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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그래픽 노블은 시각적 표현 부분 및 서사적 가치의 측면에서 대개 일반 

만화와 다르다고 인지된다. 그러나 이 모호한 기준 때문에 각 작품을 통

해 그래픽 노블의 잠재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그래픽 노블로 널리 인정받은 작품인 크레이그 

톰슨의『하비비』를 대상으로 표현양식과 서사 양쪽 면에서 그 특성을 분

석하고자 한다. 미국 작가가 아랍권의 여성을 그려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한 표현양식이 어떻게 서사와 연계되는지 분석함으로써, 그래픽 노블

이 가질 수 있는 서사적 전략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하비비』에 나타난 아랍 문자의 이미지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표현양식

을 연구하고,  게일 루빈의 여성 거래 이론으로 『하비비』에 투영된 여

성 성장서사를 살펴, 이것이 어떻게 그래픽 노블의 표현양식과 결합하였

는지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독자적 서사 형식을 지닌 만화 매체로서 그

래픽 노블이 가진 표현양식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서사의 잠재성을 연구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제어 : 그래픽 노블, 여성거래, 아랍 문자의 이미지화, 여성 성장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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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오랫동안 만화는 깊이 있는 내용을 재현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장르로 여겨졌다. 그러나 90년대에 이르러 홀로코스트를 겪은 아

버지의 삶을 재현한 아트 슈피겔만(Art Spiegelman)의 『마우스

(Maus 1991)』가 퓰리처상을 받으면서 그래픽 노블(graphic 

novels)로 불리는 작품들이 주목을 받게 되었으며, 작가들이 자

신의 사상 및 정체성을 담은 깊이 있는 서사, 다양한 표현양식을 

보여줄 수 있는 매체로 인식을 새로이 하게 되었다. 문학의 하부 

유형이 아닌 독특한 서사 형식을 지닌 독립적인 매체로서의 만화

를 보고자 하는 연구들도 이 맥락 하에서 나오기 시작하였다.1) 

제 9의 예술로 불리는 만화의 위치는 그래픽 노블에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그래픽 노블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기존의 만화보다 

개성 있는 시각적 표현과 보다 깊이 있고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만화라는 식으로 일반 만화와 비교급적 정의 외에는 찾아보

기 어렵다. 코믹 북을 제외한 비주류 형태를 포함하며, 만화의 

표현영역을 더 멀리까지 확장하여 시각적 차원에서 독특한 개성

이 있고, 내용의 차원에서는 문학과 견줄 수 있을 정도의 깊이와 

풍부함을 가지고 있는 만화 콘텐츠라고 한 한상정의 정의가 대표

적인 예다.2) 그 이유는 현재까지 그래픽 노블을 정의내리고 있는 

것이 이미 그래픽 노블로 불리고 있는 작품들의 정체성이기 때문

이다.

앞서 말한 아트 슈피겔만의 『마우스』나, 알랭 무어의 『왓치

맨(Watchman)』같은 작품들, 혹은 윌 아이스너나 프랭크 밀러처

럼 1980년대부터 그래픽 노블 작가라고 인식된 이들의 작품들이 

현재의 그래픽 노블의 정의를 만들어온 것이다. 즉 지금까지 그

* 본 논문은 2016년 단국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1) 방인식, 「만화 서사의 잠재성- 『워치맨』을 중심으로」, 『문학과영상』 

15(4), 2014.12, pp.837-838.

2) 한상정, 「문화콘텐츠의 질적 도약을 위한 시론- 그래픽 노블(Graphic Novel)

과 그 필요성」, 『한국언어문화』 41, 2010.4, pp.31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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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픽 노블에는 기존의 만화와 무언가 다른 작품들의 개별적 정체

성을 찾는 과정에서 다시금 새로운 정의가 덧붙여졌다고 할 수 

있다. 가령 박유신은 『세슘137』을 가지고 리얼리즘적 다큐멘터

리 형식과 결합된 그래픽 노블이라는 새로운 형식과 내용적 정의

를 덧붙였고3), 방인식은 『왓치맨』을 가지고 텍스트와 이미지가 

교차되는 형식에 그래픽 내러티브라는 이름을 붙이며 그래픽 노

블의 형식과 서사가 가진 잠재성을 고찰하였다.4) 또한 위의 작품

들을 가지고 한상정은 그래픽 노블의 서사적 측면에서 그 테마들

을 살핀 바 있다.5)

이는 그래픽 노블이 생명력을 얻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로운 서사 매체라는 데 기인한다. 계속해서 작품들이 출현할 

때마다 새로운 잠재성을 발견하게 되는 그래픽 노블의 특성 상, 

각 작품의 연구가 그만큼 중요해진다. 지금까지 일반 만화와 다

른 그래픽 노블의 그 ‘무엇’이 과연 무엇인지 아직 명쾌한 정

의가 나온 바는 없으나, 작품 안에서 고찰되는 두 가지 면을 중

심으로 그래픽 노블로 인지되었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다. 하나는 개성적인 시각적 표현이고, 다른 하나는 서사적 가치

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면 모두 그 모호한 기준 탓에 작품을 통

해 보다 정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생겨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 보고자 하는 작품은 크레이그 톰슨의 『하비비』다.

이 작품은 2011년에 출간되어 2012년 그래픽 노블의 창시자로 

불리고 있는 윌 아이스너의 이름을 따 제정된 아이스너 상의 <최

고의 작가>상을 수상하였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아마존, 반

스 앤 노블, 뉴스위크 등에서〈최고의 그래픽 노블〉로 선정되었

으며, 폴 그레빗 〈죽기 전에 봐야 할 1001권의 만화책〉에도 선

정되며 두루 인정을 받았다. 이 작품의 독특한 점은 크레이그 톰

슨이 자전적 서사 재현을 보여주었던 『담요』이후, 미국에서 살

3) 박유신, 「리얼리즘적 그래픽 노블- 파스칼 크로시의 『세슘137』」, 『만화

애니메이션연구』 , 2013.9, pp.121-140.

4) 방인식, 「만화 서사의 잠재성- 『워치맨』을 중심으로」, 『문학과영상』 

15(4), 2014.12, pp.835-852.

5) 한상정, 앞의 논문, p.331.



234

아온 남성인 작가의 정체성과 전혀 관계없이 아랍의 여자를 주인

공으로 7년 간 작업 끝에 이 『하비비』라는 작품을 선보였다는 

점이다.

미국 작가가 아랍 문화권을 그려낸 작품인 만큼 단순히 다른 

문화권에서 건너온 작품이라는 이유로 그래픽 노블로 인지된 것

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할뿐더러, 자전적 서사가 아닌 순수한 창

작 서사라는 면에서 서사적 가치와 테마를 고찰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또한 작가가 미국과 전혀 다른 문화를 그려내기 위해 

선택한 표현양식이 어떻게 서사와 연계되는지 분석함으로써, 그 

예술적 전략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그래픽 노블로 널리 인정받은 

작품인 『하비비』의 표현양식과 서사 양쪽 면에서 그 특성과 가

치, 그리고 둘 사이의 연계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

재진행형으로 발전하고 있는 그래픽 노블에 표현양식과 서사 간

의 관계를 살피고, 서사적 잠재성을 더해주는 예술적 전략을 더

욱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Ⅱ. 문자매체의 하이퍼매개와 여성거래이론 

『하비비』는 아랍 문화권의 어느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난 도

돌라를 주인공으로 삼고 있다. 그녀의 아버지는 가뭄이 들자 9살

이 된 도돌라를 필경사에게 팔았는데, 필경사란 코란 등의 필사

본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12세가 된 도돌라는 남

편이 도적에게 죽고 노예시장에서 팔려갈 뻔하다가, 3살짜리 흑

인 남자아이 잠을 우연히 만나 아이를 데리고 탈출한다. 그리고 

사막에서 잠을 키우며 창녀로 살다가 하렘으로 잡혀가면서 헤어

지게 된다. 이 두 사람의 어린 시절부터 헤어지고 재회에 이르는 

과정을 『하비비』에서는 아랍문자의 이미지 및 성서와 코란의 

이야기 등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방인식은 만화가 소설이나 희곡 등과 같은 여타의 문학 유형들

과는 달리 연속적인 이미지(sequential images)를 나란히 배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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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으로 서사를 전개한다는 면에서 그래픽 노블의 특성이 드

러난다고 한 바 있다.6) 필경사라는 남편의 직업은 도돌라가 자신

의 인생 역정을 아랍 문자 및 성서와 코란의 이야기를 통해 표현

하는 데 필연성을 만들어준다. 어린 여자아이가 사고 팔리는 교

환물로서 사막과 하렘과 도시를 오가게 되는 이야기와 독특한 표

현양식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만큼, 그래픽 노블로서 서사적 

전략을 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면에서 고찰해야 할 필요성이 있

다. 

1. 아랍문자의 이미지화

볼터와 그루신(Bolter & Grusin)은 매체를 이해하는 관점으로 

‘재매개’(remediation)라는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하나의 매

체가 내용과 형식 차원에서 다른 미디어의 테크놀로지나 표현양

식 등을 차용하거나 개조(remedy)하여 매개하는 현상으로, 이 재

매개 과정은 비매개(immediacy)와 하이퍼매개(hypermediacy)라는 

두 가지 논리를 통해 이루어진다. 수용자가 매체의 존재 자체를 

잊을 수 있을만큼 투명하게 매개하는 것이 비매개라면, 하이퍼매

개란 어떤 매체를 차용했는지 그대로 드러내면서 그 자체로 새로

운 매체의 방식을 수용자에게 인지시키는 것이다.7)

비매개가 주로‘실제 같은’이라는 수식어로 찬사 받는 정밀화

부터 실사 그래픽 등에 쓰이는 논리라면, 하이퍼매개란 여러 매

체를 차용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낼 때 쓰이는 논리라 할 

수 있다. 박유신은 그래픽 노블의 중요한 특질로 ‘그려진 이미

지’를 가진 시각 예술 매체라는 점을 꼽은 바 있는데, 드로잉을 

통한 표현적 효과는 영화나 사진 등이 모방하기 어려운, 그래픽 

노블 고유의 특징이라고 하고 있다.8) 이미지를 드로잉으로 만들

어내는 방식에는 비매개와 하이퍼매개 두 가지의 논리가 나란히 

6) 방인식, 앞의 논문, p.837.

7) 제이 데이비드 볼터, 리처드 그루신, 이재현 역, 『재매개 뉴미디어의 계보

학』,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pp.52~57.

8) 박유신, 앞의 논문, 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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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한다. 어떤 경우에는 작가가 할 수 있는 한 사실적인 묘사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여러 매체를 가져와 새로운 시각

적 표현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러나 드로잉의 특성상 하이퍼매

개의 논리를 통해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연출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하비비』에서는 하이퍼매개의 논리를 가지고 문자매체를 글

자의 뜻보다 이미지로서 장면 안에 매개함으로써 독특한 표현들

을 보여준다. 가령 도돌라가 필경사 남편에게 아랍문자를 배우는 

장면과 도돌라가 잠에게 문자를 가르치는 장면에서 나란히 등장

하는 ‘바’라는 글자가 있다. 이 글자는 ‘비스밀라히라흐마니

라힘, 이 이름은 하느님이시니 자비롭고 자비로운 분이시다’라

는 문장의 시작이 되는데, 원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새장처럼 표

현되기도 하며 부적이 되기도 한다.

작품 전체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문자의 연출은 크레이그 톰슨

이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아랍문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하이퍼매개의 논리를 통해 빌려온 것이다. 아랍문자의 장

식 서체는 본래 코란을 적기 위해 필경사들이 발달시킨 것으로, 

문자를 ‘그려서’표현한다. 이는 이슬람에서 우상화를 피하기 

위해 최대한 문자 그 자체로 장식이 될 수 있도록 발달시킨 고유

의 양식이다. 이를 통해 문자는 시각적으로 표현되며 그 자체로 

이미지가 된다.

또한 톰슨은 이슬람 문화권에서 장식서체 뿐 아니라 종교적 양

식화도 하이퍼매개한다. 이슬람 문화에서 이야기의 삽화는 채색

이 곱고 산뜻하며 터럭 한 올까지 세밀하게 묘사되더라도 기실 

극도로 양식화되어있으며, 등장하는 모든 존재는 관습에 따라 묘

사된다.9) 이 역시 우상화를 피하기 위해 발달된 이슬람 문화 특

유의 양식이다. 톰슨은 코란과 성서의 이야기를 등장시킬 때 이

러한 논리를 가지고 도돌라의 이야기와 코란의 양식을 같은 양식

으로 보여준다.

9) 박지훈, 박치완, 「종교화 분석을 통한 이미지텔링 고찰- <심우도>와 <휘스레

브와 쉬린>을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 (33), 2014.6,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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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도돌라가 글자를 배우는 장면10)

위의 <그림 1>처럼 남편이 글자를 가르쳐주는 부분을 ‘알라가 

아담에게 문자를 가르쳐주었듯이’하고 같은 장식체를 가지고 유

사하게 표현하며 나란히 배치한 것이 그 예다. 이런 예시는 코란

에서 신이 인간을 만들고 문자를 가르쳤을 때 천사들이 항의한 

장면과, 남편이 피를 흘리는 장면이 유사한 장식체와 구도로 배

치될 때에도 나타난다.

이렇게 이미지화된 아랍문자나 성서와 코란 이야기의 양식화를 

하이퍼매개한 그림들은 『하비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오로지 이슬람권 문화의 분위기

를 연출하기 위해서인지는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이 표현양식이 

어떻게 서사와 연계될 수 있는지, 우선 서사에 가치를 부여하는 

테마를 살펴본 후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2. 교환물이 된 여성

『하비비』에서 도돌라를 계속해서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은 그

녀를 사고파는 거래다. 게일 루빈에 의하면 여성을 교환물로 삼

아 거래한다는 것은 여성이 어떻게 억압되고 성 정체성을 가지며 

성장하는지에 대한 기원이다.

이 여성거래 이론은 레비 스트로스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

는데, 레비 스트로스에 의하면 친족이란 성적 행위뿐 아니라 경

10) 크레이그 톰슨, 박중서 역, 『하비비』, 미메시스, 2013,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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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정치적, 의례적 행위까지도 조직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이라

는 상용어(idiom)다. 재화와 용역의 교환, 생산과 분배, 적대와 

연대, 종교의식과 사회의식, 이 모두는 친족이라는 유기적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다. 친족 체계들은 결혼하거나 결혼하지 않은 사

람을 지배하는 온갖 종류의 규칙들이 포함되며, 이 결혼에서 가

장 중요한 선물은 여성이다.11)

루빈은 여기에 중점을 두고 여성의 교환과 거래를 연구하였다. 

친족은 여성 교환에 따라 생성된다. 거래되고 있는 것이 여성이

라면, 연결되어 있는 여성들을 주고받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남성

들이다. 따라서 여성은 교환의 파트너가 아니라 단순히 관계의 

연결 통로로서 존재한다.

여성 교환은 여성들이 자기 자신에게 완전한 권리를 갖지 못하

도록 하는 체계가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보여준다. 여성 교환은 

교환물과 교환자 사이의 구분을 전제한다. 여성들이 선물이고 교

환물이라면, 교환의 주체는 남성들이다. 여성들에게는 자신의 교

환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입지가 전혀 없다. 말하자면 여성 

교환 거래는 남성들은 여자 친족들에게 특정한 권리를 지니고 있

으며 여성들은 그녀들 자신에게나 혹은 남성 친족들에게나 남성

과 똑같은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명시해주는 표기법인 

것이다.12)

이러한 교환체계 안에서 여자아이가 여성이 된다는 말은 교환

물로서의 여성이 된다는 것과 같다. 여자아이가 여성이라는 젠더

를 가지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교환거래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 교환이 내재화될 때 여자아이는 교환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게 되고, 교환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물로서 

자신을 여기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주체적이 될 수 없는 만큼 

필연적으로 비틀린 자기 인식을 불러오게 된다.

『하비비』에서는 도돌라와 잠의 성장 과정에서 교환이 일어나

는 시기를 중점적으로 이야기가 배치되어 있다. 도돌라는 아버지

11) 게일 루빈, 신혜수 외 역, 『일탈』, 현실문화, 2015, p.105.

12) 게일 루빈, 앞의 책, pp.10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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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서 남편으로 팔려가고, 노예에서 창녀가 되는 등 여러 번의 

교환과 거래를 거치며 자라난다. 타인의 뜻에 따른 거래와 이동

의 과정에서 자아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교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교환물에 불과했던 도돌라가 어떻게 그 고리를 끊고 성장

하는지가 『하비비』의 주요 테마라 할 수 있다.

이때 최초로 교환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은 아버지와 필경사 남

편 간에 작성하는 계약서다. 책의 가장 처음에 나오는대로, “신

성한 펜에서 최초의 잉크 한 방울이 떨어지는”것에서 이야기가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도돌라가 교환물이 되는 시작점부터 문

자의 이미지화라는 표현양식이 등장한다는 것은 서사와 표현양식 

간에 연계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반증한다.

다음 장에서는 여성거래이론에 따라 교환물로서의 여성인 도돌

라의 성장과 잠재적 교환자 남성인 잠의 성장과정을 나누고, 각 

과정에서 문자의 이미지화라는 표현양식이 서사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그 연관성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게 될 것이다.  

Ⅲ. 문자이미지로 표현된 <하비비>의 여성성장서사

 

1. 교환물에서 문자를 가르쳐주는 어머니로  

『하비비』에서 도돌라의 이동에 따라 여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녀는 부모님과 살던 마을에서 남편의 집으로, 노예시장

으로, 사막으로, 하렘으로 이동한다. 잠과 재회한 후의 이동을 

제외하면 계속해서 그녀는 거래의 대상물로 이동한다. 작품 속에

서 도돌라가 최초로 교환물이 된 시기는 9세다. 가뭄으로 땅이 

마르자 도돌라는 아버지의 소유물로써 남편에게 팔린다. 이는 여

성거래이론에서 보는 가장 전형적인 친족 교환이다. 교환물이 된 

도돌라는 곧 교환의 법칙을 알게 된다.

도돌라가 결혼을 교환의 하나로, 스스로를 교환물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작품 안에서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결혼생활

을 할 때, 나는 간단한 교환을 통해서 양식을 제공받았다. 상대

방이 내게서 뭔가를 가져가면, 나는 그 공허감을 음식으로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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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라앉혔다.(p.161)”라는 회고가 그것을 보여준다. 그녀가 

교환물이라는 점은 결혼이 끝날 때 다시 한 번 드러난다. 집에 

도적이 들어 그녀를 데려가려고 할 때, 남편은 그녀는 나의 것이

라고 소유를 주장하고 칼에 찔린다. 노예의 인장은 그 뒤에 새겨

지지만 그녀는 결혼생활과 노예 생활 간에 본질적으로 차이를 느

끼지 못한다. 도돌라는 거래의 대상인 교환물일 뿐이며, 거래를 

하는 주체는 그녀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는 남성들이다.    

물론 노예시장에서 그녀가 보았듯이, 남성들도 거래된다. 하지

만 루빈이 지적했듯 남성들의 경우에는 남성으로서가 아니라 흑

인 노예처럼 어떤 다른 불운한 사회적 지위로서 거래된다. 반면 

여성들은 노예, 하인, 매춘부로서 거래될 뿐 아니라 그냥 여성으

로서 거래된다.13) 도돌라는 노예시장에서 도망쳐 잠을 데리고 사

막에 간 뒤에도 자신이 교환물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교환의 법칙

을 배우게 된다. 먹을 것을 얻으러 카라반에게 접근했을 때,“네

가 입을 한번 맞춰주면, 감을 하나 주마. 그럼 네가 이 바구니에 

있는 것들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p.117)”하고 카라반이 

한 말은 그녀가 배우게 된 거래의 법칙이다.

사막의 창녀로 사는 동안 그녀는 마치 거래를 하는 주체가 된 

것처럼 보인다. 먹을 것을 줄 수 없다면 자신 역시 아무것도 줄 

수 없다고 카라반들과 거래를 하는 부분이 그러하다. 그러나 그

녀의 거래는 남성들의 교환과는 다르며, 그녀는 교환의 파트너가 

아니라 교환물에 불과하다. 이 부분 역시 작품 안에서 명시된다. 

도돌라는 자신이 한때 몸을 이용하여 이득을 얻기는 했지만 그때

조차도 자신의 몸이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남자들의 소유물

이었을 뿐이라고 회고한다.

세계가 마지막 숨을 내쉬게 될 때면, 대중은 파멸의 고통에서 벗어

나기 위해 뭔가를 필요로 할 것이고, 내 몸은 여전히 그들에게 상

품가치가 있을 것이었다. 그곳은 남자들의 세계이니까.(『하비

비』,p.181.)

13) 게일 루빈, 앞의 책, pp.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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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거래이론에 따르면, 파트너의 한 사람으로서 선물 교환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선물로 줄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

약 여성들이 남성들이 처분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면, 그녀들에

게는 자신을 양도할 권리가 없다. 그러므로 여성은 교환물은 될 

수 있지만 교환자는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도

돌라가 술탄의 하렘에서 술탄과 교환을 시도했을 때이다.

술탄은 사막의 창녀에게 호기심을 느끼고 그녀를 잡아온 후, 

그녀의 목숨을 두고 70개월 안에 물 한 동이를 금으로 바꿔보라

고 내기를 건다. 교환에 실패하면 그녀는 처형당할 것이다. 그녀

는 생각 끝에 궁으로 들어오는 물줄기를 막고 술탄이 목말라 물

을 원할 때 물 한 동이를 금으로 바꿔달라고 교환을 제시한다. 

최초의 내기에는 이겼지만 감히 교환자의 지위를 탐낸 결과는 처

형으로 돌아온다. 여성은 교환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돌라가 이 모든 교환과 거래의 과정에서 

수동적으로 끌려다니지 않도록 하는 것은 글자다. 글자에는 힘이 

있다. 글자를 몰랐던 아버지가 계약서조차 남편에게 맡겼던 것과

는 다르게, 그녀는 글자를 알게 되면서 거래의 법칙을 배우고 주

어진 상황 속에서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하비비』에서 글자를 가르치고 읽고 쓰는 과정은 총 2번 반

복되는데, 한 번은 그녀가 필경사 남편에게 배울 때고, 또 한 번

은 그녀가 잠에게 글자를 가르칠 때다. 글자를 배우는 과정은 코

란의 것으로 치환된다. “알라께서 아담에게 이름들을 가르치신 

것처럼(p.17)”도돌라는 글자를 배운다. 

그녀가 남편에게 배우는 첫 글자와 잠에게 가르치는 글자는 똑

같은 ‘바’지만 설명은 각기 다르다. 필경사 남편은 그녀에게 

가르칠 때 “이 선은 베일을 나타내지. 그렇다면 누가 베일을 걷

을 수 있을까?(p.15)”라고 묻는다. 이는 무지를 걷어내는 과정

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남편은 그녀에게 알라의 뜻을 알려주는 

절대적인 지위를 가지고, 무지한 어린아이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인도한다. 이와 달리 그녀는 잠에게 글자를 가르칠 때 홍수가 날 

때마다 나타났던 거북이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한다. 가르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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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글자는 같지만 그녀는 글자의 힘, 글자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

인 주술을 가르친다. “글자의 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첫 번째 문

자는 바야. 바는 곧 비스밀라야.(p.37)”라는 장면은 똑같이 하

나님을 말하더라도 하나님이 너의 곁에 계시니 힘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부적과 주술로 바뀐다.

여기에서 글자는 자연의 힘을 상징하는 것이 되고 그녀는 글자

를 가르치는 어머니가 된다. 프리드리히 키틀러에 의하면 글쓰기

를 처음 가르칠 때 '여성=자연=어머니'라는 등식이 생겨난다고 

한다.14) 도돌라와 잠은 글자를 가르치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과정

을 통해 성장하는데, 이 과정이 『하비비』안에서 교환과 거래와 

아무런 상관없이 둘 다가 서로에게 안전함을 느끼는 유일한 부분

이다.

키틀러에 의하면 교사와 학생관계로 이중화된 이러한 어머니와 

자식관계는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친밀한 모자관계

가 형성된다.15) 이 친밀함과 안전한 관계는 아랍문자를 이미지화

한 연출에 의하여 지지된다.

그림 2. 도돌라가 잠에게 이야기로 진정시키는 장면16) 

14) 프리드리히 키틀러, 윤원화 역, 『기록시스템 1800·1900』, 문학동네, 

2015. p.52

15) 프리드리히 키틀러, 앞의 책, p.89.

16) 크레이그 톰슨, 앞의 책, p.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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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들으면 잠은 마음을 진정시켰다는 <그림 2>에서 보듯 

비는 글자의 비가 된다. 문자는 이미지인 동시에 도돌라에게 힘

을 주며, 도돌라를 단순한 교환물에서 문자를 가르치는 어머니로 

만들어준다. 여기에서 문자의 이미지화라는 표현양식은 문자의 

힘을 서사에 부여한다.

그러나 도돌라를 최초로 교환물로 만든 것 역시 필경사와 아버

지 간에 씌어진 문자였음을 상기해볼 때, 그녀가 문자를 알고 가

르친다는 것 자체가 교환의 법칙에서 해방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

다. 실제로 그녀는 옆에서 점점 남자로서의 성에 눈을 뜨기 시작

하는 잠에게 위협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신체의 차이는 젠더의 

차이를 가져오며, 그녀가 여성인 이상 어머니로서의 지위를 획득

한다고 해도 성적 교환물이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잠의 남성 교환자로서의 성장은 둘의 관계에 위기를 가져오게 

된다. 잠의 성장에 여성거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다

음 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2. 교환자로서의 지위를 포기한 잠 

도돌라는 노예시장에 있을 때 죽기 직전의 흑인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안고 같이 도망치게 되는데, 이 아이가 잠이다. 잠은 3

살부터 12살까지 도돌라와 사막에서 같이 지내게 된다. 크레이그 

톰슨은 잠의 성장과정을 목욕과 연관시켜 여성과 남성이라는 성

(性)이 어떻게 젠더로 성장하는지를 보여준다. 처음 데려왔을 때

부터 도돌라는 잠을 데리고 목욕을 시키지만, 5세 때 처음으로 

잠은 도돌라의 신체가 자기와 다르다는 것을 자각한다. “왜 도

돌라는 고추가 없어? 여자는 원래 없어. 그럼 도돌라는 오줌도 

못 싸는 거야?(p.94)”라는 문답은 아직은 성별의 차이에 불과하

다.

6세 때 이 질문은 “도돌라가 내 엄마야?”로 바뀌며, 9세에는 

어른되면 도돌라랑 결혼하겠다는 욕망의 표현으로 바뀐다. 가슴

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고 빤히 보는 것에 도돌라가 불편함을 

느끼면서 11세 때부터 같이 씻지 않게 되는데, 이는 성별을 인지



244

하는 것에서 젠더의 차이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잠은 더 이상 같이 씻지 않게 된 도돌라를 훔쳐보고, 심지어 

도돌라의 몸을 생각하며 욕정을 느낀다. 그가 물을 구하러 갔다

가 도돌라에 대한 욕망을 자각하고 처음으로 자위를 했을 때 뱀

이 등장한다. 잠은 뱀을 보고 진(악령)처럼 등장했다고 느낀다. 

도돌라가 준 문자의 부적을 걸고 나갔던 잠은 뱀이 문자가 되는 

기적 같은 광경을 본다. 뱀은 문자로, 징조로, 이미지로 변화한

다.

그림 3. 잠의 앞에 뱀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17)

이 뱀은 팔루스의 상징이다. 여성거래이론에 따르면, 사내아이

는 자신이 어떤 여성을 욕망해도 괜찮은가를 배운다. 즉 어떤 여

성을 교환할 수 있는가를 배운다는 것이다. 어린아이가 오이디푸

스 단계를 벗어날 무렵이면 아이의 리비도와 젠더 정체성은 그를 

길들이고 있는 문화적 규칙에 순응하도록 조직된다.

팔루스는 페니스에 부여된 일련의 의미들을 말하는데, 아이에

게 주어진 선택지는 팔루스를 갖거나 혹은 갖지 못하거나 둘 중 

하나다. 말하자면 팔루스는 ‘거세됨’과 ‘거세되지 않음’을 

구별하는 뚜렷한 특징이며, 팔루스를 가졌는지의 여부는 ‘남

17) 크레이그 톰슨, 앞의 책, 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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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여성’의 차이 뿐 아니라 ‘교환자’와 ‘교환물’사이

의 차이를 의미하게 된다.18) 잠은 처음으로 남성이라는 젠더를 

가지기 시작한 시기에 접어들었으며, 자신의 팔루스를 자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서 문자의 역할은 문자를 가르쳐준 어머니인 도돌라가 

준 최초의 부적에서 유혹의 이야기로 바뀌며, 그는 뱀이 가르쳐

준 곳에서 물을 발견하고 물을 팔러 마을로 간다. 처음으로 교환

자가 되어 거래를 하게 된 것이다.

잠이 팔루스를 자각하게 되는 단계는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목격이다. 잠은 교환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계를 도돌

라를 통해 처음으로 목격한다. 도돌라가 카라반에게 몸을 파는 

장면을 목격한 뒤 그는 음식을 거부한다. “내 덕분에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야. 먹는 게 좋을 걸(p.161).”그는 처음으로 이 

세계가 교환의 세계라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 둘째, 그는 도돌라

에게 욕망을 느낀다. 셋째, 뱀을 통해 물을 얻게 된 뒤 그는 처

음으로 교환거래를 하러 간다. 거래의 세계로 진입한 그는 물을 

달라고 애원하는 이들조차 뿌리치고 돈을 가지고 돌아온다. 그리

고 도돌라에게 돈이 있으니 더 이상 카라반에게 가지 말라고 말

한다. 이때 잠의 태도는 애원보다 명령에 가깝다. 교환자로서의 

지위를 처음으로 얻은 그는 도돌라에게 소유격을 드러낸다.

그러나 팔루스가 잠에게 부여한 교환자로서의 지위는 도돌라가 

잡혀가서 사라짐으로써 무의미해진다. 그는 교환할 것이 없는 빈

곤한 상태로 마을로 가서 어른들이 보여주는 교환의 세계를 겪는

다. 수레를 밀고 가는 걸 도와주면 상한 감을 주겠다거나, 오물

을 치우면 축사에 재워주겠다는 등 가혹한 교환의 연속이다. 그

는 자신에게 염증을 느끼고 도돌라가 사라진 것을 팔루스와 교환

의 탓으로 돌리게 된다.

여성거래이론에 따르면 아이들은 양성이 점차 동일한 성적 

‘권리’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남자아이는 어머

18) 게일 루빈, 앞의 책, pp.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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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에 대한 욕망 대신 팔루스를 선택하면서 남성이라는 젠더를 가

지게 된다.19) 그러나 잠은 여기에서 팔루스를 포기하고 거세를 

선택한다. 즉 교환자로서의 지위를 거부한 것이다.

거세한 남자들의 무리, 히즈라들이 잠을 구해준 뒤 잠이 거세

를 결심할 때 생각하는 부분에서 이 점이 드러난다. 그는 자신이 

다시 순수해졌으므로 도돌라가 자신을 다시 받아줄까하고 생각한

다. 여기에서 다시 순수해진다는 말은 팔루스를 가지고 교환의 

세계에 들어갔던 것을 잊고 팔루스를 포기함으로써 남성이 아닌 

어린아이로 돌아간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가 팔루스를 포기했다고 해서 교환의 세계의 법칙을 

피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교환의 법칙은 계속해서 그를 옭아

맨다. 거세를 하고 몸을 의탁하게 된 히즈라 공동체에서도 몸을 

팔아 먹을 것을 구해온다는 것을 알았을 때 잠은 다시 토한다. 

교환의 세계는 그 하나가 팔루스를 포기한다고 해서 무너지는 것

이 아니다. 그는 팔루스가 거세된 자로서 여성과 같은 지위, 즉 

교환자가 아니라 교환물이 될 뿐이다.

히즈라 공동체에서 몸을 팔던 아이가 다쳤을 때 그는 남창이 

된다. 교환물로 하락하자 그의 여정은 놀랍도록 도돌라와 비슷해

진다. 잠은 남창으로 팔렸다가, 하렘에 환관으로 잡혀간다. 그리

고 벽 건너편의 하렘에 도돌라가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벙어리 

환관으로 살아간다. 그가 우연히 벽 건너편의 도돌라를 보게 되

었을 때에야 말을 잃어버렸던 잠은 말을 할 수 있게 된다.

잠에게 언어가 돌아오는 순간은 작품 속에서 다시 문자의 이미

지화가 등장하는 순간이다. 술탄의 명령으로 수장(水葬)당하게 

된 도돌라의 처형자로 지목된 잠은 그녀의 귀에 그녀의 이름을 

속삭인다. 내용적으로는 속삭임이지만 글자의 이미지는 전체 장

면을 꽉 채운다. 도돌라를 붙잡고 같이 물속으로 떨어진 잠은 그

녀와 함께 하수도 저편의 마을에서 그녀를 돌본다. 그리고 나란

히 도시로 가서 살게 된다.

19) 게일 루빈, 앞의 책, 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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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게 뱀과 글자의 이미지가 다시 등장하는 것은 재회 후 도

돌라가 그에게 아이를 만들자고 제안하고 그가 거세된 것을 고백

한 뒤다. 잠은 댐 위에서 거세된 자신을 슬퍼하면서 자살을 고민

한다.

이제 저에겐 글을 쓸 펜이 없습니다. 저에겐 도돌라에게 줄 반쪽이 

없습니다. 저는 쓸모없고 망가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연인이 될 수 

없습니다(『하비비』,p.600)

잠의 기도 속에서 펜은 팔루스를 뜻한다. 그에게는 펜이 없다. 

즉 그는 교환자의 지위를 이미 거부하고 거세했으므로 교환의 세

계에서 사는 보통 사람들처럼 친족 관계를 맺을 수도 없으며, 그

런 면에서 그는 쓸모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잠이 팔루스를 포기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그들에게 

행복이나 성장을 가져다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림 4>에서처럼 

다시 등장한 뱀은 단독으로 움직이는 글자의 이미지로 나타난다.

그림 4. 잠이 댐 위에서 자살을 고민하는 장면20)

일찍이 살펴보았듯 뱀은 팔루스의 상징이다. 뱀이 사막의 모래 

위를 움직일 때 강물처럼 이어지지 않고 단독형 알리프 같은 자

20) 크레이그 톰슨, 앞의 책, p.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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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을 남긴다는 <그림 4>의 말은, 그가 뱀을 쫓아가고 팔루스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해도 도돌라와 역시 나란히 할 수 없었을 것

을 암시한다.

남자와 여자인 그들이 교환과 거래를 넘어 정말로 서로를 이해

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팔루스를 대체할 것을 찾아야 한다. 그

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여성거래의 법칙인 교환을 거부하기 위

한 힘이다. 지금까지 문자의 이미지로 장면들이 연출되었던 이유

는 문자가 이 힘과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3. 교환거부와 저자되기

키틀러는 문자를 배우고 기록하는 것을 여성에게 가르친 이유

를 두고 여성을 저자를 보좌하고 영감을 주는 존재로 만들기 위

함이라고 말한 바 있다. 글을 읽고 배우더라도 여성은 글을 만들

어낼 수 없는 존재, 즉 저자가 될 수 없는 존재로 취급받으며, 

여성들이 저자가 됨으로써 본래의 가정적 성격을 왜곡하지 않는

지 엄격하게 감시된다는 것이다.21) 이것이 교환의 법칙이 지배하

는 세계에서 글자가 가진 한계다. 

여성이 글자를 배우고 가르치더라도 그 기능은 독자로서의 기

능을 상승시켜, 저자 기능을 떠받드는 역할을 하는 것일 뿐 스스

로 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키틀러의 이 통찰은 여성

거래이론에서 여성이 교환자가 될 수 없다는 것과 상통한다. 이 

부분은 작품 안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도돌라가 물을 금으로 바꿔야 하는 술탄과의 거래에서 돌파구

를 찾기 위해 도서관을 갔을 때, 경비대는 그녀가 공부하는 것을 

제지한다. 여기는 여자에게 적절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도

돌라가 “우리는 항상 글을 읽고 배우도록 격려를 받고 있어

요.”라고 하자, 경비대는 “여자가 검열되지 않은 사상의 세계

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녀서는 안 돼. 정신을 오염시키는 것이 뭔

21) 키틀러, 앞의 책, p.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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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분별하려면 남자가 필요하지.(p.256)”라고 말하고 금지한

다. 그리고 그녀의 출입을 허락했던 사서는 목이 잘려 처형당하

고 그녀는 하렘의 첩들과 함께 정해진 율법만 배우게 된다.

글자의 힘이 다시 발휘되는 것은 수장 당할 뻔한 그녀를 잠이 

구해서 마을로 나와 죽음을 겪고 있을 때다. 즉 그녀가 할 수 있

었던 모든 교환이 끝나고 더 이상 그녀가 교환물로서의 가치가 

없어진 뒤, 그녀의 자아를 다시 정립해야 하는 때다.

치료사가 나무판에 마방진과 함께 성스러운 구절을 적고 잉크 

섞인 물을 마시라고 하는 과정은 자아가 글자로부터 소생한다는 

것, 즉 자신의 글자를 찾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치료사가 거울을 보며 소원을 빌라고 하는 과정 역시 그녀가 누

구인지 다시 스스로에게 가르쳐주는 작업이다. 그녀는 글자를 마

심으로써 점차 새로운 삶 속의 자아를 찾아가는데, 이는 “우리

의 몸이 메시지를 흡수하면 말씀은 곧 우리의 살로 변한

다.(p.475)”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도돌라는 온갖 이야기를 갑자기 잠과 어부에게 해주기 

시작한다. 이는 주입된 글자가 다시 한 번 그녀의 자아를 일깨우

는 과정이다. 도돌라는 ‘이야기의 급류에 휩쓸려 자신의 영혼이 

다시 현실로 돌아왔음’을 깨닫는다.

그러나 아직 그녀의 이야기, 즉 그녀의 새로운 자아가 생겨난 

것은 아니다. 그녀가 아이를 바란다고 말한 뒤 잠이 팔루스를 거

세하여 친족을 줄 수 없다는 사실, 교환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

에 절망하여 떠나버리자 그녀는 성장을 위해 다른 힘을 찾기 시

작한다.

진정한 자아를 찾는 과정은 도돌라가 잉크를 사고 이야기를 써

내기 시작하는 장면에서 드러난다. 그녀는 도시에서 혼자 나와 

돌아다닐 때, 머리를 내놓아본다. 그리고 잉크병을 하나 산다. 

여기에서 가게 주인이 “펜과 종이도 같이 드리지. 키스 한번 해

주면.(p.616)”하고 다시 교환을 제시하지만 그녀는 교환을 거부

한다. 그리고 도시를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고 종이 위에서 잠을 

찾아본다. 자라면서 그녀가 그에게 해주었던 이야기들을 글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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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공허를 채우는 과정은 그녀가 스스로의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것, 저자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 그녀의 자아를 찾아가기 시작했

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돌아온 잠과 처음으로 잘 때, 그녀는 여성의 영감은 이야

기라고 속삭인다. 그녀는 스스로의 이야기를 시작했으며, 저자가 

됨으로써 교환의 법칙을 거부하게 된다. 이것이 도돌라의 성장이

다. 그리고 잠이 그녀에게 이야기를 직접 글로 써보라고 하면서 

도돌라의 이야기 속에 남고 싶다고 하자, 그녀는 잠에게 “너는 

이야기 그 이상이야(p.648)”라고 말한다. 팔루스를 거세하고 교

환자의 지위를 포기했을 뿐 아니라, 그녀에게 그 사실을 고백하

고 도망쳤다가 돌아온 잠은 이미 죽음에서 돌아온 자이며 스스로

의 이야기를 가진 자다. 잠의 자아가 진정으로 성장했음을 도돌

라가 인지시켜주는 것이다.

시장에서 교환거래를 하던 잠이 노예로 나온 여자아이를 보고 

있던 도돌라에게 와서 두 사람이 나란히 손을 잡고 “우리가 데

려가죠(p.656)”라고 말할 때, 그들은 교환과 거래를 넘어 새로

운 친족관계를 만들어내게 된다.  

이 작품에서는 성장과정이 두 번 등장한다. 하나는 3세에서 12

세까지의 잠의 성장이고, 또 다른 하나는 9살부터의 도돌라의 성

장과정이다. 여기에서 9라는 숫자는 의도적으로 배치된 것이다. 

여러 번 등장하는 아랍문자의 사각형은 9칸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칸에는 인생의 여정과 관련된 의미가 담겨 있다. 총 9개의 장

으로 나뉘어 있는 것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 9개의 의미를 도

돌라와 잠이 같이 말하면서 입을 맞출 때, 둘은 자신들의 문자, 

스스로의 이야기를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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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아랍문자의 사각형과 9개의 칸의 의미22)

사랑을 뜻하는 허브라는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 

도돌라는 마지막으로 기술한다. 허브라는 글자가 강물이 되어 흐

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글자의 사각형이 숨을 내쉰다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의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사람이 

교환의 법칙을 거부하고 노예 여자아이를 데려가 새로운 친족관

계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도 이 힘에 기인한다. 사랑을 뜻하는 문

자가 강이 되어 흐르는 마지막 장면은 교환의 관계를 벗어나 진

정한 관계를 이루어냈음을 뜻한다. 저자가 됨으로써 교환자와 교

환물을 벗어난 것이다.

전체 서사를 문자의 이미지가 표현해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 

표현양식이 서사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연계성을 지닐 때, 서사는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이 이미지 서사야말로 그래픽 노블의 

서사적 잠재성이라 할 수 있다.

22) 크레이그 톰슨, 앞의 책, p.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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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본 연구는 크레이그 톰슨의『하비비』를 대상으로 그래픽 노블

의 표현양식이 서사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연관성을 가지게 

되는지 살펴보았다. 아랍 문화권의 여성이 성장하는 과정을 그려

내는 과정에서 작가가 선택한 표현양식이 어떻게 서사와 연계되

는지 분석하여 그래픽 노블의 서사적 전략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

다. 

『하비비』에서 도돌라를 계속해서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은 그

녀를 사고파는 거래다. 이에 본문에서는 루빈의 여성거래이론을 

중심으로 서사를 분석하였다. 교환의 주체가 남성들인 교환체계 

안에서 여성이라는 젠더를 가지고 성장하는 과정은 스스로를 교

환물로 여기는 비틀린 자기 인식의 과정이 된다. 도돌라는 아버

지에게서 필경사 남편에게 팔려가고, 노예에서 창녀가 되는 등 

여러 번의 교환과 거래를 거치며 자라난다. 타인의 뜻에 따른 거

래와 이동의 과정에서 여성의 자아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교환

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교환물에 불과했던 도돌라가 어떻게 그 

고리를 끊고 진정한 자아를 찾아 성장하는지가 『하비비』의 주

요 테마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도돌라는 자신의 인생 역정을 아랍 문자 및 성서

와 코란의 이야기를 통해 표현하는 데, 그녀가 이야기를 할 때 

뿐 아니라 그녀가 잠에게 가르치는 문자 등을 통해 아랍문자가 

이미지로 매개되며 전체적으로 독특한 표현양식을 보여주고 있

다.

아랍 문자의 이미지화는 도돌라가 단순한 교환물에서 문자를 

가르치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동안 문자의 힘을 서사에 부여한

다. 문자의 이미지화는 잠이 팔루스가 거세한 뒤 빼앗겼던 언어

를 되찾은 순간에도 다시 나타날 뿐 아니라, 도돌라가 되살아날 

때에도 전면적으로 나타난다. 남자와 여자인 그들이 교환과 거래

의 관계를 넘어 정말로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팔루

스를 대체할 것을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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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법칙인 교환을 거부하기 위한 힘이다. 문자의 이미지로 

장면들이 연출되었던 이유는 문자가 이 힘과 연관이 되어있기 때

문이다.

여기까지 『하비비』를 통해 표현양식과 여성성장서사라는 서

사의 테마가 어떻게 연계를 하게 되는지 살펴보았다. 아랍문자의 

이미지화라는 표현양식은 서사에 힘을 실어줄 뿐만 아니라 서사

의 테마를 보여준다. 이렇게 표현양식이 서사에 의미를 부여하면

서 연계성을 지닐 때, 그래픽 노블에서 서사는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이 이미지 서사야말로 그래픽 노블의 서사적 잠재성이

다. 본 연구가 현재진행형으로 발전하고 있는 그래픽 노블에 표

현양식과 서사 간의 관계를 살피고, 서사적 잠재성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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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Woman Growth-Narrative and Modes of Expression 

Graphic Novel『Habibi』

Lee, Young-Soo

The graphic novel is seemed different from comics in two aspects, 

visual expression and narrative value. However, they are ambiguous 

standards, so it needs to research each works of graphic novel 

deeper. Then this paper studied both of visual expression and 

narrative in Craig Thompson's 『Habibi』 that has been recognized a 

fine graphic novel. As the research about how the modes of 

expression that an American author choose on purpose to represent an 

arab female are related with narrative, it will get the point of 

narrative strategy that graphic novel can have potentially.   So It 

studied new modes of expression as focusing on imagination of arab 

letters and woman growth-narrative by using Gayle Rubin's 'traffic 

in women' theory, and how it was related with modes of expression in 

graphic novel. This paper will be helpful for broadening spectrum of 

expression in graphic novel as comics media having own narrative 

form and studying graphic narrative potential.

Key Word : Graphic Novel, Traffic in Women, An Imagination of Arab 

letters, Woman Growth-Nar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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