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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의 소재로써 “안녕들 하십니까?”의

사회현상 분석을 통한 만화의 역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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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가 2013년 12월 10일에 등장하였다. 이에 

동조하는 대자보들이 곳곳에 등장하였으며, 인터넷과 SNS에서 사람들의 

입에 뜨겁게 회자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사회현상은 각 언론사의 관

점에 따라 의미가 다른 기사의 형태로 독자들에게 전달된다. 또한, 신문

의 네칸만화와 만평에서도 특정 사건의 의미전달을 위한 소재로써 적극적

으로 활용되어 독자들에게 전달된다. 이는 신문 매체에서 풍자와 비평으

로 세상을 관조하는 만화가 독자에게 카타르시스와 함께 사건의 핵심을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시키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안녕들 하십니까?”의 사회현상은 지나가 버린 과거처럼 언론이나 대

중의 관심에서 잊히고 있다. 반면 안녕하지 못한 현상들에 대한 해결은 

요원해 보인다. 하지만 만평은 연계관계가 있는 사회현상이 발생할 때 이

를 이야기 장치로 활용하여 다시 되새긴다. 독자는 기억 속에서 멀어져간 

사회현상을 되새기고 이를 기억하며 사회현상을 다시금 환기한다. 이처럼 

만평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언론의 역할을 하며, 만화의 장점을 활용한다. 

본 연구는 만화가 중요한 사회적 역할과 소임을 가진 중요한 매체임을 

주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문사의 네칸만화와 만평은 신문사 또는 작가

의 관점에 따른 차이는 있을지언정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사회적 역할을 

분명히 한다. 만화의 장르 중에서 신문 만화의 사회적 역할은 크게 두 가

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사회현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즉 과장과 

강조, 구체적 지시로 사회현상에 대한 입장과 주장을 분명히 드러낸다. 

두 번째, 독자를 설득 또는 이해시킨다. 즉 비슷한 관점을 가진 독자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본 연구는 만화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연구의 

한 부분으로서, 만화의 부정적인 일부분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매도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주제어 : 신문 만화, 네칸만화,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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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1)

1. 연구배경과 목적 

‘안녕’의 사전적 의미는 ‘아무 탈이나 걱정이 없이 편안하

다’와 ‘친한 사이에서 서로 만나거나 헤어질 때 인사로 하는 

말’이다. ‘안녕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나 나라가)아

무 탈이나 걱정이 없이 편안하다. 흔히 안부를 물을 때 쓴다.”

이다.2) 우리가 “안녕하십니까?”라고 서로 인사를 나눌 때는 상

대의 아무 탈이나 걱정이 없는 상태를 바라며 묻는 안부의 인사

말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즉 “안녕하십니까?”는 1:1의 상태

일 때 주로 사용하는 인사말이다. 이를 복수로 사용한다면 “안

녕들 하십니까?”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인사법은 거의 사용하

지 않는 표현이다. 여러 명에게 동시에 안부를 묻는 인사말은 자

칫 결례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쟁점이 되

었다. 이는 2013년 12월 10일에 고려대 경영학과 주현우가 고려

대 벽보에 붙인 대자보이다. 주현우의 대자보 내용을 분석해보

면, (A) 제목(“안녕들 하십니까?”)에서 출발하여 문제를 제기

(①~③)하고 ③의 (B)“안녕할 수 없는데 안녕하신지 모르겠

다.”는 표현 대신에 반어적으로 “어찌 모두들 안녕하신지 모르

겠습니다!”라고 반문하고 있다. 또한, 88만 원 세대가 처한 처

지(④)를 이해함을 밝히고 있으나, 정치적 무관심에 대한 물음

(⑤)을 통해, (C)“안녕하시냐고요”, (D)“안녕하지 못한다

면”, (E)“모두 안녕들 하십니까!”로 다시 인사하면서 맺음을 

하고 있다.

다음은 대자보3) 전문이며, 각 항목에 본 연구자가 임의의 소제

목을 첨가하여 각 문단의 내용을 구분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2) Daum 국어사전, http://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168734&q=

   %EC%95%88%EB%85%95, 검색어: 안녕, 안녕하다.

3) 주현우, “안녕들 하십니까?”, 고려대 대자보,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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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안녕들 하셨습니까?

① <철도민영화 반대에 따른 4,213명의 직위해제> 

어제 불과 하루만의 파업으로 수천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습

니다. 다른 요구도 아닌 철도 민영화에 반대한 이유만으로 4,213명

이 직위 해제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사회적 합의 없이

는 추진하지 않겠다던 그 민영화에 반대했다는 구실로 징계라니. 

과거 전태일 청년이 스스로 몸에 불을 놓아 치켜들었던 ‘노동법’

에도 “파업권”이 없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와 자본에 저항한 

파업은 모두 불법이라 규정되니까요.

② <부정선거 의혹,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수차례 불거진 부정선거의혹,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이란 초유의 사

태에도, 대통령의 탄핵소추권을 가진 국회의 국회의원이 ‘사퇴하

라’고 말 한마디 한 죄로 제명이 운운 되는 지금이 과연 21세기가 

맞는지 의문입니다.

③ <고압 송전탑 주민의 음독자살, 해고노동자에게 벌금과 징

역, 비정규직>

시골 마을에는 고압 송전탑이 들어서 주민이 음독자살을 하고, 자

본과 경영진의 ‘먹튀’에 저항한 죄로 해고노동자에게 수십억의 

벌금과 징역이 떨어지고, 안정된 일자리를 달라 하니 불확실하기 

짝이 없는 비정규직을 내놓은 하 수상한 시절에 (B) 어찌 모두들 

안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④ <88만 원 세대의 현 처지>

88만 원 세대라 일컬어지는 우리들을 두고 세상은 가난도 모르고 

자란 풍족한 세대, 정치도 경제도 세상 물정도 모르는 세대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1997~98년도 IMF 이후 영문도 모른 채 맞벌이로 빈

집을 지키고, 매 수능을 전후하여 자살하는 적잖은 학생들에 대해 

침묵하길, 무관심하길 강요받은 것이 우리 세대 아니었나요? 우리

는 정치와 경제에 무관심한 것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단 

한 번이라도 그것들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목소리내길 종용받지

도 허락받지도 않았기에, 그렇게 살아도 별 탈 없으리라 믿어온 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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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정치적 무관심에 대한 물음>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조차 없게 됐습니다. 앞서 말한 그 세상이 

내가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만 묻고 싶습니다. (C) 안녕

하시냐고요. 별 탈 없이 살고 계시냐고요. 남의 일이라 외면해도 

문제없으신가, 혹시 ‘정치적 무관심’이란 자기합리화 뒤로 물러

나 계신 건 아닌지 여쭐 뿐입니다. 만일 (D) 안녕하지 못하다면 소

리쳐 외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이 무슨 내용이든지 말입니

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E) 모두 안녕들 하십니까!

‘안녕들 하십니까?’대자보 이후 동조하는 대자보들이 곳곳에 

등장하였으며, 인터넷과 SNS에서 사람들의 입에 뜨겁게 회자되었

다. 이러한 사회현상은 각 언론사의 관점에 따라 의미가 다른 기

사의 형태로 독자들에게 전달되었다. 또한 신문의 네칸만화와 만

평에서도 특정 사건의 의미전달을 위한 소재로써 적극 활용되어 

독자들에게 전달되었다. 이는 신문 매체에서 풍자와 비평으로 세

상을 관조하는 만화가 독자에게 카타르시스와 함께 사건의 핵심

을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시키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만화가 중요한 사회적 역할과 소임을 가진 중요한 

매체임을 주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만화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연구의 한 부분으로써, 만화의 부정적인 일부분으로 인해 사회적

으로 매도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연구자의 바람이지 

신문사의 논조와 관점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

는 바이다.

2. 연구내용과 방법 

연구대상은 주요 일간지 중에서 네칸만화나 만평을 연재하고 

있는 신문사로 범위를 좁혔으며,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이후인 2013년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의 기사로 한정하였

다. 보수적 논조를 보이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서는 네칸만화

나 만평을 이제는 연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일보와 서울신문의 

네칸만화와 만평 모두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진보적 논조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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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의 네칸만화와 만평 모두를 선택하였

다. 보수적 논조의 중앙일보 ‘박용석 만평(12.17)’과 서울신문 

‘대추씨(12.17)’, 진보적 논조의 경향신문 ‘김용민의 그림마

당(12.16~12.18)’과 네칸만화‘장도리(12.17~12.19)’, 한겨레

신문 ‘그림판(12.16~12.19)’이다. 12.10일 이후 중앙일보 1번, 

서울신문 1번, 경향신문 6번, 한겨레신문에서 4번 다뤄졌다. 보

수적 논조의 신문에서는 총 2번을 다룬 데 반해서, 진보적 논조

의 신문은 총 10번 다루고 있다.

연구내용은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의 사회현상을 주제나 

소재로 삼는 신문의 네칸만화와 만평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만화

의 사회적 역할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첫 번째, 대표적인 2013년의 사회현상을 다루었다. 

진보적 논조인 오마이뉴스의 12월 30일 자 기사인 ‘[2013 오마

이포토 결산]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 기사 속 소제목을 분석하

였다. 두 번째,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이후의 사회현상을 

다루었다. 보수적 논조인 조선닷컴의 “안녕들 하십니까?” 검색

어를 통해 나온 기사 제목을 분석하였다. 세 번째, 네칸만화와 

만평이 “안녕들 하십니까?”의 사회현상을 주제나 소재로 채택

하여 어떻게 의미작용하는 지를 분석하였다. 보수적 논조인 중앙

일보와 서울신문, 진보적 논조인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의 성향

으로 인해 만평의 경우 주로 (A)와 (B)의 대립 구조로 분석된다. 

네 번째, 결론에서 만화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의미를 찾고자 하

였다.

Ⅱ. <안녕들 하십니까?>의 사회현상과 만화의 사회적 역할

1. 2013년의 사회현상,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 

<그림 1>에서 OhmyNews는 2013년 한 해를 둘러보고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12월 30일 자 ‘[2013 오마이포토 결산]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4)’이란 제목의 기사를 메인에 실었다. 기사의 머리글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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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안녕들 하셨습니까? 최초의 여성대통령, 복지국가,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중략) 첫 여성대통령을 맞이하며 시작한 2013년

은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

다. 하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정리한 사진 속 우리들의 모습은 

‘안녕하지’못했습니다. 올해는 안녕하지 못했지만, 새해는 모두

들 안녕하시길 바랍니다.

그림 1.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 OhmyNews, 2013년 12월 30일.

머리글에서 2013년의 안녕하지 못했던 아쉬움과 앞으로의 안녕

하길 바라는 기원을 “2013년 안녕들 하셨습니까?.‘안녕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안녕하지 못했지만, 새해는 안녕하시길 바랍

니다.”를 통해 2013년의 안부와 2014년의 기원을 담고 있다.

위 기사에서는 대표적인 사회현상을 사진과 함께 소제목을 붙

여 2013년 한 해를 정리하고 있다. <표 1>은 <그림 1>의 기사에 

등장하는 총 24개의 소제목만을 추려 정리한 표이다. 2월 22일의 

‘4만 5천 개 의자 닦기 동원된 119대원들’부터 12월 13일의 

‘‘안녕’ 대자보 든 대학생 주현우씨’까지를 대표적인 사회현

4) [2013년 오마이포토 결산]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 OhmyNews,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

   px?CNTN_CD=A0001942830,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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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부정선거’는 연초부터 

후반기까지 한국사회를 들썩이게 한 대표적인 사회현상이었다.

실명이 거론되는 이들은 (3번) 이정희 대표, (4번) 노회찬 전 

의원, (5번) 권은희 수사과장, (15번) 표창원 전 교수, (16번) 

이석기 의원, (17번) 채동욱 검찰총장, (19번) 윤석열 검사, (24

번) 주현우씨 총 8명이다. (3번)과 (4번)의 이정희 대표와 노회

찬 전 의원을 뺀 나머지의 실명을 수식하는 소제목 기사를 나열

해보면 다음과 같다. “‘국정원 댓글 사건’ 윗선 개입 폭로한, 

‘부정선거 진상규명’ 촛불광장에 나선, 국정원 직원에 끌려가

는, ‘혼외아들’ 의혹으로 물러나는, 국정원 대선개입 파헤치다 

업무 배제된, ‘안녕’ 대자보 든 대학생”이다. 여기서 추론을 

끌어내 보면, 2013년의 핵심적인 단어는 ‘국정원’과 ‘부정선

거’라고 하겠다.

2.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와 이후의 사회현상

2013년 12월 10일에 고려대 경영학과 주현우가 고려대 벽보에 

붙인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제목의 대자보 이후, 이에 동조

하는 대자보들이 등장하여 대학가를 중심으로 뜨겁게 달구어졌

다. 2013년을 마무리하는 중요 사회현상이 된 셈이었다.

<표 2>는 조선닷컴의 ‘안녕들하십니까’로 검색된 기사의 제

목을 정리한 표5)이며, 본문에만 검색어가 있는 기사는 제외하였

다. 2013년 12월 13일부터 2014년 1월 2일까지이며, 총 40회이

다. 특히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집중적으로 작성되었다. 

13일(4회), 14일(7회), 15일(9회), 16일(6회), 17일(5회), 18일

(2회), 19일(1회), 20일(3회)이다. 기사 속 제목에서 눈에 띄는 

사회현상을 보면, (4번) 부정선거 의혹, (7번)(9~10번) 철도민영

화와 (23번) 이에 반대되는 기사, (38번) 고등학생들의 대자보, 

5) 조선닷컴, http://search.chosun.com/search/news.search?query=%EC%95%88%E

   B%85%95%EB%93%A4%ED%95%98%EC%8B   %AD%EB%8B%88%EA%B9%8C&pageno=6&order

   by=news&naviarraystr=&kind=&cont1=&cont2=&cont5=&categoryname=&cat

   egoryd2=&c_scope=paging&sdate=&edate=&premium=, 검색어: 안녕들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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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0번) 서울역 분신 기사이다. 

순번 날짜 소제목

1 2.22 4만5천개 의자닦기 동원된 119대원들

2 2.24 MB에 돌직구 날린 MBC 해직PD

3 4.19 4.19 기념식장에서 봉변 당한 이정희 대표

4 4.24 ‘눈물바다’를 ‘웃음바다’로 바꾼 노회찬 전 의원

5 4.24 ‘국정원 댓글사건’ 윗선 개입 폭로한 권은희 수사과장

6 5.18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는 5.18 유가족들

7 5.20 ‘죽을 각오’ 처절한 저항 중인 밀양 할배ᐧ할매들

8 5.24
“군대 간 자식이 왜 죽었나요?” 

오열하는 군 의문사 유가족

9 5.29
손녀같은 여고생들 율동 지켜보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10 6.5 코란도 직접 조립한 쌍용차 해고노동자들

11 6.21 ‘나쁜 시간제 일자리’ 항의하다 끌려가는 알바연대

12 6.23 최루액 맞아 쓰러진 고등학생

13 7.6 민주주의 지키기 위해 나선 청소년들

14 7.13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규명’ 촛불 든 시민들

15 8.10 ‘부정선거 진상규명’ 촛불광장에 나선 표창원 전 교수

16 9.4 국정원 직원에 끌려가는 이석기 의원

17 9.13 ‘혼외아들’ 의혹으로 물러나는 채동욱 검찰총장

18 9.23 시국미사에 참여한 ‘촛불수녀’

19 10.21 국정원 대선개입 파헤치다 업무 배제된 윤석열 검사

20 11.19 ‘삭발단식 농성’ 벌인 진보당 의원들

21 11.22 ‘대통령 사퇴’ 요구하는 천주교 사제단

22 11.22 “최저생산비 보장하라”배추 뒤집어 쓴 농민들

23 12.7 물대포 맞는 시민ᐧ학생들

24 12.13 ‘안녕’ 대자보 든 대학생 주현우씨

표 1. ‘[2013 오마이포토]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기사 속 소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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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날짜 소제목

1 12.13 안녕들 하십니까, 고대에 붙은 대자보 화제...
“일방적 주장, 논리적 비약”

2 12.13
안녕들 하십니까, 고대에 붙은 대자보 화제...

“일방적 주장, 논리적 비약”...
‘일반 대중이 보는 시각은?’

3 12.13 안녕들 하십니까, “무관심하길 강요받았다”...‘21세기 
울분’대자보 쓴 이는 누구?

4 12.13 안녕들 하십니까, “부정선거 의혹, 국가 기관 선거 
개입”...‘21세기 맞나’울분 대자보 쓴 이는?

5 12.14 안녕들 하십니까 고대 대자보,‘좋아요’
7만명 넘어...전국 대학가 확산

6 12.14 ‘안녕들하십니까’고려대 대자보, 진보신당 당원의 
일방적 선동문이‘뜬’까닭은?

7 12.14 안녕들하십니까 시위대, 
실체없는‘철도민영화’에 반대한다며 서울역으로...

8 12.14 ‘안녕들하십니까’, 논리도 팩트도 부실한데..“
집회 먼저?”

9 12.14 안녕들하십니까 시위대, 
추진되지도 않는‘철도민영화’반대한다며... 

10 12.14
안녕들하십니까 시위대, 실체없는‘철도민영화’반대하며 

거리로..
대학은‘감성의 전당?’

가장 많은 기사인 15일의 9회 기사는 가수 샤이니 종현과 관련

한 기사라는 특이점이 있다. 이 기사들은 연예면에 실렸으며, 대

중문화에서 차지하고 있는 연예인의 비중과 연예인에 대한 대중

의 관심을 바로 보여주고 있다. 연예인의 정치ᐧ사회현상과 관련

한 발언이 과거보다 열려 있으며, 대중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방증이라고 하겠다. (32번) 18일의 기사에서는 샤이니 종현과 관

련하여 ‘일베’라는 한국 사회의 특수한 현상을 보여주는 용어

가 등장한다. 통상 부정적인 용어로 인식되는 ‘일베’ 현상은 

통념적인 도덕성과 관련하여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다. 제목 일

부를 보면, “샤이니월드, 일베의 ‘음란사진 폭격’에 몸

살….”이다. ‘음란사진’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일베로 통

칭하는 집단의 도덕성 문제는 부정적인 사회현상임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 입지를 갖춘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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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14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전제 자체가 틀렸는데 
선동만...”이런 글에 몰리는 대학생들

12 12.15 종현 안녕들 하십니까 동참, 
프로필 교체 후 응원글“다름은 틀린 것이 아니다”

13 12.15 종현 안녕들 하십니까, 샤이니 종현 
SNS에‘릴레이’대자보 사진 올려...무슨 이유지?

14 12.15 종현 안녕들 하십니까, 프로필 등록하며 
SNS에‘릴레이’대자보 동참...‘관심 집중’

15 12.15 종현‘안녕들 하십니까’, 프로필 교체
“다름은 틀린 게 아냐”..응원 문자 살펴보니..

16 12.15 종현 안녕들 하십니까 동참, SNS로 응원글
-프로필 교체‘관심’

17 12.15 ‘안녕들하십니까’대자보 작성자 
샤이니 종현 메시지 보내와

18 12.15 샤이니 종현, SNS 프로필‘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로 교체

19 12.15 샤이니 종현, 트위터 사진 변경...‘안녕들하십니까’

20 12.15 샤이니 종현,‘안녕들하십니까’전문으로 
프로필 사진 교체“응원해요”

21 12.16 조국,‘안녕들’대자보에
“국정원, 다시 바쁘겠구나”...왜?

22 12.16 ‘안녕들 하십니까’온라인상에서 확산, 
朴대통령 페이스북은‘사이버테러’

23 12.16 자유대학생연합,“철도민영화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반박글 붙인다”맞불

24 12.16 ‘안녕들하십니까’확산 이후...
朴대통령 공식 SNS는‘막말 난장판’돼

25 12.16 ‘안녕들하십니까’대자보 대열에‘종현’이어
‘찬성’까지 합류..“안녕하지 못합니다” 

26 12.16 ‘안녕들하십니까’대자보에...샤이니 종현
“위험하다. 안녕 못합니다”트위터올려

27 12.17 대학가‘안녕들 하십니까’대자보에 
김정은-이석기 사진 나붙어

28 12.17 [김정형이 알아서 남주자⑥] 중국 
문화대혁명기의‘안녕들하십니까’대자보

29 12.17 [프리미엄] 문화대혁명기의‘안녕들하십니까’대자보 
결국 모택동의 음모에 놀아나...

30 12.17 대학가‘안녕들하십니까’대자보에 루머도 덩달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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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2.17 ‘안녕들하십니까’열풍 속 고대 첫 반박 대자보
“이게 정의인가?”

32 12.18 샤이니월드, 일베의‘음란사진 폭격’에 
몸살...‘안녕들하십니까’대자보 전쟁

33 12.18 野의원들,‘안녕들하십니까’대자보운동 가세

34 12.19 당사에‘안녕들하십니까’대자보 붙인 김무성
“동지들 배신감 안느끼게 靑과 담판”요구

35 12.20 정봉주 1인 시위, MB에“안녕들하십니까”..
‘속터지는 사람들 대표’

36 12.20 정봉주 1인 시위,“
각하 안녕들하십니까”..‘나꼼수’대신 원맨플레이? 

37 12.20 北“‘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현상이 남조선의 현실”조롱

38 12.27 개포고,‘안녕들’대자보 붙인 학생 징계 논란

39 1.1 서울역 분신 사망...‘박근혜 안녕들하십니까’했지만 
실은 빚에 보험까지...문성근은“애도”

40 1.2 서울역 분신, 편의점서 생계꾸린 
가장이...유서“안녕들하십니까”대자보 형식?

표 2. 조선닷컴의 검색어 ‘안녕들 하십니까’의 기사 제목

순번 날짜 감정적 표현

1 12.13 “일방적 주장, 논리적 비약”

4 12.13 ‘21세기 맞나’울분 대자보 쓴 이는?

6 12.14 진보신당 당원의 일방적 선동문이‘뜬’까닭은?

7 12.14 실체없는‘철도민영화’에 반대한다며 서울역으로...

8 12.14 논리도 팩트도 부실한데..“집회 먼저?”

9 12.14 추진되지도 않는‘철도민영화’반대한다며... 

10 12.14 실체없는‘철도민영화’반대하며 거리로..대학은‘감성의 
전당?’

11 12.14 “전제 자체가 틀렸는데 선동만...”이런 글에 몰리는 
대학생들

24 12.16 朴대통령 공식 SNS는‘막말 난장판’돼

29 12.17 ‘안녕들하십니까’대자보 결국 모택동의 음모에 놀아나...

30 12.17 대자보에 루머도 덩달아 확산

37 12.20 대자보 현상이 남조선의 현실 조롱

표 3. <표 2>의 기사 제목 중 감정적 표현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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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은 <표 2>에서 감정적 표현이 있는 제목의 일부를 발췌

한 표이다. ‘일방적, 비약, 울분, 선동, 실체없는, 부실, 반대, 

감성의 전당, 틀렸는데, 막말 난장판, 음모, 루머, 조롱’의 용

어들이 등장한다. 이 용어들은 감정적 표현을 상징한다. 이를 조

금 더 풀어보면, “일방적 주장, 논리적 비약, 일방적 선동문, 

실체없는, 반대한다며, 부실한데, 추진되지도 않는, 감성의 전

당?, 틀렸는데 선동만, 막말 난장판, 음모에 놀아나, 루머도 덩

달아 확산, 남조선의 현실 조롱”의 감정적인 표현임을 알 수 있

다.

3. 만화의 소재로써 <안녕들 하십니까?>의 사회현상 분석

1) 중앙일보와 서울신문의 네칸만화와 만평

<표 4>는 12월 17일에 연재된 중앙일보 ‘박용석 만평’이다. 

<표 4>에서 <응답하라 19994>의 드라마 제목을 인용하여 “응답

하라….”는 지문을 달고 있다. (A) 산 정상에서 “안녕들 하십

니까?”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 그들이 

바라보는 사선방향에는 국회의사당이 멀찌감치 보이고 그 뒤로 

청와대가 아스라이 보인다. 청와대와 국회의사당, 학생들의 거리

는 공감대가 형성되기에 멀기만 하다. 그 학생들에게로 한 학생

이 달려가고 있다. (B)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가 달려가는 학생에

게 말하고 있다. “공부 안 하고 어디가?” 이 보이지 않는 목소

리의 주인공은 학생들의 부모일 수도 있고 사회의 목소리일 수도 

있다. 사회현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공부라는 말로 억눌려 

왔던 우리 시대 부모님들의 자화상처럼 보인다.

(A)에서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은 학생들이며, “안녕들 하십니

까?”라고 질문하는 주체도 학생이다. 질문받는 대상은 정부와 

국회이다. (B)에서 안녕한 사람들은 정부와 국회이며, “공부 안 

하고 어디가?”라고 질문하는 주체는 정부와 국회를 포함한 불특

정 다수들이다. 여기에는 학생들의 학부형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공부 안 하고 어디가?”의 어투에서 유추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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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학생들의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해 불만을 가진 다수

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A B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

안녕한 

사람들

학생들 정부, 국회

질문: 

안녕들하십니

까?

질문: 공부 

안하고 

어디가?

질문 주체: 

학생들

질문주체: 

학부형, 

정부, 국회 

등

질문 대상: 

정부, 국회

질문 대상: 

학생들

표 4. <A와 B의 대립구조>, 중앙일보 박용석 만평, 12월 17일.

<표 5>는 12월 17일에 연재된 서울신문 ‘대추씨’ 네칸만화

다. 서울신문의 대추씨는 네칸만화의 형식으로서 ‘안녕들 하십

니까’의 소재를 고액체납자와 연결하여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

다. 이때의 소재는 ‘전국 지방세 고액체납자 공개’라는 주제를 

부각하고 풍자하기 위한 소재이자 이야기 장치로서 ‘안녕들 하

십니까’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점을 보이고 있다. 즉 

“안녕들 하십니까?”의 내용이 가진 사회현상의 본질에 대해서

는 겉을 훑는 정도이지 본질에 접근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또

한, 더 이상의 소재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일회성 이야

기 소재의 한계를 여지없이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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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전 결

전국 지방세 

고액체납자 공개

안녕들 하십니까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편지

표 5. <기승전-결의 비유구조>, 서울신문 대추씨, 2013년 12월 17일. 

이 네칸만화는 <기승전>→<결>을 비유로 수식하며, 다른 성격

의 두 사건이 결합한 구조이다. 첫 번째 사건은 ‘전국 지방세 

고액체납자 공개’이며, 두 번째 사건은 ‘안녕들 하십니까’ 대

자보이다. <기승전>→<결> 구조의 비유법6)에서는 <기승전>의 

<기>에서 보조 대상(전국 지방세 고액체납자 공개)을 등장시키고 

<승전>에서 상황을 풀어내며 <결>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 대상(안

녕들 하십니까)을 등장시켜, 보조 대상으로 주 대상에 비유한다. 

그런데 이 네칸만화의 특징은 <기승전>→<결>을 비유하면서 <결>

의 사건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의 ‘안녕들 하십니

까’라는 사회현상에서 회자하는 말을 인용하여 <기>가 보조대상

이 아닌 주 대상으로서 작용한다는 점이다. 즉 <결>의 ‘안녕들 

하십니까’는 보조 대상으로써 <기>를 비유로 수식한다는 점이

다. 

6) 박경철, 「만화콘텐츠교육을 위한 네칸만화 구조와 수사법 연구」, 만화애니

메이션연구, 통권 19호(2010, 6).

   <[그림 1] 비유법과 대조법의 기승전결 구조>의 간소화된 구조를 본 연구에서 

일부 적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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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의 만평

<표 6>과 <표 7>, <표 8>은 12월 16일, 17일, 18일에 연이어 

연재된 경향신문 ‘김용민의 그림마당’ 만평이다. <표 6>의 만

평은 (A) 밖(안녕하지 못한 사람들)과 (B) 안(청와대)의 대조적

인 상황을 구조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A) 밖의 말하지 못하고 

글로써 항의하는 모습과 (B) 안에서 대통령의 조용히 하라는 모

습은 대립하고 있다. (A) 밖의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말하고 있

는 이는 “말 못하는 사회 안녕 못합니다”는 대자보를 들고 있

는 사람이다. 이에 반해서 (B) 안에서 말을 하는 유일한 사람은 

보좌진으로 보이는 인물이다. 그의 말을 보면, “아니 왜 숨어 

계세요? 사제단이 또 나오기라도 한겁니까?”라고 말하고 있다. 

확산하는 대학가 대자보를 상징하는 인물들을 배치하고 이를 

분명히 의미 전달하기 위해 배경에 ‘대학가 대자보 확산’ 표기

를 하고 있다. 그들의 대자보 내용은 조금씩 다르다. “미래불

안, 헌법 가치 무너져 안녕못합니다!, 말 못하는 사회 안녕 못합

니다!, 희망 없어….”하지만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이다. 안

녕하지 못한 사회라는 것을 작가는 말하고 싶은 것이다.

A B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

숨어있는 

사람

밖 안

여론 청와대

말하지 

못하고 

글로써 

항의하는 

모습

대통령의 

조용히 

하라는 모습

말 못하는 

사회 안녕 

못합니다.

아니 왜 

숨어계세요? 

사제단이 또 

나오기라도 

한겁니까?

표 6. <A와 B의 대립구조>, 경향신문 김용민의 그림마당,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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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의 만평은 두 개의 나란히 배치된 같은 모양의 칸 구조

지만, 대자보의 내용을 통해 대립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A) 

남자(고려대 경영학과 주현우로 상징되는 인물)와 여자(국정원 

댓글 사건의 상징적 인물)의 상징성을 지닌 인물 간의 대립, (A) 

“세상이 이 지경인데”의 남한의 어지러운 사회현상과 (B) “장

성택 처형으로 급변사태! 북이 저 지경인데”의 북한의 어지러운 

사회현상의 대립이며, <~인데>의 같은 리듬을 사용함으로써 이야

기하고자 하는 바에 리듬감을 주어 독자로 하여금 쉽게 읽히게 

하고 있다. (A) “모두 안녕들 하십니까?”와 (B) “무슨 국정원 

개혁이냐?”의 대립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작가의 적극적인 개

입(안녕하다 못해 하품이 다 난다! ㅋㅋㅋ)에 의해 과장되고 강

조된다. 

독자는 작가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기도 한다. 즉 의미작용 과

정에서 작가가 만든 기호는 독자에 의해 다르게 의미작용할 수 

있음을 말한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가는 만평에서 적극적

인 방식을 사용한다. 국정원 직원 옆에 ‘화살표’ 기호와 ‘국

정원’ 표기는 비록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댓글 사건의 상징적 인

물이었던 여자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실패하더라도 ‘국정원’의 

상징적 인물이라는 것을 이해시킬 수는 있다. 

국정원 직원의 말풍선 속 대사는 독자를 감정적으로 자극하고

자 하는 말에 가깝다. “안녕하다 못해 하품이 다 난다. ㅋㅋ

ㅋ”에서 ‘하품이 다 난다.’와 ‘ㅋㅋㅋ’는 상대를 비웃고 조

롱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안녕들 하십니까?”의 대자보에 동조

하고 감정 이입하는 독자들은 마치 자신이 비웃음을 당하는 느낌

이 들 수 있으며, 이는 의도적인 만평의 장치로써 의미작용을 하

는데 효율적으로 작용한다. 특히 말풍선이 왼쪽 칸까지 침범하게 

함으로써 왼쪽 칸의 내용에 감정 이입하는 독자의 감정을 자극하

는 요소로 작용한다. 즉 작가는 만화기호의 각 요소를 의미를 가

지고 배치하여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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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안녕하지 

못한 사람
안녕한 사람

남자 여자

대학생 국정원 직원

세상이 

이지경인데

북이 

저지경인데

모두 안녕들 

하십니까?

무슨 국정원 

개혁이냐?

안녕하다 

못해 하품이 

다 난다! 

ㅋㅋㅋ

표 7. <A와 B의 대립구조>, 경향신문 김용민의 그림마당, 12월 17일.

<표 8>의 만평에서 (A1)‘ 댓자보요원’ 표기, (A2)‘국정원’ 

표기와 배경(대통령 사진, 삭막한 책상과 전화기, 사무실)은 과

거의 군사정권을 상징한다. 비록 현 정권이 군사정권이 아닐지라

도 비유와 과장을 통해 의미 전달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댓글 요원에 이어...?”의 지문에 이어 ‘댓자보요원’ 표기는 

문답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댓글’과 ‘댓자보’라는 열

거법의 구조이기도 하다. 

이 만평에서는 과장이 두드러진다. 만평의 만화기호 특징 중 

하나는 작가가 만든 기호가 독자에 의해 다르게 의미작용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가는 만평에서 적극적인 방식으로

써 직접적인 표기를 사용한다. ‘대학가 대자보 확산’ 표기, 

‘화살표’ 기호와 ‘국정원’ 표기, ‘댓자보요원’과 ‘국정

원’ 표기가 이에 해당한다.

작가는 국정원 여직원의 말풍선 속 (A1) “어때요? 대학생 같

아 보입니까?”와 대자보 (A1) “박근혜 정부 덕분에 우리는 언

제 어디서나 안녕하다!! -대학생 일동-”를 상징化하면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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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들 하십니까”로 상징되는 대자보에 반하는 대자보는 국정원 

지시를 받는 대자보라고 작가는 주장하고 있다. 이는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것이기에 작가의 만화적 과장에 의한 구조다. 

(A2) 국정원으로 상징되는 인물의 “짱!! 이런 게 진정한 ‘개

혁’이다!”에서 ‘개혁’ 대신에 ‘창조’를 사용하였다면, 현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창조경제’와 맞물려 풍자적 재미가 

더 있었을 것이라 본다. 

A1 A2

안녕한 사람 안녕한 사람

댓자보 요원 국정원 직원

어때요? 

대학생같아 

보입니까?

짱!! 이런게 

진정한 

‘개혁’이다

!

박근혜정부 

덕분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안녕하다!! 

-대학생 

일동- 

표 8. <A1과 A2의 상징化>, 경향신문 김용민의 그림마당, 12월 18일.

<표 9>와 <표 10>, <표 11>은 12월 17일, 18일, 19일에 연이어 

연재된 경향신문 ‘장도리’ 네칸만화이다. <표 9>의 네칸만화는 

(기승전)에서 구체적인 안녕들 못한 내용을 말하고 있다. (기) 

학생들에게 “영어 실력, 스펙 많이 쌓았습니까?”, (승) 대학생

과 직장인에게 “등록금, 월세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전) 국

민에게 “종북사상 없는 순혈국민입니까?”의 열거식 구조를 보

여주고 (결)에서 (A) “그런데 지금 안녕들 하십니까?”라고 비

로소 대자보로 불거진 사회현상을 반어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결)에서 (A)에 대립하는 말을 넣음으로써 긴장감을 극대화하고 

있다. 그 글은 말풍선 속 (B) “닥치라우 질문은 우리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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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1%’ 표기이다. 1%는 상위 1%의 최상위 계층을 대변한다. 

‘닥치라우’는 북한식 말인데, 이는 통상 정부에 반하는 이들에

게 주홍글씨처럼 부여하는 ‘빨갱이’라는 한국 사회의 현재진형

형 낙인이다. 공격 대상에게 낙인을 찍는 이가 ‘빨갱이’의 어

투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아이러니한 상황을 드러내고

자 한다. 

기승전 결

영어실력, 스펙 많이 

쌓았습니까?

A. 그런데 지금 

안녕들 하십니까?

↕

B. 닥치라우 

질문은 우리가 

한다.

등록금, 월세 갚을 수 

있겠습니까?

종북사상 없는 

순혈국민입니까?

표 9. <기승전-결의 비유구조>, 경향신문 <장도리>, 2013년 12월 17일.

<표 10>의 네칸만화는 (기승전)에서 (기) 권력에 의해 넝마가 

되어 버린 신문 매체, (승) 남한의 지난 정권과 현 정권의 상징

적 인물인 대통령과 북한의 현 정권의 인물에 의해 부서진 TV 매

체, (전) 국정원으로 상징되는 인물에 의해 공격을 당하는 ‘인

터넷 커뮤니티’와 ‘SNS'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매체의 (기승전)

을 열거식 구조로 보여주고 있다. (결)에서 대학생들의 힘없는 

매체로 상징되는 대자보의 찢김에 대해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대립하는 두 상황을 강조하고 극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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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전 결

권력에 의해 넝마가 

된 신문 매체

여학생이 찢겨진 

대자보에 눈물 

흘리며 지키려는 

모습

남한 전 정권과 현 

정권, 북한 현 정권 

최고 권력자에 의해 

부서진 TV 매체

국정원으로부터 공격 

당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표 10.  <기승전-결의 대립구조>, 경향신문 <장도리>, 2013년 12월 18일.

<표 11>의 네칸만화에서 (기)의 사회현상은 (승전결)에서 곶감

과 호랑이 이야기에 비유하여 전개되고 있다. (기)의 말을 통해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안녕들 하십니까?”에서 주제를 드러내고 

있으며, (승전결)에서 권력으로 상징되는 대감을 등장시켜 ‘北 

도발’이라는 이슈를 이용하여 국민들의 울음을 멈추게 하려는 

이야기 구조이다. 특히 (승전결)에서 수사법 중 곶감과 호랑이 

이야기를 인용하는 인유법을 사용하고 있다. 사회적 갈등을 해결

하기 위한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갈등 해소를 위한 

장치가 갈등의 근원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다른 두려운 갈등 요

소를 외부로부터 가지고 옴으로써 갈등의 전이를 꾀하는 데 있

다. 이런 방법은 근원적인 해결이 아니므로 갈등은 잠복할지언정 

언제든 표면으로 재등장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작가는 정부의 이

런 문제 접근법에 대하여 풍자로써 조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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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승전결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안녕들 하십니까?

청년층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곶감 

정책으로 

수습해봅시다.

곶감은 무슨...

호랑이 온다

(北 도발)

표 11. <기-승전결의 대립구조>, 경향신문 <장도리>, 2013년 12월 19일.

<표 12>와 <표 13>, <표 14>, <표 15>는 12월 16일, 17일, 18

일, 19일에 연이어 연재된 한겨레신문‘그림판’ 만평이다. <표 

12>의 만평은 (A)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과 (B) ‘안녕한’ 

사람들의 극명한 대립 구조이다. 이 둘의 관계를 지시하는 기호

는 (A) ‘고대학생’ 표기와 (B) ‘국정원’표기이며, 대표적인 

대립관계를 상징한다. 고대학생의 말풍선은 국정원의 말풍선과 

대립한다. (A) “안녕들 하십니까?”와 (B) “역적 무리들….”

은 적이란 개념으로 표현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네 가지의 안녕

하지 못한 사회현상을 표기하고 있는데, ‘미래가 없어서’, 

‘철도파업 탄압’, ‘종북몰이 때문에’, ‘부정선거 때문에’

이다. (A)의 사람들이 학생들과 대중들이라고 한다면 (B)는 북한

의 군인 복장을 하고 있다. “역적 무리들….”이라고 말하는 국

정원인 북한군과 펜대를 귀에 꽂고 있는 북한군의 상징化를 통

해, 작가의 의미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독자는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국정원과 언론이 소위 ‘빨갱이’나 북한을 찬양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북한군 복장을 하게 한 이유는 이념 대

립의 가장 큰 기호인 ‘빨갱이’ 낙인을 통해 공포를 주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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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하며, 정작 빨갱이로 호도하는 이들이 빨갱이일 수 있다

는 아이러니를 보여주고자 한다.

A B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

안녕한 

사람들

고대학생 국정원, 언론

안녕들 

하십니까?

역적무리들..

.

학생들과 

대중

북한군 복장 

인물

외침기호(안

녕못합니다)
성남기호

표 12. <A와 B의 대립구조>, 한겨레신문 그림판 만평, 12월 16일.

A B

안녕하지 

못한 동물들
안녕한 동물

초식동물 육식동물

얼룩말 등 사자

의료ᐧ철도ᐧ
교육

대자본

안녕하지 

못한다!

민영화대상 

안녕들 

하슈?

배경의 해골

움직임 

기호(슬금슬

금)

표 13. <A와 B의 대립구조>, 한겨레신문 그림판 만평, 12월 17일.

<표 13>의 만평은 (A) ‘안녕하지 못한 동물들’과 (B) ‘안녕

한 동물’의 대립구조이다. 이 둘의 관계를 지시하는 기호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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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말과 같은 초식동물들과 (B) 육식동물인 사자의 동물로 상징

되는 먹이사슬 관계이다. 독자는 동물에 비유된 ‘민영화’ 논란

과 관련된 것임을 다음의 표기로 알 수 있다. 즉 (A) 의료ᐧ철도ᐧ
교육과 (B) 대자본의 먹이사슬 관계이며, 공공기관이 민영화란 

이름으로 대자본에 먹힐 상황에 부닥쳐있음을 풍자하고 있다. 배

경의 해골과 뼈들은 민영화된 공공기관의 미래 모습임을 직설적

으로 보여주고 있다.

A B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

안녕한 

사람들

인사하는 

사람들

귀 막고 있는 

사람들

내년에는 

안녕하자!

귀마개ᐧ교육

부ᐧ친일교과

서

표 14. <A와 B의 비유와 대립구조>, 한겨레신문 그림판 만평, 12월 18일.

<표 14>의 만평은 두 개의 칸을 사용하여 북한과 남한을 비유

적으로 보여주면서, 아래 칸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대립적으

로 보여주는 구조이다. 숙청 - 난청의 ‘청’을 이용하여 부정적

인 단어인 숙청과 난청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며 열거하고 있다. 

숙청은 북한, 난청은 남한으로 상징되며, 위 칸은 북한의 장성택 

숙청을 남한 언론에서 비중 있게 보도하는 시점임을 보여주고 있

다. 아래 칸은 교육부에 의한 친일교과서로 보이는 교과서 통과

의 반대 목소리에 대해 귀를 막고 있는 정부와 교육부를 보여주

고 있다. 또한, 대비적으로 “내년에는 안녕하자!”라고 인사하

는 인물들을 대조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난청의 아래 칸에서는 (A)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과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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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한’ 사람들의 소통되지 않는 대립 구조이다. (A) “내년

에는 안녕하자!”라고 인사하는 사람들과 (B) 귀를 막고 등 돌리

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소통의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A) 

우울한 얼굴들과 (B) 고집스럽거나 웃는 얼굴들을 통해 이 간격

이 얼마나 큰지를 전달한다. ‘교육부’와 ‘친일교과서’ 표기

를 통해 친일교과서의 채택과 관련한 사회현상이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5>의 만평은 (A)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과 (B) ‘안녕

한’ 사람들의 극명하게 표현되고 있는 대립 구조이다. 이 둘의 

관계를 지시하는 기호는 (A) ‘돈 안 되는 건’ 표기와 (B) ‘돈 

되는 건’ 표기, (A) ‘국민에게….’ 표기와 (B) ‘대기업에

게….’ 표기를 통해 대표적인 대립관계를 말하고자 한다. (A)

‘적자’ 노선의 철도는 국민들이 힘겹게 들고 있는 데 반해서 

(B) ‘흑자’ 노선의 철도는 ‘민영화’의 이름으로 정부에 의해 

외국 자본에 넘겨지려 하고 있다. (B) 대통령이 프랑스 순방에서 

프랑스 대통령에게 철도산업을 개방한다고 한 표현을 ‘민영화’

라는 상징적 선물로 표현하고 있다.

A B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

안녕한 

사람들

돈 안되는 건 돈 되는 건

국민에게...
대기업에게..

.

적자 노선 

철도

흑자 노선 

철도

표 15. <A와 B의 대립구조>, 한겨레신문 그림판 만평,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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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중앙일보의 만평에서 나타나는 사회현상에 대한 접근법은 다소 

소극적이다. 반면 경향신문의 만평에서 나타나는 사회현상에 대

한 접근법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다. 같은 사회현상일지라도 신

문사의 관점에 따라 만평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는 것이다. 이처럼 언론 안에도 보수와 진보의 입장이 존재하

고 있으며, 정치ᐧ사회현상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이 엇갈리는 경

우가 허다하다.

“안녕들 하십니까?”의 소재를 다루는 만평의 강도는 작가와 

언론, 그리고 독자의 관점에 따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본 연

구에서는 강도가 약한 만평과 강한 만평을 살펴보았다. 강도가 

약한 만평은 풍자와 해학의 날이 약하며, 강도가 강한 만평은 풍

자와 해학의 날이 날카롭다. 특히 경향신문의 네칸만화와 만평에

서는 강도가 강하게 나타난다. 여기서 나타나는 특징을 통해, 신

문 만화의 사회적 역할을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

다.

첫 번째, 사회현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즉 과장과 강조, 

구체적 지시로 사회현상에 대한 입장과 주장을 분명히 드러낸다. 

신문 만화는 주요 인물이나 집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표기한다. 예를 들어 <표 12>에서는 구체적인 

인물 또는 집단을 ‘고대학생’과 ‘국정원’으로 표기하여 지시

한다.

두 번째, 독자를 설득 또는 이해시킨다. 즉 비슷한 관점을 가

진 독자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표 12>에서 고대학생은 

“안녕들 하십니까?”라고 묻고 있다. 이는 독자에게 묻는 말이

기도 하다. 이에 만평 속 인물들이 “안녕 못합니다.”라고 대답

한다. 독자 또한 안녕 못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미래가 

없어서’, ‘종북몰이 때문에’, ‘철도파업 탄압’, ‘부정선거 

때문에’, ‘... ...’ 등 여러 가지 이유 중 해당하는 부분이 

있거나 사회현상에 대해 공감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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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
안녕한 사람들

고대학생 국정원

안녕들 하십니까? 역적무리들...

학생들과 대중
북한군 복장 

인물

외침기호

(안녕못합니다)
성남기호

표 12. <A와 B의 대립구조>, 한겨레신문 그림판 만평, 12월 16일.

“안녕들 하십니까?”의 사회현상은 지나가 버린 과거처럼 언

론이나 대중의 관심에서 잊히고 있다. 반면 안녕하지 못한 현상

들에 대한 해결은 요원해 보인다. 하지만 만평은 연계관계가 있

는 사회현상이 발생할 때 이를 이야기 장치로 활용하여 다시 되

새긴다. 독자는 기억 속에서 멀어져간 사회현상을 되새기고 이를 

기억하며 사회현상을 다시금 환기한다. 이처럼 만평은 사회적으

로 중요한 언론의 역할을 하며, 만화의 장점을 활용한다. 만평이 

만화의 한 장르로써 사회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만화의 사

회적인 역할론에 대해 밝히고 주장하여 대중에게 알릴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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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Role of Comic Strips through Analysis on the Social 

Phenomenon of “How are you, really?” as a Material for Satirical 

Cartoon

Park, Kyeong-Cheol

A handwritten poster named “How are you, really?” appeared on 

December 10, 2013. And other handwritten posters sympathizing with 

it followed in places and are on everyone’s lips hotly through 

internet and SNS. Such a social phenomenon is delivered to readers 

as a form of article in different meanings according to the 

viewpoint of each press. It is also delivered to readers as a 

material for delivering a meaning of a specific case in four panel 

comics strips and satirical cartoon of newspaper. This is because 

that comic strips of the press are now having a power to enlighten 

readers on the key point of a case easily and intuitively together 

with catharsis from the position of meditating the world.

Notwithstanding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viewpoints of the 

press or cartoonist, four panel comics strips and satirical cartoon 

on the newspaper are fulfilling their social role having their own 

voice. Of the genres of comic strips, social role of the comics of 

the press can be divided largely into two things. First, they 

actively intervene in social phenomena. In other words, comics of 

the press make their position and insistence on social phenomena 

clearly by exaggeration and emphasis. Second, they persuade or 

enlighten readers by concrete directions, which means that comics of 

the press make reader with similar viewpoint emphasize by delivering 

a clear message. This study aims to assert that comic strips are the 

most important medium with social role and responsibility. As part 

of studies on the social role of comics, this study wish that comic 

strips can be able to deviate from vicious circle of being socially 

condemned for reason of negative portion.

Key Word : newspaper comics, four panel comics strips, satirical 

cart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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