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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만화에서 공간의 역할은 곧 영화에서 시간의 역할과 비교된다. 그렇기에 만화의 
서사성은 공간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고, 공간 구성이 중요성을 띠게 된다. 만
화의 공간은 여러 개의 칸과 칸새가 인접, 병렬되어 다수의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디지털 만화에서는 칸과 칸 사이의 결집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칸이 독
립적인 프레임을 이루는 경향이 크지만, 페이지 만화에서는 여전히 칸이 모여 이뤄
내는 장의 개념이 강조된다. 

시각 매체에서 공간의 기본 틀을 구성하는 우선된 요소는 어두움과 밝음 즉 명
암으로, 이는 만화 뿐 아니라 다른 시각 매체에도 고려해야 할 주요 조형 요소 가
운데 하나이다. 만화에서도 이미지 구성을 위해 명암의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타 
매체와는 다르게 극단의 흑색과 백색의 사용이 두드러지는 것이 특이할 점이다. 매
체적 측면으로는 판화를 배급 기반으로 했던 만화의 태생적 환경과, 형식적 측면으
로는 만화 언어의 가독성을 바탕으로 자연스레 흑백의 이미지 사용이 이끌어졌다. 
흑백 만화는 인쇄술의 발전과 컬러 만화의 등장으로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창작되고 읽혀지는데, 이는 컬러 만화에서 표현하기 어려운, 흑백 만화만이 
갖는 의미와 효과가 있다는 것을 뒷받침 한다. 

만화의 흑백 표현은 색상에 대한 정보의 누락이라 저평가되지 않고 오히려 높은 
가독성, 형식 언어의 강조와 이미지의 모던함을 불러온다. ‘만화에 있어 흑과 백은 
실체적인 색이 아니라 상징적 의미를 포괄하는 복합적 요소’이며 형상의 ‘존재와 
부재’를 드러내는 개념으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만화의 환경이 디지털화되면서 자칫 간과할 수 있는 흑백의 표현이 
가져다주는 의미와 기능, 역할을 재조명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려한다. 흑백의 다
양한 이미지와 형상을 통해 만화의 형식적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고 채워지며 서사 
전달이 구체화 되는가를 실제의 작품을 예시로 분석하고 파악한다.  

주제어 : 흑백만화, 페이지, 만화연출, 만화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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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만화의 글과 그림, 기호 등은 물리적 공간 위에 의도된 대로 

배치되어야만 한다. 공간은 필연적인 조건으로 작용하면서, 공간

의 인습적 차이에 따라 형식적 특성이 부여된다. 신문 지면을 통

한 카툰, 책 페이지를 통한 출판 만화, 디지털 화면을 통한 디지

털 만화(웹툰) 등이 일반적이다. 공간이 만화의 주요 조건이 되

고 형식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만화에서는 공간이 곧 영

화에서 시간의 역할을 하기”1)때문이다. 시간과 서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2차원 공간에 글과 그림이 구현될 때, 실질적으로 그 공간에 

대해 가장 먼저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각적 요소는 명암이다. 시

각화 과정에서 타 요소들이 추가되어 다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

겠지만, 명암이 구체화 해놓은 공간이 그 토대로 작용한다. 2차

원 시각 이미지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기본 이론과 방법론 등

을 통해 명암이 갖는 핵심적 기능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조형

미술에서 비롯된 명암법과 다양한 이미지 구현방식은 만화에서도 

곧잘 차용되어 칸 속의 이미지를 풍부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

다. 그러나 만화에 재현되는 명암의 의미나 양상이 타 시각 미디

어의 명암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만화는 ‘이미지와 텍스트의 결합’을 매체의 주요 특성으로 

한다. 만화의 공간은 서사 전달을 목적으로 병렬된 구상 이미지

와 추상 이미지(기호나 상징), 텍스트가 모두 어우러져 채워져 

있다. 이미지와 텍스트가 섞여 있다는 점, 독립된 이미지가 하나

의 프레임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프레임이 병렬되어 인접

한 이미지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점, 이미지들의 성격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구상 이미지와 추상 이미지가 한 공간에 존

재한다는 점, 서사 전달이 이미지 표현의 주된 목적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이 만화 내부에 독특한 형식적 성격을 부여한다. 만

1) 스콧 맥클루드, 김낙호 역, 『만화의 이해』, 시공사, 2001,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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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이러한 특성에 기인하여 명암 표현의 기준도 보다 복합적인 

양상을 띤다. 

만화의 명암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극단적인 흑색과 

백색의 높은 사용 빈도에 있다. 이는 다른 시각 미디어의 명암 

표현에서 드물게 보인다. 초창기 만화 매체의 외형적 특징을 드

러내는 ‘흰 종이 위의 검정 잉크’에서 떠올릴 수 있듯이, 순수

한 흑백은 천성적으로 만화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다. 글

씨의 형태나 그림의 형상은 흑색으로 고정되어 존재를 의미하고, 

띄어쓰기와 여백은 흰색으로 부재를 의미한다. 이러한 실현 과정

은 만화의 매체적 특성과 관계하며 작품 텍스트에서 다양한 양상

으로 드러났다. 

만화는 대체로 흑백으로 구성되어 독자들에게 읽혀졌다. 특별 

페이지 등에서 귀하게 볼 수 있었던 색채가 오늘날 다수의 만화

를 장식하게 된 것은 인쇄술의 발전과 맞물려있다. 서구의 예술 

만화, 그래픽 노블, 대안 만화 등의 공들인 이미지에서 색채는 

또 하나의 언어처럼 사용되기도 했는데, 만화는 질 낮은 종이에 

열악하게 인쇄된다는 고정관념을 깨기 위한 시도들로 평가되었

다. 한국의 경우, 만화 전반에 색채를 불러 온 것은 디지털 기반 

구축에서 비롯된 디지털 만화의 발전이었다. 인쇄술로는 재현하

기 까다로운 다양한 색채들이 디지털화면에서 추가적인 인쇄비용 

없이 쉽게 - 작가들이 채색 과정에 쏟는 시간과 수고는 열외로 

두고 – 구현되었다. 어느 샌가 채색된 만화가 주류를 이루고, 흑

백 만화로 소개되는 작품의 수는 상대적으로 점차 감소되는 양상

을 보였다. 흑백 만화의 노출도가 줄어들면서 점차 비상업 만화, 

비주류 만화처럼 여겨지게 되었고 그와 더불어 만화의 흑백이 갖

는 의미와 역할 등이 자칫 간과되기도 한다.

본문에서는 명암과 흑백에 대한 정의와 특징을 다루는 것을 시

작으로, 흑백과 만화의 관계, 대표적 흑백만화가 실현 매체로 삼

는 책의 공간에 대해 알아본다. 책이 가져다 준 페이지(장)의 개

념과 칸과 칸새 등 만화의 형식적 기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본다. 

페이지 만화는 인접한 칸들 사이의 영향을 디지털 만화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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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더 뚜렷하게 볼 수 있다. 디지털 만화는 스크롤로 통

제되는 ‘움직이는 창’이 내용을 비추는데, 소위 ‘움직이게 된 

창’이 만화의 선형적인 성격과 연속성을 무작위로 재단하는 위

협을 불러‘ 2) 올 위험이 크며, ‘수용자의 스크롤 조작이 어떤 

단위로 진행되어 어떤 형상을 비춰낼지 짐작하기 까다롭기 때문

이다’3).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페이지 형식으로 소개된 흑백만화의 

사례를 통해 흑백의 양상과 쓰임, 의미 등을 분석한다. 사례로 

언급되는 작품들은 대부분 페이지 형식으로 소개된 출판만화이

며, 흑백만화를 대표할 수 있는 작품이거나 형식적 실험을 선보

인 작품4)들이다. 흑백이 만들어내는 형상은 추상적 기호와 구상

적 형상으로 분류하여 다룰 것이다. 추상적 기호에는 어떻게 시

공간을 분절하는지, 도식과 상징들을 그려내는지 그 양상을 살핀

다. 구상적 형상에서는 이미지의 강조와 생략을 위한 쓰임 양상, 

흑백 이미지의 대립 표현을 분석한다. 결론에서는 앞서 언급된 

흑백만화에 대한 분석을 정리하고, 디지털 실현매체와 맞물린 앞

으로의 전망을 유추한다. 이를 통해 흑백만화를 둘러싼 오늘날의 

편협한 인식 – 부족한 인쇄술로 빚어진 기법, 디지털 매체 등장

으로 쇠퇴할 것 – 등을 넓히고 흑백만화의 의미를 재조명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II. 흑백과 만화

빛이 있으면 자연스레 어둠이 생긴다. 분리할 수 없는‘빛과 

어둠’의 관계가 명도에 대한 개념을 불러왔다. 명도는 시각요소 

가운데에서 밝음과 어둠 사이의 단계적 개념을 의미한다. 밝음과 

2) 윤보경, 「디지털 화면에 구현된 한국의 웹툰과 프랑스 만화의 차이점」, 

『만화애니메이션연구 제 32호』, 2013, p.105.

3) 윤보경, 앞의 글, p.105.

4) 이 글의 IV장, V장에서 알베르토 브레치아, 조제 뮤노즈, 마르잔 사트라피, 

프랭크 킹, 지피, 제이슨, 체스터 브라운, 마리노 네리, 빅토르 위스노의 만

화 작품들을 분석한다.   



181

어두움을 통틀어 지칭하는 것으로는 명암이라는 용어가 있다. 명

암은 이미지를 구성하는 것에 가장 기본이 되고 큰 틀을 마련한

다. 다른 시각적 요소 (색상, 채도)에 비해 더 즉각적인 전달력

을 가지고 있으므로, 명암이 공간에 어떻게 분포되는가에 따라 

이미지의 구도와 구성 방향이 잡힌다. 

흑백과 명암의 개념을 함께 혼동해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

만, 밝음과 어두움을 아울러 이르는 명암은 흑백의 개념과 다르

다. 흑백은 톤의 정도를 폭넓게 아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

로 이미 절대적인 개념을 지시하고 있다. 명암과 명도 개념은 다

양한 색채들을 포괄할 수도 있지만5), 흑백은 색조가 배재된 무채

색만을 의미한다. 

흰색은 기본적으로 밝음, 빛의 존재를 상징한다. 빛과 의미가 

상통하는 신의 존재를 뜻하기도 하며, 이성적 영역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흰색은 비춤, 시작, 부활, 선함, 완

전성, 완벽함, 깨달음, 순수함, 자유 등을 의미한다. 반대로, 삶

의 다채로운 색을 거부한다는 의미가 강조된 경우에는 생명의 결

핍, 감정의 결여, 비어있음, 가벼움, 공허, 절망, 슬픔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고행과 금욕을 뜻하거나 죽음, 유령, 귀신을 표현

하기도 한다.6) 검정색은 기본적으로 어두움, 그림자, 암흑과 같

은 빛의 부재나 빛의 반대 개념을 상징한다. 심리적인 면으로는 

자기 방어, 자극적인 영향 억제, 폐쇄성, 포기, 종말, 슬픔 등의 

의미를 갖는다. 흰색과 함께 쓰일 때의 검정색은 무언가의 존재

를 의미하기도 한다. 존재에서 비롯된 단단함, 무게감 등의 의미

도 표현될 수 있다. 색에 의한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이며 중립적인 색이며, 기능성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7) 

5) “명도와 색채는 서로 연관되어 있는데 [중략] 모든 색채는 본질적으로 어떤 

명도를 갖는다,” : 데이비드 A.라우어 · 스티븐 펜탁, 이대일 역, 『조형의 

원리』, 예경, 2002, p.218. 

   “명암이란, 회화에서 색의 농담이나 밝기 정도를 이르는 말.” ; 네이버 

Naver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13469100 

6) 정여주, 『미술치료의 이해』, 학지사, 2007, p.108-109.

7) 에바 헬러, 이영희 역, 『색의 유혹 – 재미있는 열세가지 색깔 이야기 I』, 

예담, 2002, p.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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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음과 어두움의 명도 개념은 모든 시각 미디어와 밀접한 관계

를 맺는다. 그러나 만화처럼 흑과 백의 개념과 밀접하며, 그에서 

비롯된 표현을 폭넓게 사용하는 시각 미디어는 거의 없다. 실제

로 전통적인 조형 미디어, 순수 회화에서 흑백의 사용은 일종의 

금기처럼 꺼리던 경우도 있었다. 백색은 비어있는 캔버스나 절대

적인 빛을 뜻하기 때문에 사용을 자제했고, 특히 흑색은‘모든 

색의 부재’라 인식되면서 검정을 사용하여 그림을 그리면 비난

을 받기도 했다.8) 사진의 경우에는 피사체와 현상된 사진인 실현

매체 사이에 다른 매개체, 사진기가 개입한다. 작가의 의식에서 

나온 이미지를 실현매체에 직접 다루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존

재하는 피사체를 기계를 통해 프레임 안에 넣는다. 실현매체가 

두 단계로 나뉘어 있는 것이다. 즉, 작가는 카메라의 렌즈를 통

해 표현하려는 피사체를 평가하고, 필름을 통해 그 모습을 박제

한다. 작가의 의도와 개입은 회화나 만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

접적이다. 게다가 사진이 구현하는 이미지는 흑백에 치우치기보

다는 명도 단계의 중간에 위치한 회색의 농담에 가깝다.  

순수한 흑백의 사용을 되도록 자제하거나 많이 담지 않으려는 

까닭은 명암이 주는 효과를 제대로 이용하려는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 빛과 그림자에 의한 명암은 사물에 깊이감을 주고 부피감

을 느끼게 해준다.9) 명암은 2차원의 평면적 매체에서도 입체감을 

있는 화면을 구성한다. 실제처럼 보이는 가상의 재현을 목표로 

했었던 전통 회화의 경우, 이러한 이유로 흑백 사용을 억제하면

서 명암법과 공기 원근법 등의 재현을 위한 효과를 추구했다.10) 

3차원 공간의 피사체를 기계적 처치를 통해 복제하는 사진이나 

영화의 화면구성은 흑백의 조작에서 완전한 자율성을 획득하기는 

어렵다. 피사체가 가지고 있는 명암의 농도를 조절하거나 명도 

단계를 폭넓게 확보하고 있는 피사체를 선택하여 화면을 구성할 

8) 에바 헬러, 이영희 역, 앞의 책, p.178.

9) 권경민, 『만화학개론』, 북코리아, 2013, p.173.

10) 전통 회화와 현대 회화의 표현 목적은 다르다. 이 글에서 언급된 부분은 구

상성을 바탕으로 현실 재현에 목적을 두었던 전통 회화의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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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있으나, 작가가 자신의 의지대로 흑백을 사용하거나 피사체

를 임의대로 변화시켜 화면을 구성하는 것은 아주 드물다. 

그러나 만화의 경우, 작가가 서술하려는 극적 내용과 작가의 

미적 기준에 따라 이미지의 명도를 조절한다. 조절된 명도는 단

계를 모두 드러낼 수도, 혹은 순수하게 흑백에만 치우칠 수도 있

다. 이처럼 만화의 이미지는 회화에서 강조되는 일종의 법칙들에

서 비교적 자유롭다. 만화에는 상형적 이미지와 추상적 이미지

(기호, 도상들)가 작가에 따라 혹은 서사에 따라 그 스타일이 천

차만별로 다양하게 표현된다. 

매체의 초창기로 거슬러 오르면, 만화는 검정 잉크와 펜을 사

용한 흑백의 이미지와 텍스트로 구성되었다. 시작부터 흑백의 개

념을 차용하기 자연스러운 환경이었던 셈이다. 유럽 만화의 선구

자로 평가되는 로돌프 퇴퍼(Rodolphe Topffer)의 만화 대부분도 

흰 종이와 검정 잉크로 구현된 선과 텍스트로 이뤄져 있다. 그는 

자신이 만들어낸 작품을 그 당시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만화’

라는 명칭 대신에 ‘판화로된 문학’11)이라 불렀다. 그렇게 이름 

붙인 것에는 만화가 서사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적 측면도 

있겠지만, ‘흰 종이 위의 검정 잉크로 써진 글씨’로 대표할 수 

있는 문학의 물리적 외형과 ‘흰 종이 위의 검정 잉크로 그려진 

이미지, 기호, 글씨’라는 만화의 형식적 특성이 낯설지 않았던 

것도 또 다른 이유가 될 수 있다. 그 당시 만화는 석판화로 인쇄

되어야 하는 이미지의 한계 안에 있었다. 에칭 기법을 통한 선화

나 흑백의 실루엣 사용이 돋보이는 단순화된 이미지 등에 머물렀

다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진적으로 다양한 색과 질감, 그와 

수반된 표현 등이 첨가되었다. 

발전된 인쇄술과 다양한 그림 재료, 디지털 매체 등이 등장하

면서, 질 좋은 이미지를 대량으로 인쇄하거나 디지털 상에서 쉽

게 배급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컬러만화가 처음 등장했을 당시에

는 만화의 진화된 형태라 평가되었으나, 지금은 흑백이나 컬러에 

11) 브누아 페테즈 Benoit Peeters, Lire la bande dessinee, 
Flammarion-ChampsArt, 2003,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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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상관없이 작가의 의도와 취향, 서사적 필요성에 따라 표현방

식을 선택하는 것이라 인식되고 있다. 

언급했듯이, 만화는 그 시작점에서부터 흑백의 사용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덕분에 타 시각 미디어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순수한 흑백 사용에 형식적, 심적 제약이나 거리낌이 없었

다. 초기 인쇄술에 대한 한계로 빚어진 제약이 흑백만화의 등장

을 자연스레 도출했지만, 그 제약은 흑백을 통한 표현 방법에 대

해 고민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결과적으로는 상징적, 미적

으로 풍요로운 메커니즘을 발견하게 되었다. 컬러만화, 디지털만

화 작품들이 흘러넘치는 현재까지도 흑백만화가 사라지지 않고 

꾸준히 창작되어 읽힐 수 있었던 이유는 흑백의 표현이 가져다준 

모던함과 높은 가독성에 있다. 컬러텔레비전이 등장하면서 점점 

사라져버린 흑백텔레비전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

는 것이다. 흑백텔레비전은 컬러텔레비전에서 색상에 대한 정보

가 빠져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흑백만화의 경우, 컬

러만화의 색상에 대한 정보가 누락된 것이라 평가되지 않는다. 

“만화에 있어서 흑과 백이라는 두 가지 색채는 실체적인 것이라

기보다 오히려 색채의 유와 무의 대립이라는 식으로 일반적으로 

해석해야만 할지도 모른다.”12) 언급된 바와 같이, 만화의 흑과 

백은 특정한 색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

를 포괄하고 있는 복합적인 요소로서 평가되어야 한다. 일반의 

조형적 의미보다, 만화의 흑백에서 우선되는 것은 형상의‘존재

와 부재’를 드러내는 개념으로서의 기능이다. 흑색은 어떤 존재

를 실재시키는 것으로, 흰색은 실재의 가능성과 부재의 의미로 

존재한다. 물론, 경우에 따라 흑백이 서로 그 역할을 바꿀 수도 

있다. 그렇기에 색상과 흑백 사이에 절대적인 우위가 정해질 수 

없다. 스콧 맥클루드는 흑백만화와 컬러만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흑백과 컬러만화 사이의 차이는 넓고도 깊어서, 읽는 경험의 

12) 요모타 이누히코, 김이랑 역, 『만화원론』, 시공사, 2000, p.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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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단계에 영향을 줍니다. 흑백에서는 예술 뒤에 있는 발상들

이 더욱 직접적으로 전달됩니다. 의미가 형식을 앞서고 예술은 

언어에 가까워지지요. 단색 컬러에서는 형식 자체가 더 중요해집

니다. 세계는 모양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놀이터가 됩니다. 그리

고 보다 표현적인 색채를 통해서 만화는 흡입력 있는, 색채만이 

줄 수 있는 감각들의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중략] 우리

는 흑백이 아닌 컬러로 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컬러만

화는 항상 처음 볼 때는 더 ‘현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만화 

독자들은 ‘현실’이외에도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술이 제 아무리 발달해도 컬러만화가 완전히 흑백만화

를 대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13)

‘흑백에서는 예술 뒤에 있는 발상들이 더욱 직접적으로 전

달’된다는 맥클루드의 언급은 흑백만화와 컬러만화의 차이가 갖

는 핵심에 대해 지적한다. 흑백의 표현은 화려하게 채색된 이미

지에 가려져 표면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만화의 언어적 

측면을 더 두드러지게 만든다는 것이다. 흑백 표현은 만화에 높

은 가독성을 확보해주고, 만화의 형식 언어를 강조한다. 그런 이

유로 만화에서의 흑백은 어떤 손실과 누락의 개념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만화의 흑백은 점, 선, 면의 기본 조형 요소로 페이지 위에서 

다양한 형상을 만들어 낸다. 추상적 이미지, 상형적 이미지 등, 

다양한 성격의 만화 이미지가 흑백인 경우, 만화의 형식 언어를 

강조하는 동시에 극적 서사성을 증폭시킨다. “명암의 흑백대비

가 강렬하고 검은색이 지지하는 부분이 클수록 극적인 정도가 증

폭된다.”14) 

그러나 만화에서 흑백의 표현이 구체적으로 상징하는 것은 작

가, 작품마다 혹은 같은 작품의 페이지에 따라서 모두 다르다. 

수많은 경우와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데, 이는 작가의 창작 의

지에 따라 얼마든지 새롭게 창조되고 표현될 수 있다. “명암의 

13) 스콧 맥클루드, 김낙호 역, 앞의 책, p.200.

14) 권경민, 앞의 책, p.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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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도 고정된 시각이 아니라 개성적이고 창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15) 라는 충고에서 볼 수 있듯이, 표현과 해석의 

다양성이 흑백만화를 보다 풍요롭게 하고 작가의 창의성과 독창

성을 발휘하게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명암과 흑백의 개념 구분을 토대로, 명암과 흑백

과 관계하는 시각 미디어들과 그들이 흑백 표현을 어떻게 인식하

고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알아보았다. 그 중에서 만화는 흑백 사

용에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만화의 형식이 야기

하는 언어적 성격과 가독성에 깊이 관계한다. 흑백의 이미지가 

갖는 함축성과 다의성도 만화의 표현을 보다 개념적으로 드러낸

다. 이처럼, 흑백표현이 만화에 가져다주는 개념과 효과를 인지

한다면, 흑백만화가 단지 매체 초기의 기술적 한계만으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흑백만화와 컬러만화는 추구하는 표현 

목적과 방향에 차이가 있을 뿐 특별히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

에 비해 우위를 가지지 않음이 재차 확인된다. 

III. 출판 만화의 공간

1. 책

신문의 지면, 디지털화면, 책의 페이지 가운데 가장 상징적인 

만화 실현 매체는 여전히 책이다. 초창기 만화가 그 정체성을 확

립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디지털 매체의 보급률이 급격히 높아진 

현재에 이르기까지, 책은 만화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그 영향력

을 꾸준히 드러내왔다. 책이 갖는 형식적 요소가 만화 매체의 단

위 요소에 영향을 준 것도 그 사실을 뒷받침한다.  

책은 순서의 개념을 갖는다. 책을 이루고 있는 모든 페이지가 

순차적으로 정렬되며, 일관된 규칙과 논리를 통해 배열된다. 다

시 말해, 외형의 형식을 통해 차례의 개념을 본질적으로 갖고 있

다. 순서의 개념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도 포함한다. “책은 평면

15) 권경민, 앞의 책, p.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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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입체이기도 하고, 공간이며 시간이기도 하다.”16) 텍스트를 

의도된 순서대로 배열하여 이야기를 전달하는 문학이나 이미지와 

텍스트 등의 시각 형상들이 병렬되어 서사를 전달하는 만화가 책

을 주된 매체로 그 형식을 강구한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물론, 책이라는 매체 형식이 완벽히 존재하고 난 이후에 문학과 

만화가 그를 물리적 실현 매체로 삼은 것은 아니다. 형식과 내용

은 언제나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 

책의 형식은 순서, 시공간의 개념 뿐 아니라 독립성과 완결성

도 가지고 있다. “책은 마치 건축공간과도 같다. [중략] 각각의 

페이지는 동시에 열리고 닫히는 벽이다.”17) 책은 그 형식적 특

성 덕분에 책 속에 구현된 작품의 열고 닫음을 온전하게 만든다. 

책은 그가 품고 있는 내용과 긴밀히 연결되어 각각의 세계를 열

어주고, 수용 행위를 위한 지각을 지탱시킨다. 디지털 만화의 경

우, 책으로의 매체 변화 과정을 종종 거치게 되는 것은 책이 가

진 독립성, 완결성을 만화 작품에 부여하고 촉각적 존재감을 통

해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이다.

“책은 인간의 사유를 지혜의 빛을 지닌 시각에 견주어 찬미한 

유일한 사물이었으며, 이 사물을 통해 인류는 읽는 행위와 보는 

행위가 일치된 독서라는 문화를 배양했다. 사회적 결합과 소통의 

약속인 텍스트와 이미지에 대한 인쇄의 가치는 다름 아닌 책의 

가치와 권위를 산출했으며 이것은 다양한 시각 장르와 시각 매체

들을 고안하게 했다.”18)

2. 페이지

종이의 연속이 완결성을 띠게 되면 책이 된다. 책을 세분화하

면 종이의 한 면인 페이지가 되는데, 이는 책을 구성하는 가장 

16) 스기우라 고헤이, 송태욱 역, 『형태의 탄생』, 안그라픽스, 2001, 

p.158-181.

17) 이용규, 「책 디자인 연구 – 책의 구조 중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p.18 : 1932년 상징주의 시인 말라르메의 시에 마티스가 그림으로 꾸민 

시집의 발간에 대한 당시 한 언론의 기사.

18) 이용규, 앞의 논문, p.4 : 심희정, <Artistbookseoul 2005>, p.16의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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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형식적 단위이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책의 분할된 공간은 

만화의 형식 개념과 관계를 갖는데, 여러 개의 칸이 페이지의 가

로를 채워 단(段)19)을 이루고, 단이 채워져 장을 이룬다. 만화에

서는 칸과 단, 장의 개념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만화의 형식적 개

념에 의미를 부여하지만, 페이지 만화에서 상호 밀접하게 작용한 

칸과 단, 장의 관계는 디지털 매체를 거치면서 그 관계성이 약해

졌다. 형식 단위들은 오히려 디지털 매체의 조작 방법 – 마우스 

휠 조작이나 모바일 디바이스 화면 터치와 같은 – 과 깊은 관계

를 맺게 되었다. 비록 그 의미가 약해졌더라도, 책의 페이지가 

만화 언어의 단위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페이지나 

화면 등의 공간에 대한 이해 전반이 만화의 형식 언어 사용에 대

한 핵심 키워드로 작용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담고 있는 내용이 그 무엇이든 간에, 페이지 혹은 한 화면 안

에 구현되었다면, 페이지가 내재하고 있는 형식적 개념과 규칙으

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페이지에서의 구성은 절대적으로 전

통적인 독서법을 고려한 것이다.”20) 페이지가 가지고 있는 형식

적 개념은 제일 먼저 ‘가능성이 내재된 빈 공간’인데, 책을 이

루는 과정에서 ‘연속성’과 ‘앞과 뒤’, ‘위와 아래’, ‘오

른쪽과 왼쪽’의 개념들도 추가된다. 

먼저, 빈 페이지는 빈 공간을 상징한다. 시각적 요소가 부재한

다고 해도 내재된 공간의 개념이 있으며, 무언가 비춰낼 가능성

을 내포한다. “텅 빈 종이는 절대로 단순히 텅 빈 공간이 아니

다. 그것은 즉각적으로 공간에 대한 원형적 체험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지각에 의해 결정되어 진다.”21) 페이지의 빈 공간은 물

리적 규모의 한계와 다양성을 동시에 갖는데, 페이지가 제공하는 

19) 단(段)이란 지면을 가로나 세로로 나눈 구획을 뜻한다. 만화를 의미하는 영

어 단어 Comic Strip과 불어 단어 Bande dessinee 는 단어에서 ‘단’의 의미

를 함축한다. ‘스트립/strip’과 ‘방드/bande’는 가늘고 긴 조각의 띠를 

뜻한다. 

20) 고동균, 「출판만화에서 웹툰으로의 편집 변환 연구 – 칸의 구조 변환을 중

심으로」,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p.26.

21) 피종삼, 「흑백 일러스트레이션 그림책의 표현과 상징성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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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크기와 비례, 형태에 따라 표현된 내부 요소의 성질과 구

조도 변화한다. 일반적 미국 만화의 판형에 변화를 불러온 작가 

크리스 웨어(Chris Ware)는 그의 개성을 페이지 크기와 모양의 

변화를 통해 드러냈다. 

“단지 나는 만화 잡지의 호(號)마다 각각의 특징적인 풍미를 

가져야 하고, 담고 있는 개별적 내용에 따라 적응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게다가 미국의 코믹 북 Comic books 판형은 내

게 사실상 부적합했다. 나는 여전히 많은 작가들이 그 판형에 충

실하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책의 크기와 판형은 식품

의 포장이나 사람의 옷만큼이나 무척 중요한 요인이다.”22)

  비슷한 크기의 페이지가 여러 장 모여 전체를 완성하게 되는 

책의 형식은 각 페이지의 크기와 개념을 계속 반복적으로 드러낸

다. 페이지가 갖는 개념과 더불어 페이지 외형의 지속적인 반복

은 “화면에 리듬감을 형성하고 연속성을 부여하여 정지된 화면

에 시간적 요소를 개입”23) 시킨다. 한 페이지 갖는 시공간의 개

념은, 페이지 반복을 통해 시공간의 연속성으로 다시 강조되는 

것이다. 성완경은 만화의 형식적 특징을 “연속된 칸과 페이지로

부터 이야기가 태어나”24)는 점이라고 말한다.

페이지가 연속되어 배치되는 과정에서 페이지의 앞과 뒤, 오른

쪽과 왼쪽 등의 위치적 개념도 확립하게 된다. 문화적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어느 쪽에서 다른 쪽으로 움직이는 시각의 흐름은 

시간 개념과 그 전개 방향을 상징한다.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왼

쪽에서 오른쪽으로의 움직임, 위에서 아래로의 움직임은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전개를 의미한다. 페이지 위에서 전개되는 감상자

의 시각 이동은 시공간의 흐름과 동화되는 것이다. 브누아 페터

즈(Benoit Peeters)는 “만화의 페이지는 공간을 연속성으로 전

환하는 기계”25)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22) 브누아 페테즈 Benoit Peeters, 앞의 책, p.79 : Chris Ware, ‘Propos 
Choisis’, 『9eme Art n.2』, CNBDI, 1997, p.57의 재인용.   

23) 이용규, 앞의 논문, p.24.

24) 성완경, 「프랑스 만화의 이해 및 한국에서의 수용 문제」, 『프랑스문화예

술연구 제 10집』, 2004, p.5.



190

이처럼 페이지가 갖는 가능성을 갖는 빈 공간, 연속성, 앞과 

뒤, 위와 아래, 오른쪽과 왼쪽의 개념과 페이지가 갖는 관습은 

만화의 전개 방식에 절대인 영향을 미친다. 효과적인 만화의 연

출은 페이지의 크기와 형태, 내용이 차지할 위치, 독서 방향 등

을 고려해 표현된다. 한 쪽 페이지를 넘어, 마주하는 양쪽 페이

지의 미적 조화도 중요하다. 감상자의 시선은 페이지의 부분에 

머물 수도, 페이지 한 면 혹은 양면을 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화는“파놉티콘(panopticon)적 시각 장치를 가진 서사형식”26)

으로 페이지 공간에서 구현되는 “시각 장치의 다양하고 창조적

인 운용에 크게 빚을 지고”27)있다. 성완경은 “페이지는 중요한 

시각 장치의 운용 방식을 결정하며 만화의 그래픽적, 회화적 표

현의 특질과 떼어 놓을 수 없다”28)라고 만화에서 페이지가 갖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3. 칸과 칸새

티에리 그로엔스틴(Thierry Groensteen)은 만화의 고정적인 요

소를 형식화함으로 일체성을 집어내는 작업이 어렵다는 사실을 

강조한다.29) 만화의 많은 요소들이 이야기 운용에 따라 가변적이

기 때문이다. 그러나 칸의 존재와 그 개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

로 명쾌함을 갖는다고 밝힌다. “공간의 점유 방법에 대해 생각

할 때, 칸의 선택은 마치 기준의 일체성처럼 절대적으로 필요하

다.”30) 칸은 앞서 살펴본 페이지를 더 세밀하게 분할하는 단위

로서, 만화 구조의 기초를 이룬다. 칸이 모여 단을 이루고 장을 

채운다. 칸은 만화 언어의 가장 작은 기준 단위로 서사 전달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만화의 형식적 특징이 된다. 

25) 브누아 페테즈 Benoit Peeters, 앞의 책, p.84.

26) 성완경, 앞의 글, p.6.

27) 성완경, 앞의 글, p.6.

28) 성완경, 앞의 글, p.6.

29) 티에리 그로엔스틴 Thierry Groensteen, Systeme de la bande dessinee,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99, p.31-32.

30) 티에리 그로엔스틴 Thierry Groensteen, 앞의 책, p.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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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은 외부와 내부를 가르는 구분선과 그를 에워싼 여백과 같은 

외형적 특성을 통해 구분되는데 “울타리와 여백을 통해 고립된 

공간은 완전성과 온전함을 갖는”31)다고 분석된다. 칸의 고립성

은 독립적인 의미 내용을 가질 수 있도록 공간을 지지한다. 만화

의 한 칸은 이미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것은 분명할 수도 

모호할 수도 있다. 칸은 연속되면서 기존의 의미를 좀 더 명백하

게 하거나, 아예 새로운 의미 내용을 산출하기도 한다. 부분이 

모여 의미를 갖는 전체가 되는 것이다. 맥클루드는 “부분을 목

격하면서도 이것을 전체로 인지하는 현상을 완결성 연상

(Closure)”32)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지각 작용이 분절된 컷

(부분)들을 통해 이야기(전체)를 전달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분석

한다. 칸을 둘러싼 지각 작용, ‘완결성 연상’33) 이 만화 문법

의 핵심인 것이다. 칸, 혹은 컷이라고도 불리는 이 기호체계의 

절대적이며 일정한 기능은 각 칸의 유기적 결합을 이끌어낸다. 

그로엔스틴은 이러한 칸의 기능에 대해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도상적이든, 조형적이든, 언어적이든), 칸은 일반적인 조작과 

운용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하나의 개체”34) 라고 언급한다.  

만화의 칸은 근본적으로 가변적인 요소이며, 크기와 형태를 변

형하는 것이 비교적 자유롭다. 칸의 규모와 형태는 서사적 기능

에 역할 한다. “칸의 크기와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설화

행위상의 경제원칙”35)이 되어야 한다.  

만화는 단독의 칸보다 여러 칸이 이루고 있는 ‘칸의 연속’을 

더욱 강조한다. 칸을 둘러싼 주변의 칸들이 만들어내는 연속성이 

중요성을 갖게 되는 것은 “시선을 고정시킨 칸을 지각하는데 있

어, 이웃하고 있는 칸들이 불가피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36)

31) 티에리 그로엔스틴 Thierry Groensteen, 앞의 책, p.32.

32) 스콧 맥클루드, 앞의 책, p.71.

33) 스콧 맥클루드, 앞의 책, p.275 : 시각 아이콘 언어가 만화의 어휘라면 완결

성 연상은 그 문법이며, 만화에 대한 정의는 요소들의 배열을 매우 중시하므

로 진정한 의미에서 만화는 완결성 연상 그 자체인 셈이다.

34) 티에리 그로엔스틴 Thierry Groensteen, 앞의 책, p.32.

35) 요모타 이누히코, 김이랑 역, 앞의 책, p.40.

36) 브누아 페테즈 Benoit Peeters, 앞의 책, p.21. 



192

이다. 타 시각 매체의 프레임과 구별되는 큰 특징으로 “어떤 칸

도 단독 이미지로 파악될 수 없다”37)는 점을 꼽는다.

만화 이론가들은 칸의 연속성 속에서 칸새가 갖는 역할에 주목

한다. 만화의 미디어적 특징은 단독의 칸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

니라 칸의 연속이 빚어낸 칸과 칸 사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이

다.38) 칸새를 통해서 만화의 이야기가 그려지고 읽힌다. 혹 칸새

의 외형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칸새의 개념은 

연속성 안에 녹여져 있다. “이야기의 핵심은 자주 이미지의 밖

이나 이미지 사이에서”39) 일어난다는 페테즈의 언급처럼, 칸과 

칸이 유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에는 칸새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덕분이다. 페터즈는 “칸새는 부재에 대한 상징적 

공간”이며, “종이 위의 단순한 물리적 장소를 넘어서, 투사된 

이미지가 놓친 것들에 대한 내부의 화면”40) 이라 칸새를 정의하

지만, 그로엔스틴은 칸새를 ‘내부의 화면’이라 표현하는 그의 

주장을 반박한다. “두 칸 사이의 ‘하얀 것’은 잠재적인 이미

지의 소재지가 아니다. 그것은 관념적 연결고리이며, 논리적 전

환이다.”41)

칸새는 ‘하얀 것(Blanc)’이라고 불리기도 한다.42) 앞서 흑백

의 개념에서 다뤘듯, 흰색은 비어있음, 가능성, 이성적 영역 등

의 의미를 갖는다. 존재에 대한 추상적 형상의 개념으로의 흑색, 

부재 상태의 백색은 만화의 ‘칸과 칸새’ 즉, ‘보이는 것과 보

이지 않는 것’43)에 대한 개념과 그 뜻을 함께한다. 형상의 물리

37) 브누아 페테즈 Benoit Peeters, 앞의 책, p.21. 

38) 윌 아이스너 Will Eisner 는 만화를 ‘연속 예술 Sequential Art’이라 표현

하며, 스콧 맥클루드도 그의 주장을 지지한다.  

39) 티에리 그로엔스틴 Thierry Groensteen, 앞의 책, p.131-132.

40) 티에리 그로엔스틴 Thierry Groensteen, 앞의 책, p.132.

41) 티에리 그로엔스틴 Thierry Groensteen, 앞의 책, p.133-134.. 

42) 티에리 그로엔스틴은 그의 책 Systeme de la bande dessinee 에서 칸새를 다

룰 때, A la recherche du blanc (하얀 것의 연구)라는 소제목을 넣었고, 본

문에서도 칸새를 ‘하얀 것’이라 지칭한다. 여백, 공백, 침묵이라고 번역될 

수 있다.

43) 스콧 맥클루드, 앞의 책, p.100 : “만화가들은 독자들을 있는 것과 없는 것

이 펼치는 소리 없는 춤 속으로 잡아끕니다. 즉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말입니다. 이 춤은 만화 특유의 것입니다. [중략] 칸과 칸 사이에서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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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흔적(보이는 것) 사이에 부재(보이지 않는 것)가 여러 흔적들

에서 하나의 맥락을 찾아낸다는 것이다. 

“고립된 상태에서는 자주 모호한 의미를 갖는 만화의 이미지

는 그의 본질을 연속됨 속에서 찾는다. 그와 반대로, 단독적으로

는 의미를 갖지 않는 칸새는 개별 이미지에서는 해독될 수 없는 

연결 기능의 역할을 부여받았다.”44)    

만화의 칸과 칸새가 모이면 하나의 단을 만들고, 이러한 단이 

쌓여 페이지를 채운다. 페이지가 축적되어 책을 이루고, 책은 일

종의 가상 세계를 시각적으로 재현하고 물리적으로 지탱한다. 만

화의 모든 형식 요소들은 일종의 ‘공간’을 가지며, 이 공간이 

만화에 시간성을 부여한다. 시간성(인과관계, 순서)은 서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만화는 공간을 시간으로 치환하여 서사

를 전개하는 미디어이다.  

IV. 추상적 기호를 만드는 만화의 흑백 연출

1. 시공간의 분절

이미지 사이에 검은 선이 한 줄 그어진다. 그때부터 시간과 공

간은 분할된다. 

“최초로 그것은 컷 내계(內界)를 분절하기 위해 사용된다. 검

은 선이 그려 넣어지기 전에는 [중략] 거기에는 어떠한 영상도 

기호도 존재하지 않는다. 거기에 일단 흑색이 도입되었을 때 세

계의 여러 가지 사물이나 인물이 분절화되어 묘사되게 된다.”45)  

일반적으로 비어있는 흰 페이지에 형상의 흔적이 나타나기 시

작하면서, 시간과 공간이 분절되거나 사물이나 인물의 존재가 구

체화된다. 칸과 칸새의 반복 혹은 가시성과 비가시성의 반복은 

나름의 서사적 성격을 내포한다. 서사성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의미도 함께 내재하고 있다. 

나는 일은 만화만이 해낼 수 있는 일종의 마술입니다.”

44) 티에리 그로엔스틴 Thierry Groensteen, 앞의 책, p.134. 

45) 요모타 이누히코, 김이랑 역, 앞의 책, p.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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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와플 굽는 틀/Le Gaufrier>, 빅토르 위스노 Victor Hussenot.

    

그림 2. <헤이, 웨잇.../Hey, Wait...>, 제이슨 J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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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노의 <와플 굽는 틀>은 똑같은 크기의 여러 칸이 나열되어 

배치된 여러 장의 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의미를 표현하는 작품이

다. 매번 같은 형식적 틀은 내부의 이미지에 따라 그 역할과 기

능이 달라진다. <그림 1> 페이지의 소제목은 ‘외로움 

(Solitude)’이다. 탑처럼 쌓아올려진 여러 개의 칸 중, 단 하나

의 칸만이 남자의 실루엣을 담고 있다. 여러  개의 빈 칸은 칸이 

원래 의미하는 시공간의 현존을 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한 

남자의 실루엣과 제목에서 부족한 의미를 보충하여 공허한 시공

간으로서 역할하고 있다. 

제이슨의 <헤이,웨잇...> 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형화된 6칸이 

계속 반복된다. 크기에 변화가 없는 칸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은 내재된 기본 서사의 리듬이 있고, 그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는 칸의 개수나 칸 내부의 이미지 밀집 정도를 통해야 한다는 것

이다. 유년시절 철없던 장난으로 친구가 사고사 당하는 것을 목

격한 주인공의 고통과 내적 갈등을 다루고 있는 작품으로, <그림 

2> 왼편의 페이지에서는 그들이 위험한 장난을 시도하는 장면과 

그 이후의 상황을 두 장에 걸쳐 그려내고 있다. 사고 이후의 묘

사는 까맣게 채워진 채 반복되는 칸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구체

적 사건의 설명은 아니지만 시공간의 흐름과, 사건들의 내재를 

압축적으로 담고 있다. <그림 2>의 오른편에서는 여전히 어린 시

절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한 성장한 주인공이 술을 마시며 고통

을 잊으려는 장면인데 앞 선 장면의 경우와는 달리 아무 것도 채

워져 있지 않은 텅 빈 칸들의 연속적인 배치로 그의 허무함과 방

황, 숙취의 영향 등을 유추할 수 있다.

칸새의 개념은 칸의 연속성으로부터 비롯된다. 인접한 칸의 연

속적 흐름을 끊는 것은 모두 시공간을 분절하는 칸새로의 기능을 

갖는다.46) <그림 3>는 흑백만화는 아니지만, 여백 기능의 사용을 

주목할 만하다. 처음에는 흔히 볼 수 있는 형식으로 그려지지만 

46)  티에리 그로엔스틴 Thierry Groensteen, 앞의 책, p.132 : “인접한 두 이

미지를 가르기 위해 그려진 간단한 선 하나의 기호적 역할은 엄격히 말하면 

여백의 그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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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순간부터 여백이 칸 내부 이미지의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한

다. 텍스트와 텍스트의 위치가 자연스레 빈 공간들을 구분하고, 

텍스트가 칸새의 역할을 빈공간이 칸의 역할을 하며 전체 페이지

를 구성한다. 내용적 측면으로는 바다 위의 배에서 불의의 사고

를 목격하고 공포와 탄식의 감정을 섞어 탄식하는 주인공의 독백 

장면을 표현한다. 독자는 주인공의 독백을 의미하는 텍스트를 통

해 빈 여백의 의미를 짐작한다. 주인공이 마주한 장면의 비극성

을 높이는 효과적인 표현이다. 

시간의 경과와 장소의 이동을 내포하고 있는 칸의 형식적 기능

에 덧붙여, 흑과 백으로만 연출되는 칸의 시각적 측면은 칸의 형

식적 기능을 전면에 내세워 만화의 언어적 기능을 강조한다. 또

한, 칸을 가득 채우는 흑과 백을 통해서 서술되는 내용을 시각

적, 감각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그림 3. <S>, 지피 Gipi.

2. 도식과 상징  

만화는 도식과 상징에 빚을 지고 있다. 형식적 틀은 완결성 연

상을 바탕으로 한 연속성에 의지하고 있다면, 통상적 이념을 시

각적으로 구체화하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도식과 상징이 

사용된다. 흑과 백이 만들어내는 단순화된 형상들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이는 문맥과 구체적인 형상들을 통해 의미

하는 바를 전달한다. 

뮤노즈의 작품 <알랙 시너>는 흑백을 통한 시각적 선택이 돋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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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작품이다. 어둠과 하이라이트의 두 극단을 대비하면서, 시

각적 요소의 생략과 강조를 이끌어낸다. 시각 정보가 걸러져 표

현된다는 것은 통상적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도식과 상

징을 빌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4>의 어두운 배경에서 

하얀 띠처럼 강조된 표현은 총알의 운동성과 방향 등을 의미하

며, 마지막 단에 보이는 주인공의 팔을 둘러싼 흰 궤적의 표현은 

그의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흔적이다.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운

동성의 표현이 어두운 배경과 대비되어 긴박함을 더하고 있다. 

흑백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도식을 통해 의미를 담을 수도 있으

나, 좀 더 직접적으로는 흑과 백의 본질적인 상징에 주목하기도 

한다. 알베르토 브레치아의 단편만화 <공포>는 흑백의 상징과 의

미를 극적 장치로 사용한다. 망상에 사로잡혀 공포에 질린 주인

공은 심리적인 고립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야기 초반, 주인공을 

둘러싼 흰 면적은 그의 고립, 망상, 공포 등을 상징한다. 이 부

분에서 주인공이 차지하고 있는 칸의 면적은 보다 더 작게 그려

져, 금방이라도 부정적인 것에 잠식될 것 같은 그의 상태를 나타

낸다. 그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나 계속 두려워했던 존재는 검

정으로 치환된다.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검정의 실루엣은 그 면적

이 점차 넓어져 주인공의 망상과 공포를 뜻하는 흰 면적을 침범

하게 된다. 주인공의 심리 상태와 시각적 표현이 맞닿아 있는 이 

효과는, 실제로 처음에는 넓고 단일한 흰 면적이 점차적으로 어

두운 면적에 밀려 잠식되고 파편화되는 것으로, 또한 두려움의 

존재와 그에 대한 공포가 뒤섞여 주인공의 심리적 갈등이 심화될

수록 흑백의 경계는 모호하게 표현되는 것으로 시각화되고 있다. 

흑백의 본질적 의미가 대립하는 것에서 발생되는 긴장이 전체적

인 작품 분위기를 주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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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알랙 시너/Alack Sinner>, 조제 뮤노즈 Jose Munoz.

그림 5. <공포/Miedo>, 알베르토 브레치아 Alberto Breccia.

체스터 브라운의 자전적 작품 <너 좋아한 적 없어>에서도 이러

한 흑백의 다의적 상징이 표현된다. 페이지 만화에서는 흔히 보

지 못하는 칸과 여백의 비정형적 배치를 바탕으로 약하고 떨리게 

그려진 선이 내부를 채우고 있다. 주인공의 외형만큼이나 흐리고 

가냘픈 이미지에 짙은 흑색이 배경으로 첨가되는 <그림 6>의 경

우가 종종 눈에 띠는데, 어두운 배경은 기존 이미지들과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선화를 잠식시키며 불안감과 떨림을 증폭

시킨다. 작품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심리적 강박, 소통의 부재 등

이 시각적으로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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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너 좋아한 적 없어/I never liked you>, 

체스터 브라운 Chaster Brown. 

 

V. 구상적 형상을 만드는 만화의 흑백 연출

1. 강조와 생략

만화에서 흑색은 형상을 그려내는 ‘잉크’로서의 기능을 한

다. 물론 반전된 이미지(백색의 형상과 흑색의 여백)도 얼마든 

가능하지만, 비어있는 흰 종이와 그림을 그리는 검정 잉크의 개

념은 이미 오래전에 일반화 된 것이다. 

다양한 명도 단계를 생략하고 흑백만으로 이미지를 표현해낸다

는 것은 이미지의 어느 부분을 흑색으로 하고 백색으로 해야 할 

지에 대해 이분법적 선택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이다. 선으

로만 표현된 흑백 이미지는 이러한 고민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

다. 형상의 외곽선과 그 외의 부분으로 나눠 그리는 통상적 방법

을 거치면 된다. 반면 면으로 구성된 흑백 이미지는 강조, 부각

되거나 완전히 생략된 부분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앞서 언급했던 

칸과 칸새의 개념(흑의 가시성과 백의 비가시성)이 이미지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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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어느 시각적 요소가 그려져야 하는

지, 혹은 남겨져야 하는지가 전적으로 작가의 의도대로 시각화된

다.

그림 7. <가솔린 앨리/Gasoline Alley>, 프랭크 킹 Frank King.

<그림 7>은 일반적인 <가솔린 앨리>의 그래픽 스타일이 아니

다. 평소 스타일은 선화가 바탕이 되는 반면, 아래의 그림은 인

물의 실루엣과 그림자만 강조되었고 다른 시각 요소들은 과감하

게 생략되었다. 검정 잉크로 강조된 부분도 세밀한 묘사와는 거

리가 있다. 흑백의 면 구성으로 단순화 된 이미지는 세부적인 정

보는 모두 생략한 채 전반적 분위기만을 드러낸다. 나뭇잎, 그

네, 물결의 실루엣과 그림자를 통해 극 중 인물들이 공원에서 산

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드러나는 반면, 그들이 산책을 하고 있

는 시간대는 조금 모호한 부분으로 남는다. 흑백을 사용한 빛과 

그림자의 관계는 햇빛과 그림자인지 달빛과 그림자인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규정하지 않는다. 만화의 흑백은 색의 역할로 사용되

지 않고 색의 유무와 빛의 유무를 상징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다. 작품의 두 사람은 사랑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데, 남자는 자신의 감정을 말로 잘 묘사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한다. 그 말에 여자는 ‘우리는 모두 사랑에 대해 알고 

있으니, 굳이 묘사할 필요는 없다’고 대답한다. 그들의 대화는 

의도적으로 세부 묘사를 억제한 이미지와 묘한 일치를 이루며, 

메시지를 강조하고 극적 효과를 만들어낸다.  

<그림 8>은 흑백의 선과 면이 함께 사용된 경우이다. 칸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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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다 살펴보면, 남자 주인공의 얼굴 측면 부분에 진한 그림자

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그와 마주하고 있는 

여자의 얼굴은 선으로 단순하게 표현되어 어떤 명암도 그려지지 

않았다. 이는 전통적으로 회화에서 사용되던 명암법이 아니다. 

광원은 비정상적이며, 빛을 받는 부분이나 그림자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 실제와 다르다. 만화의 흑백 명암법은 이야기 서술과 더 

밀접하게 관련한다. 효과적인 서사 전달을 위해 강조되어야 할 

이미지가 있다면 일반적인 명암법을 무시하고라도 강조한다. 이

를 두고 요모타 이누히코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 부자연스러운 

빛의 배치”47)라 표현한다. 이야기 전달의 경제원칙을 통해서 이

미지의 강조와 생략이 일어난다.  

“칸은 만화가에 의해 그려지지만 독자들이 그것을 보는 순간 

비로소 그 존재가 확인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

서 독자의 시선과 광원은 은유적인 관계에 있다.”48)

그림 8. <파나 마리아/Panna Maria>, 조제 뮤노즈 Jose Munoz.

기호적 형상과 구상적 형상이 혼동되게 표현된다는 점도 뮤노

즈의 작품에서 주목할 부분이다. 다시 말해, 칸 내부에 표현된 

일종의 내부 장식과 형식적 요소인 칸새의 구분이 모호하게 되어 

47) 요모타 이누히코, 김이랑 역, 앞의 책, p.171.

48) 요모타 이누히코, 김이랑 역, 앞의 책, p.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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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이다. <그림 8>의 왼편에 그려진 벽의 널빤지가 갖는 

일종의 흑백 리듬이 칸새에까지 이어져 있다. 칸새는 기호적 역

할 뿐만 아니라 일종의 장식적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 한 가운데에 있는 주인공을 표현한 칸(그림 8의 오른편)의 

경우, 앞선 경우와는 반대로 주인공 뒤편에 위치한 가로등이 칸

새의 역할을 수행한다. 형식적 틀과 그 속에 담긴 이미지의 구분

을 모호하게 만듦으로서 형식과 내용의 치환과 시각적 유희를 맛

볼 수 있다. 

2. 이항 대립 표현 

흑과 백은 본질적으로 대치되는 개념을 갖는다. 이미 만화의 

페이지 전체가 흑과 백의 이항대립을 통해 만들어진 세계라 할 

수 있는데, 좁게 보자면 흑백이 대치되어 구현된 형상들이 그들

의 대립을 통해 서사 전달을 시각화하기도 한다. 일본 망가를 예

로 들면, 주인공의 머리카락 색과 상대자의 머리카락 색이 상당

수 흑백 대치 구도를 취하고 있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 주인공

과 상대자는 흑백으로 대립되어 표현되는데, 그들의 차이점과 갈

등이 시각적 요소를 통해 구체화된다.

 

그림 9. <페르세폴리스/Persepolis>, 마르잔 사트라피 Marjane Satr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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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어느 무한/Une infinite d’autres>, 

빅토르 위스노 Victor Hussenot.

 

그림 11. <강의 왕/Il re dei fiumi>, 마리노 네리 Marino N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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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트라피의 페르세폴리스 <그림 9>에서는 이러한 흑백의 이항 

대립이 부분적으로 등장하는데,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의 충돌이 

흑백의 대립을 통해 표현되어 있다.   

<그림 10>의 경우, 앉아있는 남자와 그를 절벽에서 밀어내는 

남자 간의 갈등이 서사의 핵심이다. 선화로 표현된 앉아있는 남

자는 절벽에서 떨어지는데, 그 사건 이후 검은 실루엣의 대척점

에 위치한 남자로 변한다. 검은 실루엣의 남자는 절벽에 걸터 앉

아있는 남자를 떨어뜨리려 다가간다. 내용의 첫 부분과 끝이 맞

닿아 있어 반복되는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같은 인물로도 

볼 수 있는 앉아있는 남자와 밀어내는 남자는 어떠한 사건과 과

정을 겪으면서 변화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인물에 대한 정보

가 많이 제공된 것은 아니지만, 흑백의 대립 표현을 통해 인물의 

변화와 심리상태, 관계 등이 압축되어 드러난다.

마리노 네리의 <강의 왕>은 우연히 한 소년이 해골을 줍는 장

면으로 시작된다. 해골에 대한 다양한 망상과 상상을 즐기던 소

년은, 그것이 자신의 삶의 환경을 갉아먹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 

해골이 소년에게 가져다주는 의미와 상징은 소년이 상징하는 생

명력, 활력과 대치되는 것이다. 이야기의 토대인 소년과 해골의 

대립 관계는 흑백의 대립을 통해 시각화되어 표현된다. <그림 

11>에서처럼 해골이 검게 표현될 때, 해골을 제외한 다른 형상들

은 밝게 그려진다. 그와 반대로, 소년이 망상과 걱정을 안은 채 

어두운 실루엣의 모습으로 표현된 경우에는 백골의 외형이 그와 

대비되어 하얗게 드러나고 있다.    

VI. 결론

만화의 흑과 백은 단순히 어떤 색을 지칭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으로 대표되는 내부적 의미와 

그에서 파생되는 다른 의미들까지 표현할 수 있는 메커니즘, 즉 

체제로서 기능한다. 만화의 개념 안에서 백색은 ‘빈종이’의 의

미로 아직 규정되지 않은 시간과 공간의 가능성을 품는다.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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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없음, 혹은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나 

보이지 않는 모든 가능성도 함축한다. 흑색은 ‘잉크’로서 존재

를 구체화하는 기능을 하며, 가능성에서 머무르는 것을 실재하게 

한다. 만화 속에서 흑과 백은 위에서 언급한 기존의 역할을 바꾸

기도 하며 전과는 다른 차원을 표현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흑과 백이라는 극의 대립에서 빚어지는 다양한 의미와 상징들의 

파생과 변화인데,  “형상은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의 중

간에서 역동적으로 존재”49)하며, “형상은 이야기 없이 태어나

지 않기”50) 때문이다. 흑과 백의 시각적 대립과 그 상징성의 대

립은 만화의 형식 언어를 가장 부각시키며,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요소이다. 만화는 이미지의 상형적 정보를 최소화 할수록, 즉 이

미지의 회화적 측면을 억제할수록 텍스트와 함께 ‘새로운 언

어’로서 높은 가독성을 획득할 수 있다.  

만화의 흑백이 글과 그림처럼 해석해야 할 하나의 메커니즘이

라 한다면, 디지털 매체가 불러온 컬러 만화의 부흥을 만화의 형

식 언어 차원에서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수의 독자들이 디

지털 기반의 멀티미디어에 길들여져 수동적인 수용이 가능한 매

체를 선호하게 된 것이 그 이유이다. 능동적인 개입과 독해력을 

필요로 하는 언어적 성격이 강조된 작품보다는, 내부 정보가 많

이 담긴 이미지와 타 미디어(움직이는 이미지, 추가된 소리 등)

를 통해 접근성을 높인 작품들이 더 활발하게 소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을 통해서 흑백만화가 비주류, 비상업 만화

와 같이 평가되고 있는 이유도 설명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멀

티미디어가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매체보다 언어 시스템 측면이 

강조되는 물리적 매체, 책과 흑백만화의 높은 관계성도 함께 유

추할 수 있다.  

만화는 책의 특성과 멀티미디어적 특성을 모두 갖고 있어 ‘책

과 멀티미디어 문화 사이의 경첩’이라 표현되기도 한다. 흑백만

화와 컬러만화, 시각 언어적 측면의 강조와 다양한 매체가 추가

49) 성완경, 앞의 글, p.4-5.

50) 성완경, 앞의 글, p.4 : 레지스 드브레의 말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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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복합 미디어적 측면의 강조, 이 모두가 만화의 형식적 특질과 

양상인 것이다. 이러한 특질은 모두, 만화가 소통 매체이며 이야

기 전달에 주요 목적을 둔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만화와 흑백 의미의 관계는 이처럼 밀접하지만, 실제 오늘날의 

만화는 흑백의 메커니즘과 거리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순수하

게 흑백으로만 창작되는 작품의 수는 줄어드는데 반해, 더 많은 

미디어와의 결합과 융합을 추구하는 작품은 점점 늘고 있다. 더 

다양한 수용 방법을 자극하고, 그에 수반되는 새로운 측면을 발

굴해낸다. 흑백이 강조하는 만화의 언어적 측면은 확실히 근본적

이라, 오늘날에는 아예 기본 요소로만 인지되고 있는지도 모른

다. 만화 형식 언어의 개념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토

대로 새로운 개념들이 더 추가 되어야 한다고 여기는 것이다. 실

제로 오늘날의 웹툰에서 흑백을 사용하는 목적은, 기존 세계와 

분리된 다른 차원의 표현이나, 색이 갖는 상징과 효과를 강조하

기 위한 중립의 기본 틀의 역할 수행을 위해서이다. 흑과 백의 

대립 표현보다는, 흑백과 색깔간의 대립에서 비롯된 표현들이 다

수를 차지한다. 

디지털이 기반이 된 융합 미디어의 시대가 절정을 이루고 있

다. 그럼에도, 기본 미디어로서 글과 이미지의 역할이 여전히 존

재하고 그 의미가 사라지지 않듯이 흑백 이미지의 의미와 그 안

에서 추구할 수 있는 방향성이 지워지지는 않을 것이다. 형식적 

측면으로는 텍스트와 시각 기호와의 조화에서 비롯된 이미지의 

가독성과, 미적 측면으로는 정제되고 함축된 미니멀리즘적 이미

지 표현방식은 흑백의 구현 방식에서만 추구될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리고 만화의 시스템은 흑백이 갖는 이러한 형식적, 미적 

의미를 서사적으로 치환한다. 결국, 아무리 많은 요소가 추가된

다 하더라도, “만화는 궁극적으로 흑과 백의 유희밖에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총체적인 진리”51)가 바탕에 내재되어 있는 것

이다.

51) 요모타 이누히코, 김이랑 역, 앞의 책, p.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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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n the Figure of Black and White in the Comic Strip

which are Mounted on the Book Pages

Yun, Bo-K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meaning and function 

of black and white in the comic strip, which are mounted on the book 

pages. 

The role of space in comic strip, compared to the role of time in 

the cinema, enable to feel the role of the time in the book. 

Therefore storytelling of comic strip has been placed in the 

inseparable relationship with space.

My aim is to think about the black and white meaning in the visual 

media, especially the use of black and white which is highlighted in 

the comic strip.

Black and white doesn't mean a loss of color in the comic strip 

but it works around 2 important notions : readability, modernity 

(with minimalism). In comic strip, ‘black and white’ is not a true 

colour but it is complex items which indicate symbolic 

significances. Moreover it is also a notion which enhance 

‘existence and absence’ and ‘visible and invisible’.

That's why to analyze and to understand how the space is organized 

in comic strip page, i chose several examples extract from black and 

white comic strip.

Key Word : Black & White Comic Strip, Book Pages, Cart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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