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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만화 <삼모 유랑기> 의 특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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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중국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특수한 상황이므로 만화캐릭터의 실질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연구자는 이에 대하여 흥미를 갖고 중국에서 현실성이 있

으며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캐릭터를 발견하였다. 

Ⅱ장에서 연구대상인 “삼모 시리즈(三毛系列)” 16개 중에서 가장 인기를 끌

었던 <삼모 유랑기(三毛流浪记)> 의 탄생배경과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삼모 캐릭터

의 삶의 과정을 통하여 폐쇄된 구 중국의 현실을 반영하였으며 Ⅲ장에서 외국 <옐

로 키드> 캐릭터와 삼모 캐릭터 및 한국, 일본, 중국의 신문만화를 비교분석과 삼

모 캐릭터의 이미지 구성요소를 분석하여 <삼모 유랑기>는 상대적으로 사실적인 

그림체, 느린 스토리 전개, 섬세한 감정묘사, 말풍선과 지시문이 없는 특징을 가지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근대 만화는 외세에 의한 정세 불안과 전쟁 등으로 풍자만화가 유행

하였는데, 그중 대표적인 만화는 삼모 시리즈이다. 

<삼모유랑기>는 삼모의 탄생과 삶의 과정을 통하여 폐쇄된 구 중국의 현실과 

그 시대 사람들의 슬픔과 혐오의 감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작가는 상해의 잔

혹한 사회현실 속에 내버려진 고아들의 삶을 만화 <삼모유랑기>를 통하여 폭로와 

비판을 하였다. 그 시대 빈번한 전쟁으로 90%의 문맹률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

리기 위하여 말풍선과 지시문이 없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머리카락이 세 가닥인 아이, 삼모 캐릭터는 중국인들의 가슴 속에 단순한 만

화 속의 주인공이 아닌 하나의 민족적 형상으로 자리하고 있다. 

연구자가 작가 "장락평(张乐平, 1910.11.10.~1992.9.27)"의 삼모 시리즈작품

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하나의 좋은 만화, 좋은 애니메이션 심지어 좋은 영화는 우

리 주변에 대한 느낌에서 오는 감정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창조된 삼모 

캐릭터는 개성 있고 특이한 반면, 생활에서는 우리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하며 캐릭

터이미지와 장면에서 익살스럽게 웃음거리를 만들며 중국의 근대 만화의 대표적인 

상징물로 다가온다. 

  

주제어 : 중국만화, 삼모 유랑기, 캐릭터 구성요소



334

Ⅰ. 서론

한국에서는 정치적 이념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근대 중국의 

문화예술 작품들이 알려져 있지 않다. 특히 중국의 현실을 담론

으로 하여 캐릭터를 통해 만화로 시대성을 폭로한 예술 작품을 

접하기는 어렵다. 

중국의 근대 만화는 외세에 의한 정세 불안과 전쟁 등으로 

풍자만화가 유행하였다. 그중 대표적인 만화는 "삼모 시리즈물

(三毛系列)"이다. 1935년 삼모의 탄생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삼

모의 캐릭터는 중국인들 마음속에 파고든다. 전쟁 시기를 배경으

로 하고 익살스럽고 해학적인 소시민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 그 

속엔 구 중국의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감추고 있다. 독자들은 총

명하고 장난스러우며 정의로운 용감한 캐릭터를 선호한다. 머리

카락이 세 가닥인 아이 삼모는 중국인들의 가슴속에 단순한 만화 

속의 주인공이 아닌 하나의 민족적 형상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 

논문의 연구자가 작가 "장락평(张乐平,1910.11.10-1992.9.27)" 

의 작품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하나의 좋은 만화, 좋은 애니메이

션 심지어 좋은 영화는 우리 주변에 대한 느낌에서 오는 감정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중국에선 창조된 삼모 이미지는 개성 있고 

특이한 반면, 생활에서는 친근감을 느끼며 장면에서 익살스럽게 

웃음거리를 만들며 다가온다. 

중국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특수한 상황이므로 만화 캐

릭터의 실질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연구자는 이에 대한 

흥미를 갖고 중국에서 현실성이 있으며 선호하는 캐릭터를 발견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하여 삼모 시리즈가 16개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인기를 끌었던 <삼모 유랑기>속의 삼모 캐릭터의 탄

생과 발전과정, <삼모 유랑기>속의 현실 등을 살펴보고 삼모 캐

릭터의 이미지 구성요소를 분석하고자 한다. 

Ⅱ. 중국 만화 <삼모 유랑기>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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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화 <삼모 유랑기> 탄생

1935년 삼모의 탄생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독자들은 총명하

고 용감하며 정의로우나 장난스러운 삼모 캐릭터를 선호한다. 삼

모는 어린 사내아이, 큰 머리, 둥근 코, 머리카락이 세 가닥인 

특징을 갔고 있다. 당시, 20여개의 신문잡지에서 작가 "장락평"

의 삼모를 연이어 출간하였다. 독자들은 어린이의 천진함으로 추

악한 사회를 비판, 풍자하는 것에 열광하였다.

20세기 30년대의 장난 끼 가득한 삼모, 40년대의 입대, 유랑

하는 삼모 및 나중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삼모는 실제로 존재

하는 역사 인물과 같다. 많은 독자들에게 권력 있는 자에게 아부

하고 힘없고 가난한 자에게는 푸대접하는 세상의 민심을 보여주

고 독자들과 함께 정신적인 새로운 삶을 주었다. 

삼모 만화 이야기는 30-40년대 초의 상해를 배경으로 다룬 

만화이다. <초기삼모(早期三毛)>에서는 부잣집 삼모의 명랑, 쾌

활한 생활 속의 유머를 그린 만화이고 <삼모 종군기(三毛从军
记)>는 일본 침략에 의하여 부모를 잃고 고아신분으로 입대하고 

일본군과 싸우는 내용이다. <삼모 유랑기(三毛流浪记)>는 삼모가 

여러 번 어머니를 찾아 다녔지만 아무런 결과가 없고 집 없고 의

지할 곳 없는 천애고아 삼모가 "황금시대"라고 불리는 옛 상해에

서 정처 없이 떠돌면서 겪는 에피소드 모음이다. 삼모는 전쟁, 

식민주의, 인플레이션(通货膨胀)이 가져온 어려운 한 환경에 처

해진다. <삼모 해방기(三毛翻身记)>는 해방이후 삼모가 학생으로 

배움의 길로 나아가는 이야기이다.

1935년

 <초기 삼모>

1946년 

<삼모 종군기>

1947년

<삼모 유랑기>

1951년 

<삼모 번신기>

표 1. 삼모의 성장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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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모는 여러 가지의  막노동을 하면서 지역 건달, 일본군 등

에 의해 매번 어려운 처지에 몰리게 되었다. 삼모를 도와주는 사

람은 5명이고 그중 한 사람은 일본 침략 때 삼모를 보호하려다 

죽게 되는 어부, 다른 한사람은 가난한 부부였다. 그들은 삼모가 

자신의 가정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되어 그를 거두게 되었지만 

남편이 미군에 의해 살해되어 이사를 가면서 삼모와 헤어지게 되

었다.

이야기의 시작에서 결말까지 모두 삼모가 유랑하면서의 어렵

고 고통스러운 생활을 그렸고 그를 통하여 중국 현실의 사회상을 

보여주었다. 작가 "장락평"은 여러 종류의 방법으로 예를 들면 

<그림 1>과 같이 삼모의 꿈과 삼모의 표정을 통해 삼모가 집을 

그리워하고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속마음을 그렸다.1)

그림 1.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장면모

2. 만화 <삼모 유랑기> 발전

작가 "장락평"은 신문만화로 시작하여 일생에 많은 작품을 

하였다. 1935년-1937년에 상해의 20여 개의 신문사에서 200p이상 

삼모 만화가 실렸다. 도시생활만화, 항전만화, 삽화, 전지 등 이

외 삼모 캐릭터를 다룬 만화는 <표 1>, <그림 2>와 같다.2) 

1) 张乐平, 三毛流浪记, 人民云南出版社. pp.102-103. p.1.

2) 삼모만화 홈페이지, www.sanmao.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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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삼모 시리즈

표 제목 년도 출판사

1 초기삼모 (早期三毛) 1935-1938년

2 삼모 종군기 (三毛从军记) 1946년 申报
3 삼모외전 (三毛外传) 1946년 申报
4 삼모 유랑기 (三毛流浪记) 1947-1949년 大公报
5 삼모의 고소 (三毛的控诉) 1951년 大公报

6 삼모일기 (三毛日记)
1950-1965년, 

1977-1992년
人民日报

7 삼모 번신기 (三毛翻身记) 1951년 解放日报
8 삼모금석 (三毛今昔) 1959년 解放日报
9 삼모 영해방 (三毛迎解放) 1961년 解放日报
10 삼모 학뢰봉 (三毛学雷锋) 1977년-1984년 解放日报
11 삼모와 체육 (三毛与体育) 1978-1979년 体育报
12 삼모 애과학  (三毛爱科学) 1978-1980년 儿童时代

13 삼모 여행기(三毛旅游记) 1980년-1981년 旅游

14 삼모 새로운 일 (三毛新事) 1982-1983년 儿童时代

15 삼모 (三毛) 1983-1984년 儿童时代

16 삼모학법 (三毛学法) 1985-1986년 民主与法制画报

표 2. 삼모 시리즈 연재

작가 "장락평"은 노후에 자신의 대부분 작품을 국가에 기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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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1983년에는 해외 수집가가 고가의 가격으로 <삼모 유랑

기>, <삼모 종군기>의 원고를 사려하였으나 거절하고 <삼모 유랑

기>의 234p의 원고를 나라에 기부하여 현 중국 미술관에 보관되

어 있다. 1993년에는 작가 "장락평"이 세상을 떠난 1년 후 그의 

부인 "풍추영(冯雏英)"은 작가 "장락평"의 유언대로 <삼모 종군

기>원고 114p 모두 나라에 기부하여 현 상해 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다. 1995년에는 풍추영은 작가 "장락평"의 고향에 592점의 작

품을 <그림 3> 절강해염의 "장락평기념관(张乐平纪念馆)"에 기부

하여 전시되어 있다. 

<표 2,3>을 보면 <삼모 유랑기>가 중국에서는 매우 선호되는 

만화 작품임을 알 수 있다. <표 3>와 <그림 4>는 삼모 시리즈 

OSMU3)의 발전과정이다.

그림 3. 장락평기념관

3) 삼모만화 홈페이지, www.sanmao.com.cn.

제목 출품년도 유형 제작

삼모 유랑기 

(三毛流浪记) 
1949년 영화  중국본토 (中国大陆)

삼모 유랑기 

(三毛流浪记) 
1958년

인형

애니메이

션

상해미술영화제작사

(上海美术电影制片厂)

삼모 학생의 

(三毛学生意)
1958년 영화 中国大陆 (中国大陆)

삼모 

유랑기(三毛流浪记)
1984년

인형

애니메이

션

상해미술영화제작사

(上海美术电影制片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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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모 유랑기 

(三毛流浪记) 
1990년 연극

광동성연극원 

(广东省话剧院）

삼모 종군기 

(三毛从军记)
1992년 영화

상해미술영화제작사

(上海美术电影制片厂)

삼모 유람기 

(三毛流浪记) 

1996년

1998년
TV드라마 중국본토 (中国大陆)

삼모 유람기 

(三毛流浪记) 
1997년 연극 홍콩 (香港)

삼모신전 

(三毛新传)
1999년 단편영화 중국본토 (中国大陆)

삼모우주패람 

(三毛太空漫游)
2000년 인형연극 홍콩 (香港)

삼모 구고기 

(三毛救孤记)
2004년 영화

안휘영화제작사 

(安徽电影制片厂）

삼모 종군기 

(三毛历险记)
2005년

애니메이

션연극

산동성연극원,

중국희곡학원 

(山东省话剧院,中国戏曲

学院)

삼모 환락파 

(三毛欢乐派)
2006년

온라인게

임
cpsoft (斯普软件)

삼모 유람기 

(三毛流浪记) 
2006년

만화, 

애니메이션

(총104편)

중앙CCTV 

(중中央电视台),

중국국제티비총공사

(中国国际电视总公司)

삼모 력험기 

(三毛历险记)
2008년

삼모 종군기 

(三毛从军记)
2009년

삼모 기우기 

(三毛奇遇记)
2010년

삼모 여행기 

(三毛旅行记)

표 3. 삼모 시리즈 OS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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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삼모시리즈 OSMU

3. <삼모 유랑기> 속의 현실 반영

작가 "장락평"은 전쟁고아인 삼모 캐릭터를 통하여 상하이의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인 면에서 빈부격차가 심한 

모순, 두보(杜甫)4)의 시, <주문주육취, 노유동사골(朱门酒肉臭, 

路有冻死骨)>5)의 현실이다. 그는 지식인의 비판의식으로 이런 빈

부격차가 심한 사회는 공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렬한 불만을 

털어놓았다.

삼모 시대, 사회는 공평하지 않고 빈부격차가 임계점의 시기

이다. 아래는 작가 "장락평"이 <삼모 유랑기>를 그리게 된 계기

이다. 

눈이 내린 밤, 어두운 담 모퉁이에 3명의 빼빼마른 유랑아가 있었다. 

그들은 서로 기대고 있었다. 상의는 마대 조각을 걸치고 하의는 구멍

4) 중국 최고의 시인으로서 시성(詩聖)이라 불렸던 성당시대(盛唐時代)
의 시인.

5) 주문주육취(朱门酒肉臭), 귀족들 집에는 술, 고기 썩는 냄새가 풍기는
데,

   노유동사골(路有冻死骨), 길에는 얼어 죽은 시체가 나딩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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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바지를 입고 한 개의 작은 통조림통에 점화하여 에워싸 몸을 

녹이고 있었다. 3명의 아이들은 불씨가 꺼질 가봐 바꿔가며 통조림통

에 바람을 불어 넣는다. 둘째 날의 새벽, 3명의 아이 중 2명이 얼어 

죽었다. 먼 곳 큰길에서 1대의 시신수습차가 천천히 전진하고 있다. 

하나하나의 얼어 굳은 작은 손, 작은 발이 보였다. 6) 

<삼모 유랑기>의 내용에 의하면 <그림 6>7) 굶주리고 추위에 

떠는 삼모와 처지가 비슷한 전쟁고아들의 공통된 특징이다. 사람

이 개보다 못하고(人不如狗), 사람은 나무만도 못한(人不如树) 

그 시대의 현실이다. <그림 5>에서는 현실에서 사람이 개보다 못

한 사진을 볼 수 있다. 

그림 5. 현실의 人不如狗

그림 6. 人不如狗, 人不如树

6) 洪佩奇, 三毛流浪记, 前言, 南京: 译林出版杜, 2000.

7) 张乐平, 三毛流浪记, 云南人民出版社, 1990. p.80,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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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서의 삼모와 처지가 비슷한 고아들이 주로하는 일은 

담배꽁초와 석탄재를 줍기, 신문을 팔기, 가죽 구두를 닦기, 지

갑 도둑, 부채 질 하기, 수습생하기 등이다. <그림 7>는 30~40년

대 상해의 삼모와 같은 고아들의 모습이다.8) 

그림 7. 30~40년대 상해 고아들

(饥者不得食, 寒者不得衣, 劳者不得息. 三者民之巨患也.)<墨

子(非樂篇)> 백성에게는 세 가지 환난이 있다. 굶주리는 사람이 

먹을 것을 얻지 못하는 것과, 추위에 헐벗은 사람이 옷을 얻지 

못하는 것과, 노력하여 일을 한사람이  편히 쉴 곳을 얻지 못하

는 것, 이 세 가지가 백성들에겐 큰 환난이다. 이런 현실에 작가 

"장락평"을 대표로하는 지식인들은 빈부격차, 계급차별이 심한 

사회현실에 대하여 폭로와 비판을 한다.

두보의 시(朱门酒肉臭, 路有冻死骨)에서 힘없는 삼모, 삼모

와 처지가 비슷한 고아들 이외에 상해에서는 또 다른 부류를 볼 

수 있는데 그들도 적당한 직업이 없고, 사회적 윤리를 무시하며 

상위계급에 의해 억압받고 또 다른 약자를 억압한다. 예를 들면 

건달, 거지, 좀도둑, 기생 등이다. 이 부류의 사람을 "모택동(毛

泽东)"이 정의한 바에 의하면 "유민(流民)"9)이라 부른다. 유민은 

빈곤한 사회의 대표적 계층이자 문화현상이다. 상해는 중국에서 

가장 많은 유민이 생기는 곳이다. 상해청홍방10), 건달, 거지, 창

8) 사진 출처: www.myspace.cn/yonny

9) 유민(流民),유랑하는 사람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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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 도둑 등 이다.

"모택동"은 유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중국 식

민지와 반식민지의 영향으로 중국 농촌과 도시에는 광범위한 실

업군중이 많아지고 실업군중 중에 많은 사람은 생계를 위하여 어

쩔 수 없이 정당하지 않은 직업을 찾아야만 했다. 대부분 강도, 

건달, 거지, 창녀와 무당 출신이며 이 계층은 사회적 문란 혹은 

혁명에 동요할 수밖에 없다. 그 중 일부는 반동 세력에 의하여 

쉽게 매수되거나 또 다른 일부는 혁명에 참가할 가능성이 컸다. 

그들은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웠고 파괴적이되 진취적이지 못

하다. 혁명에 참가한 이들은 혁명 대열에서 떠돌이, 도둑과 규화

자11)，토비12), 무정부주의 부정적인 시민 사상의 출처가 된

다.13) 

유민은 비록 피지배계층이지만 강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쉽

게 소멸하기를 원하지 않아 생존을 위하여 약자를 공격한다. 이

것은 "노신(鲁迅1881~1936년)"14)이 말한 (勇者发怒, 抽刃向更强

者; 怯者愤怒, 即抽刃向更弱者.)15)데서 기인한다. 용감한 자는, 

칼날을 더욱 강한 자한테 뽑고, 분노한 겁자16)는, 칼날을 약자한

테 뽑는다. <그림 8>17)

10) 상해청홍방(上海青红帮), 1930-40년대 상해에서 제국주의, 관료정치
가와 결탁하여 조직을 발전시키고 최대의 조폭집단으로 성장하여 아
편, 도박 등이 주력 사업이다.

11) 규화자(叫花子), 비렁뱅이, 동냥아치, 걸인, 거지, 남에게 빌어먹고 
사는 사람.

12) 토비(土匪), 침략자나 강도와 다를 바 없는 무리.

13) 毛泽东, 中国革命和中国共产党. 毛泽东选集(第 2 卷) 北京: 人民出版
社, 1968. pp.608-609.

14) 노신(鲁迅,Luxun), 중국의 문학자, 사상가. 미술방면으로는 목각화
운동이나 연환화(連環畫)의 추진자로 알려짐. 본명은 주수인(周樹人)
이고 그의 사상의 특징은 중국의 현실과 동떨어진 사고, 공론(空論)에 
대한 철저한 부정 등이다. 주요저서: 阿Q正傳(아큐정전), 彷徨, 魯迅
全集; 1936년 상해에서 사망하였고 1938년 노신을 기념하여 연안(延
安)에 노신예술대학이 건립되었다.

15) 鲁迅, 鲁迅文集全, 北京: 国际文化出版公司, 1995. p.434.

16) 怯 겁낼 겁, 겁자(怯者): 겁 많고 나약, 비겁, 무서움을 회피하다는 
뜻으로 겁쟁이를 말한다. 

17) 张乐平, 三毛流浪记, 人民云南出版社. 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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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黑吃黑

중국의 유민출신의 한사람인 "왕대력사(王大力士)"는 삼모에

게 가혹한 훈련과 학대를 일삼는다. <삼모 유랑기>의 pp.89-109 

<그림 9>18)에서 왕대력사 캐릭터의 행위를 볼 수 있다. 이들은 

약자를 괴롭히는 것을 업으로 하는 대표적 캐릭터이다. 중국의 

지배계급은 강대하였고 반역자들에게 무자비하고 무직자들은 반

항할 수 없게 하였다. 

그림 9. 가혹한 훈련을 받고 있는 삼모

유민들의 적대적 세력은 서방 국가 식민지 개척자들, 중국의 

18) 张乐平, 三毛流浪记, 人民云南出版社. pp.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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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역사에 이르는 관리체계, 생산수단을 장악하고 이윤을 따지

는 상인, 즉 제국주의, 봉건주의와 자본주의체계이다. 이러한 상

황 때문에 나약함, 허약함, 구차함, 능약파강(凌弱怕强)19), 교활

함 등의 '유민습성'은 국민의 오래된 악습이 되었다. 유민습성은 

단지 유민들한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욱 직접적

이고 선명하게 보였다. 

중국문화 전통의 침적은 유민을 더욱 배양하게 되었다. 비록 

고위관리, 상인, 유명인사의 신분이라도 이들 역시 내면은 '유민

'의식의 국민이다.20)

이렇듯 작가 "장락평"은 지식인으로서의 책임과 지혜로 상해

의 (朱门酒肉臭, 路有冻死骨)적인 잔혹한 사회현실을 드러냈으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선량하고 사랑스런 약소한 삼모와 비슷한 처

지의 고아들과 나약하고 구차하고 교활하며 능약파강한 유민들의 

생활을 만화 <삼모 유랑기>를 통하여 보여주었다.

Ⅲ. 삼모 캐릭터의 이미지 구성요소 분석

이 연구는 박경철의 석사학위논문 "만화영상 캐릭터의 도상 

기호적 분석"과 윤장원의 「일본 만화 캐릭터의 표정과 독자인

지」를 근거로 삼모 캐릭터의 표정을 크게 "희(기쁨), 노(분노), 

애(슬픔), 낙(즐거움)과 공포(무서움), 놀라움, 혐오(역겨움)로 

나누고 이것을 기준으로 만화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최소한 도식

적인 표정요소들을 도출하여 삼모의 감정표현을 분석하여보았다. 

김미림의 「카툰 캐릭터의 개념과 2등분 유형의 구조」에서 카툰

캐릭터는 3-4등분으로 시작하여 애니메이션을 통하여 완전한 2등

분캐릭터로 변모하였다. 위의 선생연구를 참고로 <삼모 유랑기>

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신체특성을 분석하였다.

19) 능약파강(凌弱怕强), 강한 자엔 약하고 약한 자엔 강한 것.

20) 陈丹蓉, "图像化的历史-张乐平系列漫画探析". 华南师范大学. 硕士学
位论文. 2007. pp.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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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 만화와 <삼모 유랑기> 비교

1) 외국 만화 캐릭터와 삼모 캐릭터 비교21)

민국시기(1912~1949년) 서구예술이 중국으로 전해지면서 외

래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서구예술문화는 계몽운동과 대외

문화교류를 따라 중국으로 전해져 들어왔다. 예술유파22)는 현대

만화의 창작에 영향을 주었다. 중국 만화가들은 현대미술사조에

서 영향을 받게 되었다. 예를 들면, 입체파, 초현실주의, 짐승파

와 다다이즘 등이 있다. <그림 10>는 30~40년대 만화잡지 시대만

화(时代漫画)23)에 실린 만화이다. 지금의 만화보다는 회화에 가

까운 화풍이 엿보이고 있다.

그림 10. 时代漫画에 게재된 만화

서구예술문화가 대외문화교류를 따라 중국으로 전해져 들어

오면서 중국 전국 각지에서 사립 미술학교가 즐비하고 미술 활동 

사회단체, 미술전시회가 생겼다. 작가 "장락평"은 사립미술학교

출신으로 서구문화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림 10>중의 만화들과 

21) 연구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은 후속 연구를 통하여 차후에 보안 연구
하고자 한다.

22) 예술유파(艺术流派, Genre_art).

23) <시대만화>(时代漫画)는 민국시기의 만화잡지이다. 1934-937년까지 
항전주제의 만화를 간행하였다. <시대만화>    는 전통의 풍자만화, 도
시사생과 연속만화 등을 게재하고 당시 유명한 만화가 鲁少飞, 张光
宇, 张正宇, 曹涵    美, 叶浅予, 廖冰兄, 丁聪, 华君武가 참여하였다. 
<시대만화>잡지는 중국만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잡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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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은 작가 "장락평"은 회화 조형양식이 아니라 스케치 형식

의 화풍을 그린다는 점이다.24) 작가 "장락평"은 선을 주로 사용

하고 <삼모 시리즈>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리처드 아웃코트의 옐로 키드 장락평의 삼모

표 5. 옐로 키드와 삼모

서구 만화 중, 삼모 캐릭터와 비슷한 만화 캐릭터가 있다. 

1896년 2월 16일자 미국 <뉴욕월드>의 일요판 특별부록에 최초로 

등장한 리처드 팰튼 아웃코트(Richard Felton Outcault)의 <옐로 

키드(Yellow Kid)>는 서구의 현대만화 시작이다. 이 만화에는 노

란 옷을 입고 커다란 귀를 팔랑거리며 등장하는 대머리 꼬마 캐

24) 陈丹蓉, "图像化的历史-张乐平系列漫画探析", 华南师范大学, 硕士学
位论文, 2007.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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릭터가 있다.<표 5>

미국 <옐로 키드>와 중국의 <삼모 유랑기>의 유사점은 아래

와 같다.

첫째, 미국의 초창기 신문만화 대표적 캐릭터가 옐로키드라

면 중국의 대표적 캐릭터는 삼모이다.

둘째, 만화 줄거리의 배경을 대도시로 두고 있다. <옐로 키

드>는 뉴욕, <삼모 유랑기>는 상해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 형식

의 만화이다.

셋째, 비슷한 나이또래의 도시를 유랑하는 대머리 남자꼬마 

캐릭터가 주인공이다. 두 주인공 모두 빈민층으로 당시 이가 생

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머리를 밀거나 극심한 영양실조, 피

부질환 등의 신체이상으로 머리가 빠진 소년들이다.

넷째, 장난 끼 많은 캐릭터묘사로 도시빈민층에 대하여 불합

리한 사회제도에 대하여 비판, 풍자한다. 옐로키드는 당시 이민

자들로 북적이는 빈민계층의 삶을 그려내었으며, 백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흑인이나 중국 이민자들의 모습이 나타났다.

다섯째, <옐로 키드>는 항상 노란 옷을 입고 등장하여 옐로

키드, <삼모 유랑기>는 머리에 세 가닥의 머리카락이 있어 삼모

라고 불린 점도 비슷하다. 

아래는 두 만화의 차이점이다.

첫째, 중국의 <삼모 유랑기>는 중국 전통 수묵화 표현기법을 

사용한 흑백만화이고 <옐로 키드>는 서구의 수채화, 회화의 명암 

표현기법을 사용한 컬러만화이며 삼모만화보다는 더욱 사실적이

다. 

둘째, <옐로 키드>는 주인공의 대사를 꼬마가 입고 나오는 

노란색옷에 써넣는 형태인 반면, <삼모 유랑기>는 대사, 지시문, 

설명이 없는 무언만화이다. 

2) 외국 신문만화와 중국 신문만화 비교

<표 6>은 30~40년대 같은 동아시아권인 한국, 일본, 중국의 

신문만화 이다.25) 한국과 일본의 신문만화는 간략한 선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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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기호와 말풍선 활용, 과장된 표정, 최대한 간결하게 등장인

물 캐리커처, 배경을 생략과 최소화하였다. 중국 신문만화 <삼모 

유랑기>는 상대적으로 사실적인 그림체와 느린 스토리 전개, 사

실적인 배경과 섬세한 감정묘사 등이다. 

또 다른 특징은 <삼모 유랑기>에서는 말풍선과 지시문이 없

다. 이것은 작가가 빈번한 전쟁으로 아직 글을 모르는 아동과 문

맹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26) 도시빈민층의 현실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1941. 1 

신시대

일본-1932. 1 

讀賣新聞
중국-1947. 6 大公报

표 6. 30~40년대 한국, 일국, 중국 신문만화

2. 삼모 캐릭터의 얼굴표정

사람들의 이목구비와 눈썹은 움직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감정과 정서표출에 대한 주요정보를 담고 있다. 우리가 

그림을 살펴 볼 때 가장 많이 주시하는 곳은 얼굴이다. 사람이 

25) 한국의 최초의 연재만화 <멍텅구리>시리즈, 네 칸 만화형식으로 1924
년 10월부터 연재되고 1926년 영화로 각색 등 큰 인기를 끌었다. 신문
으로 시작되어 영화화 시리즈화 등 삼모와 비슷하여 선택.

26) 20세기 초에는 중국의 문맹률이 90%를 넘어 세계 제일의 문맹 국가로 
꼽혔다. 2000년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은 

    8700만이였는데 2005년에는 3000만이 증가한 1억 700만으로 나타났
다. 中国经济网, www.ce.cn, 20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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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얼굴을 볼 때도 주로 살펴보는 곳이  눈 주위와 입이라는 

것은 선행 연구를 통해서도 밝혀진 바 있다.27) 이러한 연구들에 

의해 인간의 기본감정인 기쁨, 슬픔, 놀라움, 공포 및 혐오 등의 

감정표현 형태를 알 수 있으며 감정표현 형태로 만화가들이 그림

으로 묘사하면서 단순화와 선명화 과정을 거쳐 과장과 왜곡하게 

된다.28) 다음 <표 7>는 <삼모 유랑기>의 삼모 감정과 정서를 나

타내는 기본적인 표현방식을 살펴보았다. 

표정 만화원본 단순화 표정 만화원본 단순화

기

쁨
(喜)

놀라

움

(惊)

분

노
(怒)

혐오
(嫌惡)

슬

픔
(哀)

즐거

움

(樂)

공

포
(恐怖)

없음

표 7. 삼모 유랑기의 삼모 감정 표현방식

27) 박경철, "만화영상 캐릭터의 도상기호적 분석", 공주대 석사학위논
문, 2005, pp.55-58.

28) 윤장원, 일본 만화 캐릭터의 표정과 독자 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
지, Vol.7 No.2, 2007, p.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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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喜), 눈썹은 아래로, 입 꼬리가 위로 올라간 입술로 묘

사되고, 눈은 초생 달 모양으로 묘사된다. 

분노(怒), 눈썹이 아래쪽과 위쪽,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며 미간 가운데 세로 주름을 넣고 눈은 치켜 올라가고 입

술은 양끝이 밑으로 쳐지거나 이를 악물게 된다. 

슬픔(哀), 입 꼬리가 아래로 쳐지거나 축 늘어지며, 눈썹 중

앙부는 올라가고 눈썹 양끝 역시 밑으로 내려가고 눈물 흘리고 

있다. 

즐거움(樂), 기쁨과 같이 입 꼬리가 위로 올라가나, 눈에 변

화는 별로 없으며, 눈썹은 살짝 위로 올라가게 묘사되고 이를 보

이며 웃는다. 

공포(恐怖), 삼모유랑기속에서는 삼모가 공포적인 표정을 짓

는 그림을 찾을 수 없다. 

놀라움(惊), 눈썹이 전체적으로 위로 올라가고 눈을 크게 뜨

며 입은 벌어지게 된다. 

혐오(嫌惡),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표정이지만 단순하게 눈

을 찌푸리고 눈썹은 꼬리가 위로 올라가고 눈은 째려보고 입은 

삐쭉 나오게 묘사하였다. 

표 8. 삼모 감정표현 추이도(단위:페이지)
 

<표 8>와 같이 총 153p(페이지)의 <삼모 유랑기>중, 삼모 감

정표현에서 기타, 슬픔, 혐오, 기쁨, 놀라움, 분노, 공포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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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그중 슬픔은 36p, 혐오와 기쁨은 각각 25p, 놀라움은 

15p, 분노는 5p, 공포는 0p이다. 25p기쁨 중 11p는 삼모가 어머

니를 만나는 꿈, 학교 다니는 꿈, 배불리 먹는 꿈 등 꿈을 통해

서 기쁨과 희망을 표현하였다. <삼모 유랑기>는 30~40년대 중국 

현실과 맞물려 그 시대 사람들이 슬픔과 혐오를 상징적으로 표현

하였다. 그리고 오직 꿈과 상상으로만 기쁨과 희망을 표현하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그려냈다.

<삼모 유랑기>속에서 삼모가 공포스러운 표정을 짓는 화면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서방국가 식민지의 개척자들, 잘못된 관

리체계, 생산수단을 장악하고 이윤만 따지는 상인, 즉 제국주의, 

봉건주의와 자본주의체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혐오하는 것을 특징

으로 나타난다. 삼모의 감정 표현방식을 보면 어린나이에도 팔자 

주름이 있다는 것은 삶이 어른 못지않게 고단하다는 것으로 보인

다. 

3. <삼모 유랑기> 캐릭터 신체특성 분석

캐릭터의 비례는 상대적인 크기와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상식을 벗어난 신체비례는 뜻밖의 시각적 흥미를 불러일으켜 정

서 혹은 웃음을 강조하여 개성을 부여할 수 있다. 신체 이미지에 

있어 신체비례는 주체나 기능면에 합당해야 하는데 캐릭터에서는 

몸에 비해 얼굴의 크기를 확대하여 강조를 해주게 된다.

인체의 평균적이면서도 이상적인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사물과 다를 사물간의 비교 관계가 성립해야 하므로 어떤 표준 

단위나 측정 단위가 임의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미술에서는 그 

단위를 '두상'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정확한 숫자를 

일컬음이 아니고 비례를 위한 기준이다. 그리고 전술한 오랜 이

상적 신체비례에 대한 탐구의 결과 이상적이면서 평균적인 신체

는 7.5등신의 신체비례를 토대로 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신체의 비례는 이보다 더 작은 수치이고 키가 작은 사람은 7등신

이거나 그 이하이며 8등신을 넘은 사람은 상당히 키가 큰 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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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9) 

그림 11. 삼모 유랑기 캐릭터 

<그림 11>은 삼모 유랑기속의 캐릭터들로서, 신체비례를 분

석한 결과 주인공 삼모는 4등신, 부유한 남자와 여자는 각각 4등

신과 5.5등신, 가난한 여자 4.5등신, 미국 군인 5.5등신으로 분

석 되었다. 대부분 다른 카툰의 그림들이 머리부위의 상단과 비

등한 길이의 인체로 2등신 또는 3등신으로 나누어지는데 <삼모 

유랑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4등신 이상의 캐릭터이므로 카툰보

다는 코믹스에 가깝다.30)

Ⅳ. 결론

본 논문의 연구대상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삼모 유랑기>는 만화 캐릭터의 탄생과 삶의 과정을 

통하여 폐쇄된 구 중국의 현실을 반영하였다. <삼모 유랑기>는 

캐릭터를 통하여 30-40년대의 중국 현실과 맞물려 그 시대 사람

들이 슬픔과 혐오의 감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내란 및 전

후의 사회는 전쟁, 식민지의 인플레이션이 가져온 공평하지 않고 

빈부격차가 임계점의 시기로 도시의 고아들은 신문팔기, 구두 닦

29) B. 호가스, 장병진역, 『다이내믹 인체구조의 분석』, 장병진역, 고
려문화사, 1999. p.66.

30) 김미림, 「카툰캐릭터의 개념과 2등분 유형의 구조」, 한국콘텐트학
회, Vol.9 No.3, 2011, pp.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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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도둑 등 일을 하면서 떠돌이 생활을 한다. 작가 "장락평"은 

상해의 잔혹한 사회현실 속에 내버려진 고아들의 삶을 발견하고 

선량하고 약소한 그들의 생활을 만화 <삼모 유랑기>를 통하여 폭

로와 비판을 하였다. 

두 번째는 삼모 캐릭터의 이미지 구성요소와 외국 만화와의 

캐릭터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만화 줄거리의 배경, 캐릭터의 연

령과 형태, 사회제도에 대하여 비판, 캐릭터의 신체등분, 캐릭터

명칭의 작명과정 등의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삼모 유랑기>

와 <옐로 키드>는 흑백 수묵화, 수채화와 회화의 표현 기법 면에

서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서구영향을 받아 캐릭터

가 자국에 정착화 되는 과정에서 발생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색은 <옐로 키드>는 캐릭터의 대사를 꼬마의 노란색 옷에 

써넣는 형태인 반면, <삼모 유랑기>는 대사와 설명이 없는 무언

만화라는 점에서 메시지 전달 방법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카

툰의 그림들이 머리부위의 상단과 비등한 길이의 신체로 캐릭터

들이 3등신 이상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아 삼모 캐릭터의 그림

체는 카툰보다는 코믹스에 가깝다.

세 번째는 외국의 신문만화는 간략한 선, 상징기호와 말풍

선, 과장된 표정, 배경 생략과 최소화 등의 기법의 특징에 주력

하는 반면에 중국의 신문만화 <삼모 유랑기>는 상대적으로 사실

적인 그림체, 느린 스토리 전개, 섬세한 감정묘사, 말풍선과 지

시문이 없는 무언만화 등의 특징을 통해 현실비판과 풍자메시지

를 폭로하였다. 

이상으로 작가 "장락평"의 <삼모 유랑기>를 본 논문에서는 

삼모 캐릭터의 탄생, 발전과정과 <삼모 유랑기> 속의 현실 등을 

살펴보고 삼모 캐릭터의 이미지 구성요소를 분석하였다. 20세기 

중국 근대 만화계에서 "장락평"은 만화가, 삽화가, 항일전사 등

으로 활동하며 만화계에 큰 영향을 끼친 주요한 인물이다. 그러

나 "장락평"의 활동과 업적에 비해 실질적인 연구가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작가 "장락평"의 삼모 시

리즈 중에서 가장 인기를 끌었던 <삼모 유랑기>속의 삼모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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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연구하였다. 

작가 "장락평"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

료의 한계성과 다른 만화 작품들을 다양하게 다루지 못하여 좀 

더 체계적이고 폭넓은 연구를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연구자는 본 논문에서 미흡했던 부분(외국 신문만과 중국 신

문만화)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차후에 보안 연구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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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on Chinese Comics <Wanderings of Wanmao's> 

Characteristics

Jin, Li-Na ․  Kim Mi-Rim
Mainland China is under different conditions both socially 

and politically than other countries, so there is a lack of 

practical researches on cartoon characters. With a profound 

interest, the researcher has selected a character that is 

realistic and loved by many Chinese. The subject of the study 

is "Shan Mao Series." Out of 16 seasons, the most famous 

one is the Chronicle of Shan Mao's Wander. I analyzed the 

character thoroughly, dealing with the beginning of the 

character, the process of character development, and a reality 

shown in the chronicle, etc. on chapter II, and the character's 

image component on chapter III. Chinese modern cartoons 

were affected by a situational anxiety because of foreign 

powers and war. Thus satire cartoons went in fads among the 

public. The epitome of a typical cartoon was the Shan Mao 

Series. 

From 1935, when the character was first created, to now 

it has eaten into Chinese people's hearts. It's because the 

story happens during a war period and it deals with a playful, 

humorous main character's life and these facts show the 

hidden side of the unfair social system. Most of readers 

prefer a smart, playful, righteous, and brave character. Shan 

means three and mao, hair in Chinese, so Shan Mao is a 

child who has three hair. The character is not just a simple 

cartoon character; it has developed into a national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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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ng many Chinese. The reason why the researcher has 

chosen the series created by Zhang Leping, the author of the 

cartoon, is because a good cartoon, good animation, and 

even good movie stimulate the feelings that we get from our 

surroundings. The character which is created in China seems 

very unique and bizarre but there is a sense of friendliness. 

Also its character image and scenes make people laugh and 

it has become a typical symbol of a modern cartoon in China.

Key Word : Chinese cartoon, Shan Mao's wander, 

Character component.

金李娜(주저자)

    中国 延边大学 美术学院 视觉传达设计专业 
     (133002) 吉林省延吉市公园路977号

    Tel : 86)158-4431-5858

    jinlina927@naver.com

394308853@qq.com

Kim Mi Rim(교신저자)

Division, Cartoon & Anim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162 Singwan-dong, Gongju -sl,

314-701, Korea,

Tel:010-5309-8016

Office:82-41-850-0397/0391(FAX)

mailto:jinlina927@naver.com
mailto:394308853@qq.com

