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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질  향상  한 작 프 그램

단순  첨  연구

한 학  만화애니 학과 수

Research on Simplification and Harpening of Production Programs for 

Quality Enhancement of Webtoons

Moon-Sup Gil
Professor of Cartoon Animation, Saehan University

  약 경제 황  새 운 탈출 를 찾  한 만화는 2000년 초 넷 라는 공간  생  연스럽게 웹

툰 시  진  하게 된다. 웹툰 라는 새 운 개념  만화는 전  만화가들  다수  하생  만화를 그 다

 웹툰  혼  그리는 경우가 다. 본 연 는 웹툰 가들  웹툰  그리  해 는 여러 프 그램  

혀야 하  넷환경 등  알아야 한다. 게 힘든 환경 에  빠르게  그 야 하는 가 에  어 운 점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제는 단순한 웹툰 프 그램개  필 한 시점에   안  엇 지 알아본다.

웹툰 가가 웹툰  제 하는  가  핵심  되는 포 샵, 코믹스튜 , 사 툴, 클립 스튜  등 프 그램들  특

과 단점  알아보고 웹툰에 최적화된 능  엇 지를 연 하 다. 스 리 만화 등  최적화되어 는 프

그램들  웹툰  활용할 수 는 새 운 프 그램 들  제시한다.

주제어 : 웹툰, 코믹스, 포 샵, 스 리 만화, 웹툰 가

Abstract  Korean cartoons, seeking an exit from economic distress, naturally entered the era of webtoons as 

the Internet arose in early 2,000s. Webtoons, a new concept of cartoon, are drawn mostly by oneself, whereas 

cartoons before were drawn with the help of  many apprentices. This research demonstrates that webtoon artists 

are required to  use many programs and fully understand the Internet environment in order to draw webtoons. 

This tough conditions pose many problems for an artist who should draw well and quickly under the 

circumstances. We are now at a stage where a simple webtoon program is needed and will go over 

alternatives. I have researched characteristic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webtoon‘s core programs such as 

Photoshop, Comicstudio, Cytool, and Clipstudio, and what would be the optimal functions for webtoons. I offer 

new programs that are optimized for story cartoons that can be utilized with webtoons.

Key Words : Webtoon, Comics, Photoshop, Story Cartoons, Webtoon Art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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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  경  목적

1990년 의 화려한 출 만화 시장이 1998년 말 외환

기로 시작된 한국 출 만화시장의 침체는 시장붕괴와

주간지 형태의 만화들이 이 폐간되고 만화산업구조

의 변화가 속도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1]. 인터

넷의 발 은 만화 스토리를 쓰고 콘티를 짜서 연필로 일

일이 데생을 거쳐손으로 그림을 그리던 속칭, 도제 만화

의 종식을 알리는계기가 된 것이다. 당시 도제 시스템의

만화계에서 하나의 만화작가가 한 달에 많으면 20권~30

권까지 만화를 그리는 로덕션 형태를 설립하여 많은

문하생을 두고 량으로 만화를 양산하여 공장만화라는

비속어까지등장하 던 터 다[2]. 그러나환경의 변화는

인터넷 발 에 따른 매체 환경이 다른 만화의 제작방

식으로 등장했다. 보고 느끼고 만지는 것자체가 다

른 웹툰(Webtoon)이다. 기존의 페이퍼 형식의 단행본 만

화는 만화방이나 서 으로 나가는 유통방식이었으나 웹

툰(Webtoon)은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보는 만화

라는 완 히 다른 방식이었다[3]. 이는 만화의 제작방식

이 다수의 문하생을 두고 이루어지던형태의 만화제작구

도에서 가공할만한 환이 된 것이다. 웹툰(Webtoon)을

그리려면 펜보다는 타블릿을 알아야 하고, 만화의 컬러

링을 해서는 포토 샵이나 사이 툴을 알아야한다. 인터

넷에 만화를 올리기 해서는 다양한 인터넷의 환경을

알아야 함은 물론이고 기존 구사해왔던만화테크닉을 버

리고 다시 공부해야 한다는 이었다. 이런 일련의 변화

는 기존 만화작가들에게는 큰 충격은 물론 살아남기

해 몸부림을 쳐야 하는 작가의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일

이 아니다.

본소 체제의 도제 시스템에서 그림테크닉을 수받

았던 기존의 작가들에게나 새롭게 시작하는만화의 신진

세력들에게도 웹툰 제작환경을 익히고 여러만화 로그

램 시스템을 연마하고 자기화하는 데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1인 제작시스템의 웹툰 시장에서

새로운 제작 로그램 모델이 으로필요하므로 연

구하 다.

2. 연

만화를 그리기 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된다.

코믹 스트립(comic strip) 즉, 스토리 만화(comic strip)의

경우 하나에서 열까지 도구 하나하나에 신경을 곤두서며

그림을 그린다. 그런 코믹 스트립(comic strip)의 만화 메

커니즘을알아보고웹툰(Webtoon)의 디지털 제작시스템

과 비교 분석하 다.

웹툰(Webtoon)을 그리기 해서는 각자 자신이 선호

하는 웹툰 제작 로그램을 구입하여 작업한다. 이런 과

정들은 1인 웹툰 작가로서는 벅찰 정도로 많은 로그램

사용법과 응용을 터득하고 연마해야 하는 번거롭고 어려

움들을 비교하 다. 따라서 1인 웹툰 시 에 알맞은 빠르

고 간편한만화제작의 새로운 안은 없는지알아보았다.

3. 스 리 만화(comic strip)  웹툰

   (Webtoon)  제 특징

3.1 스 리 만화(comic strip)  본 만화제

만화라는 말은 우리말로 ‘뜻 그림’ 혹은 ‘이야기 그림’

이라고 하며 이러한 만화는 략 세 가지로, 캐리커처

(caricature), 카툰(cartoon), 코믹 스트립(comic-strips)로

분류된다. 한 스콧 매클루드(Scott McCloud)는�정보

를 달하거나 보는 이에게 미 반응을 일으킬 목 으

로 그림과 그 밖의 형상들을 의도한 순서 로 나란히 늘

어놓은 것�이라고 만화를 정의하고 있다[4]. 임청산(林

靑山)은그의 책 「만화 상 술학」에서 만화의 특성에

해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첫째, 만화는 그림이 있는 술이다.

둘째, 만화는 선묘가 심이 되는 선화 술이다.

셋째, 만화는 화 인쇄술에서 발달한 복제 술이다.

넷째, 만화는 활동사진 기법을 응용한 상 술이다.

다섯째, 만화는 이미지의 시각 특성에 의한 커뮤니

이션을 목 으로 하는 시각 달 디자인이다.

한 만화는 회화, 화, TV, 사진 등의 미디어로 재

, 기록하는 상디자인이다[5].

스토리 만화(comic strip)는 일반 으로 코믹스, 는

서사만화라고도 한다. 그 이야기 속에는 만화의 캐릭터

설정, 연출, 칸나 기, 원근과 명암, 효과배경, 효과음 등,

화면구성과 개에 이르는 모든 만화 인 기법들이 동원

되고 사용되고 있는 것을말한다. 특히 스토리 만화는

다수의 작가들이 장편의 스토리 만화를 지향하고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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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 짧게는 한 권부터 수십 권으로 만들어진다. 스토

리 만화는 먼 스토리를 구상하는 일부터 한다. 스토리

를 보고 다시 만화로 그리기 편리하고 연출에 용이하도

록 이야기에 알맞게 콘티를 짠다. 이콘티는 만화의 기

이 된다. 콘티안에는 스토리 즉, 거리나 디테일이빠져

있는 이야기들을 말풍선이나 효과음 등을디테일하게 넣

는다. 이때에 칸이나 틀을 어떻게 나 것인지, 효과음의

배열이나커트 백, 연출, 미장센, 명암처리등을 구상하고

이미지화한다. 콘티는 다시 만화용지의 스 치로 변모하

게 된다. 텍스트나 지문으로 되어있는 모든 이야기의 상

황들이 이미지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이때의 스 치는

작가가 어떻게 이미지를 만들 것인지를표 하는 과정이

다. 이과정을우리는 이미지 연출이라고 한다. 각각의캐

릭터가 살아 움직이고 그 속에서도메인캐릭터의 연출은

어떻게만들고움직일것 인지를생각하고 이미지화한다.

이 게 연필로 만들어진 만화용지 에그려진 스 치는

다시 만화용지 에 펜으로 잉크를 찍어서 본격 으로

그림을 그린다. 펜 작업은 캐릭터를 먼 시작으로 배경,

효과음으로 차츰 마무리로 간다. 마무리는 다시 스크린

톤을 붙이고 화이트로 수정하면 끝나게 된다. 이 게 수

십 장이 되고 수 백 장이 되어 한 편의 만화가 되고 수십

권의 스토리 만화로 탄생하게 된다. 이 게 복잡하고 다

양한 테크닉들이 집결되다 보니 자연히작업은 분업화로

이어졌다. 아주 게는 1인 작가부터 수십 명, 백여 명의

문하생까지도 시 에 따라서 두게 되었으며만화를 그렸

다. 만화작가 데뷔도 보통의 경우 문하생부터 4∼5년이

걸려야 만화작가로 데뷔가 가능했다. 스토리만화의 제작

의 제작 순서는[Fig. 1]과 같다.

[Fig. 1] Story cartoon production method

1980 우리나라의 만화역사를 쓴 이 세(李賢世)의

「공포의 외인구단」은 30권의 장편 스토리 만화 으며,

허 만은 창기 만화인 「각시탈」시리즈를 비롯하여

「오! 한강」[Fig. 2], 화화되었던 「비트」, 「타짜」와

음식만화인「식객」등이 표 인 우리나라 스토리 만

화라고 하겠다. 이밖에도 1990년 를 풍미했던 스토리만

화로는 박산하의「진짜사나이」,양제 의「열 강호」,

이충호의「마이러 」,양경일의「아일랜드」, 지상월의

「붉은 매」, 이진주의 「달려라 하니」,등이 있다.

[Fig. 2] comic strip / Hangang River / Huh Young-man

3.2 webtoon  본 만화 제

웹툰(webtoon)은 'web(웹)'과 'cartoon(만화)'의 합성

어로,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알맞도록 만화의 형

식이나 모양을 바꾸어 만들어진 새로운 양식의 만화를

말한다[6]. 여기서 요한 은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만

화의 연재 매체라는 상의 독자라고 생각하고 이루어진

다는 이다. 웹툰의 구체 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 “웹

(온라인)에서 보여주기 해 그린 만화. 출 된 만화를

스캔하여 보여주는 ‘뷰어’, ‘스캔 만화’와는 다른 개념이다

[7]. 2016년 웹툰의 모태가 된 인터넷이용률은 한국이

94%로 세계 1 , 스마트폰 보유율도 88%로 세계1 로

정보화의 변이 구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확

되었다[8].

만화는 웹콘텐츠로서 가장 합한장르 하나다. 인

터넷이라는 무한 공간이 열리면서 만화작가가 되기 해

서는 수년간 작가의 수발을 들어야 했던 작가 입문이 매

우 쉬워지고, 주간이나 월간 만화잡지로 데뷔가 아니더

라도 구나 인터넷에 만화를 올리면 만화가가 될 수 있

는 일 사건이었다.

이런 공간에 웹툰은 나날이 발 하게 된다. 여기서 간

과해서는 안 될 것은 웹툰의 제작과정이다. 당시의 상황

은 스토리 만화로 모든 작가들이 첨 화되어 있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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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구도 쉽게 웹툰으로 근 할 수없었다. 모

든 작가들이 비도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터

넷 환경에는 구도 쉽게 응할 수 없었다. 그곳에 만화

를 올리기 해서는 새로운 만화를 제작할 로그램을

알아야 했고 인터넷이라는 알 수 없는 독자를 만나

는 것이었다. 상황이 이 다 보니 스토리 만화에서 역

을 확장해나가던 기존의 수많은 작가들이 우왕좌왕했다.

이때 당연히 새로운 도 에 목말라했던 은 작가들이

앞장서서 웹툰을 시작했다[9]. 웹툰도 그림을 그리는 제

작과정은 스토리만화와 비슷하다. 새롭지도 다르지

않다. 다만 모든 과정을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새로운 로그램을 알아야하고 인터넷이라는 측

불가능한 독자들을 상 해야 한다. 작가들 에는 수년

을 몸담아왔던 기존방식의 스토리 만화 제작을 고, 웹

툰을 그리기 해서 모든 것을 다시 배워야 하기에 매우

어려운 도 일 수밖엔 없다.

웹툰의 제작순서는 [Fig. 3]와 같다.

[Fig. 3] webtoon production method

웹툰을 표하는 작가로는 강풀「아 트」「순정만

화」, 조석「마음의소리」[Fig. 4], 윤태호「미생」[Fig. 5],

이말년「이말년 서유기」, 최근 주가를 올리고 있는 기

안84「복학 왕」박태 「외모 지상주의」등이 있다.

[Fig. 4] Jo Suck / sound of mind

[Fig. 5] Yoon Tae-ho / Misaeng

4. webtoon  본질과 제  프 그램  

   

웹툰을 그리기 해서는 많은 로그램을 익 야 하

고 로그램이 내재되어있는 각각의 기능들을 모두 알아

야 한다. 그래야 웹툰을 그릴 수 있고 그래야인터넷이라

는 공간에 자신의 그림을 올릴 수 있다[10]. 보통의 웹툰

작가들은다음과같은 로그램으로연습하여그림을그린다.

4.1 Photoshop

미국의 어도비 시스템이 개발한 그래픽 편집 소 트

웨어다. 보여지는 모든 화상은 물론 다양한 편집과 수정

을 할 수 있으며 웹툰의 이미지의 색상과 보정, 오래된

사진 복원, 이미지 합성, 모든 디자인의 인쇄물, 웹디자인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11]. 웹툰 작가들이 기본 으로

모두 쓰고있는 로그램 하나다[Fig. 6]. Photoshop으

로 그림을 그리는데 필요한 기능을 익히는데 필요한 기

간이 길며, 웹툰의 다양한 테크닉을 내기 해서는 많은

연습과 시간이 필요하다.

[Fig. 6]Photoshop / Moon-sup Gil / Expedi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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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Painter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컴퓨터 로그램으로 다양한 툴

로 만화를 그릴 수 있다. Painter는 Photoshop과 함께 많

이 쓰는 그래픽도구이면서 좋은 이 많다. 페인터는 다

른 그래픽 로그램과 비교하여 드로잉의표 이나 채색

의 표 이 회화의 그것처럼 자연스럽고 수작업을 한 것

처럼 보이는 장 이 있다[Fig. 7].특히 캐릭터나 배경의

느낌, 그리고 디테일한 의복의 결과 명암을 자연스럽게

살리고 싶은 웹툰 작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편이다[12].

[Fig. 7] Painter / Seok jeong hyeon

4.3 SAI 툴

SYSTEMAX 소 트웨어가 만든 그래픽스 편집기이

자 도색 소 트웨어를 말한다. 웹툰에서 선작업을 할 때

매우 용이한 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다. 포토샵으로 제

공되는 선의 기능 툴들에 비하여 매끄럽고 정교한 기능

을 발휘한다[Fig. 8]. 사이 툴에서 선 작업을 끝내고 포토

샵에서 컬러링을 하는 경우가 많다.

[Fig. 8] Sai Tool / Moon-sup Gil

4.4 Illustrator 

Illustrator는 보통은 디자인부분에 주로 사용하는

로그램으로 심벌 디자인, 제품 디자인 등의 작업에 용이

하다[13]. 일러스트는 포토샵의 그것과 상호보완 이다.

일러스트 이터의 장 은 만화의 캐릭터 제작시 펜 도

구와 기본 도형을 정확한 드로잉이 가능하여 캐릭터 작

업시 편리하다.

4.5 Comic Studio

수동 인 만화작업에서 디지털화로 가는 획기 인 이

정표를 세운, 실용 인 만화 문 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매끄러운펜 터치를 내거나스크린톤을붙이고,

사와 말풍선 입력 등, 만화 제작의 반 인 공정을 디지

털환경에서만들수있다는것이가장큰장 이다[Fig. 9].

꼴과 스크린 톤 등의 러그인도 풍부하게 있어서 다

양한 톤들을 요구하는 무 만화작가나 백그라운드를 스

크린 톤으로 작업하는 작가들에게도 매우 유용하다[14].

[Fig. 9] Comic Studio / Moon-Sup Gil

4.6 Clip Studio

그간 디지털만화의 제작은 태블릿과 같은 디지털기기

를 이용하여 함께 창작되거나 스캐닝을 통해 작업을 이

루어 왔다. 최근 Clip Studio가 호응을 얻는 이유는 일러

스트 스튜디오의 채색기능 면이나 코믹 스튜디오의 만화

기능을 합친 것처럼 쓸 수 있어서 디지털 만화제작에서

편리성, 다양성 면에서 호응을 받고 있다[15]. 인터페이

스 한 보들도 어느정도 연습한다면 쉽게배울 수있

다는 장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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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Sketch Up

스 치 업은 만화의 백그라운드 활용이 매우 용이하

고 원하는 구성을 마음 로 만들 수 있다[16].특히 1차원

이나 2차원 인 평면의 백그라운드를 3D로 재 , 편집이

자유자재로 가능하다는 장 이 있으나 웹툰에서그 활용

도가 다른 로그램에 비하여 은 편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Fig. 10]

[Fig. 10] Sketch up / Jack Jack

5. 결 : 약  시사점

만화의 통 인 페이퍼 작업에서 디지털로의 발 은

콘텐츠의 양식과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식에 큰 이변을

가져왔다. 디지털기술의 다양한 발 과 획기 인 만화제

작방식은 창작과 기술, 내용과 형식이 바 고 있다는

이다. 디지털 만화의 발 은 제작의 단순화와 독자들의

욕구인 다양성과 맞아떨어지면서 거듭 발 해왔다. 한가

지의 구도가 다양한 임으로 바 고, 흑백으로 비

되었던 만화의 본질 인 색깔은 디지털의등장으로 화려

하고 다양한 컬러로 포장되어진다. 디지털 렛폼, 즉 웹

툰에서 만화의 모델은 더욱 진화하여 그림의 움직임은

물론 의성어 의태어의 효과를 직 느끼고 들을 수 있게

되었다[17]. 사진과의 결합은 물론이고 미디어가 보여

수 있는 모든것들에 근 하고 있는 추세다. 이런 시류에

스토리 만화가 추구하 던 통방식은 더욱멀어지고 있

다. 더욱이 웹툰을 그리고 마감을 하는 일은 스토리만화

를 그릴 때처럼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시

는 끝났다고 볼 수 있다. 그 다고 완 한 1인 체제의 웹

툰 제작방식도 자리를 잡은 것도 아니다. 그것은 앞에서

열거한 수많은 로그램들을 알아야 하고 그 기능들을

마스터했을때 원하는 그림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로그램 기능에서 보여주는 상호 보완 이면서

효율성 있고 필요한 로세스 몇 가지를 살펴보면,

Photoshop과Comic Studio에서 gradation, fiter 와 blur

그리고 motion blur, angle과 distance, 다양한 움직임을

만드는 TimeLine, Brush & Brush Presets, Character &

paragraph, 감히Photoshop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Bockground효과와 Monochromatic pattern, Monga

Material,Lmage Material은 로그램 속으로 꼭 일체 되

어야 할 기능들이다 [18].이러한 다양한 기능과 제작옵션

들을 알아야 리티 있는 웹툰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실은 암울하다. 웹툰업체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웹툰 자체가 일주일에 최소한 1편씩의 작품을 올려야 하

는 구조로 되어있다. 보통의 경우 네이버나 다음에서 연

재를 하는 웹툰 작가의 상당수가 최소 40컷∼80컷 이상

을 제작하여 일주일에 1회∼2회 이상 올려야 한다. 다 그

런 것은 아니지만 혼자서 스토리 발상부터 마무리까지

모두 해야 한다. 앞에서 다수의 로그램들을 열거하

지만 복잡하고 무나 다양하다. 과연 어떤 로그램으

로 리티를 높이고 디테일을 살려야 할지 왕도가 없다.

확실한 건 많은 웹툰 작가들이 하나의 로그램만을 써

서는 그림을 완성하지 못한다는 이다. 이유는 간단하

다. 한 가지 로그램으로는 웹툰을 완성할 수 있는조건

에 충족하지 못하다. 각각의 로그램마다의 제작의 장

과 특징이 있으므로 한 가지 로그램으로는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 다 보니 많은 작가들이 마감 시

간을 어기거나 마감 시간을 맞추기 해서 날밤을 새우

는 일은 부지기수다. 웹툰 시 에 걸맞는 맞춤형 로그

램이 실하다[19]. Comic Studio는 스토리만화(코믹스)

에는 강하지만 컬러링에는 약하다. Photoshop은 다양한

편집이나 컬러 링, 명암을 주는 데에는용이하나 펜선 작

업에 약 이 있고 사이툴은 펜선에는좋으나컬러나기

타 제반 사항이 부수 으로 미약하다. 웹툰에서 필요한

로그램은 코믹스튜디오의 배경으로 쓰이는 다양한 효

과 툴, 포토샵의 다양한 편집력과 컬러링 툴, 사이 툴의

매끄러운 펜선 툴, 스 치 업의 입체배경툴이 함께 결부

된 최상의 로그램이 나와야 한다.

즉 Photoshop으로 할 수 있는 필요한 컨텐츠

Adjustments + Brush Tool + Filter + Blur,View +

ZoomIn+ Window + Actions그리고 Clip Studio로 효과

를 배가 시킬 수 있는 All Materials + Color Patte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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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 Manga + Material + Lmage Material + 3D캐릭

터 + 3D오 젝트+포즈 + Action등이다[20]. 이밖에

Painter + Illustrator + Sketch Up의 특징이 결합된 로

그램이 필요하다. 이는 리티 있는 좋은 작품을 만들기

한 제작환경을 쇄신하는 길이다. 그것은 웹툰의 시발

인 우리나라에 알맞은 제작 로그램이어야우리의 웹

툰이 세계로 나가는데 더 큰 힘이 되고 시 지효과도 클

것이라 상한다. 편리하지만 쉽게 배울 수있는 웹툰

로그램이 필요한 시 에 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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