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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비아스의 메인 플롯 구성 방법을 통한 강풀의 웹툰 분석

-구출과 수수께끼 플롯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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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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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만화시장에서 출판만화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웹툰이 그 자리를 대체해가

고 있다. 웹툰은 인터넷을 통해 빠르고 쉽게 서비스되면서 대중의 관심과 인기를 

얻고 있다. 신선한 소재와 공감되는 주제를 통해 드라마와 영화로 제작되면서 문화

콘텐츠 산업의 원작산업으로도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웹툰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면서 학술적인 연구 또한 시도되고 있다. 웹툰에 대한 다방면의 연구가 

필요하지만, 현재 가장 중요시되는 연구는 독자들이 웹툰을 선택하는 기준인 ‘스토

리’와 ‘작품성’이다. 작품성과 스토리가 뛰어난 웹툰을 창작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인과관계를 통해 사건을 유기적으로 재구성하는 플롯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작품성과 스토리가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강풀의 ‘미스터리 심

리 썰렁물 시즌’ 웹툰에서 나타난 2가지 메인 플롯인 수수께끼 플롯 <조명가게>와 

구출 플롯 <이웃사람>을 통해 웹툰의 플롯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플롯의 

특징’과 8가지의 ‘좋은 플롯’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토비아스의 이론을 토대로 하

였다. 

먼저 토비아스의 이론을 바탕으로 ‘플롯의 특징’과 8가지 ‘좋은 플롯’의 원칙을 

수정한 6가지 ‘좋은 플롯’의 원칙을 통해 강풀 웹툰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웹

툰에서 나타난 장면과 내용을 활용하여 토비아스의 이론이 강풀의 웹툰에 적용 가

능한지를 확인했다. ① 수수께끼 플롯 <조명가게>와 구출 플롯 <이웃사람>에서 토

비아스의 ‘플롯의 특징’이 적용 가능했다. ② 6가지 ‘좋은 플롯’ 원칙 중 조명가게

에서는 5가지 원칙이 나타났고 이웃사람은 6가지 원칙이 모두 나타났다. 이처럼 

토비아스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플롯 분석이 웹툰의 플롯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강풀 웹툰의 수수께끼 플롯 <조명가게>와 구출 플

롯 <이웃사람>에서 나타난 ‘플롯의 특징’과 6가지 ‘좋은 플롯’ 원칙의 내용을 통해 

강풀의 웹툰 플롯이 정형화된 형태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강풀, 웹툰, 플롯, 토비아스, 스토리, 이웃사람, 조명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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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출판에서 디지털의 환경적 변화는 만화에 큰 영향을 미쳐 웹툰

이라는 만화의 한 장르를 탄생시키고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 초

기 웹툰은 출판과 디지털의 환경 변화에 따른 접점으로써 출판만

화를 스캔하여 보여주는 스캔본 만화와 일상의 에세이를 보여주

는 에세이툰의 형태였다. 이후 웹툰 작가인 강풀이 세로스크롤을 

활용한 서사 만화를 연재하면서 웹툰은 스크롤 방식의 형태로 정

착하였다.1) 세로스크롤을 활용하면서 웹툰은 출판 만화 형식과 

다른 고유의 특징을 가지게 되었는데 출판만화의 지면의 길이로 

인해 표현하기 힘든 긴 이미지 연결을 통해 시간의 연속성 연출

을 쉽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웹툰은 만화의 특성을 

유지한 채 애니메이션적인 연출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출을 

효과적으로 사용한 작가는 강풀로 그의 장편 서사 웹툰은 대다수

의 작품이 출판 만화, 영화, 드라마로 제작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다. 반면, 강풀의 웹툰은 탄탄한 스토리와 연출이 뛰어난 작

품으로 평가되지만 다른 매체로 제작된 작품은 스토리는 같지만 

원작과 다른 감성으로 인해 강풀 웹툰의 장점을 잘 살리지 못했

다고 평가된다.2) 그 이유로 본 연구자는 매체의 특성에 따른 차

이로 인한 플롯의 구성 방법에 따른 변화에 주목하였다. 강풀의 

웹툰이 다른 매체로 제작될 때 스토리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매

체의 특징에 따라 시간이 제한되거나 형태가 변형되어 플롯의 구

성이 달라진다. 웹툰은 몇주에서 몇 달의 장시간에 걸쳐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반면, 영화는 제한된 상영시

간 안에서 완결된 이야기를 보여줘야 한다. 따라서 웹툰과 영화

가 같은 스토리를 일지라도 매체의 특성에 따라 플롯의 구성이 

변화함으로 웹툰의 특성을 고려한 플롯에 대한  이해와 틀이 제

1) 임혜선,「강풀의 웹툰 순정만화 스토리텔링 연구」, 단국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2. 2), p.2.

2) 한상정,『강풀 만화책이 재미없는 이유』, 실천문화사, 2009, pp. 29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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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어야 한다.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매체에 따라 크고 작은 특징의 차이가 있

지만 매체를 떠나 모든 플롯이 대중들에게 관심을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분석 틀에 차이가 없다. 하지만 텍스트와 이미지가 공존

하며 세로스크롤 방식을 사용하는 웹툰의 특성에 따라 플롯의 구

성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플롯의 구성 방법들이 

웹툰을 분석하는 과정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

토리가 단순히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사건을 서술한 것이라면 플롯

은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부여하여 사건을 유기적으로 재구성한

다. 세로스크롤 방식의 세로로 구성된 칸의 나열은 스토리의 시

간적 순서에 잘 맞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웹툰은 

플롯의 인과 관계에 의한 사건이 유기적으로 구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웹툰에서 플롯이 뚜렷하지 않으면 스토리의 전체적인 흐

름을 표현하기 힘들고 전체적인 틀을 짜지 못하기 때문에 컷을 

구성하기도 어려워진다. 따라서 웹툰의 플롯 구성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플롯 이론을 웹툰에 적용해 봄으로써 웹툰 플롯의 구성 

방법을 이해하는데 일조하리라 기대한다.

2. 연구범위와 방법

웹툰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이후 디지털 환경을 활용한 웹툰

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여러 방면에서 진

행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플롯을 연구하는 서적이나 논문은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예시로 하여 분석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웹툰의 플롯을 연구하기 위해 플롯 이론의 하나인 토

비아스의 플롯 이론을 통해 강풀의 웹툰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첫 번째, 플롯의 정의 및 플롯 이론에 대해 알아보고 플롯에 

대한 선행연구를 하였다. 플롯의 어원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스토리와의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또한, 플롯에 대한 여러 학자

의 다양한 이론들을 살펴보고 플롯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검토하

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웹툰의 이미지와 플롯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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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는데 적합한 이론으로 좋은 플롯의 원칙과 전체적인 구성

이 아닌 각 플롯의 특징들을 통해 구체적인 장면 분석이 가능한 

토비아스의 플롯을 사용하였다. 토비아스는 20가지의 플롯 종류

와 8가지의 ‘좋은 플롯’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 토비아스의 8가지 ‘좋은 플롯’ 원칙을 6가지 원칙

으로 수정하여 분석 틀로 사용하였다.3) 8가지 원칙 중 ‘긴장’

을 키워드로 하여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3가지 원칙을 1개

의 원칙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비유적인 표현으로 인해 핵심적

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원칙은 직접적 표현으로 수정했다. 

이처럼 6가지의 ‘좋은 플롯’의 원칙을 제시하여 웹툰의 플롯 

형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6가지의 ‘좋은 플롯’ 원칙은 ‘대립

하는 세력을 통해 긴장을 창조하고 고조시켜라’, ‘등장인물의 

성격은 변해야 한다’, ‘모든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 되게 하

라’, ‘결정적인 것을 사소하게 보이게 하라’, ‘계획된 기회

를 설계하라’, ‘클라이맥스에서는 주인공이 중심적 역할을 하

게 하라’이다. 

세 번째, 강풀 웹툰의 메인 플롯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메인 

플롯은 웹툰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중심 플롯이지만, 서브플롯

은 메인 플롯을 보조해 주는 플롯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조해 주

는 서브플롯이 아닌 메인 플롯만을 범위로 선정하였다. 

네 번째, 강풀의 웹툰 중 ‘미스터리 심리 썰렁물 시즌’을 분

석 대상으로 하였다. 강풀의 웹툰은 크게 ‘순정만화 시즌’과 

‘미스터리 심리 썰렁물 시즌’으로 구분된다. 그 중 ‘미스터리 

심리 썰렁물 시즌’은 ‘순정만화 시즌’에 비해 장르의 특성상 

개연성과 필연성이 더 많이 부여되기 때문에 플롯 구성방법을 더 

뚜렷하게 알 수 있다.

다섯 번째, 미스터리 심리 썰렁물 시즌을 구출과 수수께끼 플

롯으로 각각 분석하였다. 미스터리 심리 썰렁물 시즌은 총 5개의 

웹툰이 연재됐으며, 5개의 웹툰에서 나타난 토비아스의 메인 플

3) 로널드 B. 토비아스, 김석만 역, 『인간의마음을 사로잡는 스무가지 플롯』, 

풀빛, 2007, pp.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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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은 수수께끼 플롯과 구출 플롯이다. 수수께끼 플롯을 메인 플

롯으로 하는 작품은 ‘아파트’, ‘타이밍’, ‘어게인’, ‘조

명가게’이며, 구출을 메인 플롯으로 한 작품은 ‘이웃사람’이

다. 연구는 수수께끼 플롯이 나타난 4개의 작품 중 가장 최근에 

연재된 작품 <조명가게>와 구출 플롯이 나타난 <이웃사람>을 분

석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수수께끼와 구출 플롯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조명가게>와 <이웃사람>의 플롯을 비교 분석

하여 토비아스 플롯의 특징이 웹툰 분석에 적합한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여섯 번째, 6가지의 ‘좋은 플롯’ 원칙을 <조명가게>와 <이웃

사람>에 적용해 분석하였다. 수수께끼와 구출 플롯을 대표하는 

강풀의 작품에서 6가지의 ‘좋은 플롯’ 원칙이 나타나고 있는지

를 확인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플롯의 정의 및 선행연구 검토

플롯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통해 처음 언급되었다. <시

학>에서 플롯은 비극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자 이야기의 목적이

라고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플롯 안에는 시작과 끝이 존재하

며, 플롯의 끝은 다음 플롯의 시작과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

한다. 플롯은 작품의 주제를 보여주기 위해 관련된 사건들을 인

과관계를 통해 서술하여 구조화시킨 것이다.

플롯은 스토리와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다. 영국의 소설가 포스터(E. M. Forster)는 플롯과 스토리의 

개념에 차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교하고 있다.

우리는 스토리를 시간의 연속성에 따라 정리된 사건의 서술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플롯 역시 사건의 서술이지만 인과관계를 강조하

는 서술이다. ‘왕이 죽자 왕비도 죽었다.’ 이것은 스토리이다. 

‘왕이 죽자 슬픔에 못 이겨 왕비도 죽었다.’ 이것은 플롯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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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연속은 보존되고 있지만 인과감이 거기에 그림자를 드리우

고 있다.4)

위의 글을 통해 스토리를 듣는 독자는 ‘다음에는’이라고 질

문하는 반면, 플롯을 듣는 독자는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스토리가 단순히 사건을 배열한다면, 플롯은 스토리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인과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사건을 배열하기 때문에 스

토리에 비해 갈등관계가 중요한 요소이다. 스토리에서는 갈등 해

소 과정이 단순한 양상이지만, 플롯에서는 갈등 해소과정에서 원

인을 규명하는 데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다. 즉, 플롯은 전체 사건

의 개연성과 필연성이 부여됨에 따라 효과적으로 작품의 주제를 

밝혀 완성도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 

플롯의 종류는 여러 연구자에 의해 다양하게 연구됐다. 아리스

토텔레스는 두 가지로 플롯5)을 구분하였고 로덜드 B. 토비아스는 

20가지, 조르주 폴티는 36가지, 루드야드 키플링은 69가지를 제

시하였다. 이 밖에도 많은 연구자가 플롯의 종류를 제시하고 있

다. 

선행 연구를 통해 플롯의 분석을 진행한 서적과 연구들에서 어

떠한 플롯의 틀을 활용하였는지 검토하였다. 플롯에 대한 서적으

로는 김만수의 <스토리텔링 시대의 플롯과 캐릭터6)>와 양영순의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위한 36가지 극적 플롯7)>, 토비아스의 <사

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스무 가지 플롯> 등이 있었다. 김만수의 

<스토리텔링 시대의 플롯과 캐릭터>는 외국 학자들의 플롯의 유

형과 이론에 대한 정리가 된 서적이었지만 여러 이론이 요약되어  

구체적인 내용과 예시가 미흡하였다. 토비아스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스무 가지 플롯은 여러 학자들의 플롯 이론을 토비아스

가 재구성하여 정리한 내용으로 좋은 플롯의 원칙과 플롯의 특징

4) E. M. Forster, Aspects of the Nove, 이성호 역,『소설의 이해, 문예출판

사』, 1991, p.96.

5) 해밀턴 화이프,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김재홍 역, 평민사, 1983

6) 김만수, 『스토리텔링시대의 플롯과 캐릭터』,연극과 인간, 2012.

7) 양영순,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위한 36가지 극적 플롯』, 동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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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양영순의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위

한 36가지 극적 플롯은 조르주 폴티의 플롯 유형을 바탕으로 영

화와 애니메이션을 예시로 하여 설명하고 있다. 

플롯에 대한 논문에서는 애니메이션, 영화, 소설에 관련된 연

구 논문들이 다수 존재했다. 특히 애니메이션의 플롯에 관한 논

문은 임운주의 <애니메이션 플롯에 관한 연구8)>, 김희현의 <장편

애니메이션의 플롯구성에 관한 비교분석연구9)>, 이주영의 <애니

메이션 구출플롯에 관한 연구10)>, 양영순의 <애니메이션 구출과 

탈출의 플롯에 관한 연구11)> 등의 논문에서 플롯 이론을 통해 애

니메이션을 분석하고 있었다. 하지만 웹툰에서는 스토리텔링의 

관점에서 부가적으로 플롯을 다루고 있었고 플롯만을 분석한 논

문은 이문희의 <웹툰의 부조리 성향 플롯 연구>에 불과하였다. 

이문희의 논문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 토비아스, 조르주 폴티의 

플롯 이론을 활용하여 부조리 성향의 웹툰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플롯에 관련된 서적과 논문은 웹툰이 

아닌 다른 매체를 예시로 하거나 여러 이론을 섞어 사용하여 웹

툰을 분석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플롯 이론 중에 하나인 토비아스

의 이론만을 사용하여 웹툰을 분석하여 기존의 분석틀이 웹툰 분

석에 적합한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토비아스의 이론은 전체적인 

구성이 아닌 각 플롯의 특징이 명시되어 있어 장면 분석이 가능

하였다. 토비아스는 플롯을 20가지로 분류하면서 플롯의 종류는 

학자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을 뿐 패턴을 파악하는 기준

에 따라 또 다른 숫자로 정리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12) 이

8) 임운주,「애니메이션 플롯에 관한 분석 연구」, 홍익대학교 애니메이션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6. 2).

9) 김희현,「장편애니메이션의 플롯구성에 관한 비교분석연구」,『한국디자인포

럼』vol.21.(2008) pp.151-159.

10) 이주영,「애니메이션의 구출플롯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애니메이션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4. 2)

11) 양영순,「애니메이션의 구출과 탈출 플롯에 관한 연구」,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통권. 제5호(2001) pp.29-57. 

12) 로널드 B. 토비아스, 앞의 책, pp.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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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플롯의 종류가 플롯을 보는 개인의 관점에 따라 달라짐을 의

미한다.

토비아스의 20가지 플롯은 추구, 모험, 추적, 구출, 탈출, 복

수, 수수께끼, 라이벌, 희생자, 유혹, 변신, 변모, 성숙, 사랑, 

금지된 사랑, 희생, 발견, 지독한 행위, 상승, 몰락이 다. 이 중 

강풀의 웹툰에서 나타난 플롯은 구출과 수수께끼 플롯으로 두 플

롯의 특징과 토비아스의 좋은 플롯 원칙이 웹툰에 적용가능한지

를 분석하고자 한다. 

2. 토비아스의 수수께끼와 구출 플롯의 특징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수수께끼와 구출의 플롯에 대해 토

비아스는 몇 가지 특징을 통해 분류하고 있다. <표 1>에서 구출

과 수수께끼 플롯의 특징을 5가지로 구분하였다. 토비아스의 책

에서 언급하고 있는 특징 중 웹툰의 장면과 내용을 통해 확인 가

능한 내용으로 특징을 정리하였다. 수수께끼와 구출 플롯의 특징

들은 플롯 고유의 특징을 보인다. 수수께끼 플롯의 특징은 독자

와 작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특징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

어 ‘독자들에게 적절한 단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인물들의 관

계나 상황에 대한 설명이 아닌 독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에 의미

가 있다. 그 밖에 다른 수수께끼 플롯의 특징들도 독자에게 전달

하고자 하는 메시지 중심의 특징이다. 반면, 구출 플롯의 특징은 

인물 간의 관계와 역할에 따른 특징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

어 ‘등장인물의 구성은 주인공, 악역, 희생자로 구성된다.’라

는 특징처럼 처음부터 인물의 역할과 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또

한, 구출의 플롯은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상황 중심의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은 플롯의 종류를 구분하는 단서가 되며, 웹툰의 메

인 플롯을 파악하는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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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롯 플롯의 특징

수수께끼

독자들에게 적절한 단서를 제공해야 한다.

수수께끼의 정답은 평범해 보여야 한다.

첫 번째 극적 단계에서 수수께끼의 일반적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두 번째 극적 단계에서 수수께끼의 특별한 면을 

소개해야 한다.

세 번째 극적 단계에서 동기와 사건의 실제적 해결이 

있어야 한다.

구출

등장인물의 구성은 주인공, 악역, 희생자로 구성된다. 

희생자를 둘러싼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대결 

구도이다.

주인공은 적대자를 쫓아 세상 밖으로 나가 적대자의 

함정에 당한다.

주인공은 약자에서 강자로 성장한다.

이별, 추적, 대결 및 상봉의 세 단계 국면을 적절히 

이용한다.

표 1. 토비아스의 20가지 플롯 중 수수께끼와 구출 플롯의 특징13)

3. 토비아스의‘좋은 플롯’원칙 

토비아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이후 오랜 기간 플롯에 대

해 연구하며 발전시켜온 인류의 경험이 오늘날 많은 작가에게 전

달되었다. 플롯은 일반적인 규칙을 가지며 공통적인 요소를 제공

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스페인 화가 파

블로 피카소의 말을 인용하며, 법칙을 깨기 위해서는 법칙을 배

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14) 즉, 플롯의 기본적인 원칙이 

오랜 기간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그 원칙을 알고 있어야 더 좋은 

플롯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토비아스는 보인의 이론에서 8가지 ‘좋은 플롯’ 원칙을 제시

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중복된 내용과 직접적 파악이 어려운 

13) 로널드 B. 토비아스, 앞의 책, pp.152-162. pp.190-209. 요약.

14) 로널드 B. 토비아스, 앞의 책, pp.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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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6가지 ‘좋은 플롯’ 원칙을 사용하

였다. <표 2>에서 1번부터 3번까지의 원칙은 토비아스의 원칙 중 

긴장을 키워드로 하여 긴장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3가지

의 원칙에서 1번 원칙인 ‘긴장이 없으면 플롯은 없다.’ 는 긴

장과 갈등을 통해 플롯이 발생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2번 원칙인 

‘대립하는 세력으로 긴장을 창조하라’ 는 플롯에서 긴장을 창

조하기 위해서는 대립적인 성향을 가진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립적인 성향의 것은 장소 또는 사물, 적이나 경쟁자 

같은 외면적인 것과 내면의 성질이나 극복해야 하는 버릇 같은 

내면적인 것이 있다. 3번 원칙인 ‘대립하는 세력을 키워 긴장을 

고조시켜라’ 는 플롯에서 긴장을 통해 단계적 극적 행동을 보여

주기 위해서는 대립하는 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

다. 이처럼 3가지 원칙은 ‘긴장’이라는 용어를 통해 플롯의 원

칙을 설명하고 있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설명 가능한 부분이 많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반복적인 기술을 피하고자  3가지 원

칙을 묶어 ‘대립하는 세력을 통해 긴장을 창조하고 고조시켜

라’ 로 수정하였다. 또한, 비유적인 표현으로 인해 핵심적인 내

용을 알기 어려운 7번 원칙인 ‘복권에 당첨될 기회를 남겨둬

라’ 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계획된 기회를 설계하라’ 

로 수정했다. 토비아스는 복권이라는 의미를 행운과 우연이라는 

내용으로 해석하고 있다. 행운과 우연은 일상에서는 가능할지라

도 작품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부분으로 보고 작품은 규칙 있는 

세상에서 작품을 창조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즉, 작품에서의 행

운과 우연은 계획과 설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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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번호
8가지의 ‘좋은 플롯’ 원칙 6가지의 ‘좋은 플롯’ 원칙

1 긴장이 없으면 플롯은 없다.

대립하는 세력을 통해 긴장을 

창조하고 고조시켜라.

2
대립하는 세력으로 긴장을 

창조하라

3
대립하는 세력을 키워 긴장을 

고조시켜라

4
등장인물의 성격은 

변해야한다.

등장인물의 성격은 

변해야한다.

5
모든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 

되게 하라.

모든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 

되게 하라.

6
결정적인 것을 사소하게 

보이도록 하라.

결정적인 것을 사소하게 

보이도록 하라.

7
복권에 당첨될 기회는 

남겨둬라
계획된 기회를 설계하라.

8
클라이맥스에서는 주인공이 

중심적 역할을 하게 하라

클라이맥스에서는 주인공이 

중심적 역할을 하게 하라

표 2. 로널드 B. 토비아스의 수정된 ‘좋은 플롯’ 원칙

Ⅲ. 강풀의 웹툰에서 나타나는 토비아스의 구출과 수수께

끼 플롯

1. ‘미스터리 심리 썰렁물 시즌’ 의 플롯

강풀은 1세대 웹툰 작가로 2002년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오줌, 

변 등을 소재로 한 에피소드를 연재하다가 장편 서사만화인 ‘순

정만화’를 통해 대중들의 인기를 얻기 시작하였다. 그의 웹툰은 

탄탄한 스토리와 구성을 바탕으로 큰 인기를 지속적으로 얻었으

며, 현재까지 도 인지도 있는 웹툰 작가 중에 한 명으로 활동하

고 있다. 또한, 다수의 웹툰이 영화로 제작될 정도로 작품성과 

대중성을 인정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웹툰의 플롯 분석을 위해 강풀의 ‘미스터리 심

리 썰렁물 시즌’의 웹툰을 선정하였다. <표 3>에서 ‘미스터리 

심리 썰렁물 시즌’은 총 5개의 웹툰이 있으며 두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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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다수의 주인공으로 스토리가 진행된다. 5개의 웹툰 

모두 2명 이상의 주인공이 등장한다. 따라서 스토리의 진행이 일

인칭 시점이 아닌 다수의 시점에서 보여 진다.

두 번째, 시간의 순서에 의해 내용이 진행되지 않는다. 5개의 

웹툰은 시간이 순차적으로 배열되어 진행되지 않고 과거와 현재

를 교차하여 진행된다. 따라서 플롯의 개연성과 필연성이 중요하

게 작용한다. 

이러한 특징을 토대로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미스터리 심

리썰렁물 시즌’ 웹툰은 2가지의 메인 플롯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파트, 타이밍, 어게인, 조명가게의 플롯은 수수께끼이며, 이웃

사람의 플롯은 구출이다. 수수께끼 플롯의 4개로 동일한 플롯의 

분석을 피하고자 4개의 웹툰 중 최근의 웹툰을 분석대상으로 선

정하였다. 따라서 선정된 작품은 최근 웹툰인 수수께끼 플롯의 

<조명가게>와 구출 플롯의 <이웃사람>이다. 

시즌 제작연도 제목 토비아스의 플롯 종류 선정

1 2004 아파트 수수께끼

2 2005 타이밍 수수께끼

3 2008 이웃사람 구출 ˅
4 2009 어게인 수수께끼

5 2011 조명가게 수수께끼 ˅
표 3.‘미스터리 심리 썰렁물 시즌’의 플롯 종류

2. <조명가게>의 수수께끼 플롯

1) <조명가게>의 등장인물과 내용  

<조명가게>는 강풀이 2011년에 다음에서 연재한 작품으로 수수

께끼 플롯을 메인 플롯으로 하고 있다. 토비아스는 수수께끼 플

롯은 다른 말로 미스터리라고 하였는데, <조명가게>의 시즌 제목

에 ‘미스터리 심리 썰렁물 시즌3’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수수께끼 플롯임을 짐작하게 한다. 플롯의 주된 내용은 인적이 

없는 조명가게에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수상한 사람들이 찾아오

게 되면서 수수께끼가 점차 밝혀지는 내용이다. 등장하는 인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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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네 부류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의식불명에 빠져 저승세계에서 살아가는 다수의 주인

공이다. 이들은 수수께끼를 풀고 사건을 벗어나야 하는 인물들로 

현주, 지웅, 현민, 선해가 해당된다. 

두 번째, 자기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승세계를 머물러 

있는 조력자이다. 이들은 초반 주인공과 대립하여 긴장감을 조성

하지만, 후반에는 주인공을 돕는 조력자가 된다. 조력자는 현주 

엄마, 중석, 지영, 선해 언니이다. 

세 번째, 죽음을 받아들인 저승세계의 주민들이다. 조명가게가 

있는 저승세계에 사는 인물들이며, 자기 죽음을 받아들이고 평범

하게 살아가는 저승세계의 주민들이다. 저승세계의 주민은 조명

가게 주인, 현주의 친구들, 버스 기사 중만 등이 있다. 

네 번째, 현실 세계에 사는 인물들이다. 의식불명에 빠진 사람

의 가족과 병원 사람들이다. 현민의 부모, 간호사, 의사들이 해

당한다. 

작품의 제목인 <조명가게>는 저승세계에 있지만 죽지 않고 살

아있는 사람들을 현실 세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공

간이다. 조명가게의 가장 큰 수수께끼는 인물들이 머물러 있는 

세계가 현실세계가 아닌 저승세계라는 점이다.

2) <조명가게>의 수수께끼 플롯의 특징과 내용

<표 4>는 수수께끼 플롯의 특징을 <조명가게>에 적용한 표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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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수수께끼 플롯의 특징 <조명가게>의 수수께끼 플롯 내용 

①
독자들에게 적절한 

단서를 제공해야 한다. 

등장인물의 평범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에게 

수수께끼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②
수수께끼의 정답은 

평범해 보여야 한다.

현실에 있을법한 조명가게 모습이나 

배경으로 인해 독자들은 다수의 

주인공이 있는 세계가 저승세계라는 

정답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③

첫 번째 극적 단계에서 

수수께끼의 일반적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일반인과 다른 인물들을 보여주고 

그것을 바라보는 평범한 시선의  

인물들을 보여줌으로써 일반적인  

요소들을 나타내고 있다.

④

두 번째 극적 단계에서 

수수께끼의 특별한 면을 

소개해야 한다.

현실이라고 생각했던  세계가 

저승세계이고 이것을 독자와 

주인공이 깨닫게 됨으로써 이전의 

사건들이 연결이 된다.

⑤

세 번째 극적 단계에서 

동기와 사건의 실제적 

해결이 있어야 한다.

 교통사고로 인해 혼수상태에 빠져 

저승에 가게 된 동기를 밝히고  

주인공들이 저승을 벗어나게 되는 

과정을 통해 사건이 해결된다. 

표 4. 수수께끼 플롯의 특징과 <조명가게>의 수수께끼 플롯 내용

<표 4>에서 ①번 ‘독자들에게 적절한 단서를 제공해야 한다’

는 <조명가게>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다. 예시를 

든 장면을 제외하고도 많은 단서가 독자들에게 제공되고 있었으

며 평범하지 않은 인물들의 모습들을 통해 독자들에게 단서를 제

공하고 후반부에 그 단서들에 대한 해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의 ‘2화-1’의 장면에서 조명가게를 찾은 평범하지 

않은 남자의 귀에서 모래가 흘러내리고 있다. ‘귀에서 모래가 

흘러내리는 남자’라는 단서를 통해 독자는 “왜 인물의 귀에서 

모래가 흘러내릴까?”라고 의문을 품으며 단서에 대한 해답을 찾

게 된다. ‘2화-2’는 조명가게에 찾아온 중석의 바지에서 물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 모습을 통해 독자는 중석의 

모습에서 단서를 얻어 후반부 중석의 행동을 유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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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번 특징은 ‘수수께끼의 정답은 평범해 보여야 한다.’이다. 

수수께끼의 정답인 저승세계의 모습을 평범한 모습으로 감추고 

있다. <그림 1>의 ‘2화-3’의 장면에서 조명가게의 주인이 현주

에게 낯선 사람을 조심하라는 말을 통해 평범한 세계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인물이 등장한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저승 세계를 

평범한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장면이다. 또한, ‘2화-4’는 현실 

세계에서 평범하게 볼 수 있는 조명가게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이 보고 있는 세계가 저승세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

도록 하고 있다.

특

징
① ②

화 2화-1 2화-2 2화-3 2화-4

장

면

내

용

귀에서 모래가 

흘러내리고 

있는 남자의 

모습

바지에서 

물이 계속 

흘러내리는 

중석의 모습

현주에게 

낯선 사람을 

조심하라고 

말하는 

조명가게 

주인

현실세계와 

똑같은 

평범한 

조명가게의 

모습

그림 1. <조명가게> ①번, ②번 특징의 장면과 내용 15)

③번 특징은 ‘첫 번째 극적 단계에서 수수께끼의 일반적인 요

소를 포함되어야 한다.’이다. 첫 번째 극적 단계는 주인공이 자

15) 강풀, <조명가게>, 다음 만화속세상. 

http://webtoon.daum.net/webtoon/view/lightingstore, 이하 인용시 같은 곳

에서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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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게 평범하지 않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인지하는 장면

이고 일반적인 요소는 독자가 쉽게 주인공과 동화되게 하는 인

물, 장소, 사건이다. <그림 2>에 7화를 보면 현주가 일반인과 다

른 지영의 모습을 확인하고 도망치는 첫 번째 극적 단계가 일어

난다. 사건이 벌어지는 인물과 장소 사건을 보면 일반적인 골목

길과 비 오는 날 평범한 여고생이 이상한 사람을 만나 도망치는 

모습을 통해 일상적 요소를 나타냈다. 손톱이 안쪽에 있는 지영

의 모습을 확인하고 도망치지 않았다면 우리는 현주에게 동화되

지 못할 것이다. 8화는 선해가 이사 온 집에 자신 말고 다른 존

재가 있음을 인지하는 장면이다. 평범한 집의 모습과 다른 존재

로 인해 잠들지 못하는 선해의 모습으로 일상적 요소를 보여주고 

있다. 선해의 집이 평범한 모습이 아니고 자신의 집에 다른 존재

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잠을 잤다면 독자는 선해라는 인물에

게 동화되지 못할 것이다.  

④번 특징은 ‘두 번째 극적 단계에서 수수께끼의 특별한 면을 

소개해야 한다.’이다. 두 번째 극적 단계는 현실이라고 생각했

던 세계가 저승이라는 특별한 사실이 밝혀지는 장면이다. <그림 

2>의 17화에서 2화에서 등장한 귀에서 모래가 흘러내린 남자가 

영안실로 가는 것을 말리는 간호사를 통해 귀에서 모래가 흘러내

린 남자의 정체가 병원의 중환자임을 알려준다. 이를 통해 다수

의 주인공이 있는 세계가 현실 세계가 아님을 독자들에게 알려주

고 있다. 22화에서 조명가게의 주인이 주인공 현주에게 자신은 

죽어 있는 사람임을 밝히면서 현재 현주가 있는 공간이 저승임을 

직접 전달하고 있다. 두 번째 극적 단계는 다수의 주인공으로 인

해 길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 단계를 통해 독자들은 수수께끼

의 해답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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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③ ④

화 7화 8화 17화 22화

장

면

내

용

평범하지 

못한 지영을 

보고 

도망치는 

현주의 모습

선해가 자신의 

집에 다른 

존재가 있음을 

인지하고 

잠들지 못하는 

장면

귀에서 모래가 

흘러내린 

남자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남자임을 

알려주는 장면

조명가게의 

주인이 

현주에게 

자신이 

죽어있는 

사람임을 

밝히는 장면

그림 2. <조명가게> ③번, ④번 특징의 장면과 내용

⑤번 특징은 ‘세 번째 극적 단계에서 동기와 사건의 실제적 

해결이 있어야 한다.’이다. 세 번째 극적 단계는 수수께끼가 해

결되면서 이전의 사건들과의 관계가 밝혀지는 장면이다. <그림 

3>의 21화-1은 다수의 주인공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다

수의 주인공이 한 버스에 탑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1화

-2는 트럭 기사 중석에 의해 버스 사고가 나고 버스를 탄 사람들

이 의식불명이 되어 조명가게가 있는 저승으로 가게 된 동기가 

밝혀지는 장면이다. 25화에서 골목길을 배회하던 지웅이 사건의 

원인이었던 트럭 기사 중석의 도움을 받게 되며, 이로 인해 26화

에서 지웅이 응급실에서 깨어난다. 이 장면을 통해서 조명가게의 

역할을 밝히고 사건이 해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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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⑤

화 21화-1 21화-2 25화 26화

장

면

내

용

한 버스에 

주인공들이 

타고 있는 

모습

중석이 

트럭으로 

버스와 

충돌한 장면

지웅이 중석의 

도움을 받아 

조명가게로 

가는 장면

의식불명의 

지웅이 

병원에서 

깨어나는 장면

그림 3. <조명가게> ⑤번 특징의 장면과 내용

3) <조명가게>의 6가지의 ‘좋은 플롯’ 원칙과 내용

6가지 ‘좋은 플롯’ 원칙을 이웃사람에 적용하여 분석함으로

써 <조명가게>에서 이 원칙들이 적용 가능한지 파악하였다. <표 

5>는 6가지의 ‘좋은 플롯’ 원칙을 <조명가게>에 대입하여 나타

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5>에서 ①번 원칙은 ‘대립하는 세력을 통해 긴장을 창조

하고 고조시켜라’ 로 <조명가게>에서 대립하는 세력은 다수의 

주인공이 머물러 있는 평범하지 않은 세계이다. 주인공들은 현실

에서 살아 있는 존재로써 가사상태로 인해 저승세계에 머물러 있

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 이질적인 존재로 비친다. 따라서 주인공

들은 저승세계에서 갈등을 겪으며 긴장이 창조한다. 저승세계로 

인해 창조된 긴장은 다수의 주인공이 저승세계를 인지하고 벗어

나기 위해 행동하게 됨으로써 고조되고 있다. 

②번 원칙은 ‘등장인물의 성격은 변해야 한다.’로 <조명가

게>의 다수의 주인공이 초반부에 저승세계에서 이질적인 자신의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한다. 하지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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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대처하

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③번 원칙은 ‘모든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 되게 하라’로 <조

명가게>에서 모든 사건은 하나의 큰 사건과 모두 연결되어 있다. 

큰 사건은 다수의 주인공이 저승세계에 머물게 된 이유인 교통사

고로 이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모든 사건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중요하게 작용한다. 

④번 원칙은 ‘결정적인 것을 사소하게 보이도록 하라’로 <조

명가게>에서 결정적인 것은 저승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이

다. <조명가게>에서 저승세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조명가게 내

에 있는 자신의 전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조명가게를 일상생

활에 볼 수 있는 평범하고 일반적인 공간처럼 보여줌으로써 다수

의 주인공들이 알 수 없도록 하고 있다.

⑤번 원칙은 ‘계획된 기회를 설계하라’로 <조명가게>에서 다

수의 주인공과 우연히 마주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조력자들이 

우연이 아닌 계획적인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것으로 설계되어 있

다. 이런 설계를 통해 다수의 주인공이 저승세계를 인지하고 벗

어나게 되는 계기가 된다. 

⑥번 원칙은 ‘클라이맥스에서는 주인공이 중심적 역할을 하게

하라’로 <조명가게>의 클라이맥스는 다수의 주인공이 자신의 존

재를 인지하고 자신이 살아갈 세계를 선택하는 장면이다. 다수의 

주인공이 선택이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선택의 순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선택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심적

인 역할은 조력자가 하고 있다. 따라서 클라이맥스에서 주인공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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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6가지‘좋은플롯

’원칙
<조명가게>의‘좋은 플롯’원칙 내용 

①

대립하는 세력을 

통해 긴장을 

창조하고 

고조시켜라

다수의 주인공이 저승세계에서 이질적인 

존재로 비춰지면서 갈등이 창조되고 

저승세계를 벗어나기 위해 행동하면서 

긴장이 고조된다. 

②

등장인물의 

성격은  변해야 

한다.

다수의 주인공이 초반부에 현실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지만 

후반부에 조력자의 도움으로 성격이 

변화한다.

③

모든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 

되게 하라

모든 사건이 교통사고라는 큰 사건으로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④

결정적인 것을 

사소하게 

보이도록 하라

저승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인 

조명가게를 일반적이고 평범한 공간처럼 

보이고 있다.

⑤
계획된 기회를 

설계 하라

우연이 아닌 계획된 설계를 통해 

조력자들이 다수의 주인공이 저승세계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⑥

클라이맥스에서는 

주인공이 중심적 

역할을 하게하라

다수의 주인공들이 아닌 조력자가 

클라이맥스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표 5. <조명가게>에서 나타난 6가지‘좋은 플롯’의 원칙과 내용

3. <이웃사람>의 구출 플롯

1) <이웃사람>의 등장인물과 내용

<이웃사람>은 강풀이 2008년에 다음에서 연재한 작품으로 구출 

플롯을 메인 플롯으로 하고 있다. 구출 플롯은 강풀의 웹툰 중에

서 하나뿐인 플롯으로, 미스터리 심리 썰렁물 시즌 3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 수수께끼 플롯보다는 구출의 플롯에 좀 더 적합

한 특징을 보인다. 특히 내용을 살펴보면, 구출 플롯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야기의 중심이 수수께끼의 

해결이 아닌 연쇄 살인마의 표적이 된 여중생을 구출하고자 하는 

이웃사람들의 모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플롯의 주된 내용

은 연쇄 살인마의 표적이 된 여고생을 구출하기 위해 연쇄 살인

마에게 대항하는 이웃사람들의 이야기이다. 등장하는 인물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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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세 부류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주인공으로 희생자를 구출하기 위한 이웃사람들이다. 

이들은 희생자와 관계를 맺고 있으며 다수의 인물로 구성되어 있

다. 주인공은 피자가게 아르바이트 안상윤, 원여선의 계모 하태

선, 가방가게 주인 김상영, 조폭 안혁모, 경비 표종록이다. 

두 번째, 악역으로 희생자를 죽이려는 연쇄 살인마 류승혁이

다. 그는 다수의 사람과 적대관계를 맺고 있으며, 주인공의 행동

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한다.   

세 번째, 희생자로 다수의 이웃사람들에게 보호를 받는 여고생 

유수연이다. 이웃사람들과 연쇄 살인마가 대립하게 되는 계기이

며 등장인물의 관계의 중심적인 존재이다. <이웃사람>의 구출 플

롯은 희생자를 지키기 위해 이웃사람과 연쇄 살인마가 대립하는 

구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웃사람은 연쇄 살인마보다 초반에 약한 

존재로 등장하지만 후반부터 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러한 대립적인 구성을 통해 구출 플롯은 웹툰의 흥미와 재미를 

유도하고 있다. 

2) <이웃사람>의 구출 플롯의 특징과 내용

<이웃사람>의 구출 플롯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토비아스의 

구출 플롯에 대해 정리하였다. 토비아스가 언급한 구출 플롯의 

특징들은 수수께끼 플롯과 마찬가지로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많아 전과 동일하게 키워드와 핵심 내용을 토대로 

분석에 용이한 상태로 정리하였다. 정리된 내용을 통해 이웃사람 

플롯의 특징을 내용과 장면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된 내용은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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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구출 플롯의 특징 <이웃사람>의 구출 플롯 내용

①

등장인물의 구성은 

주인공, 악역, 희생자로 

구성된다.

<이웃사람>의 주인공은 다수로 

희생자를 보호하고 악역에게 

대항하는 안상윤, 하태선, 김상영, 

송경희, 안혁모, 표종록이다. 

악역은 연쇄 살인마 류승혁이고 

희생자는 여고생 유수연이다.

②

희생자를 둘러싼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대결 

구도이다.

희생자 유수연을 노리는 연쇄 

살인마 류승혁과 그를 막으려는 

다수 주인공의 대결 구도를 

보여준다. 

③

주인공은 적대자를 쫓아 

세상 밖으로 나가 

적대자의 함정에 당한다.

연쇄 살인마 류승혁을 의심하던 

가방가게의 김상영과 조폭 안혁모는 

류승혁의 함정에 당해 붙잡히고 

경찰의 의심을 받게 된다.

④
주인공은 약자에서 

강자로 성장한다.

주인공들은 연쇄 살인마 류승혁을 

의심하지만 약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대항하지 못하다가 희생자 유수연을 

구하기 위해 강자로 성장한다. 

⑤

이별, 추적, 대결 및 

상봉의 세 단계 국면을 

적절히 이용 한다.

희생자 유수연을 보호하려는 

이웃사람의 이별의 모습과 연쇄 

살인마 류승혁을 추적하여 그와 

대결하는 이웃사람의 모습이 보여 

진다.

표 6. 구출 플롯의 특징과 <이웃사람>의 구출 플롯 내용

<표 6>에서 ①번 ‘등장인물의 구성은 주인공, 악역, 희생자로 

구성된다.’는 <이웃사람>의 등장인물 구성으로 인물들의 역할 

및 관계를 통해 나타난다. 각 역할에 대한 설명은 앞에 등장인물

의 구성에서 설명되었다. 

②번 특징은 ‘희생자를 둘러싼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대결 

구도이다.’이다. 희생자는 유수연이고 좋은 사람은 다수의 주인

공이며 나쁜 사람은 연쇄 살인마 류승혁이다. <그림 4>의 ‘28화

-1’의 장면에서 연쇄 살인마 류승혁이 희생자 유수연과 그녀를 

보호하려는 하태선을 해치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이고 ‘28-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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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은 류승혁에게 유수연을 보호하기 위해 류승혁과 대치하고 

있는 하태선의 모습이다. 이 장면들을 통해 희생자 유수연을 중

심으로 좋은 사람 하태선과 나쁜 사람 류승혁의 대결 구도가 나

타난다. 또한, 이러한 대결 구도는 희생자 유수연을 보호하려는 

다수의 주인공과 악역 류승혁 간의 관계에서 자주 등장한다.  

③번 특징은 ‘주인공은 적대자를 쫓아 세상 밖으로 나가 적대

자의 함정에 당한다.’이다. 다수의 주인공은 적대자 연쇄 살인

마 류승혁과 대립하지만 함정에 빠져 위기에 빠지게 된다. <그림 

4>에서 19화의 장면은 주인공 중 한 명인 가방가게 주인인 김상

영이 연쇄 살인마 류승혁을 의심하는 것을 틀켜 지하실로 납치를 

당한 장면이다. 또한, 24화의 장면은 류승혁의 계략에 의해 평소

에 연쇄 살인마 류승혁과 대립하던 조폭 안혁모가 연쇄 살인마의 

누명을 쓰고 경찰들에게 붙잡히게 된 장면이다. 

특

징
② ③

화 28화-1 28화-2 19화 24화

장

면

내

용

유수연을 

해치려고 

하는 연쇄 

살인마 

류승혁

유수연을 

해치려는 

류승혁과 

대치하는 

하태선의 모습

류승혁의 

함정에 빠져 

류승혁의 

지하실로 

납치를 당한 

김상영 

류승혁의 

함정에 빠져 

연쇄 

살인마의 

누명을 쓰고 

경찰서에 

잡혀가는 

안혁모

그림 4. <이웃사람> ②번, ③번 특징의 장면과 내용16)

16) 강풀, <조명가게>, 다음 만화속세상. 

http://webtoon.daum.net/webtoon/view/neighbor, 이하 인용시 같은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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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번 특징은 ‘주인공은 약자에서 강자로 성장한다.’이다. 

주인공은 약자의 입장에서 출발하지만 악역과의 대립과 희생자를 

보호하려는 상황 전개를 통해 강자로 성장하게 된다. <그림 5>에

서 16화의 장면은 가방가게 주인인 김상영이 류승혁을 의심하지

만 가게의 피해가 있을 것을 우려하여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 

약자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후 23화의 장면에서 

연쇄 살인마 류승혁이 희생자 유수연을 해치려는 사실을 알게 되

고 소극적인 약자의 모습에서 연쇄 살인마를 막겠다는 의지를 가

진 강자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된다. 7화의 장면은 죽은 원여선의 

계모 송경희가 죽은 딸의 귀신이 무서워 밖에도 나가지 못한 채 

주방 식탁에 숨어 있는 소극적인 약자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

다. 하지만 28화의 장면에서 유수연을 노리는 연쇄 살인마 류승

혁을 막기 위해 과감하게 행동하여 위기를 벗어나는 적극적인 강

자의 모습으로 성장한다. 

④

화 16화 23화 7화 28화

장

면

내

용

류승혁을 

의심하지만 

신고하지 않는 

김상영

여고생을 

노리는 

류승혁의 

모습에 그를 

저지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김상영

죽은 딸을 

무서워하며 

주방 식탁에 

숨어 있는 

송경희

유수연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으로 

류승혁을 

쫓아내는 

송경희

그림 5. <이웃사람> ④번 특징의 장면과 내용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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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번 특징은 ‘이별, 추적, 대결 및 상봉의 세 단계 국면을 적

절히 이용 한다’ 이다. 세 단계의 국면은 이웃사람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해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림 6>의 24화는 이별로 

경비 표종록이 연쇄 살인마 류승혁을 의심하지만 자신의 과거 살

인을 숨기기 위해 빌라를 떠나고 모습이다. 25화는 추적으로 떠

나기로 결심한 경비 표종록이 버스터미널에서 연쇄 살인마 류승

혁이 희생자 유수연을 노리고 있음을 깨닫고 류승혁과 유수연을 

쫓는 장면이다.  29-1화는 대결로 경비 표종록과 피자 아르바이

트 안상윤이 위기에 빠진 유수연과 김상영을 구하기 위해 연쇄 

살인마 류승혁과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다. 29-2는 상봉으로 희

생자 유수연이 무사히 어머니 하태선과 상봉함으로써 극의 긴장

감이 해소하고 있다. 

⑤

화 24화 25화 29-1화 29-2화

장

면

내

용

자신의 정체를 

숨키기 위해 

떠나는 경비 

표종록

류승혁를 

추적하는 

경비 표종록

류승혁과 

몸싸움을 

벌이는 

표종록과 

안상윤

희생자 

유수연이 

어머니 

하태선과 

상봉하는 

장면

그림 6. <이웃사람> ⑤번 특징의 장면과 내용

3) 이웃사람의 6가지의 ‘좋은 플롯’ 원칙과 내용

6가지 ‘좋은 플롯’ 원칙을 이웃사람에 적용하여 분석함으로

써 <이웃사람>에서 이 원칙들이 적용 가능한지 파악하였다. <표 

6>은 6가지의 ‘좋은 플롯’원칙을 <이웃사람>에 대입하여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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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6>에서 ①번 원칙은‘대립하는 세력을 통해 긴장을 창조하

고 고조시켜라’로 <이웃사람>에서 대립하는 세력은 연쇄 살인마 

류승혁이다. 연쇄 살인마 류승혁을 통해 그를 의심하고 경계하는 

이웃사람들의 모습에서 긴장이 창조되고 류승혁의 행동의 수위에 

따라 긴장이 고조된다.

②번 원칙은‘등장인물의 성격은  변해야 한다.’로 <이웃사

람>의 다수의 주인공들은 초반부에 대립 세력인 연쇄 살인마 류

승혁을 의심하지만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고 방관하는 소극

적인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후반부 희생자 유수연이 위기에 처

하자 적극적으로 연쇄 살인마 류승혁을 저지하려는 성격으로 변

화한다. 

③번 원칙은‘모든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 되게 하라’이다. 

<이웃사람>은 연쇄 살인마 류승혁의 행동을 막으려는 이웃사람의 

모습이 모든 사건들에 담겨 있다. 따라서 모든 사건들은 연쇄 살

인마 류승혁의 행동과 연관이 있으며 중요하게 작용한다.

④번 원칙은‘결정적인 것을 사소하게 보이도록 하라’로 <이

웃 사람>에서 결정적인 것은 도수가 맞지 않는 안경이다. 표종록

은 류승혁을 죽이는 것보다 유수연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류승혁

을 찾아갔지만 사소하게 보았던 도수가 맞지 않는 안경을 쓰면서 

류승혁이 유수연을 죽였다고 착각하여 류승혁을 죽이도록 만들었

다.

⑤번 원칙은‘계획된 기회를 설계 하라’로 <이웃사람>에서 등

장하는 경비 표종록이 과거 살인의 경험이 있다는 우연한 사실과 

자신이 죽인 인물이 귀신으로 보이도록 한 설정은 이후 자신이 

죽인 연쇄 살인마 류승혁이 귀신이 되어 표종록을 따라다니는 결

말로 연결이 된다. 이는 우연한 결말이 아닌 계획된 설계를 통한 

필연적 결과물이다.

 ⑥번 원칙은‘클라이맥스에서는 주인공이 중심적 역할을 하게

하라’로 <이웃사람>의 클라이맥스는 다수의 주인공들이 연쇄 살

인마 류승혁에게 대항하는 장면이다. 가방가게 주인 김상영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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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 살인마 류승혁에게 상처를 입혔으며 피자가게 아르바이트 안

상윤과 조폭 안혁모는 류승혁을 제압하는 역할을 한다. 끝으로 

경비 표종록은 류승혁을 죽임으로써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번

호

6가지‘좋은플롯

’원칙
<이웃사람>의‘좋은 플롯’원칙 내용 

①

대립하는 세력을 

통해 긴장을 

창조하고 

고조시켜라

연쇄 살인마 류승혁을 통해 긴장이 

창조되고 고조된다.

②

등장인물의 

성격은  변해야 

한다.

연쇄 살인마 류승혁를 의심하지만 

소극적이었던 이웃사람들이 희생자 

유수연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화 한다.

③

모든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 

되게 하라

모든 사건이 류승혁의 행동을 막기 위한 

사건으로 모두 중요하게 작용한다.

④

결정적인 것을 

사소하게 

보이도록 하라

경비 표종록은 사소하게 넘겼던 도수가 

맞지 않는 안경이 연쇄 살인마 류승혁을 

죽이는 원인이 된다.  

⑤
계획된 기회를 

설계 하라

살인의 경험이 있는 경비 표종록을 통해 

연쇄 살인마 류승혁의 죽음을 설계하고 

있다.

⑥

클라이맥스에서는 

주인공이 중심적 

역할을 하게하라

다수의 주인공이 연쇄 살인마 류승혁을 

저지하는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표 6. <이웃사람>에서 나타난 6가지‘좋은 플롯’의 원칙과 내용

Ⅳ. 결론

강풀의  ‘미스터리 심리 썰렁물 시즌’ 의 웹툰 <조명가게>와 

<이웃사람>의 수수께끼와 구출 플롯을 토비아스의 플롯 이론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첫 번째, 수수께끼 플롯 <조명가게>와 구출 플롯 <이웃사람>에

서 토비아스의 ‘플롯의 특징’이 적용 가능했다. <조명가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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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사람> 플롯에 토비아스 플롯의 5개의 특징을 적용하여 본 

결과 5개 특징들이 모두 나타났다. 또한, 웹툰의 내용과 장면을 

통해 해석함으로써 플롯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수께끼 플롯 <조명가게>의 특징들은 다수의 주인공들이 머물

고 있는 세계가 저승세계라는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메시지를 독

자나 다수의 주인공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특징들의 내용은 수수께끼와 관련된 사물이나 수수께끼

의 해결 과정을 나타냈다. 

구출 플롯 <이웃사람>의 특징들은 다수의 주인공, 연쇄 살인마 

류승혁, 희생자 유수연의 관계와 역할에 따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징들의 내용은 등장인물의 관계의 모습이나 사건의 국면

을 나타냈다.

두 번째, 6가지 ‘좋은 플롯’ 원칙 중 <조명가게>에서는 5가

지 원칙이 나타났고 <이웃사람>은 6가지 원칙이 모두 나타났다. 

<조명가게>와 <이웃사람>에 수정된 6가지 ‘좋은 플롯’원칙을 

대입한 결과 <조명가게>에서는 ‘클라이맥스에서는 주인공이 중

심적 역할을 하게하라'를 제외하고 모든 원칙들이 대입 가능했으

며, <이웃사람>은 6개의 원칙이 모두 나타났다. 이를 통해 6가지 

’좋은플롯‘ 원칙이 강풀의 웹툰에서 대다수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토비아스의 이론을 토대로 하는 플롯의 특징과 원칙이 

웹툰의 플롯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

한, 강풀 웹툰에서 나타난 2가지 메인 플롯인 수수께끼 플롯과 

구출 플롯에서 ‘플롯의 특징’ 그리고 6가지 ‘좋은 플롯’ 원

칙의 내용이 나타남에 따라 강풀 웹툰의 플롯이 정형화된 형태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웹툰의 창작 시 플롯을 활용함에 있어서 기존의 분

석 이론인 토비아스의 플롯 구성 방법을 통해 강풀의 웹툰이 분

석 가능한지를 구체적 이미지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몇 가지 한계가 존재 하였다 첫 번째, 연구 범위가 메

인 플롯만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서브플롯을 통한 플롯의 분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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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였다. 즉, 메인 플롯과 서브플롯의 관계 및 연결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두 번째, 토비아스의 플롯 

이론이 시나리오와 소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매체의 차이에 

따른 웹툰의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 

웹툰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다양한 요

소들이 웹툰에 추가되고 있으며 여러 콘텐츠를 섞은 실험적인 시

도들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웹툰의 변화에 맞춰 웹툰의 고

유성을 유지하면서 플롯의 구성 틀이 진화하기 위해서는 웹툰의 

특징과 다양한 플롯의 분석틀에 맞춰 이미지와 스크롤 방식, 컷

의 수 등 과 같은 구체적인 구성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시도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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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Kang Full`s Webtoon through the Main Plot Composition 

Method in Tobias -Focused on Rescue and The Riddle Plot-

Kim, Dae-Kweun ․ Park, Keong-Cheol

Recently, the shrunk influence of printed cartoon has been 

superseded by  the influence of Webtoon in the comic industry. 

Webtoon has gained popularity and interest by being served on 

internet quickly and easily. Their novel material and sympathetic 

topic have made it possible for many Webtoons to be reproduced into 

tv dramas and movies, so, the influence of them has been increased 

as the copyright industry of culture contents industry. The 

increasing interest for Webtoon has induced academic studies for the 

subject. Among the various studies in need on Webtoon, the most 

important study topics in need are ‘Story’ and ‘Quality’ which 

are criterion for readers to choose Webtoons to read. To create the 

Webtoon that are great at ‘Story’ and ‘Quality’, the study on 

plots should be preceded, which recast episodes organically through 

a logical causal relationship. 

Therefore, in this study, the plots of Webtoons have been 

analyzed through Rescue plot in <Neighbor> and the Riddle plot in 

<The Lighting Store>  selected from the Kang Full`s Webtoon series, 

‘mystery psychology horror season’, which are evaluated as the 

great work at ‘Story’ and ‘Quality.’ The analysis was 

implemented based on Tobias` theory which suggests ‘the 

characteristics of plot’ and ‘8 principles for good plot.’ 

 First, Kang Full`s webtoons were analyzed through ‘the 

characteristics of plot’ and ‘6 principles for good plot’ which 

is modified from ‘8 principles of good plot’ based on Tobias` 

theory.  Applicability was checked if Tobias` theory could be 

applied to Kang Full`s Webtoon checking through the scenes and 

contents of the Webtoon. ① Tobias` ‘the characteristics of plot’ 

could be applied to both Rescue plot in <Neighbor> and the Riddle 

plot in <The Lighting Store>. ② Among ‘6 principles for good 

plot’, 5 principles are shown in The Lighting Store and all of the 

6 principles in Neighbor. The result shows that Tobias theory could 

be applied to the plot of Webtoon. The fact that Kang Fu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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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toons are composed in a formulaic form could be identified 

through ‘the characteristics of plot’ and ‘6 principles for good 

plot’ shown in Rescue plot in <Neighbor> and the Riddle plot in 

<The Lighting Store>.  

Key Word : Kang Full, Webtoon, Plot, Tobias, Story, Neighbor, The 

Lighting 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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