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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노년기의 정신적, 신체적 특징과 변화를 고려해서 노년층과 함께하는 예술

과정을 포함한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방적인 강의 형태가 아니라 함께 참

여하며 체험할 수 있는 문화예술사업이 그림, 연극, 노래, 사진, 회화, 무용, 만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은 인간을 사회적, 정

서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노인의 문화예술교육은 노년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수법 및 프로그램의 다양성에서 한계를 보이

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화콘텐츠는 노인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적절한 교구로

서 충분한 기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만화 창작을 중심으로 창작자 질적 연구를 실시하여 노인 문

화예술교육에 있어서의 만화 수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노인

만화는 일상을 역동적으로 만들어 주는 재미있는 노년의 여가활동이면서 동시에 

주변의 사람들과 연계되는 사회적 통로가 되기도 하였다. 만화를 통해 자신의 인생

을 드러내 보이기도 했고, 떠나간 추억의 존재들을 재조명하는 성찰의 시간, 그리

움의 시간이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외로움을 덜 수 있는 나만의 독특한 시간이었고 

신체적 장애가 치료되는 효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리는 과정에서 애로점

도 경험하였는데 특히, 내가 그리고자 하는 것이 생각대로 잘 그려지지 않을 때 힘

들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 만화가 갖는 다양한 

유용성을 분석하고, 노인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논의해 보았다. 

주제어 : 노년기, 만화, 창작,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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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목적

  최근 평균수명이 늘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년기의 삶

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5년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총 657만 명으로 전체인

구의 약 13.2%를 차지하고 있고, 2030년에는 24.3%로 초고령 사

회(Super Aged Society)에 진입하게 된다(통계청, 2015)1). 

삶의 여정에서 노년기는 자신의 인생을 성찰하고 수용하는 시

기로 에릭슨(Erik Homberger Erikson)은 이 시기를 자아통합의 

과업을 이루는 중요한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인생의 행보가 

개인마다 다르고 그 가운데 발생한 삶의 족적들이 다양할지라고 

죽음을 앞둔 노년기에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스스로 통합시

키는 시간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노인들은 노년기 질병과 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지지 체계가 되어야 할 가족들의 해체를 경험하며 

불안한 경제적 상황으로 빈곤 속에서 살아가는 노인의 수가 급증

하고 있다. 무엇보다 노년기 질병의 발생은 장애로 이어지면서 

일상생활기능 저하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우울, 자살충동을 일으

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성공적인 노화의 가장 큰 걸

림돌이 되고 있다. 

최근 노년기의 이러한 정신적, 신체적 특징과 변화를 고려해서 

노년층과 함께하는 예술과정을 포함한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으

며 일방적인 강의 형태가 아니라 함께 참여하며 체험할 수 있는 

문화예술사업이 그림, 연극, 노래, 사진, 회화, 무용, 만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은 인간

을 사회적, 정서적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스스로의 삶에 대한 생

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2) 본 연구에

1)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2015

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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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노인만화 창작을 중심으로 창작자 질적 연구를 실시하여 노

인 문화예술교육에 있어서의 만화 수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고찰

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적용대상

1) 사례연구 방법의 의의  

본 연구의 목적은 만화라는 교육적 체험을 노인 당사자들이 어

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탐색하기 위한 질적 연구이다. 평생 정

규 교육과정을 접해보지 못했던 노인들에게 만화수업은 어떻게 

해석되고, 그 과정에서 노인들의 만화에 대한 인식 변화, 그리고 

만화체험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파악해봄으로써 만화교육

의 잠재적 효과성을 고찰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질적 연

구 방법 중 하나인 사례연구(Case Study)는 맥락 속에서 여러 가

지 정보(또는 정보원)들을 포함하는 세부적이고 심층적인 자료 

수집을 통해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하나의 ‘경계 지어진 체계’나 

하나의 사례(또는 여러 개의 사례들)를 탐색하는 것이다. 사례는 

단일한 사례일 수도 있고 집합적 사례일 수도 있으며, 복합적인 

현장을 포함할 수도 있고, 현장 내에서도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단일한 사례 또는 하나의 이슈에 초점을 둘 수 있으며(Stake, 

1995; Yin, 1989)3)시간, 과정, 프로그램,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

작용 등을 망라한 하나의 중심적인 경향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연

구방법이다.   

2)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조사는 ‘카툰캠퍼스 시니어 만화창작학교’에 참여했던 65

3) Stake, R,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Thousands Oaks, CA: Sage, 

1995.

   Yin, R. k,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e. Newbury Park. Calif: 

Sage,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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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이상 노인 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6

년 11월 12일에서 11월 13일이며, 참여자는 의도적 표본추출

(purposeful sampling) 방법을 통해 선택했다. 의도적 표본추출

은 연구자가 그려보고 싶은 문제나 과정, 사건 등에 대한 다른 

관점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선택하기도 하며, 평범한 사례들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사례들, 독특한 사례들을 연구목적에 맞게 선택

할 수 있다.  

3) 자료수집

자료 수집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노인 4명을 대상

으로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지'4)를 이용하여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질문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경위, 연구 참

여자가 체험한 수업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 프로그램 참여 전-후

의 만화에 대한 인식 변화, 그리고 자신이 완성한 만화에 대한 

평가 등으로 구성되었다. 인터뷰는 참여자 1인당 평균 1회, 시간

은 30~60분 정도 진행되었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Yin(1989)이 제시한 분석방법을 채택하였다. 사

례전체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holistic analysis)을 통해 만화프

로그램의 참여한 노인들의 경험에서 드러나는 주요 이슈들에 대

한 분석(analysis of themes or issues)을 기술하였다.  

4)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지는 정보원에게 질문할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했다 하

더라도 각 참여자의 고유한 경험을 실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면담이 진행되

는 과정에서 문맥과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도출되도록 하는 인터뷰 유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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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노인만화 창작자의 특성

 ‘노인만화’를 언어적인 차원에서 보면, 첫째, 노인을 대상

으로 하는 만화, 둘째, 노인이 제작한 만화, 셋째, 노인이 등장

하는 만화이다5). 본 연구에서는 둘째, 노인이 제작한 만화를 

‘노인만화’라고 규정하여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로서의 활용 가

능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우선, 만화 제작 주체가 되는 노년

기 창작자의 성격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적 

질병, 배우자와 친구의 죽음, 경제사정의 악화, 사회에서의 은

퇴, 가족으로부터의 소외와 고독감 등으로 인해 우울증이 증가한

다. 둘째, 자신의 사고와 감정에 의해 사건을 판단하고 타인에 

대해 수동적인 자세가 된다. 셋째, 남성은 의존적이고 유해지는 

반면, 여성은 공격적이고 권위적으로 변하는 등 성 역할에 대한 

지각이 변화한다. 넷째, 오래된 사물을 통해 과거를 회상함으로

써 편안함을 얻게 되므로 손때 묻은 물건에 집착한다. 다섯째, 

자기주장이 강해지고 고집이 세어진다. 여섯째, 신체적, 경제적 

능력의 감소로 사회에 대해 심리적 의존성이 생긴다.6)

2. 노인만화 수업의 구성요소

노인만화는 만화를 제작하는 실제 주체인 노년기의 성격 특징

을 고려하여 생물학적, 개념적, 사회적 의미에서 노인들이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학습이 구성되어야 한다. 우선, 만화는 그림과 

글과 컷의 연속적인 전개로 메시지를 전달한다. 만화에서의 메시

지는 만화가의 발상과 의도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만화의 메시

지는 등장인물의 표정, 행동, 대사, 효과선, 만화기호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표현되고 있다. 또한, 만화는 과장

과 생략이라는 표현적 특징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의미전달을 할 

5) 권경민,「노인 만화콘텐츠 창출: 성교육만화를 중심으로」,『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2011, 11(4), pp.132-139 

6) 류종훈, 『노인교육의 이론과 실제』, 학문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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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데, 만화의 이러한 요소는 인지, 사고 능력이 노화된 노

인들이 메시지를 보다 수월하게 표현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사

카모토 이치로(阪本一郎, 1964)는 만화는 지적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추상적 이미지 형성의 심리과정을 생략해

서 기존의 이미지를 제공해서 정신적인 수고를 덜 수 있다. 덧붙

여서, 만화는 연속성과 요약성이라는 특성을 가지므로 한 장에 

표현된 움직임과 변화는 내용을 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으며 중요

한 부분을 강조하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요약적으로 줄

거리를 이해시키는데 적당하며 학습자에게 친근감을 준다고 주장

했다.7) 

또한, 미술치료학에서는 미술이 심리치료에 유용한 다섯 가지 

속성, 1.감각, 2.내면의 시각화, 3.거리두기, 4.보유, 5. 아름다

움이 있다8)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 속성을 만화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만화는 감각적이다. 만화의 시각적 표현들은 

오감을 자극시키고 감각을 활성화하며 기억 속의 감각을 깨워 감

각을 증폭시킨다. 두 번째로 만화의 표현은 내면의 시각화이다. 

만화는 모든 감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만화에는 여러 종류의 

말풍선이 있고 그 중에 독백이나 내면의 소리를 표현하는 말풍선

도 있다. 세 번째는 만화 속의 주인공인 나와의 거리두기이다. 

자신의 모습을 제3자의 시선으로 표현하는 만화는 현실에 대한 

축소판이다. 네 번째로 만화는 자신을 그린 캐릭터로 한 컷 만화

부터 장편만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길이의 스토리 속에 자신의 

이야기를 보유할 수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아름다움이란 것은 

대단히 주관적이고 때로는 문화적이며 시대적 기준이 반영되는 

것이다. 만화 제작에서는 연속되는 스토리 속에서 등장하는 캐릭

터를 반복해서 그려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자신의 모습을 반

복해서 그리고 또한 작품을 완성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진실한 감

정과 애정을 느끼게 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었던 노인 만화창작교실의 경우, 수업이 

7) 阪本一郎,「学習漫画のあり方」『児童心理』, 第18号, 1964.

8) 주리애, 『미술치료학』, 학지사, 2013.



177

기초, 심화, 응용의 총 20차시로 구성되어 만화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을 토대로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담은 만화자서전 제작을 목

표로 한다. 만화 제작에 전혀 경험이 없는 노인들의 대상으로 구

성되는 수업이므로 학습이라기보다는 놀이로서 접근하고 있다. 

기초단계에서는 얼굴 표정, 동작 표현 등 만화 제작의 기본요소

를 배워 1. 만화로 표현된 카툰 명함을 만들거나, 2. OHP필름을 

상대방의 얼굴에 대고 따라 그려서 사진과 초상화와는 다른 캐리

커처를 그려 보거나(그림 1), 3. 손가락을 대고 가족 캐릭터를 

창작하는 체험 등을 한다(그림 2).

그림 1. OHP필름을 얼굴에 대고 그리는 모습과 결과물     

그림 2. 손가락을 대고 가족 캐릭터처를 그리는 모습과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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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단계를 마치면 심화단계에서는 스토리텔링 기법, 시나리

오, 만화콘티, 칸나누기, 연출기법, 원고제작 등으로 세분화되어 

1. 자신의 인생이야기를 기초로 해서 스토리를 구성하고, 2.스토

리에 맞는 캐릭터를 창작하며 3. 이야기의 배경과 소품을 제작하

면서 만화자서전의 구성을 갖춘다. 마지막 응용단계에서는 아이

패드 북크리에티어 어플 및 포토샵을 사용하여 1. 작품사진 편

집, 말풍선, 대사 삽입 등 연출과정을 통해 작품을 완성하며 2. 

제작한 만화자서전의 작품전시회로 수업을 마무리한다.       

3. 작품분석결과

1) 작품 해석  

a. 작품 <감동의 생일선물> (연구참여자 1)

작품소개를 ‘세상 어디에도 없는 로맨티스트 내 남편 이야

기’라고 적은 이 작품은, 자신의 60세 생일 선물로 남편이 몰래 

배운 바이올린으로 젊은 시절 함께 불렀던 <금발의 제니>를 연주

해 준 이야기이다. 만화에는 <금발의 제니>의 악보가 여러 칸으

로 나뉘어 그려져 있으며 그 아래에는 노래 가사가 적혀있다. 그

리고 이어서 나오는 다른 칸에는 연애시절 남편과 함께 바닷가에

서 모래성을 쌓는 장면, 데이트 하는 장면 등이 그려져 있어 마

치 음악을 들으며 장면을 보는 듯 뮤직비디오를 연상시키는 구성

을 하고 있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만화에는 남편에 대한 사랑을 표현

한 글이 편지처럼 적혀있는데, 거기에는 “여보♡ 이 많은 세월

동안 나를 좋아해주고 예쁘다고 말해줘서...오늘 최고의 감동의 

생일 선물을 받은 저는 너무나 고맙고 행복해요.”라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역시 만화의 지문에서도“환갑잔치 끝나

고 어느 날 저녁 남편의 ‘금발의 제니’에 맞추어 나는 노래 부

르고 둘만의 젊은 날의 추억과 사랑을 떠올리며...”라는 지문이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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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감동의 선물>(연구참여자 1 작품)

b. 작품 <영자의 전성시대> (연구참여자 2)

‘젊었을 적 못 배운 한을 인생 후반기에라도 풀어내고자 만화

공부를 시작한 만학의 길’이라는 작품 설명이 되어 있는 <영자

의 전성시대>는 또 하나의 제목 <노천사 만화자서전>이라는 제목

을 작품 속에 넣고 있다. 다른 작품과 달리 흑백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그림3에서 볼 수 있듯이 첫 번째 칸만 컬러만화로 되어있

는데, 연구참여자 2가 71세의 나이로 한국방송통신대학을 졸업하

는 모습이 지면의 대부분을 사용하여 크게 그려져 있다. 그 다음

페이지부터 하얀 도화지가 아닌 누런 종이에 검은 펜을 사용하여 

여자라는 이유로 배움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일을 하며 보낸 시

절이 생기없이 그려진다. 만화는 마지막 장면까지 검은 선을 중

심으로 그려지는데 연구참여자 2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을 맨 앞 페이지에 컬러로 새롭게 제작한 것이다. 만화의 첫 칸

에는 “목사님과 형제들 조카들의 축하를 받으며 대학을 졸업하

던 날. 평생의 한을 풀은 날이다.”라고 행복한 감정이 말풍선의 

대사로 적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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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영자의 전성시대: 노천사 만화자서전>(연구참여자 2 작품)

c. 작품 <춘자랑 누리랑> (연구참여자 3)

부제가 <할머니가 손녀에게 들려주는 전쟁이야기>인 이 작품은 

6.25사변 때 피난생활 한 경험을 손녀 누리에게 대화하듯 만화로 

풀어낸 작품이다.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캐릭터는 주인공인 할머

니 본인과 이야기를 듣는 손녀 누리, 그리고 주변인물로 태권도

가 자랑인 누리의 오빠가 나온다. 만화는 연출이 단순한 칸만화 

구조이지만, 당시를 회상하는 폭격으로 불타는 마을, 피난길에 

탔던 기차와 기차역, 피난길에서 본 고아들, 끊어진 앞에 서있는 

피난민들, 공터에 만들어진 학교 등이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만화의 마지막 칸에는 만화를 그린 소감이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어린 손녀에게 6.25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내 어

린 시절의 자화상이 그려졌다. 고요한 날이 없는, 시끌시끌한 시

절이었다. 어린 시절과 젊은 한 때를 그렇게 보냈다. 돌이겨보니 

내 젊은 시절과 우리 역사가 겹쳐 보인다. 마치 하얀 도화지 위

에 흑점이 뿌려져 있는 듯이 보였다. 쓰리고 고통스러웠던 일을 

기억 속에서 더듬어 나가보니 마치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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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춘자랑 누리랑>(연구참여자 3 작품)

d. 작품 <영화같은 나의 인생>(연구참여자 4)

작품소개를 보면, ‘파킨슨병을 이겨낸 감동적인 투병기’라고 

적혀있는 이 작품은 다른 만화에 비해 말풍선 안의 글자의 크기

가 상대적으로 아주 작고 텍스트의 분량도 많다. 또한 그림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은 사진을 활용하여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

다. 특히, 파킨슨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분노하고 슬퍼하다가 결

국 받아들이고 다시 검사와 치료를 하며 병을 극복하려고 노력하

는 과정이 아주 자세하게 그림과 그림문자, 대사, 지문 등을 사

용해서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만화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작

품 프롤로그와 같이 작업후기를 싣고 있는데 거기에는 손 글씨로 

다음과 같은 작가의 감상이 적혀있다. 

“...(중략)만화 자서전을 하면서 내가 주인공이 된 영화 한 

편을 봅니다. 고달프고 힘에 겨운 삶이었지만 긍정적으로 지혜를 

모으며 칠전팔기의 정신으로 지금의 삶을 만들어낸 주인공인 나

에게 큰 박수를 보내며 칭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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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영화같은 나의 인생> (연구참여자 4 작품)

              

2) 인터뷰 내용 분석

최근 지역에서는 노년층과 함께하는 예술교육과정을 포함한 다

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대부분 단순 강의보다는 직접 

제작에 참여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수업이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카툰캠퍼스 시니어 만화창작학교’ 참가자들

을 중심으로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 인터뷰 질문지를 이용

하여 조사하였다. 연구자들은 노인들이 자신의 실제 경험을 바탕

으로 깊이 있는 사고를 통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

하였다. 전사 작업된 인터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만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시니어만화학교 만화제작체험의 의미

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이 추출되었다. 

a. 만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 

 한국사회의 노인들은 전쟁, 빈곤, 경제적 부흥기를 거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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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애환을 많이 갖고 있는 세대다. 자신의 삶 보다는 가난한 

가족과 어려운 시대 상황을 버텨냈어야 했기에 교육과 사회참여

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살아왔다. 이러한 노인들에게 ‘만화’라

는 매체는 생소하기 그지 없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그림 도구로 

자신의 이름 쓰기도 버거운 노인들에게 자신의 모습과 과거의 기

억들을 드러내어 그림을 그리는 작업은 상당히 고난도 작업이었

을 것이다. 연구자들은 수업에 참여하면서 만화에 대해 갖고 있

는 노인들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질문하였다. 이에 참여

자들은 만화를 접하기 전에는“공부를 하지 않는 아이들이 보는 

것”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한 시각은 본인이 직접 만

화를 그리면서 “색다른 것에 도전하는 느낌”,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경험”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연구 참여자 3). 

또한 “글은 자세히 써야 하는데 만화는 함축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으니 좋았고”(연구 참여자 1).“연필 하나 가지고 이런 그

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였으며”, “자신에게 선천적으

로 그림 그리는 소질이 있다”(연구 참여자 2)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만화수업은 참여자들에게 생소한 경

험으로 기억되고 있었고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는 체험의 시간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 연구 참여자 2는 손 움직임이 많은 만화그리기를 통해 

집중력이 증가해서 치매도 예방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

고, 점차 실력이 늘어가면서 단순히 자기만족을 넘어 벽화 작업 

등 자원봉사활동으로도 연계되는 노력을 시도하였다. 무엇보다 

“만화는 그릴 때 즐겁고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며 연필 하나만 

가지고서도 할 수 있다는 편리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연구 

참여자 2). 그래서 “밤샘 작업을 해도 재밌었다고 말하며, 점차 

다른 사람이 그리는 만화뿐만 아니라 TV에서 나오는 만화에 관심

을 기울이게 되었다”고 구술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 3).

  연구 참여자 대부분은 교육의 기회가 없었던 평범한 노인들

이었다. 가난한 가정환경과 여성이라는 이유로 교육의 기회가 배

제되었던 시기를 살아왔던 여성 노인들에게 만화를 그리고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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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수업은 소중한 배움의 기회였기에 “배우지 못했던 

한(恨)을 메꿔주는 역할”도 해주었다고 한다(연구 참여자 2). 

만화작업을 하면서 제일 좋은 것은 지나간 세월을 되돌아보고 남

편에 대한 깊은 애정을 다시 체감하면서 흘러간 세월 속에 담겨 

있는 추억들을 생생하게 기억해 낼 수 있는 시간적 장(場)으로 

인식되고 있었다(연구 참여자 1). 요약하면 참여자들은 만화수업

을 통해 기존에 갖고 있는 만화의 편협한 시각을 여가활동으로써

의 즐거움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견할 수 있는 성장의 기회, 그리

고 자신이 걸어왔던 삶의 궤적을 돌아보고 추억하는 의미 있는 

시간들로 확장시키고 있었다.  

b. 시니어만화학교 만화제작 체험의 의미

연구 참여자들은 전반적으로 만화를 노년기 무료한 일상을 활

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흥미로운 활동으로 묘사하고 있었다. 

“혼자 있어도 행복해요. 만화의 주인공이 있으니까 내 머리 속에 

있는 주인공과 그리면서 무언의 대화를 하는 거에요. 그러면서 웃

어라, 웃는 입을 만들어라, 하면서 그리니까 무료함이 전혀 없어

요.” (연구참여자 4).

  

특히 파킨슨병으로 5년째 투병을 해오고 있는 연구참여자 4는 

만화를 그리면서 손의 기능이 점차 회복되어 글씨를 쓸 수 있을 

정도의 힘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한다. 

“세밀한 작업을 하면서 참 행복한 것은 만화를 그리고 할 때 손이 

떨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집중하는 어떤 그것 때문인지 안 떨리

고 만화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해요.”(연구참여자4). 

또한 화가 날 때 만화를 그리면 부정적인 감정이 가라앉고, 주

위의 소중한 사람들의 얼굴을 그려 SNS를 통해 보냈을 때 상대방

이 보내오는 피드백에 보람을 느끼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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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 일이 많잖아요. 솔직히 너무 화가 났는데 카톡에 멋있는 사

진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걸 그리고 나니까 그게 다 들어갔어요. 

화난 것까지도 그래서 저는 화나면 막 이렇게 화난 모습을 표현 했

다가 진정이 되면서 웃는 얼굴로 바뀌었어요. 나이가 들면 외로울 

때가 많아요. 무료할 새도 없이 항상 만화는 나의 친구니까 아무도 

없지만 그림을 그리면 상대가 내 친구잖아. 그래서 너무 좋은 거

야” (연구참여자 4).

만화를 이용해 자신의 자서전을 쓰는 작업을 했던 연구참여자 

4는 나이 들고 힘없는 자신의 모습을 사랑할 수 있는 계기를 만

들 수 있었다고 한다. 이를 통해 파킨슨병으로 얻는 장애를 조금

씩 극복하게 되면서 두려움을 내려놓고,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새삼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고백한다. 

“자서전 만화를 그리면서 나를 더 사랑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거를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만화를 그려서 자소전을 쓰면서 아 내가 

참 잘 살았다 자신을 칭찬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삶이 

활력소가 생기고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손이 떨리는 것도 많이 

좋아지고... 병에 대한 두려움도...”(연구참여자 4)

        

지금까지 기술된 것과 같이 노인만화는 일상을 역동적으로 만

들어 주는 재미있는 노년의 여가활동이면서 동시에 주변의 사람

들과 연계되는 사회적 통로가 되기도 하였다. 만화를 통해 자신

의 인생을 드러내 보이기도 했고, 떠나간 추억의 존재들을 재조

명하는 성찰의 시간, 그리움의 시간이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외

로움을 덜 수 있는 나만의 독특한 시간이었고 신체적 장애가 치

료되는 효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리는 과정에서 애로점

도 경험하였는데 특히, 내가 그리고자 하는 것이 생각대로 잘 그

려지지 않을 때 힘들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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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문화예술교육은 노년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활

동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수법 및 프로그램의 다양성에서 한계

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화콘텐츠는 노인 문화예술교

육을 위한 적절한 교구로서 충분한 기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고 사료된다. 인간은 어떠한 자극을 받았을 때 과거의 기억에 기

초하여 연상을 하게 되는데, 물체를 지각하는 것은 과거의 그 물

체에 대한 인식을 되살리는 것이고, 모든 사고, 학습 등도 이러

한 연상 작용에 의하여 가능한 것이다. 노인들의 만화콘텐츠 제

작은 기본적으로 자전만화라는 큰 틀 안에서 연상을 통해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며 작업하였다. 

미술치료학에서는 미술이 심리치료에 유용한 다섯 가지 속성, 

1.감각, 2.내면의 시각화, 3.거리두기, 4.보유, 5. 아름다움이 

있다9)고 서술하고 있다. 이 속성을 만화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만화는 감각적이다. 만화의 시각적 표현들은 오감을 자

극시키고 감각을 활성화하며 기억 속의 감각을 깨워 감각을 증폭

시킨다. 감각은 감정으로 처리되기 이전의 정보이기 때문에 치료 

분야에서 감각을 다루는 것은 감정을 다루는 것보다 더 중요하

다. 만화는 특유의 오락성으로 콘텐츠에 대한 관심유발과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가능하고, 그림과 상징, 그림글자 등을 통하여 

비언어자극과 언어적 단서 이외의 단서들을 제공한다. 또한, 만

화는 전개될수록 만화 속 대상들의 움직임이나 사건, 사물 등의 

제시를 통해 만화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관계에 대한 정보를 

주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거나 심화한다.10) 

두 번째로 만화의 표현은 내면의 시각화이다. 만화는 모든 감

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만화에는 여러 종류의 말풍선이 있고 

9) 주리애, 『미술치료학』, 학지사, 2013.

10) 이꽃송이, 김재웅, 김성곤, 「장애아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만화콘텐츠 제작

에 관한 연구: 전조작기 단계의 경도 정신지체 아동을 중심으로」, 『만화애

니메이션연구』, vol, no.20, 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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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 독백이나 내면의 소리를 표현하는 말풍선도 있다. 만화

자서전 제작을 통해 참가자들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고 그 순간

의 기억들을 지문이나 말풍선 속의 대사로 표현하면서 내면에 담

고 있었던 것을 표출해내며 심리적으로 큰 위안을 받았다. 또한, 

만화의 대표적인 특징인 상징성과 은유적 표현은 직접적으로 자

신을 드러내는 것을 피할 수 있어서 비교적 부담감을 덜 가지며 

작업할 수 있었다.

세 번째는 만화 속의 주인공인 나와의 거리두기이다. 자신의 

모습을 제3자의 시선으로 표현하는 만화는 현실에 대한 축소판이

다. 축소된 현실에 대해서는 조망권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러한 조

망권이 있으면 전체를 보다 쉽게 바라보며 통찰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신의 이야기를 만화로 그리면서 이야기 속에 자신의 

모습을 그려나가면서 원래의 자신의 위치로부터 벗어나 보다 객

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네 번째로 만화는 자신을 그린 캐릭터로 한 컷 만화부터 장편

만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길이의 스토리 속에 자신의 이야기를 

보유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담아서 만화

자서전을 완성하면서 만화로 표현된 과거의 추억과 회상, 기억 

등을 갖게 되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아름다움이란 것은 대단히 주관적이고 때로

는 문화적이며 시대적 기준이 반영되는 것이다. 만화 제작에서는 

연속되는 스토리 속에서 등장하는 캐릭터를 반복해서 그려야 하

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자신의 모습을 반복해서 그리고 또한 작품

을 완성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진실한 감정과 애정을 느끼게 된

다. 노년기의 성격의 특성을 보면, 노령으로 인하여 신체적인 기

능뿐만 아니라 뇌의 인지기능도 노화 작용을 일으킴으로써 심리

적인 위축을 가져오는데 만화에 등장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통해 

노인 자신의 인생에 대한 회상을 하게 되며 긍정적인 태도를 가

질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

째, 노인들을 대상으로 만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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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며 지속적으로 규명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노년기 질

병과 장애, 가족갈등, 노인학대 등을 경험한 노인들의 심리적 치

유를 위해 개입된 만화 프로그램의 치료적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다만 만화가 이러한 치료적 매

개체로써 활용 가능한지에 대한 풍부한 후속 연구들이 선행되어

야 한다.  본 연구는 만화의 무궁무진한 잠재적 개입방안을 제시

하기 위한 초기 탐색 연구라는데 의미를 두고 있으므로 시니어만

화학교라는 세팅을 넘어 지역사회 복지관, 노인요양원, 노인주간

보호센터 안에서 운용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측정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노인들을 대상으로 진

행되는 만화 프로그램의 교육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 최근 우

리 사회에 평생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다차원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다. 앞으로 노인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교수법 연구는 물론 수업을 진행하는 만

화전문가들이 노인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교육

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만화에 대한 인식을 확장

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만화창작학교가 계속 양

성되어 노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가 형성된다면 만화

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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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Cartoon for the elderly in Culture and 

Art Education

: Focused on the Case Analyses of Participants

Kwon, Kyoung-min ․ Yang, Jung-bin

In recent years, artistic programs considering both physical and 

psychological changes in old age have been implemented in various 

fields. These programs include participatory activities such as 

painting, play, singing, photography, dance, cartoon animation and 

so on. It is known that culture and art education programs lead 

people to emotional growth and social interaction. In particular, 

culture and art education for the elderly tends to affect positively 

on the quality of life. However, there are still lack of teaching 

methods and curriculums in the filed. It is considered that cartoon 

has a great potential as a teaching method of culture and art 

education for elderly.   

This study aims to discuss ways to vitalize the role of cartoon 

using the qualitative data of four elderly participants in culture 

and art education programs. The case study analyses reveled that 

cartoon program for the elderly not only plays a role to  make their 

daily lives more enthusiastic but also provides a social passage to 

communicate to world. The Cartoon program designed for the elderly 

was a tool to reveal their inner world to others, and shed new light 

on their past memories, and long for the precious moments in life. 

At the same time, it was a meaningful time to lessen the depth of 

loneliness in old age, and even to heal their physical disability 

and emotional conflicts. The hardest part of drawing an cartoon was 

when it did not turn out as they wished. Based on the study results, 

the researchers explored the therapeutic usefulness of cartoon for 

the elderly, and discussed the ways to activate it in the field of 

elderly welfare.  

Key words : Old Age, cartoon, Creativity,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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