원리와 표현기법이 많이 사용된 만화장르

가 그래픽 노블이라 할 수 있다.

3. 사실적 표현의 분류   

사실적으로 표현된 작품들을 연구함에 있어서 크게 내용적 측

면과 시각적 측면으로 분류해서 살펴보았다. 첫째 내용적인 측면

에서는 역사물, 서민의 일상, 어두웠던 시대의 현실 비판 등을 

작가의 의식 성향에 따라 독특한 감성을 통해 사실적으로 재조명

한 작품들이 많았으며, 둘째는 시각적 측면에서 대상을 보다 사

실적으로 표현한 작품들로 작가만의 작가주의적 화풍과 스타일이 

특징적이다.

전자를 예를 든다면 오세영의 ‘부자의 그림일기’, 이희재의 

‘간판스타’, 강풀의 ‘26년’, 최규석의 ‘대한민국 원주민’ 

등이 있으며 주로 과거의 어두웠던 시대상, 서민들의 삶과 애환, 

민주화 운동, 현실비판, 서민의 일상 등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

으며 사실주의적 만화 또는 리얼리즘만화(Realism Comics)9)로 부

른다. 이러한 리얼리즘 만화는 진실한 삶의 모습을 반영하기 위

해 적절한 전형을 창조하는 창작적 실천인 동시에, 작가의 사상

이나 정서를 이야기나 사건을 통해 전달하려는 형상화방법이기도 

하다.10)

후자로서는 그래픽 노블 작가인 Alex Ross, 일본의 이노우에 

9) 사실에 기초한 이야기를 다룬 만화.

좁은 의미로는 어두웠던 시대상과 현실 비판, 서민의 일상을 보여 주는 작품

을 가리킨다. 한국 만화계에는 1980년대 전문 만화 잡지인 ‘만화광장’, 

‘매주만화’, ‘주간만화’ 등 성인용 만화 매체들이 생겨났다. 이와는 성격

을 달리하는 이희재의 ‘간판스타’, 오세영의 ‘부자의 그림일기’ 등 일련

의 리얼리즘 계열 만화가 창작되었는데 만화를 예술로 승화시켰다는 찬사를 

받았으며, ‘작가주의 만화’라고도 불렸다. 당시에는 대본소 위주의 ‘공장 

만화’가 범람하고 있었는데 이를 지양하는 구실을 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만화애니메이션사전, www.naver.com, 검색어:리얼리즘만화, 

2014년 9월 6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48003&cid=42627&categoryId=42627

10) 박인하, 앞의 책, p.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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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히코(井上雄彦), 국내 작가인 이태행, 양경일, 석정현 등을 

들 수 있으며, 등장인물이나 배경 등의 대상을 사실적으로 묘사

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1) 내용적(스토리) 측면의 사실적 표현  

만화의 표현 중 내용적인 측면에서 사실적으로 구성되어진 작

품들은 사실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사실주의는 현시대에 

일어나는 일과 현시대적인 내용이 적용되는 것 뿐 만아니라 작가

가 작품을 제작함에 있어 당시의 모습을 사실적이며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실주의 또는 리얼리즘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실주의는 미술, 문학, 연극, 만화 등 다양한 예

술장르에서 나타난다.

만화작가는 다양한 소재와 내용들을 다루고 있으며, 그에 따라 

만화의 시각화에서도 작가들의 개성과 이미지의 표현이 조금씩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독자층 또한 구분되어 진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장르와 소재를 통해 작가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만화의 

내용적인 부분을 살펴본다면, 소재가 가지는 성질과 특징을 고려

해 시공간적 배경면에서 과거, 현재, 미래 또는 작가만의 독창적

인 세계관이 이입되고, 이를 통해 허구의 내용, 즉 ‘Fiction’ 

과 사실적인 내용 ‘Fact’를 다루는 사실주의적 이야기, 혹은 

역사적 사실이나 실제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작가에 의해 재구성

된 이야기까지 다양한 만화들이 제작되어 진다.

사실주의 문학에서는 인간의 삶과 사회현실을 주관적, 추상적 

관점에서 인식하고 현실화하는 아이디얼리즘에 대립하여 객관적 

현실을 구체적 형상화를 통해, 환언하면 현상을 통해 본질을 드

러내고 본질로써 현상을 개괄하는 변증법적 과정으로 인식하고 

형상화하고자 하는 인식태도이며 창작방법이다.11) 사실적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되어지는 만화들이 리얼리즘 문학의 틀을 정확히 

11) 김윤식,정호웅,『한국문학의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민음사, 1989,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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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주의 문학에서 나타나는 요소를 많

이 포함하고 있다. 만화는 당시의 사회적 문제를 풍자, 비판하는 

형식과 함께 현실의 문제를 반영하면서 다양한 장르와 형태로 발

전해 왔다.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문학성을 띄면서 현재도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만화가 문학적 복잡성을 내포하게 된 

것을 윌 아이스너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만화책으로 인식하는 주목할 만한 읽기 형식의 발흥과 

확립은 60년에 걸쳐 진행됐다. 신문 연재만화들을 묶어 출판하던 

잡지<코믹스 스트립스, comics strips>의 편집과정에서 만화 소

재가 신속하게 완벽한 진짜 이야기로, 또 그래픽 소설로 발전하

였다. 이 최종적인 전환은 만화가와 스토리작가에게 전례 없이 

문학적인 복잡성을 부여했다.12)  

내용적인 측면에서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 제작된 만화는 오세

영의 ‘부자의 그림일기’13), 이희재의 ‘간판스타’14), 강풀의 

‘26년’15), 최규석의 ‘대한민국 원주민’16) 등이 있으며 사실

주의 만화 또는 리얼리즘 만화라고 한다. 그러나 내용이 사실적

이라고 해서 대상 표현도 반드시 사실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12) 윌 아이스너, 조성면 옮김, 앞의 책, p.xv 

13) 오세영, 『부자의 그림일기』, 글논그림밭, 2000 – 오세영의 단편집으로 <부

자의 그림일기>외 총 12편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으며, 작품에서는 당시의 현

실상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리얼리즘 만화의 대표로 꼽힌다.

14) 이희재,『간판스타』, 글논그림밭, 2000 – 이희재의 단편집으로 <간판스타>

외 총 7편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으며, 당시의 사회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

며, 한국의 리얼리즘 만화중 손에 꼽힌다.

15) 강풀, 『26년』, 재미주의, 2012 – 웹툰을 원작으로 2006.04 ~ 2006.10까지 

daum에서 연재되어진 작품으로 광주민주화 운동을 중심으로 fiction으로 제작

되어진 웹툰이며, 만화에서 당시의 시대상과 사회적 모습을 잘 묘사 하였으

며, 이는 만화의 리얼리즘적인 요소를 보여준다.

16) 최규석, 『대한민국 원주민』, 창비, 2008 – 최규석의 단편집으로 작품에서

는 자기 가족의 과거 모습을 통해서 당시의 한국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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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오세영 <부자의 그림일기>, 이희재 <간판스타>, 

강풀 <26년>, 최규석 <대한민국 원주민>

작가주의 만화 중 박흥용의 ‘구르믈 버서난 달처럼(1995)’은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당시의 시

대상을 잘 묘사하고 있다. 이는 작가주의 만화에서도 사실적 내

용을 다뤘다는 점에서 사실주의 만화와 공통점을 보이며, 작품 

속 인물의 심리와 대사표현에 있어 문학적인 요소를 보여준다.

그림 2. 박흥용 <구르믈 버서난 달처럼>

만화에서 내용의 사실적 표현을 리얼리즘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면, 작가는 그 당시의 모습을 철저하게 객관화하여 보여주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는 문학과 미술의 전유물이 아니며, 문학

처럼 복잡한 구조를 통해 제작 되어지는 만화에도 적용되어 발전

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문학적인 요소가 만화와 합쳐지면서 만

화는 내용적으로 문학적 완성도와 예술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

러한 특징들은 그래픽 노블에서 잘 드러난다.



371

2) 시각적측면의 사실적 표현

만화에 있어 시각적인 표현은 작가의 화풍과 작화 스타일에 따

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방향

에 따라 대상의 표현은 사실적인 표현부터 단계를 거쳐 생략되거

나 단순화되기도 한다. 이러한 시각적 표현방법은 만화의 장르와 

내용, 시대성, 작품의 주요 소비층을 고려하여 작가가 결정하는 

것이다. 사실적인 내용을 다루거나 청소년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제작되어지는 만화의 표현은 대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작품이 

많으며, 만화를 접하는 독자의 연령층이 낮을수록 그 표현은 단

순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만화의 시각적인 표현 중 대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할 것인지 또는 대상을 단순화시켜 묘사할 것인

지에 대해서는 작품을 제작하는 작가의 표현능력과 방식에 따라 

어떠한 작품으로 독자들에게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

으로부터 출발한다. 

만화의 시각적 표현은 회화의 기본원리들을 이용하면서도, 회

화와는 또 다른 만화만의 매력적인 요소들이 존재한다. 그 중 만

화가 회화적인 기법과 차별을 두는 요소 중 하나로 외곽선을 꼽

을 수 있다. 회화에서는 주로 면, 색상, 명암 등의 차이로 대상

의 형태를 분리 또는 구별하지만 만화에서는 주로 외곽선으로 구

별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이런 외곽선은 만화의 

표현만이 가지는 특징인 동시에 외곽선으로 표현된 이미지는 사

실적인 표현에도 불구하고 만화라고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만화는 색의 사용에 있어 컬러만화와 흑백 만화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만화의 제작 방식과 기법에서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출판 만화는 흑백으로 제작되어지는 

경우가 많다. 

한편, 흑백만화가 주를 이르던 시대에서 인쇄기술의 발달로 인

해 칼라만화가 등장하게 되었고, 이후 만화는 여러 가지 색과 재

료의 사용으로 그 표현방식이 다양해졌으며 대상을 더욱 사실적

으로 묘사하면서 만화이지만 회화적으로 표현한 작품들이 생겨났

다. 미국의 그래픽 노블 작가인 ‘Alex Ross’의 작품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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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예를 든다면 그의 작품에선 외곽선을 찾기 힘들며, 대상의 표

현에 있어서도 사실적인 드로잉과 리얼리티가 극대화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작가의 작품은 보통 컬러로 제작되었으

며, 대상을 외곽선 보다는 회화적인 기법으로 표현하였고 사실적

인 묘사력이 더해져 시각적인 면에서 상당히 사실적으로 표현되

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3. Alex Ross <Shazam>

 

그림 4. Jim Lee <Superman For Tomorrow>

 Jim Lee <Absolute All star Batman and Robin the Boy Wonder> 

Quesada Variant <Amazing Spider man> 

Adi Granov <Iron man>

미국의 만화는 제작방식도 다양하고 또한 작가의 표현방식도 

다양하다. 그래픽 노블 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출판 만화에서

도 이러한 사실적인 표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화의 작화에서는 대상을 실제의 이미지

와 흡사하게 표현하는 작화성향이 두드러졌다. 미국의 만화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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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DC comics’와 ‘MARVEL comics’의 대표작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등의 작품들에서 스

타일리쉬하고 개성넘치는 표현뿐만 아니라 완성도 높은 고퀄러티

의 사실적 표현을 볼 수 있다.  

미국의 ‘MARVEL comics’의 그래픽 노블 작가인 영국출신의 

스토리작가 ‘마크밀러’와 작화를 맡은 ‘스티브 맥니븐’의 작

품도 대상표현이 상당히 사실적이다. 외곽선을 이용해 대상을 분

리하고, 컬러로 마무리하는 제작 방식으로서 외곽선이 있지만 그 

표현에 있어서 리얼리티가 떨어진다고 할 수 없다. 미국의 만화

와 다르게 대부분의 한국만화는 흑백으로 제작되어지고 외곽선이 

부각된다. 그러나 원근처리를 위해 선의 두께와 묘사의 정도를 

조절함으로써 거리감을 표현하고 있으며 다양한 펜선으로 대상의 

질감을 표현하고 있다. 이런 한국만화의 표현 방식은 일본망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동양권 만

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5. 마크 밀러, 스티브 맥니븐 <WOLVERINE : OLD　MAN　LOGAN>

일본만화 ‘슬램덩크’의 작가 ‘이노우에 다케히코’는 대상

의 표현을 구체적으로 묘사했으며, 특히 등장인물의 형태와 드로

잉이 상당히 실제 이미지와 비슷하게 표현하였다. 이러한 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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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을 위하여 작가는 선의 강약과 함께 빛에 따른 명암과 덩어

리 표현 그리고 다양한 펜선과 회색의 음영 묘사를 주로 사용하

였다. 그렇다고 일본의 대부분의 만화가가 이렇게 사실적인 리얼

리티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만화 장르를 

‘극화’라고 말하며, 대상을 비교적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경향

이 있다.

그림 6. 이노우에 다케히코 <슬램덩크>

국내 만화에서도 이런 극화풍의 작품 중에 대상을 비교적 사실

적으로 묘사한 작품들이 제작되어졌다. 90년대 작가 이태행의 

‘타임시커즈(1999년작)’는 당시 한국만화로 생각하기 힘들 정

도의 과감한 연출과 표현력으로 한국SF만화에 한 획을 그었다. 

그의 작품 속 대상의 표현력은 당시의 다른 만화들과 다르게 세

련되고 섬세하게 표현되어있다. 또한 청소년들을 주 대상으로 작

가 양경일의 ‘신암행어사(2001~2007)’는 한국형 판타지 만화로

서 등장인물의 표현에서부터 배경부의 표현까지 상당히 디테일한 

묘사력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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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이태행 <타임시커즈>, 양경일 <신암행어사>

박중기 작가의‘단구(2003~2006)’를 살펴보면 곡선과 직선의 

조금은 투박하고 거친 선이 특징적이며 힘 있는 드로잉으로 대상

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석가’라는 필명을 사용하며 일러스트 

작가로 유명한 석정현은 미국의 출판만화와 비슷한 형태로 한국

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컬러만화‘귀신(2006)’을 발표하였는데 

대상표현에 상당한 리얼리티와 사실적인 묘사를 보여준 작품 중 

하나이다. 

그림 8. 박준기 <단구>, 석정현 <귀신>

이렇듯 대상의 표현에 있어서 사실적으로 묘사된 만화는 독자

로 하여금 작품에 더욱 몰입할 수 있게 하고 현장감과 실재감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작가의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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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보는 재미와 감동을 배가시켜줄 수 있는 

것이다.

스콧 맥클라우드는 만화의 대상 이미지에 있어 카툰화는 ‘단

순화를 통한 전달효과의 확장’의 한 형식으로 보고 있으며, 이

런 카툰화의 효과로는 보편성을 가지고 단순화하여 빠르게 자기 

동일시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덧붙여 ‘사실적으로 그려진 이미

지는 실체적 복합성이 있는, 객관화된 대상으로 느끼도록 한

다.’17)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만화에서 표현하는 대상의 묘사

가 단순화 된 이미지에선 독자가 빠르게 몰입하는 것을 보여주

며, 사실적인 묘사는 자신을 대입하거나 몰입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의 객관화된 대상을 그것 자체로 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결국 독자들은 시각적 사실을 바탕으로 대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만화 작품들을 보며 객관적인 시선으로 만화 또는 작가가 

제시하는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Ⅲ. 작품의 표현기법과 특징 분석

1. 표현기법

작품 <남한산성>을 제작하기 위해 권가야는 기존의 전통적 원

고 제작방식(원고용지, 펜, 톤 사용)을 철저히 고수하던 입장에

서 탈피하여 연필원고를 스캔한 후 포토샵이나 페인터와 같은 디

지털 툴을 활용하여 그래픽적 기법으로 원고를 완성하였다. 

기법적 특징으로는 의도적으로 만화적 표현 방식에서 벗어나 

회화적이면서도 그래픽 노블적인 작품을 제작하기 위하여 회화적 

기법이나 표현방식을 도입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때문에 이

전의 작품보다 더욱 사실적인 표현이 가능해졌다. 면에 의한 명

암처리로 입체감을 높였으며, 깔끔하게 정리된 펜선의 느낌보다 

거칠고 투박한 드로잉적 기법 그리고 원근법과 투시법 등을 적절

히 사용하여 수준 높은 작품의 완성도와 함께 작가 특유의 독창

17) 스콧 맥클라우드, 김낙호 옮김,『만화의 이해』, 비즈앤비즈, 2008, p.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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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스타일을 잘 보여주고 있다.

만화연구가 김낙호에 의하면 『남한산성』은 표현적 측면에서

도 주목할 만한 지점이 많다. 그림 자체는 연필선과 컴퓨터를 활

용한 흑백 농담 채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 동작선 등의 

부가 효과를 제외함으로써 거칠면서도 정적인 느낌을 주는 효과

가 있다. 반면 전투장면에서는 강렬한 구도의 데생으로 순간적으

로 폭발하는 이미지가 되어준다. (중략) 이는 기존의 한국 사극

만화보다는 오히려 영미권의 그래픽 노블에 가까운 전개 페이스

로 보일 정도다. 이런 연출실험을 이 정도로 성공적으로 실행한 

것만도 대단한 성과다18)라고 평한바 있다. 

  

2. 특징 분석

현대미술에 있어 만화의 형식과 내용을 회화작품에 직접적으로 

도입하면서 순수 미술에 커다란 영향을 끼쳐 왔다. 특히, 1960년

대 뉴욕을 중심으로 일어난 팝아트 작가인 리히텐슈타인(Roy 

Lichtenstein)과 아다미(Valerio Adami)등과 같은 현대 화가들이 

만화가 지니고 있는 연속성인 구성과 장면을 차용하여 작품에 도

입시키면서 만화와 회화의 차이와 경계를 허물어졌다. <그림 9>

의 ‘행복한 눈물’은 만화의 평면성과 망점을 사용하였고, 

‘Figura con valigia’는 포스터와 만화와 같이 대상을 색과 면

으로 표현하여 이전의 고전적 회화의 기법이나 형식들을 배제시

켰다.

그림 9. 리히텐슈타인 <행복한 눈물>, 아다미 <Figura con valigia>

18) 네이버, www.naver.com, 검색어: 버티는 것의 강렬함, 2014년 10월 2일, 

   http://capcold.net/blog/2869

   버티는 것의 강렬함 - 『남한산성』[기획회의 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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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남한산성>은 회화의 형식과 내용이 만화에 도입된 작

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상을 보다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작가의 노력은 재료의 사용과 제작 방식 그리고 기법적인 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변화는 순수 회화작품과 여러 

가지로 닮아있다. 다시 말해서 회화를 기초로 한 만화의 표현이

며 대상의 사실적 표현의 영역을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대상의 사실적 표현을 위해<남한산성>에서 보여 지는 특징들을 

분석해 보면 사실화적 표현, 다양한 선 처리, 회색음영에 의한 

명암처리, 톤 변화에 의한 인물묘사, 사실적인 배경과 소품 표현 

등이 있다. 

1) 사실화적 표현 

만화는 작가의 스타일이나 작품의 특성에 따라 대상을 생략, 

왜곡, 과장하여 다양하게 시각화 하고 있다. 시각화 과정에서 인

물의 머리와 몸통을 1:1 비율로 그리는 귀여운 캐릭터에서 8등신 

또는 실제인물의 비율로 그려진 인물들, 더 나아가 12등신의 신

화나 전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까지 다양한 비율로 제작되어진

다. 물론 이런 시각화 작업은 만화의 내용(이야기)과 작가가 전

달하는 메시지에 따라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할지 고민하고 표현

되어진다. 이는 만화에서 표현되는 단순화는 대상과 독자(개인)

의 동일 시 하는 느낌을 주며, 이는 독자가 대상에게 생명력을 

부여하고 몰입하게 하는 효과19)를 가진다. 반대로 ‘사실’을 기

반으로 표현된 사실적 이미지는 대상을 그 자체로 객관화된 느낌

을 전달한다. 이러한 부분에서 만화의 시각적 대상의 표현방식은 

작가의 의도된 선택이라고 생각되어진다. 

<남한산성>에서 보여 지는 대상의 사실화적 표현은 만화의 내

용에서 이야기가 가지는 사실적인 묘사와 기존의 만화들이 가지

는 단순화된 서사구조와 달리 복합성을 띈 서사구조에서 느껴지

19) 스콧 맥클라우드, 앞의 책,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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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 편의 소설 같은 느낌을 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객관적인 

시선으로 당시의 모습을 바라보는 작가의 생각과 메시지를 전달

하고 있다. 작가는 사실화에 기반을 두고 <남한산성>에 등장하는 

대상과 독자와의 자기 동일시보다는 제3자의 시점에서 우리의 역

사를 더욱 객관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사실화처럼 표

현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러한 사실화적인 표현은 대상을 정확

하게 바라보는 관찰력과 인체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그리고 

대상을 정확히 묘사할 수 있는 작가의 능력에 의해 좌우된다. 

<남한산성>에서는 사실적인 비율의 형태 묘사와 작가의 독특한 

표현 능력으로 인해 대상을 더욱 사실화하여 보여 주고 있다.

그림 10. 권가야 <남한산성>

2) 다양한 선

‘남한산성’에서는 마치 회화에서 편안하게 드로잉을 하듯 다

양한 선의 느낌을 이용하여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연필로 스케

치한 밑그림을 스캔 후 컴퓨터로 불러와 디지털 작업을 통해 완

성하였다. 그래서인지 작품 속에선 스케치한 연필선이 그대로 남

아있는 장면도 종종 눈에 띈다. 또한 이런 연필선이 보정작업을 

통해 외곽선으로 사용된 컷과 연필선 보다 두껍고 강한 선으로 

묘사되어진 컷까지 대상을 묘사함에 있어 다양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 작가는 드물게 부드러운 선으로 대상을 처리하였지만 대부

분 굵고 거칠면서도 강한 선, 곡선보다 직선적인 느낌의 선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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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이 사용하였다.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그의 그림체를 보면 

무언가 강한 힘이 느껴지는 것이다.

그림 11. 권가야 <남한산성>

3) 회색음영에 의한 명암 

기존의 작품에서 작가는 펜의 터치와 스크린 톤20)을 활용하여 

명암을 표현하였으나 <남한산성>에서는 명도대비에 의한 회색음

영이나 면으로 명암을 처리하였고, 만화를 의도적으로 흑백으로 

제작하여 지난 과거의 역사를 보여주려고 하였다.

만화에서 컬러는 즉, 색채는 소재를 객관화하고, 흑백보다는 

컬러에서 물체의 물리적형태가 더 쉽게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한

다.21) 이는 컬러만화의 특징으로서 미국의 단행본만화와 그래픽 

노블 등이 컬러로 제작되고 있다. 하지만 컬러만화는 흑백만화에 

비해 더 많은 제작비용이 필요하므로 국내에서 흔히 찾아보기 힘

든 것이 사실이다. <남한산성>은 미국의 그래픽 노블과 비교해 

볼 때 흑백만화라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그러나 흑백의 표

20) 출판 만화의 회색조의 명암이나 무늬, 패턴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

   명암이나 배경, 디자인 등 표현되는 모든 이미지에 사용되며 종이 원

고 작업에 사용하는 톤과 컴퓨터 원고 작업에 사용하는 톤의 두 종류

가 있다. 스크린 톤은 자르고 붙인 후 긁거나 지우거나 하는 기법으

로 다양한 효과를 연출하는데, 최근에는 디지털 작업이 늘면서 작가

들이 직접 스크린 톤 형식의 무늬를 제작하거나 디지털용 스크린 톤

을 만들어 쓴다.

   [네이버 지식백과] 스크린 톤 [screen tone, スクリ―ン ト―ン] (만

화애니메이션사전, 2008.12.30,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1) 스콧 맥클라우드, 앞의 책, p.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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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방식에 있어 작가는 기존의 작품들에서 표현하던 명암방식에서 

벗어나 그 단계를 더 세분화하여 대상을 묘사하였다. 평론가 박

인하의 평에 의하면, “왜 컬러만화를 흑백으로 인쇄했는가?”라

고 의아해했을 정도로 <남한산성>의 명암표현은 기존 작품들에 

비해 컬러를 흑백으로 인쇄했다는 착각을 불러올 정도로 회색음

영에 의해 표현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그림 12. 권가야 <남한산성>

흑백만화에 있어 명암을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되는 재료로 스

크린 톤을 꼽을 수 있으며, ‘이 스크린톤은 만화에서 옷이나 다

름없다.’22)라고 말하기도 한다. 작가는 <남한산성>을 제작함에 

있어 전통적인 만화의 스크린 톤이 아닌 디지털작업의 편집에서 

활용한 회색음영을 보여주었다. 이는 스크린 톤을 사용한 다른 

흑백만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은 명암처리로 인해 대상

의 모습을 더욱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며 기존 작품과는 확실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4) 인물묘사

인물묘사에 있어서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색음영으로 

색칠한 듯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작품제작 과

정에서 대상과 배경과의 경계선을 선이 아닌 면에 의해 명암을 

22) 박창석, 『만화가 사랑한 미술⦁미술과 만화의 유쾌한 만남』, 아트북스, 

2008, p.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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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칠해서 표현할 때 주로 발생되어지며 만화보다는 일러스트나 

회화작품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개성 넘치는 캐릭터 설정위에 거친 선과 면을 나눠 색을 칠하

듯 표현된 명암 그리고 작가만의 독특한 작화 스타일이 결합되어 

작품과 잘 어울리는 특징적인 인물 표현 효과를 만들었다. 인체 

비율은 실제 사진을 보고 그린듯하게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인물의 형태를 표현함에 있어 생략이나 간략화하기보다는 실제에 

가까운 표정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묘사하는 사실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면 위주의 얼굴표현은 마치 각면 석고상의 입체감을 

표현하기 위한  방식과 유사하다. 옷의 주름 표현은 인물의 신체

적 특징이나 볼륨감 그리고 동작에 의해 생기는 주름을 고려하여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작품 전반에 나타난 인물 표현도 시종일

관 똑같이 묘사 되어있지 않고, 빛과 명암 차이에 의한 표현과 

작가의 연출적인 효과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런 특징들은 

대상을 객관화시켜 보다 사실적으로 묘사하려는 작가만의 의지와 

노력에 의한 결과이며, 특유의 개성과 스타일을 잘 보여주고 있

다. 

그림 13. 권가야 <남한산성>

5) 사실적인 배경과 소품

사실적인 표현은 인물뿐만 아니라 배경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

다. 역사물로서 조선시대 임진왜란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

기 위하여 <그림 14>, <그림 15>과 같이 자연물과 당시의 전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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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 그리고 소품 등의 자료들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실제 조선

시대의 모습을 그려 냈다. 특히, 배경 묘사는 드로잉적인 다양한 

선의 느낌을 사용하여 대상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으며, 회화적

인 묘사법에 의해 원근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인지 몇몇 

장면에서는 밀도 있는 수묵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작품

의 배경은 자연물과 가옥의 종류, 실내와 실외, 그리고 묘사할 

대상의 특징에 따라 선 두께의 차이와 직선과 곡선으로 대상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다. 

그림 14. 권가야 <남한산성>

그림 15. 권가야 <남한산성>

‘남한산성’에서 보여 지는 이러한 특징들은 대상의 사실적 

시각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들인 것

이다. 결과적으로 독자들은 사실적으로 묘사된 인물과 배경으로 

인해 작품 속에서 보여주는 당시의 모습과 현장감을 사실 그대로

의 객관적인 관점에서 관찰하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상의 표현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역사적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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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남한산성>에서는 기존 역사만화와 

다르게 한명의 주인공이나 영웅이 존재하지 않는다. 작가는 자신

의 글에서 ‘이 만화에는 주인공이 따로 없다’23) 고 말하고 있

다. 이는 작가가 <남한산성>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어느 

한 개인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기존의 방식에서 여러 인물의 삶

을 전달하려는 의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내용면에서 나

타나는 이런 특징은 미국의 그래픽 노블과 만화에 자주 나타나는 

영웅주의 만화와의 차이점이기도 하다. 

이렇듯 <남한산성>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내용적인 면에서

도 새로운 방식의 역사극을 소개하려 했으며, 시각적 묘사 또한 

기존의 작업방식과의 차별성을 두고 자신만의 진화된 작가주의적 

특징과 스타일을 잘 보여주고 있다. 

3. 그래픽 노블의 특징과 유사성

2000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슈퍼히어로물의 만화나 그래픽 

노블을 원작으로 영화화 한 배트맨,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등과 

같은 시리즈물 작품들이 제작, 개봉되면서 그래픽 노블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갔으며, 국내에서도 해외 유명작품들이 번역판으로 

소개되면서부터 많은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

근의 이러한 국내외적인 유행과 인기에 부합하여 국내에서도 일

부 작가들이 그래픽 노블의 형식을 띈 작품을 제작하기 시작하였

으며 그 중 미국이나 유럽과는 구별된 한국적인 소재와 특징을 

적절히 결부시킨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국내의 작품들을 살펴본다면 김산호 <대쥬신제국사>, 양우석과 

풍경팀의 <당신이 나를 사랑해야 한다면>, 장태산의 <라반> 등이 

있으며, 한국식 그래픽 노블이라는 형민우의 <프리스트>, 권가야

의 <남한산성> 등이 ‘그래픽 노블’라벨이 붙은 작품이다.(중

략) 물론 이 중에서 가장 탁월한 작품이라면 당연 권가야의 <남

한산성>이며, 양우석과 풍경 팀이 그 뒤를 따른다. 이들은 ‘그

23) 권가야의 <남한산성>의 작가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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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픽 노블’로 불러도 어떤 문제가 없다.24)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래픽 노블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정체성

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국내는 물론, 유럽의 ‘앨범’이나 미

국의 ‘메인스트림 그래픽 노블’ 그리고 일본의 ‘망가’등과 

같이 국가나 지역적으로 약간의 개념적 차이점들과 특징들이 존

재한다. 그러나 그 특징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본다면 어느 정도 

기존의 만화 작품들과는 다르게 확연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발

견할 수 있다. 우선 외관상으로 볼 때 하드커버 제본에 컬러가 

주류를 이루며, 내용이나 시각적으로 사실적 표현과 함께 문학성

과 예술성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독자층은 주로 성인이라는 것

이다. 물론 이러한 특징들은 충분히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미국적 그래픽 노블과 권가야의 <남한산성>의 특징

들을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내용적 측면에서 볼 때 그 서사구조가 복합성을 띄고 있으며 문

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시각적 측면에서의 작가주의적 스타일을 지향하며 작품의 

완성도가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개성 넘치는 자기만의 작

품스타일을 고집하며 작품제작을 위해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

하고 있다. 오랫동안 무협물 만화 작업으로 축적한 독특한 필력

과 살아있는 그림체는 권가야 자신만의 작가주의적 만화스타일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만화가 이두호는 <남한산성>의 서두 평에

서“개성으로 튀는 캐릭터 설정과 상상의 극한을 보여주는 스토

리, 치밀하게 파고드는 그림의 디테일로 단숨에 만화 독자들을 

사로잡았다. 권가야의 작품은 집요함과 치열함의 산물이다. 독특

하고 화려한 연출과 사실적인 묘사, 철학적 사유가 물씬 묻어나

는 스토리, 시처럼 운율을 이루는 현학적인 대사는 흉내 낼 수 

없는 매력을 뿜어낸다”25)고 평한바 있다. 

세련된 그래픽 감각에 의한 장면 연출, 마치 동양의 수묵화를 

24) 한상정, 문화콘텐츠의 질적 도약을 위한 시론 -그래픽 노블(Graphic Noble)

과 그 필요성, 한국언어문화(제41집), 2010, p.333~334

25) 권가야의 <남한산성>의 서두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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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듯한 작품 퀄러티, 예술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처절하고도 

집요한 자기와의 투쟁, 그리고 작품 속에 녹아든 철학적, 문학적 

그리고 현학적 경지는 권가야만의 작가주의적 스타일과 고집을 

잘 대변해 주고 있으며 기존의 만화와는 또 다른 차원의 만화로

의 발전 가능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Ⅳ. 결론

본 논문은 만화 속에 나타난 대상의 사실적 표현에 관한 연구

를 목적으로 권가야의 <남한산성>을 선택하였고, 이를 비교 분석

하기 위해 사실주의 만화에서부터 그래픽 노블에 이르기까지 그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한산성>은 대상의 사실적 묘사를 극대화하

기 위하여 회화적 기법과 표현방식이 상당부분 도입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만화의 전통적 제작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툴을 활용하였고 원근법이나 명암법과 같은 회화적 기법들을 접

목시켜 대상을 더욱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는 점이다. 불필요한 

동작선이나 효과들을 배제시키고 실제 비례에 의한 사실화적인 

표현, 힘이 느껴지는 드로잉과 데생능력, 다양한 선(線)에 의한 

묘사, 스크린 톤에서 회색 음영이나 면으로 명암 처리, 사실적 

인물 및 배경 묘사 그리고 치밀하게 파고드는 그림의 디테일과 

완성도는 작가만의 독특한 감성과 함께 작가주의적 특징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때문에 <남한산성>은 형식과 내용 그리고 시각적 

측면에서 그래픽 노블과 상당 부분 닮아있다. 

일반적으로 그래픽 노블의 특징은 서사구조가 복잡하고 섬세하

며 문학성은 물론 예술적 성향을 강하게 띄고 있다. 또한 시각적 

측면에서도 대상을 사실적이면서도 독창적으로 표현하였기 때문

에 작품 수준이 상당히 높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주요 독자층이 

성인들이다. 이러한 그래픽 노블의 등장은 이전까지 저평가되어

왔던 만화에서 벗어나 당당히 예술작품으로 인정받기 시작되었다

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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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은 한국적 그래픽 노블의 대표작이라고 말할 수 있

다. 실제 조선의 역사에 근거하여 역사를 소재로 ‘Fiction’과 

‘Fact’가 적절히 녹아든 대서사역사만화의 수작으로 평가되기

도 하지만 한국적 그래픽 노블에 대한 현주소 역시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작품 속에서 보여 지는 기법과 특징들은 분석해 본 

결과 아쉬운 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아직까지도 작품 속에는 전

통적인 만화의 기법과 대상 표현들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으며 정

통적인 그래픽 노블류의 작품과는 어느 정도의 거리감이 존재하

고 있다. 다시 말해서 만화와 그래픽 노블적 스타일의 어느 중간 

위치에 있다는 것이 더 솔직한 느낌이다. 더욱이 국내에서 제작 

및 판매되는 그래픽 노블에 대한 정체성 또한 불분명한 현실 속

에서 단지 예쁘고 소장하고 싶은 하나의 ‘그림책’이나 ‘일러

스트북’정도로 폄하될 수도 있다. 그러나 고무적인 것은 유럽이

나 미국 그리고 일본과는 차별화 된 한국적 소재 개발에 대한 필

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최근 국내 만화시장은 쇠퇴기에 있으나 초고속 통신망이 구축

되고 스마트 기기의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21세기 디지털문화의 

산물인 ‘웹툰’이 급부상하여 주도해 나가고 있으며, 단행본으

로는 유아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습만화가 그 뒤를 따르고 있

다. 때문에 이런 시점에 웹툰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 된 한국적 

소재를 개발하여 그래픽 노블과 적절히 접목시킨다면 한국 만화

시장에 새로운 대안으로 작용할 것이며, 더 나아가 다양한 장르

로 확대, 재생산되어 문화콘텐츠의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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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Realistic Expression of Objects 

and Graphic Novel in Korean Comics 

- Focused on the work <Namhansanseong> by Kwon, Ga-Ya - 

Park, Hee-Bok ․ Kim, Kwang-Su

Regarding works that express objects realistically in painting, 

Gustave Courbet advocated realism in the mid-19th century, France, 

resisting the then academist style of painting, and works in realist 

style were produced in earnest by painters such as H. Daumier or 

Jean F. Millet, who went along with him. Later, realism has expanded 

into the realm of general literature, including fine art, which has 

had profound impacts on works of art and literary works. 

In comics, too, in the same historical context as a form of 

painting, realistic comics began to be produced by painters or 

cartoonists at the time. These realism comics are those dealing with 

stories based on facts, and in terms of contents, objective 

description and representation of the social realities of the time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objectives, but it could not be 

concluded that in their visual aspect, that is, that of expressing 

the objects, they were realistic.

In the meantime, a graphic novel was born, which was the 

intermediate form between comics and novels around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since the 1980s. Graphic novels appeared in forms and 

styles with strong literary and artistic values in the comics market 

in the U.S. which was full of the superhero genre (comics around 

heroes), and their major characteristics are very realistic 

expressions in terms of contents and visual aspect. They are complex 

and delicate and even have artistic, literary values as if readers 

read a fiction or literary work of which its narrative structures or 

pictures are produced with graphics. The characteristics of 

realistic expressions shown in graphic novels are very different 

from the previous works of comics. It is noteworthy that they began 

to be acknowledged as works of art like painting or illustration, 

thanks to their features of strongly individual auteurist painting 

style, a fairly high degree of completion of the works, and creative 

and experimental expression techniques or methods, instea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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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ing the fashion of the times.

In recent years, in South Korea, Hollywood blockbuster films have 

been released one after another and become box office hits, there 

are increasing interest and demand for the original graphic novels. 

Accordingly, many original graphic novels have been translated and 

started to be sold, and keeping pace with this global flow of 

fashion, some writers in Korea began to produce works of graphic 

novels. However, to look into the domestic works produced claiming 

to be graphic novels, there are various opinions on their format and 

authenticity. In this sense, this study focused on Ga-ya Kwon’s 

Namhansanseong, one the representative works of Korean style 

graphic novels, and in particular, it attempted to analyze their 

characteristics and commonalities focusing on the visual aspect of 

realistic expressions of objects.

It is expected that there would be an opportunity to seek for ways 

so that Korean style graphic novel can be further developed as a 

genre of comics, with competitiveness by looking back on the 

identity and present state of domestic graphic novels and developing 

and applying Korea’s original subject matters differentiated from 

those of graphic novels in the U.S., Europe or Japan through this 

study. In addition, it is desired that they will be a new energizer 

for the stagnant domestic comics market.

Key Word : Cartoon, Realism, Graphic Noble, <Namhansanseong> by 

Kwon, G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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