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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1920-30년대 만화의 특징을 분석해 식민지 조선의 대중문화 

속에 발현되는 웃음의 정서를 살펴보고, 이 시기 만화의 웃음이 어떠한 영향 관계 

속에서 조선 만화의 미학을 체계화해 나갔는지 밝히는 데에 있다. 1920-30년대 대

중문화 안에서 유머/웃음은 센티멘털이라는 음울한 분위기가 감도는 전반적인 분

위기에서 새롭게 부상한 감각이었으며, 그 감각을 대중들에게 보여주고 전유시키

며 부상한 매체가 바로 만화였다. 식민지 조선 만화의 미학적 문법이 어떠한 영향 

관계 안에서 조선 만화의 특성을 체계화해 나갔는지 밝히기 위해 본고에서는 

1920-30년대 만화가운데 인접 장르를 각색한 만화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이 각색 

과정을 통해 어떻게 교합하고 이 안에서 무엇을 취사선택 했는지 분석함으로써 만

화가 대중성, 즉 웃음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해 나갔는지 규명했다. 코믹스가 처음 

등장했던 1920년대에는 모자람을 통해 흥미로움을 전달하는 인물, 사건전개에 따

른 장면전환, 복수라는 통속성을 가미해 코믹스의 문법적 기틀을 마련했다. 덧붙여 

모험과 기담, 쫓고 쫓기는 긴장감을 주는 활극성도 1920년대 코믹스에 등장하는 

요소였다. 이는 1910년대부터 유행했던 희활극 영화와 모험을 모티프로 한 번안·

번역 소설을 읽던 대중독자를 만화로 유입하는 데 유효했다. 모험과 여행이라는 활

극적 상상력을 갖춘 번역 소설인 <허풍선이 남작의 모험기담>은 활극성을 더욱 가

미하는 방향으로 각색되었다. 이는 ‘사랑의 성취’라는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함께 

긴장감을 불어 넣으면서 통쾌함을 선사했다. 게다가 식민지 경성을 배경으로 각색

함으로써 독자들에게 피식민지인의 대리물로서 통렬한 복수와 통쾌함도 제공했다. 

한편 1920년대에 기틀이 마련된 코믹스는 1930년대에 이르면 보다 통속화되는데, 

김규택의 만문만화는 이를 잘 보여준다. 1920년대 만문만화가 세태풍자에 그쳤다

면, 김규택의 만문만화는 1930년대 유행했던 에로그로넌센스의 감각을 끌어들여 

독자로 하여금 보다 통쾌한 웃음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키워드 : 근대 만화, 코믹스, 카툰, 만문만화, 웃음, 통속, 대중, 미학, 활극, 웅

초, 김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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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본 연구의 목적은 1920-30년대 만화의 특징을 분석해 식민지 

조선의 대중문화 속에 발현된 웃음의 정서를 살펴보고, 이 시기 

만화의 웃음이 어떠한 영향 관계 속에서 조선 만화의 미학을 체

계화해 나갔는지 밝히는 데 있다.  

식민지 조선이라고 하면 흔히 한, 우울, 눈물과 같은 센티멘털

의 정서로 표상되어 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시기에 

‘웃음’을 담당하는 만화가 당대인들의 정서에 부응하며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었다는 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물론 웃

음의 서사가 식민지 시기에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소화와 재

담, 골계에 관한 이야기는 조선시대 이전부터 있었다. 또한 식민

지 시기의 대중문화 속에서 웃음을 구현한 매체가 만화만 존재한 

것도 아니다. 코미디 영화와 유머소설, 만담, 라디오 방송과 축

음기와 같은 음반 산업 등에서도 웃음은 존재했으며 대중문화의 

한 영역을 차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화는 다른 매체에 비

해 전달 방법이나 가독성 면에서 우월해 식민지 시기 전체에 걸

쳐 지속적으로 등장했으며, 영화나 축음기, 라디오가 기계 발달

에 따라 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에 비해 만화는 인쇄기술이 도

입된 1900년 초반부터 그 기반을 마련해 왔다. 따라서 만화는 고

전적인 웃음이 근대적 ‘웃음’으로 전유되는 시점, 근대적 매체

에서 그러한 웃음이 등장하게 되는 문화적 자장, 쾌락과 오락이

라는 근대 감각과 대중 주체의 욕망의 접점에서 등장했고, 그로 

인해 다양한 매체 간의 이합과 교합이 이루어진 식민지의 문화 

장을 여실히 보여주는 매체로 위치해 있다. 

이 시기의 만화는 단행본이 아닌 신문·잡지의 지면에서만 등

장한다. 식민지 지식인들은 지배담론에 대항하는 여론을 형성하

기 위해 신문·잡지에 만화를 게재했으며, 때로는 신문·잡지의 

판매부수를 늘리기 위해 웃음을 상업화한 도구로써 만화를 게재

하기도 했다.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 역시 피식민지인들



153

의 일상을 규율화하거나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고자 만화를 게재

하고 현상공모하기도 했다. 이렇게 만화가 이용될 수 있었던 것

은 만화가 가지는 가독성과 편의성이 다른 매체에 비해 훨씬 경

제적이었고 위화감 없이 수용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문

식력이 없는 계층을 위해 만화는 효과적인 선전 도구가 되기도 

했다. 

 본 연구는 이 지점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한다. 만화가 

지배담론을 선전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대중이 그 웃음으로부터 

반응했다는 것은 만화에서 재현하고 구현하는 웃음에 대중이 공

감했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드물지만 대중들은 그것을 다시 

만화창작이라는 생산으로 이어갔다. 문자를 위주로 한 문학이 지

(知)의 영역에서 학생과 지식인과 같은 엘리트계층의 향유물 이

었다면, 만화는 이해가 쉽고 누구나 그릴 수 있는 자유로운 형식

이었다.1) 각희(씨름) 대회장에서 동네 청년들이 자신을 만화로 

그렸다며 폭력을 휘두른 고리대금업자 송공우의 기사에서처럼2), 

만화의 무형식성은 대중들로부터 만화 매체에 대한 접근을 용이

하게 만들었다. 

1920년대 초부터 만화가 신문·잡지에 꾸준히 게재되는 과정에

서 만화는 양적 생산을 거듭했으며, 1930년을 전후한 시기에는 

독자 구성에 따른 질적 변화가 촉발되었다. 문식력이 있는 지식

인과 학생을 중심으로 한 신문·잡지에만 게재되던 것이 1930년

을 전후해서는 여성과 보통학교 정도의 아동에 이르기까지 독자

로 포섭하게 된다.3) 물론 이는 신문·잡지의 독자 기획과 연동되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

음.(NRF-2014S1A5B5A01013512)

**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연구원

*** 이 논문은 2014년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발간하는 『만화포럼 칸』에 게재

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1) 안석영과 최영수는 자신들의 글에서 ‘漫’이 만화를 대표하는 형식이며, 이

는 곧 ‘자유로운 형식’임을 강조했다. 그 외에도 이은상, 강한인 등도 만화

의 자유로움, 무형식성을 강조하는 글을 기고하기도 했다. 

2) 「醜貌 그렷다고 漫畵家 亂打」, 『동아일보』, 1937.7.8. 

3) 이에 대해서는 서은영, “한국근대만화의 전개와 문화적 의미”,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 박사학위 논문(201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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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말하면 당대인들이 만화의 정체성과 

그 효과를 확실히 인지한 것이기도 하다. 즉 당대 대중문화 안에

서 유머/웃음은 센티멘털이라는 음울함이 감도는 전반적인 분위

기 안에서 새롭게 부상한 감각이었으며, 그 감각을 대중들에게 

보여주고 전유시킨 가장 적합한 매체가 바로 만화였던 것이다.  

한편 1920-30년대의 만화는 식민지 조선의 ‘웃음’을 담당하

는 대중문화의 하나로 부상하기도 하지만, 만화라는 매체 자체도 

양적 생산과 질적 성장을 거두는 중요한 시기였다. 식민지 조선

의 지식인들은 1900년대 초부터 일본과 중국, 그리고 미국을 통

해 근대적 매체인 만화를 접하게 된다. 『대한민보』의 이도영을 

비롯해 『붉은 저고리』, 『아이들보이』, 『새별』에 아동용 만

화를 게재한 최남선, 미국에서 귀국 후 『매일신보』 사장의 후

원으로 일본으로 만화를 공부하러 간 김동성에 이르기까지, 우리

나라 만화의 시작은 주변국과의 영향 관계 안에 놓여 있다. 하지

만 만화가 형성, 정착된 이후인 1930년대가 되면 식민지 조선의 

만화가들은 자생적으로 자신들만의 문체(文體)를 드러내게 된

다.4) 이들의 문체는 분명 자연발생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식

민지 조선 만화의 웃음의 문법이 어떠한 영향 관계 안에서 조선 

만화의 미학성을 체계화해 나갔는지 밝히는 작업 역시 수행되어

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를 밝히기 위해 1920-30년대 만화가 인접 

장르와 어떻게 교합하고 그  안에서 무엇을 취사선택 했는지 분

석할 것이다. 이는 곧 만화가 대중성, 즉 웃음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해 나갔는지에 대해 일부분 해명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1920년대와 30년대에 걸쳐 신문, 잡

지에 게재된 코믹스와 만문만화를 연구대상으로 한정한다. 즉 정

4) 여기에서 ‘문체(文體)’란 만화 미학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요모타 이누

히코가 사용한 용어이다. 그에 따르면 ‘문체’란, “만화가가 작품을 집필하

는 데 채용하는 어떤 일정한 선의 상태, 텍스트의 촉감, 특징적인 과장법, 생

략, 암시, 은유, 도치, 반복과 같은 문채(figual)의 개성으로, 언어학을 모방

하여 ‘문체’라고 이름 붙인” 것이다. (요모타 이누히코, 김이랑 역, 『만

화원론』, 시공사, 2000. p.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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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성을 담보로 하는 시사만화와 한 컷의 단발적인 만화는 제외한

다. 시사만화는 총독부의 통치정책과 피식민 국가의 매체적 속성

을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유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코믹스, 

만문만화, 컷 만화와는 또 다른 지점에서 연구되어야 하기 때문

이다.5) 식민지 시기의 만화는 시사만화로 출발해 다양한 컷 만화

들이 등장하였고, 1920년대가 되면 본격적으로 코믹스와 만문만

화, 그리고 한 컷 만화들이 난립했다. 컷 만화들은 카툰의 양식

을 취하면서 시사만화나 코믹스와는 또 다른 형태로 존재했고 때

로는 특집 기사 형식으로 게재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컷 만화의 내용은 시의성에 따라 산발적이며, 그로 인해 단발

적으로 끝나기 때문에 연속성을 지니며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코믹스와 만문만화와는 별개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

에서는 코믹스와 만문만화가 다양한 매체와 레퍼토리를 넘나들며 

새로운 시도들을 이어온 과정을 통해 만화가 웃음을 확보해 나간 

방식과 그 사이에서 취득한 식민지 조선 만화의 특징들을 살펴볼 

것이다.   

 

Ⅱ. 코믹스의 문법화: <허생전>

1924년 시작된 장편 스토리 연재만화는 만화 양식의 한 축을 

형성하면서 다양한 레퍼토리를 구성하게 된다. 근대 매체가 등장

했을지라도 대중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전통 연희나 고전 소설, 

딱지본 소설이 유행하고 있었다. 만화는 이러한 시류에 편승해 

고전 소설을 코믹스로 각색하기에 이르는데, <허생전>, <모던 심

청전>, <모던 춘향전>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들 작품은 1920

5) 식민지 시기의 만화 장르 명칭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체적으

로 시사만화/코믹스/만문만화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안에 속하지 않는 

한 컷 내지는 다수의 컷 만화들이 존재하며, 이것들은 명명할 만한 명칭은 아

직 없다. 이 만화들은 신문 보다는 잡지에 게재되며 잡지의 빈 공란을 채우거

나 혹은 편집 기획에 의해 몇 페이지에 걸친 지면을 할애 받아 게재되고, 한 

컷이 대부분이다. 중요한 점은 이 컷 만화들이 대부분 유머를 전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들이라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컷 만화’로 명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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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와 30년대를 거치면서 만화가 지향했던 웃음의 정서가 변모

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일명 김규택의 “모던” 시리즈는 단순히 

“모던”을 붙임으로써 당대의 시류를 반영했다는 기존의 논의에

서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 김규택이 주목한 “모던”의 실체에 

접근해야만 시속을 통과하는 웃음의 정서에 보다 근접할 수 있

다. 그것은 바로 1920년대 <허생전>에서 보여준 통속성이 1930년

대로 접어들면서 “모던”이라는 명목 하에 보다 구체화되기 때

문이다.   

우선 <허생전>은 1927년 1월1일부터 4월 25일까지 『동아일

보』에 게재된 4컷 코믹스다. 이 작품은 이광수가 연암 박지원의 

<허생전>을 패러디해 1923년 12월 1일부터 1924년 3월 21일까지 

『동아일보』에 연재한 소설을 만화로 각색했다. 그러나 만화 

<허생전>은 작품에 대한 소개는 물론이거니와 작자조차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왜 연암의 작품이 아닌 이광수의 작품을 각색했는

지, 또한 당시 대중적으로 성공을 거둔 소설들이 있었음에도 <허

생전>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당시 만화기술, 만화이론은 물론이거니와 만화가도 많지 않

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설에서 만화로 장르를 전환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다만, 이광수의 <허생전>이 근 4개

월 동안 소제목으로 나눠 하루치씩 연재되었기 때문에 스토리를 

에피소드별로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 코믹스로 각색하는데 유효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당시 많은 신문연재 

소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허생전>을 원작으로 삼았는가에 

대한 충분한 해명은 되지 못한다. 

1920년대 중반은 한 명의 주인공이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끌어

가는 장편 연재 코믹스가 성행하고 있었다. 장편 연재 코믹스는 

성격-만화에서는 캐릭터라고 해야겠지만, 당시 시대성을 고려해 

‘성격’으로 사용한다- 이 확실히 부여된 인물이 전체의 서사를 

이끌어야 하고, 에피소드가 분절되어 있지만 연재형식으로 이어

져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총체적인 서사를 이루어야 한다. <멍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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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를 비롯하여 <엉터리>, <마리아의 반생> 등 1920년대 신문

의 만화는 전반적으로 장편연재 코믹스가 주를 이루었다. 소설 

<허생전>은 ‘허생’이라는 한 인물이 지속적으로 등장했기에 하

나의 거대한 서사를 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역시 소설의 

‘장면전환’을 활용하면 여타의 신문 연재소설들도 코믹스로 각

색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만화 <허생전>은 원작인 이광수의 <허생전>이 지닌 통

속성에 주목했다고 할 수 있다. 이광수의 <허생전>은 원작의 모

티프를 변형, 재창조하는 과정에서 흥미로운 인물 설정, 다양한 

사건 전개, 원한과 복수라는 통속적 장면의 배치로 인해 연재소

설로서 독자의 ‘재미’를 의식하고 각색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6) 이러한 통속성은 코믹스의 유머와 잘 부합했다. 이는 곧 

1920년대 코믹스가 제공해야할 ‘웃음’의 정서가 무엇이었는가

에 대한 고민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통속성’이라는 넓은 

함의에서 다소 모자란 인물을 통한 웃음과 다양한 장소에서 벌어

지는 사건 전개, 그리고 정-반의 장면 배치는 1920년대 대부분의 

코믹스들이 보여준 웃음의 미학이었다. 이는 곧 코믹스를 선보인

지 불과 2년 남짓 지난 시점에서 식민지 조선의 코믹스들이 보여

주는 일종의 문법과도 같았다. 

식민지 조선에서 코믹스를 최초로 선보인 동시에 최장 기간 연

재하며 만화 연재에 성공했던 <멍텅구리>를 살펴보면 당대 코믹

스의 문법이 확연히 드러난다. 주인공인 최멍텅은 이름 그대로 

멍텅구리다. 그는 1920년대 선망의 대상이었던 모던보이지만, 실

상은 지방에 계신 부모님께 생활비를 의탁하며 지내며 늘 엉뚱한 

일에 휘말린다. 그가 활동사진의 배우로 취직해 “신가 대장”

을 맡게 된 에피소드는 멍터구리의 성격을 단적으로 제시한다. 

그는“낙시대를 들어메고 고개짓하고 엉덩이 흔들거리며 안다

리거름으로” “생병신” 역할을 분장한 후, 걷다가 넘어진다(그

림1). 모자람을 통해 흥미로움을 전달하는 인물의 등장. 이것은 

6) 김경민, “허생전의 패러디소설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7.8)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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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최초의 희극이 바로 <병자삼인>이었다는 점과도 연계되며, 

웃음을 유발하는 인물의 성격이 어떠해야 한다는 당대인의 정서

를 보여준다.

그림17) 그림28)  그림39)  그림410)

다만, 당시 신문연재 소설에서 최멍텅과 같은 성격의 인물을 

찾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만화 <허생전>의 허생이 원작이 지닌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코믹스 <허생전>은 등장인물 중 

돌쇠와 이방의 성격에 해학성을 부여함으로써 코믹스의 주인공이 

지니지 못한 점을 보충했다(그림2). 특히 돌쇠는 시종일관 허생

을 쫓아다니면서 자주 등장함으로써 허생이 지니지 못한 성격적 

결함을 독자들에게 잦은 빈도로 노출시키게 되고, 이는 허생을 

대리해 웃음을 유발하는 기능을 충실히 이행한다.  

한편 만화 <허생전>은 이야기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돌쇠, 이

방, 문흡, 제주목사와 같은 등장인물을 추가시키고, 이에 따라 

장소와 사건이 수시로 전환된다. 허생은 한 장소에서 사건을 해

7) 『조선일보』, 1925.8.26. 69회. 

8) 『동아일보』, 1927.2.7. 34회.

9) 『동아일보』, 1927.2.18. 45회. 

10) 『동아일보』, 1927.3.1. 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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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고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해 새로운 사건을 해결하는 영웅적인 

면모를 보이지만, 무엇보다 이 과정 자체가 다양한 장면전환을 

이룬다는 점에서 새로운 에피소드로 자주 전환되어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총 108회에 걸쳐 구성된 코믹스 <허생

전>의 소제목은 다음과 같다. 

(제목없음11)) - 변집사집-안성장-과일무역-도적-웬 사람?-안성출발

-강경도착-배를 몰아사다-강경장-큰일났습니다-돈과 계집으로-아버

지의 원수(怨讐)-제주목사-말총흉년-홍총각-변산도적-새나라를 찾

아서-이듬해-이야기-새나라로-옛나라로-나라에서 부르심.12)

허생은 결국 자신의 집을 떠나 다시 귀환하는 여정과 변집사에

게 진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라는 두 개의 서사가 주요 플롯으

로 작동한다. 이 과정에서 허생은 자신의 집에서 출발해 안성, 

강경, 변산에서 다시 자신의 집에 이르기까지 전국을 돌아다니

며, 과일무역에서 말총 장사, 도적의 두목이 되기까지 다양한 사

건을 전개하기에 이른다. 수시로 이동하는 장소들은 새로운 국면

을 맞게된다. 이는 <멍텅구리>가 보여주었던 이야기 전개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하다. 동시기에 연재되었던 <엉터리>나 <바보의 

하로일>이 한정된 장소에서 이야기가 진행되었던 것을 고려한다

면, <멍텅구리>의 인기는 단순히 모자란 인물의 엉뚱한 행동에 

머무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당대의 코믹스는 인물의 성격과 

더불어 수시로 전환되는 장소의 이동과 그에 따른 장면 전환이 

유머를 작동하는 주요 기제였다. 

한편, 만화 <허생전>은 돈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사건의 

중심이 되고 있다. <돈과 계집으로>에서는 자기 계집을 팔아 돈

을 챙기려는 마을 주민들이 등장하며(그림3), <아버지의 원수>에

11) 1927.1.1.-1.6일까지는 제목 없이 연재되었다. 

12) 참고로 이광수의 <허생전>의 소제목은 다음과 같다. 

   《변진사-안성장-과일무역-과일흉년-도적-허생의 본색-웬 사람-그 이튿날-요

놈의 자식-배를 몰아사다-장에 난 것은 모조리 사라-돈과 계집일래-아버지의 

원수-제주목사-산년 공관-변산도적-새나라-옛나라로-돌아와서-나라의 부르심-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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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아버지의 빚으로 인해 가정이 해체된 문흡의 사연이 주된 

모티프가 된다(그림4). 또한 <제주목사>에서는 높은 임금을 제시

해 제주도의 모든 장정을 모으고 이로 인해 탐관오리인 제주목사

를 쫓아내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즉, 제주목사라는 벼슬보다 

돈이 더 큰 힘을 가지며, 돈이 곧 권력이 되는 철저한 자본주의

에 기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허생전>은 돈이 최고의 가치인 

자본주의 사회의 부상과 자본에 밀려 파멸한 인물을 그려내고 근

대적 영웅인 허생이 등장해 이들의 원수를 갚고 구원해준다. 

이와 같은 원한과 복수의 서사는 독자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긴

장과 이완의 독서체험을 가능케 한다. 근대화되던 경성의 화려함 

이면에 은폐된 고리대금과 가난, 착취와 핍박으로 인한 민족적 

현실의 고발과, 이를 해결해주는 허생의 영웅성은 독자들에게 통

쾌함을 대리만족케 했다. 이는 <멍텅구리>의 최멍텅이 매번 윤바

람에게 당하기만 하다가 역으로 윤바람을 골탕먹임으로써 오는 

통쾌함과 견줄만 하다. 이처럼 엉뚱하고 부족한 인물과 다양한 

장면전환을 통한 사건 전개,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긴장

과 이완을 적절히 안배하는 것이 1920년대 코믹스의 미학이었다

면, 1930년대는 이것을 이어받으면서 한편으로는 ‘모던’이라는 

기치 아래 더욱 통속화되었다. 

Ⅲ. 모험의 차용과 활극화 : <허풍선이 모험기담>

1920년대 들어서면서 교육열의 향상과 독서인구의 증가, 출판

자본의 증대와 인쇄기술의 발달은 출판 서적의 다양한 레퍼토리

를 개발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 1920년대 초반의 언론과 출

판문화가 유연해진 덕분에 문학번역도 유례없는 활황세를 누렸는

데, 이는 1910년대 번역출판을 주도한 김교제, 최남선과는 다른 

국면에서 번역문학의 범람을 가져왔다.13) 14) 외국서적의 번역‧번

13) 박진영, 「홍난파와 번역가의 탄생」, 『코기토』11집, 부산대학교 인문학연

구소, 2011.8. pp.62-63.

14) 톨스토이, 투르게네프, 뒤마, 졸라의 소설부터 괴테, 셰익스피어, 오스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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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 1920년대 초입의 문화 장을 형성하면서 식민지 조선의 독서

대중들에게 외국 작품은 그리 이질적인 것은 아니었다. 대중은 

이미 신파극으로 만들어져 흥행하고 있던 번안소설에 익숙해져 

있었다. 1910년대 중반부터 ‘재미’와 ‘쾌락’에 대한 분위기

가 형성되었으며15), 서구 활극영화들이 제공하는 스펙터클한 시

각적 경험들은 문자 위주인 소설 읽기에도 새로운 변화를 요구했

다. 1920년대에 호명된 청년/학생, 신여성, 소년/어린이는 1910

년대에 번안소설을 읽고 신파극에 눈물을 흘리던 대중이 유동적

으로 변한 것일 뿐, 1910년대의 대중과 단절된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문학의 고급화와 신문학의 예술성을 강조하는 고급독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번역번안(탐정)소설을 읽고 연애소설을 탐닉하

는 대중독자로서 1920년대의 신문‧잡지의 주된 독자대상이었다. 

신문‧잡지의 만화들 역시 대중 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그들의 취

향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기획되었다. 

『동아일보』가 처음으로 선보인 코믹스인 <허풍선이> 시리즈

(1925.1.23.-1925.5.)는 번역․번안 소설에 익숙한 대중독자를 대

상으로 기획되었다.16) <허풍선이>는 루돌프 에리히 라스페의 <허

풍선이 남작의 모험>을 원작으로 한다.17)18) 이 소설은은 1913년 

일드, 입센의 희곡, 지금 우리 시대라면 낯설기 짝이 없는 주더만, 뮈세, 샤

토브리앙의 소설은 물론이려니와 셜록 홈스 시리즈나 아르센 뤼팽 시리즈가 

번역되기 시작한 것도 1920년대 상반기의 일이다.(박진영, 「문학청년으로서 

번역가 이상수와 번역의 운명」, 『돈암어문학』 제 24집, 2011. p.60.) 또한 

방정환은 어린이지에 이솝우화의 동화를 소개하고 안데르센과 그림형제의 동

화를 번역‧수록했다.(김화선․안미영, 「1920년대 서구 전래동화의 번역과 번역 

주체의 욕망-『동명』에 소개된 그림동화를 중심으로」,『어문연구』53

호,2007. pp.332-333.) 방정환이 일본 유학 중 알게된 안데르센‧페로‧오스카 

와이드 등의 동화를 모은 <사랑의 선물>이 1922년 출간된 이후 1920년대 중반

까지 어른과 아이 모두가 읽는 식민지 시대 최대의 베스트셀러였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천정환, 『근대의 책읽기』,푸른역사, 2003.pp.216-217.)

15) 서은영, 「1910년대 만화의 전개와 내용적 특질 : 『매일신보』게재 만화를 

중심으로」, 『만화애니메이션연구』30호,2013.3 참조.

16) 당시『동아일보』가 코믹스를 게재하기 전에 이미 『시대일보』에서는 1924

년 미국 국제통신사와 특약을 맺어 <엉석바지>를 연재하는 등 만화에서도 외

국 작품의 전재(轉載)나 수용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17) <허풍선이> 시리즈는 『동아일보』에서 다음과 같이 연재된다. 

  <허풍선이 모험기담>, 『동아일보』, 1925.1.23.-4.22. 

  <허풍선이>, 『동아일보』, 1925.4.2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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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관에서 <허풍선이 모험기담>이라는 제목으로 간행한 바 있

다. 신문관은 원작을 22개의 목록으로 번역하면서 총 8개의 이야

기에 삽화를 배치해 소설의 내용을 압축적이면서도 풍자적으로 

표현했다.19) 1912-13년에 집중적으로 발표된 신문관 번역소설은 

대중의 변화된 취향과 수요에 발 빠르게 부응한 출판사의 전략이 

맞아떨어진 결과였다.20) 1917년 『매일신보』에는 <허풍선이 모

험기담>을 비롯해 같은 시기에 발행된 신문관 번역 소설 광고가 

실리기도 했으며21), <불상 동무>는 1926년 11월 13일 “현대소

년구락부 동화대회”에서 <후란다스의 소년>이라는 제목으로 구

연되기도 했다.22) 

1919년을 지나면서 번역‧번안의 양상도 변모하게 되지만, 1910

년대에 간행되었던 신문관의 번역소설은 1920년대 들어서도 여전

히 유통‧소비되고 있었다. <허풍선이 남작의 모험기담>은 신문관 

번역소설 이후 새롭게 번역되거나 완역되었다는 기사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지만, 1920년대에도 신문관 번역소설 뿐만 아니라 

일본어 서적으로 읽혔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학생들에게는 연

애소설, 모험, 탐정소설이 인기 있었으며, 그 가운데 모험소설은 

사냥‧여행․기담 등을 소재로 한 것으로 일본어 소설과 번역물이 

주로 읽혔고, 이들이 대중적 인기를 얻자 조선 작가들의 소설에

   참고로, <허풍선이> 시리즈는 1925년 4월22일 이전에는 밭 전(田)字 형태였지

만, 4월 24일부터 눈 목(目)字 형태로 바뀐다. 

18) 한편, 시사만화와 밭 田자 형태의 4컷 만화를 먼저 선보인 『동아일보』였지

만, 재미와 유머에 치중한 코믹스 게재에는 한 발 늦은 셈이었다. 이에 『동

아일보』는 1925년 일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안석영을 미술기자로 채용하고 

본격적으로 코믹스를 게재하기 시작했다. 

19) 권두연, 「신문관 단행본 번역소설 연구」, 『사이』 제 5권, 국제한국문학

문화학회, 2008. pp.119-124. 

   권두현에 따르면, 신문관 번역소설인 허풍선이 모험기담에 삽입된 삽화는 다

음과 같다. 

   대풍과 외나무 이약이(2쪽), 와 악어 이약이(9쪽), 말멍에통을 메인 승냥

이 이약이(14쪽), 그 양반 쥰마 이약이(23쪽), 큰물ㅅ고기 이약이(41쪽), 
마 이약이(48쪽), 흰 곰 이약이(54쪽), 월궁세계구경갓든 이약이(68쪽) 이다. 

20) 박진영, 『신문관 번역소설 전집』, 소명, 2010. pp.715-716.

21) 권두연, 「신문관 출판활동의 구조적 측면 연구(2); 서적 목록과 광고를 중

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제 44권, 민족문학사학회, 2010. pp.298-229. 

22) 『동아일보』, 19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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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러한 요소가 적극적으로 인입되기도 했다.23) 

이처럼 <허풍선이 모험기담> 은 번역 소설 가운데서도 이러한 

대중의 취향이 반영된 장르물 이었으며, 1920년대 초반에 새롭게 

번역된 소설이 아니라 1913년 발간된 이후 꾸준히 읽혀왔던 소설

로 회자되어 왔다. 다른 신문들에 비해 코믹스 게재가 늦은 『동

아일보』 입장에서는 이미 소비된 이야기로 친숙한 서적이면서, 

동시에 모험과 여행이라는 활극적 상상력을 갖춘 번역소설인 <허

풍선이 남작의 모험기담>을 만화로 각색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로써 후발주자로서의 결점을 이국적‧이질적인 경험이 가능한 스토

리로 만회하고자 했다.

  그림524)  그림625)        그림726) 

만화는 소설 <허풍선이 남작의 모험>의 몇 가지 에피소드와 소

재만을 차용하고 조선의 사정에 맞게 각색했다.27) 이 과정에서 

23) 천정환, “앞의 책”, pp.361-362. 

24) 『동아일보』, 1925.1.28. 3회 

25) 『동아일보』, 1925.5.23.

26) 『동아일보』, 1925.4.3.27회.

27) 만화의 저본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큰 신문관출판사의 <허풍선이 모험기담>

의 소제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문관 <허풍선이 모험기담>

대풍과 외나무 이야기 / 사자와 악어 이야기 /쌓인 눈과 솟은 탑의 이

야기 / 말 멍에 통을 메인 승냥이 이야기/ 들 돼지와 멧돼지 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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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가 확장되었다. “쌓인 눈과 솟은 탑의 이야기”, “말 멍에 

통을 메인 승냥이 이야기”, “큰 물고기의 이야기”(만화10,11

화)는 거의 그대로 가져오고, 그 외에는 단편적인 모티프만을 차

용하는 방식으로 각색했다. 예를 들어, 원작에서 러시아 황후의 

구혼을 거절했던 에피소드(13화)는 만화 <허풍선이>에서 여성만 

사는 왕국을 지휘하는 여왕의 구혼을 거절하는 것으로 바뀌었으

며, 사자, 식인종, 악어의 등장은 소재만 차용했을 뿐 원작과 그 

내용은 다르게 구성되었다.

이러한 소재 자체는 모험과 기담에 관한 독자의 관심과 취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였다. 게다가 당대 최고의 화두였던 ‘연

애’모티프를 추가하면서 보다 활극적으로 변모되었다. 소설에는 

없는 여자친구(방울)와의 사랑은 허풍선이가 모험을 떠나게 되는 

요인이었고, 방울이의 도움으로 허풍선은 위험에서 구출되지만 

역으로 그녀 때문에 쫓기는 신세가 되기도 한다. 당시 뜨거웠던 

연애열풍과 이미 <멍텅구리>의 연애서사로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조선일보』를 견제하고자 했던 의도로 연애 서사가 가미되었겠

지만, 실제로 연애는 서사가 진행될수록 모험의 대서사를 촉발하

는 계기로 작동한다.  

이처럼 <허풍선이>는 <허풍선이 남작모험>이 가진 모험의 모티

프에 활극성을 더욱 가미하는 방향으로 각색을 진행했다. 소설 

<허풍선이 남작의 모험>이 모험과 여행을 모티프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쫓고 쫓기는 요소가 내포되어 있지만, 만화는 이 장

면에 ‘사랑의 성취’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었기에 보다 

수사슴과 벚나무 이야기 / 곰과 승냥이 이야기 / 그 양반 준마 이야기 

/ 토이기 콩과 달의 이야기 /얼었던 나발 소리 이야기 / 고래와 군함 

이야기 / 큰 물고기의 이야기 / 지브롤터 에웠던 이야기/ 해마 이야기 

/ 새우나무 이야기/ 흰곰 이야기/ 사로잡힌 사람을 구원한 이야기 /사

냥개 덜렁이 이야기 /월궁 세계 구경 갔던 이야기 / 오리 사냥하던 이

야기/ 대포알 타고 염탐하던 이야기/ 대포아귀에서 자던 이야기 (이상, 

신문관 발행의 <허풍선이 모험긔담>은 박진영, 『신문관 번역소설 전

집』, 소명출판사, 2010.을 바탕으로 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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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진진하게 진행되었다. 이는 허풍선이의 쫓기는 장면에 긴장

감을 불어넣었고, 이 긴장감이 높을수록 허풍선의 무사 귀환은 

통쾌함을 제공했다(그림7). 

뿐만 아니라 활극이 펼쳐지는 장소에 식민지 조선의 경성을 첨

가함으로써 쫓고 쫓기는 긴장감은 식민지 조선인들에게 실재감을 

부여했다. 만화 <허풍선이 모험기담>의 15화에서는 “양국(洋國-

인용자)나라 배불둑이 허풍선이가 공중여행을 하다가 조선에 오

게되어” 종로경찰서에 떨어지게 된다. 허풍선이가 경관들에게 

쫓겨 좌충우돌하며 종로통을 누비다 포승당한 줄을 풀고 수 백 

명의 경관을 물리치고 도망가는 장면이 16회부터 29회까지 절반

을 차지한다. 허풍선이는 남의 양복을 빼앗아 입고 달아나고 경

관을 골탕먹이며 어느 집 앞에서는 봉변을 당한다. 게다가 어린

아이들한테마저 놀림을 받기 일수이다. 부랑자를 쫓는 경관과 그

들을 골탕 먹이려다 오히려 된통 자신이 놀림을 당하는 허풍선이

의 모습은 추격전을 방불케 하며, 그 사이사이에 넘어지거나 망

가지는 모습은 슬랩스틱 코미디를 연상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경성에서의 허풍선이의 추격전은 피식민지인의 대리물로서 통

렬한 복수와 통쾌함을 제공했다. 

이처럼 식민지 조선에서 코믹스가 등장한 초기에는 일종의 

“우수운 것”의 소재를 활극적 자장 안에서 찾았다. 1927년 1월

호 『어린이』에 게재된 <로이도의 독갑이 잡기>(총22컷)는 표제

에서부터 “활동만화 대희활극”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조선일

보』에 게재된 윤석중의 <숨박국질> 상단에는 “映畵漫畵”라고 

부기되어 있다.28) “활동만화”, “영화만화”라는 용어는 1920

28) <숨박국질>은 1928.4.25.-4.26까지 총 2회에 걸쳐 『조선일보』에 게재된 아

동만화이다. 만화 상단에는 윤석중 그린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손상익은 그의 책에서 “우연히 같은 이름일 뿐 당시 양정고보에 재학 중이었

던 본인은 만화를 창작한 적이 없다”고, 윤석중의 전언을 서술하고 있다. 

‘윤석중’이라는 작자로 표기된 만화는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1930년 2월 12일자 『동아일보』에 “그림노래”로 게재된 윤석중의 <헌신짝>

이라는 작품에는 윤석중이 그린 것으로 보이는 그림이 글과 함께 게재되어 있

다. 남궁인 역시 <코끼리의 눈>이라는 그림동화에서 직접 그린 것으로 추정되

는 그림과 함께 게재했으며, 그 외에도 이 당시의 아동문학 관련자들이 그림

과 글을 직접 그린 사례가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아, <숨박국질>의 작자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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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후반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이 시기에 대중적인 인기를 얻

었던 영화와 활동사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쫓고 쫓기

는 내용을 에피소드로 다룬다는 점에서 당시 유행했던 희활극의 

코믹과 모험적 요소를 모티프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희활

극과 코믹스의 속성이 잘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로이도의 독갑

이 잡기>, <숨박국질> 외에도 당시의 코믹스에는 추격전을 방불

케 하는 내용이 자주 등장했다. 말을 타고 가다 야만인들이 쫓아

오자 비행기 날개를 달고 날아가거나(『어린이』 2권 11호), <복

동군의 모험>(『아희생활』, 1927.6-1928.9), <허풍선이 모험기

담>(『동아일보』, 1925.1.23.-5.23)과 같이 모험, 탐험, 활극은 

코믹스 등장 초기부터 주된 소재로 차용될 정도로 주요한 요소였

다.

그림8. <로이도 독갑이 잡기> , 『어린이』 5권 1호

Ⅳ.“모던”의 허상과 통속화 : 김규택의 만문만화

1930년대 만문만화의 한 획을 그었던 김규택은 고전소설 <심청

전>과 <춘향전>,<흥부전>을 각색한 만화를 발표했다29). 그 가운

석중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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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모던 춘향전>과 <모던 심청전>은 고전소설의 각색을 통해 

1930년대 만화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웃음의 정서를 엿볼 수 있

다. 우선 “예리하고 풍자적이기는 하지만 심하게 불쾌하지 않

고, 잔혹하지 않”은 만문만화는 식민지 조선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직설적이고 본격적인 사회 비판이 불가능해진 상황에

서 태어났다.30) 식민지 조선에서는 1925년 안석영에 의해 처음으

로 등장했으며, 1930년대 들어서자 신문 잡지에 만문만화가 빠짐

없이 실리는 등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다. 1930년 12월 7일자 

『조선일보』 신춘현상문예 모집에는 “1930년을 회고하거나 

1931년의 전망이거나 시사, 시대, 풍조를 소재로 하되, 글(文)은 

1행 14자 50행 이내”라는 만문만화의 형식이 명시되어, 단편 소

설, 시, 학생문예, 소년문예와 함께 문예의 한 장르로 규정되어 

있었다.31) 만문만화에는 “1행 14자 50행 이내”의 짧은 산문이 

첨가된 경우도 있었지만, 이후에는 4쪽, 5쪽 분량의 긴 산문이 

덧붙여지거나 소설과 같은 긴 서사장르와 결합하는 경우도 생겨

났다.32) 

 김규택은 코믹스, 소설의 삽화, 잡지 표지뿐만 아니라 만문만

화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영역을 구축해 나갔으며, 최영수와 더불

어 1930년대 신문 잡지의 만문만화를 이끌었다. <제일선>에서는 

그를 “조선 만화만문계의 넘버원”으로 소개하기도 했다.33) 당

29) 고전소설을 각색한 그의 작품 연보는 다음과 같다. 

<모던 춘향전>, 『제일선』,1932.11-1933.3.

<모던 심청전>, 『조광』, 1935.3-1936.6.

<만화흥부전>, 『여성』, 1940.10-1940.12.

<억지춘향전>, 『조광』, 1941.2-1941.7. 

30) 신명직, 『모던뽀이, 경성을 거닐다』,현실문화연구, 2003. pp. 9-10. 

31) 신명직, “앞의 책”, p.10. 

32) 오카모토 잇페이의 경우 <人の一生(사람의 일생)>이라는 작품을 1921년부터 

시작해 1926년까지 연재했다. 이 작품은 1921년 5월 2일부터 1922년 3월 13일

까지 연재 후 작가의 세계 일주 때문에 중단되었고, 귀국 후, 부녀계로 옮겨

서 1924년 7월호부터 1926년 5월호까지 계속되었다. 다다노 히토나리라는 평

범한 사람의 탄생‧교육‧직업 편력‧결혼‧취직‧육아‧출세, 나아가 야심(국회의원이 

되어 활약)이란 인생 항로를 그린 장편만문만화를 그리기도 했다. 시미즈 이

사오, 『일본 만화의 역사』, pp. 131-133 참조. 이처럼 만문만화는 몇 년에 

걸쳐 창작해 그 분량은 소설에 견줄만 하다. 

33) 『제일선』 후기, 1932.1월호.(고은지, 「1930년대 대중문화 속의 ‘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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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선보였던 만문만화란 일반적으로 하나의 테마에 1컷, 연속된 

테마라 할지라도 3-4컷의 그림과 글이 고작이었지만, 김규택의 

그것은 30-40컷의 글과 그림들로 연속되어 있어 안석영이나 최영

수의 형식과도 달랐다.34) 안석영과 최영수가 근대화된 도시 경성

의 풍경을 직접적으로 풍자했다면, 김규택은 고전소설 <춘향전>

과 <심청전>을 모티프삼아 “모던”화한 작업을 행하면서 당시 

세태를 풍자하는 우회적인 방향을 선택함으로써 자신만의 스타일

을 구현했다. 

김규택은 1932년부터 1941년까지 <모던 춘향전>, <모던 심청

전>, <만화흥부전>, <억지 춘향전>을 발표한다.35) <춘향전>은 당

대 대중문화를 선도했던 최첨단 유행문화와 적극적으로 접속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 다양한 양식으로 변주된 수많은 20세기적 

‘춘향’ 텍스트들이 생산되었고, 소비자들에게 선택받기 위해 

경쟁했다.36) 이는 <심청전>도 마찬가지였다. 창극과 신파극을 중

심으로 대중(통속)극으로 창작되었으며37), 신극 단체인 토월회에

전’의 모던화 양상과 그 의미」, 『민족문학사연구』제 34호, 민족문학사학

회, 2007. p.281 재인용) 

34) 신명직, 「김규택의 만문만화와 ‘웃음’-모던춘향전‧모던심청전‧억지춘향전을 

중심으로」, 사에구사 도시카쓰 외, 『한국근대문학과 일본』, 소명, 2003. 

p.486.

35) 고은지는 <모던춘향전> 이후의 고전의 모던화 작업은 만문만화가 아닌 소설

의 형식을 띠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은지, “위의 논문”, p.299.) 그 구체

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그림의 과장 여부에 

기준을 두고 있는 듯 보인다. <모던 심청전>의 경우 확실히 <모던 춘향전>에 

비해 만화적 화풍이 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만문만화에 대한 잘못

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모던 심청전>과 <억지 춘향전>, <만화홍보전>은 

<모던 춘향전>과 함께 만문만화의 형식으로 보아야 한다.   

36) 고은지, “위의 논문”, p.281. 

   고은지에 따르면, <극 춘향전>, <가요극 춘향전>과 같은 창극을 비롯하여, 넌

센스 <모던춘향전>, 폭소극 <요절춘향전>, 만극 <流線型 충햔전> 같은 희극 

음반, 신속요 <이별가>, 신민요 <이도령의 노래>, <모던 기생점고> 등 <춘향

전>을 모티프로 새롭게 창작된 유행가로 변주되었으며, 무성영화와 토키영화, 

연극 등으로 제작돼 흥행에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또한, <모던춘향전>은 여

러 <춘향전> 계열 중에서 20세기 활자본으로 널리 유통되고 있었던 <옥중화> 

계열과 친연성이 깊다고 한다.(고은지, “위의 논문”, pp.276-284.) 

37) 민병욱, 「심청전의 장르 패러디적 연구」, 『한국민족문화』23호, 한국민족

문화연구소, 2004.  

   민병욱에 따르면, <심청전>이 공연으로 각색된 것은 1908년 무렵 여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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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심청전>을 각색‧공연해 고전소설의 신연극의 가능성을 시험

했고38), 안석영은 1936년 그의 첫 번째 영화 <심청전>을 제작하

기도 했다. <춘향전>과 <심청전>의 인기는 연극과 영화, 음반뿐

만 아니라 소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활자본 고전소설은 1912년

부터 1930년까지 약 20년 동안 250여 종의 작품이 1,000회 정도 

간행되었는데, <춘향전>은 97회, <삼국지연의> 관련 작품은 43

회, <소운전>은 36회였으며, <심청전>은 33회로 네 번째로 많이 

간행되었다.39) 1920년대 신문학의 열풍이 거센 가운데서도, 고전

소설의 독서 비중은 꾸준히 높았다. 고전 소설 독자는 신문 독자

층과 달랐고, 고전소설 유통체계가 근대적인 유통망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춘향전>과 <조웅전> 같은 고전소설은 여전히 읽히고 

있었다.40) 따라서 <춘향전>과 <심청전>이 만문만화로 변용된 것

은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김규택이 

고전소설을 현대화하는 작업을 통해 의도한 바가 무엇이었으며, 

그 의도가 작품 속에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었는지는 언급될 필요

가 있다. 

이에 대해 신명직은 동일성과 전복성이라는 두 가지의 측면에

서 고찰하고 있다. 전근대적인 것과 근대적인 것의 충돌 과정 안

에서도 전근대적인 것이 자신의 동시대적 상황으로 표현되거나, 

혹은 반대로 독자의 상상력 속에서 둘 간의 충돌과 소통이 교차

하는 순간 “웃음”이 발현되며, 이것이 바로 김규택의 만문만화

의 특징이라는 것이다.41) 비동시성과 동시성이 충돌, 교차하는 

지점에서 바로 김규택이 추구하는 “모던”의 웃음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의 분석은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원작을 각색하는 과

정에서 김규택이 보다 강조하고 싶었던 지점들을 구체화함으로써 

「잡극 심청왕후전」에 이어서 1943년 서항석의 악극 「심청」이다. 신극으로

는 채만식의 <심봉사>(1936년 추정)가 있으며, 유성기 음반 속에 “만극”이

라는 장르로 수록된 <모던 심청전>(1935)이 있다. 

38) C.K 生, 「심청전단평」, 『조선일보』, 1925.10.22. 

39) 최진형, 「심청전의 전승양상; 출판 문화와의 관련을 중심으로」, 『판소리

연구』 19집, 2005. pp. 189-190.

40) 천정환, “앞의 책”, p.296.

41) 신명직, “앞의 논문”, pp. 488-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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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만화가 추구하는 웃음의 지향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림9. 

<모던춘향전>

 그림10. 

<모던심청전> 

그림11.  

<모던심청전>

김규택은 제목에서부터 “모던”을 내세우며 고전소설의 배경

을 1930년대 식민지 조선으로 삼았다. 우선, <모던 춘향전>에서 

이몽룡의 부(父)와 이몽룡이 대화하는 장면이다. 

『이 놈 네 속을 내가 모를줄 아늬 춘향이란 계집애 엇더케 생긴애

냐 말좀 해봐라』

『斷然 모던입니다』

『모던이 무언지 내가 알겟니만서도 너머 하이카라가돼서 집안이나 

망해놋치안켓니』

『천천만의 말슴애요. 제가 확실히 보증합니다』   -『모던춘향

전』21화

이몽룡이 춘향에게 반한 것은 “단연 모던”하기 때문이다. 이 

만문의 만화는 이몽룡의 부와 이몽룡을 통해 세대 간의 대화를 

담고 있다. 고소설『춘향전』을 읽는 구세대와 만문만화 『모던

춘향전』을 읽는 신세대와의 좁혀지지 않는 충돌이 이 한 컷의 

만문만화를 통해 제시된 셈이다. 전근대/근대, 구/신의 충돌과 

교차는 이미 여러 만화에서도 언급된 바 있을 정도로 흔히 등장

하는 소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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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몽룡이 생각하는 모던한 춘향이란 취향은 모던하되 

정조개념은 열부(烈婦)의 상을 지키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다. 

춘향이가 첫날밤을 보내는 대목에서 춘향이의 방은 모던한 춘향

의 취향을 잘 드러낸다. 벽에는 찰리채플린과 클라라 보의 사진

이 걸려있고, 춘향이는 기타를 들고 그녀 앞에는 화투패가 널부

러져 있다(그림9). 그녀는 맥주를 마시며 서울로 상경하는 이몽

룡에게 자신의 치맛감을 부탁한다. 그녀는 변학도가 반할 미색이

기도 하지만, 남원의 작은 시골에서도 도시여성 못지않은 패션센

스를 지닌 듯 보인다. 이는 『모던 심청전』에서도 마찬가지다. 

위스키, 맥주, 축음기, 약/질병(연애씨균), 체신부와 같은 근대

적인 문물과 제도가 작품 곳곳에 배치되어 있으며, 심청의 태교

를 위해 곽씨부인이 벽에 붙여 놓은 그림 역시 나폴레옹, 권투선

수, 서양 여배우 사진이다(그림10). <모던 심청전>에서는 궁핍함

에도 불구하고 임부양생법, 비타민 섭취, 칼슘보급, 생명보험, 

부인영약, 카페 등 근대적인 도시 생활 양식에서만 접할 수 있는 

것들을 향유한다. 

그러나 이들의 모던함은 화려한 겉모습에 그치고 만다. 그리고 

이 모던한 취향을 이몽룡과 춘향, 심봉사 내외만이 지닐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몽룡이 춘향의 모던함에 매력을 느꼈다고 했지만 

춘향의 모 월매는 데카메론을 읽고, 변사또는 색(色)을 밝히는 

데에는 그 누구보다도 모던하다42). 즉 춘향이의 ‘모던함’은 부

르디외(Pierre Bourdieu)가 말하는 계층을 구별짓는 “취향”은 

아닌 것이다. 오히려 이별하는 춘향에게 몽룡이 건넨 것은 블란

서에서 들여온 정조대였다(『모던춘향전』15화). 그는 춘향에게 

“나는 너의 정조를 차압해두기 위하여 이것을 주는 것이니 도라

가는 길로 시급히 사용하여 다오”라며 당부의 말도 잊지 않는

다. 춘향 역시 이에 화답하듯 몽룡이 떠난 뒤부터 상사병을 앓으

며 열녀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모던심청전』의 

42) 변사또는 신임남원부사자축연회를 열면서 기생, 웨이트레스, 밀가루, 갈보, 

각 기생연합의 대표 기생을 불러 오케스트라 음악에 맞춰 서양식 춤을 춘다. 

이에 대해서는 『모던 춘향전』26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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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청은 근대적 직업여성으로 살아가려 하지만 직업소개소에서 그

녀에게 제시한 것은 첩이나 술집에서 몸 파는 직업여성이었다(그

림11).

이렇듯 모던한 일상들이 작품에 구현되고 춘향과 이몽룡은 모

던보이, 모던걸로, 심청은 1930년대의 직업여성으로 분해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 소설이 구현하고자 했던 주제에는 변함

이 없다. 춘향이는 변학도의 수청을 거절해 절개를 지키고, 심청

이는 아버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 김규택은 기존의 서사와 

재창조된 것과의 적절한 긴장을 유지하며 당대의 세태를 반영함

으로써 끊임없이 생산‧소비되던 20세기의 춘향과 심청을 만화라는 

근대적 장르로 편입시켰다. 그리고 그들을 ‘모던’이라는 허상

에 가두었다. 이로부터 비롯되는 전근대적인 것과 근대적인 것 

사이의 이율배반성은 독자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내게 만든다. 이

와 같은 웃음이 조소를 머금은 것으로 1920년대의 안석영도 선보

였던 것이었다면, 김규택은 한발 더 나아가 에로, 그로테스크의 

과잉에서 비롯되는 통쾌함을 자아내는 웃음을 통해 또 다른 축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과잉은 기괴하고도 엽기적인 그림체에서 단적으로 제시

된다. 목이 졸려 눈알과 혀가 튀어나온 몽룡의 모습(그림12)이

나, 춘향의“무서운 얼골의 클러스 업!!”을  “착륙에 가차운 

<Z伯號>”에 비교함으로써 웃음을 자아낸다(그림13)43). 과잉은 

만문에서도 자주 등장하는데, 몽룡이 상경하는 길에 춘향이 그리

워 마흔 여덟 번이나 낙마(落馬)를 하였으며, 춘향에게 보낸 편

지 두루마기가 무려 “일만오천여척”이나 된다(『모던춘향전』

22화). 특히 이러한 과잉은 1930년대 유행하던 에로그로의 감각

과 접목됨으로써 웃음을 유발한다. 고전소설에 등장하는 변사또

의 색향은 에로의 감각과 맞물려 “에로道에 드러서는 斯界의 최

고기록을 保持하고 있는 대선수”로 등장해 후반부 서사를 이끈

43) 최호석은 Z백호가 증기비행선이었던 ‘제플린호’라는 의견과 회충약을 광고

하는 애드벌룬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최호석, 『웅초 김규택의 장편만문만

화에 대한 연구』,『한국언어문학』92호, 2015. p.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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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1920년대의 엉뚱하고 모자란 성격에 갇혀있던 코믹스의 

인물이 보다 다양하게 확장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게다가 변사

또의 에로광적인 모습은 자연스럽게 과잉된 행동의 계기가 되어 

웃음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부분은 만화가 만문을 보완하기도 하

고, 때로는 만문이 만화 컷으로 구현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기

도 한다. 남원골에 도착한 에로광 변사또가 구경꾼들 사이에서 

기생을 찾는 장면은 한 컷의 그림으로 구현되기 힘든 부분을 만

문이 구현하고 있다.44) 

         

     그림12. <모던춘향전>        그림13.<모던춘향전>  

 

  한편 『모던춘향전』의 곳곳에서 드러나는 왜곡과 기괴함 또

한 1930년대의 그로테스크의 감각이 만화에 내재돼 어떻게 웃음

을 자아내는지 보여준다. 이러한 과잉이야말로 만화를 통한 통쾌

한 웃음의 정서를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서울로 상경한 몽룡에

게 춘향은“길 갈 때 여자를 맛나시거든 외면하십시오. 엡부다고 

44) 『밋친개모양으로 두 눈을 홉뜨고 개거품을 흘니며 엇더케 정신업시 전후좌

우를 휘둘너 보앗던지…부채살에 코가 끌려 피나는 줄도 몰낫다한다』(『모던

춘향전』29화)

   그 외에도 남원 고을의 춘향이가 만고일색이라는 말에 기쁜 나머지 이방의 수

염을 뽑아버리는 변사또의 모습(27화), 색향이 짙은 남원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스피드를 요구하는 변사또를 서술한 부분(28화)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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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내시면 나는 죽어서 귀신이 되어 당신의 눈알을 빼먹겟어요!”

라는 답장을 보내며 이에 몽룡은 가위에 눌리겠다며 소스라친다

(23화). 변사또의 수청을 거부한 춘향이 물고문으로 배가 남산만

큼 불러 끌려가자 그녀를 본 마을사람들은 “아이구 엇저면 드러

간지 몃 시간도 못되서 춘향이가 벌서 배가 불너나왔구먼! 사또

가 여간 色魔가 아닌게야”(38화)며 오해하고, 물고문으로 배가 

부른 춘향이 옥 창문에서 물을 토해내자 포졸은 “누가 오좀을 

갈겻!”며 화를 낸다(40화). 1920년대의 만문만화는 서사성을 가

지지 않고 한 컷으로 에피소드를 제시하는 형태였다. 이는 주로 

안석영의 만문만화로 대표되는데, 그 내용은 당대의 세태를 풍자

한 것으로 김규택의 만문만화에서 제시되는 통쾌한 웃음과는 층

위가 다르다. 1920년대에는 이러한 통쾌함을 주로 코믹스에서 담

당했다. 반면 1930년대 김규택의 만문만화는 고전소설을 원작으

로 함으로써 세태를 풍자하는 동시에 만화가 지니는 웃음의 정서

가 보다 통쾌함으로 이동되는, 즉 대중의 흥미를 자극하기 위해 

통속적인 방향으로 차츰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Ⅴ. 결론 

본고는 1920-30년대 만화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로부터 식민지 

조선의 대중문화 속에 발현되는 웃음의 정서를 살펴보고자 했다. 

여기에는 식민지 시기의 “웃음”이라는 것이 ‘어떤 맥락에서 

등장해 웃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도출된다. 천정환의 

말처럼, “(당시에 웃겼던 것이 지금은) 왜 웃기지 않는가”하는 

것은 당시의 사회·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45) “웃음”이라는 것은 철저한 사회·문화적 산물로서 그 

맥락 안에서 이해되어야만 하며, 그랬을 때 비로소 식민지 조선 

대중의 망탈리테를 제대로 독해할 수 있다.

45) 천정환, 「식민지 조선인의 웃음-<삼천리>소재 소화와 신불출 만담의 경

우」, 『역사와 문화』1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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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만화는 1900년대 『대한민보』를 통해 처음으로 등

장해 1920년대가 되면 장르가 분화하고 1930년대에 이르면 성인

에서부터 아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과 계급이 읽는 독물(讀

物)로서 그 위상을 자리매김한다. 근대적 형식의 만화가 들어온 

지 2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동아일보』와 『동명』은 만화를 

통해 자신들의 신문·잡지를 대중화하고자 했으며, 그 전략은 성

공적이었다. 『동아일보』와 『동명』의 성공은 다른 신문·잡지

에도 영향을 끼쳤으며, 만화현상공모 등 독자참여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만화는 대중들에게 웃음을 주는 매체로 자리 

잡았으며 만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활동사진, 연극/가극이 만들

어지고, 직업인으로서의 전문 만화가와 만화가 모임이 등장하기

도 했다. 한국 최초의 코미디 영화가 바로 만화 <멍텅구리>를 소

재로 재구성한 작품이라는 점은 당시 만화가 대중으로부터 웃음

을 전달하는 매체로 상당한 인기를 구가하고 있었음을 방증한

다.46) 이것은 『동아일보』와 『동명』이 본격적으로 만화를 게

재하기 시작한 지 불과 5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그만큼 

만화는 등장하자마자 식민지 대중으로부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

다. 

 본 연구는 이 지점에서 신문·잡지에 게재되었던 만화 가운데 

다른 매체를 각색한 작품의 특징을 분석하고, 식민지 시기 대중

들이 즐겼던 웃음의 정서를 살펴보았다. 만화 자체가 웃음을 목

적으로 하지만 그 ‘웃음’의 질감에는 여러 층위가 존재한다. 

통속적 웃음만을 전달하는 것에서부터 비애를 담은 씁쓸한 웃음

과 자조 섞인 웃음, 대상에 대한 풍자와 조소와 같이 웃음에도 

다양한 감각들이 분화되어 발현되고 있다. 코믹스는 태생적으로 

46) 이에 대한 사례로는 <멍텅구리>에 대한 당시의 반응으로부터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멍텅구리”라는 용어가 신문·잡지의 지면에 출현하게 되는 

것은 만화 <멍텅구리>가 게재된 이후인 1925년에 이르러서이다. 당시의 용례

를 찾아보면 “멍텅구리”라는 말이 만화 성공 이후에 어리석은 사람에 관련

된 사건 기사나 희극 영화에 관례적으로 붙이는 경우가 늘어났다. 이는 <멍텅

구리>라는 만화가 식민지 조선에 불러일으킨 반향이 적지 않았음을 시사해준

다. 또한 만화의 성공은 영화뿐 아니라 가극, 연극 등으로도 공연되었으며, 

일회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몇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공연/상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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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탄생했고,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코믹스는 그러한 장르 

규범을 따랐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세태를 풍자하는 만화도 존재

했고, 1930년대로 접어들면서 코믹스에서도 비애와 자조의 페이

소스가 담긴 웃음이 곳곳에서 포착되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같

은 정서라도 시기에 따라 웃음의 질감이 변화하는 양상이 나타난

다는 점이다. 즉 1920년대에 발생해 대중문화가 번성하는 과정에

서 만화는 다양한 층위의 웃음들을 점진적으로 선보였고, 이는 

곧 식민지 대중이 웃음을 전유하는 방식의 변화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과정에서 변모하는 웃음의 정서 가운데 

한 축을 분석했다. 

1930년대의 이갑기, 최영수, 김규택은 미국과 일본 만화 기법

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미학성을 추구하는 기법을 구축했으며, 그

들에 의해 식민지 조선의 만화가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 

1930년대 만화가들은 만화가 예술이라는 미학적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1920년대를 주도하던 만화가들이 만화 매체를 소개하고 

미국, 일본 만화를 들여와 신문·잡지에 게재하기 급급했다면, 

1930년대 만화는 이러한 시기를 통과하고 만화가 조선 내에서 하

나의 매체로 온전히 자리 잡았던 시기였다. 그 과정에서 만화는 

보다 확고한 자신만의 문법을 형성했고, 어떻게 해야 조선인들을 

웃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의 흔적들을 보여주었다. 

본고에서 분석한 바대로 1920년대 코믹스에서 보여준 통속성과 

1930년대의 만문만화에서 보여준 통속성은 달랐으며, 그에 따라 

그 통쾌함의 질감도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1920

년대 만문만화가 보여주었던 세태풍자 역시 1930년대에는 보다 

노골적이고 원초적인 웃음의 기제로 변모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컷과 네 컷의 차이가 아니며, 특정 작가만의 특성도 아니다. 앞

으로 다른 만화들을 통해 이 논의를 보다 확고히 전개시켜 나가

는 것을 후속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그리고 이는 곧 1930년대 

만화가들이 생각하는 만화 미학에 대한 고민으로 자연스럽게 연

결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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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aughter and Aesthetics of Korea Manwha on 1920-30s

Seo, Eun-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characteristics of the 

1920s and 1930s to analyze the emotions of laughter in the popular 

culture, This period, such as the style of comic books, tools, and 

textures, has been influenced by the influence of the eodi, and it 

is in its way to establish the aesthetic aesthetics of the colonial 

Joseon Dynasty. In the pop culture of the 1920-30s, laughter was a 

new feeling in the gloomy atmosphere of colonial rule. It was the 

comic media that showed the sensation to the public, owned it, and 

injured it. Also, the comic book was an important period in which 

comic books were produced to produc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growth. The study explored how the comics interacted with other 

media in the 1920s and 30s. And the study analyzed what was selected 

in there. This can quickly explain how the comics gained, or how 

they obtained them. This shows how the comics gained, in a way, how 

they obtained laughter.

Key Word; Comics, Manmun Manhwa, laughter, Action film, 

Popularity, Kim Gyut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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