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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시간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있어 꼭 필요한 요소이다. 이 때문에 작가들은 만화

를 창작할 때 이야기의 몰입 감을 높이기 위해 예상, 요약, 생략, 플래시 백 같은 

다양한 시간의 기법들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의 시간 구조 중 회상 

구조를 연구하고자 한다. 회상 구조는 시간의 순서를 바꿔서 진행하는 것으로 독자

들을 긴장 시키거나 이완 시켜 몰입 감을 상승 시킨다. 또한 회상 구조는 이야기의 

속도를 높이거나 느리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회상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은 제라르 주네트이다. 그는 그의 저서 서사담론에서 회상 구조를 세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외적 회상(analepse externes)과 내적 회상(analepse internes), 혼

합적 회상(analepse mixted) 구조가 그것이다. 

본 연구는 제라르 주네트의 회상 구조를 바탕으로 서사만화에서의 회상 구조를 

연구한다. 이를 위해 강풀의 웹툰 <무빙>을 분석하였다. 강풀의 <무빙>을 분석한 

이유는 이 작품은 부모 세대에서 벌어진 일이 자식 세대의 일과 얽히고설킨 이야

기 구조를 가지고 있어 회상 구조를 연구하는데 적합한 작품이기 때문이다. 본 연

구에서는 <무빙>의 분석을 통해  제라르 주네트가 제시한 세 가지 회상 구조가 실

제로 작품에 쓰였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회상 구조가 작품의 몰입 감에 영향

을 미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제어 : 서사, 구조, 시간, 회상, 웹툰, 강풀,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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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목적

이야기에 있어 시간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인생에서 일어난 사

건은 항상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사

건에 대해 이야기를 듣거나 읽는 독자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읽

거나 보게 된다. 멘딜로우는 소설은 시간 예술이라고 말로 소설

과 시간의 관계를 정의 내렸다. 시간 예술은 본성적으로 자체가 

존속하는 일정 기간 시간을 요구한다. 따라서 소설은 일정한 길

이의 시간을 요구한다. 또한 그는“시간은 소설의 모든 면, 즉 

주제, 형태, 그리고 매체인 언어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

다. 1)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만화도 소설 못지않게 시간과 밀접

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소설이 글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한다면 

만화는 글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이야기를 전달한다. 만화 속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은 실생활에서와 마찬가지로 행동한다. 자기 

자신의 시간체계를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이다.  

작가는 이야기를 만들 때 처음과 끝을 만들고, 그 속에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장치를 설치한다. 서스펜스를 주

어 독자에게 긴장감을 유발시키고, 템포를 주어 호흡을 조절한

다. 또한 리듬이나 클라이맥스에 맞춰 플롯을 구성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장치들을 설치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이 모

든 것의 중심에 시간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만화의 이

야기 구조를 이해하려면 만화 속의 시간 구조부터 이해해야 한

다. 

볼프강 카이저는 “서사 문학의 근원적 상황은 어떤 화자가 일

어났던 어떤 일을 청중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여기

서 우리는 시간의 문제가 뚜렷이 대두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주저자 : 김성재, 교신저자 : 이해광

1) 성효영, ｢소설의 회상구조 분석 -회상구조와 ‘서사 속도’의 관계를 중심으

로｣, 동덕여자대학교 여성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p9.



- 109 -

‘일어났던 어떤 일’ 이란 현재의 일이 아니라 과거의 일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화자가 이야기 하는 서술의 시간은 청자

가 듣고 있는 시간보다 이전에 일어났었던 과거의 사건인 것이

다.2) 

그러므로 만화를 읽을 때에는 작가가 이야기를 만들고 그리는 

시간과 독자가 작품을 읽는 시간 사이에 간격이 발생하게 된다. 

즉 한 작품에는 여러 개의 시간의 층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작가

들은 시간 구조를 통해 독자들을 끌어 들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

들을 동원한다. 미래 사실에 대한 예상, 요약, 서술, 생략, 플래

시 백 그리고 서술의 가속과 감속 등의 시간의 구조를 짜고 조립

한다. 만화의 이야기는 결국 시간의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

라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중에서 만화에서 가장 흔하게 쓰는 시간 구조 중 하나는 회

상 구조이다. 작가는 이야기를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대로 배열하

지 않고, 앞의 사건을 뒤로 배열하거나, 뒤에 일어난 사건을 앞

으로 오게 하는 등 시간의 순서를 바꾼다. 이런 순서의 바꿈을 

통해 이야기의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만드는 것이

다. 또한 작가는 이런 시간의 순서의 뒤바꿈을 통해 작품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한다. 작품에 대한 적절한 정보의 제공은 

독자들에게 작품의 이해도를 올려서 몰입 도를 높여 준다. 본고

에서는 서사만화에서 회상구조를 분석하므로 써 회상 구조의 역

할과 만화의 몰입 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밝혀내고자 한다. 

2. 연구방법과 범위

회상구조를 분석할 작품은 강풀의 <무빙>이다. <무빙>은 2015

년 2월부터 9월까지 총 45화가 다음 만화 속 세상에 연재돼 큰 

인기를 얻었던 작품으로 웹툰을 대표하는 작가 강풀의 가장 최신

작이다. 

2) 위의 논문, 성효원,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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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강풀 <무빙>

회상 구조를 분석할 작품으로 <무빙>을 선택한 이유는 첫째 

<무빙>은 강풀의 기존 작품 중 <타이밍>, <어게인>과 같은 세계

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타이밍>은 시간을 지배하는 능력

자들의 이야기 이고, <어게인>은 타이밍의 주인공들이 시간을 거

슬리는 어게인과 대결과 관련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또한 <무

빙>에서는 <타이밍>에 나온 캐릭터 중 한 명인 김영탁이 정원고 

학생으로 잠시 등장한다. 이 처럼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는 

<타이밍>과 <어게인>은 시간을 소재 삼았기 때문에 잦은 회상 구

조를 사용하고 있고, <무빙>도 이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내용적으로 회상 구조가 많이 사용 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강풀의 <무빙>의 내

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파 공작원인 김두식은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안기부 비밀요원 블랙으로 활약

한다. 하지만 조직 생활에 환멸을 느낀 김두식은 조직을 떠날 것

을 결심하고, 이를 눈치 챈 민 차장은 이미현을 접근시켜 감시하

게 한다. 하지만 김두식과 이미현은 사랑에 빠지게 되고 두 사람

은 안기부를 떠나 아들 김봉석을 낳고 숨어 살게 된다. 

감시를 피해 숨어 살 던 두 사람은 자신들의 아들인 김봉석이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쯤 포기한 줄 알았던 안기부가 두 사람을 감시하기 시작한다. 

그러던 어느 날 김두식은 사라지고 만다. 남편 김두식이 사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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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미현은 혼자 김봉식을 키우게 된다. 그녀는 김봉석이 평범

한 아이로 자라기를 바랐기 때문에 김봉석에게 능력을 숨기고 살

도록 교육한다. 그러던 어느 날 김봉석처럼 특수한 초능력을 가

진 아이들이 정원고에 모이게 된다. 특수한 초능력을 가진 아이

들을 시험하기 위해 북한 특수 능력 부대와 안기부 직원들이 학

교로 향하면서 대립은 첨예화 되고, 초능력을 가진 아이들의 부

모 세대의 가슴 아픈 과거가 드러난다.

이처럼 <무빙>은 김봉석으로 대표되는 아이들 세대의 이야기와 

김두식, 이미현으로 대표되는 부모들 세대의 이야기가 교차 되면

서 이야기를 진행한다. 그러므로 <무빙>의 기본 서사가 회상 구

조로 이루어져 있고, 이를 사용하여 사건의 숨겨진 실체, 인물들 

사연을 전개 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이야기 속에서 회상 구조를 

분석하는데 알맞은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무빙>의 회상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제라르 주네트의 회상 구

조를 이론적 틀로 제시하고자 한다. 제라르 주네트는 시간 구조

를 순차, 지속, 빈도로 정리하였다. 회상 구조는 그 중 순서에서 

제시된 개념이다. 하나의 서사물은 시작(beginning), 중간

(midde), 끝(ending)을 가지고 있고, 시작과 끝 사이에 어떤 차

례로 사건들을 배열하느냐 하는 문제가 바로 순서인 것이다.3) 

또한 제라르 주네트는 순서 중에서 시간의 역진구조를 언급하

면서 회상법을 다루었다. 제라르 주네트가 다룬 회상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은데 외적 회상(analepse externes)과 내적 

회상(analepse internes), 혼합적 회상(analepse mixted)이다.4) 

본고에서는 제라르 주네트의 회상 구조를 바탕으로 <무빙>을 분

석 한다.

Ⅱ. 제라르 주네트의 회상 구조

3) 김미자, ｢이효석 소설의 시간구조 연구｣,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2005. p20

4) 성효영, ｢소설의 회상구조 분석 -회상구조와 ‘서사 속도’의 관계를 중심으

로｣, 동덕여자대학교 여성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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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 가지 회상 구조

사건으로 구성되는 이야기에는 반드시 순서와 방향이 있다. 이

야기를 이끌어 가는 주인공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모두 시간 속에

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시간은 충격이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고, 그 때문에 시간은 주제를 표출하게 한다. 하지만 이야

기의 진행에 있어 실제 이야기의 순서와 서술 하는 순서가 불일

치하게 된다. 

이야기의 순서와 서술의 순서에서 불일치의 주요 유형은 ‘소

급 제시’(analepsis)와 ‘사전 제시’(prolepsis)가 있다. 소급 

제시는 우리가 흔히 회상(Analepses)이라 부르는 것이고, ‘사전

제시’는 예견(Prolepses)과 같은 것이다. 사건 a, b, c가 있을 

때 텍스트에 b, c, a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을 경우 사건 'a'는 

소급 제시이다. 사건 a, b, c가 서술에서 c, a, b의 차례로 제시

되어 있을 경우 사건 'c'는 사건 제시라고 보는 것이다.5)

제라르 주네트는 회상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다. 외적 회

상과 내적 회상, 혼합적 회상이다. 외적회상은 서사의 기준 시간 

전에 이미 일어난 사건을 회상 하는 것을 말한다. 이야기가 시작

되기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야기 진행에 방해 되지 않는

다. 과거의 사실을 독자들에게 제공 해주기 때문에 독자가 이야

기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내적 회상은 이야기가 진행 된 이후에 일어나는 일로서 이야기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 외적 회상은 이야기의 본 

줄거리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줄거리를 방해하지 않

는다. 그러나 내적 회상의 경우에는 회상의 시간장이 중심 줄거

리의 시간장 속에 포함되기 중복과 충돌, 간섭의 상황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간섭의 문제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내적 회상이 

기준서사의 내용에 연관 관계를 갖지 않는 경우를 이질적 내적 

회상법(analcrncs intermes hctcrodicgetiguc)이라 하고, 기준서

사에 간섭을 하는 경우를 동질적 내적 회상법(analcrncs 

5) 위의 논문, 김미자,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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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s hctcrodicgetiguc)이라 한다. 동질적 내적 회상법은 보

충적 회상법과 반복적 회상법으로 또 나누어진다.6)

보충적 회상법은 전체 이야기 중 과거의 한 부분을 빼 놓았다

가 이야기 진행 중 보충하는 방식이다. 이 회상법은 이야기에서 

중요한 한 부분을 잠정적으로 빼 놓았다가 이야기의 진행에 따라 

빠진 부분을 메우는 형식을 취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야기를 

보충해서 놓을 때는 단 한 가지의 사건이나 사실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고 과거의 시간 중 반복적으로 빠져 있는 부분에 메

워 넣는 사건들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이 반복적 회상법이다.7) 사

건이나 인물을 설명 할 때 회상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조금씩 

진실을 밝히는 경우가 있다. 이 방법은 회상을 통한 성장이나 변

화를 나타내기도 한다. 반복적 회상법에는 주제와 상관없이 반복

적으로 먼 옛날을 회상하는 부분회상과 기본 이야기와 연결되어 

작품 전체를 되돌아보는 과정을 이루는 완전 회상 등이 있다. 

이처럼 내적 회상은 인물의 다음 행동에 대한 정보를 독자에게 

미리 던져 줄뿐만 아니라 줄거리를 전혀 다른 방향을 끌고 가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이유로 내적 회상은 기존 

줄거리를 벗어나 새로운 방향으로 이야기를 풀어내고 싶을 때 사

용되는 회상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내적 회상은 기본 서

사를 반복하거나 그것과 충돌할 위험을 안고 있으므로 사용처가 

매우 미미하다.8)보통 내적 회상은 등장인물의 회상 대화, 독백, 

심리적 회상으로 표현된다. 내적 회상법은 기존 이야기의 흐름에

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으로 풀어 나갈 때 쓰는 대표적인 회상법

이다. 

마지막으로 혼합적 회상은 독자에게 알려 줘야 할 회상의 내용

이나 사건이 이야기가 시작하는 시점보다 먼저 시작하여 이야기

가 시작 한 후에야 비로소 완결 되는 경우를 말한다. 즉, 이야기 

6) 위의 논문, 성효영, p31.

7) 위의 논문, 성효영, p32.

8) 위의 논문, 성효영,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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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전에 일어난 사건이 원인이 되어 이야기가 시작한 이후에 

사건의 결과로 사용되어 이야기를 물의 없이 연결시켜주는 역할

을 한다. 이런 회상은 판타지 만화나 추리 만화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년 탐정 김전일에서는 이미 살해 된 시체를 

발견되고, 그 후 김전일이 나타나 범인을 잡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때 살인 사건은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사건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이야기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리하면 내적 회상은 이야기 진행 중에 일어난 사건을 주인공

들이 회상을 통해 밝히는 것이고, 혼합적 회상은 이미 일어난 사

건이 이야기가 시작되어 이야기의 진행 원인과 결과에 영향을 미

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2. 회상의 주체와 기능

회상이란 행위는 기억을 되살리는 행위를 뜻한다. 즉, 기억의 

재구성이다. 그런 의미로 회상이라는 행위는 수동적이라고 보다 

능동적으로 새로운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회상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누가 회상하느

냐에 회상 구조의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회상의 주체가 주 인물인지 아니면 부 인물인지에 따라 독자가 

느끼는 중요도는 달라지 게  된다. 그러므로 회상이 주 인물과 

부 인물의 회상 구조의 특성에 대해 알아 봐야 한다. 

(1) 주 인물이 회상할 때

회상을 하는 주체가 주 인물이다. 주인공의 관점으로 과거의 

사실을 재구성하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강한 몰입 감을 줄 수 있

다. 특히 1인칭 시점일 경우 이런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주인공의 관점에서 회상을 하기 때문에 회상에서 밝혀진 과거의 

이야기는 독자들에게 선입감으로 작용한다. 또한 1인칭 시점일 

경우 회상은 주로 내적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을 보인다. 무

엇보다 주 인물이 회상이 중요한 이유는 과거 사건의 재해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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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주제를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독자들은 주인공을 동

일시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주인공의 회상 구조를 통해 주제를 부

각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2) 부 인물이 회상할 때

부 인물이 회상 하는 경우 과거 사건의 재해석뿐만 아니라 정

보 전달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이때 제공되는 정보는 새로운 

정보일수도 있고, 이미 한번 나왔던 사건의 정보를 다시 재구성

하는 것 일수도 있다. 또한 작가가 일부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후 이를 수정하는데 이용할 수 도 있다. 예를 소년탐정 김전일
에서 김전일의 주변 인물이 잘못 된 정보를 알았고 그냥 지나쳤

는데, 김전일의 활약으로 사건이 해결된 후 회상을 통해 잘못된 

정보가 수정될 수 있다. 

주변인물의 눈을 통해서만 사건을 볼 수밖에 없었던 독자들은 

작가 제공한 정보의 함정에 빠져 들 수밖에 없고, 작가가 의도한 

대로 움직이게 된다. 이럴 경우 독자들은 작가에게 배신감을 느

끼게 된다.

제라르 주네트는 이를‘보충하는 회고’혹은‘되돌아옴의 회

고’라고 불렀다. 이것은 사건이 발생한 후에 서술에서 빠졌던 

틈새를 채우는 회상이다. 있을 자리에서 빠지고 후에 보충되는 

회상이기에 시간의 흐름과 다소 무관한 성격을 띤다. 이처럼 먼

저 채워져야 할 틈새는 시간의 연속성을 단순하고 순수하게 깨뜨

릴 뿐이다9)

(3) 회상 구조의 기능

첫째, 회상 구조는 이야기의 속도감을 높여 준다. 누구의 회상

이던 회상이 이야기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회상은 작

가의 의도에 따라 이야기는 멈추기도 하고, 시간을 건너뛰기도 

한다. 이야기에서 회상 구조는 서사의 속도와 템포와 관련이 있

9) 위의 논문. pp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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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야기의 템포는 서사의 흐름을 빠르게 하거나 혹은 느리게 

하는 등 속도를 리드미컬하게 변화를 주어 독자의 몰입 감을 높

여준다. 회상은 이야기를 요약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템포를 빠르게 한다. 특히 알려지지 않는 과거를 회상 할 때는 

독자에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과거의 

재해석을 통해 정보가 정리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템포는 빨라

진다.

둘째, 회상이 반복성을 가지면 이야기의 속도가 느려지게 한

다. 회상의 기본 성질은 진행되고 이야기를 멈추게 한다는 점이

다. 여기에 이미 알고 있는 정보가 반복해서 제공된다면 독자들

은 지루함을 느끼게 된다. 회상은 인위적으로 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다. 작가는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회상을 남발하

는 경우 발생한다. 또한 작가가 의도적으로 이야기 속도를 늦추

기 위해 작가가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이에 해당 된다. 

셋째, 회상 구조는 긴장감을 주어 몰입 감을 높인다. 우리는 

현재의 시간을 중심으로 과거와 미래를 이야기한다. 과거는 지나

간 것으로, 현재는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미래는 아직 오지 않

은 것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여기서 체험된 시간은 불협화음을 

이루고 균열된 시간의 체험이다. 균열은 무의미와 혼동을 의미한

다. 이를 정신의‘이완(distentio)’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그러한 불협화음과 균열을 극복하려는 정신

의‘긴장’(intentio)으로 또 다른 시간 체험을 만든다. 그래서 

시간체험이란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의 균열을 통합

하려는 정신의 긴장으로 나타낸다.10) 여기서 말하는 정신적 긴장

은 정보의 제공 유무와 관련이 있다. 펠란(J. Phelan)는 사건 진

행의 측면에서 텍스트가 함축하고 있는 기본 원리를 ‘불안정성

(instabilities)' - '긴장(tension)' - '해결(resolution)'의 과

정을 따른다고 하였다. 이 개념은 ’긴장‘의 의미와 일맥상통한

다. 펠란은 모든 서사는 불안정한 사건의 나열 속에서 점차 긴장

10) 정재석, 한국 현대소설의 시간구조, 새미, 2013,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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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사건이 부각되며, 그 사건이 해결되면서 끝이 난다고 보았다. 

펠란의 논의가 사건 내용의 진행 과정에 중점을 둔 거라면, 긴장

과 이완의 의미는 정보의 제시 방식에 중점을 둔 것이다.11)

이 처럼 이야기에 대한 정보가 정확히 제공된다면 작품을 읽는 

독자는 이야기에 대한 이해도가 상승하여 긴장감이 조성되고, 이

는 곧 몰입 감으로 연결된다. 회상 구조는 감추어 두었던 사건의 

정보를 회상을 통해 제공함으로 써 작품에 대한 몰입 감을 상승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Ⅲ. <무빙>의 회상 구조 분석

<무빙>의 회상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 인물과 부 

인물 회상을 구분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무빙>의 주 인물은 

남녀 주인공인 김봉석과 장희수로 한정하고, 나머지 인물을 부 

인물로 설정하였다. 

11) Jamesn Phelan, Reading People, Read Plots, Character, Progression, and the
Interpretation of Narrative, The university of Chiago Press, 1989, pp.111∼
116. 참조, 정재석, 앞의 책, p.56. 에서 재인용.

회차 주 인물 회상 회상 내용

2화 김봉석 회상

1997년 주인공 김봉석의 어린 시절이 

회상된다. 아기인 김봉석은 공중에 뜨게 

되고, 걱정이 된 부모님은 병원에 가서 

김봉석을 검사한다.

3화 
김봉석 회상

어린 시절 공중에 뜬 채 슈퍼맨을 흉내 내며 

영웅이 된 김봉석. 하지만 시샘이 많은 

친구가 김봉석을 흉내 내다가 크게 다친다. 

어머니는 친구 어머니에게 사과를 한다. 이후 

김봉석은 자라서 고3이 된다.

4화 장희수 회상

한 달 전 이라는 내레이션과 함께 시작한다. 

3학년 2학기에 전학을 온 장희수의 사연을 

소개한다. 담임선생님에게 가정형평상 서울에 

있는 대학 그리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학에 가야 한다고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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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 포기해야 한다고도 말한다. 

담임선생님은 체대를 권한다. 한 달 후 여자 

주인공은 어려운 가정 형편 상 자신이 대학을 

가는 길은 혼자라도 열심히 뛰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5화

김봉석과 

장희수 공동 

회상

지각을 하지 않기 위해 김봉석과 장희수는 

교문을 향해 뛰어간다. 아슬아슬하게 교문 

문에 도착하기 전에 도착한 김봉수. 하지만 

뒤따라 달려 온 장희수가 김봉수를 살짝 

밀치고, 김봉수는 강하게 넘어진다. 그 

바람에 두 사람 모두 지각을 하게 된다. 두 

사람은 옷을 갈아입고 개학식에 참가한다. 

장희수 

회상(회상 속 

회상)

장희수는 봉석을 살짝 밀쳤는데 봉석이 붕 

떠서 넘어지는 장면을 회상한다.

김봉석 

회상(회상 속 

회상)

김봉석은 지각을 하지 않기 위해 뛰어가다 

보니 몸이 붕 뜨는 걸 느낀다. 이때 장희수가 

자신의 몸을 살짝 밀자 강하게 넘어지고 

말았다. 

9화 장희수 회상

장희수가 김봉석의 능력을 눈치 채는 장면을 

떠 올린다. 그리고 지금까지 김봉석의 행동 

중에 의심스러웠던 장면들도 회상한다. 

10화 장희수 회상
장희수가 일진 애들과 17:1로 싸우는 장면을 

떠올린다. 

11화 김봉석 회상
장희수가 자신을 애틋하게 바라보는 모습 

회상 한다.

12화 장희수 회상 

장희수가 왕따 당한 친구를 도와주다가 

친구를 괴롭히는 일진 애들과 싸우게 되는 

과정을 떠올린다. 그리고 싸움 도중에 자신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

14화 김봉석 회상

김봉석이 장희수를 만나기 위해 2층에서 

점프를 하면서 다이어트 때문에 식사 조절을 

하고 있는 장면을 떠 올리다.

15화 김봉석 회상

어린 시절 공중에 떠 오른 자신과 그걸 

붙잡으려는 엄마를 지키기 위해 공중에 

떠오른 아빠의 모습을 떠올린다.

30화 장희수 회상
최일환이 자신에게 새로운 체육관을 

소개시켜준 장면을 떠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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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 인물의 회상

33화

김봉석 회상 1

높이 뛰고 싶을 때 뛰라는 엄마의 말을 

떠올린다. 그리고 아빠가 가르쳐 준 방법대로 

날아오른다.

김봉석 회상 2

어린 시절 슈퍼맨 흉내를 내며 날았던 시절, 

아이들이 웃으면서 자신을 바라보던 모습을 

떠올린다.

37화 김봉석 회상
장희수를 처음 만났을 때, 운동하는 장희수를 

응원하던 모습을 떠올린다. 

45화 장희수 회상 김봉석과 행복했던 모습 떠올린다. 

회차 부 인물 회상 회상 내용

11화

이미현 회상 1

모기(감시 로봇)의 시선으로 10화에서 

봉석과 장희수의 움직임을 관찰하던 장면을 

보여줌. 이미현에게 파괴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미현 회상 2
김봉석과 장희수가 같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장면을 떠올린다.

13화 이강훈 회상

이강훈의 시점에서 전학 온 장희수를 

지켜보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강훈이 능력자라는 사실도 알려준다.

15화
장원주 회상

장희수가 일진 애들과 싸움 때문에 퇴학당한 

후 어떻게 정원 고등학교로 전학 갔는지를 

보여준다.

16화 김두식 회상

1987년 비행기 폭발을 막지 못한 사건을 

회상. 그리고 6년이 지난 후 정보원으로 

나타나는 장면도 보여준다.

17화 이미현 회상

안기부 요원인 김두식과 이미현의 과거 

이야기. 두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는지를 보여준다.

18화

이미현 회상
김두식과 이미현의 과거 안기부 시절 

이야기가 계속 된다. 

김두식(회상 

속 회상 1)

김두식이 이미현이 자신에게 접근 했을 때 

모습을 떠올린다. 

김두식(회상 

속 회상 2)

김두식이 이미현이 의심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장주원과 모종의 계획을 짜는 장면을 

보여준다.

19화 이미현 회상 안기부에서 도망쳤던 김두식과 이미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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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고, 김봉석을 낳는다. 그러던 어느 

날 김두식은 사라지고, 이미현은 김봉석을 

키우며 김두식을 기다린다. 

20화 장주원 회상

젊은 시절 깡패였던 장주원.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몸에 난 상처도 금방 회복되는 

능력을 가졌다. 그런 장주원은 군대에 가게 

되고, 지뢰 폭발 사고에서 살아남은 후 

안기부로 오게 되는 사연을 회상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두식을 만나게 된다. 

21화

장주원(회상 

속 회상)

장주원이 결혼을 약속한 애인을 만나는 

장면을 보여준다.

장주원 회상

김두식과 함께 안기부 임부를 수행하던 

시절을 회상한다. 그리고 김두식이 떠나던 

장면을 겹쳐서 회상한다.

22화 장주원 회상

김두식이 떠난 후 안기부가 해체되고, 

국정원이 들어선다. 좌천된 장주원은 아내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민다. 하지만 민 

차장의 유혹에 넘어가 다시 예전에 했던 

일을 한다. 그러다 아내와 아이가 사고를 

당해 아내가 죽고 만다.

23화 장주원 회상
새로운 능력자 이재만을 만나게 되는 부분을 

회상한다.

24화 장주원 회상
장주원과 이재만이 청계천 아래 지하도에서 

치열하게 싸운다.

25화 장주원 회상

장주원은 아들이 보고 싶다는 이재만의 

호소에 그를 놔준다. 민 차장은 다시 

이재만을 잡는 과정에서 이재만의 아들이 

능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능력이 

유전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26화 이미현 회상
김봉석이 자기 반에 같은 능력자가 있다고 

말하는 장면을 떠올린다.

28화

최일환 회상
국정원 요원이었던 최일환이 신분을 

위장하는 블랙이 된 과정을 보여준다.

장주원 회상
추운 겨울, 잡혀간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 

어린 이강훈을 돌봐주던 장면을 떠올린다.

29화
최일환 회상 1

최일환이 블랙이 돼서 학생들의 등급을 

매기며 등급외 등급을 찾는 과정을 

보여준다.

최일환 회상 2 군대 시절, 무장공비 소탕작전에서 장주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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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살려줬던 장면을 떠올린다.

장주원 회상
이미현이 자신을 스치고 지나간 장면을 

회상한다.

32화 최일환 회상
최일환이 검도대회에서 상을 탔던 때를 

떠올린다.

34화 이미현 회상
안기부 시절 임무를 부여 받고, 김두식을 

만났던 장면을 떠올린다.

35화

북한 

공작원들 

회상

김덕윤을 비롯한 북한 출신 능력자들의 

캐릭터 설명 한다.

36화

김두식 회상

민차장과 다시 만나 협박을 받는다. 그리고 

마지막 임무를 하기 위해 북한으로 떠나고 

함정에 빠진다.

정준화 회상
북한 시절, 절벽에서 살아남아 9472부대원이 

되는 모습을 떠올린다.

38화

최일환 회상
이강훈에게 선생님 말을 잘 들으라고 했던 

장면을 떠올린다.

권용득 회상
북한에서 지옥 훈련을 받던 모습을 

떠올린다.

박찬일 회상
북한에서 지옥 훈련을 받던 모습을 

떠올린다.

39화

이미현 회상
능력이 상실되었다고 믿게 하기 위해 

위장하는 장희수의 모습 보여준다.

이미현(회상 

속 회상) 

김두식이 장주원과 조직에서서 벗어나는 

법을 말하던 장면.

40화

장주원 회상

딸 장희수가 학원비 때문에 울고 있는 

모습을 먼발치에서 바라보던 장면을 

떠올린다.

배재학 회상 1
북한에서 김두식에게 총을 겨누던 모습을 

떠올린다.

배재학 회상 2
북한에서 극한의 훈련을 받던 장면 

떠올린다.

41화

이강훈 회상
아버지 이재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대해 

회상.

이재만 회상
장주원을 알아보고, 장주원과 싸웠던 장면 

떠올린다.

43화

배재학 회상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임무 수행하다 실패 

했을 때를 떠올린다.

이미현 회상
북한 공작원들을 사살하면서 김봉석과 

행복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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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부 인물의 회상

주 인물과 부 인물로 분류한 <무빙>의 회상구조를 제라르 주네

트의 세 가지 회상 구조에 대입해보면 다음과 같다. <무빙>에서

는 서사 기준 시간 전에 일어난 사건인 외적 회상은 보이지 않는

다. 주 인물인 김봉석과 장희수 부모들이 겪은 과거는 김봉석과 

장희수의 입장에서 보면 서사 기준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 

이야기는 16화 이후에 독립된 회상으로 등장함으로써 서사진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무빙>에는 외적 회상 구조

가 쓰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무빙>의 회상 구조는 이야기가 진행 된 이후에 일어나는 일로

서 이야기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내적 회상과 연관이 있다. 

내적 회상은 보충적 회상법과 반복적 회상법으로 나뉜다. 첫 번

째 보충적 회상법에 해당하는 회상은 북한 공작원 김덕윤의 회상 

장면이다. 

첫 번째 보충적 회상법에 해당하는 회상은 북한 공작원 김덕윤

의 회상 장면이다. <그림 2>은 1994년, 민 차장의 명령을 받고 

주석궁에 잠입한 김두식이 김일성을 암살하는 일을 회상하는 장

면이다. 회상의 주체인 김덕윤의 시점에서 보면 앞으로 계속 해

서 나올 회상 중 일부이므로 반복회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무

빙>의 전체 서사구조에서 보면 보충 회상에 해당한다. 

김두식은 이야기 초반에 등장하다 아무 설명 없이 사라진다. 

44화

북한 

공작원들 

회상

각자 죽어가면서 마지막 훈련 모습들을 

회상한다.

45화

권용득 회상
절벽에 매달려 있는 자신을 몰아치던 

김덕윤에 대해 회상한다.

이미현 회상
김봉석에게 다름 사람 마음을 헤아리라고 

말했던 장면을 떠올린다.

정준화 회상
절벽에서 훈련 받다가 어머니를 떠올리던 

모습 회상한다.

민차장 회상
최일환이 배신할 것 예상하고 새로운 요원을 

배치한 사실을 회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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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는 독자에게 김두식이 사

라진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빙>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김두

식의 실종 이야기와 직간접적

으로 연관 된 채 일어난다. 

김두식의 실종에 대한 독자들

의 궁금증이 극에 달했을 때 

김덕윤의 회상을 통해 그 이

유를 설명해 준다. 그러므로 

이 회상은 전체 서사 중 과거

의 한 부분을 빼놓고 있다가 

나중에 보여주는 보충적 회상

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두 번째, 반복적 회상은 

<무빙> 회상들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무빙>에는 등장하는 

캐릭터 마다 사연을 가지고 있고, 그 사연들이 이야기 전개 과정

에서 반복적으로 회상 되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림 3>와 <그림 4>는 장희수가 일진 애들과 17:1로 싸우는 

회상 장면이다. <무빙>에서 작가는 두 번에 걸쳐 회상을 반복적

으로 사용하므로 써 장희수가 능력자임을 밝히고 있다. <무빙>은 

그림 2. 35화 김덕윤 회상

 그림 3. 10화 장희수 회상  그림 4. 12화 장희수 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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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회상을 통해 등장인물의 성장이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회상을 통해 이야기의 흐름을 바꾼 또한 반복적 회상의 특

징이라고 할 수 있다. <무빙>에는 장희수의 회상처럼 각자 등장

인물들의 처한 상황들을 반복적 회상함으로써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무빙>에서의 혼합적 회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

다. 혼합적 회상은 회상의 내용이 되는 사건이 서사의 기준 시간 

보다 먼저 시작되어서 기준 시간보다 늦게 완료 되어야 한다. 

<무빙>의 서사의 기준 시간은 김봉석과 장희수이 참가한 3-2학기 

개학식이다. 서사의 기준 시간 이전에 벌어진 사건은 김봉석과 

장희수의 부모 세대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이다. 부모 세대가 

겪은 사건들은 서사의 기준 시간보다 먼저 벌어진 일이지만 서사

의 기준 시간 보다 늦게 마무리 된다. 그러므로 <무빙>에서의 혼

합적 회상은 김봉석과 장희수의 부모 세대 회상이라고 할 수 있

다.

정리하자면 <무빙>에서는 외적회상은 쓰이지 않았고, 보충적 

회상과 반복적 회상 그리고 혼합적 회상이 사용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회상 구조의 발생 빈도를 살펴보면 주 인물의 회

상이 17번, 부 인물의 회상이 45번 일어나서 총 62번의 회상이 

발생하였다. 이는 회당 1.37번의 회상 구조가 일어났음을 의미한

다. 이런 빈번한 회상 구조의 사용은 <무빙>의 이야기 구조가 부

모세대에서 벌어진 사건이 자식세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구

조 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무빙>은 아들인 김봉석의 고등학교 3학년 개학식부터 

이야기가 시작하기 때문에 진행에 필요한 많은 정보가 회상 구조

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보 제공을 통한 몰입 감의 

형성도 회상 구조를 통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보충적 회상에 

해당하는 북한 공작원 김덕윤의 회상은 이야기 초반에 사라졌던 

김두식에 관한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공하므로 써 극적 긴장감을 

조성하게 된다. 또한 반복적 회상에 해당되는 장희수의 회상을 

통해 자신의 능력 때문에 괴물로 불리었던 장희수의 과거를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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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다음 이야기 진행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동시에 몰입 감도 올려 주는 것이다. 

이처럼 회상 구조를 통한 정보 제공은 이야기에 대한 이해도를 

올려 독자로 하여금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게 하는 긴장감을 조성

하게 된다. 그리고 그 긴장감은 작품에 대한 몰입 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Ⅳ. 결론

이야기에서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고 작가는 예상, 요

약, 서술, 생략, 회상기법등을 통해 시간의 구조를 짜왔다. 특히 

사건이 일어난 순서의 뒤바꿈을 통해 이야기를 전개 시키는 회상 

구조는 이야기의 진행 속도를 조절하면서 몰입 도를 높여 주는 

시간 구조 이다. 제라르 주네트는 회상 구조를 세 가지로 구분하

였는데 외적 회상과 내적 회상 그리고 혼합적 회상이다. 본고에

서는 회상 구조가 이야기를 읽는 독자의 몰입 도를 높여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라르 주네트의 회상 구조를 대입하여 강

풀의 웹툰 <무빙>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무빙>에서는 주 인물의 회상이 17번, 부 인물의 회

상이 45번 일어나서 총 62번의 회상이 발생하였다. 이는 회당 

1.37번의 회상 구조가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야기 전개 

있어 외적회상은 존재하지 않았고, 보충적 회상과 반복적 회상 

그리고 혼합적 회상이 사용되었다. <무빙>은 이런 회상 구조를 

통해 이야기의 속도감을 빠르게 하기도 하고 늦추게 하기도 하면

서 이야기의 속도를 조절하였다. 무엇보다 <무빙>에서의 회상 구

조가 중요한 점은 회상 구조를 통해 이야기 전개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공함으로 써 모입 감을 높여주고 있다는 사

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본 연구는 서사만화에서 회상 구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중 회상 구조가 작품의 몰입 감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몰입 감은 만화의 재미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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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내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상 구조

를 통한 몰입 감에 대한 연구가 계속 된다면 향후 만화의 재미에 

대한 연구로 연결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직 서사만화

에서 서사구조의 연구는 아직 미진한 편이고, 이 때문에 만화에

서의 서사 구조 연구는 대부분 소설에서의 서사 이론을 빌려 오

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소설과 만화는 본질적으로 다른 영역

이다. 앞으로 만화에 맞는 서사구조를 연구발전 시켜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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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retrospective structure in narrative comics

-Focusing on webtoon <Moving>-

Kim, Seong-jae · Lee, Hae-kwang

Time is an indispensable element in creating a story. This makes 

comics artists use various time techniques such as prolepsis, 

summary, ellipsis and flashback to increase immersion in story when 

they create comics. This is intended to make a study on 

retrospective structure among various temporal structures. 

Retrospective structure means progress in different time sequence, 

and increases immersion by making readers become strained or 

relaxed. Besides, retrospective structure plays a role of 

increasing or decreasing the pace of story. The person who 

systematically put the retrospective structure into shape is Gérard 

Genette. He in his book Narrative Discourse classified 

retrospective structure into three types. These are made up of 

structure of analepse externes, analepse internes and analepse 

mixted.      

This makes a study on retrospective structure in narrative comics 

based on Gérard Genette's retrospective structure. To this end, Kang 

Full's webtoon <Moving> was analyzed. The reason to analyze Kang 

Full's <Moving> is that this work has storyline where things 

happening in parental generation is interwined with things in 

offspring generation, accordingly this is work suitable for 

studying the retrospective structure. This study is intended to 

examine whether three retrospective structures suggested by Gérard 

Genette are actually used through an analysis of <Moving>, and as a 

result, it is intended to prove the fact that retrospective 

structure has an effect on immersion in work.  

Key words: Narrative, structure, time, analepsis, webtoon, Kang 

Full, Moving, imm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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